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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미래사회를 살아

가기 위해 협력과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의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토론, 문제해결학습, 협력적 논변 등의 협력

학습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협력학습 활동 중 컴퓨

터 기반 협력적 논변은 컴퓨터 매개라는 특성을 이용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학습자의 인지적, 사회적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으로 주

목받고 있다.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은 소그룹의 학습자가 문제상황에

대한 서로의 관점과 의견을 공유하고 비판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통합적

인 해결안을 도출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활동

은 항상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학습자가 ‘관점수용

(perspective taking)'에 능숙하지 못한 경우 학습과정과 결과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점수용은 타인의 관점에서 대상을 표현하거나 상황을 경험해보고 그

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추론하여 표현하는 것이며, 대상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객관화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이동하면 다른 모습이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수용은 인지적,

정서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인지적 관점수용은 특정 상황에서 타

인의 생각이나 지식, 견해 등을 추론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정

서적 관점수용은 특정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봄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느껴보고 타인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추론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수용은 주로 개인 단위의 특성으로 연구

되어왔으나, 그룹 단위의 특성으로 나타나 협력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최근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과정에서 이러한 관점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수 지원(instructional support)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학습자의

관점수용 활동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한 지원을 제

공하는 것은 지원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가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점수용

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적응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제한점을 극복하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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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해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학습자의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

의 적응적 지원전략을 개발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이 협력적 논변의 과정

과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양상을 체계적으로 탐구하였다.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

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설계기반연구로 진행되

었다. 설계기반연구는 반복적인 분석, 설계, 개발 및 실행을 통해 교육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유연한 연구방법론으로, 실제

교육 환경에서 연구자와 현장전문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맥락의

특성 반영한 개입안과 이론을 도출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

는 현장전문가 1인과 함께 수행되었고, 연구Ⅰ과 연구Ⅱ의 두 개의 연구

로 구성되었다. 연구Ⅰ은 1차 순환에, 연구Ⅱ는 2차 순환에 해당되며, 연

구Ⅰ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연구Ⅱ에 반영하여 지원전략과 도구를 수정하

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각 연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Ⅰ은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활동 상황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적

응적 지원전략을 개발하고 학습자의 관점수용 활동 양상을 탐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 중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

원전략에 대한 연구문제는 (1)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전략은 무엇인가, (2)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

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어떠한가로 구성되

며, 관점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문제는 (1)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개인 수준의 관점수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그룹 수준의 관점수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되었다. 먼저, 관점수용 이론 및 관련 선

행연구를 기반으로 초기 지원전략을 개발하였고, 이를 전문가 4명이 검

토하였다. 다음으로 현장 적용을 위해 중학교 남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적응적 지원이 포함된 4차시의 협력적 논변 수업을 실시하였다. 학습자

는 3~4인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노트북을 활용하여 메콩강 유역의 댐 건

설에 관한 주제로 협력적 논변을 하였다. 이후, 설문(효과성, 용이성, 협

력태도, 인지된 학습결과)과 포커스그룹인터뷰(효과 및 개선점), 활동 데

이터(온라인 상호작용 유형, 성찰 데이터)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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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질적으로 분석하여 지원전략의 효과와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으로 현장전문가와의 성찰을 통해 연구Ⅱ에 반영해야 할 개선사항을 도

출하였다.

연구결과, ‘학습자 특성 탐지’, ‘관점수용 수준 기반 분석’, ‘적응적 피드

백’, ‘적응적 스캐폴딩’, ‘적응적 성찰 지원’, ‘적응적 학습지원 시스템’ 이

라는 총 6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고, 15개의 지원전략과 41개의 상세

지침이 도출되었다. 이를 수업에 적용한 결과,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이 면대면 학습에서 이루어진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활동에 효과

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점수용 양상과 관련하여

인지적 관점수용과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지

만 연관성이 나타났고,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은 서로 다른 것으

로 나타났다. 추후 성찰을 통해 관점수용 수준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성

과 실제 적응적 지원에 사용되지 않거나 중복 적용되는 전략과 상세지침

을 삭제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수업 운영상의 문제와 관련

하여 피드백을 구체화하고 구체적인 활동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개선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Ⅱ를 실시하였다. 연구Ⅱ는 연구Ⅰ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한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의 효과와 개선점을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전략에 대한 연구문제는 (1)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을 위한 최종 전략은 무엇

인가, (2)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어떠한가로 구성되었고, 적응적 지원전략의 효과

에 대한 연구문제는 (1)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전략이 논변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컴퓨터 기

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전략이 학습결과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협력적 논변 과정이 학습결과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로 구성되었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되었다. 먼

저, 연구Ⅰ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반영하여 수정한 지원전략에 대해 전문

가 3명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수정된 지원전략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

해 실험집단 53명, 통제집단 48명을 대상으로 준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집단에서는 적응적 지원이 포함된 협력적 논변 수업을 실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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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집단에서는 적응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은 협력적 논변 수업을 실시

하였다. 두 집단 모두 3~4인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노트북을 활용하여 사

막화 주변 지역의 개발에 관한 주제로 4차시 동안 협력적 논변을 실시하

였다. 학습 과정에서 설문(인지적 갈등, 관계갈등, 집단응집성)과 심층 인

터뷰(효과 및 개선점), 활동 데이터(온라인 상호작용 유형, 성찰 데이터)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여 지원전략의 효과와

개선점을 도출하고, 학습과정과 결과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차이점을 분

석하였다.

연구 결과, 최종 구성요소는 총 4개로, ‘관점수용 점검’, ‘적응적 스캐폴

딩’, ‘적응적 피드백’, ‘적응적 성찰 지원’이 도출되었고, 하위에 10개의 지

원전략과 41개의 상세지침이 도출되었다. 각각의 구성요소는 개인과 그

룹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와 개인과 그룹에게만 적용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공통’, ‘개인’, ‘그룹’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이를 수업에 적용하

여 통제집단과 비교한 결과, 개발된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의 적응적 지

원은 면대면에서 이루어진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수업에서 개인과 그

룹의 관점수용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으며, 연구Ⅰ에서 언급되었던

개선점이 연구Ⅱ에서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인지적 관점수용은 인지적 갈등을 촉진함으로써 학습자의 협력적

논변 과정을 지원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정서적 관점수용은 학습자의 정

의적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협력적 논변 과정에서 효과적인 상호작

용이 이루어지도록 도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협력적 논변 과

정 중 그룹 내 갈등과 집단응집성, 온라인 상호작용 유형은 개인과 그룹

의 학습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점수용의 이론적 측면, 설계

에 대한 실천적 측면, 설계기반연구방법의 측면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론

적 측면에서는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협력적 논변 과정, 협력적 논변

결과 간의 관계에 대한 메커니즘 모형을 도출하고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점수용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또한, 실천적

측면에서 적응적 지원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절차모형을 도출하고, 면

대면 학습환경에서 학습분석 연구의 필요성, 적응적 지원의 효과, 교사의

역량 등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설계기반연구방법의 측면에

서는 현장전문가와 연구자 간 협력의 중요성과 교육공학 분야에서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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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후속 연구로서 관점수

용을 위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 거시적 관점에서

의 적응적 지원 연구의 필요성, 다양한 맥락에서 연구를 확장할 필요성

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맥락에서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에 대한 연구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면대면 교실에

서 테크놀로지를 결합하여 교수자를 매개로 적응적 지원을 제공하는 구

체적인 사례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변화

하는 교실에서 협력 역량의 개발을 위해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수업

을 개선하고 학습경험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관점수용과 학습분

석 기반의 적응적 지원에 대한 추후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관점수용, 교사의 적응적 지원,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설계기반연구

학 번 : 2015-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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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협력적으로 해결

해야 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국내

외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에 직

면하고 있다. 이에 OECD, UNESCO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21세기 사회

를 살아가는 인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선정하였는데, 협력과 문제해

결, 의사소통 등의 역량 등은 다양한 기구들이 선정한 미래 핵심 역량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Voogt & Roblin, 2012). 특히, 2015년부터 협력

적 문제해결력은 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PISA에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소집단 공동 학습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는 협동학습 경험을 충분히 제공(교육부, 2015, p. 31)”하도록 명시했으

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의 역량을 증진

시키기 위해 학습자가 수업에서 토론, 협력적 문제해결학습, 협력적 논변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협력적 논변은 협력학습의 일환으로 학습자의 인지적,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협력적 논변

(collaborative argumentation)은 협력(collaborative)과 논변

(argumentation)이 결합된 개념으로 개개인이 모여 함께 공통의 주장

(argument)을 구성하거나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비판적으로 통합하는 사회적 과정을 의미한다(Golanics &

Nussbaum, 2008; Nussbaum, 2002). 협력적 논변 과정에서 학습자는 공

동의 문제상황에 관한 담화에 참여하며,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주장이

나 근거를 구체화하며 정당화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관점에

대한 신중한 토의를 바탕으로 논의사항을 종합하여 통합적으로 결론을

도출한다(Chinn & Clark, 2013). 이러한 협력적 논변을 컴퓨터로 매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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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습활동이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argumentation)이다.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은 컴퓨터를

매개로 학습자에게 텍스트 기반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하도록 지원하

는 동시에 글쓰기와 토론을 통해 논변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Baker, 1999).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환경에서는 논변을 위한 스캐

폴딩이나 논증 학습 구조화가 가능하며(Jeong & Lee, 2008), 심도 깊은

협력적 논변을 위한 테크놀로지 기반의 다양한 학습지원이 가능하다. 이

러한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을 통해 학습자는 개념적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Chinn & Clark, 2013; Jonassen & Cho, 2011), 학습자는 논변

과정에서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주장들의 상호작용과

각각의 강점 및 약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력도 증진시킬 수 있다(Walton, 2006).

이러한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는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의 관점에 대한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것과 그룹원의 다양한 관점들을

서로 이해하고 잘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은

단순히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한쪽 관점이 이기기 위한 논변이 아닌, 다

양한 관점에서 이유와 증거를 구축하며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구성

하는 활동(Baker, 2009; Chinn & Anderson, 1998)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은 협력 과정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 관점수용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거나, 다

른 사람의 의견, 능력, 특징, 기대, 기분, 잠재적 반응을 추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Järvelä & Häkkinen, 2002), 관점수용을 잘하는 사람은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할

지 이해하며 예측하기 때문에(Galinsky, Ku & Wang, 2005) 협력적 논

변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점수용은 인지적, 정서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Han & Lee, 2013), 이들은 협력적 논변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지적 관점수용은 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생각이나 지식, 견해 등

을 추론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Kurdek & Rodgon, 1975).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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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수용을 할 때 학습자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에 이를 반

영하여 주장하게 된다. 즉, 협력적 논변에서 학습자는 그룹원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질지 예측하며 이를 반영하여 재반박하거

나, 가치를 낮게 만들거나, 수용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는데(Leitão, 2003, Nussbaum &

Schraw, 2007),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다. 이는 학습자의 인지적인 갈등을 촉진하며

(Selman, 1980), 이러한 인지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개인

의 인지 성장이 이루어진다(De Lisi & Goldbeck 1999). 다시 말하면, 학

습자가 과제와 관련한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예측·

이해·고려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와 이슈에 대해 다각도의 관점에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룹 차원에서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관점이 다름을 인지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게 되면, 그룹이 서로의 관점에 대해 공동의

이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Järvelä & Häkkinen, 2002). 이러한 인

지적 측면에서의 관점수용은 그룹원이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을 교류하고

깊이 있는 이해와 공동의 이해를 구축하는 과정을 촉진하여 풍부한 문제

해결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정서적 관점수용은 대상이 자신의 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측하여 표현하는 것과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대

신 느껴보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됨으로써 타인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추론 평가하는 것(Hesse, Care, Buder, Sassenberg, & Griffin, 2015;

Underwood & Moore, 1982)을 포함한다. 정서적 측면에서의 관점수용은

한 명 이상의 대상의 생각, 느낌, 동기를 식별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Gehlbach, Brinkworth, & Wang, 2012).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

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예측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을 말

한다. 학습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른 그룹원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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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고 배려하고 적절하게 행동함으로써 협력학습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정적, 정서적인 갈등이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예방하거나 감소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과정에서 모든 학습자들이 효과적으

로 관점수용을 하는 것은 아니며, 관점수용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 컴퓨

터 기반 협력적 논변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선행

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우선,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 학습자는 자신의 관점만 옳다는 편향된 생각을 가지며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배척할 수 있다. 이를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혹은

my-side bias)이라 하는데, 이러한 편향은 논변 활동에서 빈번하게 발생

한다(Hemberger, Kuhn, Matos, & Shi, 2017; Kuhn, 1993). 편향된 학습

자는 자신의 관점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관점의 그룹원이 근거를 바

탕으로 설명을 하면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지 못한다(Kuhn, Goh,

Iordanou, & Shaenfield, 2008; Tawfik, Law, Ge, Xing, & Kim, 2018).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다른 관점이 자신의 관점과 관련이 없다고 여기고

동료 학습자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경향도 나타난다

(Jonassen & Kim, 2010). 협력적 논변에서는 서로의 관점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의견을 통합하여 하나의 풍부한 해결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

요한데, 관점수용 활동의 부족으로 인한 확증편향은 다양한 관점의 공유

나 풍부한 해결안 도출을 방해할 것이다(Järvelä & Häkkinen, 2002).

또한, 관점수용이 부족하면 협력적 논변을 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간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Kwon, Liu, & Johnson, 2014). 잘못된 방법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계갈등이 발

생할 수 있다(Barron, 2003). 이렇게 그룹원 간의 오해나 의사소통의 부

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경우 그룹의 신뢰관계를 떨어뜨리고 협력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협력적 논변 과정에서 다른 그룹

원을 배려하지 않고 서로에게 공격이나 비난을 하거나 감정에 치우친 상

호작용을 하게 된다면, 협력적 논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관점수용은 협력적 논변을 포함한 협력학습 맥락에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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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 협력학습에서 관점

수용에 대한 연구는 주로 관점수용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규명한 연구(Häkkinen, Järvelä, Mäkitalo-Siegl, Ahonen,

Näykki & Valtonen, 2017; Hesse et al., 2015)가 진행되어 왔다. 그다음

으로 관점수용 특성이 그룹의 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연구(Falk

& Johnson, 1977; Ioannou & Constantinou, 2018; Järvelä & Häkkinen,

2002; Schwarz, Schur, Pensso, & Tayer, 2011)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높은 수준의 관점수용이 협력적 문제해결이나 협력적 논변, 토

론과 같은 협력학습에서 높은 수준의 수행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

다. 이와 동시에 단순히 관점수용을 양적으로 촉진하는 것만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높은 수준의 관점수용이 긍정적인 학습 과정

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포함한 상호작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들(조

영환, 김관훈, 한정윤, 2019; Dillenbourg & Jermann, 2007; Weinberger,

Ertl, Fischer & Mandl, 2005)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스캐폴딩과 피드백을 제공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지원하여 협력적 논변활동

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기반하여

볼 때,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학습자의 관점수용 관련 활동도 증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협력적 논변 활동을 포함한 협력학습에서 관점수용에 대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이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확인해

왔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점수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점수용과 관련된 연구는 많은 경

우 관점수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술연구

(descriptive research)에 머무르거나(e.g., Kurdek & Rodgon, 1975;

Litchfield & Gentry, 2010), 어떠한 상황일 때 관점수용이 촉진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경우(e.g., Shelton & McNamara, 200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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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이를 통합하는 것이 중

요한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이 가지는 효과와 이를 지원하는 것의 필

요성에 대해서 여러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지만(e.g., Järvelä &

Häkkinen, 2002; Noroozi, Weinberger, Biemans, Mulder, & Chizari,

2012), 실제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전략이나 지침을 정리하여

실제로 관점수용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 협력적 논변 활동을 구조화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활동을 지원하는 디지털 도구를 개발하거나(e.g., Nussbaum

et al. 2009) 메시지 유형의 제한을 두는 연구(e.g., Stegmann,

Weinberger, Fischer & Mandl, 2004) 등이 대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협력적 논변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협력적 논변 과정 중에 나타나는 문제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리나 지침에 의해 관점수용 측면에서 도움

을 주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협력적 논변에서

학습자의 관점수용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는 활동 중 학습자의 관점수용

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와 이에 기반을 둔 관점수용 지원

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는 논변 활동의 구조화나 메시지

작성을 구조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관점수용 지원과 관련된 구

체적인 지침이나 연구의 시사점은 미비한 상황이다.

둘째, 많은 경우 관점수용은 개인의 활동으로서 연구되어오고 있지만,

집단의 특성으로 관점수용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협력학습의 분석에서 중요한 이론적 근거의 역할을 하고 있

는 상황적 관점(situative approach)에 따르면, 집단은 하나의 단위로서

개인의 참여를 결정하는 어포던스(affordance)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개

인, 자료, 도구 등이 사회적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집단의 생산적인 활

동을 지원한다(Nolen & Ward, 2008). 그룹의 상호작용 특성이 집단이

지식을 구성하기 위한 생산적인 참여(engagement)를 유발하거나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Greeno, 2006), 이러한 특성에 대해 파악할 필요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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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점수용은 그룹의 특성 중 하나로 분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룹이 구성원 간 의견을 잘 통합한다거나 구성원이

서로의 관점을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룹 문화를 가지고 있는 등 개

인의 관점수용으로 설명할 수 없는 관점수용 활동이 나타날 수 있다. 경

영, 조직 맥락에서는 그룹의 특성으로서 관점수용을 설명하는 초기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e.g., Litchfield & Gentry, 2010). 그러나 아직 협력적

논변 맥락에서 이러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 그룹의 특성으로서 관점

수용이 가지는 역할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협력적 논변 상황에서 소수의 교

수자가 다수의 그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 고정된 지원(fixed

support)을 사용하였다. 여러 그룹의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협력학습

상황에서 한 명의 교수자가 역동적으로 변하는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적절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기에는 현실적

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그룹에게 똑같은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거나 활동을 지나치게 구조화하는

것은 협력학습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Dillenbourg, 2002). 이러한 필

요성에도 불구하고 면대면 교실 환경에서 학습자의 협력적 논변을 위해

교수자가 적응적 학습지원을 어떻게 설계하고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협력학습에서 관점수용 능력과 관련하여

학습자에게 어떠한 학습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상황

이다. 협력적 논변 활동 과정에서 학습자의 관점수용능력을 향상시켜 협

력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협력학습 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

하고 적합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적응적 지원

이라고 하는데, 적응적 지원은 기존의 학습지원과 달리 분석 결과에 따

라 개별 학습자, 혹은 그룹의 특성(학습 상황, 학습 양식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학습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촉

진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맥락을 고려하여 면대면 교실에서 교

사가 활용할 수 있는 적응적 지원전략을 개발하여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

수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촉진하여 협력적 논변의 과정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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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에 기반을 두고 전략을 개발하여 실제 현장에

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개입안을 도출하고, 이와 동시에 협력적 논

변에서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의 역할을 탐구하는 것을 통해 관점수용

이론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기

반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설계기반연구는 반복적인 분석, 설계, 개

발 및 적용을 통해 교육의 실제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유연한 연

구방법론으로, 실제 교육 환경에서 연구자와 실무자 간의 협력을 토대로

하며, 맥락특수적인 요소를 반영한 개입안과 이론을 도출한다(Wang &

Hannafin, 2005). 또한, 설계기반연구는 실제 교육 현장에 이론에 기반한

개입안을 적용하고 반복적인 효과성 검증과 수정 단계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현장 중심적인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개입안의 기반이 되는 이론

이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방법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기반연구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

는 협력적 논변에서의 관점수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에 지속

적으로 적용 가능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이론적인 기여

를 위해 협력적 논변에서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협력적 논변 과정과 결과에 관점수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그 관계를 밝힘으로써 추후 협력적 논변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자 한다.

설계기반연구로 진행하는 본 연구는 두 개의 연구로 구성되며, 연구Ⅰ

은 1차 순환에, 연구Ⅱ는 2차 순환에 해당한다. 연구Ⅰ은 컴퓨터 기반 협

력적 논변활동 상황에서 학습자의 관점수용 활동 양상을 탐색하고, 관점

수용을 위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된 처치가 현장에 적용되어 현장을 개선할 수 있기 위해 현장의 맥

락과 문화적 요인을 설계과정에 반영해야 한다(Hoadley, 2002). 따라서

연구Ⅰ에서는 학습자의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설계

하기 위해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활동 중 나타나는 학습자의 관점수용

양상과 학습자의 반응을 탐색하고 이에 기반하여 지원전략을 개선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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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음으로, 연구Ⅱ는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교

사의 적응적 지원의 효과와 개선점을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Ⅰ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지원전략을 수정하고 현장

에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전략의 효과와

개선점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적용 시 준실험연구를 실시한다. 이를 위

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고, 두 집단에서 관점수용 활동이 어떻

게 나타났으며, 협력적 논변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분

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Ⅰ,Ⅱ)는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연구심의위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2018년 9월 5일 최종

승인번호(IRBNo.1807/002-004)를 받았다. 연구참여동의서에는 참여 대상

자의 익명성과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참여를 원치 않을 때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다.

2. 연구문제

이 연구는 설계기반연구로 두 개 연구로 구성되며, 각각의 연구에 대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연구Ⅰ

1.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교사의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

전략과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1-1.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교사의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전략은 무엇인가?

1-2.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교사의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의 효과 및 개선점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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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학습자의 관점수용 양상은 어떠한가?

2-1.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개인 수준의 관점수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2.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그룹 수준의 관점수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 연구Ⅱ

1.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의 최종 적응적

지원전략과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1-1.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의 최종

적응적 지원전략은 무엇인가?

1-2.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의 최종

적응적 지원의 효과 및 개선점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어떠

한가?

2.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교사의 적응적 지원전략의 효과는 어

떠한가?

2-1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전략은 논변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2.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전략은 학습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3. 협력적 논변 과정은 학습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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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가.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argumentation)

본 연구에서 협력적 논변(collaborative argumentation)은 둘 이상의 학

습자가 참여하는 협력활동 중 하나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

체적인 근거에 기반한 주장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비판적 검토를 거쳐

통합적인 문제 해결안을 도출시키는 학습활동을 의미한다(Chinn &

Clark, 2013).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은 이러한 학습활동을 위해 컴퓨

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온라인 텍스트 기반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하

여 글을 적고 논의하는 것을 통해 협력적으로 논변활동을 하는 것을 말

한다(Baker, 1999).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은 면대면 교실 상황에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온라인 텍스트 기반 협

력학습 도구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상황에 대한 통합적인 해결안을 논

변활동을 통해 도출하는 협력학습 활동을 의미한다.

나. 관점수용(perspective taking)

관점수용(perspective taking)은 사전적 의미로 자기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여 타인의 생각, 감정, 지식 등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며(한국심리학회, 2014), 유

사 용어로 조망수용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관점수용이라는 용어를 사

용한다. 여기서 ‘수용’이라는 용어는 타인의 관점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나의 관점을 바꾼다는 의미보다는 타인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고 경험해

본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관점수용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대상을 표현하거나 경

험해 보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추론하여 표현하는 것이며, 대상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객관화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이동하면 다른



- 12 -

모습이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Ackermann,

1996). 관점수용 수준은 시간과 경험에 의해 발달될 수 있다(Selman,

1980).

관점수용은 개인과 그룹 단위로 나타나며, 그 유형은 인지적 관점수

용, 정서적 관점수용으로 구분된다. 개인, 그룹의 각 관점수용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

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생각이나 지식, 견해 등을 추론하는 능력을 의

미한다(Kurdek & Rodgon, 1975). 즉, 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도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을 이해하는 것으로 타인의 생각을 올바르게 추론하는 것이다. 그리

고 나아가 자신의 관점과의 관련성을 평가하며 자신의 의견에 반영한다

(Selman, 1980). 이때, 상대방의 관점을 나의 관점에 반영하는 것은 그

사람의 관점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통합시키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상대편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에 대

해 대안을 제시하거나, 재반박하는 것이다(Leitão, 2003, Nussbaum &

Schraw, 2007).

(2) 개인의 정서적 관점수용

개인의 정서적 관점수용은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을 대신 느껴보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됨으로써 타인의 감정 상태를 정확

하게 추론 평가하는 능력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Underwood & Moore, 1982). 또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예측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을 말

한다(Hesse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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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그룹원의 관점을 잘 교류하고 통합하며 그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다른 관계자의 관점과 그 의견에 대해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

다(이찬규, 최규상, 2017; Litchfield & Gentry, 2010). 그룹의 인지적 관

점수용 수준이 높은 경우 모든 그룹원의 경험과 의견이 공유되어 그룹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며, 그룹의 통합된 관점과 상반되는 입장의 요구도 고

려하여 해결안을 도출하게 된다.

(4) 그룹의 정서적 관점수용

그룹이 서로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존중하며 이해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구성원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

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Litchfield & Gentry, 2010; Love-lace,

Shapiro & Weingart, 2001). 그룹의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이 높은 경우,

구성원이 서로의 감정의 변화를 잘 눈치채며 서로 도우려 하고, 공격성

이나 비난이 그룹 내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다.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전략

교사의 적응적 지원은 비슷한 특성의 학습자를 집단으로 구성하여 장

기간에 걸쳐 학습목표와 학습내용, 학습 속도 등을 적응시키는 거시적

접근과, 비교적 빈번하게 단기간으로 수행되며, 수업 활동 중 학습자의

반응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미시적 접근 방법으로

구분된다(Corno & Snow, 1986).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교사의 적응적

지원은 미시적 접근을 의미한다. 이러한 적응적 지원은 수업 과정에서

실시하는 형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제공된다(Vogt & Rogalla, 2009),

교사의 적응적 지원은 교사가 그룹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

여 문제가 있는 학습자 혹은 그룹을 즉각적으로 탐지하고, 적시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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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움을 주는 활동을 의미한다(Corno, 2008; Crono & Snow, 1986;

Van Leeuwen, Janssen, Erkens, & Brekelmans, 2015). 한편, 전략은 사

전적 의미로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활동 과정에서

학습자의 관점수용 촉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가 활동하면

서 기록되는 데이터와 설문 등의 다양한 데이터 유형, 교수자의 관찰 등

을 기반으로 교수자가 학습자, 혹은 그룹에 대한 관점수용 활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형성평가를 통해 개별 학습자나 그룹의 상태를 진

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선택하여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을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전략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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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과 학습자 간 상호작용

가.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의 개념 및 특징

1) 협력적 논변의 개념

협력적 논변(collaborative argumentation)은 협력(collaborative)과 논변

(argumentation)이 결합된 의미로 협력적인 담화와 통합된 주장을 강조

한다. 협력적 논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협력과 논변의 의미에 대

해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협력(collaboration)은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함

께 학습하거나 일하기 위해 시도하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학습과정에

서의 협력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기반으

로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지식의 습득뿐 아니라 협력적인 태도 함양을

촉진한다. 이러한 협력 과정의 특징은 공동의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활동의 전 단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인데

(Dillenbourg, Baker, Blaye, & O’Malley, 1996), 이 과정에서 그룹의 구

성원은 능동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를 거쳐 공동으로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Moller, Robison, & Huett, 2012). 즉, 협력은 학습자들

이 문제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견을 교류하고 의사

결정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논변(argumentation)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사리의 옳고

그름을 밝히어 말함. 또는 그런 말이나 의견”이라고 정의된다. 논변은 사

회적, 상호작용적인 측면에 대한 특징을 담고 있으며(Wenzel, 1990; 민병

곤, 2001), 학자들에 의해 논변의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적 측면이 언급되

어 왔다. 예를 들면, Stephen(1986)은 주장에 대한 수용할만한 적합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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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추론의 과정이

언어화된 것을 논변(argumenta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언어화되었다는

의미는 주장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또한,

Walton(1992, 1996, 2006)은 논변을 가정을 입증하거나 반증함으로써 주

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참여자가 함께 추론하는 목표 지향적이고 상호작

용적인 대화로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Van Eemeren과 그의 동료들

(1996)은 논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청자나 독자가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언어적, 사회적, 추론적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러한 정의를 살펴보았을 때, 논변은 주장을 정당화하는 추론 과정을 포

함하며,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사회적인 특성을 지니며, 바람직한

해결안이나 주장을 형성하기 위한 목표 지향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변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과 시각, 의

견을 규명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해결안을 찾고, 데이터나 증거

를 바탕으로 해결안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포함한다(Voss, Wolfe,

Lawrence, & Engle, 1991).

이러한 논변에는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Toulmin(1958)이 제안한 논변(논증) 모델과 Jonassen과 Cho(2011)가 제

안한 루브릭의 구성요소가 있다. 우선, Toulmin은 바람직한 논변의 구조

를 개념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 모델은 주장(claim), 자료(data), 보장

(warrant), 보강(backing), 요건(qualifier), 반증(rebuttal)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장은 논변 활동에서 가지게 되는 입장이

고, 이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그리고 자료와 주장 사이의

연결고리인 보장(논거), 그리고 보장이 왜 타당한지를 뒷받침하는 보강이

있다. 요건은 논변이 성립하는 조건으로 주장이 얼마나 확실한지 나타내

며, 반증은 논변이 성립되지 않는 예외적 조건을 의미한다. 이를 그림으

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1]와 같다.

한편, Jonassen과 Cho(2011)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변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논변을 평가하기 위해 논변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루브릭을 제안하였다. 이 루브릭은 해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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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반대의견(counterclaim), 반증(rebuttal), 이유의 보장

(supporting reason), 관점(perspectiv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 맥락

상 내용적 측면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로 이론(theory)와 규율

(canon)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해결안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자가 지지하는 의견이나 결론을 의미하고, 반대의견은 해결안에 대

한 상대되는 주장을 의미한다. 반증은 반대의견에 대한 재반박을 의미하

고, 이유의 보장은 해결안, 반대의견, 반증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의미한

다. 관점은 이해관계자의 관점에 기초한 근거를 의미한다. 종합하면, 논

변은 대체로 주장, 반대의견, 반증, 근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학습자의 논변에 포함되어 있을 때 양질의 논변이 이루어졌다

고 할 수 있다.

[그림 Ⅱ-1] Toulmin(1958)의 논증모델

이러한 논변활동은 그 목적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Golanics & Nussbaum, 20008), 그 유형은 대립적 논변(adversa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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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umentation)과 협력적 논변(collaborative argumentation)이다. 대립적

논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변활동을 할 때, 다양한 관점 가운데 자

신의 관점이 다른 사람의 관점보다 더 우월하거나 옳다는 것을 증명하며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협력적 논변은 앞서 설명한 협력과 논변이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협력적 논변은 개개인이 모여 함께 공통의 주장(argument)을

구성하거나 비평하는 사회적 과정을 의미한다(Golanics & Nussbaum,

2008; Nussbaum 2002). 협력적 논변 과정에서 학습자는 공동의 문제상

황에 관한 담화에 참여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고, 주장이나 근거를

구체화하며 정당화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참여자는 서로의 관점에 대

한 신중한 토의를 통해 논의사항을 종합하여 통합적으로 결론을 도출한

다(Chinn & Clark, 2013).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 상대방의 주장을 제

압하고 토론에서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립적 논변과는 달리, 협

력적 논변은 문제나 이슈에 대한 최선의 해결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유연하게 탐색하고 수용한다

(Nussbaum, 2008).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협력적 논변에서 학습자는 다양

한 관점에서 이유와 증거를 구축하며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구축하

게 된다(Baker, 2009; Chinn & Anderson, 1998).

정리하면, 협력적 논변(collaborative argumentation)은 둘 이상의 학습

자가 참여하는 협력활동 중 하나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

적인 근거에 기반한 주장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비판적 검토를 거쳐 통

합적인 문제 해결안을 도출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2)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최근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협력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설

계 및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를 매개로 협력학습을 지원하는

학습환경인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computer-suppoerted collaborative

learning, CSCL)이 있으며, 기존의 면대면 협력학습의 한계를 극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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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환경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argumentaion)은 CSCL의 한 유형으로, 컴퓨터를 매개로 학습자에게 텍

스트 기반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글쓰기와

토론을 통해 논변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Baker, 1999). 컴퓨

터 기반 협력적 논변은 학습자들 간 협력을 매개하는 도구(mediating

tool)로 컴퓨터를 활용함으로써 면대면 상황에서 제시하기 어려운 복잡

하고 실제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Kirschner, Paas, & Kirschner, 2009; Lehtinen, 2003). 여기서 컴퓨터는

공유된 참조점(shared reference)을 제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 과

정을 기록하고 가시화함으로써 학습자의 점검과 성찰 활동을 촉진하며,

상호작용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확장시킴으로써 협력의 효과를 증진시

키는 역할을 한다(Koschmann, 1996; Stahl, Koschmann, & Suthers,

2006). 특히,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환경에서는 논변을 위한 스캐폴딩

이나 논증 학습 구조화가 가능하며(Jeong & Lee, 2008), 심도 깊은 협력

적 논변을 위한 테크놀로지 기반의 다양한 학습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이러한 컴퓨터 기반 학습환경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면대면 학습

환경에도 적용하여 면대면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면대면 환

경은 언어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표정(Facial expression)이나 몸짓

(gesture)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협력학습에 도움

이 되는 풍부한 학습환경을 제공한다(Hymel, Zinck, & Ditner, 1993;

Johnson & Johnson, 1996). 이러한 면대면 학습환경의 특징은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협력학습 상황에서 더욱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

(Ocker & Yaverbaum, 1999; Summers, Waigandt, & Whittaker, 2005).

또한, 면대면 학습환경에서 교수자들은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 혹은 튜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Cohen, 1994;

Dillenbourg, 1999). 예컨대, 교수자들은 학급을 돌아다니며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다양한 학생 요구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Webb, 2009). 이러한 면대면 환경의 장점과 컴퓨터 기반 협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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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변의 장점을 모두 취하기 위해 면대면 학습환경에서 컴퓨터 기반 협력

적 논변을 시도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e.g., Nussbaum, et al., 2009;

Zurita& Nussbaum, 2004).

이러한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의 효과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되

어 왔다. 우선, 협력적 논변은 개념적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Chinn & Clark, 2013; Jonassen & Cho, 2011). 예를 들어, 이미

나와 그의 동료들(2002)은 인터넷을 활용한 협력적 논변 활동을 고등학

교 경제수업에 적용하였는데, 기존의 전통적 수업에 참여한 집단보다 협

력적 논변활동에 참여한 집단의 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경제

이해력과 논변능력의 향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협력적 논변에

서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효과적 주장

을 구축하며 공통된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Buckingham-Shum, 2003). 이러한 학습 과정은 협력적 담화

(exploratory discourse)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학습자는 협력적 담

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여러 가지 인지적 갈등을 겪게 되지

만, 최종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확대

되고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학습을 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Mercer, 1996).

이와 유사하게 협력적 논변 활동에서도 학습자가 다양한 관점을 정당화

하고 비판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개념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촉

진될 수 있다.

또한, 협력적 논변 활동은 논변 기술,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과 같

은 고차적 사고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Goodyear, Jones, 그리고

Thompson(2014)는 협력적 논변이나 토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

는 과정은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며, 나아가 학습자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습자는 논변 과정에서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주장들의 상호작용과 각각의

강점 및 약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도 증

진 시킬 수 있다(Walton, 2009). 또한, 이 과정에서 협력 과정에서 갈등

을 해결하고(Doise & Mugny, 1984), 서로 조절하는 경험(Bla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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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1990)을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은 학습자의 협력 역량과 문제해결

능력, 고차적 사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내용학습과 관

련해서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컴퓨터 기반 협력

적 논변이 면대면 환경에서 활용된다면, 면대면 환경이 가진 이점을 통

해 컴퓨터를 매개로 한 학습환경의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

1)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유형 및

특징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학습자는 각자 자신의 주장을 구축하고,

다른 동료의 주장과 반론을 고려해 이를 평가하며, 공동의 지식을 구축

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따라서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의 학습자

간 상호작용은 논변의 학습 과정과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과

정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

어, 면대면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해 동료 학습자와 메시지를 공유하고 새

로운 의미를 창출해가는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으로 확장된다(서희전, 강

명희, 2005). 이러한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학습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

극하고 이들이 생산적 학습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Hirumi, 2002; Vrasidas& McIsaac, 1999),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규명하기 위해 협력적 논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

양한 상호작용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유형은 메시지

의 과제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Gilbert와 Moore(1998)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사회적 상호작용과 내용 관련 상호작용으로 분류

하였으며, Sun과 동료들(2018)은 이와 유사하게 온라인 협력학습에서의

상호작용을 사회적 상호작용, 지식 구성 상호작용, 그리고 학습 조절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일상적인 인사나 이모티콘의 사용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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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과제와의 관련성이 낮은 반면, 지식 구성 상호작용은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과 타인의 의견을 정교화하며 이를 문제해결에 적용하기

위한 상호작용으로 과제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학습

조절은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평가 또는 조절과 관련된 상호작

용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 연구들(강명희, 김민정, 이수지, 김혜선, 2008;

엄소연, 2010)에서도 웹기반 협력학습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을 과제와 직

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사회적 측면의 상호작용과 과제와 관련성이 높

은 인지적 측면의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바 있다.

다음으로,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유형은 그

메시지의 질적인 수준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먼저, Weinberger와

Fischer(2006)은 논증적 지식 구성 활동에서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다

른 동료와의 상호작용 내용을 얼마나 참고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교류

성(transactivity) 정도에 따라 총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갈등 지향

적 합의 형성(conflict-oriented consensus building)은 가장 높은 수준의

교류성을 가진 상호작용 유형으로, 이는 학습자가 서로의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게 되고, 보

다 더 나은 주장에 도달하게끔 촉진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통합 지향적

합의 형성(integration-oriented consensus building)은 학습자들이 동료

학습자가 제시한 의견을 참조함으로써 공유된 주제에 대한 관점 또는 핵

심 아이디어에 대한 공통된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유형의 상호작용이다.

신속 합의 형성(quick consensus building)은 학습자들 사이의 대화를 지

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동의를 표현하는 유형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반응 유발(elicitation)은 질문을 통해 동료 학습자

에게 추가적인 정보 또는 도움을 얻어내는 유형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교류성을 가진 상호작용 유형인 외현화

(externalization)는 동료 학습자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

나 생각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는 다수의 학습자가 개인 또는 집단의 형

태로 논변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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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협력적 논변 과정에서 학습자는 문제 해결 과정을 위해 개인의 입

장과 관점을 제시하고, 다른 학습자로부터 제기된 반론, 질문, 그리고 의

문에 대한 설명과 정당화로 이어지는 논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Andriessen, Baker, & Suthers, 2003). 협력적 논변에서는 학습자 간 상

호작용의 양뿐 아니라 질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Golanic와

Nussbaum(2008)은 협력적 논변의 질을 ‘논변 구성(argument

development)’, ‘균형(balance)’, 그리고 ‘탐구적 담화(exploratory

discourse)’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 중 ‘균형’은 학

생의 주장이 반박을 포함하는지, 다른 학습자가 제시한 의견에 의미를

더하였는지, 또는 다른 입장을 검증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관점에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는 측면이고, ‘탐구적 담화’는 학생의 논변이 비판

적이면서도 융통성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하는 측면으로, 이 둘은 협력적

논변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학생 간 상호작용성을 고려하는 요소로 활용

된다. 학습자 간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제에 대해 다

양한 관점을 가진 의견이 필요하며(Jonassen & Cho, 2011; Noroozi et

al, 2012),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그룹 논의의 폭을 넓히고 질을 높임

으로써 보다 나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Clark, D’Angelo, &

Menekse, 2009).

이러한 선행연구로 볼 때, 협력적 논변에서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요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활발한 상호작용을 위해 다양한 관점과 입장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러

한 관점들이 검증되고 수용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협력

적 논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은 활발한 관점수용 활동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2)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어려움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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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으며, 여러 연구들에서는 컴퓨터 기반 협

력적 논변에서 나타나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습자가 초기 아이디어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체계적이

고 생산적인 논변 활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협력적 논변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활동 초기 자신의 의견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료 학

습자와 상호작용하며 그룹의 담론을 구성해 나가야 하는데, 만약 이 초

기 의견이 명확히 구축되지 않으면 그룹의 담론은 일관성이 떨어지고 체

계적으로 구성되기 어렵게 된다(Andriessen, 2006). 협력적 논변과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선형 토론 활동 중에 그룹이 공유하는 담론의 공간

을 넓히고 이를 심화시키는 것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McCutchen, 1987). 모든 논변 참여자가 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

탕으로 자신의 기본 의견을 정립할 때, 그룹의 담론이 생산적으로 확장

되고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초기 의견 구축에 실패한

학습자는 이어지는 그룹 토론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과적으로 그룹 상호작용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illenbourg, 1999; Jonassen & Kim, 2010).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이

를 통해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더 나은 해결안을 도출해야 하는

협력적 논변에서(Hoever, van Knippenberg, van Ginkel, & Barkema,

2012) 일부 학습자의 소극적 참여는 그룹 상호작용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떨어뜨려 전체적인 논변 활동의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는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는 제시된 문제에 대한 학습 파트너의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과 호

환되지 않을 때, 그들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거나 수용하길 꺼릴 수 있다

(Jonassen & Kim, 2010). 또한, 신체적 형태, 목소리 톤과 억양, 시선 교

차 및 그룹 정체성과 같은 사회 맥락적 단서가 부족하게 되면 토론과 논

쟁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과 의지가 줄어들어 협력적 논변 활동의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Coffin & O'Halloran, 2009). 아울러 학습자들은 동료가

제시한 반론을 수용하게 되면 자기 의견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자신

의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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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Brooks & Jeong, 2006; Jonassen & Cho, 2011;

Nussbaum & Kardash, 2005; Stein & Bernas 1999). 이처럼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수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습자 간 협상에 있어 상호

작용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Järvelä & Häkkinen, 2002), 서로의 의견

에 반응하지 않고 상대방과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지 않아 그룹의 통합된

의견 도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Hoever et al., 2012; Koschmann,

2003). 이는 결국 협력적 논변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학습자는 학습 파트너의 주장을 비판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

을 수 있다. 반론은 협력적 논변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논변 과정에

서 학습자 간 생산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하는 수 있는 역할을 한다

(Jonassen & Cho, 2011; Nussbaum & Schraw, 2007). 이러한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반론을 꺼리는 까닭은 반대 의견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거나(Leitão, 2003), 반론을 제시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파트너와 감정적 갈등을 피하고 싶기 때문인 경우(Andriessen, 2006;

Clark et al., 2009)가 빈번하다. 동료가 자신의 비판적 의견과 반론을 건

설적인 피드백보다는 개인적인 공격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

들은 상대 주장에 대한 이의 제기를 거부하고, 질이 낮은 응답으로 그룹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Rourke & Kanuka, 2007). 이는 결국 학습

자 간 상호작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논변에서 학습자는 그룹 내에서 나타난 다양한 관

점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때 학습자는 다른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반론을 예측하고 이를 고려하여 재반박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Jonassen & Kim, 2010; Nussbaum & Asterhan, 2016). 그러나

대부분의 학습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화를 위한 증거

를 찾거나 주장을 재정비하는 경향이 있다(Jonassen & Cho, 2011;

Kuhn & Udel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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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의 학습자 간 상호작용 지원

지금까지 학습자가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겪는 학습자 간 상호

작용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을 규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학습자 간 상호작용 지원을 위한 연구는 학습자의 논변 활

동과 관련된 지원인 스캐폴딩, 피드백, 그리고 성찰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스캐폴딩 (Scaffolding)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학습자에게 스캐폴딩(Scaffolding)을 지

원하는 것이다. 스캐폴딩은 학습자가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

해 제공되는 지원으로, 학습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높은 수

준의 능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지원이

다. 스캐폴딩은 학습자가 근접 발달영역(ZPD,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내에서 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

며, 학습자들의 능력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점차 사라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스캐폴딩을 위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구조화 도구는

협력 스크립트이다. 협력 스크립트는 학습자들에게 협력학습의 절차를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협력학습의 각 단계에서 학습자의 역할을 안내하

고, 협력학습의 과정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상호작용을 안내하고, 참여 방

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정효정, 김동식, 2010). 협력 스크립

트는 ‘협력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전형, 구체적인 모형을 내재하

고 있으므로, 모범적인 협력의 방법, 태도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Suthers, 2007). 실제로 이제까지 이루어진 실증적인 연구들을 통해

협력 스크립트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e.g., Kollar, Fischer, & Slotta,

2005; Weinberger, & Fischer, 2006). 특히 대부분의 연구는 온라인 협력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온라인 협력학습에서 협력스크립트가 협력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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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였으며, 과제와 관련된 지식 습득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활용되는 지원 방식으로

는 질문 프롬프트가 있다. 질문 프롬프트는 미시적 차원에서 커뮤니케이

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과제 내용에 대한 팀원들의 인지적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일종의 미시적 스크립트이다. 질문 프롬프트는 학습 시점에 따

라 필요한 스크립트를 즉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스크립트의 회상에 필요

한 인지적 노력을 줄여주고 스크립트의 활용도를 높여 스크립트의 효과

를 강화시키는 강점이 있다(Dillenbourg, 2002; Xie & Bradshaw, 2008).

또한, 과제 내용의 핵심 이슈나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어 인지적 노력

을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본유적 인지부하를 높일 수 있다(Dillenbourg &

Tchounikine, 2007). 예를 들어, Oh와 Jonassen(2007)은 질문 프롬프트를

포함한 스캐폴딩의 효과를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논변 활동에서

확인하였는데, 스캐폴딩을 제공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논

변글을 더욱 많이 작성하고, 보다 많은 증거를 제시하며, 가설을 검증하

는 면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협력적 논변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스캐폴딩 중 하나는 메시지

유형에 제한(constraint)을 두는 것이다. Jeong(2005)은 그의 연구에서 논

변 메시지의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주장, 반론, 근거, 설명으로 구분하고

논변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메시지를 게시하기 전, 학습자는 메시지의 내

용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태그를 달 수 있도록 하였다. 유사하게,

ShadowPDforum(Jonassen & Remidez, 2005)에서도 메시지 유형의 제한

을 두었는데, 메시지 유형은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직접 내장되어 학습자

가 토론에 메시지를 게시하기 전에 각 메시지의 기능을 선택하고 분류하

도록 하였다. 이렇게 메시지 유형의 제한을 둘 때, 학습자들은 그들의 아

이디어를 더욱 구체화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더 많은 답글

을 주고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e.g., Weinberger, Ertl, Fischer &

Mandl, 2005). 또한, 메시지 유형이 제한됨으로써 학습자들은 논변 과정

에서 더 많은 주장을 제시하였고, 논증 과정에 대한 지식을 더욱 많이

습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e.g., Stegmann, Weinberger, Fisc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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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l, 2004).

한편, 학습자가 스스로 협력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

로는 예제(Worked-out examples)의 제공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Rummel과 Spada(2005)은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자들의 인

지적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예제를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처치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문제해결에 더 집중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예제를 관

찰하면서 학습자는 협력을 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습할 수

있고, 관찰한 부분을 정교화하면서 협력학습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예제는 ‘협력 모형’이 되는데, 협

력 모형은 전문가들의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을 모형화한 것으로, 협력

활동과 문제해결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동원한 전략적 지식의 절차적 정

보(how 정보)와 원인 정보(why 정보), 문제해결 결과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협력 모형’은 전문가 집단이 주어진 협력 과제의 본질을 파악하

고 과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나가는 과정을 모델링하게 함으로써, 불필요

한 인지부하 발생을 감소시키고, 유의미한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다

(Renkl, Atkinson, Maier, & Staley, 2002). 그러나 예제만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므로(Hilbert, Schworm, &

Renkl, 2004; Renkl, Atkinson, Maier, & Staley, 2002), 예제를 함께 분

석하고 설명하는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협력학습에서 그룹이 서로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학습

도구를 제공하여 그 효과를 살펴본 연구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원전

략은 그의 연구에서 공유 공간(shared space)에 대한 효과를 탐색했는데,

공유공간에 접근이 허용된 그룹은 media richness에 대해 더 많이 인식

하고, 더 탐색적인 그룹-규범 인식을 가지며, 그룹 행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더 효과적인 문제해결 전략을 도출하고, 협력활동을 촉진하며,

그룹 과제를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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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찰 및 피드백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을 지원하기 위해 성찰 및 피드백이 활용된

연구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먼저, 시각적 피드백은 스크립트와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협력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시각적 피

드백을 독립적으로 제공하여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그룹에

대한 인식(awareness)을 지원하기 위해 그룹 구성원의 활동 상황을 시

각화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Janssen, Erkens, Kanselaar과

Jasper(2007)는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에서 그룹의 인식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를 시각화하는 도구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참여를 시각화하여 보여

주는 도구를 사용한 그룹이 협력활동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았고 사회적

활동에 대한 조절을 더 많이 하였다. 그러나 그룹의 협력 과정에 대한

인식, 참여의 균등성, 그룹 생산물의 질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각화한 피드백을 교수자에게 제공하여 학습자 지원을 촉진하

도록 한 연구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Van Leeuwen과 동료들(2014)의

연구에서는 협력학습에서 학습자의 참여와 이들의 상호작용 패턴을 시각

화하여 보여주는 교수자 대시보드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교수자

들은 통제 조건에 비해 대시보드가 있는 조건에서 더욱 자주 학생의 활

동 참여와 관련된 협력학습의 이슈를 확인하였으며, 더욱 구체적으로 그

들의 학습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이 탐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시각화된 피드백은 교수자의 지원을 촉진함으로써

협력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조영환 외(2019)는 테크놀로지 기반 면대면 협력적 논변 학습 상황에서

그룹의 면대면 협력 과정을 점검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피드백을 제

공하는 학습자 대시보드와 교실 전체 그룹의 협력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

악할 수 있는 교수자 대시보드를 활용하였다. 이 대시보드는 각 그룹의

논변 활동에 있어서 의견의 다양성, 활동 참여의 양과 상호작용 형태, 그

리고 논변의 핵심 구성요소 사용 빈도를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각적 피드백은 학습자들이 현재 그룹의 협력 상황을 구체적이고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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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학습 참여 및 상호작용, 공유정

신모형 및 그룹조절, 그리고 논변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

로 확인되었다.

한편, 피드백과 성찰활동을 동시에 제공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

컨대, Phielix, Prins, Kirschner, Erkens와 Jaspers(2011)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협력적 글쓰기에 동료 피드백 도구인 Radar와 성찰 도구인

Reflecter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도구를 과제 시작, 중간, 마무리 시점에

모두 사용한 실험집단이 중간부터 혹은 마지막에 사용한 집단에 비해 그

룹 구성원들의 활동에 대해 더 우호적으로 인식했으며, 그룹의 사회적

수행 또한,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보았을 때, 협력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피드백을 시각

화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현재 학습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

정에서 유발되는 인지부하를 줄이고(Few, 2006; Keller &Tergan, 2005),

협력학습 상황과 관련된 많은 양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학습활

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의 양상과 역할

가. 관점수용의 개념 및 유형

1) 관점수용의 개념 및 발달

관점(perspective)은 현상이나 상황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의미한다(국립국어원, 2019). 이러한 관점에 따라 어떤 행동

이나 말을 할지 결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조별활동 중 한 조원이 감

정이 상해 더 이상 과제를 진행하고자 하지 않을 때 다른 조원들의 관점

(또는 입장)에서는 그 조원을 책망하고 그 조원을 과제에서 제외하자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조원은 다른 조원이 자신의 의견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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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말에 기분이 상해 과제를 진행하지 않았을 수 있다. 기분이 상한

조원의 관점에서는 다른 조원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과해주는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각각의 자신의 처지나 태도에 기

반하여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관점에 근거하여 사고

하고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관점만 고려하여 행동하

게 된다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점을 잘 인

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관점을 잘 추측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을 관점

수용이라고 한다. 심리학적으로 관점수용은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서

자기중심성(egocentrism)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자기중심성

은 자신의 관점에 대한 배태성(embeddedness)으로 정의되는데, 관점수

용은 이와 반대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

해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Piaget는 전조작기 유아는 자기중심

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정신적인

조망이 불가능하고, 학령기 이후에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 타인의 조망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점수용은 연령이 증가하면

서 인지발달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한다고 보았다(하보영, 2003).

이와 유사하게, Flavell, Botkin, Fry, Wright와 Jarvis(1968)은 아동이 초

반에 자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시작하여, 타인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식하는 단계, 그리고 자신과 타인이 모두 서로의 관점을

고려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단계로 변화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특성

을 기반으로 Flavell과 그의 동료들(1968)은 관점수용이란 자기와 타인

사이의 상호관계를 타인의 시선을 통해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라 정의하

였다. 즉,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한편, Selman(1980)은 이러한 인지발달적 측면에 기반하여 관점수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인지적 측면으

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상호관계를 통한 다양한 자극을 바탕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맥락에 기반하여 Selman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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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 추측하고, 그 사람의 사고와 감정을 이

해하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학습자가 자기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교육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관점수용(perspective taking)은 이러한 심리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여

러 학자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왔다. 관점수용에 대한 접근은 학

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의미에 있어 관점수용은 유사하다. 예를

들어 Carlo, Knight, Eisenberg와 Rotenberg(1991)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으로 보았고, Johnson(1975)은 자기중심적 사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수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Ackermann(1996)은 보다 구체적으로 관점수용을 정의하였는데, 관점수

용은 나와 다른 관점에서 대상을 표현하거나 경험하고 다른 관점에서 어

떻게 생각할지 표현하는 것이며, 대상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객관화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이동하면 다른 모습이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정의를 종합하면, 관점수용은 자신의 입

장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의도, 행동 등에 대해 추측할 수 있고, 자신

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고과정을 포함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과 다른 관점으로 대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인지적 사고과정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의 이면에 있는 느낌이나

동기, 감정을 파악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2) 관점수용의 유형

관점수용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후, 인지나 정서와 같은 다양한 요

소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점수용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

다(Ambron & Irwin, 1975). 그러나 최근에는 관점수용을 여러 기준으로

바탕으로 차원과 유형을 구분하고, 그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e.g., Kurdek & Rodgon, 1975; Litchfield & Gentry, 2010). 감정



- 33 -

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감정적 관점수용(emotional perspective

taking), 비감정적 관점수용(nonemotional perspective taking)으로 구분

하는 경우(e.g., Van boven, Loewenstein, & Nordgren, 2013), 사회적 측

면을 강조하여 사회적 관점수용(social perspective tak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나타난다(e.g., Waterman, Sobesky, Silvern, Aoki, &

McCaulay, 1981). 그러나 대표적인 구분은 ‘무엇’에 대한 관점수용인지

그 대상을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의하면, 관점

수용은 지각적(perceptual), 인지적(cognitive), 정서적(affective) 관점수용

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e.g., Kurdek & Rodgon, 1975; Litchfield

& Gentry, 2010).

우선, 지각적 관점수용은 공간적 관점수용(spatial perspective taking)

이라는 용어와도 혼용되기도 하는데, 실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시

각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특정 대상(관찰자)에 따라 어떻게 보일지 판단

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위치에서 왼쪽에 있

는 사물을 표현할 때, 지각적 관점수용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관

점에서 ‘당신의 오른쪽’에 있는 사물이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공간적 개

념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

이 자신의 관점과 다를지에 대해 인식하는 것도 지각적 관점수용에 포함

된다.

인지적 관점수용은 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생각이나 지식, 견해 등을

추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Kurdek & Rodgon, 1975). 인지적 관점수용은

개인의 관점수용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언급되는데(Galinsky et al., 2005;

Parker & Axtell, 2001), 주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과 관련된다. 즉, 인지적 관점

수용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도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

는 지식이나 생각을 이해하는 것으로 타인의 생각을 올바르게 추론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관점과의 관련성을 평가하며 자신의 의견

에 반영한다(Selman, 1980). 예를 들면, 논변글을 작성할 때 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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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신의 주장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반영할 때에는 나의 의

견에 대해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추론해보고,

이를 반영하여 더 설득력 있는 논변글을 작성할 수 있다. 상대방의 관점

을 나의 관점에 반영하는 것은 관점을 통합시키는 방법으로, 상대편 관

점을 재반박하거나 가치를 늦추거나, 반대의견을 일부 받아들이거나 반

대 의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Leitão, 2003, Nussbaum &

Schraw, 2007).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다른 관점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Litchfield & Gentry, 2010).

인지적 관점수용은 내재적 심리과정인 타인의도 조망과 타인사고 조망

으로 구성된다. 타인의도 조망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이 의

도적인지, 의도적이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추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Higgins, 1981).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행동을 했는지, 하지 않았

는지를 구분하는 것을 통해 대인관계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타

인사고 조망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과정에 대해 추론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예측하고 추론하

는 능력을 포함한다(Mussen, 1990). 이러한 두 가지 내재적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도와 생각을 추론함으로써 인지적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

또 다른 차원에서 Higgins(1981)는 인지적 관점수용을 정확하게 실행

하기 위해 자신의 관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이 중요하다고 제

안하며, 다음과 같은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target-only judgment로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나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이 수준에서는 자

신의 관점을 억제하며 자신이 이해할 대상의 관점을 추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comparing judgment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추론할 때 자신의 관

점을 다른 사람의 관점과 비교하며 관련성을 찾는 것이다. 비교 판단 과

정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자신의 관점과 비교해야 하므로 자신의 관점

을 배제하지 않고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자신

의 관점을 판단할 때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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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마지막 수준인 self-as-object judgment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관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객관적 판단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점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관

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관점을 판단해

야 하기 때문에 고차적인 사고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세 가지 수준은

학습자가 자신의 관점을 얼마나 객관성을 가지고 잘 통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서적 관점수용은 생각이나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

에 대한 판단과 추론을 의미한다. 즉, 정서적 관점수용은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대신 느껴보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됨으로써

타인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추론 평가하는 능력으로, 정서적인 측면에

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Underwood & Moore, 1982). 정

서적 관점수용은 타인의 감정 및 정서 상태를 공감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포함한다(Litchfield & Gentry, 2010). 정서적 관점수용은 인지적 관점수

용과는 달리 타인의 감정과 정서에 중점을 두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이를 유발한다(Grant & Berry, 2011).

정서적 관점수용의 심리적 과정을 규명한 여러 연구에서는 정서적 관

점수용이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로 구성된다고 설명하는 경우

(Hoffman, 1984)와 하위 유형(비추론적 공감, 공감적 추론, 비공감적 추

론)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한 경우(Flavell et al., 1993)로 구분된다. 전자

의 경우, 인지적 요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고(Borke, 1971), 정서적 요소는 대상의 입장이 되어서 그 대상이 경

험하는 내적 상태를 느끼는 것을 말한다(Feshbach & Roe, 1968). 즉, 특

정 현상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인식하고 그 대상의 느낌

을 상상하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하위 유형의 구분으로 정서적 관점수용을 설명하는 이론에서는

세 가지로 그 유형을 구분하는데(Flavell et al., 1993), 우선, 비추론적 공

감(noninferential empathy)의 경우 다른 사람의 감정표현이 자신에게 유

사한 감정 상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로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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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법으로, 유발된 감정에 대한 인지적 처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 예로 옆 사람이 울면 이유를 모르게 같이 따라 울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공감적 추론(empathic inference)은 다른 사람의 감정

표현에 대해 같은 느낌을 느낌과 동시에 그 감정이 유발된 이유와 감정

이 무엇인지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공감적 추론

(nonempathic inference)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추론할 수 있지만 이러

한 감정을 직접 느끼지는 않는 경우이다. Flavell과 그의 동료들(1993)은

이러한 세 가지 하위 유형을 제안함으로써 정서적 관점수용은 다른 사람

의 감정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유사하게 느끼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지각적,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유형 중 지각적 관점수용은 다른 관

점수용 유형과 상대적으로 매우 관련성이 높고(Litchfield & Gentry,

2010), 통합적인 해결안을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관점 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Carlile, 2002).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한 지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사고나 의견, 정서 등을 추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러한 점에서 지각적 관점수용은 다른 인지적 관점수용과 정서적 관점수

용의 기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관점수용을 다루

는 경우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e.g., Han

& Lee, 2013). 또한, 많은 연구에서 관점수용의 유형에 대한 구분과 용

어의 통일이나 정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많은 상황이다(Cigala,

Mori, & Fangareggi,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논변 상황이 맥

락이므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지적 관점수용과 정

서적 관점수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3)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지금까지 관점수용은 주로 개인 단위에서 연구되어 왔다. Piaget 이후

의 인지발달 학자들은 관점수용능력을 점진적인 발달 과정으로 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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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특성의 발달 수준에 따라 몇 개의 위계적인 단계를 거친다고 밝

혔다. 하지만 아동이 자기중심적 의사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결

과(e.g., Nadig & Sedivy, 2002)나 성인도 자기중심적 관점수용을 한다는

연구결과(e.g., Wu & Keysar, 2007)를 통해 인지발달과 함께 점진적으로

관점수용 수준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맥

락은 Selman의 관점수용과 상통한다.

한편, 최근에는 이러한 관점수용을 개인 단위뿐만이 아닌 그룹 단위의

능력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그룹의 관점수

용은 상황적 관점(situative perspective)에서 이해될 수 있다. 상황적 관

점은 활동이론(Engeström, 1987), 상황학습(Lave & Wenger, 1991), 분

산인지(Hutchins & Klauson, 1998)등의 이론의 공통된 기저를 포괄적으

로 나타낸 접근법으로(Greeno, 2006), 활동체제(예, 그룹, 학급, 커뮤니티

등)의 단위로 학습을 이해하려는 접근이다. 상황적 관점에 따르면, 집단

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이며, 집단의 학

습에 있어서 생산적인 상호작용의 본질과 발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

단을 하나의 분석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arron, 2003;

Greeno, 2006). 집단을 분석의 한 단위로 설정하는 것은 개인이 가진 특

성처럼 집단 단위의 특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집단은 하나의 단위로서 개인의 참여를 결정하

는 어포던스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개인, 자료, 도구 등이 사회적 공간

에서 상호작용하며 집단의 생산적인 활동을 지원한다(Nolen & Ward,

2008). Greeno(2006)는 그룹의 상호작용 특성이 집단이 지식을 구성하기

위한 생산적인 참여(engagement)를 유발하거나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러한 특성에 대해 파악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관점수용은 이러한 맥락

에서 집단이 하나의 사회적 체제로서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하는 활

동으로 볼 수 있다. 집단의 관점수용은 집단의 생산적인 상호작용 결과

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집단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하나의 특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집단의 역량, 혹은 특성으로 관점수용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아직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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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이지만 시도되고 있다. 그룹의 관점수용과 관련하여, Litchfield과

Gentry(2010)는 관점수용을 조직의 역량으로 정의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량 계발이 가능하며, 조직에 따라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

명한다. 즉, 집단의 관점수용은 집단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특성은 시간이나 경험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룹의 관점수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직 미

비하지만,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Litchfield과 Gentry(2010)는 그들

의 연구에서 조직의 인지적 관점수용과 정서적 관점수용이 어떻게 나타

나는지 설명하였다. 우선 그들은 조직의 인지적 관점수용에 대해 집단의

구성원이 그들의 작업과 관련된 다른 관점의 소유자(이해관계자)가 어떻

게 생각하는지 상상한 다음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거나 무시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일상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상품개발팀이 아이디어를 논의할 때, 그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상사

가 어떻게 반응할지 구성원끼리 예측하고 논의하여 아이디어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집단이 자신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

는 관점과 다른 관점을 구성원의 소통을 통해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은 구성원이 다른 관점에 대해 논의하

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구성하는지와도 관련

된다. 구성원은 개별로 가지고 있는 관점을 공유하며 하나의 공유된 인

식을 종합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논의되며 포함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

(Järvelä & Hadwin, 2013).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얼마나 잘

통합하고 수용하는지에 대한 것을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찬규와 최규상(2017)의 연구에 따르면, 팀의 관

점수용이 높다면 다양한 관점의 제안으로 인한 과업갈등이 일어나더라도

원활한 의사소통 조정과 관점 통합으로 과업갈등이 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소할 수 있다.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은 그룹의

관점 통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팀 성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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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서적 관점수용과 관련하여 그룹의 정서적 관점수용은 그룹의

문화와 관련이 있다. Litchfield과 Gentry(2010)는 구성원이 서로의 관점

에 대해 존중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행동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날

때 그룹의 정서적 관점수용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조직은 인지적

관점수용과 크게 관련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지식과

존중을 강조하는 문화를 만들어왔다(e.g., Lawrence & Lorsch, 1967). 이

러한 문화는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집단의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집단마다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서로의 관점을 안정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을

때 그룹의 정서적 관점수용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ovelace, Shapiro & Weingart(2001)의 연구에서는 구성원이 의견 불일

치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때 팀 성과에 갈등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유로운 의사소

통이 가능한 분위기와 정서적 상태에서 정서적 관점수용이 가능하고, 이

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적 관점

수용은 구성원 간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룹의 관점수용과 개인의 관점수용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

한 상황이며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이들의 높은 관련성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Falk와

Johnson(1977)의 연구에서는 4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의 구성원 개개인의

관점수용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그룹의 협동 과정

과 의사소통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룹 구성

원이 높은 수준으로 관점수용을 하게 되면 구성원의 여러 관점을 연결하

고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며, 제안된 아이디어를 개선하여 더 창의적인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다(Hoever, van Knippenberg, van Ginkel &

Barkema, 2012). 이러한 여러 관점의 통합과 연결을 통한 그룹의 지식

구성은 높은 수준의 그룹 관점수용과 관련이 있다(e.g., 이찬규, 최규상,

2017; Litchfield & Gentry, 2010). 이렇듯 그룹이 개개인들이 모여서 이

루어진다고 보았을 때, 이런 개개인의 관점수용 활동이 결과적으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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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수용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관점수용 수준을 단순히 통합하여 그룹의 관점수용 수

준으로 보는 것은 그룹의 공유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적 특성을 반영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룹 구성원 개개인의 자기조절학습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구성원 모두 이를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한 사회적

조절을 잘하지 못할 수 있는 것(Volet & Järvelä, 2001)처럼, 그룹 구성

원 개인의 관점수용 수준이 높다고 하여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룹의 관점수용을 구성원 개

개인의 관점수용 활동 그 이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선행연

구에서 언급이 되어 왔다(e.g., Litchfield & Gentry, 2010). 그룹은 다양

한 구성원이 모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의 구성원 간의 관계나

친밀도, 상호작용의 양적, 질적 특성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특성이 그

룹의 관점수용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기(Ku, Wang, & Glinsky, 2015)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았을 때,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은 개인의 관점수용

수준의 합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만약 구성원 개개인이 서로에 대한 관점수

용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 그룹 내 사회적 유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Davis, 1983). 이러한 높은 그룹의 유대감은 그룹 외부에 있는 대상을

경쟁 대상으로 여기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Tarrant,

Calitri, & Weston, 2012), 낮은 그룹 관점수용 수준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Ku와 그의 동료들(2015)은 구성원 개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

이 모두 높다면 아이러니하게 구성원들이 서로의 의견과 관점을 무시하

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내세우지 않아 누구도 원치 않는

차선책(sub-optimal choice)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은 그룹 구성원이 서로의 관점에 대한 논의를 회피

하고, 다양한 관점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낮은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개인의 관점수용과 그룹의 관점수용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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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으나(아래 [그림Ⅱ-2] 참조), 아직 그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제시하듯, 개인의 관점수용이 공

유적 활동을 통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개인의 관점수용의 합과 동

일한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Ⅱ-2]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관계

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의 양상 및 역할

1)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의 양상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의 양상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많이 이루

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문제

상황에 관한 담화에 참여하며, 서로의 관점에 대한 신중한 토의를 통해

참여자는 논의사항을 종합하여 통합적으로 결론을 도출한다는 협력적 논

변의 개념과 유사한 맥락에서 관점수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Järvelä와 Häkkinen(2002)은 웹기반 토론에서 학습자에게 나타나

는 관점수용 수준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들은 Selman(1980)의 연구

와 유사하게 0단계부터 4단계까지 총 5단계로 관점수용 단계를 구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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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자기중심적(egocentric), 주관적 역할수용(subjective role-taking),

상호적 관점수용(reciprocal perspective taking), 공동의 관점수용(mutual

perspective taking), 사회-상징적 관점(societal-symbolic perspective)으

로 나타난다. 이때 관점수용은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였다.

우선, 0단계인 자기중심적 단계에서 학생들은 매우 주관적이고 자기중

심적인 의견과 표현을 제시한다. 다른 학생이 동일한 상황이나 경험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관심이 없다. 또한, 의견에 대한

교류가 되지 않으며 관점들 간의 관계가 모호하고 제한적이다. 서로 관

점의 대한 교류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게시글은 낱개로 남아있

으며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1단계인 주관적 역할수용 단계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이 구분이 된다. 학생들의 의

견과 경험이나 느낌은 일관적이고, 논의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며 자신

과 유사한 관점에 대한 게시글에 답변을 게시한다. 2단계의 상호적 관점

수용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관점의 독특성과 그 가치를 인식

한다. 의견과 느낌에 대한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일반적으로 일어난다. 다

양한 관점의 교류가 발생하지만, 자신과 다른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3단계인 공동의 관점수용 단계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관

점을 조정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논의는 제 3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거나

일반화된 관점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각각의 개인의 경험이 공유

되며, 의견과 경험이 서로 공유된다. 의사소통은 “나의 의견”에 대한 것

에서 정교화된 논변과 일반화된 의견으로 이동한다. 마지막 4단계의 사

회-상징적 관점 단계에서 학생은 주관적인 관점을 공동의 관점으로 확

장할 뿐만 아니라 다차원이나 고차적인 수준의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공동의 관점은 사회적, 관습적, 법적, 도덕적 관점으로 확장되고 추상화

되어 논의된다. Järvelä와 Häkkinen(2002)은 그들의 연구에서 웹기반 비

동기적 토론에서 관점수용 단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는데, 총

25개의 토론 단위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단계는 2단계였고, 40% 이

상이 0단계와 1단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단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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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론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Kuhn과 Crowell(2011)은 논변에서 개인의 논변글이 어떻게 나타

나는지 관점의 통합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총 4가지 유형의

관점수용 양상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는 관점이 형성되지 않은 유형이다.

자신의 논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두 번째는 한쪽

의 관점만 포함한 유형이다. 자신의 입장과 관련된 한쪽의 의견만 포함

되어 있다. 세 번째는 두 가지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 유형으로 상대편

입장의 부족한 점을 자신의 논점에 포함시킨 논변글을 말한다. 마지막으

로 통합된 관점 유형이다. 통합된 관점에서는 자신의 관점의 약점이나

상대편 관점의 강점을 적절히 포함시킨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단계와는 다르게 Hesse와 그의 동료들(2015)은 협력적 문제해

결에서 개인의 관점수용은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의 하위 요소 중 하

나로 나타난다고 제안한다. 협력적 문제해결에서 관점수용은 두 가지 양

상으로 나타나는데, 반응 능력(responding skill)과 청자 인식 능력

(audience awareness skill)이 그것이다. 반응 능력은 다른 사람의 기여

(contribution)을 어떻게 통합하는지에 대한 능력이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반응 능력은 다른 사람의 기여를 무시하거나, 적당히 고려하는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해결안에 활용하는 수준까지 나타난

다. 한편, 청자 인식 능력은 자신의 기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

해 어떻게 맞춤화하는지에 대한 능력이다. 청자 인식 능력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측하여 행동하게 되는데, 자신의

입장에서만 발화하는 것에서부터 상대방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될지 고

려하여 발화를 조정하는 수준까지 나타난다. 이렇게 관점수용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며, 반응 능력과 청자 인식 능력은 의견의 수용과 표현

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개인 단위의 관점수용은 토론과 협력적 문제해결에서 관점수용

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행동지표와 수준을 제공해주고 있다. 주

로 인지적 측면에서 상대편 관점과 기여에 대한 통합과 관점의 객관화

및 추상화, 그리고 정서적 측면에서 청자를 고려한 발화와 표현,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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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하는 것

은 상대편 관점에 따라 자신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자신의

관점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통합은 상대편 관점과 나의 관점

의 통합으로 재반박, 의견의 일부 수용, 반대 의견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Leitão, 2003, Nussbaum & Schraw, 2007).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점수용의 유형을 인

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으로 구분하고, 그 단위를 개인과 그룹으로 구분하

여 협력적 논변에서 각각의 관점수용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각각의 관점수용 유형별

수준을 도출하였고, 연구방법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의 역할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는 긍

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특히, 관점수용은 핵심 의사소통 능력으로

간주되는데(Weinstein, 1969), 협력적 논변을 포함하여 협력학습과 관련

된 맥락에서 관점수용이 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학습결과에 어떠한 역할

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은 학습자가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혹은 my-side bias)을 가지지 않도록 돕는다. 확증편향은 학습자가

자신의 관점만 옳다는 편향된 생각을 가지며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배척하

는 것으로, 협력적 논변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연구되고 있

다(e. g., Villarroel, Felton. & Garcia-Mila, 2016). 편향된 학습자는 자신

의 관점만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관점의 그룹원이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

을 하면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Kuhn et al., 2008;

Tawfik et al., 2018) 피상적이고 일방적인 논변 활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협력적 논변은 다양한 관점을 논의하고 서로 다양한 관점에서 이

유와 증거를 구축하며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에 도달하는 활동(Baker,

2009; Chinn & Anderson, 1998)이기 때문에 그룹원의 다양한 관점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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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적으로 논의하고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른 사람의 관

점에 대해 예측하고 이해하며 이에 대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

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수용활동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관점수용은 학습자 간 협상에 있어 상호작용의 질과 만족도

를 높일 수 있다. Järvelä와 Häkkinen(2002)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웹

기반 비동기적 토론에서 학습자의 관점수용과 토론의 질의 관계를 분석

하였는데, 높은 수준의 토론이 이루어진 그룹의 의사소통에서 더 높은

관점수용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높은 수준의 토론은 이

론을 배경으로 상호적 협상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토론을 말한다. 이 연

구에서 나타난 높은 수준의 토론에서는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게시글과 새

로운 질문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게시글도 등장하였고, 댓글 또한 관련이

없는 내용이나 토론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협상에 있어 관점수용은 상호작용의 만족도와도 연결된다(e.g., Galinsky,

Maddux, Gilin & White, 2008). 관점수용을 잘하게 되면 상대방과의 이

해관계를 조정하고 잘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만족도 높은 상호작

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관점수용이 잘 될수록 협력

적 논변에서 학습자 간 협상이 잘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협력적 논변에서 활발한 관점수용은 개인의 인지성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협력적 논변 과정에서 학습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 의견에 대해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인다. 협력적 논변에서 학습자

는 그룹원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질지 예측하며 이에

대해 재반박을 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다. 이렇게 관점이 공유되고 채택되는 것을 통해 인지적 갈

등을 경험하게 되며(Selman, 1980)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개인의 인

지 성장을 할 수 있다(De Lisi & Goldbeck, 1999).

또한,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은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안을 도

출하도록 돕는다. 그룹 내 관점수용의 정도가 높으면 구성원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공유하며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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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예를 들어, Hoever과 그의 동료들(2012)은 다양한 관점의 그

룹과 동질적인 관점을 가진 그룹에게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 다양한 관

점을 가진 그룹은 동질 그룹에 비해 활발한 관점수용이 이루어졌고, 이

는 그룹이 더욱 창의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촉진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관점수용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창의적 사고를

높일 수 있다(Galinsky et al., 2008). 이렇듯 관점수용은 다양한 관점에

대해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합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아이디

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De Dreu et al., 2000).

마지막으로, 관점수용은 구성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관계갈등을 대

처하는 데 도움을 준다. Sessa(1996)는 조직 내에서 관점수용은 구성원

간 서로 다른 의견 차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갈등에 대한 해소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신민정, 문

형구, 고욱(2016)의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이 동료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

면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을 찾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정서적 관점수용은 다른 사람의 정서

적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추론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다. 정서적 관점수용이 높으면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으며(고영승, 2009), 대인관계 유지

및 적절한 행동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신현옥, 1996). 협력학습 맥락

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른 그룹원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

측하고 행동함으로써 협력학습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정적, 정서적인 갈

등이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De Dreu와 그의 동료들(2000)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하는 구성원은

다른 사람의 목표와 선호에 대한 관심과 지각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고 경청하고 행동을 관찰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

정에서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관계적, 정서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

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그룹의 상호작용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개인과 그룹의 학습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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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협력적 논변 과정에서 학습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방지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관점수용은 협력적 논변에서 중요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협력적 논변 과정과 결과에 관점수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다. 관점수용의 어려움과 지원방법

관점수용에 대한 연구에서는 관점수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관점수용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관점수용은 시간과 경

험에 의해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Selman, 1980) 관점수용 수준이 낮은

학습자가 관점수용을 잘할 수 있도록 관점수용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관점수용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본 연구에서 적용할 인

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관점수용이 어려운 이유는 나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점수용을 위해

학습자는 서로의 관점과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선행되

어야 한다(Dougherty & Heller, 1994; Johnson & Johnson, 1979;

Litchfield & Gentry, 2010). 다른 사람이 다른 관점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관점수용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

서 학습자가 서로의 관점과 의견이 다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신의 관

점을 형성할 때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한 표현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helton & McNamara, 2004). 또한, 협력적 논변활동을 할 때 관점

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제

공하고, 협력적 논변 초반부터 서로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웹 기반 토론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이 공유되는 학습환경이 학습자의 관점수용을 촉진

하며 상호작용을 도울 수 있다(Järvelä & Häkkine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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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습자가 관점수용이 대상이 되는 관점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학습

자가 각 관점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을 때 관점수용이 촉진된다

(Boland & Tenkasi, 1995). 관점수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신

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기반으로 상상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Barsalou, 1999; Litchfield & Gentry, 2010), 상상하는 과정에 있어 관점

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고,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

의 관점에 대한 이해와 추론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관점수용을 촉진하

기 위해 학습자가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자신이 수용하고자 하는 관점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관점

수용을 촉진할 뿐 아니라 관점수용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이다.

셋째, 학습자 간 의견과 관점에 대한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관점

수용을 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즉, 다양한 관점 사이의 논의와 공유

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룹 내에서 이러한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 관점수용이 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의견과 관점

에 대한 시각적인 표상을 활용하여 관점수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Boland

& Tenkasi, 1995). Boland와 Tenkasi(1995)는 시각적, 언어적 표상을 통

한 의사소통의 증진은 결과적으로 인지적 관점수용을 촉진시킨다고 설명

하였다. 그룹의 논변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지 등을 시각화하여 제공한다면 학습자가 정확하게 관점수용 상태에 대

해 인지하고 자신의 관점수용 활동을 성찰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다.

넷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에 대해 인지하는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관점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되어 상황

을 바라보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관점수용을 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에 자신과 다른 입장으로 1인칭의 시점에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습자가 1인칭의 시점으로 새로운 관점을 경험할 때 관점수용이

촉진될 수 있다(Galinsky & Moskowitz, 2000; Lindgren, 2012). 예를 들

면, Galinsky와 Moskowitz(2000)는 연구참여자에게 관점수용을 위해 그

대상이 되어 그 사람의 하루에 대해 일기를 쓰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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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참여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상에 대한 이해가 형성되며 정형화된

생각이 수정되었다. 이처럼 다른 관점에 대한 정보다 교류는 있지만 자

신의 관점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 다른 사람이 되어봄으로써 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와 다른 사람 간의 차이에 집중하고 자신의 관점에 대

해 고집할 때 관점수용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학습자는 한걸음 뒤로 물

러나서 관찰자나 비판자의 입장으로 자신의 경험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면 관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길 수 있다(Ackermann,

1996). 따라서 상대방의 관점을 수용하기 위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관점수용은 개인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Litchfield & Gentry, 2010)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점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자신의 관점에 대한 고집을 내

려놓게 되고,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관점을 통합할 수 있다. 구체적으

로 대치하고 있는 입장에 있을 경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공통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점 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Galinsky et

al., 2008). 이처럼 자신의 관점에 대해 고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자

의 입장에서 여러 관점을 살펴보고 통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도 높

은 수준의 관점수용을 도울 수 있다.

한편, 정서적 관점수용의 경우에도 인지적 관점수용과 유사하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감정을 공감하지 못할 때 관점수용이 발생하기 어렵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의도를 추론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입장이 되어 상

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야 한다. 이는 1인칭의 시점으로 상대방의 관점을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데, 자신과 상반되는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의 성

격이나 입장에 대해 편견을 덜 가지고 인식할 수 있다(Batson, Early, &

Salvarani, 1997; Lord, Lepper, & Preston, 1984). 성공적인 정서적 관점

수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상황과 다른 정서적 상

황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서적 상태에 대한 이유와 그러한

상태가 그 사람들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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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

며, 다른 사람들이 감정을 유발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

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필요하다.

또한, 다른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정서적 관점수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특히,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활동

에 집중하느라 학습자 간 기분이나 감정을 서로 상하게 하거나 서로의

감정 상태에 대한 교류는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서적 관점수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정확히 아는 것

이 필요한데(Batson, Early, & Salvarani, 1997; Ku, Wang, & Galinsky,

2015), 이는 오해할 확률을 감소시키며 서로에 대한 공감과 이해에 도움

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 간 감정이나 기분과 관련된 의사소통

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정서적 관점수용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Parker & Axtell, 2001), 학습

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정서적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앞서 인지적 관점수용 지원전

략과 유사하게 공동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서로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Ioannou과 Constantinou(2018)의 연구에서는

태블릿탑이라는 테크놀로지를 협력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는데, 이러

한 공동의 공간은 학습자들이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과 정서적 관점

수용을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활발한 정서적 관

점수용을 위해 학습자의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점수용의 어려움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요소에 있어서는 여러 연구들에서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관점수용

지원을 적응적 지원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

과 지침을 반영하여 적응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응적 지원의 구성요

소별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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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전략

가. 적응적 지원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적응적 지원의 개념 및 특성

적응적 지원은 학생들의 학습 개선을 위해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개별

학생이나 집단들에게 적절한 피드백, 지도, 또는 학습 내용들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Bimba, Idris, Al-Hunaiyyan, Mahmud, & Shuib, 2017;

Soller, Martinez, Jermann, & Mühlenbrock, 2011). 이러한 지원은 학생

들의 학습활동 특성 분석을 통해 학습 요구나 학습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된다(Magnisalis, Demetriadis,

& Karakostas, 2011; Walker, Rummel, & Koedinger, 2009). 적응적 지

원은 학습자의 요구와 문제 상황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긍정적

인 효과를 기대한다는 점이 기존의 고정된 지원(fixed support)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기존의 고정된 지원과 적응적 지원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 후 활동 양

상이 변화함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협력학습 지원에 대한 연구는 고정된 지원에 대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고정된 지원은 역할분담이나 협력과정을 제공하는 협

력 스크립트(e.g., Kollar, Fischer, & Slotta, 2005), 수업 전에 제공하는

모델링을 위한 바람직한 협력학습의 예시(e.g., Rummel & Spada, 2005)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고정된 지원은 사전에 미리 제작되어 일정한 시

기에 제공된다. 반면, 적응적 지원은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학습자, 혹은 그룹의 상호작용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지

원 후에 나타나는 상호작용 특성의 변화에 기반하여 또 다른 지원이 제

공된다. [그림Ⅱ-3]에서 볼 수 있듯, 적응적 지원은 고정된 지원과는 달

리 상호작용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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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3] 고정된 지원과 적응적 지원의 비교(Walker et al.,

2009)에 기반하여 수정)

적응적 지원은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 맥락에서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

다. 적응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항상 자신에게 적합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협력학습을 개선하는 데 고정된 지원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협력학습에서 적응적 지원은 개인 지식 습

득(Stegmann, Weinberger, & Fischer, 2007), 집단 토의 질의 향상

(Weinberger, Stegmann, Fischer, & Mandl, 2007), 그리고 높은 수준의

학습결과 달성(Karakostas & Demetriadis, 2011)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Karakostas와

Demetriadis(2011)의 연구에서는 적응적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내용 지

식 습득에서 고정적 지원을 받은 학생들보다 더 높은 학습결과를 보였

다. 이와 유사하게, Walker와 그의 동료들(2011)은 또래 튜터링 시나리

오에서 고정된 지원을 받은 학생보다 적응적 지원을 받은 학생의 수행이

더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들은 적응적 지원

이 학습활동의 과도한 구조화를 방지하고, 학습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적응적 지원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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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기반 협력학습 맥락에서 적응적 (학습)지원(e.g., Walker,

Rummel, & Koedinger, 2011), 적응적 협력학습 지원(e.g., 조영환 외,

2019) 등으로 여러 용어가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수업 맥락에서 나

타나는 적응성 측면에서 적응적 수업(e.g., 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적응적 교수(e.g., Corno, 2008) 등과 같은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의 유형 중 하나인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이 그 맥락이고, 적응적 지원의 주체가 교사임을 고려

하여 이러한 용어를 포괄하여 교사의 적응적 지원이라는 용어로 통일하

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 교사의 적응적 지원은 학습자의 학

습 개선을 위해 교사가 개별 학습자나 그룹의 활동 특성과 요구를 지속

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적응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는 개별 학습자, 혹은 그룹의 활동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요구사항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도움을 제

공한다(Corno, 2008). 이러한 적응적 지원은 거시적, 미시적 접근으로 구

분할 수 있는데, 비슷한 특성의 학습자를 집단으로 구성하여 장기간에

걸쳐 학습목표와 학습내용, 학습 속도 등을 적응시키는 거시적 접근에

비해 미시적 접근의 적응적 지원은 비교적 빈번하게 단기간으로 수행되

며, 수업 활동 중 학습자의 반응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제공

하는 방법이다(Cron & Snow, 1986). 이러한 미시적 접근은 교수자가 교

사가 수업을 실행하며 취하기 용이하며,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드

백이나 스캐폴딩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Corno(2008)는 미시적 접근의 적응적 지원과 유사한 의미로 미세

적응적(microadaptiv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반응을 고려하고, 무조건 연속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 제공하

고 학습자의 능력이 신장하면 더이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다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학습자의 특성이나 요구, 반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습 상황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형성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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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Vogt & Rogalla, 2009). 형성평가는 교수-학습 활동을 개선하기 위

해 피드백으로써 사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Bennett

& Davis, 2001; Bell & Cowie, 2001; Black & Wiliam, 1998). 이러한 형

성평가는 수업 중반부나 후반부에 학습자의 이해정도나 활동 수준 등을

파악하고 수업 중에 학습자의 상태에 대한 점검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박영석, 2009). 특히, 수업 중 시시각각으로 이루어지는 형성평가를 활용

하여 얻어지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자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

으며,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학습자에게 피드백과 같은 적응적인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김현지 외, 2017).

특히, 최근에는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면대면 수업에서 컴퓨터 기반 협

력적 논변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되며 학습자의 활동 상황을 효율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면대면 교실 상황에서 교수자는 적응적 지원

을 위해 교실 수업 상황에서 발문, 거수 등의 학습자의 반응을 유도하고,

이에 기반하여 개개인, 혹은 그룹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지

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Walker et al., 2011). 그러나 최근에는 컴퓨터

등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며 교수자는 학습자를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형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예컨대, 협력

적 논변 과정에서 집단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은 활동 데이터로서 컴퓨터

의 기록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적절한 지원을 적절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

다(Bimba et al., 2017; Magnisalis et al., 2011).

이렇듯 면대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협력활동에서 적응적 지원의 중요

성과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모

든 그룹에게 똑같은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거나 활동을 지나치게 구조화

하는 것은 협력학습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Dillenbourg,

2002). 그러나 경험이 부족한 교사는 학습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유연성을 요구하는 적응적 지

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Berliner, 1991; Vogt & Rogalla, 2009).

그러나 아직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교사의 적응적 지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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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2) 적응적 지원의 구성요소 및 전략

많은 경우, 적응적 지원에 대한 연구는 적응적 지원 시스템을 설계하

거나 개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면대면 학습

환경에서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활동 과정 중 이루어지는 교사의 적

응적 지원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시스템적 요소의 특징을 최소화하고

교사의 적응적 지원에 필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에서 적응적 지원을 위한 요소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각각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학습자의 활동 특성을 점

검하는 ‘학습자 특성 탐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특성을 진단하

는 ‘준거 기반 분석’,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피드백, 스케폴딩, 성찰 등의

활동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적응적 지원 선택 및 제공’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Soller와 그의 동료들(2005)이 제안한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 매니지먼트 사이클의 각 단계별 요소와도 유사한 형태이다.

Soller와 그의 동료들(2005)은 다음과 같이 단계를 설명하였는데, 1) 학습

자의 활동에 기반하여 상호작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2) 지표

(indicator)을 선택하고 계산하여 상호작용의 현재 상태를 분석하는 단계,

3) 현 상태와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비교하며 진단을 내리는 단계, 4) 진

단 결과에 따라 조언이나 가이드를 제공하는 단계, 5) 처치 후 상호작용

의 변화를 평가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한편, 이러한 적응적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은 여러

연구를 통해 언급되고 있다(<표Ⅱ-1> 참고). 우선, 학습과정을 지속적으

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도구를 사용해야 하며(Shute &

Zapata-Rivera, 2014), 활동 중에도 점검을 위해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축

적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데이터의 유형은 설문지와 같은 자기보고식 수집도구나 활동 중 테



- 56 -

크놀로지를 통해 기록되는 온라인 활동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는 확인하려는 정보과 관련 있는 인지적/비인지적 특성 데

이터여야 한다(Shute & Zapata-Rivera, 2014). 이렇게 학습자가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동안의 다양한 유형의 학습과정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

검할 수 있어야 한다(Shute & Zapata-Rivera, 2014; Soller et al., 2005).

그리고 준거 기반 분석을 위해 적응적 지원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어떤 학습자 특성을 분석해야 하는지 지표와 기준을 설정해서

분석해야 한다(Böckle, Michell, & Bick., 2018; Soller et al., 2005). 그리

고 협력학습의 각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기반하여 지원을 설계해야 한다(Webb, 1991; 1992).

적응적 지원 선택 및 제공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적응적 지원을 선택

및 제공할 때에는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에 차이에 기반하여 그 차

이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선택하여 제공해야 하며(Soller et al., 2005).

이러한 차이는 분석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을 선택할 때에는

학습자가 스스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처음에는 학

습자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mirroring)에서 메타인지적 지원, 구체

적 안내 지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Soller et al., 2005). 또

한, 문제 상황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해결을 위해 지원한 방법이 학습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학습활동을 방해하

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활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지원방법을 선택해야 한다(Shute & Zapata-Rivera, 2014). 예를 들면, 토

론 중 말다툼을 한 학생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화해를 유도하는 것은

협력학습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

적응적 지원 제공에 있어서는 그 시기가 중요하다. 특히, 협력 단계별

로 요구되는 활동이나 수준이나 나타나는 문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

문에 학습자에게 문제가 발생한 시기 등을 파악하여 학습자가 필요로 하

는 도움을 적절한 시기에 제공해야 한다(Koedinger & Aleven 2007;

Schwarz, Schur, Pensso, & Tayer, 2011; Walker, et al., 2015; Webb,

1991, 1992). 또한, 교수자가 교실에서 적응적 학습지원을 효율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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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야 한다(Soller et al., 2005). 이러한

테크놀로지는 학습자가 활동할 때 활용하는 학습도구가 될 수 있다. 예

컨대, 온라인 협력도구를 활용하면 학습자의 활동 상태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도구에 링크나 자료를 직접적으로 업로드하는 것을 통해 지

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면대면 교실 상황에서는

학습 맥락을 고려하여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Walker et al., 2009).

이렇듯 선행연구에서 정리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을 위한 전략과 지침을

바탕으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전략 개발에 반영하고자 한다.

구성요소 관련 촉진 전략 및 지침

학습자

특성 탐지

§ 활동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aramythis & Loidl-Reisinger, 2002).

§ 학습자가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동안의 다양한 유형의 학습

과정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Shute & Zapata-Rivera,

2014; Soller et al., 2005).

§ 확인하려는 정보과 관련 있는 인지적·비인지적 특성 데이터

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Shute & Zapata-Rivera, 2014)

§ 학습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도구와

테크놀로지를 사용한다(Shute & Zapata-Rivera, 2007).

준거(기준)

기반 분석

§ 지원의 목적과 관련 있는 지표, 기준을 결정한다(Böckle et

al., 2018; Soller et al., 2005)

§ 적응적 지원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지원을 설계한다

(Böckle et al., 2018; Shute & Zapata-Rivera, 2014).

§ 협력학습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지원을 설계 및 제공한다

(Webb, 1991; 1992).

적응적

지원 선택

및 제공

§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에 차이가 있다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Soller et al., 2005)

§ 처음에는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mirroring)에서

메타인지적 지원, 구체적 안내 지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Soller et al., 2005).

<표Ⅱ-1> 적응적 지원을 위한 전략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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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전략

지금까지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전략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

황이며, 관점수용에 대한 연구와 적응적 지원에 대한 방법은 독립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특히, 적응적 지원은 교사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적응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적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어왔기 때문에 시

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교육 현장에서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 기반 협력

적 논변 학습환경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적응적 지원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응적 지원에 대한 구성요소와 그 전

략을 도출하고 적응적 지원의 목적을 관점수용 활동 촉진으로 설정하였

고, 관점수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과 상황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를 종합하여 전략과 상세지침을 도출하였다.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전략의 구성요소는 앞서 선행연구에 근거

하여 도출된 ‘학습자 특성 탐지’, ‘준거 기반 분석’, ‘적응적 지원 선택’,

‘적응적 지원 실행’이다. 그리고 각각의 요소를 어떻게 설계하여 적응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지원전략 및 상세지침에 나타난다

(<표Ⅱ-2> 참조).

우선, 학습자 특성 탐지는 적응적 학습지원 시스템의 일부인 협력학습

§ 활동 목적에 맞도록 지원방법을 선택한다(Shute &

Zapata-Rivera, 2014).

§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적절한 시기에 제공한다

(Koedinger & Aleven 2007; Schwarz, Schur, Pensso, &

Tayer, 2011; Walker, et al., 2015; Webb, 1991, 1992)

§ 학습분석 정보 제공뿐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이 함께 제공되

어 교수자 및 학습자의 부하를 줄여야 한다(Van Leeuwen et

al., 2015).

§ 교수자가 교실에서 적응적 학습지원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를 활용한다(Soller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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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면서 기록되는 활동정보와 학습자가 직접 작

성하는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탐지한다. 준거기반 분석은 현재 상

태 정보를 바람직한 상태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 모델링을 실시

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분석하는 것이다. 적응적 지원 선택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점수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모델링/스캐폴딩/성찰 중

적절한 지원을 선택하는 것이며, 적응적 지원 실행은 선택된 지원의 실

행에 대한 측면이다. 이렇게 도출된 초기 지원전략과 상세지침을 바탕으

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성

요소
지원 전략 및 상세지침

학습자

특성

탐지

1. 지속적 점검

교수자 및 학습자가 학습 과정을 학습 전, 중, 후에 걸쳐 학습자의 활동과 문제 상황

(error)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김현지 외, 2017; Koedinger & Aleven 2007; Paramythis & Loidl-Reisinger, 2002;

Schwarz, et al, 2011; Shute & Zapata-Rivera, 2014; Soller et al., 2005; Webb, 1991,

1992
1-1. 그룹원이 서로의 의견 작성 과정을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Shelton & McNamara, 2004
1-2. 관점과 의견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Dougherty & Heller, 1994; Johnson & Johnson, 1979; Litchfield & Gentry, 2010
1-3. 자신과 반대 입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그룹원의 의견이 공유될 수 있는 협력학습

도구를 제공한다.

Batson, et al., 1997; Lindgren, 2012; Lord, et al., 1984
2. 스텔스 평가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학습자의 활동을 평가한다.

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2-1. 학습자의 관점수용 상태 (의견의 균형, 반대의견 고려 등)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도구와 테크놀로지를 사용한다.

Shute & Zapata-Rivera, 2014
2-2. 학습자가 협력학습 도구와 상호작용 하는 동안 기록되는 관점수용 상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활동을 파악한다.

Shute & Zapata-Rivera, 2014; Soller et al., 2005
준거(

기준)

기반

분석

3. 목적성

적응적 지원을 위한 목적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학습자 특성 분석을 위한 기준과

지표를 설정한다.

Böckle et al., 2018; Shute & Zapata-Rivera, 2014; Soller et al., 2005

<표Ⅱ-2>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의 초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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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지원 전략 및 상세지침

3-1.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명확히 하는지를 기준으로 그룹의 활동 상황을 파악한다.

Batson, et al., 1997; Ku, et al., 2010; Lindgren, 2012
3-2. 학습자가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고려하는지를 기준으로 그룹의 활동 상

황을 파악한다.

Batson, et al., 1997; Lindgren, 2012; Lord, et al., 1984

3-3. 그룹 구성원의 서로의 관점과 의견 교류가 잘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룹

의 활동 상황을 파악한다.

Boland & Tenkasi, 1995; Ioannou, & Constantinou, 2018; Järvelä & Häkkinen, 2002;

Linn, et al., 2004; Parker & Axtell, 2001

4. 수업 절차별 준거 차별화

협력학습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준과 지표를 설정한다.

Webb, 1991, 1992
4-1. 관점 구체화 단계에서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명확히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를 설정한다.

Batson, et al., 1997; Ku, et al., 2010; Lindgren, 2012
4-2. 논변활동 단계에서 관점과 의견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성원이 서로

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한다.

Dougherty & Heller, 1994; Johnson & Johnson, 1979; Litchfield & Gentry, 2010
4-3. 협력적 결정 단계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로의 관점을 통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한다.

Batson, et al., 1997; Galinsky et al., 2008; Ku, et al., 2010
5. 데이터 처리의 다양성

매 수업마다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 및 축적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수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하여 활용한다.

김현지 외, 2017; Shute & Zapata-Rivera, 2014
5-1. 관점수용을 위해 구성원이 서로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인식을 설

문조사를 통해 조사한다.

Batson, et al., 1997; Dougherty & Heller, 1994; Johnson & Johnson, 1979; Ku, et al.,

2010; Litchfield & Gentry, 2010
5-2. 협력학습 도구로부터 축적된 각 관점의 균형과 의견 수 등의 다양한 활동 데이터

를 수집한다.

Boland Jr & Tenkasi, 1995
5-3. 구성원의 서로의 관점과 의견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업마다

축적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설문조사, 활동 데이터 등)를 활용한다.

Boland & Tenkasi, 1995; Linn, et al., 2004; Järvelä & Häkkinen, 2002; Ioannou, &

Constantinou, 2018; Parker & Axtell, 2001;

5-4. 다양한 학습활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 기법 (군집분석, 패턴 분석 등)

을 활용하여 그룹/학습자의 학습 패턴을 파악한다.

김현지 외, 2017; 조용상, 2014; Järvelä et al., 2015; Shute & Zapata-River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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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지원 전략 및 상세지침

적응적

지원

선택

및

제공

6. 메타인지 촉진

적응적 지원을 단계별로 제공하여 학습자의 메타인지를 촉진하여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김현지 외., 2017; Soller et al., 2005; Van Leeuwen et al., 2015
6-1. 활발한 관점수용을 위해 학습자의 활발한 참여 및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Galinsky et al., 2008; Parker & Axtell, 2001
6-2. 정답을 안내하지 말고, 처음에는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mirroring)에

서 메타인지적 지원, 구체적 안내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Soller et al., 2005
6-3. 학습자가 전반적인 활동을 점검하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지연된 피드백을

제공한다.

Diziol & Rummel 2010; Mathan & Koedinger, 2005
6-4. 그룹원이 서로를 조절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Järvelä & Häkkinen, 2002
7. 원인-처치 부합

학습과정 정보를 분석하여 설정한 기준과 현재 상태의 격차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등)을 선택한다.

Shute & Zapata-Rivera, 2014; Soller et al., 2005
7-1. 메타시스템이 지원하는 학습자의 상태 정보를 바탕으로 교수자가 자신의 경험과

당시 학습상황에 기반하여 적응적 지원 여부와 지원 방법을 선택한다.

Casamayor, et al., 2009; Kosba et al., 2007
7-2. 학습자의 관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룹 내 다양한 관점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각 관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Lindgren, 2012; Parker & Axtell, 2001
7-3. 학습자가 자신과 다른, 혹은 반대되는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반대 입장이

되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촉진한다.

Batson, et al., 1997; Lord, et al., 1984
7-4. 서로의 의견이 공유되지 않는 경우, 의사소통이 그룹원 간 골고루 일어날 수 있

도록 촉진한다.

Shelton & McNamara, 2004; Galinsky et al., 2008; Parker & Axtell, 2001
7-5. 관점 통합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관점을 분석

하거나, 서로 다른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도록 촉진한다.

Ackermann, 1996; Galinsky et al., 2008a; Järvelä & Häkkinen, 2002
7-6. 그룹이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공동의 생각 공유 공

간이나 함께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서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Batson, et al., 1997; Ioannou, & Constantinou, 2018; Lord,, Lepper, & Preston, 1984;
7-7. 다른 그룹원의 성격이나 생각을 잘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되어 상

상해볼 수 있도록 촉진한다.

Batson et al., 1997; Lord, et al., 1984

8. 적시적 지원

학습자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적시적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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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지원 전략 및 상세지침

Koedinger & Aleven 2007; Schwarz et al., 2011; Webb, 1991, 1992
8-1. 필요한 경우 그룹/학습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8-2. 그룹/학습자의 학습과정에 맞도록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Järvelä et al., 2015; Webb, 1991, 1992
9. 교수자 효율성

교수자가 교실에서 적응적 학습지원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를 활

용한다.

Soller et al., 2005
9-1. 교수자가 학생들의 정보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와 함께 정보의 의미

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제공한다.

Casamayor et al., 2009; Chen, 2004; Soller et al., 2005;
9-2. 교수자에게 분석 정보 제공뿐 아니라 관점수용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함

께 제공되어 인지부하를 감소시킨다.

Van Leeuwen et al., 2015
9-3. 학습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구와 테크놀로지를 사용

한다.

김선영, 2013; Shute & Zapata-Rivera, 2014
9-4. 교수자가 적응적 지원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테크놀로지, 도구정리

등)을 조성한다.

Soller et al., 2005
10. 직관적 이해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Van Leeuwen, et al., 2015

10-1. 수업절차별 주요 지표를 시각화하여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

Dougherty & Heller, 1994; Johnson & Johnson, 1979; Litchfield & Gentry, 2010

10-2. 학습자 상태 정보에 대한 피드백과 활동지침을 함께 제공하여 인지부하를 감소

시킨다.

김현지 외, 2017; Van Leeuwe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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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기반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통해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설계기반연구를 실시한다.

설계기반연구는 교육연구가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와 분리되어 연구되

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연구방법론이다. 예컨대, 실험연구는 통

제된 실험 환경에서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처치의 유무에 따른 효과성

을 검증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개발한 처치를 다양한 요인이 역동적으

로 작용하는 실제 교실에 바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처치에 대한 기존의 평가(evaluation)는 맥락적 요소를 처치와 독립적인

관계로 보고 맥락적 요소를 극복하여 처치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함의점 도출이

부족하다는 문제(DBRC, 2003)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을 생

산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필요가 대두되며, 교수-학습 이론에

기반을 둔 설계와 현장 연구를 결합한 형태의 설계기반연구방법이 등장

하였다. 설계기반연구는 반복적인 분석, 설계, 개발 및 적용을 통해 교육

의 실제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유연한 연구방법론으로, 실제 교육

환경에서 연구자와 실무자 간의 협력을 토대로 하며, 현장 맥락을 고려

한 개입안을 도출한다(Wang & Hannafin, 2005). Shavelson, Phillips,

Towne, 그리고 Feuer(2003)에 따르면, 선행연구와 이론을 기반으로 실

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설계기반연구는 복잡한 교실과 학교에서의

학습에서의 변화를 도모하고, 교수와 학습에 관한 이론을 검증하고 발전

시키며, 실제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구를 산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정의로 살펴보았을 때, 설계기반연구는 반복적

인 설계 및 적용, 이론적 기반, 현장 중심 연구가 강조되는 연구방법론이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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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반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장혜정, 류완영, 2006

; DBRC, 2003). 첫째, 학습환경을 설계하고 학습 이론이나 “원형론

(prototheories)”을 개발하는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설계기반연구

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이론을 발전시키는 목

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설계기반연구에서는 특정 이론을 근거로 처치

를 설계하며, 연구결과로 다른 교육분야의 설계자와 실무자들에게 함의

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공유가능한 이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설계,

실행, 분석, 재설계의 반복적인 순환을 통해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때 실제 현장의 의견이나 피드백을 중요하게 반영해야 한다. 교육방법

이 제대로 현장에 적용되어 개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의 맥락과

문화적 요인을 설계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Hoadley, 2002). 개발

된 설계원리나 전략을 바탕으로 현장의 맥락특수적인 요소를 반영한 개

입안을 설계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며, 개입안에 대

한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에 따라 설계는 개선되고 다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에서 개발되는 학습환경이나 도구가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설계기반연구

는 연구자, 설계자, 그리고 현장 교사가 협력하여 진행한다. 셋째, 연구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설계(처치)가 작동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과 실패를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학습 과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상호작용에도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이론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파악하고,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

다. 마지막으로, 학습과정과 결과를 연결하여 문서화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설계기반연구는 현

장에서 어떻게, 언제, 왜, 교육적 혁신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한다.

설계기반연구의 과정은 다음 [그림Ⅱ-4]과 같다. 연구 초기에 설계자는

현존의 연구를 검토하고, 검토된 현존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상황을 개

선하기 위한 설계원리를 도출한다. 그리고 도출된 설계원리를 적용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 추측하면서 수업 설계를 하고, 실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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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적용한다. 이때 수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설계자는 처치의 효과와

부작용을 관찰한다. 그리고 결과를 분석하고, 성찰을 통해서 설계자는 수

업을 진행하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설계원리를 수정하고 정

련한다. 이러한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설계자는 바람직한 결

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의 원리의 일부는 제거하거나 수정하기도 하고,

또 다른 원리를 추가하면서 일반화된 원리로 정립시키게 된다.

[그림Ⅱ-4] 설계기반연구의 과정(Voigt & Swatman, 2005)

설계기반연구의 세부 절차로는 Amiel과 Reeves(2008)가 제안한 설계

기반연구 절차가 대표적이다. Amiel과 Reeves(2008)는 설계기반연구의

절차를 크게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연구자와 현장전문가가

함께 실제적 문제를 분석한다. 둘째, 기존 이론적 지식, 설계원리와 테크

놀로지에 기반한 솔루션을 개발한다. 셋째, 현장에 솔루션을 적용하고 평

가하는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한다. 넷째, 개발된 설계 원리에 대한 성

찰을 실시하고 종합정리한다. 이 과정은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으로

서, 시간 흐름에 따라 문제, 해결안, 방법, 그리고 설계원리가 정련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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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이러한 설계기반연구는 형성연구와 유사한 점이 있어 혼용되어 사용되

는 경우가 있으나 형성연구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형성연구는 수업이론

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된 연구방법론으로,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와 사례 연구(case study)에 기반을 두고 수업자료를 검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강정찬, 이상수, 2011; Dick & Carey,

1985). Reigeluth(1983)의 형성연구 방법론에서는 연구자가 이론에 기반

한 수업 사례를 개발하고 이에 대해 형성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론 개선

의 강점, 약점, 방법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형성연구와 설계기

반연구는 이론을 기반으로 한 설계와 반복적인 순환과정을 거쳐 현장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형성연구는 교수이론(instructional theory)에 초점을 두지만(Kim, 1994),

설계기반연구는 교수-학습이론에 초점을 둔다(DBRC, 2003). 설계기반연

구는 교수-학습이론에 초점을 둠으로써 기존의 실험 상황처럼 통제된

상태에서 도출된 많은 학습이론이 다양한 맥락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가설을 세워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의 수정과 확장에 기여한다. 둘째, 형성연구와는 달리 설계

기반연구에서는 개입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한다(DBRC, 2003). 설계기반연구에서는 개입안을 적용하고 이와 관

련된 학습자 특성 변인, 과정 변인, 결과 변인 등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

러한 변인들이 어떻게 개입안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룬

다. 셋째, 형성연구는 연구자와 수업 실행자가 서로 분리되어 있으나(강

정찬, 이상수, 2011), 설계기반연구는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가 함께 교육

현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개입안을 설계하고 검증하며 정련한다(Collins, Joseph, & Bielaczyc,

2004).

이렇듯 설계기반연구는 이론에 기반한 가설 설정, 가설에 기반한 프로

토타입의 설계, 연구참여자의 반응과 의견 수렴, 설계의 수정을 반복하는

동안에 적합한 설계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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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설계

기반연구의 결과물은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및 교육

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Edelson, 2002; McKenney & Reeves,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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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Ⅰ

: 초기 전략과 관점수용 양상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활동 상황에서 학습자의 관점수용

을 위한 적응적 지원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Ⅰ

에서는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활동 상황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전략을 개발하고, 학습자의 관점수용 활동 양상을 탐색하였다. 연구

Ⅰ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계기반연구에서 1차 순환에 해당한다.

설계기반연구의 핵심 중 하나는 실제 수업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

에 대한 잠정적인 가설을 세우고 설계원리를 도출하며, 이를 수업에 적

용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Ⅰ에서는 관점수용과 적응적 지원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하

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은 다르게 나타나며

(Kurdek & Rodgon, 1975), 그 수준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lavell et al., 1968; Selman, 1980). 이에 더하여 개인

과 그룹의 관점수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간의 관련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e.g., Litchfield & Gentry,

2010).

또한, 적응적 지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적응적 지원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적응적 지원은 학습자 특성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요구나

학습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Magnisalis et al., 2011; Walker et al., 2011), 학습자의 관점수용

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스캐폴딩은 더

높은 수준의 관점수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Dennen, 2004), 피

드백은 학습자가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여 성찰할 수 있도록 도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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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áceres et al., 2018), 성찰활동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관점수

용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Erkenberg, 2001).

이러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의 관점수용 양상은 그룹의 관점수용 양상과 다를 것이다.

나. 관점수용에 관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은 학생의 인지적 관점수용을

향상시킬 것이다.

다. 관점수용에 관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은 학생의 정서적 관점수용을

향상시킬 것이다.

한편, 개발된 처치가 현장에 적용되어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

의 맥락과 문화적 요인을 설계과정에 반영해야 한다(Hoadley, 2002). 따

라서 연구Ⅰ에서는 학습자의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활동 중 나타나는 학습자의 관점

수용 양상을 탐색하고 이에 기반하여 적응적 지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조사

하여 지원전략 개선에 활용하였다.

2. 연구방법

가. 연구참여자

1) 현장전문가

설계기반연구에서는 현장전문가와의 밀도 있는 협력 작업을 전제로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현

장전문가를 섭외하였다. 현장전문가는 중학교 사회과 교사로, 약 10년간

의 교사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6년째 재직 중이다. 현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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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와는 연구를 위해 의견과 자료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였는데, 온라인 학습환경과 동일하게 트렐로를 활용하였

다.

[그림Ⅲ-1] 연구를 위해 현장전문가와 공유된 트렐로 보드

2) 전문가 검토를 위한 전문가 패널

전문가는 연은경(2013)이 제안한 전문가 선정 기준에 따라 관련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10년 이상의 경력자, 혹은 관련 연구를 수행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공학 박

사학위 소지자로서 설계모형과 원리 개발의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와 적

응적 학습설계, 학습분석 등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 실적이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Ⅲ-1>과 같다.

구분 직업
경력

(년)

최종

학력
전공 전문분야 1차 2차

A
연구

교수
9 박사

교육공

학

이러닝, 적응적

학습설계, 교수설계
● ●

B 조교수 14 박사
교육공

학

학습분석, 의학교육,

교수설계
● ●

<표Ⅲ-1> 전문가 패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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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적용을 위한 학습자

본 연구에서 개발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에 대한 학습자의 반

응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 소재 S중학교의 1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수

업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학급 29명의 학생 중 연구참여 의사를 밝히

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29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든 학습자는 3~4명의 그룹으로 구성되었고, 협력적 논변 활동을 진행

하는 동안 그룹이 바뀌지 않았다.

이 학교에는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1인 1대의 노트북을 사

용할 수 있는 스마트 교실 환경이 구비되어 있다. 해당 학급은 현장전문

가가 수업을 실시하는 학급 중 하나로, 이전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온라

인 학습환경인 트렐로를 활용한 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현장적용 대상자로 중학교 남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중학교 시

기는 상호 간 협상이나 관점수용이 성숙하기 시작한 시기로 교사의 도움

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자신의 관점을 위주

로 생각하기 때문에 관점수용 활동에서 실수를 하는 경향이 있다

(Surtees, Butterfill, & Apperly, 2012). 따라서 이 시기에 관점수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 시기의 남학생은 상대

방의 관점을 파악하고 공감하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지원이 필요

하기 때문에(e.g., Selman, Beardslee, Schultz, Krupa, & Podorefsky,

1986)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의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

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셋째, 발달적

측면에서 Piaget의 인지발달단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의 학

구분 직업
경력

(년)

최종

학력
전공 전문분야 1차 2차

C 교수 15 박사
교육공

학

학습역량,

교수-학습이론
●

D 연구원 8 박사
교육공

학
교수설계, 이러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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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경우 고차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발달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상호목적달성을 위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욕구를 협력

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

인 의사소통과 공유하기로 또래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Yeates, Schultz,

& Selman, 1991). 따라서 다양한 관점을 교류해야 하는 협력적 논변활동

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설계 측면에서 중학교 맥락에서는 교과 담당 교사가 있

으며, 같은 교사가 여러 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하므로 교사의 특성에 따

른 영향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맥락을 선정하였다.

나. 연구절차

1) 전체 연구절차

연구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Ma와 Harmon(2009)의 연구, 강정찬

과 이상수(2011)가 제안한 설계기반연구 모형을 기반으로 연구Ⅰ의 연구

절차를 도출하였다. 설계기반연구는 연구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

나 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김현주, 임정훈, 2014), 선행연구에 근

거하여 세부 연구절차를 설정하였다. 연구Ⅰ의 전체적인 연구절차는 다

음 [그림Ⅲ-2]과 같다.

먼저, 전체적인 절차는 1차 지원전략 개발, 1차 가설 도출, 1차 수업

설계, 1차 현장적용, 자료 분석, 효과 및 개선점 도출로 구성된다. 본 연

구의 1차 지원전략 개발 단계에서 Reigeluth의 교수설계 이론 개발을 위

한 귀납적, 연역적 접근을 적용하였다. Reigeluth의 교수설계 이론 및 모

형 도출 절차는 문헌검토를 통한 형성적 가설 도출, 교수설계와 관련된

분류체계 개발, 교수설계 원리 개발, 모형 및 이론 도출의 총 4 단계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초기 전략을 개발할 때에는 귀납적인 방법을 중

심으로 문헌조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한 변인들을 확인하고 이를

구조화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도출한다. 이후, 연역적인 접근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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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성요소를 설계하기 위한 전략 및 상세지침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

다(Reigeluth, 198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에 맞

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즉, 초기 지원전략 개발을 위해 문헌조사를 실

시하고,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교사가 관점수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구성요소를 지원하기 위한 전

략을 문헌조사를 통해 재구조화하여 연구에 활용할 지원전략을 도출하였

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도출한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

용을 위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전략과 상세지침을 바탕으로 두 차례의 전

문가 검토를 실시하였고, 각 전문가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정

하였다.

이후,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원전략을 적용

함으로써 예상되는 연구결과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설정은 설

계기반연구의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로(e.g., Walker et al., 2011),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설계한 지원전략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미

리 추측하는 것이다(Voigt & Swatman, 2005). 그리고 연구를 통해 가설

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전략과 이에 기반이 되는 학습이론

을 수정하고 확장한다. 연구Ⅰ에서도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가설을 도출

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1차 수업 설계 단계에서는 현장 적용을 위해 교육과정에 맞는 수업을

현장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였다. 개발된 전략을 활용하여 수업 중 제공할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을 설계하고, 학습활동지 등 관점수용을 위

한 적응적 지원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후 전략이 개입안(수업설계 및 도

구)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전문가에게 검토받았다. 다음으로 1

차 현장 적용 단계에서는 수업 실행과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연구수행

에 앞서,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소개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여

부와 면담 참여 희망 여부에 관한 동의서를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그리

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협력학습 환경인 트렐

로와 앞으로 이루어질 협력적 논변활동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다. 네

차시의 협력적 논변활동이 종료된 후, 사후설문조사를 수업시간 말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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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분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중에서 면담을 희망한다고 동

의서에 응답한 학습자 8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업 실행은

현장전문가가 주도적으로 하였으며 연구자는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이후,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관점수용양상을

도출하고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였고, 마지막 단계인 효과 및 개선점

도출 단계에서는 현장 적용 시 수집된 자료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설

을 검증하고, 지원전략과 운영에 대한 효과 및 개선점을 바탕으로 수정

사항을 도출하였다.

[그림Ⅲ-2] 연구Ⅰ의 연구절차

2) 현장 적용을 위한 수업절차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절차는 면대면 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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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논변활동 수업을 설계한 Nussbaum과 그의 동료

들의 연구(2009)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수업은 현장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해당 학교의 맥락에 맞도록 차시를 설정 후, 교수학습 지도안, 수업

자료, 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초반 현장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전반적

인 수업의 차시별 활동과 주제, 자료 등을 현장전문가의 주도로 함께 선

정한 후,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지도안, 수업자료, 지원도구

등의 개요와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현장전문가에게 제안하였다. 이후

프로토타입을 현장전문가가 현장에 맡도록 수정하고 연구자와 수업 진행

관련 사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전략이 수업 및 지원도구 프로토타입

등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전문가에게 검토받은 후 전

문가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확정 지었다. 이러한 과

정을 거쳐 설계된 수업의 절차와 적응적 지원의 시기는 다음 [그림Ⅲ-3]

과 같고, 구체적인 개요는 다음 <표Ⅲ-2>와 같다. 개발된 지도안은 [부

록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논변활동을 매주 약

45분씩 두 차시에 걸쳐 총 네 차시를 실시하였다.

[그림Ⅲ-3] 수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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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관점수용

유형
학습활동 내용 적응적 지원 도구

1

논변 준비
§ 메콩강 사례문제와 관련된 영상 시청

§ 사례문제 분석

개인-인지적

그룹-인지적

개별 의견

카드 작성
§ 개인의 관점에 대한 의견카드 작성

§ 각 관점에 대한 자료 및 프롬프트

§ 반대 입장을 고려한 의견의 예시 및 프롬프트

§ 개인·그룹 피드백

2

개인-인지적/

정서적

그룹-인지적/

정서적

개별/그룹

되돌아보기

§ 이전 차시에 대한 피드백 및 성찰활동

§ 활동 수정(전 차시 활동 보완)

§ 개인·그룹 피드백

§ 성찰 활동지

§ 각 관점에 대한 자료

§ 반대 입장을 고려한 의견의 예시 및 프롬프트

§ 댓글(보충/반론/비판)의 예시 및 말머리

개별 의견

논의
§ 서로의 관점에 댓글을 달며 의견 논의

3

개인-인지적/

정서적

그룹-인지적/

정서적

개별/그룹

되돌아보기

§ 이전 차시에 대한 피드백 및 성찰활동

§ 활동 수정(전 차시 활동 보완)

§ 개인·그룹 피드백

§ 성찰 활동지

§ 댓글(보충/반론/비판)의 예시 및 말머리

§ 바람직한 통합카드의 예시 및 프롬프트

§ 각 관점에 대한 자료

그룹 의견

통합
§ 그룹의 통합 의견 도출

4
그룹-인지적/

정서적

그룹

되돌아보기

§ 이전 차시에 대한 피드백 및 성찰활동

§ 최종 통합의견 작성

§ 그룹 피드백

§ 성찰 활동지

§ 의견 통합 활동지

§ 각 관점에 대한 자료

§ 바람직한 통합카드의 예시 및 프롬프트

전체 학급

공유

§ 그룹별 통합 의견 공유 및 투표

§ 학습내용 정리

<표Ⅲ-2> 차시별 학습활동 개요 및 적응적 지원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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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시: 논변 준비 및 개별 의견 작성

1차시에는 협력적 논변활동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분석과

개인의 의견카드를 작성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먼저, 수업 초반부에는

4차시에 걸친 학습활동에 대한 교수자의 안내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수

업 내용에 대한 간단한 강의를 실시하였다. 교수자는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메콩강 댐 건설이 왜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간

략하게 설명하였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메콩강 댐 건설과 관련

된 여러 관점들의 정보가 담긴 약 5분간의 동영상 클립을 시청하였다.

약 15분 정도의 교수자의 강의와 동영상 시청이 끝난 후, 학습자에게

개별적으로 사례 문제를 배부하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관점

을 선택한 후, 이에 대한 의견카드를 노트북을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하

였다. 의견카드는 하나의 논변글의 형태로, 트렐로에 자신의 관점과 일치

하는 리스트에 카드를 작성하여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자는

자신이 작성한 카드에 자신을 멤버로 추가하고, 자신의 논변글에 포함되

어 있는 요소를 레이블로 추가하도록 안내받았다. 학습자는 자신이 아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글을 작성하였으며,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

요한 경우에는 직접 검색을 하거나 교수자에게 자료를 요청하였다. 학습

자는 약 25분간 자신의 관점에 대한 논변글을 작성하였고, 작성 과정에

서 다른 학습자의 의견카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다.

교수자는 학습자 주도 논변글 작성 활동을 교수자 컴퓨터로 모니터링

하며, 관점수용 수준을 판단하여 학습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지원 도구는 미리 준비하였고, 교수자용 관점수용 수준-처치 맵에 근거

하여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였다. 주로 교수자는 학습자의

논변글에 상대편 관점의 의견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보고, 상대편 관점을

깊이 있게 고려하지 않거나 피상적으로 고려하는 학습자들에게 피드백을

주거나 관련 자료와 프롬프트를 제공하였다. 또한, 그룹이 관점의 균형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부족한 관점의 의견글을 작성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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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4] 트렐로 활동 화면

활동이 끝난 후, 학습자는 약 3분간 자신이 수업에 어떻게 참여하였는

지에 대한 성찰을 진행하였다. 성찰 내용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읽어보

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려 노력했는지 등의 항목에 대해 해당 차

시 수업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 체크리스트 형태로 성찰하였다. 해당 성

찰 체크리스트는 학습자의 관점수용 수준 분석을 위해 활용되었다.

나) 2차시: 개별 의견 수정 및 논의

2차시에는 이전 차시에 대한 되돌아보기 활동이 이루어졌다. 되돌아보

기 활동은 성찰활동 및 의견카드 보완과 의견 논의 활동을 포함하였다.

먼저, 수업 초반부에 이전 차시의 활동에 해당하는 개별 의견 작성 활동

에서 개인, 그룹의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시각

적 피드백과 성찰활동을 제공하였다. 시각적 피드백과 성찰활동은 개인-

그룹 순서로 제공되었고, 피드백에 대한 분석과 성찰활동이 종료된 후

이전 차시의 활동(의견카드 작성)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이때 제공된 피드백은 각 개인,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에 대한 피드백

이며, 성찰 프롬프트와 함께 의견카드 작성에 필요한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간단한 스캐폴딩이 함께 제공되었다. 학습자는 약 20분간 성찰활동

및 의견카드를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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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는 과정에서 교수자는 1차시에 제공하였던 관점수용을 위한 적

응적 지원을 유사하게 제공하였다. 학습자가 수정하고 있는 논변글에 상

대편 관점의 의견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보고, 상대편 관점을 깊이 있게

고려하지 않거나 피상적으로 고려하는 학습자들에게 피드백을 주거나 관

련 자료와 프롬프트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그룹이 관점의 균형

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부족한 관점의 의견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교수자가 학습자, 그룹의 활동

상황을 관찰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제공하였다.

되돌아보기 활동이 끝난 후, 의견 논의 활동에 대한 교수자의 안내가

이루어졌다. 서로의 관점에 대해 어떻게 논의해야 하는지, 어떤 유형의

댓글을 달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다양한 관점을 공유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함으로써 학습자가 의견 논의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교수자의 안내 후, 의견을 논의하는 시간이 제공되었다. 학습자는 자신

과 다른 관점, 혹은 자신과 같은 관점에 대해 반박하거나 질문하는 등의

댓글을 작성하며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 접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졌다. 이때, 생각을 정리하고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댓글을 활용하여 논의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면대면

교실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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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5] 댓글 작성 활동

활동 과정에서 교수자는 학습자, 그룹의 활동 상태를 파악한 후, 교수

자용 관점수용 수준-처치 맵에 근거하여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

을 제공하였다. 교수자는 관점에 대한 논의를 잘하지 못하는 학습자에게

프롬프트, 댓글 예시, 말머리 등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원은 교수자가 학습자, 그룹의 활동

상황을 관찰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제공하였다.

활동 종료 후, 해당 차시에 대한 성찰활동을 약 3분간 진행하였다. 성

찰은 수업 중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려 노력했는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다른 사람의 감정 파악하려고 노력했

는지, 논변 활동 중 심리적 안정이 되었는지 등의 항목에 대해 체크리스

트 형태로 성찰하였다.

다) 3차시: 그룹 의견 논의 및 통합

3차시에도 2차시와 마찬가지로, 이전 차시에 대한 되돌아보기 활동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본 활동인 의견통합 활동이 이루어졌다. 먼저,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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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부에 이전 차시의 활동에 해당하는 의견 논의 활동에서 개인, 그룹

의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시각적 피드백과 성찰

활동을 제공하였다. 이때 제공된 피드백은 각 개인, 그룹의 인지적 관점

수용, 정서적 관점수용에 대한 피드백이며, 성찰 프롬프트와 관점 공유

활동에 필요한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간단한 스캐폴딩이 제공되었다. 학

습자는 약 20분간 성찰활동 및 의견 논의 활동을 보완하였다.

보완하는 과정에서 교수자는 2차시에 제공하였던 관점수용을 위한 적

응적 지원을 유사하게 제공하였다.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점

에 대해 골고루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바람직한 댓글의 예시나 말머리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그룹의 규칙, 혹

은 활동 계획을 세우도록 프롬프트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교수자

가 학습자, 그룹의 활동상황을 관찰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제공

하였다.

되돌아보기 활동이 끝난 후, 의견 통합 활동에 대한 교수자의 안내가

이루어졌다. 의견 통합은 어떤 활동인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논의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통합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협력적

논변을 통해 해결안을 도출하는 과정임을 잊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교수자의 안내 후, 의견을 통합하는 시간이 제공되었다. 학습자는 지금

까지 작성된 의견카드와 댓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룹원들의 의견을 하

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때, 효율적인 의견 통합을 위해 서로 면

대면 대화를 통해 의견을 통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학습자는 그룹

해결안 리스트에 모든 그룹원을 멤버로 추가하여 하나의 의견카드를 작

성하였고, 그룹 해결안에 어떤 논변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레이블로 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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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6] 그룹해결안 작성 활동 화면

교수자는 활동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학습자의 관점수용 활

동 상황을 파악하였다. 교수자는 교수자용 관점수용 수준-처치 맵에 근

거하여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을 제공하였는데, 그룹해결안 카드

에 상대편 관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거나, 논의 과정 중에 갈등이 일어

나는 등 관점수용 활동의 문제가 있는 경우를 파악하여 적응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교수자가 학습자, 그룹의 활동상황을 관찰하

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제공하였다.

다른 차시와 마찬가지로, 활동 종료 후 해당 차시에 대한 성찰활동을

약 3분간 진행하였다. 성찰은 다른 사람의 감정 파악하려고 노력했는지,

논변 활동 중 심리적 안정이 되었는지 등의 항목에 대해 체크리스트 형

태로 성찰하였다.

라) 4차시: 그룹 의견 통합 및 전체 학급 공유

4차시에도 3차시와 마찬가지로, 이전 차시에 대한 되돌아보기 활동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본 활동인 전체 학급 공유 활동이 이루어졌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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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수업 초반부에 이전 차시의 활동에 해당하는 의견 통합 활동에서 그

룹의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시각적 피드백과 성

찰활동을 제공하였다. 이때 제공된 피드백은 각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정서적 관점수용에 대한 피드백이며, 성찰 프롬프트와 의견통합 활동에

필요한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활동지가 제공되었다. 학습자는 약 30분간

성찰활동 및 의견 통합 활동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견 통합 활동

은 최종적인 해결안을 작성하는 단계의 활동이므로, 교수자와의 논의를

통해 활동 시간 확보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4차시 되돌아보

기 활동에서는 다른 활동보다 시간이 더 제공되었으며, 각 그룹의 관점

수용 수준에 맞는 의견 통합 활동지를 개발하여 의견 통합(그룹해결안)

보완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자는 활동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학습자의 관점수용 활

동 상황을 파악하였다. 교수자는 교수자용 관점수용 수준-처치 맵에 근

거하여 적응적 관점수용 그룹해결안 카드에 상대편 관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거나, 논의 과정 중에 갈등이 일어나는 등 관점수용 활동의 문제

가 있는 경우를 파악하여 적응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교

수자가 학습자, 그룹의 활동상황을 관찰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제공하였다.

되돌아보기 활동이 마무리되고 그룹해결안 작성이 완료된 후, 각 그룹

이 작성한 해결안을 전체 학급 공유 보드에 복사하여 전체 학급이 각 그

룹의 해결안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

고 바람직한 해결안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투표 결과 가장 많은

수의 표를 받은 그룹은 자신의 그룹 해결안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은 약

10분간 이루어졌다. 발표 후, 교수자는 학습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해결안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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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7] 전체 학급 공유 보드

다. 학습환경

1) 교실환경

본 연구는 중학교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수업은 해당 중학교 스마트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스마트교실은 무선 인터넷에 접속 가능하였고, 학

습자는 1인 1대의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었다. 교실 앞과 뒤편에는 전체

학급이 공유할 수 있는 스크린이 있었고, 교실 앞에는 교수자 전용 컴퓨

터와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었다. 교수자 컴퓨터의 모니터는 총 4대로, 본

연구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브라우저를

여러 개 띄워 조작하기 편리하였다. 본 교실에서 학습자는 3~4명 사이의

그룹으로 구성되었고, 그룹별로 모여서 앉도록 책상을 배치하였다.

[그림Ⅲ-8] 활동 되돌아보기 중 개인과 그룹 피드백을 확인하고 있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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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학습환경

연구 참여자는 트렐로(트렐로, https://trello.com)라는 클라우드 기반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협력학습을 수행하였다. 트렐로는 높은 호

환성으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포스트잇과 같은 카드를 만들고 이동시키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협업 도구이다. 트렐로에는 보드, 리

스트, 카드, 댓글, 레이블, 멤버 등의 기능이 있는데, 보드는 전체 활동이

보이는 게시판을 의미한다. 카드는 각각의 포스팅을 의미하고, 각 카드에

는 댓글을 작성할 수 있다. 레이블은 각 카드에 달 수 있는 표식인데, 이

레이블을 본 연구를 위해 논변글의 구성요소로 설정하여 학습자가 자신

의 글에 레이블을 달아 스스로 논변글을 점검하고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논변글의 요소는 ‘명확한 주장’, ‘타당한 이유’, ‘구체적 근

거’, ‘반대의견 고려’(Jonassen & Cho, 2011)를 포함하였다. 멤버 기능은

카드의 주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으로, 카드에 멤버를 추가하면 해당

카드를 작성한 사람을 표시할 수 있다. 각 기능별 이미지는 다음 [그림

Ⅲ-9~10]과 같다. 본 연구를 위해 트렐로에 그룹별로 접근할 수 있는 그

룹별 보드, 전체 학습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전체 공유 보드를 구분하여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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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9] 트렐로 보드, 리스트, 카드, 멤버 이미지

[그림Ⅲ-10] 카드 작성창, 레이블, 댓글 이미지

트렐로는 그룹원의 활동 과정을 모두 데이터로 기록하는데, 본 연구에

서는 이렇게 수집된 오프라인 학습활동 원자료(raw data)를 협력학습에

서의 관점수용 활동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 교사는 이렇게 저

장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자에게 적응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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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적 논변 과제

그룹이 협력적으로 논변활동에 참여할 할 수 있도록 비구조화된 문제

를 제공하였다. 문제가 비구조화될수록 그룹의 협력이 요구되는데(Hung,

2015), 정답이 없는 문제일수록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안을 도출하고 평가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협력적 논변활동

을 위한 과제를 설계할 때 학습자의 동기를 향상시키고 유의미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실생활과 관련된 사례문제를 선정하였다. 사례문제는 하

나의 정답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활발한 토론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협

력적 논변과제에서 실제적이고 비구조화된 사례문제를 제공하였다.

문제의 바탕이 되는 교과는 사회교과로, 현장전문가와 수업의 주제를

정하기 위한 논의 후 주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활동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파악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두 가지 이상의 관점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각 관

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고, 의견을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주

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 결과,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단원에서 다루는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과 갈등’에 대한 실제적 사

례에 대한 문제를 수업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는 ‘메콩강

댐 건설로 인한 국가 간의 갈등’으로 선정하고, 메콩강 유역의 댐 건설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논변 문제를 개발하였다. 문제상황은

“내가 우리나라의 대표로 란메이 정상회의에 참석했다면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였고, 사례문제에는 ‘댐 건설을 지속해야 한다’, 지속하지 말아야

한다’의 두 가지 관점 중 1개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제 3의 의견이 있

다면 그 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초기

에 선택지로 제시한 이유는 현장전문가가 분석한 학습자 수준에 근거하

여 선택지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논변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

능성이 있고 학습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기 때문이다. 사

례문제는 [부록1-2]에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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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 도구

본 연구에서 개발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전략과 상세지침에

근거하여 적응적 지원 도구를 현장전문가와 함께 개발하였다. 관점수용

을 위한 적응적 지원 도구에는 (1) 각 관점별 자료 및 프롬프트, (2) 관

점수용 수준별 예시 및 프롬프트, (3) 개인 피드백, (4) 그룹 피드백, (5)

성찰 활동지, (6) 의견 통합 활동지, (7) 교수자용 관점수용 수준-처치

맵이 포함되었다. 도구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관점별 자료 및 프롬프트는 사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질 수 있

는 관점들에 대한 정보가 담긴 기사, 포스팅, 뉴스, 영상 등과 이러한 자

료를 어떻게 관점수용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의미한다. 학습자가 각 관점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을 때 관점수용

활동을 잘 하게 되기 때문에(Boland Jr & Tenkasi, 1995), 관점수용 활

동을 잘하지 못하는 학습자에게 상대편 관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해 개발하였다. 자료는 현장전문가가 선택하고, 연구자가 추가적으로 검

색한 자료를 현장전문가가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학습자에게 제공 여

부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관점별 자료 및 프롬프트는 개별 학습자나 그

룹에게 제공하였는데, 개별 학습자의 경우 트렐로 보드에 있는 개별 학

생의 의견카드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제공하였고, 그룹에게 제공하는

경우 ‘안내’ 리스트에 자료를 카드 형태로 제공하였다.

관점수용 수준별 예시 및 프롬프트는 학습자의 관점수용 수준별로 상

대편 관점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카드, 댓글 등의 바람

직한 예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상대편 관점의 의견을 알고

있지만 잘 고려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교수자는 해당 예시와 프롬프트

를 제공하게 된다. 해당 예시와 프롬프트를 받고 학습자는 자신의 의견

글과 비교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예시와 프롬프트를 개발

하여 준비하였다. 관점수용 수준별 예시 및 프롬프트는 관점별 자료와

마찬가지로 개별 학습자의 경우 트렐로 보드에 있는 개별 학생의 의견카

드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제공하였고, 그룹에게 제공하는 경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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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자료를 카드 형태로 제공하였다.

개인, 그룹 피드백은 학습자의 관점수용 활동 상태에 대한 상태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피드백은 활동 중에 제공하는 유형과 활

동 후 해당 활동에 대한 성찰을 위해 제공하는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는

데, 활동 중 제공하는 피드백은 주로 텍스트와 구두 형태로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그룹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경우, 의견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의견카드가 있는 경우 교수자는 해당 그룹의 ‘안내’ 리스트에

”OO의 의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텍스트 형태의 카드

를 만들어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혹은, 해당 그룹을 방문하는 등 그룹에

게 직접 구두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개별 피드백의 경우 해당 학습자

의 의견카드에 댓글을 달거나, ‘안내’ 리스트에 카드를 만들고 해당 학습

자를 멤버로 달아 알림이 가도록 하였다. 성찰을 위한 피드백은 전 차시

활동에서 나타난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주요한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

하였는데, 이를 위해 트렐로에 기록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성찰을 위한 자료의 경우, 현장전문가와 연구자가 함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시각적 피드백을 개발한 후, 교사가 확인하고

수정하는 방법으로 개발하였다.

성찰 활동지는 학습자의 이전 차시 활동의 성찰을 위해 개발되었다.

개별 학습자와 그룹의 활동 상황을 분석한 후,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개

발하여 각각 자신의 활동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과 함께 성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찰활동은 자신의 학습을 되돌아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롬프트와 학습자의 관점수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전 차시에 대한 성찰과 활동 수정은 수업 초반에

실시되었다.

의견 통합 활동지의 경우, 각 그룹의 1차 통합글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그룹별 맞춤형으로 제작되었다. 현장전문가가 그룹의 1차 통합글의

수준을 분석한 후, 연구자와 합의를 통해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이 결정

되면,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캐폴딩이 제공되었다. 구체적으

로, 그룹의 의견 통합 활동지에는 그룹원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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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그룹의 관점과 상대되는 관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돕

는 스캐폴딩이 제공되었는데, 1차 통합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관점수용

수준에 따라 스캐폴딩이 다르게 제공되었다.

교수자용 관점수용 수준-처치 맵은 관점수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와 이에 기반하여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 지도이다. 현장전문가는 해당 맵을 수업시간에 활용하여 학습자 활

동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이 맵과 함께 학습자에게 활동 중 지원할 피드백, 예시, 프롬프트 등

이 정리되어있는 도구 문서를 함께 제공하여 교수자가 필요할 때 효율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에 띄워놓고 사용하도록 안내하였다.

라. 자료수집 및 분석

1) 문헌조사

문헌조사를 위해 Creswell(2012)이 제안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고, 관련된 문헌을 검색한 후, 출처와 연구

문제를 고려하여 적절한 문헌을 선정하였다. 이후 선정된 문헌들의 내용

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 키워드를 ‘관점수용’,

‘적응적 학습지원’,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으로 선정하고, 한국교육학

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Web of Science, Google

Scholar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탐색하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선행문헌

선정은 연구문제와의 관련성이 높고, 권위가 있으며 파급력이 있는 문헌

을 기준(Hart, 2001)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을 우선적으로 선정 후

검토하였다. 문헌을 통해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전략에 포함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와 요소를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문헌조사 내용은 다음[그림Ⅲ-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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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핵심키워드인 ‘관점수용’, ‘적응적 학습지원’,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을 바탕으로 문헌을 검토하였다. 관점수용과 관련된 문헌에서는 관

점수용의 개념 및 특징, 관점수용의 유형과 수준,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

변에서의 관점수용 양상,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의 관점수용의 필

요성, 관점수용 촉진 전략 등을 분석하였다. 적응적 학습지원과 관련된

문헌에서는 교사의 적응적 학습지원의 개념 및 특징, 적응적 학습지원의

요소, 적응적 지원을 위한 방법, 교사의 적응적 수업 및 학습지원, 적응

적 지원 전략 등을 분석하였다.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관련 문헌에서

는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의 개념 및 특징,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에서의 학습지원 요소,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의 학습지원 방법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의 관점

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전략을 위한 구성요소와 전략으로 고려해야 하

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구성요소는 문헌조사를 통해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변인과 요소들을 중심으

로 도출하였다. 지원전략은 문헌조사를 통해 정리된 가이드라인과 원리

[그림Ⅲ-11] 문헌조사 내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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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도출된 구성요소에 따라 내용과 유형을 분류하고 재진술하여 개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인과 결과를 드러내는 일반적인 명제는 지원전략

으로 개발하고, 지원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처방적인 행동지침과 관련된

내용은 상세지침으로 구분하여 1차 지원전략과 상세지침을 개발하였다.

2) 전문가 검토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된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현장전문

가와 교수설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전문가 검

토는 일반적인 설계·개발연구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가 검토와는 다른 접

근으로 이루어졌다. 설계기반연구의 특성상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

과를 현장에의 적용 과정을 통해 현장 맥락에 맞도록 수정하기 때문에

현장에 적용할 수 없을 정도의 오류 존재 여부 중점적으로 검토 받는다

(이유나, 201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장에의 적용가능성과 함께, 문헌

연구를 토대로 개발된 초기 지원전략이 적절한지 여부도 검토 받았다.

이 과정에서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점수화하지 않고, 지원전략에 대한

적절성과 적용 가능성을 심층면담을 통해 구두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추가적으로 전략 개발 후 전략이 개입안(수업설계 및 도구)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받았다.

전문가 검토는 기본적으로 직접 대면하여 진행하였고, 직접 만나는 것

이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과 메시지 등을 통해 지원전략과 질문지를 주고

받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검토가 두 차례 이루어졌으

며, 전문가 검토는 개별 지원전략 및 상세지침의 현장 적용가능성, 도출

된 구성요소와 지원전략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심층면담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전문가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지원전략 및 상세지침

의 수정에 반영하였다.

전문가의 검토를 통한 개선점을 반영하여 수정하기 위해 문헌검토를

실시하여 적응적 지원의 구성요소를 재도출하였고, 이에 ‘적응적 피드백’,

‘적응적 스캐폴딩’, ‘적응적 성찰 지원’이라는 구성요소가 새롭게 추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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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와 함께 지원전략과 상세지침이 각 구성요소에 따라 추가되거나

재구조화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지원전략과 상세지침은 현장 적용에 활

용되었다. 한편, 개입안(수업설계 및 도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업 지도안의 용어와 지원도구에 사용된 용어 등을 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용어로 수정하였다. 전문가 검토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사항은

[부록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개입안의 효과 및 개선점 파악

가) 설문조사

본 지원전략을 적용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확

인하기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였다(<표Ⅲ-3>참조). 설문지는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의 효과성 인식과 관련된 4문항, 관점수용을 위

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의 용이성 인식 관련된 4문항, 그리고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에 대한 장점과 개선점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2개의 개방형 문항을 개발하였다. 효과성과 용이성에 대한 문항은 박성

열, 남민우(2012)가 재구성한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학습결과의 측면에서 학습자의 협력에 대한 태도와 인지된 학습

결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협력에 대한 태도 3문항과 인지된 학

습결과 3문항을 개발하였다. 인지된 학습결과를 묻는 문항은 Cho, Yim,

Paik(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협력에 대한

태도 문항은 Alavi와 McCormick(2008)의 연구에 사용된 협력학습의 과

정과 관련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문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문항은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

지는 [부록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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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인식 조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각각의 요인에 대한 기

초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학습자가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파악하였다. 이때,

총 29명의 학생 중 설문조사를 완료한 학생 27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관찰 및 면담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보다 심층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 수업관찰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업관찰은 수업 진행

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에 어떻게 반응하

는지, 협력적 논변활동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 1명이 교실에서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

서 직접 관찰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설문조사나 활동데이터로 확인

하지 못하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관찰일지를 작성하여 학습자가 어떻

게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에 반응하고 학습활동에 참여하는지 확

인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놓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카메라 2대를 활

용하여 수업을 녹화하였다. 교수자와 미리 협의하여 카메라를 설치하며

촬영하되, 불편함을 유발할 경우 녹화를 중지할 것이라는 점을 학생들에

게 촬영 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녹화를 진행하였다.

면담의 경우, 수업에 참여한 학생 중 8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

뷰를 실시하였다. 4명씩 두 집단을 구성하여 각 집단별로 1회, 약 30분씩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의 효과 및 개선점, 활동 중 불편했던 점, 협력적 논변 과정

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집단의 특성을 고려

변인 문항수 Chronbach α 

지원의 효과성 4 .956
지원의 용이성 4 .984

지원에 대한 장점 및 개선점 (개방형) 2 -
협력에 대한 태도 3 .967
인지된 학습결과 3 .992

<표Ⅲ-3> 측정변인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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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중학교 수준에 적합한 질문을 개발하고, 연구 참여자의 반응에 따

라서 유연하게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실시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녹음하여 추후 전사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개발된 적

응적 지원의 효과 및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반구조화된 설문조

사 문항 응답 결과와 함께, 면담 및 관찰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질적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6단계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면담의 전사 자료를 반복

적으로 읽으며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고 아이디어를 기록하였다. 그리

고 초기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 의미 단위로 분절한 후,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진술을 중심으로 코딩(coding)을 실시하였고 각 코드와 관련된 자

료를 모았다. 그리고 이를 반복적으로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 핵심 주

제(theme)들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후에 도출된 핵심 주제

들에 대해 관련된 코드를 다시 살펴보며 관계를 정리하며 유사한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각 주제에 대해 명명하고, 주제의 의미를

구분하였고, 본 논문에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

찰일지와 수업 녹화영상을 참고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 현장전문가 및 연구자의 성찰

개발된 지원전략의 정련과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의 운영을 위

해 현장전문가와 함께 네 차시에 대한 성찰을 실시하였다. 현장전문가는

매주 수업 후 수업을 준비 및 진행하며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위

한 공유플랫폼에 성찰일지를 작성하였다. 논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성찰

일지에 연구자와 현장전문가가 댓글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

시의 수업이 끝난 후 약 10분 정도 협의시간을 가졌다.

연구자와 현장전문가는 지원전략의 개선점,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의 설계 및 운영 중 불편했던 점에 대하여 성찰하였다. 교사가 지원

전략의 개발에 참여하였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느낀 장점

과 개선점을 성찰단계에서 함께 논의하여 연구Ⅱ(2차 순환)에 반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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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찰과 협의사항은 녹음하여 전사하였고, 면담 및 관찰에서 사용한

질적자료 분석방법과 마찬가지로 Braun과 Clarke(2006)가 제안한 주제분

석 방법론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라) 관점수용 수준 분석: 활동 데이터(온라인 활동 데이터 및

학습자 성찰 체크리스트)

수업 과정에서 트렐로에 기록되는 학습자의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 연구자는 트렐로 보드에서 관점별 의견카드의 개수와 내용, 의견카드

별 레이블 유형과 개수, 댓글 및 답글 내용, 댓글 및 답글 수, 의견카드

및 댓글 작성자, 작성 시기 등의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여 엑셀로 정리하

였다. 성찰 체크리스트는 5점 척도로, 한 차시의 수업 후, 실시하였던 성

찰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온라인 활동 데이터만으로 알 수

없는 학습자의 인식 조사를 위해 활동 데이터의 한 유형으로 수집되었

다. 수집된 데이터는 학습자의 관점수용 수준과 협력적 논변활동에의 참

여 양상 분석을 위해 활용되었다.

학습자의 관점수용 수준 도출을 위해 관점수용 수준별로 어떠한 특성

을 나타내는지 Selman(1980)과 Järvelä 와 Häkkinen(2002)을 참고하여

<표Ⅲ-4>와 같이 정의하였다. 우선 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의 경우 4수

준으로 구성되는데, 1수준의 학습자는 매우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표현을 하며, 동료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관심을 두

고 있지 않는 수준을 의미한다. 2수준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관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관점을 잘

고려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요한다. 3수준은 다른 사

람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며 의견,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관점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 4수준의 경우 일

반화된 제 3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객관적인 관점을 지닌다.

개인의 정서적 관점수용의 경우 3수준으로 구성되는데, 1수준의 학습

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에 관심이 없고 인식하지 못하며, 자기

위주의 극단적인 감정표현을 하거나 표현을 전혀 하지 않는다. 2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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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다른 조원이 어떤 감정인지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하지만 자신

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3수준의 경우 다른 조원이 어

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민첩하게 파악하고 존중한다. 그리고 듣는 사

람을 배려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은 4수준으로 구성되며, 1수준의 그룹은 관점

에 대한 교류가 없으며 서로 다른 관점과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

에 의견글이 서로 관련성이 낮다. 2수준의 경우 관점의 균형이 나타나며

의견에 대한 교류가 발생하지만, 일부 관점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논의

되는 경향이 있다. 3수준의 경우 그룹원의 경험과 의견이 균형있게 교류

되지만 일부 그룹원의 관점만 통합된 해결안에 반영된다. 가장 높은 4수

준은 서로의 경험이 공유되며 정교한 논변으로 진행된다. 이때 모든 그

룹의 경험과 관점이 공유되어 그룹의 의사결정에 반영된다.

그룹의 정서적 관점수용의 경우 3수준으로 구성되며, 1수준인 경우 그

룹 내 비난이나 공격이 나타나며 그룹원들은 서로의 감정을 잘 알지 못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고민하지 않는다. 2수준의 경우에는 비난이나

공격성 발언이 적지만 일부 나타나며, 서로 감정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

에 협력을 위해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그룹원의 일부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있지 않다. 3수준의 경우, 그룹 내 비난이나 공격이 발생하지 않

으며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수준별 정의에 기반하여<표Ⅲ-4>와 같은 행동지표와 기준을

구성하고, 이를 도출할 수 있는 기준별 계산방법을 본 연구를 위해 도출

하였다. 각 행동지표에 대한 수준별 기준은 [부록1-3]에 첨부되어 있다.

수준별 기준과 계산방법은 설계원리의 타당성 검토에 참여했던 전문가

D와 현장 전문가, 총 2명에게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받았다. 그 과정에서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은 삭제되고, 용어나 기준 등을 수정하였다.

행동지표를 살펴보면, 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을 분석하기 위해 활동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표 3가지, 성찰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행동지표 3가지를 문헌을 통해 도출하였다. 우선, 자신의 의견카

드 작성 여부는 개인당 최소 1개의 개별 의견카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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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하고, 반대의견 고려 수준의 경우 개인의 의견에 자신과 다른 관

점의 의견을 포함하였는지에 대한 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논의는 댓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한 댓글 개수를 의미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인식의 경우 학습

자의 인식에 대한 정보이므로 성찰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다른 사람의

관점이 다르게 나타남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또

한,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려 노력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신의 의견에

대해 설득하기 위해 어느 정도로 노력하였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

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생각이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의견 통합 시 객관적 입장을 어느 정도 수호했

는지 분석하였다.

한편, 개인의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활동

데이터와 성찰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행동지표 중 감정적 표현은 칭찬,

인사 등의 감정이나 사회적 표현을 한 댓글 개수를 의미하고, 다른 사람

의 감정 파악 및 존중하기 위한 노력의 경우 성찰 데이터를 통해 나타나

는 다른 구성원의 감정을 파악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 수준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는 우선 그룹원의

의견글의 관련성이 있는데, 이는 그룹 구성원들의 의견이 서로 유사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준을 의미한다. 그룹 통합글의 반대의

견 고려 수준의 경우 그룹 해결안이 그룹의 관점과 다른 관점의 의견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준을 의미하며, 논의에서 소외된 의견

카드는 댓글이 달리지 않은 의견카드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통합카

드 작성 여부는 그룹 해결안이 최소 1개 이상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말한

다. 그리고 통합카드에 그룹원의 의견 반영 여부는 그룹 해결안에 다른

그룹 구성원의 의견카드 내용이 골고루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점수를 말

한다.

한편, 그룹의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비난, 공격성 발

언(댓글), 즉 서로를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내용의 댓글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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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였고, 그룹 내 심리적 안정 수준이 낮은 학습자의 수를 분석하

였는데, 이는 그룹에서 자신의 의견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점수를 성찰 데이터로부터 파악하여 그룹 내 분위기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점수용 수준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지표

와 기준을 설정한 후, 학습자의 활동 데이터를 종합하고 미리 설정한 기

준에 근거하여 함수식을 입력한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반자동적으로

수준을 도출하였다. 이때, 반대의견 고려 수준, 그룹원의 의견글의 관련

성, 통합카드에 그룹원의 의견 반영 여부, 그룹 통합글의 반대의견 고려

수준에 대한 부분은 질적인 자료이므로 현장전문가와 연구자가 함께 점

수를 부여하여 합의한 후에 수준 계산에 활용하였다. 각 기준에 대한 평

정자 간 신뢰도(cohen’s kappa)는 .78 ~ 1.000으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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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점수용 수준
데이터

유형
행동지표

1 2 3 4

개

인

인지적

관점수

용

§ 학생들은 매우

주관적이고 자기중

심적인 의견과 표

현을 제시한다. 다

른 학생이 다른 관

점을 가질 수 있다

는 점에 대해 관심

이 없다.

§ 특정 상황에서 자

신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갈등의

인식을 나타낸다. 그

러나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거나

피상적으로 고려한

다. 일방적으로 자신

의 주장을 강요한다.

§ 2 인칭 시점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

서 자신의 의견에서

중요한 점을 지키기

위해 설득한다. 자

신과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

의 의견을 반영하

고, 의견, 행동을 통

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 자신과 타인의

관점을 제 3 자

또는 일반화된 관

점에서 상황을 보

며 조정한다.  

활동

데이터

자신의 의견카드 작성 여부

반대의견 고려 수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논의(댓글)

(유효한 댓글 유형: 반박, 질문,

보충)

성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인식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려 노력함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생각이 변화함

의견 통합 시 객관적 입장 수호

정서적

관점수

용

§ 다른 사람의 감

정에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한다. 자기

위주의 극단적인

감정표현을 하거나

아예 감정표현을

하지 않는다.

§ 다른 조원이 어떤

감정인지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한다. 자

신의 감정을 잘 표

현하지 않는다.

§ 다른 조원이 어떠

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잘 파악하고

존중하려고 한다. 듣

는 사람을 배려하여

자신의 감정을 솔직

하게 표현한다.

-

활동

데이터

감정적 표현(인사, 칭찬, 자신의

감정 표현)

성찰
다른 사람의 감정 파악 및

존중하기 위한 노력

<표Ⅲ-4> 관점수용 수준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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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점수용 수준
데이터

유형
행동지표

1 2 3 4

그

룹

인지적

관점수

용

§ 관점에 대한 교

류가 되지 않으며

글은 서로 관련되

어 있지 않다. 관

점의 균형이 없다 .

§ 관점의 균형이 나

타나며 의견에 대한

교류가 발생하고, 서

로의 의견이 부분적

으로 논의된다.  

§ 그룹원의 경험과

의견이 균형있게 공

유되지만, 그룹 해결

안에는 일부 그룹원

들의 의견만 부분적

으로 반영된다.

§ 서로의 경험이

공유되고 “나의

의견＂이 아닌

객관적이고 일반

적이고 정교한

논변으로 진행된

다. 모든 그룹원

의 경험과 관점

이 공유되어 그

룹의 의사결정에

반영된다.

활동

데이터

그룹원의 의견글의 관련성

그룹 통합글의 반대의견 고려

수준

논의에서 소외된 의견카드

통합카드 작성 여부

통합카드에 그룹원의 의견 반영

여부

정서적

관점수

용

§ 그룹 내 비난

이나 공격이 발

생한다. 그룹의

서로의 감정을

잘 알지 못하고,

이에 어떻게 반

응해야할지 고민

하지 않는다.

§ 그룹 내 비난이나

공격이 적지만 발생

하며, 그룹원의 일부

가 협력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되

어있지 않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

는다.

§ 그룹 내 비난이

나 공격이 나타나

지 않고 서로 존중

하며 이해하는 문

화를 가지고 있다.

-

활동

데이터
비난, 공격성 발언(댓글)

성찰 심리적 안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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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점수용 수준 양상 분석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출된 관점수용 수준이 협력적 논변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기초통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관

점수용 수준에 대한 히트맵 분석(Villagra-Arnedo et al., 2017)을 실시하

였다. 개별 학습자의 번호를 매기고 각 학생의 수업 차시별 인지적, 정서

적 관점수용 수준을 다른 색깔로 표현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그룹의 수

업 차시별 인지적 관점수용, 그룹의 단계별 정서적 관점수용을 히트맵으

로 그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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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본 연구Ⅰ에서는 관점수용 이론에 대한 문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

인과 그룹은 정서적, 인지적 관점수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

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

였다. 이러한 가설을 기반으로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전략을 개발하였다.

가.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

원전략

문헌 검토를 통해 도출된 초기 지원전략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실시한

후, 반복적인 수정과 검토를 통해 본 1차 지원전략이 도출되었다. 6개의

구성요소는 학습자 특성 탐지, 관점수용 수준 기반 분석, 적응적 스캐폴

딩, 적응적 피드백, 적응적 성찰 지원, 적응적 학습지원 시스템으로 구성

된다(<표Ⅲ-5> 참조). 총 6개의 구성요소의 하위로 15개의 지원전략, 그

리고 41개의 상세지침이 도출되었고, 각 구성요소와 지원전략에 대한 설

명은 아래와 같다.

1) 학습자 특성 탐지

구체적으로, 학습자 특성 탐지는 적응적 학습지원 시스템의 일부인 온

라인 협력학습 도구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면서 기록되는 활동정보와 학

습자가 직접 작성하는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탐지하는 요소를 말

한다. 학습자 특성을 잘 탐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수자 및 학습자가 개

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활동 특성과 문제상황을 지속적으

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Koedinger

& Aleven 2007; Schwarz, Schur, Pensso, & Tayer, 2011; Walker, et

al., 2015; Webb, 1991, 1992).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활동이 기록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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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원이 서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공간을 활

용해야 한다(Dougherty & Heller, 1994; Johnson & Johnson, 1979;

Litchfield & Gentry, 2010; Shelton & McNamara, 2004). 온라인 학습공

간에서는 그룹 구성원이 서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교

수자도 각 그룹의 학습공간에 접속하여 학습활동을 점검할 수 있다. 또

한, 교수자는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학습자의 활동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Walker, et al., 2015). 예를 들면, 교수자가 학습자의 활동에 대해

직접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활동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

에서 학습자의 활동을 점검하는 것을 통해 문제상황을 탐지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 특성 탐지를 위해 학습 과정에서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

용 수준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점수용 상태를 파

악해야 한다(Shute & Zapata-Rivera, 2014).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도구와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야 하

며,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축적된 학습자의 활동데이터를 수집

하여야 한다. 또한, 구성원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학습자의 인식 데이

터를 수집할 수 있다. 테크놀로지를 통해 축적된 활동 데이터와 설문조

사 등 자기보고 형태로 수집된 인식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점수용과 관련

된 상태를 탐지할 수 있다. 단,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는 학습자의 활동 기록을 기반으로 교수자가 직접 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Casamayor, Amandi, & Campo, 2009; Kosba, Dimitrova &,

Boyle, 2007). 효과적인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개인적 요인들 중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으며, 교실의 문화적, 규범적 요인들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Webb, 2009). 따라서 데이터 분석결과를 통한 시

스템의 처방 제시에는 한계가 있으며, 교사의 경험 및 직관, 암묵적 지식

등의 역할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의 데이터 분

석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경우, 교수자의 전문성과 경험적 지식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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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점수용 수준 기반 분석

그리고 관점수용 수준 기반 분석은 현재 상태 정보를 바람직한 상태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 모델링을 실시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분석하는 것이다. 관점수용 기반 분석을 위해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현재 관점수용 수준 파악을 위한 지표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Böckle et al., 2018; Shute & Zapata-Rivera, 2014; Soller

et al., 2005). 이를 위해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상태에 대한 내

용을 바탕으로 수준별 지표와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그룹의 인지적, 정

서적 관점수용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준별 지표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설정된 수준별 지표와 기준은 학습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분석되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이 도출되어 이에

기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수준별 지표뿐만 아니라, 협력적 논변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별 지표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Webb, 1991; 1992). 협력학습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에 차이

가 있으며, 학습자의 요구와 문제상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협력적 논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기반으로 개인과 그룹의 관점

수용 수준별 지표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초반 관점

구체화 단계에서는 개인이 다른 사람의 관점 차이를 인지하며, 상대편

의견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명확히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Batson, Early, & Salvarani, 1997; Ku, Wang, &

Galinsky, 2010; Lindgren, 2012). 그리고 논변 활동 단계에서 그룹원이

소외된 의견 없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지,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Dougherty & Heller, 1994; Johnson & Johnson, 1979; Litchfield &

Gentry, 2010). 그리고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그룹의 관점으로 통합하는

협력적 결정 단계에서 제 3자의 입장에서 서로의 관점을 객관적으로 통

합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Batson, Ear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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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varani, 1997; Galinsky et al., 2008; Ku, Wang, & Galinsky, 2010).

마지막으로, 관점수용 수준 분석을 위해 매 수업마다 수집된 다양한

유형의 관점수용 데이터를 교수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하여 활

용해야 한다(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Shute & Zapata-Rivera,

2014). 교수자가 확인해야 하는 특정 학습자의 관점수용 수준이 있거나

학습자에게 특정 유형의 지원(피드백, 스캐폴딩 등)을 제공해주고 싶을

때,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관점수용 활동을 분석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활동 데이터나

인식 데이터 등을 축적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3) 적응적 스캐폴딩

적응적 스캐폴딩은 학습자의 관점수용 수준에 맞추어 학습자들이 현재

자신의 능력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점수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

양한 형태의 구조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습자의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 사라지는 지원 유형을 말한다(임규연 외, 2016;

Collins et al., 1989; Kim & Hannafin, 2011).

이러한 적응적 스캐폴딩은 협력적 논변 활동 중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

용 수준에 따라 관점수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 도구의 형태로 제

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협력적 논변에서 학습자는 서로의 관점과 의견

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Dougherty & Heller,

1994; Johnson & Johnson, 1979; Litchfield & Gentry, 2010), 서로의 관

점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공유된 학습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학습도구 중 그룹 해결안의 예시는 현재 그룹의 해결안과 비교함으

로써 관점수용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자료와 프롬프트는 학습자가 다른 관점에 대한 정보나 지

식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상상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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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salou, 1999; Litchfield & Gentry, 2010). 이러한 도구는 학습자가 관

점수용 수준에 근거하여 더 향상된 관점수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스캐폴딩은 학습자의 관점수용 상황을 점검한 결

과에 근거하여 활동 중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적응적 스캐폴딩 지원을 위해 관점수용 활동을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에 따라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활동이 구조화되었을 때

학습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협력적 논변 활동 중 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 대한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메시지 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 반구조화된 메시지 양식은

학습자들이 수준 높은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여 관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Cáceres et al., 2018; Oh &

Jonassen, 2007). 또한,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상대편 관점이 되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롬프트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의 정서적 관점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되어

내 의견을 읽어보거나 내 행동을 상상해볼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제공할

수 있다(Galinsky & Moskowitz, 2000; Lindgren, 2012). 또한, 그룹의 정

서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그룹원의 기분을 상상해보거

나 서로 공격/비난을 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프롬프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화된 활동을 통해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대한 편

견을 줄일 수 있으며(Batson, Early, & Salvarani, 1997; Lord, Lepper,

& Preston, 1984), 1인칭 시점으로 새로운 관점을 경험함으로써 관점수

용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Galinsky & Moskowitz, 2000; Lindgren,

2012). 또한,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그룹원들의 관점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제공함으로써 제 3자

의 입장에서 다양한 관점들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

다(Ackermann, 1996).

마지막으로, 적응적 스캐폴딩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들이 스캐폴딩

없이도 높은 수준의 관점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협력적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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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의 진행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관점수용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스캐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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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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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활동 중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에서 단

순한 지원으로 도구와 프롬프트를 제공해야 하며, 활동 중 학습자의 관

점수용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스캐폴딩의 빈도를 줄여야 한다.

4) 적응적 피드백

적응적 피드백은 개인과 그룹의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

록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며, 바람직한 수준과 현재 수준과의 차이를 확

인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Narciss & Huth, 2004). 이러한 적응적 피드

백은 단계적으로 제공되어 학습자가 스스로 관점수용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음부터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보다는 개인, 혹

은 그룹이 스스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것(mirroring)에서 메타인지적 지원, 구체적 안내 지원을 단계적으

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Soller et al. ,2005). 이러한 단계적

지원은 학습자의 자율성을 촉진하며, 스스로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

점수용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적응적 피드백은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 분석결과를 직관적으로 이

해할 수 있도록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

표를 시각화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Dougherty & Heller, 1994; Johnson

& Johnson, 1979; Litchfield & Gentry, 2010), 시각적 정보와 함께 학습

자의 관점수용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설명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김현지 외, 2017; Van Leeuwen et al., 2015).

피드백은 교수자가 학습자의 활동을 관찰하며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시에 안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수행에 초점

을 두고 효과적인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Cáceres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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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드백은 학습자가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르게

고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코칭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은

스캐폴딩과 차별화되는 점으로, 스캐폴딩은 학습자들이 현재 자신의 능

력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조화하

고 학습도구를 제공하는 지원방법이며(Collins et al., 1989; Dennen,

2004), 관점수용 활동 자체에 초점을 두고있다.

5) 적응적 성찰 지원

적응적 성찰은 학습자나 그룹이 신념과 사고, 행동을 점검하여 포함된

오류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활동 요소를 의미한다

(Dewey, 1933; Lin et al., 1999). 적응적 성찰을 통해 학습자는 스스로의

수행이나 그룹의 관점수용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Collins et al., 1989, Erkenberg, 2001). 적응적 성

찰을 제공할 때는 개인과 그룹이 자신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

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성찰하도록 하여, 현재 상태를 객관적이

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동식 외, 2002; Järvelä et

al., 2015).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

용 활동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활동 정보를 시각화한 피드

백과 구체적인 활동 정보에 대한 요약과 함께 성찰 활동을 제공할 수 있

다(강정찬, 2016; 김동식 외, 2002; Järvelä et al., 2015).

둘째, 그룹의 정서적/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에 따라 그룹이 공동으로

관점수용 활동에 대해 계획, 점검, 평가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Järvelä et al., 2015). 이를 위해 그룹이 함께 관점수용 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해 점검, 평가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제공해야 하며(Dewey, 1933; Järvelä et al., 2015; Lin et al., 1999), 그룹

의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성찰 중 그룹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공유된 공간 및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Ioannou, &

Constantinou,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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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과 그룹 성찰 활동과 함께 성찰한 내용을 반영하여 활동, 혹

은 행동을 수정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성찰은 계획을 세우는 데

서 끝나지 않고, 실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Dewey, 1933; Lin et al.,

1999). 따라서 성찰 활동 이후 성찰의 결과를 실천에 반영할 수 있는 시

간을 제공하고, 이후에 수정된 활동에 대해 다시 성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권성호, 유명숙, 2006; Butler, 1996)

6) 적응적 학습지원 시스템

마지막으로 적응적 학습지원 시스템은 적응적 지원을 선택하고 제공하

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여기서 시스템은 온라인 협력학습도구

를 포함한 전반적인 학습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요소가 결합하고 상호작

용함을 통해 적응적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적응적 학습지원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교수자/학습자가 활용하여 용이하게 지원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Soller et al., 2005; Xhakaj, Aleven, & McLaren,

2016). 구체적으로, 교수자가 적응적 지원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테크놀로지, 도구정리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Soller et al.,

2005),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방해하지 않고, 개인과 그룹에게 필요한 지

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구와 테크놀로지로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김선영, 2013; Shute & Zapata-Rivera, 2014). 또한, 시스템

은 분석 정보 제공뿐 아니라 관점수용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함

께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지침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교수자

와 학습자에게 인지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학습활동

상황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개선점 및 처방이 같

이 제공되어야 한다(Van Leeuwen et al., 2015). 마지막으로, 교수자가

자신의 경험과 당시 학습상황에 기반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적응적 지원 히스토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수자의 인

지부하를 조절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 교수자가 전문성과 경험적 지식을 활용하여 적절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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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특성

탐지

1. 교수자 및 학습자가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활동 특성과 문제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Koedinger &

Aleven 2007; Schwarz,

Schur, Pensso, & Tayer,

2011; Walker, et al., 2015;

Webb, 1991, 1992; Shute

& Zapata-Rivera, 2014;

Soller et al., 2005;

Paramythis &

Loidl-Reisinger, 2002

1-1. 학습자의 활동이 기록되며 그룹원이 서로의 활동을 지

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공간을 활용한다.

Dougherty & Heller, 1994;

Johnson & Johnson, 1979;

Litchfield & Gentry, 2010;

Shelton & McNamara,

2004

1-2. 교수자는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

는 방법으로 학습자의 활동 특성을 파악한다.

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Walker, et al., 2015

2. 학습 과정에서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준과 관련된 다양

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상태를

파악한다.

Shute & Zapata-Rivera,

2014

2-1. 학습자/그룹의 관점수용 상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

집할 수 있는 도구와 테크놀로지를 사용한다.

Shute & Zapata-Rivera,

2014

2-2. 협력학습도구로부터 축적된 학습자/그룹의 인지적, 정서

적 관점수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데이터를 수

집한다.

Shute & Zapata-Rivera,

2014; Soller et al., 2005

2-3. 관점수용을 위해 구성원이 서로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

도록 해당 차시 학습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데이터를 수

집한다.

Dougherty & Heller, 1994;

Johnson & Johnson, 1979;

Batson, Early, &

Salvarani, 1997; Ku,

Wang, & Galinsky, 2010

2-4.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는 학습자의 활동

기록을 기반으로 교수자가 판단하여 관점수용 수준을 파악한

다.

Casamayor, Amandi, &

Campo, 2009; Kosba,

Dimitrova &, Boyle, 2007

관점수용

수준

기반

분석

3.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현재 관점수

용 수준 파악을 위한 지표와 기준을 설정한다.

Böckle et al., 2018; Shute

& Zapata-Rivera, 2014;

Soller et al., 2005

3-1. 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 상태에 대한 내용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수준별 기준을 세운다.

Batson, Early, &

Salvarani, 1997; Järvelä &

Häkkinen, 2002; Ku,

Wang, & Galinsky, 2010;

Lindgren, 2012; Lord,,
3-2. 개인의 정서적 관점수용 상태에 대한 내용으로 지표를

<표Ⅲ-5>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전략과 상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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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수준별 기준을 세운다.

Lepper, & Preston, 1984;

Parker & Axtell, 2001

3-3.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상태에 대한 내용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수준별 기준을 세운다.

3-4. 그룹의 정서적 관점수용 상태에 대한 내용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수준별 기준을 세운다.

4. 협력학습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

서적 관점수용 지표를 설정하고 수준별 기준을 세운다.
Webb, 1991; 1992

4-1. 관점 구체화 단계에서는 개인이 다른 사람의 관점 차이

를 인지하며, 상대편 의견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관점과 의견

을 명확히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한다.

Batson, Early, &

Salvarani, 1997; Ku,

Wang, & Galinsky, 2010;

Lindgren, 2012

4-2. 논변활동 단계에서 그룹원이 소외된 사람 없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지,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한다.

Dougherty & Heller, 1994;

Johnson & Johnson, 1979;

Litchfield & Gentry, 2010)

4-3. 협력적 결정 단계에서 제 3자의 입장에서 서로의 관점

을 객관적으로 통합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

한다.

Batson, Early, &

Salvarani, 1997; Galinsky

et al., 2008; Ku, Wang, &

Galinsky, 2010;

5. 매 수업마다 수집된 다양한 유형의 관점수용 데이터를 분

석을 통해 교수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하여 활용한

다.

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Shute &

Zapata-Rivera, 2014

5-1. 그룹원의 서로의 관점과 의견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축적한다.
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조용상, 2014;

Ja¨rvela et al., 2015;

Shute & Zapata-Rivera,

2014

5-2. 다양한 학습활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 기법

을 활용하여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을

파악한다.

적응적

스캐폴딩

6. 협력적 논변 활동 중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

임규연 외, 2016; Collins

et al., 1989; Kim &

Hannafin, 2011

6-1.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관점 형성 과정부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공유된 학습공간을 제공한다.

Dougherty & Heller, 1994;

Johnson & Johnson, 1979

6-2.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유형별로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바람직한 예시를 제공하여 모델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Rummel, Spada, Hauser,

2009

6-3. 개인·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상

대편 관점에 대한 정보를 참고자료의 형태로 제공한다.

Lindgren, 2012; Parker &

Axtel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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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력적 논변 활동 중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에 따라

관점수용 활동을 구조화하여 제공한다.

7-1. 협력적 논변 활동 중 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 대한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메시지 양식을 제공한다.

Cáceres et al., 2018; Oh

& Jonassen, 2007

7-2. 개인·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상

대편 관점이 되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롬프트를 제공

한다. Galinsky & Moskowitz,

2000; Lindgren, 20127-3. 개인의 정서적 관점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되어 내 의견을 읽어보거나 내 행동을 상상해볼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제공한다.
7-4.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객관적

으로 그룹원들의 관점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제

공한다.

Järvelä & Häkkinen, 2002

7-5. 그룹의 정서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그

룹원의 기분을 상상해보거나 서로 공격/비난을 하지 않는 분

위기를 만들도록 프롬프트를 제공한다.

Parker & Axtell, 2001

8. 협력적 논변 활동 과정에서 중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

준이 향상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스캐폴딩을 줄여나간다.

Brown et al., 1989;

Collins et al., 1989;

Dickey, 2008;

Schwaighofer et al., 2017

8-1. 활동 중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에서 단순한 지원으로 도구와 프롬프트를 제공한다.
Boling & Beatty 2010

8-2. 활동 중 학습자의 관점수용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활동

중 스캐폴딩의 빈도를 줄인다.

Brown et al., 1989;

Collins et al., 1989;

Dickey, 2008;

Schwaighofer et al., 2017

적응적

피드백

9. 피드백을 단계적으로 제공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관점수용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Soller et al., 2005;

Van Leeuwen et al., 2015

9-1. 개인·그룹의 관점수용을 활동 상태를 알려줌으로써 관

점수용 활동을 촉진한다.
Soller et al., 2005

9-2.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에서 개선되지 않는

다면, 구체적 안내를 함께 제공하는 것까지 피드백을 단계적

으로 선택하여 제공한다.

Diziol & Rummel 2010;

Mathan & Koedinger

2005; Soller et al., 2005;

10.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결

과를 정리하여 제공한다.
Few, 2013; Yau, 2011

10-1.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

표를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Dougherty & Heller, 1994;

Johnson & Joh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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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Litchfield &

Gentry, 2010

10-2. 학습자의 관점수용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

습자 활동 정보와 함께 정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Van Leeuwen et al.,

2015

적응적

성찰

지원

11. 개인·그룹이 자신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에 대

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성찰하도록 하여, 현재 상태를 객

관적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김동식 외, 2002; Järvelä

et al., 2015;

11-1.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활동에 대해 정

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활동 정보를 시각화한 피드백과

함께 성찰활동을 제공한다 강정찬, 2016; 김동식 외,

2002; Järvelä et al., 2015;11-2.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활동에 대해 정

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 정보에 대한 요약

과 함께 성찰활동을 제공한다.

12.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에 따라 그룹이 공

동으로 관점수용 활동에 대해 계획, 점검, 평가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Järvelä et al., 2015

12-1. 그룹이 함께 관점수용 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계

획을 세우고, 이에 대해 점검, 평가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제공한다

Dewey, 1933; Järvelä et

al., 2015; Lin et al., 1999

12-2. 그룹의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성찰 중 의사소통이 활

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공유된 공간 및 자료를 제공한다.

Ioannou, & Constantinou,

2018

13. 개인·그룹의 성찰활동과 함께 성찰한 내용을 반영하여

활동, 혹은 행동을 수정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김경연, 2007; Boud et al.,

2013

13-1.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에 따라 필

요한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는 프롬프트를 함께 제공한다.
Boling & Beatty 2010

13-2. 성찰활동 이후 성찰의 결과를 실천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이후에 수정된 활동에 대해 다시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

권성호, 유명숙, 2006;

Butler, 1996

적응적

학습지원

시스템

14. 적응적 학습지원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교수자/학습

자가 활용하여 용이하게 지원할(받을) 수 있도록 한다.

Soller et al., 2005; Xhakaj,

Aleven, & McLaren

(2016)

14-1. 교수자가 적응적 지원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테크놀로지, 도구정리 등)을 조성한다.
Soller et al., 2005

14-2.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방해하지 않고, 개인·그룹에게 필

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구를 사용한다.

김선영, 2013; Shute &

Zapata-Rivera, 2014

14-3. 적응적 지원 시스템은 분석 정보 제공뿐 아니라 관점

수용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함께 제공한다.
Van Leeuwe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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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발한 지원전략과 상세치짐은 현장의 맥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먼저, 지원전략 1은 수업을 실행할

때 교수자의 모니터에 모든 학습자와 그룹의 활동 상태를 점검할 수 있

도록 윈도우창을 셋팅하여 교수자가 지속적으로 학습자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교수자용 컴퓨터에 모든 그룹의 트렐로 화면을

정리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띄우는 것으로 교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력적 논변의 절차별로 어떤 지표를 살펴보아야 하는

지 교수자가 미리 준비하여 수업 중에 보다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전략 2와 5를 적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온라인

에서 기록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설문, 관찰 등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트렐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뿐만 아니

라 면대면으로 교수자의 관찰을 통해 학습맥락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성찰활동을 실시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는 엑셀 등을 활용하여 축적하였고,

한 차시가 끝난 후 전반적인 관점수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하

구성요소 지원전략 및 상세지침 참고문헌

14-4. 교수자가 자신의 경험과 당시 학습상황에 기반하여 적

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적응적 지원 히스토리를

제공한다.

Webb, 2009; Xhakaj,

Aleven, & McLaren, 2016

15. 적응적 학습지원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교

수자는 수업 전, 중, 후에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활동 관련

피드백을 적시적으로 선택 및 제공한다.

Koedinger & Aleven

2007; Schwarz, Schur,

Pensso, & Tayer, 2011;

Walker, et al., 2015;

Webb, 1991, 1992

15-1. 학습활동 중에는 활동 중 관점수용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을 촉

진하기 위한 즉각적인 피드백과 스캐폴딩을 제공한다.

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15-2. 학습활동 전/후에는 해당 차시의 전반적인 관점수용

활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동 데이터와 인식 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그룹별 피드백을 성찰 및 활동

수정 시간과 함께 제공한다.

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Ja¨rvela et al., 2015;

Webb, 1991,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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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처럼 관점수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을 규명하고 이를

수업 중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원전략 3과 4를 적용하기 위해 협력적 논변 수업을 준비하기

전 단계인 사전 준비 단계에서 미리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상태를 파

악할 수 있도록 행동지표를 설정하고, 수준별로 이 지표가 어떻게 나타

나는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트렐로라는 온라인

협력도구에서 어떠한 지표를 파악하기에 용이한 지 함께 고려하였다. 그

리고, 협력적 논변의 절차(개별 의견 작성, 개별 의견 논의, 그룹 의견

통합)에 따라 어떠한 유형의 관점수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어떠한 지표를 확인해야 하는지 사전에 정리하였다. 행동지표는 연구방

법에 기술되어있다.

수업 중 적응적 지원을 위해 지원전략 6, 7을 적용하여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별로 제공할 스캐폴딩을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 스캐폴딩

은 관점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구(바람직한 예시, 참고자료 등)와 구조

화한 프롬프트(반구조화된 메시지 양식,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활동을 위한 프롬프트 등)로 구성된다. 적응적 스캐폴딩은 수업 중 수시

로 학습자의 필요에 맞추어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해놓

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습자 특성 점검 후, 교수자가 그 원인을 파

악하여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교수자의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

구에서 개별 의견글을 작성할 때 관점수용을 잘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예시를 설계하였는데, 다른 관점을 잘 고려하여 자신의 글 안에 반영한

의견글의 예시를 준비하였다. 또 하나의 예로, 그룹 내에서 다툼이 일어

나거나 정서적인 긴장이 발생하는 경우, 교수자는 서로 공격/비난을 하

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프롬프트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 중 발생한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즉시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현장

맥락을 고려하여 시간적 여유가 있을 시에는 그룹원이 함께 서로를 존중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규칙을 세우도록 프롬프트를 제시하였다. 이

러한 적응적 스캐폴딩은 학습자의 관점수용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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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8에 제시된 것처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적응적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전략 9와 10을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수업 중에 피드백을 제공할 때에는

주로 지원전략 9를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지원전략

10은 수업 종료 후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시각화 피드백을 제공할 때 활

용하였다. 이러한 적응적 피드백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적응적 성

찰이다. 적응적 성찰을 설계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원전략 11, 12, 13을

적용할 수 있는데, 지원전략 11에 나와 있듯 활동에 대한 시각화 피드백

을 성찰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전략 12에서 강조하듯 그

룹이 함께 성찰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인의 관점수용 활동뿐만

아니라 그룹의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성찰을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성찰에서 끝나지 않고, 지원전략 13에 나타나 있듯 잘못된 관

점수용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

업을 총 4차시를 진행하여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

에 본 차시를 진행하기 전에 이전 차시에 대한 활동 되돌아보기 시간을

제공하고 개인과 그룹의 성찰활동과 활동 개선 시간을 제공하였다. 그리

고 모든 관점수용 활동에 대해 성찰하기보다는 개선해야 하는 부분을 위

주로 시각화된 피드백을 설계하고 성찰자료를 설계하였다.

지원전략 14와 15를 적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협력학습

도구인 트렐로를 활용하였고, 트렐로 보드와 리스트 등의 기능을 통해

개인과 그룹에게 지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특히 지

원전략 15에 나타난 것처럼 수업 전, 후와 수업 중에 어떠한 지원을 중

점적으로 해야 하는지 사전에 결정하고 실행하였는데, 이러한 결정에는

현장 전문가의 수업 운영 방식과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 시간 부족 등의

문제가 고려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활동 중에는 주로 문제상황과 낮

은 관점수용 수준이 나타났을 시 즉각적인 피드백과 스캐폴딩을 제공하

였고, 활동 전, 후에는 전반적인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성찰활

동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단계별로 교수자의 활동과 이

에 적용된 지원전략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표 Ⅲ-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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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주요

활동
세부활동

적용된

지원

전략

사

전

준

비

지표/

준거

설정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도구에 기록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점수용

유형별 행동지표와 수준 파악을 위한 기준을 설정한다.

3, 4

협력학습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에 따른

행동지표와 기준을 정리한다.

3, 4

개별의견 작성 단계에서는 개인이 다른 사람의 관점

차이를 인지하며, 상대편 의견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명확히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한다.

4

논변활동 단계에서 그룹원이 소외된 사람 없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지,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한다.

4

협력적 결정 단계에서 제 3자의 입장에서 서로의 관점을

객관적으로 통합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한다.

4

학습자의 행동지표에 따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의

유형(설문조사, 로그 데이터 등)과 분석 방법(통계,

테크놀로지 사용여부 등)을 선택한다.

2, 5

적응적

스캐폴딩

설계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을 촉진할 수 있는

관점수용 활동의 바람직한 예시, 상대편 관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참고자료 등을 준비한다.

6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메시지 양식, 관점수용 활동 프롬프트

등을 준비한다.

7

학습도구

선정

학습활동 중 관점수용 상태 점검이 용이하고 학습자가

활동 중에 지속적으로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도구를 선정한다.

1, 6, 14

학습자의 관점수용 상태에 따라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이 기반 도구나 온라인 학습도구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14

수 적응적 학습자에게 활동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학습자가 11

<표 Ⅲ-6> 교수자의 활동과 해당 활동에 적용된 지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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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주요

활동
세부활동

적용된

지원

전략

업

준

비

피드백

및

성찰

설계

직관적으로 피드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시각화하거나 구체적 지침을 함께 제공한다.
협력학습 단계에 요구되는 개인의 관점수용 상태와 그룹의

관점수용 상태에 대한 성찰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성찰자료를 준비한다.

11, 12

매 수업마다 축적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을 분석하여 성찰 자료로

활용한다.

5

수업

환경

조성

학습자에게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원도구를

준비한다.
14

교수자의 모니터링용 화면을 설치하고, 1인 1대의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4

수

업

실

행

공통

교수자는 각 그룹의 관점수용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1

학습자가 온라인 협력도구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기록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점수용 상태를 파악한다.
1, 2

학습자의 상태 정보를 바탕으로 교수자가 자신의 경험과

당시 학습상황에 기반하여 적응적 지원 여부와 지원방법을

선택한다.

5, 15

관점수용 수준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거나 문제상황이 발생

한 경우 개인·그룹에게 즉각적인 피드백과 지원을 제공한

다.

15

협력학습의 각 단계에서 수행하는 개인·그룹의 학습과정에

맞도록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14

협력적 논변 활동 과정에서 중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스캐폴딩을 줄여나간다.
8

피드백을 제공할 때에는 처음에는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mirroring)에서 메타인지적 지원, 구체적 안내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9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기 전, 이전 차시의 개인과 그룹의 주

요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활동에 대해 성찰하고 이를 개

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11, 12,

13

개별

의견

카드

작성

온라인 협력도구를 사용하여 그룹원이 서로의 의견 작성과

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그룹원이 서로 관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1, 4

학습자가 다른 사람의 관점 차이를 인지하며 상대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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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주요

활동
세부활동

적용된

지원

전략
의견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명확히 하는지

점검한다.
그룹 내에 다양한 관점이 균형있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한다.
4

학습자의 관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원인을 파악하여 관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바람

직한 예시를 제공한다.

6

그룹 내 다양한 관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부족한 관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다.
6

학습자가 자신과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반대 입

장이 되어 생각해볼 수 있도록 반대 입장 관련 자료나 프롬

프트를 활용하여 촉진한다.

6, 7

갈등이 생기거나 그룹 내 정서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다른

사람이 되어 내 의견을 읽어보거나 내 행동을 상상해볼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제공하거나, 다른 그룹원의 기분을 상상

해보거나 서로 공격/비난을 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수업 중 프롬프트를 제공하거나 수업 후 성찰 활동을 제공

한다.

7, 12, 13

개별

의견

논의

그룹원이 소외된 사람 없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지, 서로를 정서적으로 존중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4

서로의 관점에 대한 교류가 부족하거나 저차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다양한 관점에 대한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메시지 양식을

제공한다.

7

갈등이 생기거나 그룹 내 정서적 안정이 부족한 경우, 다른

사람이 되어 내 의견을 읽어보거나 내 행동을 상상해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그룹원의 기분을 상상해보거나 서로 공

격/비난을 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수업 중 프롬프트

를 제공하거나 수업 후 성찰 활동을 제공한다.

7, 12, 13

그룹

의견

통합

그룹 구성원의 의견 통합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준으

로 그룹의 활동 상황을 파악한다.
4

그룹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해결안을 도출하도록 촉진하

기 위해 그룹의 관점과 상대되는 관점에 대한 정보를 프롬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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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주요

활동
세부활동

적용된

지원

전략
프트와 함께 제공한다.
그룹원의 관점이 모두 고려되지 않는다면, 높은 수준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해결안의 예시나 피드백, 프롬

프트를 활용하여 촉진한다.

6, 7

그룹 내 다양한 관점이 잘 통합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관

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도록 촉진하거나, 제 3

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각 그룹원의 관점을 분석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제공한다.

7

그룹 내 다툼이 생기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다른 그룹원의 기분을 상상해

보거나 서로 공격/비난을 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수

업 중 프롬프트를 제공하거나 수업 후 성찰 활동을 제공한

다.

6, 7, 9,

12, 13

수

업

종

료

후

지원의

효과성

검토

설정한 지표와 기준이 관점수용 상태를 파악하기 적절했는

지 검토한다.
3

적응적 지원이 관점수용에 효과적이었는지 파악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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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에 대한 학습자 인식

1) 효과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본 지원전략을 적용한 적응적 지원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적응적 지원의 효과성, 적응적 지원 도구의 용이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고, 학습결과의 측면에서 학습자의 협력에 대한 태도와 인지된

학습결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설문조사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 <표Ⅲ-6>와 같다. 학습자

는 제공된 적응적 지원이 효과적이고(M=4.77, SD=.55), 지원을 위해 제

공된 도구들은 사용하기 용이했던 것(M=4.76, SD=.58)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적응적 지원이 제공된 수업 결과, 협력에 대한 태도와 인지된 학습

결과 점수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적 지원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면

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은 관점수용 측

면과 학습결과 측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의 장점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학습

자는 관점수용을 위한 전반적인 적응적 지원방법인 적응적 피드백과 성

찰활동, 관점수용활동 프롬프트에 대해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는 적응적 피드백과 성찰활동이 학습자가 자신의 관점수용활동에서 부족

한 점을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인 것으

로 나타났다. 면담에서 학습자는 적응적 피드백을 받고 성찰하며 자신,

혹은 그룹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게 되었으며,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하는 프롬프트를 통해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효과성 용이성 협력태도 인지된 학습결과

4.77(.55) 4.76(.58) 4.82(.49) 4.72(.74)

<표Ⅲ-7> 효과성, 용이성, 협력태도, 인지된 학습결과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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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고 행동을 수정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걸 좀 더 선생님으로서는 뭔가 보충하면 좋겠다, 그런 걸 좀 조언해

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도움이 된 거 같아요. (학생 E)

제가 뭔가 부족한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부족한 걸

알게 되고, 이걸 보충해야겠구나 하면서 반대의견이 부족하면 이게 부족

하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학생 F)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는 학습자의 관점수용 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

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롬프트를 받은 학습자는 상대편 관점을 고려

하기 위해 자신과 다른 관점이 되어보거나, 다른 조원의 글을 보고 논의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토론이 더 균형적으로 된 것 같다”

(학생 A)는 의견도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 글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할지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글을 더 조리있게 풀어썼

고, “[피드백이] 없었으면 아마 어려운 말을 그대로 썼을 것”(학생 C)이

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피드백을 받고 학습자는 자신의 글을 다시 돌아

보며 다른 친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쓰려고 노력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통해 상대편 관점이 되어보면서 상대편 관점을 이해

하고 공감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대입장에서 생각해본다고 한 그. 진짜 말대로, 반대입장이 되어서 생

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의견을 썼

는지 이렇게 공감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새로운 팩트를 얻

어서 제 의견에도 보충할 수 있고, 그런 점 좋았던 것 같고. (학생 F)

또한, 그룹의 관점수용 측면에서 학습자들은 그룹에게 제공한 적응적

피드백과 성찰 활동을 통해 그룹이 함께 협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그룹의 관점수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점에 대한 논의 측면에서 서로 논의가 부족하다

는 피드백을 받고, 구성원들은 이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어떻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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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선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하였다.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논변 과정

중에 구성원끼리 서로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피드백

과 성찰 활동을 통해 그룹이 서로 존중하기 위한 규칙을 세운 것이 관점

수용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룹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저는 모둠 애들하고 이렇게 저희가 댓글을 또 못 달아 갖고, 그래서 이

렇게 댓글을 못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댓글을 많이 달자. [이야기하

며 계획을 세웠어요] (학생 C)

그 어떤 친구가 장난으로 긴 글은 좋은데 내용이 좀 좋지 않다고 해야

하나, 공격하듯이 말해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되어서, 살짝 다툼이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을

정하면서, 친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말을 할 때는 공격적이지 않고, 친

구에게 조언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기로 규칙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 후

로 서로, 원래 다툼은 없었지만 더 사이좋게. (학생 B)

한편,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은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에 대한 행동 개선뿐만 아니라, 관점수용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

할 수 있게 하였다. 한 학생은 자신의 관점을 정교화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는데, 피드백을 받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 관심을 갖고 논의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논의를 통해 상대편 관점을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하였고, 설득하려고 노

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부터 댓글활동을 하면서, 나와 반대의 입장을 가진 친구들이 어떻

게 생각하는지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댓글을 좀 많이 작성하고, 토

론을 하는 식으로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학생 A)

저는 제 글을 좀 길게 쓰느라 댓글을 작성을 못했는데, 이걸[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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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빨리 글을 작성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 C)

개인의 학습결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관점수용 활동을 위해 제공된 자

료와 프롬프트는 학습자의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운 것으로 나타났

다. 학습자는 활동 개선을 위한 도구(자료, 프롬프트 등)가 피드백으로

받은 문제점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내용지식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관점에 대한 정보는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

는 데 도움을 주고, 상대편 관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촉진함과 동시에

자신이 몰랐던 정보에 대해 알게 되어 이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글 읽는데, 처음 글을, 의견카드를 작성할 때, 중국이 물부족국가

라는 것밖에 몰랐는데, [...] 관련된 인터넷 기사도 주셔서 내 주장을 뒷받

침하는 근거가 더 탄탄해지고, 토론이 더 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

생 A)

또한, 그룹의 학습결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적응적 지원은 그룹 내 관

점을 다양화시키고 균형을 이루게 하였고, 이와 함께 활발한 관점의 공

유를 통해 풍부한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는 의견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스캐폴딩을 통해 각각의 구성원의

관점에 대해 모두 공유하고 중요한 점을 파악하여 해결안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룹의 관점과 반대되는 관점에 대해

고려하지 못했었는데, 프롬프트를 통해 그룹이 자신과 다른 관점에서 상

상해볼 수 있어서 해결안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의견에서 이 친구는 어떤 걸 위주로 했고, 이 친구는 또 어떤 걸

위주로 했는지, 그걸 약간 알게 되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의 글을 써야겠

다는 식으로 결정이 된 것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학생 E)

저희 모둠이 반대의견을 잘 못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 [상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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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생각해보는게 글 쓰는데 많이 도움을 준 것 같고. (학생 D)

마지막으로, 지원의 적응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습자는 활동을 하면

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인식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에는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리스트와 적응적 피드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는

필요한 경우 선생님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주로 관점에

대한 자료나 자료가 이해가 안 될 경우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원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

습자는 자신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피드백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교사가 그냥 활동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의 어떤 점이 부족하고 보충해야 하는지를 그때그때 알려주어서 자신의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박스[도움요청 리스트]에다가 글을 쓰면 바로바로 링크가 쏴주고, 아니

면 선생님이 와서 그 저에게 말을 해주시는데, 어려운 단어, 그런 거를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학생 C)

한번 둘러보기만 하고, 뭐라고 얘기를 안 하시면, 우리가 뭐가 부족한

거가 없는데, 선생님이 보시면 아무래도 뭔가는 알아보시니까, 그걸 좀

더 선생님으로서는 뭔가 보충하면 좋겠다, 그런 걸 좀 조언해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도움이 된 거 같아요. (학생 E)

2) 개선점에 대한 인식

학습자와의 면담을 분석한 결과,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에 대한

개선점도 함께 나타났다. 우선, 학습자에게 제공된 관점과 관련된 자료의

경우 관점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분량이나 난이도에 따라 도움

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이 드러났다. 관점에 대한 자료 중 긴 텍스트 형태

의 자료인 경우 읽어볼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했고, 이런 경우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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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한점을 극

복하기 위해 요약본을 받고 싶다고 요청한 학습자도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일단 자료를 준 거는 엄청 좋은 거지만, 이제 자료가 제가

느끼기로는 너무 좀 많아서, 그 시간 내에 읽어보기 힘들고, 그래서 저도

조금만 읽다가 닫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학생 A)

반대와 찬성을 나뉘어져 있는데, 그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너무 길어

서 조금 요약을 해서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학생 D)

또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 중 자료와 프롬프트를 제공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는 경우가 일부 발생했다. 학습자는 자

료를 받거나 프롬프트를 받을 때, 어떻게 읽고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구체적인

안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업 초반에 활동과 지원에 대한 안

내가 제공되었으나 잘 듣지 않았던 학습자나, 안내를 더 구체적으로 받

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던 학습자의 경우 활동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

하다고 언급하였다.

왼쪽편에 찬성편 반대편 이렇게 따로따로 기사가 있었는데, 찬성편이

반대편에 있는걸 보는 것이고 반대편이 찬성편에 있는걸 보는 것인데, 친

구들이 찬성이 찬성을 읽어보고 반대가 반대를 읽어봐가지고, 누가 어떤

걸 읽어야 하는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 B)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프롬프트만 제공했을 때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상대편 관점

이 되어보는 활동을 프롬프트로 제공한 경우가 있었는데, 학습자는 이에

대해 어렵게 느끼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는 상대편 관점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편 관점이 되어보는 활동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룹 차원에서 제시되지 않은 관점에 대해 그룹이 함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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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이 되어 글을 쓰도록 하였는데, 상대편 입장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

에서 고민을 해보았으나 “막막했다”(학생 E)고 보고하였다.

이게 반대입장으로 생각하게 되면, 뭔가 생각이 잘 안 떠올라요, 저 입

장에선. 저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잘 안 떠오르고, 이것

때문에 저번에 시간을 엄청 뺏긴 적이 한번 있어서 이게 별로 안 좋다고

저는. (학생 G)

또한, 학습자는 추가적으로 댓글에 대한 피드백이 개선되었으면 좋겠

다고 보고하였다. 어떤 유형의 댓글이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논변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피드백으로 받으면 다른 구성원의 관점을 잘 이해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연구Ⅰ에서는 댓글의 유형을 크

게 구분하지 않고 의미 있는 댓글과 그렇지 않은 댓글로 구분하여 제공

하였는데, 자신들이 어떤 유형의 댓글을 달며 논의하고 있는지 알고 싶

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니까 댓글이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댓글의 현황이나, 무

슨 댓글이 더 필요한지, 그런 피드백을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댓글에다가, 자신의 주장을 쓰고, 서로 이제 토론하는 식으로 댓글을 작

성해서, 이제 더욱 반대입장 고려를 할 수 있고, 뭔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댓글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서, 댓글에 대한 피

드백을 좀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A)

한편, 지원의 적응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한 학습자가 소수이지

만 일부 나타났다. 소수의 학습자는 교수자의 모니터링을 감시하는 것으

로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해당 학습자는 다른 조원과 댓글로 토론 중이

었는데, 갑자기 댓글이 많이 달리는 상황에서 교수자가 댓글을 많이 단

다는 피드백을 제공한 상황에 당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교수자가

기존에 안내했던 관점수용 활동이 아닌 의도하지 않았던 피드백을 제공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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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좋긴 좋았는데, 뭔가 감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끼리

자유롭게 이야기하는데, 댓글 같은 거 달면서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좀

갑자기 놀라고 그래가지고.(학생 H)

다.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 활동의 양상

교사의 적응적 지원이 이루어진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 활동의 양

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 27명의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학습자의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을 분석하여 학생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관점수용 활동이 나타나는지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1) 개인의 관점수용 양상

개인의 관점수용 양상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아래 <표Ⅲ-8>과

같다. 협력적 논변활동 중 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M=2.06,

SD=.45)과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M=2.30, SD=.61)은 중간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수업 차시별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

용 수준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 의견 작성

과제에서는 2수준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의견 수정 및 논의 과제

에서도 2수준이 빈번하게 나타났고, 3수준인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의견 논의 및 통합 과제에서는 3수준인 학습자가 증가하였다. 각 수업

차시에 있어 4수준을 보인 학습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정서적 관점

수용 수준의 경우 의견 수정 및 논의 과제에서 2수준인 학습자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고, 의견 논의 및 통합 과제에서 3수준인 학습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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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수용 수준은 네 차시 평균 1수준 이상 2수준 미만은 낮은 수준, 2

수준 이상 3수준 미만은 중간 수준, 3수준 이상은 높은 수준으로 구분되

었고,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이 어떻게 교차해서 나타나는지 분석

하였다. 학습자는 총 9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졌고, 교차분석 결과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에 따라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χ2=10.24, p=.037). 교차분석표는 다음 <표Ⅲ-9>과 같다. 인지적 관

점수용 수준이 낮은 수준인 경우,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이 저, 혹은 중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높은 수준인 학습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이 중인 경우, 정서적 관점수용이 낮은 수준인 경우는 2명

(7.4%)였고, 대부분의 학습자는 중, 혹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관점수용이 높은 수준인 학습자는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학습자는 인지적 관점수용이 중간 수준 (63%), 정서적

관점수용도 중간 수준 (48.1%)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빈

번하게 나타난 유형은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과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이

모두 중간 수준인 경우였고(33.3%), 다음으로 빈번하게 나타난 경우는

수업 차시
개별 의견

작성(1)

의견 수정 및

논의(2)

의견 논의 및

통합(3)

의견 통합 및

공유(4)

인지적

관점수용

1 9(33.33) 8(29.63) 0(0) -

2 17(62.96) 16(59.26) 9(33.33) -

3 1(3.7) 3(11.11) 18(66.67) -

4 0(0) 0(0) 0(0) -

전체 27(100) 27(100) 27(100) -

정서적

관점수용

1 - 8(29.63) 2(7.41) -

2 - 11(40.74) 7(25.93) -

3 - 8(29.63) 18(66.67) -

전체 - 27(100) 27(100) -

<표Ⅲ-8> 수업 차시별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

빈도분석표(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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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이 중간 수준,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이 높은 수준

인 경우였다(22.2%). 단,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이 높은 수준이며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이 낮은 수준인 경우,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이 높은 수준

이며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이 낮은 수준인 경우,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

은 낮은 수준이며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이 높은 수준인 학습자는 나타나

지 않았다(0%).

각 유형에 속한 학습자의 관점수용활동의 특성을 질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학습자의 트렐로 활동 데이터, 댓글 유형과 내용, 수업 관찰데이터

를 분석하였다. 각 집단의 개인 의견글에 대한 예시는 [부록1-9]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이 모두 낮은 수준인 저-저

집단인 경우, 자신의 관점과 반대되는 입장을 잘 고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질문/반박/보충 등의 댓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M=2.4, SD=1.36). 또한,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려는 노력만 일어나서

자신의 의견 작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이 저이며,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이 중인

낮음-중간 집단의 경우, 자신의 관점과 반대되는 입장을 잘 고려하지 못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질문/반박/보충 등의 댓글이 거의 나타나

지 않았다(M=3, SD=1.41). 그러나 칭찬이나 인사 등 자신의 감정을 표현

하거나 사회적 표현을 하는 댓글(M=.5, SD=.5)을 다는 경우가 나타났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답글을 달며 설명하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M=2.0, SD=.71).

셋째,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이 중간-낮음 집단의 경우, 자신의

관점과 반대되는 입장을 심층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지만, 일부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거나 질문, 보충

하는 댓글(M=2.5, SD=2.5)을 달며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인

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의견

에 반영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이 중간-중간 집단인 경우,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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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과 반대되는 관점을 피상적으로라도 고려하여 의견에 반영하고, 다

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반박 위주의 댓글(M=3.1, SD=1.79)을 달며 논의

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혹 학습과 관련 없는 댓글을 달기도 하였으나 빈

도가 높지 않았다(M=.11, SD=.31). 또한, 다른 조원의 댓글에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답글(M=.9, SD=.74)을 다는 등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 것을 활동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이 중간-높음 집단의 경우, 자신

의 관점과 반대되는 관점을 피상적으로라도 고려하여 의견에 반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주로 반박하거나(M=2.33, SD=2.05), 질문하는

댓글(M=2.5, SD=1.98)을 달며 활발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박

댓글의 경우에도 질문형태로 작성하는 경우가 자주 등장하였다(예, “하

류에 댐 건설하면 아랫나라도 지진피해가 생기지 않을까요?”). 또한, 상

대방의 글에 칭찬을 하는 댓글의 빈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M=.8, SD=1.07). 또한,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답글을 달며

설명하는 노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M=2.0, SD=.5).

마지막으로,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이 높음-높음 집단인 경우,

한 명밖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신의 관점과 반대되는 관점을 심층적으

로 고려하여 의견에 반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박하는 댓글을 통

해 활발하게 논의하는 모습이 활동데이터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어떻게 볼지 이해하고, 다른 관점의 사람들의 이

해와 설득을 위해 정중한 표현을 추가하여 의견에 반영하였다. 또한, 다

른 사람들의 질문에 답글을 달며 설명하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

었다(M=3.0, SD=0.0).

정서적 관점수용
전체

낮음 중간 높음

인지적

관점수용

낮음 5(18.5) 4(14.8) 0(0) 9(33.3)
중간 2(7.4) 9(33.3) 6(22.2) 17(63)
높음 0(0) 0(0) 1(3.7) 1(3.7)

전체 7(25.9) 13(48.1) 7(25.9) 27(100)

<표Ⅲ-9>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 교차분석표(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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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룹의 관점수용 양상

그룹의 관점수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7개의 그룹을 대상으로 기술통

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표Ⅲ-10>와 같다. 협력적 논변활동 중 그

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M=1.96, SD=.34),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

(M=2.29, SD=.39)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

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의견 작성 시에는 1수준인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나, 의견 수정 및 논의, 의견 논의 및 통합 차시

에서는 2수준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통합 및 공유 차시

에서는 3수준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다만, 4수준의 그룹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의 경우, 의견 수정 및 논의 차시와

의견 논의 및 통합 차시에서 2수준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4차시 동안 나타난 그룹의 평균적인 관점수용 수준을 살

펴보기 위해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으로 종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룹은 총 9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졌고, 교차분석 결과 인지

적 관점수용 수준에 따라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수업 차시
개별 의견

작성(1)

의견 수정 및

논의(2)

의견 논의 및

통합(3)

의견 통합 및

공유(4)

인지적

관점수용

1 6(85.71) 1(14.29) 1(14.29) 0(0)
2 1(14.29) 5(71.43) 5(71.43) 2(28.57)
3 0(0) 1(14.29) 1(14.29) 5(71.43)
4 0(0) 0(0) 0(0) 0(0)
전체 7(100) 7(100) 7(100) 7(100)

정서적

관점수용

1 - 0(0) 0(0) 0(0)
2 - 4(57.14) 6(85.71) 0(0)

3 - 3(42.86) 1(14.29) 7(100)

전체 - 7(100) 7(100) 7(100)

<표Ⅲ-10> 수업 차시별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

빈도분석표(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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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χ2=1.56, p=.212). 교차분석표는 다음 <표Ⅲ-11>과 같

다.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이 중간 수준인 경우여도, 정서적 관점

수용 수준이 중, 혹은 높은 수준인 경우가 확인되었다.

한편,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유형은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이

중간 수준이며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도 중간 수준인 경우였다(57.1%).

다음으로는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이 낮은 수준이며 정서적 관점수용 수

준이 중간 수준인 경우(28.6%),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이 낮은 수준이며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이 높은 수준인 경우(14.3%) 순서로 빈번하게 나타

났다. 그러나 나머지 유형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각 유형에 속한 그룹이 관점수용활동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활동데이터, 댓글 유형 및 내용, 수업 관찰데이터 등을 질적으로 분

석하였다. 각 집단의 그룹 해결안에 대한 예시는 [부록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이 저-중 집단의 경우, 각

각의 카드가 공통적인 내용 없이 자기주장만 펼치고 있고, 초반에 이루

어진 활동에서 각 관점이 균형 있게 나타나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예,

찬성: 1, 반대: 3).

둘째,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이 낮음-높음 집단인 경우,

각 관점의 균형이 없고(예, 찬성: 1, 반대: 3), 서로가 자기주장만 펼치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그룹의 분위기가 좋으며 조원이 자신의 의견을 표

현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셋째,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이 중간-중간 집단인 경우,

그룹의 두 관점에 있어 균형이 대부분 이루어지고(예, 찬성:1, 반대:2, 혹

은 찬성:2, 반대:2), 논의가 되지 않은 의견이 절반 이하로 적은 편이었

다. 그룹의 통합된 의견카드에는 조원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고, 그

룹이 자신과 반대되는 관점을 고려하였다. 그룹 내 댓글 중 비난, 욕설의

댓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의견 교류 시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한

조원이 간혹 나타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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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 차시별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의 변화와 관계

수업 차시별로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히트맵(heat map)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성된 히트맵은

다음 [그림Ⅲ-12~13]과 같다.

우선, 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을 살펴보면, 1~3차시에 걸쳐 대체

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4수준은 나타나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의 경우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낮은 수준

에 머물다 3차시에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는 경우가 다소 나타났다. 한편,

정서적 관점수용의 경우, 2~3차시에 걸쳐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 이상인

경향이 있고, 2차시보다 3차시에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시가 변화함에 따라 3수준에서 2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드

물지만 나타났으나, 3단계에서 1단계로 떨어지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

다.

다음으로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그룹은

4차시에 3단계의 관점수용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드물긴

했지만 높은 수준의 인지적 관점수용이 나타나다가 다시 중간 수준의 관

점수용 양상을 보이는 사례도 나타났다(2조). 한편, 정서적 관점수용의

경우 2~4차시에 걸쳐 대부분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논의가 활

발하게 진행되는 3~4차시에 주로 중간 수준의 관점수용 수준으로 다시

정서적 관점수용
전체

낮음 중간 높음

인지

적

관점

수용

낮음 0(0) 2(28.6) 1(14.3) 3(42.9)

중간 0(0) 4(57.1) 0(0) 4(57.1)

높음 0(0) 0(0) 0(0) 0(0)

전체 0(0) 6(85.7) 1(14.3) 7(100)

<표Ⅲ-11>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 교차분석표(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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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 경향도 나타났다.

개인의 관점수용 수준과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

해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을 기준으로 개인의 관점수용이 어떻게 나타나

는지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인지적 관점수용에 대한 개인과 그룹의

히트맵을 살펴보면, 1조와 같이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이 4차시에

급격하게 올라간 경우, 그룹의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개별적으로 급격한

수준 향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3조, 5조, 7조와 같이 차시에

걸쳐 꾸준히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이 높아진 경우에는 개인의 인지적 관

점수용 수준이 1, 2, 3수준인 구성원이 각 차시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이외의 특별한 패턴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4조와 6조

의 경우 4차시까지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이 높지 않게 나타났는데, 각

그룹의 구성원의 관점수용 수준은 3단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정서적 관점수용에 대한 개인과 그룹의 히트맵을 살펴보면, 그룹

은 대부분의 관점수용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조와 같은 경

우에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1조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급격하게 관점수용 수준이 1에서 3으로 향상된 구성원이 높은 비율로 나

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조, 3조, 5조, 6조와 같이 중간 수준

의 관점수용이 꾸준하게 나타난 그룹의 구성원은 다양한 수준의 관점수

용을 2~3차시에 걸쳐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4조와 7조와

같이 높은 수준에서 중간 수준으로 변화한 그룹의 경우 낮은 수준의 정

서적 관점수용 활동을 보인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특별한 패턴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히트맵 분석을 통해 개인의 관점수용 수준과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은 변화 양상이 크게 유사하지 않으며, 특성이 구분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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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2] 수업 차시별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에

대한 히트맵

[그림Ⅲ-13] 수업 차시별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에

대한 히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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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Ⅰ의 성찰

본 연구Ⅰ에서는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

의 적응적 지원전략을 개발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개발된 지원에 대

한 효과와 개선점에 관한 학습자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적 논변에서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가설을 세우고,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전략을 개발하고, 이에 기반하여 학습자에게 제

공할 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이루어진

면대면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수업에 적용하여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

보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Ⅰ에서 도출한 지원전략의 효

과 및 개선점에 대해 설계적 측면과 연구과정에서 도출한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양상과 관련된 이론적 측면을 구분하여 성찰하고자 한다.

가. 실천적 측면에서의 성찰

1) 설계적 측면에서의 성찰

본 연구Ⅰ을 통해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이 면대면 학습에서 이

루어진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고,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

서적 관점수용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적응적 지원을 제공하면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학습자의 활동 상황에 맞추어 개인과 그룹에 맞는

스캐폴딩을 적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관점수용과 관련된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 환

경에서 내용 관련 자료와 질문 프롬프트, 모델링할 수 있는 예시, 반구조

화된 말머리(sentence opener) 등의 스캐폴딩 통해 학습자가 관련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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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에 인지적 노력을 집중하게 하고(Dillenbourg & Tchounikine, 2007;

Ge & Land, 2003), 스캐폴딩으로 의도한 활동을 촉진하며 특정 유형의

상호작용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Oh & Jonassen, 2007).

이러한 연구들에서 제시한 스캐폴딩은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에서 학습자

의 특정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되

었다. 관점수용이 구성원 간 관점이 활발하게 교류되고 서로의 관점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발생할 때 촉진된다는 점(Järvelä & Häkkinen,

2002; Litchfield & Gentry, 2010; Parker & Axtell, 2001)으로 보았을 때,

교사의 적응적 지원은 본 연구에서 관점수용과 관련된 학습자 간 상호작

용의 양과 질을 높여 관점수용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촉진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학습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롬프트와 예시 등을 통해 구체

적으로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표현하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논변에 참여

할 수 있었고, 특정 관점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통해

관점수용이 촉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피드백과 성찰은 학습자의 자기조절과

그룹조절을 촉진하여 학습자가 개인의 관점수용과 그룹의 관점수용 활동

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었다. 협력적 논변, 토론 등

을 포함한 협력학습 상황에서는 개인 수준의 자기조절학습과 함께 여러

학습자들이 상호 간의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그룹조

절이 요구된다(조영환 외 2017; Hadwin, Järvelä, & Miller, 2011). 본 연

구에서 제공된 적응적 피드백과 성찰은 학습자의 자기조절과 그룹조절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학습자의 관점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공된 시각화된 피드백은 학습자가 직관적

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각화된

직관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자신과 그룹의 상황 파악과 협력 활동

이 촉진되었다는 연구결과(조영환 외, 2019; Janssen, Erkens, Kirschner,

& Kanslelaar, 2012; Järvelä et al., 2015)와 일관되게 나타난다. 시각적

인 피드백은 정보를 해석하기 위한 인지부하를 감소시키며(Few,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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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er & Tergan, 2005),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인식(awareness)을 잘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Jermann & Dillenbourg, 2008). 본 연구에서 제공된

시각화된 피드백은 개인, 그룹의 차원에서의 관점수용 상황을 효율적으

로 나타냄으로써 개인과 그룹이 잘못된 점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

록 지원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제공한 성찰활동 또한 학습자의 자기조절과 그룹조

절을 촉진하여 관점수용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서 이루어진 성찰활동은 시각화된 피드백과 함께 제공되어 개인이 자신

의 활동을 점검한 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촉진하였

다. 또한, 그룹의 차원에서 제공된 성찰활동은 그룹 활동지로 제공되어

그룹의 관점수용 상황에 대해 그룹 구성원끼리 공유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Rogat & Linnenbrink-Garcia 2011), 활동을 어떻

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

다. 이러한 적응적 피드백과 성찰활동은 학습자의 자기조절과 그룹조절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조영환 외, 2019; 조영환 외, 2015; Volet

et al., 2009; Järvelä et al., 2015),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전략에 기반한

지원 도구에 대한 개선점이 학습자들에 의해 보고되었다. 우선, 적응적

지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는 학습자가 있었다.

이는 지원의 제공도 중요하지만, 지원된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

한 구체적인 안내가 부족했음을 나타낸다. 복잡한 과제를 협력적으로 해

결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경우 구체적인 가이

드가 없다면 인지부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Kirschner, Paas, &

Kirschner, 2009), 학습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적응적 지

원에 대한 안내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도구를 언제 어떻게 사용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자가 발생했다. 지원 도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구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 141 -

달라질 수 있다(e.g., Phielix, Prins, Kirschner, Erkens & Jaspers, 2011).

따라서 적응적 지원에 대한 안내를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 학습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추가 안내

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일부 학습자의 경우 교수자의 모니터링을 감시처럼 느끼는 경우

가 발생했다. 이러한 학습자의 반응은 기존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시

간 피드백을 지원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e.g., 조영환 외, 2019)와 일치

한다. 본 연구에서 사전에 미리 교수자의 활동 모니터링과 피드백에 대

해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자의 실시간 피드백에 대해 일부 학습

자는 자신의 활동이 감시되고 있다고 받아들였다. 학습분석의 윤리성 이

슈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개인이 빅데이터의 존재와 그 목적에 대해 더

잘 알게 될수록 그에 기반하여 행동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는 위축 효과

(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Reidenberg & Schaub, 2018; Rubel

& Jones, 2016). 이러한 위축효과로 인해 학습자는 점검을 의식하여 거

짓으로 행동하거나 데이터 수집 자체를 회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위

축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습자가 교수자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피

드백을 통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수업 중에 다른 그룹원과 댓

글로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증가한 댓글 수 때문에 교수자가 불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실시간 피드백을 위해 점검을 하

는 경우, 학생들은 어떤 정보가 수집되었는지, 누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

는지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Rubel & Jones,

2016). 또한, 어떤 목적으로 왜 이러한 피드백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충분

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

각되는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활동 초반에

교수자가 모니터링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활동 중간에 욕설이나 비난 댓

글이 나타나는 경우, 학습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등 교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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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운영 측면에서의 성찰

본 연구에서 개발한 관점수용을 위한 지원전략을 토대로 적응적 지원

을 실제 실행한 현장전문가와 함께 1차 순환에 대한 성찰을 실시하였다.

매차시 수업 실행 후 작성한 현장전문가의 성찰일지와 연구자의 관찰일

지, 그리고 학습자 반응과 관점수용 활동 양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

응적 지원전략과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우선, 적응적 지원전략이 실제 적응적 지원을 운영할 때 도움이 되었

고, 실제 제공된 적응적 지원이 학습에 효과적으로 인식되었다. 초반에

현장전문가는 협력적 논변이나 토론 활동 등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특히,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혹은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

고 있었고, 학생들에게 무엇을 안내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우려가 있

었다. 그러나 지원전략과 상세지침을 참고하여 어떻게 적응적 지원을 설

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협력적 논변활동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하는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었다고 하였

다. 특히, 조별활동을 하는 경우에 개인별로, 혹은 모둠별로 수준이 달라

서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도와줄 필요성은 느껴왔는데, 본 연구에서 제

시된 지원전략과 상세지침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었다고 언급하였

다. 학생들의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어떤 것을 살펴보아야 하며, 어떤 기

준으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이 효과적으로

느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원전략 및 상세지침 등에 대한 용어가 생소하여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들은 현장 교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한다면 “가이드라인”으로 대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원리와

지침이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되었기 때문에 용어가 학술적 용어이고, 실

제 현장 교사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표현을 쉽게 바꾸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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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점수용 수준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정

의한 관점수용 수준이 세분화되어 있어 학습자가 어떤 수준에 속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준을

도출하는 경우, 수준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을 때 그 경계선에 있는 학습

자의 수준을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처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수준별로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도록 관

점수용 수준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했다. 타이핑

을 잘 못하거나 활동 초반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온라인

협력도구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한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현장전문가는 연구자와의 논의를 통해 두 차시 정도의

사전연습이 필요하다고 합의하였다. 사전연습 시, 실전처럼 진행하여 학

습자가 모두 온라인 협력도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Ⅰ을 통해 실시된 1차 순환 결과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

전략 측면과 수업설계 및 실행 측면에서 수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

선, 적응적 지원전략과 상세지침에서 어려운 용어를 수정하고, 필요한 경

우 구체적으로 재진술하였다. 또한,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 특정 조건

이 필요하거나 구체적인 제반사항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진술에 추가하였

다. 그리고 실제 적응적 지원에 사용되지 않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전략

과 상세지침을 삭제하였다.

수업설계 및 실행 측면에서는 2차 순환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온라인

협력도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모의 협력적 논변을 트렐로로 진행하여

사용방법에 대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활동 중 학습자에

게 실시간 점검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하고, 구체적인 활동안내

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수준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자료나 프롬프트를 설

계하고 제공하도록 수정하였다. 그리고 활동 후 제공되는 댓글 관련 피

드백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교수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드백 제작을 반자

동화하였고, 교수자의 모니터링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적 요소를 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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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마지막으로, 관점수용 수준을 용이하게 분석하기 위해 모든 관점수

용 수준을 3단계로 통일하였으며, 지표와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설정하

였다.

나. 관점수용 이론 관련 측면에서의 성찰

연구Ⅰ에서는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

서적 관점수용 수준을 분석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

수용 양상은 차이가 나타났고,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양상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에 있어, 그룹의 관점

수용 수준과 구성원 개개인의 관점수용 수준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관점수용 수준을 종합하는 것을 통해 그룹

의 관점수용 수준을 도출할 수 없고, 그룹의 관점수용이 하나의 그룹 상

호작용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의 능력이 높다고 하

더라고,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공유가 요구되는 그룹 단위의 상호작용은

잘하지 못할 수 있다(Volet, & Järvelä, 2001). 즉, 협력적 논변에서 구성

원 개인이 관점수용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룹이 구성원들의 관점을 하나

로 통합하고 그룹과 상대되는 관점에 대한 고려를 하는 공유적 차원의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과 그룹의 관점

수용 수준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과 정서적 관점수용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지적 관점수용과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

만,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관점수용은

정서적 측면과 표현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였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관점수용이 발달하면서 인지적 관점수용과 정서적 관점수용의 관계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Denham, 1986)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정서적

관점수용은 어느 정도의 인지적 인식을 기반으로 하며(Hoffman, 1984),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이 ”나와 다른 사람의 통합(self-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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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ging)“이라는 근본적인 공통점이기 때문(Erle & Topolinski, 2017)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서적 관점수용을 할 때 타인의 상황을 ‘인

지’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추론’이 필요하며,

감정에 공감하고 함께 느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잘 표현하

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듯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은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으며, 정서적 관점수용의 경우 타인의 상황을 인지하고 추론하는 인지

적 과정을 포함하므로 본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반면,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과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의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그룹의 수 7개로 적은 수를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보다 표본 수를 늘려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협력적 논변에서는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유형에 있어서 수준 4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웹기반 토론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관점수용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는 연구결과(Järvelä & Häkkinen, 2002)와 그 맥을 같이하지만, 성인 대

상의 토론학습에서 나타나는 관점수용 단계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학

생의 관점수용 수준은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Järvelä와

Häkkinen(2002)이 정리한 성인의 웹기반 토론 맥락에서 나타나는 관점

수용 단계를 기준으로 관점수용 수준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

성인보다 더 낮은 수준의 관점수용을 하며, 성인들이 더 빨리 자기중심

적 관점에서 벗어나 관점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이현진, 권은영, 전시

현, 2016), 해당 연구에서 설정한 단계를 본 연구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

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습자의 관점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의견 논의 및 통합’ 과제에서는 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이 높은 수

준인 학습자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도 ‘의견 논

의 및 통합’과 ‘의견 통합 및 공유’ 과제에서 모두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양상을 기준으로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의 맥락에서 인지적 관점수용 분석을 위한 수준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찰을 통한 개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Ⅲ-12>에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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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구분 수정 후

지원전략

및

상세지침

구성요소 지원전략 및 상세지침

학습자 특성

탐지

§ 1. ‘지속적 점검의 원리’의 상세지침에 효율성과

관련된 지침 추가

관점수용

기반 분석

§ 3. ‘목적성의 원리’에서 ‘수준별 기준 설정의 원리’로

수정;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관점수용 수준을 도출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한다.

§ 4. ‘수업 단계별 준거 차별화의 원리’에서 ‘수업 절차별

준거 구분의 원리‘로 수정

§ 2. ‘데이터 유형 다양성의 원리’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

적응적

스캐폴딩
§ 8. 점진적 제거의 원리 삭제

적응적

피드백

§ 지원전략은 동일하나, 단계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세지침에 ‘처음 피드백을 제공할 때~’라는

구문을 추가함

§ 10. 직관성의 원리 삭제

§ 8. 적시적 제공의 원리 추가: 관점수용 관련 데이터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피드백을 적시에 제공한다.

적응적 성찰

§ 지원전략의 기술 수정: 현재 관점수용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성찰하도록 한다.

§ 지원전략의 기술 수정; 그룹의 정서적/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에 따라 그룹이 공동으로 관점수용

활동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적응적

학습시스템
§ 삭제

<표Ⅲ-12> 1차 순환 후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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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정 후

항목 수정사항

수업설계

및 실행

사전연습

§ 수업 시작 전, 1~2차시의 사전연습을 통해 노트북

사용법, 협력도구 사용 방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함

§ 사용 방법에 대한 숙지 이후, 충분히 활용해볼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습활동 외의 장난 등을 치지 않도록

지도함

활동 중

피드백

§ 활동 초반에 교수자가 모니터링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활동 중간에 욕설이나 비난 댓글이 나타나는 경우,

학습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등 교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피드백을 제공함

활동 안내

§ 활동 시작 후 순회지도를 통해 이해를 못한

개인·그룹에게 안내하도록 함

§ 구체적으로 안내: 반대입장의 카드를 읽어보도록

하거나 반대 관점의 자료와 함께 활동을 제공함

활동 후

피드백

§ 댓글에 대한 피드백 제공 시 댓글 유형별

현황(질문/반박/설명) 비난/공격 댓글로 구체화하여

제공함

활동 중

스캐폴딩

§ 자료나 프롬프트를 시간적 여유나 학습자 수준을

고려해서 준비 후 제공함

관점수용

수준

§ 수업에서 활용하는 관점수용 수준 4를 3으로 통합하여

구분을 용이하게 함

지표 및

기준

§ 개인의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 분석을 위해 ‘질문’

유형의 댓글 수를 지표로 설정

§ 교수자의 피드백 제작의 반자동화

§ 교수자의 모니터링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적 요소

추가

교수자 지원

시스템



- 148 -

IV. 연구Ⅱ

: 최종 전략과 관점수용에 대한 적응적

지원의 효과

1. 연구가설

연구Ⅱ는 2차 순환에 해당하며,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

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의 효과와 개선점을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Ⅰ에서 도출된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전략

과 상세지침에 대한 개선방안,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총체적인 교육환경을 설계하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 현

장에서 개입안을 적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교육 현장에 반복적으로 적용하고 개선하여 정련하는 과

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입안이 도출되게 된다. 따라서, 연구Ⅱ에서는 연구Ⅰ에서 현장 적용 시

발생했던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수정된 개입안을 적용하고, 수정된 개입

안, 즉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전략의 효과와 개선점을 조

사하고자 하였다.

연구Ⅱ에서는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전략의 효과와 개선점을 조

사하기 위해 준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을 설정하고, 두 집단에서 관점수용 활동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협력적

논변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의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지원의 적응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관점수용 지원의

효과를 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Ⅱ에서는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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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의 관점수용 양상은 그룹의 관점수용 양상과 다를 것이다.

나. 관점수용에 관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은 학생의 인지적 관점수용을

향상시킬 것이다.

다. 관점수용에 관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은 학생의 정서적 관점수용을

향상시킬 것이다.

라. 관점수용에 관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은 협력적 논변 과정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 관점수용에 관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은 학습결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바. 협력적 논변의 과정은 개인과 그룹의 학습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 연구방법

가. 연구참여자

1) 현장전문가

연구Ⅱ의 현장전문가는 연구Ⅰ의 현장전문가와 동일하며, 연구Ⅰ에서

수업을 직접 실행함으로써 학습환경과 연구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증진되었다.

2) 전문가 검토를 위한 전문가 패널

본 연구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상태로 연속선 상에서 적절성

을 검토받기 위해 전문가 패널은 연구Ⅰ의 전문가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를 대상으로 구성하였다(아래 <표Ⅳ-1> 참조). 즉, 교육공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설계모형과 원리 개발의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와 적응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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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설계, 학습분석 등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 실적이 있는 전문가

가 참여하였다.

3) 현장 적용을 위한 학습자

본 연구에서 1차 순환 이후 수정된 교사의 응적 지원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1차 순환과 동일한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네 개

학급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행하였다. 설계기반연구는 반복적인 순환과정

을 통해 개발된 개입안의 오류를 확인하고 보완과 수정을 통해 현장 맥

락에의 적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Barab & Squire 2004;

DBRC, 2003). 따라서 동일한 현장 맥락에서 1차 순환과 유사한 연구참

여자를 선정하여 개입안을 적용함으로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결과물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수의 연구참여 동의자가 있는 총 네 개 학급(총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총 101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

의 효과와 개선점을 살펴보기 위해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에 참

여하는 4개 학급 중 2개 학급은 실험집단(연구 동의자 53명), 2개 학급은

통제집단(연구 동의자 48명)으로 할당되었다. 엑셀 프로그램의 난수생성

함수를 사용하여 랜덤으로 숫자를 추출하여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으로 배

구분 직업 경력(년) 최종학력 전공 전문분야

A
연구

교수
9 박사 교육공학

이러닝, 적응적

학습설계, 교수설계

B 조교수 14 박사 교육공학 의학교육, 학습분석

C 교수 15 박사 교육공학
학습역량,

교수-학습이론

D 연구원 8 박사 교육공학 교수설계, 이러닝

<표Ⅳ-1> 전문가 패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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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현장전문가가 수업을 실시하는 학급으로, 이전

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온라인 학습환경인 트렐로를 활용한 수업에 참여

한 경험이 있다. 모든 학습자는 3, 4명의 그룹으로 구성되었고, 협력적

논변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그룹이 바뀌지 않았다.

연구 대상자는 정규수업의 일환으로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학습내용에

대한 사전내용지식검사를 수행하였다. 사전내용지식검사 결과 실험집단

(M=3.23, SD=1.62)과 통제집단(M=3.52, SD=1.67) 모두 교과 내용에 대한

보통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의 동질

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사전지

식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890, p=.375).

나. 연구절차

1) 전체 연구절차

연구Ⅱ의 전체적인 연구절차는 [그림Ⅳ-1]과 같다. 먼저, 2차 지원전략

정련, 2차 가설 도출, 2차 수업 설계, 2차 현장 적용, 자료 분석, 효과 및

개선점 도출로 구성되었다. 2차 지원전략 정련 단계에서는 연구Ⅰ에서

도출된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의 적응적 지

원전략과 상세지침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추가 검토한

후 수정하였다. 그리고 수정된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를 실시

하였고, 각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전략을 수정하였다.

이후, 2차 수업 설계 단계에서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구분하여 수

업을 설계하였다. 수업은 연구Ⅰ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 맞도록 현장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였다. 또한, 개발된 지원전략을 활용하여 수업 중

제공할 적응적 지원을 설계하고, 학습활동지 등 적응적 지원 도구를 개

발하였다. 이후 전략이 개입안(수업설계 및 도구)에 반영되었는지에 대

한 여부도 전문가에게 검토받았다. 2차 현장 적용 단계에서는 연구를 시

작하기 전,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소개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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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 면담 참여 희망 여부에 관한 동의서를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그

리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트렐로와 노트북 사용에 익

숙해지는 사전연습활동을 두 차시 진행하였다. 이후,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의 집단 간 동질성 검사를 위해 논변 주제에 대한 사전지식검사를 실

시하였고, 이후 실시된 네 개 차시의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과정에서

매 차시 직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네 개 차시의 수업이 종료된

후 사후검사와 사후내용지식검사를 실시하였다. 2차 현장 적용 시 현장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실행하고 연구자는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실험, 통제집단의 관점수용 양상을 도출하고, 활

동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

음으로 효과 및 개선점 도출 단계에서는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

설계와 운영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2차 가설을 검증하고 지원전략

및 운영에 대한 효과 및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구

를 통해 도출된 이론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림Ⅳ-1] 연구Ⅱ의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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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적용을 위한 준실험연구 절차

1차 순환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도출된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의 효과와 개선점을 살펴보기 위해

준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집단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실험집단은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활동 과정에서 관점수

용을 위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을 제공하였고, 통제집단은 동일한 내용과

절차의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활동을 수행하되, 관점수용을 위한 적

응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전체적인 계획은 다음 [그림Ⅳ-2]과 같다.

[그림Ⅳ-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연구절차

기본적인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절차는 연구Ⅰ과 동일하게 약 45분

씩 총 네 차시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수

업활동에서 관점수용에 대한 적응적 지원 여부의 차이를 두었는데, 이에

대한 차이는 구체적으로 다음 <표Ⅳ-2>와 같다. 실험집단에서는 성찰과

관련하여 매 차시마다 개인과 그룹의 전 차시활동에 대한 성찰 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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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보기 활동을 제공하였고, 수업 중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에

따라 자료(기사, 동영상 등). 프롬프트, 스캐폴딩 등의 지원도구도 제공하

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며 교수자용

트렐로 화면에 “모니터링” 리스트를 만들어 학생별/그룹별 활동 정보를

10분에 1회씩 카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모니터링 메시지는 개인

과 그룹이 어떠한 관점수용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어떤 지원이 되면 좋

겠다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교수자는 보조교사가 제공하는

메시지와 직접 학습자 활동을 관찰한 결과에 근거하여 그룹별, 학생별로

관점수용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와 도움을 제공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교수자의 일반적인 협력적 논변 수업을 실시하였

다. 구체적으로, 관점수용과 관련된 성찰 자료를 따로 제공하지 않았으

며, 개인의 논변글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기사, 동영상 등)를 첫 번째 시

간에 일괄적으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관점수용 활동과 관련된 모니터링

메시지가 제공되지 않았고, 교수자는 교수자용 컴퓨터로 필요한 경우 학

습자의 활동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다. 교수자는 일반적인 수업에서처럼

수업 중 학습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도움을 제공하였고, 협력적 논

변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다만, 본 실험은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

이기 때문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협력적 논변을 수행하기 위한 기

본적인 안내와 지원은 동일하게 제공되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시간에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 자료, 협력적 논변 절차와 각 절차에서 중요

하게 다루어야 하는 점,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은 공통적으로 이루어

졌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이루어진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활동

의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 <표Ⅳ-3>와 같으며, 개발된 지도안은 [부록

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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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점수용 지원

보조 교사의

모니터링 지원
안내와 도움

협력적 논변

활동 관련 지원

실

험
o o o o

통

제
x x △ o

<표Ⅳ-2> 실험설계: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처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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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관점수용

유형
학습활동 내용 적응적 지원 도구

1

- 논변 준비
§ 사막화 문제와 관련된 영상 시청

§ 사례문제 분석

개인-인지적

그룹-인지적

개별 의견

카드 작성
§ 개인의 관점에 대한 의견카드 작성

§ 각 관점에 대한 자료 및 프롬프트

§ 반대 입장을 고려한 의견의 예시 및 프롬프트

§ 개인·그룹 피드백

2

개인-인지적/

정서적

그룹-인지적/

정서적

개별/그룹

되돌아보기

§ 이전 차시에 대한 피드백 및 성찰활동

§ 활동 수정(전 차시 활동 보완)

§ 개인·그룹 피드백

§ 성찰 활동지

§ 각 관점에 대한 자료

§ 반대 입장을 고려한 의견의 예시 및 프롬프트

§ 댓글(보충/반론/비판)의 예시 및 말머리
의견 논의 § 서로의 관점에 댓글을 달며 의견 논의

3

개인-인지적/

정서적

그룹-인지적/

정서적

개별/그룹

되돌아보기

§ 이전 차시에 대한 피드백 및 성찰활동

§ 활동 수정(전 차시 활동 보완)

§ 개인·그룹 피드백

§ 성찰 활동지

§ 댓글(보충/반박/질문)의 예시 및 말머리

§ 바람직한 통합카드의 예시 및 프롬프트

§ 각 관점에 대한 자료

그룹 의견

통합
§ 그룹의 통합 의견 도출

4
그룹-인지적/

정서적

그룹

되돌아보기

§ 이전 차시에 대한 피드백 및 성찰활동

§ 최종 통합의견 작성

§ 그룹 피드백

§ 성찰 활동지

§ 의견 통합 활동지

§ 각 관점에 대한 자료

§ 바람직한 통합카드의 예시 및 프롬프트

전체 학급

공유

§ 그룹별 통합 의견 공유 및 투표

§ 학습내용 정리

<표Ⅳ-3> 차시별 학습활동 개요 및 적응적 지원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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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3] (왼쪽부터) 지원이 필요한 그룹에게 직접 가서 지원하는

교사(실험집단), 그룹 피드백을 받고 관점수용 활동을 하는

그룹원들(실험집단)

가) 1차시: 논변 준비 및 개별 의견 작성

1차시는 협력적 논변활동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분석과 개

인의 의견카드를 작성하는 활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일하게 이루

어졌다. 먼저, 수업 초반부에는 네 차시에 걸친 학습활동에 대한 교수자

의 안내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수업 내용에 대한 간단한 강의를 실시하

였다. 교수자는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막화가 주변지역 개발이 왜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고, 학생들의 이

해를 돕기 위해 사막화와 관련된 여러 관점들의 정보가 담긴 약 5분간의

동영상클립을 제공하였다. 이후 학습자는 약 25분간 자신의 관점에 대한

논변글을 작성하였고, 작성 과정에서 다른 학습자의 의견카드를 자유롭

게 열람할 수 있었다.

실험집단에서 수업 활동 중 교수자는 관점수용과 관련된 적응적 피드

백, 스캐폴딩을 제공하였다. 교수자는 학습자 주도 논변글 작성 활동을

교수자 컴퓨터로 모니터링하며, 관점수용 수준을 판단하여 학습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지원 도구는 미리 준비하였고, 교수자용 관점

수용 수준-처치 맵에 근거하여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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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동이 끝난 후, 실험집단의 학습자는 약 3분간 자신이 수업에 어떻

게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성찰을 진행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해당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평소에 교수자의 지원 방식을 수행하였다. 예

를 들어,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를 제공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학

습자에 한해서 지원을 제공하였다.

나) 2차시: 개별 의견 수정 및 논의

2차시는 개별 의견 수정과 각 의견에 대한 댓글 논의 활동이 이루어졌

다. 실험집단의 경우 이전 차시에 대한 되돌아보기 활동이 이루어졌다.

되돌아보기 활동은 성찰활동 및 의견카드 보완과 의견 논의 활동을 포함

하였다. 먼저, 수업 초반부에 이전 차시의 활동에 해당하는 개별 의견 작

성 활동에서 개인, 그룹의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

해 시각적 피드백과 성찰활동을 제공하였다. 개인에서 그룹 피드백 순서

로 제공하였으며, 피드백 분석과 성찰활동을 마친 후 의견카드를 보완하

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의견카드를 보완하는 시간에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적응적 스캐폴딩이 제공되었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피드백과 성

찰, 스캐폴딩이 따로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카드를 보완하는 활동

을 수행하였다.

사전 활동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서로의 의견에 대한 댓글 논의가 시

작되었고, 실험집단의 활동 과정에서 교수자는 학습자, 그룹의 활동 상태

를 파악한 후 교수자용 관점수용 수준-처치 맵에 근거하여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활동이 끝난 후, 실험집단의 학습자는

약 3분간 자신이 수업에 어떻게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성찰을 진행하였

다. 반면, 통제집단에서 교수자는 적응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1차

시와 마찬가지로 평소에 교수자의 지원 방식을 그대로 수행하였다.

다) 3차시: 그룹 의견 논의 및 통합

3차시에도 2차시와 마찬가지로, 이전 차시에 대한 되돌아보기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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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고, 그 이후 본 활동인 의견통합 활동이 이루어졌다. 실험집단의

경우 이전 차시에 대한 되돌아보기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전 차시의 개

인, 그룹의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시각적 피드

백과 성찰활동을 제공하였다. 개인에서 그룹 피드백 순서로 제공하였고,

피드백 분석과 성찰활동을 마친 후 이전 차시 활동을 보완하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이때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적응적 지원이 제공되었다. 반

면, 통제집단의 경우 피드백과 성찰, 스캐폴딩이 따로 제공되지 않은 상

태에서 이전 차시 활동을 보완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후, 의견을 통합하는 시간이 제공되었다. 학습자는 지금까지 작성된

의견카드와 댓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룹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때, 효율적인 의견 통합을 위해 서로 면대면 대화를 통

해 의견을 통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실험집단에서는 교수자가 활동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학습자의 관점수용 활동 상황을 파악하

고, 교수자용 관점수용 수준-처치 맵에 근거하여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

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다른 차시와 마찬가지로, 활동 종료 후 해당 차시

에 대한 성찰활동을 약 3분간 진행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에서 교수자는

적응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1차시와 마찬가지로 평소에 교수자의

지원 방식을 그대로 수행하였다.

라) 4차시: 의견 통합 및 공유

4차시에도 3차시와 마찬가지로 이전 차시에 대한 되돌아보기 활동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본 활동인 전체 학급 공유 활동이 이루어졌다. 실험

집단에서는 수업 초반부에 이전 차시의 활동에 해당하는 의견 통합 활동

에서 그룹의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시각적 피드

백과 성찰활동을 제공하였다. 학습자는 성찰활동 및 의견 통합 활동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적응적 스캐폴딩이

제공되었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피드백과 성찰, 스캐폴딩이 따로 제

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차시 활동을 보완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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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보기 활동이 마무리되고 그룹해결안 작성이 완료된 후,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 모두 각 그룹이 작성한 해결안을 전체 학급 공유 보드에

복사하여 전체 학급이 각 그룹의 해결안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고 바람직한 해결안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투표 결과 가장 많은 수의 표를 받은 그룹은 자신의 그룹 해결안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은 약 10분 간 이루어졌다. 발표 후, 교수자는 학습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해결안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수업을 마무

리하였다.

[그림Ⅳ-4] 그룹의 트렐로 화면

[그림Ⅳ-5] 2차시에 제공된 개별, 그룹 피드백과 성찰 활동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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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6] 3차시에 제공된 개별, 그룹 피드백과 성찰 활동지 예시

[그림Ⅳ-7] 4차시에 제공된 통합활동지 예시

다. 학습환경

가) 교실환경

본 연구는 연구Ⅰ과 동일하게, 해당 중학교 스마트 교실에서 이루어졌

다. 스마트교실은 무선 인터넷에 접속 가능하였고, 학습자는 1인 1대의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었다. 본 교실에서 학습자는 3~4명 사이의 그룹으

로 구성되었고, 그룹별로 모여서 앉을 수 있도록 책상을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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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라인 학습환경

연구Ⅰ과 마찬가지로, 연구 참여자는 트렐로(트렐로, https://트렐

로.com)라는 클라우드 기반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협력학습을 수

행하였다. 논변글의 구성요소도 연구Ⅰ과 동일하게 ‘명확한 주장,’ ‘타당

한 이유,’ ‘구체적 근거,’ ‘반대의견 고려’(Jonassen & Cho, 2011)로 설정

했으나, ‘반대의견 고려’라는 레이블의 ‘반대(opposite)’가 ‘반대(disagree)’

관점으로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 ‘상대편 의견 고려’로 수정하였다.

보드와 리스트, 카드 등의 나머지 기능은 연구Ⅰ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다) 협력적 논변 과제

1차 순환과 마찬가지로, 협력적 논변 과제를 비구조화된 실제적인 사

례문제로 제공하였다. 문제의 바탕이 되는 교과는 사회교과로, 사례문제

는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현장 교사와 함께 개발하였다. 문제는 두 가지

이상의 관점이 나타날 수 있고, 각 관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으

며 의견을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주제를 탐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단원의 ‘자연재해 대응방안’에 대한

실제적 사례에 관한 문제를 논변 주제로 선정하였다. 구체적 사례는 ‘사

막화에 따른 지역 개발과 보존’으로 선정하고, 사막화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논변 문제를 개발하였다. 문제상황은

“내가 UN 사막화 방지 위원회에 참석했다면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였

고, ‘사막화 주변 지역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 ‘사막화 주변 지역 개발을

멈추어야 한다’의 두 가지 관점 중 1개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제 3의 의

견이 있다면 해당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사례 문제는 [부록2-2]에

첨부되어 있다.

라)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 도구

본 연구에서 개발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 도구는 연구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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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수정되었다. 지원도구는 현장전문가와 함께

개발하였으며, 그 종류는 (1) 각 관점별 자료 및 프롬프트, (2) 관점수용

수준별 예시 및 프롬프트, (3) 개인 피드백, (4) 그룹 피드백, (5) 성찰

활동지, (6) 의견 통합 활동지, (7) 교수자용 관점수용 수준-처치 맵 및

시스템 모니터링 보조가 포함되었다. 도구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Ⅰ과 동일하게 각 관점별 자료 및 프롬프트는 사례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가질 수 있는 관점들에 대한 정보가 담긴 기사, 포스팅, 뉴스,

영상 등과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관점수용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의미한다. 자료는 현장전문가가 선택하고, 연구자

가 추가적으로 검색한 자료를 현장전문가가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학

습자에게 제공 여부를 결정하였다. 다만, 해당 자료를 선정할 때, 내용

적합성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수준에 맞도록 어렵지 않은 자료를 중심으

로 선정하였다. 주로 내용이 짧은 기사, 동영상 등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학습자 수준에 어렵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제시할 때에는, 어떤 자료인지

에 대한 한 줄 내용 요약을 함께 제공하였다.

관점수용 수준별 예시 및 프롬프트는 학습자의 관점수용 수준별로 상

대편 관점을 어떻게 고려해야하는지에 대한 의견카드, 댓글 등의 바람직

한 예시를 의미하고, 연구Ⅰ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개인, 그룹 피드백은 연구Ⅰ과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관점수용 활동 상

태에 대한 상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개인, 그룹 피드백은

연구Ⅰ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다만, 활동 중 피드백을 제공하는

경우, 학습자가 감시받고 있는 기분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활동 변화가

아닌 중간에 욕설이나 비난 댓글이 나타나는 경우, 학습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등 교사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피드백

을 제공하였다. 활동 후 해당 활동에 대한 성찰을 위해 제공하는 피드백

중, 의견논의에 대한 피드백의 경우 연구Ⅰ의 개선방안에 따라 댓글 유

형에 대한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Ⅰ에서는 피드백

을 엑셀과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접 교수자와 연구자가 제

작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엑셀 함수식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수준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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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면 피드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인쇄만 하면 되도록 반자동화 형태

로 제작하였다. 성찰과 함께 제공하는 피드백 자료는 현장전문가와 연구

자가 각각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반자동화된 엑셀을 활용하여 피드백을 제작하고, 교사가 확인하고 수정

하는 방법으로 개발하였다.

연구Ⅰ과 동일하게 성찰 활동지는 학습자의 이전 차시 활동의 성찰을

위해 개발하였다. 다만, 성찰활동 중 관점수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제시할 때, 연구Ⅰ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에 따라 학습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순회지도를 통해 설명이 필요한 학습자에게 구체적으로 활동을

안내하였다.

의견 통합 활동지의 경우, 연구Ⅰ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하였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활동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활동을 간소화

하여 제공하였다.

교수자용 관점수용 수준-처치 맵은 관점수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 그리고 해당 수준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연구Ⅰ과 마찬가지로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이와 함께 교수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의 역할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교수자 화면에 수업과 무관한 트렐로

보드를 만들어 수업 중 그룹과 개인의 학습상황에 대한 안내를 트렐로

카드에 입력하여 교수자에게 안내를 제공하였다. 교수자는 해당 카드를

보고 학습자와 그룹의 활동을 확인한 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라. 자료수집 및 분석

1) 전문가 검토

본 연구에서 현장전문가와 함께 수정한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교수설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연구Ⅰ의 전문가 검토와 마찬가지

로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점수화하지 않고, 지원전략에 대한 적절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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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성을 심층면담을 통해 구두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었다.

이미 1차 순환에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 이루어진 전문가 검토는 적절성과 적용가능성을 저해하는 오류를

찾는 것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전략 개발 후 전략이 개입안(수업

설계 및 도구)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받았다.

전문가 검토는 기본적으로 직접 대면하여 진행하였고, 직접 만나는 것

이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과 메시지 등을 통해 지원전략과 질문지를 주고

받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검토가 두 차례 이루어졌으

며, 전문가 검토는 개별 적응적 지원전략 및 상세지침의 현장 적용가능

성, 도출된 구성요소와 적응적 지원 원리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심층면

담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전문가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지원전

략 및 상세지침의 수정에 반영하였다. 구체적인 수정사항은 [부록2-7]에

첨부되었다.

2) 설문지

개발한 지원전략을 적용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에 대한 효과

와 개선점을 확인하고, 학습자의 협력적 논변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설

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에 대한 인식

을 살펴보기 위해 장점과 개선점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2개의 개방형

문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협력적 논변 과정에서 집단 간 차이

를 탐색하기 위해 인지적 갈등, 관계갈등, 집단응집성에 대한 설문을 실

시하였다. 인지적 갈등과 관계갈등 문항은 Lee, Huh, 그리고 Reigeluth

(2015)의 과제 갈등과 사람 간 갈등의 설문 문항을 번안하여 학습자 수

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집단응집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정효정,

김동식(2010)이 연구에서 사용한 집단응집성 문항을 학습자 수준과 연구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설문의 측정시기와 변인, 신뢰도

검사 결과는 다음 <표Ⅳ-4>와 같다.

문항은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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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활동 직후 설문조사는 각 차시의 수업이

모두 끝난 후 수업시간 말미에 약 7분간 실시되었고, 사후 검사는 네 차

시의 수업이 모두 종료된 후, 각 학급에서 약 5분간 실시되었다.

실험집단과 처치집단 간 학습자의 인지적 갈등, 관계갈등, 집단응집성

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각각의 요인에 대한 기초통

계분석을 실시하여 학습자가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파악하였다. 이때, 연

구에 동의한 101명의 학생 중 총 4번의 설문조사를 완료한 학생 총 65명

(실험집단: 32명, 통제집단: 23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룹 변

인으로 계산하여 살펴보는 경우, 구성원들의 해당 변인에 대한 개별응답

의 평균을 계산하여 그룹 단위의 특성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

정에서 한 그룹의 절반 이하 구성원의 데이터만 수집되었을 경우, 해당

데이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에서 그룹 10개,

통제집단에서 9개로 총 19개 그룹의 데이터를 설문 분석에 활용하였다.

3) 관찰 및 면담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Ⅰ과 마찬가지로 수업관찰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업관찰은 수업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협력적 논변활동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조사

시기 변인 문항수
Chronbach α 

1차 2차 3차 4차

활동

직후

인지적 갈등 3 .83 .899 .894 .819

관계갈등 3 .625 .618 .755 .691

집단응집성 4 .827 .803 .87 .844

사후
지원에 대한 장점 및 개선점

(개방형)
2 -

<표Ⅳ-4> 측정변인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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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관찰은 연구자와 보조연구자 1명이 교실에서 학

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설문

조사나 활동데이터로 확인하지 못하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관찰일지를

작성하여 학습자가 어떻게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에 반응하고 학

습활동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놓친 부분을 보완하

기 위해 카메라 2대를 활용하여 수업을 녹화하였다. 교수자와 미리 협의

하여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되, 불편함을 유발할 경우 녹화를 중지할

것이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녹화를 진행하였다.

면담의 경우, 네 차시의 수업 종료 후 면담을 희망한 학습자를 대상으

로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그룹 내 갈등 상황에 대한 민감

한 질문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수업에 참

여한 학생 중 총 10명을 대상으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의 효과

와 개선점을 파악하고 협력적 논변 활동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약 30분

씩 1회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은 실험집단에서 6명, 통제집단에서

4명이 참여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녹음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녹음하여 추후 전사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개발된 적

응적 지원의 효과 및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설문조사 문항

응답 결과와 면담 및 관찰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질적 자료는 연

구Ⅰ에서 활용한 주제분석 방법론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4) 현장전문가 및 연구자의 성찰

연구Ⅰ과 마찬가지로 개발된 지원전략의 정련과 적응적 관점수용 지원

의 운영을 위해 현장전문가와 함께 네 차시에 대한 성찰을 실시하였다.

현장전문가는 수업 후 수업을 준비 및 진행하며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위한 공유플랫폼에 성찰일지를 작성하였다. 논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성찰일지에 연구자와 현장전문가가 댓글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에는 한 차시의 수업이 끝난 후 약 10분 정도 협의시간을 가졌다.

성찰과 협의사항은 녹음하여 전사하였고, 면담 및 관찰에서 사용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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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료 분석방법과 마찬가지로 Braun과 Clarke(2006)가 제안한 주제분석

(thematic analysis) 방법론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5) 관점수용 수준 분석: 활동 데이터(온라인 활동 데이터 및 학습

자 성찰 체크리스트)

수업 과정에서 트렐로에 기록되는 학습자의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 연구자는 트렐로 보드에서 관점별 의견카드의 개수와 내용, 의견카드

별 레이블 유형과 개수, 댓글 및 답글 내용, 댓글 및 답글 수, 의견카드

및 댓글 작성자, 작성 시기 등의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여 엑셀로 정리하

였다. 성찰 체크리스트는 5점 척도로, 한 차시의 수업 후, 실시하였던 성

찰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e.g., 임철일, 김성욱, 최소영, 김선

희, 2013). 성찰 체크리스트는 온라인 활동 데이터만으로 알 수 없는 학

습자의 인식 조사를 위해 데이터의 한 유형으로 수집되었다. 수집된 데

이터는 학습자의 관점수용 수준과 협력적 논변활동에의 참여 양상 분석

을 위해 활용되었다.

학습자의 관점수용 수준 도출을 위해 관점수용 수준별로 어떠한 특성

을 나타내는지 <표Ⅳ-5>와 같이 정의하였다. 이때, 연구Ⅰ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에 따라 학습자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을 4개에서 3개로 수정

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의 경우 3수준으로 구성되는데, 1수준의

학습자는 매우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표현을 하며, 동료가 다른 관

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관심이 없는 수준을 의미한다. 2수준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관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긴 하

지만, 다른 사람의 관점을 잘 고려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

을 강요한다. 3수준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며 의견,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관점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

개인의 정서적 관점수용의 경우 3수준으로 구성되는데, 1수준의 학습

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에 관심이 없고, 감정의 변화를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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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며, 자기 위주의 극단적인 감정표현을 하거나 표현을 전혀 하지

않는다. 2수준의 학습자는 다른 조원이 어떤 감정인지 이해하고 존중하

려고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3수준의 경

우 다른 조원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민첩하게 파악하고 존중한

다. 그리고 듣는 사람을 배려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은 3수준으로 구성된다. 1수준의 그룹은 관점

에 대한 교류가 없으며 서로 다른 관점과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

에 의견글이 서로 관련성이 낮다. 2수준의 경우 관점의 균형이 나타나며

의견에 대한 교류가 발생하지만, 일부 관점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논의

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일부 그룹원의 관점만 그룹의 통합된 해결안

에 반영된다. 가장 높은 3수준은 서로의 경험이 공유되며 정교한 논변으

로 진행된다. 이때 모든 그룹의 경험과 관점이 공유되어 그룹의 의사결

정에 반영된다. 그리고 그룹의 관점과 다른 관점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고려한다.

그룹의 정서적 관점수용의 경우 3수준으로 구성되며, 1수준인 경우 그

룹 내 비난이나 공격이 나타나며 그룹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를

공유하지 못한다. 2수준의 경우에는 비난이나 공격성 발언이 적지만 일

부 나타나며, 서로 감정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협력을 위해 의견을 주

고 받는 과정에서 그룹원의 일부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있지 않다. 3수

준의 경우, 그룹 내 비난이나 공격이 발생하지 않으며 서로 존중하고 이

해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행동지표와 기준을 구성하고, 이를 도출할 수

있는 기준별 계산방법을 본 연구를 위해 도출하였다. 각 행동지표에 대

한 수준별 기준은 [부록2-3]에 첨부되어 있다. 수준별 기준과 계산방법

은 전문가 D와 현장 전문가, 총 2명에게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받았다.

그 과정에서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은 삭제되고, 용어나 기준 등을 수정

하였다. 그리고 관찰하기 어려운 지표는 삭제하여 간소화하였다. 활동 데

이터는 온라인에 기록된 내용과 성찰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집 및 분석하

였다. 연구Ⅰ과 마찬가지로 반대의견 고려 수준, 통합카드에 그룹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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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반영 여부, 그룹 통합글의 반대의견 고려 수준에 대한 부분은 질적인

자료이므로 현장전문가와 연구자가 함께 점수를 부여하여 합의한 후에

수준 계산에 활용하였다. 각 기준에 대한 평정자 간 신뢰도(cohen’s

kappa)는 .812 ~ 1.000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활동 데이터 중 댓글 유형과 관점수용 수준에 대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1~4차시에 따른 집단별 관점수용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실험, 통제집단의 관점수용 수준을 기반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집단 간 협력적 논변 과정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댓글유형에

따른 수업 차시 및 집단 간 차이를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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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점수용 수준

데이터

유형
행동지표

1 2 3

개

인

인

지

적

관

점

수

용

§ 학생들은 매우 주관

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의견과 표현을 제시한

다. 다른 학생이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관심이 없다.

§ 특정 상황에서 자신

의 관점과 다른 사람

의 관점이 다를 수 있

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거나 피상

적으로 고려한다. 일방

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요한다.

§ 2 인칭의 시점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의

의견에서 중요한 점을 지

키기 위해 설득한다. 자신

과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견, 행동을 통해 다른 사

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활동

데이터

자신의 의견카드 작성 여부

반대의견 고려 수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논의(댓글)

(유효한 댓글 유형: 반박, 질문,

보충)

성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인식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려

노력함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생각이 변화함

정

서

적

관

점

수

용

§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한

다. 자기 위주의 극단적

인 감정표현을 하거나

아예 감정표현을 하지

않는다.

§ 다른 그룹원이 어

떤 감정인지 이해하

고 존중하려고 한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

현하지 않는다.

§ 다른 그룹원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잘

파악하고 존중하려고 노력

한다. 듣는 사람을 배려하

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

게 표현한다.

활동

데이터

감정적 표현(인사, 칭찬,

자신의 감정 표현)

성찰
다른 사람의 감정 파악 및

존중하기 위한 노력

<표Ⅳ-5> 관점수용 수준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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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점수용 수준

데이터

유형
행동지표

1 2 3

그

룹

인

지

적

관

점

수

용

§ 의견에 대한 교류가

되지 않으며 게시글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

다. 관점의 균형이 없

다.

§ 관점의 균형이 발

생한다. 의견에 대한

교류가 발생하고, 서

로의 의견이 부분적

으로 논의된다.  그룹

해결안에는 일부 그

룹원들의 의견만 부

분적으로 반영된다.

§ 모든 그룹원의 경험과

의견이 공유되어 그룹의

의사결정에 반영된다. 그룹

이 그룹의 의견과 반대의

견을 고려한다.

활동

데이터

그룹 통합글의 반대의견 고려

수준

논의에서 소외된 의견카드

통합카드 작성 여부

통합카드에 그룹원의 의견

반영 여부

정

서

적

관

점

수

용

§ 그룹 내 비난이나 공

격이 발생하며 조원들

은 심리적으로 안정되

어있지 않다. 서로 이해

하는 문화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

§ 그룹 내 비난이나

공격이 적지만 발생

하며, 조원의 일부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다. 그룹원은

서로를 존중하지 않

는다.

§ 그룹원이 비난이나 공격

을 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

며 이해하는 문화를 가지

고 있다.

활동

데이터
비난, 공격성 발언(댓글)

성찰 심리적 안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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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의 학습결과 평가

학습결과 평가는 해당 학습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볼 수 있도록 서

술형 문제를 제시하고, 사고의 깊이, 내용의 정확성, 글에 포함된 내용요

소(정의, 원인, 효과, 의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사고의 깊이는 천

경록(2009)이 한글로 번안한 Webb의 지식의 깊이 수준에 대한 준거와

특징을 본 연구 맥락에 맞게 루브릭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내용의

정확성은 내용의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글에 포함된

내용요소는 위 네 가지 요소 중 포함된 요소의 수만큼 점수를 부여하였

다. 사고의 깊이는 1~4점, 내용의 정확성은 0~2점, 내용요소포함 점수는

0~4점으로 총 10점을 만점으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학습자의 내용성취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각 기준에 대한 평정자 간 신뢰도

(cohen’s kappa)는 .963 ~ 1.000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평가점수가 서

로 다른 경우에는 논의를 통해 최종 점수를 결정하였다.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이 개인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를 개체 내 변수로 하고 처치집단과 통제집

단을 개체 간 변수로 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협력

적 논변 과정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처지집단과 실

험집단을 구분하여 온라인 상호작용 유형, 그룹 내 갈등, 집단응집성이

개인의 학습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7) 그룹의 협력적 문제해결 과제 평가

협력적 문제해결 과제에서 그룹이 작성한 해결안을 루브릭(rubric)을

이용해서 평가하기 위해 Jonassen과 Cho(2011)가 개발한 평가 루브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사례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책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명확한 주

장이 제시되었는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충분한지, 진술이 논리적

으로 이루어졌는지, 반론에 대한 반박이 있거나 상이한 관점을 종합하는



- 174 -

지를 평가하였다. 평가점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

였다. 루브릭은 총 6개의 항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각 항목은

0~2점이 부여되어 총점은 12점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그룹 해결안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평정자 간 신뢰도(cohen’s

kappa)는 .793 ~ .872로 상당한 일치도를 보였다. 평가점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논의를 통해 최종 점수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이

그룹의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협력적 논변 과정이 그룹의 학습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처지집단과 실험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그룹 학습결과,

온라인 상호작용 유형, 그룹 내 갈등, 집단응집성은 대부분 정규성 분포

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그룹 학습결과의 평균을 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고성취 그룹과 낮은 수준의 저성취 그룹으로 분류하여 변인들에

대한 비모수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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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본 연구Ⅱ에서는 관점수용 이론에 대한 문헌분석 결과와 연구Ⅰ의 결

과를 바탕으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을 하는 것이 관점수용 수준

을 향상시키고 협력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설에 기반하여 연구Ⅰ에

서 도출된 적응적 지원전략을 수정하였다.

가.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의 최

종 적응적 지원전략

본 연구Ⅱ에서 개발된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전략은 면대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교수자

가 관점수용을 위해 적응적 지원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과 각 요

소를 어떻게 고려하여 적응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원전략

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점수용 지원 구성요소는 총 4개로, 1) 관

점수용 점검, 2) 적응적 스캐폴딩, 3) 적응적 피드백, 그리고 4) 적응적

성찰로 구성된다. 각각의 구성요소는 개인과 그룹에게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경우와 개인과 그룹에게만 적용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공통’, ‘개인’,

‘그룹’의 범주로 기술하였다(<표Ⅳ-6> 참조). 각 구성요소와 지원전략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각 지원전략에 대한 예시 및 설명은 [부록

2-9]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1) 관점수용 점검

관점수용 점검은 학습자 특성을 탐지하고 준거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포함한 요소이다. 우선, 학습자 특성을 탐지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는 학습자가 교수자 및 학습자가 학습과정을 학습 전, 중, 후에 걸쳐 점

검하고, 활동과 문제상황(error)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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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김현지, 김춘화, 이상수, 2017; Koedinger & Aleven 2007;

Schwarz, Schur, Pensso, & Tayer, 2011). 개인의 활동특성과 문제 상황

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의 관점수용을 점검할 때에는 보다 정확한 특성 파악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설문

지와 같은 자기보고식 수집도구나 활동 중 테크놀로지를 통해 기록되는

온라인 활동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 한 종류의 데이터 유형만으로 파악

할 수 없는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확인하려는

정보과 관련 있는 인지·비인지적 특성 데이터여야 하는데(Shute &

Zapata-Rivera, 2014), 관점수용 지원을 위해 관점수용과 관련된 활동과

인식을 알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상대편 의

견을 고려하는지, 의견을 골고루 논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활동 로그

데이터, 그룹 구성원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에 대한 체크리스트 데이터 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관점수용을 점검하기 위해 학습 과정에서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준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규명하고 수집하여 개인·그룹의 관점수

용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준거에 근거한 분석을 하기 위해 지원의 목적과 관련 있는 지

표,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Böckle et al., 2018; Soller et al., 2005). 개발

된 교사의 적응적 지원의 목적은 관점수용의 촉진이므로, 이와 관련된

지표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협력적 활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개별적으로 관점에 대한 의견글을

작성하는 활동과 구성원과 댓글을 달며 논의를 하는 활동은 목적과 행동

이 다른 활동이기 때문에, 개별 의견을 작성할 때와 댓글을 달며 활동할

때의 관점수용 파악 기준은 달라질 것이다. 특히, 협력학습에는 각 단계

의 특성에 따라 다른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지

원이 필요하다(Webb, 1991; 1992). 따라서 협력적 논변의 각 절차에서

요구되는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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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적응적 스캐폴딩

적응적 스캐폴딩은 학습자의 관점수용 수준과 문제상황에 맞게 제공하

는 스캐폴딩을 의미한다. 스캐폴딩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보다 높은 수준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지원을 의미하며,

해결안과 관련된 힌트를 제공하거나, 활동을 구조화한 질문인 프롬프트

를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한 도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습자의

수행을 돕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 지원을 포괄한다(임규연 외, 2016;

Collins et al., 1989; Kim & Hannafin, 2011).

이러한 적응적 스캐폴딩은 협력적 논변 활동 중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에 따라 관점수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도구의 형태로 제공해

야 한다. 이러한 학습도구는 지속적으로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도

구, 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 위한 자료와 프롬프트, 반구조화된 메시지

양식이나 예시. 그룹 해결안의 예시 등을 포함한다. 협력적 논변에서 학

습자는 서로의 관점과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Dougherty & Heller, 1994; Johnson & Johnson, 1979; Litchfield &

Gentry, 2010), 서로의 관점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 협력

도구의 사용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자료와 프롬프트는 학습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상상하

도록 촉진할 수 있다(Barsalou, 1999; Litchfield & Gentry, 2010). 또한,

그룹 해결안의 예시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그룹의 해결안과 비교

함으로써 관점수용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도구는 학습자가 관점수용 수준에 근거하여 더 향

상된 관점수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수자는 학습

자의 관점수용 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근거하여 활동 중 적절한 시기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적응적 스캐폴딩 지원을 위해 관점수용 활동을 개인·그룹의 관



- 178 -

점수용 수준에 따라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활동이 구조화되었을 때 학

습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학습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원전략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

컨대, 상대편 관점을 자신의 의견에 곧바로 반영하도록 지원하기보다는

상대편 관점에서 의견글을 먼저 써보고 자신의 의견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도록 활동을 구조화할 수 있다. 지원전략에 나타난 구조화

된 활동은 대부분 프롬프트로 제공되었으며,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활동,

그룹이 함께 다른 관점이 되어보는 활동, 그룹의 정서적 관점수용을 위

해 규칙을 정하고 수정하는 활동 등이 적응적 스캐폴딩을 위한 상세 지

침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구조화된 활동을 통해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으며(Batson, Early, & Salvarani, 1997; Lord,

Lepper, & Preston, 1984), 1인칭 시점으로 새로운 관점을 경험함으로써

관점수용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Galinsky & Moskowitz, 2000;

Lindgren, 2012). 또한, 반구조화된 메시지 양식은 학습자들이 수준 높은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여 관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도록 도울

수 있다(Cáceres et al., 2018; Oh & Jonassen, 2007). 아울러, 공동의 규

칙을 설정하는 것은 활발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관점수용이 잘 일어나도

록 유도할 수 있다(Parker & Axtell, 2001).

적응적 스캐폴딩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들이 스캐폴딩 없이도 높은

수준의 관점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협력적 논변의 진행 과

정에서 학습자들의 관점수용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스캐폴딩의 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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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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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응적 피드백

적응적 피드백은 학습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진 정보

(Shute, 2008), 즉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

해 학습자에게 전해지는 정보이며, 바람직한 수준과 현재 수준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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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Narciss & Huth, 2004). 이러한 적응적

피드백은 단계적으로 제공되어 학습자가 스스로 관점수용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음부터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보다는 개인,

혹은 그룹이 스스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보

여주는 것(mirroring)에서 메타인지적 지원, 구체적 안내 지원을 단계적

으로 지원해야 한다(Soller et al. ,2005). 이러한 단계적 지원은 학습자의

자율성을 촉진하며, 스스로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점수용 관련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관점수용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그룹의 인지

적, 정서적 관점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피드백을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적응적 피드백은 활동 전, 중, 후에 제공될 수 있으며, 관점수용 점검 결

과를 바탕으로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활동

에 대한 피드백울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관점수용 점검 결과에 따라

활동 중에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낮은 수준의 관점수용 수준이 나타

난 경우에 특정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활동

전, 후에는 이전 차시나 해당 차시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관점수용 수준

을 종합하여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관점수용 수준이 높은 경우

에는 구체적인 관점수용 활동 내용과 함께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

로써 해당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관점수용 활동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스캐폴딩과 달리 피드백은 교수

자가 학습자의 수행에 초점을 맞추고 학습자의 활동을 관찰하며 개인과

그룹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시에 안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효과적인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Cáceres et al., 2018;

Jonassen, 1999). 이러한 피드백은 학습자가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잘못

된 행동을 바르게 고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코칭과 유사한 역할을 하

며, 이러한 점은 스캐폴딩과 차별화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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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응적 성찰

적응적 성찰은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에 맞추어 제공되는 성찰

활동으로, 성찰 과정은 학습자가 자신, 혹은 그룹 내에서 구성원과의 대

화를 통해 신념이나 사고, 행동을 점검하고, 문제상황을 발견하고 해결하

는 능동적이고 고차적인 사고과정이며 실천 과정이다(Dewey, 1933; Lin

et al., 1999). 적응적 성찰을 제공할 때에는 개별 학습자, 그룹별 데이터

를 활용하여 맞춤형으로 개발해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각 개인의 관점

교류 활동 상황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지원하거나 이전 차시에 이루어진

각 그룹의 전반적인 관점수용 활동에 대해 성찰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적응적 성찰을 통해 학습자는 스스로의 수행이나 그룹의 관점수용 과정

과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Collins

et al., 1989, Erkenberg, 2001). 적응적 성찰을 통해 관점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 현재 관점수용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그

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성찰

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찰을 위해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각각의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과 관련된 추상적인

정보를 시각화하여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e.g., 김동

식 외, 2002), 구체적인 활동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관점수용 과정과 결

과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인 성찰뿐 아니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에

따라 구성원이 함께 협력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협력

적 성찰을 위해 그룹 구성원은 그룹의 관점수용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해결 계획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드러내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야하고(Järvelä et al., 2015), 공유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원이 의사

소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Ioannou, & Constantinou,

2018).

또한, 개인·그룹 성찰활동과 함께 성찰한 내용을 반영하여 활동,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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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수정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성찰은 계획을 세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Dewey, 1933; Lin et al., 1999).

따라서 활동 개선을 위해 필요한 프롬프트와 함께 계획을 실천할 수 있

도록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구성

요소
지원전략 및 상세지침 참고문헌

관점

수용

점검

1. 지속적 점검

교수자 및 학습자가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활동 특

성과 문제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김현지 외, 2017;

Koedinger & Aleven

2007; Paramythis &

Loidl-Reisinger,

2002; Schwarz et

al., 2011; Shute &

Zapata-Rivera, 2014;

Soller et al., 2005;

Webb, 1991, 1992

공

통

1-1. 학습자의 활동이 기록되며 그룹원이 서로의 활동을 지

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공간을 활용한다.
1-2.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상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다.
1-3. 교수자는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

는 방법으로 학습자의 활동 특성을 파악한다.
2. 다양한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준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상태를 파악한다.
Batson et al., 2010;

Boyle, 2007;

Casamayor, et al.,

2009;

Dougherty & Heller,

1994; Johnson &

Johnson, 1979;

Kosba, Dimitrova &,

Salvarani, 1997;

Shute &

Zapata-Rivera, 2014;

Soller et al., 2005

공

통

2-1. 협력학습도구로부터 축적된 학습자/그룹의 인지적, 정서

적 관점수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데이터를 수

집한다.
2-2. 관점수용을 위해 그룹원이 서로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

도록 해당 차시 학습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데이터를 수

집한다.
2-3.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는 학습자의 활동

기록을 기반으로 교수자가 판단하여 관점수용 수준을 파악한

다.
2-4. 다양한 학습활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 기법

을 활용하여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을

파악한다.
3. 수준별 기준

협력적 논변의 각 절차에서 요구되는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설정한다.

Batson et al., 1997;

Böckle et al., 2018;

Järvelä & Häkkinen,

2002;

Ku et al., 2010;

Lindgren, 2012; Lord

et al., 1984;

Parker & Axtell,

2001; Shute &

Zapata-Rivera, 2014;

Soller et al., 2005;

Webb, 1991; 1992

공

통

3-1. 개별 의견 작성 단계에서는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점

차이를 인지하고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한다.

3-2. 개별 의견 논의 단계에서 그룹원이 소외된 사람 없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지,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한다.

<표Ⅳ-6>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의 최종 적응적 지원전략과 상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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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지원전략 및 상세지침 참고문헌

개

인

3-3. 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 상태에 대한 내용으로 지표를

만들고, 수준별 기준을 세운다.
3-4. 개인의 정서적 관점수용 상태에 대한 내용으로 지표를

만들고, 수준별 기준을 세운다.

그

룹

3-5.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상태에 대한 내용으로 지표를

만들고, 수준별 기준을 세운다.
3-6. 그룹의 정서적 관점수용 상태에 대한 내용으로 지표를

만들고, 수준별 기준을 세운다.
3-7. 그룹 의견 통합 단계에서 서로의 관점을 객관적으로 통

합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한다.

적응

적

스캐

폴딩

4. 관점수용 촉진 도구

협력적 논변 활동 중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에 따라 관점수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도구를 제공한다.

임규연 외, 2016;

Collins et al., 1989;

Dougherty & Heller,

1994; Johnson &

Johnson, 1979; Kim

& Hannafin, 2011;

Lindgren, 2012;

Parker & Axtell,

2001

공

통

4-1.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관점 형성 과정부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공유된 학습공간을 제공한다.

4-2. 협력적 논변 과정에서 중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도구 제공을 줄여나간다.

개

인

4-3.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바람직한

예시와 프롬프트를 제공하여 모델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다.

4-4. 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상대편

관점에 대한 정보와 이를 글에 반영하도록 프롬프트를 참고

자료 형태로 제공한다.

그

룹

4-5.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그룹의

관점과 상대되는 관점에 대한 정보와 프롬프트를 참고자료의

형태로 제공한다.

4-6.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바람직

한 그룹해결안의 예시와 프롬프트를 제공한다.

5. 관점수용 안내

협력적 논변 활동 중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에 따라 관점수용

활동을 구조화하여 제공한다.

Cáceres et al., 2018;

Galinsky &

Moskowitz, 2000;

Järvelä & Häkkinen,

2002; Jonassen, 1999;

Lindgren, 2012; Oh

& Jonassen, 2007;

Parker & Axtell,

2001

공

통

5-1. 협력적 논변 과정에서 중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안내 제공을 줄여나간다.

개

인

5-2.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상대편 관점이 되어 글을 써보는 활동을 제공한다.
5-3. 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 대한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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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지원전략 및 상세지침 참고문헌

메시지 양식을 제공한다.
5-4. 개인의 정서적 관점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내 행동을 상

상해볼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제공한다.

5-5. 개인의 심화된 관점수용 활동을 위해 제 3자의 시선으

로 각 관점을 분석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프롬프트를

제공한다.

그

룹

5-6.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그룹원

의 각 관점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부족한 관점에 대한 논

변글을 함께 작성해보는 활동을 제공한다.
5-7.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객관적

으로 그룹원들의 관점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제

공한다.
5-8. 그룹의 정서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부족한

정서적 관점수용 활동이 우리 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

의해서 성찰하고 규칙을 세우는 활동을 제공한다.
5-9. 그룹의 정서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서로 공

격/비난을 하지 않도록 그룹의 활동규칙을 정하는 프롬프트

를 제공한다.
5-10. 그룹의 정서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운

규칙을 잘 지켰는지 의견을 공유하고 규칙을 수정하는 활동

을 제공한다.

적응

적

피드

백

6. 단계적 피드백

피드백을 단계적으로 제공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관점수용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김현지 외, 2017;

Diziol & Rummel

2010; Mathan &

Koedinge, 2005;

Soller et al., 2005;

Van Leeuwen et al.,

2015

공

통

6-1. 처음 피드백 제공 시 개인·그룹의 관점수용을 활동 상

태를 알려줌으로써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한다.
6-2.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에서 개선되지 않는

다면, 구체적 안내를 함께 제공하는 것까지 피드백을 단계적

으로 선택하여 제공한다.
7. 적시적 피드백

관점수용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피드백을 적시에 제공한다. 김현지 외, 2017;

Dougherty & Heller,

1994; Few, 2013;

Johnson & Johnson,

1979; Litchfield &

Gentry, 2010; Van

Leeuwen et al., 2015;

Yau, 2011

공

통

7-1.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이 낮을 때를 중심으로 학습

활동 중에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7-2.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이 활동 전반에 있어 낮은

경우, 학습활동 후에 점검하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전

반적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7-3.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이 높은 경우 (예, 수준3), 구

체적인 관점수용 활동 내용과 함께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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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지원전략과 상세치짐은 현장의 맥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먼저, 지원전략 1은 수업을 실행할 때 교수자의

모니터에 모든 학습자와 그룹의 활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여 교수자가 지속적으로 학습자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모든 그룹의 트렐로 활동 화면을 교수자의 모니터에 띄우고 직

접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별도의 트렐로 리스

트에 시스템이 제공해줄 수 있는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협력적 논변의 각 절차별로 어떤 지표를 점검해야 하는지 교수자

구성

요소
지원전략 및 상세지침 참고문헌

적응

적

성찰

지원

8. 구체적 성찰자료

현재 관점수용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성찰하

도록 한다.
강정찬, 2016; 김동식

외, 2002; Järvelä et

al., 2015공

통

8-1.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에 대해 정확

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활동 정보를 시각화한 피드백을 제

공한다.
8-2.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에 대해 정확

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 정보에 대한 요약과

함께 성찰활동을 제공한다.
9. 협력적 성찰

그룹의 정서적/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에 따라 그룹이 공동으로 관점

수용 활동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Dewey, 1933;

Ioannou, &

Constantinou, 2018;

Järvelä et al., 2015;

Lin et al., 1999;
그

룹

9-1. 그룹이 함께 관점수용 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계획

을 세우고, 이에 대해 점검, 평가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제

공한다.
9-2. 그룹의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성찰 중 의사소통이 활발

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공유된 공간 및 자료를 제공한다.
10. 관점수용 개선

개인·그룹 성찰활동과 함께 성찰한 내용을 반영하여 활동, 혹은 행

동을 수정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권성호, 유명숙, 2006;

김경연, 2007; Boling

& Beatty 2010;

Boud, 2001; Butler,

1996
공

통

10-1.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에 따라 필

요한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는 프롬프트를 함께 제공한다.

10-2. 성찰활동 이후 성찰의 결과를 실천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이후에 수정된 활동에 대해 다시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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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업 전에 미리 준비하여 수업 중에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전략 2를 적용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기록되는 데이터뿐만 아니

라 설문, 관찰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트

렐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면대면으로 교수자의 관찰을 통

해 학습맥락정보를 수집하였고, 학습자의 인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

기 위해 수업 직후 성찰활동을 실시하였다. 수업 직후 성찰활동을 구성

할 때는 관점수용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이렇듯 관점수용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점수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을 규

명하고 이를 수업 중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또한, 지원전략 3을 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협력적 논

변 수업을 준비하기 전 단계인 사전 준비 단계에서 미리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행동지표를 설정하고, 수준별로 이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협력적 논변의

절차(개별 의견 작성, 개별 의견 논의, 그룹 의견 통합)에 따라 어떠한

유형의 관점수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어떠한 지표를 확인해

야 하는지 사전에 정리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트렐로에서 어떠한 지표를 파악할 수 있고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함

께 고려하였다.

수업 중 지원할 적응적 스캐폴딩을 사전에 설계하기 위해 지원전략 4,

5를 적용할 수 있다. 적응적 스캐폴딩은 관점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

(바람직한 예시, 참고자료 등)와 활동을 구조화한 프롬프트(반구조화된

메시지 양식,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활동을 위한 프롬프트 등)로

구성된다. 적응적 스캐폴딩은 수업 중 수시로 학습자의 필요에 맞추어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캐폴딩을

설계할 때는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활동에서 어떤 점이 원인이 되어

문제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사전에 경우의 수를 정리하여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상대편 관점을 자신의 의견글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상대편 관점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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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각 관점에 대한 기사, 동영상 자료

등과 개별 의견글의 바람직한 예시를 사전에 준비하였다.

한편, 적응적 스캐폴딩을 제공할 때에는 교수자의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여 학습자 상태정보와 추천하는 지원을 함께 메시지로 제공하였는데,

학습활동 시간과 현장에서 나타나는 관찰 정보를 바탕으로 교수자가 학

습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을 취사선택하여 지원을 제공해주었다.

즉, 효과적인 적응적 스캐폴딩을 설계하고 지원할 때에는 교수자가 현장

맥락을 고려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와 스캐폴딩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적응적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전략 6과 7을 적절히 적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수업 중에 처음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때에는 주로 지원전략 6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피드

백을 제공하였고, 지원전략 7에 나타난 것처럼 피드백을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에 따라 적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본 연

구에서 학습활동 중에는 주로 문제상황과 낮은 관점수용 수준이 나타났

을 시 즉각적인 피드백과 스캐폴딩을 제공하였고, 활동 전, 후에는 전반

적인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성찰활동을 제공하였다. 성찰을 제

공할 때에는 지원전략 8을 반영하여 수업 후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시각

화된 피드백과 함께 제공하였다. 또한, 지원전략 9에 나타나듯 그룹이 함

께 협력적으로 성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룹 성찰 시간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성찰에서 끝나지 않고, 지원전략 10을 적용하여 잘못된 관점수용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연구Ⅰ과 마찬가지로 본 연

구에서는 수업을 총 4차시를 진행하여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

태였기 때문에 본 차시를 진행하기 전에 이전 차시에 대한 활동 되돌아

보기 시간을 제공하고 개인과 그룹의 성찰활동과 활동 개선 시간을 제공

하였다. 그리고 모든 관점수용 활동에 대해 성찰하기보다는 개선해야 하

는 부분을 위주로 시각화된 피드백을 설계하고 성찰자료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원전략을 반영하여 수업 전, 후와 수업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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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지 사전에 결정하고 실행하였는데,

이러한 결정에는 현장 전문가의 수업 운영 방식과 학습자의 수업 참여

도, 시간 부족 등의 문제가 고려되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단계별로 교

수자의 활동과 적용된 지원전략을 정리한 내용은 <표Ⅳ-7>와 같다.

단

계

주요

활동
세부활동

적용된

지원

전략

사

전

준

비

지표/기준

설정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도구에 기록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점수용

유형별 행동지표와 수준 파악을 위한 기준을 설정한다.

3

협력학습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에 따른

행동지표와 기준을 정리한다.

3, 4

개별 의견 작성 단계에서는 개인이 다른 사람의 관점

차이를 인지하며, 상대편 의견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명확히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한다.

3

개별 의견 논의에서 그룹원이 소외된 사람 없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지,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한다.

3

그룹 의견 통합 단계에서 제 3자의 입장에서 서로의

관점을 객관적으로 통합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한다.

3

학습자의 행동지표에 따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의 유형(설문조사, 로그 데이터 등)과 분석

방법(통계, 테크놀로지 사용여부 등)을 선택한다.

2

적응적

스캐폴딩

설계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을 촉진할 수 있는

관점수용 활동의 바람직한 예시, 상대편 관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참고자료 등을 준비한다.

4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메시지 양식, 관점수용 활동 프롬프트

등을 준비한다.

5

학습 학습활동 중 관점수용 상태 점검이 용이하고 학습자가 1, 4

<표Ⅳ-7> 적응적 지원 설계 및 운영을 위한 단계별 교수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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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주요

활동
세부활동

적용된

지원

전략
도구

선정

활동 중에 지속적으로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도구를 선정한다.

수

업

준

비

적응적

피드백

및 성찰

설계

학습자에게 활동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피드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시각화하거나 구체적 지침을 함께 제공한다.

6, 9

협력학습 단계에 요구되는 개인의 관점수용 상태와

그룹의 관점수용 상태에 대한 성찰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성찰자료를 준비한다.

8, 9

매 수업마다 축적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을 분석하여 성찰 자료로

활용한다.

2, 8

교실

환경

조성

교수자의 모니터링용 화면을 설치하고, 1인 1대의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

수

업

실

행

공통

교수자는 각 그룹의 관점수용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1

학습자가 온라인 협력도구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기록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점수용 상태를 파악한다..
1, 2

학습자의 상태 정보를 바탕으로 교수자가 자신의 경험과

당시 학습상황에 기반하여 원인을 파악하여 적응적 지원

여부와 지원방법을 선택한다.

4, 5, 7

관점수용 수준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거나 문제상황이

발생한 경우 개인·그룹에게 즉각적인 피드백과 지원을

제공한다.

7

피드백을 제공할 때에는 처음에는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mirroring)에서 메타인지적 지원, 구체적 안내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6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기 전, 이전 차시의 개인과 그룹의

주요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활동에 대해 성찰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8, 9, 10

개별

의견

카드

작성

공통

온라인 협력도구를 사용하여 그룹원이 서로의

의견 작성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그룹원이 서로 관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1, 3

학습자가 다른 사람의 관점 차이를 인지하며

상대편 의견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명확히 하는지 점검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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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주요

활동
세부활동

적용된

지원

전략

그룹 내에 다양한 관점이 균형있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한다.
3

개인

학습자의 관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원인을

파악하여 관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바람직한 예시를

제공한다.

4

학습자가 자신과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원인을 파악하여 반대 입장이 되어

생각해볼 수 있도록 반대 입장 관련 자료나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촉진한다.

4, 5

학습자가 자신과 반대 입장을 심층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면, 원인을 파악하여

심층적으로 고려하도록 바람직한 예시나

프롬프트를 제공한다.

4, 5

정서적 갈등이 생기는 경우, 다른 사람이 되어

내 의견을 읽어보거나 내 행동을 상상해보는

활동, 다른 그룹원의 기분을 상상해보는 활동을

수업 중 프롬프트로 제공하거나 수업 후

성찰활동으로 제공한다.

4, 5, 8

그룹

그룹 내 다양한 관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부족한 관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다.

4

그룹 내 관점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부족한

관점에 대한 논변글을 함께 작성해보는 활동을

제공한다.

5

그룹 내 정서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서로 공격/비난을 하지 않도록

그룹의 활동규칙을 정하는 프롬프트를

제공한다.

5

개별

의견

논의

공통

그룹원이 소외된 사람 없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지,

서로를 정서적으로 존중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1, 4

개인

서로의 관점에 대한 교류가 부족하거나

저차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 다양한 관점에 대한 교류가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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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주요

활동
세부활동

적용된

지원

전략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메시지

양식이나 바람직한 예시를 제공한다.
정서적 갈등이 생기는 경우, 다른 사람이 되어

내 의견을 읽어보거나 내 행동을 상상해보는

활동, 다른 그룹원의 기분을 상상해보는 활동을

수업 중 프롬프트로 제공하거나 수업 후

성찰활동으로 제공한다.

4, 5, 8

그룹

그룹 내 논의가 되지 않는 관점이 있다면 이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한다.
7

그룹 내 정서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서로 공격/비난을 하지 않도록

그룹의 활동규칙을 정하는 프롬프트를

제공한다.

5

그룹의 정서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운 규칙을 잘 지켰는지 의견을 공유하고

규칙을 수정하는 활동을 제공한다.

5

그룹

의견

통합

공통

그룹 구성원의 의견 통합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룹의 활동 상황을

파악한다.

1, 3

그룹

그룹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해결안을

도출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그룹의 관점과

상대되는 관점에 대한 정보를 프롬프트와 함께

제공한다.

4, 5

그룹원의 관점이 모두 고려되지 않는다면, 높은

수준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해결안의

예시나 피드백,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촉진한다.

4, 5, 6,

7

그룹 내 다양한 관점이 잘 통합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도록 촉진하거나,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각 그룹원의 관점을 분석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제공한다.

4, 5

그룹 내 다툼이 생기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서로

공격/비난을 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수업 중 프롬프트를 제공하거나 수업 후 성찰

활동을 제공한다.

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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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원전략을 적용하여 제공한 적응적 지원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적

응적 지원에 대한 효과와 개선점으로 구분되었다.

1) 효과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첫째, 학습자는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

장에서 생각해봄으로써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특히, 관점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바람직한 댓글 유형(반박, 보충, 질문)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도록 한 지원이 관점수용 수준이 높은 학

습자와 낮은 학습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관점수용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댓글 유형에 대한 피드백이 다른 관점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보는 것을 도와 관점수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

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각이 확장되었다고 느꼈다

고 응답하였다.

다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들한테 질문을 해서

제시를 해줄 수도 있고 혹은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반박을 해주

거나, 아니면 이 친구의 의견에 보충을 해주면서 약간 더 다채로워지니

까, 댓글들이. 생각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학생 P)

한편, 관점수용 수준이 낮은 학습자의 경우, 다른 관점을 가진 입장에

단

계

주요

활동
세부활동

적용된

지원

전략
수

업

평

가

지원의

효과성

검토

설정한 지표와 기준이 관점수용 상태를 파악하기

적절했는지 파악한다.
2

적응적 지원이 관점수용에 효과적이었는지 파악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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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각해보는 활동을 아예 하지 않았으나, 관점수용 지원을 통해 다른

관점의 입장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점수용 수준이 낮은 학습자

는 적응적 피드백과 상대편 관점에 대한 정보를 통해 “그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더 이해해보려고” 하며, “생각이 바뀌었다”(학생

K)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왜 상대편 관점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응답하였다.

상대편의 관점을 보는 데는 이 기사가 [도움이 되었어요]. 상대편의 입

장에 서보면 어떻게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 한 번 생각해

봐서. (학생 J)

둘째, 그룹의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은 구성원의 참여 촉진을

통해 그룹의 관점수용을 향상시켰다. 그룹의 관점수용 지원은 그룹의 현

재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룹 구성원들이 함께 관점수

용 활동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이 낮았던 경우, 수치를 시각화하여 피드

백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원이 현재 상태에 대한 “충격”(학생 J)을 주어

결과적으로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때 딱 애들이 피드백을 받고 좀 충격을 먹어서 [...] 이걸 통해서

[...] 이게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개인[피드백]

도 물론 좋았지만 그래도 그룹 댓글 피드백을 준 게, 네 명의 애들이 소

통도 별로 잘 안 되고, 결과적으로 별로 안 좋았다는 말이니까 이게 좀

도움을 준 것 같고..(학생 J)

셋째, 관점수용의 적응적 지원은 바람직한 관점수용의 방향을 제시함

으로써 학습자가 관점수용을 잘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다. 특히, 학습자에

게 댓글 유형의 예시와 프롬프트를 제공한 것이 학습자가 관점수용을 하

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관점수용을 잘 하고 싶은데 잘 몰라

서 하지 못하는 경우에 특히 이러한 예시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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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댓글의 예시가 바람직한 방법으로 댓글을 달며 관점수용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댓글 예시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달 때, 그냥 무조건.. 이런 댓글 예시

가 없었다면 애들이 그냥 공격성 댓글을 하거나 혹은 비난을 하면서 조

롱하는 댓글도 많았을 거 같은데.. 혹은 진짜 잘 쓰려고 해도 어떤 식으

로 쓸 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예요. 근데 이런 걸 함으로써 방향

을 잡아갈 수 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괜찮았던 거 같아요.(학

생 P)

또한, 그룹의 관점수용 지원 중 그룹 구성원의 관점을 통합할 수 있도

록 스캐폴딩을 제공한 것도 관점수용 활동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룹 구성원의 관점을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구

조화하여 제시한 활동지를 통해 그룹은 서로의 관점에 대해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모든 관점을 잘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 반대편 쪽에 있는 친구였는데.. 제가 그 때 같은 편 친구하고 한 명

의 친구만 읽어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반대편 친구 또 다른 의견은 그

때 몰라갖고, 그 때 다시 읽어본 다음에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면서

의견 조율할 때 넣었어요 다시.(학생 P)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 누가 이 부분이 부족하고 이 부분이 잘 됐고 그

런 그거를 맞춰서 그렇게 통합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학생 R)

2) 개선점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에 대한 개선점도

면담을 통해 도출되었다. 첫째, 그룹의 관점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견의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지원은 관점수용에 큰 도

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학습자는 관점은 개인이 가지는 하

나의 의견이라고 인식되어 꼭 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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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하였다. 또한, 관점이 균형있게 제시되지 않더라도, 소수의 관점

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 관점수

용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습자가 관점

의 균형을 맞추려는 지원에 대해 효과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냥 서로의 의견의.. 이게 그거 아닌가요? 찬성에만 3명이 있고, 반대

에 1명이 있다면.. 근데 각자의 의견이 있는 거라 생각해서 그냥 그렇다

고 생각했어요.(학생 P)

어차피 제가 혼자 찬성이었는데 딱히 제가 반박을 못 했던 것도 아니

고, 그리고 또 걔네들이 저한테 반박을 안 했던 것도 아니여가지고. 한

명이었는데도 충분히 서로 의견이 많이 교환이 되었어요. (학생 I)

둘째, 일부 그룹의 관점수용 피드백에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점수용 수준을 진단하는 데 활동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일부 학생들은 성찰에 있는 체크리스트에 대해 가볍게 생

각하고 의미 없이 체크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그룹의 관점

수용에 대한 피드백을 개발하는 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런 경우가 연구Ⅱ에서 발견되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무시하고 비난하거나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였던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막 무시하고 비난하진 않았어요. [...] 근데 애들이 다 설

문조사도 그냥 보통 보통 보통.(학생 J)

다. 관점수용에 관한 적응적 지원이 협력적 논변 과정에 미치

는 영향

1) 집단 간 관점수용 양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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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차시에 따른 집단별 관점수용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아래 <표Ⅳ-8>참고). 수업 차시에 있어 집단별 개인

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증 결

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χ2=12.35, p=.002). 구체적으로, 개

별 의견 작성 과제에 있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

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χ2=8.39, p=.015), 의견 수정

및 논의 과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실험, 통제집단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6.80, p=.033). 또한,

의견 논의 및 통합 과제에도 실험, 통제집단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3.77, p=.001). 특히, 실험집단에서는

1~3차시에 걸쳐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이 3수준까지 나타난 반면, 통제집

단에서는 1차시를 제외하고는 3수준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의 경우에도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다(χ
2=33.67, p<.001). 구체적으로 의견 수정 및 논의 과제에서 실험, 통제 집

단의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고(χ2=19.16, p<.001), 의견

논의 및 통합 유형에서 실험, 통제집단의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의 차이

가 나타났다(χ2=18.153, p<.001). 특히, 실험집단에서는 2차시에 2, 3 수

준의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이 빈번하게 나타났으나 통제집단에서는 2차

시에 대부분의 학습자가 2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실험집단에서는 3차시

에 대부분 2수준과 3수준의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을 보인 데 반면, 통제

집단에서는 마찬가지로 대부분 2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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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수

준

개별 의견

작성(1차시)

의견 수정 및

논의(2차시)

의견 논의 및

통합(3차시)

의견 통합 및

공유(4차시)

실험 통제 실험 통제 실험 통제 실험 통제

인지적

관점

수용

1 33(62) 40(87) 27(51) 14(30) 7(13) 5(11) - -

2 19(36) 5(11) 24(45) 32(70) 33(62) 41(89) - -

3 1(02) 1(2) 2(4) 0(0) 13(25) 0(0) - -

전체 53(100) 46(100) 53(100) 46(100) 53(100) 46(100)

정서적

관점

수용

1 - - 0(0) 3(7) 1(2) 0(0) - -

2 - - 25(47) 37(80) 19(36) 36(78) - -

3 - - 28(53) 6(13) 33(62) 10(22) - -

전체 53(100) 46(100) 53(100) 46(100)

<표Ⅳ-8>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에 대한 수업 차시,

집단별의 교차분석표(빈도(%))

2) 수업 차시별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의 변화와 관계

수업 차시별로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히트맵(heat map)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성된 히트맵은

다음 [그림Ⅳ-8~11]과 같다.

먼저,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을 살펴보면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 모두 1~3차시에 걸쳐 대체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

었다. 그러나 관점수용 수준 분포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

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

의 경우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3단계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을

나타낸 학습자가 더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2~3차시에 주로 3수준의 인지

적 관점수용이 나타났다. 또한, 실험집단의 경우 관점수용 수준이 1차시

에서 2차시, 혹은 2차시에서 3차시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가 나타

났다. 한편, 통제집단은 대체로 1수준과 2수준이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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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3수준을 나타낸 학습자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서

적 관점수용의 경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낮은 수준의 학습자가 적

은 빈도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3수준인 학습자가 더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1~3차시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정서적 관점수

용이 나타났다. 또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1수준인 학습자의 빈

도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을 살펴보면, 차시가 진행됨에

따라 관점수용 수준이 대부분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양상에 있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관점수용 수

준이 3수준인 그룹은 실험집단에서만 나타났고, 통제집단에서는 확인되

지 않았다. 또한, 실험집단은 1차시 이후 2~3단계의 수준을 나타냈지만,

통제집단은 2차시나 그 이후에도 낮은 관점수용 수준을 보인 그룹이 확

인되었다(통제-4, 5, 6, 13, 14조). 한편, 정서적 관점수용의 경우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 대체로 높은 수준의 관점수용이 나타났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가 나타났다. 실험집단은 통제집단

에 비해 차시가 지날수록 높은 수준의 정서적 관점수용을 나타낸 그룹이

빈번하게 나타났고, 통제집단의 경우 수준이 낮아지는 그룹이 나타났다

(통제-5, 7, 10, 11, 12, 13조). 또한, 실험집단에 비해 통제집단에서 낮은

수준의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을 나타낸 그룹이 빈번하게 확인되었다.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그룹의 관점수

용 수준과 개인의 관점수용 수준이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이 높은 경우 그룹 구

성원 개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이 높은 경우는 발견할 수 있으나

(예, 실험-9, 11조), 그룹 구성원 개개인의 관점수용이 높다고 하여 그룹

의 관점수용 수준이 항상 높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예,

실험-6조, 통제-14조). 또한,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이 낮은 경우

그룹 구성원 개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었으나

(예, 실험-14조, 통제-5조), 그룹 구성원 개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이 낮

다고 하여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이 항상 낮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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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예, 실험-6조, 통제-9조).

다음으로, 그룹과 개인의 정서적 관점수용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그

룹의 정서적 관점수용이 높다고 하여 구성원 개개인의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이 모두 높은 수준을 나타내지는 않았다(예, 실험-5, 6조, 통제-3, 14

조). 그러나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이 2~4차시에 걸쳐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의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이 높은 경우

는 나타나지 않았다(예, 통제-6조). 또한, 그룹 구성원 개개인의 정서적

관점수용이 2~3차시에 대체로 높은 경우, 그룹의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

도 2~4차시에 대체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예, 실험-10, 11, 12, 13조,

통제-1, 4조). 그러나 그룹의 정서적 관점수용이 높다고 하여 그룹 구성

원 개개인의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은 항상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

되었다(예, 실험-6조, 통제-8,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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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8] 수업 차시별 학생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에 대한

히트맵(왼쪽-실험/오른쪽-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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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9] 수업 차시별 학생의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에 대한

히트맵(왼쪽-실험/오른쪽-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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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 간 인지적 갈등, 관계갈등, 집단응집성의 차이

집단 간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관점수용활동이 그룹 내 갈등과 집

단응집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인지적 갈등, 관계갈등, 집단응

집성의 차이를 1~4차시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사하였다. 인지적 갈등과

관계갈등은 구형성 가정을 만족하였지만, 집단응집성은 구형성가정을 만

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집단응집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Greenhouse-Geisser 값을 살펴보았다(아래 <표Ⅳ-9~10> 참조).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인지적 갈등은 수업

차시(p>.05)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실험, 통제집단의 차이

(F=7.53, p=.008)가 나타났다. 즉, 그룹의 논변 활동에 있어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1차시부터 4차시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한편,

[그림Ⅳ-11] 수업 차시별 그룹의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에 대한

히트맵(왼쪽-실험/오른쪽-통제)

[그림Ⅳ-10] 수업 차시별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에 대한

히트맵(왼쪽-실험/오른쪽-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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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갈등의 경우, 수업 차시(p>.05)에 따라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험, 통제집단의 차이(F=7.86, p=.007)가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실험

집단에서는 통제집단에 비해 관계갈등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던 것으

로 나타났다.

집단응집성은 수업 차시(F=6.78, p=.001)에 따라, 집단에 따라 차이

(F=19.38, p<.001)가 나타났고, 차시와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도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개체-내 대비 검정 결과, 차시와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

는 1차시와 2차시(F=5.37, p=.024), 2차시와 3차시(F=2.89, p=.004)에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집단응집성은 1차시에서 4차시까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통제집단은 실험집단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변인 구분 n

수업 차시(M(SD))

전체개별 의견

작성(1)

의견 수정

및 논의(2)

의견 논의

및 통합(3)

의견 통합

및 공유(4)

인지적

갈등

실험 32 4.17(.72) 4.27(.67) 4.55(.55) 4.39(.69) 4.34(.52)

통제 23 3.86(.73) 3.81(.93) 4.03(1.08) 3.99(.91) 3.92(.62)

관계

갈등

실험 32 1.55(.54) 1.47(.67) 1.36(.47) 1.49(.73) 1.47(.37)

통제 23 1.82(.64) 1.81(.77) 2.04(1.01) 1.8(.79) 1.87(.68)

집단

응집성

실험 32 4.21(.51) 4.2(.48) 4.45(.37) 4.48(.29) 4.34(.33)

통제 23 3.47(.71) 3.79(.73) 3.59(1.12) 3.79(.78) 3.64(.81)

<표Ⅳ-9> 수업 차시 및 집단 간 그룹 내 갈등 및 집단응집성에 대한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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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인지적

갈등

차시 2.72 3 .91 2.80 .072

집단 9.61 1 9.61 7.53 .008

차시x집단 .33 3 .11 .29 .836

오차 60.79 159 .38

관계

갈등

차시 .16 3 .05 .185 .907

집단 8.54 1 8.54 7.86 .007

차시x집단 1.45 3 .48 1.64 .182

오차 46.71 159 .29

집단

응집성

차시 2.44 2.38 1.03 6.78 .001

집단 24.43 1 24.43 19.38 <.001

차시x집단 1.55 2.38 .65 4.31 .011

오차 19.09 125.90 .15

<표Ⅳ-10> 그룹 내 갈등 및 집단응집성에 대한 수업 차시 및 집단 간

차이검증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실험, 통제집단의 면담

자료를 비교분석하였다. 면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실험집단에서 제공한 댓글에 대한 피드백이 학습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켜 인지적 갈등을 촉진한 것으로 나

타났다. 실험집단의 학습자는 관점수용을 하지 않는 상황을 피드백을 받

고 인지하여 다른 학습자의 의견을 보고 논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통제집단 중에는 상대방 의견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

는 학생도 있었다. 상대방 의견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상대방 의견을 지

지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인식한 이유는 “서로 주장에

대해서 이해하기보다는 서로 이기려고”(통제집단, 학생 L) 활동에 참여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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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주장을 약간 보완하고 하는데 더 집중을 해가지고, 모둠한테

댓글을 주는 걸 부족하게 해갖고, 약간 좀 보완해야 될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코멘트를 더 성의있게 달아줘야

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 같아요(실험집단, 학생 P)

상대편 고려는.. 안 했던 거 같아요. 필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의견 고

려를 하면, 어쩌면 상대 의견에 더, 뭐라 해야 되나? 보충이라 해야 되

나?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통제집단, 학생 Q)

또한, 통제집단에서 의견이 균형 있게 나오지 않은 그룹은 소수의 관

점이나 제시되지 않은 관점에 대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룹 내에서 각 관점에 대한 의견 글이 균형 있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

특히 소수의 관점에 대한 의견글이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한 경우

가 종종 나타났는데, 이렇게 관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특히 관

점수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 인지적 갈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

으로 보인다.

여기 찬성 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염소나 그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니

까 나머지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좀 더 넓게 하고 셋이서

의견을 다 다르게 낼 수 있었던 거 같은데, 반대 같은 경우에는 염소 그

리고 몇몇 문제들만 딱 찍어주니까 너무 작은 부분만 해가지고 그 점이

아쉬웠던 거 같아요.(통제집단, 학생 L)”

마지막으로, 면담에서 관계갈등에 대한 언급은 통제집단이나 실험집단

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실험집단은 그룹 구성원이 서로 배

려하려고 노력했던 것에 비해, 통제집단에서는 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쓸데없는 내용에 대한 댓글을 작성하며 힘든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실험집단에서는 감정에 대한 표현에 있어 댓글보다 직접

말로 소통하기도 했던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지

않고 혼자 힘들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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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 안에서는 댓글보

다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실험집단, 학생 R)

다른 애들은 이해하는데 저만 이해 못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

서 이해 못한다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한 적은 없나요?) 네. [...] 제가 잘못

말하면 분명 애들이 막 뭐 이런 거 잘못했네, 그런 거 잘못했네 라고 할

까봐, 그런 거 때문에.. (통제집단, 학생 Q)

4) 집단 간 논변 과정의 차이

실헙집단과 통제집단의 협력적 논변 과정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댓

글 유형을 살펴보았다(<표Ⅳ-11> 참조). 그 결과, 실험집단은 활동에 집

중하여 참여하였고, 비난이나 공격, 욕설, 학습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댓글을 상대적으로 적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제반의 경우 4

차시까지 무분별한 댓글이 이어졌는데, 4차시에는 댓글을 작성하는 학습

활동이 주된 활동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친구를 공격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실험반의 경우

1~3차시에 걸쳐 동의, 반박, 질문, 보충의 개수가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

의 경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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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단 간 협력적 논변 과정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댓글유형에

따른 수업 차시 및 집단 간 차이를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먼

저, 유의미한 의견 논의 활동인 동의, 반박, 질문, 보충 댓글 빈도는 수업

차시와 집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표Ⅳ-12> 참고). 다만, 반박과 질

문 유형의 댓글의 경우 집단 차이의 경우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이 유의

미하게 낮은 빈도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와 관련이 없

는 기타 유형의 댓글의 경우에도 수업 차시(F=14.72, p<.001)과 집단

(F=31.69, p<.001)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통제집단이 실험집단보다

과제와 관련이 없는 댓글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

난/공격 유형의 댓글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기술통계에 의하면 통제집단에서 댓글의 평균빈도가 실험집단보다 높은

변인 구분 n

수업 차시(M(SD))

전체개별 의견

작성(1)

의견 수정

및 논의(2)

의견 논의

및 통합(3)

의견 통합

및 공유(4)

동의
실험 53 0(0) 1.02(.14) 0(0) 0(0) .25(.03)

통제 46 0(0) .2(.62) .2(.5) .02(.15) .10(.23)

반박
실험 53 .08(.43) .06(.41) .09(.3) 0(0) .06(.18)

통제 46 0(0) 3.67(5.48) 1.7(3.02) 0(0) 1.34(1.9)

질문
실험 53 .02(.14) .32(.83) .79(.95) 0(0) .28(.29)

통제 46 0(0) 1.39(1.72) 1.09(1.59) 0(0) .62(.69)

보충
실험 53 .06(.41) .28(.74) .57(.93) 0(0) .23(.35)

통제 46 0(0) .09(.28) .2(.81) 0(0) .07(.24)

기타
실험 53 .06(.3) .04(.19) .08(.43) 0(0) .04(.14)

통제 46 0(0) 1.83(3.16) 6.09(9.98) .46(1.66) 2.09(3.08)

비난

/공격

실험 53 0(0) .06(.23) .15(.41) .04(.19) .06(.15)

통제 46 0(0) .24(.64) .09(.28) .54(2.58) .22(.66)

<표Ⅳ-11> 수업 차시 및 집단에 따른 댓글유형별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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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반박과 질문이 실험집단에서 더 적은 수로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기 위

해 트렐로에 저장된 활동 데이터 중 댓글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

변인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사후검증

(Bonferroni)

동의

차시 24.67 3 8.23 104.77 <.001 (1),(3)<(2)

집단 2.26 1 2.26 28.80 <.001

차시x집단 15.38 3 5.13 65.37 <.001

오차 30.44 388 .08

반박

차시 228.97 3 76.32 16.61 <.001 (1),(3),(4)<(2)

집단 162.85 1 162.85 35.44 <.001

차시x집단 222.67 3 74.22 16.15 <.001

오차 1782.90 388 4.60

질문

차시 78.93 3 26.31 30.95 <.001 (1),(4)<(3)<(2)

집단 11.16 1 11.16 13.12 <.001

차시x집단 19.21 3 6.40 7.53 <.001

오차

보충

차시 9.04 3 3.01 10.13 <.001 (1),(4)<(3)

집단 2.39 1 2.39 8.03 .005

차시x집단 2.01 3 .67 2.26 .082

오차 115.50 388 .30

기타

차시 577.01 3 192.34 14.72 <.001 (1),(2),(4)<(3)

집단 413.94 1 413.94 31.69 <.001

차시x집단 559.97 3 186.66 14.29 <.001

오차 5068.13 388 13.06 　

비난

/공격

차시 4.21 3 1.40 1.63 0.183

집단 2.40 1 2.40 2.78 0.096

차시x집단 4.82 3 1.61 1.86 0.136

오차 334.98 388 .86 　 　

<표Ⅳ-12> 댓글 유형에 대한 수업 차시 및 집단 간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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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제집단의 학습자들은 문장을 정제하지 않고 한 문장씩 끊어서 댓

글을 다는 방식으로 참여하였고, 반박이나 질문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것

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학습자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해하

려고 노력한 후에 상대방의 글을 언급하였으며, 반박할 때 자신의 반박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그리고 댓글을 끊어서 달지 않으며

완성된 글의 형태로 반박이나 질문을 제안한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댓글 예시는 다음 <표Ⅳ-13>과 같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원인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학습자 면담을

분석한 결과, 우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협력적 논변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목적의 차이가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경우 다른 사람의 관점

을 이해하기 위해 댓글을 달며 논의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제집단의

경우 “반박하는 게 더 재미있어서”(통제집단, 학생 N) 질문이나 보충은

잘 하지 않고 반박 위주의 댓글을 달았으며, 내용을 정제하지 않고 관련

없는 댓글이 많아 활동에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집단 유형 예시

통제

집단

반박 꼭 브라질이 아니라 몽골이나 그런 곳에는 개발이 안되어 있잖아요

반박
수도 부분만 개발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시

골에는 잘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사막 주변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실험

집단

반박

사막화의 이유는 단지 사막 주변 지역 개발이 아니라 사막화가 되고

있는 이유 중 다른 하나는 에어컨, 냉장고, 헤어스프레이 같은 프레

온 가스를 내뿜는 단순한 제품들 때문에 오존층의 구멍이 크게 뚫리

어 그 구멍 안으로 태양의 안 좋은 빛들이 들어가 백내장 같은 각종

병에 걸리고 지구 전체가 따뜻해져서 기온이 올라가서 사막화가 되

기도 합니다.

반박
지구온난화도 문제가 되지만, 유목민들의 과도한 경작과 방목이 사막

화를 가속화시킨 게 아닐까요?

질문
개발되어야 나라가 산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

까?

<표Ⅳ-13> 댓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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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한테 서로 코멘트 달고, 아니면 의견 조율하는 게 좋았던 거 같

아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알아보면서 댓글 달아보는 게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였고. (실험집단, 학생 P)

나중엔 반박도 주장에 대한 게 아니라, 맞춤법 그런 거에 대해서 갑자

기 너무 쓸데없는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 때는 좀 힘들었어요. (통제집

단, 학생 L)

또한, 실험집단에서는 피드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댓글을 달아야겠

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학습자는 피드백을 통해 자신

이 어떤 유형의 댓글을 많이 작성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하면서 어

느 한 개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할 수 있는 게 됐던 거 같다”고 보고

하였다 (실험집단, 학생 P).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

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룹 내에서 논의되지 않은 관점이 없도록 하

려고 노력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피드백을 안 봤으면 그냥 반박만 계속 했을 것 같아요. 피드백을 보고

내가 질문이나 보충도 해야되는구나. 너무 반박만 하면 좀 그러니까. [...]

이거는 저희 조에서 한 명이 그 때 빠져가지고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의견

카드를 쓰고 있는데, 얘 의견이 논의되지 않았으니까 막 하더라고요.(실

험집단, 학생 O)

마지막으로, 실험집단에서는 교사의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욕설이나 비

난 사용의 감소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험집단의 학습자는 교사

가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비난이나 욕설과 같은 행위가 있을 때 교사가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는 “욕

하면 선생님이 억제”한다고 생각하고 과제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

고하였다(실험집단, 학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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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애는 화나면 이제 좀 많이 격한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약간 이건

기록이 다 남으니까 선생님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약간 덜 썼던 것 같아

요.(실험집단, 학생 O)

라. 관점수용에 관한 적응적 지원이 개인과 그룹의 학습결과

에 미치는 영향

1) 개인의 학습결과

개인의 학습결과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

분석 결과를 실시하였다(<표Ⅳ-14~15> 참조). 그 결과, 시기에 대한 주

효과(F=65.23, p<.001)와 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F=11.42, p=.001)

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사전, 사후내용지식검사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특히 통제, 실험 집단에 따라 사전, 사후 점수 변화의 차

이가 나타났다.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사전, 사후 점수 변화의 폭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답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의 학습자가

사고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통제집단에서는 정의나

원인에 대해 기술한 데 그친 답변이 많았으나, 실험집단에서는 단순히

사막화의 정의뿐만 아니라 예시를 포함하거나 원인과 효과를 함께 기술

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

었다. 또한, 통제집단에서는 사막화 현상 자체에 대한 개념적 설명에 치

우쳐있는 경우가 빈번했던 반면, 실험집단에서는 원인을 분류하거나 해

결책을 제안하는 등 학습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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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시기

(사전/사후)
121.36 1 121.36 65.23 <.001

집단 1.09 1 3.21 1.59 .211

시기x집단 21.24 1 21.24 11.42 .001

오차 180.47 97 1.86

<표Ⅳ-15> 개인의 학습결과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구분 n
내용지식검사

사전 사후

실험 53 3.23(1.62) 5.45(1.98)

통제 46 3.52(1.67) 4.44(1.54)

전체 99 3.36(1.64) 4.96(1.86)

<표Ⅳ-14> 수업 차시 및 집단에 따른 내용지식검사

기술통계표M(SD)

집단 예시

통 제

집단

물부족, 무분별한 개발, 최근들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 목화밭 제배를 하면

물을 엄청 흡수한다. 염소는 풀을 뿌리까지 먹는 것

캐시미어나 목화, 무모한 개발로 인해 풀로 가득차던 초원이 점점 사막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사막화다.

실험

집단

사막화란 자연 생태계가 주변 국가들의 무모한 개발로 인해 사막이 되는 현상

을 말한다. 지금까지 선진국들은 개발을 계속해왔다. 자연을 돌보지도 않고 말

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무모한 개발은 지구 생명에 위험을 끼친다. 무모한

개발 이외에도 몽골과 같은 유목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나라들은 염소의 털,

캐시미어가 비싼 값에 팔려 염소를 키우며 그것을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염

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염소는 뿌리까지 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근처는

사막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막화 현상

을 막기 위해 대량 수출, 무모한 개발을 멈추고 지구의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표Ⅳ-16> 사후내용지식검사 답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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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룹의 학습결과

그룹 해결안의 경우,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독

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기 전,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정규성 검증 결

과, 왜도(통제: -.805, 실험: .597) 와 첨도(통제: .764, 실험: .1.154)는 두

값 모두 절댓값 2 (-2~2) 안에 들어오기기 때문에 왜도와 첨도 모두 대

칭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hapiro-Wilk 검정법을 통해 정

규성 검정을 한 결과, 통제, 실험집단의 유의확률은 p>.05 이므로 정규

성이 검증되어 모수분석이 가능하였다.

이에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Ⅳ-17>와 같다. 분석

결과,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의 그룹 해결안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t=3.610, p=.002).

그리고 상자도표([그림Ⅳ-13] 참조)에서 알 수 있듯, 통제집단(왼쪽)은

구분 n
그룹해결안 점수

(M(SD))
t p

실험 14 7.93(2.17)
3.610 002

통제 14 5.14(2.21)

<표Ⅳ-17> 집단별 그룹해결안 점수에 대한 t 검증 결과

집단 예시

사막화 현상은 예를 들어 숲이 사라지면서 지표 반사율이 높아져 냉각되고 온

도가 낮아져 하강기류가 생긴다. 그렇다면 토양의 수분이 적어지면서 사막화

가 빨리 진행된다. 이 사막화가 많이 진행되는 나라들을 알아본다면, 몽골, 중

국, 아프리카(대륙) 등등이 있다. 몽골은 199년대 40%였던 사막화가 최근

78%로 늘었다는 소식이 있을 정도로 위급하다. 중국은 넓은 대륙 중 일부분

이 사막화가 진행(원인:공장 등)되고 있어 한반도까지 미세먼지와 같은 안좋

은 먼지들이 타고 내려온다. 아갈해 같은 경우 목화재배라는 활동 때문에 그

물을 쓰다가 세계 4위인 호수를 사막화가 진행되게 하였다. 이를 보존하기 위

해서는 숲을 가꾸어야 해서 나무를 심어 약간이라도 멈춰야 한다. 예를 들어

고양시, 푸른아시아가 이 활동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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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의 편차가 실험집단(오른쪽)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에서 가

장 높은 점수가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룹 해결안의 내용의 경우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그룹의 관점

과 다른 관점을 고려한 해결안을 작성하였고, 문장의 표현이나 글의 짜

임이 논리적이었다. 또한, 논의된 각 그룹원들의 의견이 골고루 포함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통제집단에서는 그룹원의 의견글을 나열하거나

표현이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하였고, 그룹의 관점과 반대되는 관점을 거

의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일부 그룹원의 의

견글을 단순 복사해서 그룹 해결안을 만들고, 하나의 그룹의 통합된 해

결안을 작성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그룹이 하나의 통합된 관

점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실패한 그룹도 나타났다.

[그림Ⅳ-13] 통제, 처치 집단의 그룹 해결안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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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협력적 논변 과정이 학습결과에 미치는 영향

1) 온라인 상호작용 유형, 그룹 내 갈등, 집단응집성과 개인의 학

습결과

다중회귀분석을 하기 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Ⅳ-18> 참조). 그

결과, 통제집단에서는 개인의 학습결과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난 변인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험집단의 경우 인지적 갈등이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고, 집단응집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유의

확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p=.069). 상관분석 결과, 협력적 논변 과

정이 학습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통제집단

과 실험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협력적 논변 과정에서 나타난 온라인 상호작용 유형, 그룹 내 갈등, 즉

인지적 갈등과 관계갈등이 개인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Ⅳ-19> 참조). 독립변인으로 집단

응집성과 그룹 내 갈등을 구성하는 인지적 갈등과 관계갈등, 온라인 상

호작용 유형인 동의, 반박, 질문, 보충을 포함한 협력 촉진 댓글의 평균

과 협력 방해 댓글의 평균을 투입하였다. 협력 방해 댓글은 과제와 관련

이 없는 댓글과 공격성 댓글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통제집단의 경우

회귀모형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847, p=.535, R2=.199) 한

편, 실험집단에서는 회귀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905,

p=.033, R2=.358). 구체적으로, <표Ⅳ-19>에 나타난 것처럼 학습자의 집

단응집성(B=1.183, p=.060)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유의확률

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적 갈등(B=2.514, p=.018)은 개인의 학

습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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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 1 2 3 4 5 6

통제

1. 학습결과 1 .366 .366 -.217 -.121 -.102

2. 집단응집성 .366 1 .487* -.610** .055 -.280

3. 인지적갈등 .366 .487* 1 -.094 -.029 -.107

4. 관계갈등 -.217 -.610** -.094 1 -.031 .153

5.
협력 촉진

댓글
-.121 .055 -.029 -.031 1 .077

6.
협력 방해

댓글
-.102 -.280 -.107 .153 .08 1

실험

1. 학습결과 1 .325 .440* -.229 .119 -.243

2. 집단응집성 .325 1 .009 -.206 .054 .010

3. 인지적갈등 .440* .009 1 -.299 -.093 -.163

4. 관계갈등 -.229 -.206 -.299 1 -.222 .054

5.
협력 촉진

댓글
.119 .054 -.093 -.222 1 .174

6.
협력 방해

댓글
-.243 .010 -.163 .054 .174 1

** : p<.01 , * : p<.05

<표Ⅳ-18> 개인의 학습결과에 대한 집단응집성, 그룹 내 갈등,

온라인 상호작용 유형의 상호작용 계수
(통제: n=23, 실험: n=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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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 B S.E. ß t p R2 F

통제 집단응집성 .357 .588 .205 .607 .552 .199 .847

인지적갈등 .686 .698 .256 .983 .340

관계갈등 -.172 .676 -.073 -.255 .802

협력 촉진

댓글
-.382 .658 -.127 -.582 .568

협력 방해

댓글
.006 .345 .004 .016 .987

실험 집단응집성 1.183 .601 .316 1.968 .060 .235 2.905*

인지적갈등 1.485 .591 .424 2.514 .018

관계갈등 .069 .857 .014 .08 .937

협력 촉진

댓글
.848 .78 .18 1.087 .287

협력 방해

댓글
-3.514 2.719 -.209 -1.293 .208

* : p<.05

<표Ⅳ-19> 개인의 학습결과에 대한 집단응집성, 그룹 내 갈등,

온라인 상호작용 유형의 표준화 계수
(통제: n=23, 실험: n=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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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상호작용 유형, 그룹 내 갈등, 집단응집성과 그룹의 학

습결과

그룹의 학습결과에 따라 온라인 상호작용 유형, 그룹 내 갈등, 집단응

집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변인을 그룹단위로 변환하였

다. 그룹 내 갈등과 집단응집성의 경우 구성원 개인의 변인을 평균하여

그룹의 변인으로 변환하였고, 온라인 상호작용 유형은 각 그룹의 댓글

유형별 개수의 합계로 계산하였다(<표Ⅳ-20> 참조). 이러한 과정을 거

친 이후, 사례수가 작으므로 통계분석을 하기 전 정규분포검사를 실시하

였다. Shapiro-Wilk 검사 결과,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모두 대부분의 변

인 유의확률이 .05이하로 나타나 그룹 학습결과, 온라인 상호작용 유형,

그룹 내 갈등, 집단응집성은 대부분 정규성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룹 학습결과의 평균을 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고성취

그룹과 낮은 수준의 저성취 그룹으로 분류하여 변인들에 대한 비모수검

정을 실시하였다.

비모수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Ⅳ-20~21>와 같다. 분석 결과,

통제집단에서는 그룹의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변인이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계갈등의 경우 저성취 그룹이 고성취 그룹

보다 관계갈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험집단의 경우, 고성

취 그룹일수록 집단응집성, 인지적 갈등이 높고, 관계갈등이 낮은 경향으

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상호작용 유형의 경우 협력 촉진 댓글 유형

(동의, 반박, 질문, 보충)이 저성취 그룹보다 고성취 그룹에서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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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제 실험
높음

(n=5)

낮음

(n=4)
전체

높음

(n=5)

낮음

(n=5)
전체

그룹 학업

성취도
7.00(.71) 2.75(1.89) 5.11(2.57) 8.80(.84) 6.00(.71) 7.4(1.65)

집단

응집성
3.72(.45) 3.99(.38) 3.84(.42) 4.58(.27) 3.8(.41) 4.19(.53)

인지적

갈등
3.91(.78) 3.41(.92) 3.69(.83) 4.62(.13) 3.86(.52) 4.24(.54)

관계갈등 1.5(.39) 2.18(.49) 1.8(.54) 1.29(.07) 1.83(.4) 1.56(.39)

협력 촉진

댓글
25.2(15.3) 31(13.74) 27.78(14.04) 21.6(11.08) 6.6(3.58) 14.1(11.08)

협력 방해

댓글
3.6(2.7) 26.25(33.57) 13.67(23.85) .8(1.79) 2.2(1.92) 1.5(1.9)

<표Ⅳ-20> 그룹 학습결과, 온라인 상호작용 유형, 그룹 내 갈등,

집단응집성에 대한 기술통계
(통제: n=9, 실험: n=10)

구분

높음 낮음

U z p
평균순위 n 평균순위 n

집단

응집성
4.40 5 4.40 4 7.000 -.735 .462

인지적

갈등
5.60 5 5.60 4 7.000 -.735 .462

관계갈등 3.40 5 3.40 4 2.000 -1.968 .049

협력 촉진

댓글
4.50 5 4.50 4 7.500 -.615 .268

협력 방해

댓글
4.10 5 4.10 4 5.500 -1.107 .539

<표Ⅳ-21> 통제집단의 Mann-Whitney U 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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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높음 낮음

U z p
평균순위 n 평균순위 n

집단

응집성
7.80 5 3.20 5 1.000 -2.402 .016

인지적

갈등
8.00 5 3.00 5 0.000 -2.611 .009

관계갈등 3.00 5 8.00 5 0.000 -2.611 .009

협력 촉진

댓글
7.70 5 3.30 5 1.500 -2.378 .017

협력 방해

댓글
4.20 5 6.80 5 6.000 -1.448 .147

<표Ⅳ-22> 실험집단의 Mann-Whitney U 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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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Ⅱ의 성찰

본 연구Ⅱ은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학습자의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전략을 개발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와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을 제공받은 집단과 제공받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여 그 효과를 검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 집단의 협력적 논변 과정과 결과의 차이를 비

교하였다. 그리고 협력적 논변에 관점수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

인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원전략을 적용했을 때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협력적

논변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협력적 논변 과정

이 학습결과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Ⅰ의 연구결

과를 반영하여 연구Ⅱ에서 수정한 지원전략의 효과 및 개선점에 대해 설

계적 측면에서 성찰하고, 연구결과로 도출한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양

상과 관련된 이론적 측면을 성찰하고자 한다.

가. 실천적 측면에서의 성찰

1) 설계적 측면에서의 성찰

본 연구Ⅱ에서 개발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은 면대면에서 이

루어진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수업에서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에 영

향을 미쳤음을 준실험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1~4차시에 걸친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을 분석한 결과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

며, 관점수용 지원이 의도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학습자의 관점이 활발하게 교류되는 시기인 ‘의견 수정 및 논의(2차

시)’와 ‘의견 논의 및 통합(3차시)’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통제집단에 비

해 실험집단에서 높은 수준의 관점수용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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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관점수용이 발달할 수 있다는 접근

(Selman, 1980)과 적절한 지원이 있었을 때 관점수용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Davlin, Rehfeldt & Lovett, 2011; Weil, Hayes, &

Capurro, 2011)와 일치한다. 특히, 학습자는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이나

의사소통 전략, 논의 등의 활동을 통해 관점수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Clements, Rustin, & McCallum, 2000; Melot & Angeard, 2003;

Slaughter & Gopnik, 1996; Stanton-Chapman, & Snell, 2011), 본 연구

에서는 실험집단의 학습자가 적응적 지원을 제공받음으로써 바람직한 관

점수용 활동에 대해 알게 되고 자신의 활동을 점검 및 개선하여 관점수

용을 잘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적 지원이 개

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을 촉진함을 확인한 연구Ⅰ의 결과

와도 일치한다.

또한, 연구Ⅰ에서 개선점으로 언급되었던 교사의 실시간 피드백과 모

니터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연구Ⅱ에서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Ⅱ에서는 실시간 피드백의 목적에 대해 안내하고, 학습자의 관점수

용 활동과 관련이 적은 부분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은 지양함과 동시에

관점수용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이해한 상황에서 제공하는 활동과 관련된

피드백은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실제로 협력학습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관점수용과 관련한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협력적 논변

과정에서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실시간으로 제공된

피드백의 경우 학습자가 관점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Ⅱ에서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과제

와 관련이 없는 논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시간

으로 제공하는 피드백이 학습자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연

구결과(Lan, Sung, & Chang, 2007)와 높은 수준의 관점수용은 높은 수

준의 토론과정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Järvelä & Häkkinen, 2002)와

일치한다. 교수자의 실시간 피드백은 교사가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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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었고, 실시간 피드백을 통한 관점수용

활동의 촉진은 학습자 간 관점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였다. 이러한 점에

서 본 연구Ⅱ에서 제공된 실시간 피드백은 학습과 관련이 없거나 상대방

을 공격/비난하는 유형의 댓글을 달지 않고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을 통해 촉진된 관점수용은 협

력적 논변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일부 학습자의 경우 그룹 내 관점의 균형을 갖도록 촉진한 것이

관점수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점의 균형이 맞지 않아도 다른 관점에 대한 충분한 자료로 보완이 가

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가 각 관점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을 때 관점수용이 촉진되며(Boland & Tenkasi, 1995), 관점수용을 위

해서는 학습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기반으로 상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Barsalou, 1999; Litchfield & Gentry, 2010). 이러한 맥

락에서 그룹 내 관점의 균형은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충

분히 제공해주기 위함이었으나, 실제 관점에 대한 자료가 적응적 지원도

구의 한 종류로 제공되었고, 특정 관점을 주장하는 학생이 소수이더라도

의견글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데 큰 의미

를 두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그룹 내 관점의 균형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지 않고, 모든 관점이 나타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룹의 관점수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수업 운영 측면에서의 성찰

본 연구Ⅱ에서 실시한 2차 순환에 대해 현장전문가와 함께 성찰을 실

시하였다. 연구Ⅰ과 마찬가지로 매차시 수업 실행 후 작성한 현장전문가

의 성찰일지와 연구자의 관찰일지, 그리고 학습자 반응과 관점수용활동

양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응적 지원전략과 수업에 대한 효과와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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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장전문가는 적응적 지원전략이 협력적 논변에 효과적으로 작

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장전문가는 관점수용 활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활동을 촉진하는 프롬프트를 제공한 것이 효과적이라

고 인식하였다. 프롬프트는 학습자가 관점수용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프롬프트를 보고 학습자가 따라서 해보는 것

같아 효과적으로 느껴졌다고 하였다. 또한, 적응적 피드백 중 시각화된

피드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예를 들어, 실험집단에서는 시각화

된 피드백과 성찰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고 자신의 글이나 댓글 활동을 개선할 수 있었다. 반면, 통

제집단에서는 피드백이 없어서 학습자가 자신들의 활동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답답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연구Ⅰ에 비해 현장전문가의 수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지

원에 자신감이 생기고 시스템이 정착되었다고 느꼈다. 현장전문가는 어

떤 지원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전 보

다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

을 더 잘해줄 수 있다고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현장전문가의 입

장에서는 수업 운영이 익숙해졌고, 지원도구를 개발하는 시간, 어떤 도구

를 어느 차시에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연구자와 현장전문가 모

두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

였다. 또한, 현장전문가는 테크놀로지에 익숙해져, 학습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부분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헤매지

않고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개선할 점도 성찰에서 도출할 수 있었다. 개발된 피드백이나 관

점과 관련된 자료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이 일부 학습자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했다. 현장전문가와 연구자는 적응적 피드

백과 프롬프트 등을 검토하며 학습자 수준에 맞추려고 하였으나 일부 학

습자는 여전히 “상대편 관점 반영” 등의 특정 단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

워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Ⅰ에 나타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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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 않고 짧은 길이의 기사와 포스팅을 위주로 자료를 구성하였으나,

여전히 어려워하는 학습자가 학급에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

으로 볼 때,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도움말’이나 ‘챗봇’과 같은 시스템적 요소가 추가되면 학습자의 수준을

더 세부적으로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료는 가능하면 요약본이

나 그림과 글이 함께 있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해야할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시간 부족의 문제가 나타났다. 적응적 피드백과 성찰, 프롬프트

등 학습자에게 적응적 지원이 추가되면서 학습자의 활동이 많아지고, 학

습자가 활동에 욕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경향이 생기며 수업시간이 부

족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가 모든 학습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수업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활

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 차시의

수업으로 진행하였지만, 필요한 경우 네 차시 이상의 수업으로 설계한다

면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본 연구에서 설계한 협력적 논변 수업과 적응적 지원을 간소화하여 선택

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때, 간소화한 버전은 현장의 맥락

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점수용 촉진을 위한 최소한의 적응적 지원이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나. 관점수용 이론 관련 측면에서의 성찰

가설 검증 결과, 적응적 지원은 개인과 그룹의 협력적 논변 과정과 결

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협력적 논변 과정은 협력적 논

변 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성찰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높은 수준의 인지적 관점수용은 인지적 갈등을 촉진함으로써 학

습자의 협력적 논변 과정을 지원하였다. 인지적 갈등은 협력학습에서 개

인의 인지적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갈등이다(Buchs, Butera, Mugny, &

Darnon, 2004). 연구Ⅱ에서는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을 촉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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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관점이 균형있게 논의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주제와 관련해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예측, 이해, 채택하는 과정에

서 학습자가 인지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 것(Selman, 1980)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Ⅱ에서 나타난 높은 수준의 정서적 관점수용은 학습자의 정

의적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협력적 논변 과정에서 효과적인 상호작

용이 이루어지도록 도왔다. 본 연구Ⅱ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관점수용을

나타낸 실험집단에서 학습자 간 관점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2, 3차시에 관계갈등이 통제집단보다 낮고, 집단응집성도 3차시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난과 공격성 발언도 적게 나타났다. 이는 구성

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관계갈등을 대처하는 데 관점수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신민정 외, 2016)와 유사하다. 관계나 정

서와 관련된 갈등은 협력 과정에서 학습자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방해

하며(Garcia-Prieto, Bellard, & Schneider, 2003), 집단응집성, 만족감, 그

룹의 수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Jehn & Mannix, 2001;

Kwon, et al., 2014). 본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관점수용을 나타낸 학습

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른 그룹원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고 행동

함으로써 협력학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인 갈등이나 구성원 간 관

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잘 수용하는 구성원은 다른 사람의 목표와 선호에

대한 관심과 지각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고 경

청하고 행동을 관찰하기 때문이다(De Dreu et al., 2000). 이러한 과정에

서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관계적, 정서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대처함으로써 협력적 논변에서 구성원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Ⅱ에서는 면대면에서 이루어진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이 1~3수준에 고루 분포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Ⅰ에서 제시된 학습자의 관점수

용 수준을 재정의한 결과가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

인과 아동의 관점수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e.g., 이현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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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과 연구Ⅰ에서 나타난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양상을 참고하여 재

정의한 결과, 연구Ⅱ에서는 학습자의 관점수용 활동을 수준별로, 그리고

개인과 그룹별로 용이하게 분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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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설계기반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설계기

반연구를 위해 두 차례의 순환 과정을 거쳤다. 1차 순환으로 연구Ⅰ을

실시하여 적응적 지원전략을 개발하고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았으며,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양상을 확인하였다. 연구Ⅰ의 결과를 반영하여

2차 순환인 연구Ⅱ를 실시하였다. 1차 순환에서 개발한 적응적 지원전략

을 수정하여 최종 전략을 도출하였으며, 실험연구를 통해 교사의 적응적

지원의 효과와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이 협력적 논변의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였다.

논의에서는 연구Ⅰ과 연구Ⅱ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점수용의 이론적 측

면,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전략의 실천적 측면, 그리고 설계기반연

구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고, 결론에서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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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

가. 관점수용 이론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 확인한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과 협력적 논변 과정

(그룹 내 갈등, 집단응집성, 온라인 상호작용 유형) 간의 관계에 대한 질

적, 양적인 연구결과, 그리고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 협력적 논변

과정과 학습결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그림Ⅴ-1]

과 같은 메커니즘 모형을 도출하였다.

우선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측면에 대해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관

점수용을 개인과 그룹 차원에서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으로 그 유형을

총 4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유형이 구분

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Ⅰ과 연구Ⅱ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개인의 관점수용 수준을 종합한다고 해서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을 도출할 수 없으며 그룹의 관점수용이 그룹 상호작용의

한 특성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

용 수준의 관계는 자기조절과 사회적으로 공유된 조절(Socially shared

regulation of learning, 이하 SSRL)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다. 그룹의

특성 중 하나인 SSRL에서는 그룹이 공유된 과제 인식이나 공유된 목표

[그림Ⅴ-1]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 협력적 논변 과정, 협력적 논변

결과에 대한 매커니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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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을 때 집단으로서 그룹 구성원이 모두 함께 그룹의 과제를

조절할 때 나타나는데(Järvelä & Hadwin, 2013), 그룹 구성원 개개인의

자기조절학습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구성원 모두 이를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한 SSRL을 잘하지 못할 수 있다(Volet & Järvelä, 2001). 이

러한 자기조절과 SSRL의 관계와 같이 협력적 논변에서 구성원 개인이

관점수용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룹이 구성원들의 관점을 하나로 통합하

고 그룹과 상대되는 관점에 대해 공유하고 그룹의 통합된 관점에 반영하

는 공유적 차원의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그룹의 특

성으로서의 관점수용은 구성원의 관점을 서로 공유하고 통합하고, 그들

의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특성을 벗어나 그룹의 일상적인 활

동적 특성으로 발전될 수 있다(Litchfield & Gentry, 2010). 예를 들어,

그룹 구성원의 관점을 통합하는 그룹만의 방법이 형성되고 활용된다면,

이들 그룹의 관점수용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개개인의 관점수용 수준을 통합하는 것 이상의 공유적 활동이며,

그룹의 관점수용은 개인의 특성과는 다른 집단의 특성이 될 수도 있음을

함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의 과정과 결과에 관점수용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협력적 논변 과정에서 학습자는 공동

의 문제 상황에 관한 담화에 참여하며, 다양하게 나타나는 서로의 관점

에 대한 신중한 토의를 통해, 논의사항을 종합하여 통합적으로 결론을

도출한다(Chinn & Clark, 2013). 이러한 맥락에서 협력적 논변에서는 다

양한 관점이 논의되며 발생하는 인지적 갈등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구성원 간 상호작용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계적, 정서적 갈등을 감

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이 촉진되면 학습자의 인지적, 관계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지적 갈등의 측면에서 보면, 문제나 이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접하는 것은 자신의 인지에 대한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을 촉진하고(Priem & Price, 1991), 자신과 다른 관점을 자신의 의견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Gijlers, Saab,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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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lingen, De Jong, & Van Hout-Wolters, 2009).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일어난 관점수용은 인지적 갈등을 촉진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

다. 관계갈등의 경우, 관점수용이 촉진되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

해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도움을 주는 행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민정 외, 2016) 관계갈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관점수용은 협력적 논변 과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촉진할 수 있

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관점수용은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의

과정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협력적 논변 과정이 변화하며 개인적 학

습결과와 그룹의 학습결과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관점수용이 개인의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움을

주고, 논리적이고 풍부한 그룹 단위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준

다는 선행연구 결과(e.g., De Dreu et al., 2000; Gehlbach, 2004)와 일치

한다. 연구Ⅱ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 개인의 학습결과의 측면에서는 높

은 수준의 관점수용으로 촉진된 인지적 갈등으로 인해 개인의 학습결과

가 인지적 갈등이 협력적 논변 과정에서 활발하게 나타났다. 인지적 갈

등은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진하며, 수행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e.g., Hathorn & Ingram, 2002; Jehn & Mannix, 2001;

Pelled, Eisenhardt, & Xin, 1999). 본 연구에서 학습자는 높은 수준의 관

점수용 활동을 통해 인지적 갈등이 촉진되었고, 이는 나아가 개인의 학

습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그룹의 학습결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그룹 관점수용

은 갈등 지향적 합의 형성(Weinberger & Fischer, 2006)을 촉진하여 높

은 수준의 그룹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룹의 관점수용 촉진을 통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논변활동을 하며 다양한

관점이 형성 및 공유되고, 이에 대해 구성원이 함께 비판과 대안을 제시

하며 다양한 관점들의 비교를 통해 더 나은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다

(Chan, Burtis, & Bereiter, 1997).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그룹의 관점수

용 촉진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집단응집성과 함께 이러한 인지적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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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나타나고, 이와 동시에 이 과정에서 관계갈등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즉, 그룹 내 관점수용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 구성원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공유하며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그룹 해결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적응적 지원전략 설계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전략과 이를 적용한 개입안, 즉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수

업에서의 적응적 지원방법과 지원도구가 개발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적용한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

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전략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절차를 정

리하여 다음 [그림Ⅴ-2]와 같이 도출하였다. 우선, 협력적 논변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협력적 논변에서 학습자의 관점수용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한 지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각 수준에 따라 수업시간에 제공할 적

응적 스캐폴딩을 설계 및 개발한다. 또한, 학습활동을 수행하기 용이하

고, 교수자와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활동 상태를 점검하기 용이한 온라인

협력학습 도구를 선정한다. 다음으로, 수업준비 단계에서는 각 차시를 수

행하기 이전 준비해야할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다음 차시 수업을

위해 교수자는 전 차시에 개인과 그룹의 학습자가 어떻게 관점수용을 수

행하였는지에 대해 상태정보를 시각화하여 피드백을 개발하고, 이에 기

반을 둔 성찰활동을 설계한다. 그리고 수업 시작 전, 교실에서 교수자가

개인과 그룹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지원을 제공하기 편리하도록 인터넷

과 모니터 등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준비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1인 1대

의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를 점검한다.

수업 실행 단계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이 필요한 협력적 논

변 절차와 각 절차별로 요구되는 관점수용 유형에 대한 정보는 오른편에

정리되어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활동인 개별 의견 작성 단계에서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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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개별 의견 논의

단계에서는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을 모두 점검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그룹 의견 통합 단계에서는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

수용 수준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한다. 수업 실행 시 교수자는 미

리 설정한 지표와 기준을 수시로 점검하며 학습자의 관점수용 특성을 탐

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응적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한 차시를

시작할 때 이전 차시의 주요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성찰활동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과 그룹이 전 차시에 실시한 자신의 활동

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1차시의 관점수용 활동

중 개별 의견글에 상대편 관점에 대한 고려를 잘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성찰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후

교수자가 현장 맥락에 맞도록 설계한 수업 차시 중 마지막 차시에는 이

전 차시에 진행된 그룹 의견 통합에 대한 성찰과 활동 수정을 한 후, 전

체학급 공유 및 종합활동을 실시하며 협력적 논변활동을 마무리하게 된

다. 수업이 모두 종료된 후 수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설

정한 지표와 수준, 그리고 이에 기반을 둔 적응적 지원의 효과성과 개선

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모형은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을 설계 및 운영하고자 하는 교수

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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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2]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전략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절차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적응적 지원을 설계 및 운영한 결

과 다음과 같은 실천적 측면에서의 논의사항을 도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이 적절한 지원에 의해

약 4차시라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높은 수준까지 나타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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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절한 활동을 통해 관점수용이 비교적 단기

간에 향상됨을 확인한 연구들(e.g., 라현정, 정계숙, 2013; 이정애, 2016)

과 그 맥을 같이한다. 단기간에 걸친 관점수용의 향상은 단순히 협력적

논변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연구Ⅱ의 통제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의 협력 관련 역량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협력학습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김혜숙, 함은혜(2019)는 PISA 2015 한국 자료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문제

해결력에 어떠한 영향요인이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교사의 적응적 교수

전략이 정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협력학습에서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없을뿐더러 생산적인 상호

작용도 일어나기 어렵고, 부정적인 학습경험만 남을 수 있는 것이다

(Farrell & Farrell, 2008; Häkkinen et al., 2017; Rajuan, Beijaard, &

Verloop, 2008). 특히, 협력학습은 여러 명의 학습자가 모여서 이루어지

는 학습활동이기 때문에 활동 자체가 잘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성원

들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인지적, 동기적, 사회-정서적인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다(Van den Bossche et al., 2006).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협력 관련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협력학습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

아니라, 적절한 지원을 설계하여 학습자가 협력학습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여 양질의 학습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맥락에서

관점수용을 위해 고정된 지원이 아닌 적응적 지원전략을 정리하고 개발

하였다는 데 그 차별점이 있다. 이는 적응적 지원이 학습에 긍정적인 효

과가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e.g., Karakostas & Demetriadis, 2011;

Walker et al., 2011)와 일치한다. 이러한 적응적 지원은 학생들의 학습활

동 특성 분석을 통해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종류나 학습자의 요

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Magnisalis et al., 2011;

Walker et al., 2011) 다양한 학습자와 그룹의 요구에 맞추어 적시적소에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고정적 지원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활동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진다. 반면, 고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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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사전에 미리 제작되어 일정한 시기에 제공된다(e.g., Rummel &

Spada, 2005). 본 연구에서 제공된 교사의 적응적 지원은 협력적 논변에

서 관점수용을 지원하기 위해 각 차시별 활동 전/중/후와 개인, 그룹 단

위, 그리고 각 관점수용 유형별 수준(개인-인지, 개인-정서, 그룹-인지,

그룹-정서)을 고려하여 관련된 데이터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

여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적응적 지원을 통해 학습자는 필요할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긍정적인 학습결과를 얻을 수 있

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적응적 지원이 학습자의 수준이나 절차에 맞지

않는 과도하거나 부족할 수 있는 고정적 지원(Dillenbourg, 2002)이 아닌,

학습자의 활동 절차와 수준에 맞춘 적절한 지원으로써 학습 과정에서 학

습자가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지원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 교실에서 적응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는 학습활동 당시의 분위기나 환경적

정보, 교실 운영 등 학습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관리한다. 이

러한 맥락에서 시스템이 모든 적응적 지원을 제공해주는 것보다 테크놀

로지와 상호작용하며 맥락에 맞는 지원을 교사가 선택하여 제공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테크놀로지만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하고

적응적 지원을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수업에서 발생하는 특정 상황

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다. 따라서 면대면 학습환경처럼 테크놀로지만

으로 적응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받아 교수자가

협력학습을 적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Martinez-Maldonado et al.,

2015). 예를 들면, 조영환과 그의 동료들(2019)의 연구에서는 교수자용

대시보드를 개발하여 학습자의 협력학습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교수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그룹에게 필요한 지원

을 해줄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협력 도구를 사용하여

활동을 진행하였고, 학습자와 그룹의 진행 상황을 교수자가 직접 점검하

였으며, 기존에 설정했던 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지원을 선택하여 제공

하였다. 이렇게 교사가 교실 환경에서 테크놀로지와 상호작용하며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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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적응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테크놀로지

와 관련된 이해와 교수이론, 학습이론 등에 대한 역량 신장이 요구된다.

이는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TPACK)과도 연결되는데, 교수자가 면대

면 학습환경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적응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할

때, 교과에 대한 내용 지식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과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면대면

으로 이루어지는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의 경우 온라인 데이터만으로 확

인할 수 없는 역동적인 맥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수자가 이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적응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수자

는 미래교육에서 촉진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미래교육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함께 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습으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학습분석을 기반으로 관점수용 수준을

파악하여 적응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할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활동 데이터를 기기로 수집하여 학습분석

을 통해 학습자를 지원하는 것은 학습자가 적절한 지원을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 과정이 자동화됨으로써 효율적으로 지원을 제

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Bimba et al., 2017; Magnisalis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활동 데이터와 성찰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응적 지

원을 제공하였는데,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에서 학습과정과 결과가

양적, 질적으로 우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적 지원이 학습 과정을

개선하고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도록 돕는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Stegmann et al., 2007; Weinberger et al., 2007). 그러나 연구 과정

중에 적응적 지원을 위한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논변 활동의 질적인 특징

을 잘 포착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나타났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관점

수용 수준 도출을 위해 성찰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 성찰을 하지 않는

학습자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충 응답하는 학습자가 등장하여 데이터

가 분석하기에 불충분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연구Ⅱ에서 반박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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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가 통제집단이 실험집단에 비해 많았는데, 통제집단의 댓글을 살펴

보니 말꼬리를 잡는 수준의 반박이나 짧고 단순한 반박글을 한 명의 학

습자가 여러 개로 나눠서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 현장에서

적응적 지원을 위해 자동화된 학습분석을 실시한다면, 수집된 학습활동

데이터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여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는 방

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 설계기반연구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설계기반연구로 진행되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입안을 설계함과 동시에 관점수용 이론에 대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는 모형, 전략, 원리

등과 같은 연구결과는 실제 현장에 적용되어 교수-학습활동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학습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강정찬, 이상수, 2011). 그

러나 기존의 연구방법은 이론적 측면의 부족이나 실험상황에서의 연구설

계 등의 원인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으며(Brown,

1992; DBRC, 2003), 이러한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이론과 교육현장의

괴리를 낳을 수 있다(강정찬, 이상수, 2011; DBRC, 2003). 본 연구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점수용 이론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관점수용 이론

을 바탕으로 현장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 맥락을 반영한 개입안을

설계하고 순환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현장 중심적인 연

구를 진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가설을 설정하고 관점수용

이론을 반영한 처치를 통해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그룹의 관점수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현장에서 확인하였으며,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의 역할에 대한 메커니즘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

적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설계계기반연구를 위해서는 현장 전문가와 연구자가 공동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테크놀로지를 통해 이를 촉진할 수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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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설계기반연구는 교육현장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Edelson, 2002), 연구자가 개입안을 설계할 때 필요한 현장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요소(Plomp, 2007)이기 때문에

현장 전문가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많은 경우 현장 전문가는 교육 현장

에 대한 이해와 실제로 수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상

태이지만, 연구와 관련된 개념이나 용어, 절차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한 지

식은 연구자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연구자는 현장에 대

한 이해가 현장 전문가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전문가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로 생각을 공유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

다(Van den Akker, 1999).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협력도구인 트렐로를

활용하여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장 전문가의 연구에 대한 이해

도도 증진되었고, 연구자의 현장에 대한 이해도 증진될 수 있었다. 이렇

듯 설계기반연구를 실행할 때에는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의 활발한 소통

을 통한 공동의 이해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설계기반연구는 교육공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최근 교육분야에서

설계기반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로 설계기반

연구방법을 적용하거나 방법론을 연구한 논문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Anderson & Shattuck, 2012). 특히, 교육공학은 교육적 문제에 대

한 처방을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문으로,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설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험연구나 개발연

구 등만으로는 이러한 교수설계 분야가 활발한 발전을 이루는 데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나일주, 2016). 이러한 상황에서 설계기반연구는 교육공학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설계기반연구의 순환적 특성을 통해 현장 맥락에서 개입안의

적용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연구Ⅰ에서 검증한 가설과 개입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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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실행에 대한 성찰을 하고 이를 다음 연구Ⅱ에 반영함으로써 보

다 개선된 형태로 교육 현장의 특성에 맞는 개입안을 설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순환성과 함께, 개입안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

법을 유연하게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Ⅰ과 연구Ⅱ를 구분하여 실행하여 운영상

의 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연구Ⅰ에서는 개발연구, 연구Ⅱ에서는 준실

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개입안이 어떠한 경로로 효과를 나타냈

는지 학습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를 통해 설계기반연구는 다른 연구방법론과 차별화되는 특성으로 교육공

학 연구 지평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 수준을 지원할 때,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을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관점수용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

고 있거나 개인의 관점수용과 그룹의 관점수용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

우가 있었다(e.g., Järvelä & Häkkinen, 2002; Nadig & Sedivy, 2002).

관점수용을 개인과 그룹의 특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모여 협

력하는 상황에서 분석의 단위를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 단위로 확장해야

함을 강조하며, 그룹의 상호작용 특성이 협력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점을 전제한다. 본 연구에서도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나타

난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이들

모두 협력적 논변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한편, 그룹의 특성으로서 관점수용을 설명하는 초기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룹의 관점수용이 지원을 통해 발전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안되었

으나(Litchfield & Gentry, 2010), 실제로 그룹의 관점수용을 어떻게 촉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은 개인 차원에 비해 잘 규명되어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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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관점수용뿐만 아니라 그룹의 관점수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과 같은 협력학습에서 관점수용을 지원할 때 개

인 단위뿐만 아니라 그룹 단위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나아가 협력학습에서 학습자를 지원함에 있어 개인 단위와 함께 그룹 단

위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관점수용이 협력학습의 역량으로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관점수용은 이미 협력학습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왔으며(e.g., Hoever et al., 2012), 이

를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e.g., Häkkinen et

al., 2017; Hesse et al., 2015). 그러나 아직 관점수용이 어떻게 나타나며,

다양한 협력학습 맥락(예, 협력적 문제해결학습, 토론 등)에서 어떻게 관

점수용을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과 이들이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이 협력학

습 역량으로서 활발하게 연구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적응적 지원을 위한 학습분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특히, 면대면 학습환경에서의 학습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

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 교육이 오프라인 교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떻게 오프라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Law, 2014).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면대면 교실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분

석을 통해 협력학습을 적응적으로 지원하는 학습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면대면 교실에서 학습자 간 직접적으로 일어난 대

화에 대한 데이터는 별도로 수집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듯

면대면 학습환경에서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첨단 기

술의 지원이 요구된다. 온라인 학습활동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학교

환경에서 학습자 및 교사의 다양한 활동을 데이터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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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맥락과 목적에 부합되는 다양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기를 활용하거나 컴퓨터 기반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의 종류는 영상, 음성, 텍스트, 위치 정보, 활동량 등이 될 수 있으

며, 데이터 종류의 다양성 측면에서 빅데이터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Laney, 2001). 면대면에서 수집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마

이닝(data mining),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t),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활동 데이터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여 학습자의 상

태를 진단하고 적응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국내외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Martinez-Maldonado, Echeverria, Santos, Santos와

Yacef(2018)는 그들의 연구에서 면대면 환경에서 학습자의 물리적인 행

동을 추적하기 위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 후 학습분석을

하기 위한 테크놀로지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실제 적용해보았다. 적용

사례 중 하나로, 보건 교육 맥락에서 소그룹을 구성하여 환자 마네킹을

대상으로 의료 처치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분석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

해 환자 마네킹은 처치 로그 데이터를 기록하였고, 학습환경에는 학습자

가 특정 기기와 상호작용했는지 로그를 기록하는 울트라-와이드밴드가

설치되어있었으며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마이크가 놓여 있었다. 또한,

학습자들은 자신의 위치 정보와 생리학적 정보를 측정하는 손목밴드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면대면에서 사물인터넷 등으로 수집된 데이터

는 학습분석을 통해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주기 위한 정보로 활용되었다.

한편, 국내에서 이경건, 하희수, 홍훈기, 김희백(2018)은 머신러닝 기술을

과학교육 연구에 적용하여, 학습자의 과학 논변활동에서 나타나는 논변

의 구성요소를 자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이 연구는 한

국어로 이루어진 논변 담화를 녹음, 녹화하고 이를 전사하여 분석에 활

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실제 면대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논변활동을

자동적으로 분석하여 적응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었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디지털교과서가 2018년부터 전국의 초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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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교육부, 2016), 디지털교과서에 기록

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적응적인 학습지원 제공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성지현, 조영환, 조규태, 허선영, 양선환, 2017). 본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온라인과 면대면 수업에서 기록되는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여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면대면 학

습환경에서 최신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포

함한 윤리적인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활용에 있

어 사생활 침해의 문제(Willis, Slade, & Prinsloo, 2016),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학습자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에 관한 문제(West, Huijser,

Heath, 2016), 데이터 수집을 감시와 검열로 인식하는 문제(Reidenberg

& Schaub, 2018) 등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개인

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개정됨(길재식, 송혜영, 2019,

January 9)에 따라 국내에서 교육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대면 학습환경에서 학습분석 기반의 적응

적 학습지원을 위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윤리적인 이슈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다.

3. 결론

본 연구는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효과와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개

인과 그룹의 관점수용이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의 과정과 결과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면대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전략이 개발

되었다. 또한,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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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수용이 구분되어 나타나며 이를 적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통해

협력적 논변의 과정과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협력적 논변 맥락에서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에 대한 연구

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면대면 교실에서 테크놀로지

를 결합하여 교수자를 매개로 적응적 지원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래 핵심 역량 중 하나인 협력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교실에서는 협력적 논변활동을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적 논변활동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협력활동

을 반복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점수

용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학습자를 적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 효율

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변화하는

교실에서 협력 역량의 개발을 위해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수업을 개

선하고 학습경험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관점수용과 학습분석

기반의 적응적 지원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전략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양적, 질적으로 확인하고, 개인과 관점수

용의 양상과 역할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일부 제한점을

지닌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면대면 학습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 기반 협

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사의 적응적 지원을 시도했

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그 과정을 자동화시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와 그룹의 진행 상황을 교수자가 직접 점검하여 적

시 적소에 지원을 제공하였는데, 한 명의 교사가 여러 학습자와 그룹의

활동 상황을 점검해야 했기 때문에 연구자가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여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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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상태 점검을 도왔다. 그러나 보조교사가 없는 경우 교사의 부담이 있

을 수 있고, 적응적 지원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원전략을 다른 맥락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교사와 학습자를

모두 지원하는 자동화된 학습분석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신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빅데이터의 변환 및 처리를 위해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활동 데이

터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여 학습자의 관점수용 수준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메시지의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학습자

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개발되어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

고, 교수자가 이러한 정보에 근거하여 지원을 제공하거나 학습자가 원하

는 지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학

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학습분석을 시스템이 잘 구

축이 된다면 다양한 면대면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어 적응적 지원을 효과

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적응적 스캐폴딩, 피드백, 성찰 지원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거시적 관점에서 학습 내용과

과제를 적응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인 접근에 한정하여 수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반응을 통

해 적응적 피드백과 성찰, 스캐폴딩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관점수용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거시적 관점에서 적응적 지원은

비슷한 특성의 학습자를 집단으로 구성하여 장기간에 걸쳐 학습목표와

학습내용, 학습 속도 등을 적응시키는 것으로(Corno & Snow, 1986), 학

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활동을 통해 학습 효과를 증진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학습자의 관점수용 수준에 따라 학습

목표와 과제, 학습 내용 등을 적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적응성을 높여 학습 지원의 효과를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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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중학교 남학생이라는 제한된 맥락에서 이루어

졌다. 따라서, 성별, 학교급 맥락을 확장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는 관점수용이 성숙하기 시작한 중학교 수준(Surtees et al., 2012)에서

이루어졌고, 관점수용 능력이 부족한 남학생(Selman et al., 1986)을 대상

으로 하여 관점수용을 촉진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이를 초중고 맥

락과 고등교육 맥락에 지원전략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따르며, 여

학생이나 혼성집단에도 본 연구결과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장하기는 어

렵다. 맥락에 따라 처치에 따른 학습양상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

기 때문이다(DBRC, 2012). 따라서 개발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전략을 여

러 맥락에 적용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고, 협력적 논변에서 관점수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관점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반복적인 적용과 탐색을 통해 관점수용에 대한 교사의 적응적

지원의 일반화된 모델이 도출될 수 있다. 이는 설계기반연구의 목적 중

하나로, 성공적인 혁신은 특정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는 것보다는 복잡

한 시스템 속에서 학습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모델이나 이론을 개

발하는 것이다(DBRC, 2012).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기반 협력적 논변 맥락에서 개인과 그룹의 관점수용을 탐색

하였으나, 이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맥락에서 나타나는 관

점수용과 적응적 지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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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1] 차시별 지도안

교 과 명 사회 대상 중학교 1학년 장소
스마트

강의실
차시 1/4차시

대단원

/중단원
Ⅵ.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학습목표

§ 메콩강 유역의 댐 건설과 관련된 주변 나라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할 수 있다.

§ 메콩강 유역의 댐 건설과 관련된 자신의 관점에 대한 논변글을 작성할 수 있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교사역할 및 활용도구

준비

(5분)

Ÿ 스마트 강의실 사용 유의사항 안내

Ÿ 트렐로 사용 방법 안내
◦온라인 협력 도구

트렐로(Trello)

도입

(15분)

Ÿ 학습목표 제시

Ÿ 협력적 논변 학습활동 안내

- 네 차시 학습활동 안내

Ÿ 메콩강의 댐 건설 문제와 관련된 영상 시청

-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댐 건설을 반대

하는 입장 파악

- 각각의 주장에 대한 다양한 이유 파악

메콩강 댐 건설과 관련된 나라들의 입장이 포

함됨
◦ 영상 자료

학습

활동

(25분)

Ÿ 댐 건설에 자신의 입장 선택

- 사례기반 문제 확인

- 두 입장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

Ÿ 개인별 의견카드 작성

- 트렐로에 자신이 선택한 관점에 대한 의견글

업로드

- 다른 조원의 입장 확인하기

실제 존재하는 란메이 정상회의에서 메콩강 유

역 댐건설에 대한 해결안을 제안하는 문제

댐 건설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과 댐 건설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 포함되어 있음.

◦사례기반 문제 제시

◦아래 수업 점검 요소에 따

라 활동 중 적응적 지원 제공

- (개인) 모든 학습자가 개

별 의견 카드를 작성여부

- (개인) 상대편 입장을 잘

고려하는지 여부

- (그룹) 그룹 내 공통적인

내용 포함 여부

- (그룹) 그룹 내 관점의 균

형 여부

되돌아

보기

(3분)

Ÿ 성찰

- 자신이 작성한 의견 재검토

- 개인과 그룹 활동 성찰

차시

예고

(2분)

Ÿ 그룹 의견 논의

- 본시 작성한 개인별 입장을 바탕으로 그룹 내

의견 논의

◦트렐로 로그 아웃 및 사용

한 노트북 정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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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명 사회 대상 중학교 1학년 장소
스마트

강의실
차시 2/4차시

대단원

/중단원
Ⅵ.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학습목표
§ 메콩강 유역의 댐 건설과 관련된 자신의 관점을 다른 조원에게 설명할 수 있다.

§ 메콩강 유역의 댐 건설과 관련된 관점과 의견에 대해 조원과 논의할 수 있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교사역할 및 활용도구

준비

(5분)
Ÿ 수업 준비하기 ◦ 노트북으로 트렐로 준비

활동

되돌아

보기

(20분)

Ÿ 학습목표 제시

Ÿ 활동 되돌아보기

- 이전 차시 활동에 대한 개인, 그룹의 피드백 및

성찰자료 제공

Ÿ 의견카드 보완

- ‘활동 되돌아보기’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 및 개

인의 의견 카드 보완

◦아래 항목과 관련된 개인·

그룹의 활동 성찰 자료 제공

- (개인) 개인별 입장 카드

완성

- (개인) 상대편 입장 고려

- (그룹) 찬성과 반대 입장

의 균형

◦개인 성찰자료를 먼저 제공

후, 그룹의 상황에 따라 종료

되는 시점에 그룹 성찰자료

제공

학습

활동

(20분)

Ÿ 그룹 의견 논의

- 지난 시간 작성한 다른 조원의 입장 카드 확인

-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서로의 글에 댓글(질

문하기, 반박하기, 보충하기) 달기

◦아래 수업 점검 요소에 따

라 활동 중 적응적 지원 제공

- (개인) 바람직하지 않은

댓글

- (그룹) 그룹 논의에서 소

외되는 카드 여부

- (그룹) 정서적 갈등상황

◦ 시간과 학습과정을 고려하

여 적절한 스캐폴딩 혹은 피

드백을 선택적으로 제공

되돌아

보기

(3분)

Ÿ 성찰

- 자신이 작성한 댓글 재검토

- 개인과 그룹 활동 성찰

차시

예고

(2분)

Ÿ 그룹 의견 논의 및 통합

- 본시 작성한 개인별 입장을 바탕으로 그룹 내

의견 논의 및 통합

◦트렐로 로그 아웃 및 사용

한 노트북 정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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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명 사회 대상 중학교 1학년 장소
스마트

강의실
차시 3/4차시

대단원

/중단원
Ⅵ.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학습목표

§ 메콩강 유역의 댐 건설과 관련된 그룹의 관점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룹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다.

§ 다른 그룹의 해결안을 보고 어떤 해결안이 설득력 있는지 선택할 수 있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교사역할 및 활용도구

준비 Ÿ 수업 준비하기 ◦ 노트북으로 트렐로 준비

활동

되돌아

보기

(20분)

Ÿ 학습목표 제시

Ÿ 활동 되돌아보기

- 이전 차시 활동에 대한 개인, 그룹의 피드백 및

성찰자료 제공

Ÿ 그룹 논의 활동 보완

- ‘활동 되돌아보기’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 논의

활동 보완

◦아래 항목과 관련된 개인·

그룹의 활동 성찰 자료 제공

- (개인) 바람직하지 않은

댓글

- (그룹) 그룹 논의에서 소

외되는 카드 여부

- (그룹) 정서적 갈등상황

◦개인 성찰자료를 먼저 제공

후, 그룹의 상황에 따라 종료

되는 시점에 그룹 성찰자료

제공

학습

활동

(20분)

Ÿ 활동안내

- 그룹 해결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조원의 관

점, 논변글의 요소 등)과 통합의 이유 설명

Ÿ 그룹 의견 통합

- 면대면으로 조원의 의견글과 댓글을 확인하며

그룹의 해결안으로 통합한 후, 그룹해결안 리스

트에 그룹별로 의견카드 1개 작성

◦아래 수업 점검 요소에 따

라 활동 중 적응적 지원 제공

- (그룹) 그룹 통합 카드가

유무

- (그룹) 모든 조원의 의견

이 통합 의견에 포함되는

지 여부

- (그룹) 통합 의견에 상대

편 의견을 고려 수준

- (그룹) 비난, 공격성 발언

여부

되돌아

보기

(3분)

Ÿ 성찰

- 자신이 작성한 댓글 재검토

- 개인과 그룹 활동 성찰

◦트렐로 로그 아웃 및 사용

한 노트북 정리 지도

차시

예고

(2분)

Ÿ 그룹 의견 논의 및 통합

- 본시 작성한 개인별 입장을 바탕으로 그룹 내

의견 논의 및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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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명 사회 대상 중학교 1학년 장소
스마트

강의실
차시 4/4차시

대단원

/중단원
Ⅵ.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학습목표

§ 메콩강 유역의 댐 건설과 관련된 그룹의 관점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룹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다.

§ 다른 그룹의 해결안을 보고 어떤 해결안이 설득력 있는지 선택할 수 있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교사역할 및 활용도구

준비 Ÿ 수업 준비하기 ◦ 노트북으로 트렐로 준비

활동

되돌아

보기

(30분)

Ÿ 학습목표 제시

Ÿ 활동 되돌아보기

- 이전 차시 활동에 대한 그룹의 피드백 및 성찰

자료 제공

Ÿ 그룹 통합 활동 보완

- ‘활동 되돌아보기’ 결과를 바탕으로 성찰

- 그룹별 맞춤형 통합활동지 제공 후 기존에 작

성된 그룹해결안 보완

◦아래 항목과 관련된 개인·

그룹의 활동 성찰 자료 제공

- (그룹) 그룹 통합 카드가

유무

- (그룹) 모든 조원의 의견

이 통합 의견에 포함되는

지 여부

- (그룹) 통합 의견에 상대

편 의견을 고려 수준

- (그룹) 비난, 공격성 발언

여부

◦그룹 성찰자료 제공 후 종

료 상황에 따라 해결안 보완

용 통합활동지 제공

◦해결안 작성이 완성된 그룹

은 손을 들고 표시하도록 하

고, 교사는 해당 그룹의 해결

안 카드를 전체 공유 보드로

이동

학습

활동

(10분)

Ÿ 전체 학급 공유

- 전체 공유 보드에 작성된 글을 읽고 가장 적절

한 해결안에 투표하도록 안내

- 우승한 팀의 해결안을 직접 발표하도록 하고

피드백 제공

◦투표할 수 있는 링크를 각

그룹의 트렐로 보드에 제공

후, 그룹 해결안을 선택하고

이유를 적도록 안내

되돌아

보기

(5분)

Ÿ 메콩강 유역 댐건설 관련된 내용 복습

- 각 관점에 대한 이유와 근거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Ÿ 성찰

- 자신이 작성한 댓글 재검토

- 개인과 그룹 활동 성찰

◦트렐로 로그 아웃 및 사용

한 노트북 정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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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2] 메콩강 유역 댐건설 관련 사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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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관점수용 수준 도출을 위한 데이터 유형 및 행동지표 설명

구분
데이터

유형
행동지표

수준별 분석 기준

1 2 3 4

개인

인

지

적

관

점

수

용

활동

데이터

자신의 의견카드 작성

여부

§ 없거나 3문장 이하

의 카드 1개
§ 1개 § 1개 § 1개

반대의견 고려 수준 § 없음(0점)
§ 없거나 피상적(1

점)
§ 심층적(2점) § 심층적(2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논의(댓글)

(유효한 댓글 유형:

반박, 질문, 보충)

§ 다른 조원에게 작성

한 댓글이 없음

§ 다른 조원에게 작

성한 댓글이 1~2개

이하임

§ 다른 조원에게 작

성한 댓글이 3개 이

상

§ 다른 조원에게 작

성한 댓글이 3개 이

상

성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인식

§ 관심 없음(1~3점)

§ 다른 조원의 생각

예측 못함 (1~3점)

§ 관심 있음(4~5점)

§ 다른 조원의 생각

예측 못함(1~3점)

§ 관심 있음(4~5점)

§ 다른 조원의 생각

예측 함(4~5점)

§ 관심 있음(4~5점)

§ 다른 조원의 생각

예측 함(4~5점)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려

노력함

§ 설득 노력 부족(1~3

점)

§ 설득 노력 부족

(1~3점)
§ 노력함(4~5점) § 노력함(4~5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생각이 변화함

§ 생각의 변화 미비

(1~3점)

§ 생각의 변화 미비

(1~3점)
§ 변화함(4~5점) § 변화함(4~5점)

의견 통합 시 객관적

입장 수호

§ 객관적인 입장이 부

족함 (1~3점)

§ 객관적인 입장이

부족함(1~3점)

§ 객관적인 입장이

부족함(1~3점)

§ 객관적인 입장으

로 참여함(4~5점)

정

서

적

관

점

활동

데이터

감정적 표현(인사, 칭찬,

자신의 감정 표현)

§ 없거나 극단적인 표

현 댓글 1개 이상
§ 1개 이상 § 1개 이상 -

성찰
다른 사람의 감정 파악

및 존중하기 위한 노력

§ 다른 조원이 활동

중에 어떤 감정을 느끼

는지 모름(1~2점)

§ 다른 조원이 활동

중에 어떤 감정을 느

끼는지 일부 이해함

§ 다른 조원이 활동

중에 어떤 감정을 느

끼는지 잘 파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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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데이터

유형
행동지표

수준별 분석 기준

1 2 3 4

수

용

§ 다른 사람의 부정적

인 감정을 무시함(1~2

점)

(2~3점)

§ 다른 사람의 부정

적인 감정을 일부 해

소하려고 노력함(2~4

점)

(4~5점)

§ 다른 사람의 부정

적인 감정을 해소하

려고 노력함(4~5점)

그룹

인

지

적

관

점

수

용

활동

데이터

그룹원의 의견글의

관련성

§ 서로의 공통적인 내

용이 카드에 언급되지

않고, 각각의 카드가

자기주장만을 펼치고

있음(0점)

§ 2개 이상의 카드

에 공통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나타남

§ 모든 카드에 공통

적인 내용이 언급되

어 나타남

§ 모든 카드에 공통

적인 내용이 언급되

어 나타남

그룹 통합글의 반대의견

고려 수준
§ 없음

§ 없거나 피상적(1

점)
§ 피상적(1점) § 피상적(1점)

논의에서 소외된

의견카드
§ 1개 이상 § 1개 이상 § 없음 § 심층적(2점)

통합카드 작성 여부 § 없음(0점) § 없음(0점) § 1개 § 1개

통합카드에 그룹원의

의견 반영 여부
§ 없음(0점) § 없음(0점)

§ 부분적 반영(1~2

명의 그룹원의 의견

만 반영: 1~3점)

§ 모든 그룹원의 의

견이 통합카드에 반

영되어 있음(4점)

정

서

적

관

활동

데이터
비난, 공격성 발언(댓글)

§ 모든 발언/댓글의 절

반 이상

§ 모든 발언/댓글의

절반 미만

§ 비난, 공격성 발언

/댓글이 없음
-

성찰 심리적 안정 수준
§ 그룹 내 심리적 안

정 수준이 낮은 학습자

§ 그룹 내 심리적

안정 수준이 낮은 학

§ 심리적 안정 수준

이 낮은 학습자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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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데이터

유형
행동지표

수준별 분석 기준

1 2 3 4

점

수

용

가 2명 이상 습자가 1명 이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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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4] 적응적 지원 도구

1) 1~2 차시 적응적 스캐폴딩, 적응적 피드백, 적응적 성찰

◯ 각 관점에 대한 자료

찬성

1. 중국은 물 부족 국가

http://www.shanghaibang.com/shanghai/news.php?code=&m=&mode=view&num=39

727

https://blog.naver.com/minjune98/221126757388

2. 영국 BBC가 뽑은 세계 물 부족 지역 11개

https://blog.naver.com/gwatercenter/221211311237

3. 온실 가스 배출 1위, 중국. 석탄에너지를 줄이려면, 무엇을 써야하나?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906

4. 메콩강 개발을 통해 중국이 얻게 될 동남아 지역의 영향력

http://www.fnnews.com/news/201801111650185115

5. 메콩강 공동 개발 계획(충분히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

https://news.joins.com/article/22496105

6. 중국 세계 최대 수력 발전국으로 부상(탄소 배출량 감소 기대)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3101&idxno=3

51306

반대

1. 중국-동남아, 가뭄으로 ‘물분쟁’ 직면

https://news.v.daum.net/v/20100326111408908

2. 메콩강이 말라가고 있다.

http://geotimes.tistory.com/116

3. 중국의 인공강우 실험(물부족은 인공강우로 해결하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963

http://www.shanghaibang.com/shanghai/news.php?code=&m=&mode=view&num=39727
https://blog.naver.com/minjune98/221126757388
https://blog.naver.com/gwatercenter/221211311237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906
http://www.fnnews.com/news/201801111650185115
https://news.joins.com/article/22496105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3101&idxno=351306
https://news.v.daum.net/v/20100326111408908
http://geotimes.tistory.com/116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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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의견을 작성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자료와 함께 제공할 프롬프트 예시

l 이 자료의 내용을 적용해서 내 의견의 이유, 혹은 근거를 보충해보세요.

l 이 자료의 내용 중 어떤 점이 내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4. 댐 건설은 지진을 유발할 수도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041819315

5. 베트남 곡창지대 토양 유실 심각 (메콩강 상류 중국 댐 탓?…베트남 곡창지대

토양침식 가속)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0/0200000000AKR2018062015820008

4.HTML?input=1195m

http://www.yonhapnews.co.kr/dev/9601000000.html

6. ‘라오스 댐 유실’ 사고 뒤에는 메콩강 개발 갈등이 숨어있다

http://www.hani.co.kr/arti/PRINT/854812.html

7. 메콩강 유역의 무분별한 댐 건설 – 이해관계의 양극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6/2018072600132.html?utm_sour

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전반적(양쪽의 관점) 내용
1. 댐 건설에 따른 단점과 중국의 회유책이 포함된 내용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0329701

2. 메콩강 분쟁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https://blog.naver.com/akcsns/220543872176

3. 메콩강 유역의 무분별한 댐 건설 – 이해관계의 양극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6/2018072600132.html?utm_sour

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0418193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0/0200000000AKR20180620158200084.HTML?input=1195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0329701
https://blog.naver.com/akcsns/220543872176


- 293 -

◯ 반대의견을 고려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자료와 함께 제공할 프롬프트 예시

◯ 반대의견을 피상적으로 고려하는 학생에게 제공할 예시

l OO이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읽어보고, 반대편

의견에 반박하면서 내 의견을 발전시켜 보세요.

l 이 자료의 내용 중 어떤 점이 내 의견과 반대되는지, 내 의견의 부족한 점을 어떻

게 극복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내 의견을 발전시켜 보세요.

l OO이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나와 반대되는

사람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반박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내 의견에 반박 내용을 포

함시켜보세요.

[반대 의견을 고려한 글의 예시]

나는 두발자유에 대해 찬성한다. [명확한 주장]

두발의 자유는 단지 학생들에게 멋 부리게 하자라는 단순한 이유가 아닌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타당한 이유]

사회의 여러 잘못된 부분에 빠져들 수 있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입장에

서 두발자유가 된다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근본

적으로 '생활지도'라는 것이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행하여질 정

당성이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에 의해 행동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너무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학생 스스로 할 수 있

는 부분은 간섭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금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반대 의견 고려]

[반대 의견을 고려한 글의 예시]

저는 교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주장]

왜냐하면 교복을 입어 학생의 신분을 나타내거나 학생들 간의 빈부격차로 인한 차

별을 야기하지 등 교복을 입음으로 인한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타당한

이유]

만약 사복을 입는다면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평범한 브랜드의 옷

이나 동네 시장에서 산 옷을 입는다고 비난하거나 따돌리는 일 등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그리고 교복을 입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학생들의 할 일을 잊고 공부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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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견을 피상적으로 고려하는 학생에게 예시와 함께 제공할 프롬프트

◯ 그룹이 서로 다른 얘기만 하고 있을 때 제공할 프롬프트

[반대 의견을 고려한 글의 예시]

체육 시간을 지금보다 늘려야 합니다. [명확한 주장]

체육 시간을 늘리면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당한 이유]

프랑스 중학교는 매주 4시간, 일본은 고3까지 매주 4시간 체육수업을 의무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체육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은 인내심, 리더십, 배려심을 길렀다고 합

니다. [구체적 근거]

체육 수업을 늘리는 것이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위주의 수업은 학생들의 경쟁심만 높이고, 인성 교육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반

대의견 고려]

l 나와 반대되는 사람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반박할 수 있을까요?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을 내 의견에 포함시켜보세요.

l 나와 반대되는 사람의 주장은 잘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반박해야할

지, 극복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 의견에 포함시켜보세요.

모든 조원을 멤버로 달고,

l 이 조는 서로 자신의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과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다른 조원의 의견과 관련된 내

용을 함께 생각해보고 내 의견 카드에도 추가하여 더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l 다른 친구는 어떤 내용을 쓰고 있나요? 한번 살펴보고 다른 조원이 언급한 내용이

왜 중요한 부분인지 생각해보고, 내 의견카드에 추가하여 더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인 미국도 교복을 입는 것을 볼 수 있고 학부

모들의 옷 비용의 부담감 감소 및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 사이의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근거]

물론 옷을 자유롭게 입게 하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옷을 자유롭게 입게 하여 차별 대우를 받는 것보다는 교복을 입게 하여 차별이

없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제강점기의 잔재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문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이 문화가 장점이 더 많은 좋은 문화여서 이 문화를

수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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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개인 관점수용 개별 피드백과 성찰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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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그룹 관점수용 피드백과 성찰 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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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 차시 적응적 스캐폴딩, 적응적 피드백, 적응적 성찰

◯ 2~3차시 댓글달기 지원 말머리 예시

[댓글 달기 힌트(보충/반론/질문/설명)]

l 만약에 — 하면, — 합니다.

l ~~ 에 대한 점은 의문이 듭니다.

l 이런 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l ~~ 이런 점을 추가적으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l ~~ 이런 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댓글 달기 힌트(보충/반론/질문)]

1. 질문: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구

l OO가 이야기한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요?

2. 상반되는 의견 제시

l OO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제시하신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한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상대방의 의견 보완

l 저 역시 ~가 부족하다는 OO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 이런 경우에 더 문

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달기 예시]

1. 질문: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구

l OO가 이야기한 ‘일본 문화의 잔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l OO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복을 입는 이유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나요?

2. 상반되는 의견 제시

l OO는 교복은 일본의 잔재니까 받아들이지 말자고 설명하셨는데요, 지금 시대에

는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 문화 변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일제 강점기는 가슴 아픈 우리나라의 역사

이지만 일제 강점기를 통해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인 교

복을 일제 강점기에 들어온 문화라는 이유로 다른 장점들을 다 배제하고 포기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l 일반 옷을 사는 것이 더 비싸다는 OO님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반 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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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되고 있지 않은 카드가 있는 경우

◯ 부적절한 댓글이 있는 경우

l OO의 의견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고 안내하기

l OO의 의견에 질문이나 보완, 반박을 해보세요.

l 주의 주기

비싸지 않으면 1만 원 안으로 살 수 있다. 하지만 교복은 체육복도 5만 원이 넘는데

다가 재킷 하나에 5만 원 이나 필요하다. 체육복과 재킷만 포함해도 10만 원이 넘는

다. 그러면 나머지 교복을 다 사면 얼마나 비쌀까요?

l 그리고 OO님은 교복을 통해 학생이라는 신분을 표현할 수 있다 하셨는데, 그것

은 학생증을 쓰면 된다 생각합니다.

3. 상대방의 의견 보완

l 저 역시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OO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선진국이 교복을 입

는다고 우리도 선진국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문화를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살린 옷으로 디자인해서 입는 것이 더 좋

을 것 같습니다.

l 저도 OO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요즘 교복은 일반 옷보다 훨씬 비싸고 체육복

과 동복, 하복 등을 각각 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납니다. 물려 입는다고 해도

성장이 한창일 때의 청소년은 옷을 많이 갈아야하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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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개인 관점수용 개별 피드백과 성찰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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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그룹 관점수용 피드백과 성찰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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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4차시 적응적 스캐폴딩, 적응적 피드백, 적응적 성찰

◯ 비난/공격성 발화가 등장하는 경우

◯ 통합된 글에 반대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 모든 조원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l 그룹의 의견에 대한 상대편 관점의 자료 제공 (1~2개의 링크)

l OO조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읽어보고, 반대편

의견에 반박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조별 해결안을 발전시켜 보세요.

l 이 자료의 내용 중 어떤 점이 우리 조의 의견과 반대되는지, 우리 조의 부족한 점

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조의 해결안에 포함해 보세

요.

l 주의 주기

l 객관적인 입장의 역할을 부여하기

l 우리나라 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고 생각하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협상시키기

기 위한 중재자의 입장에서 해결안을 작성해보세요.

l 조원 모두의 의견카드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카드를 읽어보고 해결안을

함께 작성하도록 안내

l 해결안에 포함한 의견카드의 멤버를 모두 추가하도록 안내

l 모든 조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한 알림 및 프롬프

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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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시 그룹 관점수용 피드백과 성찰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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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시 수준별 통합 활동지

(1) 수준 1

1.� 우리� 모둠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2.� 조원들의� 카드를� 하나씩� 보면서,� 각각의� 카드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고,� 그룹� 해

결안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는지� 조원들과� 의논하여� 정리해봅시다.

댐� 건설을� 해야한다
댐� 건설을� 멈추어야�

한다
제� 3의� 의견

□ □
□

주장:

이름 그룹 해결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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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우리가� 그룹� 해결안과� 반대되는� 관점의� 입장을� 가진�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우리� 그룹의� 의견에� 대해� 뭐라고� 반박할까요?

4.� 위의� 내용에� 대해� 우리� 모둠의� 입장에서� 다시� 반박해보세요.

5.� 트렐로� “그룹� 해결안”� 리스트에�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룹� 해결안을�

작성해보세요.�

  
l

l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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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준 2

1.� 우리� 모둠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2.� 조원들의� 카드를� 하나씩� 보면서,� 각각의� 카드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고,� 그룹� 해

결안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는지� 조원들과� 의논하여� 정리해봅시다.

1)� 조원의� 의견카드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많이� 반영된� 순서대로� 순위를� 작성

해봅시다.�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있는� 사람이� 1순위입니다.�

순위 이름

1

2

3

4

2)� 순위가� 낮은� 조원들의� 의견카드에서� 우리� 그룹� 해결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순위가� 낮은� 조원의� 의견카드를� 먼저� 고려해봅시다.� �

순위 의견카드에서 중요한 점

4 l

3 l  

2 l  

1 l

댐� 건설을� 해야한다
댐� 건설을� 멈추어야�

한다
제� 3의� 의견

□ □
□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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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모둠에서� 예측했던� 상대편� 관점(우리와� 반대되는� 의견)의� 의견은� 무엇인가

요?� 그� 의견에� 대해� 어떻게� 다시� 반박할� 수� 있나요?� 부족하다면� 더� 추가해보세

요.�

� �

4.� 트렐로� “그룹� 해결안”� 리스트에�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룹� 해결안을�

작성해보세요.� �

상대편 관점의 의견 상대편 의견에 대한 재반박

1.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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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준 3

1.� 우리� 모둠의� 해결안이� 국제회의에서� 채택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

을� 미치게� 될까요?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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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5] 수준-처치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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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6] 지원전략 및 상세지침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개선사항

전문가 의견 개선사항

재구조화

(전문가 A, B,

C, D)

§ 일부 상세지침이 설계원리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삭

제하고 설계원리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진술 수

정

§ 일부 설계원리의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의 위계가 모호

하거나 상세지침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부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을 통합하여 재범주화

§ 일부 의미가 유사한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통합

진술 및 용어

수정

(전문가 A, B,

C, D)

§ 구성요소의 용어가 모호한 경우 수정

§ 일부 설계원리의 설명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

로 진술함

§ 일부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진술

이나 용어를 교사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수정

§ 필요하지 않은 설명을 삭제하고 명료하게 정리

연구의 핵심

주제 반영

(전문가 A, C)

§ 전반적으로 관점수용 촉진에 대한 특성이 잘 드러나도

록 설계원리에 내용 반영 및 진술 추가

§ 적응적 지원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설계원리와 상세

지침에 내용 반영 및 진술 추가

예시 및 설명

추가

(전문가 A, B,

C)

§ 상세지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된 예시나 해설을 추가

개입안(수업지

도안,

세부활동,

지원도구 등)

(전문가 D,

현장전문가)

§ 수업 지도안의 용어와 지원도구에 사용된 용어 등을

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용어로 수정

§ 학습목표 활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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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7] 사후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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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8] 차시별 성찰 체크리스트 문항

(1)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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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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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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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9] 집단별 개인 의견글과 그룹 해결안 예시

집단 개인 의견글 예시

낮음-

낮음

저는 댐 건설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류에 있는 대만,

미얀마, 베트남 등의 나라들은 메콩강의 물을 생명의 물로 여기고 있을정

도로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힘들겠지만 한 나라만을

위해 다른 여러 나라들이 희생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낮음-

중간

인터넷에 찾아보니, 나라 사이의 자연환경은 그 어느 나라의 것도 아니라

고 되어있습니다. 메콩강 또한 6개의 나라를 관통하여 바다로 가고있습니

다. 메콩강에는 여러가지 자원들이 있고 그 자원들은 6개의 나라가 모두

쓸 권리가 있습니다. 그 강을 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이 댐을 지어

막아버리면 아래있는 나머지 나라들은 메콩강에 있는 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물 부족 국가라고, 많이

나라에 지원을 한 나라라고 메콩강 댐 건설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 부족은 메콩강 말고도 무역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중국이 다른나라에

지원을 한 만큼 다른 것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은 중국의 댐 건설

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낮음

저는 댐 건설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댐이 없으면 중국이 물 부족이기에

중국이 위험하긴 합니다. 하지만 댐을 만들어 자기들만 잘 살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한 댐 때문에 아랫나라는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있

습니다. 중국이 19개의 댐으로 강물을 막았습니다. 그로 인해 아랫나라들

과 윗나라끼리 서로 싸우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많이 위험한 상

태이긴 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에도 문제점을 찾아 보안해야 합니다. 중국

에 온실가스 배출과 전기를 많이 만들려고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면 더 이상 중국도 더 이상 물 부

족 나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물고기도 많이 잡힐거고 가뭄이나

지진피해를 쉽게 대처하고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댐이 없으면 피해를 덜 받고 강물이 부족하지 않

고 가뭄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럼 모든 나라가 다시 원래대

로 풍요로워질 것 입니다.

중간-

중간

댐 건설을 멈추어야 한다.

중국은 댐 건설로 인해 메콩강이 매말라 있다고 하지는 않지만 메콩강

이 메마른 시기 중국이 메콩강에 댐을 건설한 후에 나타났고 중국이 메콩

강 상류에 댐을 더 건설하면 중국을 제외한 메콩강이 흐르는 다른 동남아

국가의 국민은 삶이 더 가난해질 것이고 메콩강 하류에 있는 국가들은 강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바닷물이 역류하여 하류에 있는 국가들이 홍수가

나거나 국민들의 주업인 어업인데 메콩강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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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그전보다 수입이 줄어들고 강 주변에서 하는 벼 농사도 흉년이 들어

쌀과 물고기의 물가가 올라가 국가는 경제적인 파탄이 날텐데 중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매우 부족한 것 같다. 중국은 메콩강 일대의 국가에 2조

8천억을 지급하였는데 한 국가에 4천억을 지급한다. 4천억은 개인에게 큰

돈이지만 메콩강이 매말라 일어나는 손해는 더 크다고 본다.

그리고 4000억을 각국가에 지급하여서 중국은 메콩강에 전력발전소를 건

설하면 중국은 2조 8천억이상의 돈을 지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문제가 100년 만에 가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마른논에 물대기

" 라는 말이 있듯이 이미 댐 건설로 인해 매말라버린 메콩강에 가뭄까지

일어나서 더 메콩강이 말라진다고 생각한다.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특성상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데 만약 댐이 들어오는 물을 컨트

롤 하지 못하고 붕괴될 시 중국보다 강 하류의 국가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이미 중국이 건설한 댐으로도 이렇게 피해가 큰데 중국에서 더 많은 댐을

건설하면 이에따른 피해는 이젠 경재적인 피해만이 아닌 인명피해가 일러

날 것이다.그러니 중국은 댐 건설을 작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중국에서 강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물 수위조절을 무분별하게

자신을 위해 할 시 중국은 동남아 메콩강유역 지역에 언제일어날지 모르

는 살수대첩을 하고 있는샘 이다.

물론 중국 13억인구 동남아 하류지역 5억명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국가의

돈이 매우 많고 인구도 많아 다른 동남아 지역의 벌 수 있는 돈 보다 중

국에서 버는 돈이 많다. 그 돈으로 물을 구매하거나 국가에 오염된 강을

정화해 댐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중국은 현재 자신들 보다 못 사는 나

라에 "돈 줄 테니 나대지마"라는 식으로 메콩강 유역국가에게 갑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태국,미얀마, 라오스등 메콩강 하류지역 국가에 발

전을 막는 것 뿐만이 아닌 그 국가의 국민들은 죽이는 것을 하는 것과 다

른 것이없다.

중간-

높음

중국의 댐 건설을 멈추어야 합니다. 2018년 현재,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

이 물 부족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은 이유로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다른 국가의 국민들이 행복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6개국을 흐르는

4,350km의 메콩강은 전쟁 중입니다.

강은 공동자원입니다. 누군가 독차지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누군가가 그

공동자원을 포기해야할 이유도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이 부족해서 다른 나라의 피해를 감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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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댐을 건설하는 대신에 수십억이 넘

는 달러를 준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그 돈으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

다. 저는 중국이 돈을 주고 강의 상류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중국만 물 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 이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물이 부

족해서 목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케냐, 소말리아, 수단 등 여러 나라들

이 물 부족국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본이 풍부하다는 이유 하

나만으로 아무런 동의 없이 댐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공평하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댐은 물을 보관하기 위해 벽을 세운 것

입니다. 하지만 폭우로 인해 댐에 있는 물이 불어나 벽이 무너지게 되면

하류 쪽에 있는 국가들은 쏟아져 나오는 10억t의 물의 공격을 일방적으로

받게 됩니다. 댐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겠지만 인명피해

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물 전쟁을 평화 종전으로 끝냄과

동시에 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높음-

높음

저는 중국의 댐 건설을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은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1위이고, 13억의 중국인들이 물을 사용할려면 댐을 건설할 수 밖애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의 수가 다른 5개국 사람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지요.(5개국 나라들의 인구 수는 전체 5억명 입니다.) 즉, 중국의 댐 건

설은 국가발전 떄문에 어쩔수 없이 계속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

생님이 알려주신 기사에 들어가 조사해 보았는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GMS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

성하기는 했지만 환경,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포

괄적인 비전과 창의적 접근법이 필요한 전례 없는 기회와 도전의 새로운

경제발전 시대를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상대측께서는 중국의 댐

건설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박할 것을 생각해 미리 말씀드리겠습

니다. 선생님이 주신 종이를 보시면 중국 측에서 베트남,미얀마,태국 등 나

라들에게 수억 달러의 많은 투자를 했고, 전기료도 저렴하게 내주었습니

다. 즉, 중국은 댐 건설로 피해를 받는 나라들에게 조금의 도움을 주기 위

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저의 마무리 생각은 상대측께서 저희 의

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저희 의견을 잘 수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근거로 댐 건설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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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그룹 통합 해결안 예시

낮음-

중간

저희의 의견은 중국이 댐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수십억달러를 다른 나라들을 위해 투

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중국이 투자해 준 돈으로 물을 얻

을 수도 있습니다.

2. 중국의 인구가 다른 하류에 위치한 나라들의 인구를 합해도 더 많

다고 하셨습니다. 중국에게만 이익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이지

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인터넷에 찾아보니,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라고 합니다. 온

실가스는 중국에게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입

니다. 대표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발생의 주 원인입니다. 4계절의 구별

이 뚜렷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명태가 더 이상 잡히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까 언급했듯이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입니다.

온실가스는 석유를 태워 발생하는 문제 입니다. 중국은 이를 수력발전으로

이 문제를 막으려고 합니다.

또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제 6차 메콩강 경쟁권 정상회의에서 "중국

은 더 이상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윈-윈 경제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응우옌 쑤언 푹 총리는 제 6차 메콩강 경쟁권 정

상회의에서 ‘이 지역의 협력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며 “GMS 협력

은 계속해서 이 지역의 협력 메커니즘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원국

간 경제 및 사회 발전,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지역의 평화 안정 강화에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자신의 나라의 이익만을 생각

하는 것이 아니라, 메콩강 경쟁권 6개의 나라와 협려하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낮음-

높음

중국 베이징을 포함한 16개 지역이 심각한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 중 6개는 그 정도가 극심하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중

국의 댐건설 때문에 미얀마,베트남 등의 8개 이상의 개발도상국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메콩강 최하류 삼각주(모래가

많이 쌓인곳) 일대에 유입되는 토양은 연간 7300만㎥에서 4200만㎥로 40%

이상 감소했다. 2016년에는 가뭄에 시달리던 베트남이 중국에 항의하자,

그제야 중국 정부가 상류 댐 수문을 열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도 있다. 메콩강 상류쪽 중국에 큰 폭우가 와서 댐에 물이

10톤이상 차게 되었고, 그 물의 양을 못버틴 댐이 무너지면서 댐 하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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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10개의 마을이 풍비박산 난 사건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메콩강

주변의562곳, 전체 길이 786㎞에서 토양침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매년 메콩 삼각주에 있는 강가와 해안에서 500000제곱 미터에 달하는

토양이 사라지고 있어 2050년까지 주민 100만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농업농촌개발부는 전망했다.

댐 건설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중국이 물부족국가이고 고통받는 인구수

가 많기 때문에 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 사람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옳지 않고, 댐이나 수력발전소를 더

짓는 것으로 더 발전할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진이나 다른 사고를 일

으킬수 있고 인명피해를 입힐수 있다.

그래서 나는 중국에서 그 동안 물을 편하게 사용하지 못한 많은 나라에

게 무조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자원을 지원하고 인공 호우를 해주는

등의 보상을 해주고, 나라 간의 친목을 다졌으면 좋겠다

중간-

중간

중국의 댐 건설을 멈추어야 합니다. 2018년 현재,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

이 물 부족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은 이유로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다른 국가의 국민들이 행복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6개국을 흐르는

4,350km의 메콩강은 전쟁 중입니다.

강은 공동자원입니다. 누군가 독차지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누군가가

그 공동자원을 포기해야할 이유도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댐 건설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 메콩

강의 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댐을 건설하는 대신에 수십

억이 넘는 달러를 주고 꽤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전기료도 저렴

하게 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에 그 돈을 투자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다른 국가들

이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그 돈으로 하류의 모든 사람들이 마실 수 있

는 물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이 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

한 방법이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만 물 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 이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물이

부족해서 목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케냐, 소말리아, 수단 등 여러 나라

들이 물 부족국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가 있고 그 인구의 40%나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메콩강의 물은

모두가 공평하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물 전쟁을 평화 종전으로 끝냄과

동시에 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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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1] 차시별 지도안

교 과 명 사회 대상 중학교 1학년 장소
스마트

강의실
차시 1/4차시

대단원

/중단원
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학습목표

§ 사막화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과 선진국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 사막화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된 자신의 관점에 대한 논변글을 작성할 수 있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교사역할 및 활용도구

준비

(5분)

Ÿ 스마트 강의실 사용 유의사항 안내

Ÿ 트렐로 사용 방법 안내

◦온라인 협력 도구

트렐로(Trello)

도입

(15분)

Ÿ 학습목표 제시

Ÿ 협력적 논변 학습활동 안내

- 네 차시 학습활동 안내

Ÿ 사막화 주변지역과 관련된 영상 시청

- 주변지역을 개발해야한다는 입장과 개발을 반

대하는 입장 파악

- 각각의 주장에 대한 다양한 이유 파악

사막화의 원인과 개발 관련 이슈를 설명함 ◦영상 자료

학습

활동

(25분)

Ÿ 사막화 주변지역 개발에 자신의 입장 선택

- 사례기반 문제 확인

- 두 입장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

Ÿ 개인별 의견카드 작성

- 트렐로에 자신이 선택한 관점에 대한 의견글

업로드

- 다른 조원의 입장 확인하기

실제 존재하는 UN사막화 방지위원회에서 사막

화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해결안을 제안하는

문제

주변지역 개발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과 더 이

상 개발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포함되어 있

음.

◦사례기반 문제 제시

◦아래 수업 점검 요소에 따

라 활동 중 적응적 지원 제공

- (개인) 학습자의 개별 의

견 카드를 작성여부

- (개인) 상대편 입장을 잘

고려하는지 여부

- (그룹) 그룹 내 공통적인

내용 포함 여부

- (그룹) 그룹 내 관점의 균

형 여부

되돌아

보기

(3분)

Ÿ 성찰

- 자신이 작성한 의견 재검토

- 개인과 그룹 활동 성찰
차시

예고

(2분)

Ÿ 그룹 의견 논의

- 본시 작성한 개인별 입장을 바탕으로 그룹 내

의견 논의

◦트렐로 로그 아웃 및 사용

한 노트북 정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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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명 사회 대상 중학교 1학년 장소
스마트

강의실
차시 2/4차시

대단원

/중단원
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학습목표
§ 사막화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다른 조원에게 설명할 수 있다.

§ 사막화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된 관점과 의견에 대해 조원과 논의할 수 있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교사역할 및 활용도구

준비 Ÿ 수업 준비하기 ◦ 노트북으로 트렐로 준비

활동

되돌아

보기

(20분)

Ÿ 학습목표 제시

Ÿ 활동 되돌아보기

- 이전 차시 활동에 대한 개인, 그룹의 피드백 및

성찰자료 제공

Ÿ 의견카드 보완

- ‘활동 되돌아보기’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 및 개

인의 의견 카드 보완

◦아래 항목과 관련된 개인·

그룹의 활동 성찰 자료 제공

- (개인) 개인별 입장 카드

완성

- (개인) 상대편 입장 고려

- (그룹) 찬성과 반대 입장

의 균형

◦개인 성찰자료를 먼저 제공

후, 그룹의 상황에 따라 종료

되는 시점에 그룹 성찰자료

제공

학습

활동

(20분)

Ÿ 그룹 의견 논의

- 지난 시간 작성한 다른 조원의 입장 카드 확인

-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서로의 글에 댓글(질

문하기, 반박하기, 보충하기) 달기

◦아래 수업 점검 요소에 따

라 활동 중 적응적 지원 제공

- (개인) 바람직하지 않은

댓글

- (그룹) 그룹 논의에서 소

외되는 카드 여부

- (그룹) 정서적 갈등상황

◦ 시간과 학습과정을 고려하

여 적절한 스캐폴딩 혹은 피

드백을 선택적으로 제공

되돌아

보기

(3분)

Ÿ 성찰

- 자신이 작성한 댓글 재검토

- 개인과 그룹 활동 성찰

차시

예고

(2분)

Ÿ 그룹 의견 논의 및 통합

- 본시 작성한 개인별 입장을 바탕으로 그룹 내

의견 논의 및 통합

◦트렐로 로그 아웃 및 사용

한 노트북 정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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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명 사회 대상 중학교 1학년 장소
스마트

강의실
차시 3/4차시

대단원

/중단원
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학습목표
§ 사막화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그룹의 관점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룹 해결안을 도출

할 수 있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교사역할 및 활용도구

준비 Ÿ 수업 준비하기 ◦ 노트북으로 트렐로 준비

활동

되돌아

보기

(20분)

Ÿ 학습목표 제시

Ÿ 활동 되돌아보기

- 이전 차시 활동에 대한 개인, 그룹의 피드백 및

성찰자료 제공

Ÿ 그룹 논의 활동 보완

- ‘활동 되돌아보기’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 논의

활동 보완

◦아래 항목과 관련된 개인·

그룹의 활동 성찰 자료 제공

- (개인) 바람직하지 않은

댓글

- (그룹) 그룹 논의에서 소

외되는 카드 여부

- (그룹) 정서적 갈등상황

◦개인 성찰자료를 먼저 제공

후, 그룹의 상황에 따라 종료

되는 시점에 그룹 성찰자료

제공

◦활동을 잘 못하는 그룹에

찾아가 안내 제공

학습

활동

(20분)

Ÿ 그룹 의견 논의

- 지난 시간 작성한 다른 조원의 입장 카드 확인

-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서로의 글에 댓글(질

문하기, 반박하기, 보충하기) 달기

◦아래 수업 점검 요소에 따

라 활동 중 적응적 지원 제공

- (그룹) 그룹 통합 카드가

유무

- (그룹) 모든 조원의 의견

이 통합 의견에 포함되는

지 여부

- (그룹) 통합 의견에 상대

편 의견을 고려 수준

- (그룹) 비난, 공격성 발언

이 있는지
되돌아

보기

(3분)

Ÿ 성찰

- 그룹 해결안 재검토

- 개인과 그룹 활동 성찰

차시

예고

(2분)

Ÿ 그룹 의견 논의 및 통합

- 본시 작성한 개인별 입장을 바탕으로 그룹 내

의견 논의 및 통합

◦트렐로 로그 아웃 및 사용

한 노트북 정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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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명 사회 대상 중학교 1학년 장소
스마트

강의실
차시 4/4차시

대단원

/중단원
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학습목표

§ 사막화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그룹의 관점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룹 해결안을 도출

할 수 있다.

§ 다른 그룹의 해결안을 보고 어떤 해결안이 설득력 있는지 선택할 수 있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교사역할 및 활용도구

준비 Ÿ 수업 준비하기 ◦ 노트북으로 트렐로 준비

활동

되돌아

보기

(30분)

Ÿ 학습목표 제시

Ÿ 활동 되돌아보기

- 이전 차시 활동에 대한 그룹의 피드백 및 성찰

자료 제공

Ÿ 그룹 통합 활동 보완

- ‘활동 되돌아보기’ 결과를 바탕으로 성찰

- 그룹별 맞춤형 통합활동지 제공 후 기존에 작

성된 그룹해결안 보완

◦아래 항목과 관련된 개인·

그룹의 활동 성찰 자료 제공

- (그룹) 그룹 통합 카드가

유무

- (그룹) 모든 조원의 의견

이 통합 의견에 포함되는

지 여부

- (그룹) 통합 의견에 상대

편 의견을 고려 수준

- (그룹) 비난, 공격성 발언

여부

◦그룹 성찰자료 제공 후 종

료 상황에 따라 해결안 보완

용 통합활동지 제공

◦해결안 작성이 완성된 그룹

은 손을 들고 표시하도록 하

고, 교사는 해당 그룹의 해결

안 카드를 전체 공유 보드로

이동

학습

활동

(10분)

Ÿ 전체 학급 공유

- 전체 공유 보드에 작성된 글을 읽고 가장 적절

한 해결안에 투표하도록 안내

- 우승한 팀의 해결안을 직접 발표하도록 하고

피드백 제공

◦투표할 수 있는 링크를 각

그룹의 트렐로 보드에 제공

후, 그룹 해결안을 선택하고

이유를 적도록 안내

되돌아

보기

Ÿ 사막화와 주변지역 개발에 내용 복습

- 사막화의 개념 및 이유

◦트렐로 로그 아웃 및 사용

한 노트북 정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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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 각 관점에 대한 이유와 근거

Ÿ 성찰

- 그룹 해결안 재검토

- 개인과 그룹 활동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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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사막화와 주변지역 개발 사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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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3] 관점수용 수준 도출을 위한 데이터 유형 및 행동지표 설명

구분
데이터

유형
행동지표

수준별 분석 기준

1 2 3

개인

인

지

적

관

점

수

용

활동

데이터

자신의 의견카드 작성

여부

§ 없거나 3문장 이하의 카드

1개
§ 1개 § 1개

반대의견 고려 수준 § 없음(0점) § 없거나 피상적(0~1점) § 심층적(2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논의(댓글)

(유효한 댓글 유형:

반박, 질문, 보충)

§ 다른 조원에게 작성한 댓

글이 0~1개임

§ 다른 조원에게 작성한 댓

글이 0~2개임

§ 다른 조원에게 작성한 댓

글이 3개 이상

성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인식

§ 관심 없음(1~3점)

§ 다른 조원의 생각 예측 못

함 (1~3점)

§ 관심 있음(4~5점)

§ 다른 조원의 생각 예측 함

(4~5점)

§ 관심 있음(4~5점)

§ 다른 조원의 생각 예측 함

(4~5점)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려

노력함
§ 설득 노력 부족(1~3점) § 설득 노력 부족(1~3점) § 노력함(4~5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생각이 변화함
§ 생각의 변화 미비(1~3점) § 생각의 변화 미비(1~3점) § 변화함(4~5점)

정

서

적

관

점

수

활동

데이터

감정적 표현(인사, 칭찬,

자신의 감정 표현)

§ 없거나 극단적인 표현 댓

글 1개 이상
§ 1개 이상 § 없음

성찰
다른 사람의 감정 파악

및 존중하기 위한 노력

§ 다른 조원이 활동 중에 어

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름(1~2

점)

§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

정을 무시함(1~2점)

§ 다른 조원이 활동 중에 어

떤 감정을 느끼는지 일부 이

해함(2~4점)

§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

정을 일부 해소하려고 노력함

§ 다른 조원이 활동 중에 어

떤 감정을 느끼는지 잘 파악

함(4~5점)

§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

정을 해소하려고 노력함(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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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2~4점) 점)

그룹

인

지

적

관

점

수

용

활동

데이터

그룹 통합글의 반대의견

고려 수준
§ 없음 § 없거나 피상적(1점) § 심층적(2점)

논의에서 소외된

의견카드

§ 모두 개별적임 (상호작용

없음)
§ 1~2개 § 없음

통합카드 작성 여부 § 없음(0점) § 1개 § 1개

통합카드에 그룹원의

의견 반영 여부
§ 없음(0점)

§ 부분적 반영(1~2명의 그룹

원의 의견만 반영: 1~3점)

§ 모든 그룹원의 의견이 통

합카드에 반영되어 있음(4점)

정

서

적

관

점

수

용

활동

데이터
비난, 공격성 발언(댓글)

§ 모든 발언/댓글의 절반 이

상

§ 모든 발언/댓글의 절반 미

만

§ 비난, 공격성 발언/댓글이

없음

성찰 심리적 안정 수준

§ 그룹 내 심리적 안정 수준

이 낮은(1~3점) 학습자가 2명

이상

§ 그룹 내 심리적 안정 수준

이 낮은(1~3점) 학습자가 1명

이하

§ 심리적 안정 수준이 낮은

(1~3점) 학습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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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4] 지원도구 목록

1) 1~2 차시 적응적 스캐폴딩, 적응적 피드백, 적응적 성찰

◯ 각 관점에 대한 자료

◯ 자기 의견을 작성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자료와 함께 제공할 프롬프트 예시

l 이 자료의 내용을 적용해서 내 의견의 이유, 혹은 근거를 보충해보세요.

l 이 자료의 내용 중 어떤 점이 내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찬성

1. 사막 주변 주민들의 개발보다는 선진국의 거대 기업들에 의한 무분별한

농경 때문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3256

2. 아프리카 사헬지대의 사막화는 유럽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생겨난 일

이지 원주민들의 생활방식과 개발 탓이 아니다.

http://www.env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

반대

1. 유목민들이 기르는 염소의 폭발적 증가 때문에 사막화가 가속화된다.

http://www.icuh.re.kr/bbs/zboard.php?id=researcher&page=1&sn1=&divpa

ge=1&sn=off&ss=off&sc=off&select_arrange=subject&desc=asc&no=9

2. 사막화의 원인은 염소를 비롯한 가축 들이 문제다.

https://www.ytn.co.kr/_sp/0930_201204220840450922

3. 사막이 있는 국가의 잘못된 이주 정책과 막대한 농경지 개발로 사막화

가 심각하게 되었다.

http://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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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견을 고려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자료와 함께 제공할 프롬프트 예시

◯ 반대의견을 피상적으로 고려하는 학생에게 제공할 예시

l OO이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읽어보

고, 반대편 의견에 반박하면서 내 의견을 발전시켜 보세요.

l 이 자료의 내용 중 어떤 점이 내 의견과 반대되는지, 내 의견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내 의견을 발전시켜 보세요.

l OO이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나와 반

대되는 사람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반박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내 의견에

반박 내용을 포함시켜보세요.

[반대 의견을 고려한 글의 예시]

체육 시간을 지금보다 늘려야 합니다. [명확한 주장]

체육 시간을 늘리면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타당한 이유]

프랑스 중학교는 매주 4시간, 일본은 고3까지 매주 4시간 체육수업을 의무

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체육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은 인내심, 리더십, 배려심

을 길렀다고 합니다. [구체적 근거]

체육 수업을 늘리는 것이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위주의 수업은 학생들의 경쟁심만 높이고, 인성 교육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 고려]

[반대 의견을 고려한 글의 예시]

나는 두발자유에 대해 찬성한다. [명확한 주장]

두발의 자유는 단지 학생들에게 멋 부리게 하자라는 단순한 이유가 아닌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타당한 이유]

사회의 여러 잘못된 부분에 빠져들 수 있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두발자유가 된다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있

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활지도'라는 것이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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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견을 피상적으로 고려하는 학생에게 예시와 함께 제공할 프롬프트

하면서까지 행하여질 정당성이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학

생들이 스스로 판단에 의해 행동할 수 있는 부분까지 너무 간섭하는 것은 옳

지 않다는 것이다.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간섭하지 말고 사회적으

로 금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반대 의견 고려]

l 나와 반대되는 사람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반박할 수 있을까요? 반대 의

견에 대한 반박을 내 의견에 포함시켜보세요.

l 나와 반대되는 사람의 주장은 잘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반

박해야할지, 극복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 의견에 포함시켜보세

요.

[반대 의견을 고려한 글의 예시]

저는 교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주장]

왜냐하면 교복을 입어 학생의 신분을 나타내거나 학생들 간의 빈부격차로

인한 차별을 야기하지 등 교복을 입음으로 인한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

입니다. [타당한 이유]

만약 사복을 입는다면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평범한 브랜

드의 옷이나 동네 시장에서 산 옷을 입는다고 비난하거나 따돌리는 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을 입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학생들의 할 일

을 잊고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인 미국도 교

복을 입는 것을 볼 수 있고 학부모들의 옷 비용의 부담감 감소 및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 사이의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근거]

물론 옷을 자유롭게 입게 하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옷을 자유롭게 입게 하여 차별 대우를 받는 것보다는 교복을 입

게 하여 차별이 없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제강점기의 잔재라

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문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이 문화가 장점이 더

많은 좋은 문화여서 이 문화를 수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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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이 서로 다른 얘기만 하고 있을 때 제공할 프롬프트

모든 조원을 멤버로 달고,

l 이 조는 서로 자신의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확인하

고, 자신의 의견과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다른 조원

의 의견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생각해보고 내 의견 카드에도 추가하여 더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l 다른 친구는 어떤 내용을 쓰고 있나요? 한번 살펴보고 다른 조원이 언급

한 내용이 왜 중요한 부분인지 생각해보고, 내 의견카드에 추가하여 더 발

전시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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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개인 관점수용 개별 피드백과 성찰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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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그룹 관점수용 피드백과 성찰 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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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차시 적응적 스캐폴딩, 적응적 피드백, 적응적 성찰

◯ 2~3차시 댓글달기 지원 말머리 예시

[댓글 달기 힌트(보충/반론/질문)]

l 만약에 — 하면, — 합니다.

l ~~ 에 대한 점은 의문이 듭니다.

l 이런 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l ~~ 이런 점을 추가적으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l ~~ 이런 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댓글 달기 힌트(보충/반론/질문)]

1. 질문: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구

OO가 이야기한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 상반되는 의견 제시

OO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제시하신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한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

각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상대방의 의견 보완

저 역시 ~가 부족하다는 OO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 이런 경우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달기 예시]

1. 질문: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구

OO가 이야기한 ‘일본 문화의 잔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요?

OO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복을 입는 이유를 더 자세하게 설

명해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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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되고 있지 않은 카드가 있는 경우

2. 상반되는 의견 제시

OO는 교복은 일본의 잔재니까 받아들이지 말자고 설명하셨는데요, 지금

시대에는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 문화 변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일제 강점기는 가슴

아픈 우리나라의 역사이지만 일제 강점기를 통해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도 없

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인 교복을 일제 강점기에 들어온 문화라는 이유로 다

른 장점들을 다 배제하고 포기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 옷을 사는 것이 더 비싸다는 OO님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반

옷은 비싸지 않으면 1만 원 안으로 살 수 있다. 하지만 교복은 체육복도 5만

원이 넘는데다가 재킷 하나에 5만 원 이나 필요하다. 체육복과 재킷만 포함

해도 1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나머지 교복을 다 사면 얼마나 비쌀까요?

그리고 OO님은 교복을 통해 학생이라는 신분을 표현할 수 있다 하셨는데,

그것은 학생증을 쓰면 된다 생각합니다.

3. 상대방의 의견 보완

저 역시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OO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선진국이 교복

을 입는다고 우리도 선진국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살린 옷으로 디자인해

서 입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OO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요즘 교복은 일반 옷보다 훨씬 비싸고

체육복과 동복, 하복 등을 각각 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납니다. 물려

입는다고 해도 성장이 한창 일 때의 청소년은 옷을 많이 갈아야하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l OO의 의견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고 안내하기

l OO의 의견에 질문이나 보완, 반박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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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절한 댓글이 있는 경우

l 주의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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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개인 관점수용 개별 피드백과 성찰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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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그룹 관점수용 피드백과 성찰 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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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4차시 적응적 스캐폴딩, 적응적 피드백, 적응적 성찰

◯ 비난/공격성 발화가 등장하는 경우

◯ 통합된 글에 반대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 모든 조원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룹입장- 개발하지 말아야 한다]

l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읽어보고,

반대편 의견에 반박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조별 해결안을 발전시켜 보세요.

l http://www.env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

l http://news.donga.com/more28/3/all/20070116/8396222/1?

[그룹입장-개발해야한다]

l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읽어보고,

반대편 의견에 반박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조별 해결안을 발전시켜 보세요.

http://www.icuh.re.kr/bbs/zboard.php?id=researcher&page=1&sn1=&divpag

e=1&sn=off&ss=off&sc=off&select_arrange=subject&desc=asc&no=9

http://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35

l 주의 주기

l 객관적인 입장의 역할을 부여하기

l 조원 모두의 의견카드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카드를 읽어보고 해결안
을 함께 작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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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시 그룹 관점수용 피드백과 성찰 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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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시 수준별 통합 활동지

(1) 수준 1

1.� � 우리� 조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2.� 조원들의� 카드를� 하나씩� 보면서,� 각각의� 카드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고,� 그룹� 해

결안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는지� 조원들과� 의논하여� 정리해봅시다.

개발을� 해야한다 개발을� 멈추어야� 한다 제� 3의� 의견

□ □
□

주장:

이름 그룹 해결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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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우리가� 그룹� 해결안과� 반대되는� 관점의� 입장을� 가진�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우리� 그룹의� 의견에� 대해� 뭐라고� 반박할까요?

4.� 위의� 내용에� 대해� 우리� 모둠의� 입장에서� 다시� 반박해보세요.

5.� 트렐로� “그룹� 해결안”� 리스트에�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룹� 해결안을�

작성해보세요.�

  
l

l

l

  
l

l

l



- 347 -

(2) 수준 2

1.� 우리� 모둠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2.� 조원들의� 카드를� 하나씩� 보면서,� 각각의� 카드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고,� 그룹� 해

결안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는지� 조원들과� 의논하여� 정리해봅시다.

1)� 그룹해결안에� 반영되지� 않거나,� 적게� 반영된� 의견카드의� 주인(멤버)은� 누구인가

요?�

의견 카드의 주인(멤버) 이름 반영 여부(없음/적음/많음)

2)� 순위가� 낮은� 조원들의� 의견카드에서� 우리� 그룹� 해결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봅시다.�반영되지�않은�조원의�의견카드를�먼저�고려해봅시다.� �

이름 의견카드에서 중요한 점

l

l  

l  

개발을� 해야한다 개발을� 멈추어야� 한다 제� 3의� 의견

□ □
□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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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모둠에서� 예측했던� 상대편� 관점(우리와� 반대되는� 의견)의� 의견은� 무엇인가

요?� 그� 의견에� 대해� 어떻게� 다시� 반박할� 수� 있나요?� 부족하다면� 더� 추가해보세

요.�

� �

2.� 트렐로� “그룹� 해결안”� 리스트에�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룹� 해결안을�

작성해보세요.� �

l

상대편 관점의 의견 상대편 의견에 대한 재반박

1.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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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준 3

1.� 우리� 조의� 해결안이� UN� 사막화방지위원회에서� 채택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영

향을� 미치게� 될까요?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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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5] 차시별 성찰 체크리스트 문항

(1) 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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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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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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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6] 수준-처치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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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데이터

유형

수준별 분석 기준

1 2 3

개

인

인

지

적

관

점

수

용

활동

데이터

§ 없거나 3문장 이하의 카드 1개 § 1개 § 1개

§ 없음(0점) § 없거나 피상적(0~1점) § 심층적(2점)

§ 다른 조원에게 작성한 댓글이 0~1개

임

§ 다른 조원에게 작성한 댓글이 0~2개

임

§ 다른 조원에게 작성한 댓글이 3개 이

상

성찰

§ 관심 없음(1~3점)

§ 다른 조원의 생각 예측 못함 (1~3점)

§ 관심 있음(4~5점)

§ 다른 조원의 생각 예측 함(4~5점)

§ 관심 있음(4~5점)

§ 다른 조원의 생각 예측 함(4~5점)

§ 설득 노력 부족(1~3점) § 설득 노력 부족(1~3점) § 노력함(4~5점)

§ 생각의 변화 미비(1~3점) § 생각의 변화 미비(1~3점) § 변화함(4~5점)

지원

§ 각 관점에 대한 예시글과 프롬프트

제공

§ 의견 카드 작성 방법에 대해 그룹원

이 도움을 주도록 촉진

§ 반대 입장에 대해 고려해보도록 반대

입장 관련 자료와 프롬프트 제공

§ 학습자가 반대입장이 되어 글을 써보

도록 사후 활동 제공

§ 반대입장을 고려한 의견의 예시글과

프롬프트 제공

§ 반대 입장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프롬프트 제공

§ 학습자가 반대입장이 되어 글을 써보

도록 사후 활동 제공

§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읽어보고 논의하

도록 프롬프트 제공

§ 유의미한 댓글의 예시 혹은 말머리를

제공

§ 내 의견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고

어떤 점을 설득해야하는지 분석해볼

§ 긍정적 피드백 제공

§ 제 3자의 시선으로 의견의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프롬프트 제공

§ 어떻게 서로의 관점을 잘 수용하고

통합할 수 있을지 계획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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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읽어보도록 안내 수 있는 프롬프트 제공

정

서

적

관

점

수

용

활동

데이터
§ 없거나 극단적인 표현 댓글 1개 이상 § 1개 이상 § 없음

성찰

§ 다른 조원이 활동 중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름(1~2점)

§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함

(1~2점)

§ 다른 조원이 활동 중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일부 이해함(2~4점)

§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일부

해소하려고 노력함(2~4점)

§ 다른 조원이 활동 중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잘 파악함(4~5점)

§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

려고 노력함(4~5점)

지원

§ 서로의 생각을 예측해볼 수 있도록

성찰활동 제공

-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그룹

원의 생각과 맞춰보는 활동

§ 학습자의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성찰

프롬프트와 함께 제공

- 다른 조원의 입장에서 자신의 글/

댓글을 읽었을 때 어떤 감정/생각이

들지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활동 제

공

§ 서로의 감정을 이해해볼 수 있는 성

찰활동 제공

-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사람의 입

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

태의 사례 제공 후, 친구들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작성해보도록 활동

제공

§ 긍정적인 피드백 제공

§ 해당 그룹의 활동 상황을 다른 그룹

의 모델링 자료로 활용

그

룹

인

지

적

관

점

수

활동

데이터

§ 없음 § 없거나 피상적(1점) § 심층적(2점)

§ 모두 개별적임 (상호작용 없음) § 1~2개 § 없음

§ 없음(0점) § 1개 § 1개

§ 없음(0점) § 부분적 반영(1~2명의 그룹원의 의견 § 모든 그룹원의 의견이 통합카드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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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만 반영: 1~3점) 영되어 있음(4점)

지원

§ 상호작용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성찰

프롬프트와 함께 제공

- 2명의 그룹원이 짝을 지어 논의되

지 않은 관점의 글을 1개씩 작성하

도록 활동 제공

§ 공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없

는 카드에도 관련된 의견을 추가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 제공

§ 논의되고 있지 않은 의견에 대해 그

룹원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안내

§ 모든 그룹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룹

의 통합된 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통합된 글의 예시 및 프롬

프트 제공

§ 모든 그룹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

도록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한 알

림 및 프롬프트 제공

§ 제 3자의 시선으로 의견의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프롬프트 제공

§ 긍정적 피드백 제공

§ 해당 그룹의 활동 상황을 다른 그룹

의 모델링 자료로 활용

정

서

적

관

점

수

용

활동

데이터
§ 모든 발언/댓글의 절반 이상 § 모든 발언/댓글의 절반 미만 § 비난, 공격성 발언/댓글이 없음

성찰
§ 그룹 내 심리적 안정 수준이 낮은

(1~3점) 학습자가 2명 이상

§ 그룹 내 심리적 안정 수준이 낮은

(1~3점) 학습자가 1명 이하

§ 심리적 안정 수준이 낮은(1~3점) 학

습자가 없음

지원

§ 상호작용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성찰

프롬프트와 함께 제공

- 서로를 향한 비난/공격성 댓글이

우리 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

의해서 성찰하고 규칙을 세우는 활

동 제공

-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획 세우

기 활동 제공

§ 상호작용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성찰

프롬프트와 함께 제공

- 세운 규칙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

하고 우리 그룹원을 이해하고 존중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공유,

계획을 세우는 활동 제공

- 계획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어떤 점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처

럼 느꼈는지 공유하고 계획을 수정

하는 활동 제공

§ 긍정적인 피드백 제공

§ 해당 그룹의 활동 상황을 다른 그룹

의 모델링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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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7] 지원전략 및 상세지침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개선사항

전문가 의견 개선사항

재구조화

(전문가 A, B)
§ 일부 의미가 유사한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통합

진술 및 용어

수정

(전문가 A, B,

C)

§ 일부 설계원리 및 상세지침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진술

이나 용어를 교사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수정

연구의 핵심

주제 반영

(전문가 A, B)

§ 전반적으로 관점수용 촉진에 대한 특성이 잘 드러나도

록 구성요소와 설계원리에 내용 반영 및 진술 추가

§ 상세지침 기술 시 개인, 그룹에 대한 기준 추가

§ 상세지침 기술 시 관점수용 수준에 대한 기준 추가

예시 및 설명

추가

(전문가 C)

§ 상세지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된 예시나

해설을 보완

개입안(수업지

도안,

세부활동,

지원도구 등)

(전문가 D,

현장전문가)

§ 지원자료의 최신화 부분을 고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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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8] 설문지 및 내용지식검사지

(1) 사전내용지식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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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 직후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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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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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내용지식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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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구분

지원전략 및 상세지침 예시 및 설명

관점수용

점검

1. 지속적 점검

교수자 및 학습자가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활동 특성과 문제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공통

1-1. 학습자의 활동이 기록되며 그룹원이 서로의 활

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공간

을 활용한다.

§ 아래의 트렐로 화면 예시처럼, 서로의 활동이 화면에 보이고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협력학습 프로그램(예, Padlet, 트렐로 등)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학습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1-2.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상태 데이터를 효율적으

로 수집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다.

§ 학습자의 활동 데이터(댓글 수, 논변 요소, 댓글 내용 등)를 기록할 수

있는 온라인 협력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엑셀 등의 데이터 수집 도구를

통해 수집할 수 있음. 혹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API를 제

공하는 프로그램(예, 트렐로, 슬랙 등)을 수업에 활용하여 분석에 활용하면

효율적임.

1-3. 교수자는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습을 방해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학습자의 활동 특성을 파악한

다.

§ 교수자는 각 그룹이나 학습자에게 다가가서 활동 상황을 물어 보며 파

악하지 않고, 각 그룹의 온라인 활동공간(예, 게시판 등)에 접속하여 학습

자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데이터를 중심으로 활동 특성을 파악함.

[부록2-9] 관점수용을 위한 최종 적응적 지원전략과 상세지침과 이에 대한 예시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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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준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상태를 파악한다.

공통

2-1. 협력학습도구로부터 축적된 학습자/그룹의 인

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

한 활동 데이터를 수집한다.

§ 사용하는 온라인 협력학습 도구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하고, 아래의 예시처럼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이를 수집

함.

개인
인지적 정서적

§ 개인의 의견카드 개수

§ 의견 논의 개수(작성한 댓글 수)
§ 감정을 표현한 댓글

그룹
인지적 정서적

§ 그룹 해결안 카드 개수

§ 관점별 의견 카드 수
§ 그룹의 비난/공격성 댓글

2-2. 관점수용을 위해 그룹원이 서로의 인식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해당 차시 학습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데이터를 수집한다.

§ 학습자의 인식은 온라인 활동 데이터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설문조사,

성찰일지,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학습자가 협력적 논변 활동 중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인식했는지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

요가 있음. 그리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그룹 성찰 자료를 구성하여 그

룹원이 서로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음.

§ 체크리스트 예시

성찰 1 2 3 4

§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관심이 없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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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는 학습자

의 활동 기록을 기반으로 교수자가 판단하여 관점

수용 수준을 파악한다.

§ 면대면 학습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적 논변의 경우,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없는 싸움의 상황이나 정서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또한, 의견글을 시스템이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 학습자가 작성한 의견글

을 교수자가 직접 읽고 관점수용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 교수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항목 예시

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
§ 상대편 의견 고려 수준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 상대편 의견 고려 수준

§ 그룹 해결안에 그룹원 의견 반영 수준

2-4. 다양한 학습활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

석 기법을 활용하여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

점수용 수준을 파악한다.

§ 차시마다 수집되는 설문조사와 활동 데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초통계, 혹은 군집분석이나 패턴분석을 통해 개인·그룹의 관

점수용 수준을 도출할 수 있음

3. 수준별 기준

협력적 논변의 각 절차에서 요구되는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설정한다.

공통

3-1. 개별 의견 작성 단계에서는 개인이 다른 사람

과의 관점 차이를 인지하고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한

다.

§ 개별 의견 작성 단계는 개인이 자신의 관점을 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는 단계로 ‘개인 의견글 작성’ 활동이 포함됨. 이러한 단계에서는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에 대한 주장, 의견, 근거, 상대편

관점 고려 요소 등을 의견글로 작성하는지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관점수

용을 파악할 수 있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관점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견글을

작성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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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전략 및 상세지침 예시 및 설명

3-2. 개별 의견 논의 단계에서 그룹원이 소외된 사

람 없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지,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한다.

§ 개별 의견 논의 단계는 그룹원이 서로의 관점에 대한 상호작용을 하는

단계로 ‘논변’활동이 포함됨. 이 과정에서 서로의 관점과 의견에 대해 활

발한 비판, 질문, 정교화를 통해 관점이 활발히 교류되는지 확인해야 하

며, 그룹 내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견이 없는지 확인함으로써 관점수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개인

3-3. 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 상태에 대한 내용으로

지표를 만들고, 수준별 기준을 세운다.

§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을 탐지할 수 있는 행동지표를 설정하고, 관점수용 수준별로 이

러한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 관점수용 수준을

도출함. 이때, 지표는 설문과 활동 데이터 모두 해당됨.

§ 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행동지표 및 기준 예시

구분 행동지표 기준 수준

인지적

다른 의견에 작성한 댓글 수

(유효한 댓글 유형: 반박,

질문, 보충)
0 개 1

정서적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인식

§ 관심 없음(1~3점)

§ 다른 조원의 생각

예측 못함 (1~3점)

1

3-4. 개인의 정서적 관점수용 상태에 대한 내용으로

지표를 만들고, 수준별 기준을 세운다.

그룹
3-5.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상태에 대한 내용으로

지표를 만들고, 수준별 기준을 세운다.

§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을 탐지할 수 있는 행동지표를 설정하고, 관점수용 수준별로 이

러한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 관점수용 수준을

도출함. 이때, 지표는 설문과 활동 데이터 모두 해당됨.

§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행동지표 및 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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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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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그룹의 정서적 관점수용 상태에 대한 내용으로

지표를 만들고, 수준별 기준을 세운다.

구분 행동지표 기준 수준

인지적 논의에서 소외된

의견카드
1개 이상 1

정서적 심리적 안정 수준
그룹 내 심리적 안정 수준이

낮은 학습자가 2명 이상
1

3-7. 그룹 의견 통합 단계에서 서로의 관점을 객관

적으로 통합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설

정한다.

§ 그룹 의견 통합 단계는 하나의 관점으로 통합되는 단계임. 이때 개인 단

위보다는 그룹 단위의 활동이 일어나고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을 위주로 분석하게 됨. 이 과정에서 그룹에서 논의된 관점들을 객관적

으로 모두 통합하고, 자신의 그룹과 다른 관점에 대해 고려하고, 서로

비난하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는지 분석함으로써

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적응적

스캐폴딩

4. 관점수용 촉진 도구

협력적 논변 활동 중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에 따라 관점수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도구를 제공한다.

공통

4-1.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관점 형성 과정부터 다른 사

람의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공유된 학습공간을 제

공한다.

§ 개별 의견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서로의 활동이 화면에 나타나고 언

제든지 서로의 의견글을 확인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4-2. 협력적 논변 과정에서 중 개인·그룹의 관점

수용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도구 제공

을 줄여나간다.

§ 관점수용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불필요한 지원 도구는 학습 과정에 방

해가 되기 때문에 따로 제공하지 않고,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대체함. 주로

1수준과 2수준의 학습자에게 지원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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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4-3.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바람직한 예시와 프롬프트를 제공하여 모델로서 활

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바람직한 관점수용을 하고 있는 개인 학습자의 사례를 축적하여 활용하

거나, 교수자가 직접 바람직한 관점수용 사례를 제작하여 관점수용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 제공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4-4. 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상대편 관점에 대한 정보와 이를 글에 반영하도록

프롬프트를 참고자료 형태로 제공한다.

§ 각 관점에 대한 상대편 관점의 기사, 내용 요약, 동영상 자료 등을 준비

하여 학습자가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협력도구를 통해 하이퍼링크, 파일

첨부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도구를 제공함.

그룹

4-5.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그룹의 관점과 상대되는 관점에 대한 정보와 프롬

프트를 참고자료의 형태로 제공한다.

§ 그룹의 통합된 관점과 반대되는 상대편 관점의 기사, 내용 요약, 동영상

자료 등을 준비하여 학습자가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협력도구를 통해 하이

퍼링크, 파일 첨부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도구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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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바람직한 그룹해결안의 예시와 프롬프트를 제

공한다.

§ 높은 수준의 관점수용을 나타낸 다른 그룹의 해결안의 예시를 축적하여

활용하거나, 교수자가 직접 바람직한 그룹해결안의 사례를 제작하여 관점

수용 수준이 낮은 그룹에게 제공함.

5. 관점수용 안내

협력적 논변 활동 중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에 따라 관점수용 활동을 구조화하여 제공한다.

공통

5-1. 협력적 논변 과정에서 중 개인·그룹의 관점수

용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안내 제공을

줄여나간다.

§ 관점수용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불필요한 안내는 학습 과정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로 1수준과 2수준의 학습자에게 지원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

개인

5-2.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

진하기 위해 상대편 관점이 되어 글을 써보는 활동

을 제공한다.

§ 개인·그룹이 자신의 관점과 다른 상대편 관점이 되어 자신의 의견을 다

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안내메시지를 제공함.

§ 안내 메시지 예시

ü 내가 만약 상대편 입장이라면 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적어

봅시다.

5-3. 개인의 인지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 대한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메시지 양식을 제공한다.

§ 학습자가 각 관점에 대한 의견 교류를 할 때 의견 교류가 활발하지 않

거나 의견 교류의 질이 낮은 경우 반구조화된 댓글 예시를 제공하여 바람

직한 의견 교류를 촉진함.

§ 댓글 달기 (보충/반론/질문) 구조 예시

ü 만약에 — 하면, — 합니다.

ü ~ 에 대한 점은 의문이 듭니다.

ü 이런 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5-4. 개인의 정서적 관점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대방의 관점에서 내 행동을 상상해볼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제공한다.

§ 다른 사람이 되어 내 표현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상상해볼 수 있도록

안내메시지를 제공함.

§ 안내 메시지 예시

ü 내가 다른 조원의 입장이라면, 내의 글/댓글을 읽었을 때 어떤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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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들까요?

5-5. 개인의 심화된 관점수용 활동을 위해 제 3자의

시선으로 각 관점을 분석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

하는 프롬프트를 제공한다.

§ 개인의 의견글에서 높은 수준의 관점수용을 나타낸 학습자에게는 활동

시간의 여유 등을 고려해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심화된 관점수

용 활동을 제공할 수 있음. 심화된 관점수용 활동은 3수준 이상인 학습자

에게 제공함.

§ 안내 메시지 예시

ü 각 관점의 의견글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할 점

을 정리해봅시다.

그룹

5-6.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그룹원의 각 관점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부족한 관점에 대한 논변글을 함께 작성해보는 활

동을 제공한다.

§ 다양한 관점에 대한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그룹 내에서 다양한 관점이

균형있게 도출되고 교류되도록 해야함. 즉,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타

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로 나타나는 관점에 대한 의견글을 그룹

원이 함께 작성하도록 하여 그룹 내에서 다양한 관점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음.

5-7. 그룹의 인지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그룹원들의 관점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제공한다.

§ 그룹원들의 관점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반영하여 통합

할 수 있도록, 안내메시지를 제공함.

§ 안내 메시지 예시

ü 그룹원들의 의견카드에서 우리 그룹 해결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5-8. 그룹의 정서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부족한 정서적 관점수용 활동이 우리 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해서 성찰하고 규칙을 세

우는 활동을 제공한다.

§ 그룹원이 서로 편안하게 의견을 교류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우리

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함. 이 활동은 성찰 활동

시 프롬프트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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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그룹의 정서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서로 공격/비난을 하지 않도록 그룹의 활동규

칙을 정하는 프롬프트를 제공한다.

§ 그룹원이 서로 비난/공격하는 댓글이나 발화를 하지 않도록 서로의 감정이

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하여 활동 규칙을 정하는

활동을 프롬프트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음.

5-10. 그룹의 정서적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운 규칙을 잘 지켰는지 의견을 공유하고 규

칙을 수정하는 활동을 제공한다.

§ 그룹의 정서적 관점수용을 잘하기 위해 그룹이 함께 세운 공동의 활동 규칙

이 잘 지켜졌는지 점검하고 규칙을 수정하도록 프롬프트 형태로 활동을 제

공함.

적응적

피드백

6. 단계적 피드백

피드백을 단계적으로 제공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관점수용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공통

6-1. 처음 피드백 제공 시 개인·그룹의 관점수용을

활동 상태를 알려줌으로써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한

다.

§ 협력적 논변 활동 중 학습자의 활동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교수

자는 관점수용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음. 이때,

처음 제공하는 피드백은 활동 상태를 알려주는 ‘미러링’ 형태의 피드백으로

제공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음. 이때,

피드백이 필요한 시점이나 내용은 협력적 논변 절차나 수준, 당시 활동 맥

락을 고려하여 교수자가 선택적으로 제공함.

§ 상황 및 피드백 예시: 개인 의견글에 상대편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ü 미러링: “반대 의견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ü 메타인지적 지원: “반대의견을 고려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ü 구체적 안내: “반대 의견이 담긴 기사를 올렸습니다. 기사를 읽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고, 자신의 의견카드에 그 내용을

반영해보세요”)

6-2.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에서 개선되

지 않는다면, 구체적 안내를 함께 제공하는 것까지

피드백을 단계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한다.

7. 적시적 피드백

관점수용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피드백을 적시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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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7-1.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이 낮을 때를 중심

으로 학습활동 중에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 학습활동 중 낮은 수준의 관점수용 활동을 보이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이 필요할 때, 현재 상태에 대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함. 학습활

동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학습자의 인식 조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수자

는 학습자의 활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수준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해야 함.

7-2.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이 활동 전반에 있

어 낮은 경우, 학습활동 후에 점검하고 스스로 성찰

할 수 있도록 전반적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

다.

§ 학습활동 후에는 활동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피드

백을 제공함. 이때, 그룹의 활동 데이터와 함께 개인의 그룹 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 데이터를 통합하여 도출된 전반적 활동에 대한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을 그룹 차원의 성찰 자료로 활용함.

7-3.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이 높은 경우 (예,

수준3), 구체적인 관점수용 활동 내용과 함께 긍정

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 높은 수준의 개인·그룹의 관점수용 수준이 나타난 경우에는 어떤 점이

바람직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함께 제공하여 해당 관점

수용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적응적

성찰

8. 구체적 성찰자료

현재 관점수용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성찰

하도록 한다.

공통 8-1.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에 § 개인과 그룹의 이전 차시 관점수용 활동 데이터를 엑셀, Tableau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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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활동 정보를 시

각화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시각화 도구를 이용하여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

각화된 자료를 피드백으로 제공함.

8-2.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

정보에 대한 요약과 함께 성찰 활동을 제공한다.

§ 시각화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학습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

므로, 학습자가 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한 요약과 함께 제공하

는 것이 효과적임.

9. 협력적 성찰

그룹의 정서적/인지적 관점수용 수준에 따라 그룹이 공동으로 관점수용 활동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그룹
9-1. 그룹이 함께 관점수용 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해 점검, 평가할 수 있

§ 성찰 활동지에 그룹이 활동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야 함. 또한, 논변 활동 중에도 그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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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프롬프트를 제공한다.
관점수용을 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교수자

가 구두로 안내할 필요가 있음.

9-2. 그룹의 관점수용 활동에 대한 성찰 중 의사소

통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공유된 공간 및

자료를 제공한다.

§ 그룹의 성찰 활동지를 2명, 혹은 4명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

하여 의사소통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활동지를 조원 수의 절반 개수로 인

쇄하여 배부하거나, 노트북을 두 대만 열어 성찰 자료를 함께 볼 수 있도

록 할 수 있음. 또한, 온라인으로 제공할 경우, 공유된 공간에 4명이 함께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논의하도록 할 수 있음.

10. 관점수용 개선

개인·그룹 성찰활동과 함께 성찰한 내용을 반영하여 활동, 혹은 행동을 수정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공통

10-1. 개인·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수용 수준에

따라 필요한 관점수용 활동을 촉진하는 프롬프트를

함께 제공한다.

§ 성찰 활동 이후에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필요한 관점수

용 활동에 대한 프롬프트를 제공하고, 성찰 활동 직후에 이에 기반하여 활

동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함. 또한, 다음 차시 성찰 시, 필요

한 경우 수정된 활동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하도록 활동을 제공하고, 이

전 차시의 성찰 활동지를 다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10-2. 성찰 활동 이후 성찰의 결과를 실천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이후에 수정된 활동에 대

해 다시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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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and unprecedented challenges—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driven by globalization and a rapid development in

technologies require the development of competencies namely

collaboration, problem-solving, and communication to survive and

succeed in the twenty-first century. Accordingly, collaborative

learning activities such as discussion, problem-based learning, and

collaborative argumentation are being actively pracised in schools.

Particularly,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argumentation is

regarded as a method to enhance learners' cognitive and social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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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he characteristics of computer-mediated learning.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argumentation is an activity in

which a small group of learners share their views and opinions on a

given problem and generate solutions based on critical discussion.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argumentation activity is, however,

not always effective; Learners can experience ineffective learning

processes and outcomes, especially if they are not capable of

'perspective taking'.

Perspective taking refers to the ability to express and experience a

situation from another's point of view; to infer what others would

think and objectify one's view. The perspective taking can be

classified into cognitive and affective aspects. Cognitive perspective

taking refers to the ability to infer and understand the thoughts,

knowledge, and opinions of others in a particular situation whereas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means to accurately infer other people's

emotional state by empathizing with them. Although perspective

taking has mainly been studied in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recent studies examine perspective taking as group

characteristics and its effect on the collaborative process.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noted that providing learners with

the same support without considering the level of learners'

perspective taking during the computer-based collaborative

argumentation process can reduce the effectiveness of support.

Instructors, therefore, need to provide adaptive support to promote

perspective taking so that learners can effectively participate in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argumentation process. In this

respe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teachers' adaptive support

strategy for promoting learners' perspective taking in computer-based

collaborative argumentation and examine its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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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is, the study used a design-based research approach.

Design-based research (DBR) is a systematic and flexible research

methodology that addresses problems identified in practice through

the iterative process of analysis, design,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in collaboration between research and a field expert.

In addition, DBR makes a practical contribution toward the

development of emergent theories of learning and understandings of

how the intervention functions. The study comprised two cycles of

design, intervention, analysis and reflection; Study I corresponds to

the first iterative cycle and study II corresponds to the second

iterative cycle.

The Study I was conducted with the aims to develop the

instructor’s adaptive support strategy for perspective taking and to

explore individual and group perspective taking activities in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argumentation. In regard to develop

the instructor’s adaptive support strategies, two specific research

questions were set to guide the study: (1) what are the instructor’s

adaptive support strategies for perspective taking in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argumentation? and (2) How do

learners perceive the instructor’s adaptive support for perspective

taking in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argumentation? In respect

to explore learners' perspective taking,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guided the study: (1) how does the individual-level

perspective taking work in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argumentations? and (2) how does the group-level perspective taking

work in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argument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process. First, the initial support

strategie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perspective taking theory and

related studies, and reviewed by four experts. Then, four sess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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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ve argumentation class were conducted with participation of

29 male middle school students with adaptive support for field

implementation. Learners in a group of 3~4 students used laptops to

make collaborative argumentations on the theme of ‘dam construction

in the Mekong river Basin’. After that, a survey (questionnaires on

effectiveness, ease of use, attitude on collaboration, & perceived

learning outcome) and a focus group interview (effects &

improvements) were conducted and activity data (online interaction

types & reflection data) was analyze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strategy and to make further improvements. The studyⅠ

developed 5 support strategies and 41 specific guidelines under six

components, namely 'Learner characteristic detection', 'perspective

taking level-based analysis', 'adaptive feedback', 'adaptive

scaffolding', 'adaptive reflection support' and 'adaptive learning

support system'. As a result of its implementation, the study

confirmed that adaptive support for perspective taking could be

effectively used for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argumentation

activities in face-to-face learning. In addition, the relation between

cognitive and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were found, although they

were not exactly at the same level. The study also reveal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level of individual perspective

taking and the level of group perspective taking. On the other hand,

the need to redefine the level of perspective taking level and to

eliminate that strategy and specific guidelines that are not used in

the actual adaptive support were identified.

Reflecting the improvements suggested by Study I, study II aimed

to further examine the effects of the improved adaptive support for

perspective taking in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argumentation.

The research questions on adaptive support strategy for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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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are: (1) what are the final strategies for the instructor’s

adaptive support for perspective taking in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argumentation? And (2) how do learners perceive the

instructor’s adaptive support for perspective taking in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argumentation? The research

questions on the effect of the instructor’s adaptive support strategies

include (1) how the instructor’s adaptive support strategies for

perspective taking in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argumentations

affect argumentation processes?, (2) how do the instructor’s adaptive

support strategies for perspective taking in the computer-based

collaborative argumentation affect learning outcomes?, and (3) how do

collaborative argumentation processes influence learning outcomes?.

The study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procedure. First, three

experts reviewed the revised support strategy reflecting the

improvement derived from Study I. Then, a quasi-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on 53 participants of experimental group and 48

participants of control group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support

strategy.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collaborative

argumentation activities with adaptive support whereas the control

group involved in a collaborative argumentation activities without

adaptive support. Both groups conducted a collaborative argumentation

during the four sessions on the subject of ‘the development of the

area around desertification’ using laptops in a group of 3~4 people.

Data such as questionnaires (cognitive conflict, relationship conflict, &

group cohesion), in-depth interview (effects & improvements), activity

data (types of online interaction & reflection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verify the effects and improvements of the supporting

strategy between the two groups on the learning process and

outcome.



- 383 -

As a result of the study, a total of four final components for

support strategy were identified: 'Perspective taking detection',

'adaptive scaffolding', 'adaptive feedback', 'adaptive reflection

support', and 10 supporting strategies with 41 specific guidelines

were developed. Each component is classified into categories of

'common', 'individual', and 'group' by sorting out the one applies to

individuals and groups in common and the one that only applies to

individual and group. As a result of applying this method to the class

and comparing to the control group, it was confirmed that the

instructor's adaptive support for perspective taking developed

positively influenced the perspective taking of individual and group in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argumentation carried out in the

face-to-face class. Furthermore, the high level of cognitive

perspective taking in the learning process supported the collaborative

argumentation process of learners by promoting cognitive conflict.

The high level of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learner's affective activities, which helped with effective

interaction in the collaborative argumentation process. Moreover,

group conflict, group cohesion, and online interaction type during the

process of collaborative argumentation were found to have influence

on the learning outcomes of individuals and group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discussions for theory

on perspective taking and practice on instructional design, and DBR

methods. On the theoretical aspects, the study proposed the

mechanism mod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and group

perspective taking, collaborative argumentation process, and outcomes.

The study also discussed the role of perspective taking in the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argumentation process and outcomes.

On the practical aspect, a procedural model for the desig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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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the instructors’ adaptive support was derived and

discussed. Moreover, the study discussed the need for learning

analytics in the face-to-face learning environment, the effects of

adaptive support, and the improvement of teacher's competence.

Lastly, in respect to DBR methods,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between field experts and researchers and applicability of DBR in the

educational technology field were discussed. As to conclude, the study

proposed a range of areas for future research including the research

on the diffusion of the instructor's adaptive support for perspective

taking, the need of adaptive support research from the macro

perspective, and the need to expand the current study in various

contexts.

This study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research on

the perspective taking of individuals and group in a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argumentation context and provided

specific cases on providing adaptive support through instructors as

mediation by integrating technology in face-to-face classrooms. It is

expected to improve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argumentation

activity for the development of collaborative skills in changing

classrooms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on adaptive support based on

perspective taking and learning analytics that can bring about

qualitative improvement of a learn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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