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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High Achievement’ Interaction for
an Learning in an Onlin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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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high achievement’ interactions for an learning in an online environment. The
research participants consisted of 26 groups(each groups 5) that performed instructional design tasks
through online collaborative learning in their teacher training courses at University A, located in
Gyeonggi-do, South Korea. To determine which interaction structure was most effective,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action among six of these groups, namely, the five groups with the highest task scores and the
group with the lowest score. The MIAT (Multidimensional Interaction Analysis Tool) was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first, Quantitative analysis were as follows: on average, there were 19.4 cases of
interaction at the early stage of learning, 46.2 cases at the implementation stage, and 15.2 cases at the
closing stage for the high-achieving groups; there were 2 cases at the early stage of learning, 17 cases at
the implementation stage, and 3 cases at the closing stage for the low-achieving group. This shows that
the quantitative level of interaction is high in the high-achieving groups. The second, As for the structure
of interaction, the high-achieving groups showed interaction among all members, without free riders, but in
the low-achieving group, all members, with the exception of two or three who led the interaction, turned
out to be free riders. The third, the high-achieving groups showed active interaction in setting learning
objectives at the early stage and planning solutions for the tasks, but the low-achieving group did not. In
conclusion, along with precisely defining and sharing learning objectives at the early stage of learning, a
structure involving evaluation of the learning outcomes can be considered effective for academic
achievement. This study provides an evaluation standard that can be used in future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interactions in online learning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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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온라인 협력학습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여러 학습자들의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지식
을 구성하는 활동으로서 학습의 과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및 문제해결력, 의사
소통 능력이 높아지는 장점에 의해 교육적 가치를 주목받고 있다(Bassani, 2011). 이와
함께 온라인 협력학습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자들의 성격적 특성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다양한 교육 영역에서 온라인 협력학습을 접목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협력학습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사회적 실재감
의 결여와 비동시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며, 비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성화 되는 것에서 매우 제한적이다(Ahern et al., 2006).
이에 많은 연구들이 온라인 협력학습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
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전략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단 구
성 방법이다. 학업성취 수준 또는 성격, 성별, 연령 등 개인 배경 변인들을 이질적으로
구성할 때 상호작용이 촉진 될 수 있다는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강명희 외, 2008; 류수
영, 강오한, 2001; Gibbons, 2010). 다음으로 협력스크립트를 제시하거나 인지적, 동기적
스캐폴딩을 제시함으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전략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실제로 상호작용의 수준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은철, 김민정, 2012; 이은
철, 2013b).
이와 같이 상호작용과 관련된 연구의 목적은 상호작용의 촉진보다 이를 통해 학업
성취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있다(Woo & Reeves, 2007). 실제로 토론실 게시판에서 상호
작용 빈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높은 학점을 받거나(황성현, 이경우, 2008), 온라인 글쓰
기 게시판에서 상호작용의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글쓰기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Zheng & Warschauer, 2015). 그러나 이와 반대로 상호작용이 촉진되었음에도 학
업 성취 수준이 높아지지 않은 결과도 있다. 이은철(2013a)은 친밀도 수준을 조절하여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전략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친밀도 수
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상호작용의 빈도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학업성취 수
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상호작용의 관계적 정보, 질적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
였다. 그 결과 친밀도 수준이 높은 집단은 과제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회적
메시지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제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지
적 메시지의 빈도는 친밀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상호작용 빈도의 차이는 나타났으나 학업성취에는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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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상호작용 분석 방법의 차이가 결
과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Kim과 Lee(2012)는 상호작용 연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차원적인(양적, 질적, 관계
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이는 협력학습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상
호작용은 다양한 맥락과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빈도나 메시지 분석
과 같은 하나의 분석 방법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면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얻는
것이 어렵다고 제안하였다. 정확한 연구 결과는 상호작용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은철(2013a)은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집단
의 상호작용을 분석해서 향후 연구들이 상호작용의 효과성을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는 사례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상호작용의 효과를 해석할 때 메시지의 빈도 또는
SNA의 밀도 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Kim & Lee, 2012).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은
상호작용의 다양한 맥락 가운데 하나의 측면만 고려되었기에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에 고성취 집단이 수행한 협력학습 과정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상호작용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해석 기준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이와
같은 연구는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고성취집단의 협력학습과정에서
나타난 상호작용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해서 그 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
호작용 관련 연구들에 활용될 수 있는 학업성취에 효과적인 상호작용의 지표가 마련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온라인 협력학습에서의 상호작용

온라인 환경에서의 협력학습
협력학습은 학습자들이 과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의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료
를 검색하고, 검색된 자료를 정리하여 검증하고, 공동의 해결책 또는 지식을 구성하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문제해결력과 창의력,
정보를 다루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이은철, 김민정, 2012). 그러나 협력학습은 몇 가
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협력학습은 시공간의 제약과 함께 학습자의 성격이 내
향적인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도 한다(김신자, 이정민, 2003; 이상수, 2004). 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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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자료를 찾거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부정확한 지식을 공유하는
경우도 나타났다(Gibbons, 2010; Makitalo et al., 2005).
이와 같은 협력학습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온라인 환경이 협력학습이 활용되었다.
온라인 환경은 학습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의 학습을 가능하게 해준다(Patel,
Pettitt, & Wilson, 2012). 또한 학습자 성격 특성에 따라 온라인 협력학습의 결과에 영향
이 있다(강명희, 엄소연, 이정민, 2010). 그러나 온라인 협력학습은 면대면 협력학습보
다 성격 특성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ollar, Fischer, & Slotta, 2007). 이와
함께 온라인 협력학습은 자신의 주장 및 답변을 문자로 작성하기 때문에 자료를 찾고
검토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비교적 정확한 근거와 지식을 토대로
논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Jeong, 2005; Kollar, Fischer, & Slotta, 2007).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협력학습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 협력학
습은 비동시적 의사소통을 사용하여 학습자의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동료 학습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회적 실재감이 결여
되고, 내적 동기와 몰입 수준이 낮아지고 상호작용의 수준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Krebs, Ludwig, & Müller, 2010). 결국 온라인 학습 환경의 제한점은 여러 가지 원인
에 의해 상호작용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에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상호작용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면 온라인 학습 환경은 협력학습을 위한 가장 적절한 도구가 될 것
이다.
온라인 협력학습에서의 상호작용
온라인 협력학습에서의 상호작용을 정의하면 “온라인 협력학습에서 학습자들이 과
제와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의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협력적 활동”
으로 정의할 수 있다(Arbaugh & Benbunan-Fich, 2007, p. 853). 이와 같은 정의를 고려할
때 온라인 협력학습의 상호작용은 범위와 대상이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학
습자가 문제해결과 공동의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서 다른 학습자와 학습자료, 교수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대상과 협력적 활동을 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협력학습은 상
호작용의 주도권을 학습자가 가지고 있다. 이는 학습의 참여와 이탈 그리고 개입의 수
준을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Patel, Pettitt, & Wilson, 2012).
이처럼 온라인 협력학습의 상호작용이 매우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온라
인 학습 환경이 교실과 격리 되어 있으며, 교수자가 실시간으로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은철, 김민정, 2012). 이와 함께 교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참여 의사 수준에 의해 상호작용이 매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이은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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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온라인 협력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학생들의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Patel, Pettitt, & Wilson,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를 통해서 다루어진 온라인 협력학습의 상호작용 촉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시적 의사소통 도구인 채팅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며
(Détienne, 2006), 둘째, 협력스크립트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기도
하였다(김민정, 2009). 이와 함께 동료 피드백, 스캐폴딩, 그라운딩 지원도구 등을 활용
하여 상호작용 활성화하는 방안이었다(김동식, 권숙진, 2006; 김민정, 2011; 선종삼, 김
동식, 2010). 선행연구들은 온라인 학습 환경의 특징 가운데 상호작용의 범위와 대상의
다양성의 영역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결론적으로 상호작용을 촉
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개발할 때 학습자의 자율성에 대한 고려가 배제 되었다. 이
와 같은 맥락에서 이은철과 김민정(2012)의 연구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원도구
를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도 하였는데, 상호작용의 수준이 향상될 뿐만 아니
라 자율성을 지원 받은 집단의 학업성취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상호작용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
만 학습자의 주도성을 인정하는 자율성이 온라인 협력학습의 상호작용의 수준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13b).

2. 온라인 협력학습에서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온라인 협력학습에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호작용의 대상으로서 학
습자-교수자와 학습자-학습자 가운데 학습자-교수자의 상호작용이 학업성취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정선, 유정문, 2003).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김규동과 그의 동료(2012)들의 연구에서 더욱 구체화 되었다.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
습자들이 교수자에 대한 실재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학업성취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호작용을 촉진 전략이 학업성취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에서 과제 중심적 촉진 전략보다 동기 중심적 촉진 전략을 사용하
였을 때 학업성취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김수현, 김민정, 2006). 이와 함
께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수준에 따라 학업성취 수준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권호천, 2009). 이와 함께 이은철과 김민정(2012)의 연구에서
도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 주었을 때 학업성취 수준
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교수자가 개입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과 학생들의 자율성을 제공하여 동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대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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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협력학습 환경의 구조적 특징에 의해서 교수자의
개입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온라인 학습 환경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성
이며, 이와 같이 학생들의 자율성이 보장된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 수준
이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Brophy, 2010). 학습자의
내적 동기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외부의 통제 없이도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내적 동기 수준은 낮은 학습자는 외부의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학습에 매우 소극적으
로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 학습 환경은 교수자의 통제가 지극히 적은 수준이
기 때문에 학업성취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적 동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Deci & Ryan, 2000).
이와 같은 내적 동기는 자기주도적 학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내적 동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
하며, 학습 자원을 탐색하여 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학습 계획에 따라서 스스
로 학습하여 학습 결과를 성취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이 같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라고 지칭한다(이석재 외, 2003). 자기주도
적 학습의 구성요인은 크게 계획, 실행,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각 하위요
인은 욕구형성, 목표설정, 자원파악, 학습전략 선정 및 능력, 과제 집착력, 평가와 후속
의 피드백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이와 같은 자기주도적 학습의 과정은 일반적
인 학습과정과 동일하지만 학습의 주체가 학습자 자신이기에 하위 요인은 교사 주도
의 학습과정과 일부 차이가 있다(이석재 외, 2003).
학습단계
하위요인

<표 1> 자기주도학습 구성 요인

계획
욕구형성, 목표설정,
자원파악

실행
학습전략 선정 능력,
과제 집착력

평가
평가와 후속의
피드백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본적인 전제는 학습자에게 충분한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Deci & Ryan, 2000). 이와 같은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본 전제와 온라인 학습 환
경의 특징은 많은 부분에서 동일하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온라인 협력학습 환경에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실행 수준이라고 유추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성취 집단의 협력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상호작용의 질
적 분석에서 담화분석의 틀로 자기주도학습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자기주도학
습이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업성취에 높은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며, 자기주도학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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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조가 학습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상호작용을 학습 과정에 맞추어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석재 외, 2003).
3.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분석

양적 분석 방법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방법은 양적, 질적, 관계적 분석 세 가
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적 분석 방법은 상호작용과 관련된 초기 연구에서주로
사용되었다(Marra, 2006). 이 방법은 학습자들이 글을 쓴 빈도나 댓글을 단 빈도 등을
모두 합산하여 점수로 환산하여 상호작용의 수준을 분석하기도 하였으며(Benbunan-Fich
& Hiltz, 1999; Lee & Jang, 2010; Pozzi, 2010), 학습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다른 학습자들
이 작성한 댓글의 숫자를 비율로 지수를 구하거나(Mason, 1992), 전체 게시글과 개인이
작성한 글의 빈도를 비율로 환산하여 점수를 구하여 상호작용의 수준을 분석하기도
하였다(Michinov & Michinov, 2007). 이와 같은 양적 분석 방법은 수집된 자료를 통계처
리를 하여 다양한 검증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었다.
그러나 양적 분석 방법은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분석
하기 어렵고, 단순히 메시지의 빈도나 비율로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서 연구의 정확성
이 결여 된다는 지적이 있다(Marra, 2006). 이에 Newman, Wedd와 Cochrane(1996)는 학습
자들이 작성한 메시지에 대해 내용이 새로운지, 중요한지,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지, 정
확한지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여 양적분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A
학습자가 5개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B학습자는 6개의 게시글을 작성하였을 때 단순
히 빈도만으로 분석하면 B라는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A학습자는 5개의 게시글 모두 정확한 근거가 있고, 과제와 관련이 있으며, 새
로운 시각과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글을 작성하였고, B학습자는 A학습자의 글에 대해
서 긍정 또는 부정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간략하게 글로 작성하였다면
과제 해결에 있어서 A학습자의 상호작용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완
에도 불구하고 양적 분석 방법은 학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할 수 없다는 제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다(Marra, 2006).
1)

질적 분석 방법
양적 분석 방법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질적 분석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질적 분
석 방법은 학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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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Bassani, 2011). 질적 분석 방법은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 중에 주고받은 담화들을
분석하고, 메시지의 유형을 구분한다. 이후에 해당 담화가 학습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서 학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현상을 조금 더 구체적
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George, 2008; Strijbos et al., 2006).
이와 같은 질적 분석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화를 나누는 단위와 담화의 유
형을 분류하는 범주이다(Strijbos, et al., 2006). 담화를 나누는 단위는 의미단위와 메시지
단위가 있다. 의미단위는 담화의 내용을 의미로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A학생이
2문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문장 안에 의미 있는 내용이 2가지가 있다면 2번의 담화를
한 것으로 분석한다. 그런데 B학생은 1문장을 작성하였지만 그 문장 안에 2가지의 의
미가 있다면 B학생도 2번의 담화를 한 것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 단위 분석이라고
한다. 메시지 단위는 한 문장 안에 몇 가지 의미가 있던지 한 사람이 한 번에 작성한
문장을 한 번의 담화로 분석한다(이은철, 2013a). 이와 같은 담화 분석단위는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 의미단위는 학습에서 이루어진 상호작용의 과정을 시계열적으
로 분석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메시지단위는 상호작용의 과정 보다는 학습자 간의 관
계적인 측면을 분석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특별히 메시지 단위 분석은 사회연결망 분
석을 활용하는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 이유는 관계적 구조는 담화 속의 의미의
배열 보다는 담화를 주고받는 구성원들의 메시지의 배열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
이다(Woo & Reeves, 2007).
다음으로 메시지의 유형을 구분하는 범주는 연구 목적에 따라 개방코딩 또는 축코
딩을 사용한다. 개방코딩은 담화의 유형을 구분할 범주를 사전에 구성하지 않고 담화
들을 유사한 범주로 구분하고 해당 범주를 명명하는 방법이다. 축코딩은 사전에 담화
를 분류할 범주의 유형을 구성하고, 담화를 해당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다. 질
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개방코딩보다 축코딩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많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분석의 틀을 사용할 경우 분석의
이론적 근거가 확실하고 분석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Woo & Reeves, 2007). 그러나 질
적 분석 방법은 학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집단 내에서 학습자 간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관계적인 정보는 분석할 수 없
다는 제한점이 있다.
관계적 분석 방법
관계적 분석은 질적 분석의 제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관계적 분석은 일
반적으로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사용하는데, 사회연결망분석은 집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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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일어나는 학습자 간의 관계를 노드와 링크를 통해서 상호작용의 관계를 시각
화하여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Sternitzke, Bartkowski,
& Schramm, 2009). 이와 함께 학습자가 사회연결망의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와 집중도,
학습자 사이에 연결된 수준을 제시하는 밀도와 같은 다양한 양적 지표들을 통해서 양
적 자료가 함께 제공되기에 관계적 자료와 함께 양적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Kim et al., 2011). 그러나 사회연결망분석은 학습자 간의 관계는 분
석이 되지만 상호작용의 과정 중에 나타난 메시지의 유형과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 주지 못하는 것이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Woo & Reeves, 2007).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제언
Kim과 Lee(2012)는 그들의 연구에서 상호작용의 분석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 먼저 양적 분석방법은 명료한 양적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통계 검증
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정보를
잃어버리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질적 분석 방법은 담화의 내용과 유형 분석을 통해서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만 각 학습자들의 관계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적 분석 방법인 사회연결망 분
석은 학습자 간의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호작
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적, 질적 정보를 잃어버리는 제한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제
한점들은 연구 결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적, 질적, 관계적 정보를 모
두 분석하여야 보다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Marra(2006)는 온
라인 학습 환경에서 사용된 다양한 분석 방법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상호작용은 삶의
양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다면적으로 분석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Kim과 Lee(2012)는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상호작용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상호작용의 빈도, 메시지의 점수, SNA의 밀도 등 하나의 지표만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확한 연구 결과는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 해석할 때 얻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은철(2013a)이 연구에서 주장한 것 같이 상호작용의 효과를 비교
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향후 상호작용 연구를 위해 상호작용
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고성취집단의 협
력학습과정에서 나타난 상호작용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상
호작용의 양적, 질적, 관계적 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 결과가 학업
성취에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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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를 위해 수도권 소재의 A대학에서 2012년 2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3학
기 동안 동일한 교수자에 의해 운영 된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수업에서 상호작용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2012년 1학기는 10개 집단이 편성되어 교수 설계 과제를 온라인만
사용하여 협력학습을 수행하였다. 2013년 1학기는 7개 집단, 2학기는 9개 집단이 교수
설계 과제를 수행하였다. 3학기 동안 총 26개 집단의 상호작용의 사례가 수집되었다.
이 가운데 고성취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서 모든 집단의 과제 점수(만점 40점) 사분위
수를 구하여 점수가 1사분위수(36.5점) 이상인 5개 집단(과제 성적 평균 38.2)을 선정하
였다.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인 집단의 상호작용과 대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4사분위
수(23.5) 이하의 집단 가운데 과제 점수가 가장 낮은 1개 집단(과제 성적22)을 선정하였
다(<표 2> 참조). 협력과제의 평가는 김민정(2011)의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설계과제
평가 기준을 사용하였다(<표 3> 참조).
비고
과제 참여 집단 수
선정 집단
과제 점수

<표 2> 분석 대상 집단 현황 및 협력과제 성적

년 2학기

2012

년 1학기

2013

년 2학기

2013

10

7

9

2

3

1

39, 38,

38, 37, 22

39

<표 3> 교수설계과제 평가 기준

교수설계주제 수행목표의 진술과
선정과 분석
검사의 설계
요구, 학습자,
수행목표 진술,
요소 학습과제, 학습환경 준거지향
검사 개발
분석, 시사점
배점
10점
10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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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전략의 설계와 활용과 평가
교수매체의 개발
교수전략의 타당성, 활용계획, 평가개념
교수전략의 창의성, 구분, 형성평가,
교수전략의 충실성,
총괄평가,
교수매체의 개발 평가결과의 환유
10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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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작용 분석 방법 및 도구

양적 분석 방법
상호작용의 양적 분석방법은 담화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에 점수를 부여하였
다. 이와 같은 방법은Newman, Wedd와 Cochrane(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으로 담화
의 내용이 새로운지, 중요한지,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지, 정확한지를 기준으로 가치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면 A학생의 담화가 새롭고,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그 담화에
2점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Newman의 연구에서 사용된 가치 부여의 기준은 <표
4>와 같다.
1)

기준

<표 4> 양적 가치 부여 기준

새로움
중요함
관련성
정확성
중요한 정보나 과제의 내용이나 작성된 글의 내용이
새로운
주제나
내용
과제 해결에서의 토론의 주제와 사실과 비교했을 때
내용 전개
핵심적인 내용
관련됨
정확함
점수
1점부여
1점부여
1점부여
1점부여
* 출처: 이은철(2013a). 라포 수준에 따른 집단 구성이 온라인 협력학습 환경에서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1(3), 57-82.

질적 분석 방법
(1) 담화 분석의 단위
질적 분석을 위해서 내용분석을 수행해야 하며, 내용분석을 통해 연구를 수행할 때
담화의 분석 단위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계적 수준 측정을 병행하는 연구는
의미단위 분석 보다는 메시지단위 분석을 수행한다. 그 이유는 관계적 수준 측정은 담
화 속의 의미의 배열 보다는 담화를 주고받는 구성원들의 배열에 더 많은 관심이 있
기 때문이다(Woo & Reeves, 2007). 본 연구에서는 질적 수준 측정과 함께 관계적 수준
을 측정하기에 담화의 분석 단위를 의미가 아닌 메시지 단위로 분석하였다.
2)

담화 유형의 분석 범주
질적 분석을 위해 담화의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협력학습 환경의
상호작용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온라인 협력학습 환경의 특성이 반영된 구분 범주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온라인 협력학습 환경의 특성을 살펴보면, 온라인 협력학습은 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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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개입이 적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제공된다. 이에 학
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참여 정도가 학업성취수준에 높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은철,
김민정, 2012). 본 연구는 온라인 협력학습 환경에서 학업성취에 성과를 나타낸 집단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학생들의 자
율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였
다. 그 결과 자기주도적학습이 타인의 개입 없이 학습자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며, 학습을 실행하여서 목표한 학업성취를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이석재 외, 2003), 자기주도적학습의 이론적 틀로 담화의 유형을 분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협력학습 과정 중에 자기주도
적학습의 구성요소들로 분류가 가능한 사용하여 담화만을 질적 분석하였고(<표 5> 참
조), 이후에 양적 분석 방법을 통해 각 담화의 가치를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하였다.
단계

유형
목표 설정

학습
준비

자원 파악

학습
실행

학습
마무리

학습 계획
설명(정보제시)
지지
내용 추가
반대 및
의견제시
내용 수정
결론 내리기
결과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보고서 작성

<표 5> 담화 유형의 분석 범주

예시
“그런데 이번 과제에서 교수님이 원하시는 건 교수 설계에 대한 전
반적인 흐름과 과정을 아는 걸꺼야”
“이번 과제에 필요한 자료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주제가 과학 교
실 이니까! 과학 교육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
“과제 제출일이 ○○일까지 거든 그러니까 15일이 남았어 ○○일까
지 기초적인 자료 조사를 마무리 하고 ○○일까지 내용 공유하고,
정리한 다음에 ○○일까지는 초안이 나오도록 하자”
“중학생의 학습자 특성은 ~~이 가장 특징적인 것 같아”
“그 내용은 맞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 을 더 추가했어”
“학습 전략을 그렇게 정하는 건 조금 그런데, 동기 유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오타 수정 했어요”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용을 ~~으로 수
정했어”
“그럼 학습 전략 내용을 ~~으로 결정하자”
“음 전반적으로 과제가 다 잘된 것 같다.” “우리 과제 내용은 어때?”
“나는 과제 분석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하위로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최종 보고서는 ○○와 제가 작성할게요.” “°최종 보고서 내용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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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상호작용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Kim & Lee(2012)의 MIAT
(Multidimensional Interaction Analysis Tool)를 사용하였다. MIAT는 연구자에 의해서 입력된
정보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관계적, 질적, 양적 영역으로 계산해서 전체적인 관계와 담
화의 유형을 구분하여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도구(Tool)이다. 이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와 다르게 MIAT는 집단 내의 상호작용의 관계 및 유형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
여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MIAT는 담화의 가치로 입력
된 점수들을 사용하여 개별적인 메시지의 점수를 T 점수로 환산해서 제공함으로 집단
내에서 해당 메시지가 가지는 가치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집단 내에서 발생한 전체
담화의 숫자와 집단 내의담화를 점수화 했을 때의 총점과 상호작용 점수의 평균과 표
준편차를 제공함으로서 다른 집단과의 비교도 가능하게 해준다.
이에 본 연구는 양적, 질적 분석된 자료를 MIAT에 입력하여, 각 메시지의 가치가
부여된 점수를 계산하였고, 메시지의 유형에 따른 가치도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MIAT를 사용하여 상호작용의 관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3)

평정자 간 신뢰도
본 연구를 위해서 상호작용은 담화의 유형, 담화의 방향, 담화의 수준의 분석이 수
행되었으며, 분석은 연구자 2인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담화의 유형의 평정자 간 신뢰
도는 .87이었으며, 담화의 방향은 .97, 담화의 수준은 .91이었다. 불일치한 부분은 연구
자 2인이 면대면 논의를 통해 합의하였다.
4)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2년 2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수업에서 제출된 26개의 교수 설계 과제를 평가하였다. 평가 점수를 기준
으로 상위 5개 과제를 선택하고, 해당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이 과제 수행을 위해 작성
한 온라인 게시판의 담화 내용을 수집하였다. 이와 함께 학업성취 수준이 저조한 상호
작용을 예시로 제시하기 위해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과제를 선택하고, 해당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이 과제 수행을 위해 작성한 온라인 게시판의 담화 내용을 수집하였다.
이후에 담화를 자기주도적 학습 내용을 구분하였고, 구분된 담화들을 Newman, Wedd와
Cochrane(1996)의 기준을 사용하여 가치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를 MIAT에 입력하여 상
호작용의 양적 수준과 관계 구조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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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상호작용의 양적 분석 결과

각 집단별 상호작용 양적 수준을 준비, 학습, 마무리 단계를 구분하여 MIAT를 통해
서 계산하였고, <표 6>에 제시하였다. 양적 수준은 총 담화의 빈도 수, 담화의 점수로
제시하였다. 총 담화의 빈도수는 학생들이 주고받은 담화의 합계를 의미한다. 담화 점
수의 총점은 각 담화에 양적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부여하는데 이러한 점수를 모두
합한 결과를 의미한다.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를 보인 집단 가운데 양적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5집단으로 5명의 학습자가 총 95회의 메시지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평균
으로 환산하면 개인 당 19회의 메시지를 작성하였고, 학습자들이 작성한 메시지를 평
가하여 점수를 부여한 결과 총 211점이며, 평균을 구하면 42.2점이다. 양적 분석 결과
를 종합하면 학업 성취가 높은 5개의 집단의 평균 메시지 작성 빈도는 개인당 16.1회
이며, 메시지를 평가하여 부여한 점수는 개인당 평균 33.7점이다. 이에 반하여 학업 성
취가 낮은 대조집단은 메시지의 작성 빈도가 4.4회이며, 메시지를 평가하여 부여한 점
수는 7.6점이다. 학업 성취가 높은 집단의 상호작용과 낮은 집단의 상호작용의 양적
<표 6> 집단별 상호작용의 양적 수준

비고
구성원(과제점수)
준비
학습
총
담화의 마무리
빈도 수 합계
평균
준비
학습
담화의 마무리
점수
합계
평균

고성취 집단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평균
5명(39) 5명(39) 5명(38) 5명(37) 5명(38)

대조
집단
5명(22)

16

23

18

14

26

19.4

2

51

40

42

45

53

46.2

17

18

20

12

10

16

15.2

3

85

83

72

69

95

80.8

22

17

16.6

14.4

13.8

19

16.1

4.4

26

41

32

25

64

37.6

3

101

83

89

86

112

94.2

27

45

48

32

25

35

37

8

172

172

153

136

211

168.8

38

34.4

34.4

30.6

27.2

42.2

33.7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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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비교하면 성취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약 4배 많은 메시지를 작성하였
고, 평가 점수는 약 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학업 성취가 높은 집단
이 낮은 집단 보다 양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높은 성취를 보인 집단 가운데 과제 점수가 가장 낮은 4집단의 상호작용의 양적
수준이 5개의 집단 가운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상호작용의 질적 분석 결과

각 집단별 상호작용의 질적 분석을 위해 학습 준비, 학습 실행, 학습 마무리로 단계
를 구분하고 목표설정, 자원 파악, 학습 계획, 설명, 지지, 내용 추가, 반대 및 의견제
시, 내용 수정, 결론 내리기, 결과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보고서 작성을 하위유형
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자들이 작성한 메시지를 하위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구
분된 메시지는 양적 측정 기준을 적용하여 양적 점수로 환산하여 총점을 계산하였다.
각 집단 별 상호작용의 질적 분석 결과는 <표 7>를 통해 제시하였다.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업 성취가 높은
집단은 학습준비 단계의 목표 설정의 점수는 8.8, 자원 파악은 16.8, 학습 계획은 12점
이다. 다음으로 학습 실행 단계는 설명(정보제시)이 20.4, 지지는 14.2, 내용 추가는 21,
반대 및 의견제시는 14, 내용 수정은 16.8, 결론 내리기는 8.2점이다. 마지막으로 학습
마무리 단계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12.6,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12.2, 보고서 작성은
12.2점으로 나타났다.
학업 성취가 낮은 집단은 학습 준비 단계에서 목표 설정만 3점이 나타났으며, 그 외
의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습 실행의 단계에서는 설명(정보제시)은 12, 지지는 3,
내용 추가는 9, 결론내리기가 3점으로 나타났고, 반대 및 의견제시와 내용 수정의 활
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학습 마무리 단계는 보고서 작성은 8점으로 나타났
고, 그 외의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업 성취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질적 분석 결과를 비교할 때 학업 성취가 낮
은 집단은 학습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과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학습 과정을 계획하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다. 이와 함께
학습의 마무리 단계에서 성취가 높은 집단은 과제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스스로 피
드백을 하는 활동을 수행한 반면에 낮은 집단은 과제 결과에 대한 평가 없이 바로 보
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학습 실행의 단계의 반대 및 의견제시 활
동과 내용 수정활동은 학습자 상호 간의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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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은 집단은 토론 활동 없이 학습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지지하고, 내용을 추가하
는 활동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취 수준이 높은 집단 가운데 5집단
보다 1집단과 2집단의 과제 점수가 비록 1점이지만 더 높게 나타났다. 상호작용의 질
적 수준을 보면 학습 준비단계와 학습 실행의 단계도 1집단과 2집단 보다 5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의 마무리 단계는 1집단과 2집단이 5집단 보다 높게 나타
났다.
<표 7> 집단별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

단계
학습
준비
학습
실행
학습
마무리

고성취 집단
대조
유형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평균 집단
목표 설정
8
9
7
7
13
8.8
3
자원 파악
12
23
15
11
23
16.8
학습 계획
6
9
10
7
28
12
설명(정보제시)
15
26
22
18
21
20.4
12
지지
22
8
12
14
15
14.2
3
내용 추가
21
18
19
22
25
21
9
반대 및 의견제시 14 12 12 13 19 14
내용 수정
20
15
16
11
22
16.8
결론 내리기
9
6
8
8
10
8.2
3
결과 평가
16
15
10
10
12
12.6
결과에 대한 피드백 15 21 10 6
9
12.2
보고서 작성
14
12
12
9
14
12.2
8
과제 점수
39
39
38
37
38
38.2
22

3. 상호작용의 관계적 분석 결과

상호작용의 관계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MIAT를 사용하여 학습초기, 학습실행,
학습마무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관계적 분석은 노드가 되는 학생에게 연결된 선,
즉 링크의 숫자에 의해서 중심성을 측정한다. 링크의 숫자가 어느 하나의 학생에 집중
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때 적절한 관계적 수준이라고 평가한다(An, Shin, &
Lim, 2009). 각 집단 별 상호작용의 관계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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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상호작용의 관계적 수준
1집단의 상호작용의 관계적 수준은 다음과 같다. 학습 초기 단계는 A-1 학생과 D-1
학생, C-1학생의 링크는 7개이며, B-1학생의 링크는 6개, E-1 학생은 3개로 나타났다.
학습 초기의 단계에는 E-1 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고르게 나타
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 실행의 단계는 A-1학생과 C-1학생의 링크가
20개, D-1학생의 링크가 19개, E-1학생의 링크가 15개, B-1학생의 링크가 11개로 나타
났다. 학습 실행의 단계는 A-1학생과 C-1학생, D-1학생이 상호작용의 중심이 되었고,
B-1학생의 상호작용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습의 마무리 단
계는 A-1학생의 링크가 12개, C-1학생과 D-1학생, E-1학생의 링크가 6개, B-1학생의 링
크가 4개로 나타났다. 학습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A-1학생이 상호작용의 중심이 되어
집단 내의 상호작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1) 1

[그림 1] 1집단 학습초기, 실행, 마무리 단계의 상호작용의 관계

집단의 상호작용의 관계적 수준
2집단의 상호작용의 관계적 수준은 다음과 같다. 학습 초기 단계는 C-2학생은 10개,
A-2학생은 9개, D-2학생은 8개, B-2학생은 7개, E-2학생은 6개의 링크가 나타났다. 학습
초기 단계는 두드러지게 중심성이 나타나는 학생이 없이 모든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고르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 실행의 단계는 A-2학생과 D-2학
생의 링크가 18개, C-2학생의 링크가 15개, E-2학생의 링크가 11개, B-2학생의 링크가 9
개로 나타났다. 학습 실행의 단계는 A-2학생과 D-2학생이 상호작용의 중심이 되었고,
B-2학생의 상호작용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습의 마무리 단
계는 A-2학생의 링크가 10개, C-2학생의 링크가 9개, B-2학생과 E-2학생의 링크가 6개,
D-2학생의 링크가 5개로 나타났다. 학습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A-2학생과 C-2학생의 상
호작용의 중심이 되어 집단 내의 상호작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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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집단 학습초기, 실행, 마무리 단계의 상호작용의 관계

다([그림 2] 참조).
집단의 상호작용의 관계적 수준
3집단의 상호작용의 관계적 수준은 다음과 같다. 학습 초기 단계는 C-3학생은 9개,
A-3학생과 D-3학생은 8개, B-3학생은 6개, E-3학생은 3개의 링크가 나타났다. 학습초기
는 C-3, A-3, D-3, B-3학생의 상호작용이 고르게 나타났고, E-3학생의 상호작용이 집단
내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습 실행의 단계는 A-3학생이 19개,
C-3학생이 18개, D-3학생의 링크가 16개, B-3학생, E-3학생의 링크가 9개로 나타났다.
학습 실행의 단계는 A-3학생과 C-3학생, D-3학생이 상호작용의 중심이 되었고, B-3학생
과 E-3학생의 상호작용 수준은 그 외의 구성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습의 마무리 단계는 D-3학생의 링크가 7개, B-3학생의 링크가 6개, E-3학생이 4개,
A-3학생의 링크가 3개, C-3학생의 링크가 2개로 나타났다. 학습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B-3학생과 D-3학생의 상호작용의 중심이 되어 집단 내의 상호작용을 주도적으로 이끌
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3) 3

[그림 3] 3집단 학습초기, 실행, 마무리 단계의 상호작용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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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상호작용의 관계적 수준
4집단의 상호작용의 관계적 수준은 다음과 같다. 학습 초기 단계는 E-4학생은 8개,
C-4학생은 7개, B-4학생과 D-3학생은 5개, A-4학생은 1개의 링크가 나타났다. 학습초기
는 E-4, C-4학생의 상호작용이 중심으로 나타났고, A-4학생의 상호작용이 집단 내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습 실행의 단계는 C-4학생이 21개, E-4학생
이 17개, B-4학생의 링크가 15개, D-4학생이 13개, A-4학생의 링크가 11개로 나타났다.
학습 실행의 단계는 C-4학생과 E-4학생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그 외의 구성원의 상호
작용이 고르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의 마무리 단계는 E-4
학생의 링크가 7개, D-4학생의 링크가 6개, C-4학생이 4개, A-4학생의 링크가 3개, B-4
학생의 링크는 0개로 나타났다. 학습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E-4학생과 D-4학생의 상호
작용의 중심이 되어 집단 내의 상호작용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B-4 학생은 무임승차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4) 4

[그림 4] 4집단 학습초기, 실행, 마무리 단계의 상호작용의 관계

집단의 상호작용의 관계적 수준
5집단의 상호작용의 관계적 수준은 다음과 같다. 학습 초기 단계는 A-5학생은 12개,
C-5학생과 D-5학생은 10개, B-5학생, E-5학생은 5개로 나타났다. 학습초기는 A-5, C-5,
D-5학생의 상호작용이 중심으로 나타났고, B-5학생과 E-5학생의 상호작용이 집단 내에
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습 실행의 단계는 C-5학생이 23개, A-5학생이
22개, B-5학생의 링크가 15개, D-5학생과 E-5학생이 12개로 나타났다. 학습 실행의 단
계는 C-5학생과 A-5학생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그 외의 구성원의 상호작용이 고르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의 마무리 단계는 A-5학생의 링크가
12개, E-5학생의 링크가 6개, B-5학생이 5개, C-5학생의 링크가 3개, D-5학생의 링크는
2개로 나타났다. 학습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A-5학생이 중심이 되고, E-5학생과 B-5학생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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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호작용을 보조하였으며, 그 외의 학생들은 집단 내 저조한 상호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그림 5] 5집단 학습초기, 실행, 마무리 단계의 상호작용의 관계

대조집단의 상호작용의 관계적 수준
대조집단의 상호작용의 관계적 수준은 다음과 같다. 학습 초기 단계는 C-6학생과
B-6학생의 링크가 2개이며, 그 외의 학생들의 링크는 0개이다. 학습초기는 C-6학생과
B-6학생의 상호작용 외에는 집단 내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학습 실행의 단계
는 B-6학생이 11개, A-6학생이 7개, C-6학생의 링크가 6개, D-6학생과 E-6학생이 2개로
나타났다. 학습 실행의 단계는 B-6학생을 중심으로 A-6학생과 C-6학생이 집단 내 상호
작용의 주를 이루고 있고, D-6학생과 E-6학생은 집단 내에서 저조한 상호작용을 나타
냈다. 마지막으로 학습의 마무리 단계는 B-6학생과 C-6학생의 링크가 2개, A-6학생과
E-6학생의 링크가 1개, D-6학생은 0개의 링크를 나타났다. 학습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B-6학생과 C-6학생이 중심이 되었고, A-6학생과 E-6학생이 상호작용에 참여하였지만 전
체적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D-6학생은 무임승차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6)

[그림 6] 대조집단 학습초기, 실행, 마무리 단계의 상호작용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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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1. 결론

본 연구의 양적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성취 집단은 168.8점 대조집
단은 38점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이를 볼 때 고성취 집단의 상호작용이 더 높은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학습초기와 마무리 단계는 고성취 집단(37.6점, 37점)과 대조 집
단(3점, 8점)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고성취 집단의 상호작용은
학습 초기와 실행, 마무리 단계를 통해서 고르게 이루어진 반면에 대조 집단은 학습
실행의 단계에 상호작용이 집중되었다. 다음으로 질적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조 집단은 학습 초기 단계에서 목표 설정 활동 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과제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자원 파악과 학습 계획 없이 바로 과제 작성을 시작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학습 활동 단계에서 설명(정보제시)은 12점, 지지는 3점, 내
용추가는 9점, 결론내리기는 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제를 위한 내용이 작성되면 해
당 내용에 대해 논의나 토론을 통해 정교화 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고성취 집단은 목표 설정(8.8점)의 활동보다 자원 파악
(16.8점) 활동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조집단과는 다르게 충분한 자원을
확보한 이후에 학습 과제를 시작하였고, 학습 실행의 단계에서도 내용 수정, 반대 및
의견 제시 활동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이미 작성된 내용을 검토하
고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작성된 내용을 검토하고 정교화 하는 과정이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작성된 내용에 대한 논의와 토론은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이 공동의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활동이다. 이와 같은 활동은 협력학습의 결과
수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성취 집단과 대조 집단의 결과의 차이
는 토론과 논의를 통한 내용의 정교화 수준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학습 마무리 단계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성취 집단은 결과에 대한
평가(12.6점), 피드백(12.2점), 보고서 작성 활동(12.2점)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
과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은 구성원들이 구성한 공동의 지식을 개선하고 완성 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고성취 집단은 학습 마무리 단계에서 이와 같은 활동들이 나
타났다. 그러나 대조 집단은 공동의 지식을 구성하는 활동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작성
된 과제의 내용을 수정하고 완성 하는 활동까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적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성취 집단에서 나타난 상호작용의 관
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임승차자가 없었다. 이는 대조 집단에서 많게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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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생들이 무임승차한 것과는 비교가 되는 것이다. 둘째, 상호작용의 중심을 이루는
학생들이 있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고르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대조 집단의 경
우 일반적으로 2~3명의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과제가 해결된 반면에 고성취 집
단의 경우 집단의 구성원 전체가 고르게 상호작용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상호
작용의 주축을 이루는 구성원이 있고, 그 외의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지원한다. 고성취
집단의 상호작용의 관계를 분석하면 리더의 역할을 하는 학생이 있고, 두 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를 지원하며, 그 외의 학생들은 적절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조집단은 소수의 학생들이 대부분의 과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리더의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 있어도, 이를 지원하는 구성원이 부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학업 성취에 효과적인 상호작용의 관계는 모든 구성
원이 고르게 상호작용을 하되, 학습 리더를 중심으로 핵심 구성원들이 학습 리더를 지
원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2. 논의

본 연구의 양적, 질적, 관계적 분석 결과를 통해 고성취 집단의 학습 과정에서 나타
난 상호작용의 특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초기 단계에는 학습목표 확
인, 자료수집, 학습 계획 활동이 수행되어야 하며, 학습 초기 단계의 상호작용은 1(학
습목표확인):2(자료 수집):1(학습 계획) 정도로 나타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보의 공유를
위해 모든 학생이 고르게 상호작용에 참여해야 한다. 온라인 협력학습은 구성원들의
협력활동을 통해 공동의 지식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구성원들이 합의
한 공동의 지식을 설계하는 것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Schellens & Valcke, 2005). 이
에 학습 초기 단계에서 학습 목표의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습 자원을 탐색하며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공동의 지식을 설계하는 과정이므로 매우 신중히 수행하는 것
이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를 이끌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 실행의 단계는 학습을 위한 정보 제시와 함께 관련 내용이 추가되는
활동이 수행되어야 하며, 정보 제시 및 내용 추가와 같은 활동이 수행된 이후에는 반
대 및 의견제시, 내용 수정과 같은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온라인 협력학습은 공동
의 지식을 구성할 때 구성원들의 협력적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협력적 활동이 수
행될 때 구성원들은 자신의 지식과 사고를 공유한다. 공유된 지식과 사고는 다른 구성
원의 지식과 사고의 영향을 받아 변화와 수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지식
과 사고의 공유, 수정을 통해서 공동의 지식이 형성된다(Kollar, Fischer, & Slott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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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지식과 사고의 공유, 수정은 논의와 토론 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에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를 위해서 처음 제시된 정보에 살붙이기 식의 활
동만 수행되기 보다는 학습 실행의 단계에서 적극적인 논의와 토론의 과정이 나타나
야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습 실행의 단계에서 학습 리더를 중심으
로 각 구성원들이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고성취 집단의 상
호작용을 통해서 유추하면 과제 해결을 위한 내용 작성과 작성된 내용의 정교화를 위
한 활동은 1:1 비율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 마무리의 단계는 학습 실행의 단계에서 작성된 내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수정된 내용을 통
해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를 위해 학습 마
무리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협력 활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공동의 지식은 모든 구성원
들이 합의한 내용이어야 한다. 이에 구성원들의 협력적 활동을 통해 생산된 공동의 지
식은 모든 구성원들이 평가하고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모두가 합의하였을 때 공동의
지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학습 결과에 대한 검증과 정교화 과정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Moskaliuk, Kimmerle, & Cress, 2009).
이를 위해 학습의 마무리 단계는 모든 구성원들이 고르게 상호작용을 하여, 일부 구성
원의 의견이 아닌 모든 구성원의 의견에 의해서 과제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 이와 함
께 고성취 집단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학습의 마무리 단계의 상호작용은 학습 준비
수준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고성취집단에서 나타난 결과 가운데 상호작용의 수준과 빈도는 5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제의 점수를 보면 매우 적은 수준인 1점의 차이
가 나타나지만 1집단과 2집단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2집단의 경우는 실제로 과제를
작성하는 단계인 학습 실행의 단계에서 5집단보다 상호작용의 빈도는 13회가 적고, 수
준은 29점이나 낮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2집단이 5집단보다 높은 학업성취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양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
습 초기의 단계는 1집단(26점)과 2집단(41점)이 5집단(64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실행의 단계도 동일하게 1집단(101)과 2집단(83)이 5집단(112)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 마무리의 단계는 1집단(45)과 2집단(48)이 5집단(35)보다 높게 나
타났다. 학습 초기와 학습 실행의 단계는 모두 5집단이 높지만 학습 마무리의 단계는
5집단이 1집단과 2집단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적 분석 결과를 통해서 학
습 마무리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결과에 대한 평가는
1집단 16점, 2집단 15점, 5집단 12점으로 5집단의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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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1집단이 15점, 2집단이 21점, 5집단이 9점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면 학습 초기와 학습 실행의 단계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정교화 하는 마무리 단계가 학업 성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학업성취 수준의 향상에는 학습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
과에 의한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 결과를 정교화 과정이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 결과를 정교화 해 줄 때 학습 결과의 수
준이 향상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Saye & Brush, 2002). 이에 본 연
구는 학습 초기 단계에 공동의 지식을 명확하게 설계하고, 논의와 토론을 통해 설계된
공동의 지식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의 지식을 검증하고 정교화 하는 것이
학업성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 내리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얻은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성취에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탐색한 것이다. 학습 초기에 공동의 지식을 설계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구성된 공동의 지식을 검증하고 정교화 하는 과정이 학습 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준
다는 것을 발견한 것도 본 연구의 함의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온라인 협력학습의
상호작용은 학습 초기 단계의 내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고
성취 집단과 대조집단의 학습실행에서의 내용의 차이는 학습 초기의 상호작용의 내용
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학습 초기의 단계에 학습 목표, 자료, 계
획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구성하는 것은 온라인 협력학습을 통해서 구성해야 하는
공동의 지식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습초기 단계에서 구성
원들이 함께 구성해야 할 공동의 지식을 설계하고 공유하였을 때 학습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이는 적극적인 협력학습을 이끌어 내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온라인 협력학습에서 구성원들이 역할과
책무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상호작용과 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Wever et al., 2010). 이와 함께 온라인 협력학습
의 학업성취에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성원 전체가 고르게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Makitalo et al., 2005).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습 실행
의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고르게 상호작용 하였다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학습
내용을 균등하게 학습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모든 구성원들이 고르게 학
습을 하게 되면 학습 마무리 단계에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학습 결과를 더욱 정교
화 함으로서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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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대상이 수도권의 한 대학의 교직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
의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여 추후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상호
작용의 분석을 위해 5개 집단을 선정하였다. 학업성취수준을 고려하기 위해서 5개 집
단을 선정하여 상호작용을 분석하였지만 보다 많은 상호작용의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학생들에게 온라인만 사용하여 협력활동을 할 것을
지시하였지만 일부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면대면 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예
상한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면대면 활동이 배재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연구할 것
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고려하지 않았
다. 이에 향후 연구를 통해 구성원들의 특성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것
을 제안하며 제한점 및 제안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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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취 집단의 학습과정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분석
이 은 철†(한국교육개발원)
<요 약>

본 연구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고성취 집단의 학습과정에서 나타난 상호작용을 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 A대학의 교직과목 수업에서 온라인 협력학습을 통해 교
수 설계 과제를 수행한 26개 집단이다. 각 집단은 5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이후에 학
업성취에 가장 효과적인 상호작용의 구조를 탐색하기 위해서 26개 집단 가운데 과제 성적
이 가장 우수한 5개 집단과 대조를 위해 과제 성적이 가장 낮은 1개 집단을 선정하여 6개
집단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상호작용의 분석은 MIAT(Multidimensional Interaction Analysis
Tool)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작용의 양적 수준은 고성취집단이
학습 초기단계에 평균 19.4건, 실행단계는 46.2건, 마무리단계는 15.2건이 나타났고, 저성취
집단은 학습초기 단계에 2건, 실행단계는 17건, 마무리단계는 3건으로 고성취집단의 상호
작용의 양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호작용의 관계 구조는 고성취집단은
무임승차가 없이 구성원들 사이에 고르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으나 저성취집단은 상호작
용을 주도하는 2~3명을 제외한 인원은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성취집단
의 상호작용은 학습 초기 단계에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 해결을 위해 계획하는 활동
이 활발하게 나타났지만 저성취집단에게는 이와 같은 활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
로 학습 초기에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공유하는 것과 더불어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구조가 학업성취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함의점은
고성취 집단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제시함으로 이후 상호작용의 효과성 연구
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초를 제시한 것이다.
주요어 : 온라인 협력학습, 상호작용, MIAT, 상호작용의 유형, 학업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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