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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문화적인 사회에서 요구되는 멀티리터러시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성찰지원
도구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제작 중심 멀티리터러시 학습의 성찰을 지원하기 위
하여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설계 전략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설계 전략에 따라 성찰지원도
구를 설계, 개발하였다. 멀티리터러시 학습을 위한 성찰지원도구의 주요 설계 원리는
Hatton과 Smith(1994)가 구분한 성찰적 사고 수준 4단계, 멀티리터러시 특성, 그리고 순환적
제작 활동을 고려하여 성찰을 지원하도록 도출되었다. 도출된 주요 설계 원리는 총 6가지
로 성찰적 사고 수준을 고려한 스캐폴딩 제공, 성찰적 사고 가시화의 비선형적인 형태 지
원, 다양한 기호 형태 사용 지원, 사회문화 맥락적인 성찰 지원, 제작과정에 대한 성찰 지
원, 제작결과물에 대한 수정 지원이다. 이와 같은 설계 원리를 중심으로 설계전략을 도출
하였고, 도출된 주요 설계원리와 설계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 요소 및 기능을 설정하
였다. 기존의 성찰지원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과학, 사회분야 학습과 관련된 연
구들인 반면, 본 연구는 멀티리티러시 특성과 제작중심 학습의 특성을 반영하는 설계원리
를 도출하고 도출된 설계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멀티리티러시 학습을 위한 성찰지원도구
를 처음 시도하여 개발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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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언어ž문화의 다양화와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여러 소통 방식과 텍스트 의 형
태들이 출현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텍스트는 문자, 음성, 영상 등 기존 미디어의 단
일 텍스트 형태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하여 통합시킨 형태를 갖는다(권성호, 2002).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텍스트를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는 즉, 기존의 단일 기호
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문자 중심의 리터러시, 시각 중심의 리터러시, 청각 중심의 리터
러시 등이 아닌 좀 더 포괄적인 리터러시 개념이 필요하다.
New London Group(1996)은 단일 텍스트 형태에 국한된 리터러시가 아닌 시각언어, 음
성언어, 제스처언어, 공간언어 등을 포함하는 멀티리터러시를 제안하였다. 디지털 미디
어 텍스트 형태의 통합적 특성은 다중적 의미를 지닌 멀티리터러시를 등장시켰으며, 디
지털 미디어 이용자들에게는 멀티리터러시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안정임, 2002).
멀티리터러시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미디어 교육 틀 안에서 멀티리터러시 교육
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멀티리터러시 교육은 현재 미디어 교육 영역 안에서 제
작중심 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단순히 기술 중심의 교육으로 그치는 경향이 있다(이윤
경, 2001). 미디어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학습자가 미디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표현
하도록 만드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읽고 쓰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성
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독자 혹은 작가로써 자신의 활동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British Film Institute, 2003). 제작중심의 교육방법과 같이 경험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성찰은 학습자가 의미 있는 지식 구성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
소이다. 따라서, 멀티리터러시 학습에서 성찰은 멀티리터러시 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
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학습결과를 빨리 내는 것에
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학습과정을 계획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자발적
으로 성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Quintana et al, 2004). 따라서, 학습자에게 자발적
인 성찰을 기대하기보다는 학습자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멀티리터러시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성찰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자로 하여
금 문자 언어 기반의 ‘성찰일지’나 ‘자기평가 보고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멀티리터러시 교육에서 제작활동을 끝낸 후 문자 언어 기반의 '성찰일지'나 '자기평가
보고서' 작성만을 통해 학습자의 성찰을 지원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전통적인 학문적 글쓰기에 한해서만 ‘맥락적 활동’에 대해 성찰하도록 하는 것
은 학습자로 하여금 선형적인 형태로 표현되기 어려운 상황과 맥락에 대한 성찰을 간
1)

1)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를 문자로 이루어진 인쇄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등 다양한 기
호형태로 이루어진 미디어 텍스트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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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게 한다(Buckingham, 2003). 하이퍼미디어구조는 멀티리터러시 학습의 성찰에서 필요
한 상황 맥락적인 요소들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며, 비선형적인 사고 형태를 지원한다.
하이퍼미디어구조는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각도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
는 것을 가시화함으로써(양미경, 2003), 다양한 관점에서의 성찰이 필요한 멀티리터러시
학습에서 유용하다. 또한 성찰적 사고를 가시화하여 자신의 사고를 명료화하는 계기가
되어 동료들과의 논쟁을 촉진시켜 협력적인 성찰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의 성찰적 사고 수준에 따른 스캐폴딩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학습
자마다 성찰하는 사고의 수준이 다르다. Hatton과 Smith(1994)는 성찰 일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학습자의 성찰적 사고 수준을 ‘기술적 쓰기(descriptive writing)’, ‘기술적 성찰
(descriptive reflection)', '대화적 성찰(dialogic reflection)', '비판적 성찰(critical reflection)‘의 4 가
지로 구분하였다. 학습자의 성찰적 사고 수준을 고려한 성찰에 대한 스캐폴딩을 제공해
야 한다.
셋째, 실제 학습활동이 모두 끝난 다음에 ‘성찰일지’나 ‘자기평가 보고서’작성이 이루
어지므로 학습결과에 대한 성찰만을 지원하게 되고, 학습과정에 대한 성찰을 지원하지
못하게 된다. 제작단계는 제작 전 단계, 제작 실습 단계, 편집 단계, 제작 후 단계로 나
누어지는데, 각 단계에 따른 지속적인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문자 언어 중심으로 ‘성찰일지’나 ‘자기평가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므로 다양
한 기호형태를 사용하여 의미를 생성하는 멀티리터러시에 대한 성찰을 지원하는 것에
제한이 따른다. 언어 기반의 문자 형태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 동영상 등의 다양한
기호 형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작중심 멀티리터러시 학습에서 학습자의 성찰적
사고를 촉진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멀티리터러시, 성찰지원 등과 관련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제작중
심 멀티리터러시 학습에서 성찰을 지원하기 위한 설계전략을 도출하고, 도출된 설계전
략에 따라 성찰지원도구를 설계, 개발하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멀티리터러시의 구성요소 및 교육방법

멀티리터러시란 문자 언어에 국한되어 개념화되었던 리터러시가 아닌 시각언어, 음
성언어, 제스처언어, 공간언어를 포함하여 의미를 구성해내는 능력을 말한다(Cope &
Kalantzis, 2000). 멀티리터러시의 구성요소와 교육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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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멀티리터러시의 구성요소

멀티리터러시의 구성요소는 의미생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 의미생성과정, 생성된 의
미형태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의 다른 리터러시에서는 쓰기, 말하기 등
을 기호화하는 과정으로 보았는데, 멀티리터러시에서는 쓰기/읽기, 말하기/듣기 모두를
기호화하는 과정 즉,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멀티리터러시의 각각의 구성요소
에 대하여 New London Group(1996)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의미생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
멀티리터러시 의미생성 과정의 디자인 요소들은 언어적 의미, 시각적 의미, 청각적
의미, 제스처 의미, 공간적 의미와 멀티모드 의미이다. 멀티모드는 다른 모든 모드들을
관련시키는 것을 말한다. 멀티리터러시에서는 의미생성의 많은 부분이 비언어적으로 발
생하며, 모든 의미생성은 멀티모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멀티모드 의미를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한다.
(1)

의미생성 과정
멀티리티러시에서 의미생성 과정은 의미생성의 자원이 되는 가용 디자인(available
design)을 사용하여 활용 디자인(designing)을 거쳐 새로운 의미형태가 되는 재디자인
(redesigned)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가용 디자인이란 디자인의 자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언어, 영화, 사진, 제스처
등의 문법이 여기에 속한다. 활용 디자인은 가용 디자인을 이용하여 기호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호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 생성을 하게 된다. 즉, 활용 디자인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재디자인은 새로운 의미생성을 위한
자원인 새로운 가용 디자인으로 단순한 재생산이 아닌 역사적, 문화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의미생성을 뜻한다.
(2)

생성된 의미 형태
멀티리터러시 교육에서 학습자에게 가르쳐야하는 것은 가용 디자인과 재디자인에서
생기는 의미의 형태를 설명하는 언어인 메타언어이다. 메타언어는 텍스트, 비주얼, 멀티
모드에서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언어로서 텍스트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문화와 상황
의 문맥과 관련시켜 의미를 정의하는 역할을 한다. 메타언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문
화와 상황의 문맥에 관련된 텍스트간의 차이를 정의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멀티리터러시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는 문자언어, 시각언어, 음성언어, 제스처언어, 공
간언어를 포함한 멀티모드의미를 디자인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디자인의 결과물인 의
미의 형태를 문화와 상황의 문맥과 관련시켜 재정의하는 메타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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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멀티리터러시 구성 요소

지금까지 살펴본 New London Group(1996)의 멀티리터러시 구성요소들을 정리해보면
[그림 1]과 같다.
2) 멀티리터러시 교육 방법

은 멀티리터러시 교육 방법을 다음의 4가지 방법들이 통합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맥락적 활동(situated practice)으로 학습자들이
미디어 읽기나 제작과 같은 실제 활동을 통한 경험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명시적 교수(overt instruction)로 직접적인 정보 전달, 훈련, 기계적인 암기
그리고 교사나 전문가가 제공하는 스캐폴딩을 말한다. 명시적 교수를 통해 학습자들은
담화의 형태, 내용, 기능 등을 설명하는 메타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세 번째는 비판적 활동(critical framing)으로 맥락적 활동을 통한 실제 활동의 사회․문
화적인 내용을 해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비판적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학습한 것으로부터 이론적인 거리를 두고 성찰할 수 있게 되고, 건설적인 비
평과 사회․문화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네 번째는 변용된 실천(transformed practice)으로 다른 내용이나 문화적인 상황에 맞게
의미를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의미 생성 활동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학습자는 실제적
인 목적에 맞는 의미의 재창조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학습자의 목표와 가치에 맞
New London Group(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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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성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uckingham(2003)은 학습자의 성찰을 서로 다른 멀티리터러시 교수 방법들을 통합시
키는 기제로 보았다. 학습자는 맥락적 활동과 명시적 교수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
해서 멀티리터러시를 잘 학습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성찰과
자기평가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다. 다른 내용이나 문화적인 상황에 맞
게 새로운 형태의 의미 생성 활동을 행하는 것인 변용된 실천은 학습자가 성찰적으로
학습을 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성찰은 학습자가 개념과 추상적인 관
념을 생성하도록 돕고 지식 전이를 높여주어, 멀티리터러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변용된 실천에 이르도록 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성찰은 성공적인 멀티리터러시 교
육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조건이다.
2. 멀티리터러시 학습에서의 성찰

성찰은 의미 있는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 학습자가 자신의 인지구조에 내재된 기존
지식에 담겨있는 오류를 발견하거나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통합시키면서 자신의
사고와 학습활동을 점검하고 탐색하는 고차적 사고를 의미한다.
Hatton과 Smith(1994)는 성찰 일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찰적 사고의 수준을 다음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는 ‘기술적 쓰기’로 사건들과 사실들을 이유와 근거 없이 단
순히 나열하는 것으로 성찰적 사고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단계이다. 2단계는 ‘기술적
성찰’로 사건과 사실에 대한 단순한 기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습자 개인이나 자료
의 한 가지 관점에 기반을 둔 이유와 근거가 나타나는 단계이다. 3단계는 ‘대화적 성찰’
로 자신 혹은 타인과의 대화, 사건과 경험의 탐색 등의 사건과 사실로부터 ‘거리두기’를
통하여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성찰은 분석적이며 사건과 사실에
대한 근거와 이유는 다양한 요인들과 관점들이 통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4단계는 '비판
적 성찰'로 사건과 사실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다양한 관점들에 기반을 둘 뿐만 아니라
사건과 사실이 다양한 역사적, 사회정치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
이다. 즉 이유와 근거에 역사적, 사회정치적 맥락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계이다. 학습자
의 성찰적 사고 수준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스캐폴딩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제작중심 멀티리터러시 학습에서 제작 수행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
과 결과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제작을 수행할 경우 학습자들은 본래 의도했던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지식을 구성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성찰은 성공적인 제작중심 멀티리터러시 학습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조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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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습자들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
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으며, 문제해결과정을 계획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자발적으로 성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Quintana et al, 2004). 따라서 학습자가 주
도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전제하기보다는 성찰적 사고를 지원해주도록 해야 한다.
3. 성찰지원에 대한 개발 선행 연구
1) CSILE에서의 성찰지원도구

은 텍스트 노트와 그래픽 노
트로 구성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로서 개인공간과 협력적 공간으로 분리된다. CSILE은
다른 학습자들의 작업결과나 노트들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하고, 자신 또는 동료의 학습 작업에 대한 코멘트를 작성하도록
하여 학습자들의 성찰적 사고를 지원하고 있다(Hewitt, 2002).
성찰은 개인적인 성찰활동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료학습자와의 성찰을
통해서도 일어나도록 구현되어 있다. 노트와 코멘트의 생성 경로를 통해 문제해결과정
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텍스트와 그래픽으로 자신의 사고를 표현(articulation)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성찰의 내용과 근거의 직접적인 연결이 용이하지 않다.
CSILE(Computer-Supported Intentional Learning Environments)

2) KIE에서의 성찰지원도구: Mildred

는 KIE(Knowledge Integration Environments)의 요소 중 하나로 학습자들의 논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 표상 도구이다. Mildred에서는 논쟁을 통하여 학습자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외적으로 표상하도록 하여 학습자들이 성찰적으로 사고하도록 지
원하고 있다(Bell, 2002). 활동노트, 증명노트, 논쟁노트, 성찰노트 등의 성찰지원도구를
통하여 학습자의 성찰적 사고를 가시화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학습자가 노트에 자신의 성찰적 사고를 표현하는데 있어 언어적 형태의 제한된 기호
형태만을 제공하고 있고, 문제해결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어렵다.
Mildred

3) Progress Portfolio에서의 성찰지원도구

는 문제해결을 위한 탐구과정 중에 수집된 정보들을 관리,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해결과정을 조직, 평가 모니터링 하는 것을 통한 성찰을 지원한다(Land
& Zembal-Saul, 2003). 또한 접착형 노트로 주석을 다는 것을 통하여 학습자의 표현을 촉
진하여 학습자의 성찰을 지원하고 그래프, 이미지, 표의 형태로 학습자의 표현하는 것
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해결 후의 성찰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과정 중에
생겨나는 결과물들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문제해결 과정중의 성찰을 지원해야한다.
Progress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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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에서의 시사점

여러 유형의 성찰지원 도구를 개발, 학습에 적용한 바 있는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다
음과 같은 성찰지원도구 설계. 개발에 관한 시사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학습자에
게는 학습결과보다 과정이 덜 명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성찰을 지원해
야 한다. 둘째, 학습자의 개인적 성찰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력적 성찰도 함께 지원하도
록 한다. 셋째, 학습자의 성찰적 사고를 선형적인 방법으로 표상할 수 있는 방법이 아
닌 하이퍼미디어 구조와 같은 비선형적인 방법으로 성찰적 사고를 표상할 수 있도록
하여 성찰적 사고의 가시화를 지원해야한다. 넷째, 학습자의 성찰적 사고를 표상하는데
있어 언어적 형태의 제한된 기호 형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언어적 형태뿐 아니라 이
미지, 소리, 동영상 등의 다양한 기호 형태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성찰적 사고의 표상을
촉진하는 설계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습자의 성찰적 사고 수준을 고려하여 성찰에
대한 스캐폴딩을 제공해야 하며, 페이딩의 시점이나 정도도 고려되어야 한다.

Ⅲ. 멀티리터러시 학습을 위한 성찰지원도구의 설계
1. 성찰지원도구의 설계 원리 및 전략

주요 설계 원리는 Hatton과 Smith(1994)가 구분한 성찰적 사고 수준 4단계, 멀티리터러
시 텍스트의 특성, 멀티리터러시 구성요소, 제작중심학습에 관한 특성을 고려하여 성찰
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출되었다. 멀티리터러시 텍스트와 멀티리터러시 구성요소에 대
한 성찰을 지원하기 위해 도출된 설계 원리는 성찰적 사고 가시화의 비선형적인 형태
지원, 다양한 기호 형태 사용 지원, 사회문화 맥락적인 성찰 지원이다. 순환적 제작활동
을 위한 성찰을 지원하기 위해 도출된 설계 원리는 제작과정에 대한 성찰 지원, 제작
결과물에 대한 수정 지원이다. 설계 전략은 주요 설계원리를 토대로 구체화하였다. 성
찰지원도구의 설계 원리 및 전략은 <표 1>과 같다.
2. 설계 원리 및 전략에 따른 구성 요소

설계 원리 및 전략을 토대로 하는 성찰지원도구의 실질적 개발을 위한 성찰지원도구
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성찰적 사고 수준 4단계를 고려한 스캐폴딩 제공 전략의 2단계 기술적 성찰의 스캐
폴딩 제공 전략에 대한 구성 요소는 첫째, 학습자 개인별 성찰을 위한 메인메뉴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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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원리

<표 1> 성찰지원도구의 설계원리에 따른 설계전략

설계 전략
노드와 링크를 이용한 관계적 표상양식을 지원
2단계 이유와 근거를 적을 수 있는 프롬프트를 제공
이유와 근거에 대한 확신에 따른 레벨 프롬프트를 제공
성찰적 사고 수준을
3단계 비평 활동 지원
고려한
스캐폴딩 지원
결과물들뿐만 아니라 성찰내용도 함께 공유
4단계 동료의 비평으로 인한 성찰내용은 표현 방식을 달리하도
록 하여 비교가 쉬울 수 있도록 지원
노드와 링크를 이용하여 학습자가 하이퍼미디어구조를 구성해
성찰적 사고 가시화의 가도록 함
비선형적인 형태 지원 노드와 링크에 대한 추가 설명을 기입할 수 있는 노트 기능을
제공
문자 노드, 소리 노드, 이미지 노드, 동영상 노드, 웹 주소 노드,
다양한 기호 형태
파일 노드 제공
사용 지원
문자 링크, 소리 링크, 이미지 링크, 동영상 링크, 웹 주소 링크
파일 링크 제공
사회문화 맥락적인 성찰 지원 결과물들에 대한 학습자 상호간의 비평 활동 제공
제작과정에 대한
제작단계마다 개인적인 성찰, 협력적 성찰을 하도록 함
성찰 지원
제작단계마다 나오는 결과물과 성찰일지들의 목록 제공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비평이 성찰내용 작성과 제작결과물에
반영하도록 함
제작결과물에 대한
학습자 상호간의 비평 활동 후 자신의 제작물을 수정하고, 수정
수정 지원
된 제작물을 다시 공개 하도록 함
비평내용의 반영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

각하기’의 성찰일지 작성 프로그램의 노드와 링크이다. 둘째, ‘비평의 이유․근거’, ‘비
평 내용’ 의 프롬프트이다. 셋째, ‘비평하기’의 이유․근거에 대한 확신 정도에 따른 레
벨 프롬프트이다. 3단계 대화적 성찰의 스캐폴딩 제공 전략에 대한 구성 요소는 ‘비평
하기’ 메뉴를 통한 학습자간의 비평 활동이다. 4단계 비판적 성찰의 스캐폴딩 제공 전
략에 대한 구성요소는 첫째, 학습자가 공개한 성찰일지는 비평 대상 목록에 제시되어
다른 학습자들의 성찰일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생각하기’의 성찰일지
작성 프로그램의 두 가지 형태의 노트이다.
성찰적 사고 가시화의 비선형적인 형태 지원 전략에 대한 구성요소는 첫째, ‘생각하
기’의 성찰일지 작성 프로그램의 노드와 링크이다. 둘째, 성찰일지 작성 프로그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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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노드와 링크 외에 두 가지 형태의 노트 기능을 사용하여 성찰적 사고 가시화
를 비선형적인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기호 형태 사용 지원 전략에 대한 구성요소는 ‘생각하기’의 성찰일지 작성 프
로그램에서 다양한 기호 형태의 노드와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문화 맥락적인 성찰 지원 전략에 대한 구성요소는 ‘비평하기’ 메뉴를 통해 제작
단계마다 같은 팀의 다른 학습자들의 제작물에 대한 비평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제작과정에 대한 성찰 지원 전략에 대한 구성요소는 첫째, 학습자들이 제작전, 제작,
편집, 제작후의 제작 단계마다 ‘생각하기’에서의 개인적인 성찰과 ‘비평하기’에서의 협
력적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제작물과 성찰일지의 목록을 위에서부터
최근에 작성되거나 수정된 것 순서로 나열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제작결과물에 대한 수정 지원 전략에 대한 구성요소는 첫째, 학습자로 하여금 비평내
용이 자신의 제작물과 성찰일지에 반영되었으면 비평 노트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비평하기’의 비평 대상 목록에서 수정 전 후의 제작물과 성찰일지를 제
설계 원리

<표 2> 설계 원리 및 전략에 따른 구성요소

설계 전략

노드와 링크를 이용한
관계적 표상양식을 지원
이유와 근거를 적을 수
있는 프롬프트를 제공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성찰적 사고
확신에 따른
수준을 레벨 프롬프트를 제공
고려한
스캐폴딩
비평 활동 지원
제공
결과물들뿐만 아니라
성찰내용도 함께 공유
다른 사람의 비평으로
하게 된 성찰내용은 표현
방식을 달리 하여 비교가
쉬울 수 있도록 지원

구성 요소
‘생각하기’의
성찰일지 작성
프로그램
‘비평하기’
비평하는 창
비평하기’
비평하는 창
‘

비평하기’

‘

기능

노드와 링크를 사용하여 자신의 성
찰적 사고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함
비평의 이유․근거’, ‘비평 내용’ 의
프롬프트를 제공
‘내 생각에는’, ‘조심스러운 의견 제
시’, ‘객관적 사실에 따른 이유 근거
제시’, ‘법칙이나 진리에 따른 이유
근거 제시’로 제공
제작 단계마다 다른 학습자들의 제
작물에 대한 비평을 하도록 함
제작물과 함께 공개된 다른 학습자
들의 성찰일지를 볼 수 있도록 함.
‘

‘비평하기’의
비평 대상 목록
‘생각하기’의
성찰일지 작성 사고 출처를 구분하는 두 가지 형태
프로그램의 의 노트를 제공
노트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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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원리
성찰적 사고
가시화의
비선형적인
형태 지원

다양한
기호 형태
사용 지원
사회문화
맥락적인
성찰 지원
제작과정에
대한
성찰 지원

설계 전략
노드와 링크를 이용하여
학습자가 하이퍼미디어
구조를 구성해 가도록 함
노드와 링크에 대한
추가 설명을 기입해놓을 수
있는 노트 기능을 제공
문자 노드, 소리 노드,
이미지 노드, 동영상 노드,
웹 주소 노드,
파일 노드 제공
문자 링크, 소리 링크,
이미지 링크, 동영상 링크,
웹 주소 링크 파일 링크 제공
결과물들에 대한 학습자
상호간의 비평 활동 제공

<표 2> 계속

구성 요소
‘생각하기’의
성찰일지 작성
프로그램
‘생각하기’의
성찰일지 작성
프로그램

기능
노드와 링크를 사용 자신의 성찰적
사고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함

노드와 링크 외에 두 가지 형태의
노트 기능을 사용
다양한 기호 형태의 노드를 제공. 노
‘생각하기’의 드의 종류의 구분을 위해 각기 다른
성찰일지 작성 색으로 표현하여 기호형태 종류에
프로그램 따른 노드의 구분을 쉽게 할 수 있
도록 함.
‘생각하기’의
성찰일지 작성 다양한 기호 형태의 링크를 제공
프로그램
제작 단계마다 학습자들의 제작물에
‘비평하기‘
대한 비평을 하도록 하여 학습자 상
호간의 비평 활동을 지원
‘생각하기’의
제작단계마다 ‘생각하기’의 성찰일지
성찰일지
작성
제작단계마다 개인적인 성찰, 프로그램 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적인
협력적 성찰을 하도록 함 ‘비평하기’ 성찰을, ‘비평하기’에서 협력적 성찰
을 할 수 있도록 함
‘생각하기’목록
수정 전과 후 파일 모두를 시스템에
제작단계마다 나오는
목록에서 제시할 때에는
결과물과 성찰일지들의 ‘생각하기’목록 저장하여
‘파일이름(1)’, ‘파일이름(2)’등의 형태
목록 제공
로 파일이름과 파일버전을 함께 제시

시하는 것이다. 셋째, 비평내용의 반영 여부에 따라 비평 노트 아이콘의 모양을 달리
제시하여 반영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설계 원리 및 전략에 따른 성찰지원도구의 구성요소를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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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찰지원도구의 개발
멀티리터러시 학습을 위한 성찰지원도구의 개발을 위해 멀티리터러시, 성찰지원 등에
관한 문헌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성찰지원도구의 설계 원리 및 전략을 도출하였다.
개발은 Windows 2000 Advanced Server 운영 체제에 기반을 두어 개발되었다. 데이터베이
스는 MS-SQL을 사용하였고, 웹 서버는 Windows Server 2003의 IIS 5.0을 사용하였다. 웹
페이지와 서버의 연동을 위한 서버 스크립트 언어는 ASP를 사용하였으며, Visual C++
을 이용한 ActiveX 컨트롤을 제작하였다.
개발된 성찰지원도구의 메뉴는 ‘공지사항’, ‘생각하기’, ‘비평하기’, ‘과제내기’, ‘물어
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성찰지원도구의 대표적인 메뉴인 ‘생각하기’와 ‘비평하기’ 메뉴
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각하기

생각하기’ 메뉴는 학습자 개인이 자신이 만든 제작물에 대하여 성찰하거나 다른 학
습자들이 자신의 제작물에 대하여 한 비평내용으로 인한 성찰을 하는 공간이다. ‘생각
하기’는 제작물, 성찰일지의 목록과 성찰일지 작성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체적인
화면 구성은 [그림 2]과 같다.
‘

제작물과 성찰일지의 목록
제작물과 성찰일지의 목록은 각 제작단계에 따른 제작물과 성찰일지, 제작물에 대한
(1)

[그림 2] ‘생각하기’의 전체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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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습자의 비평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 작성되거나 수정된 것 순서로 나
열되어 있다. 제작과정에 대한 성찰 지원을 위해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히스토리를 살
펴볼 수 있도록 새로운 이름의 성찰일지가 생성될 때뿐만 아니라 같은 이름의 성찰일
지가 수정되어 저장될 때마다 수정 전과 후 파일 모두를 시스템에 저장하여 이를 목록
에서 제시하였다.
성찰일지 작성 공간
성찰일지 작성 공간은 성찰의 대상이 되는 제작물에 대한 정보와 학습자가 다양한
형태의 노드와 링크를 사용하여 성찰일지를 작성하는 곳으로 구분된다. 성찰 대상이 되
는 제작물에 대한 정보로는 제작단계에 대한 정보, 제작물을 쉽게 볼 수 있는 링크 제
공, 제작물에 대한 다른 학습자들의 비평이 있다.
성찰일지 작성 과정은 학습자가 성찰일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호형태의
노드, 링크와 노트 기능을 사용하여 자신의 성찰적 사고를 가시화한다. 저장버튼을 눌
러 저장하게 되면 [그림 3]와 같이 작성한 성찰일지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화
면이 뜬다. 학습자가 입력하는 정보는 제작물, 제작단계, 제작물에 대한 설명과 공개 여
부이다. 공개를 선택하게 되면 제작물과 성찰일지는 ‘비평하기’ 공간에서 목록으로 제시
되어, 비평을 받게 된다.
성찰일지의 작성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성찰적 사고를 비선형적으로 가시화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크게 다음의 세 가지 개념으로 화면이 구분되어 있다. 첫째, 성찰일
지의 열기, 저장, 서버에 올리기 등과 같은 성찰일지 파일 자체를 다루는 부분, 노드,
(2)

[그림 3] 성찰일지 정보 입력 새창이 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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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노트 등의 성찰일지 작성을 위한 도구모음을 제공하는 부분, 성찰일지 작성이 이
루어지는 부분이다.
제공되는 노드의 종류는 문자, 이미지, 소리, 동영상, 웹 주소, 기타 파일등이며, 노드
에 그 종류를 명명하기도 하였으며 노드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표현되도록 하
여 학습자가 기호형태에 따라 노드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드를 더블 클
릭하면 생기게 되는 다이얼로그창의 직접보기를 통해 노드의 내용을 쉽게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링크 또한 다양한 기호형태로 제공되며 링크는 직선뿐만 아니라 꺾일 수도 있도록
하여 노드간의 거리 또는 링크 진로 중에 있는 다른 노드 때문에 연결하지 못하는 경
우가 없도록 하여 성찰적 사고를 제약 없이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링크의 내용을
보는 법은 위의 노드 내용을 보는 방법과 동일하다.
노트는 노드에 대한 설명이나 표시를 하는 역할을 한다. 노드와 링크가 순전한 자신
의 생각을 통해 생성된 것과 다른 사람의 비평을 통해 생성된 것을 구분하여 기입할
수 있도록 노트를 두 가지 제공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성찰일지 작성 프로그램의 사용 예는 [그림 4]과 같다.

[그림 4] 성찰일지 작성 프로그램의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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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비평하기’ 전체 화면 구성

2) 비평하기

비평하기’에서는 학습자가 공개 허용을 한 제작물과 성찰일지에 대해 서로 비평을
받고 해주는 공간이다. 비평 활동은 제작의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이루어지고 자신의
제작물에 대한 비평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하기’에서 성찰을 하고 제작물을
수정하여 그 결과를 다시 공개해서 비평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평하기’
는 비평의 대상이 되는 제작물과 성찰일지 목록과 제작물에 따른 비평이 일어나게 되
는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체적인 화면 구성은 [그림 5]와 같다.
‘

비평 대상 목록
비평 대상 목록은 팀원들의 이름, 비평 대상이 되는 제작물과 성찰일지, 제작물에 대
한 다른 학습자의 비평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록 내용 구조는 팀원을 상위 구분에
두고 각 팀원에 대하여 다시 제작단계로 하위구분을 하였다. 최근에 공개된 제작물과
성찰일지를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수정 전과 후의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1)

비평 활동
비평 활동 공간은 비평의 대상이 되는 제작물에 대한 정보, 그동안의 비평내용, 비평
하기로 구분된다. 제작물에 대한 정보로는 제작자, 제작단계, 제작물, 제작물에 대한 설
명이 있다. 비평 내용에 대한 정보는 비평한 학습자, 비평의 반영 여부, 비평 레벨, 비
평의 이유와 근거, 비평 내용과 관련 자료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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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비평 활동 화면

비평 활동의 과정은 비평 대상 목록에서 비평하고자 하는 제작물을 선택하게 되면
제작물에 대한 정보, 제작물에 대한 이전의 비평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된다. 학습자는
비평 활동 공간에서 제공되는 제작물에 대한 배경 지식과 또 실제의 제작물을 보게 된
다. 제작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제작물을 실제로 살펴 본 후 ‘[비평하기]’를 클릭하면
[그림 5]에서와 같이 비평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입력창이 뜬다. 비평 내용 입력창에서는
이유, 근거의 프롬프트를 제공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여 비평의 내용
이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비평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화면은 [그림 6]
와 같다.
비평 내용 보기와 반영하기
제작물에 대한 비평 내용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를 제공하였다. 한 가지는 학습자가
실제적인 제작물에 대한 비평 활동을 하는 공간에서 제작물에 대한 설명 하단에 제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평노트 아이콘을 제공하여 아이콘을 클릭 하게 되면 새 창
에서 비평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평노트 아이콘은 제작물과 같이 붙어 있
도록 하였다. 또한 누가 비평한 내용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평노트 아
이콘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비평을 한 학습자의 이름이 풍선말 안에 뜨도록 하였다.
학습자로 하여금 비평 내용이 자신의 제작물과 성찰일지에 반영되었으면 비평 노트
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반영 여부에 따라 비평 노트 아이콘의 모양을 달
리 제시하여 반영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찰일지와 제작물 모두에 반
영된 비평노트의 아이콘은 , 성찰일지에만 반영된 비평노트의 아이콘은 , 제작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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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비평 노트

에 반영된 비평노트의 아이콘은 , 성찰일지와 제작물 모두에 반영되지 않은 비평노
트의 아이콘은 이다.
비평노트 아이콘을 눌렀을 때 뜨게 되는 비평노트의 화면은 [그림 7]과 같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제작중심의 멀티리터러시 교육이 기술 중심의 교육에 머물지 않고, 성
찰을 통해 학습자가 독자 혹은 작가로써 자신의 활동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멀티리터러시 학습을 위한 성찰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멀티리터러시 학습을 위
한 성찰지원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멀티리터러시와 성찰 지원에 관한 문헌을 분
석하여 설계 원리 및 전략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설계 원리는 성찰적 사고 수준을 고려
한 스캐폴딩 제공, 성찰적 사고 가시화의 비선형적인 형태 지원, 다양한 기호 형태 사
용 지원, 사회문화 맥락적인 성찰 지원, 제작과정에 대한 성찰 지원, 제작 결과물에 대
한 수정 지원이다.
설계 원리를 중심으로 설계전략을 도출하였으며, 설계 원리 및 전략을 토대로 하는
성찰지원도구의 구성요소를 설정하였다. 성찰지원도구의 설계 원리에 따른 설계 전략과
실질적 개발을 위한 성찰지원도구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성찰적 사고 수준을 고려한 스캐폴딩 제공에 대한 설계 전략은 노드와 링크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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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적 표상양식을 지원, 이유와 근거를 적을 수 있는 프롬프트를 제공, 이유와 근
거에 대한 확신에 따른 레벨 프롬프트를 제공, 비평 활동 지원, 결과물들뿐만 아니라
성찰내용도 함께 공유, 동료의 비평으로 인한 성찰내용은 표현 방식을 달리하도록 하여
비교가 쉬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성찰지원도구에서는 ‘생각하기’메뉴의 성찰일
지 작성 프로그램과 ‘비평하기’메뉴의 비평활동을 통해 구현되었다. 성찰적 사고 가시화
의 비선형적인 형태 지원에 대한 설계 전략은 노드와 링크를 이용하여 학습자가 하이
퍼미디어구조를 구성해 가도록 하는 것과 노드와 링크에 대한 추가 설명을 기입할 수
있는 노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성찰지원도구에서는 성찰일지 작성 프로그램에서
노드와 링크 사용, 노트 기능 등이 제공된다. 다양한 기호 형태 사용 지원을 위한 설계
전략은 문자 노드, 소리 노드, 이미지 노드, 동영상 노드, 웹 주소 노드, 파일 노드와 링
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성찰지원도구에서는 성찰일지 작성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기호
형태의 노드와 링크가 제공된다. 사회문화 맥락적인 성찰 지원을 위한 설계 전략은 결
과물들에 대한 학습자 상호간의 비평 활동 제공하는 것으로 성찰지원도구에서는 ‘비평
하기’ 메뉴를 통해 비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작과정에 대한 성찰 지원을 위
한 설계 전략은 제작단계마다 개인적인 성찰, 협력적 성찰을 하도록 하는 것과 제작단
계마다 나오는 결과물과 성찰일지들의 목록 제공하는 것이다. 성찰지원도구에서는 학습
자들에게 제작단계가 끝날 때마다 성찰일지 작성과 비평활동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결과물과 성칠일지들의 목록을 작성날짜 순으로 제시하였다. 제작 결과물에 대한 수정
지원을 위한 설계 전략은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비평이 성찰내용 작성과 제작결과물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 학습자 상호간의 비평 활동 후 자신의 제작물을 수정하고, 수정된
제작물을 다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과 비평내용의 반영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찰지원도구에서는 학습자들이 비평노트 작성을 통해 반영여부를 체크하
도록 하였으며, 수정된 제작물을 공개하여 비평활동에서 공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평
내용의 반영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비평노트 아이콘을 제공하였다.
성찰지원도구의 개발은 Windows 2000 Advanced Server 운영 체제 기반에, 데이터베이
스는 MS-SQL, 웹 서버는 Windows Server 2003의 IIS 5.0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기존의 성찰지원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과학, 사회분야 학습과 관련된 연구
들인 반면, 본 연구는 멀티리티러시 특성과 제작중심 학습의 특성을 반영하는 설계원리
를 도출하고 도출된 설계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멀티리티러시 학습을 위한 성찰지원도
구를 처음 시도하여 개발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제작전, 제작, 편집, 제작후와 같은 단계별 제작 접근 방식의 멀
티리터러시 학습을 위한 성찰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멀티리터러시에서 제작을 가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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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 접근법과 개방적인 탐구를 강조하는 접근법이 있다(Bukingham,
2003). 자기 접근법과 개방적인 탐구를 강조하는 접근법에서의 멀티리터러시 학습에 맞
는 성찰지원도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작의 다양한 접근방식에 따라 개발된 멀티리터러시 학습을 위한 성찰지원도
구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멀티리터러시 학습에서의 성찰을 지원하는
방법을 규명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찰지원도구의 성찰일지 작성 프로그램에서학습자는 노드
와 링크를 사용하여 성찰적 사고를 개념도와 같은 형태로 가시화할 수 있다. 성찰적 사
고의 변화 히스토리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찰지원도구에서는 새로운 이름의
성찰일지가 생성될 때뿐만 아니라 같은 이름의 성찰일지가 수정되어 저장될 때마다 수
정 전과 후 파일 모두를 시스템에 저장하였다. 저장된 성찰일지를 이용하여 멀티리터러
시 학습에서 학습자의 성찰적 사고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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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Reflection Supporting Tool
for Multiliteracies Learning

Sung-Ho Kwon (Hanyang University)
Myung-Sook, You (Hanyang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reflection supporting tool for Multiliteracies
learning. The principles and strategies for reflection supporting tool were drawn from literature
reviews. The development of reflection supporting tool for Multiliteracies requires six supports;
support on scaffolding considering the forms of reflective thought, support on visualization for
reflective thought in nonlinear manner, support on diverse symbol, support on reflection in
contexts of culture, support on reflective production process, and support on revision of
production. The development of the reflection supporting tool was based on the design principles
which went through the stage of literature research, design, development.
Key words : Multiliteracies, Reflection, Reflection support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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