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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기반 학습에서의 교류적 피드백 개발전략 탐색
1)정

￭요

현 주*

약￭

본 연구는 학습자 중심의 웹기반 학습에서 요구되는 피드백의 특성을 탐색하고 그 개발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래 피드백의 역할과 내용은 평가와 교정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왔
다. 그러나 웹기반 학습에서는 이를 대신하여 상호구성주의적 교수학습 모델에 적합한 대안적 피
드백의 적용이 요구된다. 웹기반 학습 환경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풍부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며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 학습을 지향하기 때문에 피드백은 상호작용적 메시지
로 구성된 담화의 요소로서의 교류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럼을 중심으로 운영된 웹
기반 학습을 사례로 하여 교류적 피드백의 개발 전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과제적, 정의적, 그리고 전략적 피드백을 모두 다양하게 사용하여 동기 및 자극을 제공하는
피드백으로 활용한다. 둘째,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 활동에 대한 요약 피드백을 빈번하게 규칙적
으로 제공하여 교류활동을 촉진한다. 셋째, 여러 가지 소규모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포럼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포럼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상호 구성주의적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후속연구에서 종래 피드백 모델에 적용된 메시지 분석틀
이 아니라 교류적 피드백의 내용과 역할에 적합한 메시지의 질적 분석 도구를 개발해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교류적 피드백, 웹기반 학습, 상호구성주의 교수학습 모델

I. 서 론
웹기반 학습 환경에서는 면대면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인터넷 도구를
이용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웹기반 학습 환경은 종래 면대면 교실 수업
환경과 비교하여 볼 때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매우 빈번하게 역할을 뒤바꾸며, 참여자, 즉 정보
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동기가 고양되어 있어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웹기반 학습 환경
에서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Clayton, 2002).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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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학습에서 상호작용성은 학습 내용과 학습자간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웹의 도구를 이
용한 교수자와 학습자 혹은 학습자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의 양과 질에 관계된다.
최근에는 특히 후자의 상호작용 개발과 효과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 연구의 일환으로 이러한 다양
한 수준의 상호작용 전략 및 모형의 개발(예, 임철일, 1999), 상호작용 메시지에 대한 분석(정혜선
& 최성희, 1998), 그리고 학습자 상호작용 지원 환경에 관한 연구(권성호, 2001) 등이 활발하게 이루
어져 왔다. 이들은 모두 웹기반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여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웹기반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중심의 상호작
용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피드백(feedback)’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피드백은 정보의 일방적 흐름을 전제로 초기의 선형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보완하여 MIT의 과학
자 Wiener가 제시한 개념이다(김우룡, 1985). ‘피드(feed)’란 어떠한 ‘입력 정보(input)’를 말하는 것
이고 ‘백(back)’이란 되돌아온다는 뜻으로써 송신자가 보낸 메시지에 대해 수신자가 반응하고 이 반
응의 일부분이 송신자에게 어떠한 입력정보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다. Wiener는 피드백을 통
해서 혼돈된 상태의 비체계성을 조절하려고 시도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학습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학
습자에게 그가 어떤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기준을 제공해 줄 때 학습이 보다 효율적
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피드백은 이처럼 매우 간결한 개념이나 교육적 문맥에서는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오랫동안 연구의 관심 주제가 되어 왔다.
종래 피드백에 대한 연구는 피드백의 등장 배경과 유사한 맥락에서 정보제공자의 정확한 정보 전
달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교수-학습의 과정을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볼 때, 종전과 같이 일방향
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는 교수자에 의해 전달된 정보를 학습자가 정확하게 수용하는 것이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드백의 개념은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달된 메시지에 대한 수신자의 반응을 발신자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권성호,
1998) 또는 학습자 반응의 정확성 여부나 오류에 대한 교정적 정보 등으로 이해하게 된다(나일주,
1998; Johnson & Johnson, 1993). 과거 심리학자들과 유사한 시간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의사소통
을 자극과 반응에 관련시켰을 뿐 거기에 포함된 유기체로서의 인간에 관해서는 많이 고려하지 않는
다. 즉, 주어진 자극에 대하여 반응할수록 그 반응의 재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자극과 반응의
동시적인 강화효과에 비중을 두고 피드백이란 자극과 반응의 강화를 돕기 위한 극히 제한적 기능만
을 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교사에 의해 전달된 정보 입력의 보조 기능을 피드백의 주
역할로 간주한다.
테크놀로지가 교육에 적용되면서 피드백의 개념은 학생의 반응 후 그 반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는 교수적 사태 또는 학습자들의 반응에 대해 컴퓨터가 제공하는 어떤 메시지나 제시물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것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테크놀로지에 의한 피드백의 역할을 학습자에 대한 지시, 안
내, 부가적 교수 및 도움, 동기유발, 자극, 충고, 요점 제공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Sales, 1993). 이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피드백의 종류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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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역할은 여전히 인지적, 교정적 정보 제공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 웹기반 학습 환경에서의 피드백은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상호작용적 담화의 요
소로 접근한다. 피드백은 질문에 대응되는 정보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상황에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대화로 정의된다(Askew & Lodge, 2000). 이러한 관점에서의 피드백은 쌍방적 의사소통
을 촉진하는 사회적, 동기적 역할이 강조되며 웹기반 학습에서 역동적 상호작용의 관건으로 작용한
다. 즉, 본 연구는 인터넷 기반 교육 환경에 적합한 피드백의 특성을 탐색하여 그 개발 전략을 제시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피드백의 역할과 내용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고, 웹기반 학습 환경에
요구되는 피드백의 특성을 규명한다. 이어 포럼을 중심으로 운영된 사례를 분석하여 웹기반 학습에
적합한 피드백의 개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공감과 피드백
오랫동안 피드백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일 방향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자극에 대한 반응
(reaction)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교수-학습 과정에서 그 역할을 축소해서 해석하고 활용해
온 느낌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피드백의 역할은 자극과 반응의 강화를 촉진하
는데 있다. Thorndike는 ‘효과의 법칙’(law of effect)을 제시하여 자극-반응의 유대는 좋은 행동에
대하여 보상과 같은 어떤 만족스러운 조건이 후속될 때 강화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드
백은 자극-반응의 강화를 위한 보조기능을 넘어 상호작용의 극대화를 위해 만족스러운 조건을 제공
해 주는 매개체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교수와 학습의 행동을 ‘조작적 행동(operant behavior)’으로
설명한 Skinner를 통해서도 피드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기할 수 있다. ‘조작적 행동’은 특수한
자극에 의하여 유도, 유발되는 행동과 달리 유기체 자체에 의하여 생성, 방출되는 능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즉, 피드백은 유기체의 조작적 행동을 촉진하는 매개체로서 유기체간의 상호작용적 의사소통
을 촉진하기 위한 능동적, 자발적 행동(initiator)으로 접근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산파술(Popper, 1945; 이홍우, 1996 재인용)을 통해 학습자 또는 청취자의 자발적
반응을 자아내는 피드백의 능동성에 관한 적절한 예를 보여준다. 산파술에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안
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까지, 또는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한다. 교수자
(산파)의 질문은 학습을 유도하는 교수방법일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피드백이기도 하다. 지속적인 질
문은 상호작용을 유발, 유지시켜 상대방이 자신의 지식을 갖게 하고 마침내 목표하는 학습 결과에
이르게 한다. 소크라테스는 교수자 자신을 ‘산파’에 비유하면서 산파는 산모(학습자)를 대신해서 출
산(학습)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또한 산파는 출산의 고통(무지와 혼란에서 오는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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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이미 충분히 ‘공감(empathy)’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공감’은 상담분야의 주된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공감’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
내담자의 입장에서 내담자의 상황과 생각이나 느낌을 이해하고 함께 느낀 후, 그 결과를 언어적 비언
어적 방식으로 내담자에게 표현하는 의식적 무의식적 과정이다(신경일, 1993). 상담과정에서 공감은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영역으로 연구되어 왔다(Hackney, 1978). 공감의 개념 모형에서 피드백은 공
감의 표현적 요소로서 인지적인 요소와 정의적인 요소가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내적 경험적 공감의
결과가 표현된 것으로 바라본다(Barrett-Lennard, 1981). 즉, 공감을 바탕에 둔 능동적 행동이 피드
백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종래 교육환경에서 강조되어 왔던 일방적, 교정적 피드백은 이러한
공감의 과정이 결여된 채 나타난 수동적 반응행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감의 과정이 결여된 채
나타나는 반응행동은 사실상 교류적 메시지에 불과하며 피드백이라 할 수 없다.

2. 피드백의 역할과 내용
종래 피드백은 통상적으로 교수자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었으나, 테크놀로지의 도입과 함께 피드백
의 생성 주체도 학습자 자신, 학습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 테크놀로지 등으로 다양해졌다(Johnson
과 Johnson, 1993). 특히, 테크놀로지 기반 교육환경에서 피드백은 모두 테크놀로지가 생성의 주체
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Sales(1993)는 공학의 발달과 함께 테크놀로지가 지시, 정보, 교수, 동기
화, 자극, 충고, 그리고 요약 등 다양한 내용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드백의 다
양한 역할을 몇 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피드백은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취해야할 행위에 대한 정보를 말해 주며, 학습자 반응의 정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해를 돕기
위한 부가적 정보를 제시한다. 또한, 학습자가 반응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 경고를 주기도 하고,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들이 행한 수행 결과를 누적해서 알려주기도 한다. 그리고 성취 욕구를 증진시
키고 학습 동기를 유발, 유지할 수 있도록 자극 자료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들 피드백의 다양한 역할
을 요약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이처럼 테크놀로지 기반 교육환경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에는 테크놀로지에 의한 피드백이 어떻게
다른 생성 주체에 의한 피드백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그러나 웹 기반 학습
환경에서는 피드백의 다양한 생성 주체가 모두 함께 활동할 수 있다. 따라서, 피드백의 다양한 생성
주체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종류의 피드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시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
하다. 예를 들어, 절대적인 사용기준은 없지만 테크놀로지를 통해서는 ‘양적 피드백’을 그리고 동료
나 교수자는 ‘질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양적 피드백’이란 학습자의 수행결과가 얼마나 정답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정보로서, 성공적인 수행의 비율이나 맞는 문항수와 틀린 문항수를 담고 있다.
통계적 수치나 그래프 또는 도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질적 피드백’은 일반적으로 언어정보로 제공되
며 학습자가 문제에 적절하게 접근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기본 설명을 제시하고 잘못 접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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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충 내용을 제시하거나 학습자에게 다시 응답을 시도하게 한다(Johnson &
Johnson, 1993). 이렇게 생성 주체간의 피드백의 역할을 그 특징에 맞게 적절하게 분담하여 적용한
다면 피드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 테크놀로지가 제공하는 피드백의 역할 (Sales, 1993: 164 내용 부분 수정)

역할

설

명

지시 ◦수행 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예
◦“마우스의 포인터를 선택한 대상 위에 올려놓고
마우스의 버튼을 클릭하라”

◦학습자의 입력의 정확성에 대한 인증
◦“맞다”
정보/
◦주제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 ◦“틀렸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세포가 먹이를 어
교수
정보
떻게 빨아들이는지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조언

◦기준 조건에 맞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다음 단원으로 가려면 세 개 이상에서 정답을
알림
맞춰야 합니다.”

요약 ◦학습자의 수행에 대한 누적된 레포트
동기/
자극

◦“20문항 중 18문항의 정답을 맞추었습니다”

◦정답을 맞출 때마다 다이얼의 눈금이 점점 더 높
◦계속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
게 올라간다.
는 보상의 제공
◦일정한 활동 후에, 삑 소리 같은 것들을 사용하
◦학습자가 계속 깨어있도록 자극
여 학습자가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을 상기시킴

어떠한 내용이 피드백을 통하여 전달되는가도 피드백의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Hannafin 외(1993)는 그 내용에 따라 피드백을 ‘과제피드백(task feedback)'과 ’전략적 피드백
(strategic feedback)', 그리고 ‘정의적 피드백(affective feedback)'으로 분류하였다. ‘과제 피드백’
은 학습 과제 자체를 강화하거나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 고안된 활동이나 정보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 행동과 그 결과간의 인과를 설명하거나 제시된 내용에 관한 정보, 문맥상 적절하게 요구되는
학습자의 행동 방향등에 관한 정보가 이에 속한다. ‘전략적 피드백’은 학습자들의 학습 단원 선택과
같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피드백으로 반복되는 오류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조언이나 과제 시간 및
학습 내 석차와 같은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가 이에 속한다. ‘정의적 피드백’은 학습자들이 학습내용
에 흥미를 갖게 하거나 신념에 영향을 주어 교수학습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유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피드백의 역할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수업의 목적에 부합하도
록 어떠한 피드백에 더 비중을 두었는가에 따라 그 종류와 역할이 유동적으로 결정될 뿐이다. 인터넷
을 이용한 교육 환경은 통신망으로 연결된 웹의 특성에 맞는 특정 한 형태의 피드백 내용과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종래의 면대면 교실 수업과 달리 인터넷 기반 교육 환경에서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과 상호작용성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김미량, 1998; 정혜선 & 최성희, 1998; 임정훈, 1998,
1999; 임철일, 1999; 최정임, 1999). 피드백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 체제의 특성에 맞는
그 특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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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수-학습과정에서 피드백의 내용 분류(Hannafin 외, 1993: 277-281)

종류

설명 및 하위 요소
학습 과제를 명료화, 강화해 주는 정보
◦결과 피드백: 학습자 행동과 결과간의 인과 관계 설명
과제적
◦문맥 피드백: 학습자 반응, 행동에 대한 예시를 통해 내용이나 개념과 환경간의 관계 설정 지원
◦감각 피드백: 물리적 결과 제공(특히 신체 감각기관과 관련된 과제)
학습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
◦진단-처방 피드백: 학습자 행동의 경향을 분석하여 다음 행동을 기술할 수 있게 오류분석, 조언
전략적 등 제공
◦수행 피드백: 소요시간, 수행 등급 등의 정보
◦관리 피드백: 이수한 내용, 학습해야 할 내용, 성취해야 할 목표 등 정보
학습자가 내용에 흥미를 갖고 계속 참여하도록 동기 유발, 유지 정보
정의적
◦사회, 동기적 피드백

3. 교수학습 유형별 피드백의 특성
Askew & Lodge(2000)는 교수학습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요구되
는 피드백의 상이한 기능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첫째, 수용전달 모델(receptive-transmission model)은 학습자와 교수자의 기능을 수용과 전달
로 설명하는 종래의 교사 중심 교실 수업의 전형적인 형태를 반영한다. 교수자는 특정 영역의 전문가
로 수동적인 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과정은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반적인 가
치를 지닌 지식으로 구성되며 교수자의 역할은 새로운 지식이나 개념, 기술을 전해주는 것이다. 전문
가로서 교사의 피드백은 학습자의 학습을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적인 의사소통의 요소로,
학습자의 당시 성취도와 최종 목표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평가적인 성격을 띤다. 이러한 담화에서 피
드백은 다른 사람의 수행에 관한 판단으로 수용자, 즉 학습자가 후속 수행에서 이를 받아들여 수행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주고받는 지시 또는 교수적 피드백(앞 <표 1> 참조)의 역할을 담
당한다.
둘째, 학습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웹기반 학습에서 볼 수 있는 구성주의 모델(constructive model)
이 있다. 종래 교육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강조되던 유형이 수용전달 교수학습 모델이라면 현재 일반
적으로 볼 수 있는 학습자 주도적 교육 환경은 구성주의 모델에 가깝다. 구성주의 모델에서 지식은
학습자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참여 학습, 개방형 질문, 토론 그리고 발견학습과 같은 활
동들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이 모델에서는 학습을 개인의 인지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적 요인의 작용과 연관되는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토의를 효과적인 학습 전략으로 채택한다.
따라서, 피드백은 토의에서 찬성과 반대를 오가며 상호작용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그
러나 여전히 의사소통의 무게는 교수자와 교수자의 피드백에 실려 있다. 실제적으로 학습자 중심이
라기보다는 교수자가 중심이 되는 현재의 웹기반 학습 모형에서 이 모델을 볼 수 있겠다. 이 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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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드백의 역할은 여전히 지시적이고 교수적이나 자극적 또는 동기적 역할도 강조된다. 내용 면에
서도 정의적 피드백(앞 <표 2> 참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셋째, 학습자 주도적 학습 환경은 상호구성주의 모델(co-constructive model)과 더욱 밀접하다.
상호구성주의 모델에서 학습이란 반성적 과정, 비판적 조사, 분석, 해석 그리고 지식의 재조직의 결
과이다. 즉 구성주의 모델에서처럼 지식이 학습자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지식 형성의
과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개입에 대한 중요성에 상당한 비중을 둔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개별적
인 책임보다 협동적인 관점을 보다 더 강조한다. 이 모델은 현장에서 드물게 발견되지만 학습조직이
나 학습공동체에 대한 문헌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학습공동체의 유발, 유지를 위해서는 규준과 가치
의 공유, 성찰적 대화(reflective dialogue), 학습에 대한 집단적 관심(collective focus), 협동과 학
습자 개개인의 학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상호구성주의 모델에서
피드백은 대화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며 성찰(reflection)과 한데 휘감겨서 학습자가 그들의 학습을
그 자체의 문맥에서 되돌아보고 이전 경험 및 이해와 관련짓도록 도와준다. 1인 미디어라 불리는 블
로그(blog)에서 그 예를 발견할 수 있다. 피드백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양적, 질적으로 풍부해
지며 자극적, 동기적 역할 및 성찰적 요약의 역할이 매우 강조된다.
각 교수학습 모델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피드백의 유형별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교수학습 모델별 피드백의 유형

모델
항목
피드백의
◦교사
주체

수용전달

구성주의

상호구성주의

◦교사, 동료학습자, 테크놀 ◦학습자 자신, 교사, 동료학습자,
로지
테크놀로지
◦위계적, 경쟁적 역할 수행 ◦주체별 수평적, 상보적 역할 수행

피드백의 ◦목표와 성취도 간 차이에 ◦연결촉진과 이해탐색 지원 ◦대화 참여자의 경험과 전문성 공유
대한 평가적 판단
목적
◦학습자 참여의 활성화
◦지식 생성
◦공감에 바탕
◦정의적 피드백 지향
피드백 ◦과제적 피드백 지향
◦다양한 내용
역할/내용 ◦지시, 교수, 조언적 역할 ◦지시, 교수, 동기적 역할
◦정보, 동기, 요약적 역할
◦교수자 중심 교실수업
◦교수자/학습자 중심 웹기
◦사회적 규칙이나 위반 결 반 학습
◦학습공동체 중심 웹기반 학습
적용 환경 과를 알리는 것과 같이 ◦토론, 협상 등 상호 작용 ◦깊은 이해나 학습에 대한 통찰이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의 과정보다 결정된 내용의 요구되는 경우
전달과 수용이 중요할 때 설득에 비중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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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기반 학습에서 피드백의 특성: 교류적 피드백
웹기반 학습은 종래의 교육 형태와 달리 집합식 면대면 수업이 아니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서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개별화 학습이다. 웹기반 학습은 웹의 특성에 비추어 상호작용
과 자기 주도 학습 환경 구성에 역점을 두고 활발하게 개발되어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통적인
교실수업과 유사한 교수자 중심의 정보 제공 형 웹기반 학습을 많이 볼 수 있다(최정임, 1999). 그
결과로 웹기반 학습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의 가장 큰 이유가 면대면 강의와 별 차이가 없이 진행된 수업 전략에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박성익 & 윤순경, 2000). 특히 교수나 조교로부터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학습
자 자신의 컴퓨터 사용 능력의 부족과 온라인상에서 의견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불만
족의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반면, 참여율이 높지 않은 학습자일지라도 동료학습자들의 상호작
용 활동이 전체적으로 활발한 경우 대리적인 참여로도 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Fulford & Zhang, 1993, 1994; 정재삼 & 임규연, 2000). 유사한 맥락으로, 상호작용에서
학습자에게 인지적,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그 주요 요인이 실제적 과제
중심의 수업내용, 학습자 참여를 유도하는 간결하면서 다양한 학습자료,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학습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는 적절한 과제 수행 활동, 그리고 교수자의 구체적이고 세심한 피드백 등임을
밝히고 있다(임정훈 & 정인성, 1998).
웹기반 학습의 특성과 관련하여 최근에 더욱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은 상호작용의 질적 향상
에 두는 경향이다. 즉,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향상하는 학습자 중심의 웹기반 학습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상호구성주의적 모델을 적용한 웹기반 학습의 개발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경향
으로 상호작용의 목적을 학습자의 학습 요구에 비중을 둔 학습공동체 형성으로 간주하고 학습 환경
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학습 지원자, 촉진자로서의 교수자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성호(2001)는 학습자 지원전략을 학습이 발전하는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튜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 튜터, 그리고 기타 환경적 구성요소들이 모두 웹기반
학습의 상호작용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특히 ‘피드백’이라는 구체
적인 행위가 학습자 주도적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단초가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합
한 피드백 유형의 적용이 학습자 중심의 웹기반 학습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종래
웹기반 학습에서 상호작용 모델을 구상하면서도 수용전달 모델을 적용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실제
운영에 있어 ‘지시적’ 또는 ‘촉진적’ 피드백을 적용해 왔다는 데 있으며 웹기반 학습에서 담화 요소로
서 ‘교류적’ 피드백이 지원될 때 비로소 웹기반 학습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호 구성주의적 모델의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종래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온 피드백의 개념은 수용전달식 교수학습 모델의 특성에 적합한 지시적
피드백의 유형에 가깝다. 반면 현재 강조되는 학습자 주도적 학습 환경은 구성주의 또는 상호구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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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구성주의와 상호구성주의 모델은 학습자에 의해 지식이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학습자 자신에 의한 성찰적 피드백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상호구성주의 모델은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구성주의와 유사하지만 학습자의 사회적, 정의적 상호작용 과정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활동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 이 모델은 인지적 정보 제공의 기능보다 담화
과정을 구성하는 사회적 정의적 피드백을 더욱 강조한다.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웹기반 학습이 학습
공동체 형성을 이상으로 하는 상호구성주의 모델을 추구한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사회적, 정의적
피드백의 역할에 대한 개발이 매우 부족하며 시급하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교류적 피드백은 피드백의 한 유형으로 상호작용적 메시지의 형태를 취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감을
바탕에 둔다. 즉, 여기서 ‘피드백’은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류적 메시지와 형태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의도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호작용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하
는 매체의 형식이나 내용을 변형할 수 있는 정도라고 개념을 정의하며 조작적인 의미로 개인 정보
제공, 개선점 및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안, 피드백, FAQ 등으로 포함하는 활동으로 말한다(Palmer,
2002). 이처럼 피드백은 상호작용(activity)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조작적 행위(action)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종종 활동이론에 대한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활동의 동기와 하위 수준으로 간주되는 행위의
목적이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적인 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상호작용과 피드백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상호작용 활동은 학습자 주도성에 동기가 있지만 하위 행동으로서 피드백은 정보
의 교정과 전달에 목적을 두고 있어 활동과 행위, 즉 상호작용과 피드백의 지향점은 궁극적으로 비일
치되는 모순을 갖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피드백, 특히 교류적 피드백은 행위의 목적을 상호작용의
동기에 일치되게 설정한다. 또한 피드백은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공감’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상호작용적 메시지와 구별된다. 상호작용적 메시지는 공감이 없이도 활동 자체를 이어가기
위한 교류적 메시지를 포함할 수 있지만 피드백은 기본적으로 공감을 전제로 발화된다는 특징을 갖
는다. 즉, 상호작용의 목적이 학습에 있고 그 주체가 학습자이며 상호작용에서 능동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웹기반 학습에서 교류적 피드백은 교사에 의해 전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생성 주체들에 의해 제공된다. 특히 교류적 피드백에서는 동료 학습자들로 부터의 피드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수자로부터의 피드백이 더욱 활발하게 제공된다. 특히 동료 학습자들로부터의
교류적 피드백이 비중있게 제시되기 위해서는 학습자 주도적 웹기반 학습에서 자기주도성과 함께 사
전지식 수준이 높은 경우 학습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이종연, 2002, 2004)가 밝히고 있듯이 비교
적 높은 수준의 선행 경험 및 사전지식을 갖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교류적 피드백은 적절한 환경적 지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즉, 앞서 언급하였
듯이 피드백과 함께 실제적 과제 중심의 수업 내용, 간결한 학습자료, 적절한 과제 수행 활동, 그리
고 능숙한 상호작용시스템의 활용 여부 등이 웹기반 학습에서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
려져 왔다(예, 임정훈 & 정인성, 1998; 박성익 & 윤순경, 2000). 이들은 웹기반 학습에서 교류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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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백이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 따라서 교실 수업 환경보다 시공간의 제약으로 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웹기반 학습 환경이 교류적 피드백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 <표4>는 이러한 웹기반 학습에서 교류적 피드백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교류적 피드백의 특성

항 목
피드백의
목적과
생성주체
피드백의
내용과 역할
기타
부수적
지원 요건

내 용
◦ 목적: 대화 참여자의 경험과 전문성 공유
◦ 생성주체: 학습자 자신, 동료 학습자, 교수자, 테크놀로지
◦ 다양한 생성 주체가 수평적, 상보적 역할 수행
◦ 공감을 바탕으로 도출
◦ 내용: 과제 피드백, 전략 피드백, 정의적 피드백 등 다양
◦ 역할: 동기/자극을 중심으로 지시, 정보/교수, 조언, 요약 등 다양
◦
◦
◦
◦
◦

상호작용의 목적: 지식 공유와 생성을 위한 학습공동체 형성
간결하면서 다양한 학습자료 제공
실제적 과제와 지속적이고 적절한 과제 수행 활동 (예, 포럼)
전자우편, 채팅, 토론방 등에 의한 상호작용 지원 시스템 구축과 높은 편의성
상호작용 지원 시스템의 활용 방법에 대한 충분한 습득

III. 웹기반 학습에서의 교류적 피드백 사례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네델란드 A 대학교 부설 가상대학에서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이러닝개발 강좌이
다. 이 과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비정규적으로 개설되며 매년 7월에 2주(10일)간 인터넷으로 제공
되는 웹기반 학습 과정이다.
강좌의 참여자 구성은 총 15명으로 학습자 13명과, 코치 1명, 그리고 전문가 1명이었다. 학습자들
은 온라인을 통해 공지된 코스 등록 공지사항을 통해 세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각 분야의 전문가
들로 구성되었다. 학습자의 자발적 소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의 성별(남 6명, 여 7명), 직업별
(교사/교수 5명, 연구원 1명, 코치 1명, 기업인/직원 3명, 카운셀러 1명, 기타 2명), 그리고 국적별
(네델란드 5명, 덴마트 1명, 독일 1명, 미국 1명, 벨지움 1명, 슬로바키아 1명, 우루과이 1명, 콜롬비
아 1명, 한국 1명) 구성 분포가 매우 다양하였다. 연령은 경력 및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들을
종합하여 볼 때 3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보였다.
참가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참가자들의 인터넷 활용 경험은 다양하여 웹기반 학습에 참여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경험이 필요한 참가자들은 동일기관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별
도의 온라인 코스에 참가하여 보완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코치는 A 대학에서 국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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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학 분야의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약간의 온라인 강좌의 코치 경력을 갖고 있는 31세의 여성이었다.
전문가는 A 대학의 교수였으며 가상대학 설립자의 한사람으로 멀티미디어 상호작용과 국제 관계학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통해 고찰된 도출된 피드백의 특성이 웹기반학습으로 진행된 강좌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자가 이 강좌를 사례로 채택한 이유는 강좌가 학위과정이 아닌
일반인 대상의 비의무과정이지만 한사람도 중도하차 하지 않았으며 참여 학습자 모두 1회 이상 포럼
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학습과정이 창출되었던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성공적인 사례로
채택하기 위한 다른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었지만 이러한 두 가지 결과만으로도 국내에서
제공되는 많은 웹기반학습 과정에 비하여 학습자 중심의 상호구성주의적인 교수학습 유형에 명백하
게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절차를 살펴보면, 사례에 적용된 교류적 피드백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2주간
강좌에 한명의 학습자로 참여하였다. 교류적 피드백의 특성은 전문가 및 코치와 학습자간의 상호작
용 방법, 특히 이 강좌에서는 ‘포럼’을 통해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으므로 포럼에 나타난 코
치와 참가 학습자의 담화에 나타난 피드백의 내용과 역할, 그리고 운영 방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
다. 또한,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피드백 자료인 교수자(코치와 전문가)와 참여 학습자들에 의해
제시된 메시지의 양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피드백 메시지의 분석 절차는 본 연구자가 아래 <표 5>의 교류적 피드백 분석 모형을 토대로 포럼
에 나타난 반응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메시지 분석은 한 달의 시차를
두고 두 번 분석하여 그 결과를 조정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적용된 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은 포럼에 나타난 담화 가운데 대응글로 올려진 반응 메시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한 사람의 1회 반응에서 동일한 피드백의 내용이 반복해서 제시되는 경우, 피드백 내용은
각각 종류별로 1회만, 그리고 역할은 각각 빈도에 반복해서 계산하였다. 예를 들면, ‘000야, 맞아...
(중략) 또 다른 견해를 준다면 매우 고맙겠다.’에서 ‘000야, 맞아.’와 ‘다른 견해를 준다면 매우 고맙
겠다.’는 모두 정의적 피드백으로 동기를 유발시키고 학습에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역할로 보고 내용
에서 정의적 피드백에 1회, 그리고 역할에서 동기화/자극 피드백에 2회로 계산하였다.
셋째, 피드백의 역할은 단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문맥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드백
의 종류나 역할의 수가 대응 글의 빈도나 문장의 수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과제에 관련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응하여 자신의 의견과 설명을 제시하는 경우 토론식으로 내용이 전개되어 5문
장 이상의 길이를 가졌지만 피드백의 내용은 과제 피드백 1회, 피드백의 역할은 조언 피드백 1회와
정보 및 교수 피드백 1회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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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적용된 분석틀은 아래 <표 5>와 같다. 분석틀은 앞서 문헌에서 고찰한 Sale(1993)의 피드
백의 역할과 Hannafin 외(1993)가 제시한 피드백의 내용 분류를 토대로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표 5> 피드백의 내용과 역할 분석틀

항

목
과제

피드백
의 내용

전략
정의
지시
정보/
교수

피드백
의 역할

조언
요약

동기
/자극

설명 및 예
◦학습 과제로 제시된 내용과 매주 학습 주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댓글
◦교수자가 포럼에서 제시한 하루의 주제에 대한 댓글
◦포럼에서 동료 학습자가 제시한 학습 활동 및 과제에 대한 댓글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는 데 관련된 정보 예, 과제 제출 방법, 참여 시간대 등
◦학습 과제 및 주별 주제 수행에 관련된 정보: 스케쥴, 소요시간, 경향 등
◦인사. 예) ‘~에 대한 정보가 매우 좋았다’
◦학습자의 감정에 관련된 정보.
◦요청. 예) ‘... 이와 같은 다른 예가 있을까? 더 이야기 해 줄래?’
◦문맥 및 어감 상 강한 지시적 성격이 내포된 표현. 예) ‘~으로 이동하여 글을 적어라.’
◦타인의 의견에 관련된 정보 및 토론.
◦보충설명 및 새로운 정보 제시. 예) ‘나의 경험에 비추어 이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야
기해 보겠다...(중략) 이것은 ~사이트에 제시되어 있다.’
◦내용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 예) ‘관심이 있으면 ～을 봐. 매우
잘 되어 있더라.’
◦자신의 의견 및 활동에 대한 정리 및 타인의 정보 및 활동에 대해 이해한 것을 기술. 예)
‘나는 ~을 하려고 한 것이다’ ‘000는 ~라고 하였다...’ ‘~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다.’
◦질문 예) ‘~에 대해 더 의견을 주겠니?’ ‘나는 ~이 궁금해 졌다’
◦인사 예) ‘안녕, 000’, ‘~에 감사 한다’
◦공감 예) ‘000야, 네 의견에 동의 한다’
◦관심, 동기 예) ‘나는 ~하고 싶다’
◦준거 적용 예) ‘~가 질문한 것처럼’, ‘~의 의견처럼’

3. 연구 결과 및 해석
테크놀로지에 의한 피드백은 학습자가 원하는 경우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학습자 자신에 의한 피드백은 일반적으로 비형식적이며 암묵적인 형태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분석이 어렵다. 반면 상호작용과정에 나타나는 다른 사람에 의한 피드백은 상대적
으로 객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학습자 중심 상호작용은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교수자-학습자간 상호작용에 많은 비중을 둔다. 따라서 이 강좌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담화가 지속되는 과정에 나타난 코치와 동료 학습자의 피드백만을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가. 교수자(코치 및 전문가)에 의한 피드백
코치에 의한 피드백은 다른 어떤 종류의 피드백 보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매 주별로 포럼에
4-5회의 요약 피드백이 제시되었고 그 외에 비공식적인 형태의 피드백은 첫 주에 36회, 두 번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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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3회가 주어졌다. 두 번째 주에 교수자의 비공식적 피드백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첫 주에 교수자에
의한 피드백이 상호작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말해 준다. 또한, 피드백의 종류 및 역할을
분석한 결과, 내용은 과제적 피드백과 정의적 피드백이 전략적 피드백보다 빈번하였고, 코치에 의한
피드백의 역할은 동기 및 자극 피드백에서 월등하게 높은 빈도를, 지시 피드백에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여주었다(<표 6> 참조).
코치에 의한 피드백은 이메일, 포럼, 그리고 과제를 통해서 제시되었다. 쪽지를 이용한 실시간 피
드백은 참여자들의 지역적 거리로 인한 시차 때문에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① 이메일 이용: 코치는 매주 코스의 시작일과 마지막 날, 그리고 주중에 각 1회씩 총 6회의 이메
일을 제공하였다. 코치가 제공한 이메일은 참여자의 참여시기와 과제에 대한 참여 시기를 재확인하
거나, 참여자들이 한 주간 수행해야 할 과제를 확인하며, 참여자들의 활동 내용이나 보완해야 할 활
동 내용 등을 언급하여 후속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따라서, 개별 피드백보다는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전달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즉, 정의적 피드백 보다 전략적 피드
백 및 과제적 피드백을 내용으로 요약적, 조언적 피드백의 역할을 수행했다.
② 포럼 이용: 포럼을 통해 코치는 매주 강의 목표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상기시켜 주었으며, 매
주 마지막 날에 포럼의 가장 위쪽에 한 주간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과 발전적인 방향을 위한 여분
이 활동내용을 제시하였다(요약적 피드백, 조언적 피드백). 또한, 코치는 포럼에서 참여자들 간에 오
고간 상호작용 내용을 하루 단위로 정리하여 요약을 게시하였다. 따라서 주별로 총 약 3-4회의 요약
이 올려졌다. 코치의 하루 단위의 요약은 학습내용과 관련된 또는 과제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참여
자들의 반응을 구조화하여 보여줌으로써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재조직화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각각에 대한 상세한 토의 내용은 숨겨진 레이어에 연결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 클릭하여 전체 내
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아래 [그림 1] 참조). <그림 2>에서 □안에 -표시가 있는 것은 레이어
가 펼쳐진 경우, +는 레이어가 겹쳐진 경우, ▣는 다른 레이어가 없는 경우를 나타낸다.

[그림 1] 포럼에서 동료 및 코치와의 피드백 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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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포럼에서 각 개인의 의견이 새로운 이슈를 담고 있는 경우 코치는 10단어 내외의 간략한 제
목을 만들어 포럼의 왼편에 제목과 함께 포인터 표시를 하여 주었다(아래 [그림 2] 참조). 이 포인터
의 기능은 의견 제안자에게는 코치가 각 개인의 반응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고, 제안자의 의견이 전체 내용구성에 일종의 기여를 하였다는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주었다(동기/
자극적 피드백). 또한 이 포인터는 다른 참여자들은 제안자의 상세한 의견을 읽기 전에 포인터만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요약적 피드백).

[그림 2] 포럼에 제시된 코치의 포인터(좌)와 설문과 결과의 예(우)

③ 과제 이용: 개인별로 제출한 과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코치의 코멘트가 주어졌으며 학습자의
과제와 코치의 코멘트는 과제를 제출한 학습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자 모두에게 공개되었다.
코치는 과제에 대한 코멘트를 통해 제출자에게 과제의 특징을 지적해 주고, 과제와 다른 의견을 제시
하거나(자극적, 동기적 피드백), 동료 참가자의 과제를 예시(정보/교수적 피드백, 동기/자극적 피드
백)로 하여 바람직한 과제의 대안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다.
전문가의 참여는 빈번하지 않았고 교수자의 피드백은 대부분 코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나. 동료 학습자에 의한 피드백
포럼에 나타난 동료 학습자에 의한 피드백은 첫 주에 56회, 두 번째 주에 42회였다. 첫 주에 1회
이상 포럼에 피드백을 제공한 학습자는 총 13명으로 참가자 전원이 참여하였으나, 두 번째 주에는
6명만이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첫 주의 학습자 1인당 평균 피드백 양은 4.3회이었고, 두 번
째 주는 평균 7회이었다. 아래 <표 6>에서와 같이, 학습자에 의한 피드백의 종류 및 역할을 분석한
결과 코치의 경우와 유사하게 과제적 피드백, 정의적 피드백, 전략적 피드백의 빈도순으로 나타났고,
동기 및 자극적 피드백과 정보 및 교수적 피드백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지시적 피드백의 역할
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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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포럼에 나타난 교수자와 학습자에 의한 피드백의 내용과 역할의 활용 빈도

주체
종류
피드백의
내용

피드백의
역할

과제
전략
정의
지시
정보/교수
조언
요약
동기/자극

코치(%)

학습자(%)

36 (40)
22 (24)
32 (36)
5 ( 5)
21 (19)
15 (14)
16 (15)
53 (48)

73 (45)
38 (23)
53 (32)
1 ( 1)
61 (31)
56 (28)
42 (21)
100 (51)

동료의 과제를 보면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과제와 학습과정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동
료에 의한 피드백은 포럼에 올려진 댓글을 통해서도 전달되었고, 이는 내용에 대한 재구성의 기회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동기/자극적 피드백). 또한 설문을 통한 동료
피드백도 가능하였다. 매일 포럼에 제시되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의 설문에 참가자
들이 자유롭게 직접 투표를 하도록 하였다(위<그림 2>). 강좌에서 설문은 매일 단 한 개의 문제가
제시되었다. 답안은 ‘예/아니오’를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투표한 결과를 바로 보여 준
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입력하기 전/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비교하면서 이슈에 대해 다
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웹기반 교육 환경에 적합한 교류적 피드백의 특성과 개발전략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
다. 문헌 연구에 나타난 웹기반 학습 환경에 적합한 교류적 피드백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에 부합하는 피드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피드백을 능동적인 매개 행
위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에서 이러한 능동적 피드백의 성공적인 역할
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공감에 기초한 피드백은 담화를 유발, 유지시키는 대화의 구성요소가 된다.
둘째,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함께 피드백의 주체는 교수자 이외에 테크놀로지 및 동료 학습자 또는
학습자 자신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역할과 내용도 다양해 졌다.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웹기반
학습에서는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성주체에 의한 피드백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어 그 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셋째, 피드백은 또한 교수학습모델에 따라 다른 역할이 요구된다.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과 상호작
용성을 강조하는 웹기반 학습에는 종래 강의식 수업에서 볼 수 있는 수용전달식 모델이 아닌 상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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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의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 웹기반 학습은 학습자의 지식 형성과정과 함께 사회적 상호작용 개입
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 모델에서는 자연스럽게 오가는 담화의 요소로서 교류적 피드백
의 역할이 요구되며 이는 웹기반 학습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넷째, 웹기반 학습에서 교류적 피드백은 상호구성주의적 모델을 적용하여 학습자 중심의 상호작용
에 초점을 맞춘다. 교류적 피드백은 지시적 또는 촉진적 피드백의 내용과 역할이 한정적인 것과 비교
하여 다양한 생성 주체에 의해 과제, 학습전략, 그리고 정의적 내용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제시되며,
지시, 정보 및 교수, 조언, 요약, 그리고 동기 및 자극적 역할을 고루 담당한다.
이어 웹기반 학습에서의 교류적 피드백의 특성을 탐색하고자 포럼을 중심으로 운영된 웹기반 학습
을 사례로 선정하여 이에 적용된 피드백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문헌에 나타난 피드백의 내용과 역할
을 바탕으로 분석 틀을 개발하여 교류적 피드백의 메시지 분석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ales(1993)와 Hannafin 외(1993)가 제시한 테크놀로지에 의한 피드백의 종류와 역할 분류를 기반
으로 사례에 적용된 교류적 피드백의 분석을 위한 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종래 강의 중심
수업에서 적용되는 지시적 피드백 또는 촉진적 피드백의 내용과 역할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으로 교
류적 피드백의 특성을 분석해 내기에는 다소 부적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피드백의 역할에 관련하여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자극/동기화 피드백의
역할이 가장 빈번하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류적 피드백에서는 피드백이 담화적 구성요소로
서 사회적, 동기적 속성을 기본으로 한다는 가정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며, 전통적 강의식 수업이나 교
수자 중심의 웹기반 학습에서 볼 수 있는 지시적 피드백, 또는 촉진적 피드백과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
따라서, 동기화/자극 피드백에 대한 보다 정교한 요소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질문
의 형태로 표현된 동기적 피드백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이 피드백 생성 주체가 내용을 알면서 확인하기
위한 경우인지,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경우인지, 또는 단순히 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등이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일방향적 상호작용 환경에서 피드백의 역할과 달리 쌍방향, 다방향적 상호작용 환경에서 피
드백의 역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포럼에 제시된 한 학습자의 반응은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 그리고 자신에게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즉, 포럼에서 ‘이것은 나의 첫 번째
온라인 학습이야’라고 표현했다면 본 연구에서 적용한 피드백의 분석틀에 의하면 그 내용은 ‘전략적
피드백’으로 역할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요약을 나타내는 ‘요약 피드백’의 역할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는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해야 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정보 피드백’이 될 수도 있으며 학습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동료학습자에게는 ‘동기적 피드백’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교류적 피드백에서
는 참여자에 따라 피드백의 역할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류적 피드백의 운영 전략을 개발
하기 위해서는 생성주체별로 피드백 역할에 대한 주관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별로 교류적 피드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것도 매우 흥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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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권성호(2001)는 학습이 개발되는 과정을 크게 5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
별로 중심을 이루는 상호작용 유형과 그에 따른 튜터의 지원 기능을 제시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학습의
초기인 1, 2단계는 각각 학습참여와 친숙화 단계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절차적 상호작용이 주로 발생한
다. 학습이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3, 4단계는 정보제공 및 습득 단계와 지식 구성단계로 설명적 상호작용
과 인지적 상호작용이 주로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이 마무리되는 5단계는 지식개발
단계로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유형을 밝히지 않고 실제 사례와의 접목,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를 강조하였
다. 학습의 진행정도에 따라 교류적 피드백의 내용과 기능은 다른 특성을 보여줄 것이다.
기타 본 연구와 같이 학습자의 이질성이 커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언어 구조 및 표현 방법
상 차이가 피드백 역할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유럽인들을 포함한
서구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였다. 이는 피드백에서 거의 매번 상대의 이름을 직접 부르거나
인사와 칭찬을 자주 표현하여 동기 및 자극적 피드백의 역할이 더욱 활발하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
문화에 따라 교류적 피드백에 차이가 있는 지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일부 연구자들이 상호작용의 메시지 내용 분석 방법을 제시한 바 있지만(예, 정혜선 & 최성희,
1998; 전영국 & 정혜선, 1999 등), 교수학습 모델의 특성에 맞는 피드백 유형의 분석을 위해서는 보
다 정밀한 메시지의 분석 체계는 미개발된 상태이다. 교류적 피드백의 내용과 역할에 나타나는 세밀
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류적 피드백의 메시지 분석을 위한 질적 분석 도구를 개발해서 적용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학습자 중심의 상호작용적 웹기반 학습에서의 교류적 피드백의 특
성에 비추어 그 개발 전략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아래 <표 7>).
첫째,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에 의한 피드백은 초기에 활성화되도록 하여 피드백이 다양한 내용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사례에서 이들에 의한 피드백은 첫 주에 보다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그 내
용에서는 과제적 피드백, 정의적 피드백, 그리고 전략적 피드백의 빈도순으로 나타났다. 그 역할에
있어 교수자의 피드백은 주로 동기 및 자극적 역할을 담당한 반면 지시적 역할은 최소한 적용되었다.
동료 학습자에 의한 피드백은 동기 및 자극적 역할과 정보 및 교수적 역할이 활발하였고 지시적 역할
은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둘째, 교수자가 정규적이고 빈번하게 학습자의 학습 활동에 대한 요약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는
사례에서 적용된 교류적 피드백의 가장 성공적인 예로 생각된다. 요약 피드백은 특히 학습자들 모두
에게 공감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일조하여 담화의 단초를 제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튜터는 포럼에 매주 4회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대한 종합적 요약과 학습 과제 일정에 맞추어
수행해야할 과제에 대한 요약 피드백을 정규적으로 게시하였다. 또한 비정규적으로 빈번하게 매일
학습 활동에 대한 요약 피드백을 포럼에 제시하였다. 교수자의 요약 피드백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속도 및 일정에 맞추어 정보 과부하의 문제없이 내용을 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학습자에
게 자신의 학습 과정을 돌아보게 하는 성찰적 피드백과 동기 및 자극 피드백을 활성화하는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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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으로 생각된다.
셋째, 피드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적 여건을 지원한다. 사례에서는 웹의 다양한
기능이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강의 내용, 과제 제출, 포럼 영역 간의 이동이 용이하여 포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였다. 또한, 포럼에서 제기된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을 바로
설문의 형태로 포럼에 제시하여 정보 및 교수 피드백과 동기화 및 자극 피드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점도 주목된다.
그 밖에, 상호구성주의 교수학습의 관점에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적 구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에서는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습자 구성, 지식공동체 형성을 추구하는 강
좌의 학습목표, 간결한 내용과 메뉴와 내용제시영역과 과제 수행 영역간의 용이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구성, 포럼에서의 지속적인 과제 수행 활동을 지원하는 강좌 운영방식 등을 통해 학습자
들의 활발한 상호작용 환경이 지원되었다. 그 결과로, 학습 활동의 과정과 결과는 모두 포럼에서 논
의되었고 포럼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피드백뿐만 아니라 학습자 자신의 성찰적 피드백도 빈번하
게 나타났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피드백은 모두 간단하게 자주 주어질 때 효과적이었다는 반응을 보
여주었다. 이는 평가적 피드백 보다 설명적 피드백이 학습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지만 너무 길어지
는 설명은 포럼이나 이메일을 통해 주어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학습 초기에는 부적절한 피드백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일치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테크놀로지에 의한 피드백은 매우 제한적으
로 사용된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개별학습자의 역량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피드백도 선택적으로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Hannafin 외, 1993: 281-283).
<표 7> 웹기반 학습에서의 교류적 피드백의 개발 전략

영역

항

목

◦상호구성주의 모델의 적용
- 교수자가 학습자와 동등한 위치-학습공동체의 구성원-에서 공감을 바탕에 둔 상호작용
- 전문성을 가진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교류적 ◦일정기간 동안의 학습자 참여 활동에 나타난 교수와 전략적 내용의 피드백을 교수자가 요약하여 포
럼에 게시함으로써 공감수준을 확대
피드백의
개발 전략 ◦포럼에 나타난 과제/전략에 대한 학습자의 피드백 중 1-2개를 선정하여 교수자가 키워드와 함께
요약하여 공시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정보 및 교수의 피드백, 자극 및 동기 피드백을 제공
◦학습자의 과제와 과제에 대한 교수자의 피드백을 다른 학습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교
수, 자극/동기 피드백 제공
◦우수한 과제를 교수자가 선발하여 포럼에 공지하여 정보/교수, 정의/자극 피드백 제공
◦상호구성주의적 모델 적용 환경 (예, 포럼을 중심으로 설계)
시스템 및 ◦다양한 웹의 기능(이메일, 게시판, 쪽지, 실시간 참여자 확인 등)을 설치하여 상호작용의 기회 를
환경적
확대하고 각 기능에 대한 고정 역할(예, 이메일은 일대일, 게시판은 일대다 공시용 등) 제고
특성
◦강의 내용 제시 화면과 상호작용 영역(포럼, 과제 제출 등)간 용이한 이동: 모두 한 번의 클릭으로
이동하여 기능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기타
운영적
특성

◦강좌 참여자(교수자와 학생들)의 프로파일 제공
◦너무 많지 않은 양의 수업 내용을 제시하고 상대적으로 포럼을 통한 상호작용 기회 확대
◦수업초기에 이질적인 집단 구성원들에게 공통된 주제 제시
◦소규모 과제를 여러 개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과제 수행을 위한 상호작용 기회 확대
◦학습자 및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강좌의 제공 기간 설정
◦Alumni 기능: 선수 이수자들을 강좌의 자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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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f Transactional Feedback on Web-based Learning
Jeung, Hyun-Ju (Gyeongju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feedback, relevant to learner-centered
web-based learning. On web-based learning,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feedback,
concerned with its evaluative attributes, needs to be replaced by an approach to transactional
feedback. The transactional feedback is likely to be a part of dialogue. A case of the web-based
learning, in which interactions were activated through forum, indicated the characteristics of
transactional feedback as followers:
First, it gives feedback on task, affect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which functional mainly
to evoking motivations and stimuli.
Second, a tutor consistently and regularly provides the summary feedback on learning
activities and so encourage transactional feedback based on deep empathy.
Third, it is supported by co-constructive learning environments such as a number of small
tasks, which are playing roles of topics on the forum, and easy access to the form for
continuous interactions.
However, this research adopted a conventional frame of feedback to the analysis of
transactional feedback, and this results a number of difficulties in revealing its characteristics
in details. A qualitative tools for the analysis of transactional feedback needs to be developed
in the following study.
Key words : transactional feedback, web-based learning, co-constructivism model of instruction &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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