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기반 협력문제해결에 미치는 컨셉맵 구성의 영향:
영향:
고차적 사고를 위한 컴퓨터화된 스케폴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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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목적은, 질적인 방법의 예비연구로서, “도구적 발
생”(Genese instrumentale, Rabardel, 1995)의 측면에서, 세 요인들 - 컴퓨터화된 컨셉맵 협력구성도
구, Knoware 의 특성, 실시간 온라인 협력학습에 참여한 두 명의 조원, 학습과제의 특성- 간의 상
호 작용의 양태를 분석하여 논증적 토의를 활발하게 유발하는 협력학습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목적은, 실험을 통하여, 실시간 온라인 협력문제해결과정에서, 선형적 텍스트 표상의 커뮤
니케이션 도구, Chat와 비교 했을 때 Knoware가 고차적 사고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네 가지 면(비
판적/창의적 사고 개발, 논증적 상호 작용의 개발, 협력문제 수행결과, 개발된 논증타입) 에서 분석
한 것이었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Chat을 사용한 조원들과 비교했을 때 Knoware을 사용한 조원
들이 논증적 상호 작용 개발 면에서 유의미하게 우수하였고, 또, 주어진 문제와 연결된 종속 변인들
을 더 잘 찾아내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의 개발과 논쟁타입에는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원들이 구성한 Knoware의 활용의 지적 도식의
수준과 협력 문제 수행 결과 간의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비 구조
화된 문제해결을 통한 고차적 사고 스캐폴드로서 컨셉맵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 할
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실시간 웹기반 협력문제해결, 고차적 사고의 스캐폴드, 컨셉맵 협력구성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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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온라인 협력학습 상황에서, 고차적 사고(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메타인지적
능력, 토의에 의한 논증력)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적 조건과 어떤 타입의 웹기반 인
지도구(Cognitive tool)를 통한 스캐폴드를 구성하여야 하는가? 우선 교수-학습의 설계 전
략으로 세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목적으로 웹기반
인지도구를 구성할 때 상반된 두 학습이론(행동주의와 구성주의)을 통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웹기반 인지도구를 통한 심리학 분야의 사회과학 연구방법의 스캐폴드로 제공
된 MEMOLAB(Mendelsohn, 1996)와 비 구조화된 문제해결 과정의 스캐폴드로 제공된
SMILE Maker(Stoyanov & Kommers, 1999)를 들 수 있다. Jonassen(1992, pp. 1-6)에 의
하면 인지도구는 컴퓨터를 통한 스캐폴드의 매체화 형태로서 학습활동 동안 추론을 동반하
는 인지기능을 개발시키는 컴퓨터화된 정신적 방법(Moyen)이라고 한다. 또 학습의 인지전
략을 활성화시키고, 정보처리 및 지식구성의 인지과정에서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자기조절학습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이론의 중재가 학습유형 차원에서 객관적 지식의 수렴적 학습(한중상, 2001)과 문제기반 학
습이 통합된 모델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통합된 학습유형에서는 정보와 객관적 지식
(Savoir)과 앎(Connaissance)의 관계를 Bernard(1999)가 제시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회로
의 연결 같은 것으로 해석해야지 분리 독립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하겠다. 두
번째 전략으로 조원간의 논증적 토의 상황을 설정하였다. Jaubert & Rebiere(2002)는 심사
숙고한 말은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자 논리의 도구라고 했다. 또 여러 연구자들에 따르면, 논
증의 인지활동은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새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조원 간의 지식을 공유하고, 조율하는 일련의 활동들(협상, 상호작용, 구성적이고 발견적인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렸다(Habermas, 1986; Nonnon, 1996). 마지막 전략으로 고차적 사고
의 스캐폴드로서 컴퓨터화된 컨셉맵 협력구성 도구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기대해 보았다.
일세대의 컨셉맵 도구는 Novack(1984)이 그의 동료들과 Ausubel의 유의미 학습 이론
(Ausubel, Novak, & Hanesian, 1978)에 근거하여 만든 것으로 개인학습에 적용했던 것이
다. 최근 들어 웹기반 협력 지식구성 지원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컨셉맵 도구가 효과적인 인지도구로써 활용되기 위하여, “도구적 발
생”(Genese instrumentale, Rabardel, 1995)의 접근을 이론적-방법론적 기저로 삼았다. 원
인과 결과의 논리에 근거해서 학습이 일어난 후의 행동의 변화나 수행 결과를 평가하는 방
법은 분산적 인지 상황에서 협력 지식구성 과정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그러나 “도구적 발생”의 분석 방법은 특히, 학습자가 혹은 학습자들이 학습도구의 도움으
로 특정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실제 상황에서, 이 세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
는 지, 이 관계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서로 적합한 지, 또 학습자가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이 도구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하는지에 관한 분석 방법을 향상시키는데 공헌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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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고차적사고 개념정의
많은 연구자들이 고차적 사고는 개인적 경험이나 개인적 언어 그리고 개인적 세계로부터
분리되어야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Dewey(1993)는 고차적 사고를 일시적인 사고와 구별
하고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는 방법을 가리켰다. Chabanne & Bucheton(2002)은 고차적 사
고를 언어의 도움으로 즉각적인 경험에 대하여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으로 간주하였고 획
득된 지식이나 추론의 능력에 의거하여 이뤄지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 직업
영역에서 특히 교사의 고차적 사고를 위한 교육(Schön, 1990)과 구별된 학생의 협력지식구
성 과정에서 개발되는 고차적 사고를 규정 할 수 있는 이론에 근거를 두겠다. 따라서
Pallascio & Lafortune(2000)의 가정에 의거하여 고차적 사고를 네 가지 능력들(비판적 사
고, 창의적 사고, 메타인지력 그리고 논증력)로 이뤄지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럼 각각의
능력들의 규정과 개발 방법에 관해 살펴보자.
학자들에 따라 비판적 사고를 두 가지 방향으로 규정한다. 첫째는 응용할 수 있는 사고
의 기술로서 규정하는 것으로 추론의 형식적 규칙들을 가르치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함께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설정하려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학 교육 영역에서
Lipman(1974)은 어린이들을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 분류, 전이성, 명제논리를 교육하
기위해 소설을 만들었다. 소설 속에 나타난 철학적 주제들에 관해 조원끼리 대화하면서 어
린이들은 추론의 형식적 규칙들을 배운다. Lipman(1991)은 비판적 사고를 객관적 이유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으로 간주한다. 이 판단의 지표는 규범, 법, 요구, 협약, 원칙, 규칙들이
다. 둘째는 지식 구성 범위 안에서 비판적 사고를 전제, 가정, 연역의 전개와 같은 추론에
연결된 비형식적인 규칙들로 정의하는 경향이다. Kurfiss(1988)는 비판적 사고를 문제해결
과정 중에 가정 혹은 결론의 탐구로 간주한다. Brookfield(1987)는 비판적 사고를 행위에
의해 개시된 활동적인 과정으로 간주한다. 이때 비판적 사고는 분석단계와 행위단계를 교
차로 포함하며 다섯 단계를 거처 연속 된다: 예상치 않은 상황의 출현, 설명 혹은 해결책의
평가, 설명 혹은 해결책의 탐구, 다양한 관점의 구성 그리고 문제해결.
창의적 사고를 규정하기 전에 먼저 비판적 사고와 구별하는 경향을 살펴보자. 첫째,
Lipman(1991)에 의하면 이 두 형태의 사고를 사고의 타입으로 구별한다. 즉, 비판적 사고
는 어떤 진실을 ‘판단하기’ 위해 외적 기준 등에 근거하는 반면, 창의적 사고는 변증법적 논
증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창의를 증명할 수 있는 사고형태로 보고 있다. 두 번째 경향
은, 이 두 사고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단지 사고의 수준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다
(Slade, 2000). Lipman(ibid.)은 창의적 사고를 예술 분야에서만 국한시키고 마술적이고 은
유적인 차원에서 고려하므로, 창조적인 활동은 무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반면, Slade(ibid.)
는 창의적 사고를 수학, 과학, 역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려한다. 창조적인 활동을 한 영역
혹은 어떤 문제 제기에서 끌어내어 생각들을 해석하거나 유추하여 다른 영역에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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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과정으로 본다. Slade의 구별에 따르면, 대략 1990년 까지 창의적 사고의 교육 개발 방
법은 질문하기, 사실의 원인을 추측하기, 결과를 예측하기 식으로 학생들을 훈련시켜 질문
한 횟수, 질문의 질, 확인의 질, 대답의 질을 평가하였다고 한다. 1990년 이후부터는 창의적
사고의 향상을 위해 비판적 사고 개발을 위해 만든, 위에서 언급한 Lipman의 모델을 사용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창의적사고 개발이 비판적사고 개발과 독립적이지 않다
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메타인지력은 흔히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뜻하며, 메타인지적 지식
(서술적 면)과 메타인지적 스킬(절차적 면)의 두 요소로 설명되어진다. Richer(2000)에 의
하면 메타인지적 지식은 사람, 과제, 전략에 관한 지식을 가리킨다. 사람에 관한 지식은 각
자의 고유한 학습법에 각각의 활동을 맞출 수 있는 것을 가리키며, 과제에 관한 지식은 과
제 실행에 필요한 정보, 과제의 특성, 학습자 고유의 능력과 관련해서 업무의 특성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전략에 관한 지식은 일련의 전략,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메타인지적 스킬은 “각 사람의 고유한 인지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적 과정을 관리하기위한 지식을 사용 것을 말한다”(Pallascio & Lafortune, 2000, p.4).
Richer(ibid.)는 세 가지 형태로 메타인지적 스킬을 설명한다. 첫째, 의식적인 주의로 학습
자의 행위, 그의 반응들, 학습 환경을 의식하는 능력을 말하며, 둘째, 계획화는 목표를 계획
하는 능력, 목표에 도달하기위해 사용해야할 방법, 평가의 지표를 규정하는 능력을 말한다.
끝으로 조절은 실수를 밝힐 수 있는 능력, 대체전략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메
타인지적 스킬을 개발하기위한 모델로 Harri-Augstein & Thomas(1991)가 제시한 SOL이
있다. 이 모델은 교사와 학생의 대화 안에서 학습 전략을 개발하고 학습 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lade(ibid.)에 의하면 논증적 토의와 고차적 사고와의 관계는 약속설의 논리의 개념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논리의 기본은 가정에 내포되어있는 경험
적 진실을 수정하는 논리의 협약에 의해 구성되고 논리는 한 그룹의 실천에서 비롯된 믿음
의 전체에 연결되어있다. 이때의 실천은 규칙을 규정하며, 추론의 대화 혹은 변증법적 대담
을 말한다. Chabanne & Bucheton(2002)는 논증적 토의와 관련한 고차적 사고를 상호작용
적 영역과 개인적 영역으로 설명한다. 상호작용적 영역은 주체간의 공동 공간의 구성, 공동
인지 공간의 구성 그리고 상호작용 안에서 인지적 다이내믹의 강화의 면들을 포함한다. 그
리고 개인적 영역은 언어학적, 논쟁적, 문화적 충돌 및 규범에 의해 말과 쓰기를 조정하는
메타 언어적 영역을 포함한다. Plessis-Belair(2000)는 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고차적 사
고의 필수적 도구이며, 쓰기의 능력은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에 연결되어 있어 이 두
능력은 관계적 존재로 공존한다고 본다. 한편으로, Habermas(1986)와 Nonnon(1996)은 논
증의 인지활동을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새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조원 간의 지식을 공유하고, 조율하는 일련의 활동들(협상, 상호작용, 구성적이고 발견적인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협상’은 연구 과정에서 조원간의 관점을 공유하기위하여 참고
자료에 관한 아이디어나 혹은 목적들이 받아들여 질만한 지에 초점을 둔다. ‘상호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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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이고 공동의 활동의 의미로서 해석되며 각 조원의 입장은 절차나 다른 사람과의 관
계를 통합하면서 변형되고 풍부해진다. ‘구성적이고 발견적인 활동’은 판단을 위해 부분적
으로 알려져 있거나 잘못 알려진 영역을 전개하는 것을, 어떤 아이디어를 사물에 대한 사
고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끝으로 어떤 시각에 관한 자신의 위치를 찾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살펴본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메타 인지적 능력 그리고 논증력의 개념 정의
를 통해 고차적 사고를 위한 교수-학습 설계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이끌어 낼 수 있었
다. 첫째, 수렴된 지식에서 출발된 새 지식의 창출이란 관점에서 두 상반된 학습이론(행동
주의와 구성주의)이 중재되어야 한다. 둘째, 새 지식 창출과정에서 추론의 대화 혹은 변증
법적 대담을 위한 논증적 토의 상황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상호작용적 모델을 제시하여
이 네 가지 능력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웹기반 협력 합습 환경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차적 사고와 웹기반 협력도구의 선행연구
협력 혹은 협동학습을 지원할 목적으로 구성된 인터넷기반 커뮤니케이션 혹은 지식구성
지원도구들이 고차적 사고 개발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특정 조건하에서 분석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교육적 조건을 갖춰야 하는 지 여러 선행 연구 결과들을 분석함으
로 조사해 보겠다. 먼저, De Lievre & Depover(1998)의 연구에 따르면, 어휘, 개념적 도움,
메타 인지적 도움, 항해의 도움이 통합된 전산화된 시스템 환경에서 튜더의 중재 여부에
따라, 학습 과제 수행 결과를 비교했을 때, 튜더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은 그룹이 그렇지 못
한 그룹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고 자료 사용 면에서도 더 광범위 했다고 한다. 두 번째
연구 경향은, 그룹의 크기에 따른 웹기반 상호작용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Lou, Abrami
& Spence(2000)에 따르면 소규모의 그룹은 조원들 간의 조정이 수월한 반면 대규모의 그
룹 안에서는 상당한 크기의 자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웹기반
상호작용이 소규모 그룹보다 대규모 그룹에 더 알맞다는 가정(Fjermestead & Hiltz, 1999)
에 관한 연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세 번째, 면대면 협력 상황과 비교했을 때 웹기
반 비디오 컨퍼런스의 상황이 비판적 추론의 인지 및 사회-심리적 활동들 과정에서 특히
아이디어 간의 연결을 도왔으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공헌하지 못함을 보였다
(Newman, Webb & Cochrane, 1995). 네 번째, 웹기반 협력 학습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형태 - 면대면, 실시간 웹기반 커뮤니케이션, 비 실시간 웹기반 커뮤니케이션, 복합된 커뮤
니케이션 -가 사고 개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Oker et al. 1998). 복합된 커뮤니케
이션 통로를 사용한 그룹이 비 실시간 웹기반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사용한 그룹 보다 창
의성의 수준과 문제 해결의 성과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면대면 그룹보다 문제 해결의 성과
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다섯 번째, 설명적, 논증적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한 언어 유형 표
상을 반 구조화된 C-CHENE의 인터페이스에 통합시킨 경우이다. 선형적 텍스트형식으로
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그룹에 비해 C-CHENE를 사용한 그룹이 설명과 논쟁(확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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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설면 그리고 평가)의 기능으로 업무와 연관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더 많이 나눈 것으
로 나타났다(Baker & Lund, 1997; de Vries, Lund & Baker, 2002). 여섯 번째, 면대면 협력
상황과 CSILE(Computer-Supported Intentional Learning Environnement)의 학습 환경을
비교했을 때, CSILE을 사용한 그룹이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메타인지력)과 다른 사람이 확
인한 것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하는 능력(비판적 사고)이 유의미하게 개발되었음이 나타났
(Ryser, Beeler & Mckenzie, 1995). CSILE은 협력적 지식구축 과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개
인의 내적 사고 과정을 기호적 표상도구를 통해 외적으로 조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고유
형 표상을 통합한 형태이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 결과들에서 다음 몇 가지 시사점들을 도
출할 수 있었다. 첫째, 비판적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개발하기위해서는 면대면 상황보다 웹
기반 협력 상황이 부분적으로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 면대면 상황에만 국한 시킬 것
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웹기반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용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논증적 상호 작용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인 웹기반 협력도구와 협력
학습에 맞는 과제의 구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언어 유형 표상이나 사고유형 표
상을 통한 구성적 논증적 대화의 구조화는, 초보자들에게 과제 수행의 첫 단계에서 안내의
지침이 될 수 있으나 깊은 단계에서는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반적인 도움의 형태이며, 자연
적인 논쟁적 상호 유형을 미리 제한할 수 있는 한계점을 가진다 하겠다.

협력문제해결과 웹기반 그래픽 표상 인지도구의 선행연구
Dillenbourg & Traum(1999)은 인터페이스의 형태에 따라 상호작용 과정의 용이성, 공유
를 통한 해결책의 구성 그리고 논리적 추론의 연결의 효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렇지만 선형적 텍스트 표상의 인터페이스와 비교했을 때 그래픽 표상의 화이트보드가 여
러 가지 활동들(대화 중에 어려운 개념을 명확히 하기, 표현을 교정하기, 결정적인 해결책
을 나타내기)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
들은 협력 활동에 부적합한 과제의 선택 때문이라 결론을 지었다. 두 번째, 텍스트 표상의
논증구조와 비교했을 때, 그래픽 표상의 논증구조로 된 Belvedere(hypotheses, data,
principles, unspecified의 대화용 노드와 for, against, and의 링크로 미리 정의되고 구조화
됨)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논증 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왔고, 구조화된 문제보다 비 구조
화된 문제가 논증의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했다(Cho, 2001). 이때 협력
과정에 개발된 논증 구조의 분석을 Toulmin의 논증모형(Toulmin, Rieke & Janik, 1984)에
의거하여 실시했다. 세 번째, Stoyanov & Kommers(2001)는 세 가지 형태의 메체화된 상
호작용(분산적 상호작용, 공유적 상호작용, 튜터의 중재에 의한 상호작용)에 따라 에이전트
로 된 컨셉맵 도구, SMILE Maker가 공유인지 과정과 협력학습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
교하였다. 개인학습 효과와 관련, 면대면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SMILE Maker를 사용한
그룹이 문제의 이해와 새 지식 습득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개념들의
재구성, 개인적 창의성, 아이디어의 풍부함에는 차이가 없었다. 또 위의 세 유형의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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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중에 공유적 상호 작용 형태에서 협력한 조원들의 문제이해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몇 가지 한계점들을 지적해
보겠다. 첫째, 6개의 구성요소(주장, 근거, 보증, 후원, 한정어, 반론)로 된 Toulmin의 논증
모형(Toulmin, Rieke & Janik, 1984)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증구조에 적합하지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협상, 상호작용, 구성적 발견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 논증
적 토의의 구조를 분석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하겠다. 둘째, 문제의 해결안과 관련하여 논증
의 적합성이나 상호작용의 질을 양적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를 하여야 하겠다. 셋째, 각각
의 논증의 기능들을 루브릭에 의한 분석적 평가로 측정하여 합한 점수는 통합적이고 총체
적인 면의 논증력을 대신 할 수 없다. 넷째, 온라인 실시간, 비 실시간 상황의 차이를 이해
하고 각 상황에 적합한 협력문제해결 스캐폴드를 특성화하여야 하겠다. 끝으로, 협력문제
해결 활동에 미치는 인지도구의 영향, 학습목표에 도달하기위해 조원들이 구성한 인지도구
의 전략적 사용 수준을 분석하기위해서 “도구적 발생”(Rabardel, 1995)의 접근이 필요하다.

도구적 발생
인지적 인간환경공학(Cognitive Ergonomic)접근에서 특히 도구적 발생(Rabardel, 1995)
의 분석을 설명하는 중요 개념들과 본 연구에서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을 살펴보겠다. 인공
물(Artefact)은 사람에 의해 변형을 당한 모든 종류의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Knoware이다. 도구(Instrument)는 사람에 의해 활동상태에 있는 인공물을 뜻한다. 즉,
Knoware가 실제 상황에서 조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을 때 도구라 한다.

학 습 자

(들 )

활 용 의
지 적 도 식

In s t r u m e n t a t io n
(사 람

도 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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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 생

(R a b a r d e l, 1 9 9 5 )

사
도
도

용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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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
화 된
화 된

적 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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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식
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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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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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에

있 는

인 공 물

사 람 )

인 공 물

( A r te fa c t)
매 체 화 하 다
자 료 나

(매 체 를

메 시 지 를

통 해

사 물

제 공 하 다 )

(그림 1) 도구적 발생

도구의 변신(Instrumentalisation)은 조원이 Knoware를 자기 것으로 삼는 과정에서
Knoware(도구)가 갖고 있는 복합 요소들의 변형과 새 요소들의 출현을 동반하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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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카타크레즈(Catachreses)는 입안자가 사물(예, 도구)
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 예상했던 사용 양태와 기능과는 달리 사용자들에 의해 사물이 변한
실제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뜻한다. 이 단계의 분석에서 본 연구는 향상되어야 할
Knoware의 요소들을 찾을 수 있고 Knoware에 적합한 협력과제의 타입을 분석할 수 있다.
도구 활용의 앎(Instrumentation)은 조원이 Knoware를 자기 것으로 삼는 과정에서
Knoware(도구)를 ‘활용의 지적도식’으로 출현시키는 양태 그리고 변형시키는 양태의 과정
을 뜻한다. Rabardel(1995)은 사란과 인공물의 관계의 논리를 활용의 지적도식이라 규정하
고 세 가지 수준(사용의 지적도식, 도구화된 행위의 지적도식, 도구화된 집단 활동의 지적
도식)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 관계의 논리는 사용의 지적도식으로 사용자와 도구의 관계가
테크닉의 시스템과 구조 안에서 기능의 논리로 연결되어 있는 수준이다. 즉, 사용자가 인공
물의 고유한 기능이나 특성을 관리하는 수준이다. 기능의 논리는 사용자의 의지나 능력과
는 독립적이다. 사용자는 예상된 기준들에 따라 기능들을 사용할 뿐이지 도구와의 상호작
용의 기능으로 인공물을 조작하지 않는다. 두 번째 관계의 논리는 도구화된 행위의 지적도
식으로 사용자와 도구의 관계가,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고 또 시스템이 관련되어 반응하는
사물의 상태의 변화, 변형의 논리로 연결되어 있는 수준이다. 이 변형과정은 변형의 생산자
로서 사람과 기계가 복합된 시스템으로 작용한다. 이 수준에서 인공물은 실현의 방법으로
간주된다. 세 번째 관계의 논리는 도구화된 집단 활동의 지적도식으로 사람과 도구와의 관
계가 활동의 논리로 연결되어 있는 수준이다. 바로 사람이 그의 고유의 목적, 의미, 방법에
따라 사물을 작동하는 수준으로, 사람의 사용의 논리와 활동의 논리의 기능으로 이루어진
다. 본 연구는 도구 활용의 앎(Instrumentation)의 분석을 통해 조원이 그들의 능력에 따라
Knoware를 조작하는 방법과 그들 고유의 전략에 맞춰 Knoware를 변형시키는 양태를 분
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조원의 반응으로서 최종산물의 결과를 설명하는 대신에
직접적인 방법으로 실제 상황에서 조원, Knoware 그리고 협력과제 간의 상호 작용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협력학습과제 선정을 위한 예비연구
2000년도에 불어권(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지역에서 자원한 서른 명의 대학생
들이 두 명씩 조를 지어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본 예비연구에 참여하였다. 각각의 조원들은
컨셉맵 구성도구, Knoware(Regev, Gilbert & Wegmann, 2001)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의 문
제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연구문제
질적 분석인 예비연구로서 도구적 발생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고자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실시간 온라인 학습에 참여한 두 명의 조원이 고차적 사고를 개발하며 새 지식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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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웹기반 컨셉맵 협력구성 도구(Knoware)의 특성에 적합한
협력학습 과제의 유형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선정할 수 있을까?

연구도구
Knoware 는 인터넷을 통해 학습자들이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 상황에서 공동체 지식 창
출을 지원하는 웹기반 협력 도구이다. Knoware의 특징은 조원들이 로드(상위개념 및 하위
개념을 규정하는 기능) 와 링크(개념들 간의 관계의 타입을 규정하는 기능)의 타입을 자율
적으로 창조하여 사고의 흐름과 발전을 외적인 그래픽 표상으로 도식화하여 의미망을 구축
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 과정에서 조원들은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Knoware 는 위계화된 두개의 인터페이스가 서로 연결되어있어, 상위
인터페이스의 특정 로드에 표시한 개념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 연결된 하위 인
터페이스에 고유의 노트를 하거나 다양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게되어 있다. 또 상위 인터
페이스의 특정 로드에 표시한 개념을 제 2의 의미망으로 확장 할 때 구별된 또 다른 그래
픽 도식화를 가능하게 하여 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웹상에서 Knoware를 통하여 조원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는 다음의 세 가지 중 한
문제였다: (1) 연역적 가정의 추론(만약 …….라면, 그러면…….)을 통해 정답을 구할 수 있
는 문제, (2) 확률 계산에 의한 논리적 추론으로 비 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
(3) 역학 분야의 잘못된 연구를 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수정하는 문제(<표 1>).

<표 1> 협력학습과제(Harnadek, 1981)

산모의 흡연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X 교수의 연구
흡연하는 산모를 계속해서 7년 동안 관찰한 후, X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산모는 미성숙아 내지 기형아, 혹은 사생아를 낳는다. X 교수는 어제 인터뷰에서 말하
기를, '이 결과는 우리나라의 12개 병원에서 태어난 20000 명의 신생아들에 기준 한 것이다. 이 신
생아의 절반은, 적어도 하루에 단배 반 갑을 피우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연구자들은 위에 열거
한 비정상적인 것들의 주 요인을 담배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는 지를 확인하려고 애섰다. '우리들
은 교육수준, 월급, 국적을 조사했다. 담배가 여기서 유일한 요인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X 교수
는 역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산모의 흡연이 신생아의 성장, 키 뿐 만 아니라 기형과 사망
률의 비율에도 영향을 준다. 흡연하는 산모의 신생아의 몸무게는, 흡연하지 않는 산모의 신생아 보
다 150ㅡ200g 정도 약할 뿐 만 아니라, 더 작은 체구와 더 작은 머리를 갖고 일찍 태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 흡연하는 산모의 신생아들의 약한 체중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배나 높다. 이
연구 끝 무렵 [신생아가 7살이 되었을 때], 흡연하는 산모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 보다 여
전히 더 키가 작고. 더 머리가 작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기사를 읽고, X 교수의 연구 결과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시오. 당신의 파트너와 함
께 당신의 견해에 대해 토론하고, 당신의 최후의 답에 대해 논쟁하시오. 만약 그의 연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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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분석
이 세 문제 중에서 실시간 온라인 학습 상황에 적합하고, 활발한 논증적 토의를 전개할
수 있고, 웹기반 컨셉맵 협력구성 도구(Knoware)의 특성에 적합한 학습 과제의 유형을 다
음 세 가지 평가 기준에 의해 선정하였다: 첫째, 반론이나 논리의 강화 등으로 화자의 믿음
을 변화시켰는가? 둘째, 문제해결 시 설명이나 지식의 제안 등의 활동으로 지식의 공유 활
동이 일어났는가? 셋째, 아이디어를 전개하기 위하여 컨셉맵 협력구성 도구의 기능으로 상
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타입 또 두 개념 간의 관계를 규정 하였는가?
분석 결과 마지막 세 번째 문제(<표 1>)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실시간 웹기
반 컨셉맵 협력구성 도구(Knoware)의 특성에 적합한 협력학습 과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단순한 개인적 추론을 피하고 공동으로 추론을 요하는 문제.
둘째, 실시간 상황에서 곧바로 논쟁이 일어 날 수 있도록 짧으면서도 조원이 추론하고 토
의하기에 충분히 복잡한 문제 그리고 문제의 수준이 일반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특정 영역
에 이르는 다양한 수준의 문제. 셋째, 기호나 표가 아닌 언어로 추론을 표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넷째, 질문 내용이 실제 상황에 연관되어 있어 학습자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문
제. 다섯째, 한 형태의 추론에 국한 되지 않고 다양한 타입의 추론을 요하는 문제로서 변증
론적 가치의 논증을 기반으로 다양한 해결안이 나올 수 있는 문제. 여섯째, 기초 지식을 바
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문제. 이때, 학습 내용이 구조화되고 미리 규정된
객관적 지식과 비 구조화된 문제해결의 절충모델 혹은 비 구조화된 문제 해결의 유형에 수
행되어야할 과제를 구조화하거나 미리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컨셉맵 협력구성 도구의 효과에 관한 실험의 연구
연구 문제
두 번째 연구는, 컨셉맵 협력구성 도구의 효과를 측정하기위한 실험연구로서 구체적인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두 명의 조원이 실시간 온라인 상황에서 역학(epidemiology) 관련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도구의 인터페이스 형태(선형적 텍스트 표상의 커뮤니케
이션 도구, Chat와 웹기반 컨셉맵 협력 구성도구, Knoware에 따라 비판적사고와 창의적
사고의 개발 정도가 두 단계(새로운 주제로서 아이디어의 출현단계와 그것에 관한 조원간
의 협상 단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가?.
연구 문제 2. 동일한 상황에서 논쟁적 상호작용의 질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3. 동일한 상황에서 역학 관련 문제해결 수행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4. 동일한 상황에서 개발된 논증 타입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5. 컨셉맵 협력구성 도구를 사용한 그룹에서 조원들이 역학 과제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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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전략적으로 이 도구를 사용한 수준은 조원 간에 이뤄진 상호 작용의 양태와 역학문제
해결 결과에 영향을 주는가?
본 연구의 결과는 온라인 실시간 협력학습 상황에서 학습자 주도적 문제해결방식을 통한
고차적 사고의 향상을 목표로 할 때, 컨셉맵 협력구성 도구가 인지도구로서 갖춰야 할 요
소들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대상
스위스 로잔연방공대에 등록한 스물 명의 학생들이 두 명씩 조를 지어 두 그룹(채팅도구
그룹과 컨셉맵 도구 그룹)으로 나뉘어 2000-2001학기에 본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 학생들
의 나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평균 나이는 스물 두 살이다.

고차적 사고 검사도구
협력도구를 사용하기 전 학습자들의 고차적 사고 수준의 사전 테스트를 위하여 Cornell
Critical Thinking Test(Ennis, Millman & Tomko,1985)를 사용했고 그 결과 두 그룹간의
고차적 사고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 0,51 ; df=18; p < 0,62). 여러 문
제들 중에서 여덟 가지 선택형 질문지를 골랐다. 첫째, 논쟁 질문은 논쟁 타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반론(강한 면/약한 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둘째, 논쟁 질문은
논쟁 타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반론(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할 수 있는 능
력을 측정 한다. 셋째, 규정의 인지는 규정들을 명확하게 동일시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 한
다. 넷째, 연역법적 추론은 전건에서 기인한 정확한 결과를 선택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
한다. 다섯째, 원천에 관한 신빙성은 다른 사람의 긍정을 어떤 측도에서 믿어야하는 지 판
단하는 능력을 측정 한다. 여섯째, 결론들의 평가에 관한 귀납법적 추론은 가정들을 지지하
는 사실들을 설명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 한다. 일곱 번째, 실험의 계획화에 관한 귀납법
적 추론은 문제제기와 가정들을 전개하는 능력을 측정 한다. 마지막으로, 전제의 동일시는
가정에 관해 추론할 때 공백을 채우는 능력을 측정 한다.

협력과제
본 실험에 사용된 협력과제는 “태아에 미치는 산모의 흡연에 관한 X 교수의 연구"(<표
1>)의 타당성을 과학탐구관점에서 분석하고 연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두 명의
조원이 논쟁을 통하여 해결 전략을 제시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흡연이 태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해결과정에서 두 조원은 서로의 의견을 토의하고 논쟁하면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며 하위과제를 서로 분담해서는 안 된다. 교사나 튜터에 의한 어떤
유형의 중개도 개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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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절차
실험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명씩 짝지은 조원들은 해당 협력도
구의 사용법을 온라인상에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여 익혔다. 이때 확률 계산에 의한 논리
적 추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 구조화된 문제를 직접 해결해가면서 익혔다. 10분 동안 각
각의 도구를 보여주고 난 뒤, Chat 경우 50분이 주어졌고, Knoware의 경우 기능이 복잡함
으로 60분이 주어졌다. 두 번째 단계에서 같은 조원들은 주어진 과제(“태아에 미치는 산모
의 흡연에 관한 X 교수의 연구”)를 수행해야했다.

독립변인
본 연구에서 선형적 택스트 표상의 Chat, AOL과 그래픽 표상의 컨셉맵 도구인
Knoware를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채택하였다. Chat은 인터넷 기반 원격 실시간 커뮤니케
이션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두 명으로 구성된 조원들이 Chat의 인터페이스 위에서 시간
의 순서대로 텍스트 표상의 언어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서로 논쟁적 토의를 한
다. Knoware는 위의 IV, <그림 2> 에서 소개하였다.

종속변인과 측정도구
인터페이스의 형태(Chat vs Knoware)에 따라 고차적 사고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
네 가지 면에서 분석하였다: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사고의 개발, 지식 공유정도와 논증의 수
준을 통합한 논증적 상호 작용의 질, 논증타입 개발, 문제해결 수행 질.

비판적사고와 창의적사고
Chat 와 Knoware 두 타입의 인지도구들이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사고의 출현 횟수를 두 단계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첫 번째 단
계는 한 조원이 새로운 논증적 주제를 제시한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 주제에 관해 협
상과 논쟁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판단으로서 비판적사고와 추론적인
증명으로서 창의적 사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표를 만들었다.

<표 2> 사고의 수준의 기준과 지표
사고 수준의 기준
비판적사고

지표 (예)
판단의 기준은 과학영역에서 규명된 객관적인 지표에 기반을 둔다. 예를 들면, 규범
이나, 법, 요구, 규정, 원칙, 규칙 등이다. “더 상세한 통계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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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의 기준은 기존의 지식에 근거한 유추에 근거를 둔다. 과학영역에서 추론, 예상
창의적사고

등과 같은 가정적 가치들을 들 수 있다.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된 것들이 아니다. “다른 요인들이 그래프에서 고려되어야한다. 예를

들면, 사람의 체격, 나이, 몇 살부터 흡연을 하였나?”

논증적 상호 작용의 개발
Chat 와 Knoware 두 타입의 인지도구들이 논증적 상호 작용의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비
교하기 위해서, Golder(1996)가 제시한 협상의 질의 평가 지표를 변형 재구성하였다. 새 지
표는 조원들 간의 지식의 공유 및 협상의 정도(질문, 설명, 대응, 제의)를 논증의 수준(논증
없이 입장 표명, 주관적 논증, 객관적 논증)에 따라 통합한 형태로서 아래 표와 같이 세 카
테고리로 나누어져있다. 새 지표는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기위한 논증 구조에 초점을 둔
Toulmin의 모델과는 달리,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논증적 활동의 구성적
인 면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조원간의 토의 중에 나타난 다음의 세 카테고리들의 출현
횟수를 비교하여 논증적 상호 작용의 개발정도를 분석하였다.

<표 3> 논증적 상호 작용의 질적 기준
논증적 상호 작용의 질적 기준
(A) 협상 중에 논증 없이 제시한
입장 표명 (부재): 가장 수준이
낮은 상호 작용의 형태로 간주
된다.
(B1) 질문
(B2) 주관적 추론에 기초한 협상
혹은 증명: 이 타입은 문제해결
시, 경우에 따라 타당 할 수 도
있고 타당하지 않을 수 도 있
다.

(C) 객관적 추론에 기초한 협상
혹은 증명: 가장 수준이 높은
상호 작용의 형태로 과학탐구
영역의 문제해결에서 가장 타당
한 논증타입이다.

지식의 공유정도와 관련한 지표들 (예)
-

토의와 관련 진술적인 거리를 둠: ‘질문에서 빗나갔어!
확신의 변조: ‘아마도’
논증 없는 대응: ‘아니야’
논증 없는 수긍:‘그래 전적으로 동의해’
당황의 표현:'?’

B1) 예시나 증거를 묻기 위한 질문의 형태:
‘조숙아들은 잘 못 이루어진 것이지 바보는 아니지 않느냐 ?’
B2) 하나 이상의 논증으로 대응 혹은 제의하는 것:
- 주관적 논증타입: ‘내 생각에 하루의 반 갑은 많아. 적어도 한 시간에 한
가치는 많은 양이야’
- 개관적 추론이 미약한 가정적인 논증타입: ‘태어날 때부터 작은 키라면
흡연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주원인이라는 사실이 내개는 미심적다’.
- 사실, 지식, 정보에 의거한 설명으로 대응 혹은 제의: ‘다른 종류의 병들
처럼 유전적 성향은 기형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 특정가치 혹은 공유적 가치로 대응 혹은 제의: ‘여러 다양한 민족들의
신생아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 수학적 논리로 대응 혹은 제의 (양립되지 않는 논리의 예): ‘정확한 연

구는 2oooo명의 흡연모가 낳은 아픈 아이들에 관해 다뤄야한다. 그리고
아픈 아이들의 흡연모는 몇 명이다.’

문제해결 수행 평가
Chat 와 Knoware 두 타입의 인지도구들이 협력 문제 수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
기 위해서, Klopfer(1974)가 제시한 과학 영역의 학습 목표에 기초하여 과학 실험 탐구와
관련된 다섯 개의 카테고리를 정하였다: 표본 집단(C1), 가정(C2), 독립변인(C3), 종속변인
의 설정(C4), 자료의 통계적 처리 및 결과 해석(C5). 그리고 하위 카테고리를 열여섯 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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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고 실험 탐구의 세부 능력들(skill)로 설정하였다. 조원이 다룬 열여섯 개의 능력들을
네 가지 수준 - 과학적 증명(비판적사고, 3점), 추론적 증명(창의적사고, 2점), 비과학적 증
명(1점), 증명의 부재(0점) - 으로 된 루브릭에 의한 평가 방법으로 채점하여 점수를 합산
하였다. 수행 결과를 비교 평가 할 때, 조원간의 협상 결과 채택된 논증만 다루었고, 협력의
결과로서 수행 점수와 협력 과정에 공헌한 개인 점수를 각각 비교하였다.

<표 4> 문제해결 수행 평가지
문제해결 수행
평가의
카테고리

루브릭에 의한 분석적 평가지 (0에서 3)
과학적 증명
(비판적사고)
(3점)

추론적 증명
(창의적사고)
(2점)

비과학적
증명
(1점)

점수

증명의 부재
(0점)

개인 공헌
조원1

조원2

협력
수행

C1
C2
C3
C4
C5
C1

C2

C3

C4

C5

(1) 표본 집단의 크기(20000)는 실험연구를 위해 통계적으로 받아들여 질만 한 숫자인가?
(2) 표본 집단의 선택은 좋은가?
(3) 선택된 병원 수(12)는 실험연구를 위해 인정되는가?
(4) 선택된 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5)담배를 많이 피우는 산모들이 비정상적인 아이 기형아 혹은 사산아를 낳는다는 추론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6) 흡연산모의 비정상적인 신생아들과 비 흡연 산모의 비정상적인 신생아들 간의 비교는 타당한가?
(7) 이 연구에서 교육 수준은 어떤 측도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려되었는가?
(8) 이 연구에서 임금은 어떤 측도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려되었는가?
(9) 이 연구에서 국가는 어떤 측도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려되었는가?
(10) 이 연구에서 신생아의 키와 머리 크기는 어떤 측도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고려되었는가?
(11) 하루에 단배 반 값어치를 피우는 양은 많은 것으로 간주되느냐?
(12) 흡연산모의 아이들의 몸무게와 비 흡연 산모의 신생아의 몸무게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가?
(13) 무엇 때문에 연구자는 분석 기준으로 아이들을 일곱 살까지 관찰하였는가?
(14) 모든 자료는 통계적 분석으로 처리되었는가?
(15)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산모들이 비정상적인 아이 기형아 혹은 사산아를 낳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느
냐?
(16) 색다른 문제 해결과 전략에 관한 제의

논증타입
Chat 와 Knoware 두 타입의 인지도구들이 다양한 논증타입의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비
교하기위해 다섯 가지 논증타입을 분류하였다 : 개인적 의견, 가정에서 추론된 증명, 설명
형식의 증명, 특정영역이나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에 근거한 증명, 수학적 논리. 이 분
류는 Robrieux(1993) 와 Bellenger(1996)의 분류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다음 <표 5>는 이 다
섯 가지 종류를 요약한 것이다.

<표 5> 논증타입
논증타입의 카테고리
개인적 의견

지표
개인적 경험이나 개인적 의견에 근거한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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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추론된 증명

가정, 선택명제, 역설, 객관성이 약한 근거한 논증

설명형식의 증명

사실, 정보, 지식에 근거한 논증

특정 영역이나 집단에서 통용되는
공유적 가치에 근거한 증명

특정 장소 혹은 규범에서 통용되는 가치에 근거한 논증

수학적 논리에 근거한 증명

수학에서 사용하는 형식적인 논리에 근거한 논증
(양립되지 않음, 상호성, 전이성, 선례의 규칙, 포함, 분할, 확률)

Knoware 사용 수준과 문제해결 수행 결과 간의 관계
조원이 Knoware를 학습전략으로 사용한 수준을 Rabardel(1995)이 제시한 세 가지 수준
(사용의 지적도식, 도구화된 행위의 지적도식, 도구화된 집단 활동의 지적도식)의 활용의
지적도식으로 모델링하고 그에 따른 협력 문제해결 수행 결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위의 두 협력도구를 통해 실시된 협력 문제해결과정과 조원들 간의 이뤄진 모든 대화 내
용은 이 도구 자체 내에서 저장되었고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된다. 이 대화 내용을 분류하
기위해, Plantin(1996)이 제시한 카테고리 방식을 응용하였다. 대화 내용을 문제해결 수행
평가의 열여섯 개의 카테고리(<표 4>)로 코딩한다. 각 논증들은 다섯 가지 타입(<표 5>)
으로 코딩된다. 발화자의 논증에 대해 화자의 입장표명은 세 가지 타입(반대, 일치, 질문)으
로 코딩된다. 논증적 상호 작용의 질이 세 가지 카테고리(<표 3>)로 코딩된다. 모든 사고
는 세 가지 수준(과학적 논리에 바탕을 둔 비판적 사고, 변증법적 논리에 바탕을 둔 창의적
사고, 비과학적 논리)으로 코딩된다. 대화들의 단위를 나눌 때 Roulet(1997)가 제시한 논리
적 추리에 의한 활동 분석의 방법을 채택했다. 이 방법은 설명, 질문, 대답, 입장표면, 반론
등 구성적이고 논증적인 활동의 추리의 흐름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분석하는 것이다. 논증
타입을 코딩 할 때, 주어진 질문이 근거하고 있는 상황, 해결을 찾기 위해서 주어진 질문의
근본적인 내용을 다시 들추는 경우, 발화자의 의도에 따라 한 논증을 여러 타입으로 규정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가능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논증 타입을 규정하기위해
두 명의 판단 자가 각각 따로 분석하여 일치를 보았다.
위에서 제시한 종속변인들 중 문제해결 수행 평가는 루브릭에 의한 분석적 평가방법으로
측정된 점수의 합산을 T-Test 분석으로 두 그룹(Chat vs Knoware)을 비교 평가하였다.
나머지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사고의 개발, 논증적 상호 작용의 개발, 논증타입 개발 등은
토의 중에 나타난 각각의 카테고리의 출현 횟수를 카이제곱 분석으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인터페이스의 유형에 따른 고차적 사고의 개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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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1. 의미망 위의 그래픽 표상에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그리고 두 개념간의 관계를
규정하도록 하는 기능의 덕분으로 실시간 인터넷을 통해 Knoware를 사용하는 그룹이,
Chat를 사용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차적 사고의 개발을 향상시
킬 것이다: (a)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의 개발, (b) 논증적 상호 작용의 질, (c) 역학 분
야의 과학적 연구의 문제 해결의 질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의 개발 분석
Knoware를 사용한 그룹과 Chat를 사용한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초기 논증의 출현 단
계( = 0.873; df = 1; P = 0.3501)와 제시된 논증에 대한 논쟁의 단계( = 1.249; df
= 1; P = 0.264)에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의 출현 횟수의 차이를 카이제곱 분석한
결과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 결과를 해석해 보면 상위 개
념과 하위개념, 그리고 두 개념의 관계를 규정하도록 하는 Knoware의 기능들이 문제해결
과정에서 기대한 비판적 사고 와 창의적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력은 개인적 요인, 개인의 사전 지식정도에 더 좌우되거나,
아니면 인지도구로서 Knoware의 부족함 때문에 개발이 저해 되었을 수 있다. 또 개념과
관계의 타입을 규정하는 능력이 추가로 요구된 상황이라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에 어
쩌면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다음 연구에서는 비실시간 협력 상황에서 컨
셉맵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논증적 상호 작용의 질 분석
인터페이스의 유형(Knoware vs Chat) 에 따른 논증적 상호 작용의 질에 대한 평가는 세
가지 카테고리들(논증의 부재, 주관적 논증 그리고 객관적 논증)의 출현 횟수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표 8> 논증적 상호 작용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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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관 적
질

Chat를 사용한 그룹보다 Knoware를 사용한 그룹이 카이제곱 분석한 결과  = .05 수준
에서 세 가지 카테고리들(논증의 부재, 주관적 논증 그리고 객관적 논증)의

출현 횟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 18.598; df = 2; p = 0.001). 이 결과는
Knoware를 사용한 그룹이 논증의 부재와 주관적 논증의 출현 횟수가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과 객관적 논증의 출현 횟수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결과로서 Knoware
의 기능들, 상위 개념과 하위개념, 그리고 두 개념의 관계를 규정하도록 하는 기능들이, 문
제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논증적 토의의 질, 메타인지적 스킬(협상, 상호작용, 구성적이고
발견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제해결 수행 평가 분석
인터페이스의 유형(Knoware vs Chat)에 따른 문제 해결의 협력 수행 평가는, 루브릭 평
가지에 의한 다섯 개의 카테고리들(<표 4>)의 점수의 합산을 T-Test 분석 결과  = .05
수준에서, 두 그룹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KW = 32,20;  Aol =
18,00; t = 1,22; P = 0,25). 또 한편으로 인터페이스의 유형(Knoware vs Chat)에 따른
협력 문제해결에 공헌한 개인 점수 간의 차이도 T-Test 분석한 결과  = .05 수준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Knoware를 사용한 그룹이 주어진 문제와 연
결된 종속 변인들을 더 잘 찾아내는 경향을 보였다(C4:  Kw = 1,90;  Aol = 0,60; t
= 1,8; n = 20; p = 0,08). 이 결과를 해석하면 그래픽 표상의 의미망위에서 상위 개념과
하위개념, 그리고 두 개념의 관계를 규정하도록 하는 Knoware,의 기능들이 협력 문제해결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루브릭에
의한 분석적 평가방법이 해결안이 다양하고, 조원간의 논증적 토의의 질에 반비례해 해결
안의 결과에 차이를 보일 수 도 있는 비 구조화된 문제 해결의 결과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방법인지 고려 해 봐야한다. 보다 신뢰성이 높은 지표로 구성된 총체적 평가방법으로 비
구조화된 문제 해결의 수행 평가를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페이스에 따른 논쟁타입
가정: 인터페이스의 형태가, 조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쟁할 때 제시하는 논증의 타
입들(개인적 의견, 가정에서 추론된 증명, 설명형식의 증명, 특정 영역이나 집단에서 통용
되는 공유적 가치에 근거한 증명, 수학적 논리에 근거한 증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터페이스의 유형(Knoware vs Chat)에 따른 논증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출현한 논증
타입의 분석은 다섯 가지 카테고리들(개인적 의견, 가정적 추론, 설명형식, 공유적 가치, 수
학적 논리)의 출현 횟수를 비교한 것이고 카이제곱 분석한 결과  = .05 수준에서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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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 6.35; df = 4; p = 0.175). 다시 말해 컨셉맵 도구가 논
증타입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증타입은 다분히 조원의 추론
의 형태, 사고의 패턴에 좌우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Knoware의 활용의 지적도식 양태에 따른 문제해결 수준
가정: Knoware를 사용하는 그룹에서 조원들이 구성한 Knoware의 활용의 지적도식의
수준에 따라 논쟁적 상호작용의 형태도 다양하고 협력문제해결 수행 결과도 다양할 것이
다.
도구적 발생의 관점에서 조원들이 구성한 Knoware의 활용의 지적도식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수준으로 모델링 할 수 있었다.
(a) 세 그룹의 조원들이 Knoware를 마치 Chat의 기능으로 활용함으로서 가장 낮은 수준
의 사용의 지적도식을 나타내보였다. 조원들이 대부분 상위개념, 하위 개념, 두 개념들 간
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고, Knoware를 기술적 기능을 작동시키는 정도, 즉 일직선상에서 순
서대로 즉각 반응하는 대화 형식의 상호작용을 하였다. 이 조원들이 받은 협력문제해결 수
행 점수는 각각 7점, 25점, 31점이다.
(b) 한 그룹의 조원들이 Knoware를 순간적으로 발생한 주제들을 상위개념 및 하위 개념
의 그래픽 표상으로 구조화하는 활용의 지적도식수준으로 사용하였다. 이때 조원간의 상호
작용은 일시적 주제들을 조직화하는 상호작용의 형태이다. 이 조원이 받은 협력문제해결
수행 점수는 58점이다.
(c) 한 그룹의 조원들이 Knoware를 논증적 토의와 중요 주제들을 상위개념, 하위 개념
그리고 두 개념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그래픽 표상으로 구조화하여 도구화된 집단 활
동의 지적도식의 수준으로 사용하였다. 이때 상호작용의 형태는 논증의 확장에 필요한 추
론을 구조화하면서 지식을 공유하고 논쟁하는 형태이다. 이 조원이 받은 협력문제해결 수
행 점수는 40점이다. 결과적으로 Knoware를 사용하는 수준이 협력문제해결 수행 결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위의 마지막 두 그룹에서 나타났다.

인지도구로서 컨셉맵의 설계를 위한 논의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컨셉맵 구성도구가 고차적인 사고와 비 구조화된 문제의 협력 해
결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인지도구로서 갖춰야 할 점들을 논의하고자한다
비판적 사고력: 웹기반 협력 문제해결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
적 측면과 집단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개인적 측면의 비판적 사고력은 개인의
판단 능력과 쓰기 표상의 매체화된 논쟁력을 동시에 요구한다. 첫째, 제기된 한 논증에 대
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의 사전지식에 기초하여 추론하는 과정에서 지원되어야 한
다. 따라서 충분한 사전지식이 없는 학습자들이 단계별로 비계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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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 도구를 사용했을 때, 지식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연결시키며 새로운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모으는 것과 정보들을 수집하는 도구로 사용할 위험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에이젼트
시스템이나, 기존 지식 혹은 전문가의 모델에 기반을 둔 옹톨로지(Ontology) 혹은 튜더의
중재 등의 전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언어 표상의 매체화된 논쟁력을 향상하기위해서
는 언어표상과 논리표상이 통합된 그리고 쓰기와 말을 통합한 형태의 인지도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기존의 인지도구들(C-CHENE의 언어표상, Belvedere의 논리 표상)의 모형은 언어
표상과 논리표상이 각각 독립적으로 구별되어있다. 더구나 쓰기의 논증과 토의의 논증에
따라 추론의 활동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Golder, 1996). 또 실시간 비실시간의 차
이를 고려해야한다. 실시간 상황에서, 협력학습자들은 합의에 의거하는 분산된 구성
(Falzon & Darses. 1996)에 촛점을 두며 이는 업무의 분산, 불협화음에 대한 토의, 일의 실
행의 계획화 그리고 부분적인 문제해결을 확인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때 브레인스토밍
방식보다는 조원들 간의 지식의 공유 수준으로서 협상에 초점을 둔 논증식의 상호 작용 방
식이 더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관련된 영역에서 정신적 추리로부터 시작해서 논쟁의 인지
활동을 거쳐 언어표상으로 파생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도움이 필요하다. 둘째,
집단적 측면의 비평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토의 중에 집단적인 요인들, 즉, 설득
을 위한 논쟁의 논리와 지식 구성을 위한 토의의 논리를 동시에 고려한 비계설정이 필요하
다. 끝으로 비판적 사고의 인지도구 설계 시 문제해결과정이나 논쟁적 토의 과정이 초보자
와 전문가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음 연구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창의적 사고:

본 연구에서 Chat와 비교했을 때 컨셉맵 도구인 Knoware가 논증적 상호

작용 수준으로 협상의 질, 지식 공유의 질 그리고 발견적이고 구성적인 논증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상위개념, 하위개념, 두 개념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컨셉맵의 기능이 실시간 상황에서 논증적 상호작용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이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창의적 사고, 즉 새로운 논증이 개발되도록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줬다. 창의적 사고의 개발을 위한 대안 점은 위에서 살펴본 비판적 사고의 대
안 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왜냐면 두 사고를 타입이 서로 다른 사고로서가 아니라 사고의
수준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다만, 창의적 사고의 향상은 논리를 어떻게 증명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수준의 논증타입을 지원할 수 있어야하겠다. 이때 기존의 컨셉맵 도구
처럼 몇 가지 논리 형태들 (원인과 결과, 인식론적 개념들, 찬성 반대의 입장 등)을 지원하
는 로드나 링크에 그치지 말고 위계적인 논리의 전개를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메타-인지적 수준의 협력문제 해결 과정 : 컨셉맵 도구는 실시간 웹기반 협력 문제해
결의 지원도구로서 다음의 메타-인지활동을 지원해야한다: 문제해결의 과정, 협력활동을
관리하는 대화 및 업무에 관련한 대화, 협상과 증명의 활동의 단계를 구별한 논증적 토의
활동 및 그래픽 표상의 도식화 과정. 왜냐면 대화의 순서와 공간의 설정에 제한이 없기 때
문에 위의 제시한 다양한 메타-인지활동을 구별하여 위계적으로 조직하도록 하지 않으면
정신적 활동을 외적으로 표현하는데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 이때 미리 조직된 표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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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지 말고 조원들이 스스로 지식구성과 논쟁에 필요한 활동들을 규정하고 안내할 수 있
도록 선택권을 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흔히 웹기반 교수-학습 설계 시 간과하기 쉬운 면, 특히 실시간 협력 학습
환경의 특성, 협력 지원도구의 특성에 적합한 학습 과제의 유형, 그리고 학습자의 도구 활
용 수준의 이해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텍스트 표상의 인지도구와 비교했을
때 그래픽 표상의 컨셉맵 인지도구가 협력 문제해결 과정에서 조원간의 논증적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의
개발, 논증타입의 구성 그리고 문제해결 수행 결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두 명의 조원으로 구성된 열 개의 그룹이 실시간 원격 협력 학습 상
황에서 인터페이스의 유형(Knoware vs Chat)에 따른 결과들이다. 그러나 그룹의 크기나,
협력 학습 유형, 협력 수행 평가 방법(예, 총체적 평가) 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들은 협력과정에서 발생한 활동들에 초점을 둔 것이어서 협력
활동 후에 독립된 간접적 방법으로 효과를 측정한 것과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웹기
반 지식 공동체 구축의 한 모델로서 컨셉맵 환경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외적인 교육적 요
건뿐만 아니라, 개인 학습과 구별된 도구를 통한 협력-협동 학습에 대한 메타-인지적 측면,
언어학적 측면, 인간환경공학적 측면의 깊은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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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concept

mapping on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development of
scaffold

computer-mediated

learning

for

higher-order

thinking skills.

Hyeona Kim

Our work combined two approaches. First, qualitative analysis of the instrumental
genesis aimed at validating the choice of problem, making it possible to develop an
argumentative discussion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use of the schemes of
Knoware (software for constructing collaborative concept map) on interaction types and
on the quality of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Second, a test aimed at comparing the
effects of two types of synchronous software, one linear discussion software, chat, and
Knoware, on the development of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quality of argumentative
interaction, performance of problem-solving, and type of arguments. This experiment
was carried out with a total of twenty students: five paired groups using chat, and five
paired groups using the Knoware. The results showed that students who used the
Knoware demonstrated better argumentative interactions and had a better tendency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the dependent variables. This work contributes to the design
of collaborative software dedicated to development of reflective thinking.

Key Words : Synchronous Web-based solving problem collaborative, Software for
constructing collaborative concept map, Scaffold of higher-order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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