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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습의 인지  기제와 테크놀로지의 지원*

정 혜 선†

한림 학교

  인지는 더 이상 개인 내 인 과정으로 개념화 할 수 없으며 학습 한 마찬가지이다. 동  상호작용

에 한 정보처리  이해는 아직 부족한 실정인데, 본 논문에서는 학습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리고 동의 과정이 어떠한 정보처리 기제에 의해서 매개되는지 살펴보았다. 동학습의 주요 인지  기제

로 자원 공유, 구성  학습 활동의 진, 지식 공동 구성,  모니터링과 조  지원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기제는 학습자 집단을 둘러싼 동기 , 환경  기제와 상호작용하면서 동학습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한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동의 기회를 더욱 확장하고 있는데, 테크놀로지가 동학습에 제공하는 

기능을 7개의 어포던스를 심으로 살펴보았다. 업에 한 보다 정교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업에 

따르는 비용을 이면서 동이 제공하는 다양한 학습 효과를 리는 것은 물론 업을 지원하는 효과 인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 된다.

주제어 : 동, 력, 업, 집단인지, 인지 기제, 테크놀로지의 지원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NRF-2016R1D1A1B03935697).

†교신 자: 정혜선, 한림 학교, 심리학과, 강원도 춘천시 한림 학길 1 (24252)

  연구 분야: 인지학습, 학습과학, 교육공학

  E-mail: heis@hallym.ac.kr



인지과학, 제30권 제1호

- 2 -

통 으로 지식 습득과 생산의 단 는 개인으로 간주되었고 이는 학습에 한 인지과학, 인

지심리연구에서도 마찬가지 다. 부분의 학습 연구는 개인 단 의 학습 활동과 성과를 측정하

고 설명하는 데 을 맞추어 왔는데, 교육장면에서 동을 강조하고  과제가 실시되는 경우

에도 성과의 측정은 부분 개인 단 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동학습은 학습 성과를 높이는 

요한 교수 학습 략일 뿐만 아니라 업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 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

다(Cohen, 1994; Johnson & Johnson, 2009; Voogt, Erstad, Dede, & Mishra, 2013). 한 최근 들어 IT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회  상호작용과 동의 범 와 유형이 확 되면서 이 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동과 집단 상호작용이 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환경 변

화에도 불구하고 동학습을 포함하여 사회  상호작용의 인지  기제와 결과물에 한 이해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본 논문의 목 은 동학습을 심으로 배후의 정보처리  기제에 해서 

알아보고 이를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지원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해 1 에서는 학습 개

념의 변화를 살펴본다. 동학습에 한 강조는 학습에 한 개념화의 변화 속에서 악될 필요

가 있는데, 학습이론의 변천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동과 상호작용의 역할이 어떻게 다르게 개

념화되었는지 살펴본다. 2 에서는 소집단 학습에서 일어나는 업/ 동의 유형을 살펴본다. 3

에서는 동학습의 인지  기제를 자원공유, 구성  학습활동의 진, 지식 공동 구성, 모니터링

과 조  지원을 심으로 살펴본다. 4 에서는 동학습이 언제 효과 인지, 동학습의 효과를 

매개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5 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동학습과 개인학습상

황 간의 정보처리  차이 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6 에서는 동학습 지원을 한 테크놀로

지의 역할/기능을 소개한다.

학습 개념의 변화: 지식의 장에서 이해와 활용, 공동 구성으로

학습은 환경과의 효과 인 상호작용을 목 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에 한 요약과 장 활동을 

지칭한다. 학습에서 동과 상호작용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상 으로 최근의 일이다. 학습

에 한 본격 인 연구는 행동주의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내 으로 일어나는 정보

처리 활동은 행동의 습득과 변화를 설명하는데 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신 자극과 자극, 자

극과 행동 간의 연합을 강조하 는데, 복잡한 행동을 작은 단 로 쪼개고 각 단 의 행동을 강

화하고 조성하는 것을 통해서 행동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은 인지주의의 두

와 함께 변화한다. 인지주의에서는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기억, 문제 표상, 문제해결 

략과 같은 내 인 정보처리가 요하다고 보았다. 인지이론에서 학습의 문제는 기억의 문제와 

동일시되었는데, 기 기억이론들은 기억의 문제를 정보 달(transmission) 는 복사(copy) 과정으

로 보았다. 학습은 입력 정보를 하게 부호화하여 장하고, 이를 이후 필요한 상황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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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것이라고 간주되었다.

기억에 한 연구가 진 되면서 기억 과정을 단순히 정보와 지식을 장하고 복사하는 활동

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 처리수 이론은 자료에 한 단순한 반복과 시연

이 아닌 정보에 한 의미 있는 처리와 정교화 활동이 기억에 요함 보여주었고, 오기억 연구

는 기억을 구성  속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학습에 한 의 변

화와도 일치하는데,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에 힘입은 구성주의(constructivism) 학습 이론은 지식 

습득을 학습자가 능동 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이 과정은 백지 상태에서 일

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소지하고 있는 사 지식을 배경으로 일어난다. 사  지식은 학습

자가 새로이 습득하는 정보를 이해하고 조직화하는 틀을 제공하며, 학습자가 사 지식과 입력 

정보를 어떻게 통합하는지에 따라 구성된 표상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오개념(misconception)이 형

성되기도 한다(Vosniadou & Brewer, 1992). 구성주의에서는 한 학습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데, 

학습자가 학습 자료에 해서 어떠한 활동을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학습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

문이다. 1980년  이후의 많은 학습 연구들은 효과 인 학습 활동과 략을 찾는데 몰두하 는

데, 요약하기, 질문하기, 지기설명하기(self-explanation), 인출연습 등의 다양한 학습 활동이 읽기, 

수학 등 다양한 역에서 새로운 지식과 차를 습득하고 학습 내용을 기억하는데 효과 임이 

보고되었다(박주용, 배제성, 2011; 박창호, 안서원, 김문수, 이태연, 최 일, 2011; Dunlosky, 

Rawson, Marsh, Nathan, & Willingham, 2013). 이들 략은 모두 학습자에게 입력 자료에 한 부

가 인 처리를 유도한다는 공통 을 지니는데, 학습 자료에 한 극 인 인지  여(cognitive 

engagement)가 학습 성과에 핵심 인 요소로 간주 되고 있다(Chi & Wiley, 2014).

사회  상호작용의 요성에 한 인식은 인지 발달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Piaget의 사회 -갈

등 이론(socio-cognitive theory)은 래와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아동의 내  인지 

구조에 불균형(disequilibrium)을 래하고 균형을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인지 구조의 변화가 일어

난다고 제안하 다(Amigues, 1988; Azmitia, 1988). Vygotsky(1978) 한 사회  상호작용이 인지에 

미치는 향에 주목하 다. Vygotsky가 제안한 근 발달 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은 아동

이 홀로 수행하지는 못하나 부모나 교사 는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이 가능한 수행 역

을 지칭한다. 사회  상호작용이나 도구는 아동에게 잠재되어 있는 발달 역량을 이끌어 내는 역

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사회  상호작용이 인지 발달  학습에 미치

는 향에 한 연구를 발시켰다.

1980년  이후 동학습에 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연구에서 개인학습과 동학습 

상황을 비교하 다. 다수의 연구들이 동학습으로 표되는 사회  상호작용이 인지 발달과 학

습을 진함을 보고하 고, 의 학습  교수 이론은 모두 상호작용, 동, 소집단 활동을 강

조하고 있다(Azmitia, 1988; Cohen, 1994; Kyndt et al., 2013; Springer, Stanne & Donnovan, 1999). 그

러나 학습에서 사회  상호작용의 역할은 이론에 따라 매우 다르게 개념화되고 근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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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통 인 인지이론의 에서 동학습의 효과는 일종의 학습 맥락(learning context) 효과로 

간주된다(Anderson, Reder, & Simon, 1997). 맥락에 따라 물체의 재인이나 기억이 진되거나 방해

받듯이, 소집단 학습이라는 사회  맥락은 유사한 효과를 야기한다고 본다. 이 에서 학습활

동의 은 여 히 뇌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개인 내 인 활동이고, 학습 트 , 소집단 활동

은 개인 내 으로 일어나는 정보처리를 진하거나 방해하는 일종의 외 인 자극(stimulus)의 역

할을 한다. 반면 상황인지(situated cognition), 분산인지(distributed cognition), 활동이론(activity theory) 

등의 사회문화이론에서는 인지가 더 이상 개인 학습자 내의 뇌의 작용에 국한된 상이 아님을 

주장한다(Cobb, 1994; Greeno, 2006). 즉, 개인의 인지는 주변의 맥락과 독립 으로 작동하지 않으

며 집단, , 공동체는 그 자체로 학습의 단 ,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구성원 간 는 구성원과 

도구 간의 상호작용은 그 자체가 학습 과정이 되며. 학습자는 더 이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집단이나 공동체의 작업에 ‘참여(participation)’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Sfard, 1998). 동

학습과 상호작용을 바라보는 의 차이는 여 히 존재하나,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상호작용의 

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개인 간의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 서로 만난 이 없

는 일반인들이 함께 온라인 백과사 을 만든다거나 평범한 시민들이 과학 연구의 발견에 동참

하는 등 이 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상호작용과 업이 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집단과 공동체 차원에서 작동하는 정보처리 기제를 이해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이 경험하

는 학습활동을 이해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공동 작업의 유형

동학습, 력학습, 업, 소집단 학습, 모둠 학습 등 다양한 용어가 학습 장면에서 일어나는 

소집단 활동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동일한 개념이 번역 과정에서 다른 용어로 번역되어 

혼란이 존재하나, 학습과 련하여 일어나는 업(joint work)은 우선 력(cooperation)과 동

(collabo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Dillenbourg, 1999). 력(cooperation)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필요한 

작업을 쪼개어 하는 방식의 집단 학습 활동을 지칭한다. 를 들어, 공동의 보고서 작성이 요구

될 때, 조사업무, 정리, 발표 등의 업무에 한 역할 분담을 실시하고 각자 자신이 담당한 업무

를 수행하고 나 에 그 결과물을 조합하는 형태로 과제를 완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반면 동

(collaboration)은 과제 수행의 과정을 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를 들어, 보고서 작

성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구성원들이 함께 작업하는 것이다. 두 업의 유형이 개념 으로 구분

되나 실제 학습 상황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왕왕 존재한다. 동학습을 하

면서도 자연스러운 업무의 분담과 역할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력학습의 경우에도 과제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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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역할 분담에 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 소집단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공동작업의 유형에 해서 보다 정교

한 구분이 제안되었다. Jeong, Cress, Moskaliuk  Kimmerle (2017)은 집단 구성원들이 목표, 과정, 

결과물을 공유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업(joint work)을 참여(attendance), 조정(coordination), 력

(cooperation), 동(collaboration)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 다. 참여(attendance)의 경우 가장 약한 형태

의 업을 지칭한다. 이 상태에서 학습자는 공동체 는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나, 그 활

동은 개인 인 목표에 의해서 동기화된다. 구성원들 사이에 명목상의 공동 목표가 존재하기도 

하나, 구성원들의 학습 활동은 부분 개인 인 목표 추구 활동이 부분을 이룬다. 결과물이 

집단의 산물로 귀속되기도 하나, 구의 작업인지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집단의 일원으로 활동

하나, 구성원 간에 공통의 목표 추구 활동이 없는 경우 이러한 업이 종종 일어난다. 조정

(coordination)은 조  더 강한 형태의 업으로 구성원들은 여 히 부분 개인으로 활동하나, 이

제 이들의 목표, 학습과정,  결과물은 다른 구성원들의 그것과 의존 인 계를 맺게 된다. 

를 들어, 실험과제를 수행하기 한 기기를 공유하거나,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을 통일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구성원들의 목표 추구 활동은 더 이상 독립 일 수 없다. 학습 목표와 

과정을 공유하지는 않으나 각자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은 다른 구성원들과 활동에 필요한 자원, 

기  등을 성공 으로 조정하는지에 의존하게 된다. 력(cooperation) 단계에 이르면 구성원들은 

공유된 목표를 추구하고 결과물을 공유하게 되는데, 를 들어  보고서를 함께 작성하고 공동

으로 평가받는 경우이다. 이 듯 개인과 집단이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에도 구성원들의 

목표 추구 활동은 서로 독립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를 들어 공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

우 각 구성원이 하는 역할을 분업화해서 수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업은 이처럼 구성원이 목

표와 결과물을 공유하나 목표 추구활동을 공유하지 않는 형태의 공동 작업을 지칭한다. 마지막

으로 동(collaboration)은 구성원들이 목표, 과정, 결과물의 세 차원이 모두 공유하는 형태의 공

동 작업을 지칭한다. 앞에서 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제에서 구성원들이 공동의 보고서 작성

이라는 목표  그 결과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보고서 작성과정도 함께 할 수 있는데, 를 들

어 서론과 방법을 서로 나 어 작업해서 나 에 하나의 보고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론부터 

시작해서 보고서 체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  역할 분담이 일어나기도 

하나( 를 들면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작성하면서 한 사람은 키보드로 문장을 입력하고 다

른 사람은 입력의 오류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두 사람은 모두 보고서 작성에 요구되는 처리에 

공동으로 여하게 되고, 최종 결과물에서 개별 구성원의 기여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더 이

상 가능하지 않게 된다.

참여, 조정, 력,  동은 서로 배타 이기 보다는 공동 작업에 한 진 인 개입의 증가

로 이해될 수 있다. 모든 형태의 공동 작업에는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며, 동과 력의 과정은 

조정을 포함한다. 언제, 어떠한 유형의 상호작용과 업이 일어나는지 한 바람직한지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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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 측면에서는, 학습자가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가진 지 나 활동 기간이 길수록, 집단의 목표에 한 동일시가 더 클수록 단순한 참여보다는 

력이나 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과제( , 독립 인 하  과제로 나

기가 용이한지)나 활동의 성격( , 키보드 입력을 두 사람이 동시에 하는 것은 물리 으로 가

능하지 않다), 집단의 문화( , 공동체 활동에 한 극 인 참여가 요구되는지 느슨한 방 자

를 허용하는지) 등이 향을  것으로 기 된다(Jeong et al., 2017).

통 인 동학습의 개념과 이론은 면 상황에서 언어  상호작용을 매개로 일어나는 동

학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기술의 발달은 시공간 으로 분리된 학습자들을 연결하여 

이들이 서로를 통해 배우고 힘을 합쳐서 학습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학습이 일어나는 시

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통 인 학습 공간인 교실과 학교의 경계를 넘어서 나이, 직

업, 배경을 불문하고 공통의 심의 주제를 심으로 다양한 학습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온라

인상에서의 상호작용과 업이 일상이 되어가는 것은 물론 그 규모 한 증가하고 있는데, 온라

인 공동체 단 로 일어나는 공동 작업은 소집단 면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동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Cress, Mosaliuk, & Jeong, 2016). 온라인 공동체의 학습 활동과 기제 

련해서는 연구가 시작되는 단계이나, 이와 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업  공동 작업의 한 

형태는 스티그머지(stigmergy)라고 불리는 간  업이다. 공동체의 하  집단인 소규모 집단 

내에서는 직  상호작용이 가능하지만, 공동체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직  상호작용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업은 화 같은 직  상호작용에 의해서 매개되기 어

렵고 간 인 형태를 띠게 된다. 간 인 업은 인공물(artefacts)을 매개로 종종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간 인 업은 인간뿐만 아니라 개미와 같은 사회  곤충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활

용되어 온 방법이다. 개미들의 경우 인간처럼 언어 으로 의사소통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공동으로 개미굴을 만드는 것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개미들은 개미굴을 매개로 상호작용

하는데, 한 개미가 수행한 굴 짓기 작업은 다른 개미의 굴 짓기에 한 입력자극이 된다. 그 결

과 개별 개미들은 일견 매우 단순한 작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체로는 상당히 조직

화된 작업이 수행되게 된다. 스티그머지는 이 게 서로 독립된, 분산된, 임시의(ad hoc) 개별  

기여들이 한 력  과업의 창발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칭한다(Elliott, 2016).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 에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형태의 업이 온라인과 오 라인을 넘나들며 일어나

고 있다. 인터넷 기반의 기술에 의해 키백과, 오 소스 소 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인

터넷 기반 업은 이러한 간  업에 종종 의존한다.

다양한 방식의 소집단 학습과 업이 존재하나, 동학습은 그 에서도 가장 극 인 상호

작용을 요구하는 업 유형이다. 동학습에서 학습자들은 단순히 같은 소집단으로 묶이는 것에 

더 나아가서 공동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목표 추구활동과 그 결과물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모

든 소집단 활동과 동학습 과정에서 이러한 공유가 일어나지는 않으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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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함께 학습한다는 것은 혼자서 학습할 때와 다른 정보처리 환경을 의미하게 된다.

동학습이 왜 효과 인가?

Johnson과 Johnson (2009)에 따르면 동학습, 력학습을 사회심리와 교육심리의 가장 큰 성공

사례 의 하나이다. 교수법에 한 본격 인 연구가 시작된 지난 60년 동안 수많은 교수 방법

들이 제안되었으나 부분 교실 장에서 성공 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운명을 겪었다. 

반면 동학습은 연구에서의 효과성 입증에 머무르지 않고 교실 장면에서 범 하게 도입되고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데,  세계 으로 교육과 훈련의 장에서 범 하게 활용되는 것은 물

론 문제 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 디자인 기반 학습(Design-based learning; DBL) 같은 

신 인 교수 기법의 기 가 되었다. 이러한 성공은 일차 으로 동학습의 효과성에 기인하는

데, 동학습이 항상 성공 인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연구들에서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소집단 

학습 활동이 개인 학습 활동보다 더 효과 임을 보고하고 있다(Azmitia, 1988; Chi & Wiley, 2014; 

Rogoff, 1998).

동 학습의 효과는 어떠한 요인들에 기인하는가? 왜 동료와 함께 학습하는 것이 혼자 학습

하는 것보다 더 나은 학습 효과를 낳는가? 어떠한 정보처리 기제가 이러한 효과를 가능하게 하

는가? 동학습 연구 기에 연구자들은 동학습의 효과성이 사회/정서 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추정하 으나, 연구가 진행되면서 상호작용이 부과하는 정보처리  이 에 주목하게 되었다. 개

인 학습 상황과 비교할 때 동학습은 여러 정보처리  이 을 제공하는데, 정보자원의 증가, 

구성  학습활동의 진, 공동구성, 모니터링과 조 의 도움을 들 수 있다. 아래에서 이들 네 기

제와 함께 이들 정보처리 기제의 방향성과 강도에 향을 주는 동기 인 요인을 살펴본다.     

정보 자원의 증가

동학습은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 학습의 

트 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원천이 되는데, 서로 다른 학습 배경과 경험을 가진 학습자들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풀고 학습하는 가운데 이제까지 몰랐던 새로운 정보와 지식은 물론 문제를 

바라보는 안 인 에 노출되게 된다. 명시 인 정보 공유가 일어나지 않아도, 동료와 함께 

학습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자신 보다 더 잘 하는 학습자의 문제 풀

이나 학습 활동을 찰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 풀이 방식, 동 략 등 다양한 지식  행동을 

습득할 수 있다(Rummel & Spada, 2005). 동료가 정답을 말하지 않거나 이상 인 수행을 하지 않

는 경우에도 동료와 함께 학습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료를 찰함으로써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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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어떠한 실수를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Okita, 2014). 이는 

학습자의 역량과 무 하게 동학습이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 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의미

한다.

구성 학습 활동의 진

질문하기, 자기설명하기(self-explanation), 인출연습하기(retrieval practice) 등의 구성 인 학습 활동

은 학습 성과를 높인다(Chi, de Leeuw, Chiu, & LaVancher, 1994; Karpicke & Blunt, 2011). 평균 인 

학습자는 명시 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이러한 활동을 극 으로 수행하지 않는데, 동학습 

상황은 학습자들이 이러한 활동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진한다. 를 들어 동학

습 상황에서 트 와 상호작용하면서 설명과 질문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들 활동은 학습과제와 

내용을 보다 더 극 으로 깊이 처리하도록 하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 서로의 , 논리에 

해서 생각하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고의 내용이나 방식이 가진 문제 을 인식하는 기

회가 되는데, 이러한 인식은 내 인 불균형(disequilibrium)을 래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정교한 개념과 도식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Berkowitz & Gibbs, 1983). Webb(1989)은 동의 과정

에서동료와 정교한 설명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한 자신에게 부족한 지식과 이해의 

모순을 탐색할 수 있게 된다(Webb, 1989). Chi와 Wiley (2014)는 학습하는 동안 학습자가 학습 과

제에 해서 보이는 인지  개입(cognitive engagement)을 수동 (passive), 극 (active), 구성

(constructive),  상호작용 (interactive)의 개입의 4 수 으로 구분하 다. 네 유형의 개입이 모두 

학습 효과를 만들어 내나, 상호작용(interactive)이 가장 큰 인지 인 개입(cognitive engagement)을 유

도한다고 제안하 다. 트 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습자는 학습 내용을 보다 극 으로 처

리하고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동학습을 효과 으로 만드는 강력한 기제 의 하나가 된다.

공동 구성

동학습이 일어나는 동안 집단은 공동으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학습 활동을 한다. 이 때 집단의 화 방식은 공동 구성의 과정과 결과물에 향을  수 있다. 

상호  화(transactive dialogue)는 트 의 발언을 기반으로 그 발언 내용을 확장하거나, 정교화

하는 등의 화 유형을 지칭하는데, 상 에 한 이해를 진하고 공유 지식의 형성을 진한다

(Kruger & Tomasello, 1986). van Aalst(2009)는 집단 담화의 유형을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 지식

구성(knowledge construction),  지식 창조(knowledge creation)의 세 담화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식공유담화는 집단 내 상호작용과 화의 이 정보를 공유하는데 있는 경우이고, 지식구성

담화는 지식의 구성과 이해에 을 둔 경우, 마지막으로 지식창조담화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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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식이 만들이 지는 경우로 가장 생산 인 형태의 화패턴으로 간주된다.

동학습 동안에 학습자 개인의 지식 구조와 표상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트

와 공유하는 지식 표상도 변화하게 된다. 동학습  집단 상호작용의 결과 다양한 집단 수

의 정보처리 결과물이 발생하는데, 공통기반(common ground), 상호주 성(intersubjectivity), 공통 

지식(common knowledge), 지식 수렴(knowledge convergence), 집단인지(group cognition) 등 다양한 개

념이 제안되었다(Clark, 1996; Jeong & Chi, 2007; Roschelle, 1995; Stahl, 2006). 그러나 동료와 공동

의 지식과 이해를 구성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은데, 동료들의 과 생각을 이해하고 서로 이

견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합의 을 찾아야 하는데,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조차 어

려울 수 있다. 실제 동학습 상황에서 일어나는 공동 지식, 지식 수렴의 양은 그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식 형성과 수렴이 단시간에 일어나는 작업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작업이며, 상호작용의 방식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Jeong & 

Chi, 2007). 학습의 에서 동 학습 결과 모든 지식 구성원이 동일한 지식을 갖는 것은 요

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 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노력이 학습에 

더 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이 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해가 출 하는 것으

로 보인다(Dillenbourg, Järvelä, & Fischer, 2009; Schwartz, 1995). 집단인지(group cognition), 집단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 등의 개념이 이 듯 공동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과정을 지칭하고 있으

나 아직까지 그 정보처리 과정은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기에, 이에 한 본격 인 인지과학  연

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모니터링과 조

모니터링(monitoring)과 조 (regulation)은 인지 활동의 일부이다. 자신의 인지 인 활동을 모

니터링하고, 학습 활동을 조 (regulation)하는 것은 요한 학습 활동이다. 를 들어 교과서를 

읽다가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탐지하고 그 부분을 다시 읽거나 보충 자

료를 찾아보는 등의 학습 활동은 성공 인 학습을 해서 요하다. 정확한 모니터링은 아동은 

물론 성인에게도 어려운 작업인데, 문제 풀이에서 실수를 하고 스스로 탐지하지 못하거나 이해

의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정혜선, 2008). 학습 

활동에 한 정확한 모니터링  한 조  행동은 인지  처리 자원과 노력을 요하는 활동

인데, 학습 활동에 더해서 학습 활동이 하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악하고 필요한 경우 개

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는 모니터링과 조 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

는데, 서로의 학습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발견하고 수정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일반 으로 자신의 문제를 탐지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거나 꺼려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이 범한 실수와 문제 은 더 잘 탐지하는데(Okita, 2014), 따라서 동학습 동안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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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움을 받아서 혼자서 학습하는 경우에는 잘 탐지하지 못하는 오류를 탐지하고 수정하는 것

이 가능해진다. 

동기, 정서 인 지원

통 으로 사회, 동기, 인지, 정서 인 요인들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왔으나, 이들

을 통합 으로 보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Dillenbourg et al., 2009). 동기와 정서는 인지 인 노

력이 진행되는 강도와 방향에 향을 다. 사회  진(social facilitation)  사회  태만(social 

loafing) 상은 사회  상황이 개인의 수행에 정  는 부 인 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

다. 사회  진은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 으로 과제가 쉬운 경우 사회  

진이 일어나는 한편 난이도가 증가할수록 사라진다고 알려져 있다. 반 로 사회  상황이 수행

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데, 사회  태만 상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작업할 때 책임감의 분산이 일

어나 개인이 과제에 한 노력을 게 기울이는 것을 지칭한다. 사회  상황에 놓인 그 자체가 

수행을 방해하기도 하는데, 평가 근심과 실수에 한 두려움은 학습자의 긴장감을 높이고 학습

에 집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김은주, 2003).

사회심리에서는 오랫동안 사회  변인들의 효과를 연구해왔고, 그 결과 사회  상황의 성격, 

상호작용의 유무( 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는지 아니면 집단 속에서 수행을 같이 

하는지), 과제의 난이도, 한 학습자 개인이 과제상황에 해서 가진 기  등이 향을 미친다

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사회 심리 연구 결과를 학습 상황에 용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조심스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형 인 사회심리 연구에서 사용되는 상황과 동학습 상황은 

모두 집단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어나는 정보처리는 매우 다를 수 있고, 변인들의 작동 기제 

한 매우 다를 수 있다. 부분의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가 목표로 삼는 지식이나 문제해결은 사

회심리 연구에서 사용된 인스토 , 다리기 같은 과제와는 비교할 수 없게 복잡한 과제들로, 

단순한 사회  진을 기 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한 학습 상황에서는 통 으로 개인에 

한 평가가 강조되었기 때문에 집단 작업을 한다고 반드시 사회  태만이 일어난다고 보기도 어

렵다. 한 학습 동료들 간의 계가 학습자들이 사회  진을 경험할지, 책임감의 분산을 경험

할 지에 향을  수 있다. 친분 계가 있는 동료와 일하는지 는 잘 모르는 동료와 일해야 

하는지에 따라 경쟁하려는 동기가 발동하거나 반 로 도와주려는 동기가 작동할 수도 있다. 형

인 동 학습 상황에서 이들 복잡한 요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해서는 아직 본격 으로 

연구가 되지 않았으며, 동기 , 정서  요인들이 동학습 과정에 어떻게 향을 미치고 인지  

학습 기제와 상호작용하는지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Dillenbourg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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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습의 상황 요인

앞 에서 살펴 본 여러 정보처리  동기 기제들은 동 학습을 효과 으로 만드는데 기여

한다. 이들 기제들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보완 으로 작동할 때 동학습은 효과 이다. 이들 

기제들의 작동은 동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  학습이 일어나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학습이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 효과 인지에 한 이해가 필요한데, 일련의 메타분석들이 

동 학습의 효과를 매개하는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았다(Kyndt, Raes, Lismont, Timmers, Cascallar, 

& Dochy, 2013; Lou et al, 1996; Qin, Johnson, & Johnson, 1995; Rohrbeck, Ginsburg-Block, Fantuzzo, & 

Miller, 2003; Slavin, 1983; Springer, Stanne, & Donovan, 1999).

첫째, 동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 특성을 들 수 있다. 다양한 학습자 특성이 존재하나, 그  

연령의 효과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등학교부터 학생(18세 이후)까지의 다양한 연령집단에

서 동 학습의 효과가 비교되었는데, 연령에 따른 차이가 일 되게 보고되지는 않으나(Qin et 

al., 1995), 반 으로 등학교 시기에 동학습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Kyndt et al., 2013; Lou et al., 1996). 왜 등학교에서 동학습의 효과가 가장 큰지는 아직 분

명하지 않으나, 동학습 련한 일련의 능력이 등학교 시기에 성숙되면서 이 시기의 아동들

이 이들 능력을 극 으로 연습하고 활용하면서 이 시기에 동학습의 효과가 극 화 되는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령 변화와 함께 일어나는 인지  능력의 성숙은 사회  상호작용의 과

정과 결과에 향을  수 있다(Azmitia, 1988). 를 들어 어린 시기에 아동이 보이는 자아 심

성(egocentrism)은 아동의 상호작용 능력에 제약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과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통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 제 로 이

루어 질 수 없게 된다. 6세 후로 조망(perspective taking) 능력이 발달하면서 아동은 타인이 자

신과는 다른 내  세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공평함이나 상호성(reciprocity)

에 한 이해가 가능해 진다. 이는 상호  화(transactive dialogue)  공동 이해(joint understanding)

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Azmitia, 1988). 이 시기는 한 행동 조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

로, 자신의 정서를 조 하거나 다른 사람과 주의를 같은 곳에 기울이는 행동 등이 발달하게 된

다.

둘째, 학습 역(domain)에 따라서 동 학습의 효과성이 향 받는다. 많은 연구에서 교과목

에 따른 동학습 효과 크기의 차이를 일 되게 보고하고 있는데, 일반 으로 어학이나 사회과

학 역보다는 비언어 인 역, 즉, 과학이나 수학의 역에서 동학습의 효과가 더 크게 나

타나는 것으로 보인다(Lou et al., 1996; Qin et al., 1995; Kyndt et al., 2013). 일반 으로 자연과학

이나 수학의 경우 계량화가 분명하고 수학 으로 별할 수 있는 반면, 어학이나 사회과학 역

의 경우 추상 이거나 계량화가 어렵고 구성원들 간의 합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 경

우 견해의 차이는 객 인 기 에 의해서 가름되기 보다는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차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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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합의 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조정된다.  이러한 역의 특성이 토론과 화를 

매개로 하는 동학습이라는 학습 방법  상황과 잘 부합하기 때문에 이들 역에서 동학습

의 효과가 더 크게 찰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 효과는 지식 역의 효과이기 보다는 과제 

유형의 효과일 수 있다. 어학이나 인문학, 사회과학 역에서도 기본 인 사실 습득이 일어나며, 

수학이나 과학의 역에서도 상과 결과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토론

을 거쳐서 보다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내고 이론을 검증하기 때문이다. 같은 역 내에서도 실제 

요구되는 학습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고, 어느 한 역의 학습 과제가 모두 합의에 의존한다거

나, 객 인 기 이 존재한다고 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습 역 보다는 학습 과제

의 성격이 더 큰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이에 한 체계 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

다.

세 번째로 동학습 상황의 보상 구조를 들 수 있다. 동학습은 개인들이 모여 하나의 으

로 학습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때 학습자 개인의 학습 목표와 집단/ 의 학습 목표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는 많은 경우 학습에 한 보상이 무엇에 해서 이루어지는가에 

의존하게 된다. Slavin (1983)은 동학습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학습의 구조와 보상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 다: (1) 집단으로 학습하고 보상이 주어지나 평가는 개인 단 로 이루어지

는 경우( , 집단 구성원 수의 합), (2) 집단으로 학습하고 보상이 주어지나, 평가는 집단의 성

과에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 집단 보고서가 평가 상), (3) 집단으로 학습하나 개인 단 로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 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첫 번째의 경우 즉, 집단 수행에 한 보상이 

이루어지나 결과에 한 개인 인 책임(accountability)이 분명한 경우 학습 효과가 가장 우수함을 

보고되었다. Johnson과 Johnson(2009) 한 사회  상호의존 이론(social interdependence theory)에

서 집단 구성원의 목표, 가용 자원, 결과가 정 인 방향으로 의존하는 정 인 상호의존성

(positive interdependence)을 강조하 다. 개인 인 목표추구가 다른 구성원  집단 체의 목표추

구를 방해하지 않는 경우 업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반면 구성원의 학습 목표가 상호의존

이지 않은 경우, 구성원 간 동에 한 동기가 감소하게 됨은 물론 서로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정  상호의존성을 만들어 내기 해서 집단의 수행만 보상하고 개인의 수행에 한 보

상은 무시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무임승차, 사회  태만 같은 상이 발생할 수 있다. 

집단의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개인 인 책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 이나, 둘 간의 

한 균형을 찾는 것은 연구 과제로 남아있다.

동학습의 정보처리 요구

혼자서 학습할 때와 동료와 같이 학습할 때, 정보처리 측면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혼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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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할 때와 달리 동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면서 학습해야 한다. 

동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사회  맥락으로서 동료의 특징을 처리한다는 이상의 정보처

리 요구를 발생시킨다. 이런 에서 동학습 상황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혼자서 학습하는 상황

과 구분된다.

첫째, 동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는 학습 내용을 처리해서 습득하는 것과 더불어 동료와 상호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학습에 쏟을 수 있는 학습자의 정보처리 자원의 분산을 의미한

다. 혼자서 학습하는 경우 학습자의 주의와 정보자원은 온 히 자신의 학습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동 학습 상황에서 그 자원의 일부는 동료의 발언을 처리하고 그에 하게 반응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떠한 학습 활동을 할지 한 동료와 논의하고 조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동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요구를 증가시키고 처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Kirschner, Pass, & Kirschner, 2009). 이러한 처리 자원의 분산은 인스

토  과제에서 보고되는 창출차단(production blocking)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창출차단은 인

스토  과제에서 동료가 그의 아이디어를 말하는 동안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말하거나 진 시킬 수 없는 것을 지칭한다(Diehl & Stroebe, 1987). 학습 상황에서도 이와 유사한 

처리 차원의 분산과 부담이 일어나서, 개인 학습자의 경우 동료와 동하느라 자신의 학습을 제

로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분산으로 인한 불편함이

나 잠재 인 손해는 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함께 평가될 필요가 있다. 동료와

의 상호작용에 정보처리 자원을 할당해야 하나 그 결과 얻어지는 이 이 존재하고( 를 들어 앞 

에서 살펴본 동료의 정보자원에 한 근), 동학습의 효과에 한 많은 선행 연구는 평균

으로 정보 처리  이 이 더 큼을 시사한다.

둘째, 동이나 력활동에서는 공통된 목표추구 활동이 존재한다. 이는 목표에 한 인식의 

공유  상호주 성을 증진하는 활동이 일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언어심리 연구에 따르면 화

를 통해서 공유지식과 상호주 성을 증 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화의 참여자들은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을 공유하고, 이들의 기여(contribution)는 

다른 참여자들에 의해서 수용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그라운딩(grounding)이라고 칭하는데, 그라

운딩이 일어나게 되면 그 내용은 화의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Clark & 

Brennan, 1991; Schober & Clark, 1989). 즉, 공유지식이 되려면 동료들에게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는 불충분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수용, 그라운딩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 청자가 화자의 발언을 듣지 못하거나 의도 으로 무시할 수도 있고, 주

의를 기울인 경우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라운딩이 공동의 목표추구 활동에 요하

기 때문에, 집단의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기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수용되었는지, 그러운딩 되

었는지에 한 증거를 찾는 노력을 화과정에서 기울이는데, 컨  청자가 수용의 표 을 하

는지( , “그래” 등의 답변, 고개의 끄덕임)는 화자의 발언을 제 로 처리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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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이 극 으로 검되기도 하는데, 를 들어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 

있니?” “이해했어?” 등을 물어보기도 하고, 청자 한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는 질문을 할 수 있

다( , 방  이야기한 것이 이런 이야기야?). 앞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게 화를 이

어나가는 것 한 그라운딩의 증거로 간주된다. 반면 청자가 화자의 질문에 엉뚱하게 답하거나 

반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화자의 발언이 하게 그라운딩 되지 못했음을 

신호한다. 그라운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한 수선(repair)가 일어나는데, 발언을 

다시 반복하거나 부연 설명 하는 등의 활동이 일어난다. 

그라운딩이 일어나면, 기여(contribution)는 화의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공통 기반(common 

ground)의 일부가 되고 그 결과 화 참여자 간의 상호주 성(intersubjectivity)이 증 되나, 상호주

성의 증가가 반드시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 의 발언이나 입장을 이해

해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상호주 성은 동의(agreement)와는 구분되어야 한

다(Matusov, 1996). 그라운딩을 해서는 화와 상호작용의 참여자 모두 극 으로 상 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인지

 자원을 요하는 과정이어서 화의 참여자들은 종종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 과정을 진행하는 

인지 인 구두쇠(cognitive miser)처럼 행동한다. 그 결과 극 으로 그라운딩이 일어났는지 확인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를 들어, 청자가 이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 는 경우 화자는 자

신의 발언을 상 가 수용했다고 생각하고 계속 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청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네” 반응을 하는 경우 반드시 이해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해에 들

어가는 인지 인 노력을 기울이고 싶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주의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는 

사회 인 분 기, 문화 인 이유로 극 인 그라운딩의 노력을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

라운딩이 극 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 화를 한 이후에서 구성원들의 서로에 한 이해도는 

크게 변함이 없을 수 있다.

집단 구성원이 단순히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목표 추구 활동이 존재할 때 그라운

딩  공통 기반에 한 요구가 증가한다. 동학습 상황에서 개별 학습자가 독립된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힘을 합해서 공동의 학습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경우, 서로의 입

장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통된 목표 하에서 서로 다른 일을 담당하는 분

업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를 통합하여 공동의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

에 한 이해를 공유하지 않으면 개별 구성원의 산물이 아무리 훌륭해도 공동의 결과물의 완성

도는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제의 요구는 구성원들로 하여  보다 극 으로 그라운딩을 수

행하고 공통기반을 만들어가도록 하는데, 이 과정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과정이나 동시에 새

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서로의 생각과 을 이해하고 차이를 조율하는 과

정에서 상호주 성과 공유지식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따로 작업할 때는 만들어 낼 수 없는 지

식이 출 하게 된다.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표면 으로 보이지 않는 배후의 기제에 주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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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그 결과 추상 인 표상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Schwartz, 1995; Shirouzu et al., 

2002).

셋째, 동 학습 상황에서는 학습활동에 한 모니터링과 조  부담이 증가한다. 혼자 학습하

는 경우 자신의 학습 활동만 모니터링하고 조 하면 되나, 동학습 동안에는 자신의 학습 활동

뿐만 아니라 동료의 학습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조 해야 한다. 를 들어 동료가 학습 과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류를 범하는 경우 이를 탐지하고 도와주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동의 과

제 수행에 조정이 필요한지를 가늠하고 필요한 경우 역할 분담을 하거나 과제 수행 방식을 

변화시켜야 할 수 있다. 동 학습 동안에 일어나는 모니터링과 조 행동에 하여 Järvelä와 

Hadwin(2013)은 다음의 세 유형의 조  행동을 구분하 다: 자기 조 (self-regulation), 상호조 (co- 

regulation), 공동조 (shared-regulation). 자기조 은 자신의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련된 조  

행동을 칭한다( , 스스로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이를 수정하는 것). 상호조 은 공동

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동료가 학습 행동을 조 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지칭한다( , 동료가 이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와주기). 마지막으로 공동조 은 공동의 

과제 달성을 해서 필요한 조 행동이다( , 결과물 작성에 고려해야 할 요소 변경). 자기 조

이나 상호 조 이 기본 으로 개인 학습자의 행동을 조 하는 것이라면, 공동 조 은 집단으로

서의 행동과 목표 달성을 조 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  는 학습자 체의 수행 정도에 

한 모니티링 결과가 공유되어야 하고 그에 기반하여 조 행동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 역

할을 바꾸거나, 우선순 , 행동의 순서를 조 하는 등).

이 세 유형의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행동 조 은 모두 자원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처리이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활동을 자신의 학습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조 하는 것을 종 어려워하

는데, 스스로의 이해 수 에 한 부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한편, 비효과 인 학습 략을 계속 

사용하는 것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문제는 동학습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개별 학습자의 문제에 천착하여 집단 체의 과제 

진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모니터링의 결과를 활

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스스로의 행동을 조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다른 개별 구성원은 

물론 집단 체의 행동을 조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과정이다. 자신은 공부를 하고자 하나 

트 는 놀자고 한다거나, 자신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경우

도 존재한다. 트 의 존재는 모니터링과 행동 조 에 있어 이 듯 추가 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부담을 덜어주는 존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학습자 스스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생각의 오류에 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고 행동 조 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수도 있다. 집단의 

과제 수행과 련된 모니터링과 조 의 역할을 분담할 수도 있는데, 동의 과정에서 자연스  

출 하는 이러한 역할분담은 서로의 모니터링 부담을 덜어주어 학습 내용에 더 집 할 수 있도

록 하고 그 결과 집단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Shirouzu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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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2). 동학습을 포함한 집단 과제 상황에서는 이 세 유형의 모니터링과 조 행동이 력

으로 작용하는 것이 요한데, 이 기제들에 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고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상에서 동학습을 개인학습과 구분 짓는 주요 정보처리 기제들에 해서 살펴보았다. 이들 

기제는 동학습을 효과 으로 만드는 기제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업을 어렵게 만드

는 요인으로도 작동할 수도 있다. 이들 기제의 작동은 양면 일 수 있는데, 창출차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처리 부담은 손실일 수 있나 동시에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통해 새로

운 정보를 습득하고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학습의 기제가 개별 

구성원에게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데, 구성원에 따라 그라운딩에 기울이는 노력의 정도가 달라

질 수 있고 나타나거나 집단의 목표 추구 활동에 여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각 요소들의 

진요인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지는 학습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동학습 상황을 설계할 때는 이러한 기제들의 작동이 미치는 향이 정교하게 검토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 기제에 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고 추가 인 연구가 동학습

을 비롯한 집단 수행이 보다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테크놀로지의 지원

정보처리 시스템, 인공 지능에 한 심은 인지과학의 오랜 심사 의 하나이고, 컴퓨터로 

표되는 정보 테크놀로지(information technology)는 인간의 정보처리와 불가분의 계를 가지고 

있다. 학습 장면에서 컴퓨터는 인간 학습자가 수행하는 다양한 정보처리 작업을 보조하는 인지

 도구(cognitive tool)로 간주된다(Lajoie, 2000; Stahl, Koschmann, & Suthers, 2006). 컴퓨터는 학습자

가 정보를 조직화하고 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과 상호작용 한 도와  수 있다. 컴퓨터를 

필두로 하는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은 동학습과 련하여 구체 으로 어떠한 지원을 제공하는

가? 어떠한 방식으로 면 동학습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덜어 과 동시에 새로운 상호작용

과 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동학습과 련하여 테크놀로지가 제공하는 어포던스

(affordance)에는 다음 7개 유형이 존재한다(Jeong & Hmelo-Silver, 2016).  

업 과제(Establishing a joint task)

컴퓨터는 동학습을 한 과제를 제공하는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 동학습 동안 종종 컴퓨

터가 상호작용의 상이 되는데, 를 들어 학습자들이 소집단으로 동 상을 같이 보면서 찰

한 바를 논의하거나, 컴퓨터 게임이나 시뮬 이션을 짝을 지어 조작하고 탐색하거나 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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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래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용은 컴퓨터를 심으로 한 동(collaboration 

around computers)이라 불리는데, 이 경우 컴퓨터는 학습자들이 업 과정에서서 수행해야 하는 

학습 활동을 단순화 는 풍부하게 만드는 일을 수행한다. 를 들어 시뮬 이션은 기상 작용과 

같은 찰이 어렵고 복잡한 상을 단순화시킴과 동시에 가시화시킨다. 학습자들은 시뮬 이션

을 함께 조작하고 그 결과를 찰함으로서 변인들 간의 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상이나 문제를 탐색하는 활동이 험을 수반하는 경우 시뮬 이션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아직 배움의 단계에 있는 학습자가 험 부담 없이 변인과 상황을 조작할 수 있

도록 도와 다. 시뮬 이션을 조작하고 탐색하는 활동은 개인 학습자 혼자서도 종종 할 수 있는 

작업이나,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수행되면서 문제와 상을 다각 으로 검토하고 혼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계를 탐지하고 상에 한 설명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해 진다. 시뮬 이션

뿐만 아니라 게임, 가상 실 등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이 학습자들에게 공동의 학습 과제와 환경

을 제공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과학 학습의 역에서, 특히 동학습이 면 상

황에서 일어날 때 빈번하다(Jeong & Hmelo-Silver, 2016).

의사소통(Communication)

동학습을 해서는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필수 이다. 통 으로 동학습은 면 상호작

용, 화가 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이메일, 화상통화, 온라인 게시 , 챗 같은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면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해주었고, 그 결과 물리

으로 멀리 떨어진 학습자들 간의 동이 진되었다. 학습자들이 동시 , 비동시 으로 연결되

면서, 굳이 물리 으로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 않아도 동과 상호작용이 제공하는 이 이 리

는 것이 가능해졌다. 학습자들 간의 빠른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되면서, 학습자들은 

손쉽게 내가 가진 생각을 공유하고 동료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구성원들의 간에 존

재하는 다양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을 손쉽게 만들었다. 이 에는 얼굴을 

보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생각과 경험에 노출

되는 것이 증가하 고, 모르는 사람들과 온라인 공간에서 상호작용하고 업을 하는 것 한 증

가하고 있다.

테크놀로지는 공간 , 시간 으로 분리된 학습자들을 연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을 맞

고 동하는 학습자들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소집단이 얼굴을 맞

고 함께 일을 하는 경우에도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많은 

양의 정보가 달되면서 정보 달이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집단의 크기가 큰 경우 구성원 

모두와 효율 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면 상호작용의 부

족함을 보충하고 동시에 하나 이상의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도 기술 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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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는 기존의 화 상황에서 존재하던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

으나 동시에 정보처리의 과부하를 래할 수 있다. 인간의 처리 자원은 제한 이고, 단순하게 

많은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상호작용의 기회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한 양 인 

증가가 찰되는 경우도 질 인 하를 종종 수반하는데, 온라인 상호작용의 증가로 인하여 

면상호작용의 빈도와 질이 증가하기도 한다.

자원 공유(sharing resources)

동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서로 가진 정보와 자원을 모을 수 있고, 이는 학습과 과제 수

행에 필요한 자원의 풀(pool)의 확장을 의미한다. 책, 노트, 필기도구, 소 트웨어 등 여러 자원이 

학습에 사용되나 가장 요한 자원 의 하나는 정보 자원이다. 구성원 각각이 학습주제에 해

서 다른 경험과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가진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는데 활용 가능한 정보의 범 가 늘어나게 된다. 다른 사람이 가진 정보를 활용함으로서 

모든 사람이 그 정보를 습득하거나 만들어 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고 신 그 시간을 다른 작

업에 할애할 수 있게 된다.

통 으로 정보자원은 개인의 기억이나 , 구  등의 형태를 통해서 장/ 달되었으나, 최

근 들어 디지털미디어의 형태로 변환/ 장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책을 찾아 읽거나 노트를 

교환하는 신, 학습자들은 과거에 작성한 보고서 일을 주고받거나 온라인에서 스크랩한 동

상과 자료를 공유한다.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디지털 자원의 작성뿐만 아니라 공유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정보자원의 공유는 이메일이나 게시 에 일을 첨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지

만, 자료 공유를 문으로 하는 사이트도 출 하 다. 유튜 , 3D 웨어하우스(warehouse), 슬라이

드쉐어(slideshare)는 특정 유형의 정보 자원을 공유하는데 문화된 온라인 공간이다. 정보 자원

을 한 곳에 모아 놓는 것은 다양한 부가 인 효과를 만들어 낸다.  유사한 정보가 함께 모이게 

되면 정보의 검색과 인출은 물론 정보의 비교와 가공이 손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

원의 결집은 개개인이나 소집단의 학습을 진하는 것은 물론, 이들 사이트에 근이 가능한 공

동체 체의 학습과 업을 진하는 기회를 가져온다. 이를 잘 보여주는 는 스크래치(Scratch) 

사이트로 스크래치는 로그래  언어이자 스크래치를 사용하고 학습하는 사용자들의 온라인 

공동체 공간이다. 학습자들은 이곳에서 자신이 작성한 로그램을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고 다른 

사용자가 공유한 로그램이나 로젝트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자원의 공유는 학습자들 간에 

다양한 업을 진하는 계기가 되었다(Resnick,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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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인 학습활동

모든 학습활동이 그러하듯이 동학습의 과정 한 순탄하게만 진행되지는 않는다. 동료와 같

이 공부한다고 하면서 공부 이외의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 학습에 집 하는 경우에도 학습 활동

이 효과 이지 않은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구성원 간 정보의 공유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

거나, 문제 해결 방안에 한 이견을 시에 조정하지 못하여 학습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격차이, 주도권 다툼 등으로 동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런 문제에 하게 악하고 처하기 해서는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데, 학생들의 경우 소

집단 활동 경험이 다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개인주의 인 학습 경향으로 인하여 

동학습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한다(문지윤, 신태섭, 2015; 박승호, 2013).

학습자들이 동학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하여 일찍이 동 스크

립트(collaboration script)의 사용이 제안되었다(O’Donnell, 1999). 동 스크립트는 동학습 과정을 

안내하는 일종의 틀, 차, 규약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면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려

는 시도에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온라인 상호작용 상황으로 확장되었다(Kollar, Fischer, & Hesse, 

2006). 온라인 상호작용은 종종 교사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 활동에 한 안내

와 구조화에 한 필요성이 더 크게 존재한다. 동 스크립트를 통해서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생산 으로 만들 수 있는데, 학습 목표, 학습 활동, 학습 활동의 순서, 역할 배분, 사용하는 

표상 등 다양한 학습 활동에 해서 이루어진다(Kollar, Fischer, & Hesse, 2006). 를 들어, 과제수

행에 있어서의 역할분담( , 가 조장을 할 것인가), 과제 수행의 순서, 이견의 조정 방안 등을 

이미 정해주고 이를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지나치게 학습 활동을 구조화하는 것은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한 구조화는 동 상황에서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의사결정  행동 조

의 어려움을 여 을 통해 학습자가 학습 내용 자체에 집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테크

놀로지는 이러한 학습 과정의 구조화를 원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를 들어 온라인 환경에서

의 상호작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무슨 말을 꺼내야 할 지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때 온라인 게시 에 올리는 게시 의 종류를 한정하거나 문장 시작어(sentence opener/starter)를 

제공하여 게시  작성을 도와  수 있다. 다른 로 학생들이 논증(argumentation)을 하면서 주장

만 하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다음 차

로 넘어갈 수 없도록 온라인 학습 환경을 구성하는 것도 이러한 사용의 일환이다(Stegmann, 

Weinberger, & Fischer, 2007).

공유 지식 형성

동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상호 주 성의 증 를 통해서 공동의 문제해결과 공유 지식을 



인지과학, 제30권 제1호

- 20 -

형성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과정은 일차 으로 구성원들의 발언과 정보가 그라운딩 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여러 요인이 이 과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화에서 학습자가 문제 해결의 

유용한 단서를 제시해도 이것이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

다(Barron, 2003). 이 과정은 의도 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아도 다른 구성원들이 

그 기여에 미처 주의를 기울이거나 요성/ 련성을 깨닫지 못해서 일어날 수 있다. 다양한 시

스템과 도구가 이 과정을 지원하기 해 개발/사용되고 있는데, 를 들어 온라인에서 상호작용

이 일어나는 경우 각 기여/발언에 해서 명시 으로 이를 듣고 이해했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만

드는 것을 통해서 집단의 구성원이 진행되는 화와 다른 구성원들의 작업에 해서 충분히 주

의를 기울이고, 이를 명시 으로 상 에게 알려 으로써 그라운딩이 제 로 일어나도록 할 수 

있다(Beers, Boshuizen, Kirschner, & Gijselaers, 2005). 그라운딩이 명시 으로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

은 상호이해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나, 화의 진행을 더디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수 의 지원이 제공되는 것이 요하다.

공동 구성 과정은 말 그 로 공동으로 지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구성원 각

각의 기여를 통합되어야 한다. 집단이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이들의 작업 내용

을 잘 통합하는 것인데, 서로의 작업이 독립 으로 진행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한 구성원

이 작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구성원의 작업이 일어나 경우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이들 작업

의 통합은 계열 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이러한 구성원의 작업이 통합

되는 과정을 도와주고 있는데, 를 들어 공동으로 문서작업을 하는 경우 이 에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구 독스(googledocs)와 같은 로그램은 업의 참여자들

이 문서를 동시에 편집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동료들이 작업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

아도 되기 때문에 이는 업의 과정과 시간을 단순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테크놀로지는 의사소통이 더 자주 더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의사소통 없이도 

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를 들어 온라인 키백과의 경우 부분 다수의 편집자가 작성

에 여한다. 이들이 특정 항목의 편집을 해 업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편집자들은 직  만나기는커녕 메시지 교환조차 없이 이 작업을 진행한다(Schneider, Passant, & 

Breslin, 2010). 서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으로 백과사  집필에 참여한다. 온라인 동료평가 시스템

을 사용하는 경우 학생들은 서로가 작성한 보고서, 작품 등에 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데, 이 

한 직  상호작용 없이 일어난다. 집단을 구성하고 온라인 는 오 라인으로 만나서 서로 

소개하고 어떻게 피드백을 교환할지 논의하는 과정 없이, 서로의 이나 작품을 평가하고 이를 

교환하는 것이다(배수정, 박주용, 2016). 이러한 시스템들은 직 인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업이 진행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 결과 과거의 업이 거의 으로 오 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직 인 상호작용을 매개로 일어났다면, 인공물을 매개로한 간 인 의사소통이 

 더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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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과 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동학습 상황에서 다양한 모니터링과 조 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동

학습이 온라인 환경에서 일어날 때 이러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데, 동료를 직  보지 

못하고 이메일, 메시지 등의 제한된 채 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탓에 상 의 활동에 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는 채 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동 학습 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해 

한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를 들어 집단 인식(group awareness) 도구를 들 수 있다

(Kimmerle & Cress, 2008). 이들은 집단 구성원들의 활동 상태  생각을 알려주는 도구들로, 온라

인 게시  환경에서 동료들이 작성하는 메시지 수, 길이 등에 한 정보를 알려 다. 이들 도구

가 사용하는 정보는 부분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활동 기록에 기반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

인 반응을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를 들어, 트 와 이들의 작업에 한 평가 정보를 수집

하여 이를 작업 당사자에게 는 집단 체에 공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는 다른 구성원의 

학습 활동을 평가하는 기 가 되는 것은 물론 스스로의 수행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과 활동의 내용이나 정도를 아는 것은 집단 구성원 체의 행동

에 여러 향을 끼치고 개선을 한 조  행동을 유도하는데, 를 들어 군가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과도할 때 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정보의 공유에서 더 나아가

서 구체 인 목표나 이상 인 행동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즉 어떠한 

행동이 바람직하고 기 되는지를 명시 으로 알려주거나( , 바람직한 게시  수의 시각화) 는 

힌트나 피드백의 형태를 띨 수 있다(Jeong & Hmelo-Silver, 2016).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모니터링

의 문제  의 하나는 도구의 성격상 계량화 가능한 지표에 한 모니터링이 주로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러한 제한 에 한 방안이 필요하다.

소집단 및 공동체 형성과 유지

고 장면에서의 동학습은 부분 학 의 동료와 짝 는 소집단을 이루어 진행된다. 

부분 교사가 집단 구성에 여하기 때문에 트 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으나 트 가 

없는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교사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학생 자율에 맡길 때 

는 교실 밖에서 동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 트 를 찾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터넷과 Web2.0의 발달은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고 력하는 사람들의 범 를 

크게 확장시켰다.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  SNS의 발달은 기존의 계를 강화시키는 것은 물

론 새로운 계의 형성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아동조차도 교사가 동료를 정해주지 않아도 스스

로 심사와 흥미가 같은 사람이 서로를 찾고 연 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필요에 따라서 

한 집단 구성원, 학습 동료를 추천받고 찾는 것 한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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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는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과 공동체를 리하고 유지하는 활동

을 지원한다. 온라인 공동체의 경우 특히 동시 속한 사용자의 수와 이들의 활동에 한 정보 

등을 즉시에 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집단의 구성과 변화를 추 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든다. 공동체 유지에 요한 기능한 새로운 구성원을 모집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새로운 구성

원이 공동체에 합류하는 경우 공동체의 문화와 규범을 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상당한 학

습과 응을 요하는 과정일 수 있다. 통 으로 이 작업은 직 인 면 계를 맺어주기를 

통해서 지원되었는데, 멘토링, 사수 제도 등은 이러한 학습 요구에 부응해서 생겨난 사회  장

치들이다. 이 작업의 일부가 테크놀로지에 의해 체되고 있는데, 를 들어 온라인 학습 공동

체에서 다른 학습자가 들었던 과목을 알려주는 경우 이는 새로 시작하는 학습자가 학습 활동을 

계획하는 것은 안내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Jeong & Hmelo-Silver, 2016).

인간만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인공지능 에이 트 는 로  형태의 학습 

트 와의 력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미 컴퓨터는 다양한 형태로 학습 트  는 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를 들어 베티의 뇌(Betty’s brain)라는 로그램에서 학습

자는 베티라는 이름의 시스템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한다. 베티는 학생의 역할을 하면서 학생

들에게 설명 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베티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을 하게 

된다(Leelawong & Biswas, 2008). 온라인 는 실제의 공간에서 학습 트 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온라인 공간에서 화능력이 있는 에이 트와 상호작용하거나 실제 공간에서 인간

과 닮은 로 과 상호작용을 하기도 한다. 이때 가상의 에이 트 는 로 은 다양한 역할을 수

행하는데, 연습의 상 가 되거나, 질문을 하는 역할, 들어주는 역할, 는 개별 학습자 는 집

단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Miyake & Okita, 2012; Parsons, Leonard, & Mitchell, 

2006).

결  론

동학습과 같은 사회  상호작용이 학습에 미치는 향에 해서 알려지기 시작한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으나, 인지과학 내에서 지식 생성과 습득에 있어서 동  상호작용이 하는 역

할에 한 이해는 여 히 부족한 실정이다. 여 히 학습을 개인 인 활동으로 간주하고 소집단 

활동과 사회  상호작용을 사회  상으로만 악하는 이 지배 이다. 하지만 소집단이나 

공동체의 상호작용 역시 정보처리 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박창호 등, 2018), 지식 습득을 목

으로 하는 동학습을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더욱더 배후의 정보처리 기제에 한 이해

가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막연히 동학습이 효과 이라는 이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업

이 왜 효과 인지, 상호작용이 인지체계에 부과하는 요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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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논문에서는 인지 인 측면에 을 두고 동학습 상황에서 작용하는 기제들을 살펴보

고, 동 학습이 언제 효과 인지, 개인학습과 구분되는 동학습만의 정보처리 요구가 무엇인

지 살펴보았다.

많은 연구에서 동과 력학습의 정 인 효과와 기제에 을 맞추고 있으나 동 학

습이 개인 학습과 비교하여 항상 학습을 진하고 더 우수한 학습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Kirschner, Paas, & Kirschner, 2009; Nokes-Malach, Richey, & Gadgil, 2015). 학생들을 집단으로 학습

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성공 인 동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데, 서로 같이 일 하는데 어려움을 겪

거나, 과제에 집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업은 서로 이질 인 경험과 지식 기반을 가지는 구성원들이 서로의 차이를 조 하면서 공동의 

목표수행을 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동학습을 개인학습보다 효과 으로 만

드는 기제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그 작업을 가능하게 만들기 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존재한

다. 동학습의 정보처리 요구는 동학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자 동시에 동학습을 효과

으로 만드는 기회의 역할을 한다. 이들 기제가 과연 정 인 결과를 만들어낼지 반면에 부정

인 결과로 이끌어질지는 동 학습에 여하는 여러 요소들이 성공 으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같은 업의 차라고 하더라도 학습자의 비도나 특성에 따라서, 교실환경에 따라

서 다르게 구 될 수밖에 없고 동학습에 한 보다 정교한 이해가 다양한 상황에서 동의 

효과를 이끌어 내는데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컴퓨터는 업무 장면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 정보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테크놀로지는 동학습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한  더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호작

용의 범 를 확 하고 동의 개념을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학습과 공동의 작업 과정이 

보다 더 효과 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동과 상호

작용을 지원하는 테크놀로지가 지속 으로 개발될 것으로 상되나, 이들 도구의 디자인과 개발

은 학습과 동의 과정에 한 보다 정확한 이해에 기반할 때 더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동시에 성공 인 동학습은 테크놀로지만으로 가능한 작업이 아니라는 것 한 명심할 필요가 

있는데, 테크놀로지가 하게 사용되기 해서는 학습을 해 어떻게  사용될지에 한 

한 교수법의 존재해야 하며 학습자 자신의 동기와 노력은 물론 문화  규범과 가치가 력을 

지원해야 가능한 일이다.

업과 동은 개인 으로 불가능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이며, 이를 해서 집단이나 

조직, 사회, 문화의 목표와 가치가 요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단이 힘을 모으고 결집하는 방

식은 다양하며, 조직의 이름으로 집단의 목표, 가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다양성을 

존 하면서 이를 통합하는 것 한 가능하다. 업과 구분되는 이러한 동의 특성은 특히 새로

운 아이디어와 생각을 만들어 내는데 유용한데, 개인의 의견과 생각을 존 하면서 이들의 기여

가 어떻게 효과 으로 통합될 수 있는지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효과 으로 작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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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계 으로 구성원의 기여를 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을 통해서 서로의 이견을 조정

하고 합의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개인의 목표 추구 활동이 집단의 목표 추구 활동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제 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업이 일어나기 해서 개인의 의견을 존 하

면서도 합의를 추구하는 규범과 문화가 실한데, 집단주의로 알려진 동양 문화권 내에서 개인

인 과제와 동기의 추구보다는 집단의 일부로서의 개인이 강조되어왔고, 집단의 목표 달성을 

해서 구성원들이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희생이 강조되었다. 업에 

한 인지과학 인 이해의 진 은 개인과 집단의 가치가 공존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

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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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gnitive Mechanisms of Collaborative Learning and

Technology Supports

Jeong Heisawn

Hallym University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cognitive mechanisms of collaborative 

learning and how it can be supported by technology. The paper first overviews changes in conceptions of 

learning and distinguishes different types of joint works including collaborative learning. Cognitive 

mechanisms of collaborative learning are examined in terms of resource pooling, facilitation of constructive 

activities, knowledge co-construction, and supports for monitoring and regulation. Socio-emotional 

mechanisms of collaborative learning moderate the directions and strengths of these cognitive mechanisms. 

Technology supports these mechanisms in a number of different ways. Seven major supports technology 

provides for collaborative learning are discussed.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ognitive mechanisms of 

collaborative learning can help us to harness the benefits of collaborative learning better and also to 

develop more sophisticated tools supporting collaborative learning.

Key words : collaboration, cooperation, joint work, group cognition, cognitive mechanisms, technology suppor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