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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러닝환경에서 학습자간 상호작용활동 증진을 한

웹기반 동학습시스템의 설계  구 에 한 연구

이동훈*․이상곤**․이지연***

A Study o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Web Based 

Collaborative Learning Systems for Improving 

Interactivity among Learners

Dong-Hoon Lee*․Sang-Kon Lee**․Ji-Yeon Lee***

Abstract

This study describes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web based collaborative learning system to improve 

interactivity among learners. Based on suggestions from previous studies, the system is composed of three main parts :

the community module, the learning module, and the administrative module. The study participants were 254 university 

students from two different institutions. They were divided into 43 groups and asked to complete an online TOEIC 

preparation module using the learning system over 4 weeks. Survey data were collected at three points from each 

participant-before and 3 weeks after the beginning of the online module and at the completion of the module.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usage of this system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learners’ collaborative learning activities, 

the level of sense of community, and learner satisfaction both at the individual and group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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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6년 e러닝 시장 규모는 약 1조 6천억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5년에 비해 10% 성장한 규모

로 평가 되고 있다[15]. 수요 측면에서는 학생과 

직장인뿐만 아니라 공공기  정부산하에서도 e러

닝 서비스 도입이  늘고 있어 향후 성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내용측면에 있어서는 학

습에 한 이 기존의 교수자 심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에 한 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e러닝에 있어서도 교수자 심의 VOD 동

상 강의식에서 이미지, 음성, 상 등 멀티 컨텐

츠와 학습지원 시스템 등으로 학습자들 간의 극

인 참여를 장려하고 학습과정을 시하는 학습

자 심의 환경으로 환 되고 있다[10].

재 여러 웹기반 e러닝 업체들이 추진 인 

‘e러닝2.0 -온라인 학습공동체’는 이러한 온라인  

교육환경의 변화를 변하는 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 학습공동체에서 학습자들은 손쉽

게 학습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심분야가 같은 

학습자들끼리 서로 컨텐츠를 공유하고 함께 학습

할 수 있는 특성을 지녀, 교수-학습에 있어서 상

호작용효과를 최 한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

으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온라인 

학습공동체를 한 컨텐츠와 시스템 모두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의 여러 e러닝 환경을 살펴보면 학

습지원 기능들이 형식 인 메뉴로만 존재하거나 

통 인 교실 수업을 그 로 웹에 옮겨 놓은 것

에 불과하고, 한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들 간

에게 화방, 게시  같은 상호작용 기능을 제공 

한다고 해서 곧 그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

어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8, 9]. 

따라서 e러닝 환경에서 어떤 요소들이 학습자

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진하는지를 살펴보

고 온라인 학습공동체의 설계  개발에 이들 요

소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실하다. 다시 말하

면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증진시켜 학습의 효율

성과 학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학습 환경과 시

스템의 설계 략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온라인 교육환경에 합한 시스템의 설계

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e러닝 학습지원 시스템에는 게시 , 자료

실, 실시간 화상 토론방 등 다양한 도구들의 지원

으로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둘째, 교수자가 없는 자기 주도형 학습에는 학

습 컨텐츠를 함께 학습하고 익힐 수 있는 스터디 

그룹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모든 학습도구  시스템 구성요소들은 

동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활동을 증

진시키고, 극 인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동학습을 이끄는 스터디 그룹에는 장

(운 자)의 역할이 매우 요함으로[8] 장이 

원(학습자)에게 정확한 목표를 달하고, 심과 

헌신  노력을 하며, 원 간의 교류증진을 해 

노력하고, 원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으로 피드

백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상호작용의 양과 질이 달

라 질 수 있으므로 장의 원 리 기능과 달

기능을 강화 용해야 한다[10, 13].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온라인 교육 문업

체인 Y사에서는 새로운 웹기반 동학습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 시스템은 강의출석 리, 학습 성

리, 학습지도 리를 통해 학습의 효율성을 

증가 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동학습- 리체제

로서, 아래 [그림 1]과 같은 개발 차  방법론에 

따라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온라인 교육환경에 합

한 웹기반 동학습시스템의 설계, 구 에 하여 

설명하고, 이 시스템의 용에 한 결과를 통하

여 이론 , 실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을 설명하 으며, 제 2장

에서는 동학습의 특징을 바탕으로 웹기반 학습

의 개념 정의와 효율 인 학습방안에 한 문헌을 

고찰하 다. 제 3장에서 e러닝 기반에서 실시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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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DDIE와 자체 응용 개발방법

룹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 조사와 분석

을 통해 설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 으며, 제 4

장에서는 동학습 시스템인 온라인 스터디 그룹

을 학습자들에게 용하 다. 마지막으로 제 5장

에서는 결론을 제시하 다.

2. 이론  배경

2.1 상호작용을 통한 웹기반 학습의 특징

웹기반 학습이란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

용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교육 정보를 달하

는 모든 학습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웹기반 학습

의 정보 달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유형[20]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 1) 자우편, 뉴스그룹, BBS, 

인터넷 채  등을 활용하여 달하는 ‘상호작용  

교환(interpersonal exchanges)’ 유형; 2) DB 개

발, DB 장, 자출 을 통해서 정보교환을 통

한 ‘정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 유형; 그리

고 3) 흩어져 있는 정보를 탐색하고, 자공간에

서의 진행 과정을 제시하며, 주어진 과제를 통해 

타 지역, 타인과 연계  공유를 통하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토론을 벌이기도 하는 ‘문제해결 로

젝트(problem-solving projects)’ 유형이 그것

이다.

e러닝 환경은 컴퓨터 기반, 웹기반, 가상학습을 

포함하는 보다 범 한 개념이므로[25], 단순한 

교육 정보의 달 뿐만 아니라, 업학습을 기반

으로 하는 온라인 공동체[19]를 활용하여 학습 성

과  학습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습 

환경으로 확장하여 정의 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

들 간의 공동 목표달성을 한 동학습과 상호작

용을 가능하게 하는 웹기반 동학습 시스템

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5].

첫째, 동학습 진행이 웹을 기반으로 이루어지

므로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기술이 요구된다. 둘

째, 물리 , 시간  제약을 극복하고 공동으로 학

습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고 활동에 참여하기 

해서는 학습자들의 창의력이 필요하다. 셋째, 다

양한 지역 , 언어 , 문화  장벽을 극복하고 흥

미로운 학습 활동을 하기 한 다양성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넷째, 학습자들 간의 동심을 

배양하여 원 각자에게 당한 양의 과제를 부여

하여 소수의 독 을 방지하고, 을 인도할 만한 

지도력과 기술을 갖춘 학습자를 장으로 삼고 

동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다섯째, 로젝트  과

정의 진행에 있어서 한 두 사람의 학습자들이 

을 좌지우지 하지 않도록, 원들의 의사를 민주

으로 수렴할 수 있는 토론 기술의 습득이 요

하다. 여섯째, 학습자 개개인이 동학습에 참여

하여 자신의 생각을 체계화, 구조화하여 타인에게 

제 로 달될 수 있도록 하는 표 력 개발이 

요하다. 일곱째, 여러 형태의 자료 수집 과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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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신력이 있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여덟째, 통합교과

 주제와 동학습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폭 넓은 

시각을 갖도록 도와 다. 마지막으로, 웹기반 

동학습은 정규수업의 한 부분이나 과제의 형식으

로 운용될 수 있고 다른 방식의 수업과 구분되는 

여러 특징으로 인해 학습자들에 재미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2.2 상호작용의 유형과 차별화된 증진 략

Rafaeli(1988)에 의하면, 새로운 미디어에서의 커

뮤니 이션은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에 기반하

며, 이를 해서는 응답성(responsiveness)이 

요하다. 한, 김유경(1988)은 상호작용성이란 양

자 간의 상호 교류되는 과정을 의미하지만 매체에 

을 두는 경우 통신기술에 의하여 그 기능이 

결정된다고 하 다. 오늘날 첨단 통신기술의 발달

로 Hoffman and Novak(1996)이 구분 지었던 기

계와 사람, 사람과 사람간의 상호작용성의 범 를 

월하여, 웹기반 상호작용성은 상에 따라 보다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먼  Moore 

and Kearsley(1996)가 제안한 3가지 유형을 살펴

보면, ‘학습자와 내용간의 상호작용’은 모든 수업

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호작용이며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내용을 구조화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내면화 하게 된다.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상호작

용’은 학습에 있어 가장 핵심 이고 필수 인 과

정이며 교수 자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인 자우

편, 게시 , 채  등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학

습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은 한 학습자와 다른 

학습자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며 비공식

이고 다양한 의사소통의 통로로 이루어진다.

그 밖에, Gilbert and Moore(1998)는 상호작용

을 ‘교수  상호작용’, ‘사회  상호작용’ 2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 임철일(1999)은 상호작용의 유

형을 상호작용의 교육  성격 여부에 따라 ‘인지

 상호작용’, ‘사회  상호작용’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웹기반 상호작용 기능 한 상에 따라 

질문과 답, 토론, 인터뷰, 과제 해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매우 역동 인 상호작용이 가능하

며, 의사소통 기술뿐 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과 

학습능력 한 개선할 수 있고, e-러닝환경에서도 

기본 으로 기 할 수 있는 상호작용 기능은 기술

, 외연  보다는 인지 , 감성  교류는 있으되 

표 되지 않은 것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간의 

정신  과정에 참여하여 내면 , 암묵 , 정의  

측면의 상호작용이 표출 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17].

이러한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략에 한 연

구 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철일(1999)

은 인지  상호작용과 사회  상호작용으로 구분

하고 략을 제시 했지만 포 인 략제시에 머

물 고, 최정임(1999)은 교수자의 역활과 피드백

이 무엇보다도 요함을 인식하고 교수자의 구체

인 교수 략을 제시하 다. 학습자의 토론을 증

진시키기 해서는 학습자와 교수자가 함께 참여

해서 한 학습자에게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한

다. 한 면 면 을 할 수 있는 보안책이 강

구를 제시하 다. 황선신과 한규정(2001)는 웹기

반 수업에서 나타난 상호작용의 유형과 상호작용

에 향을 주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효과 인 상호

작용을 지원하는 웹기반 동학습시스템을 제시 

했고, 왕경수(2003)는 웹기반 동학습에서 상호

작용 진을 한 교수설계를 제시하 다. 첫째, 학

습자들의 상호작용을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서로 동하여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는 조별 과제를 제시한다. 둘째, 토론 방

을 개설해 놓고 토론이 원활히 진행되기만을 기

하기 보다는 학습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하여 소

집단 토론으로 운 하거나 정기 인 토론 참여를 

의무화한다. 한 동하는 그 과정 자체에 해 

학생들에게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

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셋째, 학습자들과 상호작용

을 하기 해 서로 화를 주고 받는 질의 응답 

코 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 이다. 질의 응답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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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습자가 자신의 질의 사항을 공개할 것인지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질문에 한 답을 빠르고 하게 제공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학습을 더욱 진하는 역할을 한

다. 넷째, 교수 자와 학습자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

다. 학습자는 토론을 시작한 후 학습자 스스로 토

론을 이끌어가야 하며 교수 자는 학습자들을 통제

하지 않고 토론을 지배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온라인 사회  상호작용을 진시키기 해서는 

집단구성원들에게 구성원 각자의 기여가 필요함

을 인식시키고 사회  존재감을 증진시켜야 한다.

3. 시스템 설계  구

3.1 시스템 설계 기본방향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을 한 웹기반 동학

습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실시간 온라인 그룹 스터

디를 할 수 있도록 웹기반 동학습시스템인 ‘스

터디 G’을 [그림 2]와 같이 설계 하 다.

본 시스템의 기능은 스터디 그룹 개설자와 학습

자,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온라인 스터디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크게 론트 페이지, 온라인강의시스템, 그리고 회

원 리시스템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  론트 페이지는 Y사 회원이면 구나 

근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스터디 G’ Front 

Page는 e러닝학습사이트 하 메뉴로 개설하여 공

지사항, 개설된 스터디그룹 기실, 가이드 자료

실, 모집게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로 온라인학습시스템은 학습자와 학습

자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스터디 G’ 

학습자 모듈로서 왕경수(2003)의 웹기반 동학

습에서 상호작용 진을 한 교수설계 략을 기

반으로 하 다. 구체 인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의모드’는 자기 주도  학습 강의 

시청도 가능하고, 학습자들과 서로 동하여 문제

를 해결하기 해 서로 화를 주고받고 질의응답

id/pw 찾기

가이드 대기실 모집게시판 관리실

‘스터디 G ’ 입장 성공화면

강의모드

(1)
화상모드

(3)
칠판모드

(2)

(1) 동영상강좌 clip
(1,2,3) 학습자 리스트/채팅 창

(1) 학습자 동영상 캐스팅 상태

(2) 수업자료 clip 
(2) 전자칠판 그리기 도구

(3) 팀장과 학습자 화상공개 창

팀원관리

/학습스

케줄관리

/학습도

구운영관

리/게시

판관리

학습자료DB/ 동영상DB/ 채팅 FMServer

e 러닝학습사이트

‘스터디 G ’ Front Page

로그인

[그림 2] ‘스터디 G’ 시스템 구조도

을 하면서 함께 학습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동일

한 학습 동 상 컨텐츠를 원들과 함께 동시에 

시청 가능한 기능이다. 둘째, ‘칠 모드’는 교수자

와 학습자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학습자는 학

습 주제토론을 시작한 후 학습자 스스로 토론을 

이끌어가야 하며 교수자는 원이면 구나 교수

자가 되어 학습토론 주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기

능으로 학습자들과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방향 자칠  기능이다. 셋째, ‘화상모드’는 집단

구성원들에게 구성원 각자의 기여가 필요함을 인

식시키고 사회  존재감을 증진시키기 해 정기

인 학습내용 련된 Q&A와 화상채 이 가능

하도록 구성 했다.

세 번째는 한, 교수자의 역할  의 리더를 

한 ‘스터디 G’ 리자 모듈로서 원 리 기능

과 학습 스  리, 학습도구 운 리 메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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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고, ‘스터디G’를 활용한 동학습 결과물을 

장할 수 있는 학습DB, 화상 채 용 화상DB, 동

상 동시 시청을 지원해주는 ‘스터디 G’ 데이터

베이스 모듈로 구성하고 설계했다.

3.2 ‘스터디 G’ 시스템 설계

본 연구의 동학습 시스템인 ‘스터디 G’는 e러

닝 학습 사이트에서 유/무료 컨텐츠 학습자들의  

동학습을 통한 상호작용의 스터디 활동 흐름을 

기존 연구들을 기반으로 [그림 3]과 같이 제시하

다[12, 13, 14].

(1)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구매 한다(동 상강의).

(2)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비 동기식 학습가능).

(3) 의지력 부족으로 포기한다( 동학습 유도).

(4) 함께 공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나에게 맞

는 ‘스터디G’ 학습 방을 검색한다(학습자 

자율 참여 유도 가능).

(5) 참여자 모집 게시 을 통해 학습내용구성과 

운  규정을 살펴본다.

(6) 1개의 스터디 그룹을 선택하고 참여 신청

한다.

(7) 개설자로부터 참여 승인을 받고 스터디 활

동에 참여 한다.

(8) 원과 함께 학습하고 강의 자료와 정보를 

공유한다(동기식 학습가능).

(9) 문제풀이 학습 보조 자료를 만들어 자칠

에서 원과 함께 풀어본다(소집단 학습

토론 운   정기 인 토론 참여 의무화).

(10) 동 상 강의가 끝난 후 월말 평가를 온라

인으로 응시한다(평가실시).

(11) 원들의 스터디 출석률과 자료 게시  포

스  횟수 그리고 월말 평가 수를 환산

한 활동지수가 부여 된다(상호작용 활동지

수 측정가능).

(12) 우수 으로 선정되면 장과 원 모두 

사이버머니를 부여 받고, 강좌 수강 시 할

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상과 혜택을 통

한 동기 부여).

(13) 스터디 그룹 활동을 종료한다.

‘스터디 G ’ Front 사용자

‘스터디 G’ 온라인 학습방 선택/ 개설

‘스터디 G’ 온라인 학습방 계획

N

Y

N

로 긴 회원가입

‘스터디 G’
학습방 운영 강의모드

칠판모드

화상모드
‘스터디 G’

학습평가 실시

‘스터디 G’
평가완료 / 활동지수 산출

우수 팀 선정

‘스터디 G’
우수 팀에게 혜택 부여

‘스터디 G’
온라인 학습방 종료

‘스터디 G’ DB

[그림 3] ‘스터디 G’시스템 흐름도

동학습 시스템인 ‘스터디 G’의 핵심 활동은 

상호작용 학습기능이다. 강의모드, 칠 모드, 화상

모드의 하  메뉴에서 텍스트/오디오/강의 동 상 

등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방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 고, 최첨단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극 화 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한 온라인 학습자 상으로 학습공동체를 

극 활용해서 그룹별 학습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스터디 참여자들의 학습 의지력을 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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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유발을 해 활동지수에 따른 우수 스터디 

에게 혜택과 보상이 부여 될 수 있도록 [그림 3]

과 같이 설계 하 다.

반면에 본 시스템의 한계 으로는 학습자간 

동학습 시스템을 이용하는 학습자들을 자동으로 

그룹핑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이는 학습자 정

보를 고려하지 못하고 학습자들의 편 된 학습자

들끼리 그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

어 스터디 G’ 이용 권한을 구분 지어 물리  그룹

핑을 시도 했다. e러닝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면

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수 을 선택한 동일한 학

습 컨텐츠 심으로 개설 되어진 스터디 그룹일 

때만 가능 하도록 했고, 특히 같은 학습자 수 의 

동 상강의 심의 스터디 그룹은 동일한 강좌를 

구매한 유료 회원들만이 참여가 가능 하도록 규정

지었다. 둘째, ‘ 을 인도할 만한 지도력과 기술을 

갖춘 학습자를 장으로 삼고 로젝트를 진행 할 

수 있도록[5] 그룹 장에게 가입 승인, 거부 권

한, 가입조건을 설정 할 수 있는 가능이 다소 미

흡 했다.

3.3 ‘스터디G’ 시스템 구

e러닝 학습사이트의 메인 메뉴인 ‘스터디G 

론트’에는 ‘스터디G 홈’, ‘스터디G 기실’, ‘스터

디하자!’, ‘스터디G 가이드’의 4개 메인 메뉴로 이

루어져 있다([그림 4] 참조).

‘스터디G 기실’은 재 실시간 속한 학습자

리스트 검색이 가능하며, 학습자 스스로 공부방을 

개설해서 참여자를 모집/홍보도 할 수 있는 공간

이다([그림 5] 참조). ‘스터디하자!’는 학습자에게 

맞는 ‘스터디G’ 공부방을 찾는 공간이며, 모집 홍

보 페이지를 볼 수 있는 메뉴이다([그림 6] 참조). 

‘스터디G 가이드’는 스터디 참여방법, 기능 설명, 

시스템 검 사항이 들어 있다([그림 7] 참조).

Moore and Kearsley(1996)가 제안한 학습자

와 학습자 상호작용 진을 한 략과, 왕경수

(2003)가 제시한 교수 설계 기반으로 3가지 학습

[그림 4] 론트      [그림 5] 기실 

[그림 6] 스터디홍보      [그림 7] 가이드

모드인 강의모드, 칠 모드, 화상모드를 설계, 구

 했다

‘강의모드’는 동 상 강의를 함께 볼 수 있는 곳

으로, 동일한 강의를 수강 인 참여자는 구나 

함께 원하는 부분을 청취할 수 있다([그림 8] 참

조). ‘칠 모드’는 자칠 을 이용해서 직  만든 

자료를 함께 학습할 수 있다([그림 9] 참조).

‘화상모드’는 화상채 을 할 수 있는 용 공간

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강의에 련된 Q&A

를 하거나, 어회화연습을 트 와 함께 해 볼 

[그림 8] 강의모드       [그림 9] 칠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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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화상모드      [그림 11] 학습평가

수 있다([그림 10] 참조).

마지막으로, ‘학습평가’는 실시간 테스트가 가능

하다. 테스트 내용은 국제공인 어 시험은 TOEIC 

문제를 사용 했으며, 학습자 구성원들이 정한 지

정날짜에 테스트가 시작하도록 구 되었다([그림 

11] 참조).

한, 이 시스템의 최  강 이자 장 은 용

로그램인 Plug-in이나 Active-X의 설치 없이 

참여자의 컴퓨터에 Flash Player가 있으면 쉽게 

이용이 가능 하여 기존 시스템 보다 근성과 용

이성에 있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4. 시스템 용

4.1 참여자 그룹구성

본 연구에서는 웹기반 동학습시스템을 활용

한 ‘스터디G’ 학습활동을 2개의 학 254명 49개 

<표 1> 표본의 인구 통계  특성

특성 N
빈도

(n = 254)
구성 

비율(%)
계

성별
남 자 138 54.3

254
여 자 116 45.7

학
A  학 134 52.8

254
B  학 120 47.2

학습자 
수

 벨 91 35.8
254

 벨 163 64.2

에게 용 활용하여 학습자간 상호작용 활동이 

학습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하여 

분석 하 다.

참가자는 4～8명으로 구성된 을 이루어 웹기반 

동학습시스템인 ‘스터디G’를 4주 동안 TOEIC 

동 상 학습을 했다. 설문조사는 스터디그룹 시작 

, 3주 후, 그리고  별 온라인 스터디그룹 활동

을 끝낸 후 총 3차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했다(<표 1> 참조).

4.2 상호작용 활동지수

본 연구에서는 ‘스터디 G’ 학습 활동을 하면서 

생성되는 개인별, 집단(그룹)별 시스템 ‘로그 값’

들의 변수들이 있다.

상호작용 개인활동지수는 온라인 스터디 그룹 

‘강의모드’, ‘칠 모드’, ‘화상모드’ 동학습에 참

여한 1) 출석 수, 2) TOEIC동 상 강좌 개인학습 

진도율, 3) Q&A 학습질문 게시   자유게시  

포스  참여 수인 1)+2)+3)를 합산하여 만든 시스

템 로그 값을 개인활동지수로 지칭하고 개인의 상

호작용성을 측정하는 변수 로 정의하 다.

상호작용 집단( )활동지수는 구성원들의 1) 총 

합산된 개인별 활동지수와 2) 학습보조자료 총 조

회 열람 수 1)+2)를 합산하여 구성원 N수 로 나

어 나온 로그 값을 집단( )활동지수라 칭하고 

집단의 상호작용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정의하 다.

4.3 표본 특성  기술 통계량

본 연구에서는 ‘스터디 G’시스템 사용방법 오리

엔테이션을 온라인 스터디 그룹 활동하기  1회 

실시하 고, 시스템 용은 참여자들의 학별, 

성별, 학습 수 을 고려하여 과 으로 나

고 장 선발  학습방법은 집단( )에서 결정 

하도록 하 다(<표 2> 참조).

Y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라면 구나 ‘스터디 G’

에 근 할 수 있지만, 이번 연구 에는 모집한 참

여자들에게만 근 하도록 했으며, 스터디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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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 별 기술 통계량

변수 N 평균 표 편차

상호작용활동
지수

207 11.1 9.41

동학습 140 4.2 1.35

공동체의식
(2차)

174 4.2 1.32

공동체의식
(3차)

137 4.3 1.16

학습만족도 127 4.3 1.12

활동 비  단계인 회원 인증 차 단계를 모두 

생략 했다. 한, ‘스터디 G’시스템 사용 후 개인별

/집단 별 상호작용 활동지수를 참여자 특성 별로 

비교 분석 하 고, 순차  2차례 나 어 조사한 공

동체의식과 동학습 발생 정도, 학습 만족도 등

의 기술 통계량을 조사 하 다.

4.4 상호작용 활동지수와 학습만족도와의 계

온라인 스터디그룹 ‘스터디G’ 활동에 있어 상호

작용성 고려가 시스템 설계자 는 시스템의 기술

 특성에 치 해 온 것이 아니라 학습 심에 있

는 학습자인 사용자간의 상호작용 활동증진을 

함이었고. 그에 한 략은 Gilbert and Moore 

(1998), 임철일(1999), 왕경수(2003)이 제시한 상

호작용성 설계를 기 로 e러닝 환경 하에서 웹기

반 특성을 고려하여 스터디그룹 활동 지원 시스템

인 ‘스터디G’를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상호작용 설계의 은 주어진 자극에 한 양

인 측면도 고려했지만, 학습자가 보다 질 으로 

만족스러운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스터

디 그룹의 공동체 활동에 의한 학습만족도와 공동

체의식, 동학습 발생 정도에 더 큰 비 을 두었

으며 <표 3>에는 개인수 의 상호작용 활동지수

를 포함한 동학습, 공동체의식, 학습만족도 변

수들을 표본 특성 고려하여 ANOVA 분석을 하

다(<표 3> 참조).

분산분석표에서 학습자 수 별  평균은 13.8, 

은 9.6으로 F = 9.72, p-value =. 002로서 학습 

수 별에 따른 온라인 그룹 스터디 개인별 상호작

<표 3> ANOVA 분석

성별 학 학습자 수

남 녀 학A 학B

활동지수 11.3 10.8 10.7 11.7 13.8 9.6

F-value 0.154 0.397 9.725
**

동학습 4.2 4.2 4.5 3.8 4.2 4.2

F-value 0.025 10.790** 0.007

공동체의식 2 4.3 3.9 4.5 3.7 4.3 4.0

F-value 3.303 16.646
***

2.998

공동체의식 3 4.5 4.1 4.5 4.1 4.4 4.1

F-value 2.969 4.829
*

1.921

학습만족도 4.5 4.0 4.5 4.0 4.3 4.2

F-value 7.393
**

5.341
*

0.234

주) * : p < 0.05, ** : p < 0.01, ***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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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호작용 활동지수와 동학습, 공동체의식, 만족도와의 상 계

동학습
공동체의식

(2차)
공동체의식

(3차)
학습만족도

활동지수
(개인수 )

체(표본) 0.272
**

0.189
*

0.253
**

0.296
**

(자) 0.363
*

0.375
**

0.382
**

0.406
**

(자) 0.195 0.095 0.216 0.226
*

활동지수
(집단수 )

체(표본) 0.385
**

0.344
**

0.376
**

0.329
**

(자) 0.542
**

0.468
**

0.547
**

0.400
**

(자) 0.282
**

0.347
**

0.328
**

0.299
**

주) * : p < 0.05 , ** : p < 0.01 , *** : p < 0.001.

용 활동지수는 성별과 학 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학습자의 수 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학습자의 수 이  일 때 동학습 

시스템을 통한 상호작용 활동인 동학습 출석수, 

개인학습 진도율, Q&A게시 을 통한 게시  참여

수가 학습자가  일 때 보다는 다소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수 이 낮은 경우에 보다 

동학습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학습 발생 정도와 2차, 3차에 순차 으로 측

정된 공동체의식의 ANOVA 분석결과는 성별이나 

학습자 수 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학 간에는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학습이나 공동

체의식의 형성이 모태공동체인 학에 따라 차이

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교식(1998)의 웹기

반 로젝트 학습의 특징에서도 언 했지만 타 문

화권의 이해가 필요하고 언어 /문화 특성뿐만 아

니라 학습자들의 지역  특성과 문화를 잘 이용해

야 함을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학습만족도의 경우 학습자 수 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학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의 공동체에서 형성되어 진 이

기 때문에 학의 학습 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

인 요소, 장과 구성원들의 남․녀 성 비율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활동  사회  요소, 정규

수업이나 과제형식이 아닌 참여가 자유로운 학

의 학습 문화  요소에 의해서 학습만족도에 향

이 있음을 유추 해 볼 수 있는 가설 항목 이끌어 

낼 수 있는 결과 이다. 

본 웹기반 동학습시스템의 요한 목표인 학

습자간의 상호작용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하여, 

개인수 과 집단수 에서 활동지수와 동학습, 공

동체의식(2차, 3차), 그리고 학습자 만족도간의 상

계분석을 학습 수 별로 수행하여 <표 4>에 

정리하 다. 

먼  개인수 에서 활동지수와 다른 변수간의 

계를 살펴보면 체(표본)에서는 상호작용 활동

지수가 모든 변수들 간 유의한 정(positive)의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수 에 따라서는  수 에서 활동지

수와 동학습, 공동체의식(2차, 3차)과의 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만족도와의 계는 

학습자 수 인 과 에 련 없이 모두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상호작용 활동지수를 집단수 에서 

살펴보면, 체(표본)에서는 활동지수와 모든 변수

들 간의 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수 과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습자 수 에 따른 상호작용 활동지수

와 다른 변수들 간의 계는 개인수 과는 좀 다

르게 나타났다. 즉 활동지수와 동학습, 공동체의

식(2차, 3차)간의 계가 학습자 수 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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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표본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웹기반 동학습시스템의 상호작용성

을 나타내는 활동지수가 개인수 과 집단수 에서 

반 으로 동학습, 공동체의식, 그리고 학습만

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한 상호작용 활동지수의 개인수 에 있어서

는 학습자의 수 이 각 변수들 간의 계에 차이

를  수 있다는 것을 밝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e러닝 시스템을 단순히 교육 정

보를 달하는 매체로서가 아닌, 학습 성과  학

습자 만족도 향상을 목 으로 개발된 통합 인 학

습환경으로 확장하여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에 기

반하여 효과 인 상호작용을 통한 웹기반 동학

습의 특징을 살펴보고, 개인별/집단별 상호작용 활

동지수와 학습만족도와의 상 계를 살펴 으로

서 동학습을 통한 상호작용 략을 활용하여 학

습자들 간의 극 인 참여를 장려하고 학습과정

을 시하는 학습자 심의 환경으로 환 되어야 

함을 제시하 다. 

온라인 교육 문업체인 Y사에서 연구 개발 한 

‘스터디G’를 용한 실질  사례를 통해 e러닝 환

경에서 학습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진하

는 주요 요소들을 살펴 으로써, 이러닝 컨텐츠  

시스템을 개발하는 실무자들에게 실 인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되어 진다.

한, 동학습 시스템과 련하여 살펴본 본 연

구의 시사 들은 궁극 으로는 보다 범 한 학

습공동체 는 학습사이트의 설계  운 에 있어 

상호작용을 진하여 학습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능력  양식, 흥미와 같

은 개인차를 고려하여 보다 효과 이고 활발한 

동학습을 지원하기 해서는 학습자 개인 신상 정

보  학습 성향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슷한 수

의 학습자들끼리 학습집단을 구성할 수 있는 스마

트 매칭 도구 개발과 련한 후속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경 정보학과 교육학은 물론

이고 퓨터 신경학, 사회학, 인류학과 같은 련 인

학문들에 기반하여 e러닝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증진 요소들을 살펴보는 간학문  근방식이 계

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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