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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중심 피드백 설계 원리 및 전략에 대한 이론적 탐색
이 지 현†(서울대학교)
<요 약>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피드백은 학습콘텐츠 설계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요소로 설계되고
있다. 기존의 피드백은 ‘교수자가 학습자의 성취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로 교수자 중심의
정의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피드백의 정의는 ‘학습자가 자신의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의 질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라는 학습자 중심 피드백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학습자 중심 피드백의 개념에 기반하여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처방적 지식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의 수행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구하도록 하는 내재적 동기 증진을 위한 피드백
이 특별히 계획되어질 필요가 있고, 교수자의 타당하고 신뢰로운 피드백이 민주적으로 제시
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술의 가용성을 활용하여 동료 피드백을 촉진하는 환경 역시 설계
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의 피드백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바, (1)
학습자 스스로의 성찰로부터 나오는 내적 피드백, (2) 교수자 혹은 전문가가 제공하는 외적
피드백, (3) 동료가 제공하는 동료 피드백의 세 차원의 이론적 탐색을 하였다. 이를 위해
Csikszentmihaly(1975, 1990)의 몰입이론, Kluger와 DeNisi(1996)의 피드백 인터벤션 이론, Miyake
(1986)의 건설적 비평 관련 연구 등을 분석, 종합하여 (1) 내적 피드백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한 환경 설계, (2) 외적 피드백 설계, 그리고 (3) 동료 피드백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한 환
경 설계를 위한 원리 및 전략을 도출하였다. 디지털 학습 환경의 기술적인 요소와 새로운
피드백의 개념을 고려하여 피드백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하는데 이 연구가 기여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주요어 : 학습자 중심 피드백, 몰입이론, 피드백 인터벤션 이론, 건설적 비평, 내적 피드백, 외적 피드
백, 동료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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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피드백은 일반적으로 학습에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교육의 실제에서 빈번히 활
용되어 왔고, 피드백을 언제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학적인 관심이 늘 존재
해 왔다. 피드백이 학습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그러한 관심을
반영한다고 하겠다(e.g. Butler, 1987; Butler & Winner, 1995; Kluger & DeNisi, 1996;
Moreno, 2004; Mory, 2001). 교육의 현장에서는 지금도 이 같은 피드백 효과에 대한 오
랜 믿음에 터하여 교수자들과 개발자들은 최대한 빈번하고 자세한 피드백을 제공하려
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피드백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효과적인 피드백의 특성을 시점, 내용, 과제성격,
주체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여 왔다. 피드백을 얼마나 자주, 언제 주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즉각적 피드백(immediate feedback)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
려져 있지만, 지연 피드백(delayed feedback)이 학습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부여해 학습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기도 하였다(Charney & Kusbit, 1990; Schooler & Anderson,
1990). 또한 즉각적인 수행에는 지속적 피드백(continuous feedback)이, 지식의 활용 및 전
이에는 총괄 피드백(summative feedback)이 중간 피드백(intermittent feedback)보다 효과적
이라고 밝혀졌으며(Schimit & Bjork, 1992), 피드백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명쾌한
피드백(Gibbs & Simpson, 2004), 속도에 대한 피드백(Duval, Duval, & Mulilis, 1992)이 효과
적인 것으로 제안되어 왔다. 과제 성격 측면에서는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의
학습이나 단순한 과제에 대한 피드백이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의 학습이나
복잡한 과제에 대한 피드백보다 효과적이라는 설명이 알려져 있다(Butler, 1987; Chai,
2003; Rha, 1988). 또한 권위적인 말투 보다는 부드러운 대화체의 피드백, 말로 하는 피
드백 보다는 글이나 그래픽 피드백이 학습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lark
& Mayer, 2003). 이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피드백의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학
습의 효과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주장해 왔다.
반면 일군의 연구들은 피드백 효과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기하면서 피드백의 부
정적 혹은 경미한 효과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20세기 90년 동안 수행된 피드백 연구를
총망라한 Kluger와 DeNiSi(1996)의 메타연구와 몇몇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피드백의 효
과는 매우 다양해서, 어떤 경우에는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학
습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종종 피드백이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 한다(Azevedo & Bernard, 1995; Kanfer & Ackerman, 1989; Kluger & DeNiSi,
1996; Mory, 2001; Sims-Knight & Upchurch, 2001). 이와 같이 피드백의 효과가 다양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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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띠기 때문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피드백으로 학습효과를 꾀하기보다는 더 많
은 과제를 부과하거나 수정이 용이한 학습 환경을 만드는 등 같은 대안을 찾는 것이
제안되기도 하였다(Harris & Rosenthal, 1985).
일반적으로 피드백은 ‘학습자의 성취에 대해서 교수자가 제공하는 정보’(Butler &
Winne, 1995), ‘정, 오답 여부와 그에 추가적인 설명’(Sims-Knight & Upchurch, 2001), 혹
은 ‘외부 에이전트가 학습자의 과제 수행 결과나 효율성에 대해 주는 정보’(Kluger &
DeNiSi, 1996)등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는 교수자 중심의 관점에서 피드백을 정의
한 것으로 학습자의 행동보다는 교수자의 행동에 초점을 둔 정의라는 지적이 제기되
기 시작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교수자 중심 피드백의 정의를 교육학의 전체적
인 패러다임이 학습자 중심으로 가는 상황에서 “과거의 유물(a relic of the past)”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Boud & Molloy, 2013, p.2).
피드백에 대한 보다 학습자 중심의 최근의 정의를 보면, 피드백은 “학습자가 자신의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수행 기준과 자신의 수행 사이의 차이 및 수행의
질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과정”(Boud & Molloy, 2013, p.3)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정의에서 눈에 띠는 것은 학습자의 학습활동이 피드백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구하는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즉
전통적인 피드백이 교사에게서 학생으로 가는 일방향의 일회성 정보로 개념화 되어
있었다면, 최근의 정의는 피드백의 주체를 교수자로 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드
백을 학습자의 적극적인 활동이 중심이 되는 일종의 과정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드백의 개념과 역할의 변화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학습 환경의 증
가가 일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피드백은 학습효과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간주되어 학습 콘텐츠 설계에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로 설
계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가용성으로 인해 학습내용과의 상호작용, 교수자와
의 상호작용, 동료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였고, 피드백은 이러한 상호작용에
변화된 방식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디지털 학습 환경이 전통
적인 피드백의 개념과 주체 및 제시 방법에 다양한 가능성과 도전을 제공한다는 것이
다 (Williams, Brown, & Benson, 2013). 이와 같은 변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피드백 설계를 재조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첫째,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피드백은 특별히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는 역
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디지털 학습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시작하
고 지속하는 데에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하고, 피드백은 그러한 동기 유발 및 유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Clark & Mayer, 2003; Narciss & Huth, 2004). 그런데 디지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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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환경에서는 일회성 보상이나 처벌과 같은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보다는 학
습내용 및 과제와 더 깊게 상호작용하면서 학습 본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를 보다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즉 학습자의 수행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을 촉진시켜 수행의 수준을 알게 하고 발전의 방향을 찾는 과정에서 학
습동기를 지속시키는 피드백이 필요하다 하겠다(Hatti & Timperley, 2007; Howland,
Jonassen, & Marra, 2011; Moreno, 2004; Shute, 2008).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 학습 시스템
이 학습자 개개인의 다양한 지식 구성에 개별화된 가이드가 되어 실시간으로 피드백
을 주면서 학습자를 디지털 학습 공간에 머물게 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과제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면서 스스로 학습 과정에 몰입
하게 하는 내재적 동기를 유발, 유지시키는 피드백 설계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피드백은 교수자나 전문가와의 민주적인 상호작용을 촉
진시키며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학
습자는 피드백을 주는 교사와의 위계적 권력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피드백 소스로
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얻을 수도 있고, 일반 대중이
나 온라인 상의 자료로 부터 학습자의 수행에 대한 코멘트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피드백의 관점에서는 도전(challenge)이라 보기도 한다
(Williams et al., 2013). 왜냐하면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주체가 주는 피드백에 대한 신
뢰도나 타당도의 부족과 그에 대한 학습자의 우려 때문에 학습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
기 때문이다(Cho, Schunn, & Wilson, 2006). 또한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비판적일 수 있는데 그러한 비판적 피드백이 건설적이기 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을 유
발할 수 있다(Cho & Schunn, 2007; Crampton, 2001). 따라서 교수자 및 전문가와의 상호
작용을 촉진시키면서 보다 타당하고 신뢰로운 피드백을 민주적으로 제공하는 피드백
설계가 필요해지게 된다.
셋째,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는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의 사회적 구성을 촉
진시키는 피드백이 설계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원격교육 이론들은 교수자와 학습자 사
이의 분리를 다루고 있는데(Moore, 1993, 2007), 디지털 학습 환경은 이러한 거리를 좁
힐 수 있는 대화와 소통, 공유의 기능을 제공하며 이는 피드백의 주체, 제시방식의 변
화를 초래한다(Dron, 2007). 학습자는 이러한 공간에서 피드백의 제공자가 되기도 하고
수령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일-대-일 방식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드백 주체로부터 다대-다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되기도 한다(Holmes & Gardner, 2006). 그러나 교수자나
전문가가 아닌 동료로 부터 받는 피드백이 효과성을 획득하려면 다양한 사회적 역학
관계를 고려하여 지식의 사회적 구성을 촉진하는 건설적인 피드백이 교환되도록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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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전통적인 피드백의 개념, 주체, 제시 방식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디지털 학습 환
경에서 보다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컴퓨터 보조 수업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CAI)에서의 피드백 효과에 대한 연구에
서 피드백이 오히려 학습에 장애로 작용하여 피드백이 전혀 없는 프로그램보다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였고(Carroll & Kay, 1988; Lepper & Gurtner
1989), 디지털 학습 환경의 많은 학습자들은 피드백에 대체로 불만족하고 많은 교수자
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피드백에 비해 학습자의 변화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Merry, Carless, & Taras, 2013).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의 피드백 설계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 시
스템 환경의 도움으로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얻는 피드백, 교수자나 전문가가 주는 피
드백, 동료 간의 피드백 등을 통해 학습과제, 교수자,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상보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피드백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
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Hepplestone
et al., 2011; Rochera & Espasa, 2013).

이 연구는 학습자 중심 피드백의 개념에 터하여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피드백 설계
를 위한 전략을 세 가지 상보적인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1) 시스템/테크놀로지 환경이 제공하는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는 내
적인 피드백, (2) 교수자 및 전문가가 타당하고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외적 피드
백, (3) 동료들과 지식의 사회적 구성을 촉진하는 동료 피드백의 차원에서 설계 원리
및 전략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심리학 및 인지과학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고전적인 연구로 Csikszentmihaly(1975, 1990)의 몰입이론과 Kluger와 DeNisi(1996)의 피드
백 인터벤션 이론, Miyake(1986)의 협동학습에서의 건설적 비평에 대한 연구를 분석하
여 각각의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몰입이론은 스스로 동기화되어
지식 구성이 극대화되는 현상에서의 피드백을 다루고 있어,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피드백 설계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드백
인터벤션 이론은 피드백을 받는 사람의 주의가 집중 되는 목표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피드백 효과를 제안하고 있어, 교수자의 피드백 메시지 설계에 적합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Miyake(1986)의 연구는 협동학습 과정에서 일어나
는 동료들 간 자세한 인지적 협동 과정과 사회적 역학관계를 설명하고 있어, 동료 피
드백을 촉진하는 설계에 대해 의미 있는 이해와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이
론들은 사회과학 및 인지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고전적 연구로 널리 언급되고 연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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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의 학습자 중심 피드백 설계의 세 가지 차원
내적 피드백
외적 피드백
동료 피드백
피드백의
학습자 내부
교수자, 전문가
동료
주체 시스템/테크놀로지
촉진
학습과제와의
교수자와의
동료와의
상호작용
상호작용
상호작용
상호작용
피드백의 내재적 동기 유발
타당하고 신뢰로운
지식의 사회적
역할
피드백 정보 제공
구성 촉진
관련
몰입 이론
피드백 인터벤션 이론
건설적 비평 이론
이론
Flow Theory
Feedback Intervention Theory Constructive Criticism Theory
설계
몰입을 일으키는
교수자의
동료 피드백을 촉진하는
요소
학습환경 설계
피드백 메시지 설계
학습환경 설계

었지만, 디지털 콘텐츠의 피드백 설계에 활용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이론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는 피드백 설계원리 및 전략을 도출하는
것은 교육공학의 이론적, 실용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Ⅱ. 몰입이론에서의 내적 피드백
의 몰입이론(Theory of Flow)은 인간이 모든 다른 생각들은
잊고 한가지의 일에 몰두하여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최상의 행복을 느끼
는 몰입 상태의 조건들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이론에서는 몰입 상태를 유지
시켜주는 요소 중에 하나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들고 있고, 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
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Csikszentmihaly가 ‘피드백’이라는 용어로 명시적으로 칭하는 것
이 과제 수행자가 과제 자체나 내적 인지과정을 통해 스스로 받아들이는 정보를 말하
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피드백의 최근의 정의와 괘를 같이 하는 개념이
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내적 피드백에 대한 집약된 제안을 도출하고자
이론 여기저기에 언급된 내용을 분석적으로 종합하고자 한다.
몰입의 조건으로서의 피드백의 특성은 몰입 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몇몇 직업에서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직업으로 테니스선수, 체스선수, 암벽 등반가들을 들고 있는데,
Csikszentmihaly(1975,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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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직업은 목표가 명확하고 피드백이 즉각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즉 테니스 선
수의 경우, 자신이 공을 쳤을 때 공이 네트를 넘어가나 아니냐의 가시적인 상황이 피
드백이 된다. 이러한 것은 우리 눈으로 바로 확인 가능한 즉각적인 피드백이고, 이러
한 피드백이 몰입의 상태를 만들어주고 유지시켜준다는 것이다. 체스선수의 경우 또한
자신의 말이 목적에 가까이 다가가는 움직임 자체가 피드백이고, 암벽등산가 역시 자
신이 산 정상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학습과 보다 연관된 과제로 외과수술과 독서의 경우도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피드백
을 몰입의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외과 의사들이 자신의 일을 즐기는 이유로 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이며, 이 피드백으로 인해 다음 단계의 방향
이 명확하게 제시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때의 피드백은 감각으로 알 수 있는 시각적
피드백이다. “지적인 수준에서 무엇이 옳은지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상황을 통해 제대
로 되고 있음을 감지하는”(Csikszentmihaly, 1990, p.231) 피드백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지적 활동의 몰입에서 자주 거론되는 독서의 경우, 전 단락과 현재 단락, 전 문장과
현재 문장 사이의 정보의 갭을 채워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 수 있는 정보를 즉각적인 피드백이라 보고 있다. 즉 독서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
해의 과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신적인 표상을 만들고 있는지, 혹은 이 과정에 실패하
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피드백을 자신의 내부로 부터 받고 있다는 말이다.
요컨대 몰입이론에서의 피드백은 어떤 체험적인 활동 속에서 느끼는 심리적 경험의
흐름에 녹아들어 있는 자연적인 피드백, 내적 피드백, 과제 자체가 주는 피드백을 말
하고 있다. 즉 내적 피드백이란 외부의 주체로부터 명백한 메시지로 제시되는 외적 피
드백이 아니라, 과제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수행 상태를 스스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
1. 몰입 이론에서의 피드백의 특성

몰입이론에서의 피드백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몰입이론에서 피드백은 즉각적이다. 외부 에이전트가 아닌, 당면한 과
제 자체에서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므로, 피드백을 요구할 겨를, 다시 말해, 자신이 잘
하는지 못하는지 “궁금해 할 겨를이 없다”(Csikszentmihaly, 1990, p.91).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인 피드백은 거의 동시에 나타난다. 둘째, 명확하다. 몰입 상태에서는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목표가 주어지고, 또 목표를 향한 행위의 결과인 피드백 역시 다음의 행
위를 위해서 분명한 방향을 제공하는 명확한 피드백이다. 몰입 상태라는 “인위적으로
축소된 현실에서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옳고 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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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확하고 논리적인 판단기준이 있다”(Csikszentmihaly, 1975, p.105). 따라서 피드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모호성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Csikszentmihaly(1990)
에서는 “목표와 피드백이 명확하지 않거나, 주어진 피드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결코 몰입 상태에 이를 수 없다”고 한다(p.113).
셋째, 몰입을 이끄는 피드백은 행동의 결과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즉
Csikszentmihaly(1975)에서는 “몰입상태에서 자신이 한 일과 그 결과인 피드백이 예측 가
능한 합리적인 인과론 체계에 있게 된다(p.91)”고 말하고 있다. 즉 목적과 수단,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규칙에 놓이게 되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
는 예측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피드백이 나타날 수 있는 다양성과 범위가 일
정 범주 내에 국한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피드백 역시 자신이 통제 할
수 있게 되어, “잠재적인 자기조절 능력을 느끼고, 환경을 제어하는 데서 재미를 느끼
는 몰아의 경지”가 된다고 하고 있다(p.109). 그러한 이유로 몰입에서의 피드백은 다음
단계의 목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다음 단계의 목표를 거의 동시에 인식하게 하고
그 목표는 또 다른 모험이 된다.
넷째, 몰입이론에서의 피드백은 긍정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여 과제에 집중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몰입이론에 의하면 “부정적인 피드백은 자아를 위협하고 목표에 집중할
능력을 저하시키는” 반면, “긍정적인 피드백은 기분을 북돋아 주고 걱정거리를 잊게
하고, 그 결과 정신의 질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한다(Csikszentmihaly, 1990, p. 367)”
고 말하고 있다. 긍정적 피드백으로 인해 “지금까지 자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것
에 경외감을 갖게”(p.88) 되고, “그 동안 이룬 성취로 인해 자아는 더 많은 힘을 지니
게”(p.84) 된다. 그러한 이유로, 몰입을 일으키는 피드백이 그 “나름대로 보상으로 기능
한다”(Csikszentmihaly, 1975, p.70)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는다.
2. 몰입 환경의 구현

몰입이론에서의 피드백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학습자가 자신의 인지 과정을 통해
얻는 내적 피드백이기 때문에, 그러한 피드백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
드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Csikszentmihaly(1990)는 내적 피드백이 잘 일어나게 하는
환경을 만들려면 당면한 과제를 몰입이 잘 일어나는 수술, 사냥, 등반, 체스, 스포츠와
같은 일들과 “최대한 비슷해질 수 있게 재설계”하고 “행동의 기회를 파악하고 합당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p.288).
몰입이 잘 일어나는 일들의 환경 특성을 분석해보면, 우선 한정된 환경이다. 수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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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환자와 의사, 사냥감과 사냥꾼, 산과 등반가, 체스 판의 말 등과 같이 지극히 한
정된 환경에 한정된 관계만이 존재하고, 그 밖에 다른 것은 철저히 관심 밖에 있게 된
다. 이와 같이 한정된 환경에서는 과제 및 그 세부 과제가 명확하고, 그 단계와 마지
막 단계의 목표가 명확하다. 특정 부분의 암세포를 제거하고 환자를 살리는 일, 이 골
짜기를 지나 다음 암벽을 타고 산 정상으로 나아가는 일, 눈앞에 펼쳐진 라인을 따라
최대한 빨리 결승점으로 달리는 일과 같이 나아갈 단계와 길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
한 환경에서는 너무나 분명한 규칙이 존재한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해, 산 정상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하는 일의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여 과제 수행
자는 자신이 그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으로 느낀다.
몰입 상황에서 과제 수행자는 어떻게 자신의 행동과 결과 사이의 분명한 인과규칙
을 알게 되는가? 그것은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대한 패턴을 분명히
알게 되면서 가능해지게 된다. 몰입 환경은 행동과 결과 사이의 규칙성을 명확하게 하
기 위해 스스로 규칙을 깨닫고 확인하는 것이 용이한 환경이며, 잘못을 인지했을 경우,
처음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쉽고 또 다른 시도를 편하게 할 수 있으며 각 시도들의
결과를 비교해 볼 수도 있는 환경이다.
또한 행동과 결과 사이의 인과 규칙은 대부분 시각적인 패턴으로 깨닫게 된다. 즉일
의 진행 상황과 결과가 가시적이다. 암세포가 제거된 것, 꿩이 내 총에 맞은 것, 나와
산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 결승점에 점점 다가가는 것처럼 과정과 결과가 너무나 명
확하게 눈에 보인다. 몰입이 일어나는 환경은 이처럼 내적 피드백을 통해 일의 시작과
끝, 진행상황이 분명히 한 눈에 들어오고, 이전 단계 목표와 다음 단계 목표가 시각적
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된 성취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다.
몰입이론에서의 피드백의 특성과 이러한 피드백이 일어나는 환경의 특성은 일의 다
음 단계와 마지막 목표가 명확하고, 분명한 규칙이 있으며, 일의 결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정된 환경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습자는 즉각적이
고, 명확하며, 예측 및 통제가 가능하고, 다음 도전과 연결되어 있는, 긍정적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을 때, 몰입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에서 분석한
몰입이론의 피드백 및 환경 특성으로부터 내적 피드백이 잘 일어나기 위한 환경 설계
원리 및 전략이 다음과 같이 도출될 수 있다.
원리 1: 전체 학습 환경이 학습자의 통제권 내에 들어가도록 제한된 환경에서 내
적 피드백이 잘 일어난다.
전략 1.1. 과제를 명확히 하고 세분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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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2. 목표와 세부 목표를 명시하라.
전략 1.3.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규칙을 눈에 띠게 하라.
원리 2: 시행착오의 과정이 용이한 환경에서 내적 피드백이 잘 일어난다.
전략 2.1. 새로운 시도를 쉽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라.
전략 2.2. 이전단계,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쉽게 설계하라.
전략 2.3. 시도의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도구를 설계하라.
원리 3: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시각화하여 확인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내적 피드백
이 잘 일어난다.
전략 3.1. 학습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제시하고 진행 사항을 시각화하라.
전략 3.2. 전 단계의 목표와 다음 단계의 목표를 시각적으로 연결하라.
전략 3.3. 학습자가 달성해온 학습결과를 학습목표와 비교하여 시각적으로 제시
하라.

Ⅲ. 피드백 인터벤션 이론에서의 외적 피드백
와 DeNisi(1996)의 피드백 인터벤션 이론(Feedback Intervention Theory: FIT)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피드백을 피드백 인터벤션(Feedback Intervention: FI)이라 칭하고, 피드백
을 받는 사람의 주의가 집중 되는 목표대상에 따라 피드백의 효과가 달라지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어떤 피드백을 받았을 때 목표와 비교를 해 보아서 그 차
이(gap)가 클 경우, 분발해서 다음에는 좋은 피드백을 받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고, 목
표를 낮출 수도 있고, 피드백을 아예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을 완전히 벗어나
려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FIT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정은 우
리는 여러 차원의 목표를 가질 수 있고, 이들 목표는 위계질서(hierarchy)를 갖는다는 것
이다. 즉 [그림 1]에서와 같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과학
자가 되기 위해서’, ‘진화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점박이나방의 색깔
변화를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등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보다
과제 세부적인 목표(Goal of Task Details)가,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보다 자아와 관련된
목표(Goal of Self)가 자리를 잡게 된다.
여기서 피드백의 역할은 그러한 목표의 위계질서 중 한 곳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Klu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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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한다. 피드백은 자아에 대한 평가에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지므로 좀처럼 무시되
기 힘들기 때문에, 피드백은 자연히 상당한 주의(attention)를 끌게 되고, 이로써 주의력
의 위치(locus)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어떤 일을 하면서 자아와 관련된 궁극
적인 목표를 가장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자아와 거리가 먼 과제 세부
목표에 집중하여 일을 함으로써 자아와 관련된 목표를 잠시 망각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의력은 한정되어 있어서, 여러 개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피드백에 의해 주목을 받은 목표 계층에만 집중할 수 있다.
Meta-Task Process

Goal of Self

Task Motivation Process

Goal of Focal Task

Task Learning Process

Goal of Task Details

[그림 1] FIT의 목표 위계와 관련 프로세스 모델

그림 1]은 FIT의 내용을 중심으로 피드백 프로세스의 과정과 목표 위계를 도식화
시켜본 것이다. FIT에서는 각각의 층에 있는 목표와 프로세스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피드백은 과제 수행 시에 주의력을 일정 층에 머물게 할 수도, 이동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상위의 목표는 하위의 목표를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에 대한 목표가 흔들
릴 경우, 과제에 대한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 즉 상위 목표의 문제는 하위 목표의 문
제를 야기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FIT는 학습과정에서 상위루프에 위치한 자아(Self)에
대한 목표에 주의가 집중될수록 학습효과는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과제 내용
과 상관없는 인신공격형 비난이나 점수 및 평가 피드백은 관심을 자아에 대한 목표로
향하게 하고 이는 학습효과를 저하시켜 결국 과제를 그만둠으로써 피드백과 목표의
차이를 해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칭찬의 경우에도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의
칭찬 피드백은 학습효과를 저해한다.
FIT에서는 피드백이 학습자의 주의를 초점 과제(Focal Task)로 집중되도록 할수록 학
습 효과는 커진다고 본다. 이 경우 자동적으로 과제 세부에 대한 학습이 이어지게 된
다. 과제에 대한 동기화(Task Motivation)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주의는 상위 목표나 하
위 목표로 내려가게 되는데 자아 관련 목표로 올라가면 학습 효과를 저해하고, 과제
세부로 내려가면 학습효과를 증진시키기도 하고 저해하기도 한다. 과제의 세부 사항
(Task Details)에 주의가 집중되게 하는 피드백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그 효과성이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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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는데, 잘못된 가설을 바로 잡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면서 적정수준의 구체성
을 가진 피드백일 때, 학습에 효과적으로 본다. 방향을 잡아주는 피드백의 방법으로
Jackson, Krajcik과 Soloway(2000)은 모형이나 예시를 제시하여 다음 단계를 안내하는
(supportive scaffolding) 피드백을 주거나, 과제 수행의 과정을 반추하게 하는 질문
(reflective scaffolding)으로 피드백을 주거나, 중요한 개념을 강조하는 것(conceptual
scaffolding)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피드백이 제시하는 정보가 가
설 수정에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너무 구체적 지엽적이거나 너무 추상적일 경우, 학습
에 방해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FIT의 관점에서 컴퓨터 매체가 제공하는 피드백과 직장 상사가 주는 피드백의 효과
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컴퓨터 매체가 제공하는 피드백은,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
백에 비해 더 주의를 과제에 머물게 한다. 왜냐하면 직장 상사가 주는 피드백은 그 피
드백의 이면을 자꾸 보게 되고 그 의도 등을 생각하면서 주의가 자아로 향하게 되므
로 학습효과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매체가 제공하는 피드백은 주의를 보다
초점 과제로 돌리게 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FIT에
서는 칭찬, 자존심을 공격하는 피드백, 평가하는 피드백, 말로 하는 피드백(verbal
feedback)은 피드백의 효과를 저해하고, 속도에 대한 피드백이나 교정적 피드백은 피드
백의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 암기와 같은 단순한 과제에서 피드백 효
과가 크고, 추론이나 문제해결과 같은 복잡한 과제에서는 효과가 비교적 적다고 보는
데, 복잡한 과제에서 대략적인 방향을 잡아주고 학습자 스스로가 탐색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도록 하는 편이 학습에 더 효과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복
잡한 과제의 경우 동료 피드백이 종종 제안되고 있다(Liu & Carless, 2006). 이상에서 분
석한 FIT로부터 다음과 같은 외적 피드백 설계 원리 및 전략이 도출되었다.
원리 4. 주의가 학습자 자아에게 가도록 하는 외적 피드백은 학습효과를 저해
한다.
전략 4.1. 점수 매기고 평가하는 피드백은 피하라.
전략 4.2. 학습 과제와 상관없는 칭찬이나 비난은 피하라.
전략 4.3. 권위적인 어투는 피하고 피드백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어투를 사용
하라.
원리 5. 주의가 학습과제 자체에 집중되게 하는 외적 피드백은 학습에 효과적이다.
전략 5.1. 과제 목표를 일깨워주는 피드백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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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5.2. 속도나 효율성에 대한 피드백을 하라.
원리 6.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외적 피드백은 학습에 효과적이다.
전략 6.1. 방향을 바로 잡게 도와주는 피드백을 하라.
6.1.1. 다음 단계를 안내하는 모형이나 예시로 피드백을 제공하라.
6.1.2. 과제 수행의 과정을 반추하게 하는 질문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라.
6.1.3. 과제 수행에 핵심적인 개념을 강조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라.
전략 6.2. 지나치게 자세하거나 지엽적 피드백을 우선 제시하는 것을 피하라.
원리 7. 과제 난이도별로 외재적 피드백의 효과가 다르다.
전략 7.1. 단순 암기와 같은 간단한 과제는 피드백을 적극 활용하라.
전략 7.2. 추론이나 문제해결과 같은 복잡한 과제에서는 동료 피드백을 활용하라.

Ⅳ. 건설적 비평이 일어나기 위한 동료 피드백
협동의 과정에서 동료 피드백과 상호작용에 대한 고전적인 인지과학 연구인 Miyake
(1986)에서는 재봉틀의 원리를 알아내는 협동과정에서 어떻게 동료 학습자들이 서로에
게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유의미한 사고과정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때 동
료 피드백은 정확히 발언자의 발언이나 행동에 관한 평가가 아니라, 일종의 반응으로
서로서로 반응을 주고받는 과정이 반복되는데, Miyake(1986)은 이러한 상호작용의 중요
한 측면 중에 하나로 건설적 비평(constructive criticism)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협
동 학습 중의 한 학습자가 어떤 발언을 했을 때, 다른 학습자가 ‘그러면, 이러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 라든가, ‘그건 이러이러한 면에서 모순/비약인 것 같아’ 라든가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와 같은 수준 고하를 막론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를 보여주는 발언을 말한다. 따라서 비평은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참여자
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지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p.171). 서로가
상이한 생각,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비평이 일어나고, 비평이 대화를 이
끌어나가고, 학습이 지속되는 것이다.
비평(criticism)을 포함한 피드백이 학습을 이끄는 것은 그것이 학습자 개인의 사고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의 유효성을 확인(validation check)시켜주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Miyake, 1986). 학습자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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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결책에 대한 유효성이나 옳고 그름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협동학습에
서는 한 사람이 가진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는 분명하거나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비평(criticism)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은 그룹 내에서 보다 우월한 학
습자이건 비교적 덜 아는 사람이건 모두 학습에 혜택을 얻는다. Miyake(1986)은 비평을
상향식 비평(upward criticism)과 하향식 비평(downward criticism)으로 나누고, 상향식 비평
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덜 아는 사람을 비평하는 것으로, 하향식 비평은 덜 아는 사
람이 더 아는 사람을 비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향식 비평은 평가하는 비평이
라기보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식인데, Miyake(1986)의
실험에서는 26번 중 3번만 상향식 비평이 일어난 반면 하향식 비평이 26번 중 23번이
일어났으며, 이 하향식 비평에 의해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자신의 보다 깊은 탐색과정
을 거쳐 결정적인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보다 많이 아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룹의 리더로 역할을 하면서 과제 자체에 국한된 주의(local focus)
를 가지는데 반해 리더를 따라가는 관찰자의 역할을 하는 조금 덜 아는 학습자는 다
소 산만하고 과제 자체에서 벗어난 것에 주의를 두는데(topic-divergent focus), 이러한 다
른 시각과 한편으로는 넓은 시야가 문제 해결 방향을 급진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설적 피드백이 동료 사이에서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Miyake(1986)에 의하면 비평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생각의 차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생각의 차이를 보는 것이 동료 피드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지
점인데, 이를 위해 생각을 이론화 할 수 있도록 ‘주장, 근거, 주장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예’와 같은 의사소통의 틀이나, 반박(rebut)을 위한 의사소통 틀, 혹은 생각을 도식
화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거나, 매우 도전적인 질문을 제공하면 동료 피드백이 보다
잘 일어날 수 있다(Scadamalia & Breiter, 2003).
또한 Miyake(1986)은 동료 간의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향식 비평, 하향식 비
평 두 가지 모두가 학습에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이 특정 학생에게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역할의 종류를 정하고 그 역할을 골고루
해볼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환경을 만드
는 것이 제안될 수 있다. 리더 역할을 하다가 관찰자가 되면 문제에서 한발 물러나서
보다 넓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고, 관찰자에서 리더로 역할을 바꾸면 문
제의 보다 깊숙한 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도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동료 피드백이 교수자 피드백과 유사한 수준의 교육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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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이영주, 2012; Liu & Carless, 2006; Smith, Cooper, & Lancaster,
2002; Strijbos, Narciss, & Dunnebier, 2010; Topping et al., 2000), 동료 간 일-대-일 피드백
보다는 4-6명 이상 다수의 동료로 부터 받는 피드백의 학습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
과도 있다(Cho & MacArthur, 2010). 그러나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이와 같은 건설적인
동료 피드백이 일어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비평에 대한 감정적인 면이
다. 디지털 공간에서 사람들은 대체로 면대면 상황보다 더 비판적일 수 있고, 받아들
이는 사람도 더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Cho & Schunn, 2007; Crampton, 2001). 따라
서 동료 간의 건설적 비평과 같은 피드백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한 설계가 계
획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연구들은 소속감을 강조하는 것이 동료 피드백에 도
움이 될 수 있음 제안하였다(Dede, 1996; Wellman, 2007). 소속감을 가시화하고 공동의
제한된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개인의 목표가
자연스럽게 공동의 목표로 연결되도록 하는 환경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구성원들이 모여 동일한 정보를 처리하면서 자신을 잊고 집단적 몰입을 경험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수술팀, 오케스트라, 발레공연팀, 콘서트 라이브 공연관객들에
게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집단에 확고히 소속되어 있다는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가 일상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앞으로 진행될 일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또 이때 개인의 목표가 공동의 목표에 합리적으
로 부합한다(Csikszentmihaly 1990, p.129).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료 피드백이 잘 일
어나기 위한 환경설계 원리와 전략을 도출하였다.
원리 8.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면 동료 피드백이 잘 일어난다.
전략 8.1. 생각을 도식화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라.
전략 8.2. 반박을 위한 틀을 제공하라.
전략 8.3. 일부러 반대입장을 취하는 질문(devil’s advocate), 도전적인 질문을 제시
하라.
원리 9. 다양한 역할의 기회가 주어지면 동료 피드백이 잘 일어난다.
전략 9.1. 거시적 맥락과 미시적 맥락을 모두 볼 수 있는 역할을 설계하라.
전략 9.2. 학습자의 역할을 정하고 다른 역할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하라.
원리 10. 소속감을 명확히 하면 동료 피드백이 잘 일어난다.
전략 10.1. 소속감을 가시화 하고, 공동의 공간을 제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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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0.2. 개인의 목표와 공동의 목표가 일치함을 보여줘라.

Ⅴ.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의 피드백 설계 원리 및 전략
이상에서 분석 종합한 세 가지 차원의 피드백, 즉 내적 피드백을 촉진하는 시스템이
나 환경이 제공해 줄 수 있는 피드백, 교수자나 전문가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피드백, 지식의 사회적 구성을 촉진하는 동료 피드백에 대한 설계 원리 및 전략
은 <표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표 2>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의 피드백 설계 원리 및 전략

상호작용

내적 피드백
학습자 내부/ 시스템․
테크놀로지 환경
학습과제와의 상호작용 촉진

역할

내재적 동기 유발

관련이론

몰입 이론

주체

설계요소 몰입을 일으키는 학습 환경 설계
전체 학습 환경이 학습자의
통제권 내에 들어가도록 제
한된 환경에서 내적 피드백
이 잘 일어난다.
1.1. 과제를 명확히 하고 세분화
하라.
1.2. 목표와 세부 목표를 명시하라.
1.3.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
는 규칙을 눈에 띠게 하라.
1:

설계
원리
및
전략

시행착오의 과정이 용이한 환
경에서 내적 피드백이 잘 일
어난다.
2.1. 새로운 시도를 위한 공간을
설계하라.
2.2. 이전단계/처음으로 돌아오기
쉽게 설계하라.
2.3. 시도의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도구를 설계하라.
2:

외적 피드백

동료 피드백

교수자, 전문가

동료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촉진
타당하고 신뢰로운
피드백 정보 제공
피드백 인터벤션 이론

동료와의 상호작용 촉진

교수자의 피드백 메시지 설계
주의가 학습자 자아에게 가도
록 하는 외적 피드백은 학습
효과를 저해한다.
4.1. 점수나 평가하는 피드백은 피
하라.
4.2. 과제와 상관없는 칭찬, 비난은
피하라.
4.3. 권위적인 어투는 피하고 피드
백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어투를 사용하라.
4.

주의가 학습과제 자체에 집중
되게 하는 외적 피드백은 학
습에 효과적이다.
5.1. 과제목표를 일깨워주는 피드
백을 하라.
5.2. 속도나 효율성에 대한 피드백
을 하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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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사회적 구성 촉진
건설적 비평 이론
동료 피드백을 촉진하는
학습 환경 설계
8.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면 동료
피드백이 잘 일어난다.
8.1. 생각을 도식화 하는 툴을 제
공하라.
8.2. 반박을 위한 틀을 제공하라.
8.3. 일부러 반대 입장을 취하는
질문(devil’s advocate), 도전적
인 질문을 제시하라.
다양한 역할의 기회가 주어
지면 동료 피드백이 잘 일어
난다.
9.1. 거시적 맥락과 미시적 맥락을
모두 볼 수 있는 역할을 설계
하라.
9.2. 학습자의 역할을 정하고 다른
역할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
게 하라.
9.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중심 피드백 설계 원리 및 전략에 대한 이론적 탐색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시각화
하여 확인할 수 있는 환경에
서 내적피드백이 잘 일어난다.
3.1. 학습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제시하고 진행 사항을 시각
화하라.
3.2. 전 단계의 목표와 다음 단계
의 목표를 시각적으로 연결
하라.
3.3. 학습자가 달성해온 학습결과
를 학습목표와 비교하여 시
각적으로 제시하라.
3: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외적 피드백은 학습에 효과적
이다.
6.1.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피드백
을 하라.(단계를 안내하는 모
형 및 예시 피드백, 과제 수
행과정을 반추하게 하는 질문
피드백, 핵심적인 개념을 강
조하는 피드백)
6.2. 지나치게 자세하거나 지엽적
인 피드백을 우선 제시하는
것을 피하라.
6.

소속감을 명확히 하면 동료
피드백이 잘 일어난다.
10.1. 소속감을 가시화 하고, 공동
의 공간을 제한하라.
10.2. 개인의 목표와 공동의 목표
가 일치함을 보여줘라.
10.

과제 난이도별 외적 피드백의
효과가 다르다.
7.1. 단순 암기와 같은 간단한 과
제는 피드백을 적극 활용하라.
7.2. 추론이나 문제해결과 같은 복
잡한 과제에서는 동료 피드백
을 활용하라.
7.

Ⅵ.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기존의 교수자 중심 피드백의 개념을 학습자 중심 피드백의 개념으로 확
장하여 디지털 학습 환경과 같이 현대적인 학습 맥락에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처방
적 지식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의 내
재적 동기를 더욱 고려한 피드백이 설계되어질 필요가 있고, 타당하고 신뢰로운 교수
자의 피드백이 민주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술의 가용성을 활용하여 사
회적 지식 구성을 촉진할 수 있는 동료 피드백 역시 계획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디지
털 학습 환경에서의 피드백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환경이나 시
스템이 촉진하여 학습자 스스로의 인지과정으로부터 받는 내적 피드백, 교수자 혹은
전문가가 제공하는 외적 피드백, 동료가 제공하는 동료 피드백의 서로 상보적 기능의
세 차원에서 설계원리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중 피드백의 개념을 확장하는 데에 중요한 피드백 유형이 환경이나 시스템의 촉
진 하에 학습자 자신으로부터 받는 내적 피드백이다. 유사한 인지현상에 대해 자기 조
절학습이나 메타인지 관련 연구와 같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관심이 있어오긴 했지만,
이를 피드백으로 개념화하고 연구를 시행한 경우는 몇몇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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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적 피드백이란 학습자가 ‘외부의 개입 없이 학습 과제 수행 중에 자신
내부 혹은 과제 자체로부터 받는 피드백’으로 개념화 한 바 있고, Billman과 Heit(1988)
은 내적 피드백(internal feedback)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명시적인 피드백(explicit feedback)
이나 개인적 지도(tutoring) 없이 학습자 스스로의 관찰을 통해 일어나는 자연적인 학습
(natural learning)의 핵심 요소로 내적 피드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내적 피드백이
라는 개념은 피드백 연구가 행동주의를 거쳐 인지주의, 구성주의로 오면서, 자연스럽
게 생겨난 개념이기도 하다. 내적 피드백은 완전학습이론에 기반하여 정해진 학습 목
표에 대한 진단과 수정을 위한 행동주의적 피드백에서 벗어나, 학습자 내부의 인지적
지식구성, 동료 및 교수자와의 사회적 지식구성을 촉진하는 구성주의적 피드백과 괘를
같이 한다. 그러한 이유로 현재 교육학의 구성주의 패러다임에서는 내적 피드백이 미
리 정해놓은 답과 그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외적 피드백 보다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지은림, 2009). 따라서 최근의 많은 학자들은 내적 피드백의 가치를 외적 피드백
위에 두는 경향이 있다(Hatti & Timperley, 2007; Howland et al., 2011; Moreno, 2004;
Schute, 2008). 왜냐하면 학습자가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무수히 다양한 길을 택할 수
있으며, 길을 찾고 되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외
적 피드백이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 상황에서도 직접적인 피드백을 통한 학
습 보다는 탐구를 통한 학습을 더 높은 차원의 학습으로 보기 때문이다.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흔히 설계되고 있고, 피드백 연구의 오랜 역사에서 다루어져
온 것이 외적 피드백의 형태인데, 이 연구가 이와 관련하여 특히 강조하는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다. 첫째,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더욱 민감해질 수 있는 피드백의
감정적인 부분, 즉 피드백 제공자의 피드백 메시지가 학습자의 자존감이나 자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학습효과를 좌우 한다는 것이다. 둘째, 피드백이 학습자를 실
제 과제에 얼마나 집중하게 하여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개선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느
냐가 학습효과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피드백 연구가 평가, 특히 형성평가의 개
념과 맞닿아 있고, 피드백 연구가 교육평가 관련 연구에 한 발을 딛고 있었던 것은 피
드백의 중요한 역할로 평가의 기능을 두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Topping et al., 2000). 평
가하는 피드백이 학습자의 관심을 자아에게 향하게 하고 실제 과제수행 개선의 방향
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효과를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는 피드백 연구가 교수설
계 측면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동료피드백을 다루었던 의의는 디지털 학습환경에서 다른 형태의 피드
백과 상보적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Williams과 그의 동료들(2013)은 피드백을
시스템으로 설계된 피드백(design-in feedback)과 시시각각 제공되는 피드백(contingent
Chai(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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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하고 두 유형의 피드백 모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 시
시각각 제공되는 피드백에 해당하는 것이 교수자가 제공하는 피드백이나 동료 피드백
이 될 수 있는데, 실제 한 명의 교수자가 많은 수의 학습자에게 이와 같은 피드백을
줄 수 없으므로, 사실상 동료 피드백이 이 유형에 속한다 하겠다. 동료 피드백은 협동
학습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지만,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의 피드백 설계 관련 영역
에서의 연구는 무척 부족하다 하겠다. 추후 동료 피드백이 내적, 외적 피드백과 상보
적으로 기능하면서 학습효과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차원의 피드백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피드
백의 동기적인 측면이다. 이때의 동기는 학습 과제나 내용과 깊이 상호작용하여 자아
를 잊는 경지에 이르는 충분히 동기화된 상태이며, 피드백이 이러한 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즉 몰입이론에서 학습자를 몰입 상태에 이르게
하고 머무르게 하는 것이 내적인 피드백이며, FIT에서 학습자의 주의를 자아와 관
련된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외적인 피드백이며, 개
개인의 존재를 잊고 소속된 동료 집단과의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데에도 동료 피
드백이 그 중심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피드백 연구에서 동기적 측
면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된 일이지만(Ammons, 1956; Chai (2003)에서 재
인용),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는 특별히 피드백의 동기 측면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
가 있음을 피드백 설계의 세 가지 차원의 원리와 전략이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 연구는 이론적인 탐색을 시도한 연구로 그로 인한 현장 적용에의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추후 여러 차원의 이론적, 실증적인 연구로 타당화 과정을 거쳐 보완될
필요를 시사한다. 이론적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설계 가이드라인이나 설계 모형을 개발
하는 것이 교수설계 현장의 설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이론적 연구
는 실제 학습의 현장에서 실증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여 보다 실용적인 처방으로 개
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피드백의 개념과 역할은 학습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보
다 광범위한 패러다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Schartel, 2012). 이제 디지털 학습 환
경에서 가용한 기술적인 요소와 새로운 피드백의 개념과 역할을 고려하여 현대적인
관점에서 피드백과 학습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새롭게 하는데 이 연구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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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Learner-Centered Feedback Design Principles and
Strategies for Digital Learning Environments
†

Jihyu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field of educational research and practice, feedback has long been believed to yield positive
effects on learning.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have made many efforts to provide learners with feedback
that is as frequent and detailed as possible. Especially in digital learning environments, feedback is
designed as a crucial element of digital contents. The purpose of the current theoretical exploration is to
derive a set of principles and strategies for designing feedback that can be implemented in digital learning
environments. This study also attempts to extend the traditional teacher-centered feedback into
learner-centered feedback, which each learner actively collects not only from teachers but also from the
task at hand, the environment, and peer learners. Feedback in the digital environment must be designed
with consideration for learners’ intrinsic motivation, provide more valid and reliable information, and
facilitate social knowledge construction with peer learners using digital technologies. Consequently, feedback
in the digital learning environment should be approached from multiple perspectives. This study explores
the following three types of feedback: (1) the internal feedback that can be provoked by the learning
environment or learning tasks; (2) the external feedback that can be offered by teachers or experts; and
(3) the peer feedback from peer learners. Synthetically analyzing Csikszentmihaly’s (1975, 1990) theory of
flow, Kluger & DeNisi’ (1996) feedback intervention theory, and Miyake’s (1986) study of constructive
criticism between collaborating peer learners, the derived principles and strategies are categorized as follows:
(1) environment design principles and strategies that stimulate internal feedback, (2) external feedback
design principles and strategies, and (3) environment design principles and strategies that facilitate peer
feedback. Both empirical and theoretical future research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based 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This study may aid in initiating learner-centered feedback research that considers
learners, technologies, and resources available in the digital learning environment.
Key words : Learner-centered Feedback, Internal Feedback, External Feedback, Flow Theory, Feedback Intervention
Theory, Constructive Criticism, Peer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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