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학연구 제25권 제2호(2009. 6. 30):pp.177～205

온라인 협동학습에서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그룹 프로세싱이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
남 창 우†(서울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온라인 협동학습 환경에서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그룹 프로세싱이 학습자의 상호
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2개 대학과 대구 소
재 1개 대학에서 재학 중인 144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협동학습 활동을 실시하였다.
학습자의 상호작용은 전체적인 양과 구체적인 유형의 두 영역에서 측정되었다. 상호작용의 전
체적인 양은 학습자들이 각 집단 별로 온라인 토론방에 남긴 메시지의 총 개수로 측정되었고,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유형에 관해서는 ‘정보의 공유와 비교’, ‘아이디어, 개념, 진술 간 불일치
의 탐색’, ‘의미의 협상과 지식의 협력적 구성’, ‘제안된 종합과 협력적 구성의 검사와 변형’,
그리고, ‘동의하는 진술과 새롭게 구성된 의미의 적용’의 다섯 가지를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한
편, 3개의 각기 다른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은 워크숍을 통해 팀워크 기술과 협동학습
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받았다. 또한, 그들은 3개의 실험집단(긍정적 상호의존성, 그룹
프로세싱, 비구조적 전략) 중 한 집단에 무선할당 되었다. 긍정적 상호의존성 집단과 그룹 프
로세싱 집단은 각각의 구조적인 협동학습 전략들을 추가적으로 제공받았지만, 비구조적 전략
을 제공 받은 집단의 경우, 추가적인 훈련을 제공받지 않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상호
작용의 전체적인 양의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 상호의존성 집단과 그룹 프로세싱 집단은 비구
조적 전략을 제공받은 집단보다 더욱 활발한 상호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유형의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 상호의존성 집단과 그룹 프로세싱 집단은
비구조적 전략을 제공받은 집단보다 ‘정보의 공유와 비교’ 유형과 ‘아이디어, 개념, 진술 간 불
일치의 탐색’ 유형에서 더욱 활발한 상호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상호의존성
집단이 그룹 프로세싱 집단보다 ‘정보의 공유와 비교’ 유형에서 더욱 활발한 상호작용을 한 것
으로 나타난 반면에, 그룹 프로세싱 집단이 긍정적 상호의존성 집단보다 ‘의미의 협상과 지식
의 협력적 구성’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활발한 상호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온라인 협동학습, 긍정적 상호의존성, 그룹 프로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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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협동학습 환경에서 균등하지 못한 참여도, 즉, 그룹 활동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무임승차(free-loader 또는 free-rider) 현상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의미 있는 연구 문제
로 지적되어 왔다(Johnson & Johnson, 1994a; McWhaw, Schnackenberg, Sclater, & Abrami,
2003). Slavin(1995)에 의하면, 이러한 무임승차의 문제는 협동 학습에서 개별 구성원들
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때,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학의 교육현장에서 많은 교수자들이 학생들에게 팀 프로젝트 과제를 통해 협동학
습을 실시할 때, 이러한 무임승차의 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게 된다. 초·
중등 수준에서의 수업과 달리 대학에서는 학생들 간의 전공이 다른 경우가 많고, 개인
별로 수업 시간이 다른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또한, 학생 개인 별로 학업적 관심사가
다양하고, 학습자의 특성이 각기 다르며, 협동학습 환경에서 그룹의 정체성이 부족한
점이 있다(장혜정, 장은정, 2008). 그리고 서로간의 삶의 공간이 지리적으로 먼 경우도
많아서, 빈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협동할 수 있는 환경 역시 부족한 경우도 많
다. 학생들이 수업의 일환으로 협동학습에 참여하게 될 때, 중복되는 스케줄과 관심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룹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것에 대해 정당화함으로써,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협동 학습 활동에 있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에게도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그룹 생산성
(group productivity)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무임승차의 문제는 협동학습의 구성 요소들을 조사하고, 이와 같은 요소를
활용한 교수전략을 적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교수전략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협동학습의 구성요소를
긍정적 상호의존성(positive interdependence)과 그룹 프로세싱(group processing)으로 제시하
고 있다(Johnson & Johnson, 1994b; Slavin, 1986). 이 두 구성요소들은 학습자 간 상호작
용을 활성화시키고,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무임승차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그룹 프로세싱이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
으로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상호의존성은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협동학습 그룹 내에서 자신의 행
동이 다른 학습자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룹 전체 활동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인식할 때 발생하게 된다(Johnson & Johnson, 1994b). 학습자가 이러한 인식의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면, 더욱 적극적이고 구조화된 협동을 통해 자신이 속한 그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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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즉, 학습자들이 긍정적 상호의존성
을 확립하게 된다면 학습자간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지식을 구성하
는 활동을 통해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이 증가될 수 있다.
둘째, 그룹 프로세싱은 학습자 개인의 행동이 전체 그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기반성(self-reflection) 혹은 동료에 의해 주
기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협동학습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의 성
격을 가지게 된다(Garibaldi, Johnson, Johnson, & Stanne, 1989).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
는 그룹 프로세싱은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
습자들이 학습 내용 혹은 토론의 주제와 범위를 제대로 인지하고 학습 행위를 제대로
수행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 동료 학습자, 교수자의 중간 점검을 통한 피드백이
없다면, 온라인 토론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토론
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동기를 약화시키거나 집단의 결속력과 상호 신뢰감과
같은 정의적 요소(affective) 요소들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하여 학습자간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왕경수, 2003). 이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룹
구성원 간에 협동을 해야 한다는 의식을 약화시킴으로써, 무임승차의 문제를 불러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임승차의 문제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간 비동기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
하게 하는 컴퓨터/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접근될 수 있다.
즉, 시·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온라인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학습자의 협동학습 활동 내역이 기
록 및 보존되고, 토론 참여도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며,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무임승차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
를 통해 온라인 토론을 통한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성공적인 그룹 수행을 위해
서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어 왔다(McConnell, 2000; Nachmias, Mioduser, Oren, & Ram,
2000; Hinsz, Tindale, & Vollrath, 1997; Weick & Roberts, 1993). 또한,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
한 교육적 상호작용을 생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Garrison, Anderson, &
Archer, 1999).

그러므로 면대면 협동학습에서 발생되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활동 평가가 용이하고,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온라인 협동학습을 활용하며, 그와 동시에 협동학습의 구성요소인 긍정적 상호의존성
과 그룹 프로세싱을 활용한 교수전략을 학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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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 협동학습 환경에서 교수자는 긍정적 상호의존성 또는 그룹 프로세싱
중 어떠한 요소를 선택하여 활용하면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습자 특성, 학습 환경,
또는 온라인 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그룹 프로세싱이 학
습자의 상호작용에 다른 수준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긍정적 상호의존성의 두 가지 하위 요소(목표 상
호의존성과 자원 상호의존성)의 상대적 효과에 대한 몇몇 연구는 있었지만(Johnson,
Johnson, Ortiz, & Stanne, 1991),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특히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그룹 프로세싱의 상대적 효과에 관해서는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김명랑, 박혜영, 2008;
이지연,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협동학습 환경에서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그
룹 프로세싱의 상대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교육자들이 효과적인 협동학습의 구체적인
교수전략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데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학습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온라인 협동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학습자는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견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관련된 의미를 종합하고, 지
식을 재구성하는 등의 상호작용의 유형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각각의 상호작용 유형
에서 교수자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제공하지 못한
다면, 학습자들은 온라인 토론의 참여를 회피하거나, 토론의 적절한 방향을 찾지 못하
는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교수자가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그룹 프로세
싱을 활용한 교수전략 중 상호작용의 각각의 유형에 최적화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해
서 학습자에게 제공해준다면, 온라인 토론에 있어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
여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협동학습
환경에서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그룹 프로세싱이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정립된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온라인 협동학습 환경에서 긍정적 상호의존성, 그룹 프로세싱, 비구조(no structure)
적 전략이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전체적인 양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에서 차이가 있는
가?
2. 온라인 협동학습 환경에서 긍정적 상호의존성, 그룹 프로세싱, 비구조(no structure)
적 전략이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유형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에서 차이가 있
는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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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협동학습은 그룹 활동에 있어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성원들 사이의 협
력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고, 지식을 재구조화한다(이성주, 2008). 비록 이러한
협력이 성공적인 협동학습을 위한 필수조건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충분조건
은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협동학습은 개별 구성원들의 공평한 기여도
에 관련된 문제를 접근하는 수단으로서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그룹 프로세싱이라는 구
성요소를 포함할 때 가능하다고 연구자들에 의해 요약되고 있다(Jensen, Johnson, &
Johnson, 2002; Kaufman, Sutow, & Dunn, 1997; McCafferty, Jacobs, & Iddings, 2006). 한편
성공적인 협동학습을 위해서는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그룹 프로세싱 이외에 개인적 책
무감이 몇몇 학자들에 의해 언급되고 있다. 개인적 책무감은 그룹 전체의 목표를 위한
한 그룹 구성원의 공유된 책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Johnson & Johnson, 1994b). 그룹
구성원들 간에 공유된 책임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개인적 책무감은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그 의미의 유사성을 가지는 부분이 많다(McCafferty, Jacobs, & Iddings,
2006). 그래서 실제로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그룹 프로세싱에 대한 교수전략은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개발되어 왔지만, 개인적 책무감은 긍정적 상호의존성과의 유사한 성격
으로 인해 구체적인 교수전략으로 연결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협
동학습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그룹 프로세싱의
구체적인 교수전략을 활용하고,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학습자의 상호작용, 또는 그룹
프로세싱과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고자 한다. 즉, 교
수자가 협동학습을 수행할 때, 두 가지 협동학습의 요소 중 어떠한 요소가 학습자의
구체적인 상호작용 유형에 상대적으로 더욱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여, 상호작용의 유
형에 맞는 적절한 협동학습 전략을 제시해줌으로써, 학습자가 효과적인 협동학습을 수
행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긍정적 상호의존성

긍정적 상호의존성은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협동학습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
로서 인식되고 있다. 긍정적 상호의존성은 한 명의 구성원을 돕는 것이 전체 구성원을
돕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반면에, 한 명의 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전체
구성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그룹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Deutsch, 1962). 초기의 연구자들은 상호의존성을 성과(outcome)와 수단(means)의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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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로 분류하였다(Deutsch, 1949; Kelly, 1957). Johnson과 Johnson(1989)은 긍정적 상호의
존성을 성과 상호의존성, 수단 상호의존성으로 두 가지 범주를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그들은 성과 상호의존성을 다시 목표 상호의존성과 보상 상호의존성이라는 두 가지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협동학습 또는 경쟁학습 환경에서 기대되는
성과를 추구하는 개인은 희망하는 목표와 보상을 지향하고 구체화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 상호의존성은 결과적으로 실제 협동의 상황을 촉진시키게 되는 것이다
(Johnson & Johnson, 1998). 결과적으로, 성과 상호의존성은 성공적인 협동학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수단 상호의존성은 그룹 구성원 중 일부에게 요구되는 행동들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공동의 목표 또는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Johnson &
Johnson, 1989, 1992, 1998). 수단 상호의존성은 자원(resources), 역할(role), 그룹 간
(intergroup) 상호의존성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자원은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고 완성하기 위해 각 구성원들에게 부분적으로 나
누어진다. 또한, 상호보완적인 역할이 각 구성원에게 할당되고, 그룹 간 상호의존성은
다른 그룹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성된다. 이러한 세 가지 범주는 각자 독립적이라
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Johnson & Johnson, 2007).
한편, 긍정적 상호의존성에 대한 개념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긍정
적 상호의존성이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상호의존성을 활용한 교수전략이 부정적인 상호의존성
이나 상호의존성 자체를 활용하지 않은 교수전략보다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Jensen, Johnson, & Johnson, 2002; Johnson & Johnson,
1989). 더 나아가 긍정적 상호의존성의 구체적인 하위요소들이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미
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도 존재한다. 몇몇 학자들은 긍정적 상호의존성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역할 상호의존성이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예
를 들면, Brewer와 Klein(2006)은 교수자가 긍정적 상호의존성의 하위 요소 중의 하나인
역할 상호의존성(role interdependence)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학습자들에게 제공
함으로써,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은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책임과 효과적인 그룹 활동을 위해 적절한 역할에 관한 정보
를 포함하고 있다(Johnson & Johnson, 1994b). 또한, 그룹 구성원들이 개인에게 부여된 역
할을 수행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그들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다른 구성원들과 협
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역할 상호의존성을 활용한 그룹 활동은 학습자의 상
호작용을 증가시키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Johnson & Johnso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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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긍정적 상호의존성의 하위 요소 중의 하나인 보상 상호의존성(reward
interdependence)에 대한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Johnson, Johnson과 Holubec(1994)은
실험연구를 통해 그룹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완성할 때, 교수자가 그들에게 적절
한 보상을 주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긍정적 상호의존성의 하위요소인 보상 의존성
을 인식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협동학습에 있어서 보상 상호의
존성을 활용한 교수전략의 효과성이 학습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
과도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박수경과 김광휘(2005)가 초등학교 6학년 120명을 대
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위의 학습능력을 가진 학습자의 경우 집단 경쟁
을 유도하는 보상 상호의존성 전략이 협동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전략보다 학업성취도
를 향상시키는 데에 더욱 효과적이었고, 하위의 학습능력을 가진 학습자의 경우에는
역으로 사회응집성을 강조하는 협동기술 훈련이 보상 상호의존성을 활용한 전략보다
더욱 효과적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웹기반 협동학습을 실시할 때, 교사는 학
습능력이라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교수전략을 취하여야 효과적인 학
습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온라인 협동학습
을 위해서 교수자는 협동학습의 구성요소들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한 교수전략을 수립
함으로써,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2. 그룹 프로세싱

그룹 프로세싱은 각 구성원들이 그룹의 목표와 관련하여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고,
그들이 어떠한 활동을 지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반성(reflection)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Johnson & Johnson, 2007). 또한, 그룹 프로세싱의 목적은 그룹
구성원들이 생산성과 그룹의 목표 도달에 기여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Garibaldi et
al., 1989).

이러한 그룹 프로세싱은 소그룹 프로세싱(small group processing)과 전체 학급 프로세
싱(whole class processing)의 두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진다(Johnson & Johnson, 1994b).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자들이 소그룹 프로세싱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인식하였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교수자는 각 수업 세션의 마지막에 그룹 구성원들이 어떻게 효과적으
로 협력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각 그룹 구성원들은 그
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누가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였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기술할 것을 요구받는다(Johnson & Johnson, 2007). 한편, 전체 학급 프
로세싱과 관련하여, 교수자는 각 그룹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을 실시하고, 그들의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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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에 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때, 교수자는 각 그룹의 활동을 모니
터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형식을 갖춘 관찰 용지(observation sheet)를 사용할 필요가 있
다. 수업이 종료될 때, 교수자는 관찰의 결과들을 발표하고 학습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전체 학급 프로세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Johnson & Johnson, 2007).
Garibaldi 등(1989)은 협동학습 환경에서, 그룹 프로세싱(교사 주도 프로세싱, 교사/학
생 주도가 결합된 프로세싱, 프로세싱 부재(no processing), 그리고 개별학습)이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 개의 협동학습
집단들(교사 주도 프로세싱, 교사/학생 주도가 결합된 프로세싱, 그리고 프로세싱 부재
(no processing))이 개별학습 집단보다 더욱 활발한 학생 간 상호작용(student-student
interaction)을 하였고,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teacher-student interaction)에 있어서는 개별
학습 집단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협동학습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구성요소 중에서 긍정적 상
호의존성과 그룹 프로세싱을 활용한 교수전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연구에서 긍정적 상호의존성이 학습자의 학업성취, 상호작용,
그리고 협동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Jensen, Johnson,
& Johnson, 2002; Johnson & Johnson, 1998). 비록 대부분의 연구들이 면대면 학습 환경에
서 긍정적 상호의존성이 학습자의 학업성취, 상호작용, 긍정적인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였지만,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긍정적 상호의존성의 영향력을 조사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Brewer & Klein, 2006). 한편, 협동학습의 기본 요소 중에서 그
룹 프로세싱은 그룹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수행력의 효과성을
명확히 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중요하다. 하지만, 온라인 협동학습 환경에서 그룹 프로
세싱의 중요성에 대해 조사한 연구 역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본 연
구는 온라인 협동학습에서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그룹 프로세싱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
를 확대하고,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그룹 프로세싱의 상대적 중요성을 또한 비교, 검증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2개 대학과 대구 소재 1개 대학에 재학 중인 144명의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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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소재 A 대학에서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을 수강하고 있는 24명, 서울 소재 B 대학에서 ‘인적자본개발론’을 수강하고
있는 72명, 그리고 대구 소재 C 대학에서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을 수강하고 있는 48
명이 연구 대상자로 참여하였다. 전체적으로, 연구 대상자들의 나이는 18세에서 32세
사이에 분포되어 있고, 평균 21세였다. 성별을 살펴보면, 여자가 85%였고, 남자가 15%
였다.
2. 연구 설계와 실험 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 협동학습 환경에서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그룹 프로세싱이 학습자
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상대적인 효과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속변인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고, 독립변인은 긍정적 상호의존성을 활용한 전략, 그룹 프로세싱
을 활용한 전략, 그리고 비구조화된 전략으로 형성되었다.
3개의 대학에서 각기 다른 3개의 강좌 중 하나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144명을 대
상으로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참가자들은 세 개의 실험집단(긍정적 상
호의존성(집단 1), 그룹 프로세싱(집단 2), 그리고 비구조화된 전략(집단 3)) 중 하나에
무선 할당되었다(144 = 48 ×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대학에 소속된 24명을 무선
할당하여 8명이 세 개의 실험집단에 각각 소속되도록 하였고(24 = 8 × 3), B 대학에
소속된 72명을 무선 할당하여 24명이 세 개의 실험 집단에 각각 소속되도록 하였으며
(72 = 24 × 3), C 대학에 소속된 48명을 무선 할당하여 16명이 세 개의 실험 집단에
각각 소속되도록 하였다(48 = 16 × 3). 이렇게 각각의 대학은 세 개의 각각 다른 실험
집단을 모두 갖도록 하였다. 즉, 하나의 실험 집단에는 세 개 대학의 학생들이 균등하
게 포함되어 있게 배치함으로써, 대학, 교수자, 교실 상황, 그리고 강좌 내용의 차이가
실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실험집단의 구성 방법은 [그림 1]을 통해서 요약해서 표현될 수 있다. 그리
고 각 실험집단은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48명이 한 그룹을 형성하여 온라인 토론
을 하는 것은 비효과적이므로, 실제의 온라인 협동학습 그룹은 토론의 효율성을 위하
여 소그룹 당 4명의 학생으로 세분화하여 그룹을 구성하였다. 즉, 실제 협동학습 활동
상황에서는 같은 종류의 처치를 받는 온라인 토론 소그룹이 12개로 세분화되어 공동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48 = 12 × 4).
한편, 각각의 교수자는 이렇게 형성된 세 개의 실험집단에 다음과 같이 각각의 차별
화된 처방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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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집단의 구성 방법

첫째 ‘긍정적 상호의존성’ 집단에는 긍정적 상호의존성의 하위요소인 역할 상호의존
성, 보상 상호의존성, 자원 상호의존성을 활용한 교수전략을 처방하였다. 둘째, ‘그룹
프로세싱’ 집단에는 온라인 토론 소그룹 각각이 과정 중간 보고서를 매주 제출하게 하
는 그룹 프로세싱을 활용한 교수전략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비구조화된 전략’ 집
단에는 세 실험 집단 공통에게 주어진 팀워크 기술과 협동학습의 일반적인 기술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추가적인 협동학습 전략을 제공하지 않았다.
한편, 연구의 시작 시점에서 연구자는 각각의 교수자들을 상대로 협동학습에 대한
교수방법에 대해 두 번의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워크숍의 내용은 각각의 실험집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공 방법 및 시기, 역할, 보상, 자원 상호의존성 등의 긍정적 상호
의존성 교수전략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그룹 과정 중간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한 제시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각각의 교수자는 실험집단(집단 1: 긍정적 상호의존성, 집단 2: 그룹 프로세싱,
집단 3: 비구조)에 따른 교수전략 가이드라인들을 연구자로부터 제공받았다. 각 실험집
단에 제공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긍정적 상호의존성’ 집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보너스 점수와 관련된 보상 상호의존성 전략, 각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역할 부여와 관련된 역할 상호의존성 전략, 각 구성원에게 제시되는 부분적인 학습 자
료와 관련된 자원 상호의존성 전략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둘째, ‘그룹 프로세싱’ 집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그룹 프로세싱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와 그에 해당하는 기대되는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단계 1은 격려하고 서로 소개하기, 단계 2는 피드백을 주고받기, 단계 3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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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통해 그룹 프로세싱을 실시하고, 평가하기가 포함된다.
셋째, ‘비구조화된 전략’ 집단의 가이드라인은 세 실험집단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된
팀워크 기술과 협동학습의 기본적인 기술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교수자는 연구의 시작 시점에서 팀워크 기술과 협동학습에 대한 개괄
적인 내용에 대해 전체 실험 참가자들을 상대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 전체 워크숍
은 협동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과 온라인 토론 시 그룹 구성, 토론 주제에 대한 설
명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워크숍을 실시한 후, 연구자와 교수자들은 각 대학의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토론방들을 개설하였다. 온라인 토론 소그룹들이 각자의 그룹 보고서
를 완성하기 위하여, 교수자들은 온라인 토론을 위한 구체적인 주제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대학의 경우, 각 집단은 그룹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교수
도구인 웹퀘스트(WebQuest)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다. 또한, 그들은 드
림위버(Dreamweaver)와 프런트페이지(FrontPage) 같은 웹에디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웹퀘스트를 개발하였다. B대학의 경우, 각 그룹의 구성원들은 인적자원개발
(HRD)의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6시간용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온라인
토론을 실시하였다. C 대학의 경우, 각 그룹은 하나의 모범 수업을 정하고, 그에 대한
수업 분석을 실시하였고, 학습 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을 논의하였다.
온라인 협동 학습의 기간 동안, 개별 그룹에 소속된 학생들은 온라인 메시지를 남김
으로써 비동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교환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그들의 학습 내용을 토
론하였다. 이러한 온라인 토론은 3주 동안 진행되었다. 토론 첫째 날,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집단 1(긍정적 상호의존성)의 구성원들에게 ‘긍정적 상호의존성을 학습하기 위한
학생용 가이드라인(Johnson, Johnson, & Holubec, 1994)’을 제공하였고, 학생들은 이 가이
드라인에 따라서, 온라인 토론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각의 교수자는 긍정적 상호의존
성의 하위요소인 역할 상호의존성 교수전략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긍정적 상호의존성’
집단인 집단 1에 속한 각각의 온라인 토론 소그룹에게 구체적인 역할 분담표 형식을
제공하고, 온라인 토론을 실시할 때에 각자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역할은 매주 바꾸어서 진행함으로써, 온라인 토론 소그룹에 속한
구성원들이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각각의 구성원들은 토
론촉진자(facilitator), 독자(reader), 필자(writer), 그리고 편집자(editor)의 역할들을 매주 바꾸
어가며,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교수자들은 ‘긍정적 상호의존성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자용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집단 1의 구성원들이 긍
정적 상호의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각각의 교수자는 보상 상호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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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전략을 제공하였는데, 온라인 토론 소그룹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학습에 의미
있는 메시지들을 매주 최소 4개 이상 온라인 토론방에 남겼을 경우, 해당 소그룹 구성
원 모두에게 보너스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보상 상호의존성 전략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각의 교수자는 자원 상호의존성 교수전략을 활용하였다. 이는 하나의 온라인 토론
소그룹에 속한 4명의 구성원이 각기 다른 학습 자료를 제공받고, 자신이 받은 학습 자
료를 다른 구성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요약문을 온라인 토론방에 매주 남기고, 구성
원 간에 피드백을 주고받도록 하였다.
한편, 집단 2(그룹 프로세싱)의 구성원들은 ‘그룹 프로세싱을 학습하기 위한 학생용
가이드라인(Johnson, Johnson, & Holubec, 1994)’과 과정 중간보고서(the Processing Interim
Report) 양식을 제공받았다. 그들은 매주 그 양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토론 2
주차, 3주차, 4주차 일요일(총 3번)에 각각 그들의 온라인 토론방을 통해 그것들을 제
출하였다. 또한, 교수자들은 ‘그룹 프로세싱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자용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집단 2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룹 프로세싱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해주는 것을 도와주었다. 한편, 교수자들은 집단 3(비구조)에 속한 구성원들
의 질문에는 온라인 토론방을 통해 응답해주었지만, 그들의 협동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온라인 토론에 대한 추가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시는 않았다. 온라인 토론 3주
의 마지막 날에, 3개의 실험집단에 소속된 온라인 토론 소그룹들은 공동 과제의 결과
물로서 그룹 보고서를 온라인 토론방을 통해 제출하였다.
3. 결과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온라인 토론기간 3주 동안 학생들에 의해 작성된 온라인 메시지들의 내
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호작용 분석 모형(the Interaction Analysis Model)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각색하여 사용하였다. 이 모형은 온라인 상호작용의 특징들을 조사하기
위해 Gunawardena, Lowe와 Anderson(1997)에 의해 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모형은 온라인 메시지에 나타난 의미와 지식의 협력적 구성에 대해 다섯 가지 유
형을 정의하고 있다. 그 다섯 가지 유형은 1) 정보의 공유와 비교, 2) 아이디어, 개념,
진술 간 불일치의 탐색, 3) 의미의 협상(meaning negotiation)과 지식의 협력적 구성(coconstruction of knowledge), 4) 제안된 종합(synthesis)과 협력적 구성의 검사와 변형, 5) 동
의하는 진술과 새롭게 구성된 의미의 적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형은 비동기적 커
뮤니케이션을 사용하는 온라인 토론에서 메시지 분석을 위한 도구와 기준을 제공함으
로써 지식이 구성 또는 재구성되는 과정과 의미가 조율되고, 협상되는 과정에 대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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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이해를 돕는다. 연구자는 온라인 토론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이 온라인 토론방
에 남긴 모든 메시지를 이 상호작용 분석 모형에서 제시된 5가지 유형의 기준을 가지
고 분류하였다. 또한, 각각의 유형별로 메시지를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
는데, 유형 1의 경우, 학습 자료를 게시판에 탑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다른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내용, 유형 2의 경우, 다른 학습자의 의견에 반대, 비판에 해당하는 내용, 유
형 3의 경우, 구성원 간의 의견에 추가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수집된 의견을 정리
하는 내용, 유형 4의 경우, 정리된 의견에 보충 자료를 삽입하거나, 내용을 주제에 맞
게 재정립하는 내용, 유형 5의 경우, 공동의 산출물에 대한 동의를 표현하거나, 결론을
통해 새롭게 발견되는 점을 표현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적 준거를
가지고, 유형 별로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한편, 연구자는 온라인 토론방에 올라온 메시지들을 상호작용 분석 모형을 통해 분
류함으로써, 각 실험집단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유형을 탐색
하였다. 또한, 평정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와 연구조교
는 3주 동안의 온라인 토론방에 제시된 총 2766개의 메시지로부터 288개(약 10%)의 표
본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상호작용 분석 모형에 있는 5가지
유형의 기준에 의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위한 평정자간 신
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ohen’s Kappa 값이 사용되었고, 그 결과는 Kappa = .78, p <
.01 로, 측정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평정자간 신뢰도가 높다는 것
을 의미하고, 연구자가 288개의 표본 데이터뿐만 아니라, 총 2766개의 메시지를 분석할
때 얻어지는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추정될 수 있다(Howell, 2002). 그래서 연구자는
이러한 평정자간 신뢰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온라인 토론방에 남긴 총
2766개의 메시지를 상호작용 분석 모형을 기준으로 5가지 상호작용의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에 관하여, 집단 1, 집단 2, 집단 3 사이의 차이점을 검증하기 위
해,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의 전체적인 양(각 집단 구성원들
이 남긴 메시지의 총 개수)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일원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 관하여는 집단 1, 집단 2, 집단 3
사이의 차이점을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유형(상호작용 분석 모형의
5가지 유형)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들은 긍정적 상호의존성(집단 1)과 그룹 프로
세싱(집단 2)의 효과성이 비구조(집단 3)와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긍정적 상호의존
성(집단 1)의 효과성이 그룹 프로세싱(집단 2)의 그것과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조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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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의 이러한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검증
하기 위해, ‘계획된 직교비교(planned orthogonal comparisons)’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Cj1Cj2 = 0

표 1>에서 보면 대비 1(Contrast 1)과 대비 2(Contrast 2)에 관하여:

<

Cj1Cj2 = (1)*(1) + (1)*(-1) + (-2)*(0) = 0

이와 같은 등식이 성립할 때, 대비 1과 대비 2는 직교한다고(orthogonal) 하고, 수학적
으로 서로 독립적(independent)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실험집단에 해당하는 대비 계수들을 보여준다.
대비

<표 1> 각 실험집단에 해당하는 대비 계수들
실험 집단
1

2

3

1

1

1

-2

2

1

-1

0

Ⅳ. 연구결과
1.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전체적인 양

표 2>는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보여준다. 학습자의 상호작용
은 온라인 토론기간 동안 온라인 토론방에 남긴 메시지의 총 개수에 의해 측정되었다.
집단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상호의존성 전략을 제공받은 집단 1(긍정적 상
호의존성)의 경우, 평균: 20.79, 표준편차: 13.72, 그룹 프로세싱 전략을 제공받은 집단
2(그룹 프로세싱)의 경우, 평균: 22.58, 표준편차: 13.75, 그리고 기본적인 팀워크 기술과
일반적인 협동학습 전략만을 제공받은 집단 3(비구조)의 경우, 평균: 14.25, 표준편차:
8.59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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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 통계치a
자료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하계대한 95% 신뢰구간
상계

a

1

48

20.79

13.72

1.98

16.81

24.78

2

48

22.58

13.75

1.98

18.59

26.57

3

48

14.25

8.59

1.24

11.76

16.74

1.06

17.12

21.30

총계
144
19.21
12.70
종속변인=각 학생들이 남긴 온라인 메시지의 총 개수.

표 2>를 살펴보면, 집단 1과 집단 2의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겹치지만, 집
단 3의 평균에 대한 신뢰구간은 겹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실험 집단에 속
한 학습자들이 남긴 온라인 메시지의 양에 있어서, 집단 3에 속한 학생들이 집단 1과
집단 2에 속한 학생들에 비해서, 상호작용의 양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산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집단 1과 집단 2에게
제공된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그룹 프로세싱을 활용한 교수전략이 비구조화된 교수전
략보다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데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해석된다.
<표 3>은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산의 동질성 검증 결과를 나타낸다. 레빈
통계치(Levene Statistic)의 결과 값을 살펴보면, 세 실험 집단은 동일한 분산을 가지고 있
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p < .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실험집단이
동일한 표본 크기(n = 48)를 가지고 있으므로, 분산이 동질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생기
는 부정적 효과는 완화되고, F 검증은 상당히 신뢰할 만한 것으로(robust) 해석될 수 있
다(Howell, 2002).
<표 4>는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 결과를 살펴
보면, 3개 실험집단의 수정 평균(adjusted means)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2,141) = 6.14, p < .05〕. 이는 ‘긍정적 상호의존성’ 전략, ‘그룹 프로세싱’
<

<표 3>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산의 동질성 검증a
레빈 통계치(Levene Statistic)
자유도 1
자유도 2
3.38

a

2

종속변인=각 학생들이 남긴 온라인 메시지의 총 개수.

* p <.05

- 191 -

141

값

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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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

<표 4>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산분석a
제곱합 자유도 평균
F값
p값
제곱

수정모형
1847.17
2
923.58
6.14
절편
53,130.25
1
53,130.25
353.36
집단
1,847.17
2
923.58
6.14
오차
21,200.58
141
150.36
총계
76,178.00
144
수정총계
23,047.75
143
종속변인=각 학생들이 남긴 온라인 메시지의 총 개수.

Partial
Eta-Squared

검증력

.00

.08

.88

.00

.71

1.00

.00*

.08

.88

값

* p <.05

전략, 그리고 ‘비구조화’ 전략의 차이점이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Partial Eta-Squared값은 .08로 나타났고, 이는 온라인 메시지의 총 개수
에 있어서 변동(variation)의 8%는 실험집단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검증력의 경우, Power > .80이면 통계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데(Howell, 2002),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왔으므로, 비록 8%는 높은 수치는 아닐지라도, 유의미한 집단 효
과(group effect), 즉 실험집단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단 효과
가 발생한 이유는 교수자가 제공한 세 가지 교수전략 중 특정 교수전략에서 대해 학
습자의 선호도가 발생하였거나, 온라인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학습 동기에
있어서, 교수전략 간의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계획된 직교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5>는 학습자의 상호작용
에 대한 대비(contrasts) 검증의 결과를 보여준다. 대비 1의 경우, 집단 1과 집단 2의 각
대비
a

<표 5>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대비(contrasts) 검증a
대비 값(value) 표준오차
t값
자유도

값

p

1

14.88

4.34

3.43

141

.00*

2

-1.79

2.50

-0.72

141

.48

종속변인=각 학생들이 남긴 온라인 메시지의 총 개수.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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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평균은 집단 3의 그것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p < .05). 한편, 대비 2의
경우, 집단 1의 집단 평균은 집단 2의 그것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이와 같은 결과는 ‘긍정적 상호의존성’ 전략과 ‘그룹 프로세싱’ 전략 각각이 ‘비구
조’ 교수전략보다 상호작용의 전체적인 양을 증가시키는 데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2.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유형

앞서 언급하였듯이, 연구자는 3주간의 온라인 토론 기간 동안 온라인 토론방에 제시
된 총 2766개의 온라인 메시지를 상호작용 분석 모형(Gunawardena, Lowe, & Anderson,
1997)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유형 1―정보의 공유와 비교,
유형 2―아이디어, 개념, 진술 간 불일치의 탐색, 유형 3―의미의 협상과 지식의 협력
적 구성, 유형 4― 제안된 종합과 협력적 구성의 검사와 변형, 유형 5―동의하는 진술
과 새롭게 구성된 의미의 적용이라는 5가지 유형으로 코딩(coding)되었다.
<표 6>은 학생의 상호작용의 5가지 유형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보여준다. 그 결과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형 1과 유형 2의 경우, 집단 1과 집단 2의 평균은 집단 3
의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형 1과 유형 3에 있어서는 집
단 1과 집단 2 간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4와 유
형 5에서는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유형 1(정보의 공유와 비교), 유
형 2(아이디어, 개념, 진술 간 불일치 탐색), 그리고 유형 3(의미의 협상과 지식의 협력
적 구성)은 그룹 구성원들 간에 공동 과제물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
하는 토론의 초, 중반 시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상호작용의 유형에 해당한
다. 그래서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그룹 프로세싱을 활용한 교수전략은 상호작용의 유형
중 고차원적인 상호작용의 유형보다는 토론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상호작용
의 유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7>은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5가지 유형에 대한 분산의 동질성 검증 결과를 나
타낸다. 결과를 살펴보면, 유형 3과 유형 4에 있어서는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가정이
만족되었지만(p > .05), 유형 1, 유형 2, 그리고 유형 5에 있어서는 이러한 가정이 만족
되지 않았다(p < .05).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세 실험집단이 동일한 표본 크기(n
= 48)를 가지고 있으므로, 분산이 동질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적 효과는 실
험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게 되고, F 검증은 상당히 신뢰할 만한 것으로(robust) 해석
된다(Howel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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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5가지 유형에 대한 기술 통계치
종속 변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형 1

1

9.21

5.25

48

2

5.96

4.50

48

3

3.94

3.19

48

6.37

4.88

144

1

3.00

5.32

48

2

3.98

6.44

48

3

1.25

2.16

48

2.74

5.08

144

1

4.44

4.70

48

2

6.85

4.72

48

3

5.17

4.20

48

5.49

4.63

144

1

1.08

1.32

48

2

1.65

2.17

48

3

1.29

1.73

48

1.34

1.77

144

1

3.06

2.15

48

2

4.15

3.90

48

3

2.60

2.69

48

3.27

3.05

144

총계
유형 2

총계
유형 3

총계
유형 4

총계
유형 5

총계

a

자료수

<표 7>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5가지 유형에 대한 분산의 동질성 검증(Levene's test)a
상호작용 유형
F값
자유도 1
자유도 2
p값
유형 1
4.86
2
141
.01*
유형 2
6.13
2
141
.00*
유형 3
.74
2
141
.48
유형 4
2.43
2
141
.09
유형 5
3.27
2
141
.04*
종속변인=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온라인 메시지의 개수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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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은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5가지 유형에 대한 공분산 행렬의 동일성 검증 결
과를 나타낸다. 그 결과는 세 실험집단에 관하여 5가지 상호작용의 유형 사이에서 공
분산들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위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p < .05).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분산 행렬의 동일성 검증을 위해 사용되는 Box' M 검증은 정규성(normality)에 과도하
게 민감한 측면이 있고, 표본 크기가 본 연구처럼 집단 간에 동일할 때에는(n = 48), F
검증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robust) 해석될 수 있다(Howell, 2002).
<표 9>는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5가지 유형에 대해 Wilks’ Lambda값을 통해
다변량 유의성 검증(multivariate significance test)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Wilks’ Lambda값에 있어서 집단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5). 또한,
Partial Eta-Squared값은 .20이였고, 이는 5가지 유형에 의해 분류된 온라인 메시지들에
있어서 변동의 20%는 3개의 실험집단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앞서 나타난 온라인 메시지의 총 개수에 있어서 변동의 8%만을 설명하는 실험집
단의 효과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 가지 교수전
략(‘긍정적 상호의존성’ 전략, ‘그룹 프로세싱’ 전략, ‘비구조’ 전략)의 차이가 5가지 구
체적인 유형으로 분류된 상호작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된다.
<표 10>은 집단 효과에 대한 일변량 분산분석 검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유형 1〔F (2, 141) = 17.57, p < .05〕, 유형 2〔F (2, 141) = 3.70, p
< .05〕, 유형 3〔F (2, 141) = 3.57, p < .05〕, 그리고, 유형 5〔F (2, 141) = 3.34, p <
<

<표 8>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5가지 유형에 대한 공분산 행렬의 동일성 검증a
Box's M값
F값
자유도 1
자유도 2
p값
118.52

a

3.75

30

종속변인=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온라인 메시지의 개수

62,997.01

.00*

* p < .05

<표 9>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5가지 유형에 대한 다변량 유의성 검증a
Wilks'
가설
오차
Partial
F값
p값
Lambda값
자유도 자유도
Eta-Squared 값

a

효과
절편
.23
92.26
5
집단
.64
6.78
10
종속변인=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온라인 메시지의 개수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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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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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정
모형

절편

집단

오차

총계

수정
통계

종속
변인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표 10> 집단 효과에 대한 일변량 분산분석 검증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자유도 p값

Partial
Eta-Squared

검증력

값

678.85

2

339.42

17.57

.00

.20

1.00

183.51

2

91.76

3.70

.03

.05

.67

147.51

2

73.76

3.57

.03

.05

.65

7.76

2

3.88

1.24

.29

.02

.27

60.17

2

30.08

3.34

.04

.05

.62

5,839.51

1

5,839.51

302.19

.00

.68

1.00

1,083.51

1

1,083.51

43.65

.00

.24

1.00

4,334.03

1

4,334.03

209.53

.00

.60

1.00

258.67

1

258.67

82.41

.00

.37

1.00

1,540.56

1

1,540.56

171.00

.00

.55

1.00

678.85

2

339.42

17.57

.00*

.20

1.00

183.51

2

91.76

3.70

.03*

.05

.67

147.51

2

73.76

3.57

.03*

.05

.65

7.76

2

3.88

1.24

.29

.02

.27

60.17

2

30.08

3.34

.04*

.05

.62

2,724.65

141

19.32

3,499.98

141

24.82

2,916.46

141

20.68

442.56

141

3.14

1,270.27

141

9.01

9,243.00

144

4,767.00

144

7,398.00

144

709.00

144

2,871.00

144

3,403.49

143

3,683.49

143

3,063.97

143

450.33

143

1,330.44

143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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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일변량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유형 1, 유형 2, 유형
3, 그리고, 유형 5와 관련하여, 3개의 실험집단 사이에 집단 평균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 가지 교수전략(‘긍정적 상호의존성’ 전략,
‘그룹 프로세싱’ 전략, ‘비구조’ 전략)의 차이가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5가지 유형 중 대
부분의 유형에서 상호작용의 양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정도의 효과를 미
치고 있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유형 4〔F (2, 141) = 1.24, p > .05〕에 있어서는 집단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력의 결과가 매우 낮게 나
타났다(Power = .27). 이는 제2종 오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유형 4에 있어서, 3개
의 실험 집단 사이에 집단 평균의 차이가 없다고 단정하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
.05

(Howell, 2002).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5가지 유형에 관련되어 실험집단 간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의 전체적인 양에서와 같이 ‘계획된 직교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11>은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5가지 유형을 위한 대비 검증의 결과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비 1의 경우, 유형 1과 유형 2에 있어서, 집단 1과 집단 2의
각 집단 평균은 집단 3의 평균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하지만, 유형 3, 유
형 4, 그리고, 유형 5에 있어서는 집단 1과 집단 2의 각 집단 평균은 집단 3의 평균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이는 유형 1(정보의 공유와 비교)과 유형 2
(아이디어, 개념, 진술 간 불일치의 탐색)와 같은 기본적이고 낮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긍정적 상호의존성’ 전략과 ‘그룹 프로세싱’ 전략이 ‘비구조’ 교수
전략보다 더욱 효과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대비 2의 경우, 유형 1과 유형 3에 있어서, 집단 1의 집단 평균은 집단 2의 평균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 2, 유형 4, 그리고 유형 5
에 있어서는 집단 1의 집단 평균은 집단 2의 평균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이와 같은 결과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비교하는 유형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 상호의존성’ 전략이 ‘그룹 프로세싱’ 전략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의
미를 협상하고 지식을 협력적으로 구성하는 유형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룹 프로세싱’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긍정적 상호의존성’ 전략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라고 해석된다. 즉, 각 상호작용의 수준 및 유형에 따라 학습자에게 교
수전략을 구별하여 제공할 때, 그 효과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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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비 1

대비 2

오차

<표 11>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5가지 유형을 위한 대비 검증
Partial
종속
평균 F값 p값 Eta-Squared
제곱합
자유도
검증력
변인
제곱
값
유형 1 425.35
1
425.35
22.01
.00*
.14
1.00
유형 2 160.50
1
160.50
6.47
.01*
.04
.71
유형 3
7.35
1
7.35
0.36
.55
.00
.09
유형 4
0.17
1
0.17
0.05
.82
.00
.06
유형 5
32.00
1
32.00
3.55
.06
.02
.46
유형 1 253.50
1
253.50
13.12
.00*
.09
.95
유형 2
23.01
1
23.01
0.93
.34
.01
.16
유형 3 140.17
1
140.17
6.78
.01*
.05
.73
유형 4
7.59
1
7.59
2.42
.12
.02
.34
유형 5
28.17
1
28.17
3.13
.08
.02
.42
유형 1 2,724.65 141 19.32
유형 2 3,499.98 141 24.82
유형 3 2,916.46 141 20.68
유형 4 442.56 141
3.14
유형 5 1,270.27 141
9.01

* p < .05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온라인 협동학습 환경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긍정적 상호의존성, 그룹 프로세싱, 그리고 비구조
(no structure)적 협동학습 전략이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에 있어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참가자들이 온라인 토론방에 남긴 온
라인 메시지의 총 개수에 의해 측정된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전체적인 양은 긍정적 상
호작용, 그룹 프로세싱, 그리고 비구조 집단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상호의존성 집단과 그룹 프로세싱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이 두 실험집단은 비구조 집단보다 더욱 활발하게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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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긍정적 상호의존성의 유용
성(Brewer & Klein, 2006; Jensen, Johnson, & Johnson, 2002; Johnson & Johnson, 1989)과 그
룹 프로세싱의 유용성(Garibaldi et al., 1989)을 검증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두 교수전략 중 어느 요
소가 상대적으로 더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유형별로 이러한 교수전략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5가지 유형을 탐색하고, 효과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자
의 상호작용의 5가지 유형 중 4개의 유형(유형 1, 유형 2, 유형 3, 그리고 유형 5)에 있
어서, 긍정적 상호의존성, 그룹 프로세싱, 비구조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
다. 이 결과는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그룹 프로세싱이라는 교수전략을 사용하였을 때,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많은 유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또한, 세 가지 교수전략(긍정적 상호의존성 전략, 그룹 프로세싱 전략, 그리고 비구조
화 전략)의 차별적인 특성들이 온라인 협동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때, 학습자의 책임감,
소속감, 협동학습에 대한 태도 및 학습 동기 등에 차이를 가져와서, 결과적으로 유형
별로 분류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학습자의 구체적인 유형에 관하여 3가지 교수전략(긍정적 상호의존성, 그룹 프
로세싱, 그리고 비구조)이 효과성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온라인 협동학습 환경에서 긍정적 상호의존성 전략과 그룹 프로세싱 전략은
비구조 전략보다 유형 1(정보의 공유와 비교)과 유형 2(아이디어, 개념, 진술 간 불일치
의 탐색)의 상호작용들을 증가시키는 데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형 3(의미의 협상과 지식의 협력적 구성), 유형 4(제안된 종합과
협력적 구성의 검사와 변형), 그리고 유형 5(동의하는 진술과 새롭게 구성된 의미의 적
용)와 같이 제안된 의견을 종합하고, 재구성하는 단계에서보다 유형 1과 유형 2와 같
은 과제 해결의 초기 단계에서 두 가지 구조화된 교수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상호작용
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토론의 초기에서 낮은 단계의 상호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수자는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그룹 프로세싱을 활용한 교수전략을 제공하여
토론의 방향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앞서 제시된 무임승차의 효
과를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분석해보면, 학습자들이 온라인 토론을 실시할 때, 정보를 공유하고, 비교
하거나 아이디어, 개념, 진술 간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는 시기는 토론이나
과제의 방향을 정립하는 초기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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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본적이고 낮은 수준의 상호작용 단계에서는 교수자가 비구조
적인 온라인 학습 환경을 설계하거나, 학습자들이 토론하는 것을 구조적이지 않은 방
법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시해주며, 자원을
공유하게 하는 등의 긍정적 상호의존성을 활용한 교수전략을 통해 학습자의 상호작용
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통해 그룹 활동 운영 과정에 대해
주기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그룹 프로세싱 전략을 적용한 것도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긍정적 상호의존성 교수전략과 그룹 프로세싱 교수전략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자가 정보를 공유하거나, 비교하는 것과 같은 기초적이고 낮은 수준의 상호작용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교수자는 긍정적 상호의존성 전략을 통해서, 온라인 협동
학습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긍정적 상호의존성의 하위요소인
역할 상호의존성을 적용한 역할 분담을 통해, 온라인 토론과 과제수행에 필요한 정보
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인 결과로 해석된다. 그리고 자원 상호의존성을
활용하여 부분적인 자원들을 학습자들에게 각각 부여함으로써, 전체적이고, 완전한 정
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하는 구조화된 협동학습 전략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이 전체적인 자료와 정
보의 틀과 내용을 획득하기 위해, 온라인 토론 그룹 구성원 간 협력을 위한 커뮤니케
이션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고 비교하는 유형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학습자가 의미를 협상하고, 지식을 협력적으로 구성하는 것과 같은 보다 상
위 수준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을 때, 교수자는 그룹 프로세싱 교
수전략을 활용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매주 과정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룹 프로세싱 전략의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과정 중간보고서는 과제 수행 시
잘된 점과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한 서술, 지식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기
여도 등에 대한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룹 프로세
싱 교수전략은 그룹 활동에 대한 반성적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지식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활동 내역을 학습자 자신 또는 동료가 평가하게 하고, 이러한
내용을 학습자 간에 공유하도록 한다. 이러한 특성들이 고차원적 사고(high-order
thinking)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과정
중간 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구체적인 의견들이 정보 또는 지식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됨으로써, 의미를 협상하고, 지식을 협력적으로 구성하는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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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온라인 협동학습을 실시하는 동안, 학습자
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적절한 교수 또는 학습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자들이 그룹 구성원들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적절한 방법을 알지 못할 때에는 긍정적 상호의존성 전략
을 사용하는 함으로써, 학습자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반면에, 학
습자들이 온라인 그룹 활동 동안 의미를 협상하거나 지식을 구성 또는 재구성하는 방
법을 알지 못할 때에는 교수자는 그룹 프로세싱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학습자의 반성
적 사고를 증진시키고, 지식을 협력적으로 구성하는 협동학습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후속연구를 통해서 긍정적 상호의존성 전략과 그룹 프로세싱 전략의 효과성을
증가시키고, 적용 가능한 교육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교수 전략에 의
해 제공될 수 있는 교수 자원과 교수 방법을 자세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교수자의 특성에 대해, 즉, 1) 교수자의 온라인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 혹은 태도와 학
습자의 상호작용과의 관계, 그리고, 2) 교수자의 자기효능감과 학습자의 상호작용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교수자가 세 가지 실험집단 모두
에게 처방을 내리는 연구 설계로 인해 교수자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통제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다양한 수업 환경에 있어서 이러한 교수 전략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
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자아효능감에 대해
어떠한 요인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교수자의 특성과 학습자의 상호작용과는 어
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후속연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그룹 프로세싱을 함께 제공하는 교수전략이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증을 포함하지 않았다. 몇몇 선행연구는
‘역할+보상’과 같은 결합된 긍정적 상호의존성 전략이 단일한 교수전략보다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데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Brewer & Klein, 2006).
온라인 그룹 활동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그룹 프로세싱을 함께
제공하는 결합된 교수전략을 제공받을 때, 학습자들이 서로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
하게 되는지를 후속 연구를 통해 탐색함으로써, 효과적인 온라인 협동학습에 대한 추
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201 -

남창우(2009)

참고문헌
김명랑, 박혜영 (2008). 웹기반 협동학습에서 상호의존성과 집단 유형에 대한 사회연결
망 분석. 교육방법연구, 20(1), 155-172.
박수경, 김광휘 (2005). 웹기반 협동학습에서 집단보상과 협동기술 훈련이 학업성취도
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1(1), 33-56.
왕경수 (2003). 웹기반 협동학습에서의 상호작용 증진 방안 탐색. 교육정보방송연구, 9(4),
269-294.

이성주 (2008). 학습과제 유형에 따른 온라인 협력학습 과정. 교육공학연구, 24(4), 225-257.
이지연 (2005). 웹기반 게시판을 활용한 협력학습에서의 상호작용 유형과 지식형성 과
정. 교육공학연구, 21(4), 29-58.
장혜정, 장은정 (2008). 웹기반 소집단 협력학습에서 학습자 성격 특성과 상호작용자
유형에 따른 학습결과 분석. 교육공학연구, 24(1), 137-167.
Brewer, S., & Klein, J. D. (2006). Type of positive interdependence and affiliation motive in an
asynchronous, collaborative learning environment.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54(4), 331-354.
Deutsch, M. (1949). A theory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Human Relations, 2(2), 129-152.
Deutsch, M. (1962). Cooperation and trust: Some theoretical notes. In M. R. Jones (Ed.),

–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pp.275 319).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Garibaldi, A., Johnson, D. W., Johnson, R. T., & Stanne, M. B. (1989). Impact of group
processing on achievement in cooperative group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0(4),
507-516.
Garrison, D. R., Anderson, T., & Archer, W. (1999). Critical inquiry in a text-based
environment: Computer conferencing in higher education. The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2(2-3), 87-105.
Gunawardena, C. N., Lowe, C. A., & Anderson, T. (1997). Analysis of a global online debate
and the development of an interaction analysis model for examining social construction of
knowledge in computer conferencing.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17(4),
397-431.
Hinsz, V. B., Tindale, R. S., & Vollrath, D. A. (1997). The emerging conceptualization of
groups as information processors. Psychological Bulletin, 121(1), 43-64.
Howell, D. C. (2002). Statistical methods for Psychology (5th ed.). Pacific Grove, CA: Duxbury

- 202 -

온라인 협동학습에서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그룹 프로세싱이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
Press.
Jensen, M., Johnson, D. W., & Johnson, R. T. (2002). Impact of positive interdependence
during electronic quizzes on discourse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5(3),
161-166.
Johnson, D. W., & Johnson, R. T. (1989). Cooperation and competition: Theory and research. Edina,
MN: Interaction Book Company.
Johnson, D. W., & Johnson, R. T. (1992). Positive interdependence: Key to effective
cooperation. In N. Miller & R. Hertz-Lazarowitz (Eds.), Interaction in cooperative groups: The
theoretical anatomy of group learning (pp.174-19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Johnson, D. W., & Johnson, R. T. (1994a). An overview of cooperative learning. In J.
Thousand, A. Villa & A. Nevin (Eds.), Creativity and collaborative learning. Baltimore:
Brookes Press.
Johnson, D. W., & Johnson, R. T. (1994b). Learning together and alone: Cooperative, competitive,
and individualistic learning (4th ed.). MA: Allyn and Bacon.
Johnson, D. W., & Johnson, R. T. (1998). Cooperative learning and social interdependence
theory. In R. S. Tindale, L. Heath, J. Edwards, E. J. Posavac, F. B. Bryant, Y.
Suarez-Balcazar, E. Henderson-King & J. Myers (Eds.), Theory and research on small groups
(Vol. 4, pp.9-36). New York: Plenum Press.
Johnson, D. W., & Johnson, R. T. (2007). Social interdependence theory and cooperative
learning: The teacher’s role. In R. M. Gillies, A. Ashman & J. Terwel (Eds.), The teacher's
role in implementing cooperative learning in the classroom (pp. 9-36). New York: Springer.
Johnson, D. W., Johnson, R. T., & Holubec, E. (1994). Cooperative learning in the classroom.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Johnson, D. W., Johnson, R. T., Ortiz, A., & Stanne, M. B. (1991). The impact of positive
goal and resource interdependence on achievement, interaction, and attitudes.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18(4), 341-347.
Kaufman, D., Sutow, E., & Dunn, K. (1997). Three approaches to cooperative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Canadia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27(2-3), 37-66.
Kelly, T. (1957). George Birkbeck: Pioneer of adult education. Liverpool, England: Liverpool
University Press.
McCafferty, S. G., Jacobs, G. M., & Iddings, A. C. (2006). Cooperative learning and second
language classrooms. In S. G. McCafferty, G. M. Jacobs & A. C. Iddings (Eds.), Cooperative

- 203 -

남창우(2009)
learning and second language teaching (pp.3-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McConnell, D. (2000). Implementing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learning (2nd ed.). Sterling, VA:
Routledge.
McWhaw, K., Schnackenberg, H., Sclater, J., & Abrami, P. C. (2003). From cooperation to
collaboration: Helping students become collaborative learners. In R. M. Gillies & A. F.
Ashman (Eds.), Cooperative learning: The social and intellectual outcomes of learning in groups (pp.
69-86). New York: RoutledgeFalmer.
Nachmias, R., Mioduser, D., Oren, A., & Ram, J. (2000). Web-supported emergent-collaboration
in higher education courses.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3(3), 94-104.
Slavin, R. (1986). Using student team learning.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Center
for Research o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Slavin, R. (1995). Cooperative learning (2nd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Weick, K. E., & Roberts, K. H. (1993). Collective mind in organizations: Heedful interrelating
on flight deck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8(3), 357-381.

◎ 논문접수: 2009. 05. 31 / 1차 수정본 접수: 2009. 06. 13 / 게재승인: 2009. 06. 22
- 204 -

온라인 협동학습에서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그룹 프로세싱이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
<Abstract>

The Relative Effects of Positive Interdependence and Group
Processing on Student Interaction in Online Cooperative Learning
†

Chang Woo Na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ositive interdependence and group processing on student
interaction in online cooperative learning. 144 university students enrolled in one of three different
universities(two in Seoul, and one in Daegu) participated in online cooperative learning activities. In
this study, student interaction was measured by the total number and the several types of online
messages which each student posted in his/her online discussion room. All 2766 online messages
were categorized into the five types of student interaction: 1) sharing and comparing of
information, 2) discovery of dissonance and inconsistency among ideas, concepts, or statements, 3)
negotiation of meaning and co-construction of knowledge, 4) testing and modification of proposed
synthesis or co-construction, and 5) agreement statements and applications of newly-constructed
meaning. All participants received initial instruction about teamwork skills and cooperative learning
and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ree treatment groups in each course. The “positive
interdependence” and the “group processing” groups received subsequent associated skills training.
The “no structure” control group received no additional training.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ositive interdependence” and the “group processing” groups interacted to a greater extent than
the “no structure” groups. They also indicated that “positive interdependence” and “group
processing” strategies were particularly more effective than “no structure” strategies in increasing
both “sharing and comparing of information” and “discovery of dissonance and inconsistency among
ideas, concepts, or statements” interactions. In addition, they showed that “positive interdependence”
strategies were more effective than “group processing” strategies on “sharing and comparing of
information,” whereas “group processing” strategies were more effective on “negotiation of meaning
and co-construction of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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