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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ffects of five types of interaction on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with the class, and class participation 
in Social studies' web-based learning environ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th grade students in the elementary schools G and D, which are Seoul's designated 
digital textbook research schools. Types of interaction are composed of five - 
participative, interactive, social, cognitive, and metacognitive massage. After 
completing the experiment, not only survey items which investigate achievement test 
sores, learner satisfaction and participation, but also posting opinions on the web are 
gathered and analyzed.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1)cognitive interaction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achievement test 
scores, whereas social, interactive interaction didn't show it. (2)cognitive, social, 
interactive interaction didn't show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learner 
satisfaction. (3)cognitive, social, interactive interaction didn't show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learner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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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과 웹기반 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유형이 어떤 학습효과
를 나타내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에 위치한 디
지털교과서 시범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촌락의 생활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이라는 학습 주제로 제주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네이버 카페에
서 한 달 동안 교류를 하였다. 학습 효과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
으로 나누어 실험 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웹에서 나타난 상호작
용은 Henri(1992)의 분류를 기반으로, 참여적, 사회적, 상호작용적, 인지적, 
메타인지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메시지의 빈도는 1, 2차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적 메시지의 빈도는 1, 2차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인지적, 사회적, 상호작용적 메시지의 빈도
는 수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인지적, 사회적, 상
호작용적 메시지의 빈도는 수업참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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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보와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기기를 빠르게 도입하고 활용하는 사람을 일컫는 ‘얼리 어댑터(early 

adopter)’라는 말이 유행이 된 만큼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능력이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교육 현장에서도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도입하

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인터넷, 디지털 기기, 그리고 최근의 디지털교과서 활용까지 교육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여 활용하였다.

   특히 사회과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교과이다. 왜냐하면

사회과의 목표는 ‘바람직한 시민성’으로서, 바람직하다는 것의 의미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

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과의 목표는 그 시대의

특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사회과의 학습 내용 역시 사회 모습 및 변화 그 자체

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과는 사회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

라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른 사회의 변화를 다루고 있고, 사회과 교수

-학습에서도 웹기반 학습 모형이 적용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회과 연구자들은 사회과 수업에서 웹기반 학습의 장점으로 활발한 상호작용을 든다(배영

민, 2008; 이경윤, 2015; Berson, 2000 등). 사회과에서는 전통적으로 토론, 협동 학습 등 다른 사

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의 형성을 강조해 왔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회현상에 대한 관점을 확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 역시 함양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교실에서 한정된 동료들과 제한된 시간 안에서 소통했던 것에 비해 웹

기반 학습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과 교실 밖에서도 서로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과 수업에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웹기반 학습에서 상호작용은 어떤 의의가 있을까? 웹기반 학습에서 상

호작용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상호작용 유형 분석(문호균, 2008; 손성호, 2011), 학습자

특성, 집단구성 방식 등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김민경, 2003; 임양미․김명순, 

2008; 박재홍․송해덕, 2011) 등이 있다. 이상의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인 결과는 웹기반 학습

에서 상호작용은 학습의 성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과 웹기반 학습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때 높은 학습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상호작용이 학업성취도 등 학습효

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웹기반 학습에 관한

것이거나(정인성 외, 2000), 상호작용의 유형 중 대화상대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분류하여 그 효

과를 측정한 것(하현정, 2006)이 대부분이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웹기반 학습 연구는



사회과 웹기반 학습에서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학습효과 분석 97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루고 있는데, 교실에서 학생들이 참

여하는 웹기반 학습은 면대면 수업과 웹기반 학습이 병행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인의 학습

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이 누구와 이루어지는지와 같은 형식적 부분보

다는 상호작용의 내용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웹기반 학습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본 연구는 웹기반 학습의 설계와 교수학습 방법을 결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사회과 웹기반 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유형은 학습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상호작용의 유형은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상호작용의 유형은 수업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상호작용의 유형은 수업참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위치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 4월부터 한 달 간 제주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네이버 카페’에서 교류를

하게 하였다. 양 지역의 학생들은 ‘촌락의 생활 모습’ ‘촌락의 문제와 해결’ 등 주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 등 자유롭게 친목 도모를 위한

상호작용을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학생들이 교류한 네이버 카페에 학생들이 남긴 내용을

Henri(1992)의 분류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사회과 웹기반 학습 프로그램 설계 시 어떠한

상호작용 유형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둘째, 사회과 교사들에게 웹기반

학습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야 하는지 알려줌으로써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웹기반 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의의와 유형, 사회과 웹기반 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한 이론적 논의를 탐

색하고, Ⅲ장에서는 연구 대상 및 절차, 도구 등에 관한 연구 방법을 소개한다. Ⅳ장에서는 네

이버 카페에 나타난 상호작용의 유형 분석 및 상호작용의 유형이 학습 효과에 어떤 영향을 주

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연구의 결론 및 향후 본 연구와 관련

된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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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웹기반 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의의와 유형

   웹기반 학습에서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웹기반 학습은 기

존의 교실 수업에서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사람들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상호작용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선행 연구들은 웹기반 학습의 효과로 학업성취도, 학

습에의 흥미, 고차사고력 등이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다(최병모, 전희옥, 2007; Heafner & 

Friedman, 2008; Saye & Brush, 1999 등). 특히 상호작용은 웹기반 학습에서 문제해결력, 학업성취

도 등 학습의 성과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강명희․엄소연․이정민, 

2006)

   그런데 상호작용의 유형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뉠 수 있다. Paulson(1995)는 상호작용하

는 참가자의 수에 따라 개인 혼자 학습(on alone techniques), 일 대 일(one to one techniques), 일

대 다수(one to many techniques), 다수 대 다수(many to many techniques)로 나누었다. Bates(1995)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시적 상호작용과 비동시적 상호작용으로 나누었

다. 또한 Moore(1993)는 웹기반 학습에서 학습자가 누구와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 학습자와 교

수자,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Moller(1998)은 웹기반 학습에

서 나타나는 공동체의 유형을 학문적 공동체(academic community), 지적 공동체(intellectual 

community), 대인 관계적 공동체(intellectual community)로 나누었다. 그는 웹기반 학습에서 이러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학습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이 상호작용을 언제, 누구와 하는가의 형식적 측면에서 분류하였다면

Henri(1992)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내용 그 자체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주

목해 볼 필요가 있다. Henri(1992)는 메시지의 의미에 따라 참여적(participative), 상호작용적

(interactive), 사회적(social), 인지적(cognitive), 메타 인지적(metacognitive) 차원으로 나누었다. 첫째, 

참여적 차원은 학습자들이 얼마나 학습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체참여

와 학습 참여로 나눌 수 있다. 전체 참여는 웹기반 학습에서 나타난 전체 메시지의 수와 접속

횟수를, 학습 참여는 학습과 관련된 메시지의 수를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차원은 자기소개나

칭찬 글 등 학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학습 공동체의 분위기를 진작시켜 주는 메

시지를 의미한다. 셋째, 상호작용적 차원은 다른 학습장의 글에 대하여 논평을 하거나 다른 사

람의 질의에 대하여 응답하는 등 학습 내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상호 교류에 관한 메시지를 의

미한다. 넷째, 인지적 차원은 학습 과정에서 추론이나 일반화, 질문, 용어 정의와 같은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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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사고와 관련한 메시지이다. 마지막으로 메타인지적 차원은 학습을 계획하고 통제하며

전략을 짜고 평가를 하는 등, 일련의 학습 과정 자체에 관한 메시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Henri(1992)의 유형은 학습자들이 웹기반 학습에서 질적으로 어떤 교류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Henri(1992)의 메시지 내용 분석 지표는 <표 1>과 같다.

<표 1> The Analytical Framework

분석 틀 정의 지표

참여적
개인 또는 집단이 올린 메시지 또는 진술문

(statements) 수의 총합

메시지의 수

진술문의 수

사회적
교과의 공식적인 학습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지 않은 진술문이나 진술문의 일부

자기소개

언어적 지원

“난 ~~~~ 해서 기분이 좋았

어.”
상호작용

적
메시지를 연결해 주는 고리들

“Celine의 말에 대답하자면”
“전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인지적
학습과정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나타내는

진술

질문하기

추론하기

가설 설정

메타인지

적

일반적인 지식,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 및

학습에 대한 자각, 통제, 규제를 보여주는 진

술문

“나는 ~~라고 이해했어”
“나는 ~~가 궁금해”

자료: Henri, 1992, p.125

B. 사회과 웹기반 학습과 상호작용의 중요성

   사회과에서 웹기반 학습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활발히 수업에 도입되어 왔고, 관련 연구 역

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사회과가 사회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사회과의 목표는 바람직한 시민성의 함양으로, 이러한 시민성은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인재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식 정보화 사회가 대두되면서 사회가 급격하

게 빨리 변화하고 있으며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사회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이

고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과에서도 창의적인 문

제해결능력을 지닌 시민을 기르기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한 변화 중 하나로 사회과 웹기반 학습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웹기반 학습은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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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게 해 줌으로써 보다 많은 교육적 의의를 내포

하고 있다. 웹기반 학습의 중요한 효과는 제한된 시간에 보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촉진

시켜 준다는 점이다. 면대면 수업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

생이 서로 활발히 소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웹기반 학습에서는 웹이라는 공간에

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더 나아가 교실 밖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웹기반 학습은 면대면 수업에서 제한된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의 한계

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

   구정화(2002)의 연구는 웹기반 학습이 어떻게 면대면 수업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연구는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서 면대면 수업과 웹기반 토

론수업의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비교집단은 면대면 토론 수업을, 처

치집단은 웹기반 토론수업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처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고차사고력 점수

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구정화(2002)는 면대면 토론의 경우 학생들이 다른 사람

의 말을 듣고 그 즉시 논리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반면, 웹기반 토론에서는 동료의 글을

읽고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다음 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연

구에서 주목할 것은 웹기반 토론 수업이 학업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 더욱 효과적이었다는 점

이다. 이에 대해 그는 웹기반 토론에서 개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서 말

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글로써는 자신의 의견을 쉽게 밝힐 수 있기 때문이라 보았다. 

기존의 토론 수업이 경직된 수업 분위기, 나서기 싫어하는 학생들의 특징 등으로 인해 활발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차경수, 2000)을 비추어 보면 웹기반 학습 면대면 수업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과 연구자들 역시 웹기반 학습이 보다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촉진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과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Rosen과 Neslon(2008)은 web2.0의

도입으로 인해 전통적인 수업에서보다 학생이 수행한 과제에 대해 더욱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의

견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 세상에서 일어나

는 문제에 대해 보다 넓은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Rosen & Nelson, 2008, 

p.221). Heafner와 Friedman(2008) 역시 웹기반 학습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과 협력

적이고 의사소통이 활발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Heafner & Friedman, 

2008). 

   이처럼 사회과에서 웹기반 학습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증진시켜 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

가 있다. 특히 사회과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중요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 학생들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예전

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현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즉,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

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확대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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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켜 준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은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는 과

정에서 토론을 촉발시킨다.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다시 점검해 보고 다른 사람

의 의견에 왜곡이나 편견이 없는지 따져보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서울에 소재한 두 개의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에서 4학년 학생 총 75명의 학생이 실험에 참

가하였다.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의 학생들을 선정한 이유는 웹기반 학습을 하기 위해 1인당

한 대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에서 처음

인터넷을 활용한다면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 외에 다른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

단을 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1인당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고, 사회과

수업에서 인터넷을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응답 사례 가운데 불성실한 답변은 제외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표 2>와 같다.

학교 남 여

D학교 8 12

G학교 28 24

합계 36 36

<표 2> Study subjects composition (unit: person)

 

B. 연구 절차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S초등학교와 J초등학교의 4학년 학생들과

2015년 4월 한 달 동안 네이버 카페에서 상호작용을 하였다. 먼저 많은 어촌들 중 S초등학교와

J초등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이 학교가 위치한 세화리와 종달리는 해녀마을로 불리며 전형적인

어촌 마을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S초등학교의 4학년 학생은 총 18명, J초등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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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은 총9명으로 모든 학생이 이 수업에 참여하였다. S초등학교와 J초등학교는 디지털교과서

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컴퓨터실에 1인당 1대의 컴퓨터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이루어진 모든 수업은 컴퓨터실에서 진행되었다. 

   학습 내용은 4학년 1학기 ‘1-(2) 촌락의 생활 모습’ 중 2차시와 ‘1-(4) 촌락의 문제와 해결’ 중

3차시로, 총 5차시의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 때 실험 요소 외 다른 요소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연구자가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며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 학생들과

실험에 참가한 서울 학생들은 동시적 상호작용이 아닌 비 동시적 상호작용을 하였다. 즉, 네이

버 카페에서 학생들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기까지 몇 시간에서 몇 일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 자발적으로 카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제재를 가하지 않았

으며 자율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업 방식의 특성으로 인해 참가자들은 웹기반 학습과 면대면 학습이 혼합되어 나타

났다. 즉, 참가자들은 수업 시간에 웹기반 학습을 통해 제주도 학생들과 교류를 하기도 하고, 

교사 및 교실 동료들과 학습 내용에 대해 토론 등의 면대면 학습도 참여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웹기반 학습에서만 상호작용을 실시한 후 학습결과를 실시한 것과는 다른 점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과 수업에서 활용되는 웹기반 학습은 웹상에서 100%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의 면대면 수업도 병행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사회과 수업에 가

깝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수업 방식은 다음과 같다. ‘1-(2) 생활 모습’에서 제주도 학생들은 어촌의 생활 모

습 및 자연 환경에 대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 자신이 살고 있

는 지역의 모습에 대해 카페에 업로드하였다. 이에 대해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어촌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과 비교하는 등 자발적으로 제주도

학생들과 교류하였다. 또한 ‘1-(4) 촌락의 문제와 해결’ 단원에서는 제주도 학생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어촌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면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그 내용을 보고

문제를 분석하여 모둠별로 어촌의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수업을 하였다. 그리고 ‘제주

도지사에 출마합니다’라는 선거 상황을 제시하여 모둠별로 도출한 해결방안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선거 연설 동영상을 촬영하여 카페에 업로드하였다. 이를 보고 제주도 학생들이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세운 모둠에게 투표를 하였다.

C. 연구 도구

   본고는 웹기반 학습에서 나타난 상호작용을 분류하는 여러 기준들 중 내용의 질적인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Henri(1992)의 분류를 따랐다. Henri(1992)는 메시지의 의미에 따라 참여적,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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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 사회적, 인지적, 메타인지적 차원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Henri(1992)의 모델을 중심

으로 조일주와 정재엽(2007)의 분석지표를 참고하여 본 실험의 특성에 맞게 구안하였다. 

Henri(1992)의 분류 중 개인이 올린 총 메시지의 수를 의미하는 ‘참여적 차원’은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의 총량을 측정하기보다는 메시지의 내용 자체를 질적으로 분류하

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분석지표는 <표 3>과 같다.

자료: Henri(1992), 조일주․정재엽(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안함

   자료 코딩은 연구자 외 연구 보조원이 함께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연구 보조원은 2시간 정

도 충분히 사전 연습을 함께 하고 애매모호한 메시지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 각자 코딩을 실시

하였다. 두 명의 코딩자간 신뢰도는 평가자간 신뢰도(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검정을 통하

여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메시지의 코딩자간 일치도 분석결과, 평균 측

도의 95% 신뢰구간이 .982에서 .99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 확률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틀 정의 지표

사회적

학습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인사말, 자기소개, 감

정표현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메

시지

자기소개, 인사

칭찬, 감사, 격려 등 자신의 감정 표현

감정표현에 해당하는 이모티콘

ex) 칭찬해 주서 정말 기뻐

상호작용적

학습 내용과 관련되어 다른 학

습자들의 메시지에 대해 언급한

내용 및 감정표현

학습 내용과 관련한 소망, 바람

질문에 대한 응답

상대방의 코멘트에 대한 응답

응답에 해당하는 이모티콘

ex) 너희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 구나

ex) 너희 마을에는 그런 문제가 있구나. 정말 힘들

겠다.

인지적

학습 내용과 관련한 지식을 나

타내거나 비교와 대조 등의 사

고과정을 드러낸 메시지

학습 내용과 관련된 질문

추론

실제 경험 사례 기술

비교 및 대조

ex) 우리 서울에는 제주도처럼 이런 문제가 있어

ex) 너도 그랬구나 나도 ~~ 한 적이 있어.

메타인지적
학습 전체에 대한 자각, 통제, 

규제를 의미하는 메시지

대화의 방향, 점검, 새로운 대화거리 제안

내용의 정리

<표 3> Message contents analysi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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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적 메시지 분석에서는 평균 측도의 95% 신뢰구간이 .965에서

.987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 확률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지적 메시지 분석에서는 평균 측도의 95% 신뢰구간이 .924에서 .971로 역시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유의 확률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두

명 평가자간 신뢰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학습 효과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으로 분류하여 학업성취도, 수업만족도, 수업참여도

를 측정하였다. 학업성취도는 연구자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수업목표를 고려하여 10개의 객

관식 문항과 1개의 서술형 문항을 개발하고 3명의 4학년 담임교사에게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

받았다. 수업만족도 검사는 문용승(2010)이 개발한 학습만족도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또한 수업

참여도는 차민정 등(2010)이 개발한 ‘학습자의 수업참여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D. 자료 분석 방법

   본고는 네이버 카페에서 학생들의 메시지를 분석하여 수집한 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

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 for Windows (SPSS inc) 프로그램을 통해 통계 처리하였다. 메시지를

상호작용별로 분류하여 이를 정량화한 횟수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수업 후의 수업참여도, 

수업 후의 수업만족도, 수업 직후의 학업성취도 및 2개월 후의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인 간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이를 진단하였다.

Ⅳ. 연구 결과

A. 상호작용 유형별 빈도

   먼저 네이버 카페에서 학생들의 메시지를 내용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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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사회적 차원의 메시지가 평균 12.51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상호작용적 차

원으로 4.17회, 인지적 상호작용은 2.36회로 나타났다. 메타인지적 차원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

다. 기존의 웹기반 토론 수업 분석 시 많이 나타나는 메타인지적 차원의 메시지가 본 실험에서

나타나지 않은 까닭은 본 실험 수업은 토론 수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제의 방향에 대해 이야

기하거나 통제, 규제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초등

학교 4학년이라는 연령의 특성상 메타인지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B. 상호작용의 유형과 학습 효과와의 관계

 1. 1차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표 5> Relationship between type of message and primary academic achievement 

상호작용 유형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12.51 13.21

상호작용적 4.17 4.63

인지적 2.36 2.70

<표 4> The results of message analysis

B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27.695 1.143 24.227 .000

사회적 -.080 .058 -.160 -1.373 .175 1.137

상호작용적 .092 .172 .065 .534 .595 1.228

인지적 1.087 .290 .447 3.744 .000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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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를 살펴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인들이 1차 학업성취도를 20.8%(R2 = .208)

의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모형의 적합도는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p=.001).

   구체적으로 통계치를 살펴보면 사회적 차원과 상호작용적 차원의 메시지는 1차 학업성취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지적 차원의 메시지는 1차 학업성취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447, p= .000). 세 변수 모두 VIF가 10 이하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2차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표 6> Relationship between type of message and secondary academic achievement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456 .208 .172 5.9875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619.898 3 206.633 5.764 .001**

잔차 2366.174 66 35.851

합계 2986.071 69

B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16.634 .972 17.107 .000

사회적 -.004 .049 -.009 -.074 .941 1.137

상호작용적 -.063 .147 -.052 -.429 .669 1.228

인지적 .977 .247 .472 3.956 .000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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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454 .206 .170 5.09296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444.419 3 148.140 5.711 .002**

잔차 1711.923 66 25.938

합계 2156.343 69

   <표 6>을 살펴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인들이 2차 학업성취도를 20.6%(R2= .206)

의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모형의 적합도는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p=.002).

   구체적으로 통계치를 살펴보면 사회적 차원과 상호작용적 차원 메시지의 빈도는 1차 학업성

취도와 마찬가지로 2차 학업성취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

지적 차원은 2차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977, p= .000). 또

한 Beta값이 1차 학업성취도에 비하여 크기가 더 큰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보아

2차 학업성취도에 인지적 차원의 메시지의 빈도가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3. 수업만족도와의 관계

 <표 7> Relationship between type of message and satisfaction of class 

  

B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63.245 1.329 47.586 .000

사회적 -.029 .066 -.055 -.422 .674 1.137

상호작용적 .053 .201 .036 .263 .794 1.228

인지적 -.100 .338 -.040 -.297 .768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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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을 살펴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사회적 차원, 상호작용적 차원, 인지적 차원이 모

두 수업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0.5%정도의 설명력을 가

지며(R2= .005), 회귀모형의 유의확률 또한 .05보다 큰 값으로 수업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수업참여도와의 관계

   <표 8> Relationship between type of message and class participation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069 .005 -.040 6.96156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15.269 3 5.089 .105 .957

잔차 3198.576 66 48.463

합계 3213.843 69

B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6.486 2.207 2.938 .005

사회적 -.104 .112 -.120 -.925 .358 1.137

상호작용적 .323 .333 .130 .969 .336 1.228

인지적 -.432 .561 -.102 -.770 .444 1.186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69 .028 -.016 11.5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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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을 살펴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사회적 차원, 상호작용적 차원, 인지적 차원이 모

두 수업참여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2.8%정도의 설명력을 가

지며(R2= .028), 회귀모형의 유의확률 또한 .05보다 큰 값으로 수업참여도에는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 결과 요약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웹상에 나타난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메타인지적

차원의 메시지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의 연령의 특성에 기인한다. 

초등학교 4학년은 대화의 방향, 점검, 새로운 대화거리를 제안하는 메타인지적 차원의 상호작용

을 하기에 인지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과정 자

체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교사의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인지적 메시지의 빈도는 1차 학업성

취도 및 실험 종료 2달 후에 실시한 2차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상호작

용적 메시지의 빈도는 1, 2차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인지적, 사회

적, 상호작용적 메시지의 빈도는 수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인지적, 사

회적, 상호작용적 메시지의 빈도는 수업참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종합해 보면 인

지적 메시지의 빈도만 단기, 장기 학업성취도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자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Gillani와 Relan(1997), 

McDonald와 Gibson(1998)은 웹기반 학습에서 인지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

원하는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Gunawardana와 Zittle(1997)은 컴퓨터 매개 학

습 환경에서 사회적 실재감은 학습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인데, 이러한 사회적 실재감

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 강조하엿다. 이상의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웹

기반 학습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학습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회적 메시지 및 상호작용적 메시지는 학업성취도, 수업만족도, 수업참

여도에 해당하는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업 내용과 관련이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257.963 3 85.988 .643 .590

잔차 8823.523 66 133.690

합계 9081.486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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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감정표현, 또는 단순 친교를 위한 메시지 모두 수업의 효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

다. 대신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비교, 대조하고 질문하는 등 적극적인 인지적 사고를 많이 한

학생이 좋은 학업성취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결과가 배치되는 이유는 사회과 교실 수업의 특성 때문이다. 기존

의 연구들에서 이루어진 실험은 웹기반 학습으로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실시한 것으로, 본 연

구에서 실시한 수업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교수자와 동료 학생들이 웹에서

만 만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서로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

문에 학생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의미하는 ‘사회적 실재감’이 학습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사회적 실재감을 형성하는 데 주요 기재인 사회적 상호작용

이 웹기반 학습의 성과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과 수업은 면대면 학습과 웹기반 학습이 혼합된 형

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역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제한된 수업시간에서 학생들이

수업내용과 관련 없는 사회적 메시지나 수업내용과 관련 있다 하더라도 단순한 감정표현 등의

상호작용적 메시지를 보내는데 치중한다면, 그 학생들은 그 시간만큼 학습내용에 대해 깊이 있

는 사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제한된 시간 안에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비교와 대조, 질

문이나 추론 등의 인지적 사고를 많이 한 학생이 학습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

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과 웹기반 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유형이 어떤 학습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에 위치한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4학년 학생들은 ‘촌락

의 생활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라는 학습 주제로 제주도 학생들과 네이버 카페에서 한 달 동

안 교류를 하였다. 학습 효과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으로 나누어 실험 후 학업성취도, 

수업만족도, 수업참여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네이버 카페에서 나타난 상호작용은

Henri(1992)의 분류를 기반으로, 참여적, 사회적, 상호작용적, 인지적, 메타인지적으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웹상에 나타난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메타인지적 차원의

메시지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인지적 메시지의 빈도는 1차 학업성취도 및 실험 종료

2달 후에 실시한 2차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적 메시지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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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2차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인지적, 사회적, 상호작용적 메시지

의 빈도는 수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인지적, 사회적, 상호작용적 메시

지의 빈도는 수업참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요약하면 인지적 메시지의 빈도만 단

기, 장기 학업성취도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과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사회과 수업 시간에 웹기반

학습을 할 때, 교사는 학생들이 인지적 차원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물론

공동체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회적 차원이나 상호작용적 차원의 상호작용도 중요하지만, 이는

교실 수업 이외의 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를 받아 보다 질문, 추론, 비교, 대조 등의 인지적 사고과정을 거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회과 수업 시간에 웹기반 학습을 실시할 때, 교사는 학생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단순히 친목도모를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치우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실험을 실시할 때,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 중 제주도 학생들과 친목도모를 한

다거나 학습 내용과 관련한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학급 동료들끼리의 장난이나 놀림 등의 메시

지를 생성하는데 재미를 느끼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특성상 학습과정

에 대한 통제와 이해 등 메타인지능력이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교사는 이미 알고 있

는 학급 동료와의 친목 도모보다는 새로운 집단과의 관계 형성 및 학습내용에 관한 상호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학습과정을 잘 관찰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실제의 사회과 웹기반 학습이 일어날 때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지지해야 하는 상

호작용의 유형을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추후 다음과 같은

과제가 수행되어야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과 웹기반 학습에서 학생들의 인지적 차원의 상

호작용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인지적 차원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교사가 아무

리 인지적 차원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도 어떻게 학생들의 그것을 촉진시킬 수 있

는지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향후 교사가 수업에서 어떻게 학생들의 인지적 차

원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수업 방법 전략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단순히 상호작용의 유형을 분석하여 분류하고, 학습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하

여 수집한 후 두 군 간 양적인 관계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웹기반 학습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였을 때, 어떠한 느낌을 가

질 수 있었는지 이것이 자신의 학습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상호작용 유형의 효과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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