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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구목적

협력이란 과제의 단순한 분담을 넘어서， 학습의 시작 단계부터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

로 과제에 대한 토론과 점검을 통해 하나의 공통된 개념과 방법들을 도출해 나가는 과

정이다- 협력학습에서는 학습자 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다른 어떤 상호작용보다 중요

시한다. 실제로는 웹기반 협력학습에서 이러한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원인으로 홍승정 등(1998)은 첫째 학습자들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나 정서적 유대가 면대면 수업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 둘째 가상공간에서 상호작용

한다는 것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 셋째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토론

문화에 그리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웹기반 환경은 면대면 상황과 탈리 학습자간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면대면 상황에서는 봄젓이나 표정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간

접적으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다. 반면 텍스트를 위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

는 웹 환경에서， 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상태나 느낌， 작업 정보

등을 동료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이 점은 사이트 설계 시에 적극적으로 고려

되어야 하며 ‘능동적인 학습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전에 숙지시켜야 한다. 또한 협력

적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학습자들이 성공적으로 협력학습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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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협력학습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게시판이나 토론방 자료실과 같이 협력 방법을

의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Brush(199 8)는 협력학습전략의 주요 구성요소로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개인적인 책임

감， 협력적인 기술을 가르치고 강화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협력기술로 아이디어를 전달

하는 기술， 구성원 사이에서 신뢰감을 세우고 유지시키는 기술， 리더십을 갖는 기술， 그

룹사이의 분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기술， 예견하고 요약하고 질문하는 특별한 학습전

략들의 다섯 가지를 들었다. 협력기술을 가르치는 방법은 본 학습 이전에 가르치고 실

제로 연습을 해봐야 한다고 하였다. 그 이외의 부수적인 방법으로는 협력학습이 끝난

후에， 사용한 협력기술을 회상하게 하고 이를 평가하여 다음에 더욱 향상된 협력기술을

자신이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협력학습에서는 학습자가 협력을 잘 할 수 있도륙 하기 위하여， 본 학습에 들어

가기 전에 우수한 협력 학습 사례를 제시하거나 학습 중에 참고할 지시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협력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이런 사레중심 안내의 문제점은 학습자

들이 협력에 관한 안내글을 처음 한번 읽고는 더 이상 관섬을 두지 않는 다는 것이다.

협력학습에서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은 협력학습의 전 과정에서 지속된다. 협력기술 습득

이 부족한 학습자의 경우 협력학습 전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

며， 이는 전체적인 학습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또한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 실제 협

력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제한된 학습공간에 모두 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다양한 사례를 모두 담았다고 해도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것 자

체가 하나의 인지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사례를 모두 읽는 것 자체가 협력 학습과정에

서 올바른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협력기술에 대하여 텍스

트로 안내하는 성찰형태와， 학습자들이 협력활동을 하면서 학습자 스스로 협력 방법을

성찰하는 형태를 비교하였다. 성찰 활동은 학습자들이 직접 겪게 되는 협력 상황의 문

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며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집단의 협력을 돌아보는 활동이다.

이 때 활용되는 자아 성찰적 사고는 대표적인 구성주의 학습 원리이다. 자신의 모든 개

인적 경험 그리고 일상적인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해보고

분석을 하는 인지적 습관을 말한다.

개인의 경험과 성찰적 사고에 대한 관계를 모형으로 정립한 Kolb(1994) 의 학습 사이

클은 네 개의 학습 양상， 즉 구체적 경험， 성찰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와 실제적 실험으

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성찰적 관찰’의 역할은 구체적인 경험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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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Redding & Catalanello, 1994; SchOn 1987; Wetherell &
Mullins, 1994 ; 강인애， 1998 재인용). 이러한 성찰적 활동과 사고를 객관화하고 의식화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성찰 저널’을 작성하는 것이다 기존의 대부분의 학

습환경에서는 학습자들은 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지식에 먼저 접하게 된다. 그려

고 나중에 그것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도록 요구된다. 구성주의에서는 Kolb의 학습

사이클의 원칙에 의거하여 먼저 학습자을은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학습을 시작한다.

곧 실제적 성격의 ‘문제’로부터 시작한다 그런 다음 그 활동과 경험을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다. 이것은 주로 성찰저널의 작성으로 이어진다. 성찰저널 작성은 사고와 학

습을 고무하기 위한 것이며 자신의 학습 방법을 되돌아보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다.

협력에 관한 문제는 학습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나므로 협력방법에 관련된 학습 역시

매 단계마다 이뤄져야 한다. 본 연구는 협력방법에 관한 성찰저널의 작성이 협력방법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협력 학습을 촉진한다고 가정한다. 학습의 매 단계

마다 자선의 학습 활동과 동료들의 활동， 그룹에서 일어난 의사소통에 대해 협력방법을

성찰하는 저널을 작성하면 다양하고 실제적인 협력의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협력학습 환경에 포함하여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돕는다면 보다 올바른

양상으로 협력하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과학과를 대상으로 웹 환경에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형태

로 연구를 진행한다. 프로젝트 기반학습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문제를 스스로 탐구하

는 과정에서 사고하는 방볍을 배울 수 있고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

행하므로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구조화된 학습형태이다. 특히 그룹의 학습자와 상호작

용하면서 학습자들 간에 협력적인 과제수행이 필수적이어서 웹 기반 프로젝트 학습이

본 연구에 적합한 학습형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웹 기반 프로젝트 학습에서 협력방법에 대한 성찰저널의 작성이 학

습자간의 상호작용의 수준과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마치는가를 알아보는데

있다.

2.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

웹 기반 프로젝트학습에서 협력방법에 대한 성찰형태(사례 제시 와 성찰저널 작성)가

상호작용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l) 웹 기반 프로젝트학습에서 협력방법의 성찰형태에 따라 학습자간 상호작용에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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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 기반 프로젝트학습에서 협력방법의 성찰형태에 따라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가?

위의 연구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l) 웹 기반 프로젝트학습에서 협력 방법의 성찰형태에 따라 학습자간 상호작용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2) 웹 기반 프로젝트학습에서 협력 방법의 성찰형태에 따라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일 것이다.

H 이론적 배경

기반 프로젝트 학습

다음과 같이 논하고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웹 기반 프로젝트 학습과 협력방법에 대한 성찰형태를 살

펴보았다.

1. 웹 기반 프로젝트 학습

(1) 웹 기반 프로젝트 학습의 효과

웹 기반 프로젝트 학습이 정보사회에서 중시되는 여러 능력들을 신장할 수 있는 가능

성에 비춰 Jacobson(l997)은 웹 기반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학습 효과

를 구성주의 이론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서로 관련되지 않은 사실들의 암기보다는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에 책임을 갖고 자신의 지식을 명료할 수 있다.

셋째， 서로 돕고 의견을 나누는 학습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실제 사

회의 직업 상황에서 필요한 대인관계 처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넷째，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을 적시에 찾아서 활용할

수있다.

]acobson(1997) 이 주장한 이러한 가능성들을 조미헌(1999)은 웹

의 다양한 기대효과를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들과 관련지어

있다.

첫째， 제시된 과제에 대해서 학생들은 직접 관련 자료를 찾고， 과제 수행을 위한 계획

을 세우며， 그 계획을 실행해 보고， 실행 결과를 반성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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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자신이 하는 인지활동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정하게 되며， 그 결과로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고

자 학습과정에서 많은 결정틀을 하며， 그 결정에 따른 활동을 한다. 학습의 과정에서 느

낀 만족감이나 성취감은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를 유발시키고， 후속 학습에 대한 의욕

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필요와 관심에 따라서 학습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셋째， 학생들은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진행하며，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발표하

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의견이 다른 경우에 서로 협상하는 가운데 목적한 과제를

완료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학습과 관련된 기능과 지식뿐만 아니라 타인과 상호 협

력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았다.

넷째， 인터넷을 활용하여 학생들은 설문조사， 면담， 실험， 창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

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며， 그림， 문자， 음향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정보를 표현 또는 개발

한다. 이 활동들을 통하여 학생들은 정보 처리와 과학기술 활용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

출수 있다.

(2) 웹 기반 프로젝트 학습의 운영

프로젝트 학습의 운영에 필요한 요소로는 프로젝트 운영， 학습 전략， 대화 만들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Gibson & Clarke, 1995).
프로젝트 운영자의 역할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야 한다.

첫째， 적절한 상황 확보를 통해 학습자들이 학습하기에 최상의 상황을 찾아야 한다.

최상의 학습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목적과 운영

자의 목적이 같아야 한다. 프로젝트 자체가 대화를 권장하고， 학습자들의 연습을 허용하

며， 모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학습에 펼요한 학습할 수 있는 공간， 학습

에 필요한 프로그램， 학습에 필요한 장비 등의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둘째， 운영자의 역할이다. 프로젝트 운영자가 지향하여야 할 역할과 스타일의 한계를

정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결정을 요구할 수 있거나 어떤 탐구나 의사 결정과정에서 주

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즉， 운영자는 그룹이 불편해하는 원인을 알아내고 방법을 제시

해 도와줌으로써 결국 행복한 상태가 되게 하는 사람이다.

셋째， 운영자가 노력해야할 점은 그룹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찰하기， 그룹의

요구를 명확히 확인하기， 그 요구를 다루는 방법을 학습하기， 다른 상황에서 그 방법들

을 연습하기， 사람들의 감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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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속뜻을 이해하기， 긍정적인 응답을 창작해내기， 그룹이 최상의 기능을 하도록 하

기， 큰 실패를 막기 위한 안전망 설치하는 것들이고 피해야 하는 점은 바퀴의 중심， 회

의의 의장， 주의집중의 중심， 리더 역할 등이다.

넷째， 평가는 실수에서 배운 것， 성공에 대한 평가， 기술발전 모두에 관한 것이다. 프

로젝트 학습을 마치고 평가를 하여 새로운 프로젝트에 반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들에게 학습과 관련한 학습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기술 훈련은 과정의 반일

뿐이고， 나머지 반은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어떤 도구와 훈련이 운영자와 함께 학습할 작업할 그룹에 맞는지， 언

제 사용하면 최대의 이점을 얻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운영자에게 있다. 다음 사항에 맞

게 운영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먼저， 무엇을 배우는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지 아는 것(이미 소유하고 있는 기술，

학습하고 있는 기술， 다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 개발에서 결정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 지 아는 것 과제가 쉽게 될지 어떤

것이 어렵게 될지 아는 것. 또한 무엇이 제일 먼저 나오고，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

엇이며， 무엇이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문제를 끌어내고 장애를 극복

해서 해결책을 찾는다.

프로젝트 학습 운영시 운영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대화는 프로젝트학

습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운영자의 역할， 학습자를 발전시킬 전략

과 함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기술이다.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는

상황을 잘 이용하여 대화를 유도하고 학습자와 운영자，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 토론이

개방적이고 비평에 수용적이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어야 한다. 대화는 교육의 한 과정으로써 개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른 사람의 선택

권과 삶의 기회를 향상시킨다. 프로젝트 학습 운영시 운영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대화는 학습의 길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협력방법에 대한 성찰형태

웹 상에서 진행하는 협력학습에서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화면요소구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협력방법을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성찰형태로， 교사가 학습자에게 협력방법을 사례로 제시하는 형태와 학습자가 스스

로 협력기술에 대해 성찰함으로서 학습자 스스로 협력방법을 구성해나가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1) 사례 제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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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이론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나타나는

상황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가르치는 일을 복잡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보는 생각과 일치한다. 따라서 사례들은 분석， 문제 해결， 의사결정을 필요

로 하는 문제가 되는 상황을 제시한다.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학생들은 상황을 해석하

고， 문제의 틀을 만들며， 제기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선택하는 것과 같은 전문적인 기능을 연습할 수 있다(Sykes & Bird, 1992; 정옥년，

2000 재인용).

교수학습에서 사례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옥년(2000)은 멘토와 초보자간에 대

화의 틀을 만들 때 (Carter & U따desb없γ， 1989), 성찰을 위한 자극이나 현장 경험을 풍

부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Florio-Ruane & Lensmire‘ 199이 혹은 초보지들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사용된다(Kleinfeld， 1991; Shulman & Colbert, 1988)고 보

았다. 본 연구는 학습자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도입하기위해 사례를 사용하는 방볍과

관련이 있다. 웹이라는 환경적 특성을 잘 모르고 협력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협력에 관련된 사례를 통해 협력방법이라는 새로운 사실， 사고방식을 학습자

들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김종환(2001)은 GI 협동학습에서 사례제시가 문제해결방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에서 다음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사례 제시는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률 유발한다는

것이다. 사례의 제시는 웹기반 협동학습이 부족한 학습자들이 선행학습자의 학습 사례

를 살펴봄으로써 웹기반 협동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이러한 결과 활발한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물째， 사례는 그 자체가 학습을 안내하는 속성 때문에 적극적인 학습안내 자료로서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작용한다. 사례는 선행 학습자의 아이디어가 담겨 있어서 학습 문

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사례를 제시한 집단에서 문제해결방법의 효율성에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은 학습자틀이 선행학습자의 학습 사례에서 문제해결에 펼요한 다양한 정

보를 얻어 문제해결방법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사례를 통한 학습활동은 선행학습자들의 학습 활동을 관찰하고 모방하여 자신

의 학습활동에 적용하면서 학습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

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획득한다는 사회학습이론의 주장과 일치한다

교수학습에서 사례를 사용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다. Shulman (1992)과 Sykes

등(1992)은 사례의 목적과 용도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표본으로서의 사례， 행동을

성찰하고 분석 연습을 하는 기회로서의 사례， 개인적인 성찰을 위한 자극으로서의 사례

가 그것이다.

표본으로서의 사례는 이론적인 것， 처방적인 것， 모델이 되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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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이론에 대한 지식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대하

는 원랴， 이론， 수업 기법을 표본으로서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일반적이고， 명제적

인 지식을 우위에 둔다

행동을 분석하고 성찰하는 연습 기회로서의 사례는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연습하는

기회로 보는 것이다. 즉 사례 자료들은 상황 자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Q(Doyle， 1990; Kagan, 1993; Merseth, 1991; Schulman, 1992; Wasserman, 1994).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는 사례들은 설제적인 실천의 어떤 변을 보여주기 위

해 구성된 에피소드가 아니라 복잡함 속에서 제시되는 실제 상황이 된다

개인 성찰을 위한 자극으로서의 사례는 전문 지식으로서 성찰적 실행을 강조하는 연

구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SchOn， 1987; Zeichner, 1986). 성찰은 직집 혹은 대리적으

로 혼란스럽고 놀라운 상황을 경험하는데서 생갈 수 있다. 이라한 성찰 과정에서 사례

는 가르치는 행위를 설명하고 동기 유발시키는 느낌과 인지를 결합시킬 수 있다. 즉 암

묵적인 것을 병시적으로 만들어 내는 도구로서 기능을 한다. 사례가 성찰을 증진시키는

힘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을 스스로 보고하는 사례에만 한정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Shulman & Colbert , 1988). 즉 사례를 논의하는 외적인

과정보다는 사례를 기록하는 내적인 과정을 더 강조하는 것이다. 사례 구성 자체를 강

조하는 사람들은 성찰에 필요한 요소인 행동 계획의 개발에는 관심을 덜 가진다. 대신

에 사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학습자로 하여금 성찰을 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학습자들에게 제시하는 협력활동에 관한 사례들 속에는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

례가 있다. 학습자가 새로운 상황에 이전의 사례를 적용하고 나면， 새로운 사례로서 그

결과를 기역에 저장하고 학습이 이루어진다. 만약 결과가 성공적이라면， 미래에 그 사례

를 기억해서 문제 해결의 지름길을 제공하고 제안을 할 수 있다. 만약 결과들이 성공적

이지 않다면， 사례를 기억해서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다. 또 현재

문제에 대한 설명은 그것이 앞으로 잘못 상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 상기된 사

례들을 다시 지표화해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피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례 기반 추론에서 처리되는 모든 에피소드는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다(Scha따(，

1998) .

정옥년(2000)은 ‘읽기 교사를 위한 사례기반 하이퍼텍스트 학습 효과 분석 I에서 두 유

형의 학습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하나는 ‘교정적 읽기 지도’의 개념과 원리， 지도 방법

등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만든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교정적 읽기 지도와 관

련된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만든 것이었다. 전자는 설명기반 프로그램으로， 후자는 사례

기반 프로그램으로 지칭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사례기반 하이퍼텍스트는 설명기반 하이

퍼텍스트에 비해서 문제 해결 점수에 효과가 있었다. 협력방법에 대해서 사례가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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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분석， 문제 해결，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을 통해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사례제시가 교수학습 상황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사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

되어 학습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협력방법은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협력과정에서

사용해야 할 기술로서 그 방법이 모툼 구성원블의 구성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습자들이 학습과정 중에서 협력방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형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2) 성찰 저널 작성 형태

Dewey(1933; 김동식， 이숭희， 김지일， 2002 재인용)는 성찰을 학습자가 의미있는 지식

을 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지구조에 내재된 기존 지식에 있는 오류를 발견하거나 새

로운 지식을 통합시키는 등 과정과 행동을 점검하는 고차원적 사고과정이라고 정의하였

다. 김동식 등(2002)은 성찰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찰적 활

동은 학습자의 내적 탐색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적 측면 뿐 아니라， 동료 학습자의 의견

과 생각에 귀기울이고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뤄질 수 있

다. 학습자가 경험하뉴 성찰은 자신의 인지구조 속에 내재된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이

새로이 습득하는 지식과 일치하지 않는데서 시작되는데， 이러한 불일치와 인지적 갈등

은 다른 학습자와의 교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신민희(1998)는 자기조절 학습 환경의 설계 원리의 하나로 자기 성찰적 실행을 들었

다 자기성찰이란 학습과정을 거치면서 세상， 타인， 사회 및 일상적인 사건에 대한 자신

의 이해와 경험을 다른 사람들의 그것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그 의미와 중요성을 검색하

고 재정렴하는 의도적인 실행이다. 자기성찰의 실행은 의미 있는 학습을 창출해내기 위

하여 학습과정， 절차， 학습전략 및 목적에 대해서 점검하고 교정하는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이다. Ertmer와 Newby(1996)에 따르면， 자기성찰은 초인지적 지식과 초인지적 조

절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자기성찰을 위한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권성호 등

(2000)은 웹 기반 학습환경에서 상호작용 촉진을 위해서 학습자 자신의 학습과정을 성

찰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협력학습에서는 성찰적 사고와 활동을 강조한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개인적 성찰과

사회적 성찰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개인적 성찰은 주로 자신의 경험과 학습한 내용에 대

한 성찰을 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 성찰이라는 것은 특정 팀에 속해 팀원틀과의 토론

을 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찰을 의미한다

이려한 성찰적 활동과 사고를 객관화하고 의식화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성찰 저널’을 작성하는 것이다. 기존의 대부분의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들은 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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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지식에 먼저 접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실제 상황에 적

용해 보도록 요구된다. 협력학습에서는 Kolb의 학습 사이클의 원칙에 의거하여 먼저 학

습자들은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학습을 시작한다. 그런 다음 그 활동과 경힘을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다. 이것은 주로 성찰저널의 작성으로 이어진다. 결국 성찰저널

쓰기의 의미는 학습과정과 완전히 통합되는 것이다.

구체적 경험

( 파 j 악 -\
적극적 변형

실험

~-
파|익

추상적

개념화

변형
성찰적

관찰

•)
[그림 11-1] Kolb의 학습사이를( 1 994， 강인애， 1997에서 재인용)

강연애 (1997)는 f삼성 전자의 변화유도형 리더십 개발을 위한 팀리더과정 f 사례에서

평가도구로서의 성찰저널의 활용을 알아보았다. 성찰저널의 필요성과 의미 중 가장 중

요한 것으로 학습자들의 학습과정， 그들의 경험과 관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

다는 점을 들었다. 학습자들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

하는 지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학습환경과 교육과정에 대한 유익한 정보

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성찰저년 쓰기는 학습자들이 자아성

찰， 분석， 반성의 기회를 제험할 수 었다는 점이다. 또한 성찰저널을 통해 학습자들은

학습과 관계되어 자신의 생각， 느낌， 경험을 표출한다. 이를 통해 평가자는 학습자에 대

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온라인 상에서 진행하는 협력학습에서 학습자가 협력방법을 알고 학습자들간에 효과

적인 협력을 수행하는 것은 학습성취의 기본 조건이다. 협력학습의 특성상 학습의 시작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학습자들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학습과제에 대한 아이디

어의 공유나 모둠원과의 선뢰감 구축， 요약하고 질문하기 등의 협력방법들은 학습과정

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과 분석， 반성속에서 체화될 수 있다. 성찰저널 쓰기는 학습자들

이 협력과정 속에서 협력방법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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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실험 대상은 서울 중부교육청 관내에 위치한 S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 한

학급(남: 18명， 여 : 18병)을 무선적으로 선정하여 실험집단(성찰저널 작성)과 통제집단(사

례제시)에 각 18명씩 배정하였다 이 학교는 서울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환경 등은 평균적인 수준이다.

실험 대상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년도 6학년 l학기 학업 성적1)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및 표준 편차를 구하고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평균 및 표준 편차는 <표 ill-I>와 같다.

〈표 111-1> 집단별 사전 학업 성취 검사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실험집단

통제집단

18

18

36.55

37‘23

2.54

2.22

<표 ill-I> 에 의하면 통제집단이 실험집단보다 사전 학업 성취 검사 점수가 O‘68점

높았다. 무선적으로 집단 배정이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집단 간 평균 점수 차

이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m←2>와 같다.

〈표 111-2> 집단별 사전 학업 성취 검사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간

집단내 78

3.88

460.24

3.88

5.90
.66 .468

분산분석 결과에 따프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학업 성취 평균 점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두 집단은 동질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실험설계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실험설계는 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선적으

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협력방법의 성찰 형태이며， 종속변인은 학

1) 학업 성적에 대한 비교는 1학기 주지교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과목별

가중치(매우 우수함 : 5x10 , 우수함 ’ 4xlO, 보통염 : 3x lO, 노력요함 : 2xlO, 부진함: 1xlO)을 부여

하여 50점 만점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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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간 상호작용과 학엽 성취이다.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그림 ill-I]과 같다.

본 연구의 실험처치는 4주 (2004.10.29 - 2004.1 1.23)동안 실시하였고 정규교과 중 과

학과를 선정교과로 하였다. 학습과제는 6학년 2학기 과학과 영역 제 3단원 ‘쾌적한 환

경’에 관련된 학습으로 ‘푸른 교정 가꾸기’에 관한 학습을 선정하였다. 이 단원은 환경

보전 방법에 대한 주제 속에， 학교 교정을 쾌적한 환정으로 가꾸기 위하여 교정 안에

숲괴 연못을 만드는 학교를 제시하고 있다. 학교 안에 숲과 연못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 지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을 묻고 있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의 본 뜻을 살려 다음

과 같이 교과서에 제시한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푸른 교정 가꾸기‘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직접 교정에 조성하게 될 생태공원 설계를

맡는다는 가정 하에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생태공원에 조성되는 환경정화수， 생태연못，

야생화단지， 건강 보행로 등의 구성요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였다. 학생들은 관련 지식

을 수집하고 모둠에서 선택한 주제의 필요성， 장점과 조성 방법에 대해 협력과정을 통

해 자료를 구성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일한 과학과 단원 과제를 가지고 수엽을 진행하였다. 실험집

단은 협력방법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성찰저널을 제공한 학습사이트에서 학습을 진행하

였으며， 통제집단은 협력방법에 관한 사례제시를 한 학습사이트에서 학습을 진행하였다.

01 ,02
Xl
X2

R
R

(Gl)
(G2)

(GO 실험집단

(G2) 통제집단

R 무선할당

Xl 성잘저딜을 제공한 프로그램 학습

X2 성찰저널을 제공하지 않은 프로그램 학습

01 학습자간 상호작용 수준

02 학업성취

[그림 111-1 ] 실험설계

3. 실험절차

초등학교 6학년 1개 학급을 무선 표집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18명씩 배

정하였다. 두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학년 1학기 학엽성취 점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처치는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4주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프로젝트학습을 위한 학습사이트에서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협력방법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성찰저널을 제공한 학습사이트에서 학습을 진행하고， 통제집단은 협력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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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례제시를 한 학습사이트에서 학습을 진행하였다‘

주 1회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중간평가하고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매일마다 협력게시판과 버디버디2)를 이용하여 학습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였다. 애초의 일정은 16일까지 3주간이 었으나， 수련회

와 학예발표회 등 학교의 행사와 겹치면서 일정을 각 모둠별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4. 실험도구

(1) 웹 기반 프로젝트 학습 사이트

본 연구에서 제공하논 사이트는 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모둠별로 협력활동게

시판， 자료실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가 같이 활용하는 기본메뉴로는 학습안내， 과제제출，

묻고답하기의 메뉴가 있다. 실험집단인 A조의 각 모둠에는 성찰저널 게시판이 았고， 통

제집단인 B조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는 협력활동 사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사이

트3)는 본교 서버에 구성하였으며 A. B조 각각 다른 ID로 로그인하도록 구성하였다. 총

6모둠이 학습에 참여하였고 A조에 3개 모품， B조에 3개 모둠으로 각각 6명으로 구성하

였다.

[그림 川 -2 J 로그인 화면

[그림 III -2J는 싸이트의 첫화면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모둠별로 로

그인 화면이 나타난다. 모툼원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각 모둠의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2)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쪽지 교환 및 채팅이 가능하다

3) http://203.246.119.12/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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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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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학습안내 게시판

[그림 ill-3J은 A조의 화면에서 학습안내 메뉴를 클력한 화면이다. 모둠원들은 학습

안내화변에서 학습에 관한 정보를 얻을수 있고， 과제제출방， 묻고답하기방을 통해 교수

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세 가지 메뉴는 기본메뉴 속에 포함되어 A조에

속한 1，2，3모둠이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구성되었다.

1) 협력방법에 대한 성잘형태로 성찰 저널 짝성 게시판이 있는 사이트

[그림 ill-4J는 A조 각 모둠에 설치된 성찰저널 게시판 화면이다. 학습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프로젝트학습을 하면서 일어난 협력활동에 대해 성찰저널 게시판에 적게 된다.

이 때， 성찰은 모툼원 각자가 모둠원들의 협력활동과 활동에 대한 느낌을 쓰고， 서로의

저널에 대해 의견을 적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성찌X’ ‘딩

”κ잉 ， . ， ‘ r;깅 ‘
~:t4-，H · I ;: :ij;;~ ~

πτ양3 훨

[그림 111-4] 성찰저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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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방법에 대한 성찰형태로 협력활동 사려l에 관한 메뉴가 있는 사이트

[그렴 III-5J는 B조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화면이다. 학습자들은 협력방법에 대한 여러

사례를 버튼을 눌러서 읽을 수 있게 된다. 토론예의， 토론방법， 신뢰감 유지하기， 라더

십， 다툼조정하기에 관련된 사례를 읽으면서 학습자들은 협력 방법을 익히게 된다.

끼흉r

덜훨꿇g 웰꿇훌!!ill 훌훌훌ij!'] 않퍼효] 힘훌훌종잉

일이느

"잉연으§'. ::← r에

[그림 111-5] 협력활동 사례 페이지

(2) 측정도구

대부분의 교육 연구들이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일반적

으로 면밀한 관찰과 기록을 통하여 얻어진 질적 자료는 양적 연구의 가설 형성과 계량

적 조작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며， 때로는 양적 연구가 놓친 정보나 왜곡한 사실을 밝혀

냄으로써 양적 연구를 수정 • 보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질적인 방볍에서 협력게시판의 학습자간 상호작용과 E-mail에 대한 메시

지분석을 사용하고， 양적인 방볍에서 학습평가는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3인의

평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한 단원평가지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였다. 이 같

은 두 가지 양립적인 연구 형식을 보완해서 보다 충실한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1) 상호작용 분석

웹 게시판에 저장된 메시지 분석을 통한 자료의 해석이 주요한 방법이다. 아동들의

협력학습을 평가할 수 있는 최적의 평가 수단이 참여적 관찰이며 아동들의 활동이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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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 협력활동게시판과 E•mail 내용을 전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법주화하

여 정리하고 경험적인 근거에 의해 분석 및 해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학습자와 학습자간에 메시지의 내용을 분석하

기 위하여 Henri(l992)의 모델이 사용되었다. Henri는 컴퓨터 컨퍼런싱에서 교환되는 메

시지의 내용 분석을 위한 5가지 차원의 분석 기준을 <표 III-3>4l파 같이 제시하고 있

다. 이에 따르면 메시지의 내용 분석은 참여적， 사회적， 상호작용적， 인지적， 메타인지적

차원으로 나누어졌고， 분석모델은 인지이론에 근거하여 학습자가 어떻게 인지활동을 조

정하고 통제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Henri는 메시지에 담겨있는 내용을 분석할 때， 사용자마다 메시지의 양은 다양하며

하나의 메시지에 여러 개의 의미가 담기기도 하기 때문에 메시지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메시지에 포함된 의미를 기준으로 의미단위에 따라 분석하는

것으로， 외형적인 형태가 아닌 내용 중심의 의미에 따라 메시지를 의미 단위별로 분류

하였다.

〈표 111-3> 분석의 틀

차애저
口 vl ---,

(participative)

사회적

(social)

사득자요저
。그---，=---，

(interactive)

개인 또는 집단이 올린 메시지

또는 진술문 수의 총합

학습내용과 직접관련이 되어있지

은 내용

메시지를 주고받음

메시지의 수

진술문의 수

。 f I 자기소재
LEI 언어적인 지원(칭찬， 격려)

“난 기분이 매우 좋았는데 "

‘ ..의 메시지에 답하여"

“전에 언급한 것처럼 ... “

인지적

(cognitive)

메타인지적

(metacognitive)

학습과정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나

타내는 내용

일반 지식，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학습의 자각， 통제，

규제를 의미하는 진술문

질문을 한다

추론을 한다

가설을 설정한다

“내가 이해하기에"

“나는 생각하기를"

Henri(1992; 정혀|선， 1999 재인용). p.173

4) 지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하여 실험에 사용. 부록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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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의미 단위의 차원들이 독립적이고 개별적이라기 보다는 중복되는 성향을 띤다. 예

를 들어， “혜원이의 의견에 답하여 , 나는 ...라고 라고 결론을 지었어"라고 하면 상호작

용과 인지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상호작용과 인지적 차원을 명확하게 구분하

기가 매우 어 렵다. 이를 다음의 [그림 III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각 차원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정혜선， 1999).

[그림 川 -6 ] 차원들간의 관계 (정혜선， 1 999)

참여적 차원은 학습과정의 참여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관련활동 전체의 참여를 의미

한다. 이는 전체 메시지의 양과 학습과정의 능동적인 참여 수를 말한다. 사회적 차원은

학습내용과 직접 연관은 없으나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를 심리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상호작용적 차원은 상호작용의 분석으로， 학습자들간의 협동학습의 수준을 평가

할 수 있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평가할 수 있다. 인지적 차원은 사람들이 학습하

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학습하는 것을 도와주는 인지 기술은 이해， 추론， 비판기술 개

발， 문제해결과 관련이 있다. 메타인지적 차원은 메타언지를 측정하는 것은 일반 교수

학습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컴퓨터 통신 상황에서는 메시지의 기록으로 남

아있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메시지가 메타인지의 모든 것을 밝혀줄 수는

없지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2) 학업 성취 평가

개인의 학업성취는 프로젝트 학습 중에 학습한 환경관련 지식에 대한 학업성취의 정

도를 평가하며 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단원 평가지를 활용한다. 집단의 성과는 협력

작업으로 완수된 과제를 평가하기 위해 별도로 제작된 평가지 작성을 통해 점수를 산출

한다.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환경학습 분야의 전문가(장학사 1명 ， 대학원생 1

명， 국립학교 연구교원 1명 )들에 게 평가를 의뢰하며 연구자가 그 평가의 과정에 참여하

여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를 녹음하여 이를 전사한다. 이 결과를 다시 항목별로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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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의 통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나타냈

하여 그 특징을 결과 부분에 기술한다.

5.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웹 기반 프로젝트학습에서 협력방법의 성찰형태에 따라 학습자간

상호작용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종속 변인인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판단하는데는 ‘푸른교정을 가꾸는 프로젝트’ 홈페이

지 게시판에 게시된 글과 학습자간 E •mai1
5l 내용을 Henri( 1992)의 모텔에 의하여 분석

하였다. 또 하나의 종속 변인인 학업성취도는 프로젝트 과제물과 환경관련 지식을 측정

하기 위해 시행한 지필검사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맘.a0 .0을 사용하여

적 유의수준을 .05로 설정하고 모든 통계치는

다.

1. 결과

N.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웹 기반 프로젝트학습에서 협력방법의 성찰형태에 따라 학습자간 상호작용

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

해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협력방법의 성찰형태가 학습자간 상호작용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

가설 1. 웹 기반 프로젝트학습에서 협력 방법의 성찰형태에 따라 학습자간 상호작용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메시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다.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는

1) 참여적 차원에 의한 분석

전체적인 메시지의 양을 알아보기 위한 참여적 차원은 프로젝트 협력활동에 참여한

5) 학습자간 E-mail을 보낼 때 참조란에 교수자의 E-mail 주소를 적어 교수자도 내용을 받을 수 있

도록 사전에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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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의 수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간에 주고 받은 메시지의 수는 실험집단이

I647R , 통제집단이 156개로서 [그림 N-I]에 날짜별로 나타나 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 모두 날짜별 빈도 수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매 주 면대면 수엽을 하는

날 이후로 메시지 교환이 높았고 학교행사(11윌 4, 5, 6, 15일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V-I]에서 실험집단은 학교행사일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빈도를 보였다.

통제집단은 학습 중반부에 참여 빈도가 떨어지다가 마지막 기간에 메시지 교환 빈도가

급상승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

j§ 仁칸브r二7τrτ ---τ I

:.......실험집단{

--통제집단)

/efJ장/@상 /* & /S /@ 샤 /* /@
。c::; \ 、 \ \ \ \ λ、 \ \’\ F、 ’、 、 、 \ 、 、 \ 、 、

~ ~/' ~/' ~/ ~/ ~/ - ~/. ~/ ~/

C)'V C)'V C)'V C)'V C)'V C)'V C)'V C)'V C)'V C)'V C)'V

[그럼 IV-1 ] 날짜멸 메시지 빈도

2) 메시지 패턴에 의한 분석

사회， 상호， 인지， 메타인지적 차원 내용분석의 준거에 의하면， 학습자들이 상호간에

메시지를 교환한 것은 [그림 V -2]6)와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사회적 차원으로

시작해서 사회적 차원으로 마무리하는 패턴이 주를 이루고 있고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

다.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3 이하의 빈도를 포함해서 매우 다양한 패턴을 보였

다. 실험집단은 [사회←상호 인지-사회j가 가장 많았고， 통제집단의 메시지 패턴은 [사회

상호-사회]가 가장 많았다.

예) [사회-상호-인지-사회]

건희야 l 어제 자료 찾느라고 수고했어. 네가 올린 야생화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모

르는 것들을 위주로 하면 어떨까? 이번에 자료를 찾으면서 야생화에 대해서 정말 많은

6) 빈도 수가 양쪽 모두 3이하의 패턴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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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알게되었어 ... (중략) 그럼 잘 자고 내일 보자. 항상 우리 모둠을 이끌어 가는 네 모습

멋진 거 알지?

[사호1 -상호-사회]

얘들아 나 소연이야， 혜원이 말처럼 생태연못에 대해 조사해 보자. 우리 열심히 해서 우

수 모둠 .. , 파이팅 !

30

25

20

15

10

5

o

-←실험집단

i-..- 통 제 집 단

[그림 V-2] 패턴 발생빈도 [1-사회 . 2-상호 . 3-인 지 ， 4-메 타인 지 ]

3) 의미단위에 의한 분석

의미단위에 의한 분석 결과， 실험집단 165개의 메시지 중에서 총 의미단위는 쇄4개7)

였다. 통제집단 1567R의 메시지 중에서 총 의미단위는 4027RS)였다. <표 N-1>에서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 메시지의 수가 165대 156으로 비슷한 것에 비해， 각각의 의미단위는

얘4 대 402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IV녁 〉 의미단위에 의한 분석결과

사회적 든; τrLO τ':./. 인지적 메타인지적 합계] ]

197 120 83 48 484
실험집단

43% 27% 19% 11 % 100%

167 115 88 32 402
통제집단

41 % 29% 22% 8% 100%

7) 부록2 실험집단의 메시지 분석 참조

8) 부록3 통제집단의 메시지 분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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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N-4]와 [그림 N-5]를 비교하면， 두 집단 모두 사회적 차원이 40% 이상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상호작용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 그리고 메타인지적 차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경우 퍼센트면에서 사회적 차원과 메타인지적 차원에서

높았고， 상호작용과 인지적 차원은 통제집단이 높게 나왔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빈

도수에 차이가 있는 지 C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 ( X 2 = 1.77， p<.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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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 -4 ] 실험집단 의미단위에 의한

분석결과

[그림 IV-5] 통제집단 의미단위에 의한

분석결과

[그림 W←6]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차원의 메시지가 사회적 차

원의 메시지가 주로 어떤 의미로 교환되었는지 알기 위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범주로 나타내였다.

[그림 IV-6] 사회적 차원 의미의 세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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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각각 197, 167개의 사회적 차원의 메시지를 교환하였다. 자기

소개， 인사， 협력다짐 등의 메시지는 두 집단에서 골고루 나타났다. 반면 실험집단에서

자기상태 표현이나 칭찬 반성의 메시지가 자주 나타났다.

4) 차원간의 관련성

먼저 실험집단의 메시지 내용분석의 결과 도출된 각 차원간의 상관계수를 알아보았다

(표N-2 참조). 인지적 차원의 메시지가 메타인지적 차원과 가장 높은 상관 수치를 보

였다.

〈표 IV-2> 실험집단에서 각 차원간의 Pearson 적률상관

사회적 1.00

사。그득저「 12 1.00

인지적 .06 -.23** 1.00

메타인지적 -.04 .09 -.37** 1.00

** p<.Ol

다음 통제집단의 메시지 내용분석의 결과 도출된 각 차원간의 상관계수를 알아보았다

(표N-3 참조). 사회적 차원의 메시지가 메타인지적 차원과 가장 높은 상관 수치를 보

였다.

〈표 IV-3> 통제집단에서 각 차원간의 Pearson 적률상관

사회적 1.00

사。호-저「 -.00 1.00

인지적 -.07 -.037 1.00

메타인지적 -.25** 047 .036 1‘00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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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방법의 성찰형태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설 2. 웹 기반 프로젝트학습에서 협력방법의 성찰형태에 따라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성찰 저널이 적용된 사이트와 사례가 제시된 사이트로 학습

한 후 각 집단의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필 검사 결과의

평균에 대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N-4>와 같다.

〈표 IV-4> 성찰형태에 따른 집단별 학업성취 점수의 평균 및 t 김증 결과

실험집단

통제집단

*p<.05

18

18

94.22

89.33

5.17

7.39
2.30 34 0.0277*

<표N-4>에 의하면 성찰저널이 적용된 집단이 사례가 제시된 집단보다 평균 점수가

4.89점 높았다. 이러한 점수차이가 유의미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찰저널이 적용된 집단과 사례가 제시된 집단 간의 학업성취도 평균점수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제작한 프로젝

트 결과물을 전문가 3인이 평가하였다. 전문가들은 평가 기준으로 내용의 적절성과 자

료의 가독성， 디자인 구성 측면을 정하였다. [그림 N一7J에서 가독성과 디자인 측면에서

는 비슷한 점수를 받았지만， 내용의 적절성에서 실험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

문가 A는 ‘B조의 작품은 모둠 전반적으로 디자인이나 가독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

지만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했고， A조의 작품은 주제에 따른 내용 선정과 흐름이 우수하

였다.’ 고 평가하였다. 내용의 적절성은 프로젝트 주제에 맞는 내용의 전개와 그에 맞는

자료의 구성이 되어 있는가이다. 통제집단의 경우 ‘건강보행로’에 대한 자료 제작을 하

면서 생태 연못이나 야생화 등에 대한 자료가 을어가 주제의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감

점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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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7] 성찰형태에 따른 집단별 프로젝트 결과물 평가

2. 논의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 프로젝트 학습에서 협력방법에 대한 성찰저널의 작성이 학습

자간의 상호작용의 수준을 높이고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가

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실험집단은 성찰저널게시판이

있는 사이트를 제공한 프로젝트 학습에 참여시켰고， 통제 집단은 협력사례를 텍스트로

제공한 프로젝트 학습에 참여시켰다. 실험 처치 후 두 집단에서 학습자듭 간의 상호작

용의 수준과 학업성취에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웹 기반 프로젝트 학습에서 협력 방법의 성찰형태에 따라 학습

자간 상호작용 수준과 학엽성취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1>에서 참여적 차원에 의한 분석을 보면， 메시지의 전체 빈도의 수는 두 집단

이 비슷했고 날짜별로 보면， 실험집단은 프로젝트 기간동안 하루 평균 10회 정도의 빈

도를 유지한 반면 통제집단은 프로젝트 초반부와 후반부에 메시지 교환이 많고 중반부

는 실험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협력사례를 제공한 글을 학습초기에만 주목

하고， 그 후로 협력방법에 대한 성찰활동의 부족으로 협력활동이 부진하면서 학습에 대

한 동기가 떨어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메시지 패턴에 의한 분석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사회적 차원으로 시작해서 사

회적 차원으로 마무리하는 패턴이 주를 이루었다. 실험집단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패턴은 [사회←상호작용 인지 사회]이고 통제집단은 [사회 상호작용 사회]의 패턴이다.

실험집단은 상호작용에 이어 인지적차원의 메시지가 자주 등장한 것이다‘ 정혜선 등

(1999)은 ‘메시지 내용분석을 통한 전자우편의 교육적 활용연구’에서 전통적인 교실수엽

의 상호작용 보조도구로서 메시지 교환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메시지 패턴을 보면

、[사회 상호작용 사회]의 패턴이 주종을 이뤘다. 정혜선은 메시지 교환의 주목적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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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보조도구로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

젝트 준비단계부터 제작단계까지 학습자간의 토론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

에 선행연구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패턴이 골고루 나타났고 특히 실험집단의 경우에는

협력활동에 대한 성찰과정을 통해 메타인지적 차원의 메시지가 포함된 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미단위에 의한 분석 결과에서 실험집단 1657B의 메시지 증에서 총 의미단위는 업4

개였고 통제집단 1567B의 메시지 중에서 총 의미단위는 4027B 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 메시지의 수가 비슷한 것에 비해 실험집단의 의미단위가 많은 것은 통제집단의 메시

지가 단순한 의미를 주로 한 것에 비해， 실험집단은 하나의 메시지에 사회， 상호작용，

인지， 메타인지 등 여러 차원의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실험집

단의 메타인지적 차원이 통제집단보다 3% 높게 나온 것은 실험집단에서 성찰저널을 꾸

준히 쓴 결과로 볼 수 있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학습의 과정을 계획하고 모니터령하고

조절하고 반성 평가하는 고차원의 인지로 성찰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점은 다

음에 분석한 사회적 차원의 의미 분석에서 실험집단이 반성， 칭찬， 자가감정표현이 잦았

다는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기소개나 질문， 협력다짐의 경우에는 비슷한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자기상태표현， 칭찬， 반성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메시지는 통제집단에

비하여 실험집단이 자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찰저널 게시판에서 성찰저널

을 쓰면서 협력활동에서 자신과 동료의 활동을 성찰하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차원간의 관련성에서는 관련성이 상당히 미흡한 정도로 나타났으나 메시지의 빈도의

최대값이 3이고 최저값이 1이므로 높은 관련성을 얻기 어려웠음을 고려했을 때 그 결과

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상호작용적 차원의 메시지가 증가하는 경우 인지적

유형의 메시지가 줄어든 것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응답으로서 학습과 이해에 관련된

메시지가 오가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남의 의견을 비판하기보다는 수용하고 나름대로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별 성찰의 공간이 이러한 기능을 대신하였음을 설명한

다. 또한 인지적 메시지와 메타인지적 메시지의 부적 관련성을 통해 인지적 메시지가

오갈수록 메타인지의 메시지 유형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찰익 결과 이해를

충분히 한 경우， 이미 성찰 저널의 작성을 통해 성찰 활동을 하였으므로 메시지 상의

메타인지의 메시지가 줄어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차원의 메시지가 증가

하는 경우 메타인지적 유형의 메시지가 줄어든 것은 대부분의 메시지 중에서 사회적 메

시지가 빈번하게 오가는 경우 학습의 메타인지적 메시지 교환이 줄어들었음을 나타낸

다.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학습과 관련이 적은 메시지의 교환이 학

습자들의 고차원적인 사고와 의사소통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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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에서 참여적 차원에 의한 분석， 메시지 패턴에 의한 분석， 의미 단위에 의한 분

석， 차원과의 관련성을 통해 검증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상호작용 수준은 부분

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가설 1>은 부정

되었다.

<가설 2>에서 성찰 저널이 적용된 사이트와 사례가 제시된 사이트로 학습한 후 각

집단의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필 검사 결과의 평균에 대

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찰저널이 적용된 집단과 사례가 제시된 집단 간의 학업성취

평균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30， p<.05). 성찰저널의 제공이 학업

성취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검증되어 <가설 2>는 긍정되었다.

또한 성찰유형에 따른 집단별 프로젝트 결과물 평가에서 실험집단이 내용 적절성 측

면에서 통제집단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실험집단은 꾸준하게 성찰저널을 작성하면

서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상호작용이 활발해졌다고 추측할 수 였다. 이러

한 상호작용은 학습자들의 역할 분담과 책임감， 참여동기에 영향을 미쳐 프로젝트 주제

와 관련된 자료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일관성있게 제작하였다고 분석된다. 전문가에

의한 프로젝트 결과불 평가에서도 성찰저널의 제공이 학업성취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검증되어 <가설 2>는 긍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협력활동에 관한 성찰저널을 작성한 집단이 협력

사례를 제시한 집단보다 학업성취 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자간 상호작용

의 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시지 분석을 통한 학습자들간의 상

호작용에서는 성찰저널의 작성이 메타인지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는 일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작용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

필 평가와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실험집단의 학업성취가 통제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웹 기반 프로젝트 학습에서 협력방법

에 대한 성찰저널의 작성이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의 수준을 높이고 학습자들의 학업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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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웹 기반 프로젝트학습에서 협력 방법의 성찰형태에 따라 학습자간 상호작

용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웹 기반 프로젝트학습에서 협력 방법의 성찰형태)에 따라 학엽 성취에 차

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S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 한 학급(남: 18

명， 여 : 18명)을 무선적으로 선정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 18명씩 배정하였다. 실

험집단은 성찰저널게시판이 있는 사이트를 제공한 프로젝트 학습에 참여시켰고， 통제

집단은 협력사례를 텍스트로 제공한 프로젝트 학습에 참여시켰다. 실험 처치 후 두 집

단에서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수준과 학업성취에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가를 검증하

였다.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 처리 및 분석은 SPSS \AαNlO.O을 사용하였다. 가설검증의 통

계적 유의수준을 .05로 설정하고 모든 통계치는 소수접 둘째 자리까지 반올렴하여 나타

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방법에 대한 성찰형태에 따른 학습자간 상호작용의 수준은 성찰저널의 작

성과 사례제시 형태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시지 빈도 수에 큰 차이가 없었

고， 의미단위에 의한 분석에서 실험집단이 메타인지 차원의 메시지가 많은 반면， 통제집

단은 상호작용， 인지적 에시지가 많이 나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원과의 관련성에서도 상관 수치가 05 이하로 나와 관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협력망법에 대한 성찰형태에 따른 학습자간 학엽 성취 결과에 있어서는 지펄

검사 결과의 평균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찰저널이 적용된 집단과 사례가 제시

된 집단 간의 학업성취도 평균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

었다(t二2.30， p<.05). 또한 포트폴리오 평가에서 성찰저델이 적용된 집단은 자료의 주제

와 내용의 일관성으로 통제집단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결국 성찰저널의 작성은 학

습자들이 학습의 과정을 스스로 조정하고 동료 학습자와 활발하게 협력하는 양상을 통

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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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협력방법에 대한 성찰형태에 따라 학습자간 상호작용의 수준과 학업성

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웹을 기반으로 한 협력학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학습자들의 협력학습전략에 대

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협력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협력학습전

략의 하나이다. 협력기술은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기술， 구성원 사이에서 신뢰감을 세우

고 유지시키는 기술， 리더십을 갖는 기술， 그룹사이의 분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기술，

예견하고 요약하고 질문하는 특별한 학습전략들이 있다. 협력기술을 가르치는 방법은

본 학습 이전에 가르치고 실제로 연습을 해봐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협력학습이 끝

난 후에， 사용한 협력기술을 회상하게 하고 이를 평가하여 다음에 더욱 향상된 협력기

술을 자신이 사용하는 방안 즉， 성찰활동이 강조된다.

이라한 방법의 하나로 제안된 성찰활동은 구체적인 경험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변형시

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습자들은 학습상황에서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학습을 시

작한다. 곧 실제적 성격의 ‘문제’로부터 시작한다. 그런 다음 그 활동과 경험을 갚이 생

각해 볼 기회를 갖는다. 이것은 주로 성찰저널의 작성으로 이어진다. 성찰저널 작성은

사고와 학습을 고무하기 위한 것이며 자신의 학습 방법을 되돌아보게 하는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협력활동에 대한 성찰저널 작성은 학습자들이 협력활동의 구체적

인 경험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협력 기술을 터득해 나가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학

습자간의 상호작용의 빈도와 수준이 높아졌는가를 검증하였으며， 그에 따른 학업성취도

가 향상되었는가를 검증하였다. 결국은 협력사례의 제시와 성찰저널 작성을 통한 협력

방법 성찰이 학습자간 상호작용의 수준과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이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활동에 대한 성찰저널을 작성한 집단과 협력사례를 제시한 집단간에는 학

습자간 상호작용의 수준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이 검증되었다. 둘째， 협력활동에

대한 성찰저널을 작성한 집단과 협력사례를 제시한 집단간에는 학습자간 학업성취 수준

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는 성찰저널의 작성으로 학습자들이 학

습의 과정을 스스로 조정하고 동료 학습자와 활발하게 협력하는 양상을 통해 학업성취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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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웹 기반 프로젝트학습은 웹 기반 학습 경험이 부족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

험기간 4주는 다소 짧은 시간이다. 웹사이트의 개발과 수엽환경 적응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확보해야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변화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학습자들이 프로젝트 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웹

사이트 자체의 설계와 평가나 다른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같은 학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여 온라인뿐만 아니

라 오프라인 상황에서 오가는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작용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는 협

력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한 학습자들간의 메시지 교환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는 환경이므로， 오프라인에서의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교수자에 의해 통제가 가능한 조

건에서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성찰은 크게 개인적인 성찰과 사회적인 성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협력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성찰저널을 작성하는 것과 협력사례 제시와 비교 연구를 했

는데， 개인적인 성찰을 한 집단과 사회적인 성찰을 한 집단간의 상호작용 수준과 학업

성취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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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he Reflective FOnTI about the Collaborative Method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Interaction

in Web-Based Project-Based Learning

Han-sik Kim*

The collaborative activity becomes the core studying activity , which judges

success and failure of teaching. The Web-based study must provide a chance for

learners to hold communication with themselves about the collaborative method

considering a Web environment. However , the existing Web•based study is mostly

covered with only a short explanation or a few examples from a professor without

self-reflection on the collaborative method.

This study analyzed the exchanged messages between learners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reflective form in the collaborative methods on the standard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Also, this was examined on the portfolios that was

produced by our team and knowledge on environment , to investigate the effects on

the study accomplishment.

As a result for the reflective form in the collaborative method to have an effect

on the standard interaction between the learners ’ reaction through message analysi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paration of an reflective journal and

the presentation form of examples. For the case of preparation of an reflective

journal, metacognitive messages were relatively shown, and for a case of presenting

the collaborative examples, interactive and cognitive messages were shown. In other

words , preparation of an reflective journal gave an effect on the betterment of the

learners. metacognition; however, it was concluded that it did not produce a

significant effect.

As a result for the reflective form in the collaborative method to give an effect

on the accomplishment of schoolwork,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in the average mark between the group that the reflective journal was applied and

* SNU Elementary School



68 師 大 論 靈 (70)

the group presented with an example. It was predicted that the ability in

self-control was improved through drawing up the reflective journal and so the

reaction got active. Thus, it was concluded that such interaction was very effectiγe

for the part•shares of each learner, the sense of responsibility, and the motive of

participation.

The details on the effects of the reflective form in the collaborative method on

the standard of interaction of learner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were shown in

this study. However, due to the circumstance that could not control the interaction

of coming and going projects off-line , additional study on the reflective form in this

environment should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