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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기반 원격학습 환경에서 구조 중심 수업과
상호작용 중심 수업의 학습과정 메커니즘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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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혜 정†(서울대학교)
<요 약>
웹기반의 원격교육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웹기반 원격교육
실천의 양대 전략이 되는 구조 중심 수업과 상호작용 중심 수업 상황에서의 학습과정 메
커니즘을 요소화하고 구조화하여 기술하려고 시도하였다. 즉, 본 연구는 원격교육에서의
‘거리’의 존재를 코스와 교재의 ‘구조화’ 노력으로 극복하려는 입장, 이러한 거리의 존재를
‘대인 상호작용’으로써 극복하려는 입장의 두 가지 양 극단으로 보아, 잘 구조화된 코스와
교재에 의존하는 ‘구조 중심 수업’과, 활발한 대인 상호작용으로 학습을 유도하는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에서 학습과정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구조 중심 수업’과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의 주
요 요소들을 선행연구 및 파일럿 연구로부터 추출하고, 추출된 요소들을 반영하여 각각의
수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약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수차
례의 파일럿 테스트 및 전문가 검토가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두 가지 다른 유형
의 프로그램은 8주 동안 온라인 사이버대학생들 67명, 56명에게 각각 학점을 위한 과정으
로 제공되었다. 이 기간 동안 질문지, 인터뷰, 온라인 토론 자료, 온라인 참여관찰 등의 방
법으로 양적, 질적 자료가 수집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통해 분석되
었다. 분석결과, 구조 중심 수업과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에서의 학습절차, 성적, 만족도
등의 차이를 고려한 학습과정 메커니즘 활동 모형과 이에 선행연구가 반영된 개념 모형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학습과정 메커니즘은 구조와 상호작용의 이론적 측면과
관련하여 논의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웹기반 원격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관련된 시사점 및
추후 연구 주제들이 제언되었다.
주요어 : 학습과정 메커니즘, 원격교육, 웹기반 교육, 구조,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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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컴퓨터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 웹기반 교육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
다. 웹기반 교육의 팽창은 사이버 대학 설립이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숫자적 증가
등의 양적인 확산뿐만 아니라 웹기반 교육 관련 연구들의 기하급수적 증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육공학자들은 웹기반 교육의 양적 확산을 진단
하고 이들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다각도에서 활발히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
다.
웹기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할 때 주요 이슈는 어떠한 교수학습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에 관한 것이다.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여
러 교수개발 지침을 제공한 연구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잘
구조화된 웹기반 프로그램을 설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교수자와 학습자 혹은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활발한 대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
습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입장이다. 코스나 교재의 구조화를 강조하는 입장은 초기 원
격교육 기관이나 이론가들이 내세운 것으로, 주로 ‘거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결핍되거
나 부족하게 되는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가급적 교재 안에 반영하여 최대한 구조화하
려는 입장이다(Holmberg, 1983; Keegan, 1990; Peters, 1998). 반면 대인 상호작용을 중시하
는 입장에서는 교재가 아무리 잘 구조화되더라도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 부재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만이 원격교육이
면대면 교육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Daniel & Marquis, 1979; Morris,
Mitchell, & Bell, 1999; Sewart, 1982).

물론 ‘구조’와 ‘상호작용’은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원격교육 프
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할 때 ‘구조화’의 노력은 본질적으로 상호작용의 부재를 보완하
려는 것이었고, 이는 구조의 정도를 ‘높임’으로써 상호작용 정도의 ‘낮음’을 보완하려는
것이었기에, 여기에서 ‘구조’와 ‘상호작용’은 논리적으로 대비되는 관계로 개념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 개념을 대치되는 관계로 보고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
를 촉발한 학자가 Moore이다. Moore(1993)에 의하면, 코스가 잘 구조화될 수록 대화의 역
할을 코스와 교재의 구조 속에 포함하게 될 것이므로 실제적인 대화는 감소하게 되고,
코스와 교재의 구조화 정도가 약하면 불가피하게 대화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Peters(1998)는 Moore가 제시한 이러한 역함수적 관계에 동의하면서 원격교육의 역사는
프로그램의 구조화를 추구하는 극단을 한쪽 끝에 두고 대화를 중시하는 극단을 다른
한 쪽 끝에 둔 연속선 상에서 정도의 차이를 두고 발달해 왔다며, 향후 이 연속선 상에
서 교육적 최적정선(pedagogic optimum)을 찾는 일이 원격교육학의 흥미있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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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통신교육으로 이루어지던 초기 원격교육에서의 논의는 대인간 상호작용 부재
를 보완할 수 있는 코스와 교재의 ‘구조화’에 중점을 두어온 반면, 최근의 웹기반 원격
교육에서는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하여 멀티미디어와 하이퍼텍스트를 활용한 업그레
이드된 ‘구조화’ 수준에 더불어, 종래에 어려웠던 대인 상호작용의 활성화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이에 대한 전략적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기술적으로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키는 수업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원격교육 상황에서 구조화에 포
함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 독자적인 전략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할 주체로 대두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와 ‘상호작용’의 이슈는 교육기관에서 웹기반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기획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사결정 사안이기도 하다. 교육기관에서는
웹기반 프로그램을 최대한 잘 구조화하여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코스마다 유능한 교수자를 충분히 배정하여 교수자-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모드로 만들 것인지, 혹은 이 두 가지 방식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혼합하는 방식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산의 배정 및 운영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수개발 이전에 기관의 차원에서 의사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구
조화에 비중을 두고자 한다면 콘텐츠 개발 전문가나 웹 개발 전문가를 대거 기용해야
할 것이고,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면 교수자나 튜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
이며, 이 두가지를 혼합한다 하더라도 어느 쪽에 어느 정도로 비중을 둘 것인지를 결정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Moore나 Peters 등이 ‘구조’와 ‘대화’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들의 관계를 논의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간의 많은 연구들이 ‘구조화’ 혹은 ‘상호작용’의 필요성 및 효과
를 강조해 오고 있었지만, 정작 이들 ‘구조’와 ‘대화’가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학습과정과 학습결과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잘 구조화된 학습자료들이 정말로 대인 상호작용을 대치(replace)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
거도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와 상호작용이 각각 중심적으로 이
루어진 수업에서 그 학습과정을 드러내고 이들이 학업성취나 만족도 등의 학습결과변
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인 상호작용이 거의 필요없을
만큼 잘 구조화된 프로그램과, 잘 구조화되지는 않았지만 상호작용의 극대화를 통해 학
습의 효과를 추구하는 수업 양식을 개발하여, 학습과정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
지며 각각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밝혀 보고자 한다. 학습과정 메커니즘은 단순히 학습이
일어나는 절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학습 상황에서 학습 절차의 각 단계들
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떠한 영향요인이 되는지 등을 반영하는 종합적인 기제를
일컫는다. 즉, 구조 중심 수업이나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대체로 어
떠한 절차를 거쳐서 학습하는지를 먼저 유형화한 후, 학습과정의 각 단계 중 성적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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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부분은 어디이며 만족도나 학습자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 단계는 어디인지,
혹은 각 단계 중 일부 학습자들은 수행하나 다른 학습자들은 수행하지 않는 그러한 단
계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 종합적인 메커니즘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와 ‘대인 상호작용’이 학습과정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보려는 이러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그간의 명료하지 않았던 “구조”와 “상호작용”이 학습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기여는 종래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여러 상호작용 수업
전략이나 구조화 설계 방안 등이 어떠한 작용 기제를 거쳐 효과적인지 등에 대한 이론
적 이해에 바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웹기반 원격학습 환경에서의 실천 현
장에 보다 적절하고 보다 필요한 교수학습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 학습과정의 메커니
즘을 알게 되면 특정 학습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실천적 학습 전략을 보다 정확하게
찾아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학습과정 메커니즘의 각 단계와 영향요인들을 고
려하여 보다 적절한 교수설계 전략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도 하다. 넷째, 미시적
인 교수학습 전략 뿐만 아니라 코스 개발 방향의 거시적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원격교육기관에서 환경 조건과 학습내용에 따라 구조화된 수업을 개발해야 할지
대인 상호작용 중심의 수업을 기획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이버 원격교육 논의의 핵심
개념인 구조와 대인 상호작용을 보다 명료화하게 재개념화하고 이들이 학습과정에 미
치는 영향을 드러냄으로써, 이들 개념을 하나의 프로토타입으로 두는 이론적인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문헌 분석
원격교육이란 여러 관점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형태상으로 보면 교수자와 학습
자가 ‘거리’상 떨어져 있어서 매체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
다. 원격교육은 그 본질적인 특징인 ‘거리’의 존재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
용이 불가피하게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원격교육 기관들은 면대면 교육을 할
수 없어서 야기되는 ‘대인 상호작용’의 결핍을 교재의 ‘구조화’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
였다. 초기의 구조화 개념은 면대면 교육의 상호작용이 없어도 혼자서 교재만으로 효과
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내용을 잘 조직하고 코스를 짜임새 있게 설계하는 “내용의
구조화”, “코스의 구조화”를 의미하였다(이혜정, 2004a).
구조화에 대한 강조는 초기 원격대학들의 모습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Peters(1998)
에 의하면, 원격교육에서 구조화된 학습이 수용된 1960년대와 1970년 당시 교수-학습
분야에서 뛰어난 대학교수와 경험 많은 전문가가 협력하여 최고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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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공하게 되면, 이것은 전통적인 대학에서 제공하는 어떤 것보다도 훌륭한 것이 될
것이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다. 그는 이렇게 정확하게 계획되고 고안되며 검증되고
평가되는 교수-학습 체제로 인해 1970년대와 1980년대 이래 일부 산업대국에서 필요로
해왔던 대중 고등교육의 실현이 가능했다고 지적하고 있다(Peters, 1998). 코스와 교재의
구조화를 중시하는 원격교육기관의 한 예로 독일의 Fern Universität나 영국의 Open
University 등의 전통적인 원격대학들은, 자신의 학교에서 개발되는 교재의 구조화 요소
들을 제시하면서 이들 요소가 얼마나 훌륭한 교재를 만들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얼마나
효과적인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계속 강조해 왔다.
구조화를 강조해온 또 다른 주요 입장으로는 원격교육의 초기 이론을 들 수 있다. 독
일 원격교육 연구소의 Delling에 의하면, 원격교육은 지원조직이 매체를 이용하여 학습
자와 상호작용하는 교육 을 의미하며, 이때 지원 조직이 학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역
할은 제한적이므로, 결국 원격교육에서의 학습은 철저하게 계획되고 설계되어 잘 만들
어진 교재와 학습자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학습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Keegan,
1990). 원격교육의 대표적인 이론가 Holmberg(1983) 역시 원격교육의 상호작용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가 원격교육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것은 대인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재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원격교육의 핵심은
학생이 교재를 읽을 때 마치 면대면으로 교수자와 상호작용 하듯이 내용을 정교화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연관시키며, 활발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드는 것이라
고 주장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원격교육의 교재는 학습자를 앞에 두고 말하듯이 구어체
로 쓰여져야 한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초기의 원격교육 이론가들도 잘 구
조화된 코스와 교재로서 대인 상호작용이 결핍된 원격교육의 거리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구조화 요소나 전략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보고 되어 왔던 것
이다(Peters, 1998).
그런데 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은 아무리 잘 구조화된 코스라 하더라도 대인 상호작용
의 결핍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교수자와 상호작용해야 할
부분을 최대한 코스의 구조화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구조화가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의
부재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유영만, 2001; Daniel & Marquis, 1979;
Morris, Mitchell, & Bell, 1999; Sewart, 1982). 즉, 학습자의 자율성에 의지하여 잘 구조화된
학습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Daniel과
Marquis(1979)는 원격교육이 학습자가 독자적으로 공부하는 독립적 활동 부분과 튜터나
다른 동료학생들과 대화하는 상호작용적 활동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들
은 독립적 활동 부분은 주로 인쇄교재와 방송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수행하는 활동
이면서 원격교육의 경제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상호작용적 활동 부분은 튜터
1)

1)

이때의 상호작용은 대인 상호작용을 제외한 학습자와 학습 내용 혹은 코스와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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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면서 학업성취를 형성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
하면서, 원격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독립적 학습만으로 설계되어서는 안된
다고 역설하였다. Sewart(1982) 역시 이들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원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습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교재만을 통해서는 부족하며,
그 중간 장치로 학습자 지원 서비스가 필수적임을 지적하였다. 학습자 지원 서비스에는
면대면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태와 매체를 이용한 쌍방
향 상호작용이 포함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영만(2001)은 정보의 획득은 디지털적으로
가능하지만 지식의 습득은 사람과 사람 간의 수많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날로그적으
로만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디지털 화면에 아무리 다양하게
지식을 표현하고자 하여도 그것은 문자나 그림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형식지일 뿐이
며, 지식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암묵지는 텍스트로 표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
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에는 아무리 코스와 교재가 잘 구조화된다고 하더라도 대인상호작용을
대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기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구조화의 요소에서 유도되는
학습은 대인상호작용에서 유도되는 학습과 질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코
스 및 교재의 구조화 시도가 대인상호작용의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보다는 교재 생산
및 코스 운영의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라고 인식하고 있다.
구조화가 상호작용을 완전히 대치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이러한 인식은 네트워크 테
크놀로지의 발달로 동시적, 비동시적 대인 상호작용이 용이하게 되자 각종 상호작용 전
략에 대한 많은 연구들로 이어지게 되었다. 여러 연구들이 대인 상호작용을 많이 한 집
단이 학업성취, 만족도 측면에서 더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Care, 1996; De Vries,
1996), 특히 교수자와의 인지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상호작용도 학습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한다는(정인성 외, 2000) 등, 효과적인 원격학습을 위해서 상
호작용이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비중으로 강조해 왔다.
이와 같은 구조와 상호작용 각각에 대한 많은 연구들과 논란 속에서, 이 두 개념을
상호 연관시켜서 논의를 촉발한 학자가 Moore이다. Moore 이전에는 대체로 구조나 상호
작용의 한 쪽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이어져 왔으나,
Moore는 이 두 개념의 관계에 보다 관심을 가졌다. Moore는 출석수업 의무화 등 전통적
인 면대면 수업의 요소를 최대한 포함시키고자 하는 ‘상호작용 중시 유형’과, 면대면 수
업의 요소를 최대한 교재에 포함시켜 상호작용의 부족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코스의
‘구조화 중시 유형’을, “대화(dialogue)”와 “구조(structure)”라는 용어로 개념화하고 있다
(Moore & Kearsley, 1996). Moore에 의하면, 이들 두 개념은 역함수적 관계에 있다. 즉, 구
조화 정도가 강할수록 대화의 역할을 코스의 교재에 포함하게 되므로 실제적인 대화는
감소하게 되고, 구조화 정도가 약하면 불가피하게 대화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원격교육 프로그램들이 ‘구조 중심 수업’의 극단과 ‘대화 중심 수업’의 극단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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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도의 차이를 두고 개발된다는 것이다(Peters, 199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웹기반 교수-학습 현장을 이해하고 이를 향상시키려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고, 이들은 웹기반 원격수업을 설계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
고 있다. 그런데, 종래 연구들의 여러 기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밝혀지지 않
은 부분이 있다. 첫째, 종래의 연구들에는 어떠한 전략과 적용방안이 효과적이라는 것
은 제시되어 있지만, 그것이 왜 효과적인지, 어떤 이유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 어
떠한 메커니즘으로 그러한 전략들이 학습에 작용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특정 방법을 적용한 수업에서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규명하지 않고
그 수업의 설계 전략과 적용방안만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Gagné도 학습과정의
각 단계에 대한 9가지 수업 사태를 제시하면서, 수업은 학습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므로
수업의 각 단계는 학습의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박성익
외, 2002).
둘째, 종래의 연구를 보면 구조와 대인 상호작용은 상호 대립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역함수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어느 정도의 구조화와 어느 정도의 상
호작용이 적정선인지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Peters(1998)는 세계의 원격교육
유형들은 프로그램의 구조화를 추구하는 극단과 대화를 중시하는 극단의 모형 사이에
서 정도의 차이를 두고 발달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 양 극단에서 교육의 최적정선
(pedagogic optimum)을 밝혀내는 일이 원격교육학의 흥미있는 과제가 될 것이라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구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에 적절한 상호작용은 어느 정
도의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구조’와 ‘상호작용’이 어떻게 학습에 작용하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최근에 Moore가 그의 이론에서 구조와 대화를 함께 관련지어
제시한 이후, 몇몇 학자들이 이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시도하였지만(Chen & Willits,
1998a, 1998b; Saba & Shearer, 1994), 이들은 대체로 구조와 대화의 관계가 Moore의 주장
대로 역함수적인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들의 연구로부터는 어느 정도의 구조화
나 대화의 정도가 적정선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은 구조와
대화 요소를 투입한 수업의 ‘과정’은 보지 않고 수업의 ‘결과’만으로 두 개념의 관계를
가늠하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Moore의 아이디어에 대한 경험적 검증 연구들
도 구조와 대화의 관계에 관하여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도 또한 구조와 대화 요소가 투입된 수업의 ‘과정’이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의 연구들은 수업설계시의 구체적인 전략과 같은 미시적인 부분에는 기여
해 왔으나, 정작 원격 대학의 코스 개발 정책에서 구조화를 우선시해야 할지 상호작용
을 위주로 코스를 기획해야 할지, 그리고 그 의사결정은 어떠한 요인에 기반해야 하는
지 등 거시적인 의사결정에 근거를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결과보다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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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과정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와 ‘대인 상
호작용’이 각각 중심이 되어 개발된 프로그램에서 그 과정 및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비
교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필요성에 의해 수행되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제공, 운영하고 있는 서울에 소재한
K 사이버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전공생들로서,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구조 중심 수업은 67명, 상호작용 중심 수업은 56명이 수
강등록을 하였다. 이들은 3학년인 관계로 극소수의 편입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 2
학년 때부터 온라인 수업을 받아왔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것에 익숙해 있
었으며, 미리 컴퓨터나 인터페이스 사용법 등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다. 학습자들은 국
내 전국에 분산되어 위치해 있으며 그중 해외에 거주하거나 잦은 출장으로 인해 해외
에서 접속하여 학습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습자들은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기혼
이며, 남녀는 골고루 분포되었다. 연령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며, 학력 또한 고졸
부터 대학원졸까지 다양하였다. 학습자들에게는 수강 전에 강의계획서와 시범 공개강의
가 수강신청 기간부터 수강신청 정정 기간인 1주차까지 동일하게 제공되었으며, 학생들
모두는 사전에 실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동일한 과목인 것으로 생각하여 구조 중심
수업, 상호작용 중심 수업에 무선적으로 수강 신청하였다.
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본 연구에서의 실험을 위하여 ‘대인 상호작용의 역할을 최대한 프로그램의 구조 속에
반영한 구조 중심 수업 프로그램’과 ‘잘 구조화된 코스와 교재의 내용 대신에 가급적
대부분의 내용을 온라인 상호작용으로 대신한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 프로그램’이 처
치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과목은 ‘원격교육활용론’이었으며, 두 집단에게 다른 방식
으로 제공되었지만 내용은 동일하였다. 처치 프로그램의 타당화를 위하여 먼저 구조 중
심 수업은 선행 연구들이나 종래의 원격대학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조화의 요소 를
문헌을 통해 추출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였고, 대인 상호작용 역
2)

2)

선행 연구로부터 추출한 구조화 요소는 이혜정(2004c), Lee & Yu(2004)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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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문헌 검토를 통해 대인 상호작용을 분류하는 개념틀을 추출하고 이를 기준하여 종
류별로 다양한 대인 상호작용을 설계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전
문가에 의한 타당화를 수차례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처치 프로그램을 타당화하여 주기도 하였다. 즉, 구조 중심 수업의 학습자들은 자신들
의 수업이 상호작용은 거의 없지만 상당히 구조화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또한 구조
화에 대한 만족도가 상호작용 중심 수업의 학습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p<.05). 상
호작용 중심 수업의 학습자들 역시 자신들의 수업이 잘 구조화된 교재는 없었지만 대
인 상호작용의 수준은 상당히 높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대인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
도가 구조 중심 수업의 학습자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p<.05).
운영방법에서도 두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은 다른 방식이 적용되었다. 구조 중심 수업
에서는 구조화 정도가 높은 웹 강의안을 제공하는 대신 상호작용을 촉진하지 않았다.
본 연구자는 처치 프로그램의 교수자 역할로 참여하였는데, 하루 평균 2-3회씩 사이버
교실에 접속하여 학생들이 진도 및 과제제출 현황을 체크하였고, 학생들의 움직임을 세
밀하게 관찰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수자가 어떻게 접속해서 존재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또한 교수자가 온라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글을 올리지 않으므로 교수자의
활동을 알 수 없었다.
반면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에서는 구조화 정도가 낮은 최소한의 웹 강의안을 제
공하는 대신 많은 활동을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의도하였다. 상호작용 중심 수
업의 경우 질문이 올라오면 대체로 24시간 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처음 2
주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어색함을 깨고 친밀하게 사회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상
호작용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간의 2주는 학습자의 과제에 대해 1:1 피드백을 주는 등
교수자-학습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하였다. 이때 제공한 1:1 피드백의 유형은
주로 과제나 학습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제지향적 피드백이었고, 사회적 혹은 정
서적 피드백은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 그 다음 2주는 교수자가 팀을 짜주고 팀 내에서
학습자들끼리 토론하여 최선의 답을 찾아보라고 공지한 후, 교수자는 토론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학습자들끼리만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였다.
3. 연구 절차

자료 수집 및 분석은 양적, 질적 방법을 병행하였다. 학습과정은 학습자들이 기술한
응답을 빈도분석하여 평균 패턴을 추출하였고, 이러한 학습과정의 전체 혹은 각 단계가
성적이나 만족도 등의 학습결과변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
상관분석 등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실시, 내용분석하였고
온라인 메시지 분석 및 참여관찰 자료도 활용되었다.
학습과정 메커니즘을 모형화하는 과정은 Rubinstein(1975) 의 관점을 따라 다음과 같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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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다; 먼저 투입 요소로 구조 중심 수업과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의 처치 프로
그램이 개발되었고,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4차례의 질문지, 온라인 데이터 등의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여기에서 4차례의 질문지 중 학습과정 절차를 질문한 문항을
분석하여 1차 코딩하였는데, 17개의 학습 절차 단계가 도출되었다. 이 중에서 공통인
부분과 삭제할 단계를 제외하고 다시 2차로 코딩하였고 이로부터 11개의 단계가 추출
되었다. 여기에 성적 , 만족도 , 학습자 인식, 온라인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들이 반
영되어 1차적 학습과정 메커니즘으로 도식화되었다. 1차 학습과정 메커니즘은 구조 중
심 수업과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의 각각 10명씩 도합 20명에게 실시한 인터뷰를 통
해 검증되면서 학습과정 메커니즘 활동모형으로 최종 도출되었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응답한 학습 활동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구체적이고 관찰가능한 활동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여기에 선행연구들이 반영되어 개념화, 추상화되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새로
운 학습과정 메커니즘 개념모형이 도출되었다. 개념화된 학습과정 메커니즘은 선행연구
(나일주, 정현미, 2001; 나일주, 홍성연, 2003)에 근거하여 전문가와 실제 본 학습과정을
수행한 학습자들에게 타당화 과정을 거쳐 보완되었다. 전문가들은 웹기반 원격교육의
경험이 있는 교육공학 박사 5인을 선정하였고, 학습자들은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학습
자들 중 10%인 12명을 표집하였다. 학습자들은 6명씩 각각 자신이 속한 수업의 학습과
정 메커니즘을 타당화하도록 하였고 전문가들은 두 수업의 학습과정 메커니즘 모두를
타당화하도록 하였다. 타당화 과정은 우선 모형과 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해 주
고, 모형의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등의 문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로
체크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문항을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의
5 범주로 나눈 것은 선행연구(나일주, 정현미, 2001; 나일주, 홍성연, 2003; 최경애, 2002)
를 따랐다. 타당화 결과, 전문가 집단은 5점 척도에서 평균 4.30으로 응답하였고, 학습
4)

5)

의 모형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의 목적을 설정, 둘째, 수집 가능한
자료 요소들 관찰, 측정, 아이디어들)을 목록, 셋째, 이러한 요소들 중 모형의 목적에 부합하
는 것 선정 넷째, 요소들 간에 구조적, 기능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함께 묶어지는 것끼리 분
류 다섯째 모형이 7 단계 전후로 구성될 때까지 네번째 단계를 여러 번 반복. 이상의 과정
은 각 단계가 다시 묶이면서 계속 반복될 수 있고 그리하여 보다 추상화되도록 시도한다.
4) 성적에 대한 채점은 교수자로 참여한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는데, 채점에 대한 타당성을 위
해 다른 채점자 2인에게 중간고사 제출자의 10%인 11명의 답안지를 채점하게 하여 채점 결
과 간의 상관 분석을 하였다. 채점자들 간의 평균 상관은 r=.84(p<.01) 이었다. 성적은 크게
웹 강의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고 흡수하면 쓸 수 있는 수용적 성격의 학습(receptive
learning)에 관련된 문제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종류의 비
판적 사고와 관련한 문제로 나누어 평가되었다.
5) 만족도는 기존에 개발되어 타당화된 검사지(김재웅 & 류한구, 2000)를 본 연구의 맥락에 맞
게 수정하여(⍺= .93) 측정하였다. 검사는 구조(코스, 콘텐츠, 인터페이스), 대인 상호작용(교
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수업의 매력성의 세 군집으로 나누어 총 26개의 문항이 Likert 5
단 척도로 질문되었다.
3) Rubinstein(197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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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집단은 5점 척도에서 평균 4.11로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학습과
정 메커니즘을 타당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러한 타당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념화된 학습과정 메커니즘이 도출되었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구조 중심 수업과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에서의 학습 결과 변인 분석
1) 성적

구조 중심 수업 집단과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 집단의 성적 t 검증 결과 두 집단
의 성적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1>을 보면, 정보를 제시하고 개념을 이해하
며 원리를 습득하는 종류의 수용적 성격의 학습(receptive learning)은 구조 중심 수업과
상호작용 중심 수업의 두 집단 간 성적 차이가 없었고, 비판적 사고 학습과 관련된 부
분은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이 상당히 더 높게 나타났다. 이때 수용적 성격의 학습에
서 상호작용 중심 수업의 경우는 논쟁의 여지가 크지 않기에 학생들이 이해한 바를 정
리하여 교수자에게 제출하면 교수자가 1:1로 피드백해주는 처치를 하였고, 구조 중심
수업의 경우는 교수자가 피드백으로 제공할 수 있을 만한 내용까지(예상할 수 있는 한)
웹 강의안에 잘 구조화하여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가설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본 연구에서 교수자-학습
<표 1> 구조와 대인상호작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성적 차이 t 검증
성적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자유도
구조 중심 수업 수강생 60
69.43
14.08
109
전체 성적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 51
75.94
14.08
수강생
16.38
5.82
109
비판적 구조 중심 수업 수강생 50
사고 학습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 51
20.49
7.35
성적
수강생
53.05
10.08
109
수용적 구조 중심 수업 수강생 60
사고 학습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 51
55.45
9.34
성적
수강생
*

p<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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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값

2.43*

**

3.28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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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상호작용이 치밀하게 설계되지 못하여 치열한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지 못한 운영 설
계상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잘 구조화되지 않은 내용
(웹 강의안)으로 구조 중심 수업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은 결국 교재가 잘 구조화되
지 못한 부분을 교수자의 피드백으로 보완했다고 보는 해석이다. 세 번째 설명은 결국
교재가 잘 구조화되면 교수자-학습자 간의 대인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는 대치될 수 있
다는 해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설명이 보다 설득적이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결
과는 결국 모든 내용에서 교수자가 일일이 1:1로 피드백 해주는 것이 반드시 가장 좋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학습자가 개념을
이해하고 인지하면 되는 일반적인 수용적 성격의 학습의 경우는 교수자가 1:1로 피드백
해주지 않아도 웹 강의안을 잘 구조화하여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은 잘 학습할 수가 있
다는 것이다(이혜정, 2004c).
반면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비판적인 안목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논하는 종류의
학습에 있어서는 토론에서 나올 수 있는 찬반 의견 모두를 웹 강의안에 잘 정리해서
제공하는 것(구조 중심 수업)보다는 실제로 학습자들끼리 살아있는 토론을 하는 것(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이 훨씬 더 학습효과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대인 상호작
용 중심 수업에서도 상호작용은 주로 학습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였
는데,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교수자는 수업에 전적으로 개입하여 일일이 피드백을 주어
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끼리 잘 토론할 수 있도록 환경만 설계해 주는 촉진자의
역할로도 충분한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
6)

2) 만족도

만족도를 관한 설문 응답을 t 검증한 결과, 구조 중심 수업은 상호작용 중심 수업보
다 코스나 콘텐츠, 인터페이스 등 미리 개발된 강의의 구조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반면(p<.05), 상호작용 중심 수업은 구조 중심 수업보다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리고 두 집단 모두
강의 자체는 매력적인 편이라고 응답하여 이 점에 있어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
다. 이에 대한 결과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의 결과를 보면, 구조 중심 수업의 학습자들은 대체로 프로그램의 ‘구조’에
만족하고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의 학습자들은 ‘대인 상호작용’에 만족스러워 하였으
나, 두 집단 모두 수업을 비교적 매력적으로 평가하여 전체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3>에서도 다시 한번 검증되는데, 만족요인의 가
6)

물론 이러한 결론은 학습자가 직장, 학력 등의 서로 다른 다양한 배경 경험을 갖는 성인 원
격학습자일 경우에 한해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어린이나 면대면 상황이라면 또다른
변수가 작용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원격학습자들에 한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 36 -

웹기반 원격학습 환경에서 구조 중심 수업과 상호작용 중심 수업의 학습과정 메커니즘 비교 연구

<표 2> 구조 중심 수업과 대인상호작용 중심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부분별 만족도 검사 결과 차이 t 검증
만족도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값
구조 중심 수업 수강생 53 4.04 .46 109 2.09
구조에 대한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 42 3.83 .52
만족도
수강생
구조 중심 수업 수강생 53 3.70 .58 109 2.26
대인 상호작용에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 42 3.97 .55
대한 만족도
수강생
구조 중심 수업 수강생 53 3.86 .66 109 .96
수업 매력성에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 42 3.72 80
대한 만족도
수강생
*

*

*

p<.05

<표 3> 구조 중심 수업과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만족요인
구조 중심 수업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
만족
1. 웹강의안의 설계 방식(74%)
1. 교수자의 피드백(80%)
요인
2. 강의의 내용(71%)
2. 강의의 내용(53%)

장 중요한 상위 두 가지 응답의 빈도 분석 결과, 구조 중심 수업 학생들은 74%가 웹
강의안의 설계방식(구조 요소)을, 71%가 강의의 내용을 가장 만족스러운 두 가지 요인
으로 보았고, 상호작용 중심 수업 학생들은 80%가 교수자의 피드백(상호작용 요소)을,
53%가 강의의 내용을 두 가지 주요 만족요인으로 응답했다. 이는 우선 구조 중심 수업
의 구조화 및 상호작용 중심 수업의 상호작용 처치를 위한 수업개발이 제대로 되었음
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고, 두 집단이 강의내용에 대해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보임으로써 수업 내용 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결과 및 해석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학습과정 메커니즘 활동 모형

학습과정 메커니즘 활동모형은 학습자들이 기술한 학습과정을 유형화한 후 여기에
성적과 만족도 등의 결과변인들을 반영하여 도출되었는데, 구조 중심 수업에서의 학습
과정 메커니즘 활동 모형을 나타낸 것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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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록
프린트1)

웹 강의안
보기1)2)

다른 자
료 참조

S-C3)
학과공지사항 읽기
과목공지사항 읽기

개별적
학습

과제 결과
산출1)

자유게시판 읽기

과제
수행1)

Offline
상호작용

S-S3)

[그림 1] 구조 중심 수업에서의 학습과정 메커니즘 활동 모형:
1) 성적 요인, 2) 만족 요인, 3) 각각 학습자-내용(구조), 학습자-학습자 상호작용

그림 1]에서 [웹 강의안 보기 → 과제 수행 → 과제 결과 산출]은 낙제하지 않은 대
부분의 수강생이 수행한 주요 과정이므로 굵은 화살표로 나타냈고, [강의록 프린트]로의
과정은 80%가 수행한 단계로 일반적인 과정으로 보아 굵은 실선으로 나타냈다. 반면
[다른 자료 참조]는 학습 과정이긴 하나 빈도가 낮아서(16%만 수행했음) 일반적인 패턴
이 아니라고 보았기에 점선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우측 하단의 오프라인 상호작용은
33%가 수행하긴 하였으나 유의미한 학습과정이 아닌, 사회적 상호작용에 그쳤기에 점
선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학과 공지사항 읽기, 과목 공지사항 읽기, 자유 게시판 읽기”
등은 수업에 접속하면 자동 접촉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이 학습의 과정
과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면서도 학습의 전 과정에서 때때로 발생하는
행위인 관계로 중앙에 표현되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기술한 사항을 유형화하면 직선
형으로 되어야 하는데, 학습은 순환적인 과정으로 반복 발생하므로 웹 강의안을 공부하
고 과제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산출한 후에 다시 다음 강좌의 웹 강의안을 공부하는
순환이 [그림 1]에서처럼 사이클로 표현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성적과 관련이 있는 절
차는 “웹 강의안 보기”, “과제 수행하기”, “과제결과 산출하기”, “강의록 프린트하여 공
부하기”이다(p< .01).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성적 요인과 만족도 요인은 모두 각 단계의
수행 여부와 성적과의 t 검증, 빈도분석 등의 결과 중 유의미한 것이고(p< .01) 인터뷰
를 통해 검증된 결과이다 .
[

7)

7)

양적 데이터와 인터뷰 결과 등의 자세한 원자료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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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4)
웹 강의안
보기

• 강의록
프린트
• 다른 자료
참조

학과공지사항 읽기

개별적
학습

과목공지사항 읽기
자유게시판 읽기

과제결과
산출

과제
수행

교수자
피드백
확인1)2)
반성 및
수정
수정 후
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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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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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학습

글 게시
SDU,PDU3)

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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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에서의 학습과정 메커니즘 활동 모형:
1) 성적 요인, 2) 만족 요인, 3) CDU(Contents Discussion Unit: 학습내용 관련 메시지),
SDU(Social Discussion Unit:사회적 성격의 메시지), PDU(Procedural Discussion Unit;
진행 절차 관련 메시지), 4) 각각 학습자-내용(구조), 학습자-교수자, 학습자-학습자 상호작용

그림 2]는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에서의 학습과정 메커니즘 활동 모형이다. 마찬
가지로 웹 강의안을 공부하고 과제를 수행하여 결과 산출하는 과정은 구조 중심 수업
의 학습과정과 동일하다. 물론 이 부분이 질적으로 차이가 날 것을 예측할 수는 있으나,
학습자들이 기술한 행위의 단계는 [그림 2]에서와 같다. 차이가 있다면 상호작용 수업의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할 때 토론방에 주로 의존하고 동료들의 과제를 참조하거나, 혹은
이에 관한 여러 성격의 메시지를 올린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는 일정 기간동안 교
수자의 피드백이 제공되었는데, 과제 결과를 제출하면 게시판에 공개된 교수자의 피드
백을 보고 다시 성찰하며 수정하여 재제출하기도 한다. 교수자의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
은 기간에는 주로 학습자들끼리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 경우는 주로 토론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단계 중 성적과 상관을 보인 부분은 “토론방 보기”,
“교수자 피드백 확인하기”, “학습관련 메시지(CDU) 게시”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성격의
메시지(SDU)와 절차와 관련된 메시지(PDU)는 성적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림 2]에 나타난 또다른 분류 방식으로는 Moore가 제시한 학습자-콘텐츠 상호작용
(S-C), 학습자-학습자(S-S), 학습자-교수자의 상호작용(S-T)을 들 수 있다. 이를 ‘개별적 학
습’과 ‘사회적 학습’으로 나누어 보자면, S-C 부분은 전적으로 개별적 학습이고, S-S 부
분은 사회적 학습인데, S-T 부분은 개별적 학습에도 포함될 수 있고 사회적 학습에도
포함될 수 있다. S-S 부분은 비판적 사고 학습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S-T
부분은 잘 구조화된 웹 강의안을 제공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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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의 구조 중심 수업에서 수용학습의 경우 잘 구조화된 웹 강의안으로 학습한 부
분(S-C)이, [그림 2]의 잘 구조화되지 않은 웹 강의안으로 공부한 것(S-C)에 교수자와의
상호작용(S-T)을 합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교수자의 피드백은 만족요인으로 드러났으나, 뚜렷한 성적요인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때의 처치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구조 중심 수업에는 잘 구조
화된 웹 강의안만을 제공하고,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에는 잘 구조화되지 않은 웹 강
의안과 교수자의 1:1 피드백이 제공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적의 차이를 보이
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잘 구조화되지 않은 웹 강의안의 부족한 부분을 교수자의 피드백
으로 보완하였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수자의 피드백을 잘 구조화
된 강의안으로 대치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구조’가 ‘대인
상호작용’을 대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결과이다.
한편 구조 중심 수업의 경우는 상호작용 중심 수업과 달리 “과제를 수행하여 결과
산출하는 절차”도 성적에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상호작용 중심 수업의 경우 과제
를 수행하여 결과 산출하는 과정 자체가 토론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토론방에서 활동”
이라는 절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상호작용 중심 수업 역시 과제를
수행하여 결과 산출하는 절차가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상호작용 중심 수업의 절차 중
주요 성적 요인이라고 나타난 S-S(학습자간 상호작용 부분)의 ‘토론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조 중심 수업에서는 프린트 강의안으로 공부한 것이 성적과 상관이 있으나,
상호작용 중심 수업의 경우는 성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구조 중심
수업의 강의안은 잘 구조화된 것으로 강의안의 내용을 반복하여 보는 것이 학습에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상호작용 중심 수업의 강의안은 잘 구조화되지 않은 것이라
프린트 여부가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면 프린트 행위 자체가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프린트를 한 자료인
강의록의 구조화 요소가 성적 요인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

3. 학습과정 메커니즘 개념 모형8)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학습과정 메커니즘 활동 모형은 선행연구들을 반영하여 개념화
8)

여기에서 학습과정 메커니즘을 개념화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나타냈는데, 학습과정 메커니즘
활동모형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활동모형으로부터 바로 도출된 것이 아니
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관념적으로 재구성한 가설적 모형(이혜정, 2004c)과 다른 선행 연구
결과들, 그리고 여기에서의 활동 모형 등을 통합하여 보다 정교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과
정 메커니즘 개념모형의 각 단계는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경험적 결과들로부터 논리적, 실
증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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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그림 3], [그림 4]). 즉, 상호작용 과정에서 서로 인사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메
시지를 올렸다면 이는 [사회화]로 개념화되었고, 학습내용을 정리하여 노트하는 등의 행
위는 [외재화]로 개념화되는 등, 학습과정 메커니즘의 활동모형이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개념모형으로 도식화되었고, 이것이 전문가와 학습자 타당화를 거쳐 최종 도출된 것이
다. [그림 3]과 [그림 4]에서 굵은 실선 화살표는 주요 학습과정을 나타내고, 가는 실선
은 주요 학습과정은 아니지만 일부 학생들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으로 주로 반복학습의
역진행이나 낮은 빈도를 나타낸다. 점선은 일부 학생들이 경험하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학습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표현한 것이다. 각각의 학습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구조 중심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각종 공지사항이나 자유게시판 등을 읽는 [초기화
(initiation)] 단계부터 시작하여 웹 강의안과 제공된 학습자료를 보는 [학습내용을 접촉]
하게 된다. 학습내용을 접촉하면 학습자들의 머리 속에서 모종의 학습과정이 진행되는
[내적 과정] 에 이르는데, 이러한 내적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자의 인지구조 속의 갈등
이 해소되면, 그 결과 [개별적 이해(individual understanding)]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에서
‘개별적 이해’라 표현한 것은 뒤에서 논의될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공유된 이해(shared
understanding)’와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공유된 이해’는 상호작용하는 팀 내에서 사회
적 합의(consensus)에 도달해야 가능한 것이겠으나, ‘개별적 이해’는 학습자 자신의 인지
구조가 모종의 내적 과정을 거쳐 갈등을 해소하고 수긍하게 되면 도달하게 되는 과정
일 것이다. ‘개별적 이해’를 거치고 난 후 학습자들이 최종적으로 지식을 내면화하기 전
에 행하는 중요한 행위가 바로 자신의 이해를 [외적으로 구체화(externalization)]시키는 과
정이다. 이는 활동 모형에서 학습자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거나 프린트 강의록에 이
해된 학습내용을 정리하는 등의 노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때 과제를 수행하다가 일
부 학생들이 오프라인으로 개별적인 사회적 상호작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대인간의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자연 발생한 현상으로 학습의 주요과정으로 이어지
지는 않았지만, 33%정도의 학생이 수행한 경험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결국
구조 중심 수업에서의 학습은 내적 이해 내용을 외적으로 구체화시키면서 이를 유의미
하게 인지하게 되고 이를 다시 시험이나 다른 분야에 적용, 응용 등 전이해 보면서 “개
인의 지식구조에 통합”하는 최종 [내면화(internalization)]에 이르게 된다. 이때 새로운 학
습으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는 [학습내용 접촉]으로 다시 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학습
이 종료된다.
9)

9)

이 부분은 인지주의 등의 학습이론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하는 부분으로 연구 범위를 넘
어서는 것이기에 이 논문에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습이
일어날 것이라는 가정은 여러 학습이론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관계로 본
논문에서처럼 학습 사이클 중 한 단계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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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조 중심 수업에서의 학습과정 메커니즘 개념 모형

구조 중심 수업의 학습과정이 주로 개별적 수준에서 일어난 것과는 달리, 대인 상호
작용 중심 수업에서의 학습과정은 사회적 학습과정이 보다 정교화되어 드러나고 있다
[그림 4]. [그림 4]의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에서의 학습과정 메커니즘은 우선 구조
중심 수업에서처럼 [초기화]→[학습내용 접촉] →[내적 과정]→[개별적 이해] 과정을 거
친 후 [외재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외재화는 뒤에서 논의될 ‘사회적 외재화(social
externalization)’와 구분하여 [개별적 외재화(individual externalization)]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 단계는 자신이 학습내용을 공부하여 이해한 바를 정리하여 토론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는 과정으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외적으로 구체화하는 단계이면서 동시
에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회적 학습 사이클에 진입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
단계는 개별적 수준의 학습과정을 통해서도 이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유대
가 형성되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
10)

11)

이때 제공되는 웹 강의안은 구조 중심 수업에서처럼 잘 구조화된 것이 아니고 학습에 필요
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텍스트 위주로 간략하게 제공한 것이다.
11) 이러한 사회화 과정은 학습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학습자들은 다른 학우
들과의 인간적인 유대를 형성함으로써 동기유발의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이 사회화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ex),다른 사람들이 사회화하고 있을 때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이후 이루어지는 사회적 학습 사이클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화 과정은 교수자가 의도한 학습과정 자체라기보다는 이후 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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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

• 웹 강의안
• 교수자의 피드백
• 참고자료들
학습내용 접촉

계속 토론
학습시

이해 안
될 경우

개별적
학습

내적
과정

인지갈등
해소

개별적 외재화

사회적
학습

• 각자의 정보 게시

개인의 지식구조
에 통합 (내면화)
사회적 합의
사항을 개별
적 관점으로
재해석

사회적 외재화
• 팀별 논의 결과
• 결론정리

개별적
이해

사회적 성찰
• 비판과 논쟁

공유된 이해
• 의견 합의에 도달

[그림 4]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에서의 학습과정 메커니즘 개념 모형

보를 토론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게시판의 글들은 비판
과 논쟁 등을 통해서 각 구성원들이 검토하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 이 부분을 [사회적
성찰(social reflection)]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이 단계는 결국 개별적 학습에서 학습자의
두뇌 속에서 내적(intra-personal) 상호작용으로 성찰하는 것이 외적(inter-personal) 상호작용
으로 드러나는 경우로 볼 수 있어서 일반적 개념인 개별적 성찰과 대비되는 ‘사회적 성
찰’로 개념화된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성찰’은 대인(inter-personal) 상호작용의 한 부분
인 관계로 모두 온라인 게시판에서 관찰 가능한 현상이며, 전 단계의 여러 정보들이 제
공되면서 이를 비판, 검토하는 과정 중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리하여 팀원간
의 비판과 논쟁을 통해 반성(사회적 성찰)을 거듭하게 되고 마침내 의견 합의(consensus)
에 이르게 되어 ‘개별적 이해’가 아니라 [공유된 이해(shared understanding)]에 도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공유된 이해]는 구조 중심 수업에서의 “개별적 이해”와 구분되는
것으로 Stahl(2002)의 모형에서도 나타나는 바, 표현 그대로 각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이
해 사항들이 충돌되고 조정되는 단계를 지나 합의(consensus)에 이르러서야 도달하는 단
계를 말한다. 이것은 제공된 내용을 개별적으로 학습하여 이해하는 경우와 달리, 주어
진 주제와 관련된 어떤 학습내용이나 의미가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이 점이 바로 본 연구에서 수용적 성격의 학습이 아닌 비판적 성격의 학습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게 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수용적 성격의 학습일 경우는 별도의
회적 학습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의 역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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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공유가 필요하지 않고 사회적 의미 형성이 이루어질 필요 없이 주어진 강의안의
내용을 개별적인 수준에서 학습하면 되는 것이지만, 비판적인 사고 학습의 경우는 자
신의 이해사항이 사회적으로 비판되고 다른 사람의 이해 사항을 비판해 가면서, 새로
운 의미가 개별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 이처
럼 이해를 공유하게 되면 구성원들은 이러한 팀별 논의 결과 및 결론을 정리하여 게
시판에 문자화하면서 공유한 이해사항을 외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사회적 외재화(social
externalization)]를 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학습은 [사회적 합의 사항을 개별적 관점으
로 재해석 하는 과정] 을 거쳐 개인의 지식구조에 [내면화]되는 메커니즘으로 이루어
진다. 이 단계 후 계속 토론하는 경우는 다시 각자의 정보를 게시하는 “개별적 외재화”
로 가게 되고(주요 학습과정이므로 굵은 실선으로 표시함), 간혹 게시판에서 “사회화”
메시지를 올리기도 하며(주요 학습과정이 아니므로(전체 메시지 중 16%만이 사회적 메
시지임) 가는 실선으로 표시함), 또한 “학습내용”을 다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주요 학
습과정이라기보다는 전체 학습 사이클이 끝나고 반복을 위해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므
로 가는 실선으로 표시함), 그렇지 않으면 “학습을 종료”하게 된다.
12)

13)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원격교육이 ‘거리’의 존재로 인한 대인 상호작용의 결핍을 코스와 교재의
‘구조화’ 노력으로 극복하려는 입장과 ‘대인 상호작용’을 면대면 교육에 가깝도록 적용
하려는 노력의 양 극단의 사이에서 정도의 차이를 두고 발달해 왔다고 보고 있다. 그리
하여 대인 상호작용보다는 잘 구조화된 코스와 교재에 의존하는 ‘구조 중심 수업’과 구
조화되지는 않았지만 활발한 대인 상호작용으로 학습을 유도한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
업’에서 학습의 과정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
다.
이를 위해 ‘구조 중심 수업’과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의 두 가지 다른 처치 프로
그램을 개발, 운영하였고, 이로부터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학습
자들이 기술한 절차와 여러 양적, 질적 자료들이 분석되면서 학습과정 메커니즘 활동모
형을 도출하고 이를 개념화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자료들의 분석 결과들과
그로부터 도출된 학습과정 메커니즘이 갖고 있는 함의를 살펴보고 몇 가지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으로도 뒷받침되는데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논의가 이혜
정(2004b)의 연구에 나타나 있다.
13) 사회적 학습 사이클을 통해 사회적으로 외재화된 토론 결과가 어떻게 개인의 지식 구조에
내면화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이혜정(2004b)의 연구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하고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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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기반 원격수업에서의 학습과정 메커니즘에 대한 개념적 논의

본 연구 결과 제시된 학습과정 메커니즘을 보면, 구조 중심 수업과 대인 상호작용 중
심 수업에서 학습과정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서 ‘구조’와 ‘대인 상호작용’이 결
정적으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학습이 ‘개별적’으로 일어나는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개별적 학습과 어떻게 관련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의
관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이 구축되는 “사회적 학습”이란 별도로 일어나지
않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개별적 학습을 강화하여 결국 개별적 학습이 보다 효과적으로
발생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다른 관점은 개인의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개별적 학습과
는 질적으로 다른 현상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며,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별적 학습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학습이 일어난다고 보
는 입장이다.
이것은 기존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도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다. 개인이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업의 전략을 제시한 Skinner나 개인의 인지구조에 의해 학습이
발생되는 과정을 설명한 Piaget 등은 기본적으로 학습이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
는 입장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보다 멀리에서는 철학자들의 주장에
서도 그 흔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 예컨대 Descartes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명제로부터 자신의 이성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시도를 하
였고, Kant 역시 “개인의 논리적 사유”를 통해서만이 모든 사상과 지식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다(Kant, 1781;Stahl(2002) 에서 재인용). 이러한 입장은 학습은 결국 개인의 이성
을 통해 개별적으로 일어난다는 주장이 기반을 둘 수 있는 철학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의미의 사회적 구성을 주장한 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의나 주변과 생활 속에
서 교육과정의 소재를 찾아야 한다는 Dewey의 생활중심 교육과정은, 학습에 있어서 사
회적 상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습이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사회적 학습”의 존재를 부각시킨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개별적 학습과 사회적 학습은 오랜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본 연구
의 결과로 미루어 보면, 대인 상호작용이 강조된 코스에서는 “개별적 학습”과는 질적으
로 다른 종류의 학습과정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사회적 학습”이라 개념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학습”은 ‘상황적, 사회적, 구성적, 성찰적, 능
동적’인 측면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학습은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에서 성적
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드러났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학습
은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에서 유의미한 학습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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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2004)
2. 구조와 대인 상호작용의 관계

본 연구는 ‘구조’와 ‘대인 상호작용’을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고 시작되었다. 즉, 원격
교육이 ‘거리’의 존재로 인한 대인 상호작용의 결핍을 코스와 교재의 ‘구조화’ 노력으로
극복하려는 입장과 ‘대인 상호작용’을 면대면 교육에 가깝도록 적용하려는 노력의 양
극단의 사이에서 정도의 차이를 두고 발달해 왔다고 보는 것이다. 원격교육을 구조와
상호작용의 대비적인 관계로 보는 이러한 관점에서 또하나의 이슈는 구조와 상호작용
이 교수학습 현장에서 상호 대치(replace)될 수 있는 성질인지의 여부이다. 종래의 구조화
연구를 보면 상호작용의 결핍을 구조화로 대치하고자 하면서 구조가 상호작용을 대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기반되어 있다.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해서 만약 구조와 상
호작용이 상호 대치될 수 있다면, 이는 상호작용의 결핍을 교재의 구조화로 극복하고자
했던 원격교육의 초기 인식을 뒷받침하는 결론이고, 그렇지 않다면 구조와 상호작용은
질적으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잘 구조화 시켜도 대인 상호작용의 결핍을 완전
히 극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구조와 대인 상호작용은 학습 내용의 성격
에 따라 상호 대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습 결과 중 만족도의 차원에서 보
면, 두 개념은 온전히 대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학습이 충분히 일어나도록 설
계, 운영이 되는 경우라면 ‘구조’나 ‘대인 상호작용’ 자체가 전반적인 수업의 만족도 차
이를 유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업성취 효과 차원에서 본다면, 이 두 개념은 서로 그
특징으로 인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수용적 성격
의 학습일 경우는 상호작용 부분을 구조로 대치할 수 있는 호환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
며, 비판적 사고 학습의 경우에는 구조가 상호작용의 역할을 대치하기 어려움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학습내용의 성격이 성인 학습자의 온라인 원격교육에서 ‘구조’와 ‘대인
상호작용’의 역할에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학습 내용의 성격에 따라 대
인 상호작용은 구조로 대치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 부분은 특히 교수자
의 상당 부분의 역할을 교재가 대신할 수 있다는 기존의 구조화 옹호 입장을 부분적으
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것은 특히 원격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교수자의 상호작용에 대
한 부담 부분을 해소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구조와 대인 상호작용의 대치 가능성을 탐색한 이러한 결과는 Peters(1998)가 말한 구
조와 대화를 양 극단에 두는 연속선 상에서 교육의 최적정선을 찾는 일에 시사점을 제
공하고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어느 정도의 구조화와 어느 정도의 대인 상호작용
이 적정선인지는 학습내용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학습내용의
성격이 일반적인 수용적 학습일 경우는 구조 중심 수업이나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
이나 성취에 차이가 없으니, 이는 곧 구조화는 대인 상호작용을 대치할 수 있음을 드러
내는 것이고, 이 경우 연속선 상에서 교육의 적정선은 상당히 구조화 쪽으로 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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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학습내용의 성격이 비판적 사고학습일 경우 구조화는 대인
상호작용을 대치할 수 없음이 드러났고, 이 경우 연속선 상에서 교육의 적정선은 상당
히 대화 쪽으로 위치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물론 Peters가 말한 정확한 교육의 최적
정선을 지적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대략적인 적정선을 가늠할 수 있는 시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적지 않은 수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수설계에의 시사점

웹기반 원격학습 환경에서 구조중심 수업과 대인상호작용 중심 수업의 학습과정 메커
니즘을 밝혀보고자 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교수설계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개념의 이해나 원리의 습득 같은 일반적으로 학습자가 수용하여 자신의 인지구
조에 받아들이는 성격의 수용적 학습(receptive learning) 내용일 경우는, 잘 구조화된 코스
와 교재가 교수자와의 대인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보다 효과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았다
는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교수자와의 대인상호작용이 여의치 않은 원격학습 상황에서
미리 코스 팀들이 ‘잘 구조화된’ 교재를 제작하면 학습의 효과와 교수의 효율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의 학습내용은 교재의 구
조화보다는 대인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학습 설계가 필요한데, 이때 학습자간의 상호
작용 활성화 전략이 효과와 효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실제로 교수자가 상호작용
하는 것의 효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연구는 거의 없음에도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
지 않는 이유는 교수자의 부담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Lao, 2002).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교수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학습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
인 상호작용 설계 전략을 제시하는 본 연구결과는 교수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
고 있다.
셋째, 학습자 특성 변인보다는 수업 방법 변인이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보다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성격 관련 특성에 따라 연구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실험이 시작되기 전인 1주차에 학습자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성격을 응답하게 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질문한 학습자의 성격 관
련 문항을 t 검증한 결과, 학습자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자신들의 성격은 구조 중
심 수업 학생들이 상호작용 중심 수업 학생들보다 더 외향적이고(p<.05) 수업에 더 적
극적인 것으로 응답하였다(p<.01). 다시 말하면 상호작용 중심 수업 학생들은 구조 중심
수업 학생들에 비하여 더 내향적이고 수업에 더 소극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연구자가 의도한 바대로 구조 중심 수업 학생들은 대인 상호작용이 거의 없이 잘 구조
화된 코스와 교재로 혼자 공부하였고, 상호작용 중심 수업 학생들은 매우 활발히 대인
상호작용을 수행하였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가설적으로 몇 가지 제시될 수 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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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하나는 보다 내향적이고 수업에 소극적인 학생들 집단이 혼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수업보다 동료와 교수자와의 유대와 격려가 강하게 형성되는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에 보다 잘 적응했을 수도 있다는 관점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향후 보다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학습자가 구조 중심 수업과
대인 상호작용 수업에서 어떻게 적응성을 보이는지 연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경험일 것
이라고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설명은 상호작용 중심 수업 학생들이 구조 중심
수업에 비하여 매우 상호작용적인 수업을 한 것이 본래적인 학습자 특성 때문이 아니
라 연구자가 설계한 수업의 처치효과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습자 내부 변인보다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방법 간의 변인이 보
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다. 물론 학습효과란 학습자들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교수학습이 일어나는 교육 상황은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느 교수 학습 상황에서나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문
제들은 항상 존재한다. 그럼에도 잘 가르치는 교사 아래에서는 한 학년이 집단으로 평
균이 올라가고, 유능한 학원 강사의 설명을 들으면 성적이 올라가는 경험을 한 학생들
의 입소문 때문에 인기 강사가 존재한다. 한 사람의 잘 가르치는 교사가, 혹은 한 권의
잘 정리된 책이, 수많은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도
학습효과를 유의미하게 증진시킬 수 있는 예를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효과성 뿐 아니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는 교육공학의 맥락에서는 다수의
학습자 집단에게 더 높은 학습효과와 만족도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이 보
다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4.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는 다음의 한계점이 있고 동시
에 이러한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후속 연구들이 기대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구조중심 수업은 선행문헌들로부터 추출된 구조화 요소를 반영하
여 설계되었는데, 여러 구조화 요소들 중 어떤 특정 요소가 어떤 특정 효과를 가져왔는
지를 밝히는 데까지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설계 방식으로 구
조화한 수업들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설계에 활용된 각 요소들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 학습자들임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성격을 외향성/내향성, 수업에의 적극성/소극성, 사교성/비사교성 등에 대해
Likert 5단 척도로 답하는 방식을 적용하였기에,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학습자 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학습자 성격을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서 검사할 수 있는
타당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학습자 분석을 보다 면밀히 한 후 이들이 학습 처치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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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했을 때 어떠한 학습과정 메커니즘을 보이는지 연구해 본다면 본 연구와 비교하
여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학습 절차를 비교적 거시적으로 관찰하였는데, 향후 학
습자의 학습 계획 방식, 문제접근 과정이나 방식 혹은 결과 등을 관찰하는 연구가 수행
된다면, 본 연구와 관련지어 보다 풍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 교수자의 피드백은 잘 구조화된 웹 강의안이 없는 것을 충분히 보
완하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학습자간 상호작용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지는 않
은데, 이것으로 교수자의 피드백이 어떤 작용을 한다고 단정짓는 것은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잘못 생각한 부분을 지적하며
다시 생각해 보라는 방식의 과정적 피드백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피드백 전략
이외에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려주는 결과적 피드백이나 다른 학습자들과의 비교를
제시하는 상대적 피드백 등의 여러 피드백 전략을 사용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김성일 외(2003)는 결과적 피드백, 과정적 피드백, 상대적 피드백 중에
서 상대적 피드백이 학습에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와 같은 과정적 피드백 이외에 교수자-학습자 상호작용시 상대적 피드백 전략
을 사용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흥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대인 상호작용 메시지 분석을 비교적 거시적으로 한 경우인
데,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학습내용 관련 메시지(CDU), 사회적 성격의
메시지(SDU), 절차적 성격의 메시지(PDU) 등의 세 가지 분류 이외에 보다 미시적인 분
류 기준을 사용하여 대인상호작용을 더욱 자세하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메시지, 메타인지적 메시지, 설명적 메시지 등을 합쳐서 학습내
용 관련 메시지(CDU)라는 한 차원으로 통합하였는데, 이것을 보다 미시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는 연구도 흥미로운 연구주제로 여겨진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의 학습과정은 학습자들이 기술한 질문지 응답을 중심으로 분석
한 것인데, 이것은 학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학습과정을 기술한 것으로 엄밀하
게 말하면 실제 학습과정과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학습과정이 시간별로 기록되는 로그파일 분석이 이루어질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본 연구의 학습과정 메커니즘은 구조와 대인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각각 개발
된 코스 하나씩을 분석하여 도출한 하나의 사례 연구로 볼 수 있는데, 이후 다양한 수
업을 대상으로 - 예컨대, 다양한 성격의 학습내용을 반영한 경우, 본 연구에서처럼 비동
시적 대인 상호작용만이 아닌 동시적 대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경우, 혹은 인지적 차
원 뿐 아니라 정서적이나 사회적 차원의 평가도 고려되는 코스 등 - 보다 일반화된 메
커니즘을 도출해 내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웹기반 원격교육의 이해에 보다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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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arning Process Mechanisms in Resource-Based Structured
Instruction and Interpersonal Interactive Instruction in
Web-Based Distance Learning Environment
Hye-Jung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ticulate learning process mechanisms in resource-based,
highly structured instruction and interpersonal interactive instruction in web-based distance
learning environmen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variables and to pursue the mechanisms, two
WBI programs were developed as college level courses. One course was developed and
implemented mainly with resource-based highly structured self- learning mode, the other course
was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represent the interpersonal interactive instruction. Sixty seven
and fifty six junior students at a cyber university, aged from 20s to 50s, were required to take
each course respectively for eight weeks. Questionnaires, achievement scores, satisfaction levels,
online messages, interview data, participatory investigation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Various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such as correlation analysis, contents analysis, t-test, chi-square
test, frequency analysis, were applied to the data. As a result, observable action models and
conceptual diagrams of each learning process mechanism were derived. The learning process
mechanism diagrams were verified by students and experts and revised as a final model.
Findings indicate that ‘individual learning’ is prominent in structured instruction and ‘social
learning’ is rather emphasized in interpersonal interactive instruction. ‘Structure’ and ‘interpersonal
interac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earning contents, seem to influence students’
achievement. Discussions on each learning process mechanism derived from this research were
followed. The theoretical standings of ‘structure’ and ‘interpersonal interaction’ were re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technologically based web environment. Finally some of the research questions
concerning this research were suggested.
Key words : learning process mechanisms, distance education, WBI, structure,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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