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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설정을 위한 블렌디드 수업모형 개발
강 정 찬†(부산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비계설정을 위한 블렌디드 수업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형성연구방법을 적용하였는데, 비계설정, 수업모형 등과 관련된 문헌 분석을 통해 이론적
인 모형을 개발한 뒤 실제적 모형의 전환을 위해 1차, 2차에 걸친 형성 평가가 이루어 졌
다. 먼저 해당교과 전문가, 현장 교사 등에게 개발된 모형을 검토해 보도록 하고 모형에서
수정해야할 요소나 제거해야할 요소를 찾도록 하여 이론적 모형을 더욱 정교화 시켜 개발
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바탕
으로 수정, 보완하고, 양적․질적 방법으로 모형을 검증하여 유용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본 모형은 블렌디드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비계설정을 제공하
기 위한 수업모형이다. 비계설정을 제공하는 수업전략으로 학습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학습 환경을 블렌디드 학습 환경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둘째, 본 모형은 비계설정을 체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업 실행절차, 실행지
침, 고려 및 주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본 모형에는 비계설정의 목표를 효과적으
로 달성하기 위한 수업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도록 타인조절과 자기조절의 정도를 파악하여 자기조절을 증가시키는 거시적인
비계설정 수업전략들을 제시하였고, 근접발달영역 내에서 잠재적인 발달 수준인 학습과제
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비계설정을 통한 학습과정이나 절차와 같은 미시적인 비계
설정 수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 : 비계설정, 수업모형, 블렌디드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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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공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들은 많으며 그 중 하나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은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 목
표를 세우고, 목표달성을 위해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과제를 진행시켜
나간 뒤에 평가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학습의 전반에 걸쳐 계획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
로 이루어져 왔다. 그 중 대표적인 노력의 하나가 비계설정이다. 비계설정은 학습자의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거리인 근접발달영역 내에서 교사나 동
료학습자 등과 같은 타인의 안내나 도움을 계획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Wood,
Bruner & Ross, 1976, Vygotsky, 1978). 처음에 교사나 동료 학습자와 같은 타인의 안내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학습자 스스로 자기 비계설정을
하면서 학습이나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Cazden, 1988; Tharp & Galimore,
1998; Winnips, 2001).

최근에 이러한 비계설정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 연
구에서는 교수․학습과정에서 비계설정 적용 방안 연구나 교과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김혜선, 2001; 한순미, 1997a; 황해익, 최혜진, 2000; Smith &
Ragan, 2005; Zimmerman, 1989). 이 연구들은 대부분 교사와 학습자가 직접 만나는 면대
면 학습 환경에서 제공되는 비계설정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면대면 학습 환경에서 비
계설정은 학습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학습이나 과제를 도와주거나 학습자 스스로 어
떤 과제를 수행하여 완수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안내와 도움을 제공한다(Applebee,
Langer & Judith, 1983). 그리고 비계설정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정적인 분위기
를 형성하여 협동적 과제를 상호주관성을 가지고 해결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다(한순
미, 1997a). 하지만 다인수 학급 상황에서 교사 한 명이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과 수준
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적절한 비계설정을 제공하는데 환경적 제약이 따른다. 왜냐하
면 학습자의 근접발달영역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데 교사 혼자서 이러한 근접발달영역의 역동성을 진단하고 적절한 비계설정에 제공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비계설정을 제공하는데 교사나 동료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스타일이 학습자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Hogan & Pressley,
1997).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비계설정 주체 및 제공주체를 교사와 동료에서 벗어나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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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와 같은 다른 교수매체, 학습도구에서 찾거나 온라인 학습 환경과 같은 다양한 정
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노력들이 이루지고 있다(한정선, 오정숙, 2003; Dabbagh, 2003;
Passig, 2001; Quintana & Fishman, 2006).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비계설정은 개별화 교수
전략에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어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 근접발달영역을 적응적, 즉
각적으로 진단하여 개별적인 비계설정을 제공하는데 강점이 있다(Englert, Wu, & Zhao,
2005). 그리고 근접발달영역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을 극대화하고 컴퓨터 매체와 도구,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Biemans & Simons, 1996; Guzdial,
1995). 또한 온라인 학습 환경은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
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적합한 환경으로 비계설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자기조절을 통
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달성에 효과적이다(Boekaert, 1999). 하지만 인간적인 접촉을
통한 보다 긴밀하고 직접적인 비계설정이 어려움이 있으며, 체험이나 경험을 통한 학
습에서 비계설정을 제공할 수 없다. 그리고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비계설정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개발하는데 비용과 시간의 과다하게 소요되고 기술적
한계로 인한 구현 가능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비계설정을 제공할 때 면대면 학습 환경과 온라인 학습 환경은 각각의 환경
적 특성으로 인한 단점이 존재하며 이러한 단점들은 학습자가 근접발달영역에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 될 수 있다. 따라서 비계설정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면대면 환경과 온라인 환경의 단점을 극복하고, 각 각의 장점만을 학습 과
학적인 관점에서 통합하는 블렌디드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비계설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이상수, 2007; 강정찬, 이상수; 2009), 이를 위해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절차와 지침이 포함된 수업모형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에 연구되어진 비계설정을 위한 수업모형은 거시적 수준에서 수업전략
을 제시하고 있거나 근접발달영역 내에서 비계설정을 통한 학습과정이나 절차를 제시
하는 수준이다. 또한 미시적인 수준에서 수업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하
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여 효과를 얻는데 부족하다(강이철, 2004; Hannapin, Land &
Oliver, 1999; McNaughton & Leyland, 1990). 따라서 거시적인 수준과 미시적 수준에서 구
체적인 실행전략이 포함된 수업모형에 대한 개발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비계설정을 위한 블렌디드 수
업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으며, 개발된 모형을 형성평가 과정에서 현장 적용 및 검증을
통해 블렌디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
리고 블렌디드 학습 환경에서 비계설정을 제공하기 위한 수업 실행절차 및 지침,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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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수업전략 등이 포함된 실천적 수업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비계설정의 목표와 전략

비계설정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서 학습자 자신의 근접발달영역에서 과제를 해결
하는 것과 자기조절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Berk & Winsler, 1995). 비계설정의 첫 번
째 목표는 학습자에게 근접발달영역 안에서 교사가 적절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이
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접발달영
역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데 근접발달영역은 학습자가 높은 수준의 사고와 지식을 달
성하면서 계속 변화하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같은 학습자라 할지라도 학습의 영역
과 시기에 따라 근접발달영역의 간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사의 비계설정 전략도
근접발달영역에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의 양과 수준을 나누거나 재구성하게 되
며, 현재 학습자의 요구와 능력에 맞게 과제를 조절하여 제공하게 된다(Leong & Bodrova,
1998; Robert & Langer 1991).

비계설정의 두 번째 목표는 학습자의 자기조절을 촉진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자기조절과 비계설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 주
도적 학습능력의 발달은 근접발달영역 내에서의 안내된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Applebee, Langer & Judith, 1983; Tharp & Gallimore, 1988; Winnips,
2001). 여기서 교사의 비계설정 전략은 학습과정이 진행되면서 교사의 타인조절 비계
설정은 줄어들게 하고 상대적으로 학습자의 자기조절 비계설정이 늘어나게 하여 학습
의 책임감이 교사에서 학습자로 점진적으로 옮겨가게 해야 한다. 이는 교사, 동료 학
습자들이 처음에 많이 가졌던 공유된 책임감과 비계설정이 점점 줄어들면서 책임이
학습자로 이양됨에 따라 조절 주체가 점차 타인 조절에서 자기조절로 구조화되고 변
해가야 함을 의미한다(Cazden, 1988; Leong & Bodrova, 1995, Rogoff, 1990).
그런데 비계설정의 두 가지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비계설정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계설정의 전략을 Robert와 Langer(1991)는 거시적
전략과 미시적 전략의 구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수, 강정찬, 황주연(2006)은 다음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거시적 전략들은 단원수준에서 비계설정을 설계하고 제공
할 때 적합한 전략들이고, 미시적 전략들은 구체적으로 교수․학습과정을 관리하고 통
- 52 -

비계설정을 위한 블렌디드 수업모형 개발
수준

비계설정 전략
․ZPD에 머물게 하기

<표 1> 비계설정 전략

(Berk & Winsler, 1995; Wood, 1979)

․자기조절 촉진하기
(Cazden,1998; Berk & Winsler,1995;

거시적
비계
설정
전략

Schetz, 1994; Wood, 1976)

․협력적 문제해결하기
(Berk & Winsler,1995; Robert & Langer,
1991)

․간주관성 갖기
(Berk & Winsler, 1995; Portes & Cuentas,
1991)

․정서적 분위기 조성
(Berk & Winsler,1995)

․동기유발(생각열기)
(Schezt,1994)

․문제인식(생각모으기)
(Portes & Cuentas,1991; Rober t& Langer,
1991; Schetz, 1994; Wood, 1976)

․정서적 지원
(Wood, 1976)

․거리두기
(McNaughton & Leyland,1990; Schezt,
1994)

․방향유지 하기
미시적
비계
설정
전략

(McNaughton & Leyland, 1990; Schezt,
1994; Wood, 1976)

․제안하기
(Wood, 1978)

․시범보이기
(Robert & Langer, 1991; Schezt, 1994;

하위 전략 및 방법
․주어진 과제나 문제가 잠재적 발달 수준에 맞게 적절한 도전적인
수준이 되도록 구성
․교사나 성인이 학습자가 혼자서 학습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게 되면 비계설정을 멈추고 너무 힘들어 하거나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만 개입
․학습자들의 학습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과제나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제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간의 공통된 의견을 얻기 위해
항상 협의하고 타협하는 과정 구성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따뜻함과 긍정적인 반응이 오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다양한 교수매체를 활용한 학습 흥미 유발 및 학습 분위기 조성
․문제해결을 위한 단서 제공 및 안내, 참여유도, 주요 특성표시
․다양한 아이디어 산출하기
․메타인지적인 안내
․좌절 조절, 의견 존중, 반응정교화, 격려하기
․발문(질문) 및 답변하기
- 자기조절 증진시키기 - 학습의 책임 전이
․과제지향하기(과제의 중요한 특징 강조하기)
․과제완성하기(과제 설명하기)
․역할 분담 및 지시하기
․자유정도 감소시키기
․심화․보충하기, 새로운 시도 제안
․시연, 언어나 몸짓을 통한 도움, 힌트주기

Wood, 1976)

․반론 및 모순지적 하기
(Schezt, 1994)

․확인하기
(Robert & Langer,1991)

․강화, 피드백
(Portes & Cuentas,1991)

․발전 및 적용하기
(강이철, 2004)

․주장과 반론제기, 모순과 문제점 찾기
․자기 아이디어 산출하기
․요약․정리 진술하기
․학습 결과에 대한 역동적 평가
․강화와 피드백 제공
- 보충하기
․새로운 ZPD에 머물기
- 탈자동화, 환원하기
- 심화 및 도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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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전략으로 차시수준에서 한 단위 수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게 된다.
2. 비계설정 모형

비계설정 모형 및 전략을 제시한 여러 연구자들의 비계설정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
하였다(이상수, 강정찬, 황주연, 2006; Applebee, Langer & Judith, 1983; Cazden, 1998;
Leong & Bodrova, 1995; Rogoff, 1990; Tharp & Gallimore 1990; Winnips, 2001; Wood et al.,

그 중에서 Winnips(2001), Tharp와 Gallimore(1988)의 모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면,
Winnips(2001)는 인지적 도제 이론을 실제 적용할 때의 과정을 보여 주는 모형으로 학
습자 수행 → 학습자의 자기조절 → 중간 결과 → 모니터링 → 계획 → 수정 → 지속
적 지원 이 반복되어 진다고 주장하였으며, 학습과정 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
다.
1976).

․

학습자
진단
․ 초기
비계설정

학습자의
자기조절

학습자의
자기조절

학습자의
자기조절

지속적
비계설정

지속적
비계설정

지속적
비계설정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중간결과물
모니터링
계획
수정

학습자의
자기조절
지속적
비계설정

학습자의
자기조절

모니터링

학습자의
자기조절

모니터링
지속적
비계설정

[그림 1] 비계설정 학습과정 모형

그리고 Tharp와 Gallimore(1988)는 [그림 2]에서 학습자의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발달
을 몇 가지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발달과정을 4단계 모형으로 설명하였다. 이 모형은
학습자에 의한 자기조절(자기도움)과 교사와 같은 타자에 의한 타인조절(타인도움)의
관계를 비계설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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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고리
능력의 시작

능력의 발달
근접발달영역

보다 유능한 타자(부모,
교사,
동료)에 비계설정
의한 도움
: 타인조절

자신에 의한 도움
: 자기조절
비계설정

내면화(화석화)
자동화
: 비계설정종료

탈자동화
: 전단계로
회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림 2] 수행능력의 발생: 근접발달영역과 이를 넘어선 진전.

그리고 Hogan & Pressley(1997)은 과제와 지원의 제공인 비계설정을 제공함으로서 학
습자를 현재의 이해나 조절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활동과 관련시키고 고무시켜야 하
며, 학습자의 현재 이해도나 능력에 대한 주의 깊은 진단의 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지
원을 조정․결정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비계설정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fading)을
의미한다(Stone, 1998).
이상의 비계설정 모형 연구들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비계
설정을 위해 학습자의 수행이 계속되는 동안 수행결과(중간 결과물)를 지속적으로 평
가(모니터링)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에게 적절한 비계설정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 결과
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이후 비계설정의 수준, 유형, 횟수 등을 달리하여 제공해야 한
다. 초기단계의 비계설정은 학습자가 최초의 중간 결과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안내와
도움으로 제공하게 되며, 그 이후부터는 학습자의 중간 결과물에 의거하여 지속적인
비계설정의 수준과 유형을 달리 결정하여 제공한다. 셋째, 중간 결과물 평가, 비계설정
수정 및 제공은 자기조절 학습에서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순환은 학습과제가
끝나고 결과물이 산출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기조절 학습 능
력이 갖추어 질 때까지 지속된다.
3. 블렌디드 수업 모형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다음
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합의되고 있다. 먼저 교수 양식이나 전달매체의 혼합,
교수방법의 혼합이다(Bersin, 2004; Driscoll, 2002).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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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면대면 수업의 혼합이다(Graham, 2006). 이는 블렌디드 러닝 체제를 면대면 수업
에 컴퓨터 매개 수업(computer-mediated instruction)을 혼합한 체제로 보는 견해이다. 최근
에는 블렌디드 러닝을 면대면과 온라인 학습경험의 사려 깊은 혼합(fusion)이라고 정의
하기도 한다(Garrison & Vaughan, 2008).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블렌디드 러닝은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존재하는 양식, 방법, 체제, 경험들의 혼합이다. 그리고 동시
적, 비동시적으로 주고받는 선택적이고 개별적인 피드백이 발생하도록 하는 온라인 학
습 실제와 면대면 학습 활동을 혼합하는 융통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Badawi, 2009).
이러한 관점에서 블렌디드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면대면
과 온라인 학습 환경이 혼합되어진 학습주제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다.
이에 Osguthorpe와 Graham(2003)는 온라인과 전통적 교실에서 이용되어지고 있거나 블
렌디드 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능한 구성요소들을 바탕으로 블렌디드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는데 <표 2>와 같다.
온라인 수업
수업환경
활동
1. 소개
1. 컴퓨터 기반
2. 연습
온라인 러닝 3. 개별연구
2. 실시간
4. 토의
3. 비실시간
5. 숙제
4. 단일방향통신 6. 집단 활동
5. 쌍방향통신
7. 유추
8. 평가

<표 2> 블렌디드 수업 모형
지원도구

수업환경

코스통제도구
비디오
3. 오디오
4. 프리젠테이션
도구 ( 파워포
인트, 플래시)
5. 통신도구
1.
2.

전통적 수업
활동

학급
2. 실시간
3. 쌍방향통신
1.

지원도구

소개
프리젠테이션과 교실 전체와
여러 교실에
집단활동
걸쳐 다양함
3. 연습
4. 평가
1.
2.

은 블렌디드 러닝 모형으로 프로그램 진행 모형(Program flow model)과 핵
심과 분지 모형(Core-and-Spoke model)을 제시하고 실제 현장에서 두 모형의 혼합이 이
루어진다고 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모형은 다양한 매체를 연표나 강의계획서에 통합시
켜 단계적인 교육과정을 만들 때 적용되는 모형으로 구체적인 단계는 활동(학습)시작,
최초학습활동, 활동(학습)확인, 두 번째 학습활동, 활동(학습)확인, 최종평가, 피드백과
결론의 학습과정이 반복되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모형이다. 그리고 핵심과 분지 모형
은 기초적인 훈련을 실시하거나 지원 자료, 보충 자료 등의 멀티미디어를 제공하여 학
습활동을 시키고자 할 때 적용되는 모형으로 핵심 전달체제를 중심에 두고 분지로 각
Bersin(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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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지원도구나 자료들을 연결한 모형이다. 그리고 Lewis & Orton(2006)은 학습 성공의
사례로 IBM 관리 개발팀에서 개발한 블렌디드 러닝 모형을 소개하였는데, 이 모형은
4계층 학습 모델(IBM Four-Tier Learning Model)로서 수행지원과 우수 실제사례 참고, 상
호작용적 학습과 시뮬레이션, 협력 학습, 학습 연구실의 4가지 단계적 학습계층을 제
시하고 각 계층별로 학습자와 컴퓨터간, 학습자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다양
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지원도구들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연구된 블렌디드 수업모형으로 박수홍과 황영미(2006)는 블렌디드 프로젝
트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습과정으로서의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수업 단계를
사전학습, 프로젝트학습, 사후학습의 세 영역으로 나누고 프로그램 개요 알기, 사전 지
식과 기술과 태도 습득하기, 프로젝트 선정 및 팀 조직하기, 프로젝트 주제 결정하기,
활동계획하기, 탐구 및 표현하기, 전시 및 발표하기와 결과물 탑재하기, 총체적 성찰과
평가하기의 8단계를 제시하고 각 단계별로 학습지원요소로 교수자 활동, 블렌디드 학
습전략, 학습 지원 도구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상수와 이유나(2007)는 창의적 문제해결
을 위한 블렌디드 수업모형을 개발하였는데 학습자, 학습과제, 학습시간의 3요소를 고
려하여 3가지의 수업 모형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인 수업단계로 학습활동준비, 문제
상황 분석, 문제정의, 아이디어 생성, 해결안개발, 수행 및 평가의 6단계에 각각의 핵
심 블렌디드 학습 환경, 교수․학습활동, 지원도구를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학자
들의 블렌디드 수업모형 연구결과를 탐색하여 본 연구에 시사 받을 수 있는 수업요소,
교수․학습활동, 지원도구 등을 추출하면 <표 3>과 같다.

면대면
온라인
면대면
온라인

<표 3> 블렌디드 수업모형 구성요소
수업환경
교수․학습활동
1. 학급
도입
1. 소개
2. 컴퓨터 기반
6. 숙제
전개
2. 발표
온라인 러닝
7. 집단활동
3. 연습
3. 실시간
8. 유추
4. 개별연구
4. 비실시간
9. 평가
정리 5. 토의
5. 단일방향통신
6. 쌍방향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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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도구
1. 코스통제도구
2. 비디오
3. 오디오
4. 프레젠테이션 도구
(파워포인트, 플래시)
5. 통신도구
6.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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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 적용한 연구방법은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형성연구 방법을 적용하였으
며, 연구 방법에 따른 연구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연구 절차
문헌연구
비계설정 목표
및 전략 분석
비계설정
수업모형
비교분석

2차 형성평가

1차 형성평가
1차
비계설정
블렌디드
수업모형
개발

1차 수업모형
전문가 검토
1차
수업모형적용 및
수정․보완

2차
비계설정
블렌디드
수업모형
개발

2차 수업모형
전문가 검토
2차
수업모형적용 및
수정․보완

비계설정
블렌디드
수업모형
완성

[그림 3] 연구 절차
1. 문헌 연구 및 1차 수업모형 개발

문헌연구를 통해서 이론적 모형 단계인 1차 비계설정 블렌디드 수업모형을 개발하
였다. 문헌연구는 비계설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석하고 기존에 연구되어
진 비계설정 수업모형을 비교 분석을 하였다. 비계설정의 목표를 찾기 위하여 비계설
정의 개념과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고, 과제해결을 위한 비계설정, 자기조절촉진을 위
한 비계설정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연구된
선행연구를 찾아 비계설정의 전략에 관련된 문헌을 중점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실
천적인 수업전략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수업모형에 포함될 구체적인 실행절차, 실
행 시 고려 및 주의사항, 수업단계별 비계설정 수업전략 등을 추출하였다. 개발된 1차
수업모형은 완전한 수업 모형이 아니라 이론적인 단계에 있다.
2. 1차, 2차 형성평가 및 수업모형 완성

이론적인 모형인 1차 수업모형을 실천적인 모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1차, 2차에 걸
쳐 형성평가가 이루어졌다. 형성평가는 1차와 2차 모두 동일하게 전문가 검토를 거친
후 교사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수정․보완하여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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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검토
전문가 검토는 일차적으로 개발된 비계설정을 위한 블렌디드 수업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검토의 참여자는 수업체제를 전공한 교수1인, 박사과정 1
인, 현장 전문가 1인으로 총 3명에게 모형의 타당성에 대한 개별적인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평가하였다. 심층인터뷰 질문내용은 <표 4>와 같다.
1)

<표 4> 비계설정을 위한 블렌디드 수업모형에 관한 전문가 인터뷰 질문지
구분
질문 내용
비계설정을 위한 블렌디드 수업모형이 수업현장에 필요하다고 생각 하
필요성
십니까?
위한 블렌디드 수업모형 절차 및 실행 요소는 타당하다고
수업절차 및 요소 비계설정을
생각하십니까?
수업 절차별 비계설정을 위한 블렌디드 환경에서 적용할 때 수업 시 절차별 고려 및
고려 및 주의사항 주의사항, 전략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한 블렌디드 수업모형 적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은 무
적용가능성 비계설정을
엇입니까 ?
비계설정을 블렌디드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여 실행
기대효과
한다면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적용 및 수정․보완
(1) 적용 대상
부산 시내에 소재 D초등학교 5학년 1개반 28명, K초등학교 6학년 1개반 28명으로
총 56명과 담임교사 2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수업모형을 적용하고 수정 및 보완하였다.
2)

자료 수집․분석
자료 수집은 수업설계안에 따른 수업실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
으로 이루어졌다. 수업실행은 담임교사 2명이 5주 동안 5-6차시의 사회과와 수학과 수
업을 진행했다. 수업 실행과정에서 수업 참여관찰(비디오촬영, 로그파일), 성찰일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업실행 결과는 수업 후 표준화 검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
집하였다. 표준화 검사도구로 사용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검사지는 Gugliemino(1977)
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Likert 방식에 의해 5단계로 나누어 5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는 성인용 검사 도구를 이동조(1999)가 아동용으로 수정하여 만든 것을 활용하였다. 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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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교수 1명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연구한 전문가 2명의 도움을 받아 중복된 개
념이 포함된 항목을 제외하여 검사 도구를 선정하였다. 본 검사는 솔선수범, 책임감,
학습 열성, 미래 지향적인 자기이해, 창의성, 자기 평가력, 개방성, 자아 개념 등 8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영역별 문항 수는 각 6문항, 총 48개 문항으
로 구성 되었다. 규준 집단으로 산출된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 .90이며, 문항형식은
응답자는 진술문을 읽고 자신의 행동과 일치되는 정도를 리커트식(Likert type) 5단계 평
정법을 사용하여 평정하였다. 그리고 비계설정 만족도 검사지는 Stein(1997)의 만족도
검사 도구를 이상수․이인자․이유나(2007)가 수정, 사용한 것을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수업방법 전공교수와 내용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 받아서 블렌디드 환경에서 비계설정
수업에 대한 일반적 만족도 4문항, 학습활동과 관련한 학습과제 및 가치에 관한 6문항
<표 5>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 분석 및 분석 방법
구분
자료 수집
분석방법
자료 분석
질적 양적
․수업모형 실행절차의 문제점과 개선점
․전문가
심층
인터뷰
실행절차의 타당성: 제거, 수정, 추가
전문가 - 수업체제 전공교수 1인, 박사 -․수업절차별
비계설정 수업전략의 문제 전사
검토 과정 1인, 현장전문가 1인
점과 개선점
- 수업전략의 타당성: 제거, 수정, 추가
․교사 실행 과정 정리
․수업모형 실행절차의 문제점과 개선점
- 수업 후 성찰일지(6회)
- 실행절차의 타당성: 제거, 수정, 추가 전사
․수업절차별 비계설정 수업전략의 문제
점과 개선점
- 수업전략의 타당성: 제거, 수정, 추가
수업
실행 - 수업 참여관찰
서술형
과정 면대면수업: 비디오 촬영(3회)
체크
및 온라인수업: 로그파일
리스트
결과
․수업실행 결과의 타당성과 효과성
․학습자 실행 결과 정리
- 수업실행 결과의 타당성
- 표준화검사(2회: 사전, 사후) - 수업실행 결과의 효과성
학업성취도평가
t검증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비계설정만족도 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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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총 10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규준 집단으로 산출된 신뢰도는 Cronbach α계
수 .83이며, 문항 형식은 응답자가 진술문을 읽고 자신의 행동과 일치되는 정도를 리
커트식 5단계 평정법을 사용하여 평정하였다.
자료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삼각 검증법, 심층적 기술
방법, 동료연구자에 의한 조언과 지적을 활용하였다. 삼각 검증법에 따라 수업실행 과
정및 결과에 대해 참여관찰, 성찰일지, 표준화 검사지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
였다. 심층적 기술방법에 따라 비구조화된 질문, 반구조화된 질문, 구조화된 질문의 세
가지 유형을 준비하여 심층 인터뷰에 활용하였다. 또한 동료연구자에 의한 조언과 지
적을 활용하여 본 연구자의 주관성에 대한 선택적 주의와 부주의를 찾아내고 지속적
인 피드백과 조언을 받아 이를 후속자료 분석에 적용하였다.
이상의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Ⅳ. 1, 2차 형성연구
차와 2차에 걸친 형성평가를 통해서 비계설정을 위한 수업모형의 실행절차와 수업
전략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고 수정 보완하였다. 그리고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그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1차와 2차 형성평가 결과 중에서 수업
모형 실행절차와 수업전략에 대한 주요 문제점과 개선점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1

1. 수업모형 실행절차의 문제점과 개선점

학습자에 대한 역동적 평가를 수시로 하게 되는데 그 방법과 절차가 복잡하여 실현
가능성에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이에 역동적인 평가 방법에 대한 지침과 고려 및 주의
사항을 추가하였다.
학생들에 대한 역동적 평가를 통해서 다음 후기 비계설정 수준을 정하여 제공하
게 되어 진다고 하였는데, 학생들을 매시간 수업 후에 평가하여 학생 개별로 비계
설정을 달리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B 전문가).
타인조절에서 자기조절로 비계설정을 줄여 가면서 제공하기 위해서 매 차시 수업
설계 단계에 따라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 보인다(C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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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계설정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자기 조절 비계설정 전략을 구체화시켜 추가하였다. 그리고 미시적
전략을 설계하는 단계 중에서 수업단계에 따른 비계설정 수업전략을 선정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고 이어서 학습과제에 따른 비계설정 수업전략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
다. 이는 수업설계 차원에서 순서에 맞지 않으므로 학습과제에 따른 비계설정 수업전
략을 먼저 선정하고 수업단계에 따른 비계설정 수업전략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과 절차를 찾기
가 힘들다(A 전문가).
미시적 전략 확인이 앞에 있어 뒤에 있는 학습과제 유형에 따른 전략에 집중하지
못했고 너무 많아서 찾아서 쓰기가 힘들었다(B 전문가)
2. 수업절차별 비계설정 수업전략의 문제점과 개선점

학습과제에 따른 비계설정 수업전략
학습과제에 따른 비계설정 전략 중에서 원리, 법칙학습에 따른 비계설정 전략이 부
족하여 전략 적용을 하지 못했다. 원리 및 법칙 학습에서 사용되는 비계설정 전략으로
도식화, 표, 다이어그램 등의 다양한 전략을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학습한 개념,
원리 및 법칙을 새로운 실제적 생활 문제에 적용하고,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을 신장시키기 위한 활동을 제공하였다.
1)

네 반이 축구경기를 할 경우를 생각하여 직접 그림을 그려서 구해보도록 하고 가
까운 길도 직접 그림을 그려서 그려보았다. 그림으로만 구해서 헛갈리는 것도 있어
서 표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구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리고 문제 해결하기는
스스로 그림을 그려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A 교사).

수업단계에 따른 비계설정 수업전략
단원수준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간, 학습자간, 매체와의 비계설정을 통해서 학습자의
자기조절 능력이 신장되어 감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습자는 아직 자기조절
을 통해서 학습을 관리하고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선택 과제를 제시하
여 학습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 학습의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지만, 쉬운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습자 평가 후 학습자가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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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해 보였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꾸준한 지도가 필요한 것 같다. 자신이 문제를
틀려도 무엇이 부족한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듯 하며 어떻게 보충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B 교사)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이 있고 흥미로운 과제를 선택하기 보단 쉽게 해
결할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보였다. 사실 교수자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다소 부족하여 잘 모르는 내용을 선택하여 보충
과 정리의 효과를 모두 얻었으면 하지만 그렇지 못 한 것 같았다(A 교사)

교사의 경험이나 실제적 과제(문제)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학습동기 및 주의집중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여 추가하였다. 그리고 동료 비계설정의 기술 훈련에 대한 부
족도 있지만 학습자의 동기 부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습자가 개별학습을 하는
것을 편하게 여기지만 동료와의 협력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해서이므로 협력학
습을 위한 동기부여 전략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여전히 동료들끼리 도움을 주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다 체계적인 훈련이
더 필요한 듯하다. 하지만 심화문제를 동료들과 함께 해결하는 부분에서는 모둠원
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했다(B 교사).
실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추가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직접
교사의 얼굴을 보고 생동감 있게 IMF 사태에서 발생되었던, 실제 경험들을 이야기
해 주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더욱 재미있어하고 주의집중하여 생동감 있게 듣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A교사).

온라인 학습활동의 동기유지 및 주의 집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프라인 학습과정과 결과에 대한 요약 및 정리, 강화 및 피드백의
방법으로 온라인 공부 자료방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부족하여 추가하
였다.
용어가 어렵고 설명을 하였고, 온라인 공부 도움방-학습방에서 사전예습 및 복습
을 하였지만 온라인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 온라인 학습방에서 학생
들의 학습이 집중력을 갖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A 교사).
활동을 하고 나서 보고서를 두레별로 제출하는 것으로 학습을 마무리하여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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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지 못 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모둠(두레)의 활동과정 및 결과를 온라인
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 같다(B
교사).
3. 수업실행 결과의 타당성과 효과성

수업실행 결과의 타당성과 효과성은 2차 모형에 대한 형성평가를 중심으로 제시하
고 논의는 1, 2차 형성평가를 함께 논의하였다.
수업실행 결과의 타당성
개발된 수업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차 형성평가와 동일하게 수업 참여관
찰(3회)을 실시하였다. 수업 참여관찰 결과분석을 위해 수업실행 분석지를 이용하였으
며, 비계설정 실행전략의 차시별 변화, 전략별 발생빈도를 분석하여 수업모형에 포함
된 비계설정 전략이 학습자의 과제 이해 촉진,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변화와 어떤 관
계에 있는지 찾고자 하였다. 이에 비계설정 지표에 따른 교사의 비계설정 전략 발생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 7>과 같다.
이상의 수업실행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수업모형
을 적용하여 얻고자 하는 핵심이 되는 비계설정의 목표인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도록 수업이 실행되었다. A교사의 비계설정 수업전략 실행은 거시적 전
략인 자기조절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학습의 책임감과 주도권을 점차로 학습자에
게 이양하게 되어 비계설정의 양, 횟수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실행되었다. 즉,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2차시에서 4차시로 갈수록 비계설정 전략의 빈도가 줄어들
게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B교사의 비계설정 실행도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2차시에서 3차시까지 비계설정 빈도수를 줄여 실행하고 있다. 그런데 6차시에서는 거
리 두기 전략을 증가시켜 사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문제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 사
용 증가를 보여주었다.
둘째, 교사들은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얻고자 하는 핵심이 되는 비계설정의 목표인
학습자의 학습과제 이해를 촉진하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였다. A교사의 비계설정
전략 실행은 학습과제의 이해 촉진을 위해서 비계설정의 양과 횟수를 조절하여 제공
하도록 하였다. 2차시에서 4차시까지 비슷한 언어정보 및 개념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어 비계설정의 양, 횟수가 점차 줄여가면서 과제이해가 촉진되도록 제공하였다.
그리고 B교사의 비계설정 전략 실행도 2차시에서 3차시까지 수업내용이 비슷한 수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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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교사의 비계설정 전략 검토(A교사-사회과)
비계설정지표
․간주관성 ( 상호
주관성)갖기
․동기(흥미)
유발하기

․협의 및 타협과정 구성하기
․상대방의 관점에서 자기의 관점 조정하기
․생각열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 흥미 유발 및 분위기 조성
․생각 모으기
․문제해결을 위한 단서 제공하기
․문제인식하기 ․학습방법 및 절차 안내하기
․다양한 아이디어 산출하기
․목표인지 시키기
․좌절(두려움) 조절하기
의견 존중하기
․정서적분위기 ․상대방
․반응
정교화하기
조성(지원)하기 ․긍정적 반응 및 분위기 조성(자신감 갖기)하기
․격려 및 칭찬하기
․발문(질문) 및 답변하기
․과제(학습내용)지향하기(과제 중요한 특징 강조하기)
․과제(학습내용)완성하기(과제설명하기)
․거리 두기
․힌트주기(직접적, 간접적)
․학습의 책임감 및 주인의식 키우기
․능동적 참여 유도하기
․역할분담 시키기 및 지시하기
․방향유지하기 ․집중시키기
․자유정도 감소(통제하기)시키기
․심화 및 보충하기
․발전 및 적용하기
․제안하기
․새로운 시도(적절한 도전적 과제) 제안 및 주변 환경 조
성하기
․시연(시범)하기
․시범보이기
․언어 및 몸짓을 도움 주기
․반론 및 모순 ․주장과 반론제시하기
지적하기
․모순과 문제점 찾기
․자기 아이디어 산출하기(자기 표현하기)
․확인하기
․요약 및 정리 진술하기
․강화 및 피드백 ․학습결과에 대한 역동적 평가에 따른 강화 및 피드백 제공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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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빈도
2차시
3차시
4차시 계
1
1
2
1

2

3

1
0
2
1

1

3

1
1
3
2

1

1

1

1

3

1

1

5

1

6

1

1

0

0

1

1

1

4

3

6

2

4

4

16

2

2

3

2

2

2

2

4

4

3

6

4

2

4

4

18

5

19

3
1

0

1

0

1

1

1

14

16

10 27

5

3

3

3

0

1

1

1

0

1

1
2
0
1
1
2
1

2

3

1

3

1

0
4
3
0
0
1

5

5

11

4

15

3
14

4

3

2

15 45

10 47

10
24

2

4

3

1

1

0

81

77

6

1
2

1
0
0
0
1
1
1

19 70

4

8

1

8

0

4

2

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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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교사의 비계설정 전략 검토(B교사-수학과)
비계설정지표
․간주관성(상호주관성)
갖기
․동기(흥미) 유발하기

협의 및 타협과정 구성하기
상대방의 관점에서 자기의 관점 조정하기
생각열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 흥미 유발 및 분위기 조성
생각 모으기
문제해결을 위한 단서 제공하기
․문제인식하기
학습방법 및 절차 안내하기
다양한 아이디어 산출하기
목표인지 시키기
좌절(두려움) 조절하기
상대방 의견 존중하기
․정서적분위기
반응 정교화하기
조성(지원)하기
긍정적 반응 및 분위기 조성(자신감 갖기)하기
격려 및 칭찬하기
발문(질문) 및 답변하기
과제(학습내용)지향하기(과제 중요한 특징 강조하기)
과제(학습내용)완성하기(과제설명하기)
․거리 두기
힌트주기(직접적, 간접적)
학습의 책임감 및 주인의식 키우기
능동적 참여 유도하기
역할분담 시키기 및 지시하기
․방향유지 하기
집중시키기
자유정도 감소(통제하기)시키기
심화 및 보충하기
발전 및 적용하기
․제안하기
새로운 시도(적절한 도전적 과제) 제안 및 주변 환경 조
성하기
시연(시범)하기
․시범 보이기
언어 및 몸짓을 도움 주기
반론제시하기
․반론및모순 지적하기 주장과
모순과 문제점 찾기
자기 아이디어 산출하기(자기 표현하기)
․확인하기
요약 및 정리 진술하기
․강화 및 피드백
학습결과에 대한 역동적 평가에 따른 강화 및 피드백 제공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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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빈도
2차시
3차시
6차시 계
0
0
1
0

0

1

3
0
1
0

3

1

0
0
1
0

1

1

1

0

1

1

1

3

1

4

1

0

0

0

1

1

1

2

2

1

0

0

0

6

1

2

2

1

3

2

0

11

4

20

14

5

6

10

7

36

2

18

8
4

0

0

0

0

0

2

10
10

8
22

6

1

4

3

1

1

1

1

1

1
0
0
1
0
2
0

3

1

1

2
0
75

1

1
1
0
0
0
1
0

2

4

4

11

4

17

40

94

15

55

3

9

1

4

0

1

1

4

1

1

11
18

2

1

3

0
7

1

1

0

3

2

0

1
0
57

1
1

1
0
0
0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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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 법칙 학습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계설정의 양, 횟수가 4차시로 갈수록 줄
어들게 제공하였다. 6차시에는 배운 원리나 법칙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제해결에 적
용하게 되어 학습자에게 거리 두기 전략을 많이 제공하여 과제 이해를 촉진시키고자
하였으므로 비계설정의 양, 횟수를 늘여 제공하였다.
수업실행 결과의 효과성
개발된 수업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1차 형성평가와 동일하게 표준화 검
사와 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표준화 검사는 학습자의 과제 이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검사를 사전․사후로 실시하였다. 수업모형을 적용한 결과 학습
자의 과제 이해 촉진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 9>와 같다.
2)

집단
실험집단 (1)
실험집단 (2)

<표 8> 실험집단의 학업성취도 전후 검사 점수 비교
변인
N
M
SD
사전검사
28
49.63
15.93
사후검사
28
70.33
20.19
사전검사
28
66.38
24.78
사후검사
28
77.41
18.40

t
6.39**

3.42**

**p<.01

블렌디드 학습 환경에서 비계설정을 통해 실험집단(1),(2)의 학업성취도 점수는 유의
미하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수업모형 적용에서 실험집단(1), (2)의 t값이
집단
실험집단 (1)
실험집단 (2)

<표 9> 실험집단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전후 검사 점수 비교
변인
N
M
SD
사전검사
28
163.78
31.92
사후검사
28
171.53
31.96
사전검사
28
155.31
29.62
사후검사
28
156.65
28.2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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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각 6.70, 4.26으로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2차 수업모형 적용에서도
동일하게 실험집단(1),(2)의 t값이 비슷하게 각 각 6.39, 3.42로 유의수준 .01수준에서 유
의미하였다. 따라서 비계설정 수업전략을 설계하여 제공하는 것이 학습과제 이해 촉진
을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Berk & Winsler, 1995).
블렌디드 학습 환경에서 비계설정을 통해 실험집단(1),(2)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평균점수는 모두 향상되었다. 그런데 실험집단(1)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은 유의미하
게 향상되었지만 실험집단(2)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은 유의미하게 향상되지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분적으로 신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험집단(1)의 경우 1차 수업모형 적용에서 얻은 결과인 자기 주도
적 학습능력 신장이 t 값이 .751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2차 수업모형 적용에서는 t값
이 2.17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유의하게 신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은 단시간의 수업처치
나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학습활동, 연습과 훈
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Zimmerman 1989). 동일한 실험집단을 바
탕으로 1차, 2차에 걸친 비계설정 전략 적용이 누적되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진다.
결국 장기간에 걸친 비계설정 수업전략 계획을 통해서 지속적인 신장을 위한 비계설
정 전략 적용 및 실행이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학습자의 비계설정에 대한 만족도 변화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
(1), (2)의 사전․사후 비계설정 만족도 점수에 대한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와 같다.
실험집단(1),(2)의 비계설정 만족도가 1차 수업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t값이 각 각
6.95, 0.57로 실험집단 (1)은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나 실험집단 (2)는 유
의미하지 않았다. 그런데 2차 수업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실험집단 (1), (2)의 t값이 각
각 1.18, 0.20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수업모형에 적용 때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블렌디드 학
집단
실험집단 (1)
실험집단 (2)

<표 10> 실험집단의 비계설정 만족도 전후 검사 점수 비교
변인
N
M
SD
사전검사
28
37.35
6.24
사후검사
28
38.72
10.44
사전검사
28
31.07
8.06
사후검사
28
31.4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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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거시적
수업모형
실행절차,
실행지침,
고려 및
주의사항
미시적
수업모형

학습과제에
따른
비계설정
수업전략

비계설정
수업전략
수업단계에
따른
비계설정
수업전략

<표 11> 1, 2차 수업 모형에 대한 수정, 보완 핵심사항 비교
차 수업설계 모형
․실제적 발달수준과 잠재적 발달수준을 표시
하여 학습이 시작과 종료, 다음 학습으로 넘
어가는 근접발달영역의 순환적 고리를 명확
하게 표현함.
․역동적 평가 대책 및 전략을 구체화 시키고,
구체적으로 진단, 형성, 총괄평가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전략 및 제안을 진술함.
․초기 비계설정과 후기 비계설정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차이를 실행지침. 고려 및 주의
사항으로 제시함.
․매체와 도구를 전략과 혼합하여 제시함
․온라인과 면대면을 통합하여 매체 및 도구의
활용 비계설정 전략을 제공함.
․온라인 환경에서 공지사항이나 답글을 통해
서 이루어지는 방향유지 도구제시
․온라인 공부도움방 쪽지 기능 추가함.
․학생들이 비계설정을 받기 위해 사용할 매체
와 도구에 대한 설명과 훈련에 대한 전략,
고려사항 및 주의사항을 제시함.
․학습과제유형과 학습과제에 따른 비계설정
전략 통합 제시함.
․학습한 개념을 다양한 문제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실제적 생활
과 관련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제
공함.
․개념을 전달하기 전에 개념을 획득할 수 있
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여 예상하고 확인
하는 사고 기회제공 전략을 추가함.
․도입 단계에서 학습 동기 및 흥미 유발, 학습
분위기 조성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정함.
․도입 단계에서 문제인식, 목표인지, 선수학습
관련 짓기, 상호주관성 확립을 위한 전략을
수정함.
․도입 단계의 블렌디드 환경에서 주요 비계설
정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 및 보충함.
․문제인식에 대한 비계설정 전략을 미시적 비
계설정 전략에 추가함.
․전개단계에서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유도 전
략을 추가하고, 하위 전략을 추가함.
․학생들의 비계설정 능력을 평가하여 동료 비
계설정 전략을 훈련 전략 제시함.
․미시적 비계설정 전략의 전개 단계에 교사의
학생에 대한 방향유지 하기 전략 추가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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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절차 단계별 실행 지침을 보다 구체
화시켜 제시함
․실행절차별 연계성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려 및 주의사항에서
절차별 전 단계에 이루어진 활동에서 얻
은 정보를 어떻게 현 단계에서 활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제시
․수업 상황에 따라 적응적, 비선형적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함.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과 보다 쉬
운 용어로 수정
․상위과 하위전략의 구분을 없이 제거, 통
합하여 전략의 수를 줄이고 선택에 편리
성을 높임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 활동할 수 있도록
나의 공부방-학습방에서 멀티미디어 학습
을 실시하도록 계획함.
․온라인 환경에서 비계설정 전략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블렌
디드 환경에서 비계설정 전략을 보충하여
구체화함.
․원리 및 법칙 학습에서 사용되는 비계설
정 전략으로 도식화, 표, 다이어그램 등의
다양한 전략을 추가함.
․학습한 원리나 법칙을 다양한 실제적 상
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함.
․오프라인 학습과정과 결과에 대한 요약
및 정리, 강화 및 피드백의 방법으로 온
라인 공부 자료방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보다 추가적으로 제시함.
․비슷한 내용이 담긴 전략을 제거하고 적
절한 표현으로 수정함.
․상위전략과 하위전략 통합 제시하거나 제
거함.
․방향유지 하기 전략이 아니라 거리 두기
전략으로 이동, 생략함.
․전략 진술내용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
어 단순하게 부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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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환경에서 비계설정을 제공하여 학습을 하는 것이 학습과제 이해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두 가지 학습 환경에서 모두 학습하는 것이 부담감으로 다가 오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는 면대면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가 이미 학습과제를 충분히 이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복되게 온라인 학습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시간을 낭
비하게 되었거나 학습자의 가정환경에서 오는 물리적, 환경적 제약(컴퓨터 사용시간
통제, 컴퓨터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등이 이유가 되었다.
4. 1차와 2차 수업모형 비교

차와 2차 형성평가의 양적 및 질적 검증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1차와 2차 수업 모형에서 수정, 보완된 핵심사항을 비교하면 <표 11>과 같다.
1

Ⅴ. 비계설정을 위한 블렌디드 수업모형
비계설정을 위한 블렌디드 수업모형은 문헌연구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전체 모형
의 논리적인 연결성과 타당성을 여러 차례 검토하였다. 그리고 현장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 2차 형성평가를 통해서 본 모형이 완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비계설정을 위한 블렌디드 수업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본 모형은 블렌디드 학습 환경에서 비계설정을 보다 계획적
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수업 실행절차, 실행지침, 고려 및 주의사항으로 구성
되었다. 비계설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환경과 온라인 환경의 장점만을
학습 과학적인 관점에서 통합하는 블렌디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적합한 비계
설정을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거시적 수준(단원수준)과 미시적 수준(단시 수업수준)
실행절차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비계설정을 통해 학습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비계설정을 위한 실행 지침, 고려 및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모형에는 블렌디드 학습 환경에서 비계설정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계설정 수업전략이 포함되었다. 하나는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타인조절과 자기조절의 정도를 파악하여 자기조절을 증가
키는 거시적 수준(단원수준)의 비계설정 수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근접
발달영역 내에서 잠재적인 발달 수준인 학습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비계설
정을 통한 학습과정이나 절차와 같은 미시적 수준(단시 수업수준) 비계설정 수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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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 있다.
1. 거시적 수업모형 (단원수준)

수업모형의 실행 절차, 실행지침, 고려 및 주의사항
거시적 수업모형은 비계설정을 위한 단원수준의 수업모형으로 크게 학습자 및 학습
내용 진단단계, 비계설정 및 역동적 평가 단계, 내면화 단계, 탈자동화 단계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절차와 과정은 [그림 4]와 같다. 본 모형은 단원수준이나 그 이상
의 학습과제를 학습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과정이며, 거시적 수준의 비계설
정 수업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절차와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시적 수업모형이다.
본 모형의 단계별 구체적인 실행지침과 고려 및 주의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초기 비계설정을 설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학습자와 학습내용을 분석하는 단
계이다. 학습자 분석에서는 학습자의 자기조절 수준과 근접발달영역을 분석하게 되는
데, 자기조절 수준 분석은 학습자의 인지영역, 동기영역, 행동영역, 상황영역에서 자기
조절을 분석한다. 분석방법으로 자기보고서 질문지, 인터뷰, 외현적 행동관찰, 사고과
정 구술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Boekaerts, 1999; Schunk, 2005). 학습자의 근접발달영역
분석은 현재 학습자의 능력과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학습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영역
을 평가한다. 평가방법은 표준화된 접근방법과 임상적 접근방법이 있다(한순미, 1997b;
Poehner & Lantolf, 2005). 그리고 학습내용 분석은 과제분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Gagne의
1)

[그림 4] 거시적 수업모형(단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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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학습결과유형(언어정보, 지적기능, 인지전략, 태도, 운동기능)에 따라 과제를 분
류하고 하위과제를 분석하여 선수학습능력, 사전학습능력, 출발점 행동 등을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학습과제에 따라 학습자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특별한 어
려움이 존재하므로 학습자를 지원하는 적절한 비계설정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Smith &
5

Ragan, 2005).

단계는 학습자에게 비계설정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역동적 평가를 통해 적응적으로
비계설정을 제공하는 단계이다. 초기의 비계설정은 1단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공
되어 지지만 이후에 제공되는 후기 비계설정은 학습자의 중간결과물(자기조절수준, 근
접발달영역)에 대한 역동적 평가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계설정을 새롭게 설계, 수정되
어 제공 되어야 한다. 즉 비계설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기 비계설정 제공되고 역동
적 평가를 통해 계속해서 후기 비계설정이 계획되고 반복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2

(Winnips, 2001).

단계는 비계설정이 타인조절에서 자기조절로 옮겨가면서 비계설정의 양과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주어진 학습과제를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게 되는 단계이다. 비계설정
이 학습자가 독립적으로 과제를 완수하고, 자기조절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제공하는 교수적인 도움이다. 그 도움의 양과 수
준을 학습자의 학습능력 향상수준과 조절능력의 향상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나
가야 한다(Tharp & Gallimore, 1988).
4단계는 학습자의 근접발달영역을 진단하여 도전적 과제를 새롭게 제시하여 다음
학습을 진행하는 단계이다. 학습자의 근접발달영역에 대한 역동적 변화를 평가하여 학
습이 종료가 되었을 때 새로운 근접발달영역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비계설정
이 제공되는 순환적 비계설정 과정이 필요하다.
3

단원수준의 비계설정 수업전략
단원수준에서 비계설정을 설계하여 적용하고자 할 때 사용 가능한 수업전략이다. 비
계설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시적인 목표와 관련되어지는 전략으로 근접발달영역
에 머물게 하기, 자기조절촉진하기, 협력적 문제해결하기, 간주관성 갖기, 정서적 분위
기 조성하기 등을 들 수 있다(한순미, 1999; Berk & Winsler, 1995; Hogan & Pressly,
1997; Robert & Langer, 1991; Wood, 1976). 이러한 단원 수준의 비계설정 수업전략들은
<표 12>에서 제시한 전략으로 구현되어 질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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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설정 전략

<표 12> 단원수준의 비계설정 수업전략

비계설정 수업전략
블렌디드 학습 환경에서 주요 비계설정 수업전략
․주어진 과제나 문제가 잠재적 발달 수준에
맞게 적절한 도전적인 수준이 되도록 구성 ․온라인 환경에서 도전적 과제에 대한 과제탐색(사전 자료
검색 및 조사, 예습활동 등)을 통해 동료, 매체 중심의 비
하라.
․학습자가 적절한 수준으로 어려워할 수 있 계설정을 제공하고, 오프라인 환경에서 과제이해 촉진을
는 과제나 문제를 제시하고 주변 환경을 통해 교사, 동료 중심의 비계설정을 제공하라.
조성하라.
․오프라인,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 초기 학습자에 대한 역
․ZPD에 머물게
동적 평가(자기조절능력, 비계설정능력, 사전지식)을 통해
하기
초기 비계설정 수준을 결정하여 제공하라.
․오프라인,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 중 학습자에 대한 역동
․비계설정의 양, 시간, 횟수를 적절하게 조 적 평가(자기조절능력, 비계설정능력, 사전지식)를 통해
절하여 제공하라.
지속적인 역동적 평가를 통해 후기 비계설정 수준을 결
정하여 제공하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사전학습능력, 비계설정 수준 평가하여 보충지도를
실시하여 출발점을 비슷하게 하라.
․교사나 성인이 학습자가 혼자서 학습이 할 ․오프라인,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타인조절(교사, 동료, 외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게 되면 비계설 부전문가, 학부모)의 비계설정에서 점차 자기조절의 비계
정을 멈추고 너무 힘들어하거나 어려움에 설정으로 변화시켜 제공하여 자기조절능력을 촉진시켜라.
빠져 있을 때만 개입하라.
․자기조절 촉진 ․학습의 주도권을 점차로 이양하여 학습에
하기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학 ․초기 비계설정에서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교수자(교사, 외
습을 조절하는 수 있는 자기조절 능력 향 부전문가, 학부모) 중심의 비계설정을 제공하고 후기 비
계설정부터 점차 학습자(동료, 자신) 중심의 비계설정을
상시켜라.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여 학습내 제공하여 자기조절능력을 촉진시켜라.
용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라.
․학습자들의 학습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오프라인 환경에서 학습자 개인의 학습과정 및 결과를 온
함께 과제나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라인 환경에서 공유하게 하여 협력적 문제해결을 유도하
라.
․협력적 문제해 있는 과제 제시하라.
결하기
환경에서 공유된 동료 학습자의 학습과정 및 결과
․공동의 문제해결 과정을 위한 협력적 학습 ․온라인
를
보고
동료 비계설정 기회를 제공하여 협력적 문제해
분위기 조성하라.
결을 유도하라.
온라인 환경에서 다양한 의사소통 도구와 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간의 공통 ․오프라인과
략을
활용하여
공동적 구성과정(공통된 의견을 얻기 위해
된 의견을 얻기 위해 항상 협의하고 타협 협의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통한 상호주관성을 갖도록 하
․간주관성( 상호 하는 과정 구성하라.
라.
주관성) 갖기
․협동적인 공동의 활동을 통해서 상대방의 ․면대면 학습을 통해 각 개인들이 학습한 과정과 결과를
관점에서 자신의 관점을 조정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학습내용의 이해에 대
환경을 제시하라.
한 비계설정을 강화하고 상호주관성을 형성하라.
․오프라인
환경에서 비계설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공간적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에서 온정적이고 긍정 으로 분산되어
경우 가능한 온라인 공간을 통해 공
적인 반응이 오갈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 유된 학습활동이있는이루어지도록
하여 협력적 분위기를 조
분위기를
조성하라
.
․정서적 분위기
성하라.
조성하기
․학습자의 학습과정 및 결과에 교정적이고 ․오프라인 환경에서 여러 집단이 같은 분야의 영역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제공하여 정서적 분위기 학습을 할 경우 각 집단 내의 학습과정과 결과를 집단
를 조성하라.
간 공유하기 위하여 온라인 환경(공간)을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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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시적 수업모형 (단시 수업수준)

수업모형의 실행절차, 실행지침, 고려 및 주의사항
미시적 수업모형은 비계설정을 위한 단시 수업수준의 수업모형으로 실제 교사가 한
시간 수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수업단계별 수업절차, 절차별 교수․학습 활동, 지원
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5]와 같다. 수업 단계는 도입, 전개, 정리의 3단계로 나
누고 단계별로 필요로 하는 교수․학습 지원활동을 비계설정과 서로 밀접하게 관련시
켜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각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블렌디드 학습 환경의
1)

[그림 5] 미시적 수업모형(단시 수업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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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도구들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강이철, 2004; Guzdial, 1995; Robert & Langer,
1991; Wang & Hannapin, 2005). 이러한 단시 수업수준의 수업모형은 교사들이 학습자에
게 수업단계별로 제공해 주어야 하는 구체적인 비계설정 전략들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실제적인 지침과 고려 및 주의사항을 제공하여준다.
단시 수업수준의 비계설정 수업전략
단시 수업수준의 비계설정 수업전략은 블렌디드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의 효과
를 극대화시키는데 필요한 지침이다. 그리고 비계설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학습자의 자
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과 학습과제에 대한 내면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
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이다. 앞서 제시한 단원수준의 수업전략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단시수업 수준의 비계설정 수업전략은 수업설계 차원의 접근을 통해 학습과제에 따른
비계설정 수업전략, 수업단계에 따른 비계설정 수업전략으로 순서를 정하고 비계설정
을 체제적,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하였다.
2)

학습과제에 따른 비계설정 수업전략
학습과제는 학습자에게 적절한 비계설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습자분석에 이어 가
장 먼저 분석해야할 요소로 학습자의 초기 수행에 대한 과제지원이다. 학습과제 분석
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과제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학습과제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둘째로 학습자의 과제를 어
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며, 셋째로 학습자의 수준을 어떻게 고려하여 제
공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 다시 말해, 과제지원 측면에서 학습자가 학습해야할 과
제의 유형, 구조화 수준, 난이도를 고려하여 비계설정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학습과제의 특성을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Smith와 Ragan
(2005)은 Gagne의 5가지 학습과제유형에 따라 학습을 위한 내적과정과 외적과정이 다
르며 따라서 학습과제유형에 따라 고유하게 직면하게 되는 장애요인이 다르다고 하였
다. 즉 학습과제의 장애 요인에 따른 비계설정 수업전략도 달라져야 하며, 구체적 전
략을 제시하면 <표 13>과 같다.
(1)

수업 단계에 따른 비계설정 수업전략
일반적인 수업단계는 도입, 전개, 정리로 나눌 수 있으며 수업 단계별로 적용될 수
있는 수업 전략은 각각 다르다. 단계별 수업전략에 따라 비계설정 수업전략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비계설정 전략 중에서 단계별 수업전략에 따라 적용되는 비계설정 전
2)

- 75 -

강정찬(2010)
<표 13> 학습과제 유형에 따른 비계설정 수업전략
학습과제

언어
정보

개념

원리
법칙
지
적
기
능

문제
해결

비계설정 수업전략

블렌디드 학습 환경에서
주요 비계설정 수업전략

․선행조직자의 활용, 선수 개념, 원리, 법칙 등에 대한 지
도를 통해 사전지식을 활성화하라.
․기존지식과의 연결, 기억술, 이미지 유추 등의 연합 기법
사용하라.
․범주에 의한 분류, 분할(이미지 사용)그래픽 조직자, 설명 ․학습자의 지속적 동기 유발 및 주의집
적․서사적 구조, 선행조직자 및 패턴 사용 등의 조직기법 중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
사용하라.
한 교수매체 활용하라.
․유의미하게 자료의 정교화 등의 정교화기법 사용하라.
․첫 글자사용 부호화, 장소법, 운율, 이야기, 비슷한 소리
반복 사용, 키워드법 등의 기억술 사용하라.
․그 외 기타 전략으로 밑줄 긋기. 열거하기, 성찰하기, 질
문하기(사전, 사후, 중간) 등을 사용하라.
․온라인 환경에서 인지적 방향감(정례
․정례와 반례 제시하라.
와 반례 제시, 개념지도 그리기, 동료
․비형식적인 질문을 사용하여 사전 개념을 확인하라.
의 유추 및 기억술 공유 등)을 갖도록
․선행조직자 및 유추기법을 활용하라.
위해 방과 후 심화 및 보충, 피
․글씨체 강조, 색깔 단순화된 그림과 같은 시각적 강조를 하기
드백 기회를 제공 하라.
사용하라.
․온라인 환경에서 새로운 상황에서의
․개념 지도 , 유추 및 기억술을 사용하라.
사례생성 경험을 위해 심화 및 보충,
․새로운 예를 생성하라.
피드백을 제공 하라.
․관계나 원리의 명제적 진술을 유도하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관련 원리, 법
․원리 간 다이어그램을 그려 보라
적용(일상생활과의 관련 사례 찾
․한 변인의 변화에 따른 다른 변화의 사례 설명하거나 예 칙의
기
, 다른 사례나 예시 제시 등)을 위해
시를 제시하라
다양한 강화 및 피드백 제공한다.
․일상생활과의 관련성과 사례를 찾게 하라.
․도전적이고 흥미 있는 문제를 선정하여 제시하라.
환경에서 문제 표상의 어려움
․다른 문제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분명하게 제시하라. ․온라인
을
막기
위해 단서제공 및 안내를 제
․문제의 요구사항을 언어화 시켜라.
시하고
오프라인
환경에서 다양한 아
․하위요소의 분해하여 제시하라.
이디어
산출하게
하라
.
․모델이 되는 문제해결을 경험하도록 하라.
․안내하는 질문을 제시하라.
공동체를 형성하여 문제해결에
․문제표상 방식의 다양화시켜 그래픽 등으로 제시하거나 ․온라인
역할분담을
확장시키고 협력적 문제해
유추할 수 있도록 하라.
결을
확장시켜라
.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한 검색 전략을 제시하라.
․해결책이나 하위 해결책의 일반적 형식에 대한 힌트를 제 ․문제해결의 과정 및 결과를 온라인 환
공하라.
공유하게 하여 간주관성(상호
․해결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위한 모니터링기법을 제시하 경에서
주관성
)을 갖게 하라.
라.
․기억의 한계를 돕는 보조물, 그래픽과 같은 외부 저장방 ․문제해결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법을 제공하라.
의사결정을 통한 의사소통의
․문제유형이나 해결책 유형을 인식하기 위한 심상기법을 제시하고
정교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활용하라.
(면대면)에서 집중회의를 통해서 결정
․일반적인 가설, 검증, 수단-목표 전략과 같은 일반적 전략 하라.
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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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학습과제 유형에 따른 비계설정 수업전략
학습과제

인지
전략

운동
기능

태도

수업단계

도
입

블렌디드 학습 환경에서
주요 비계설정 수업전략

비계설정 수업전략
․과제의 중요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 설명과 연습을
기회를 제공하라.
․주의집중, 적절성, 자신감, 만족감을 높여주는 전략을 사용
하라.
․공개적인 보상 시스템을 활용하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인지에 대해 사회적 강화 제공하라.
․교사나 전문가가 하는 예측, 모니터링을 연습시켜라.
․수업목표에 대한 지식, 인지적 요구사항 면에서 목표 분석
을 하라.
․학습자의 정보처리과정을 돕는 보완적인 학습 자료나 보충
자료를 제시하라.
․충분한 시간과 교수지원을 제공하라.
․설명 후 시범을 보여라.
․기능의 단계별로 조직하라.
․수행의 시각화, 기억술 사용하라.
․핵심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강조하라.
․숙달성의 정도를 모니터하여 교정할 기회를 제공하라.
․연습과정의 전체와 부분을 나누어 제시하라.
․후속 연습 시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라.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라.
․매력적인 역할 모델을 제시하라.
․토론, 역할극, 시뮬레이션 등을 사용하라.
․인지적 요소의 약어, 기억술, 슬로건 등을 제공하라.

․오프라인 환경에서 인지전략을 습득할
충분한 시간 제공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인지적 전략을 동료들과 공유하라.
․온라인 환경에서 과제 특징에 대한 지
식 부족, 불충분한 내용 지식을 보충하
거나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온라인 환경에서 사전에 운동기능의 모
범작품, 시범, 시연 등을 확인하여 인지
적 이해를 촉진시키고 오프라인에서 수
행 및 연습 활동을 활성화 시켜라.
․온라인 환경에서 가치부여 및 판단에
대하 자신의 태도를 공유하여 상대방의
태도 및 관점을 이해하여 동료에 의한
비계설정을 유도하라.

<표 14> 수업단계에 따른 비계설정 전략

비계설정 수업전략
․다양한 교수매체(투사, 비투사, 시청각매
체,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 매체)를 활용하
학습자의 흥미 및 동기를 유발 시키
동기(흥미) 여
고
,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라.
유발하기 ․교수자의 실제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
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동기
및 주의 집중을 유도하라.
․학습목표를 분명하게 인지시켜라.
․학습목표달성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고,
학습내용 주요 특성을 안내하라.
․학습문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
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온정적인 반응을
문제
제공하여 정서적 분위기를 조성하라.
인식하기 ․교수자와
학습자의 경험, 환경과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과제)를 제시하라.
․학습활동, 학습방법 및 절차(초인지적 전
략)를 안내하고 이해시킴으로서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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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환경에서 학습내용과 관련된 이야기, 사례
등이 담긴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 자료 중심으로 온
라인 멀티미디어(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활용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하라
․온라인, 오프라인 환경에서 학습내용과 관련된 퀴즈를
제시하여 사전학습능력을 진단하고 학습 분위기를 조
성하라.
․오프라인, 온라인 환경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학습내
용의 단서를 제공하고 주요 특징을 설명하며, 학습자
는 동료 비계설정을 통해 서로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여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라.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할 내용에 대한 특성을 안내하
거나 기초조사(사전조사) 과제를 제시하고, 오프라인
환경에서 기초 조사(사전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고 정
리하도록 하라.
․오프라인, 온라인 환경에서 자신의 다양한 학습자원,
학습전략 및 방법 등을 동료학습자에게 공유하고 동
료 비계설정을 기회를 제공하라.

강정찬(2010)
<표 14> 수업단계에 따른 비계설정 전략
수업단계
정서적
분위기
조성(지원)
하기

거리두기
능동적 참여
유도하기

-

거리두기
전 -상호작용
개 시키기

방향
유지하기

시범
보이기

비계설정 수업전략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좌절하지 않도
록 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하라.
․학습자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라.
․학습자의 학습과정과 결과에 대해 온정적,
긍정적 반응과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하여
정교화 하라.
․학습자의 학습과정과 결과에 대해 칭찬하
고 격려하라.
․동료 비계설정 전략으로 힌트주기, 단서
제공하기, 질문과 답변하기, 시범보이기,
모범적인 작품, 답안, 시연제공하기, 가르
쳐 주기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라.
․학습목표(학습문제)의 범위 내에서 학습
내용, 학습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 학습의 책임감, 주도권을 부여하
라.
․학습자간 학습계획을 의논할 기회를 부
여하라.
․학습내용에 대한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
게 알게 된 사실을 적게 하라.
․학습내용에 대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
의 생각과 의견 비교하여 듣고 말하게
하라.
․학습내용에 대한 상호 질문과 답변을 통
한 대화 나누기를 실시하라.
․학습 집단 내에 역할 분담을 지시하고
확인하라.
․학습목표달성(학습문제해결)에 방향을 유
지하도록 하고 방향이 틀릴 경우 자유정
도를 감소시켜라.
․학습내용 중에 중요한 특징을 강조하여
설명하라.
․모범적인 작품이나 시연, 언어를 통한 힌
트를 제공하거나나 몸짓을 통한 도움을
제공하라..

반론 및 ․학습한 내용에 대하여 반론, 문제점이나
모순
모순 등을 지적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
지적하기 의 기회를 제공하라.

(계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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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비계설정자로서 오프라인 교수자(교사)와 온라인 교수
자(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상호
작용(정서적 지원)을 촉진하라.
․오프라인,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되는 매체에 적합하게
동료 비계설정 전략으로 힌트주기, 단서제공하기, 질문과
답변하기, 시범보이기, 모범적인 작품, 답안, 시연제공하
기, 가르쳐 주기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라.
․온라인 학습활동의 학습결과, 참여정도를 바탕으로 오프
라인 활동에서 강화(칭찬과 격려, 토큰, 별표, 사탕 등)와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라.
․온라인 학습활동 후 즉각적인 온라인 테스트를 통한 심
화 및 보충의 기회를 제공하라.
․온라인, 오프라인 환경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전략(정교화
시키기, 피드백 제공하기, 팀빌딩, 의미의 협상하기, 의미
의 이해시키기, 종료시키기, 감정적 격려하기, 동기 유발
시키기, 발견, 탐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훈련을 실시하라.
․오프라인 환경에서 학습 집단 내 역할분담을 지시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자료탐색 및 조사, 공유를 실시하라.
․오프라인 환경에서 학습내용 중에 중요한 특징을 강조하
여 설명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세부적으로 보충할 내용을
정리하라.
․온라인 환경에서 쪽지(메세지 보내기), 이메일, 채팅 등을
통한 온라인 멘토링, 온라인 코칭을 제공하라.
․오프라인 환경에서 물리적, 환경적 제약으로 직접 방문
하여 경험하기 힘든 학습내용은 온라인 환경에서 동료,
외부전문가, 매체(도구)중심의 비계설정으로 간접 경험을
제공하라.
․온라인 환경에서 모범적인 작품이나 사례, 힌트주기를
제공하여 사전지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도움을 제공
하고, 오프라인 환경에서 모범적인 시연, 힌트주기, 몸짓
등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라.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한 내용에서 반론 및 모순, 문제점
을 자유롭게 지적할 수 있도록 하고, 오프라인 환경에서
집단의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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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단계

전
개

<표 14> 수업단계에 따른 비계설정 전략

비계설정 수업전략

제안하기 ․학습한 내용을 보충, 심화할 수 있도록
-심화 및
보충하기 기회를 제공하라.

․학습한 내용을 교수자와 학습자의 말과
글로 요약, 정리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
확인하기 회를 제공하라.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아이디어
산출하도록 하라.
․학습한 내용에 대하여 반성적 사고를 통
해 서로 생각과 의견을 나눌 기회를 제
반성적
공하라.
사고하기 ․학습활동, 학습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반
성적 사고를 통해 서로 생각과 의견을
나눌 기회를 제공하라.
정
리

역동적
평가하기

․학습내용의 이해 촉진을 위한 학습한 결
과(중간, 최종 결과물)에 대한 역동적 평
가를 통해서 적절한 비계설정을 제시하
라.

내용을 학습자 특성에 적합한 강
강화 및 ․학습한
화를
제공하고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하
피드백
라.
제안하기 ․학습한 내용에 대한 발전 및 적용과 새
-발전 및
로운 근접발달영역에 머물도록 하기 위
적용하기 하여 새로운 과제 제시하라.

(계속 2)

블렌디드 학습 환경에서 주요 비계설정 수업전략
․오프라인 환경에서 학습한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 환경에서 동일한 학습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하라.
․오프라인 환경에서 학습한 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 환경에서 새로운 상황에 적
용해 볼 수 있는 경험(실제적인 문제 등)을 제공하라.
․오프라인 환경에서 학습한 내용의 학습과정과 결과를 정
리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공유하게 하여 다른 학습자의
학습과정과 결과를 보고 보충, 심화할 수 있도록 하라.
․오프라인 환경에서 학습한 내용을 학습자의 말과 글로
요약․정리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공유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학습내용 이해 촉진을 위한 비계설정을 위해서 동일한
학습내용을 오프라인 및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중복되게
제시하여 학습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라.
․오프라인,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과정 및 절차에 대해 반
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음 학습에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른 관점에
서 생각해 보고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여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라.
․학습자가 자기조절능력 수준이 낮은 경우 온라인 환경에
서 역동적 평가를 통해서 학습내용의 이해 부족과 어려
움을 오프라인 환경에서 보충하라.
․학습자의 자기조절능력 수준이 높은 경우 오프라인 환경
에서 학습내용의 이해 부족과 어려움을 보충하여 주고
온라인 환경에서 심화 기회를 제공하라.
․학습한 내용이 적거나 단순할 경우에는 오프라인 환경
중심으로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강화 및 피드백을 제공하
라.
․학습한 내용이 많거나 복잡할 경우에는 온라인 환경 중
심으로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오프라인 환경에서 강화 및
피드백을 하라.
․오프라인 환경에서 적절한 도전적 과제를 제시하여 발전
및 적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적절한 도
전적 과제에 관해 처음 접하는 내용,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학습을 실시하여 새로운 근접발달영
역에 머물도록 하라.

략을 미시적 비계설정 전략이라 한다. 도입, 전개, 정리의 단계들에서 필요로 하는 교
수학습 지원활동은 비계설정과 긴밀한 관계 맺고 있으며 각 단계별 전략에 따라 가용
한 비계설정 수업전략이 존재한다(강이철, 2004; Robert & Langer, 1991). 이에 교사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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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으로 설계해야할 수업전략을 도입, 전개, 정리 찾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각의 수업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비계설정 수업전략을 제시하면 <표 14>와 같다.

Ⅵ. 결론 및 논의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과 여건으로 인해 실제 교실 수업에서 비계설정
을 계획하여 학습자 개인에게 안내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비계설정에 대한 개념 이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인 절차와 전략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기존의 비계설정 연구는
비계설정을 위한 거시적 수준에서 수업전략을 제시하거나 근접발달영역에서 학습과정
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수준이어서 실제 현장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여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얻기에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형성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비
계설정을 위한 블렌디드 수업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수업모형의 강점과 개선점을 몇 가지 차원에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학습 환경 차원에서 본 모형은 블렌디드 학습 환경에서의 비계설
정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수업모형이다. 실제 교실 수업상황은 교사 한 명이 여러
학습자를 가르치는 다인수 학급 상황이어서 교사 한 명이 여러 학습자의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자기조절 수준, 근접발달영역을 진단하여 비계설정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
다(Quintana & Fishman, 2006).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적인 접근에서 블렌디드 학
습 환경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떠한 비계
설정 전략을 실천해야 하는지 처방적인 정보들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과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화된 비계설정 수업 전략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
다. 그러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비계설정 지원도구에 대한 연구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롭게 개발되어지고 있는 첨단 매체, 테크놀러지 등과 연
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로 수업설계 차원에서 본 모형은 블렌디드 학습 환경에서 비계설정을 체제적이
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업 실행절차와 지침, 고려 및 주의사항으로 구성되었
다. 비계설정은 학습자와 학습맥락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게 된다. 학습자 및 학습내용의 특성, 학습 환
경에 따라 비계설정 수준, 비계설정 주체, 비계설정 전략 등에 대한 적응적인 비계설
정의 제공이 필요하며, 그 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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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사들의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적절한 비계설정을 제공하기 위해 비계설정을 위한 실행절차나 지침, 고려 및 주의사
항이 포함된 비계설정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사가 면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모두 관리하며 비계설정을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사전수업준비, 학습자 관리
등에서 많은 부담이 존재한다. 이에 후속연구로 비계설정을 위한 전자지원수행시스템,
학습관리 시스템 등과 같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로 수업전략 차원에서 본 모형은 블렌디드 학습 환경에서 비계설정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비계설정 수업전략이 포함된 수업모형이다.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타인조절과 자기조절의 정도를 파악하여 자
기조절을 증가시키는 거시적인 비계설정 수업전략들을 제시하였고, 근접발달영역 내에
서 잠재적인 발달 수준인 학습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비계설정을 통한 학
습과정이나 절차와 같은 미시적인 비계설정 수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다(Biemans &
Simons, 1996; Wang & Hannapin, 2005). 하지만 비계설정을 위한 블렌디드 수업 모형에
하위 모형으로 각 교과별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수업모형, 수업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실제 수업상황에서 특정 교과에 적용할 경우 어떤 효과 차이를 가져 올 것인지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학습과제에 따라 비계설정 수업전략이 달라지는 것
처럼 교과별로 비계설정 수업전략을 설계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Leong & Bodrova, 1995; Smith & Raga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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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Blended Instructional Model
for Scaffolding

Jung Chan Kang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blended instructional model for scaffolding.
Applying Formative Research in process of developing blended instructional model would be
overcame the problems and limitation of learning-instruction situation and develop authentic
instructional model with high feasibility. The major research method was suggested as follows
for attaining this process of study: first, to develop 1th blended instructional model for
scaffolding through literature survey involving research topic and second, to apply blended
instructional model to field class and developed instructional model from repetitively formative
test. third, to develop pragmatically instructional model is grounded in both theory and the
real-word context. The analysis of research was repetitively implemented through formative
research procedure and integrated variety of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Therefore,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is model was developed blended
instructional model for scaffolding under blended learning environment. Second, this model was
instructional model as instructional strategies to offer learner systematic and systemic scaffolding.
Third, this model was instructional model to effectively achieve two purposes of scaffolding that
improve self-regulation and task achievement.
Key words : Scaffolding, Blended learning, Instructio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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