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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교과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및 수업 개선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1)
- 학습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신동진1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직 초등교사들이 미술 교과 수업에서 장애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사의 자체적인 노력과 미술 교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되는 과정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4명으로 2명은 학교 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소속 교사이고 2명은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공동체 소속 교사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미술 교과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인터뷰하여 교사들의 미술 수업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이 과정에서 개별 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그들이 느낀 부분을 공유하여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기록하고자 한다.
연구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첫째, 미술 교과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종전까지 미술
교과의 일부인 표현에만 집중하던 모습을 벗어나 미술 교과 교육과정의 다른 영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을 운영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수업의 질을 향상하였다. 학생들의 흥미
를 끌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교육 목표를 달성하였다. 셋째,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 집중한 미술
수업을 운영하였다. 미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험을 갖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작품을 감상하며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어 : 학교와 수업 연구,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학습 공동체, 수업 개선, 교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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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미술 교과가 기능 교과라는 오랜 믿음이 교직 현장에 여전히 퍼져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변화함에 따라 미술 교과는 단순히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학생의 심미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미술 교과 교육과정에서도 미술 교과를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인간 활동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과’로 정의한다(교육부, 2015).
각 교사는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학급을 운영하지만, 개별 교과에 대한 선호도와 지식이 수업
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도 이와 일맥상통
한다. 기능 및 기술, 전문성이 대체로 많이 요하는 예체능 과목은 경력 교사라 하더라도 가르치
기 부담스러운 과목이라 할 수 있다(박경원, 2011). 특히 미술 교과는 미술과만의 독특한 기능,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다른 교과를 지도할 때보다 훨씬 어렵고 전문적인 교수경험이 요구
된다(박우정, 2016). 이러한 부담은 첫째, 담임교사가 미술 교과를 지도하는 경우 지도해야 할
과목이 많아 충분한 교과 연구를 할 시간이 부족한 점에 기인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
와 달리 한 명의 담임이 과목 대부분을 담당하여 지도하고 몇 명의 전담 교사가 해당 교과를
지도한다. 담임교사의 경우 많으면 최대 8개의 교과를 지도해야 하고, 수업 연구 외에 학교 구성
원으로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해야 하는 만큼 교과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미술 교과는 실기 지도가 필요한 교과이기에 지도 내용이 개별 교사의 실기
능력과 관련이 있다. 미술 교과는 지식 내용과 동시에 작품을 만드는 실제적인 기능을 지도하기
때문에 교사의 실기 능력 부족은 적극적인 미술 수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별 교사의 미술 교과 수업을 되돌아보고 개선하려 노력하는 과정을 살피고,
개인 차원에서의 노력과 기관 차원에서 제공되길 바라는 지원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학습
공동체 내의 교사 4명을 대상으로 미술 교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실제 수업에 대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후 실제 수업에서 개선된 부분과 소감에 대해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미술 교과에 대한 태도도 상이하다.
질적 연구의 특성상 일반적인 내용을 논하기 힘들지만, 개별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미술 교과에
대한 인식과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 과정을 나누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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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선행 연구 분석
미술 교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거나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박경원(2011)은 미술과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
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박우정(2014)
은 초등 교사의 미술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수업 비평을 제시하였으며, 미술 수업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수업 비평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여, 그 활용 방안을
탐색하였다. 권혁미, 김정희(2016)는 수업 성찰을 통해 초등 미술 수업의 본질을 탐구하고 외부
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미술 수업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파악하
고 더 나은 미술 수업의 구현 의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은영(2014)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
는 장학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내러티브 중심의 수업 비평을 통해 수업에서 비롯된 경험을 하나
의 현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통한 미술 수업 전문성 향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선아(2010)는 수업 장학을 통한 미술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
였으며 이 과정에서 반성적 사고를 통한 자기개발의 관점에서 자기 장학의 필요성을 언급하였
다.
선행 연구들은 수업 비평 및 자기 장학을 통한 미술 수업 전문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업 비평과 자기 장학을 통해 수업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여
내실 있는 수업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수업 개선을 위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학습 공동체 활동을 통해 각 교사의 미술 교과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수업 개선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진행하는 교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참여 교사 2명과 외부
에서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공동체 소속 교사 2명이다. 교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공동체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12월
까지 운영하였다(구분의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이하 별도 구분 없이 학습 공동체로 명칭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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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은 학습 공동체 교사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교사로 자신의 수업 개선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편으로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두 학습 공동체의 미술 교과 연구 부분을 담당하였으며, 사전 인터뷰를
통해 필요하다 판단된 미술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설명 및 분석, 학교와 미술 영재교육원의
미술 수업의 실제 사례를 공유하였다. 참여 교사 4명 모두 담임교사로 학급에서 미술 교과를
지도하고 있으며, 1명은 미술 교육 심화를, 3명은 타 심화 과정을 전공하였고, 1명은 석사 학위
를 소지하고, 2명은 석사 과정 중이며, 1명은 학사학위 소지자이다.
구체적인 참여 교사들의 개인적 배경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참여 교사들의 개인적 배경
성명/성별

경력

A 교사/여

14년

B 교사/남

6년

C 교사/남

3년

D 교사/남

10년

담당 업무
시청각 및 영상자료 관리, 비디오
촬영, 교육방송, 방송실 운영, e학
습터, 청소년단체 총괄, 학년 업무
체육업무 지원 및 대회업무 보조,
학생건강체력평가, 사진촬영,
교과서, 육상부 지도
현장체험학습, 환경교육,
계기교육
학교스포츠클럽, 어린이 소방대,
재난대응 훈련, 축구부 지도,
학년 업무

전공 심화

담당 학년

학교 급

근무지

사회 교육

3학년

18학급

동지역

초등 교육

4학년

24학급

읍지역

미술 교육

5학년

6학급

읍지역

윤리 교육

4학년

18학급

동지역

3. 연구의 이해
가. 내러티브 연구
이 연구는 연구 대상자들의 경험을 관찰하고 변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그 중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경험을 이야기 형태로 분석하고 미술 수업 경험과 인식의 변화 추이
를 살펴보고자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내러티브 연구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경험
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자 일련의 인간적 경험을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거나 혹은 이야
기에 대해서 쓰는 질적 연구의 한 연구 방법이다(김영천, 2013).
나. 연구의 과정
본 연구는 내러티브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과정은 1) 연구주제와 연구 목적 확립하기,

4

∣미술 교과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및 수업 개선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2) 연구주제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 선정하기, 3) 현장 자료 수집하기, 4) 자료의 주제별 범주화하
기, 5) 연구자의 경험적·사회적 의미 부여하기, 6)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의 순으로 진행하였다(김
영천, 2013).
<표 2> 연구의 과정
연구 단계
연구주제와
연구 목적 확립하기

수행 내용
연구의 사전 작업 단계

연구주제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 선정하기

연구 참여자 선정

현장 자료 수집하기

연구 대상자 인터뷰,
관련 연구 프로그램 운영

자료의 주제별 범주화하기

수집한 자료 분석

연구자의 경험적·사회적
의미 부여하기

연구자의 경험적·사회적 의미를
부여하여 연구 텍스트로 변환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 결과물을 생성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비고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및 이론적 분석
대상자와의 관계,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
판단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설명 및
연구 참여 동의받기
연구 대상자와 하는 모든 상호작용이
현장 자료로 활용
연구 대상자 개인 혹은
공통적인 내용을 묶거나
분류하는 과정(코딩)
코딩한 결과물을 토대로
수집한 자료를 재검토
연구자의 목소리를
하나의 글로 나타내는 과정

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학교 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 미술 교과 연구회 소속 교사 2명과
학습 공동체 소속 교사 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전에
대상자들의 미술 교과에 대한 생각과 미술 수업의 실제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약 9개월 동안 10번 내외의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변화된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학교 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교사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기에, 학습 공동체 소속 교사는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 왔기에 별도의 ice-breaking
단계는 필요하지 않았다.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모두 확인하기 위해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녹취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다.
사전 인터뷰는 각 교사의 미술 교과 수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교과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고,
수업 경험 중 만족한 수업과 불만족한 수업을 이야기하며 자신만의 잘 된 수업의 기준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불만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내용을 후속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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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동안 진행한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 후 실시한 사후 인터뷰에서는 미술 교과에 대한
인식 변화, 수업에 임하는 교사 본인의 태도 변화를 조사하고, 학습 공동체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수업에 적용해 본 경험을 질의하였다.
사전·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점, 그로 인한 미술 교과 지도
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추가로 필요로 하는 점을 탐색하기 위해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질문을 통해
스스로 성찰하며 변화하는 교사의 모습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각 인터뷰는 녹취하여 전사하였다. 전사 후 1차 코딩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략적인 인터
뷰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고, 그 후 본 연구에 필요한 내용을 간추려 2차 코딩을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도록 한다. 각 인터뷰의 전사본, 1차 코딩 본, 2차 코딩 본 모두 인터뷰 대상자에게
확인을 받아 그들의 의도가 잘 반영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 노력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사전 인터뷰 분석
가. A 교사 사전 인터뷰

[그림 1] A 교사 사전 인터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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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사는 교직 14년 차로 사회 교육 심화를 선택하였다. 평소 미술에 큰 관심이 없으며, 미술
수업도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좋은 미술 수업의 기준은 학생들의 결과물이 만족할 만큼 잘 나오
느냐의 여부이며, 미술 교과 전반에 걸쳐 미술의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언급하는 모습
을 보였다. 미술 수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역시 자신의 미술 기능이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충분
한 시범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을 꼽았으며, 평소의 미술 수업은 관련 키트를 구입하여 진행하거
나 커뮤니티에서 잘 된 수업 사례를 찾아 활용하는 편이었다. 잘 된 미술 수업 경험은 키트를
활용했던 수업으로 제한된 미술 시간 안에 교실을 많이 어지르지 않고 괜찮은 결과물을 낸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잘 안된 미술 수업은 수채화 관련 미술 수업으로 본인의 채색 관련 기능이
부족해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지 못하여 결과물이 교사와 학생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미술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으로 전문적 지도 능력을 갖춘 교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 전담 교과로의 지정, 교육 활동을 위한 키트를 구입 할 수 있도록 예산 확충, 실기
능력 함양을 위한 교사 대상 연수를 꼽았다.
나. B 교사 사전 인터뷰

[그림 2] B 교사 사전 인터뷰 분석
B 교사는 교직 4년 차로 초등 교육 심화를 선택하였다. 미술 교과 지도에 대한 선호도는 딱히
없으며 교과서와 교육과정 내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기 바쁘다는 응답을 하였다. 좋은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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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기준은 결과물이 만족스러웠던 수업이며, 잘 되었다고 평가하는 수업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미술 수업, 잘 안되었던 미술 수업은 키트를 활용한 수업과 조소 관련된 수업이라 응답하
였다. 시판되는 키트를 활용한 미술 수업의 경우 자신이 수업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시피 하여
자괴감이 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조소 수업은 지도 방법, 미술 실기 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수업 진행에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미술 수업을 위한 지원으로는 실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미술 실기 연수, 전문적 학습 공동
체나 컨설팅, 장학을 통해 선배 교사들의 수업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다. C 교사 사전 인터뷰

[그림 3] C 교사 사전 인터뷰 분석
C 교사는 교직 3년 차로 인터뷰 대상자 중 유일하게 미술 교육을 심화로 선택하였다. 교육대
학교 입학 전 미술 계열 대학 진학을 목표로 실기 시험 준비를 했을 정도로 미술 실기 능력이
뛰어나고, 이로 인해 학생에 대한 기대치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영향으로 좋은 미술 수업
이란 학생들의 실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수업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미술 수업 중
만족할 만한 수업은 없었으며 잘 안된 수업 경험이 대부분이라 응답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기대
에 못 미치는 학생 수준, 타 교과와 비교했을 때 교수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교과
특성상 변수가 많은 점을 꼽았다.
필요한 지원으로는 외적인 지원보다는 각 교사의 미술 수업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미술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답답해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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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응답을 하였다.
라. D 교사 사전 인터뷰

[그림 4] D 교사 사전 인터뷰 분석
D 교사는 교직 10년 차로 윤리 교육을 심화 전공하였다.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아 미술관을
자주 방문하는 편이었으며 학생이 주가 되어 각자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교과라 생각하여 미술
교과를 선호하는 편이었다. 좋은 미술 수업에 대한 기준도 이와 연관되어 학생이 주가 되어 수업
의 전 과정에 참여한 수업을 좋은 미술 수업이라 생각하였다. 한때 미술 수업은 작품 제작을
해야지만 수업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감상 수업을 계획하여 수업한 후 학생들의 작품이
달라지는 경험을 한 후로 작품 감상 수업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잘 안된
미술 수업의 경험으로는 대회를 위한 미술 수업으로, 각종 교내외 행사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그리기 수업을 꼽았는데, 학생들도 흥미가 별로 없고 정형화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원활한 미술 수업을 위한 지원으로는 각종 교내외 대회의 축소를 원하였다. 또한 미술 수업의
특성에 대한 관리자의 공감이 필요하다 하였다. 학교 도색 직전 학생들과 벽화 그리기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리자에게 문의했다가 색이 비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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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전 인터뷰 내용 분석
1) 실기에 대한 과도한 의식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다른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다. 교육대학교 혹은 대학원에서
심화 전공한 교과도 다르고 교직 경력 또한 다르다. 이렇게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미술 교과 수업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미술 실기 능력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몇몇 교사의 경우 미술 실기 능력이 미술 수업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미술 교과는 실기 교과의 하나이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으로 대표
되는 주지교과(主知敎科: 이성․지성․합리성 따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과)와는 달리 미술 교과는
기능 교과의 범주에 속하기에 결과물이 작품의 형태로 나오고 교실에 전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의 작품 간 선호도가 즉각적으로 나오게 된다. 작품에 대한 선호도는 작품의 제작 과정에 필요한
기술, 작품 구성 방법 등의 실기 능력이 영향을 준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잘 된 미술 수업의
기준을 결과물에 기반하여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술 교과를 지도할 때 실기 능력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학생 작품을
보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물어보면 참신한 아이디어로, 어른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지
도 못한 그런 신기한 발상으로 자기 나름의 의미를 담아 작품을 만든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들은 나는 아는데.. 그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의
작품이었거든요. (중략) 학생의 발상이라든가, 생활화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걸 알고는 있지
만. 그래도 일단 작품을 교실 안에 전시하려고, 뒤 칠판을 꾸미는데 활용하려고 생각하면
실기 능력을 위주로 판단하는 모습이 많아요.(A 교사 인터뷰 발췌)
미술 수업은 일단 학생들이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잘 그리는
애들은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흥미가 없고. 그래서 평소 미술 시간에 안 해봤을
법한 도구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편차가 크다면 아예 다 낯설어야 비슷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그런데 결국 잘하는 아이는 뭘로 해도 잘하더라구요.(B 교사 인터
뷰 발췌)
첫 미술 시간은 언제나 고민이 많아요. 학생 수준이 가늠이 안 되니까요. 경력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하겠지?’하면서 수업을 준비하면 항상 기대
이하였어요. 나름 초등학교에서 고학년이면 학원을 안 다녔어도 미술이라는 교과를 3학년
때부터, 미술이 포함된 통합교과를 1학년부터 배웠을텐데 학생들이 진짜 기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많이 하고 동시에 막막한 마음도 들어요.

10

∣미술 교과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및 수업 개선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사람을 그려야 할 때면 맨날 나오는 질문은 ‘선생님 졸라맨(stick man)으로 그려도 돼요?’
이 질문인데 이것도 참 답답한 일이고요.(C 교사 인터뷰 발췌)
미술 수업에서 아이들 작품 제작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저도 한때는 학생들을 잘
지도하려고 학원도 다녔었거든요. 수채화 그릴 때 물감을 어떻게 쓰냐 농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느낌이 다르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니 아는 것과 해본 것은
다르더라구요. 6개월 정도 학원 다니면서 그림 그리는 법 배운 적도 있었어요.(D 교사 인터뷰
발췌)
인터뷰 내용을 보면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실기 능력과 관련된 언급을 하였다. D 교사의 경우
실기 능력 향상을 위해 퇴근 후에 학원을 다녔다고 할 정도로 실기에 치중했던 모습을 보였다.
교사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토대로 만들어진 학교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학년·학급 교육과정을
만들어 학급을 운영한다. 이 학년·학급 단위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교사
의 가치관과 교육 철학이 담기기 마련이다. 같은 교육과정을 토대로 수업을 하더라도 교실마다
다른 수업이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이전까지 각 교사의 미술 수업은 교사들의 생각을 반영하듯
표현 위주의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수업 내용이 표현에 치중했기에 학생 평가 영역 또한 표현
위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대상물을 표현했는지, 혹은 다른 학생들의 작
품에 대한 감상을 기준으로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에 따라 학생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
게 표현 영역에 초점을 맞춘 미술 교육의 모습은 교과 간 통합 수업에서도 볼 수 있었다.

통합 수업이 한때 엄청난 바람을 불러 일으켰잖아요? STEAM 이라고 하면서. 그때 주로
많이 했던 것이 Art가 포함되어 있어서 주지교과 수업에 음악이나 미술을 넣어서 하는 수업
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와서 되돌아보면 사실 구색 맞추기 용도로 미술, 특히 그리기를
넣었던 것이었을 뿐이었다 싶은 수업들이 많았어요. Art에 포함된 다른 교과인 음악을 넣자
니 아이들이 작곡을 새로 하기는 힘들고 해봤자 개사 정도인데.. 개사하는 수업을 하고 나서
도 그걸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걸 힘겨워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러다보니 좀
미안하지만 만만한게 미술 그리기였죠. 교과 간 통합을 통해 다양한 교과의 성취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미술은 항상 결과물 그리기에 그쳤던 경우가 많았거든요.(A 교사 인터뷰
발췌)
교과 간 통합 수업을 운영할 때 미술은 학습한 내용을 표현하는 수준에 그쳤다. 당시의 평가
기준도 세부 묘사 등 미술 교과 성취기준의 일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 목표를 정하고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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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했다고 응답하였다.
2)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이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국가수준 교육과정도 변화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의 시기
부터 현재의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여러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7차 교육과정 이전에
는 교육과정이 빠르면 5년 길면 10년에 한 번 바뀌었으나 사회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수시 개정으로 바뀌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초등학교 교사의 특성상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전문을 매년 숙지하기보다는 바뀐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수업에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응답하였다.

미술 교과 교육과정에 대해 제일 열심히 공부했던 시절은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학년 시작 전 새 학년 준비 기간에 연구부장님이 주관했던 교육과정
연수 때 바뀐 점, 강화된 점에 대해서 연수를 들었고.. 미술 교과 교육과정 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B교사 인터뷰 발췌)
도덕 교과 교육과정 원문은 대학원 다닐 때 논문 쓸 때가 마지막으로 봤던 것 같네요.
미술은.. 그 외에는 전체를 보기보다는 기존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만 봤었고요.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지만, 전체를
알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죠. 말하고 나니 부끄러워지네요.(D교
사 인터뷰 발췌)
교사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미술 교과 교육과정 전체를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 교사는 없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교육과정 내용에 소속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교육청의 기본 방향, 학교 교육의 지향 등을 포함한 교육 목표에
대한 연수 자료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각 학교가 운영하는 새
학년 준비 기간 동안 교육과정의 바뀐 부분과 교육청의 중점 교육 방향에 대한 연수에서 제공되
는 자료를 중심으로 학년·학급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급을 운영한다고 응답한
것에서 알 수 있었다.
사전 인터뷰를 통해 연구 참여자와 그 외의 학습 공동체 참여 교사에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
지, 어떤 방향으로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2015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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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육과정의 내용 중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내용을 같이 정리하고 이를 반영한 수업을 각자
개발해 수업에 적용해 보는 프로그램과 미술과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운영한 미술 수업 사례를
소개하여 미술 수업 준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
가.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 개요
학교 내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은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공동
체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각 9개월 동안 운영하였으며,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적용하였다.
사전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크게 2015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 분석 및 수업 개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미술 수업 사례 공유 및 적용의 두 가지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각 교사가 미술 교과 지도에서 놓쳤던 부분을 찾고 적용하며,
수업 준비의 부담을 덜면서도 학생의 흥미와 교과 성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미술 수업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교사들의 흥미도 고려하여 실제
기기를 활용하여 체험하는 과정을 구성하여 9개월 동안 이루어진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나. 2015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 분석 및 수업 개발
2015 미술과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목표는 아래와 같다(교육부, 2015).
초등학교 미술에서는 미술의 기초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1) 자신과 주변 대상에서 미적 특징을 발견하고 소통하며, 미술을 생활과 관련지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하고 자유롭게 작품을 제작하는 능력을 기른다.
(3) 미술 작품의 특징과 배경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4) 미술 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미술 교과의 내용 체계는 체험, 표현, 감상의 세 부분이다. 체험의 핵심 개념은 지각, 소통,
연결이고, 표현의 핵심 개념은 발상과 제작이며, 감상의 핵심 개념은 이해와 비평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세 영역 중 표현에 치중하여 미술 수업을 생각하는 유형이 많았다. 이러한 생각의
이유는 1장에서 서술하였듯 미술 교과를 기능 교과로 한정하여 생각하는 오랜 믿음 때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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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다. 교육과정 전문을 톺아보는 것은 교사들의 흥미에 부합하지 않고 자칫 이론적 내용
에 치중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별도 자료를 만들어 연수 형태로 교육과
정을 설명하였다. 해당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과정의 체험, 표현, 감상 중
체험과 감상 영역에 대한 미술 지도 방안을 구상하여 실제 수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다. 수업 계획을 세울 때 핵심 개념과 내용 요소,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을 계획
하였다. 그 후 각자의 수업지도안을 공개하여 학습 공동체 교사들이 같이 공유하고 브레인스토
밍 등의 과정을 통해 의견을 추가해 지도안을 완성한 후, 각 교사가 담당하는 학급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후에 수업 과정과 학생의 반응, 교사의 느낀 점을 같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 과정을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며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
이후의 수업에서도 이를 유념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각 교사는 의식적으로 평소 미술 시간에 주로 활용하지 않았던 영역의 개념을
활용하여 수업을 준비할 수 있었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는 실제적
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미술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와의 통합 수업에서도 미술 교과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할 수 있었다.
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미술 수업 사례 공유 및 적용
2020년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및 온라인 정규수업이 운영된 해였다.
지금까지 학생들과 해왔던 미술 수업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연구 대상자 및 학습 공동체
선생님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미술 수업을 소개하였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미술 수업
의 장단점,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스마트폰 앱 활용 방법 및 수업 사례를 소개하여 온라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본 학습 공동체에서 ‘flip a clip’, ‘Quiver’, ‘Stop Motion’,
‘Tilt Brush’, ‘Blocks by google’ 앱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체험하였다. 학생의 흥미에 부합하는
지, 기능을 익히는 데 어려움이 없어 교사와 학생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교육과정에서 제시
하는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위의 앱과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미술 활동의 결과물이 디지털 파일로 기록된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학생 간, 학생
과 교사 간 공유가 쉽다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였다. 동시에 머지않은 미래의
미술 교육을 체험하는 목적으로 VR 기기를 활용한 가상현실에서 그림 그리기 활동을 직접 체험
하여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한 미술 수업에 대해 직접 경험하고 차후 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토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미술을 체험할 수 있으며 교과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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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예시작품을 벗어나 더 많은 작품 감상 및 제작, 활용이 가능하기에 해당 프로그램을 적용하
였다.
이 과정을 통해 각 교사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미술의 사례를 알아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고민하였다. 이후 실제 수업에 해당 내용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보았으
며, 디지털 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학생들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동료 평가, 디지털 포트폴리
오를 포함하여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등 자발적으로 미술 교과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
였다.

3. 사후 인터뷰 분석
가. A 교사 사후 인터뷰

[그림 5] A 교사 사후 인터뷰 분석
A 교사는 사전 인터뷰에서 미술 교과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본인의 실기 기능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좋은 미술 수업의 기준도 실기 결과물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
공동체를 통해 미술 교과의 다른 영역 수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수업이 더 편해졌다고 응답하였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에서 의사소통 기능
이 활발하게 적용된 모습에서 앞으로 미술 교육의 방향을 볼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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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 교사 사후 인터뷰

[그림 6] B 교사 사후 인터뷰 분석
B 교사는 미술 수업 때 학생들이 작품을 만드는 동안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는 등 미술 교과
지도에 대해 큰 애착이 없었던 교사였다. 학습 공동체 참여를 통해 새로운 미술 수업 사례를
알고 다른 교사와 피드백을 주고받는 부분에 만족하였다. 자신의 잘못해 왔던 수업을 이야기하
는 것을 부끄러워했지만, 이 기회를 통해 수업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응답하였다. 미술 교과에 대한 인식도 작품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교과라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다. C 교사 사후 인터뷰

[그림 7] C 교사 사후 인터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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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교사는 자신의 미술 수업 전반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사전 인터뷰에서 응답하였다. 미술
교육 심화를 전공하였기에 교사 개인의 실기 능력이 우수한 편이었고, 학생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기에 미술 수업에 열정을 잃고 있었다. 학습 공동체를 통해 학생이 흥미를 가질만 한 수업
사례를 알고 적용하며, 실기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체험과 감상의 중요성을 다시 되새기
며 자신의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좋은 미술 수업의 기준도 실기 능력을 포함한 학생이 학생의
미술적 능력이 향상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기준이 바뀌었다.
라. D 교사 사후 인터뷰

[그림 8] D 교사 사후 인터뷰 분석
D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각종 대회 때문에 자신의 의도한 미술 수업을 운영하기
힘들었다고 사전 인터뷰에서 응답하였다. 감상 수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감상
수업을 활발하게 운영하였다. ‘학습은 학습다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놀이를 위한
도구라 생각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미술 수업을 알아가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응답하였다.
마. 사후 인터뷰 내용 분석
사전 인터뷰에서 연구 대상자들은 표현 수업에 치중하여 미술 수업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
고, 각 교사의 실기 능력에 따라 미술 수업의 성패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아닌 변화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학년·학급 교육과정을 짜고
수업을 운영하였다.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대상자들은 몇몇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첫째, 미술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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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영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미술 교과의 내용은 체험, 표현, 감상의 영역으로 구성
된다. 기존의 표현에 치중했던 미술 수업에 벗어나 체험, 표현, 감상이 어우러지는 미술 수업을
구상하여 실제 수업하는 과정에서 미술 교과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노력을 하였다. 단순히 한
영역인 표현에만 치중하여 반제품인 키트를 구입하거나 교사 커뮤니티에서 결과물이 잘 나온
내용을 내려받아 수업하는 것을 넘어, 생활 속에서 미술을 체험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안내할 수 있었다. 이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미술 수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과서에의 집착을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교과서는 성서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교
과서는 교육과정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 내용을 모두 지도해야 한다는 고정관
념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소재를 활용한 수업으로 교육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중 한 명은 교사로서 보람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만족하였다.
미술은 현대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그 형태가 정형화되지 않으며 이러
한 모습은 상상을 초월하는 소재를 활용한 현대미술 작품에서도 엿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이 아닌 학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미술 수업에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수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였다. 수업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수업 비평이 아닌, 더 나은 수업을 위해 동료 교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서 교사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같이 논의하는 기회가 흔치 않았으나, 학습 공동체를
통해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경험이 다른 교사들이 모여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소재, 수업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는 직접적인 경험을 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교육 관련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공
동실천을 하는 학습조직인 학습 공동체의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하고 이 과정에 연구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좋은 미술 수업에 대한 기준도 이전과는 달라졌다.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반제품인 키트나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결과물을 만든 수업에 만족감을 느꼈던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미적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수업, 학생 주도로 자신의 의도를 미술적인 매체로 표현할
수 있는 수업을 잘 된 수업이라고 말하였다. 더 나아가 자발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타인/사
회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사회화 기능을 배울 수 있는 교과가 미술 교과라는 사실을
알았다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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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우선 현직 교사 4명을 대상으로 한 미술 교과 학습 공동체 운영을 통해 교사들
이 미술 교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변화 및 그들의 수업 개선 과정을 내러티브 기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미술 수업 개선을 위해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변화
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기능 교과라는 측면에 몰두하여 미술 교과의 다른 영역에 대한 부분
은 간과하고 표현에 치중한 수업을 운영하는 모습을 벗어나 다른 영역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
사전 인터뷰 결과 특정 교사들은 실기 능력이 부족하여 학생 앞에서 자신 있게 지도를 하지
못하고, 한 교사는 사설 미술 학원을 다니며 자신의 실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미술 교과의 한 영역인 표현 부분에 치중하여 미술 교과를 이해한 모습으
로 판단하였다. 또한 학교 내외에서 운영되는 그림 그리기 대회가 많아 교사가 의도한 미술 수업
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였다.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 후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다시 한번 톺아보고 미술 교육과정의 체험, 표현, 감상 전 영역에 걸쳐 수업
을 계획하여 진행하였으며, 체험과 감상 수업 준비 과정에서 동료 교사와 협의를 통해 수업을
개선하고 적용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미술 교과 수업을 개선할 수 있었다.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
에 예전의 수업 방법만을 고수하여 학급을 운영하기 힘든 해였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와 개별
교사들의 노력을 통해 교과서를 벗어난 소재와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하였다. 단순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와 앱, 도움이 될 수 있는 웹 페이지를 활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의 흥미와 관심에 부합한 수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 연구·공동 실천을 추구하는 학습 공동체의 특성을 살려 자신의 수업안을 공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 수업을 구상하고 운영하였다.
셋째,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 집중한 미술 수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미술과 2015 개정 교육과
정의 목표는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수업의 결과물에
치중한 수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미술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창의적으로 생각
하는 경험을 갖고, 스스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작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 할 수 있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각 교사는 과정의 중요성을 알고, 학생의 성장을 도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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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미술수업을 구상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다.
면담 결과를 토대로 원활한 미술 수업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가 수업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각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는
역할, 학교 구성원으로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 초등학교 교사는 여러
교과를 지도해야 하기에 숙지해야 하는 교육과정도 많다. 최근 교무업무지원팀이 학교 현장에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담임의 업무부담이 줄고 있다. 담임의 업무부담 저감은 교과 연구로
이어진다. 교육과정 연구를 통해 각 교사는 질 높은 수업을 구안하고 실행할 수 있기에 교사의
교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불필요한 대회 축소를 통해 교사의 의도를 반영한 학급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년 동안 ‘과학의 달’, ‘가정의 달’, ‘호국 보훈의 달’ 등의 이름을 통해 학교 내외에서 많은 대회
가 열린다. 이러한 대회에서 빠지지 않는 종목이 그리기 대회이다. 대회의 취지는 좋지만, 수업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에 교사가 구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교사의
의도가 반영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대회는 축소되어야 한다.
셋째, 시류에 휩쓸리는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 때, ‘STEAM’으로 대표되는 교과 간 통합 교육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었다.
외부적인 통합에 치중하여 개별 교과의 핵심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는 교육과정에 충실하며 학생의 관심에
부응할 수 있는 수업을 구안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
※ 논문 투고일: 2021.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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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and Process of
Improvement in Art Classes
Shin, Dongjin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obstacles during art classes and efforts
to overcome these as well as observe teachers’ changing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these classes.
The participants included four teachers from various backgrounds and careers. Two
of them were members of the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PLC) in their schools
and the other two participated in PLC individually. I conducted PLC about art classes
for them, and analyzed their changing attitudes and perceptions about these
classes during an interview. Their experiences in their endeavors to improve their art
classes were explored in this study. Accordingly, I hope teachers with similar difficulties
can refer to this record.
Through this study, participants first developed an understanding of art subjects.
Instead of focusing only on expression, which much emphasis is placed on in the art
curriculum, an understanding of other areas of the art curriculum. were explained. Second,
the quality of the class was improved by re-organizing the curriculum. The participants
realized their educational goals by teaching their students not only the contents of the
textbook, but also by utilizing materials that could attract students’ interests. Third, the
participants conducted art classes that focused on the results as well as processes.
Through these art classes, students are afforded creative thinking experiences,
appreciate the work of art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standards, which are generated
through projects, and enjoy art culture in their lives.
Keywords : School and Class study,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class improvement

1. Teacher, Mochung elementary school, lightangl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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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SW교사연구회 활동과 초등교사의 SW교육 인식의 연관성 연구2)
정효진1, 양창모2

<<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격, 대규모 집단 연수 형식의 SW교육 연수의 실태를 설문조
사를 통해 파악하고, 초등 교사들의 SW교육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사들의 자발적 조직인
초등SW교사연구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SW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초등학교에 SW교육이 도입됨에 따라
모든 초등교사들이 SW교육에 대한 수업 전문성을 함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사들의 SW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SW교육 연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그동안의 SW교육 연수는 교육과정별
연계성이 부족하고 연수 과정과 내용에 체계화가 미흡하여 국내외에서 자발적인 모임이나 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교사들의 SW교육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분석 결과 연구회원들은 연구회 활동에서 이루어진 내부 및 외부 연수를
통해 SW교육에 대한 인식과 테크놀로지 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회원들 간 지식적
내용을 공유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원의 선도학교나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SW교육 수업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내용 교수 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또한 SW교육이 초등교
육에 바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SW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인식 확산 교육
및 SW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하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지식의 전달과 더불어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연수보다 함께 배우고 만드는 연수를 통해 수업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초등SW교사연구회, 초등교사의 SW교육 인식

1. 괴산명덕초등학교 교사, happy265@korea.kr (주저자)
2.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cmyang@cje.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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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역량의 차이는 정보격차, 기회의 격차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사회·경제·문화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SW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 따라 2018년
부터 SW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김유향·유지연·김나정, 2019).
초등학교에 SW교육이 도입됨에 따라 SW교육 담당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초등교사들이
SW교육에 대한 수업 전문성을 함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사들의 SW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부와 미래부 주관으로 SW교육 연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교육부·미래부, 2016).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에 비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경우보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경우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준다(옥지현·안성진, 2019). 이러한 이유로 교사들은
SW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발적인 모인이나 교과연구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의 SW교육 연수는 교육과정별 연계성이 부족하고 연수 과정과 내용에 체계화가 미흡
하다(정영식, 2017).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시행되어 수준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내용은 같은데 도구만 달리하는 연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연수프로그램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방에서는 이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김유
향·유지연·김나정, 2019).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내외에서 자발적인 모임이나 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교사들의 SW교육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영국의 SW교육 교사교육은 학교의 컴퓨터과학 교사를 위한 비영리 단체인 Computing At
School(CAS)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Yadav et al.,2017). CAS는 컴퓨
터전문가, 교수, 교육행정가, 교사 등이 함께 SW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교사를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SW교육 자료와 정기적 구독 메일(뉴스레터)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연수를 운영한다. 그
리고 각 지역에 위치한 중심 대학에 연수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를 통해 참여자간의
교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각 지역별로 교사와 학교가 공동체(community)를 조직
하고 운영하며, 교사가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토론과 연구도 진행한다.
핀란드의 교사교육은 주로 교사 모임, 지역 대학교 등과 같은 기관에서 조직되고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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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교사 간 동료학습(peer to peer learning)의 모범 사례이다(Kimmo, 2017).
미국에서도 컴퓨터과학에 대한 교사교육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과학 교사들의 모임인 CSTA(Computer Science Teachers Association)는 학교교육
(K-12)에서 적용될 수 있는 컴퓨터과학 표준을 제시하였다(CSTA, 2016). 예를 들면, Code.org
는 2015년부터 뉴욕, 로스엔젤리스 교육구 등에서 코딩을 포함한 컴퓨터과학 교사교육을 실행
하고 있다(Code.org, 2018).
우리나라에서는 SW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초등컴퓨팅교사협회”(이하 ATC,
http://hicomputing.org/)라는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ATC는 13개의 시도 지부를 두고
SW교육 연수, SW교육 자료 개발 등 교육,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 SW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SW교육 연구의 주제는 SW교육, 컴퓨팅사
고력, 프로그래밍교육, 교수학습방법 등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이애화, 2018). SW교육이 아닌
다른 교과 관련 연구회 활동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나 교과 연구회 운영 사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져 왔으나 자발적 SW교육 교사 모임이 교사의 SW교육에 대한 인식 및 수업전문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 연구의 목적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격, 대규모 집단 SW교육 연수 실태와 초등교사들의 SW교육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초등 교사들의 SW교육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사들의 자발적 조직인 초등SW교사연구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초등SW교사연구회
본 연구에서 초등SW교사연구회는 공동의 관심사인 SW교육을 바탕으로 관련된 지식을 습득
하고 교육방법을 공유하여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생들의 SW교육에 대한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함께 배우고 협동하여 탐구하는 것을 실천하는 교사 집단을 의미한다.
나. 수업전문성
본 연구에서는 수업전문성을 Mishra, P., & Koehler, MJ(2006)가 제안한 TPACK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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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하고자 한다. TPACK는 내용교수지식(PCK)에 테크놀로지 지식(TK)을 결합한 개념이
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충청북도 지역에서 활동 중인 초등SW교사연구회의 연구회원과 충청북도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SW교사연구회에 속해있지 않은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이
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의 SW교육에 및 SW교육 연수에 대한 인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그림1]의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충북 초등SW교사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의 연구회 활동이 수업전문성을 신장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초등SW교사연구회의 회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대조군으로 연구회원이 아닌 충북지역의 초등교사를 무작위로 선정하였
다. SW교육 경험과 SW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는 설문과 더불어 연구회원에게는 연구회
에 참여한 동기와 만족도, 연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비회원에게는
그동안 받은 SW교육 연수에 대하여 그리고 SW교육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어떤 연수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
한 설문문항을 전문가(SW교육 관련 학과 박사학위 과정 2인 및 초등교육 전문가 2인)에게 검토
받았다.
설문조사내용을 바탕으로 SW교육 경험과 SW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비교분석하고, 교육부
또는 교육청이 주관하는 SW교육 연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뒤 SW교육 연수의 바람직한 방향
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연구회원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연구회의 활동 현황을 조사하고 연
구회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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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설정
및
연구
설계

⇨

연구
대상
선정

⇨

설문
문항
작성
및
전문가
검토

⇨

설문
문항
수정
및
설문지
배포

⇨

설문
내용
분석
및
심층
면담
실시

⇨

자료
분석

⇨

분석
결과
정리

[그림 1] 연구 절차

2. 연구 대상
총 43명의 연구 대상 중 충북 초등SW교사연구회 연구회원(A그룹)은 22명, 비회원(B그룹)은
21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회원과 비회원의 SW교육과 연수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한다.
연구회원 그룹의 연구 대상은 남자 18명(82%), 여자 4명(18%)으로 경력은 5년 미만 5명
(23%), 5년 이상 10년 미만 11명(50%), 10년 이상 20년 미만 5명(23%), 20년 이상 1(5%)명으
로 구성된다.
비회원 그룹의 연구 대상은 남자 7명(33%), 여자 14명(67%)으로 경력은 5년 미만 4명(19%),
5년 이상 10년 미만 7명(33%), 10년 이상 20년 미만 6명(29%), 20년 이상 4명(19%)으로 구성
된다.

[그림 2] 연구회원의 구성(A1~A22)

[그림 3] 비회원의 구성(B1~B21)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 및 심층면담 문항은 선행연구(송미사·정혜영, 2017; 장혜주, 2019; 한선관·
김수환, 2015)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한 것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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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설문문항을 전문가(SW교육 관련 학과 박사학위 과정 2인 및 초등교육 전문가 2인)에게
검토 받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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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회원 및 비회원 설문지

[그림 5] 연구회원 및 비회원 심층 면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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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연수 이수
모든 연구회원은 SW교육관련 연수를 받았으며 연구회원의 68%가 121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
하였다. 비회원의 48%가 30시간 이하로 연수를 이수했다. SW교육에 관심이 많은 연구회원들이
더 많은 연수를 이수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표 1> 연구회원과 비회원의 연수 이수 비교

미이수
30시간 이하
31~60시간
61~120시간
121시간 이상

연구회원의 연수 이수
빈도
비율
0
0%
0
0%
1
5%
6
27%
15
68%

비회원의 연수 이수
빈도
비율
1
5%
9
43%
4
19%
4
19%
3
14%

2. SW교육 수업 경험
모든 연구회원은 90%이상의 SW교육 수업 경험이 있으며 프로그래밍 활동, 언플러그드 활동,
피지컬 컴퓨팅 활동 등 모든 활동에 골고루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비회원의
경우 33%가 SW교육 수업 경험이 없으며 프로그래밍 활동과 언플러그드 활동 또한 60%미만이
경험하였다. 특히 피지컬 컴퓨팅에서 차이가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피지컬 컴퓨팅 활동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연구회원과 비회원의 수업 경험 비교

프로그래밍활동
언플러그드활동
피지컬 컴퓨팅
기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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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원의 수업 경험
빈도
비율
21
95%
20
91%
21
95%
0
0%
0
0%

비회원의 수업 경험
빈도
비율
10
48%
12
57%
2
10%
1
5%
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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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면담에서 연구회원들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 현재 진행되는 SW교육
수업이 다소 단편적인 활동의 모음 이라는 점, 교사의 재량 또는 학교의 환경에 따라서 활동
내용을 따로 찾아 진행되어 연계성이 부족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점이 실제 SW교육
수업 시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고 답변했다.
인프라(스마트패드, 컴퓨터, AP 등)가 충족되면 더 좋은 SW교육 수업을 할 수 있겠지만 인프
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SW교육 수업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 오히려 SW교육 수업이
EPL과 피지컬에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컴퓨팅 사고력, 컴퓨터 과학 분야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것이 더 큰 어려움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연구회원들이 SW교육 수업 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답변을 할 때 실제 수업을 해본 후
격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반면, 비회원들은 실제 수업 경험이 없는 경우가 33%였고 저학년을
맡았거나 SW교육 자체에 대하여 비관적으로 생각하여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있었다.
그리고 비회원들의 응답을 통해 SW교육을 처음 접근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 스스로
가 느끼는 역량부족인 것을 알 수 있다.

3. SW교육의 필요성
모든 연구회원은 SW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그 중 82%가 SW교육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비회원의 57%가 SW교육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나 15%는 SW교육이 필요하
지 않다고 답변했다. SW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에서 연구회원과 비회원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심층면담에서 SW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답변한 내용 중 4차 산업혁명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교육, 미래사회의 필수 역량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
다.
<표 3>

연구회원과 비회원의 SW교육의 필요성 인식 비교
연구회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빈도
18
4
0
0
0

비회원
비율
82%
18%
0%
0%
0%

빈도
4
8
6
2
1

비율
19%
38%
28%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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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SW교육이 보편교육으로서 초등교육에 들어와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SW교육은 특기적성교육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만 교육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SW교
육으로 생기는 긍정적 변화보다 디지털 기기에 중독되는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이유로 SW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들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SW교육이
초등교육에 바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SW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인식 확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현재 교육과정 중 SW교육의 내용과 수준의 적정함
연구회원의 54%가 현재 실과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 SW교육 내용과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비회원의 경우 고른 응답 분포를 보였으며 응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것을 통해 비회원이 교육과정 내 SW교육 내용과 수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4>

연구회원과 비회원의 교육과정 내 SW교육 내용과 수준의 적정성 인식 비교
연구회원

비회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0

0%

3

14%

그렇다

4

18%

3

14%

보통이다

6

27%

7

33%

그렇지 않다

8

37%

6

29%

매우 그렇지 않다

4

18%

2

10%

심층면담에서 배당된 시수의 부족으로 소프트웨어의 필요성 또는 절차적문제해결 등 기초적
인 내용을 거의 학습하지 못하고 바로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게 되는데 이러한 괴리
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걸림돌이 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SW교육
시수 증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SW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에 대한 연구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교사의 각 성취기준별 이해 및 준비
5가지 SW교육 부문의 성취기준에 대하여 대부분의 연구회원들은 성취기준을 충분히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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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비회원의 경우 성취기준의 이해도가 연구회원
에 비하여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비회원의 초등SW교육 연수에 대한 만족도
초등SW교사연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SW교육 연수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긍정적이나 난이
도에 대한 응답이 상이하다. 다양한 수준을 아우를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하다.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SW교육 연수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연수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료 공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리고 SW교육 연수에서 이론
연수 보다는 실습 연수를 선호한다. 그리고 실습을 위한 시간 또는 전체 SW교육 연수 시간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대부분 원격 SW교육 연수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부정적인 인식이
원격으로 SW교육 연수가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원격연수의 가장 큰 단점은 연수를
보며 실습을 병행하기 어려워 시청위주로 연수를 듣게 된다는 점이다. SW교육의 경우 실습이
중요한 만큼 원격연수의 효과성이 낮다고 보인다. 그리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연구대상자 중 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SW교육 연수에 참여한 교사가 매우 드물었고 연수
가 매우 어려웠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5>

비회원의 연수 운영 기관에 따른 초등SW교육 연수 만족도 비교

초등SW교사연구회

단재교육연수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충청북도
교육연구정보원

•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많은 도움이 됨
• 전반적으로 만족함
• 난이도에 대한 응답이 다양함
• 연수 과정에 대한 피드백의 부족
• 연수자료 요청에 대한 응답 없음에 매우 불만족
• 원격연수 내용이 이론에 치우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
• 원격연수로 이론에 치우침
•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에 어려워 만족도 낮음
• 실습을 실제로 해보지 못해 연수 종료 후 배운 내용이 기억에 남지
않음
• 내용이 너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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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들의 SW교육 연수에 대한 면담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오프라인 SW교육 연수의
난이도가 너무 낮다는 응답과 너무 어렵다는 응답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준의 SW교육 연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온라인
SW교육 연수에서는 대부분 이론위주의 교육이고, 실습활동이 있더라도 화면을 보며 따라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SW교육에서 실습이 중요하
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SW교육 연수는 실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연수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반면, SW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의심하는 응답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
SW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응답에서 많은 비회원들이 SW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과, 배우는데 부담스럽지
않고 바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SW교육에 대한 연수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회원들
이 쉽게 배울 수 있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SW교육 연수 내용 개발이 필요
하다. 다양한 요구에 만족시킬 수 있는 SW교육 연수 내용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

7. 키우고 싶은 SW교육 역량
비회원들이 응답한 키우고 싶은 SW교육 역량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래밍 전문성
- 스스로 소프트웨어에 관해 두려움이 있고 이해도가 낮아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어려워
SW교육에 대한 자신감
- 잘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초등교육과정 수록 SW교육
내용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역량
- 프로그램 이해, 조작능력을 길러 수업 시 시연능력을 길렀으면 한다. 핸드폰 어플을 활용
한 수업 지도 능력을 키우고 싶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SW교육은 “소프트웨어의 기본 개념과 원리 및 기술의 이해를 바탕
으로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SW교육을 프로그래머들처럼 어려운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아직도 많다. SW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수를 통해 SW교육에 대한 막연한 부담스러움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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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등SW교사연구회 가입 동기
비회원에게 초등SW교사연구회에 가입하고 싶은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비회원들은 초등SW교사연구회가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만들
고 보급하며 초등 SW교육관련 연수를 운영하는 연구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과반수
이상이 가능하다면 연구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 한 것으로 보아 외부에서 보는 초등SW
교사연구회의 인식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연구회원들이 초등SW교사연구회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대부분의 연구회원들이 연수만으로
는 SW교육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고, 대부분의 연수는 단발성에 그쳐 SW교육에 대한 심층
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서이다. 연구회에서 만난 SW교육 선배교사에게 실제 수업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물어볼 수 있고, 함께 배우며, 연구회원들 간 교류를 통해
최신의 자료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연구회에 들어오게 된 동기가 되었다.

9. 초등SW교사연구회 활동의 만족도
심층면담을 통해 초등SW교사연구회의 외부연수에 대하여 대부분의 연구회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회원들의 전국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다양한 분야의 유명하고
유능한 SW교육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운영된 연수는 최신의 트랜드를 반영한 내용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었고, 지식의 전달과 더불어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연수
가 진행되었다. 지식을 전달받는 연수라기보다 함께 배우고 만드는 연수에서 연구회원들은 높은
만족감을 느낀 듯하다. 다만 전체적인 연수에서 연구회원 개인의 흥미도가 낮은 경우 연수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고 평가하며 같은 흥미를 가진 연구회원들 간 소모임으로 운영하자는 의견
을 낸 연구회원도 있었다.
연구회원간 자료공유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각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아낌없
이 공유하는 분위기가 만족도를 높이는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연구회 자체적으로 카페,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료공유는 단체대화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단체대화방에서
의 자료공유는 쉽게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료를 다시 찾기에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 많은 연구회원들이 아쉽다고 응답하였다. 외부에서 연구회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공유 방안이 필요하다.
초등SW교사연구회의 내부연수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고, 의견은 매우 분분하였다. 이

35

학교와 수업 연구 ∣6권 1호

는 연구회의 규모가 점점 커지며 다양한 의견이 더 많이 나오고, 매년 새롭게 들어오는 연구회원
들과 기존의 연구회원들 간 SW교육의 이해 수준의 차이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
를 반영하기 위해 연구회에서는 소모임(유닛)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다. 전체 연수와 소모
임 활동을 병행하여 연구회원간의 친밀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회원들은 초등SW교사연구회를 통한 다른 교사들과의 관계 형성에 대해 공동의 관심사로
모인 연구회이다 보니 관계 형성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최근에 들어온 연구회원들은
친목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존의 회원들 또한 신규 회원이 많이 들어오면서
규모가 커지게 되며 연구회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다르다고 응답했다.
여러 응답 중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회원간 친밀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
다.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친밀함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W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자료를 얻기 위해 연구회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관계 형성이 잘 되지 않으면 연구회를 지속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도 낮아질 것이다. SW교육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거나 함께 만드는 과정
을 통해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10. 초등SW교사연구회 활동이 전문성 신장에 미친 영향
심층면담에서 초등SW교사연구회 활동에서 연구회원들은 내부 및 외부의 연수와 연구회원
간 자료공유를 통해 내용적 또는 테크놀로지 지식적 전문성을 신장시켰다고 응답하였다. SW교
육의 필요성과 SW교육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중등SW교육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다양한 SW교육 교구의 사용방법과 각 교구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최신 트랜드인 AI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회원들이 응답한 연구회 활동이 전문성 신장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 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SW교육 지식적인 측면
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내부·외부 연수활동들을 통해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다양
한 SW교육 교구, 행사 등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풍부한 경험을 지닌 선생님들
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 자문이 필요할 때 SW교육 관련된 지식에 빠르고 깊게 접근할
수 있었다.
-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연구회에 들어온 첫해에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여러 연수를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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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력하게 되었다. 현재는 교수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혼자서는
생각하기 힘든 다양한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찾고 분석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절차적
사고를 가르치는 차시에서 혼자 교육 활동을 구성한다면 어플을 활용한 활동을 계획하지
만, 다른 선생님들과 토의를 통해 더 다양한 활동들로 재구성이 가능하다. 교사로서의
전문성이라면 많이 아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을 잘 전달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한
다. 여러 선생님들의 지식 전달 방법에 대해 알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
회원들 간 지식적 내용을 공유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원의 선도학교나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SW교육 수업 경험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내용 교수 지식적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연구회 내부 및 외부의 연수를 통한 지식적 전문성 향상이 교수법적 전문
성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키기도 하였다. 교과서를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도 교수법적 전
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다른 교과와 융합하는 시도를 통해, 다양한 환경(무선인터넷의 유
무, PC의 유무, 학생 수준의 다양함 등)에서 SW교육을 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연구회 활동이 내용 교수 및 테크놀로지 지식적 전문성을 신장시킨 것 외에도 정의적 영역에
영향을 끼쳤다. 가장 많은 응답이 다른 연구회원들의 열정을 보며 본인도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
가 생겼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회원들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 내는 성과가 SW교육을 연구하
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연구회 활동을 통해 SW교육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자신감을 얻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SW교육에 대해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과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Ⅳ. 결론
1. 연구회 활동이 연구회원의 SW교육 전문성에 끼친 영향
연구회원들은 연구회 활동에서 이루어진 내부 및 외부 연수를 통해 내용 교수 및 테크놀로지
지식적인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연수를 통해 SW교육의 필요성과 SW교육과정에 대해
서 이해할 수 있었고 중등SW교육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SW교육 교구의 사용방법과 각 교구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최신 트랜드인 AI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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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간 지식적 내용을 공유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원의 선도학교나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SW교육 수업 경험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내용 교수 지식적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연구회 내부 및 외부의 연수를 통한 지식적 전문성 향상이 교수법적 전문성을 자연스
럽게 향상시키기도 하였다. 교과서를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도 교수법적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다른 교과와 융합하는 시도를 통해, 다양한 환경(무선인터넷의 유무, PC의 유
무, 학생 수준의 다양함 등)에서 SW교육을 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연구회 활동은 내용 교수 및 테크놀로지 지식적 전문성을 신장시킨 것 외에도 정의적 영역에
서 연구회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다른 연구회원들의 열정을 보며 본인도 성장하고자 하는 의
지가 생겼다. 다른 연구회원들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 내는 성과가 SW교육을 연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연구회 활동을 통해 SW교육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SW교육에 대해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과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2. 비회원의 SW교육에 대한 인식
과반수의 비회원은 SW교육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교육, 미래사회의 필수 역량이기 때문에 SW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회원들이 SW교육을 시도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것에 반해 비회원들은 SW교육을 시도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SW교육은 “소프트웨어의 기본 개념과
원리 및 기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SW교육을 프로그
래머들처럼 어려운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아직도 많다.
그리고 SW교육으로 생기는 긍정적 변화보다 디지털 기기에 중독되는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SW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회원들도 있었다. SW교육
이 초등교육에 바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SW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인식
확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회원들은 성취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비회원은 성취기준의 이해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 내 SW교육 내용
과 수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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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교육관련 연수 이수율도 연구회원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았다. 비회원들은 SW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배우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연수와 바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연수를
통해 SW교육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Ⅴ. 제언
1. SW교육 연수를 통한 초등교사의 SW교육 인식 및 전문성 신장 방안
SW교육에 처음 접근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 스스로가 느끼는 역량 부족과 자신감
부족이다. 교사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SW교육 연수
내용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준의 SW교육 연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SW교육 연수는 실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연수로 운영
하는 것을 권장한다.
SW교육이 초등교육에 바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SW교육 자체에 대하여 비관적으로 생각하
여 시도조차 하지 않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SW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인식
확산 교육 및 SW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하다.
연구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외부연수의 사례를 바탕으로 SW교육 연수가 편안한 분위기에
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지식의 전달과 더불어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연수보다 함께 배우고 만드는 연수를 통해 SW교육 연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수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전체 연수는 지양하고 소모임으로 연수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의 연수환경을 만들어 연수
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SW교육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거나 함께 만드는 과정을 연수과정에
넣어 SW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초등SW교사연구회 활동을 통한 연구회원의 전문성 신장 방안
연구회원의 과반수가 현재 실과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 SW교육의 내용과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비회원은 교육과정 내 SW교육의 교육 내용과 수준에 대한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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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 시수의 부족으로 소프트웨어의 필요성 또는 절차적문제해결 등 기초적인 내용을 거의
학습하지 못하고 바로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는 등의 문제 상황이 SW교육에 걸림돌
이 되고 있다.
초등SW교사연구회는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만들고 보급하며 초등 SW
교육 관련 연수를 운영하는 연구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초등SW교사연구회에서 SW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하여 연구하고,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
하면 SW교육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W교육 시수 증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SW교사연구회의 규모가 점점 커지며 다양한 의견이 더 많이 나오고, 매년 새롭게 들어오
는 연구회원들과 기존의 연구회원들 간 SW교육의 이해 수준의 차이가 생기고 있다. 게다가 신규
회원이 많이 들어오면서 규모가 커지게 되며 연구회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다르다고 느끼는 연구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연구회원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는 연구회에서는 소모임(유닛)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고, 전체 연수와 소모임 활동을 병행하
여 연구회원간의 친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논문 투고일: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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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Activities of SSEMS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SW Education Awareness
Jung, Hyojin1, Yang, Changmo21)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remote and large- scale group training for SW
education is examined through a questionnaire. In order to improv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wareness of SW education, a plan to utilize the Elementary SW Teachers
Research Group, which is a voluntary organization of teachers, was proposed.
With the introduction of SW education to elementary schools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trend of increasing the need for SW education, it is crucial for all elementary
school teachers to promote instructional expertise in SW education. Although SW
education training has been conducted steadily to enhance the expertise of teachers
in this form of education, the training thereof has not connected with the curriculum
and systematization of the training process. Furthermore, the contents of SW education
have been insufficient. Consequently, voluntary meetings and research groups at home
and abroad are conducted to improve teachers’ awareness and expertise in education.
As a result of th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analysis, the research members
were able to increase their awareness of software education and expertise in technology
knowledge through internal and external training conducted in the research group. It
was possible to increase content teaching knowledge expertise in the process of sharing
knowledge among members, and sharing the experience of SW education classes
through other members in research schools. In order for SW education to be properly
positioned in elementary education, it is necessaryimperative to increase awareness of
the correct direction that SW education is pursuing, and training that can motivate the
need for SW educati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class expertise can be enhanced
by training by asking questions freely in a comfortable atmosphere as well as sharing
knowledge and exchanging opinions. In addition, it will be possible to increase
elementary school teachers’ expertise through training, in which teachers learn and
create together rather than transferring knowledge unilaterally.
Keywords : Elementary SW Teachers Research Group, Elementary School Teachers' SW
Education Awareness
1. Teacher, Goesan Myeongdeok Elementary school, happy265@korea.kr (lead auther)
2.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myang@cje.ac.kr (corresponding au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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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참여에 대한 사례 연구*2)
:민주시민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주영순1

<< 요 약 >>
본 연구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오는지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참여 과정에서 민주시민의식
변화와 관련한 경험 사례를 살펴보고 민주시민의식과 관련한 개념을 추출하고 범주화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청소년 활동의 중요한 동력은 자발성과 주도성이
었지만 이는 마을의 구성원들이 활동을 지지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때 더욱 발현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공간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의 행정적
지원, 청소년의 정책적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활발히 참여한 청소년은 개인적으로는 민주적인 기본 가치와 이념을 내면화한 인격체로 성장하였고
사회적으로는 타인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민주시민으
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주도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은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임을 증명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꾸준히 마을 기반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해
온 청소년들이 마을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수렴 및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실천적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 활동의 장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또 마을 자체가
살아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배움터로 구현되려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계획부터 실천, 반성의 전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른들은 촉진자로써 지언과 지지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주제어 : 마을교육공동체, 청소년 주도, 민주시민의식, 민주시민교육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주영순의 석사학위 논문 ‘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참여에 대한 사례 연구’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1. 도안초등학교 교사, wndude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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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급감 현상은 기존의 성장 동력을
잃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멸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2016)에 따르면 충북의 5개 군(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의 지자체가 소멸
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젊은 여성층의 인구 비중이 10%대에도 미치지 못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자체는 앞서 언급한 충북의 5개 군을 포함하여 2004년 6개에서 2014년 77개로
증가하였다. 이는 젊은 층의 인구변화가 지역 간 이동을 통해 정주여건이 좋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지역의 인프라 측면에서 좋은 양육 조건과 교육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인구수 유지 또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시사점을 제공
한다.
또한 급속히 발전된 과학기술의 성장은 현대사회의 불평등과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왔고,
이는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을 통한 공동체성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마을교육공동체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조윤정,
2018). 마을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마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이 녹아있어 소통
과 배려의 관계를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공간
이다. 자신의 삶의 공간인 마을에서 아이들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도 하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대화와 토론, 때로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 삶에서 발생하는 사회
적 갈등들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청소년들의 배움의 장을
학교로부터 지역사회와 마을까지 확장하고 주도적으로 마을 주민이나 마을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마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조윤정, 김현주, 이권수, 2017).
충청북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마을은 아이를 품고 아이가 자라면 마을을 품는다’는 비전
아래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을 발전시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충청북도교육청, 2016). 청소년이 미래를 살아갈 주체로서 자신의 주변
과 긍정적 관계를 맺으며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마을교육공
동체의 목표라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계획부터 실천의 과정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그러한 전 과정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구성원 간 신뢰
를 형성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을 통합하며 협력적인 수단을
통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경험 등 여러 가지 민주주의 원리를 경험하며 자연스레 민주
시민의식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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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증평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민주시민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의 청소년 주도 활동이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선순환
체계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청소년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과 민주시민의식
1.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의 청소년 참여 양상에 관한 연구
마을교육공동체가 ‘마을’에 관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전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
용된다.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운영의 핵심주체가 되는 과정
에서 청소년은 나의 삶과 관련한 지역 또는 일반적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의사를 결정하는
주인의식과 주체의식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구성원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와 직접
상호작용하고 이를 통해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진지하게 숙고하고 스스로 구성해 나갈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홍제남(2019)은 지역사회협력 청소년 자치배움터로 몽실학교를 지목하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주체로서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체험을 기획하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재능과 진로를 탐색하고 있으며
길잡이 교사들은 안내자와 촉진자로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청소년들 스스로가 활동의
계획부터 진행, 평가의 전 과정에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와는 다른 수평적이
고 공동체적인 문화 속에서 불필요한 경쟁 없이 좋아하는 주제로 나이와 무관하게 함께 협력할
수 있어서 이를 통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정의적 능력들(책임감, 자신감, 리더십, 자기표현과
소통능력, 배려와 협력, 갈등해결, 비판적 사고, 도전 의식 등)이 길러지고 있다고 하였다.
조윤정(2018)은 마을교육공동체에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핵심주체가 되는 것을 청소년 주도 마을교육공동체라고 볼 수 있으며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성원
들이 주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묻기만 하는 문화보다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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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으로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자발적 참여를 보장할 때 청소년들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더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서 청소년 주도라
는 용어를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최창욱, 전명기, 2013)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을은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자 터전이므로 마을교육공동체에서의 청소년 참여는
이와 분리하여 논의할 수 없다.
Checkoway(1998)는 청소년 참여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고 청소년의 참여 수준이 가장 높은
단계를 ‘권한 이양’(7단계)과 ‘청소년 통제’(8단계)로 제시하고 청소년 참여자가 대부분의 의사
결정을 맡게 되거나 전체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로 보았다. 그러나 어떤 단계가 가장 바람직한지
는 마을의 구성원인 청소년들의 발달단계나 능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정주 외
1999).

[그림 1] Checkoway의 청소년참여 8단계(Checkoway, B. 1998)
Chekoway의 청소년 참여 8단계는 가장 능동적인 참여 단계로 기존의 보호만 받던 수동적인
존재나 사회 문제를 그저 지켜보는 명목 참여 단계를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정체성을 띠며 적극
적인 참여를 통한 권리를 갖는 단계를 말하며 증평행복교육지구 청소년동아리 활동이 궁극적으
로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증평행복교육지구는 청소년카페와 같은 배움과 쉼 중심의 청소년 자치마을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나 청소년 축제를 활성화하고 정책 포럼
이나 정책 마켓 등과 같은 청소년 정책제안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의 청소년 참여나 캠페인 등 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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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이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주도성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
며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조윤정, 2018). 청소년 주도 마을교육공동체는
‘청소년들의 배움의 장을 학교로부터 지역사회 또는 마을까지 확장한 것으로서, 학습자들이 주
도적으로 마을 주민이나 마을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삶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마을의 주체로 성장하면서 마을을 학습생태계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2. 청소년 참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시민(citizen)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폴리스(polis)’를 구성하고 지배했던 사회계층을 의미했
으나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근대적 의미의 시민은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귀족과 성직자의 특권
을 폐지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고 인간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사회, 시민 사회를 이룩한 사람들을 말한다(전숙자, 2005).
우리나라의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2015)과 각론에서는 모든 교과의 기본 목표를
‘민주시민 육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2015개정 교육과정 사회과에서는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이란 민주적인 기본 가치와 이념을 내면화하고 삶을 통해 민주적 가치들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발휘하고 타인과 협력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식, 기능 가치들을 사회적
인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내외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제시한 민주시민의 자질에 대해 정리하
여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통된 민주시민의 자질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남미은,
2009).

<표 1>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민주시민 덕목
구분

국외

연구자

민주시민덕목

Martorella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사회의 이념과 가치 참여, 역할과 책임 수행

Dynneso

현 사회문제 인식, 학교나 지역사회에의 참여, 책임의 수용, 타인의 복지
고려, 도덕적·윤리적 행동, 사회 제반의 권위 인정, 비판적 사고 능력,
합리적 결정 능력, 정치에 대한 지식, 애국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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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age
& Armstron
조도근
국내

한면희
한국교육개발
원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 비판 능력, 참여 능력
인간 존중, 봉사와 협동, 자유와 책임, 준법 정신, 반성적 사고, 자치
생활에의 참여 능력
사회 현상에의 관심, 탐구, 지식·기술·정보의 창출, 문제 해결
인간 존엄성의 인식, 기본 생활 습관 및 질서 의식의내면화, 민주적
절차 및 과정에서의 숙달,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함양

※ 출처: 남미은, 2009, pp.14, 16
신수연(2019)은 여전히 청소년들은 스스로 혹은 외부적 시선으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시민이 되지 못하고 소극적 참여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았다. 사회는 청소년 참여 활성화
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지역사회
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하였다.
윤성희(2018)는 마을교육공동체 속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탐구활동과 체험활동 등을 통해 민
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학생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지역공동체에서의 역할을 키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하였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돌봄, 진로탐색,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배움을 일상화한다고 보았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교육공동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시하여 아이들이 마을의 주인이 되며 그 결과로 아이
들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을은 작은 사회이고 이곳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제도 등의 물리적 환경
을 제공해 줄 수만 있다면 삶이 살아 숨 쉬는 마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어울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은 성장할 것이다.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활동들이 자신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으며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
해결 절차가 민주적이고 그러한 것들이 실천과 연계되어 있다면 마을이야말로 살아있는 민주주
의를 배우는 최적의 공간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마을을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는 적극 협력하는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보고 마을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 배움을 찾고 청소년 주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자발성, 협업, 연대, 창의성, 의사소통을 통한 타인의 의견 수용, 존중과 배려, 권리와
책임, 다양성 인정, 갈등해결 능력 등 민주시민의식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분석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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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민주시민의식에 어
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참여 양상을 관찰하고, 참여 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한 사례를
질적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증평행복교육지구에서 이루어지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교육생태계 조성 사업, 교육공동체
사업, 지역 특화 사업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교육공동체 사업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마을 주민들이 풀뿌리 교육 주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 연구회 활성화 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모든 활동이 지역의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이에 참여하는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증평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핵심 사업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증평행복교육지구 교육공동체 사업의 세부 운영과제인 행복교육 동아리 운영 일환
으로 조성된 ‘청소년 카페 물감 운영’에 참여한 청소년의 참여 양상 관찰과 면담을 통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표 2> 증평행복교육지구 사업 개요
구분

운영과제

교육생태계 조성사업

지역교육협의체 구축
마을교육과정 활성화

교육공동체 사업
행복교육동아리 운영
지역 연계 돌봄
지역 특화 사업
주민제안 및 공모사업

세부과제
-

증평행복교육지구 센터 운영
공동체 역량강화 연수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원
찾아가는 지역문화에술 수업 운영
진로프로그램 운영(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청소년 카페 ‘물감’ 조성 및 운영
마을교육과정 지역연구회 운영
마을학교 축제
학부모참여 공동육아방식 돌봄교실운영
지역연계 자원 발굴 및 개발

- 민관학 원탁토론회

청소년카페는 청소년 자치 문화 확산 및 민주시민 육성을 목표로 한 마을공모사업으로 조성되
었으며 지역의 유휴공간을 거점으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운영 지원하였다. 주된 활동은 안전
한 돌봄과 휴식이지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청소년 행사에 참여하거나 자발적인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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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운영 활동,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제안하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활동
은 카페 운영 규칙 정하기, 도시락 봉사 활동, 지역활동가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체험활동, 카페
공간 꾸미기, 스스로 파티 기획하기, 민주시민체험, 마을학교 축제 부스 운영 및 행사 진행, 증평
행복교육지구 사례발표회 참여 등이 있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청소년 카페 활동과 관련된 연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2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 및 대표 마을활동가들로 이루어졌으며 청소년이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민주시민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
해 분석하기 위해 참여 관찰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관찰은 마을교육공동체 청
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참여 과정에서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고 느낀 것과 비공식적인 대화까지 포함하였다.
이 중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4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차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
여 1~2시간씩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대표 마을활동가들의 의견은 평소 이루어지는 운영위원
회 및 다양한 증평행복교육지구 행사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기록하였다. 심층면담은 마을교육공
동체 청소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관찰에서
드러나지 않은 민주시민의식 변화와 관련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은 부분이나 변화의 모습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청소년 카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마을교육공동체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민주
시민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청소년 활동 참여를 방해하거나 촉진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도
추후 청소년 주도 활동 관련 연구 및 자치 활동과 관련한 연구를 위해 의미가 있다는 판단 하에
면담 자료에서 이를 따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면담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70개의 의미 있는 개념을 도출하고 유사한 개념을 속성별로 연구
문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분류하여 민주시민의식과 관련 있는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
서의 민주시민의식 변화 요소를 21개의 하위 범주로 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참여를 촉진
하는 요인과 방해하는 요인을 6개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4명의 청소년은 청소년 카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눈에 띄게 생활 모습
이 변화하였고 참여 빈도수가 높아 청소년 카페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사업에 참여한 횟수가
많으며 모든 프로그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였기에 심층면담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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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임했다. 또한 청소년카페에서의 참여 빈도수가 높아 연구자와의 래포형성이 잘 이루
어져 편안한 분위기로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마을활동가는 청소년카페를 전담하여 운영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 활동가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돌봄,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표 3> 심층면담 참여자 정보
이름

소속

학년

청소년카페 주요 활동 내용

강○○

**중

1

우○○

**중

2

진○○

**중

2

청소년 카페 부위원장

이○○

**중

3

청소년 카페 위원장

정○○

마을활동가

청소년 카페 전담 운영

면담 질문 내용은 마을교육공동체 청소년 활동 참여 계기, 청소년 활동 내용 및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험, 청소년 활동을 통해 더 많이 알게 되거나 나 또는 내 주변 사람이 느낀 나의
변화 모습, 민주시민의식과 관련하여 변화가 일어난 모습, 민주시민의식 변화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등이 포함되었다.
참여관찰과 면담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청소년 활동 공간에서 이루어
졌으며 면담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 이름은 연구 보호를 위하여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면담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 및 면담 내용을 활용해도 좋다는 동의
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담, 참여 관찰, 관련 교육청 문서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
로 자료의 다원화를 추구하였으며 면담이나 참여관찰 후 일지를 작성하였으며 모든 면담 내용은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2. 자료 분석 방법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자료는 면담 자료 분석을 통해 핵심 내용을 선별하였다. 청소년의 마을
교육공동체 참여 양상 및 이를 통한 민주시민의식 변화에 대한 개념을 범주화하기 위해 참여
양상 관찰과 면담 결과를 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참여 양상 분석과 그에 따른 민주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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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변화의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참여 양상 분석을 통해서
는 개인적, 타인과의 관계에서 변화된 모습을 개념화하고 청소년 주도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변화의 시사점 도출을 위해 청소년 주도 마을교육공동체의 참여를 촉진하거
나 방해하는 내용을 따로 분류하여 범주화 하였다.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변화를 분석하기 위
해서는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민주시민 덕목별로 자료의 의미를 해체하고 개념화하였
으며 개념화한 자료 및 범주들을 관련 있는 형태로 재조합 하여 다시 개념화 하였다. 개념과
범주의 명명작업은 연구 참여자의 언어를 민주시민덕목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그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연구 참여자가 사용한 단어나 어구에서 범주화하였다.

Ⅳ. 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참여 양상
1.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서 공간의 의미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와 관련되고 나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의미
한 공간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공간은 청소년들이 마을의 구성원들과 만나는 구심점
으로서 도구로 측정이 가능한 물리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삶 속에서 청소년들의 필요한
요구를 채워주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추상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인간은
공간을 떠나 활동할 수 없으며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인 교육 활동도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박용
숙, 2013).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현상’이 이루어져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다면
물리적인 공간에 모임으로써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공동의 이해관계가 시작되는 ‘작은
사회’를 만나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 공간이 없었기에 증평행복교육지구 청소년 참여 활동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청소년들의 안전한 휴식과 자유로운 자치 활동을 제공하지 못했던 점은
증평행복교육지구 교육 주체들이 공간을 남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 부재에 갈증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마을활동가: 저는 증평군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간들이 지자체 소유다 보니 청소년들만을 위해 활용할 수
없습니다. 괴산, 증평 지역의 경우 마을과 동네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등의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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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개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증평행복교육지구 청소년카페의 경우 지역의 한 교회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던
공간을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해 주어 조성할 수 있었다.

2. 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참여 동력
가. 친밀감
마을은 어른들의 지식이 일방적으로 청소년에게 기계적으로 전달되는 공간이 아니라 마을
어른들과 청소년이 관계를 형성하여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공간
에서 어른들과 청소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 그리고 적응에 있어 친밀감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 저는 정** 선생님이 와보라고 권유해서 오게 되었죠. 그 선생님은 방과후 수업
때문에 친분이 있었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분이 “이제 여기 청소년 카페는 너희들이
마음껏 쓰는 카페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꾸밀 수 있는 곳?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들
이 꾸미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연구자: 청소년 카페에 와서 친구들과 처음엔 서먹했을 텐데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친해지게
되었나요?
강00: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진00: 저는 두세 번 나오니까 친해지던데요? 그 친화력 좋은 이**오빠가 있어서
마을활동가나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관계자 등 마을의 구성원들은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
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만일 친밀감 없이 단순히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연구자: 청소년 카페에서 다양한 여러 어른들과 만날 때가 많아졌는데, 그때는 어떤 느낌이
었나요? 처음 보는 어른들과 만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00: 이제 여기가 발전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구자: 어른들이 감시자로 느껴지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느껴졌기 때문인가요?
진0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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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친밀한 관계는 긍정적인 또 다른 관계들로 확장되는가 하면 새로운 환경에도 매우
우호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나. 자발성과 주도성
청소년 공간은 늘 지시받고 해야 할 일들 사이에 쫓기는 아이들에게 그저 ‘쉼’을 제공하여
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쉬면서 미래를 위한 창의역
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쉼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면 기관과 마을활동가는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을 기획한 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적·물리적 지원을 해준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인식,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도전 의식, 무엇
이든 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청소년 카페에서 공유한 가치는 ‘청소년 공간에서 청소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로 귀결
되었다. 자신이 가져야 할 판단의 권리마저 어른들이 독점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권리의 주체자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 공간이 제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자가 되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뿐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타인의 권리도 나의 권리처럼 존중하며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와 다른 의견도 수용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시민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마을활동가: 처음에는 카페가 쉼터인 게 목표였기 때문에 무슨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곳이
자유로운 공간이 되고 이것저것 스스로 하고 싶은 걸 자기들이 기획하여 운영하다 보니
자기들이 먼저 “선생님 우리도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데 ‘이제 정말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Ⅴ.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과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변화
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참여 활동에 따라 분류한 개념 범주화 내용은 <표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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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참여 양상 및 민주시민의식 변화에 대한 개념 범주화
개념
·
·
·
·
·
·
·

욕설 습관이 줄어듦
핸드폰 사용 시간이 줄어듦
집에서만 보내던 여가시간을 알차게 보내게 됨
성격이 부정적이고 거칠었던 면이 순화됨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함
집에서도 성격과 표정이 밝아졌다는 말을 들음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회로 필수 봉사시간 이수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
· 다양한 사회적 지식(역사, 예술, 문화, 어른들과의 대화 등)이
늘어남

하위범주

학교생활
능력향상
자신감

· 어디에나 갈등은 있다는 생각을 함
· 다양한 친구들의 성향을 이해하게 됨

다양성
인정

· 소극적이던 성격이 적극적으로 바뀌게 됨
· 새로운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음

적극성

· 스스로 학습의 필요성을 느껴 외국어, 과학 등 학습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요구함

자발성

· 청소년 카페가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될 방안을 고민함

주도성

·
·
·
·
·
·
·
·
·

가족 같은 느낌이 강함
방과후엔 항상 붙어있음
학교생활 중 쉬는 시간에 서로 만나려고 찾아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됨
오랫동안 못 보던 사람들을 보게 됨
모르는 사람과 친해져서 좋음
어른들의 격려와 지지를 받음
친구들끼리도 격려와 지지를 하게 됨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 어른들이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에
기분이 좋음

연구문제와의
관련성

긍정적
생활 변화

· 여러 대외활동(다른 사람과의 만남, 행사 참여)으로 자신감이
생김

· 다른 친구들이 밝아지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낌
· 친구들의 기분이나 상태를 파악하기 쉬워짐

범주

개인적
측면의
변화

청소년의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
참여를
통한
민주
시민
의식
변화

공감능력
친밀감

사교성

격려와
지지

· 갈등이 생기면 잘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듦
· 갈등이 있지만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문제
해결력

· 자신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진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
의견도 허용적으로 받아들임

수용성

· 우리끼리 규칙정하기를 할 때 뿌듯함을 느낌
· 결정권을 가진 결정권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듦

자율성

사회적
측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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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범주

· 미리 어른들이 말하는 큰 세상을 체험하는 기분이 듦
· 지역 축제 사회를 볼 때 대본대로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는 자율성이 부여되어 유연하게 잘 하게 됨
· 혼자하면 재미도 나 혼자 느끼고 책임도 혼자 지는데 함께 하면
다함께 재미있고 즐거움을 느낌
· 혼자 할 때 예상된 결과보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기대하는 것에서 재미를 느낌
·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시야가 넓어짐
· 친구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경청하게 됨
· 대화할 때 소리를 지르기보다 완곡하게 돌려 말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바뀜

협력

책임감

· 평소엔 여과 없이 하던 나쁜 행동을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참게 됨
· 상처가 되는 말은 생각해보고 하지 않게 됨

배려
봉사

합리적
의사결정

연대감

즐거움

·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생김
· 맘껏 뛰어노는 것에서 해방감과 기쁨을 느낌

스트레스
해소

· 극소수의 인원으로 시작함으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움
· 어른들의 간섭이 없음

자유로움

· 학교에서의 공부가 재미없는데 카페에 오면 재미있음
· 외모만보고 친구들이 싸늘하고 차갑다고 오해를 하였는데
카페에서는 그렇지 않음
· 말이 없고 친구들과 벽을 치고 생활하였지만 카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음
· 실패했을 때 비난받을까 두려움이 사라짐
· 동 학년보다 선후배 간 다가서기 힘듦
· 강한 성격의 구성원이 있으면 눈치 보는 분위기가 조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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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와의
관련성

타인 존중

· 내가 할 일을 잘 해야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듦

·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며 오히려 밝은 모습에
반성하게 됨
· 도시락 봉사 활동 등 여러 봉사활동에 재미를 느낌
· 핸드폰 사용을 하지 않음으로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늘어남
· 다양한 의견들의 합의점을 찾는데 점차 능숙해짐
· 친구들의 성향을 점차 잘 파악하게 됨
·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소통이 잘 이루어짐
· 실수해도 비난을 받지 않고 공동으로 결과에 책임을 짐
· 준비, 실행 과정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든든함을 느낌
· 주위의 어른을 간섭자가 아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여기게 됨
· 웃음이 끊이질 않음
· 언제는 더 웃기고 언제는 덜 웃기고가 아니라 항상 너무 웃김
· 그냥 같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좋음
· 하는 일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는 즐거움을 느낌

범주

촉진요
인

해방감

관계맺기
의

방해요
인

청소년의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
참여의
촉진/
방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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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초등학생들은 다양한 구성원의 입장을 이해하기 힘들어 적응이
어려울 것 같아 구성원에서 배제함
· 고등학생은 어색하고 무서운 느낌에 구성원에서 배제함
· 규칙의 정도를 결정하려는 의도였는데 아예 규칙에서 빼는 것에
어른들이 개입함(핸드폰 사용시간 조정 VS 핸드폰 사용하지
않기)
· 친하지 않은 구성원과 친해지기 위한 에너지 소모가 많음
·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 친구들을 웃기려고 노력함
· 기본적인 규칙 정할 때 다양한 의견의 중심점을 잡는 것이
어려움

하위범주

범주

연구문제와의
관련성

어려움

의견조율
의 어려움

1. 청소년 주도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타난 개인적 측면의 변화
가. 긍정적 생활로의 변화
아이들은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던 욕설이 줄었으며 핸드폰을 보는 대신 친구
들과 재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알차게 보내게 된 점, 부정적이고 거칠었던 면이 많이
순화되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에서 겪었던 경쟁적인
문화, 비교하는 문화, 친구끼리 서로 경계하고 견제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상처 주는 말, 친구의
외모 등 인상만 보고 차갑게 대하는 부정적 경험에서 벗어나 친밀감과 믿음을 형성한 긍정적
또래 문화, 좋아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자연스러운 배려심 등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단순히 카페에 왔다는 이유로 왜 욕이 줄어들었을까요?
진00: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참는 법을 많이 배웠어요. 좋아하는 친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아지더라고요.
나. 학교생활 능력 향상
연간 20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봉사활동의 경우 청소년카페 활동으로 지역의 장애
인 복지관을 통한 도시락 봉사나 지역 내 돌봄 기관에서 동생들을 위한 학습봉사활동, 또 지자체
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자연적으로 채울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깨닫는 점도 많아졌다고 하였다. 또한 어른들과의 대화를 통해 상식이 늘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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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는 역사, 예술, 문화 지식으로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다. 자신감
청소년들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직업의 어른들과 청소년들
을 만나게 되고 많은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학교와 달리 실패에 대한 부담이나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롭
기 때문에 이전에 해 보지 않았던 활동을 할 때도 두려움이 적다고 하였다.
라. 다양성 인정
청소년들은 내가 속한 사회 어디에나 갈등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갈등이 생기면
짜증을 내거나 회피하기보다 그것을 풀려고 노력하다 보니 갈등의 끝은 늘 해결이 되었고 그로
인해 다양한 친구들의 성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좋은 관계는
갈등을 해결하고 상대방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여기게 되었다.
이00: 사소하게 다투거나 하는 갈등은 놀다 보면 저절로 녹아요.
연구자: 관계가 좋으면 갈등이 있어도 잘 풀리나요?
이00: 네, 리본을 묶었을 때 한쪽만 당기면 잘 안 풀리고 양쪽을 잡아당겨야 잘 풀리는
것처럼 갈등을 저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화해는 서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서로 친하다
보면 그게 아무래도 자연스럽죠.
마. 적극성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경험들이 누적되며 청소년들은 소극적이던 성격이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내 삶과 연관된 사건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양하고 폭넓은 상황에 놓이는 경험과 확장되는 마을 프로젝트들을 하
나하나 완수해가며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의 기쁨과 성취감을 알게 되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정과 학교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의 변화
를 위해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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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00: 저는 민주체험학습으로 서울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 갔을 때 일제 강점기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만 듣고 가슴 아파했는데 우리도 베트남 등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비슷한 아픔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어요.
연구자: 그럼 언젠가 청소년 카페를 떠나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돼서도 이곳에서의 경험을
생각하며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어요?
우00: 네, 그러고 싶어요. 아마 청소년 카페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용기가 안 생겼을
것 같아요.
바. 자발성
청소년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자발성은 마을교육공동체들이 다양한 삶의 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할 수 있다.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배우는 것은 물론 마을에서 스스로
배움의 필요성을 느끼며 외국어, 과학 등 학습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주변을 중심으로 좁은 시야에서 생각하던 범위를 넓혀 자신의 진로, 꿈을 계획해보고 하고 싶은
일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며 자신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배움에 대한 요구를 자발적으로 하게
된 것이다.
마을활동가: 처음 카페를 시작할 때는 쉼터인 게 목표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일부러 집어넣으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나 부담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이 내 주도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되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경험을
쌓다 보니까 공부도 좀 필요한 것 같고, 하고 싶다고 느껴졌나 봐요. 저는 이게 너무 아이들에
게 고맙더라고요.
청소년들의 자발적 활동에 의존한 의미 있는 경험들이 누적이 된다면 이것이 자체의 고유한
동력으로 작용하여 ‘스스로의 동기에 의해서’, 또는 ‘스스로 원하여’ 필요한 것들을 학습해 나갈
것이다.
사. 주도성
청소년 주도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청소년은 교육의 대상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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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당당히 마을의 한 주체로 스스로 참여하여 점차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주변의 어른들과 교육청, 지자체, 학교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의 의견을 지지하며
협력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경험한 아이들은 한 해가 끝나가자 이 공간과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과 방안을 제시하는 등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마을교
육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방법을 말하고 현재 처해있는 고민을 이야기하
기도 하였다.
우00: 제가 바라는 점은 지금의 공간보다 더 넓은 우리만의 공간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군청에 계신 분들 모시고 우리가 활동했던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저희가 놀러 다닌 게 아니고 역사도 배우고 공부도 하러 다닌
게 있으니까 이런 좋은 곳을 좀 발전시켜 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진00: 청소년 카페에 오게 된 뒤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점은
현재 공간보다 더 넓은 공간으로 가서 더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고 청소년 카페가 오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대학교에 가도 카페는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2. 청소년 주도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타난 사회적 측면의 변화
가. 공감능력, 친밀감, 사교성 향상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친밀하게 시간을 자주 보내다 보니 친구들의 기분이나 상태를 파악하기
쉬워졌고 이것은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소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감춰뒀던 자기 노출을 통한 깊은 관계를 맺으며 상대
방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는 학교생활에서도 친구들의 행동이나 말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감 능력의 향상은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전과 달리 성격이 밝아지고 말수가 늘었으며 학교의 선생님이
나 가정에서도 그 변화를 알 정도로 표정이 달라졌다고 하였다.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께도
말수가 많아져 집 밖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잘 이야기 하거나 잘 웃는 등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였다. 또 청소년카페 활동을 통한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관계의 다양성 또한 타인을
향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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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소년들은 다양한 만남과 그들과 함께 한 많은 활동의 과정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낯가림이나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선입견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다양한 연령
대의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에 따른 관례적인 판단보다
는 그들이 참여하는 태도와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생활 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 격려와 지지
긍정적 관계 형성에는 격려와 지지도 큰 원동력이 되었는데 이 공간에서만큼은 무엇을 해도
인정을 해주고 격려와 지지를 받음으로써 어른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였으며 그로 인해
친구들끼리도 매사 격려하고 지지해 주게 되었으며 어른들이 자신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자랑스
러워하는 모습에 매우 기분이 좋다고 하였다.
진00: 청소년 카페에서는 도와주는 선생님들을 자꾸 만나니까 왠지 이곳이 발전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구자: 많은 어른들이 오면 왠지 감시자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나요?
진00: 감시자라기보다는 그냥 도와주는 분들이라고 느껴졌어요.
격려와 지지를 받음으로써 자존감이 향상되고 이를 발판으로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격려와 지지는 청소년들의 내면의 자아를 강하게
하여 자신도 남을 인정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내면의 힘으로 작용하였다.
다. 문제해결력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은 친밀감을 형성한 믿을 수 있는 구성원
들 사이에도 늘 자잘한 선택 사항이나 의견 조율의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한 결과 갈등이
생기면 잘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게 되었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내가 속한 사회에서는 다수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 알고 있는 지식,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합리적으로 융합하고 때로는 직감적으로 때로는 친구들과 연대하여 사고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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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용성과 자율성
청소년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거부당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진 경험이 긍정
적으로 작용을 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허용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였다.
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미래 역량을 무조건 강요하기보다는 그러한 역량들이 키워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또, 청소년들은 하고 싶은 활동이나 배우고 싶은 내용을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할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카페를 운영한 초창기에 청소년들끼리 모여 규칙 정하기를 할 때 생각보다
재미있고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동안 가정, 학교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실수를 두려워하게 만들거나 단순히 주어진 것에 참여하게 하는 경험이 많았다
면 청소년 카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지보다는 지지와 조언을 받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하였다.
스스로 하는 것의 범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권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에 속한다. 꼭
무엇을 배우지 않아도 되며, 꼭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될 때 그 쉼을 발판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고 하고 싶은 일을 기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청소년 카페는 그 시작부터 공간의
사용과 공간의 확장에 대한 고민, 활동 내용과 그 운영 모두 청소년 주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청소년 카페가 어른들이 말하는 큰 세상을 먼저 체험하는 곳이라는
기분이 들었으며 자신들이 결정권을 가진 결정권자가 된 것 같아 좋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강요당하는 배움이 아니라 원하는 배움과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있었다.
이00: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밖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우00: 저는 민주적인 사회 있잖아요. 어른들이 말하는 큰 세상, 카페에서 이걸 먼저 체험해
보는 것 같아요.
이00: 서로 부딪히고 비벼지면서 모난 부분이 맞물림을 찾아가는 거니까.
우00: 어른들은 ‘너희 사회 나가면 힘드니까 미리 학교생활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카페에서 보다 더 먼저 그런 민주적인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만큼은
저희가 어른인 것 같아요.
연구자: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된 것 같나요?
우0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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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협력
청소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과정에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야 했으며 함께 노력하여 다 같이 문제 해결을 해냈을 때 만족감과 뿌듯함을 느끼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결과는 예상되지만 여럿이 협력하는 과정
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오히려 기대가 되어
더욱 재미를 느낀다고 하였다. 프로젝트처럼 긴 호흡으로 문제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해결
해야 하는 경우는 과정이 힘들고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역량이 커지고
성장하며 시야가 넓어짐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00: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혼자면 무조건 내 기준대로 정하지만 같이 정하다 보니까
내 의견과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내 의견보다 더 좋은 경우도 보게 돼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더 재미있어요. 제 생각과 친구의 생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내가 깎여나가는
부분도 있고 다른 사람이 깎여 나가는 부분도 있고 서로 맞춰지는 느낌이 들어요.
우00: 내가 늘 예상한 데로 가는 게 아니더라도 결과를 모르니 재미있고, 막상 결과도
좋았어요.
강00: 혼자 하면 막상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는데 서로의 의견을 듣다보면 더 좋은 선택의
길이 많아져요.
자. 타인 존중과 책임감 향상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관계를 쌓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웠고 경쟁
이 아닌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타인의 인정과 지지는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렇게 형성된 자존감은 타인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친밀감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스트레스가 해소됨은 물론 친구들의 이야기를 자연스
레 경청하게 되었고 이러한 타인 존중 현상은 갈등 상황에서도 소리를 지르거나 다투게 되는
상황보다는 완곡하게 돌려 말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
렇게 된 데는 ‘내가 들으면 상처 될 말은 나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작용했다고 한다.
또, 청소년들은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맡은 일을 잘 해야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끝까지 책임을 다해 맡은 일을 다 하게
되었고 혼자의 책임이 아닌 모두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고 실행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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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나는 실수는 나만의 탓이 아닌 모두의 잘못으로 함께 여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을 맡게 되어도 두렵지 않다고 하였다.

카. 배려와 봉사의식 향상
친밀감에서 파생된 배려심은 다른 친구가 실수를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배려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깊은 신뢰감을 쌓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하여 실시한 도시락 봉사활동을 통해서는 눈이 안 보이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게 웃으시며 배달된 도시락에 감사하다고 표현하시는 할아버지를 만나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주어진 나의 삶을 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00: 저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이제 봉사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자원봉사, 지난번
에 도시락 봉사를 했는데 이번 주는 선생님(마을활동가)이 뜻깊을 거래요. 봉사하는 곳에
가 보니 현관문이 열려있고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더니 저에게 손바닥을 바로
내 주시더라고요. 손바닥에 한 글자씩 써서 소통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어두웠을 텐데 해맑게 웃으셔서 되게 놀랐어요.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도 이렇게 밝으신데,
나는 이렇게 다 멀쩡한데, 나는 어둡게 지내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파. 합리적 의사결정과 연대감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의견들의 합의점을 찾는데
점차 능숙해지게 되었고 이러한 긴 과정들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타인의 다른 의견도 인정하
고 공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연구자: 혼자 있을 때 해결 안 되던 게 여럿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해결된 경험이
있나요?
이00: 같이 규칙을 정할 때는 나 혼자이면 무조건 내 기준대로 정하지만 아이들과 다
함께 정하니까 내가 싫어도 어쩔 수 없는 게 있고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 오히려 더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게 더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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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00: 혼자 하는 것보다 서로의 의견을 들으면서 정하면 좋은 선택의 길이 더 많아져요.
사회의 축소판이자 민주주의 배움터인 청소년 카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민주
시민의식을 내면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깊은 연대감을 형성하게 하였다. 청소년 카페 공동체는
내가 실수를 해도 비난을 하지 않고 공동으로 결과에 책임을 함께 지고 다 같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다.

3. 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참여의 촉진 요인
가. 즐거움과 스트레스 해소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서먹한 관계였지만 친화력 있는 구성원의 노력과 또래 간의 공감대로
인해 금세 친밀감 있는 관계로 변화했다. 비슷한 생활 방식과 생각을 가진 또래라는 관계 때문에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교 후에 자연스레 모여 그냥 같이 무언가를 하는 활동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같이 있으면 웃음이 끊이질 않을 정도로 항상 재미
있다고 하였다.
또, 청소년들은 허물없이 속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어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된다고 하였다.
함께 하는 아이들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고민거리,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를 풀
어놓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해소가 됨을 느낀다고 하였다.
나. 자유로움과 해방감
빨리 친밀감이 형성된 이유로는 극소수의 인원으로 시작하게 된 공동체로 타인들의 시선들로
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어른들의 간섭이 없는 공간이라는 믿음 때문에 카페
에 오는 일이 무슨 일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공부가 재미없고 그 이유로는 수업의 방식이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획일적이며 자유학기제 이후에는 시험 등으로 재미있고 다양한 활동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어떤 청소년은 자신은 공부의 흥미도 없을뿐더러 학교에서는 거의 말이 없고
친구와의 사이에 벽을 치고 생활하는 편인데 이로 인해 친구들이 싸늘하고 차갑다고 오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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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거의 혼자 지내는 편인데 청소년 카페에서는 자신을 옭아매는 것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4. 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참여의 방해 요인
가. 관계 맺기의 어려움
청소년들은 좋은 관계를 맺게 되기까지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강한
성격의 구성원이 있으면 분위기가 금세 험악해지거나 편하게 있지 못하고 강한 성격의 구성원이
주장하는 대로 이끌려지게 되고 이럴 경우 함께 그 공간에 있는 청소년들은 불편함을 느껴 심리
적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었으며 강한 성격이 아닌 보통의 구성원들도 처음에 만나 나름의 친근
함을 가지기까지는 감정적 에너지 소모가 크다고 하였다.

나. 의견 조율의 어려움
청소년 마을 참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카페 이용 규칙을 정하는 사소한 일에도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의 중심점을 잡아 결정하는 게 가장 어렵다
고 하였다.
우00: 기본 규칙 같은 걸 정할 때 다른 의견이 많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반영할지 정하는
게 어려워요.
이00: 규칙도 그렇고 평소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정말 어려워요. 학교에서도 느끼지만
의견이 얘는 A면 다른 애는 A1, 또 다른 애는 A2, A3, A4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연구자: B나 C가 없고.
이00: 이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중간이 딱 필요하잖아요? 그 중간점을
잡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청소년 카페에서 규칙도 많이 만들고 매사 의견을 하나로 합쳐야
되는 게 많다보니 ‘얘들아, 이걸 하자, 저걸 하자.’ 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그것에
익숙해졌어요.
연구자: 익숙해졌다는 건 의견을 조율하는데 힘이 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건가요?
이00: 네, 어느 순간에 중간점을 잡는 게 눈에 보이게 되었어요.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원하는 거고,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원하는 거면 한 이쯤에서 의견의 범위가 겹쳐지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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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고 의견의 중심을 잡아서 결정하고 끌고 가는 게 조금 더 쉬워졌어요.

Ⅵ. 결론 및 제언
연구자는 마을교육공동체가 ‘마을’에 관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전 과정에서 마을은 민주
주의의 기본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민주주의 구현의 장이자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삶의
배움터가 된다고 보고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청소년이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때 민주시
민의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연구 현장에서 참여관
찰, 반 구조화된 심층면담(4명), 마을교육공동체와 민주시민의식과 관련된 연구물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청소년 주도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
으로서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간은 청소년 활동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유발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기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 운영 형태에 따라 그 공간의 지속 가능성은 다 다르며
공간 지속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간 발굴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
다. 그리고 공간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의 마을교육공
동체 관련 조례 제정 등 협력이 가능한 부분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친밀감은 마을활동 참여에 중요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거부감을 해소하게 해주었으며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돕는 동력은 자발성과 주도성이
었다. 그러나 이는 어른들이 개입이나 간섭 대신 말없이 지원해 주고 지지해 주는 데서 비롯되었
다.
셋째,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며 청소년들은 개인적으로는 민주적인 기본 가치와 이념
을 내면화 한 인격체로 성장하였고 사회적으로는 타인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협력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민주적 지식, 기능, 가치를 사회적 행동으로 연계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였다.
넷째, 마을교육공동체 청소년 참여 활동의 촉진 요인은 참여할 때의 즐거움, 스트레스 해소,
자유로움, 해방감을 느끼는 것이었고, 방해 요인은 관계 맺기와 의견 조율의 어려움이었다. 청소
년 참여 활동의 촉진요인과 방해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이후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의 연구 결론을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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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역의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는 마을의 공간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
록 조례 제정과 같은 제도적 지원, 유휴 공간 발굴, 관련 운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둘째, 지역의 어른들은 청소년 활동을 지지하고 마을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이 마을의 구성원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여 주는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 위원회 형식의 집단 체제를 조직하여 직접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들의 주도성과 자발성을 기초로 한 운영을 통해 점차 권한을 키워 가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때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마을활동가,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는 청소년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곁에
서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아 따뜻한 교육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청소년들이 마을을 위한 정책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증평 지역은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다. 청소
년이 지역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권리의
주체자로서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 마켓(가칭) 등의 활동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더 이상 청소년은 미래의 민주시민으로의 교육 대상자가 아니라 이미 참여하는 민주시
민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마을이
진정한 민주주의 배움터로 작동하려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계획부터 실천, 반성의 전 과정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의 어른들은 개입이나 간섭을 최소화하고 안내자와
촉진자로써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모든 마을 구성원들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전 과정에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을 통합하고 협력적인 수단을 통해 문제를 민주적
으로 해결하는 원리를 실천해 나간다면 청소년들은 이를 생의 전 과정에 걸쳐 습득하며 민주시
민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 논문 투고일: 2021.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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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ticipation of Youth in Village Education Community Activities
Change of Democratic Citizens’ Consciousness
Ju, Yeongsun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at changes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village education community activities bring to the youth’s democratic citizenship
consciousness and to draw implications thereof. Accordingly, the cases related to
democratic citizenship change in the process of youth participation were examined.
Subsequently, the concepts related to democratic citizenship were extracted and
classified. The study’s primary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pontaneity and initiative
were the driving forces of youth activities in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This
became more evident when the village members actively supported the activities. The
results further revealed a space for youth to perform various activities was important.
Furthermore, administrative support such as the enactment of ordinances to vitalize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and ensure youth policy activities was imperative. Second,
the youth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activities of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personally internalized basic democratic values and ideologies. Socially, they
became democratic citizens who cooperated with each other through positive interactions
with others and solved life problems. Consequently, youth-led village education
community activities proved to be a virtuous cycle system that could achieve the goal
of fostering democratic citizens. Consequently, it is imperative to give youth who have
consistently carried out village-based project activities the authority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village to collect opinions and make decisions as well
as to provide a place for policy activities so as to ensure practical democratic citizens
are fostered. Furthermore, for the village itself to be realized as a real living learning
ground, for democracy, it is crucial for adults to offer their support as facilitators so
that youth can lead the entire process of planning, implementation, and reflection of
village education community projects.
Keywords : village education community, youth-led, democratic citizens’ consciousness

1. Teacher, Doan Elementary School, wndude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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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온라인 수업 만족도 및 인식 변화 연구2)
- C교육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김동원1, 김향정2, 한태구

3

<< 요 약 >>
본 연구는 COVID-19의 확산으로 C교육대학교에서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 실태와 만족도, 성별·
학년별·연령별 차이와 함께 전체적인 인식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비대면 수업의
보완 및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데이터는 3차에 걸친 비대면 온라인 수업
만족도 조사 자료이며 SPSS 26, NVIVO 12로 분석하였다.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1, 2차 조사에서
는 전반적으로 남학생과 2·3학년, 그리고 29세 이하 학생들의 평균이 낮고, 여학생, 4학년, 30세
이상 학생들의 평균이 높았다. 3차 조사는 남학생, 29세 이하 학생들의 낮은 평균과 함께, 3학년의
만족도 상승, 4학년의 큰 폭의 하락과 함께 1학년의 1~3차에 걸친 지속적 하락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교수자의 피드백과 소통 노력’은 3차에 가장 긍정적인 변화로 인식하였으며, ‘초기의 비대면 강의와
비교하여 점차 강의의 질 향상’은 1차 대비 2차, 3차 조사에서 점차 상승하여 3차의 만족도 결과를
추동하였다. 대면 수업 대비 비대면 수업의 효과성 인식 정도, 비대면 수업에서 선호하는 수업 유형과
함께 비대면 수업에서의 보완 및 개선점으로 교수자의 피드백과 소통, 합리적인 과제 부과, 평가
방법 및 절차, 실험 실습 및 실기 교과에 대한 보완, 학생간 상호작용 및 팀플 개선, 교수자의 시스템
사용 및 활용 능력 배양, 시스템 및 서버 안정성 문제 해결 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다
발전적인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위하여 비대면 수업의 교수 설계 및 평가의 필요성과 향후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여건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비대면 온라인 수업, 만족도 조사, 학습자 인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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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COVID-19는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끼쳤고, 2021년 1월 현재도 진행형이다. 예외없이 혼란을 초래한 교육 분야
는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인 휴교령이 내려졌고, 그로 인해 세계 188개국의
15억 7,600만명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교실 수업 대신 원격수업으로 대체되는 사상 초유
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최현정, 2020. 05. 26). 지난해 2월, 국내 코로나 확산에 따라 교육부
는 대학에 개강 연기 및 학사 운영 방법에 대한 권고를 내렸고, 3월 전국 대학의 96%가 개강
연기를 공지하고 이후 연장을 반복하였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20). 이에 전국 대학이
COVID-19로 인한 수업 결손을 막고 코로나 펜데믹을 막기 위한 적극적 방안으로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대학 교육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기술적 준비와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교수자나 학습자가 기존의 면대면
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어려움은 문제점으로 지
적되면서 각종 미디어에서는 다양한 비판을 쏟아냈다. 비판의 중심은 원격 온라인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계획 및 설계 문제, 온라인 학습 기술 지원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 문제, 온라인 수업
운영 및 학습 효과 문제 등의 측면(이동주, 2020)으로, 저변에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온라인 수업 또는 원격 수업과 관련한 연구와 관심은 꾸준하여 캠퍼스 없이 온라인
수업만으로 진행되는 미네르바 스쿨이나 MOOC와 함께 최근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AI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LMS(학습관리시스템)의 활용으로까지 발전하였다(김현진 외,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전국 4년제 대학의 오프라인 강좌 수는 598,813개, 온라인
강좌수는 5,606개로, 국내 대학에서 차지하는 온라인 수업은 전체의 1%에 불과한 상황(한국사
립대학총장협의회, 2020)이라는 점에서 국내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존재는 미미하였다. 그러
나 2020년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전면적 실시로 “COVID-19의 순기능”
또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역설이 작동한 해였다.
“향후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려울 것이다” 혹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인류를 공격할 것이다”와
같은 어두운 예측들은 심리적으로 언택트 시대의 도래를 앞당기고 있다. 이로써 대면 수업에
대한 보완제, 대체제로 활용되었던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이제는 상시제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지점에 와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교육대학교에서 비대면 온라인 학습의 실태 및 학습자 만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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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인식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비대면 수업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예비교사로서 언택트 수업에 대한 경험은 다른 대학 학습자들의
경험보다 중요하며 의미 있는 것으로 향후 교사로서 마주할 미래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 및
교사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비대면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
가 교과 설계 및 수업 운영, 나아가 시스템 구축 및 대학 교육 정책으로 환류되고 이들이 체계적
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C교육대학교에서 경험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실태 및 학습자
만족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C교육대학교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변화 추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향후 C교육대학교에서 비대면 온라인 학습을 위해 보완 또는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면대면 수업 vs. 비대면 수업
교육의 전통적 방식은 만남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면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원격교육은
보조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온라인 기술의 경우에도, 집체교육을 기본으로 다
양한 교수자와 상황을 교수학습 공간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술 발전의 초점이
있었다. 고속 통신망이나 Virtual Reality(VR) 관련 기술들을 바탕으로 대면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있는 공간 안에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구현하는 시도들이 많았다. 일례로, H대학의
HY-LIVE 수업1)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비대면 기술은 전문 실험실, 현장 전문가 등을 고속
통신 기술을 통해 강의실 안에 홀로그램으로 구현하면서 강의실의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현재까지의 대학교육은 면대면 수업을 기본으로 비대면 교육은 첨

1)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기술과 인터넷 기술을 결합한 5G-Telepresence 시스템을 활용한 Sharing Education
강의 모델(HY-LIVE 교육모델 가이드, 한양대학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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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술과 대학의 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 컨텐츠의 다양성 차원에서의 접근이었으며, 교육
주체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적 지원은 면대면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정적으로 고려되
었다. 하지만 COVID-19 감염 확산 상황은 그러한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일시에 전환 시켜
현재 비대면 교육을 기본으로 면대면 교육이 보조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
비대면 교육 확대에는 기술적 발전이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5G 고속 통신망의 확보 및 실시
간 화상 강의 플랫폼의 발전으로 소통 매체의 기술력이 향상되었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
북 등 원격 소통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 단말기가 보편화되면서 비대면 강의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가 구축된 것도 대학 멀티미디어 강의실의 첨단 장비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원격 교육을
보편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례없는 질병의 세계적 대 확산
으로 대면 수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의 국가재정지원사업과,
대학의 자체적 노력을 통해 많은 대학들이 발빠르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COVID-19 확산으로 인해 가속화되었지만,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편리성 때
문에 비대면 수업은 면대면 수업의 대체제로서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원격 강의는 통신
기술과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웹기반 교육, 온라인 교육, 이러닝, 유러닝, 스마트러닝으로 꾸준히
양적 확대를 보이고 있으며(이영희 외, 2020), 그 편의성과 연결성, 자료 접근성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기존의 전통적 대면 수업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Garrison, 2016). 물론 ‘언제, 어디서나’라는 편리성은 ‘실시간 비대면 수업’이라는 확장된 비대
면 온라인이 포함되면서 축소된 듯 하지만, 온라인 저장 수업에서의 단점인 상호작용과 소통이
라는 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대면의 실시
간 수업을 면대면 수업과의 상반된 시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며 향후 면대면
수업과 비대면 실시간 수업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급격한 역전 상황이 대학교육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이며, 이것을 파악하거나 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시대적 전환에 맞물린 중요한 과도기에 비일상적 상황에 내몰려 맹목적으로 비대면 교육을 확대
하기보다는, 비대면 교육이 가지는 특성과 효과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을 통한 명확한 목적과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 교육이 고민해야할 비대면 교육 상황은 세 가지 층위를 가지
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파행 운영되는 기존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비대면 수업의 도
입,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의 필요에 따른 새로운 교육 방법의 전환을 위한 비대면 수업의 개발,
교육 목적과 내용까지 포괄하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을 위한 비대면 교육 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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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세 가지이다. 면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은 의사소통 방식, 수업환경 등에서 고유한 차이
가 있고, 이로 인해 면대면 수업에서 유용하게 작동하던 교수학습전략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적
합하지 않을 수 있다.(Piskurich, 2004) 중요한 것은 면대면 수업의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기존의 면대면 수업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더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수업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도재우, 2020)
이러한 거시적 전환기와 급박한 환경 변화가 겹친 상황에서 대학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에
대한 탐구는 중요하며, 그 탐구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반응이다. 이는
강의 만족도라는 개념으로 지표화되어 대학 교육의 질적 개선에 활용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대학이 그 결과를 교수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한신일 2005), 수업 개선을 위한
평가 결과의 적극적인 활용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백순근, 2006)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에 대하여, 대학교육 혁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연구와 환류가 필요하다.

2. COVID-19 상황에서의 비대면 수업 관련 연구
COVID-19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으로의 급박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이에 대한 연구물도 많이 산출되었다. 코로나
상황으로 촉발된 비대면 연구는 이전의 비대면 연구들의 연장선상에 있으나, 특수한 상황 조건
으로 인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점을 보인다.
첫 번째가 연구 목적의 특수성이다. 이전의 비대면 연구는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거나, 4차 산업사회와 기술 발달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거시적 변화(김소희 외, 2018) 등
현재의 문제라기보다는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대면 강의를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강의의 잠재적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많았다(최원경, 2020).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었으며, 미래적
전망보다는 당장에 실천 가능한 방법을 구안하는 데에 목적을 두게 되었다. 방법을 구안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선결과제이며, 따라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 비대면 수업
실태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나타나게 되었다(김남일, 2020; 이동주, 2020; 이시철 외, 2020;
이현수, 2020; 장원형 외, 2020; 최원호 외, 2020 등).
두 번째로 그러한 실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연구 대상 차원에서 교육의 수요자에 초점을
둔다. 물론 교수자 입장에서의 연구(도재우, 2020)도 있으나 코로나 상황의 비대면 수업을 다루
는 연구의 대부분이 비대면 교육의 성과 및 현상 파악의 도구로서, 학습자의 학습 성과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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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학습자의 학습 성과, 만족도 등은 중단된 대면수업으로
인한 학습의 결손이 효과적으로 보완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되며, 비대면 수업
개선의 기준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학습 효과성의 경우 학습 성과, 지속적 사용의도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며, 성과의 경우
다양한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로 행해졌다.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패턴과
학습 성과 간의 상관관계(이영석, 2020),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학습 성과 간의 상관관
계(김진모, 2020) 등에 주목한 연구들이 행해졌는데, 각 변수들과 학습 성과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학습자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지속적 사용 의도에는 학습자의 태도,
지각된 유용성, 기대 일치 및 지각된 용이성 등의 요소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정한호, 2020). 그 외에도 문제기반학습모델(Problem-Based Learning)에 기반한 대면/비대
면 수업 간 사례 비교를 통해 특정 교육 모델에 대한 효과성을 비교하는 연구 등이 있다(김지윤,
2020). 이러한 연구들은 비대면 수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 마련에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연구 대상이 한정적이고 대면 수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과 차별화된
비대면 수업만의 변수들을 특정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습자 반응에 관한 연구들은 COVID-19로 촉발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주목하여 대학의
비대면 교육 상황에 대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교육 수요자의 반응 및 만족도를 분석하
고 있다. 대부분 설문을 통한 통계분석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구 대상과 고려한 변수에
따라, 비대면 수업 분석을 위하여 적용한 모형에 따른 만족도(서혜선, 2020), 특정 비대면 수업
과목에 대한 만족도(장원형 외, 2020; 최원경, 2020; 최원호 외, 2020) 특정 전공 학생의 만족도
(안효례 외, 2020; 이태정 외, 2020), 특정 대학의 만족도(김남일, 2020; 이시철 외, 2020; 이용
상 외, 2020; 이현수, 2020; 정향기, 2020) 등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설문 내용은 비대면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통신망, 강의 촬영 장비 등),
비대면 강의의 질에 대한 만족도(교수법, 장비활용 등), 비대면 방식에 대한 만족도(동영상 강의,
공개 강의, 실시간 강의, 과제 등)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학습자 반응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은 새로운 시대의 교육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지표로 학생
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양적 분석을 통한 전반적 경향성을 포착하고 일부 연구의 경우
(최원경, 2020) 인터뷰 등의 질적 데이터 분석을 시도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코로
나 사태의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한 학기 정도의 짧은 기간에 일회적 조사에 머무르고
있으며, 학습자의 반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질적 자료의 활용 면에서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른 연구들에서 동영상 강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것에 비해 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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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2020)의 인터뷰에서 실재감을 느낄 수 있는 실시간 강의를 더 선호한다는 답변이 우세했고,
김남일(2020)의 경우 학년에 따라 선호하는 비대면 강의의 방식에 차이를 보였다는 점 등에서
연구의 대상이나 방법에 따라 결과의 편차가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 대학 간 공동 연구나
국가 차원의 대규모 조사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초기의 비대면 관련 인식 조사에는 온라인 강의에 대해 부정적
인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부정적 반응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수업의 질이 교수자의 개인적 역량에 좌우되는 열악한 상황에 상당 부분
기인했을 것으로 보인다(박중열, 2020). 이후 1년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비대면은 전국 모든
대학의 제1과제가 되었고, 대학의 비대면 인프라와 강의 운영이 어느 때보다 집약적으로 변화하
였다. 비대면으로의 전환이 급박하고 전면적이라 할지라도 명확한 방향성과 목적, 효과적 방법
론의 수립은 중요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비대면 수업의 실태와 학생의 수요에 대한
성찰은 변화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즉, 환경의 변화와 함께 1학기 이상 전면
비대면 강의를 경험한 학습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의 추이를 살펴보고 현 시점에
서 비대면 강의가 뉴노멀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시사
점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교육대
학교라는 특수성과 함께 다학기, 3회에 걸친 데이터 수집과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계열적으로
실태 및 인식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비대면 수업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시사점
과 함께 미래 예측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2020년 3회에 걸쳐 실시한 비대면 수업 실태 및 만족도 조사로, 연구 대상은
C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1~4학년 학생들이며, 총학생회와 수업 관련 주무 부처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 실시 안내 및 독려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자발적 참여로 실시되었다. 세 차례
모두 Survey Monkey 웹링크 접속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방식을 취하였으며 1차에서는 총 396명,
2차는 634명, 3차는 254명이 응답했다(<표 1> 참조). 실시 시기와 관련하여 1차는 전면 비대면
수업 실시 이후,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2020년 5월 12~15에 실시하였
고, 2차는 1학기 말인 7월 1~3일에 실시하였다. 3차는 2학기에도 지속적인 비대면 실시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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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후반인 11월 4일~6일에 실시하였다.
C교육대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구성상 성별과 학년, 연령별 특성이 뚜렷하여 전체적인 평균이
나 변화추이와 함께 개별 집단의 특성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표 1>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였
으며, 분석 결과에 있어서도 이 구분에 따라 집단간 유의도를 추정하였다. 이때 연령의 구분은
C교육대학교의 총학생회의 설문 방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범주를 적용하였다.
<표 1> 비대면 만족도 조사
차시

총응답자

성별(%)

1차
(5.12~15일)

395명

여: 291명(74%)
남: 104명(26%)

2차
(7.1~3일)

634명

여: 443명(58%)
남: 188명(42%)

3차
(11.4~6일)

254명

여: 195명(70%)
남: 59명(30%)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20명(30%)
95명(24%)
106명(27%)
74명(19%)
196명(31%)
162명(26%)
165명(26%)
110명(17%)
89명(35%)
48명(19%)
101명(40%)
16명(6%)

연령(%)
25세 미만: 295명(74%)
25세~29세: 85명(22%)
30세 이상: 16명(4%)
25세 미만: 451명(71%)
25세~29세:143명(23%)
30세 이상: 39명(6%)
25세 미만: 167명(66%)
25세~29세: 64명(25%)
30세 이상: 23명(9%)

2. 연구 도구 및 분석
1) 비대면 수업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대학의 전면적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설문 도구
는 연구자들이 문항을 구성한 다음 3명의 교내 관련 분야 교수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완성하였
다. 1, 2차 문항은 <표 2>와 같고, 응답유형은 선택형, 척도형, 개방형이며, 양적·질적 응답이
혼합된 형태이다. 3차 문항은 1, 2차 문항을 기반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항, 그리고 1학기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불편 정도, 변화 정도, 새로운 수업 방식의 제안
등, 변화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3차 설문지를 수정한 이유는
동일한 조사에 대한 피로도를 낮추고, 불성실한 응답을 피하고자 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인식변
화 및 만족도 추이를 깊게 살펴보기 위함이다.
1, 2차 비대면 조사의 척도형 문항에 대한 Cronbach알파는 .936, 3차 척도형 31문항에 대한
Cronbach알파는 .942로, 도구의 신뢰도는 매우 높았다. 이후 SPSS 26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각 문항의 자료 척도에 적절하고 C교육대학교의 학생 구성상 특징을 반영하여 성별, 학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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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집단간 유의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1, 2차 조사 문항
설문 내용
인적 정보(성별, 학년, 연령)
시간관리 및 학습 참여 실태(강의 참여 및 일상시간 관리, 시간활용, 수강
기한, 과제수행정도, 수업집중도, 의사소통 등)
학습 만족도(강의목표, 강의목적, 난이도, 강의자료, 피드백 및 소통, 만족도 등)
효과적인 비대면 강의 방식(동시, 비동시, 게시판활용, 과제물 수업에 대한
효과적, 비효과적, 대면강의에서 활용도 등)
대면강의 vs. 비대면 강의 효과
비대면 강의 개선점
학습환경 시스템 문제점(LMS)
향후 발전적 대책

문항 번호(수)
1~3(3)

응답 유형
선택형

4~12(10)

척도형(5점척도)

13~22(10)

척도형(5점척도)

23~26(4)

선택형

27(1)
28(1)
29(1)
30(1)

선택형
개방형
개방형
개방형

<표 3> 3차 조사 문항
설문 내용
인적 정보(성별, 학년, 연령)
비대면 강의 만족도
세부 사항 만족도(온라인 강의 시스템,
실시간 비대면 강의, 교수자 제작 동영상,
학사운영 및 감염병 관리 정책 등)
온라인 강의의 불편 정도(서버안정성,
LMS플랫폼 기능, 강의 음질 및 화질, 강의
방식, 소통, 교육의 질, 교수자 피드백, 평가
절차 방식, 과제 관련 등)
효과적인 비대면 수업 유형
1학기와 비교하여 비대면 수업 관련 문항의
변화 정도(비대면 강의의 질, 교수자
피드백과 소통 노력, 합리적 과제 부과, 강의
준비 및 열의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수업방식 제안

문항 번호(수)
1~3(3)
4(1)

응답 유형
선택형
척도형(5점척도)

1·2차와 비교
동일
동일

5~13(9)

척도형(5점척도)

동일 or 유사

14~27(14)

척도형(5점척도)

불편 정도에 대한
새로운 문항

28(1)

선택형

동일

29~35(7)

척도형(5점척도)

인식 변화에 대한
새로운 문항

36(1)

개방형

새로운 문항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비대면 수업 만족도 조사
1) 1차, 2차 조사
학생들의 학습 참여 실태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표 5>와 같이 항목
별로 평균과 함께 성별, 학년, 연령에 따른 T검정, F검정 및 Scheffe의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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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밝힌 바와 같이 1, 2차 비대면 수업 만족도 조사는 같은 설문 도구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① 학습 참여 실태
학습 참여 실태 문항은 총 9문항으로 전체평균은 1차 3.61, 2차는 3.68이다. 1, 2차 모두 ‘동영
상 강의의 수강 기한을 잘 지켰다’, ‘비대면 강의에 성실하게 임했다’가 높은 평균을 나타냈고,
‘원격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교수자와 소통했다’와 ‘동시, 비동시 수업에서 높은 수업집중도를
유지했다’가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1차 대비 2차에서, 4문항의 평균이 증가한데 비해 5문항은
하락했으나, 특히 수업집중도, 시간관리 및 활용에서는 떨어진 반면, 기말고사를 앞두고 ‘동영상
강의를 2회 이상 수강했다’항목의 높은 증가폭이 2차에서의 전체 평균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대한 T검정 결과, 1차에서 집단 간 유의한 결과를 보인 문항은 전체 9문항 중 3문항인
데 반해, 2차 때는 6문항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 유의한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차
로, 2차의 ‘비대면 강의에 성실하게 임했다’와 ‘동영상 강의의 수강 기한을 잘 지켰다’, ‘동영상
강의를 2회 이상 수강했다’의 평균차는 각각 .32, .27, .26으로 남학생들의 학습실태가 1차에
비해서, 그리고 여학생에 비해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 집단 간 변량분석 결과, 1차에서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이외의 시간은 독서 등 능력
을 개발하는 활동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항이 유의확률 .000으로, p< .001수준에서 유의하
였고, Scheffe의 사후 검정에 의하면, 1학년과 4학년, 2학년과 4학년의 평균 차이에 기인하는
함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원격(동시)수업에서 적극적으로 교수자와 소통하고 있다’ 문항이
유의확률값 .002로, p< .01수준에서 유의하였는데, 이는 1학년과 3학년의 평균차로, 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원격수업에서 교수자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2차는 ‘강의참여
와 시간관리’, ‘자기계발 능력 함양 노력’, ‘비대면 강의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와 ‘원격수업에서
교수자와의 소통’이 학년별 유의한 차를 나타낸 문항이다. 2학년이 문항의 전반에 걸쳐 전반적으
로 낮고 4학년이 전반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였다. ‘원격(동시)수업에서 교수자와의 적극적 소통’
문항은 2, 3학년과 4학년의 차이로 2, 3학년의 적극적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별 집단 간 변량분석 결과, 1, 2차 모두 ‘능력계발 활동’ 문항에서만 유의한
차를 보였는데, 1차는 유의확률값 .043으로, p< .05수준에서 유의하고, 2차는 유의확률값 .000
으로, p< .0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30세 이상과 나머지 학생들
과의 차이로 30세 이상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한 시간 활용도가
높음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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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와 2차의 학습 참여 실태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에서 “나는 동영상 강의를 2회 이상 수강
했다”문항이 유일하게 p<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말고사 대비과정에서 동
영상 강의를 2회 이상 수강함으로서 1차 조사와의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 학습참여실태
문항
나는 전반적으로 강의
참여 및 일상생활에 관한
시간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이외의 시간은
독서 등 능력을 계발하는
활동시간으로 활용했다
나는 비대면 강의에
성실하게 임했다

나는 동영상 강의의 수강
기한을 잘 지켰다

나는 동영상 강의를 2회
이상 수강했다
나는 비대면 강의의 과제
수행 정도(기한엄수,
완성도 등)가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동시,비동시
수업에서 높은
수업집중도를 유지했다
나는 원격(동시)수업에서
적극적으로 교수자와
소통했다

회
차

평균

1차

3.78

2차

3.73

1차

3.70

2차

3.57

1차

3.96

2차

3.98

1차

4.41

2차

4.29

1차

3.31

2차

3.88

1차

3.82

2차

3.90

1차

3.45

2차

3.40

1차

3.29

2차

3.28

나는 강의 진행, 강의
1차 3.44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교수자와
2차 3.52
의사소통했다
†
연령 1: 24세 이하, 연령 2: 25~29세,
*p< .05, **p<.01, ***p<.001

성별
여
3.76

학년

남
1
2
3
4
3.82 3.77 3.74 3.80 3.78
t= -.496
F=.081
3.79
3.58 3.75 3.53 3.80 3.88
t=2.309*
F=2.923*(2<1, 3, 4)
3.73
3.62 3.42 3.64 3.75 4.14
t=.933
F=7.105***(1, 2 < 4)
3.53
3.63 3.27 3.38 3.70 4.15
t= -.984
F=17.084***(1<3,4, 2<4)
3.98
3.92 4.06 3.81 4.03 3.88
t=.491**
F=1.635
4.07
3.75 4.02 3.78 4.05 4.07
t=3.787***
F=2.902*(2<1, 3, 4)
4.42
4.35 4.43 4.32 4.47 3.38
t=.771
F=.654
4.37
4.10 4.25 4.18 4.38 4.38
t=3.426***
F=1.700
3.33
3.27 3.31 3.21 3.23 3.58
t=.438
F=1.621
3.95
3.69 3.91 3.72 3.92 3.97
t=2.729***
F=1.499
3.87
3.67 3.85 3.88 3.75 3.82
t=1.667**
F=.280
3.98
3.71 3.79 3.92 3.91 4.03
t=-3.074***
F=1.447
3.44
3.48 3.53 3.32 3.46 3.45
t= -.296
F=.727
3.44
3.27 3.31 3.28 3.51 3.55
t=1.782
F=2.239
3.30
3.28 3.52 3.17 3.03 3.17
t=.144*
F=5.230**(3<1)
3.30
3.20 3.39 3.11 3.16 3.48
t=.966
F=3.797**(2, 3<4)
3.48
3.31 3.57 3.41 3.28 3.43
t=1.467
F=1.449
3.58
3.35 3.57 3.11 3.16 3.48
t=2.392*
F=1.196
연령 3: 30세 이상

연령 †
1
2
3
3.74 3.82 4.25
F=2.338
3.70 3.76 3.87
F=.606
3.63 3.86 4.19
F=3.184*(1< 4)
3.43 3.79 4.20
F=11.844***(1< 4)
3.96 3.93 4.13
F=.291
4.00 3.88 4.00
F=.888
4.42 4.35 4.38
F=.239
4.28 4.30 4.28
F=.027
3.32 3.35 3.00
F=.578
3.89 3.79 3.94
F=.642
3.79 3.91 3.88
F=.408
3.90 3.93 3.84
F=.108
3.43 3.46 3.81
F=.996
3.35 3.44 3.71
F=2.037
3.29 3.32 3.31
F=.033
3.24 3.29 3.53
F=1.361
3.42 3.45 3.63
F=.291
3.48 3.51 3.87
F=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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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의 만족도
강의 만족도는 총 10문항으로, 전체평균은 1차 3.61, 2차는 3.63이다. 1차는 ‘교수자의 강의
시간 준수와 강의 준비 철저’, ‘강의 내용과 강의 목적 부합’이, 2차에서는 ‘점차 강의의 질 향상’
과 ‘교수자의 동영상 매체의 적절한 활용’ 문항의 평균이 높았고, 1, 2차 모두 ‘적절한 과제’와
‘현재 비대면 수업의 만족 정도’ 문항이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대체로 문항이 소폭 상승 또는
하학했지만, 동영상 매체의 적절한 활용, 강의의 질 향상, 학생 수준에 맞는 난이도 구성 문항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성별에 대한 T검정 결과, 1차에서 집단 간 유의한 결과를 보인 문항은 ‘내가 수강하는 강의는
전반적으로 강의목표에 도달했다’ 외 4문항인데 반해, 2차 때는 2문항을 제외한 8문항에서 유의
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8문항에서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예컨대,
학생 수준에 맞는 난이도 구성, 적절한 과제 부과, 동영상 매체의 적절한 활용 문항은 여학생과
의 평균차가 각각 .23, .22, .26으로 위의 <학습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남학생들의 강의 만족도
가 1차에 비해서, 그리고 여학생에 비해서 여전히 낮음을 보여준다.
학년별 집단 간 변량분석 결과, 1차에서는 ‘초기의 비대면 강의와 비교하여 점차 강의의 질이
향상되었다’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9문항은 유의한 차를 보였다. 2차에서는 모든 문항이 학년
별로 .01,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는데 Scheffe의 사후 검정에 의하면, 4학년과 3학년과
의 평균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3학년이 1차 대비 2차에서 평균이 높아졌지만 4학년의 증가값
에 미치지 못하고, 1, 2학년이 상대적으로 2차에서 평균값이 낮아졌음에도 3학년은 이보다 낮았
다.
다음으로, 연령별 집단 간 변량분석 결과, 1차 조사에서는 모든 문항이 집단간 유의한 차가
나지 않았고, 2차에서는 ‘강의내용의 난이도가 적절하게 구성’,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강의자료 제공’과 ‘교수자의 피드백 제공 및 소통 노력’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3문항 모두
p< .05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사후 분석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는 30세 이상 집단과 25~29세
집단 간의 차이로 전체 문항에서 30세 이상은 높은 평균을, 25~29세는 제일 낮은 평균을 보였
다.
1차와 2차의 강의 만족도 대응표본 T검정에서 ‘초기의 비대면 강의와 비교하여 점차 강의의
질이 향상되었다’ 문항이 유일하게 p< .05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학기 후반부를 지날수록
비대면 강의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달라진 것으로 판단되
며 이외 나머지 문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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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강의 만족도

내가 수강하는 강의는 전반
적으로 강의목표에 도달했
다
내가 수강하는 강의의 강의
내용은 강의 목적에 부합하
게 잘 구성되었다
내가 수강하는 강의의 내용
은 학생의 수준에 맞게 난이
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
내가 수강하는 강의의 과제
는 강의내용과 관련한 적절
한 과제가 부여되었다
내가 수강하는 강의의 교수
자는 동영상 매체를 적절하
게 활용하였다
내가 수강하는 강의의 교수
자는 비대면 강의의 이해도
를 높이기 위한 강의 자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였다
내가 수강하는 강의의 교수
자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피
드백을 제공하고 소통하려
고 노력하였다
내가 수강하는 강의의 교수
자는 강의시간 준수와 강의
준비 등 적극적으로 임했다
초기의 비대면 강의와 비교
하여, 점차 강의의 질이 향
상되었다
현재 비대면 강의에 대해 만
족한다
†

연령 1: 24세 이하, 연령

*

p< .05,

**

p<.01,

성별
여
남
1
3.66
3.45 3.74
1차 3.60
t=2.099**
3.68
3.50 3.63
2차 3.63
t=2.265*
3.70
3.64 3.83
1차 3.68
t=.560
3.73
3.48 3.71
2차 3.67
t=3.077*
3.67
3.55 3.73
1차 3.64
t=1.221**
3.78
3.55 3.77
2차 3.72
t=3.034**
3.44
3.40 3.61
1차 3.43
t=.372*
3.46
3.24 3.41
2차 3.40
t=2.397*
3.72
3.59 3.85
1차 3.68
t=1.400
3.80
3.54 3.80
2차 3.73
t=3.343**
3.67
3.54 3.78
1차 3.63
t=1.230
3.71
3.44 3.75
2차 3.64
t=3.248**
3.57
3.53 3.71
1차 3.55
t=.337
3.60
3.43 3.59
2차 3.56
t=1.922
3.75
3.57 3.94
1차 3.70
t=1.757**
3.71
3.55 3.79
2차 3.67
t=1.903
3.66
3.60 3.73
1차 3.65
t=.573
3.84
3.61 3.73
2차 3.78
t=2.507*
3.65
3.27 3.55
1차 3.56
t=3.150***
3.61
3.28 3.45
2차 3.57
t=3.491**
2: 25~29세, 연령 3: 30세 이상
회
차

문항

평균

학년
2
3
3.57 3.41
F=3.098*
3.49 3.49
F=9.72***
3.62 3.47
F=4.146**
3.45 3.51
F=12.98***
3.63 3.38
F=5.450**
3.61 3.58
F=5.95**
3.46 3.04
F=9.649***
3.27 3.13
F=15.67***
3.65 3.65
F=5.564**
3.58 3.52
F=13.43***
3.62 3.32
F=6.480***
3.51 3.34
F=14.78***
3.53 3.21
F=7.671***
3.37 3.32
F=17.38***
3.56 3.44
F=7.447***
3.52 3.41
F=13.59***
3.56 3.52
F=1.571
3.67 3.68
F=5.32**
3.45 3.45
F=1.774**
3.33 3.40
F=12.73***

4
3.65
4.03
3.80
4.10
3.86
3.99
3.64
3.95
6.42
4.14
3.82
4.05
3.80
4.11
3.84
4.08
3.80
4.12
3.78
4.07

연령†
2
3
3.48 3.56
F=1.037
3.62 3.55 3.94
F=2.729
3.69 3.62 3.75
F=.277
3.67 3.55 3.89
F=2.169
3.65 3.60 3.69
F=.121
3.73 3.58 4.00
F=3.655*
3.45 3.32 3.56
F=.884
3.37 3.37 3.66
F=1.388
3.72 3.54 3.69
F=1.507
3.75 3.60 3.94
F=2.783
3.67 3.51 3.56
F=.965
3.66 3.48 3.87
F=3.060*
3.58 3.47 3.56
F=.390
3.53 3.48 4.00
F=4.219*
3.76 3.51 3.63
F=2.666
3.69 3.53 3.92
F=2.898
3.64 3.62 3.88
F=.425
3.77 3.72 3.97
F=.896
3.54 3.52 3.69
F=.170
3.49 3.48 3.87
F=2.287
1
3.63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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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이외에, 대면 수업 대비 비대면 수업 효과, 효과적/비효과적인 비대면 강의 방식(동시, 비동시,
게시판활용, 과제물)에 대한 선택형 문항과 함께 강의 개선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한 개방형 질문
을 실시하였다.
먼저, 대면 강의 대비 비대면 강의 효과를 살펴보면, 1, 2차 모두 비대면 수업 효과를 대면
강의의 70~89% 정도라 인식하는 학생들이 약 40%와 37%로 가장 많았고, 50% 미만으로 인식
하는 경우, 1차는 8.74%, 2차에는 10.71%로 1.97% 증가하였다. 반면, 대면 강의 이상의 효과로
인식하는 학생들은 1차의 9.77%에서 2차는 13.34%로 3.57% 증가하여 나머지 구간에서는 줄고
‘대면 강의 이상’과 ‘50% 미만’의 구간이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그림 1 참조]. T검정
과 분산분석 결과, 3, 4학년이 1, 2학년에 비해 비대면 수업에 대한 효과성 인식이 높고, 특히
1학년의 효과성 인식은 낮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대면 수업에 대한 효과성 인식
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30세 이상의 학생들이 비대면 강의의 효과에 대해 높은 선호를
보였다. 따라서 3, 4학년, 30세 이상, 여학생이 비대면 수업에 대한 효과를 높게 인식하였다.

[그림 1]
다음으로, 효과적/비효과적인 비대면 강의 방식(동시, 비동시, 게시판활용, 과제물)에 대한 질
문에 비동시(동영상) 수업이 1, 2차 모두 73.90%와 73.66%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동시 수업이 20.50%, 17.51%로 그 뒤를 이었다. 과제물 수업과 게시판 활용 수업은 효과성에
있어서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는데 2차에서 훨씬 낮은 감소추세를 보였다[그림 2 참조]. 특히 비효
과적 강의 방식으로 과제물 수업의 경우, 강의 없이 전체적으로 과제물 대체 수업인 경우, 학생들
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불만 사항이기도 하였다. T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3, 4학년이 그리고
여학생이 비동시수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연령별 집단에 따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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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마지막으로 강의 개선점 및 향후 대책과 관련, 개방형 응답을 워드클라우드 빈도분석하였다.
‘강의, 수업, 피드백, 과제’ 키워드가 추출되었고, 개선점과 관련된 내용으로 거의 문제점 또는
불만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다. 예컨대 ‘강의’의 경우, 강의 없이 과제물만 올리거나 PPT만
올라오는 강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동시 수업만 하는 강의, 실험 실습 및 준비물 등 학습자
상황에 맞지 않는 강의, 제시간에 정확하게 업로드되지 않는 강의, 친절한 보충 자료 업로드
가 필요한 강의, 강의 하루 이틀 전 갑작스럽게 실시간 강의 통보 혹은 취소 통보 등이 그것이다.
또한 키워드 ‘과제’의 경우, 과도하고 불친절한 과제, 과제의 분량과 수업의 목적과 어긋나는
과제, 수업 한 번 없고 수행에 어려운 과제, 특히 팀플, 피드백 없는 과제물 활용 수업, 쪽지와
메일은 읽지 않고 과제물 대체 등을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피드백’의 경우, 과제에 대한
피드백, 적극적이고 주기적인 소통의 필요성, 단체 쪽지로의 피드백은 지양, 교수자와 학습자의
활발한 상호작용 및 빠르고 구체적인 피드백, 교수자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피드백 등이다.
학습자 입장에서 비대면 강의에서 가장 문제라고 인식하는 부분은 ‘과제’와 ‘피드백’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2) 3차 조사
① 비대면 수업 관련 문항 만족도
3차 만족도 조사에서는 1학기의 1, 2차 조사를 기반으로 비대면 수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적인 비대면 수업 만족도와 함께 강의시스템이나 동영
상, 실시간 강의, 그리고 학사운영 및 감염병 관리 정책, 학습자의 학습실태 및 태도 등에 대한
질문으로 총 9문항이며, 전체 문항의 평균은 3.55이다. 이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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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시스템’이며, 다음은 ‘강의 참여 및 시간 관리’이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을 보인 항목은 ‘실시간 비대면 강의’와 ‘교수자와의 적극적 소통’, ‘학사운영 및 감염병 관리
정책’ 문항이었다.
성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교수자와의 적극적 소통’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성별 간 유의한 차가 없었다. ‘교수자와의 적극적 소통’ 문항의 경우, 유의확률값 .024로, p<
.05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 평균과의 차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집단 간 차가 유의하지 않은 모든 항목에서도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보다 낮았다.
학년별 분산분석 결과, ‘온라인 강의 시스템’ 외에 5문항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온라인
강의 시스템’은 유의확률값 .014로, p< .05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사후분석 결과 2학년과 1학년
의 평균차에 기인한 것으로 1학년이 2학년보다 유의하게 평균이 낮았다. ‘학사운영 및 감염병
관리 정책’ 문항에서는 유의확률값 .000으로, p< .001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1학년과 3학년,
2학년과 3, 4학년간의 평균차가 유의하였고, 1, 2학년의 평균이 유의하게 낮았다. 대체적으로
3학년의 평균이 높은 반면 1, 2학년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별 분산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서 집단 간 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30세
이상의 학생들의 평균이 ‘강의 참여 및 시간 관리’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에서 모두 높았
으며, 반면에 24세 이하의 학생들이 ‘학사운영 및 감염병 관리 정책’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
서 낮은 평균을 보였다.
<표 6> 비대면 수업 관련 문항 만족도
문항

평균

온라인 강의 시스템

3.89

실시간 비대면(스트리밍)
강의

3.26

교수자 제작 동영상

3.66

학사운영 및 감염병 관리
정책

3.39

나의 수업 집중도

3.51

강의 참여 및 시간 관리

3.79

과제 수행

3.58

88

성별
여
3.92

남
3.78
t=1.168
3.31
3.10
t=1.385
3.69
3.54
t=1.127
3.41
3.32
t=.582
3.54
3.42
t=.759
3.84
3.63
t=1.469
3.62
3.46
t=1.078

학년
1
3.67

2
3
4
4.10 3.95 4.06
F=3.617*(1<2)
3.29 3.31 3.20 3.38
F=.256
3.52 3.65 3.78 3.69
F=1.398
3.22 3.02 3.63 3.88
F=6.406***(1<3, 2<3, 4)
3.31 3.54 3.66 3.56
F=1.957
3.62 3.63 3.99 4.00
F=3.078*
3.43 3.40 3.78 3.75
F=2.729*(2<3)

1
3.86
3.21
3.63
3.40
3.48
3.73
3.53

연령†
2
3.89
F=.745
3.23
F=2.755
3.67
F=.285
3.36
F=.053
3.52
F=.486
3.92
F=.958
3.66
F=.637

3
4.09
3.74
3.78
3.43
3.70
3.87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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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3.15
3.17 3.46 3.54 3.44
t=2.278*
F=2.828*(1<3)
3.52
3.39
3.24 3.58 3.67 3.50
3.49
예비교사로서의 역량 개발
t=.929
F=3.524*(1<3)
†
연령 1: 24세 이하, 연령 2: 25~29세, 연령 3: 30세 이상
교수자와의 적극적 소통

*

p< .05,

**

p<.01,

3.39

3.35
3.43

3.39

3.70

3.55

3.83

F=1.452
F=1.897

***

p<.001

② 온라인 강의 수강시 불편 정도
비대면 수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불편 사항을 질문하였다. 1학기의 1, 2차 조사를
기반으로 불만이나 개선점에서 나타난 사항들을 중심으로 예컨대, 서버 안정성, LMS 플랫폼
기능 문제, 소통 문제, 과제 관련, 실습·실기 수업, 평가 절차 및 방식 등이다. 총 14문항이며,
문항의 전체평균은 3.39이다. 이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강의계획서와 부합한 강의
진행’, 다음은 ‘소통 문제’이며,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인 항목은 ‘과제 관련 문제’
와 ‘서버 안정성’ 문항이었다.
성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모든 문항에서 성별 간 유의한 차가 없었다. 다만 ‘소통
문제’, ‘실습·실기 수업’, ‘교육의 질’, ‘비대면 관련 학사 일정 및 공지 문제’와 관련하여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보다 현저히 낮았다.
학년별 분산분석 결과, ‘교수자 피드백’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교수
자 피드백’은 유의확률 .014로, p< .05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사후분석 결과 1학년과 4학년의
평균차로 1학년에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연령별 분산분석 결과, 학년별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교수자 피드백’문항 만 유
의하였다. ‘교수자 피드백’은 유의확률 .016으로, p< .05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사후분석 결과
25세 미만의 평균이 30세 이상에 비해 의미 있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
<표 7> 온라인 강의 수강시 불편 정도
문항

평균

서버 안정성

3.24

LMS 플랫폼 기능 문제

3.32

강의 음질 및 화질

3.41

강의 방식

3.51

성별
여
남
3.21
3.34
t= -.720
3.30 3.39
t= -.518
3.43 3.32
t=.624
3.56
3.36
t=1.167

1
3.17
3.25
3.43
3.44

학년
2
3
3.46 3.17
F=.754
3.38 3.31
F=.490
3.29 3.40
F=.469
3.52 3.54
F=.262

4
3.38
3.63
3.69
3.69

연령
2
3.41
F=.399
3.32
3.33
F=.971
3.32
3.56
F=.303
3.41
3.69
F=.175
1
3.16

3
3.30
3.26
3.57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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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서와 부합한 강의
진행

3.76

수업을 위한 교안이나 자료

3.48

3.76

3.75

3.80

3.81

3.69

3.81

3.78

3.47

3.53

3.52

3.73 3.34
F=1.272
3.56 3.64
F=.460
2.69 2.88
F=1.589
3.21 3.31
F=.584
3.45 3.49
F=.385
3.21 3.69
F=1.789
3.48 3.58
F=3.605*
3.58 3.52
F=.661
3.00 3.37
F=1.482

3.47

3.51

3.63

3.49

3.50

2.75

3.56

3.15

3.56

3.37

3.69

3.39

3.88

3.26

t=.107

t= -.324

3.61 3.41 3.45
t=1.155
2.93 2.75 2.89
과제 관련 문제(양, 난이도,
2.89
기간, 성적 반영)
t=.949
3.29
3.10
3.15
실습·실기 수업
3.25
t=.994
3.49
3.21
3.33
3.43
교육의 질
t=.956
3.51
3.48
3.42
집중력 문제
3.50
t=.056
3.45
3.29
3.10
3.41
교수자 피드백
t=.224
3.54
3.41
3.39
평가 절차 및 방식
3.51
t=.851
3.32
3.00
3.17
비대면 관련 학사 일정 및
3.25
공지 문제
t=.055
†
연령 1: 24세 이하, 연령 2: 25~29세, 연령 3: 30세 이상
3.56

소통 문제

*

p< .05,

**

p<.01,

F=.189

3.67

3.83

3.38

3.52

3.69

3.74

3.14

3.17

3.44

3.43

3.54

3.52

3.72

3.70

3.70

3.74

F=.770
F=.730
F=.364
F=.063
F=.244
F=.590
F=.172
F=.016*

3.81

3.46

3.67

3.23

3.59

3.65

3.17

3.52

F=.622
F=.544

***

p<.001

2.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 변화 추이
1) 강의 만족도 변화
1차~3차 비대면 온라인 수업 만족도 조사에서 공통적인 문항 중, ‘현재 비대면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기반으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평균 변화는 3.56 – 3.57
– 3.68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2차에서 3차의 변화 상승폭이 컸다. 이를 성별, 학년별,
연령별로 살펴볼 때, 아래 그림과 같다. 여전히 남학생, 2, 3학년, 29세 이하 학생들의 평균이
낮고, 여학생, 4학년, 30세 이상 학생들의 평균이 높았다. 변화 추이에 있어 남학생이 3차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고, 4학년의 경우, 3차에서는 하락폭이 컸으며 3학년의 상승폭도 두드러졌다.
1학년의 만족도 곡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도 살펴보아야 할 지점이다. 연령에 있어
30세 이상의 학생들은 꾸준히 상승폭을 넓혔으며, 특히 2차에서 29세 이하 학생들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비대면 강의 만족도 측면에서 볼 때, 시계열적으로 3차에 4학년을 제외
하고는 성별, 학년별, 연령별 3차에 모두 상승 곡선을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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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든 조사에서 낮은 평균을 보이는 3학년의 결과가 3차 조사에서는 제일 평균이 높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4학년의 경우, 3차 조사에서의 평균 하락은 임용 준비와 함께 수업
을 병행해야 하는 데에서 오는 압박과 부담감 때문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 강의 만족도 변화
2) 교수자 및 학습자 변화
학습자 입장에서 1학기와 비교하여 교수자 및 자신(학습자)의 변화 정도를 5점 척도, 즉 강한
부정적 변화(1)-약한 부정적 변화(2)-변화없음(3)-약한 긍정적 변화(4)-강한 긍정적 변화(5),
로 응답하게 하였다. 가장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고 응답한 항목은 ‘교수자의 피드백과 소통 노
력’이며 다음은 ‘교수자의 비대면 강의의 질’로 나타났다. 반대로 변화가 낮게, 혹은 변화 없음으
로 인식된 문항은‘대면 수업에 대한 중요성’과 ‘교수자의 합리적 과제 부과’였다.
성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문항에 따른 변화 정도에 있어 성별 간 유의한 차가 없었
다. 다만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 평균이 여학생보다 낮았으며, ‘비대면 수업에 대한 중요성’ 항목
에서만 남학생의 평균이 더 높았다.
학년별 집단 간 유의한 차 검정을 위한 변량분석 결과, ‘교수자의 합리적 과제 부과’와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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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대한 항목만 집단 간 유의하지 않고, 나머지 문항들은 유의하였다.
즉, 합리적 과제 부과나 대면 수업의 중요성에 대한 부정↔긍정적 변화 정도에 대한 인식은 학년
별로 차이가 없으며, 나머지 항목에서는 변화 인식에 차이를 보인 것이다. 사후분석에 의한 집단
간 차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문항 모두는 1학년과 3학년의 차이로 1학년이 3학년에 비해 평균이
낮은 결과이며, 마지막 문항인 ‘비대면 수업의 중요성’은 1학년과 2, 3학년 차이에 기인하였다.
이 때, ‘대면수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2학년의 경우, 평균 2.83으로 리커트 척도‘2’,
‘1’이 부정적 변화에 대한 척도이기 때문에 2.83은 약한 부정적 변화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대면
수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별 집단 간 변량분석 결과, ‘교수자의 비대면 강의의 질’, ‘교수자의 합리적
과제 부과’와 ‘본인의 비대면 수업에 임하는 자세 및 성실도’ 문항에서 연령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 간 차를 살펴본 결과, 30세 이상 집단과 24세 이하 집단, 30세 이상과 25~29세
집단과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30세 이상 학생들의 평균이 30세 미만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면 수업에 대한 중요성’ 문항의 평균이 25세~29세, 30세
이상의 집단에서 각각 2.89, 2.96으로 나타나 2학년, 25세 이상인 학생들의 대면 수업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표 8> 교수자 및 학습자 변화
성별
학년
여
남
1
2
3
4
3.78 3.61 3.48 3.88 3.95 3.40
교수자의 비대면 강의의
3.74
질
t=1.227
F=5.328**(1<3)
3.87 3.58 3.53 3.92 3.98 3.87
교수자의 피드백과 소통
3.80
노력
t=2.341
F=5.059**(1<3)
3.29 3.12 3.15 3.06 3.39 3.53
교수자의 합리적 과제
3.25
부과
t=1.036
F=1.575
3.60 3.44 3.33 3.69 3.75 3.27
교수자의 강의 준비 및
3.56
열의
t=1.053
F=3.643*(1<3)
3.70 3.51 3.37 3.79 3.91 3.20
본인의 비대면 수업에
3.66
임하는 자세 및 성실도
t=1.349
F=6.864***(1<3)
3.19 3.07 3.39 2.83 3.10 3.27
대면 수업에 대한 중요성
3.16
인식
t= .687
F=2.465
3.63 3.74 3.35 3.83 3.84 3.69
비대면 수업에 대한
3.66
중요성 인식
t= -.795
F=4.957**(1<2,3)
†
연령 1: 24세 이하, 연령 2: 25~29세, 연령 3: 30세 이상
문항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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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평균

***

p<.001

연령†
1
2
3
3.69 3.67 4.26
F=4.163*(1,2<3)
3.80 3.67 4.17
F=3.014
3.23 3.08 3.87
F=4.530*(1,2<3)
3.59 3.40 3.83
F=1.707
3.59 3.65 4.13
F=3.216*(1<3)
3.29 2.89 2.96
F=3.005
3.58 3.72 4.08
F=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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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OVID-19의 확산으로 C교육대학교에서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 실태와 만족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보완점 및 개선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
다. 2020년 COVID-19에 의해서 4차 산업사회로의 진입이나 미래교육이 촉발되었다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학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
해야 하는 책무성을 되돌아볼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은 미래를 준비하
기 위해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1, 전반적인 실태 및 변화 추이
1, 2차 조사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문항에서 남학생, 2, 3학년, 29세 이하 학생들의
평균이 낮고, 여학생, 4학년, 30세 이상 학생들의 평균이 높았다. 3차 조사 결과에서는 남학생,
1, 2학년, 24세 이하 학생들의 평균이 낮고, 여학생, 3학년, 30세 이상 학생들의 평균이 높았다.
1, 2차와 비교하여 변화한 내용으로는 3차에서 4학년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아졌고 3학년의 만족
도가 높아졌다는 점, 1학년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3학년 평균이 3차에서 갑자기 상승한 이유, 4학년이 1, 2차에서는 높았는데 3차에서는
하락한 이유와 함께 1학년 평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유 등을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추측건대 3학년의 경우, 24세 이상의 타 대학 재학 경험이 있거나 타 대학 졸업 후 재입학 학생
들의 구성 비율이 다른 학년보다 월등히 높아 이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선호 및 여학생들
의 높은 선호가 추동하여 재택 수업, 비대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1학년의 낮은 만족도 및 지속적 만족도 하락은 자신들의 학습실태에 대한 불만족, 신입생으로
서 대학 캠퍼스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없이 비대면 수업에 대한 피로 누적과 이를 상쇄할
만한 이슈 부재가 만족도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21년에 입학하는 1학년들의 제반 캠퍼스 생활과 함께 교육과정 및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준비
하는 데 있어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학년의 경우도 2학기 들어서면서 임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함께 교과에서도 교수자가 요
구하는 과제 및 평가 등에 대한 부담이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설명은 표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강의 평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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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향후 지속되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교수자들이
이를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 판단된다.
1, 2, 3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때, 자신의 학습 태도 및 실태에 대한 평가는 갈수록 낮아지고,
강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초기의 비대면 강의와 비교하여 점차 강의의 질이
향상되었다’ 문항에 대한 만족도는 점차 높아져 3차 조사에서 가장 큰 변화로 인식하였다. 향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지속된다면 만족도는 점차 높아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으며 매우 바람직
하다. 1, 2차 조사 결과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교수자의 피드백과 소통 노력’ 항목 역시
3차에서 가장 긍정적인 변화로 인식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교수자들이 1, 2차 분석 결과를
환류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2학기에는 많은 노력과 함께 변화를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항목이 긍정적 변화를 보이고 있음은 고무적이나 만족도에서는 여전히 낮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에 비추어 향후 교수자와 학습자의 지속적인 노력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C교육대학교의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서 강의의 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교수
자의 피드백과 소통 노력도 나아지고 있다고 인식하지만 아직 만족스러운 단계는 아닌 상태이
다. 또한 ‘적절한 과제 부여’가 세 차례 조사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항목임(이동주 외, 2020)을
감안할 때,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과제’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학습 실태에 대한 자기보고식 만족도의 지속적 하락은 시간이 갈수록 집중력 저하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결국 수업의 질 저하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결론적으로 교수자 입장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상황 및 실태를 좀 더 세세하게 살피고 긍정
적 전환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면 강의 대비 비대면 강의
효과에 있어 2차, 3차로 갈수록 ‘대면강의 이상이다’와 ‘50% 미만이다’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응답수가 늘어나면서 양극화를 보이는데 ‘50% 미만이다’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1학년, 특히
남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의 질과 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온라인 수업의 보완 및 개선점
비대면 온라인 수업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시사점을 얻어 향후 바람직한 온라인
수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환류하고자 한다. 양적 데이터의 한계는 분명하고, 대학 정책이나
교수학습 설계 및 방향에 있어 학생들의 모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지
만, 대학의 비전과 교육 목표에 터하여 데이터 기반의 교육 질 관리는 분명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는 개선사항으로 ‘교수자의 피드백과 소통’, ‘합리적인 과제 부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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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및 절차’, ‘실험실습 및 실기 교과에 대한 보완’, ‘학생간 상호작용 및 팀플 개선’, ‘교수자의
시스템 사용 및 동영상 활용 능력 배양’, ‘시스템 및 서버 안정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였
다.
① 교수자의 피드백과 소통
‘교수자의 피드백과 소통’은 비대면 수업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향후 성공적인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위한 선결 조건이기도 하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학생들은 동영상 강의보다 선호하지 않는 바, 동영상 강의에
서 특히 학생들의 질문이나 요구사항에 대한 빠른 확인과 조치는 물론 교수자의 수업 진행과
관련한 공지도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동영상 강의에 구글
클래스룸이나 Padlet 등 다양한 앱을 혼합한 하이브리드한 방식, 플립드러닝을 적용하여 적극적
인 피드백과 질의응답,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합리적인 과제 부과
‘합리적 과제 부과’는 1차~ 3차 모든 조사에서도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 학생들과 교수
자들의 과제에 대한 인식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적절한 과제에 대한 인식
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로 대면수업에서도 학습자는 과제에 대한 불만은 항시 있어
왔다. 다만 비대면 수업에서 학습 여부 등에 대해 과제로 확인하거나 수업의 결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또는 수업을 온전히 대체하는 과제와 같은 부분들, 즉 합리적이지 않는 과제 부과
는 지양해야 함이 분명하다.
③ 비대면 수업에서의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 절차 및 방식’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유로 교수자들이 대면 평가를 고집하는
경우가 학생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부분이다. 도재우(2020), 이동주 외(2020)가 지적했듯이,
온라인 학습환경에서의 학습평가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대면 수업에서의 수업전략을
그대로 온라인 시스템에 올리는 문제에 대한 지적과 마찬가지로, 평가도 온라인 학습환경에 맞
게 재설계하는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④ 실험실습 및 실기 교과에 대한 보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대학들이 체감하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실험실습 및 실기 교과와 같은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을 습득해야 하는 교과목에
대한 것이었다. 예컨대 피아노 실기나 수영 같은 교과목은 온라인 수업만으로 익힐 수 없으며,
체육 실기의 경우, 뜀틀 활동은 준비된 장소와 준비물이 없이는 매우 어려운 활동이다. 따라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실험 실습 교과에 대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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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마련이 대학 차원에서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같은 상황에 놓인 대학들의 경우도 실험실
습이나 실기교과와 관련하여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Ormond Simpson, 2021; 김정은, 2021)
으로 보아 방안 마련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⑤ 학생간 상호작용 및 팀플 개선
온라인 학습의 가장 큰 단점은 협동 학습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주장(배상훈, 2021)과 함께
학생들은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 및 팀플에 대해 비선호, 지양으로 분석(김진모, 손규태 외,
2020)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의 결과를 보였다. 교육대학교의 특수성이기도 하겠지만,
학생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 때문에 각 교과마다 팀프로젝트 활동이 다양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도 기존의 대면 수업의 교수설계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의 팀
플 활동들을 실행케 함으로 인해 학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상에서
실행하기 어렵거나 불가한 부분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에 적절하고 합당한 팀플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 간 상호작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LMS 게시판 활동,
Zoom에서 소회의실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등, 팀플과 관련한 해결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⑥ 교수자의 시스템 사용 및 동영상 활용 능력 배양
교수자 관련 요인이 원격 수업의 질을 좌우한다(이동주 외, 2020)는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 결과에서도 능숙하지 못한 교수자의 시스템 활용 및 동영상 제작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교수자 개인의 노력은 물론 대학 차원에서도 교수자의 시스템 활용 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하거나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첨단 기술 및 기자재 도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⑦ 시스템 및 서버 안정성 문제
비대면 수업에서 학생들이 가장 큰 불편으로 인식하는 ‘서버 안정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대학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LMS의 용량문제나 온라인 강의 업로드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는 C교육대학교의 경우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코로나 비대면 사례 연구(김남일,
2020; 이태정 외, 2020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으로, 비대면 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선결 과제이다.
이상으로 학생들의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비대면 수업과 관련한 개선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문제와 관련한 개선 또는 해결책은 학교 차원에서, 혹은 교수자 차원에서, 연구에 의한 아이디어
나 제안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각각의 주체와 층위가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거나 거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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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상황도 분명 존재한다. 다만 각자의 역할에서 문제를 직시하고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모색
하려는 자세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노력이 학습자와 함께 이루어질 때 예비교사로서 향후
자신들이 직면할 미래의 교실에서 교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일이 될 것이다.
후속 연구로 첫째, 온라인 수업에 있어 교수자의 수업 설계 및 평가 체계 구축 등의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향후 이어지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정도를 지속
적으로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020년이 급작스럽게 준비 없이 마주한 비대면 수업 상황에
대한 대응단계로 자리매김했다면 2021년 이후는 보다 질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다. 대학이 장소로서, 공간으로서의 대학이 아니라 뉴노멀시대에 데이터가 의미하는 시사
점을 잘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영향력 있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때이다.

※ 논문 투고일: 2021. 1. 20.

※ 논문 수정일: 2021. 2. 19.

※ 게재 확정일 :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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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tisfaction and Changes in Perception of Non-Face Online
-Classes at C UniversityKim, Dong-Won1, Kim, Hyang-Joung2, Han, Tae-Goo3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raw implications of the overall trend of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non-face-to-face online classes at C University of Education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Furthermore, differences in relation to gender, grade, and
age were examined. It is expected the results will assist in supplementing and improving
future online classes. SPSS 26 and NVIVO 12 were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of
three surveys that assessed satisfaction of online classes.
The first and second survey revealed that the average of male students, sophomore
and junior students, and students under 29 years of age was generally low. On the
contrary, the average of the female, senior, and students over 30 years old was high.
The low average of the male students and those under the age of 29 as well as an
increase in the satisfaction of the junior students, a sharp decline in that of the senior
students, and a continuous decline in that of the freshman students characterized the
third survey. The professor’s feedback and communication efforts were recognized as
the most positive change during the three surveys. Furthermore, the perception of the
gradual improvement of lecture quality compared to the initial online classes gradually
increased in the second and third surveys in comparison to the first. This result may
have driven the increased satisfaction in the third survey.
In comparison to the preferred online face-to-face classes, the results of the effect
of non-face-to-face classes were presented. Finally, to ensure future improvements,
the instructor’s feedback and communication setting reasonable assignments, and the
implications of the evaluation including methods and procedures; supplementation of
the laboratory and practice subjects; student interaction ; team improvement measures
; ability to use the system of instructors; and the system and solutions, server stability
solutions were proposed. In order to enhance non-face-to-face online classes in the
future, teaching designs, evaluation of online classes, and the preparation of conditions
for the future Untact era were suggested.
1.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ourpeda@cje.ac.kr (lead auther)
2. Senior Researche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hj365@cje.ac.kr (corresponding auther)
3. Researche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ksxorn@cje.ac.kr (co-au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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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균1, 김민조2, 이은주3

<< 요 약 >>
본 연구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교사의 역량 발달에 대한 참여교사의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학습공동체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초점집단면담(FGI) 방법을 보완적인 방법으로 활용
하였다. 설문은 교사 역량을 개인 역량, 관계적 차원의 역량, 학교 조직 관련 역량 등 3영역으로
구분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 대상은 C도에 있는 1000명의 유·초·중·고 교사들이었다.
연구 결과 첫째,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가 교사의 역량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교사는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가 개인 역량 발달보다
관계적 차원의 역량 발달에 더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았다. 셋째, 학교 조직 관련 역량 중 민주적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확산과 관련된 역량 발달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가 개인 차원의 역량 중 비판적 사고 및 지식을 재구성하는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학교 조직 관련 역량 중 동료의 발달을 지원하고 권한을 공유하는 리더로서의
역량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이었다. 다섯째, 교사학습공동체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가 교사
역량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교사의 개인
역량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정책의 추진,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해 주되 자발적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적 환경을 조성, 교사학습공동체 리더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의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교사학습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사 역량, 역량 발달

* 이 논문은 2018년에 연구자들이 수행한 “행복배움터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폭 수정․보완한 것임.
1.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ngkim@cje.ac.kr (제1저자)
2.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minjok@cje.ac.kr (공동저자)
3.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spedlee@cje.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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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교사학습공동체는 학교혁신과 교원정책에서 핵심적인 주제어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학교효과성, 교사학습
과 교사전문성 개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김민조, 심영택, 김남균 외, 2016:224). 한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교사학습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학교현장
에서 관심과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경기도 혁신학교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가 구성․운영되면서 부터이다. 이후 경기도 혁신학교의 성과가 보고되고, 그
성공요인 중 하나로 교사학습공동체가 꼽히면서 교사학습과 학교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이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조윤정, 주주자, 임현화 외, 2016).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와 교사학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있다.
Hargreaves(2003)는 지식사회에서 교사는 촉진자임과 동시에 대응자이며, 희생자로서의 지위
를 점하고 있다고 보았다. 정부에서 교사의 자율적 의지와는 무관하게 제공되는 교사전문성 개
발 노력들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사학습공동체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Hargreaves와
그의 동료 Fullan(2012)은 개인차원의 전문적 역량을 넘어 교사집단의 집단적 전문성이 필요하
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전문적 자본(Professional capital)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학생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한명의 교사가 아닌 여러 명의 교사를 만나게 되며, 이러한 점에서
교사 개인의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는 학생의 참된 성장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역설한다.
학교전체 교사집단의 역량이 뛰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직의 개인주의 문화가 교사집단
의 역량 개선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상호 협력하는 학습 문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다. 더 나아가 협력적 문화 또는 집단적 전문성 개발의 장으로서 교사학습공동체가 구성·운영되
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 전문성 개발 기제로서 학교 밖과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학교전체,
학년별, 교과별 교사학습공동체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심영택, 김남균, 김민조
외, 2014). 인디스쿨, 초등교육과정연구회 등 학교 밖에서 다양한 형태로 교사학습공동체가 활
발히 구성·운영되어 왔다. 그럼에도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의 활동들이 단위학교의 교육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과 더불어 경기도 혁신학교 정책의 맥락에서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
체의 성과가 보고되면서, 여러 지역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확산되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중반부터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학점화 정책’을 추진하면
서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가 참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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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역량 발달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발전적인
교사학습공동체 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예를
들어, 권낙원, 2007; 최진영, 송경오, 2006; 서경혜, 2008, 2009; 이경호, 2010; 박나실, 장연우,
소경희, 2015; 정바울, 2016; 정바울, 김용우, 2018 등). 교사학습공동체 관련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고연주, 김영주 외, 2017)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점점 연구 수행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주제는 크게 교사학습공동체의 개념 및 특성, 교사학습공동
체 운영 특징,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의 발달, 공동체 형성 및 발달 메커니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주제들은 대체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 연구 결과
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양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에 초점을 두고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교사의
역량 발달에 대한 참여교사의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학습공동체 정책의 발전 방향
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초점집단면담(FGI) 방법을 보완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Ⅱ. 교사학습공동체와 참여교사의 역량 발달
교사학습공동체는 학자들에 따라 그 용어와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단일한 개념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상황이다(Stoll, Bolam, Mcmahon et al., 2006). 이와 관련하여 김민조 외
(2016)는 교사학습공동체 용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외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대체로 Teacher Learning Community,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Community of Practice, School-Based Teacher Learning
community 등으로 언급된다. 국내에서 Community of Practice라는 용어는 대체적으로 기
업분야에서 사용되고, 교원교육 또는 교육학 분야에서는 Teacher Learning Community,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가 주로 사용된다. 이들 용어들은 대체로 실천공동체,
전문가학습공동체, 전문적학습공동체, 교사학습공동체 등으로 번역 사용되고 있다. 특히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PLC)는 교사학습공동체(예를 들어, 송경오·최진영,
2010) 또는 전문가 학습공동체(예를 들어, 권낙원, 2007; 이경호, 2010), 교사 전문학습공
동체(예를 들어, 김남균, 2013),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김민조, 이현명,
김종원, 20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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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사학습공동체는 학자들에 따라 전문적 학습공동체, 전문학습공동체 등 다양한 용어
가 혼용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사학습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
체의 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교사학습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학자로 서경혜(2015)를 들 수 있다. 그녀
는 교사학습공동체를 광의의 개념에서 접근하면서, “교사 전문성 시간과 학생 학습 증진을 위하
여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협력적으로 실천하며 끊임없이 깨우고 실천하는 교사들의 결속체”(서
경혜, 2015:171)로 보고 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교사학습공동체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참여구성원의 범위에 따라 그 차별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에넌버그 학교개혁연구
소(Annenberg Institutes for School Reform, 2003; 서경혜, 2013에서 재인용)에서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구성원을 행정가, 대학교수, 연구원,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 학교교육 이해 당사
자들로 확장하여 정의하고 있다. Wiliam(2007)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학습공동체가 특정
한 전문가의 지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교사가 주도적으로 상호 도움을 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보다는 교사학습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교사학습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의미를 엄격히 구분하기 보다
는 혼용하고 있는 입장이다. 김종원(2016)은 학교교육에 적용된 학습공동체는 참여구성원, 학습
의 유형,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이름과 양상으로 구현되고 있지만 차별화된 용어처럼 학습공동체
를 엄밀히 구분하여 정의하거나 활동을 규정짓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김진규(2009)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교사학습공동체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기 보다는 강조의 차이에 불과하
다고 언급하였다.
교사학습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다소의 이견이 있었지만 최근
의 연구(곽영순, 김종윤, 2016; 김종원, 2016; 심영택, 김남균, 김민조 외, 2014; 김민조, 이현명,
김종원, 2016)를 보면 교사학습공동체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교사학습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모두 교사들이 학교 문화 개선과 교
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단적인 노력을 칭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사들이 사용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의미를 포괄하여 개념으로 교사학습공
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교사학습공동체의 의미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서경혜(2009:251)는 “교사
학습공동체를 교사 전문성 신장과 학생들의 학습증진을 위해 협력적으로 배우고 탐구하고 실천
하는 교사 집단”이라고 설명한다. 김민조 외(2016:228)는 “학교개혁과 학교문화 개선에 관한
공적 책무성을 지닌 교사들이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탐구와 실행 연구를 통해, 학생의 학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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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장하고, 자신과 동료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자 하는 학습 조직”이라고 보았다. 오찬숙
(2016:305)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궁극적 목적으로, 공유된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그들의 필요에 의해 구성한, 협력적 학습을 위한 학교내외의 공식
또는 비공식적 조직”이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들의
학습증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이다. 윤화영
(2018)은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경험이 초등교사의 수업전문성과 교사리더십에 미치는
효과에서 초등과학사랑이라는 학교밖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한 교사들은 과학수업전문성이 향
상되고,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는 교사리더십의 발달에 도
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유승민(2017)은 학교안 교사의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인식
의 차이와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및 운영 효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
들은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고, 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과 실천
에 있어서 구성원들은 교육적 가치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안 등에 대한 공유를 바탕으로
협력적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활동의 결과를 실제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고자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단위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들이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의 결과들을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효과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교사 개인의 전문성 신장보다는 학교
나 학생의 성장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해 그들 자신의 전문성 신장뿐만 아니라 동료교
사의 전문성 신장을 기대하게 된다.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역량 발달은 교사학습공동체의 발달 연구와 관련된다.
교사학습공동체는 생성-발전-소멸 또는 변이의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참여교사의 역량 발달 뿐
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Wenger et al.(2006; 한현지, 2014에서
재인용)은 교사들의 학습공동체(실천공동체)는 크게 잠재기, 결합기, 성숙기, 유지기, 변형기를
거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잠재기는 공동체가 구성될 준비의 시기로 교사들은 공동
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결합기는 공동체의 문화를 조성하고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를 명시하여
공유하는 시기이며, 성숙기는 공동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교사들 간 합의를 거쳐 공동체의
운영방침, 역할, 목적을 정교화하는 시기이며, 유지기는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실천을 외부 집단과 공유하는 시기, 변형기는 공동체가 어떤 계기로 인해 소멸되거나
그 형태가 바뀌는 시기이다.
Huffman과 Hipp(2003)는 교사학습공동체의 발달 단계를 교사학습공동체의 핵심적인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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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요인과 연결 지어 설명하였다. Hord(2004)가 제안한 공유된 가치와 비전, 협력적 학습과
학습한 것의 적용, 지원적 환경, 지원적이며 공유된 리더십, 개인 실천의 공유를 교사학습공동체
의 중요한 속성으로 보고, 이 주요 속성 중 어느 속성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시작(initiation)’,
‘수행(implementation)’, ‘제도화(institutionalisation)’의 세 단계로 나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세 단계는 Fullan(2001)의 혁명 이론을 변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시작 단계의 교사학습공동체
는 공유된 가치와 비전에 초점을 두고 가치와 규범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 단계에서
는 학생과 더 높은 기대치로 공동체의 초점이 이동하게 되면, 제도화 단계에는 안내된 교수학습
을 공동체의 비전을 삼는다(Stoll 외, 2006: 재인용). Huffman과 Hipp(2003)의 발달 단계에서
주목할 점은 교사학습공동체의 속성인 공유된 가치와 비전, 협력적 학습과 학습한 것의 적용,
지원적 환경, 지원적이며 공유된 리더십, 개인 실천의 공유를 구성원의 역량 발달 차원에서 논의
하고 있다는 점이다.
Verbiest(2011)는 이전의 연구에서 제시한 발달 단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단계가 존재하며,
교사학습공동체의 발달 과정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단계가 있다고 보았다. Verbiest(2011)는 교
사학습공동체의 조직 구성과 활동을 단편적으로 분석을 넘어서 다차원적인 발달을 논의하는
구조를 도입하였다. 이들은 교사학습공동체의 역량 발달을 개인역량, 집단역량, 조직역량 차원
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 개인역량은 개인의 학문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을 이용하
여 적극적이고 반성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재구성, 적용하는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고 개인 간
역량은 지식을 (재)구성하거나 적용하는 집단이나 단체의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직 역량은
개인 역량과 개인 간 역량 발전을 지원하는 문화적 구조적 조건으로 보고 지원적이며 자극적이
고 공유된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입체 구조는 교사학습공동체 발달 연구에
서 참여교사의 역량 발달이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었던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교사학
습공동체 발달이 참여교사의 역량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교사의 역량발달에 대한 참여교사의 인식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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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초점집단면담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은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교사이다. 다만, 설문조사 단계에서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교사를 표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충북교육청 11개 시·군·구에 소
재한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설문조사 배경변인을 활용하여 참여
교사 여부를 확인하였다.
둘째, 초점집단면담조사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참여하고 있는 교사 4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이들은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경험을 가진 초, 중, 고등 교사 각 1명과 특수교사 1명이었
다. 이들 모두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에 현재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에도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다.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리더가 2명이고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리더는 한 명이다. 한 명의 리더는 연구 부장을 맡아 학교 교사학습공동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으며, 초점집단면담조사 방법을 보완
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충북교육청에서 위탁하여 수행된 「행복배움터 전문적 학습공동
체 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를 위해 개발된 설문지이다. 특히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교사
의 역량 발달에 대한 참여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Verbiest(2011)의 역량 의 구조를 참고
하여 참여교사의 역량 발달을 개인 역량, 관계차원의 역량, 조직차원의 역량의 3영역으로 분류하
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영역의 구체적인 문항은 조경혜(2015)와 김종원(2016) 등의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설문 문항들은 연구진 협의회를 통해 삭제 또는 여러 차례의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이 된 설문 문항은
응답자 배경에 관한 7문항과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교사의 역량 발달 대한 인식에 관한
8문항(신뢰도 .956),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교사의 동료교사의 역량변화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 8문항(신뢰도 .968)으로 총 23문항이다.
둘째, 초점집단면담은 교사 자신과 동료 교사의 역량 발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과 설문조사로 충분히 알 수 없는 심층적인 내용을 묻는 내용으로 진행되
었다. 설문 분석이 끝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나 응답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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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및 분석
설문 조사는 2018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에 걸쳐 C 도 11개 시도에 있는 유·초·
중·고교 교사, 특수교육교원 및 교감, 교장에게 교육청 교원 소통문자를 통해 설문 링크를 전송
하여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설문링크 전송 1주일 후 2차 설문링크를 전송하였다. 2차 설문 링크전
송 후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교사와 특수교사의 응답률이 낮아 두 집단에게만 3차
전송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응답한 사람은 2018년 기준 C 교육청 관내 전체 교원 수 16,622
명의 약 13.21%에 해당하는 2,196명이다.
본 연구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교사의 역량 발달에 대한 참여교사의 인식을 드러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설문참여자 중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교사 1,000명을 응답 결과
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1,000명 중에서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만 참여하는 교사는 820명,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와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모우 참여하는 교사는 180명이었다.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리더 그룹 즉, 실질적인 리더나 보직이나 간부로서 리더 역할을 하는
교사는 205명이고, 단순히 교사학습공동체의 회원 역할만 하는 교사는 757명이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2.0을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응답자에 관한
기초조사 분석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교사의 자신과 동
료의 역량 발달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인 현황을 기술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담조사는 설문지 개발에서 분류한 개인 역량 발달, 관계 차원의 역량 발달, 학교
조직 차원의 역량 발달의 3영역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설문지에서 확인하지 못한 구체적
사례들을 수집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세 영역의 역량 발달을 잘 보여주는 내용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Ⅳ.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교사의 역량 발달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교사의 역량 발달을 분석하기 위하여 참여교사들을 대상
으로 2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하나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참여
교사 자신의 역량 발달에 대한 인식이고, 또 하나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교사의 동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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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역량변화에 대한 인식이다.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가. 교사 자신의 역량 발달에 대한 인식
먼저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가 교사 자신의 역량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인식을 조사하
였다(<표 Ⅳ-1>참조). 그 결과, 4.0점 만점에 평균 3.0점 이상의 분포를 보여 대체로 교사학습공
동체 참여가 교사 자신의 역량 발달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항목에 비해 관계적 차원의 역량을 묻는 항목인 ‘동료 및 학교 공동체와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다’와 ‘동료 및 학교 공동체와 교사 역할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3.27점과 3.28
점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평균 점수의 분포로 볼 때 개인역량 보다는 관계적 차원의
역량 발달에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지원 환경 조성, 리더로서의 성장, 민주적인 학교문
화 확산 등 학교조직 관련 역량 발달을 묻는 항목 중 ‘민주적 참여ㆍ소통ㆍ협력의 학교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는 문항에 대해 참여교사들은 3.23점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
다. 하지만, ‘동료의 발달을 지원하고 권한을 공유하는 리더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3.0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였다.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교사의 자신의 역량변화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참여교사들은 개인역
량, 관계적 차원의 역량, 학교조직 관련 역량 발달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개인역량 발달(약 3.16
점)와 학교조직 관련 역량 발달(약 3.15점)보다는 관계적 차원의 역량 발달(약 3.28점)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았다. 민주적 참여, 소통 협력의 학교 문화 확산에 대한 기여(약 3.23점)는
동료교사 및 학교공동체와의 공유 확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학교내에서 교사학습공동체의 환경적 시스템 구축과 리더십 발달과 관련된 학교조직 관련
역량의 변화가 비전 공유와 민주적 소통의 학교 문화 발달의 역량 차원보다 구축되기 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C도의 경우 교사학습공동체 연수 학점화 사업으로 교사학습공동체 정책
을 실행하고 있는데도 동료의 역량 발전을 지원하는 환경과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동료 발달을
지원하는 리더로 성장하는 차원에 대한 역량 발달의 인식 수준이 낮은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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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교사의 자신의 역량 발달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N=1,000)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항목

개인
역량
발달

관계
차원
의
역량
발달

학교
조직
관련
역량
발달

매우 그렇지
않다

평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293

29.30

611

61.10

79

7.90

17

1.70

3.18
(.639)

287

28.70

618

61.80

78

7.80

17

1.70

3.18
(.645)

273

27.30

610

61.00

99

9.90

18

1.80

3.14
(.652)

동료 및 학교
공동체와 비전 공유

385

38.50

523

52.30

72

7.20

20

2.00

3.27
(.680)

동료 및 학교
공동체와 교사 역할
비전 공유

395

39.50

509

50.90

80

8.00

16

1.60

3.28
(.678)

311

31.10

558

55.80

110

11.00

21

2.10

3.16
(.693)

352

35.20

542

54.20

88

8.80

18

1.80

3.23
(.679)

273

27.30

540

54.00

166

16.60

21

2.10

3.07
(.721)

새로운 교육
교수법에 대한
학문적 지식
학교 학급경영
교수법에 대한
실천적 지식
비판적 사고 및 지식
재구성 역량

역량발전 지원 환경
시스템 향상
민주적 참여, 소통
협력의 학교 문화
확산
동료의 발달
지원하는 리더로
성장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교사의 학교급(유치원, 초, 중, 고), 학교 소재 지역(시․군․구 교육청), 직급
과 근무연수, 성별, 참여 유형(학교 안만 참여와 학교 안ㆍ밖 모두 참여), 공동체 내 역할(리더그
룹과 참여자)에 따라 교사의 역량 발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
였다. 실시 결과 조사 대상 교사의 소속 학교 급, 학교 소재 지역, 직급, 근무연수, 성별에 따라서
는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가 교사 자신의 역량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의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다. 교사가 참여하고 있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유형(학교 안만 참여와 학교 안ㆍ밖 모두
참여)과 참여교사의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내 역할(리더그룹과 회원)에 따라 인식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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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교사의 자신의 역량변화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명, %, N=1000)

학교 안만
참여

항목

개인
역량
발달

새로운 교육
교수법에 대한
학문적 지식
학교 학급경영
교수법에 대한
실천적 지식
비판적 사고 및
지식 재구성 역량

관계적
차원의
역량
발달

학교
조직
관련
역량
발달

동료 및 학교
공동체와 비전
공유
동료 및 학교
공동체와 교사
역할 비전 공유
역량발전 지원
환경 시스템 향상
민주적 참여,
소통 협력의 학교
문화 확산
동료의 발달
지원하는 리더로
성장

학교 안과
학교 밖 모두
참여
(N=820)
(N=180)
표준
표준
평균
평균
편차
편차

t

리더그룹
(리더와
리더간부)
(N=205)
표준
평균
편차

회원
(N=757)
평균

표준편
차

t

3.16

.638

3.38

.600

-4.959***

3.27

.561

3.15

.647

2.488*

3.13

.635

3.37

.598

-4.830***

3.29

.515

3.14

.652

2.921**

3.09

.650

3.36

.614

-5.324***

3.25

.561

3.10

.662

2.780**

3.23

.669

3.47

.655

-4.253***

3.41

.576

3.24

.696

3.300**

3.24

.680

3.46

.637

-3.921***

3.41

.601

3.25

.689

3.053**

3.11

.693

3.36

.658

-4.360***

3.33

.547

3.12

.714

3.920***

3.18

.688

3.41

.604

-3.904***

3.38

.569

3.19

.694

3.515***

3.02

.718

3.29

.689

-5.092***

3.26

.608

3.02

.732

4.354***

(* p<.05, ** p<.01, *** p<.001)

위 <표 Ⅳ-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학교 안과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모두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에만 참여하는 교사들보다 교사학습공동체의 역량을 묻는 모
든 항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p<.001)을 보였다. 또한 교사의 공동체 내에서 리더 그룹 즉 리더
와 간부를 맡고 있는 교사들은 일반 회원 교사들보다 교사학습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역량 발달
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학교 안과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에 모두 참여하는 교사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에만 참여하는 교사보다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고 리더그룹의 교사 역시 일반 회원보다 교사학습공동체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
하게 되는데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사 집단이 역량 발달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안과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모두에 참여하는 교사와 리더 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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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이 자신의 개인역량, 관계적 차원의 역량, 학교조직 관련 역량 즉,
모든 측면의 역량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나. 동료 교사의 역량 발달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가 교사 자신의 역량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 문항과 동일
한 문항으로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가 동료 교사의 역량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인식을
조사하였다<표Ⅳ-3>. 그 결과, 자신의 역량 발달에 대한 인식 조사 점수보다 약간 낮지만 전반
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4.0점 만점에 평균 3.0점 이상의 분포를 보여
대체로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가 동료 교사의 역량 발달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사 자신의 역량 발달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동료 및 학교 공동체와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다’와 ‘동료 및 학교 공동체와 교사 역할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다’
는 관계적 차원의 역량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 3.21점과 3.22점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평균 점수의 분포로 볼 때 개인 역량보다 관계적 차원의 역량 발달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조직 관련 역량을 묻는 항목 중 ‘민주적 참여ㆍ소통ㆍ협력의
학교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3.2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
를 보였다. 또한 ‘동료의 발달을 지원하고 권한을 공유하는 리더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3.07점으
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였다. 리더로서의 성장에 대한 인식 항목은 아주 작은 평균 점수차
(0.01)이지만 동료 교사의 역량 발달에 대한 인식보다 교사 자신의 역량 발달에 대한 인식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3>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교사의 동료교사의 역량 발달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N=1000)

항목

개인 역량
발달

새로운 교육
교수법에 대한
학문적 지식
학교 학급경영
교수법에 대한
실천적 지식
비판적 사고 및
지식 재구성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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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평균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259

25.90

630

63.00

93

9.30

18

1.80

3.13
(.638)

272

27.20

615

61.50

95

9.50

18

1.80

3.14
(.648)

278

27.80

588

58.80

114

11.40

20

2.00

3.12
(.676)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교사의 역량 발달에 대한 참여교사의 인식

관계적
차원의
역량
발달

학교조직
관련 역량
발달

동료 및 학교
공동체와 비전
공유
동료 및 학교
공동체와 교사
역할 비전 공유
역량발전 지원
환경 시스템 향상
민주적 참여, 소통
협력의 학교 문화
확산
동료의 발달
지원하는 리더로
성장

323

32.30

577

57.70

83

8.30

17

1.70

3.21
(.657)

341

34.10

556

55.60

87

8.70

16

1.60

3.22
(.666)

285

28.50

572

57.20

123

12.30

20

2.00

3.12
(.688)

340

34.00

548

54.80

92

9.20

20

2.00

3.21
(.685)

270

27.00

562

56.20

149

14.90

19

1.90

3.08
(.699)

동료 교사의 역량 발달에 인식에 있어서도 교사 자신의 역량 발달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관계적 차원의 역량에 대한 인식 점수(약 3.21점)가 개인 역량에 대한 인식(약 3.13점)이나 학교
조직 관련 역량에 대한 인식(약 3.14점)보다 높았다. 학교조직 관련 역량에서 민주적 참여와
소통 협력의 학교 문화를 확산하는 역량이 3.21점으로 높지만, 동료의 발달을 지원하는 리더로
서의 성장에 대한 역량 발달에 대한 인식 점수(3.08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리더 교사들이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학생 지도와 수업에서 변화와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리더와 리더그룹 교사뿐 아니라 교사들이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리더십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교사의 배경변인 즉, 학교 급(유치, 초, 중, 고), 학교 소재 지역(시군교육
청), 직급과 근무연수, 성별, 참여 유형(학교 안만 참여와 학교 안 ㆍ 밖 모두 참여), 공동체
내 역할(리더 그룹과 회원)에 따라 동료 교사의 역량 발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
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Ⅳ-4>. 실시 결과 조사 대상 교사의 소속 학교 급, 학교 소재 지역,
직급, 근무연수, 성별,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내 역할(리더 그룹과 회원)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교사가 참여하고 있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유형(학교 안만 참여와 학교
안ㆍ밖 모두 참여)에 따라서는 몇 개 항목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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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교사의 동료교사의 역량 발달에 대한 인식 비교

평균

표준
편차

학교안과
학교밖 모두
참여
(N=180)
표준
평균
편차

3.11

.642

3.20

.620

-1.626

3.16

3.12

.655

3.23

.608

-2.116*

3.10

.675

3.21

.677

-1.912

3.18

.662

3.34

3.20

.679

3.10

학교안만 참여
항목

새로운 교육
교수법에 대한
학문적 지식
개인
학교 학급경영
역량
교수법에 대한
발달
실천적 지식
비판적 사고 및
지식 재구성 역량
동료 및 학교
관계적
공동체와 비전 공유
차원의
동료 및 학교
역량
공동체와
교사 역할
발달
비전 공유
역량발전 지원 환경
시스템 향상
민주적 참여, 소통
학교조직
협력의 학교 문화
관련 역량
확산
발달
동료의 발달
지원하는 리더로
성장

(N=820)

t

리더그룹
(리더와
리더간부)
(N=205)
표준
평균
편차

회원
(N=757)

t

평균

표준
편차

.519

3.12

.657

.887

3.15

.525

3.13

.668

.464

3.14

.564

3.11

.695

.567

.618

-3.008** 3.25

.570

3.19

.671

1.169

3.34

.590

-2.609** 3.27

.572

3.20

.683

1.340

.690

3.21

.677

3.18

.576

3.10

.711

1.347

3.17

.688

3.36

.650

-3.328** 3.26

.568

3.19

.707

1.577

3.05

.701

3.21

.677

-2.724** 3.15

.568

3.06

.718

1.543

-1.921

(* p<.05, ** p<.01, *** p<.001)

학교 안과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은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에만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보다 ‘선생님들의 학교 ㆍ 학급경영과 교수법에 실천적 지식수준이 높아졌
다(p<0.5)’, ‘선생님들은 교사 역랑에 대한 비전을 동료 교사 및 학교공동체와 공유하게 되었다
(p<0.01)’, ‘선생님들은 교육에 대한 비전을 동료 교사 및 학교 공동체와 공유하게 되었다
(p<0.01)’, ‘선생님들은 민주적 참여ㆍ소통ㆍ협력의 학교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p<0.01)’, ‘선생님들은 동료의 발달을 지원하고 권한을 공유하는 리더로 성장하게 되었다
(p<0.01)’항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관계적 차원의 역량과 학교조직 관련 역량 발달
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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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점집단면담 결과
FGI에 참여한 모든 학교급의 교사들이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성이 발달되었다고 이야기 하였
다. 학교조직 관련 역량 중 민주적 참여와 소통 및 협력하는 문화를 경험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경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등특수학급의 교사인 O교사는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 교사들 뿐 아니라 일반 학급의 교사들과의 관계성 형성과 소통을 자신의 역량 중
가장 큰 변화가 보인 부분으로 설명하였다.
“저는 이런 걸 하면서 계속 아까도 질문하시고 내가 이걸 왜 계속하고 있나 생각을 했는데
요, 진짜로 선생님들이 따로 혼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략) 제가 특별히 그것 때문에 전문성이 좋아졌다고 얘기하기에는 자신은 없는데 다른
것보다 같이하고 협력하는 선생님들이 한둘씩 생기는 과정이 저에게 힘도 되고 즐겁기도
하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동료 교사 같은 경우도 저 혼자만 일반 선생님과 저랑
똑같이 교사를 하고 막 생각을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같이 일하고 있는데
어느 결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랑 학급 아이들이랑 어려움이 있을 때가
참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소통하는 과정이 쭉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소한
것들을 협력하고 얘기하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O교사)
일반학교에서 소외되기 쉬운 특수학급의 교사가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일반
교사들과 소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비전과 교사의 역할을 논의하고 공유하면서 학생
지도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O교사는 개인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특수교사들과 따로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열성도 보이고 있었다.
중학교 교사인 Q교사도 관계적 차원의 역량 중 동료 교사들과 공동체성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
는 역량이 변화된 사례를 보고하였다. 아래의 인터뷰처럼 Q교사는 관계성과 네트워크 형성에
서 나아가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연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일단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고, 그렇지만 저희가 단순히 수다만 떠는 게
아니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의 지향점이 있고 목표점이 있다 보니까 전문적인 교사들의
변화가 뿌듯함? 그런 것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동아리나 공동체 자체가 수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주제를
벗어난 경우도 많거든요. 가족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 말고 그 이면적인 것들에 대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더 끈끈한 연대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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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생기고, 어려움을 돌파할 힘같은 것도 생겨요.”(Q교사)
Q교사는 개인사가 아닌 수업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끈끈한 연대감을 형성하고 어려움을
돌파할 힘, 즉 역량이 생겼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인식은 설문 결과와도 일치한다.
설문에서 교사들이 개인의 역량 발달보다 관계적 차원의 역량 발달에 대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의 자신과 동료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에 대한 의견 즉, 개인적
전문성 향상에 대한 의견은 관계적 차원의 역량 발달 보다 다소 덜 드러났다. 아래 O교사처럼
초등특수학급의 교사와 초등교사는 수업 전문성 향상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 하는 것으로 보인
다. 이들은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관심사가 같은 교사들과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 해나가면서 내가 좀 지치지 않아야 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전국에서 계속 전문성이나 수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은 솔직히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그 비공식적인 모임을 계속 하면서 수업얘기는 특수교사들
끼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량에 관한 욕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O교사)
교사의 개인 역량 즉, 교과 내용과 지도 방법에 대한 학문적ㆍ실천적 지식의 습득과 적용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느끼고 있었다. 고등학교 교사인 R교사는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여 수업을 변화시키면서 개인의 수업 전문성의 변화와 실천 사례를
여러 가지 보고한다. 아래의 R교사 사례처럼 자신이 맡은 교과인 영어의 수행평가를 다른 교사
와 협력하여 수행평가 방법을 고안하고 그 채점표와 채점 기준, 과제 제작을 함께 하고 학생들에
게 보고하고 생활기록부에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실행하였다. R교사는 영어교과뿐 아니라
다른 교과인 국어 교과 교사들과도 협력하여 수업과 평가를 변화시키고 학생들의 역량의 발달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이 FGI 결과에서 특수나 초등보다는 교과 기반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수행한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개인적 역량의 발달과 학생의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 내에서는 어쨌든 머릿 속으로만 생각했고, 연수로만 들었던 걸 ○○○선생님이랑
같은 학교에 오면서 같은 학년도 일부러 맡았어요. ○○○ 선생님이 저랑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 하고 그래서 수업도 다 저희 둘이 한 학년을 하면서 수행평가도 정말 알차게
하고 애들 프로젝트 활동시키고 융합 시키고, 주제 넣고 그러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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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없었으면 난 그냥 저런 평가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했는데 실제로 해보고 결과물
보니까 뿌듯하고, 애들은 그냥 마냥 귀찮았을 수도 있었지만 세특 쓰는 것도 풍성해지고
이런 활동도 있구나 하면서 이런 뿌듯함이 개인적으로는 있었어요.”(R교사)
“작년에 제 옆에 계셨던 국어 선생님이 저랑 연배가 비슷한데 그런데 성향이 저랑 매우
똑같으셔요. 체크하고 그냥 뭐 네네 하는 캐릭터인데 역시 실천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데
저희가 작년 수행평가를 문화제 반환에 관한 것으로 했거든요. 그럼 우리 이거 할 거니까
선생님 국어과에서는 어차피 시조랑 시 배우니까 그런 문화재에 관한 똑같이 애들이 어차피
문화재를 공부했으니까 시에 관에서 해 봐. 양식 똑같이 만들어서 해보자 그랬을 때 알았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마 그렇게 안했으면 그냥 했을거에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애들은
연계성 있게 배웠고, 보고 나니까 너무 잘해놓은 거에요. 아이들이 역량을 발휘될 기획 있었
고. 그리고 그게 또 전시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R교사)
FGI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은 자신이나 동료 교사의 역량 발달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성과 연대
감 즉, 관계적 차원의 역량 발달이 중요했음을 언급하였다. R교사의 말처럼 개인이 새로운 지식
을 습득하거나 교수법을 학습하였어도 적용ㆍ실천하기 어려웠지만 동료들과 함께 적용이 가능
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교사 모두 동료 및 학교 공동체와 비전과 교사 역할을 공유하고, 민주적
참여와 소통 협력의 학교 문화를 확산하는 역량 즉, 관계적 차원의 역량과 학교조직 관련 역량의
발달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성도 수업 관련해서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배우기만
했던 거를 정말 현실화 시켰다는 것. 이렇게 안하고 이들이랑 만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마 안했을 거에요.”(R교사)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에서 협력을 통해서 개인 교사의 전문성 신장뿐 아니라 동료 교사의
전문성 신장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R교사의 이야기대로 개인의 수업의 변화와 전문성
발달에서도 동료들과의 연대와 관계성이 주요한 동인이 되어 함께 변화를 이끌어 나갔다. 그리
고, 아래의 Q교사의 말처럼 동료의 역량 발달과 수업 실천 또한 동료와의 공감, 지지,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등은 굉장이 개별 교과잖아요. 저만 열심히 잘 가르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동학년은 한 사람이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잘 가르쳐보려고, 심지
어 중학교 1학년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은 국어선생님들을 한 학년에 두 개 학년에 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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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그 학년에 다 넣었고, 그렇게 한 이유는 혼자보다는 다 같이 공감하고 지지받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어요.”(Q교사)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은 동료의 발달을 지원하는 리더로 성장하였느냐는 물음에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FGI에 참여한 교사들도 리더십의 발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반
응을 보였다. 그렇지만 교사학습공동체가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달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
다고 응답한 교사도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인 P교사의 이야기이다.
“저는 저 자신의 변화랑 리더로서의 자신점이 연결된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전에는 교사로
서 좀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은데 리더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가
왜 요모양 요꼴이지 하는 생각으로 생각이 확산되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좀 달라져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이 확장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도 좀 생기고
되었고. 동료교사는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학문적 지식을
얻어 가시고 실천도 조금씩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가 해본 거 해보니까 좋았어 이런
얘기도 조금 해주시고. 그리고 학교 밖은 저는 제가 리더가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 그 변화
를 저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학교 안에서 잘 하고있지는 않지만 리더가 되었고,
아까 학교문화 개선으로 생각이 좀 확장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학부모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겨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학부모 독서동아리도 만들게 되었거든요.
사실 그런 건 교장 교감선생님이 별로 하라고 하시는 일은 아닌데 그냥 제가 제 업무 하나
더 얹은 거에요. 그런 식으로 뭔가 더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P교사)
위의 사례와 같이 P교사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담당자로서 동료교사들과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면서 동료 교사의 개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변화를 체감한다. P교사는 동료 교사
가 학문적 지식을 얻고 실천한 후에 ‘너가 해본 거 해보니까 좋았어.’라는 인정을 받고 학교문화
개선으로 인식이 확장되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관리자의 요구가 없이도 학부모 동아리를
만들고 학교를 변화하고 다른 교사들의 전문성 발달, 교사들의 소통 및 비전 공유, 학교의 비전
을 형성, 여러 구성원과의 소통하고 학교 문화를 만들어 확산하는 리더로서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이 자신의 리더십 역량에 대해서 덜 긍정적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면담의 내용으
로 R교사의 사례를 들 수 있다. R교사는 처음에는 다른 교사의 권유로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
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달시키고 타교과 담당교사에게 수업과 평가를 함께 변화시키도록 권유하
고 리드하는 리더십을 보였다. 하지만 자신이 리더로서 역량이 있음에 동의하지 않았다.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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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부자인 연구자들에게 판단하기에
개인역량과 관계적 차원의 역량이 충분히 발달되었다고 보였지만, R교사는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P교사와 R교사의 차이는 비전의 설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P교사는 학교의 변화라는 비전을 설정한 반면에 R교사는 자신의 뜻에 동의하는 동료들과
평가 방법과 수업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P교사는 명시적으로 학교 안 교사학습공
동체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고 R교사는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의 역할을 하며 성실하
지만 주도적으로 수업과 평가를 변화하고 있었다. 교사학습공동체에 학교 문화 개선이나 학교
개혁에 관한 비전이 갖추어지고 교사에게 리더의 역할이 할당되거나 분산될 때, 이미 발달한
개인역량과 관계적 차원의 역량이 리더십과 같은 학교조직 관련 역량의 발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가 교사 자신
과 동료 교사의 역량 발달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학
습공동체 참여가 교사의 역량 발달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한
효과로 전반적으로 관계적 차원의 역량 발달에 대한 인식이 개인 역량 발달에 대한 인식 보다
더 긍정적이었으며, 관계적 차원의 역량 즉 동료 및 학교 공동체와 비전을 공유하고 교사의 역할
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게 된 점을 역량 발달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관계
적 차원의 역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학교조직 관련 역량 중 민주적 참여ㆍ소통ㆍ협력의 학교문
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는 역량 발달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비판적 사고 및 지식
재구성 역량 등 개인 교사의 전문성 역량과 학교조직 관련 역량 중에서 동료의 발달을 지원하고
권한을 공유하는 리더로서의 역량 발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이었다.
주목할 점은 교사학습공동체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이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가 교사 역량 발달 미친 영향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 안과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모두에 적극적ㆍ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사와 리더군 교사는 다른 교사
들보다 학생의 수업 참여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전문성 향상, 민주적 의사소통과 네트워크
형성, 동료 및 공동체와 비전을 공유하는 역량을 발달시키면서 학생 지도와 수업 참여에도 성공
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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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과 교사학습공동체 정책에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교사학습공동체의 교사 역량 발달에 대한 효과성을 보면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이
교사의 관계 형성과 민주적 소통에는 효과적이지만 교사의 개인 역량의 발달에는 덜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사의 개인 역량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우선 교사들이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인 교과 탐구, 교과 통합 및 재구
성, 수업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급과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더 전문적인 교사학습공동체를 운
영할 수 있도록 연수, 강사진, 도서목록, 프로토콜 같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학교, 학생, 교사들의 요구와 비전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교사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제의 연수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학교생태계회복, 생활공동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사들 자신의 문제 및 학교와 교육에 관련된 이슈 중심의 주제 연구 등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교육청과 학교관리자들은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해
주되, 자발적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학습공동체
는 교원들 스스로 학습과 교사전문성 개발에 대한 요구와 의지에 기반하여 그 구성과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효과성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청이
나 학교관리자들이 ‘공문의 힘’으로 강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원들의 학습
에 대한 자발적 요구를 희석시키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청과 학교 또는 리더들은
교원들의 자발적 의지를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을 유도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
하다.
셋째, 교육청은 교사학습공동체 리더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의 활성화 정도와 리더의 역량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리더들이 추진력, 갈등해결력, 관계성, 주제 영역에 대한
전문성 등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극 제공될 필요가 있다.

※ 논문 투고일: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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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ceptions of the competency development of participating
teachers in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in schools
NamGyun Kim1, Minjo Kim2, EunJoo Lee3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erceptions of competency development of
participating teachers in the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PLC) in schools. We
conducted a survey among 1000 kindergarten to high school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PLC in schools. In addition to the survey data,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acquire a more enhanced understanding of the survey responses. The
survey questions included three areas : individual competency development, relationship
competency development, and competencies related to school organization. The results
revealed first that teachers perceived the effect of participating in the PLC on their as
well as their peers’ competency development. as effective. Therefore, we concluded
that participation in the PLC contributes to teacher competency development. Second,
the participants perceived that participation in the PLC contributed more positively to
relationship competency development than individual competency development. Third,
of the competencies related to school organization, the development of competencies
related to the spread of a democratic participation school culture,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was perceived most positively. Fourth, the participants were less positive
about individual development encompassing critical thinking and knowledge
reconstruction. They also perceived competency development of leaders, including peer
support and authority sharing, as less positive. Finally, the groups that participated in
the PLC actively and voluntarily were more positive about the impact of PLC participation
on teacher competency development in comparison to the other groups.
Keywords :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competency development, teacher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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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이하 ’본원‘이라 칭함) 연구윤리 규정’은 본원과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정의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본원의 처리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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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것으로 연구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기타 부정행위
등을 말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과정과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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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부정행위”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연구보조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연구 활동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원 내에 연구윤리위원
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교육연구원장, 교원전문성개발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문해력지원센터장을 당
연직으로 하며, 편집위원 등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6.14.,
2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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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본원과 관련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해 제기된 고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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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원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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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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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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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본원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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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제4항
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의 접수와 이에 관계된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
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의 개시)
①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본원이 발행하는(2018.6.14. 개정)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물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때, 또는 연구 부정행위를 편집위원회에서 인지하였을
때에 개시된다.
②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제보나 인지가 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 진실성 검증 대상) 진실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는 제보 여하에 관계없이 검증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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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지 않는다. 다만, 만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재인용하
여 만5년 이내의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본조사)
①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진행
하기로 결정한 날 혹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반론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반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제15조(연구 진실성에 대한 입증)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본원과 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및 반론 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연구 진실성에 대한 판정)
①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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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있었거나, 새로운 부정행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조사의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한 서면으로 위원회
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요청
은 할 수 없다.
제17조(연구 진실성에 대한 조사 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본원의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윤리 위반의 예와 정의
2. 연구윤리 위반 처리 주체 및 절차
3.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③ 위원회는 원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와 본원의 조치사항을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본원 학술지에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무효
를 학술지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⑤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그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본원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⑥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경고,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재심의)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
① 본원과 관련된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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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논문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규정 준수 동의를 의무화
한다. <개정 2020.4.27.>
② 연구자는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투고 신청 서식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에 동의하여
야 한다. <개정 2020.4.27.>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05. 01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사항은 개정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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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수업 연구 논문 투고 규정
제정 2015년 5월 1일
전부개정 2018년 6월 14일
2차 개정 2020년 4월 27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와 수업 연구에 투고하는 원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의 투고)
① 투고 원고는 미발표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② 투고 원고는 본원의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하며, 학교와 수업 연구 ‘논문 투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4.27.>
③ 원고의 투고는 본원으로 전자우편(JSST@cje.ac.kr)을 통하여 송부되어야 하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수정원고도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④ 원고의 투고 시에는 아래의 서식 및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개정
2020.4.27.>
1. 논문투고신청서(서식)
2. 투고 원고 원문
3. 연구윤리준수서약 동의
4. 저작권양도 동의
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⑤ 원고는 한글 혹은 영어로 작성된 논문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 시의 원고에는 저자명이나 사사표
기 등 저자를 암시하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해서는 안되며, 논문의 제목,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
헌, 영문초록, 부록으로 구성한다.
⑥ 삭제 <개정 2020.4.27.>
⑦ 논문 투고는 발행일 전월의 1일까지 마감이 이루어지며, 단, 필요에 의해 편집위원장은 원고의
투고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4.27.>
⑧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조(원고의 저자)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저자는 아래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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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자점검표
2. 최종원고
② 게재확정과 게재권호가 확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최종논문 원고의 저자확인을 거치며, 최종논
문의 원고는 저자명, 소속, 직위, 사사표기를 포함하여 제출되도록 한다.<개정 2020.4.27.>
③ 투고 원고의 저자가 다수인 경우, 제1저자(주 저자), 제2저자, 제3저자, ⋯ 순서로 모든 공동저
자를 최종 게재 논문에 기재해야 한다. 단, 교신저자가 주 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④ 공동저자들의 소속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1’, ‘2’, ‘3’ ⋯ 등 위첨자로 저자명과 소속 기관명에
동일하게 사용하여 표시한다.<개정 2020.4.27.>
⑤ 교신저자는 논문의 접수, 심사, 게재까지의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를 말하며, 투고신청서에
교신저자를 알리지 않은 경우, 제1저자를 교신 저자로 인정한다.
제4조(원고 작성)
①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한글 2007’ 이상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MS Word로도 작성할 수 있다.
② 원고의 분량은 A4 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원고의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대표하되, 간단명료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④ 논문의 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평범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국문 논문은 처음 부분에 국문 초록, 마지막 부분에 영문 초록, 영문 논문은 처음 부분에
영문 초록, 마지막 부분에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논문의 초록은 주제어(핵심어)를 포함하여야 하며, 논문의 내용을 대표하는 주요 단어 및
주요 어구를 영문과 국문으로 각각 초록에 표기하며, 7개 이내로 한다.
⑥ 참고문헌 기재는 APA(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형식을 따른다.
제5조(편집 규격)
① 편집용지는 폭 190mm, 길이 260mm, 용지여백은 위 22mm, 아래 20mm, 왼쪽·오른쪽
25mm, 머리말 13mm, 꼬리말 12mm 으로 설정한다.
② 편집용지의 방향은 세로방향이며, 제본은 맞쪽으로 설정한다.
③ 논문에 사용되는 글자와 문단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논문제목 : 윤고딕350, 글자크기 14, 장평 98%, 진하게, 가운데 정렬
2. 부제 : 윤고딕330, 글자크기 14, 장평 98%, 진하게, 가운데 정렬
3. 저자: kopub돋움, 글자크기 10, 장평 100%, 진하게, 오른쪽 정렬, (소속: kopub돋움,
글자크기 9)
4. 본문내용: 나눔명조, 글자크기 10, 줄간격 180%, 장평 100%, 들여쓰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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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휴먼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영문(Times New Roman)
6. 장제목: 윤명조350,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7. 절제목: 윤명조340, 글자크기 11, 줄간격 140%, 장평 100%, 진하게, 왼쪽 정렬
8. 소제목: 윤명조340, 글자크기 10, 줄간격 180%, 정평 100%, 왼쪽여백 15
9. 인용문: 한컴바탕,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장평 95%, 왼쪽여백 18, 들여쓰기 8
10. 각주: 한컴바탕·Time New Roman, 글자크기 9.5, 줄간격 130%
11. 참고문헌: 휴먼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100%, 영문(Times New Roman)
12. 영문초록: 돋움, 글자크기 10, 장평 100%
④ 표와 그림의 내용 작성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표와 그림에는 일련변호를 붙이며, 표제목은 < > 으로 표의 상단 가운데 정렬하며, 그림제목
은 [ ]으로 그림 하단 가운데 정렬하여 제시한다.
예시1) <표 1>, <Table 1>, [그림 1], [Figure 1]
2. 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표의 선굵기는 0..12mm로 하며, 표 좌우 세로선은 선없음으로
설정한다. 표 안은 경우에 따라 가로, 세로선을 편집할 수 있다.
Components

Characteristics(나눔고딕 9, 진하게, 줄간격 120%, 장평 100%)

Code command

Range +/-

Cognitive operation

Input/Output organized +/-

Communicative adaptation

Mode +/-

(나눔고딕 9, 줄간격 130%,
장평 100%)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사항은 개정안을 공포한 날로부
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편집 규정은 「학교와 수업 연구」 5권 2호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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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학술지 발간 규정
제정 2015년 5월 1일
전부개정 2018년 6월 14일
2차개정 2020년 4월 27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이하 ‘본원’이라 칭함)의 학술연구 사업을 원
활히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원의 학술지 명칭은 “학교와 수업 연구(Journal of Studies on Schools and
Teaching)”로 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연구원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하지 않는 경우 교육연구원장으
로 한다. <개정 2020.4.27.>
③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며, 교내외 교수의 추천으로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는 「학교와 수업 연구」의 발행, 원고접수, 논문심사, 편집 등 학술지 발행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심의한다.
제4조(학술지 편집)
① 학술지에는 학교와 수업을 주제로 한 미발표 연구 논문을 주로 게재한다. 단, 위원회에서 학술
지에 게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 발표물은 게재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에서는 학술지 편집을 위한 교정을 할 수 있다.
③ 학술지 논문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발행 횟수 및 시기)
① 연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2회 발행 시 8월 31일, 2월28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6

∣발간 규정

제6조(원고의 접수)
① 원고는 상시 접수하며, 원고는 각 호의 발행일 기준 30일 이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확정
된 원고를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접수된 원고는 편집위원이 학술지와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
로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접수된 원고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이거나,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 상시 투고된 원고마다 심사위원을 3명씩 선정하며, 타 원고와 심사위원은 중복될 수 있다.
제7조(논문의 심사)
① 원고의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아래의 기준을 참고로 세부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 연구 주제의 독창성
- 연구 결과의 우수성
- 문장 표현의 명확성
- 연구 내용의 정확성
- 연구 방법의 타당성
- 학계에 대한 기여도
②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심사서’의 서식을 이용하여 평가의 종합의견을 결과로 제출한다.
③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며, 심사위원의 평가가 상이할 시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0.4.27.>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③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의 논의를 기본으로 하며,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심사결과는 심사완료 1주일 이내에,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의 결과에 의거하여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
고자는 수정후 게재 통보에 따라 지정된 날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본 연구원의 논문발행규정, 논문투고규정,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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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⑦ 「학교와 수업 연구」에 투고된 원고로서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심사결과를 반영
하여 수정 후 재투고 할 수 있다.
⑧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와 함께 표절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본교에서 사용하는 검사도구의
평가결과, 표절률 15%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판정 여부를 최종 검토한다.
제8조(심사결과 이의제기)
① 논문의 투고자가 심사결과와 게재불가 판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논문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 이의제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의 심사위원에
중복되지 않는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진행하고, 본 판정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이때 별도의 재심사에 따른 심사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9조(특별기고 논문의 게재)
① 특별기고 논문은 학술지의 특집호 구성 및 기획 의도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특정 주제 및 집필자를
선정하여 의뢰한 원고로서, 공익적이고, 본 학술지의 전문영역에 부합하는 유익한 것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특별히 기고된 논문의 경우 심사하지 않으나, 학술지 게재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칠 수 있다.
③ 위 편집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심사를 거치지 않는 원고의 경우, “특별기고논문”으로 표기하여,
일반 심사절차에 따라 게재확정 된 논문과 구분하여 게재한다.
④ 특별기고 논문의 저자가 희망하는 경우, 학술지의 일반 심사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10조(운영일반)
① 발행이 확정된 권호에 대하여, 온오프라인의 발행자료는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가 부
여된 연속간행물의 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권호의 발행정보를 갱신하고 부가기호를 배정하여
야 하며, 온오프라인의 자료게시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한다.
② 학술지의 별쇄본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며, 최종 편집된 PDF 파일을 제공한다.
③ 학술지 운영일정에 따르지 않는 투고사항, 논문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긴급심사는 운영하
지 않으며, 재심사 등의 사유로 해당권호의 최종심사 기일을 초과하는 원고는 다음 발행권호
로 이관한다.
제11조(게재료 및 심사료) 학술지 발행을 위한 소정의 게재료 및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판권)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에 대한 판권은 본원에 있다.
제13조(기타 결정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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