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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휴대폰의 단문자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SMS)가 웹 토론을 수행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대학생으로 구성된 학
습자들은 8주간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웹 토론에 참여했다. 이 연구의 처치변수는
SMS를 사용하여 토론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웹 토론에서
는 SMS가 활용되지 않았으나 두 번째 웹 토론에서는 SMS를 활용하여 토론 진행정보를
제공하였다.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토론 시기별로 학습자 1인당
게재한 평균 글의 수와 원 글에 대하여 답 글이 게재될 때까지의 반응시간이 측정되었다.
학습자들이 SMS에 의한 토론 진행 정보를 제공 받는다고 해서 항상 더 많은 글을 게재
하지는 않았지만, 토론 중반기에서는 SMS가 없을 때 보다 더 많은 글을 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 중반기에 게재된 글들은 대체로 아이디어 형성, 역할분담, 간단한 피드백
등과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SMS에 의해서 토론 진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원
글에 대한 답 글의 반응시간은 SMS에 의해 토론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때 더 짧
은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반응시간과 게재 글 수의 증가는 SMS가 협력적 과제해결을 위
한 웹 토론에서 긍정적 학습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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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협력적 웹 기반 학습에서의 상호작용
웹 토론은 학습자들 간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다른 학습자의 글을 읽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
은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된다
(Kearsley & Shneiderman, 1998; Ogata & Yano, 1998; 권성호, 2001; Kelly, 2004). 이와
같이 학습자들끼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사이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웹 토론에서 이와 같은 상호작용이 중요한 이유는 학습자들
로 하여금 협력적 학습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협력적 학습관계는 여러 학습자가 모여서 주어진 학습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돕는
행위이다. 웹에 게재된 다른 학습자의 글을 읽은 학습자는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웹 공간
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쌍방향적인 의견교환 과정은 학습자에게 반성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다(Sherry, 2000). 이 처럼 서
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구축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협력적 지식구축은 주어진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협력적 지식구축 활동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학습 집단에
공동의 학습 목표가 주어지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단 구성원들은 서로 협력하여
학습을 하게 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형성된다. 동일 집단 내에서 학습능력이 상이한
학습자끼리 서로 협력하여 높은 학습능력을 가진 학습자가 낮은 학습능력을 가진 학습자
를 도움으로서 집단 구성원 모두 설정된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학습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Anderson & Elloumi, 2004; 이상수, 2004).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은 집단 구성원들을 협력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학습 촉진이 가능해진
다(Moallem, 2003). 또한 상호작용이 활발한 학습 집단은 학업성취, 만족도에서 더 긍정적
이며 교수자와의 인지적 상호작용 이외에 정서적, 사회적 상호작용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정인성, 임철일, 최성희, 임정훈, 2000). 이러한 긍정적 상호작용은 지적인 영역 이
외에 정의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주어 학습자는 서로 신뢰하고 배려함으로서 집단의 문제
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지향적 태도를 습득하게 된다(서원석, 김현철, 이원규, 2002).
그러나 웹 기반 학습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웹 기반 교육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Muilenburg & Berge,
2001). 이명근과 김영주(2005)는 웹 기반 학습의 저해요인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학습자 특성, 교수학습 설계, 교수학습환경의 세 영역에서 나타나는 저해요인을 지적하였
다. 특히, 학습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중의 하나는 상호작용이 어렵다는 것이었
다(이명근, 김영주, 2005). 상호작용이 결여된 웹 기반 학습은 학습자들이 일방향적 의사소

통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협력적 학습활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권숙진, 김
동식, 2001). 따라서 웹 기반 학습에서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교수전략의 개
발, 메시지 설계, 화면구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김미량, 2000; 최정임, 1999; 권
숙진, 김동식, 2001; 김동식, 2001; 박상훈, 권성호, 2000).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 제시하
고 있는 설계 및 교수전략은 학습자가 웹 기반 학습에 접속했을 때에만 활용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학습자가 웹 기반 학습 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특히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웹 토론의 경우에는 학습자의 웹 접속을 전제
로 한 전략은 다소 비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웹 토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즉시적으로 의견들이 게재되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즉시적 제한점 때문에 웹 토론이 항상 높은 상호작용을 유발하지는 않다. 웹 토
론을 하는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가 언제 새로운 글을 게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즉
시적이고 역동적인 의사소통이 어렵다. 의사결정 과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
기 때문에 학습자들 간의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어려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는 단
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이상수, 2004).
따라서 웹 토론 중심 학습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론의 상황을 즉각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면 웹 토론을 보다 즉시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고 학습자들은 더욱 능동적으로 웹
토론에 참여함으로서 상호작용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즉시적인 정보제공 방
법으로 모바일 통신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휴대폰의 단문자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SMS)를 활용함으로써 학습들에게 웹 토론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웹 토론에서 모바일 통신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자
들은 웹에 직접적으로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웹에서 일어나는 토론상황을 파악할 수 있
다. 기존의 웹 기반 학습에서는 학습자가 웹에 접속해야만 토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학습자가 웹에 접속했을 때, 웹 토론이 진척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자신이 남겨 놓
은 의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웹 토론 자체에 대한 관심이나 동
기가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경험이 누적적으로 발생한다면 더 이상의 학습흥미
를 잃고 웹 기반 학습 자체에 대한 동기마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웹에 접속
하지 않더라도 웹에서 진행되는 학습상황을 알 수 있다면 웹 기반 학습에 불필요하게 요
구되는 학습노력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습자의 웹 기반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모바일 기술인 SMS를 활용하여 웹 토론 진행상황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해 줄 때 웹 토론을 수행하는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웹에서의 상호작용을 학습자가 게재하는 평균적
인 글의 수와 다른 학습자의 글에 대한 반응시간으로 정의하였다. 웹에서 이루어지는 정
보교환의 횟수 등이 협력적인 웹 기반 학습의 상호작용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김동식, 2001). 또한 다른 학습자가 게시한 글에 대한 답 글이 게재될 때까
지의 반응시간은 웹 토론 자체의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

습자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설정하였다.
II. 웹 토론에서의 상호작용 증진 전략
1.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
웹 토론 학습에서의 상호작용은 단순한 상징들의 조작이 아니라 의미형성과 새로운 지식
구성에 필요한 초인지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효과적인 학습, 동기와 의사소통을 유
발시키고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교육과 테크놀로지의 적절한 통
합부족 현상 즉,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주기 위한 지원적략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상호작용
이 낮게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다(Muirhead & Juwah, 2004). 따라서 웹 토론에 대한 연구
들은 협력적 지식구축을 위해 학습자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김동식, 강인구, 2004). 웹 토론에서
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들은 교수자, 학습자, 메시지 내용 등을 중심으로 다양
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웹 토론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촉진 전략이 하나의 방안으
로 제시될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웹 토론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학업 성취도, 만족
도, 학습참여도 및 태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정인성, 임철일, 최성희, 임
정훈(2000)의 연구에 의하면 상호작용 촉진 전략으로서 교수자의 피드백과 관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작용 유형이 학업성취도와 만족도, 참여
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웹 토론 활동에 있어서 교수자에 의한 지원이 중요
한 요소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교사의 역할을 강조한 박상훈과 권성호
(2000) 역시 웹 토론에서 학습자들간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발시키기 위해 튜터가 수행해
야 하는 지원전략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교수자 개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튜터의 지원은 학습초기,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기, 학습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따라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유형과 인식정도, 동기수준에서 고려되어져야 하며 교수자에게
각 단계별로 어떠한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상호작용이 효
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상호작용 촉진을 위해 교수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이외에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
적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학습자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학습자들
사이에 긴밀한 사회적 친밀성이 형성되도록 하여 토론 활동을 더 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동식과 강인구(2004)는 대학생들을 두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
게 전체 네트워크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사회연결망을 제시함으로서 학습자들끼리의 긴밀
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 토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사회연결망을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사회적 존재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므로 토론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
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사회연결망을 제시한 집단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

습자들끼리 긴밀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의 사회적 존재감 형성이 웹 토론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Pilkington과 Walker(2003)는 웹 토론 활동에서 학습자들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도록 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학습자들에게 토론 운영에 관한 역할, 집
단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 토론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결과적으
로 토론 내용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역할수행이 웹 토론을 효과
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과제해결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동기를 증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의 촉진을 위해 토론 활동에서 사용된 메시지를 분석하는 것은 토론 진행
상황을 파악하게 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시해 줄 수 있다. Murphy(2004)의 연구는 온라
인 비동시적 토론 상황에서 협동의 개념과 측정을 실시하여 토론 참석자들간 협동적인 문
제해결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상호작용 메시지 내용을 분석하여 크게 6가지 단계로 위계적
분류를 하였다. 메시지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메시지는 저수준 단계인 사회적 참
여와 개인적 관점을 제시하는 내용 이였으며 구성원간 공유된 산출물을 나타내 주는 내용
은 거의 없었다. 이 연구결과는 고수준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수(2004)의 연구에서도 면대면 학습상황과
실시간 온라인 학습상황,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상황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내용분석을
통해 상호작용 유형을 분류하고 각 학습상황별로 어떠한 유형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웹 토론 학습과 관련된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상황의 경우 의사진행
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제수행에 따른 우려와 부담으로 인해 학습자간 서로 격
려하는 활동이 많았다. 결국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합의보다는
강요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설계 전략을 제공하고 있
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토론 진행 과정이나 방향 또는 상황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충분한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웹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웹 토론에 보다
많은 참여를 하게 되고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촉진되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토론 진행 과정이나 상황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높여주는 것이 웹 토
론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2. 학습자 인식의 중요성
웹 토론과 관련된 학습자의 인식은 학습과제, 학습상황, 다른 학습자나 소속집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웹 기반 학습 환경을 설계
할 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Dourish & Bellotti, 1992; Dringus, 1995; Ogata &

Yano, 1998). 웹 토론에서는 학습자 참여가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에 의한 자발
적인 웹 접속이 중요하다. 따라서 웹 토론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학습자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줌으로써 토론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웹 토론은 시간 및 장소의 제
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웹 토론에 참여하려는 학습
자의 자발적 노력이 없다면 오히려 학습동기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웹 기반 협동학습에서 학습자들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존(co-presence), 인식
(awareness),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의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Ogata & Yano, 1998). 공존이란 다른 학습자와 동시에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학습한 내용을 보다 큰 사회맥락과 연결시킬 때 학습자들이 동일공간에서 서로 협
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인식은 공존을 전제로 학습자가 서로의 활동 내역을
인식하고 있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다른 학습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서 학습하
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다른 학습자들의 학습활동이나 개인정보 등과 관련된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 상호작용이 촉진되므로 협력학습 환경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
한 요소이다. 다음 단계에서 학습자는 과제를 수행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
른 학습자들과 협력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식은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협력과 협동 학습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Goldman(1992)은 학습자의 인식을 세분화하여 사회적, 과제적, 개념적 유형으로 구분하였
고 Gutwin, Stark, Greenberg(1995)가 공간적 인식을 추가하였다. 사회적 인식이라는 것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형성된 집단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집단 구성원들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과제 인식은 학습자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자신과 다른 학습자들이 과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과제
수행을 위한 시간에 대해 아는 것 등이다. 개념적 인식이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관련지식을 활용해야 하고 어느 부분에 수정이 필요한지 아는 것이다. 공간적 인식이란
과제를 수행하는 공간에서 다른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 및 학습 진행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으로 사회적, 과제적, 개념적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기반이 되므로 가장 중
요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Ogata & Yano, 1998).
3. 모바일 기술의 활용
웹 토론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학습자들에게 웹이라는 공통의 토론공간을 공
유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웹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서로
공통된 학습과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공간적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요소
가 된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웹이라는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론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간적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웹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론과정을 전달하기 위한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모바일 통신기술을 활용
한다면 학습자의 직접적인 웹 접속 없이도 토론과정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바
일 장비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학습 진행 및 다른 학습자의 활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SMS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웹 기반 학습 혹은 웹 토론
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SMS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드물다. Hills(2003)는
이론연구를 통하여 SMS 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웹 토론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
다. 제 3세대 온라인 학습이라고 명명된 이 시스템은 SMS를 활용하여 동시성과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하여 교실 밖에서도 계속적으로 웹 토론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모
바일 장비의 사용은 웹 토론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참여를 높이고 심도 있고 활동적인
학습을 이끌어 풍부하고 다양한 학습경험을 고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arooq와
Carroll(2003)은 PDA와 같은 휴대용 장치를 통해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협력
학습의 접근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모바일 공동
체 네트워크는 사용자들을 특정 장소나 지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협력학습에 대한 접근가
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Bollen, Eimler, Hoppe(2004a; 2004b)은 SMS를 활용한 웹 토론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그
들은 SMS는 새로운 의사소통 문화를 창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반성적이고 구성주의적
인 학습과정을 지원하고 교육적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업로드 시켜 협
동적 토론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SMS는 학습에서 뿐만 아니라 교수자
와 학습자를 위한 학교 행정을 지원해 주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James
와 Bailey(2002)의 연구에서는 학교 행정 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매 학기마다
필요한 정보를 학습자들에게 SMS로 제공해 주었다. 기존에 이메일로 제시해 주던 정보를
SMS로 보내줌으로서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보았으며 이메일에 비하여 학습자
의 정보 접근성이 훨씬 빨라졌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메일은 SMS에 비해 많은 양의 정
보를 제시해 줄 수는 있으나 웹 접근성이 SMS에 비해 즉시적이지 못하여 학습자들이 빠
른 시간 내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SMS를 활용한 정보제시가 학습자들에게
는 더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SMS의 즉시적 정보 접근에 대한 효과성은 언어학습에
있어 이메일과 SMS를 활용한 Thornton과 Houser(2001)의 연구에서도 SMS가 이메일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더 즉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MS를 사용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과
제 수행과 관련된 간단한 정보를 보내주어 학습공간에 대한 인식을 제공해 줌으로서 웹에
접근하여 진행되고 있는 토론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들은 SMS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모바일 장치로 사용되지만 웹 기반 협동학습
및 토론학습에 학습자의 참여를 높이고 활동적인 토론 학습을 위한 기자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웹 기반 학습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Stone, Briggs, Smith (2002)는 SMS
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1천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SMS를 전송하였으며, 경품을 받기 위해서 연구 대상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여 답신
하도록 하였다. 비교집단으로 이메일과 웹을 통하여 경품정보를 제공받는 집단들을 구성
하였다. 연구결과 SMS에 의해서 경품정보를 받은 대학생들의 답신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SMS 정보를 받은 이후의 반응속도 역시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웹에 의한 정보제공 집단은 반응 속도 면에서 SMS 정보제공 집단에 비하여 10배 가까이
늦은 반응을 보였다. 특히 상업분야에서 광고성 SMS에 대한 반응과 비교해 볼 때, 대학
생들의 답신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용자의 의지가 수반될 경우
SMS가 매우 유용한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Stone, Briggs, & Smith,
2002).
3. 연구문제
모바일 학습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래의 학습은 Nichols, Gayeski,
Bruyere(2002)가 제시한 온라인 교수학습에 있어서 제 3세대의 특징인 모바일 장치를 이
용한 학습의 접근 가능성과 참여를 높이는 수업의 모습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선
행연구들은 SMS를 활용한 시스템의 제안이나 학습자들의 1회적인 반응속도에 대한 것이
기 때문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웹 토론에서 과연 SMS가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한다고 볼 수 없다. 즉, 협력적 학습활동과 같이 학습자들
이 해결해야할 과제가 명시적으로 제공된 상황에서도 SMS가 학습자들의 웹 토론 참여를
높여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웹 토론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과제수행에 따르는 시간적 제약을 갖고 있
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과제수행 상황이라면 SMS에 의한 토론정
보 없이도 웹 토론자체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SMS의 활용이 학습참여를 유도하여 웹
토론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가에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웹 토론 학습자의
참여를 높이고 학습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해 주기 위해 학습자가 토론실에 글을 올
리는 게재 횟수와 반응시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SMS가 웹 토론에서의 상호작용을 높
일 수 있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SMS의 효과를 보다 학습자의 게재 글 수는 웹 토론
과정에서 학습자가 어느 정도 학습 집단의 과제 수행에 기여를 하고 학습활동에 참여했는
가를 나타내 주는 지표가 되며, 반응시간은 웹 토론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습상황을 학습
자가 얼마나 빨리 인식하고 웹에 접근하여 학습에 참여했는가를 의미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K 대학의 사범대학에 개설된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있던 대

학생이었다. 연구대상자는 모두 20명이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 9명과 11명씩이었다.
조별 웹 토론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들은 무선적으로 배치되었으며, 4명으로 구성
된 5개의 조가 편성되었다.
2. 연구 절차
이 연구의 실험을 위하여 다섯 개의 조는 예비토론, 1차 웹 토론, 2차 웹 토론으로 구분하
여 모두 3회에 걸쳐 웹 토론이 실시되었다. 예비토론의 목적은 연구대상자들이 웹 토론
방식에 대하여 경험을 쌓고 조원들끼리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록 강의실
수업에서 협동학습을 통하여 친밀감을 형성하기는 했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이 일반적인 면대면 토론 상황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토론은 5일간 실시되었으며,
토론주제는 수업활동 중 예비토론 전에 실시되었던 3주간의 협동학습에 대한 장단점을 토
론하는 것 이었다. 웹 토론의 의사진행 과정을 구조화시키기 위하여 처음 이틀간은 각자
가 경험한 협동학습의 장점을 논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사흘간은 단점을 논하도록 하였
다.
예비토론을 마치고 2주 뒤에 1차 웹 토론을 실시하였다. 1차 웹 토론은 중간고사의 일환
으로 실시되었으며 웹 토론 기간은 총 10일이었다. 웹 토론의 과제는 다른 조에서 과제로
작성한 교수활동 계획들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학습자들은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협동 작업을 통하여 다른 조에서 작성한 교수활동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종적인 개선안을 작성해야했다. 1차 토론을 통하여 작성된
개선안은 중간고사 점수로 평가되었다.
2차 웹 토론은 1차 토론을 마치고 8주 뒤에 실시되었다. 1차 웹 토론과 마찬가지로 기말
고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12일 동안 진행되었다. 웹 토론의 과제는 그 동안 진행되
었던 수업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5차시로 구성된 수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 과
제 역시 조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수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1차 웹 토
론과 같이 10일간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다른 기말시험 일정과 겹쳐서 2일간 웹 토
론이 연장되었다. 1차 및 2차 웹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토론과정에 대한 연구자의 개입은
없었으며, 토론마감 일정과 관련된 공지사항이 각 웹 토론별로 3회 게재되었다. 웹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MSN과 같은 온라인 도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웹 토론을 위한 게
시판을 통해서만 토론하도록 하였다.
3. 웹 토론 과제
1차 및 2차 웹 토론의 과제는 협동학습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원들의 공동 작업에 의해서
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 1차 및 2차 웹 토론 과제는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었으며, 1)
자료의 제공, 2) 평가활동, 3) 개선안 작성이다. 첫째, 웹 토론을 위한 자료가 각 조별로
게시판에 제공되었다. 1차 웹 토론의 경우에는 다른 조에서 작성한 수업계획서를 제공하
였고, 2차 웹 토론의 경우에는 그 동안 진행된 수업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
견을 조별로 묶어서 제공하였다. 둘째, 제공된 자료에 대한 평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

다. 1차 웹 토론의 경우, 다른 조에서 작성한 수업계획서의 장단점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각 조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했다. 2차 웹 토론의 경우에는
조의 구성원들이 제출했던 “우리 수업방식에 대한 장단점 및 개선안”에 대한 서로의 의견
을 교환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조원들의 의견교환을 통한 평가활동이 수반되도록
하였다. 셋째, 협동과정을 통하여 개선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1차 웹 토론에서는 다른
조에서 작성한 수업계획서의 개선안을 제출해야 하며, 2차 웹 토론에서는 “우리 수업방식
에 대한 장단점 및 개선안”을 반영하여 사범대학생을 위한 5차시로 구성된 수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4. 종속변수
1) 토론시기별 게재 글
첫 번째 종속변수는 토론시기별 게재된 학습자 1인당 평균 게재 글 수이다. 웹 토론은 학
습자 개인의 의견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론과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의사결정 과정
이다. 따라서 3 단계로 구분된 토론시기별로 나타난 학습자 1인당 게재 글의 수를 비교해
봄으로써 SMS가 웹 토론과정 전반에 걸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
한 것이다. 토론 시기는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구분하였다. 즉, 토론시기별로 학습자가
평균적으로 등록한 글의 횟수를 종속변수로 측정하여 반복측정법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1차 및 2차의 웹 토론 기간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1차 웹 토론은 10일간 진행되었
고, 2차 웹 토론은 12일간 진행), 2차 웹 토론이 진행되던 시점이 기말고사와 중첩되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의 시험 준비에 따른 주의집중 저하를 막기 위하여 1차 웹 토론과 달리
2차 웹 토론은 12일간 진행하게 되었다. 토론시기를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구분했을
경우, 1차 토론은 평균 3일씩 구분되었고 2차 토론은 평균 4일씩 구분되었다. 즉, 1차 웹
토론의 토론 전반기는 토론 1일차에서 4일차, 토론 중반기는 토론 5일차에서 7일차, 토론
후반기는 토론 8일차에서 10일차로 구분되었다. 또한 2차 웹 토론의 토론 전반기는 토론
1일차에서 4일차, 토론 중반기는 토론 5일차에서 8일차, 토론 후반기는 토론 9일차에서 12
일차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토론일정의 구분이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토론 기간 중에 학습자가 등록한 글의 수에 대하여 집단 및 처치수준에 따라서 차이검증
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집단 및 처치수준에 따라서 학습자의 하루 평균 등록 글의 수
에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학습자의 하루 평균 등록 글의 수에 대한 집단
에 의한 효과는 F(3, 4)=1.98 (p>.05)이었으며, 처치수준에 의한 효과는 F(1, 3)=.05
(p>.05)였고, 집단 및 처치수준에 의한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지 않았다(F(1, 3)=2.01,
p>.05). 따라서 1차 웹 토론과 2차 웹 토론의 토론일자가 서로 달랐지만, 토론시기별로 구
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원글에 대한 답글의 반응속도
두 번째 종속변수는 게재된 글에 대하여 답글이 게재된 반응속도이다. 이것은 웹 토론에
게재된 어떤 글에 대해 답글이 게재될 때까지 소요된 날짜를 의미한다. 물론 보다 정확한

반응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원글과 답글 사이에 몇 분 혹은 몇 시간이 소요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 활용된 웹 토론 학습 환경에서는 시간이나
분 단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일자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웹 토론들은 예
를 들어서 원글이 게재된 것과 같은 날 답글이 게재되었다면 그 답글의 반응날자는 0으로
계산 되었다. 만약 원글이 게재된 이후 사흘 뒤에 답글이 게재되었다면 3으로 계산되었다.
5. 독립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SMS의 제공여부이다. 1차 웹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SMS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2차 웹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SMS가 제공되었다. SMS 송신 시간은
오전 10시, 오후 4시, 오후 9시였으며 하루 3번 송신되었다. 이 연구가 진행된 웹 토론 시
스템에는 SMS 자동전송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SMS 송신 시간대에 맞춰 각 조별로
새 글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서 새 글이 등록된 조에게 SMS를 송신하였다.
SMS의 송신 내용은 각 조별로 새 글이 등록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조원들에게 새
글이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을 통보하였다. 예를 들어서 1조의 토론 게시판에 새 글이 등록
되면 “1조에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SMS를 발송하였다. 이 내용은 1조의
학습자들에게만 송신되었다. 또한 SMS의 1일 송신횟수가 3회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내용
을 3회 발송한 것은 아니다. 오전 중에 새로 등록한 글이 있어서 SMS를 발송했어도 오후
에 새로 등록된 글이 없으면 오후 시간대 SMS 발송은 하지 않았다. 2차 웹 토론이 진행
되는 기간 동안 약 180여회의 SMS 송신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조별 단위에 의한 협력학습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습자가 속한 조에
따른 집단 역동성이 1차 토론과 2차 토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조별 편성을 블록
변수(block variable)로 간주하였다. 또한 집단을 편성할 때 친한 학습자들끼리 모일 수 있
었기 때문에 완전임의추출방식에 조를 편성하였다. 학습자들은 4조각으로 잘려져 있는 그
림을 임의로 선택하게 한 이후에 같은 그림을 구성하는 조각을 선택한 학습자들을 하나의
조로 묶어서 모두 5개의 조를 편성하였다. 따라서 집단에 의한 구분은 모두 5개의 수준으
로 되어 있다.
6. 실험설계
이 연구의 첫 번째 종속변수인 토론시기별 학습자 1인당 게재 글의 수를 위해서는 1차 및
2차 웹 토론에 대한 반복측정 설계가 적용되었다. 독립변수는 SMS 제공여부이며 블록변
수는 5개의 조별 집단이었으며, 반복 측정된 내변량요인은 토론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였
다. 동일 연구대상자가 1차 웹 토론과 2차 웹 토론에 참가하였으나 1차 웹 토론과 2차 웹
토론 사이에는 8주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웹 토론 실시 시기에 의한 이월효과는 충분히 통
제되었다고 보았다. 학습자들이 참여한 1차 및 2차 웹 토론은 각각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1차 웹 토론에 대한 평점결과를 제공하면 2차 웹 토론 활동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1차 웹 토론에 대한 평점결과는 제공되지 않다. 자료에 대

한 분석은 SPSS를 사용하였으며 반복측정을 위한 다변량분산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또
한 두 번째 종속변수인 원글에 대한 답글의 반응속도를 위해서는 1차 웹 토론과 2차 웹
토론에서 나타난 반응속도를 비교하였으며 역시 5개의 조는 블록변수로 간주하여 분석하
였다.
IV. 결과
1. 토론시기별 게재 글에 대한 분석
1) 기술통계
1차 웹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게재된 글은 모두 273개였으며, 학습자 1인 당 평균 게재
글 수는 8.25 (SD=3.99)였다. 또한 2차 웹 토론 기간 중에 게재된 글은 모두 389였으며,
학습자 1인당 평균 게재 글 수는 7.85(SD=5.59)였다. SMS가 제공되지 않았던 1차 웹 토
론의 토론 시기별 학습자 1인당 평균 등록 글의 횟수는 전반기 1.60 (SD=2.35), 중반기
0.55 (SD=1.47), 후반기 8.25 (SD=3.99)였다. 반면에 SMS가 제공되었던 2차 웹 토론의 토
론 시기별 학습자 1인당 평균 등록 글의 횟수는 전반기 2.65 (SD=2.96), 중반기 3.40
(SD=2.35), 후반기 7.85 (SD=5.59)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1은 집단 및 처치변수의
제공여부에 따른 학습자 1인의 평균 등록 글의 횟수이다.
<표 1> 집단 및 처치변수의 제공여부에 따른 학습자 1인의 평균 등록 글의 횟수
토론

집단

1차 토론(SMS 없음)

2차 토론(SMS 제공)

시기

(사례 수)

평균 등록 글의 횟수(표준편차)

평균 등록 글의 횟수(표준편차)

1조 (4)

2.50 (2.52)

4.75 (3.59)

2조 (4)

.50 (1.00)

3.50 (2.08)

토론

3조 (4)

2.50 (3.11)

3.50 (4.43)

전반기

4조 (4)

2.00 (3.37)

.75 (.96)

5조 (4)

.50 (1.00)

.75 (.50)

총계 (20)

1.60 (2.35)

2.65 (2.96)

1조 (4)

.75 (1.50)

4.75 (2.22)

2조 (4)

.25 (.50)

4.25 (3.10)

토론

3조 (4)

.25 (.50)

2.50 (1.91)

중반기

4조 (4)

.00 (.00)

2.75 (3.20)

5조 (4)

1.50 (3.00)

2.75 (.96)

총계 (20)

.55 (1.47)

3.40 (2.35)

1조 (4)

8.75 (5.25)

12.25 (8.96)

2조 (4)

6.00 (2.45)

11.00 (5.77)

토론

3조 (4)

8.00 (5.72)

3.50 (1.29)

후반기

4조 (4)

10.75 (2.87)

5.50 (1.29)

5조 (4)

7.75 (3.20)

7.00 (2.94)

총계 (20)

8.25 (3.99)

7.85 (5.59)

2) 공분산행렬 및 구형성 가정의 충족에 대한 검토
분석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반복측정을 위한 다변량분산분석의 가정이 충족되었는가를
확인하였다. 공분산행렬에 대한 Box의 M 통계량은 122.71이었고, F값(54, 1172.28)은
1.27(p>.05)이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통계적 가정을 충족했다. 반복측정에 의한 설계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또 다른 가정으로
구형성(Sphericity)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형성 검증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Mauchly의 통계량이 신뢰롭지않다는 연구결과(Keselman, Rogan, Mendoza, & Breen,
1980; Rogan, Keselman, & Mendoza, 1979)에 따라 Greenhouse‐Geisser와 Huynh‐Feldt
의 입실론 추정치에 의해 구형성 가정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였다. Greenhouse‐Geisser의
추정치는 .75이었고 Huynh‐Feldt의 추정치는 1.00이었는데, Stevens(2002)의 권고에 따라
이와 같은 추정치 값이면 구형성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는 반복측정을 위한 통계적 가정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반복측정을 위한 통계적 가정을 모두 충족한 상황에서 결과해석을 할 때, 다변량분
산 분석에 의한 해석을 시도할 것인지 혹은 토론시기(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를 내변량으
로 간주하여 단일변량분산 분석에 의한 해석을 시도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했다. 현재 이
연구의 결과는 다변량분산 분석과 단일변량 분산분석의 모든 가정을 충족한 상태였지만,
“표집의 사례 수가 반복 측정된 횟수+10 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변량분산 분석에 의한 해
석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Maxwell과 Delaney (1990, p. 602)의 권고에 따라 토론시기
를 내변량으로 간주하여 단일변량분산 분석에 의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3) 반복측정의 결과
토론시기에 따라 학습자의 등록 글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F(2, 60)=59.49,
p<.01)를 보였다. 또한 토론시기 및 집단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F(8,
60)=1.04, p=.42), 토론시기 및 처치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2, 60)=3.28, p=.04).
그러나 토론시기, 집단, 처치에 의한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F(8, 60)=1.14, p=.35).
토론시기에 의한 효과, 토론시기 및 처치간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내변량에
의한 대비검사(contrast test)를 실시하였다(표2 참조). 검사결과에 따르면, 토론시기의 경

우 linear와 quadratic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학습자의 등록 글의 수
는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가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될 뿐만 아니라 중반기를 지
나면서 등록 글의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토론시기 및 처치의
상호작용의 경우, SMS의 제공여부에 따라 토론 시기 중 어느 한 시점에서 학습자에 의한
등록 글의 수가 유의미하게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표 2> 토론시기에 의한 대비검사 표
토론시기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Linear

702.11

1

702.11

64.64**

Quadratic

258.34

1

258.34

48.91**

Linear

10.51

1

10.51

.97

Quadratic

42.30

1

42.50

8.05**

Linear

325.88

30

10.86

Quadratic

158.46

30

5.28

토론시기

토론시기 * 처치

F

오차

(* p<.05, ** p<.01)

집단에 의한 주효과는 F(4, 30)=1.38 (p=.72), 처치수준에 의한 주효과는 F(1, 30)=2.59
(p=.18), 집단 및 처치수준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F(4, 30)=2.05 (p=.22)로서 간변량에 의
한 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집단 및 처치수준에 의한 주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토
론시기와 처치수준에 의한 상호작용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순주효과 검사를
실시하였다. 토론시기와 처치수준에 의한 상호작용은 토론 중반기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F(1, 2)=4.79, p<.05). 그림 2는 토론시기에 따라 처치수준별로 등록했던 글의 평
균 횟수를 나타낸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론 중반기에서 SMS가 제공되었던 2
차 웹 토론과 1차 웹 토론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 반면에 토론 전반기와 후
반기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10

8

6

4

처치
2
no_sms
0
토론 전반기

yes_sms
토론 후반기

토론 중반기

TIME

<그림 1> 토론시기 및 처치여부에 의한 학습자 1인당 평균 게재 글의 수
3. 원글에 대한 답글 반응속도
1) 기술통계
1차 웹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원글에 대한 답급의 평균적인 반응은 2.30(표준편차=2.57)일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 웹 토론에서는 0.50일(표준편차=.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글
에 대한 답글의 수를 보면, 1차 웹 토론에서는 모두 74개의 답글이 게재되었던 것과 달리,
2차 웹 토론에서는 123개의 답글이 게재되었다. 이것은 SMS가 제공되었던 2차 웹 토론에
서 원글 및 답글로 이루어진 상호연관된 글이 더 많았던 것으로, 상호작용이 활발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표 3> 원글에 대한 답글의 개수 및 평균 반응일자
1차 토론(SMS 없음)

2차 토론(SMS 제공)

집단
M (SD)

답글의 수

M (SD)

답글의 수

1

1.91 (2.62)

22

.54 (.65)

50

2

3.05 (2.77)

21

.36 (.57)

47

3

1.56 (2.35)

9

.00 (.00)

3

4

2.29 (2.45)

21

1.60 (1.14)

5

5

2.00 ( )

1

.50 (.71)

18

계

2.30 (2.57)

74

.50 (.68)

123

‐

2) 원글에 대한 답글의 반응속도

원글에 대한 답글의 반응속도에서 집단간 차이(F(4, 187)=1.37, p=.25)와 처치 및 집단간
상호작용(F(4, 187)=1.78, p=.13)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MS의 제공
여부에 따라서 원글에 대한 답글의 반응일자에서 유의미한 차이(F(1, 187)=11.84, p<.01)가
발견되었다. 표 3에 제시된 웹 토론별 평균 반응일자를 보면, SMS가 제공되지 않았던 1
차 웹 토론에서는 원글에 대한 답글의 반응일자가 2.30일이었다. 그러나 SMS가 제공된 2
차 웹 토론에서는 반응일자가 하루가 채 되지 않는 .50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SMS에 의해 토론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더 빠르게 답글을 게재
했을 의미한다.
V. 결론
1. 토론 시기별로 게재된 글의 횟수
웹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토론시기와 SMS의 제공여부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
며, 토론 중반기에서 SMS를 제공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더 많은 글을
게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토론시기에 따른 학습자의 평균 게재 글 수에 대한 효과
를 살펴보면, 1차 및 2차 웹 토론에서 전체적으로 토론 시기가 후반부로 진행될수록 글의
게재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웹 토론을 통한 과제수행에서
과제마감을 앞두고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토론 중반부에서
SMS를 제공받았을 때 더 많은 글이 등록했다는 점은 SMS가 집단 구성원들의 토론 참여
를 증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SMS를 통하여 토론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과제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에 촉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토론시기별로 초반기와 후반기보다 중반기에 효과가 나타난 것은 웹 토론 과정
이 보다 적극적으로 발생한 근거라 할 수 있다.
실제로 1차 웹 토론의 경우, 학습자들끼리의 상호작용적인 의사교환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나열하는 경향이 많았고 과제마감 시기가 다가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 경향이 많았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도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많이 취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상대방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다기보다는
형식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2차 웹 토론의 경우, 토론 중반기의 내용을 살
펴보면 전체적인 협력학습 과제수행을 위한 아이디어 형성, 역할분담, 상대방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 등이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이성주와 김회수의 연구(2003)에서 지적된 과
제관련 상호작용 및 절차적 상호작용과 유사한 것으로, SMS를 제공받음으로써 토론참여
가 쉬웠으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많은 상호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원글에 대한 답글의 반응속도
토론 집단에 따른 반응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SMS제공 여부에 있
어서는 반응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응시간은 토론 게시판에 올려진 원글을
보고 얼마나 즉각적으로 답글을 게재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반응 시간이 짧다는 것은

다른 구성원의 의견에 대해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SMS를 통해서 집단 구성원들은 글의 게재 여부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었으며 즉
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MS의 제공이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활발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다는 데에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VI.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1.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동일한 집단이 1차 및 2차 웹
토론을 반복하여 수해하였기 때문에 처치변수의 효과를 충분히 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학습자들은 1차 및 2차 웹 토론 이외에도 예비 웹 토론을 실시하였음으로, 웹 토
론 자체에 대한 학습경험을 더 많이 갖게 되었다. 비록 1차 및 2차 웹 토론 사이에 8주간
의 차이를 두어 이월효과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웹 토론 경험에 의한 성숙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반복측정에서 두 번째 처치에 SMS를 제공함으로써 신기성 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
성이 있다. 비록 SMS 제공이라는 처치변수에 의한 주효과가 없었으며 토론 중반기에서만
처치에 의한 유의미한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SMS에 의한 신기성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SMS에 의한 웹 토론이라는 처치 자체는 학습자들에게 충분
히 호기심을 끌만한 요소이며 반복측정된 실험설계에서 후반부 처치요소로 SMS가 제공
됨으로써 처치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실험통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셋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소집단별 특성이 학습자들의 평
균 등록 글 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이 연구에서 측정한 종속변수가 집
단별로 등록한 글의 빈도가 아니라 학습자 1인이 게재한 글의 수였지만, 웹 토론의 특성
상 집단 역동성의 정도에 따라 개별 학습자들의 토론참여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즉 SMS에 의한 처치효과 이외에 학습자가 속해 있던 집단의 역동성 정도에 따라서 학습
자의 상호작용 빈도가 영향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반복측정이 진행됨으로써 웹
토론 자체에 대한 성숙효과가 발생했다면 집단속성에 의한 간섭효과는 무시하기 어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1차 및 2차 웹 토론에 사용되었던 과제가 같지 않았기 때문에 과제특성이 학습자들
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자들은 반복측정에 의한 실험설계를 적
용하면서 과제특성과 난이도를 유사한 문제로 조정을 하였고, 1차 및 2차 웹 토론에 사용
된 과제특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실험설계의 관점에서
볼 때, 학습자들이 상이한 과제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혼입변수를 충분히
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
2. 제언

앞으로 SMS를 활용한 웹 기반 학습이나 웹 토론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앞으로 SMS를 활용한 웹 토론에 대한 연구는 실질적인
학습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웹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
자들의 상호작용 빈도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SMS가 학습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비록 전반적인 실험결과를 살펴볼 때
SMS의 제공의 웹 토론 학습에 있어서 의사진행과정을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진행시
켜 주는 촉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으나, 게재한 글의 개수와 반응시간만으로
학습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둘째, SMS에 제공되는 메시지의 성격 등과 같이 활용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연구가 필
요하다. 이 연구에서 SMS에 대한 주효과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실험 단계에서
SMS의 메시지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연구에서는 SMS를
제공할 때 집단 구성원들에게 게재된 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게재자의 정보 등과 같은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결국 SMS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보다 구체화된 SMS 내용설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모바일 기술을 적용해 보고 싶은 연구자들은 웹 토론에 있어 학습자의 참여를 높
이고 효과적인 토론 학습을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SMS로 제공되는 전송 메시지 내
용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SMS 활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웹 토론에 대한 학습자들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SMS 제공이 웹 토론에 참여중인 학습자들의 사회적
실존감(social presence)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웹 토론의 진행상황이 지속적으로 제공된다면 실제로 웹에 접속하고 있지는 않
더라도 웹 토론 과정에 대한 실재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실존감이 친밀감과
즉시성이라는 두 가지 구성요소(Gunawardena, 1995)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SMS가 그
러한 특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수전략으로 활용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넷째, 사회적 실존감과 더불어 협력적인 웹 기반 학습활동에서 발생하는 학습공간 인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토론 중반기에서
SMS에 의한 효과가 나타난 것은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과제관련 상호작용과 절차적 상호작용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권성호, 서윤
경, 유숙영(2002)의 연구에서 지적된 학습공간 인식의 구성요소 중에서 과제관련 인식과
개념관련 인식이 높았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SMS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차별화하여
어떤 정보가 제공될 때 학습공간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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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ing Mobile Technology for Improving Learner's Interaction in Web Discussion
Jeeheon Ryu, Youngmee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providing information
of Web discussion to increase the interactions between group members during Web
discussion. The participants were twenty of college students, and they were randomly
grouped into five with four members. Students were participated into two sessions of
Web discussion. The in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was the presence and absence
of Short Message Serve(SMS) via mobile phone. Two dependent variables were
measured for this study. The first dependent variable was the frequencies of upload
message per student to the Web discussion in terms of three periods of discussion: 1)
early , 2) middle, and 3) final periods of discussion. The second dependent variable
was the response date of reply to a message. With respect to the first dependent
variable, when students were in the first web discussion, SMS was not given.
However, for the second web discussion, the information of how many discussions
were upload to the web discussion through SM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providing SMS significantly affected on the frequencies of uploading message in the
middle of discussion.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 in the early and final periods
of discussion. For the second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the response date of
reply to a messag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when SMS was given to students. It
indicated that SMS could increase learner's awareness of the discussion process; thus,
it positively affected on increasing the interaction between students during the Web
discussion.
Key words: Web discussion, interaction, mobile learning, Short Message Service
(SMS), learner's aware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