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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에서 사회적 조절학습 지원 전략이 학습 과
정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조절학습 지원 전략을 구체
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계획 활동의 지원 수준(구체성 상, 하)과 모니터링 지원 여
부(모니터링 지원 스크립트 제공 유, 무)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014
년 2학기에 개설된 교양 필수 교과목인 ‘진로설계와 자기계발’을 수강한 D 대학교
대학생 279명을 대상으로 총 6주간 이루어졌으며, 통제집단(45명), 실험집단1(계획활
동 지원 수준 ‘상’과 모니터링 지원), 실험집단2(계획활동 지원 수준 ‘상’), 실험집단3
(계획활동 지원 수준 ‘하’와 모니터링 지원), 실험집단4(계획활동 지원 수준 ‘하’), 실
험집단5(모니터링 지원)의 총 6개의 집단으로 지원 전략을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총
6주간의 실험기간 중 1주에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협력학습 환경의 구조와 활용방법
에 대해 안내하였고 각 실험집단 별로 서로 다른 연구 도구를 제공하였다. 2～5주차
동안 협력학습 환경에서 그룹별 활동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후 마지막 6주차
에 그룹별 산출물에 대한 발표와 개별 성찰일지 작성을 진행하였다. 실험 후 계획활
동 지원 수준과 모니터링 지원 여부가 학습 과정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
석한 결과, 계획활동 지원 수준에 따라 학습과정 및 결과에서 질적인 차이가 나타났
다. 구체성 수준이 높은 계획 활동 지원 전략을 제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양질의 계획 활동과 모니터링 활동, 학습 전반에 대한 성찰적 사고를 촉진하는 한편,
공동의 산출물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니터링
지원 스크립트의 제공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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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 이하 CSCL)은
대표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발달하고 있는 상호작용적 기술에 기반
을 두고 이루어지는 협력학습을 의미한다. 최근 소셜러닝(Social Learning)을 통한 이
러닝, 협력적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cMOOC(Constructive Massive Open Online
Course) 등이 화두가 되면서 CSCL의 효과적인 설계 전략에 대한 연구도 관심을 모
으고 있다. CSCL은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 접목될 수 있는데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적 지식의 구축, 논증 활동, 탐구 활동, 문제해결 활동 등이 그 예이다. 이
러한 일련의 활동은 학습자의 주도적인 학습과 더불어, 여러 학습자들이 상호간의 학
습활동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사회적 조절학습을 필요로 한다(Jarvela, &
Hadwin, 2013). 사회적 조절학습(Socially Regulated Learning)은 자기조절학습(Self
Regulated Learning)이 사회화한 형태로, 학습자가 학습과제와 목표, 전략 등을 사회
적으로 자유롭게 협상하고 발전시키는 학습을 말한다(Hadwin, Jarvela, & Miller,
2011; Iiskala et al., 2011). 사회적 조절학습에서 학습자들은 집단 내 협력적 활동을
함께 조정하여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호작용 및 협상의 과정을 거쳐
공동의 산출물 혹은 인지적 모델을 형성하게 된다(Vauras et al., 2003; Volet
Summers, & Thurman, 2009). 단, 이러한 활동은 개인학습 상황에 비하여 상당한 인
지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협력 활동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경우 그 부
담은 더욱 크게 되어 학습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대한 만큼의 학습 성과를 달성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ummel, & Spada, 2005). 따라서 학습자들의 인
지적 부담을 고려한 사회적 조절 학습 지원 전략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CSCL에서 학습자들의 인지적 부담을 고려한 사회적 조절 학습 지원 전략을 탐색
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적 조절학습의 단계는 준비, 실행, 성찰로 구분되는데(Molenaar, & Järvelä,
2014; Zimmerman, 2008), 각 단계는 계획, 모니터링, 평가 활동으로 구체화할 수 있
다. 계획 활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찾아내고 집단에서 협
의하여 과제를 할당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즉 계획 활동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
결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모니터링 활동은 무엇을, 언제 모니터링
하는지 따라 실행단계와 성찰단계에서 모두 진행될 수 있는 활동이다. 모니터링 활동
은 조절 학습의 핵심적인 활동으로, 학습자들은 계획한 것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결과물이 목표하는 수준에 도달하는지 검토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더 나은 학습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계획 활동과 모니터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면 효율적인 협력활
동이 가능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이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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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모니터링 활동은 학습자가 의미 있는 협력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며, 학습 초기
그룹에서 공유된 계획은 사회적 조절학습을 형성하게 하여 이후의 조정 활동에서 발
생하는 부담감을 조절할 수 있다. 초기의 계획 활동을 통해 그룹에서 조절전략이 공
유될 경우 그룹은 효과적인 협력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학습자가 충
분한 계획 활동을 하지 못해 그룹이 조절전략을 공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이후의 조
정활동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그룹에게 부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초보학습자의 경우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어지는 정보와 동료의 지식
을 선별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찾고 그룹원들이 일을 할당하는 등과
같은 계획 활동 자체에도 인지적 어려움을 겪는다. 계획을 세운 후에도 계획을 실행
하면서 문제해결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에도, 무엇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
야 할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모니터링 활동 또한 높
은 부담감을 발생시킨다. 특히 이것이 협력학습 형태로 진행될 경우 그 어려움은 심
화된다. 따라서 계획하기와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자가 협력과정에서 겪
는 어려움을 낮추고 성공적인 사회적 조절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지적 여
지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하기 활동을 지원하는 계획활동지와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는
스크립트가 사회적 조절학습 과정의 질과 그룹 산출물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규명하고자 한다. 사회적 조절학습의 준비단계에서 계획하기 활동을 지원하는 계
획활동지의 구체성 수준을 ‘상’, ‘하’로 나누어 제공하고, 실행단계와 성찰단계를 촉진
하기 위한 지원도구로 모니터링 활동 지원 스크립트를 제공하여 그룹에서 세운 계획
을 잘 수행하도록 촉진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모니터링 지원 스크립트에 안내된 모
니터링 활동은 계획 활동에서 세운 것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그룹의
문제해결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였는지를 스스로 확인해보는 활동이다. 이와 같은 모
니터링 활동은 사회적 조절학습의 실행단계와 성찰단계를 촉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계획 활동과 모니터링 활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인지적 부
담을 최적화하고 사회적 조절학습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
명하고, 궁극적으로 실제 CSCL 현장에서 사회적 조절학습의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 활동의 지원 수준(구체성 상, 하)과 모니터링 지원 여부(모니터링 지원
스크립트 제공 유, 무)에 따라 사회적 조절학습 지원 전략이 학습 과정에 미치는 효
과는 어떠한가?
둘째, 계획 활동의 지원 수준(구체성 상, 하)과 모니터링 지원 여부(모니터링 지원
스크립트 제공 유, 무)에 따라 사회적 조절학습 지원 전략이 학습 성과에 미치는 효
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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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배경

습

1. CSCL과 사회적 조절학

CSCL은 협력학습의 환경이 되는 네트워크 혹은 소프트웨어 등을 말하고, 그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어나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며 그룹의 지식 구성 공동
체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Scandamilia, Bereiter, 1994). CSCL에서 학습자는 동
료와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지식뿐만 아니라 공동의 산출물을 발전시킬 수 있다.
CSCL에서 학습자들은 상호의존적 협력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만 그룹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Lipponen, 2002). 따라서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협력 활동이 얼마나
의미 있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CSCL의 효과는 좌우된다. 의미 있는 협력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CSCL에 참여하는 학습자 간에 공유된 사회적 조절 양식이
형성되고 양질의 사회적 조절 활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룹 내에 공유된 사회적 조
절 양식은 그룹의 사회적 조절 활동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협력이 의미 있게 이
루어지도록 촉진하기 때문이다(Jarvela, & Hadwin, 2013; Zimmerman, & Schunk,
2008).
사회적 조절학습은 이론적 토대를 자기조절학습에 두고 있는만큼 기본적인 방향성
은 자기조절학습과 비슷하나(Jarvela, & Hadwin, 2013), 학습상황은 다르다. 자기조절
학습은 주로 개인학습 상황과 관련되며, 개인 학습자의 자기조절능력 수준에 따라 좌
우된다. 반면 사회적 조절학습에서는 그룹 구성원 각각의 자기조절능력 수준이 높다
고 하더라도 원활한 협력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자기조절학습에서는 동
료가 학습자의 조절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한할 때 상호조절(Co-Regulation)이 가능
하다. 그러나 사회적 조절(Socially Regulation)학습은 구성원들이 공동의 과제와 목
표, 전략 등에 대해 충분하게 공유하고 협의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적 조절학습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룹 내에서 공동의 과제와 목표, 전략 등에 대해 함께 조정
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협의가 사회적 조절활동과 연계될 때 의미 있는
협력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적 조절활동은 일반적으로 준비단계, 실행단계, 성찰단계 3단계에 걸쳐 이루어
진다(Winne, & Hadwin, 1998; Molenaar, & Jarvela, 2014). 먼저 준비단계는 그룹에
서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여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따라 목표를 세워 계획을 하는 단계이다. 실행단계는 앞서
세운 계획을 수행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이다. 성
찰단계는 그룹에서 다음 학습에서 도움이 되도록 과제에 대한 그들의 관점과 접근방
법 등에 대해 성찰하는 단계이다. 학습자들이 사회적 조절활동의 3단계를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의미 있는 협력을 경험하고 결과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Jarv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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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win(2013)은 협력학습에서 사회적 조절활동 여부에 따라 협력학습이 성공적일 수
도, 아닐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그룹의 학습 결과가 본래 그룹이 세운 목표에 미치
지 못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수 있고, 자각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의 수준을 향상시킬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의지가 부족하여 목표를 달성하
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질의 사회적 조절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사회적 조절학습이 어떻게 일어났을
때 성공적인 협력학습으로 연결되는지, 성공적인 협력학습을 위해 사회적 조절학습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 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습

2. CSCL에서 사회적 조절학

지원

학습자가 조절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학습자가 이미 조절된
학습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Jarvela, Hadwin(2013)은 조절된 학습자는 이미 자신이
고유한 조절 기술 혹은 전략을 습득한 상태이며, 이 학습자는 자신의 조절 전략을 이
용하여 학습의 인지적, 행위적, 감정적 부분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
다. 즉, 조절된 학습자는 협력학습 과정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조절 전략을 사용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므로 자신의 전략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이는 곧 성공
적 협력학습을 위한 학습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초보 학습자들은 조절
된 학습자가 아닐뿐더러 해당 과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 또한 부족하여 협력 학습에
서 어려움을 겪는다(Rummel, & Spada, 2005). 또한 조절된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협력 학습의 상황과 주어진 역할 등에 따라 자신의 조절 전략을 그룹에서 공유하지
못하여 사회적 조절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Boekaerts, & Niemivirta
2000; Volet, & Jarvela, 2001). 그룹에서 원활한 사회적 조절활동을 위해서는 조절과
정을 안내함으로써 그룹원들의 조절전략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그룹의 것으로 만들어
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조절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룹에서 협의하여 그룹
의 공유된 조절활동 양식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룹의 조절활동 양식은 계획 활동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학습자들은 그룹의 계
획 활동을 통해 학습에 참여하겠다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을 암묵적으로 하게 된다.
그룹은 계획 활동을 통해 그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찾고 그것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합의한다. 또한 계획 활동에서 그룹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할당하여 수행 계획을 세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것도 바로 계획 활동에서 일어난다(Locke, & Latham, 2002). 즉 계획 활동
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모니터링 활동은 학습자들이 그룹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보
완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인지하여 보완하는 활동을 말한다(Sitzmann, & 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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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더 나은 학습 결과물
을 산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모니터링 활동은 그룹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을 모
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룹의 공동 결과물을 더 나은 것으로 발전시키기 위
해 모니터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룹이 적절히 모니터링을 한다면 그룹의 조절학습
은 더욱 발전하여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협력학습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Sitzmann,
& Ely, 2011).
사회적 조절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그룹이 사회적 조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지만(Jarvela, &
Hadwin, 2013; Schunk, & Zimmermann, 2008), 사회적 조절활동을 지원하는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기존에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이러닝과 같은
웹 기반의 개인학습에서 자기조절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전략, 환경 설계 방법 등에 대
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으며(신민희, 2009; 임철일, 2001; 최정임, 최정숙, 2012), 협
력학습이나 CSCL에서의 사회적 조절학습 지원 전략, 혹은 상호조절학습 지원전략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게 이루어졌다.

습

3. 사회적 조절학

지원 전략

사회적 조절학습 지원 전략에 대한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계획 활동에 대한
지원 전략, 지원 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계획
활동 지원 전략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수현(2010)은 CSCL의 조
정활동을 위한 역할분담 전략이 커뮤니케이션과 공유정신모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역할분담 전략을 과제관련 역할과 사회적 상호작용 관련
역할로 나누어 이 역할이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공유 정신모형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 관련 역할 분담의 집단이 커뮤니
케이션 양이 많았고, 커뮤니케이션의 내용 측면에서도 과제중심 커뮤니케이션 활동
을 하였다. 또한 공유정신모형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 관련 역할 집단이 더 높은 결
과를 나타냈다. 반면 과제 내용 관련 역할 집단에서는 그룹의 조정 활동 커뮤니케이
션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룹에 조정활동을 적절히 지원할 경우,
학습자의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 학습자간의 교류가 활발해져 사회적 조절학습이
일어나도록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수현, 김윤미(2010)는 CSCL에서 그룹 계
획 활동에 대한 안내 제공이 공유정신모형과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활동 영역을 9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효
과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9가지 영역의 계획 활동을 잘 하는 그룹이 더 나은 공
유정신모형을 형성하였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하였다. 또한 강제성
을 낮추고 학습자들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경우 더 활발하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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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김수현, 김윤미, 2010).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그룹의 계획활동을 지원할 경우 학습 과정이 보다 능동적으로 일어
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다 성공적인 학습 성과(공유정신모형 형성)를 얻는 데에
기여함을 시사한다.
한편 사회적 조절학습 지원 전략으로써 해결된 예(Worked-out examples)의 개발,
외부적 스캐폴딩의 제공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Rummel과 Spada(2005)은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자들의 인지적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해결된 예를 제공하였
으며, 그 결과 처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하여 문제해결에 더 집중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Molenaar et al., (2012)는 CSCL에서 사회적 조절학습을 위한 스캐폴딩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스캐폴딩은 메타인지와 인지적 활동에 관련된 것이었
다. 연구 결과 스캐폴딩을 제공받은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효과적인 협력 활동
을 수행하였으나 문제 관련 지식 습득에는 유의한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상의 연
구들은 사회적 조절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지만,
계획-모니터링-성찰 활동이라는 사회적 조절학습의 전반적인 단계를 통합적으로 지
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와 더불어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외부적
지원의 강제성이 높을 경우, 오히려 외부적 지원 요소를 소화하는 것에 대한 학습자
의 부담을 높여 학습 성과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Plass, Kalyuga, & Leutner,
2010; Rummel, Spada, & Hauser, 2009). 김수현, 김윤미(2010)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외부적 지원 요소가 학습자들에게 오히려 부담감을 높이고 학습 성과에 기
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부적 지원의 구체성 및 요소간 통합성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Ⅲ

.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CSCL에서 계획 활동의 지원 수준과 모니터링 지원 여부가 사회적
조절학습 과정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험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D 대학교에서 교양 필수 교과목인 ‘진로설계와 자기계발’을 수강
하는 학부생 279명을 편의표집하였다. 해당 수업은 합리적인 진로 탐색 방법 및 진로
개척을 위한 역량 개발을 목표로 하며, 3～5명을 기준으로 그룹을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연구 대상자들은 20～22세의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다. 연구 대상
자들은 45～50여명으로 구성된 6개의 분반에 소속되어 있고, 각 분반을 기준으로 집
단을 구분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들의 전공은 공과계열에 해당하며 분반 내 전공은
대부분 동일하다. 각 집단들은 지원전략에만 차이를 두고 학습 환경과 학습 내용,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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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내용, 과제 수행 등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제공하여 지원전략을 제외한 기타 요인
들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CSCL에서 학습자의 컴퓨터 활
용 능력과 협력학습 성향은 협력학습 과정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 실험이 시작되기 전 여섯 집단에 대하여 컴퓨터 활용 능력과 협력학습 성
향에 대한 동질성 검사를 하였으며, 검사 결과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
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먼저, 사회적 조절학습을 지
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계획 활동지(계획 활동 지원)와 모니터링 지원 스크립트(모니
터링 활동 지원)를 개발하였으며, 개발한 연구도구는 교수자와 교육공학 전문가의 검
토를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부여한 협력 과제는 ‘그룹별로 만나보기를 원하는 멘토를
직접 섭외하고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한 후 인터뷰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었다. 실험
은 총 6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1주차에는 교실 수업을 통해 연구 대상자들에게 협력
학습 환경의 구조와 활용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일련의 활동을 통하여 해당 환
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5주차 동안 연구대상자들은 협력학습 환경
을 통해 그룹별 활동을 공유하면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각 집단은 사전에 설계된
사회적 조절학습 지원 전략이 적용된 연구 도구를 제공받았다. 마지막 6주차에는 그
룹 별로 그룹별 산출물을 발표를 한 후 개별 성찰일지를 작성하였다.
3. 연구 도구 및 환경
가.

협력학습 환경

본 연구에서는 협력 학습 환경으로 ‘구글 도큐먼트(Google Documents)’와 ‘네이
버 밴드(BAND)’를 활용하였다. ‘구글 도큐먼트’는 웹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
라우드 기반의 공동 문서작업 서비스로, 그룹원들이 동시적/비동시적으로 문서작업
을 할 수 있으며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다. SNS 커뮤니티 서비스인 ‘네이버 밴드’에
서는 그룹별 진행상황 보고 및 학습 자원 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구글
도큐먼트와 네이버 밴드 모두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연구 참여자들이 능숙하
게 사용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도구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기성 효과를 배제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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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이름] 인터뷰 계획서

팀원 이름과 각자의 역할

[팀 이름] 인터뷰 계획서

팀원 이름과 각자의 역할

각 팀원별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인터뷰 목표

인터뷰 목표

팀에서 합의하여 정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멘토 선정 기준

멘토 선정 기준

팀에서 합의하여 정한 멘토 선정기준을 적어주세요

...

...

[그림 1] 계획활동 지원도구(구체성 상) [그림 2] 계획활동 지원도구(구체성 하)

[그림 3] 모니터링 활동 지원 스크립트 화면 [그림 4] 네이버 밴드 화면
나. 자료 수집

효과적인 사회적 조절학습 지원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계획 활동의 지원 수준
(구체성 상, 하)과 모니터링 지원 여부(모니터링 지원 스크립트 제공 유, 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다. 모든 집단은 집단별로 제공된 지원 요소를 통해 2주부터 6주간
그룹 활동을 진행한 후, 계획 활동 및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주차별 보고서를 제출하
였다. 마지막 6주에는 계획 활동 및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주차별 보고서와 함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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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산출물, 개인별 성찰일지를 수집하였다.
다. 자료 분석 도구

본 연구에서는 효과 분석을 위하여 학습 과정과 성과 측면으로 나누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학습 과정 측면에서는 계획 활동과 모니터링 활동의 질을
평가하였으며, 학습 성과 측면에서는 그룹의 성과와 개인의 성과를 구분하여 살펴보
았는데 그룹의 성과는 그룹별 산출물의 질을 평가하였으며, 개인의 성과는 개별 성찰
일지의 질을 평가하였다.
1) 과정 분석: 계획 활동과 모니터링 활동의 질 평가
계획 활동과 모니터링 활동 수준은 그룹별로 제출한 주차별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
하였으며, 정교화 정도에 따라 다섯 수준으로 나누었다. 평가준거는 교육 전문가 2인
의 검토를 통해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표 1>과 같은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각각
20점 기준으로 교수자와 연구자 2인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값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사회적 조절학습 과정 분석을 위한 평가준거

구분
계획
활동
(20)

모니
터링
활동
(20)

내용

계획을 세웠던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획활동 시 무엇을 고려하였는지 서술하였는가?
계획활동에 계획세운 것을 계획세운 것들을 계획세운 것들을 요구한 내용을
대해 언급은 3가지 이상
다수로 제시하고 다수로 제시하고 모두 담았고
하였으나 그 언급하였으나
무엇을
고려한 부분에 +@의 요소가
수가 적거나 계획에서 무엇을 고려하였는지
대해서도 그
있음
구체적이지 고려하였는지 제시하였으나 그
이유까지
않음
제시하지 않거나 이유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함
부족함
설명이 미흡함
0
5
10
15
20
협력활동 과정에서 무엇을 모니터링하였고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서술하였는가?
문제에 대한 1～2가지 방법
3가지 이상의
3가지 이상의 언급한 것을
언급은 있으나
정도로
방법들을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해결에 대한 모니터링하였음 모니터링하였으나 모니터링하였고 그 제시하였으며
모니터링이
방법 선택의
방법을 선택한 +@의 요소도
없음
이유가 부족함 이유가 구체적임
있음
0
5
10
15
20

2) 성과 분석: 그룹별 산출물과 개별 성찰일지 평가
성과 분석을 위하여 그룹별 산출물과 개별 성찰일지를 평가하였다. 우선 그룹별
산출물은 완성도, 타당성, 체계성, 숙고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를
위한 루브릭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평가 점수는 마찬가지로 교수자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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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인의 평가를 통하여 산출하였다.
<표 2> 사회적 조절학습 결과 분석을 위한 공동 결과물 평가준거
구분

완성도
(20)
타당성
(20)
체계성
(20)
숙고성
(20)
창의성
(20)
합계

내용

교재의 내용을 참조하여 빠뜨리는 내용이 없이 작성되었는가?
완성도가 턱없이 부족함
빠뜨린 내용이 없음
요구한 내용을 모두 담았고
+@의 요소가 있음
10
15
20
멘토 선정 이유가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는가?
선정 이유가 불충분함
선정 이유를 충분하게
선정 이유가 매우 의미
제시함
있음
10
15
20
인터뷰 계획/준비/진행 과정이 충분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였는가?
인터뷰 계획/준비/진행 인터뷰 계획/준비/진행 과정이 인터뷰 계획/준비/진행
과정이 불충분함
충분하게 제시됨
과정을 충분하게 제시하고
증빙자료까지 제시함
10
15
20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경험/성찰이 충분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였는가?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경험/성찰을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경험/성찰을
간단히 제시함
풍성하게 제시함
15
20
인터뷰 결과에 대하여 창의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는가?
구성 방식이 평범함
구성 방식이 창의적임
15
20
60 ～ 100

각 개인의 학습 성과에 나타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성찰일지를 분석하였
다. 성찰일지 분석은 Zhang et al.(2007)의 설명 기준을 참조하여 <표 3>과 같이 성
찰일지에 나타난 정교화 정도에 따라 다섯 수준으로 나눈 평가준거를 만든 후 교육
전문가 2인의 검토를 통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평가준거는 각각 20점 기준으로 교
수자와 연구자 2인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값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표 3> 사회적 조절학습 결과 분석을 위한 공동 결과물 평가준거
구분

내용

협력학습 전반에 대해 얼마나 정교하게 성찰하여 서술하였는가?
무엇을
무엇을
성찰 성찰과 관련이 성찰과 관련은 성찰하였는지
성찰하였는지 성찰이 명확하고
활동 없음 있으나 명확하지 명확하나 근거가 명확하고 근거가 근거가 충분하며
않음
있으나 설명력이 설명력이 있음
(20)
부족함
부족함
0
5
10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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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자료 분석을 위해 사
용되는 평가준거들을 교육 전문가 2인의 검토를 통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둘째, 타
당도를 확보한 평가준거로 교수자와 연구자가 평가점수를 산출한 후 각 평가점수들
의 평균값을 최종점수로 산출하였다. 넷째,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자료의 정상성을 확
인하였다. 다섯째, 각 처치별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8 통계분석 프
로그램으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 수준 .05에서 검증하였다.

Ⅳ

. 연구 결과

습

1. 사회적 조절학

습

지원 전략이 학

과정에 미치는 효과

계획 활동의 지원 수준(구체성 상, 하)과 모니터링 지원 여부(모니터링 지원 스크
립트 제공 유, 무)에 따른 사회적 조절학습 지원 전략이 학습 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획 활동 및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 결과
먼저 계획활동에 대한 그룹별 보고서 평가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표 4> 사회적 조절학습 지원 전략에 따른 계획 활동 수준 차이(평균과 표준편차)

가. 계획활동

모니터링 지원
여부
유
무
계

계획활동 지원수준의 구체성
계
상
하
없음
13.57(4.93)
4.85(5.62)
10.14(5.75)
9.52(6.48)
11.00(5.11)
6.28(7.79)
8.57(4.78)
8.61(6.29)
12.28(5.15)
5.57(6.78)
9.35(5.31)
9.07(6.39)
* ( )안은 표준편차임

<표 5> 계획활동 수준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

분산원 자승화
구체성 1586.42
모니터링 42.97
구체성*
모니터링 151.55
오차 6762.85
수정 합계 8543.92

자유도 평균자승화
2 793.21
1 42.97
2 75.83
204 33.15
209

F
23.92
1.29
2.28

p
.00
.25
.10



.00
.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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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활동의 지원 수준과 모니터링 지원 여부에 따라 계획활동 수준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지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사회적 조절학습 지원 전략에 따른 계획활동에 대한 보고서 평가점수에는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F(2,204)=23.92, p=.00,  =.00). 그러나 모니터링 제공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F(1,204)=1.29, p=.25,  =.25), 계획활동 지원 수준
과 모니터링 여부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이 없었다(F(2,204)=2.28, p=.10,  =.10). 계
획활동 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Tukey 사
후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계획활동 수준에 대한 Tukey 사후검정 결과
구체성
없음
하
상

없음

3.78**(3.89)
2.92*(3.00)

하

상

6.71**(6.89)
()은 효과의 크기임, *p<.05, **p<.001

사후검정 결과 계획활동을 지원하지 않은 집단이 구체성 수준 하 집단보다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Cohen의  기준에 따른 효과의 크기는 3.89였다. 구체성 수준
상 집단이 계획활동을 지원하지 않은 집단보다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Cohen의
 기준에 따른 효과의 크기는 3.00였다. 구체성 수준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계획활
동에서 평균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Cohen의  기준에 따른 효과의 크기는 6.89
였다.






니터링 활동 평가 결과

나. 모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그룹별 보고서 평가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표 7> 사회적 조절학습 지원 전략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 수준 차이(평균과 표준편차)
모니터링 유무
유
무
계

계획활동지의 구체성
상
하
13.57(4.93)
4.85(5.62)
11.00(5.11)
6.28(7.79)
12.28(5.15)
5.57(6.78)

계
없음
10.14(5.75)
9.52(6.48)
8.57(4.78)
8.61(6.29)
9.35(5.31)
9.07(6.39)
* ()안은 표준편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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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모니터링 활동 수준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

분산원 자승화
구체성 1212.38
모니터링 62.97
구체성*
6.66
모니터링
오차 4180.00
수정 합계 5462.02

자유도 평균자승화
2 606.19
1 62.97
2 3.33
204 20.49
209

F
29.58
3.07
.16

p
.00
.08
.85



.22
.01
.00

계획 활동의 지원 수준과 모니터링 지원 여부에 따라 모니터링 활동 수준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계획활동 지원 수준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보고서 평가점수에는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2,204)=29.58, p=.00,  =.22). 그러나 모니터링 지원 스크립트
제공 여부와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보고서 평가점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F(1,204)=3.07, p=.08,  =.01), 계획활동 지원수준과 모니터링 여부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이 없었다(F(2,204)=.16, p=.85,  =.00). 모니터링 활동에서 구체적으
로 어떤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Tukey 사후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모니터링 활동 수준에 대한 Tukey 사후검정 결과
구체성
없음
하
상

없음
3.42**(4.48)
2.42*(3.16)

하

상

5.85**(10.72)
()은 효과의 크기임, *p<.05, **p<.001

사후검정 결과 계획활동을 지원하지 않은 집단이 구체성 수준 하 집단보다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Cohen의  기준에 따른 효과의 크기는 4.48였다. 구체성 수준
상 집단이 계획활동을 지원하지 않은 집단보다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Cohen의
 기준에 따른 효과의 크기는 3.16였다. 구체성 수준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모니터
링 활동에서 평균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Cohen의  기준에 따른 효과의 크기는
10.72였다.






습

2. 사회적 조절학

습

지원 전략이 학

성과에 미치는 효과

계획 활동의 지원 수준(구체성 상, 하)과 모니터링 지원 여부(모니터링 지원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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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트 제공 유, 무)에 따른 사회적 조절학습 지원 전략이 학습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룹별 최종 산출물과 개별 성찰일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
가 결과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룹 산출물 평가 결과

가. 그

먼저 그룹별 성과인 최종 산출물에 대한 평가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표 10> 사회적 조절학습 지원 전략에 따른 그룹별 산출물 수준 차이(평균과 표준편차)
모니터링 지원
스크립트 제공
여부
유
무
계

계획활동지의 구체성
계
상
하
활동지 없음
89.09(8.31)
82.27(9.83) 76.81(10.06)
82.72(10.46)
88.63(8.96)
79.09(9.70)
74.09(7.00)
80.60(10.36)
88.86(8.44)
80.68(9.67)
75.45(8.57)
81.66(10.38)
* ( )안은 표준편차임

계획 활동의 지원 수준과 모니터링 지원 여부에 따라 최종산출물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 그룹별 산출물 수준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
분산원
자승화
구체성 2009.84
모니터링 74.24
구체성*
모니터링 23.48
오차 4909.09
수정 합계 7016.66

자유도 평균자승화
2 1004.92
1 74.24
2 11.74
60
65

F
12.28
.90
.14

p
.00
.34
.86



.29
.01
.00

<표 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계획활동 지원 수준에 따라 최종 산출물에 대한
평가점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2,60)=12.28, p=.00,  =.29). 그러나 모니터링
지원 스크립트 제공 여부에 따라 최종 산출물에 대한 평가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F(1,60)=.90, p=.34,  =.01), 계획활동 지원수준과 모니터링 여부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이 없었다(F(2,60)=.14, p=.86,  =.00). 최종 산출물 평가 점수
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Tukey 사후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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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최종 산출물 수준에 대한 Tukey 사후검정 결과
구체성
없음
하
상

없음

하

5.22
13.4**(4.99)

상

8.18*(3.04)
()은 효과의 크기, *p<.05, **p<.001

사후검정 결과 계획활동을 지원하지 않은 집단이 구체성 수준 하 집단보다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Cohen의  기준에 따른 효과의 크기는 4.99였다. 구체성 수준
상 집단이 구체성 수준 하 집단보다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Cohen의  기준에
따른 효과의 크기는 3.04였다.




별 성찰일지 평가 결과

나. 개

개인의 학습 성과로서 개별 성찰일지에 대한 평가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
과 같다.
<표 13> 사회적 조절학습 지원 전략에 따른 개별 성찰일지 수준 차이(평균과
표준편차)
모니터링 유무
유
무
계

없음
15.00(5.28)
14.57(5.19)
14.78(5.20)

계획활동지의 구체성
하
9.56(4.59)
11.71(5.54)
10.64(5.17)

계
상
12.28(4.90)
12.28(5.37)
13.71(5.33)
13.33(5.44)
13.00(5.13)
12.80(5.42)
* ( )안은 표준편차임

계획 활동의 지원 수준과 모니터링 지원 여부에 따라 개인 학습성과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지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개별 성찰일지 수준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
분산원 자승화
구체성 604.52
모니터링 57.61
구체성*
모니터링 61.66
오차 5418.57
수정 합계 6142.38

자유도 평균자승화
2 302.26
1 57.61
2 30.83
204 26.56
209

F값
11.38
2.16
1.16

p
.00
.14
.31



.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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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계획활동 지원 수준에 따라 개별 성찰일지에 대
한 평가점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2,204)=11.38, p=.00,  =.10). 그러나 모니
터링 지원 스크립트 제공 여부에 따라 개별 성찰일지에 대한 평가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F(1,204)=2.16, p=.14,  =.01), 계획활동 지원수준과 모니
터링 여부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이 없었다(F(2,204)=1.16, p=.31,  =.01). 개별 성찰
일지 평가 점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Tukey 사후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 개별 성찰일지 수준에 대한 Tukey 사후검정 결과
구체성
없음
하
상

없음

4.14**(4.75)
1.78

하

상

2.35*(2.69)
()은 효과의 크기임, *p<.05, **p<.001

사후검정 결과 계획활동을 지원하지 않은 집단이 구체성 수준 하 집단보다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Cohen의  기준에 따른 효과의 크기는 4.75였다. 구체성 수준
상 집단이 구체성 수준 하 집단보다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Cohen의  기준에
따른 효과의 크기는 2.69였다.




Ⅴ

언

. 결론 및 제

1. 결론

본 연구는 CSCL에서 사회적 조절학습 지원 전략의 효과적인 설계를 위하여 계획
활동의 지원 수준(구체성 상, 하)과 모니터링 지원 여부(모니터링 지원 스크립트 제
공 유, 무)에 따라 사회적 조절학습 지원 전략이 학습 과정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연구문제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습 지원 전략이 학습 과정에 미치는 효과

가. 사회적 조절학

먼저 사회적 조절학습 지원 전략이 학습 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획 활동 및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그룹별 보고서를 평가하였다. 평가 점수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계획활동 지원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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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지원 여부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하
여 계획활동 지원의 구체성 수준이 높을수록 그룹 내 계획 활동 및 모니터링 활동이
질적으로 우수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획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원
하지 않는 경우는 계획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보다 학습에 긍정적
인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계획활동을 충분하게 지원할 경우
그 영향이 모니터링 활동에서까지 나타나게 되므로,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기에 앞
서 계획활동에 대한 상세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습 지원 전략이 학습 성과에 미치는 효과

나. 사회적 조절학

다음으로 사회적 조절학습 지원 전략이 학습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
여 최종 산출물과 개인의 성찰일지를 평가하였다. 각각의 평가 점수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계획활동 지원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모니터
링 지원 여부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습 과정
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며, 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집단간 차이가 학습 성
과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계획활동 지원의 구체성
수준이 높을수록 그룹 내 계획 활동 및 모니터링 활동이 질적으로 우수하게 진행되
어, 학습 성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나게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계획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계획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보다 학습 성과에 기여할 수 없었으며, 계획활동을 충분하게 지원할 경우
그 영향이 학습 과정 및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사회적 조절활동 초기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에 집중
하도록 하는 것이 학습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는 Rummel과 Spada(2005)의 연구 결
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모니터링 지원 스크립트를 제공하는 것이 협력 결과
물의 질을 높이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기존 연구들(Molenaar, et al., 2012; Sitzmann,
& Ely, 2011)과는 달리 계획 활동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니터링 활동만 지원하는 것은 유의한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언

2. 제

본 연구를 통하여 계획활동의 지원 수준에 따라 사회적 조절학습의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며, 계획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다소
낮거나 계획활동을 지원하지 않는 것보다 학습 과정 및 성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
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모니터링 지원 여부만으로 학습 과정 및 성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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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 현장에서 고려할 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SCL에서 계획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학습 과정 및 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긍정적 차원의 인지적 부담을 줌
으로써 양질의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 초기
에 이후의 협력 활동에 대한 공동의 정신모형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룹원간 갈등 및 소모적인 상호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SCL에서 협력 활동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학습 초기 그룹원이 함께 계획 활
동을 보다 면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외부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계획활동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졌
을 경우에 유의하다. 계획 활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룹원
간에 그룹의 목표 및 방향에 대한 충분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니터
링 활동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무의미한 지원이 될 수 있다. 또한 학
습 과정 및 산출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성찰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므로 모니터
링 활동의 효과를 충분하게 얻기 어려운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룹간 협력 활동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설계하는 경우 학습 초기, 학
습자들로 하여금 충분한 계획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이후의 학습 과정에서 그룹 내에서 설정한 계획에 따라 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룹원들이 기대하는 학습 성과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
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CSCL에서 사회적 조절학습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전략에 대하여 제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협력활동에 기반을 둔 학습, 플립러닝과
MOOC 등 온라인에서의 학습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운영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 기존 연구들이 개인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회적 차원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완전한 CSCL 상황이 아닌 오프라인 수업을 병
행하는 형태라는 점, 단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학습 과제를 대상으로 한 점, 소규모
그룹 중심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조건에서의 연구가 추가적으로 요
구된다. 또한 향후 플립러닝, cMOOC, SNS에 기반을 둔 소셜러닝 등 다양한 맥락에
서의 사회적 조절학습 지원 전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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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lanning and Monitoring Strategies
on Collaboration Load and Socially Regulated Learning
in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

Kang, Young Min(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Hyojung Jung(Dankook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ly regulated learning
support strategy on learning process and performance in Computer- 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 In order to elaborate the socially regulated learning support
strategies, the effectiveness of planning support (specific and less specific) and
monitoring support (monitoring support provided or not) were verified. 279 students of
D university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control group (45 students), experimental
group 1 (specifid planning support and monitoring support), experimental group 2 (less
specifid planning support and monitoring support), experimental group 4 (specific
planning support), and experimental group 5 (monitoring support).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planning form of specific level ‘high’ and ‘low’ group invested significantly
lower mental effort than no planning form group in collaborative learning process.
Regarding the socially regulated learning outcome, the specific level ‘high’ and ‘low’ of
planning form showed positive effects on joint outcome. From the result of analyzing
the quality of planning, monitoring, reflecting activiti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pecific levels of planning form.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differences between whether or not the script of monitoring activities provided on
socially regulated learning outcome. Besides n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specific levels of planning form and script of monitoring activities on socially regulated
learning outcome was found. Based on these findings, it was concluded that presenting
learners with planning form where many details were coercing increase the quality of
socially regulated learning outc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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