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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러닝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와 교수자 그리고 학습자

간 상호작용으로 측정되는 학습참여도는 학습자들의 학

습성과(learning outcome) 및 학습만족도(learner 

satisfaction)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학습자들의 학습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 중 하나로 그동안 이러닝 

학습참여도를 시각화하려는 몇몇 시도들이 있었으나 학

습참여도의 일부 자료만 활용하였다는 점과 이러닝 학습

활동 중 부분적인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연구

의 제한점이 있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 학

습환경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시

각적 스캐폴딩을 개발하고 그것이 학습참여, 개별학습, 

팀학습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이러닝 참여도 시각화

  이러닝 학습참여 시각화와 관련하여 수행된 선행연구

는 많지 않으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un과 Vassileva 

(2006)는 개인 참여도를 시각화하여 제시한 것이 학습자

들의 학습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1]. 시각화를 위한 학습자들의 참여정보는 게시글의 수, 

다른 학생과 공유한 파일의 수, 학습커뮤니티에의 접속 

빈도였다. 연구결과 시각화 도구는 학습자들의 학습커뮤

니티에 대한 인식과 학습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음

을 보고하였다. Janssen, Erkens, Kanselaar 그리고 

Jaspers (2006)는 개인 및 그룹 참여 시각화가 개인참여

도, 정보인식, 협독활동 및 그룹 수행 점수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였다[2]. 시각화 도구는 구와 선을 이용하여 

평균 글의 길이와 메시지의 수를 표상화하였다. 연구결

과 참여도 시각화 도구는 메시지를 길게 작성하는데는 

영향을 미쳤으나 다른 종속변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도 시각화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온라인 참여도 시각화의 교육적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시각화에 사용된 참여 데이터가 제한적이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2. 사회비교이론

  학생들의 이러닝 참여도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시

각화하는 것은 자기평가 및 자기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estinger는 상향 비교(upward comparison)와 하

향 맞춤(downward matching)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사

회비교과정을 제안하였다[3]. 상향비교과정은 자신보다 

수행적인 측면에서 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이 보다 높은 개인적

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하향 맞춤과정은 수행에 

있어 낮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맞춤으로써 심리적 안

정감을 추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노력을 많이 하는 학

생들조차 집단의 낮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을 줄이

는 경향이 있는 반면, 노력을 거의하지 않는 학습자들은 

다른 학생들이 설정해 놓은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도전

적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각적 스캐폴딩은 

상향비교를 하는 학습자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습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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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연구의 목적은 이러닝 학습환경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시각적 스캐폴딩을 개발하고 그것이 학습참여, 개

별학습, 팀프로젝트학습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시각적 스캐폴딩에는 개별 참여도, 팀 참여도, 팀활동에 대한 

개인 기여도, 팀간 상호작용 정도가 표상되도록 설계하였다. 시각적 스캐폴딩의 교육적 효과는 실험연구를 통해 분석되었다. 연

구결과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시각적 스캐폴딩은 학습참여도 및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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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각적 스캐폴딩 

  시각적 스캐폴딩에는 원, 사각형, 선을 이용하여 개인

참여도와 팀참여도를 표현되었다. 참여정보는 로긴횟수, 

글 게시수, 답글과 댓글 수, 게시글에 대한 추천 참여 수, 

글 조회수가 활용되었다. 각 활동유형에 대한 가중치는 

교육공학 박사 5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전문가 타당화 검

사를 통해 결정되었다. 참여정도는 10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개체의 크기와 칼라 코드를 활용하여 표현되었다. 또

한 화면에 수강생 모두가 표현되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

로 시각적 스캐폴딩을 재배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Ⅳ. 연구 방법 

   시각적 스캐폴딩의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A 

대학교 ‘창의적 사고’ 수강생 2분반을 대상으로 처음 8주

간은 시각적 스캐폴딩이 없는 일반적인 온라인 학습 커

뮤니티에서 학습이 이루어졌고 이후 8주 동안 한 분반

(남: 32명, 여: 8명)에는 시각적 스캐폴딩을 제공하고 다

른 한 분반(남: 29명, 여: 6명)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학

습활동은 온라인 개별학습활동과 팀학습활동으로 구성하

였고 일부는 필수학습활동으로 일부는 선택학습활동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도구는 이러닝 참여도, 지각된 학업성취도, 팀프로

젝트 점수로 구성되었다. 이러닝 참여도는 6개 유형(접

속 횟수, 글 게시수, 댓글 및 답글 수, 글 길이, 글 조회

수, 추천 글 수)의 분석 단위로 측정되었다. 지각된 학업

성취도는 Eum 외 (2006)의 연구에서 활용된 4개의 문항

을 활용하였다(α=.81). 팀프로젝트 점수는 공학설계활동

을 평가하는 루브릭을 활용하여 산출되었으며 두 명의 

교수자가 함께 채점하고 조율하였다. 

Ⅴ. 연구 결과
   

  시각적 스캐폴딩의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시각적 스캐폴딩은 이러

닝 참여도과 지각된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프로젝트 수행과 관련

해서는 팀의 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웠으

나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1. 시각적 스캐폴딩 효과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이러닝 학습참여에 대한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유용한 전략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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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시각적 스캐폴딩에 대한 프로토타입(상)과 

실제 구현한 결과물(하)

이러닝 참여도

실험집단
(n=40)

통제집단
(n=35) F value

P value
M SD M SD

참여도 56.16 19.85 33.86 12.81
13.877
.000

접속횟수 59.41 35.17 40.67 18.14
4.836
.010

게시글 수 8.61 2.45 8.29 3.12
.076
.927

댓글/답글 수 30.59 32.26 3.26 4.56
22.073
.000

글 길이 2308.0 1164.4 1178.6 540.03
14.345
.000

추천글 수 5.89 20.50 1.67 2.61
1.072
.346

글 조회수 78.12 34.08 47.35 22.12
9.096
.000

지각된 학업성취 4.00 .61 3.54 .80
6.206
.003

팀프로젝트 점수
15.4

(10팀)
-

12.3
(9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