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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문제해결 단계별 스캐폴딩 유형의 효과 분석
장 선 영†(서울시립대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스캐폴
딩 유형이 문제해결 단계별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3개 대학 학생 중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남녀 학생
124명을 대상으로 15일 동안 웹기반 문제해결학습환경에서 학습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세 집단에 설명제공형 스캐폴딩, 단서제공형 스캐폴딩, 참여유도형 스캐폴딩을 제공
하고, 문제해결 단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들은 일원변량
분석 방법에 의해 분석되었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문제
이해 단계에서 세 가지 스캐폴딩 유형 중 설명제공형 스캐폴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결안구안 단계에서 세 가지 스캐폴딩을 제공받은 각 집단 간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해결안실행 단계에서 세 가지 스캐폴딩
유형 중 단서제공형 스캐폴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검토 단계에서 세
가지 스캐폴딩을 제공받은 각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문제해결 단계에 따른 향후 스캐폴딩 제공 전략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스캐폴딩, 문제해결단계, 온라인 학습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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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식․정보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주어진 문제를 자기 주도
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Davis, & Linn, 2000). 그러나 기존의
교육은 탈상황적 지식전달 및 교수자 중심의 지식전달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로
인해 최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에서 가장 많이 제기
되는 문제 중 하나는 학습자가 기존에 배운 지식을 일상적인 상황에 적용하는데 어려
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게시판, e-mail 등의 기능을 통해 서
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전문가 또는 동료 학습자와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조혜진, 2007),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는
문제해결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다양한 상호작용 도구를 사용하여 동료 학습자와 교수
자에게 알려줄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하여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는 능동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습 통제권이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모든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과 성공적인 문제해결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 없다(Williams, 1993). 온라인 학습 환경에
서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수행하는 자기주도적인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교수
자가 옆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키며, 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교수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학습을
진행하던 면대면 상황과는 달리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가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교수자가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Cho, & Jonassen, 2002). 교수자가 학습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제공하고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도움유형 중 하나가 바로 스캐
폴딩이다. 스캐폴딩은 학습자가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전
략 및 문제해결과정을 안내하는 기능을 한다(Ge, & Land, 2003). 학습자가 주어진 문제
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수자의 스캐폴딩은 학습자의 문
제해결력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Flick, 1998). 특히 온라인 학습환경에서는 역동
적인 상호작용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교수자에 의한 적합한 스캐폴딩 제공이 가능
하다.
학습자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문제해결에 관한 정보이다.
학습자가 현재 알고 있는 수준과 더 알아야 할 수준을 파악하면, 성공적으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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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해결학습에서는 학습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Oliver, & Hannafin, 1991; Willams, 1993).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교수자에 의해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양의 정도이다. 학습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수자가 제공하는 스캐폴딩에 포함된 정보의 양에 따라 그 효과
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의 양에 따른 스캐폴딩의 유형을 분류하고,
학습자들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적절한 유형의 스캐폴딩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스캐폴딩과 문제해결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스캐폴딩 유형
을 제안하는 연구들(예: McNaughton & Leyland, 1990; Roehler, & Cantlon, 1997)과 특정한
스캐폴딩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예: Chen, 2010; Ge, 2001)이 대부분
이며, 문제해결 과정에 따라 어떠한 유형의 스캐폴딩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렵다(Ge, & Land,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의 단계를 문제이
해, 해결안구안, 해결안실행, 검토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문제해결 단계별로 정보의
양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세 가지 스캐폴딩 유형의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연구목
적에 기반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스캐폴딩의 세 가지 유형(설명제공형, 단서제공형, 참여유도형)에 따라 ‘문제 이
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나. 스캐폴딩의 세 가지 유형(설명제공형, 단서제공형, 참여유도형)에 따라 ‘해결안
구안’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다. 스캐폴딩의 세 가지 유형(설명제공형, 단서제공형, 참여유도형)에 따라 ‘해결안
실행’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라. 스캐폴딩의 세 가지 유형(설명제공형, 단서제공형, 참여유도형)에 따라 ‘검토’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스캐폴딩의 개념 및 유형

스캐폴딩이란 학습자가 현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감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자나 동료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의미한다(Rache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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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폴딩은 지식을 정교화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더욱 증진시켜주며 학
습자가 인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Rosson & Carroll, 1996). 온라인 학습 환
경에서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가 기록되기 때문에 교수자의 스캐폴딩은 면대면
학습 환경보다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더 활발히 제공될 수 있다.
스캐폴딩을 교수-학습의 상호작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캐폴딩의 유형과 역
할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많은 학자들이 스캐폴딩의 유형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ood와 Middleton(1976)은 스캐폴딩의 유형을 여섯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학습자가 과제에 대해 흥미를 갖도록 하여 주어진 과제에 학습자를
몰입하게 도와주는 유형인 ‘흥미유발’ 유형이다. 둘째, 학습자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수행하도록 하면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과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유형인 ‘자유의
정도를 감소시키기’ 유형이다. 셋째, 학습자가 과제의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목
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수자가 제공하는 도움인 ‘학습 목표 유지시키기’ 유
형이다. 넷째, 학습자가 수행한 것과 올바른 것 간의 불일치를 제시하고 실수를 고쳐
주는 ‘과제의 주요한 특성 나타내기’ 유형이다. 다섯째, 학습자가 겪게 될 좌절을 감소
시키기 위해 자극을 제시하는 ‘좌절 통제’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과제를 적절
히 수행하도록 과제의 해결에 대한 ‘시범’과 모델을 보여주는 유형이다.
McNaughton과 Leyland(1990)는 근접발달영역 안에서 개인 교수에 의한 과제의 난이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의 스캐폴딩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을 규정하는 유형의 스캐폴딩으로 교수자는 해결에 대한 단서를 주지
않고 학습자의 문제해결 능력을 규정함으로써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유지형’
스캐폴딩이다. 둘째, 교수자가 비평과 제안을 사용하여 학습자가 과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과제지향형’ 스캐폴딩이다. 마지막으로 과제의 특정한 부분을 언급하여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과제완성형’ 스캐폴딩이다. 이 스캐폴딩은 문제해
결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는 스캐폴딩이라고 할 수 있다.
Roehler와 Cantlon(1997)은 3년간 두 개 반을 관찰하고 자료를 모아 분석한 결과, 다음
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의 스캐폴딩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수자는 무엇을 그리고 어
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하
여 계속 설명을 하는 유형이다. 교수자의 참여가 적극적인 스캐폴딩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교수자가 학습 중에 일어나는 많은 과정들에 대해 학습자로 하여금 직접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는 스캐폴딩 유형이다. 셋째, 교수자가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
하고,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학습자에게 확신을 주고, 만약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명료
하게 해 주는 유형이다. 넷째, 학습자로 하여금 사고과정 자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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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교수자의 직접적인 지시와 개입이 필요한 스캐폴딩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도록 고무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단서를 찾아
내도록 유도하는 유형이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안수경과 김회수(2013)가 스캐폴딩 유
형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기 위해 스캐폴딩의 유형을 메타인지적 스캐
폴딩, 시각화 스캐폴딩, 상황적 스캐폴딩으로 나누었다. 메타인지적 스캐폴딩의 경우,
학습과정을 점검하도록 강조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시각화 스캐폴딩은 문제해결 과정
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이면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유형이며, 상황적 스캐폴딩은
학습자 주변 상황에서 직면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유형에 해당된다. 이밖에
도 여러 학자들이 스캐폴딩의 유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스캐폴딩의 유형은 연
구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스캐폴딩의 유형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학 자
Wood, Bruner &
Ross(1976)
McNaughton & Leylend
(1990)
Potes & Cuentas
(1991)
Hogan & Pressley
(1997)
Roeher & Cantlon
(1997)
Bull et al
(1999)
Hannafin, Land, & Oliver
(1999)

안수경, 김회수
(2013)

<표 1> 스캐폴딩 유형
유 형
① 보충설명하기, ② 방향안내하기, ③ 중요한 특성을 표시하기,
④ 혼란 조절하기, ⑤ 시범 보이기
① 방향안내, ② 과제 지향, ③ 과제 완성
① 메타인지적 안내, ② 모델링, ③ 피드백, ④ 강화, ⑤ 질문,
⑥ 과제지향
① 설명제공하기, ② 참여유도하기, ③ 이해의 확장과 명료화하기,
④ 시범보이기
① 설명제공하기, ② 참여유도하기, ③ 학생들의 이해를 확정하고
명료화하기, ④ 모델제시하기, ⑤ 단서제공 유도하기
① 설명, ② 질문, ③ 참여 유도, ④ 아이디어 공유
① 메타인지적, ② 개념 형성적(힌트 제공), ③ 절차적, ④ 전략적
스캐폴딩(전문가의 조언 제공)
① 메타인지적, ② 시각화, ③ 상황적 스캐폴딩

한편, 스캐폴딩은 문제해결에 관한 정보의 양에 따라 그 유형이 구별된다. 수업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교수자가 정보를 어느 정도 포함한 스캐폴딩을 활용하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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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학습효과가 달라진다. Willams(1993)는 학습자의 통제와 관련된 70개의 선행문헌
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가 지닌 선행지식의 양은 학습자 자신이 필요한 도움의 양을
판단하는 능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선행지식의 양이
적은 학습자의 경우 자신의 이해수준을 효과적으로 점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함의하는데, 이 때 제공되는 정보는 문제 및 문제해결과
관련된 간접적인 정보이어야 한다. 문제해결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는 학습자의 문제해
결력을 향상시키는 데 오히려 방해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Linn, 1986). 한편, 비구조
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쉽게 동기를 잃고 방황하기 쉽다. 이럴 때
교수자가 참여를 유도하는 스캐폴딩을 제공한다면 학습자들은 문제해결과 관련된 어
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않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문
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까지 논의된 정보의 양에 따른 스캐폴딩 유형은 크게 설명제공형, 단서제공형,
참여유도형으로 나뉠 수 있다. 먼저, 정보의 양이 매우 많은 유형에 해당되는 설명제
공형 스캐폴딩은 문제해결과 관련된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으로써 선언적
지식, 사전적 지식, 절차적 지식, 사례 등을 설명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정
보가 포함된 스캐폴딩 유형이라 할 수 있다(Hogan, & Pressley, 1997; Roehler & Cantlon,
1997). 설명제공형 스캐폴딩은 문제를 해결할 때나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지 못할 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ull et al. 1999). 다음으로, 정보의 양이 매우 비교적 적은
스캐폴딩 유형으로 단서제공형 스캐폴딩이 있다. 단서제공형 스캐폴딩은 문제해결에
관한 정보를 일부만 제공하는 유형으로써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도록 고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단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스캐폴딩이다(Roehler & Cantlon, 1997). 마지막으로 정보의 양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스캐폴딩 유형으로 참여유도형 스캐
폴딩이 있다. 참여유도형 스캐폴딩은 문제해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교수
자가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고, 느낌 등을 말해주고, 문제해결과정에서 겪게 될
지도 모르는 좌절을 언어적 격려를 통해 감소시키고, 아울러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관
심이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참여를 유도하는 스캐폴딩이다(Roehler & Cantlon, 1997).
2.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문제해결과정

온라인 학습 환경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 학습자들의 문제해결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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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임정훈, 1999). 첫째,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
요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온라인 학습 환경에
서는 수많은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그 양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
다. 최적의 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문제에 관한 맥락을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다
양한 자료를 수집, 분석해야 한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학습자가 최신 정보를 광범위하
게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학습자는 문제의 해결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도출할 수
있다.
둘째,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촉
진활동을 할 수 있다. 소집단 조건하에서의 문제해결활동은 학습자들이 수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된다(Hooper, 1992).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토론 내용과
질문 등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교수자는 언제든지 학습자의 문제해결활동을 점검
한 후 적절한 스캐폴딩을 제공할 수 있다.
학습자에게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고, 문제해결학습 활동에서 의미 있는 스캐폴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과뿐만 아니라 문제해결과정도 고려해야만 한다(이재신, 1979;
Dewey, 1933; Polya, 1957). 주어진 문제가 있을 때 학습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문
제의 속성이나 특성에 상관없이 대체로 일련의 유사한 문제해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Gagné, 1985). Gagné(1985)의 주장에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도 학습자들은 면대면 환경
에서와 유사한 문제해결 과정을 거친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은 일반적인 문제해결의 과정이나 절차를 밝히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Polya(1957)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방법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방법을 찾는 것
이며, 어려움으로부터 길을 찾는 것이며, 장애물을 돌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며, 즉각
적으로 획득될 수 없는 바람직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문제해결분야
의 개척자가 되었다. Krulik과 Rudnick(1987)은 문제의 읽기, 탐구, 해결전략의 선택, 해
결전략의 실행, 검증과 확장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지적하였다. Bixler와
Land(2010)는 일상에서 흔히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표상, 해결안 구안,
선택한 해결안에 대한 정당화, 문제해결 점검 및 평가의 과정을 거친다고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제안은 Chen (2010)의 제안과도 유사하다. 이상에서 제안된 내용을 종합․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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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문제해결 단계
Polya
(1957)

Understanding

Planning

Solving

Reviewing

문제의 이해

계획 구안
문제해결과정
이해
계획

계획 실행
문제해결 과정
검색
수행

검토

Newell & Simon
(1972)

이재신

(2010)

문제이해
문제의 읽기 및
탐구
주요요소 도출
문제 추론
다양한 관점 도출
문제의 원인 제거
문제표상

Chen(2010)

문제표상

(1979)
Krulik and Rundnick
(1987)

Voss & Post(1988)

Bixler & Land

검토

해결전략 선택 해결전략 실행 검증과 확장
문제이해 결과를
기반으로
해결안 검토
문제해결과정
계획
해결안에 문제해결 점검
해결안 구안 선택한
대한 정당화
및 평가
해결안
검토 및
해결안 구안
실천계획 평가

문제해결 과정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문제해결 과정 중 공통단계를 정리해보
면 크게 문제의 이해, 해결안 구안, 해결안 실행, 검토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성일제,
1990; Chen, 2010; Dewey, 1933). 문제 이해 단계에서 학습자는 문제와 관련된 원인들을
고려하면서 문제를 재정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하위 목표를 파악하는 활동을 주로
한다(Ge, 2001; Bixler & Land, 2010). 해결안 구안 단계에서는 학습자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Bardwell, Monroe, & Tudor, 1994), 수집된 정보에 기반 하여 해
결안을 도출한다(Ge, 2001; Bixler & Land, 2010). 해결안 실행단계에서 학습자는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각각의 과정을 점검해보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정한다
(Polya, 1957). 마지막으로 점검 단계에서 학습자는 문제해결 과정과 해결안의 효과를
점검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Jonassen, 1997; Park & Jang, 2008).
3. 문제해결과 스캐폴딩에 관한 선행연구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문
제해결 단계에 적절한 스캐폴딩이 제공되어야 한다. Ge와 Land(2003)는 온라인 학습환
경에서 ‘질문촉진’ 스캐폴딩과 ‘동료상호작용’ 스캐폴딩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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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질문촉진’ 스캐폴딩은 효과가 있었으나, 동
료상호작용 및 이 둘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상오와 오상철
(2012)은 문제해결 전 과정에 스캐폴딩을 제공한 집단, 문제해결 단계별로 스캐폴딩을
점진적으로 제거한 집단, 스캐폴딩을 제공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문제해결 단
계별로 ‘사고과정 시범보이기’, ‘해결안 예시’ 등의 스캐폴딩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스캐폴딩을 제공받은 두 집단이 제공받지 못
한 집단보다 문제해결 모든 단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 모두 문제해결 단계를 구분하고 스캐폴딩의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연구에 사용된 스캐폴딩을 선정한 기준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제한점이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3개 대학교에서 교직과정인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강좌를 수강하는 학습자 1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학과 대상을 이와 같이
선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문제해결과정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 강좌는 온라인 학습환
경에서 학습자들이 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요구하
는 환경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제해결과정
검사를 실시하였다. 문제해결과정 점수는 일원변량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문제해결과정
에 있어서 설명제공형 스캐폴딩, 단서제공형 스캐폴딩, 참여유도형 스캐폴딩을 제공한
세 집단에 대한 검사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F=.416, p>.05), 동질
적인 집단임이 검증되었다(<표 3> 참조).
요인
문제해결과정검사

<표 3> 문제해결과정 검사결과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68.3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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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56

F

유의도

.416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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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들을 문제해결과정검사 성적을 고려하여 3개의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각
집단은 집단 내 이질, 집단 간 동질적인 능력을 가지도록 구성하였다. 세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표 4> 집단별 문제해결과정 검사의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사례수
평균점수
설명제공형 스캐폴딩 제공 집단
41명
66.85
단서제공형 스캐폴딩 제공 집단
41명
66.44
참여유도형 스캐폴딩 제공 집단
42명
65.12

표준편차
9.679
8.986
8.480

2. 연구도구

문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제는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과의 “교육공학의 학문적 성
격, 교육공학의 심리학적 기초, 교수․학습 방법의 교육공학적 접근”에 관한 비 구조화
된 문제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제는 S 대학교 및 K 대학교에서 활용되었던 문제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수정된 문제는 교육공학 교수 2인 외 박사과정 3명으로부
터 안면타당도를 받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제는 <표 5>와 같다.
1)

<표 5> 문제해결학습을 위하여 제시된 문제

과목명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문제명 교육공학적 마인드 형성하기
서울중학교(또는 고등학교)의 교사인 당신은 동료교사 2인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의 교육관련 연구기관에서 공모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프로그램에 응모하려고 합
니다. 당신과 동료교사들은 나모, 포토샵 등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교직과목으로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강좌를 수강했기 때문에 교육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교육공학적 안목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료교사 2인은 불행히도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강좌를 수강하
문제 게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공학적 안목을 가지고 있지 못할뿐더러 왜 교육공학적인 입장에
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당신은 동료교사들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동료교사들에게 “교육공학
적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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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과제양식
문제가 주어진 후에 학습자들은 주어진 문제해결 과정 중에 네 차례에 걸쳐 과제를
작성한 후 과제를 온라인 학습에 제출하였다. 문제해결 과제 양식은 <표 6>과 같다.
2)

<표 6> 문제해결 과정 과제 양식
문제이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상황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문제해결을 위한 조건들은 무엇입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시 정리해봅시다.
계획
문제해결을 위해 더 알아야 할 지식은 무엇입니까?
문제 또는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원은 무엇입니까?
문제의 해결안은 무엇입니까?
실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문제의 최종 해결안은 무엇입니까?
검토
제시한 해결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의 문제해결과정을 돌아볼 때 다른 해결안이 생겼습니까? 어떤 해결안입니까?
문제해결을 통해 배운 점은 무엇입니까?

문제해결단계 평정도구
문제해결단계에 관한 평정도구는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게
개발하였다. 개발된 문제해결단계 평정도구는 교육공학을 전공한 박사과정 1인으로부
터 검토를 받아서 2회에 걸쳐 수정․보안되었다. 최종 개발된 도구는 교육공학 전공
교수 및 교육학 교수 1인, 그리고 박사과정 전문가 1인, 총 3인으로부터 안면타당도를
확인받았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평정도구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문제해결 각 단계에 따른 과제의 채점은 주관식 채점이기 때문에 채점에서의
신뢰성이 요구된다. 이에, 연구자 외에 교직경력이 6년 이상 되고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문제해결에 관해 교육현장에서 꾸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자 1인이 채점
에 대한 일정 시간 동안 훈련을 거친 뒤, 독립적으로 채점하게 하였다. 문제해결단계
검사도구의 점수범위가 이해와 해결안구안은 0～6점, 해결안실행과 검토는 0～4점으로,
점수범위가 좁은 수준이므로 채점자가 부여한 점수의 일치비율을 계산하였다. 채점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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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문제해결 단계별 과제채점결과의 채점자간 신뢰도
과정
채점자간 일치도
일치 비율(%)
문제이해
.79
79
해결안구안
.77
77
해결안실행
.83
83
검토
.78
78

Kappa

계수

.76
.73
.79
.76

간 일치도를 계산할 때 점수구간이 적을수록 확률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일치된 평정
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두 채점자가 우연에 의하여 일치되게 평정할 비율을 제
거한 카파(Kappa)계수를 함께 제시하였다. 카파 계수는 우연에 의해 일치할 비율을 제
거하였기 때문에 일치도 계수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 연구자와 전문가 1인이 채점자간
일치도와 비율과 카파 계수는 <표 7>과 같다.
3. 연구절차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활동 및 스캐폴딩 제공이 주요 활동이므로, 온
1)

[그림 1] 온라인 학습 환경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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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제공되는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다. 커뮤니티는 전자칠판, 자료실, 조
별토론방, 채팅, 쪽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구성되었고, 세 집단에 모두
동일하게 제공되었다. 세 집단에 각각 다른 유형의 스캐폴딩을 제공하였고, 같은 집단
에 속한 학습자들은 각 조의 토론방에 올라온 스캐폴딩들을 볼 수 있으나, 다른 집단의
글들은 볼 수 없도록 설정하였다. 온라인 학습 환경 예시 화면은 [그림 1]과 같다.
세 가지 유형의 스캐폴딩을 집단별로 제공
본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면대면 교실 환경에서 교육공학에 관한 전반
적인 내용을 강의하였고, 문제해결과정에 관한 수업을 면대면 상황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문제해결과정에 관한 연습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학습자들은 온라인 학습 환경
에서 총 15일에 걸쳐 팀별로 협동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였다. 세 집단에게 제공된
스캐폴딩 유형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조건(제공된 문제, 과제수, 문제해결일정 등)은
모두 동일하였다.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세 집단에 스캐폴딩에 포함된 정보의 양에 따
라 유형화된 설명제공형 스캐폴딩, 단서제공형 스캐폴딩, 참여유도형 스캐폴딩이 제공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공된 스캐폴딩 유형별 특성은 <표 8>과 같다.
2)

구분
정보의 양
정보유형
정보의
내용
지원
형태
교수자의
반응형태
제공
시기

<표 8> 스캐폴딩 유형별 특성

설명제공형 스캐폴딩
단서제공형 스캐폴딩
․문제와 관련된 간접적인 ․문제와 관련된 간접적인
정보를 모두 제공함
정보의 일부만 제공함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로 설명의 형 정보를 힌트, 암시 등의
태로 제공함
형태로 제공됨
․유사한 해결 전략
․선언적 지식
․문제해결 방향
․절차적 지식
․목표

참여유도형 스캐폴딩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학습자의 참여 유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함
․학습자의 실수 교정
․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 규정
․좌절 감소를 위한 자극
․예시/설명
․요약/제언
․언어적 격려
․질문
․질문
․질문
․학습자의 생각에 대한 ․교수자의 생각, 느낌 등
․비평, 제안
긍정적, 부정적 반응
의 반응
․문제를 무난히 해결하고
․학습자가 질문할 때
․학습자가 질문할 때
있을 때
․학습자가 문제해결에 어 ․학습자가 문제해결에 어 ․학습자가
문제해결에 어
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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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연구자는 그 때마다 적절한 스캐폴딩을 제공하였
는데, <표 9>는 연구자가 제공한 세 가지 유형의 스캐폴딩의 일부이다.
스캐폴딩
유형
설명
제공형

단서
제공형

참여
유도형

<표 9> 스캐폴딩 유형별 예시
스캐폴딩 예시
교육공학적 접근의 기본적인 입장은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과학적 지
식 및 조직화된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체계적 접근을 한다는 특징이 있지
요. 체제란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으로서 상호 연관된 요소들의 집합체로
특정의 현상을 파악하거나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교육공학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특징은 처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의학적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학교교육의 교수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러한 처방적
지식입니다. 교육공학적 입장에서 교수방법을 볼 때 “학습자 지원적” 이어야 합
니다. 즉,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교육공학적 정의는 모두 알고 있죠?
교육공학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
육공학의 발달은 매체의 발달과 함께 시작되었지요. 그러나 매체가 곧 컴퓨터만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즐겁게 텔레비전 앞으로 이끌었던 그 드라마가 하나씩은
생각나죠. 우리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연을 맡은 연기자
가 해야 하는 역할은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역할을 잘 해내
기 위해서는 중요한 장면이 되는 춤도 배워야 했고, 자전거 타는 것도 배워야 했
을 겁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배역을 충분히 잘 소화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배웠
지만, 드라마가 끝난 지금, 지금도 여전히 춤도 출 수 있고, 자전거도 잘 탈 수
있겠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동료교사를 설득해야 하는 역할, 그것을 잘 하기 위해 이런
저런 자료를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자전거를 배우고, 춤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배웠던 연기자처럼 문제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 질 수 있도록 자료를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를 학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잘 해내실수 있으리라 생
각합니다. 모두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열심히 해주세요.

각각의 집단에는 7개의 조로 구성되었고, 조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을 실
시하였는데, 실시간 토론 및 토론방에 질문을 올려놓고, 서로 답글을 적어 올리는 방
식으로 비실시간 토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가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여 스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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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딩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토론방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스캐폴딩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조들은 해당조원들이 토론 내용을 갈무리해서
해당 조의 토론방에 올려놓으면 튜터가 이를 보고 스캐폴딩의 제공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할 때 제공하였고,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여 스캐폴딩을 제공하였다. 또한 튜터에
게 쪽지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낸 경우에도 각 집단에 해당하는 스캐폴딩을 제공하
였다. 스캐폴딩은 21개조를 대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5일
동안 하루 1회 이상 제공되었다. 같은 집단에 속해있는 조원들은 교수자가 각 조마다
제공한 스캐폴딩을 학습자들이 읽어볼 수 있으므로 하루 동안 각 집단에 제공된 스캐
폴딩 횟수는 3～4회 이상이었으며, 집단별로 제공된 스캐폴딩 횟수도 비슷하였다.
4.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온라인 문제해결학습에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학습자들이 온라인 토론을 통해 작성한 과제들이었다. 문제를 제시한 이후 3일 간
격으로 문제해결단계, 즉, 문제 이해, 해결안 구안, 해결안 실행, 검토의 단계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과제가 학습자에게 제공되었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을 하되 과제는 개별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되었다. 학습자들은 공
지사항에 공지된 일정대로 개별 과제를 온라인 문제해결학습에 있는 자료실에 제출하
였다. 문제해결 각각의 단계에 해당되는 과제의 채점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
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문제이해 단계

스캐폴딩 유형에 따라 문제해결과정 중 문제이해 단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를 검증하기 위해 문제이해와 관련된 과제평가 점수를 일원변량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검증결과는 <표 10>과 <표 11>과 같다.
<표 10>을 살펴보면, 설명제공형 스캐폴딩을 제공한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보다
문제이해 점수를 높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표 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F=18.223, p<.001). 스캐폴딩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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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점수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간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é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사후비교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그 결과 설명제공형 스캐폴딩 집단과 단서제공형 스캐폴딩 집단, 그리고
설명제공형 스캐폴딩 집단과 참여유도형 스캐폴딩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설명제공형
단서제공형
참여유도형

<표 10> 문제이해 단계에서의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점수

요인
문제이해

41

3.85

.853

41

2.85

.963

42

2.67

1.052

<표 11> 문제이해 단계에서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33.608

표준편차

2

16.804

F

유의도

18.223

.000

<표 12> 스캐폴딩 유형에 따른 문제이해에 대한 Scheffé 검증 결과
집단구성방식
설명제공형 단서제공형 참여유도형
설명제공형 스캐폴딩 제공집단 (M=3.85)
.000***
.000***
단서제공형 스캐폴딩 제공집단 (M=2.85)
.676
참여유도형 스캐폴딩 제공집단 (M=1.67)
( p < .000)

2. 해결안 구안 단계

스캐폴딩 유형에 따라 문제 해결 과정 중 해결안 구안 단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해결안 구안과 관련된 과제평가 점수를 일원변량분석으로 검증
하였다. 검증결과는 <표 13>과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표 13>을 살펴보면, 설명제공형 스캐폴딩을 제공받은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보
다 해결안구안을 위한 과제점수를 높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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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해결안 구안 단계에서의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사례수
평균점수
설명제공형 스캐폴딩 제공집단
41명
3.88
단서제공형 스캐폴딩 제공집단
41명
3.44
참여유도형 스캐폴딩 제공집단
42명
3.69
요인
해결안 구안

<표 14> 해결안 구안 단계에서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3.908

2

1.990

표준편차
1.327
1.226
1.334

F

유의도

1.183

.310

(F=1.183, p>.05)

3. 해결안 실행 단계

스캐폴딩 유형에 따라 문제해결과정 중 해결안실행 단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하기 위해 해결안 실행과 관련된 과제 평가 점수를 일원변량분석으로 검증하
였다. 검증결과는 <표 15> 및 <표 16>과 같다.
<표 15> 해결안 실행 단계에서의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사례수
평균점수
설명제공형 스캐폴딩 제공집단
41
2.24
단서제공형 스캐폴딩 제공집단
41
3.32
참여유도형 스캐폴딩 제공집단
42
2.48
요인
해결안실행

<표 16> 해결안 실행 단계에서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26.182

2

13.091

표준편차
.830
.879
.671

F

유의도

20.594

.000

표 15>를 살펴보면, 단서제공형 스캐폴딩을 제공한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보다
해결안실행을 위한 과제 점수를 높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16>에 제시
된 바와 같이,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F=20.594, p<.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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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세 집단 중에서 구체적으로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Scheffé 검증을 이용하여 사후비교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증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스캐폴딩 유형에 따른 해결안 실행에 대한 Scheffé 검증 결과
설명제공형 단서제공형 참여유도형
설명제공형 스캐폴딩 제공집단 (M=2.24)
.000***
.417
단서제공형 스캐폴딩 제공집단 (M=3.32)
.000***
참여유도형 스캐폴딩 제공집단 (M=2.48)
( *** : p < .001)

검증 결과, 단서제공형 스캐폴딩을 제공한 집단과 설명제공형 스캐폴딩을 제
공한 집단, 단서제공형 스캐폴딩을 제공한 집단과 참여유도형 스캐폴딩을 제공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é

4. 검토 단계

스캐폴딩 유형에 따라 문제해결과정 중 검토 단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검토와 관련된 과제 평가 점수를 일원변량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는 <표 18>과 <표 19>와 같다.
<표 18> 검토 단계에서의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사례수
평균점수
설명제공형 스캐폴딩 제공 집단
41
2.07
단서제공형 스캐폴딩 제공 집단
41
1.78
참여유도형 스캐폴딩 제공 집단
42
1.81
요인
검토

<표 19> 검토 단계에서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2.13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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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
1.273
1.294
1.042

F

유의도

.734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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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을 살펴보면, 설명제공형 스캐폴딩을 제공한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보다
검토를 위한 과제 점수를 높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F=.734, p>.05).
<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세 가지 유형의 스캐폴딩이 학습자의 문제
해결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기반
으로 문제해결과정을 문제 이해, 해결안 구안, 해결안 실행, 검토의 네 단계로 나누고,
세 집단에 동일한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해결 단계를 모두 거치도록 유도하였다. 학습
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세 집단에 각각 설명제공형 스캐폴딩, 단서제공형 스캐
폴딩, 참여유도형 스캐폴딩을 제공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이해 단계에서는 설명제공형 스캐폴딩을 제공한 집단이 단서제공형 스캐
폴딩과 참여유도형 스캐폴딩을 제공한 집단보다 문제이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해결안 구안 단계에서는 설명제공형 스캐폴딩을 제공한 집단
과 단서제공형 스캐폴딩과 참여유도형 스캐폴딩을 제공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해결안 구안 단계에서는 단서제공형 스캐폴딩을 제공한 집단
이 설명제공형 스캐폴딩과 참여유도형 스캐폴딩을 제공한 집단보다 해결안 구안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검토 단계에서는 설명제공형 스캐
폴딩을 제공한 집단과 단서제공형 스캐폴딩과 참여유도형 스캐폴딩을 제공한 집단간
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문제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 결과들이 갖고 있는 논의점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설명제공형 스캐폴딩을 제공받은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문제
를 이해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해결과정 중 이해단계에서 단
서제공형 스캐폴딩과 참여유도형 스캐폴딩을 제공하는 것보다 설명제공형 스캐폴딩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입증한 결과이다. 이 결과는 문제해결과정 중 초기단계인
문제이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때 풍부한 정보를 포함한 스캐폴딩
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예: 남경
희와 조용채, 2000; Ge, & Land, 2003)과 일치한다. 또한 전경문(1999)의 연구에서 문제
해결과정을 말로 표현한 해결자와 동료의 문제해결과정을 듣고 이해하는 청취자 사이
에 발생하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에서, 문제이해 단계에서 해결자가 청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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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이 유의미한 범주 내에서 관찰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처럼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에서 문제해결과 관련된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제공형 스캐폴딩이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던 이유는 다음과 같
이 해석할 수 있다. 문제해결은 기본적으로 지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어떤 문제
가 주어졌을 때 문제와 관련된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어렵다(임정훈, 1999). 또한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비
구조화된 문제를 처음 접할 때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부담을 느
낀다(김경희, 조연순, 2008). 이 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면, 학습자들이 느끼는 부담 및 어려움 등이 감소되고 오히려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도 문제가 주어진 직
후에 문제를 이해하는데 많이 어려워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원끼리 활발한 토론
을 하고, 튜터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다. 이럴 경우, 학습자가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에
서 많은 정보가 담긴 스캐폴딩 제공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였을 것
으로 해석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과정 중 해결안 구안 단계에서 어떤 유형의 스캐폴딩이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살펴 본 결과,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학과 문제 중심학습을 ‘문제이해’, ‘정보탐
색 및 수집’, ‘해결책 선정 및 평가’ 단계로 나누어 스캐폴딩을 제공한 결과 정보탐색
및 수집단계에서는 단서 제공을 통해 문제해결에 필요한 안내를 포함하는 개념적 스
캐폴딩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한아름(2012)의 연구결과와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결안 초안을 구
안하는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정보를 수집 및 선택하고, 각자 조사해온 내용을 동료들
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결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Hmlo와 Evensen(2000)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
게 선행연구와 불일치하는 연구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학습자 집단 특성에 따른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세 개의 대학에서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학
습자들로서 본 연구를 위한 집단 을 구성할 때 서로 잘 모르는 학습자들과도 같은 팀
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자신들이 조사해 올 내용을 정하고, 각자 조사한 후 팀원들
과 공유하는 활동이 필요한 해결안을 구안하는 단계에서, 서로의 특성을 완벽하게 파
악하지 못한 팀원들에 대한 긴장으로 인해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본 연구의 세 번째 관심은 문제해결과정 중 해결안 실행 단계에서 설명제공형 스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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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딩, 단서제공형 스캐폴딩, 참여유도형 스캐폴딩 중 어떤 유형의 스캐폴딩이 학습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느냐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단서제공형 스
캐폴딩을 제공한 집단이 다른 스캐폴딩을 제공한 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문제해결안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문제해결
과 관련된 정보가 많은 설명제공형 스캐폴딩이나, 정보가 전혀 없는 참여유도형 스캐
폴딩보다는 핵심적인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는 단서제공형 스캐폴딩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즉, 해결안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핵심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Hogan과 Pressley(1997), Wood와 Middleton(1976)의 연구결과 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문제해결 초기 과정 즉,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안을 구안하는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어
려움을 느낄 때에는 보다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반면에,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오히려 핵심적인 단서만을 포함한 정보를 요구함을 알 수 있다.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
보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제공할 경우,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모
두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이 때 자신감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홍미영, 박윤배, 1994).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온라인 문제해결학습에 점차 익숙해
지면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해
결안 실행 활동 이전에 문제이해와 해결안 구안을 위한 활동을 이미 경험하였고, 조별
로 진행되는 토론 활동, 질문 방법, 수업분위기 등에 점차 익숙해졌다. 따라서 학습자
들은 온라인 학습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기 주도성 역시 향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의욕
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정보가 많은 양의
정보와 비교했을 때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캐폴딩 유형에 따라 문제해결과정 중 검토 단계에서는
어떠한 스캐폴딩이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았다. 검토단계에서 설명제공
형 스캐폴딩, 단서제공형 스캐폴딩, 참여유도형 스캐폴딩 유형 중 어느 것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해결안 점검 단계에서 스캐폴딩을 제공한 집
단이 제공받지 못한 집단에 비해 문제해결능력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도상오와 오상철(2012)의 연구와 상충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체계적인
문제해결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학습자들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 개의 과
제물을 제출하도록 요구되었다. 문제해결 초기 단계에는 과제작성에 대한 긴장과 부담
이 있었으나, 비슷한 과제 양식에 익숙해지면서 스캐폴딩이 비교적 적게 필요했을 것
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사고 과정을 모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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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하도록 하는 문제해결 해결자 활동과 해결자의 모든 과정을 능동적으로 이해
하고 정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청취자 활동을 모두 하도록 한 집단은 수업시간에 제
시된 문제이해, 계획, 실행, 검토 단계 중에서 검토하는 단계에 해당되는 과제를 비교
적 쉽게 수행하였다는 전경문(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전경문(1999)의 연구
에서 해결자 활동과 청취자 활동을 모두 하도록 처치한 집단의 경우, 다른 단계에서와
는 달리 자신의 검토 과정이 옳은지에 대해 청취자의 동의를 구하는 활동이 많이 이
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참여유도형 스캐폴딩의 중요성
은 더욱 강조된다. 학습자가 자신의 검토과정을 점검받으려 할 때, 또는 자신의 검토
전략이 옳은지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할 때, 조원의 검토활동을 점검해주고 격려하
도록 요구하는 참여유도형 스캐폴딩을 제공할 경우,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를 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의 논의점을 바탕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과제를 함께 제안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개개인의 문제해결 단계별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스캐폴
딩을 유형화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참여자를 세 집단으
로 구분하고 집단별로 특정한 유형의 스캐폴딩을 제공한 후 문제해결 단계별로 집단
간 스캐폴딩의 효과를 보도록 실험을 설계하였는데, 이러한 설계는 문제해결 단계별로
학습자들의 도움이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학
습자들이 단계별로 어떠한 스캐폴딩을 주로 필요로 하는지, 양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
터를 모두 수집하여 분석해보는 연구가 추후에 수행된다면 학습자의 문제해결력을 향
상시키는 지원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스캐폴딩 페이
딩(Fading) 시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캐폴딩과 페이딩의 시점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스캐폴딩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문제해결 초반 단계인 문제이해 단계에 전반적으로 많
은 스캐폴딩을 제공했고, 후반부 즉 검토로 갈수록 스캐폴딩의 제공 횟수가 줄어들었
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문제해결 네 단계에 해당되는 과제를 작성하
여 제출하도록 요구되었다. 비록 문제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과제물이 활동을 촉진시키
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해결 자체에 지치고 과제 작성에
대한 긴장이 줄어들면서 학습자들은 스캐폴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
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학습자가 문제해결 전 과정에 필요한 스
캐폴딩을 제공함과 동시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스캐폴딩
을 페이딩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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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caffolding Types on the Problem-Solving Phases
in a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Seon-young Jang†(University of Seo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ffects of the three scaffolding types, such as ‘providing
an explanation scaffolding’, ‘providing a cue scaffolding’, and ‘inviting student participation’ in the
problem-solving phases in a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which requires the learner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solving given problem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were addressed that are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four phases of problem-solving which are ‘problem comprehension’,
‘developing solution’,applying solution’, and ‘reviewing’ phase among the three different scaffolding
type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performed an experiment on the 124 students who were
taking a teacher training course out of three univers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struments and environments used to find effects of the treatment were the problem solving
process test, an ill-structured problem, the three scaffolding types, an online learning program, and
the evaluating tool of the problem solving process. One-way ANOVA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Providing an explanation scaffolding’ type applied in this study was found statistically
meaningful positive effects onproblem comprehension’ phase.
(2)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developing solution’ phase, among three different
groups that they were provided the three different scaffolding type.
(3) ‘Providing a cue scaffolding’ type applied in this study was found statistically meaningful positive
effects onapplying solution’ phase.
(4)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viewing’ phase, among three different groups that
they were provided the three different scaffolding type.
Key words : scaffolding, problem solving phase, onl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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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항목
문제
파악

알고
문제 사실있는
이해 , 조건
문제의
재정의
(문제해결
목표파악)
더 알아야
할 지식
문제
해결안 해결을
구안 위한 자원
해결안

<부록> 문제해결 평정기준표

기준
점수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다른 내용(방법, 절차, 자원 등) 0
을 제시
해결해야 할 문제와 다른 내용(방법, 절차, 자원 등)을 함께 제시
1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시
2
사실과 조건을 구분하지 않고 제시하였고, 일부만 맞게 제시
0
사실과 조건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사실 또는 조건 중 일부만 1
맞게 제시
사실과 조건을 구분하여 사실과 조건의 의미에 맞게 각각 제시
2
문제해결 목표(교육공학의 정의, 필요성, 교육공학의 교수학습방법) 0
에 관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제시
문제해결 목표(교육공학의 정의, 필요성, 교육공학의 교수학습방법) 1
에 관한 내용을 일부만 제시
문제해결 목표(교육공학의 정의, 필요성, 교육공학의 교수학습방법) 2
에 관한 내용을 모두 제시
‘더 알아야 할 지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내용(방법, 절
0
차, 자원 등)만을 제시
‘더 알아야 할 지식’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타 다
1
른 내용(방법, 절차, 자원 등)의 일부를 제시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알아야 할 지식을 정확하게 제시
2
자원의 개념을 파악하지 못해서 자원이 아닌 방법 등을 제시
0
더 알아야 할 지식을 기반으로 제시하였으나 모호하게 제시
1
더 알아야 할 지식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구체적 2
인 자원을 제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문제를 파악하고 알아야 할 사실, 더 알아야 0
할 지식, 자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문제의 해결안을 제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문제를 파악하고 알아야 할 사실, 더 알아야 1
할 지식, 자원) 중 일부만을 포함하여 문제의 해결안을 제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문제를 파악하고 알아야 할 사실, 더 알아야 2
할 지식, 자원)을 모두 포함하여 문제의 해결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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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계속)

항목

기준
점수
해결안이 아닌 해결과정, 방법 등을 제시
0
해결절차가 아닌 일반적인 해결절차를 제시
문제해결 ** 문제의
1
해결안과
절차의 차이점을 혼동하여 제시
절차
해결안과 절차의 차이점을 알고 주어진 문제의 문제해결을 위한 절 2
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해결안
실행
자원, 절차, 학습목표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고 제시
0
(교육공학의 관점, 개념, 필요성)와 자원, 절차 중에서 일부
최종 학습목표
1
해결안 만 포함하여 해결안을 제시
학습목표(교육공학의 관점, 개념, 필요성)와 자원, 절차를 모두 포함 2
하여 해결안을 제시하였을 경우
해결안에 대한 적합성 여부만을 단순하게 제시
1
주어진 조건(예: 문제 속 주인공의 직업, 주어진 시간, 해
해결안의 문제에서
결안의
현실
가능성)등에서 일부만을 고려하여 적합성을 제시
적합성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예: 문제 속 주인공의 직업, 주어진 시간, 해 2
결안의 현실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문제해결을 통해 나온 막연한 느낌 정도만 제시
0
검토
문제해결을 통해 배운 내용, 문제해결과정(문제이해, 계획, 실행, 검
토), 자기학습평가(비판적, 분석적, 탐구적, 자기 성찰적 능력)에 관한 1
반성 내용 중 일부만을 제시
문제해결을 통해 배운 내용, 문제해결과정(문제이해, 계획, 실행, 검
토), 자기학습평가(비판적, 분석적, 탐구적, 자기 성찰적 능력)에 관한 2
구체적인 내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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