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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위키 기반 협력학습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모
형을 개발하고 그것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위키 기반 협력학습에서 나타나는 제한점을 규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위
키 기반 협력학습의 제한점의 원인은 학습자의 인지적 능력 부족, 메타인지적 전략 부족,
낮은 동기 수준으로 밝혀졌으므로 이에 바탕을 두고 인지 메타인지 동기 요소를 통합적으
로 지원해줄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요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인지적 지원은 도움말 제공으로, 메타인지 요인 지원은 협력
스크립트 제시로, 동기 요인 지원은 자기결정성 원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이렇
게 개발된 모형은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개발된 통합 지원 모
형의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D대학 학부학생 104명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실
험 결과는 통합 지원 모형을 제공 받은 집단이 한 가지 요인 지원 도구를 부여 받은 집단
이나 통제집단보다 학업성취 수준, 메타인지적 상호작용 수준, 학습자료동기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위키 기반 협력학습을 보다 효과
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메타인지적, 동기적 차원을 요든 요소를 고려한 통합적
지원 모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주요어 : 위키 협력학습, 통합 지원 모형, 도움말, 협력 스크립트, 자기결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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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온라인 협력학습(online collaborative learning)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어 누구나 편하게
협력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다양한 교육 맥락과 수업상황에서 사용되
고 있다(김민정, 2009; 양미경, 2011; Lai & Ng, 2010). 최근에는 참여, 개방, 공유를 모
토로 하는 웹 2.0의 등장으로 온라인 협력학습이 더욱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고, 그 가
운데서 공동의 저작을 편리하게 지원하는 위키의 활용이 활발하다. 다양한 web2.0의
환경 중 위키(wiki)가 유독 협력학습 환경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위키가 다음
과 같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키는 하나의 페이지에서 모든 구성원
들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동의 편집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
지 않아도 다른 구성원들이 작성한 글을 읽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인
지적 부담을 줄여 주어서 학업 성취를 지원하고(Stahl, 2008), 구성원들 간의 공유 의식
과 유대감을 강화시켜 집단 내 성찰 활동을 촉진함으로 메타인지적 활동이 향상 된다
고 한다(Matthew, Felvegi, & Callaway, 2009). 또 일부 연구는 협력학습 활동에 위키를 사
용하였을 때 흥미 수준과 학습 동기가 향상된다고 보고 하는데(Tharp, 2010), 이는 위키
의 고유한 속성인 자유로운 편집 기능이 학습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지각하
도록 하고 지각된 자율성은 자기결정성을 매개로 하여 학습자들의 내재적 동기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Zhang & Zhu, 2007).
위키 학습 환경의 특성은 앞서 지적한 일부 장점과 더불어 몇 가지 제한점도 있는
것으로 선행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키 협력 환경에서 학습자들은 같
은 페이지에서 공동 작업을 하고 보이는 최종 페이지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
문에 과거 수정 이력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는 언제 어떤 내용이 수정 되었는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공동의 작업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한승록, 2009). 또한 위키 페이지는 항상 최종산출물 페이지가 학
습자들에게 게시되는 특징이 있어 최종 산출물 생성에 주 초점을 두고 협력학습의 진
행을 위한 논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김혜원, 김민정, 2008), 그 밖에
다른 학습자들의 글을 임의로 편집하는 위키의 속성 때문에 수정자나 피수정자 모두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고(이은철, 윤중오, 김민정, 2010; Cowan & Jack, 2011), 다
른 학습자가 작성한 내용에 장난을 치는 경우도 간혹 있어 이로 인한 학습동기 저하
등이 드물게 보이기도 한다(Rummel & Spada, 2009).
이와 같은 제한점을 최소화하고자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위키 기반 협력학습을 지
원할 수 있는 도구 및 방법을 개발하여 보고하고 있다. 김동식, 선종삼, 김수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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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는 위키 협력학습에서 지식의 내용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여 지식 공유
를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Oster와 그의 동료들(2010)의 연구는 과제와 관
련된 도움말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을 지원하고 있다. 김민정(2009) 연구에
서는 위키 활동 과정에 대한 인식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 활동의 절차 스크립트의 제
공을 언급하였고, Beyer(2012)의 연구에서는 결과 정리의 단계에서 내용을 정교화 할
수 있는 성찰적 질문을 활용하여 메타인지적 측면을 지원하고 있다. 사전연구에서 소
개되는 이러한 위키 기반 협력학습 지원 도구 및 방법들은 학습자의 인지적 또는 메
타인지적 측면 가운데 특정한 하나의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것이라는 공통점
이 있다.
위키 기반 협력학습에서 학습자는 과제 내용을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는
인지적 활동을 한다. 그리고 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메타인지적 활동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뿐 아니라 과제 해결을 위해서
시간 및 노력의 사용을 지속하고, 과제에 몰입하도록 하는 동기 요인도 활용한다
(Makitalo-Siegl, Kohnle, & Fischer, 2011; Rummel & Spada, 2009). 위키 기반 협력학습이 성
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원활히 활용될 때이다. 따라서
위키 기반 협력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요소를 통합적으
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개된 위키 기반 협력학습 지원 도구들은 학습자의 인지 또는 메
타인지 요인 가운데 특정한 하나의 요인에 초점을 두고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동기 요인을 지원하는 도구에 관한 선행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위키 기반 협력학습을 위해서 사
용되는 인지, 메타인지, 동기 요인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인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된 통합 지원 모형은
실험연구를 통하여 학업성취, 메타인지적 활동, 동기 측면에서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자 한다.

Ⅱ. 통합 지원 모형 설계 및 구성
1. 위키 기반 협력학습을 위한 통합 지원 모형 개발 절차

위키 기반 협력학습을 위한 통합 지원 모형은 다음의 절차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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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합 지원 모형 개발 절차

장 먼저 위키 기반 협력학습의 제한점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규명하였다. 그리고
그 제한점의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원인을 지원해줄 수 있는 요인을 다시 선행연구
를 통하여 도출하였다.
그런 다음으로 모형 구성을 위한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는데, 앞서 밝혀진 지원 요인
별 설계원리를 각각 도출하였다. 도출된 요인별 설계원리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방
법을 종합하여 통합 지원 모형이 구성되었으며, 구성된 모형은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내적 타당도를 검증받았다([그림 1] 참조).
2. 위키 기반 협력학습에서 나타난 제한점 및 지원 요인 탐색

통합 지원 모형의 설계를 위해 위키 기반 협력학습의 주요 제한점을 탐색한 결과
첫 번째 제한점은 공동의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오개념이 작성되어도 쉽게 찾아
내기 어렵고 깊은 수준의 논의이 이루어 지지 않는 점이다(Kear et al., 2010). 이러한
제한점의 원인은 위키 매체의 속성 때문이다. 위키 협력학습에서 학습자들은 하나의
페이지에서 주객 구분 없이 작업을 하고, 위키의 첫 화면에는 항상 산출물의 최근 업
데이트된 장면이 나타난다. 이런 이유로 위키에서는 글쓴이의 구분, 개인 논지의 파악,
새롭게 수정된 부분 파악 등이 어려운 경향이 있고, 학습과정 상의 깊이 있는 논의보
다는 산출물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Nikol & Spada, 2007). 이러한 제한점은 주로
학습의 인지적 측면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위키 협력학습에서 인지적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Zhang & Zhu, 2007).
위키 협력학습에서 나타는 두 번째 제한점은 협력학습을 위한 적절한 과제 해결
전략을 세우지 못해서 협력학습이 지연되는 것과 협력학습의 각 단계에서 어떤 활동
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협력 활동의 수준이 저조해지는 것이다(김혜원, 김민정,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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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한점이 나타나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위키 기반 협력
학습의 상황에서 과제해결 활동에만 초점을 두고, 과제 해결을 하는 활동에 대한 계획,
모니터링, 수정과 평가 등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
온라인 환경에서도 종종 발생하지만, 위키 환경에서는 그 심각성이 더 하다. 왜냐하면
게시판을 활용한 일반 온라인 협력학습의 경우 일련의 학습 과정 및 절차가 게시글의
순차적 제시로 비교적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위키에서는 최종 업데이트된 페이지
의 형식으로만 학습의 과정이 제시되므로 과제해결의 절차와 과정을 알기가 매우
어렵고 그로 인하여 학습과정에 대한 성찰활동이 방해받기 쉽다(Miyazoe & Anderson,
2010).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지원해주기 위해여 보다 명시적으로 협력학습 과정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는 메타인지적 측면이 지원되어야 한다(Bouta, Retalis, & Paraskeva,
Majid, 2010).

2012).

위키 협력학습의 또 다른 제한점은 한 페이지에서 모두 작업을 하는 위키 매체의
특성상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짓을 하는 학습자가 있는 경우 다른 학습자의 협
력 활동까지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는 원인은 한 페이지에
서 모두 함께 학습을 하는 위키 매체의 특징도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위키 협력학습
활용 사례가 보이는 학습자 참여 유도 전략 때문이기도 하다. 일반적 활용에서 위키는
자발적인 사용자들의 참여를 전제하지만, 수업 현장에서 특정 교육 목적을 위해 사용
될 때는 협력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역할을 지정하거나 글쓰기 참
여의 빈도를 지정하는 등 전략을 사용한다. 이러한 인위적 참여 유도 전략을 사용하다
보니, 학습 동기 수준이 낮은 학습자들은 직접적인 과제해결과 관련 없는 글을 첨언하
거나 중요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위키 협력학습에 방해 요소를 종종 만들어내기도 한
<표 1> 위키 기반 협력학습에서 나타난 제한점 보완을 위한 지원 요인
위키 기반 협력학습에서 나타난 제한점
제한점의 원인
* 공동의 지식 구성 과정에서 오개념이 작성되어도 논지의 파악, 수정된 부
쉽게 찾아내기 어려움
분의 파악이 어렵고, 산
* 내용에 대한 깊은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출물에만 초점을 둠
* 협력학습 초기에 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우지
못해서 학습의 지연이 발생함
협력학습 과정과 절차
* 협력학습의 각 단계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에 대한 인지부족
몰라서 협력 활동이 저조함
* 협력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짓을 하는 학습자 학습자들의 낮은 동기
가 나타남
및 참여의 자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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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ummel & Spada, 2009). 이러한 원인은 위키 매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율적인 참
여와 활용이라는 부분이 제한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동기가
고려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학습자들의 자율성을 향상 시켜 줄 수 있는 동
기적 측면이 지원되어야 한다(Zhang & Zhu, 2007).
이상에서 위키 기반 협력학습에서의 제한점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할 결과 지
적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지, 메타인지, 동기 요인을 학습자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1> 참조). 이하의 모형의 설계원리 단계에서는 여
기에서 도출된 요인별로 설계원리를 도출하기로 한다.
3. 지원 요인에 따른 통합 지원 모형 설계원리

본 절에서는 이상에서 도출된 세 가지 요인을 토대로 통합 지원 모형의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하나의 요인을 지원할 수 있는 설계원리는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위키 관련 선행 연구에서 단편적으로나마 이미 검증된 방법이나
위키의 매체의 속성과 관련된 것에 초점을 두고 설계원리를 선정하였다.
인지적 요인 지원을 위한 설계원리
위키 기반 협력학습의 제한점 중 인지적 요인과 관련된 오개념의 수정 어려움 및
깊은 수준의 논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설계 원리로는 학습 내용과 관련된 도움말
스캐폴딩을 선정하였다. 그 근거는 온라인 협력학습에서 나타나는 오류 수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바탕을 둔다. 학습자들이 도움말 스캐폴딩을 통해서 과제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받았을 때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오류를 보다 쉽게 발견
할 수 있었고, 도움말 스캐폴딩으로 제공받은 학습 자료를 참고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
교화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깊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논의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선행연
구들은 정리하고 있다(Ge & Land, 2004; Jackson, Krajcik, & Soloway, 1998; Moore & Serva,
1)

2007; Raes et al., 2011).

도움말 스캐폴딩은 학습자가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인지적 자원
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어 및 용어 사전, 핵심 개념에 대한 설명, 과제 해결
을 위한 힌트나 단서, 채점표, 아웃라인 뿐만 아니라 각 협력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활동들에 대한 설명도 포함한다(Raes et al., 2011; Zhang & Zhu, 2007). 그러므로 이를
토대로 도출한 구체적인 도움말 스캐폴딩을 제공 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움
말을 한꺼번에 제공하기 보다는 각각의 협력학습의 활동에 필요한 내용들만 부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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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원하고(박형성, 신영찬, 2008),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Zhang & Zhu, 2007), 학습자들에게 과제의
구성 요소나 평가 기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였다(Raes et al., 2011). 인지적 요인 지원
을 위한 설계원리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인지적 요인 지원을 위한 설계원리
* 도움말은 전체를 한 번에 제공하기 보다는 각 활동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공
설계원리 * 과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정보 보다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 학습자들에게 과제의 구성 요소나 평가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메타인지적 요인 지원을 위한 설계원리
위키 기반 협력학습의 제한점 중 학습자들의 메타인지적 활동 부족을 해결하기 위
한 설계원리로는 협력 스크립트를 사용하였다. 그 근거는 온라인 협력학습에서 메타인
지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와 위키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바탕을 둔다(Bouta et al., 2012;
Kopp & Mandl, 2011; Makitalo et al.,2005). 예를 들어, Makitalo와 그의 동료들(2005)은 협
력학습의 활동 단계에 따라서 학습자의 역할을 협력 스크립트로 제시하였을 때 활동
을 계획하고, 자료를 탐색하는 활동과 학습 과정을 성찰하고 수정하는 활동이 높은 수
준에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위키의 협력학습 환경으로서의 특성을 언급한 김민정(2009)의 연구에서도 학습
과정 전체가 하나의 페이지로 뭉쳐져 나타나는 위키의 특성상 학습을 전체적으로 계
획, 점검, 평가하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를 명시화해주기 위하여 인터페이스의
형태를 활용한 협력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메타인지 기능을 지원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메타인지적 활동을 지원해주는 설
계원리는 협력 스크립트로 선정하였으며, Bouta와 그의 동료들(2012)이 제안한 학습계
획, 모니터링, 성찰적 질문 전략을 구체적 협력 스크립트 설계원리로 채택하였다. 메타
인지적 요인 지원을 위한 설계원리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2)

<표 3> 메타인지적 요인 지원을 위한 설계원리
* 협력학습의 절차에 따른 학습자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안내를 지원
설계원리 * 협력 스크립트 제시는 시각적 방법을 사용
* 학습활동에 대한 성찰적 질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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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적 요인 지원을 위한 설계원리
위키 기반 협력학습의 제한점 중 학습자들의 동기 부족으로 인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설계원리로는 자기결정성의 원리를 활용하였다. 원리 활용의 근거는 동기이론과
위키 매체의 속성에 바탕을 둔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하면 학습자가 자율성을 획득
하고 이를 통해서 내재적으로 동기화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통제의 소재라고 제
안한다. 통제 소재가 외부에 있을 때는 외재적으로 동기화 되지만 내부에 있을 때 내
재적으로 동기화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Deci & Ryan, 2000). 그런데 현재 위키가 교육현
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형태는 의무적인 참여 및 획일적인 도움의 제공 등으로 표현되
므로 통제의 소재가 내부에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활용은 매체 고유의 자
발적 참여를 통한 협력이라는 속성과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동
기적 요인 설계 원리로는 자기결정성 원리를 활용하였다.
자기결정성의 원리에 의하면, 학습자가 교수 전략에 의한 지원과 제한을 받는다할
지라도 그 지원과 제한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면 자율성이 침해되
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그 결과 동기 수준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김아영,
2010). 따라서 교수 전략에 의해서 지원을 제공하고나, 학습자의 참여와 역할을 제한하
더라도 선택의 여부를 학습자가 결정하도록 하면 충분히 교수 전략을 사용해도 자율
성을 침해하지 않고 학습자를 내재적으로 동기화 할 수 있다는 것(Krebs, Ludwig, &
Muller, 2010)을 토대로 동기적 요인 설계원리를 설정하였다(<표 4>).
3)

<표 4> 동기 요인 지원을 위한 설계원리
학습자들에게 교수 전략적인 지원을 제공하되 선택의 여부를 학습자에게 결
설계원리 * 정하도록
한다.

위키 기반 협력학습을 위한 통합 지원 모형 구성
본 연구에서 위키 기반 협력학습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모형은 메타인지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방식의 협력 스크립트를 기본적인 골격으로 하고, 인지적
측면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움말 스캐폴딩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그
리고 학습자들은 협력 스크립트가 제공된 화면에서 협력학습을 수행하면서 화면 상단
에 항상 나타나 있는 ‘도움말 보기’ 이미지를 선택하면 도움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었다. 도움말 이용을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 것은 학습자들
에게 도움말 사용의 선택권을 제공하여 자기결정성의 수준을 향상시켜 동기적 요소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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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도움말 지원 모형의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측면 지원을 위한 도움말 스캐폴딩 제공 모형의 구성
은 협력학습의 활동 단계마다 과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개념과 원리, 도움말로 구성
되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협력활동에 대한 안내와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도움말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움말 제공 모형은 앞서 제시한 설계원
리에 의해서 개발되었다([그림 2] 참조)
메타인지적 측면 지원을 위한 협력 스크립트 제시 모형은 앞서 제시된 협력 스크립
트 제시 원리에 의해서 구성하였다. 설계의 원리에서 협력학습의 각 단계의 구체적 활
동을 시퀸스로 제공하되 인터페이스 방법을 이용하여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협력 스크립트도 위키 기반 협력학습의 각 단계에서

[그림 3] 협력 스크립트 제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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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활동을 인터페이스 방식의 시퀸스로 구성하여 학습자들에게 제
시하였고, 각 단계 별로 성찰적 질문을 제시하였다([그림 3] 참조).
동기적 측면 지원을 위한 학습자의 자기결정성 적용 모형은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
하는 환경에서 도움말을 제공 받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로 제
시되어 나타난다. 학습자는 도움말이 필요한 경우 도움말을 요청하면, 도움말이 학습
자에게 제공된다. 도움말을 제공 받은 화면에서 도움말의 제거를 선택하면 다시 과제
수행 환경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림 4] 학습자의 자기결정성을 적용한 선택 모형

모형의 내적 타당성 검증
위키 기반 협력학습을 위한 통합 지원 모형의 내적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교육공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교수 설계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대학교에서 교육공학 및 교수
설계를 강의하고 있는 전문가 2명에게 모형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 Richey와 Klein
(2007)은 모형의 내적 타당도를 위해서 검증해야 할 부분으로 이론적 타당성, 논리적
타당성, 실용적 타당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전문가들에게 모형 개발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모형의 이론적, 논리적, 실용적 타당성에 대한 정성적
검토를 요청하였고, 검토를 위한 질문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정성적 평가를 의뢰
하였다. 모형의 내적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전문가 검토를 의뢰할 때 본 연구의 효과
성 검증을 위한 실험 절차에 대한 검토를 함께 의뢰하였다. 이를 위해서 효과성 검증
을 위한 실험 절차 및 실험 도구, 종속변인 측정 도구를 모두 제공하고 검토를 의뢰하
였다.
위키 기반 협력학습을 위한 통합 지원모형의 내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문
가 2명이 위키 기반 협력학습을 위한 통합 지원 모형을 네 가지 영역에서 검토하였다.
2명의 전문가가 모형의 내적 타당성에 대해서 응답한 내용들을 내용 분석을 통해 범
주화 하였다. 위키 기반 협력학습을 위한 통합적 지원 모형의 내적 타당성에 대한 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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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론적
타당성
논리적
타당성
실용적
타당성

재선
사항

<표 5> 전문가들의 내적 타당도 검증 결과
전문가 1
전문가2
* 제한점 분석에 이론적 적용이 적절함
* 제한점 분석에 이론적 적용이 적절함
* 필요성 접근에 이론적 적용이 적절함
* 설계원리의 도출에 이론적 적용이 적
* 설계원리의 도출에 이론적 적용이 적
절함
절함
* 모형의 개발 과정이 논리적임
* 모형의 개발 과정이 논리적임
* 모형의 개발의 근거 제시가 논리적
* 모형의 개발의 근거 제시가 논리적
* 제한점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모형을
구성한 것이 논리적임
* 사용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됨
* 실제 도구의 제작 비용이 저렴함
* 현장에서 요구되는 모형임
* 사용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됨
* 무들이라는 LMS에서 사용할 수 있는 * 학생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것 같음
것이 실용적임
* 스캐폴딩이라는 용어를 인지적 요인 * 도움말 스캐폴딩이 지나치게 세분화
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 한정 되어 있어서 학습자를 혼란스럽게 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메타인지 것 같음. 기능을 세분화하지 말고 종
적 요인을 지원하기 위한 스캐폴딩도 합적인 도움말을 제작할 것을 제안함
있음
* 무들 외에 상용되고 있는 포털 사이
트(스프링노트)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쉬움

문가들의 평가는 모형의 틀이나 구성 원리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
가하였다(<표 5>).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스캐폴딩의 용어를 부적
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협력
스크립트가 전략적 스캐폴딩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Kopp &
Mandl,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1의 지적 사항을 수용하여 스캐폴딩을 도
움말 스캐폴딩으로 수정하여 용어 사용의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포털사이트에서의 사
용이 불가한 것에 대한 지적은 본 연구를 통해서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선을
보류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2의 지적은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할 때 도움말 스캐폴딩을 지나치
게 세분화하여 오히려 학습자들을 혼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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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형의 원리로서 도움말 스캐폴딩을 세분화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 수
업 현장에서 도움말 스캐폴딩을 지나치게 세분화면 학습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보다 도움말을 이해하고 학습해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모형의 외적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도움말 스캐폴딩을 제작할 때 협력학습의 각
단계에 따라서 활동과 기능을 세분화하지 않고 종합적인 도움말을 제작하는 것으로
전문가 2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2

Ⅲ. 통합 지원 모형의 효과성 검증
1. 효과성 검증 방법

연구의 틀
이 연구는 위키 기반 협력학습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형의 효과
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인 모형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위키 기반 협력학습을 위한 통합 지원 모형의 인지적, 메타인지적, 동기적 요
인의 지원은 학습자들의 학업성취, 메타인지적 상호작용, 학습자료 동기의 수준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위키 기반 협력학습에서 인지적, 메타인지적 요인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
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학업성취와 메타인지적 상호작용, 학습자료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2년 봄 학기 D대학교에서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수업을 수강
하는 학부 학생들 4개반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체 104명 학생의 평균연령은
21.3세였다. 이들의 전공은 인문학, 사회과학, 교육학, 공학 등으로 다양한 분포를 이루
었다. 집단 배정은 수업 단위로 배정하였다. 한 집단은 3~5명씩으로 구성하였다. 집단
간 인원이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협력과제로 실제 교수설계를 수행하였는데 전공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 지식이 상이하여 주제를 선정하기가
어렵고, 동일한 영역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1주간의 짧은 시간으로 협력과제를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단의 구성을 동일한 전공 또는 최대한 유사 전공으로 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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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원
집단
(구성인원)

실험집단
(통합지원
모형제공)
46

<표 6> 연구 대상
비교집단1
비교집단2
(협력 스크립트
(도움말
제공)
제공)
29

명

9 (4~5 )

15

명

7(3~5 )

명

4(3~4 )

통제집단
(지원 없음)

합계

14

104

명

4(3~4 )

24

성해야했다. 이에 집단 구성 인원을 동일하게 구성하는데 제한 사항이 있었다.
실험설계
본 연구의 목적인 통합적 지원 모형의 효과 측정과 그것의 개별 지원과의 효과비교
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위키 협력학습 지원 도구의 유형)을 네 수준으로
구분하였다(통합모형 제공, 협력 스크립트 제공, 도움말 제공, 지원모형없음). 연구의
종속변인은 학업성취 수준, 집단 내의 메타인지적 상호작용 수준, 동기 수준으로 설계
하였다. 종속변인으로 학업성취, 메타인지적 상호작용 수준, 동기 수준을 설정한 이유
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통합지원모형은 위키 협력학습의 제한점요소(인지적, 메타인지
적, 동기적요소)를 개선시킬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독립변인에 의한 처치가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는 실
험 연구로서 집단 내의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의 수준과 학습자료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질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를 사용하며,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질집단 사후 실험 설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업 성취
에 대한 모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질집단 사후 설계를 사용하는 이유는 1회
차 수업 후에 학습자들이 교수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교과목의 수강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3명으로 한 집단에 한 명 정도의 수준이었고, 이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
이 103명(97.2%)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집단의 구성원들이 교수설계에 대한 수업을
실시한 이후에 교수설계에 대한 협력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집단이 협력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교수설계에 대한 사전 지식의 수준이 동질하다고 판단하였다. 전문가들
의 검토에서도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사전 검사 없이 협력과제의 최종 결과물을 평가한 사후 검사 점수를 비교하여
학업성취수준에 대한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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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G1
G2
G3
G4

<표 7> 통합 지원 모형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이질집단 사전 사후 설계
사전 검사
실험 처치
사후 검사
메타
통합지원 모형 제공
학
메타
인지
동
협력 스크립트 제공
업
인지
상호
기
도움말 제공
성
상호
작용
지원 제공하지 않음
취
작용

동
기

실험 절차 및 과제
본 연구의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하는 네 개 반을 하
나의 반은 실험집단, 나머지 두 반은 비교집단1, 비교집단2로 나머지 한 반은 통제집
단으로 배정 하였다. 1회차 수업에서 무들 학습 환경을 소개하며, 학습자들이 교수 설
계 과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교과목을 사전에 수강한 적이 있는지 설문 조사를 실시
하였다. 2회차 수업을 마치고 1차 협력과제(교수-학습이론의 원리 적용)를 수행하였다.
1차 협력과제를 수행한 목적은 학습자들이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협력과제를 수행해
야 학습 자료 동기와 메타인지 상호작용의 사전 수준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3회
차 수업이 끝나고 학습 자료 동기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수
행한 결과를 토대로 메타인지 상호작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4회차 수업에서 실험집단에게는 학습 방법과 통합 지원모형의 사용방법을 공지하였
4)

[그림 5]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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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교집단1에게는 학습방법과 협력 스크립트 사용방법을 공지하였다. 그리고 비교
집단2에게는 학습방법과 도움말의 활용방법을 안내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집단에게는
과제 내용만 안내하였다.
수업을 마친 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통제집단 모두 위키를 기반으로 2차 협력과제
(본 실험의 협력과제)를 수행하였다. 2차 협력학습 과제는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에 의
해서 실제로 교수설계를 수행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단 협력과제를 수행하는 기간
및 과제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교수 설계 가운데 분석 단계만 수행하는 것으로 과제를
제시하였다. 협력학습 활동이 끝나고 학습 자료 동기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학업성취
사후 검사를 위해 보고서를 평가하였다. 협력활동을 위해서 작성된 내용을 분석해서
메타인지 상호작용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결과의 보고를 위해서 분석되
었다.
온라인 학습 환경 및 지원도구
본 연구에서는 무들(Moodle) 2.0으로 위키 기반 학습 환경을 구성하였다. 모든 지원
도구는 무들 기본 기능과 객체를 활용하여 개발하여 무들에 탑재하는 양식으로 학습
환경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해서 사용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은 위키 기반
협력학습을 위한 통합 지원도구를 제공받았다. 통합 지원 도구는 위키 기반 협력학습
을 위한 통합 지원 모형을 원리로 개발한 도구이다. 통합 지원 도구는 학습자들 원할
때만 선택해서 볼 수 있는 도움말 선택 기능을 항상 학습자들에게 노출되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이 도움말 기능을 선택하면 협력학습의 각 단계에 대한 도움말이 팝업창으로
제공되고, 학습자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창을 닫으면, 학습자가 다시 도움말을 선택
할 때까지 도움말 창은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학습자들의 자기결정성을 고려한 것으
로 학습자들이 자율성을 최대한 높은 수준에서 지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다음으로 협력 스크립트를 인터페이스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에 학습자들은 협력 스
크립트에 의해서 협력학습활동의 절차를 자연스럽게 따르도록 지원하였다([그림 6] 참
조).
둘째, 본 연구는 비교집단1에게 협력 스크립트를 제공하였다. 비교집단1에게 제공한
협력 스크립트는 학습자들이 수행해야 할 협력학습의 단계를 게시판으로 개설하여 제
공하였다. 해당 게시판에 접속을 하면 해당 게시판에서 수행해야 할 활동에 대한 안내
와 성찰 질문이 제시된다. 예를 들면 과제 내용의 이해 및 목적 확인하기 게시판에서
는 다음과 같은 안내가 제공되었다.
5)

- 601 -

이은철․김민정(2012)

[그림 6] 통합 지원 모형 제공 화면

본격적으로 협력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과제의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제
는 놀토에 사용할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를 결정하고, 교수설계단계에서 분석 단계를
수행하고, 분석의 결과를 교수 설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제
입니다. 과제의 내용이 이해되었다면 과제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동을 완료하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가로 수행합니다. 과제의 내용을 이해하는 활
동은 적절하였는가? 과제의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에서 오류는 없었는가? 과제의 내용
을 이해하는 활동의 결과를 검토해 볼 때 수정할 것은 없는가?”
셋째, 본 연구는 비교집단2에게 협력학습활동을 위한 도움말을 제공하였다. 협력학
습활동을 위한 도움말은 협력학습의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활동에 대한 도움말 즉
절차적인 영역의 도움말과 교수설계 과제에 대한 도움말 즉 내용영역의 도움말을 제
공하였다. 비교집단2에게 제공된 도움말은 메인 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바로 도움말이
제공되도록 개발 되었다.
“

종속변인 측정도구
본 연구는 효과성 검증을 위한 종속변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도구를 사용하
였다. 첫째, 인지 요인 지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학업성취 수준을 측정하였고,
이를 위해 협력학습 과제물을 평가하였다. 과제물 평가의 기준은 김민정(2011)이 개발
한 교수설계 과제 평가 루브릭을 사용였다. 총점은 10점이며, 2인이 동일한 과제를 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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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습니다. 평정자간 신뢰도는 .97로 나타났다.
둘째, 메타인지 요인 지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을 측정하
였다.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의 측정은 Kim & Lee(2012)가 개발한 MIAT(Multidimensional
Interaction Analysis Tool)를 사용하였다. MIAT는 설문지나 검사지가 아니라 집단 내의
상호작용의 수준을 다면적인 접근으로 분석하고 계산하여 주는 도구이다. MIAT는 협
력학습에서 이루어진 메시지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메시지의 가치를 평가하여 점수를
계산한다. 이후에 전체 메시지의 점수를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각각의
메시지의 점수를 T점수로 환산하여 제공한다. 예를 들면 학습자들이 사회적 메시지는
많이 사용하고 인지적 메시지는 보통으로 사용하고 메타인지적 메시지를 거의 사용하
지 않았을 때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점수는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오고, 인지적 메시지
는 평균 수준에서 나오며,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의 점수는 평균 이하로 매우 낮게 계산
되어 제공된다. 이처럼 MIAT는 집단 내의 상호작용의 수준을 전체 메시지의 수준이
고려된 상대적인 점수로 계산하여 제공하여 준다.
셋째, 학습자의 동기 요인 지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습 자료 동기를 측정하
였다. 학습 자료 동기의 측정은 Keller(1983)의 동기이론을 배경으로 ARCS에 기반을 두
고 개발된 학습자료 동기 설문지(IMMS: Instruction Materials Motivation Survey)를 사용하
였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은 주의집중(12문항), 관련성(9문항), 자
신감(9문항), 만족감(6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 검사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6으로 나타났고, 사후 검사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
는 .79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별 평균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고, 평균 점수가 높을수
록 하위요인의 동기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학업 성취 수준은 일변량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들의 평
균을 비교하였다. 둘째,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의 수준은 MIAT를 통해서 학습자 개인의
메타인지적 상호작용 지수의 사전과 사후를 구하여서 공분산분석(ANCOVA)을 수행하
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 자료 동기의 수준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들의 학습 자료 동기의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점수를 사용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해 하위 요인에 따
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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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키 기반 협력학습을 위한 통합 지원 모형의 효과성 검증 결과

인지 요인 지원 효과 검증을 위한 학업성취 수준의 집단 간 차이 분석
일변량 분산 분석을 위해 Levene의 동질성 검증 결과 유의확률이 .277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5에서 집단 간의 분산이 동질하기 때문에 일변량 분산 분석을 수행하
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 .002 수준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이에 각 집단들 간의 평균의 차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후검증(Scheffe)을 수행
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의 평균이 비교집단1의 평균보다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험집단의 평균이 비교집단2의 평균보다 유의확률 .002 수준에
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의 평균보다 유의확률
.037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교집단1, 비교집단2, 통제집단의 사이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

메타인지 요인 지원 효과 검증을 위한 메타인지적 상호작용 수준의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위키 기반 협력학습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 모형에 의해서 메타인지적 기능을 지원
2)

Ⅲ SS

절편
집단
오차
합계
***

p<0.001,

Type

df

MS

F

1025.732

1

1025.732

164.827***

33.101

3

11.034

7.151

30.857

20

1.543

1311.000

24

p<0.01, *p<05

<표 9>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집단
M
SD

a

b
c

d

p<0.001,

**

**

실험집단
비교집단1
비교집단2
통제집단
***

<표 8> 일변량 분산 분석 결과

**

9

8.67

0.41

7

6.14

0.47

4

6.00

0.62

4

7.00

0.62

*

p<0.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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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의 수준이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분산의 동
질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Levene의 동질성 검증은 유의확률이 .197로 나타났다.
분산이 동질하기에 공분산 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호작용의 사전 수준의 차이가 있는
지 공분산 분석을 한 결과 유의확률 .003 수준에서 상호작용의 사전 수준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상호작용의 수준을 공변량으로 하여 사후 상호작용의 수준
을 비교한 결과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이는 위키
기반 협력학습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 모형을 제공한 실험집단의 상호작용의 수준이
더 향상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메타인지적 상호작용 수준의 측정 결과에 대한 추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
은 사후 검사 점수가 107.64이다. 이는 실험집단의 경우 다른 유형의 상호작용보다 메
타인지적 상호작용 활동이 더 많은 수준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을 측정한 도구인 MIAT는 상호작용 수준을 상대적인 가치로 환산
하여 T 점수를 사용하여 제시한다. 따라서 다른 유형의 상호작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점수 또한 높은 수준으로 제시된다. 이와같은 상호작용 수준의
<표 10>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의 수준에 대한 기술 통계량
사전
사후
N
실험집단
비교집단1
비교집단2
통제집단
전체

M

SD

M

SD

M

SE

40

19.02

9.62

107.64

28.95

107.79

16.56

25

15.60

9.66

61.01

15.11

60.91

8.76

14

15.19

6.67

2.96

2.54

2.83

1.54

15

15.73

0.41

17.62

9.50

17.53

5.63

94

16.90

3.22

63.98

35.21

47.265

8.12

<표 11> 공분산 분석 결과
TypeⅠ SS
df

절편
사전상호작용
집단
오차
합계
***

p<0.001,

**

교정

MS

F

376569.646

1

376569.646

38.213***

26.252

1

26.252

12.003*

150002.837

3

50000.946

25.074**

857336.243

87

9854.440

1383934.978

92

*

p<0.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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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법을 고려해 볼 때 비교집단 1은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이 다른 유형의 상호작
용과 유사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집단 2의 경우는 다른 유형
의 상호작용과 비교해 볼 때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집단은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이 다른 유형의 상호
작용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학습자료 동기의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한 공분산 분석 결과
위키 기반 협력학습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 모형에 의해서 학습자료 동기의 하위
요인 인 주의집중의 수준이 영향을 받는지 살펴본 결과 Levene의 동질성 검증은 유의
확률이 .788로 나타났다. 주의집중의 사전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공분산 분석을 한 결
과 유의확률 .000 수준에서 주의집중의 사전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사전 수준을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사후 주의집중 수준을 비교한 결과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따라서 대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
단이 비교집단1보다 평균이 .556(p=.000)높게 나타났다. 비교집단2보다는 .797(p=.000),
3)

N

실험집단
비교집단1
비교집단2
통제집단
전체

<표 12> 주의집중 수준에 대한 기술 통계량
사전
사후
M

SD

M

SD

M

SE

40

3.44

0.42

3.96

0.51

4.01

.07

25

3.61

0.51

3.52

0.66

3.45

.10

15

3.42

0.37

3.15

0.52

3.22

.12

14

3.66

0.55

3.54

0.62

3.43

.13

94

3.65

0.64

3.65

0.64

3.53

.11

<표 13> 공분산 분석 결과
TypeⅠ SS
df

절편
사전주의집중
집단
오차
합계
***

p<0.001,

**

교정

MS

F

1253.410

1

1253.410

5376.242***

7.280

1

7.280

31.226***

9.567

3

3.189

13.697***

20.749

89

.233

1291.007

94

*

p<0.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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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집단 보다는 .577(p=.00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키 협력학습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 모형을 제공한 실험집단의 주의집중 요인이 더 향상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키 기반 협력학습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 모형에 의해서 학습자료 동기의 하위
요인 인 관련성의 수준이 영향을 받는지 살펴본 결과 Levene의 동질성 검증은 유의확
률이 .849로 나타났다. 관련성의 사전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공분산 분석을 한 결과
유의확률 .000 수준에서 관련성의 사전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전 관련성 수준을 공변량으로 하여 사후 관련성 수준을 비교한 결과 집단 간의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따라서 대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
이 비교집단1보다 평균이 .687(p=.000)높게 나타났다. 비교집단2보다는.776(p=.000), 통
제집단 보다는 .553(p=.00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키 기반 협력학습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 모형을 제공한 실험집단의 관련성 요인이 더 향상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키 기반 협력학습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 모형에 의해서 학습자료 동기의 하위
<표 14> 관련성 수준에 대한 기술 통계량
사전
사후

N

실험집단
비교집단1
비교집단2
통제집단
전체

교정

M

SD

M

SD

M

SE

40

3.47

0.48

3.98

0.52

4.11

.06

25

3.76

0.39

3.51

0.42

3.45

.08

15

3.85

0.31

3.39

0.51

3.26

.10

14

3.86

0.55

3.73

0.47

3.61

.11

94

3.42

0.48

3.63

0.65

3.61

.87

<표 15> 공분산 분석 결과

절편
사전관련성
집단
오차
합계
***

p<0.001,

**

Type

Ⅰ SS

df

MS

F

1236.125

1

1236.125

6418.481***

3.187

1

3.187

20.521***

9.848

3

3.283

21.135***

13.823

89

.155

1330.877

94

*

p<0.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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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실험집단
비교집단1
비교집단2
통제집단
전체

<표 16> 자신감 수준에 대한 기술 통계량
사전
사후

교정

M

SD

M

SD

M

SE

40

3.31

0.43

3.92

0.60

4.02

.07

25

3.44

0.55

3.35

0.61

3.33

.09

15

3.52

0.39

3.33

0.62

3.24

.11

14

3.60

0.52

3.62

0.58

3.46

.12

94

3.66

0.47

3.72

0.54

3.51

.97

<표 17> 공분산 분석 결과

절편
사전 자신감
집단
오차
합계
***

p<0.001,

**

Type

Ⅰ SS

df

MS

F

1304.019

1

1304.019

8396.174***

11.937

1

11.937

61.981***

10.532

3

3.511

18.229***

17.140

89

.193

1275.734

94

*

p<0.01, p<05

요인 인 자신감의 수준이 영향을 받는지 살펴본 결과 Levene의 동질성 검증은 유의확
률이 .791로 나타났다. 자신감의 사전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공분산 분석을 한 결과
유의수준 .000 수준에서 자신감의 사전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전 자신감 수준을 공변량으로 하여 사후 자신감 수준을 비교한 결과 집단 간의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따라서 대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
단이 비교집단1보다 평균이 .659(p=.000)높게 나타났다. 비교집단2보다는 .846(p=.000),
통제집단 보다는 .505(p=.00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키 협력학습 지원을 위
한 통합 지원 모형을 제공한 실험집단의 자신감 요인이 더 향상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키 기반 협력학습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 모형에 의해서 학습자료 동기의 하위
요인 인 만족감의 수준이 영향을 받는지 살펴본 결과 Levene의 동질성 검증은 유의확
률이 .215로 나타났다. 만족감의 사전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공분산 분석을 한 결과
유의수준 .000 수준에서 만족감의 사전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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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만족감 수준에 대한 기술 통계량
사전
사후

N

실험집단
비교집단1
비교집단2
통제집단
전체

교정

M

SD

M

SD

M

SE

40

3.36

0.54

3.88

0.64

3.98

.08

25

3.52

0.50

3.43

0.62

3.83

.10

15

3.58

0.40

3.12

0.67

3.04

.13

14

3.64

0.58

3.61

0.65

3.47

.13

94

3.48

0.52

3.60

0.69

3.58

.11

<표 19> 공분산 분석 결과

절편
사전만족감
집단
오차
합계
***

p<0.001,

**

Type

Ⅰ SS

df

MS

F

1204.560

1

1204.560

5071.594***

12.001

1

12.001

50.526

11.484

3

3.828

16.117

20.901

88

.238

1248.946

93

***
***

*

p<0.01, p<05

사전 만족감 수준을 공변량으로 하여 사후 만족감 수준을 비교한 결과 집단 간의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따라서 대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
이 비교집단1보다 평균이 .599(p=.000)높게 나타났다. 비교집단2보다는 .942(p=.000), 통
제집단 보다는.510(p=.00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키 협력학습 지원을 위한 통
합 지원 모형을 제공한 실험집단의 만족감 요인이 더 향상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위키기반 협력학습을 위한 통합 지원을 위한 설계원리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 지원 모형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첫 번째 연구 문제
의 해결을 위해서 위키 기반 협력학습을 위한 통합 지원 모형이 학업성취, 메타인지적
상호작용, 학습과제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합 지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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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학습자들의 협력과제 수행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통합 지
원 모형을 제공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과 통제집단보다 학업 성취 수준이 높게 나타
났다. 뿐만 아니라 실험 집단의 경우 협력 과제의 내용에 오개념의 비율이 비교집단과
통제집단과 비교할 때 비교적 적게 포함되어 있었다. 이 뿐 아니라 실험집단은 과제
해결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검색해서 사용하였고, 이러한 자료를
사용하여 깊은 수준의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Raes와 그의 동료들
(2011)의 연구와 일치하는데, 이 연구에서 학습자에게 과제의 내용과 관련된 도움말 스
캐폴딩을 지원하였을 때 학습자들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탐색하고,
자원을 수집하는 인지적 활동의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습
자에게 과제의 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학습자는 정보를 찾고 정
리해야 하는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절약된 시간으로 과제 해결을 위한 다
양한 방법이나 자원을 수집하는 인지적 활동에 활용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합 지원 모형을 지원하였을 때 학습자들의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통합 지원 모형을 제공한 실험집단의 메타인지적 상호작용 수
준이 비교집단과 통제집단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의 분석
을 위해서 학습자들의 협력활동을 수행한 메시지들을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에
는 협력 초기에 과제 해결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과 마무리 단계에서 공유된
지식을 정리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 반면에 비교집단2와 통제집단은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의 수준이 낮고, 과제를 마무
리 하는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협력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학습
초기에 과제 해결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마무리의 단계에서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과제 해결 과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메타인지적 상
호작용은 협력 과제 초기와 협력과제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
다(Raes et al. 2011). 그러나 통제집단은 마무리의 단계만 집중되어 있었고, 비교집단2는
통제집단 보다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비교집단2에게 인지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서
학습자들은 메타인지적 상호작용 없이 인지적 활동으로만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협력 스크립트를 제공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메타인지 요인
을 효과적으로 지원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 지원 모형을 학습자에게 제공하였을 때 학습 자료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습 자료 동기의 하위요인인 주의집중, 자신감, 관련성, 만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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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모두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1, 비교집단2, 통제집단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 이는 학습자에게 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 통제 소재를 제공하여서 학습자의 동기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했던 본 연구의 설계원리를 증명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위키 기반 협력학습을 위해서 인지, 메
타인지, 동기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였을 때와 각 요인을 개별적으로 지원하였을
때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위키 기반 협력학습에서 활용되는 세 가지 요인을 통합
적으로 지원 받은 실험집단의 협력과제와 협력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성된 협력
활동의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험 집단의 협력 학습 과제에 오개념이 비교적
적게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협력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
고 협력과제를 정교화하기 위한 깊은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협력 학습이
과정에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결과를 성찰하는 활동을 비교적 지속적으로 하였다.
이뿐 아니라 학습자들이 비교적 고르게 위키 페이지에 접속하여 협력과제를 수행하였
고 접속의 빈도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통합 지원 도구를 제공받은
실험 집단은 위키의 제한점인 오류 수정의 어려움과 깊은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협력학습이 지연되는 것과 협력활동이 저조한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고르게 협력학습을 수행하고, 위키 페이지에
많이 접속한 것과 학습 자료 동기 수준이 높은 것을 고려해 볼 때 내적 동기와 흥미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위키 기반 협력학습에서 나타나는 제한점들을 통합지원 모형이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요인을 개별적으로 지원 받은 비교집단2는 인지적 측면인 도움말만 지원한 집단
이다. 비교집단2에서 나타난 특징은 학습자들이 인지적 활동만 수행하는 경향을 나타
났다. 비교집단2는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이 사전 검사 때 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비교집단2는 도움말을 통해서 제공된 학습 자료를 참고로 하여
적은 숫자의 협력과정을 통해서 최종 결과물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협력 활동에
대한 성찰이나 과제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들이 생략되었다.
이 때문에 비교집단2의 과제에는 비교적 다수의 오개념이 포함되어 있었고, 과제를 위
한 구성 요소도 충분하게 포함되지 않았다. 그 결과 학업성취 수준이 통제집단과 유사
한 수준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메타인지적 측면인 협력 스크립트를 지원한 비교집단1에서 나타난 특징은 인지적
활동과 메타인지적 활동이 비교적 균등하게 수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의 수
준도 비교집단2와 통제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과제에도 오개념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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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보다는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비교집단2보다는 적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협력 활동을 계획하고, 학습 과정을 성찰하는 활동과 수정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그러나 비교집단1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협력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오개념을 수정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하였다. 비교집단 1에서 가장 많이 수행된 성찰
활동은 과제를 구성한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활동이었다. 과제의 정확성을 평가할
기준을 학습자 스스로 구성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처럼 내용을
검증하는 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과제를 제출하기 직전에 시
간에 쫓겨서 과제를 마무리 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과제를 급하게 마무리 하는 과정에
서 다수의 오개념이 수정이 되지 않고 포함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위키 기반 협력학습은 인지, 메타인지, 동
기적 요인이 통합적으로 사용되는 복합적인 활동이다(Makitalo-Siegl et al., 2011). 따라서
어느 특정한 요인 하나를 지원하는 것으로 위키 기반 협력학습의 제한점을 효과적으
로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 오히려 특정한 하나의 요인을 지원하는 것은 위키 기반 협
력학습의 제한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키 협력학습의 효과를
반감 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위키 기반 협력학습의 제한점을 효율적으
로 지원하고, 위키 기반 협력학습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인지, 메타인지, 동기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수행할 때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형의 내적 타당도 검증을 위해
서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평가에 의해서 수행하였다. 모형의 내적 타당성 검증을 위해
서 객관적인 지표를 추가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모형의 외적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실험 연구를 수행할 때 집단 간의 인원의 숫자가
차이가 있었다. 특별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인원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그러
나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해서 Levene의 동질성 검증을 수행한 결과 집단 간 분산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집단 간 인원의 차이에 의한 영향이 나
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통합
지원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통합 지원 모형을 1회차 수업에 한 해서 제공
하였다. 따라서 이후에 연구에서는 1학기 동안의 장기간에 지원 모형을 제공하였을 때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시계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에 장기적인 지원의 효과를 검증할 것은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설계원리를
구현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위키 기반 협력학습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이미 검증
된 특정 방법들(예, 도움말 스캐폴딩, 협력 스크립트 등)을 사용하였다. 이에 추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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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여 설계원리를 구현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에 추후 연구로 제안한다. 셋째, 위키 기반 협력학습의 제한점 가운데 학
습자들이 다른 학습자들이 작성한 글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주고 위키 기
반 협력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원 도구 개발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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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comprehensive
support model for wiki-based collaborative learning
†

Eunchul Lee (Dankook University)
Minjeong Kim (Dank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wiki-based collaborative
learning and develop a comprehensive support model for the cognitive, metacognitive, and
motivational factors of a wiki-based collaborative learner, thereby facilitating learning. In addition, the
study aims to verify the internal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the developed model.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limitations of wiki-based collaborative learning were identified. Following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the methods of support for cognitive, metacognitive, and motivational factors of a
learner were derived. As a result, three methods of support were developed: scaffolding for the
cognitive factor, a collaboration script for the metacognitive factor, and self-determination support for
the motivational factor. Based on these three methods, a comprehensive support model for wiki-based
collaborative learning support was constructed. Following a review by experts, the developed model
was found to be theoretically and logically valid. The effectiveness of the model was verified by
applying the developed support model to the class. Four classes taking the education method and
technology of D university were selected to perform the collaborative task on instruction design. The
comprehensive support model, collaboration script, and scaffolding were provided to three of the
classes but were not to the remaining one class. The groups to which the model was provided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at the academic achievement level, metacognition
interaction level, and learning task motivation level than the other group.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mprehensive support model for wiki-based collaborative learning was effective. Thus, external
validity of the comprehensive support model for wiki-based collaborative learning was verified. The
findings showed that supporting cognition, metacognition, and motivation of a learner in a
comprehensive way was effective in obtaining good results in wiki-based collaborative learning.
Key words : wiki, online collaborative learning, support model, scaffolding, collaboration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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