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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많은 연구에서 교육의 스마트화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변화는 더디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 속에서 공교육 현장이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변화를 맞이했다. 학교 현장에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고, 교사들

은 모여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회의를 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가정에서

화면을 통해 참여하는 수업에 익숙해졌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클라

우드 앱을 비롯한 에듀테크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클라우드 앱은 학교, 교사 그리고 학생 간 소통의

플랫폼으로 활용되었다.

클라우드 앱은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환경에서 개인

간의 의견, 자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교수학습방식을 클라우드

러닝이라고 부르거나 더 널리 쓰이는 스마트러닝, e-러닝, m-러닝에 포

함시키기도 한다. 클라우드 앱은 별도의 외부 저장 공간을 활용하지 않

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서버를 활용하여 자료를 저장하고 공유하

기 때문에 교육적 활용도가 높다. 특히 사용자가 작성하는 글이나 업로

드한 사진, 영상을 접속만 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에 사용자들

간의 자료기반 소통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클라우드 앱의 교육적 유용

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직접 교육 현장에서 클라우

드 앱을 교수학습에 활용하고 활용 경험에 대해 교수자 및 학습자의 인

식을 조사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과학 교수학습에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였을 때의 효과를 밝

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연구로서 과학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교사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목적표집하여 활용 실태와 이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 하였다. 또한 일반 수업과 비교하여 클라우드 앱을 활

용한 수업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연구자 본인이 실제 과학

교수학습에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을 활

용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교사와 학생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녹음하

여 분석하였다. 이어 사전연구에 참여한 교사 중 온라인 과학 수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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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앱을 학생 참여도구로서 활용하였던 5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교

수학습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 경험에 대한 인식을 묻는 면담을 실시하

였다. 또한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영재고

학생 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자발적 면담 참여 의

사를 밝힌 2명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사전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과학 교수학습에 클라우드 앱을 활용

한 방식은 7가지 유형으로 나뉘었으며 특히 과제 수합, 평가에서의 활용

도가 높았다. 한편, 클라우드 앱이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시하는 데에 유

용하다는 평가와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공존했다. 본 연구에서 교사인

연구자 본인이 직접 클라우드 앱 활용 과학 수업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

과,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는 교사의 확인적 피드백 비율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일반 수업에서는 수렴적 발문의 비율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학생-학생의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결과 클라

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소그룹 활동의 운영에 대한 대화의 비율이 높았

으며 일부 사전 개념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 클라우드 앱을 학생 참여도구로서 활용한 교사의 교수

학습 자료를 수집한 결과 교사들은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학생 중심

수업 설계를 하고 비대면 과학 실험에 유용하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교사의 클라우드 앱 활용 경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활용 전

에 비해 교수학습의 질이 향상되고, 수업 구성원 간 피드백이 증가한 것

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교사들은 과학 교수학습에 특화된 클라우드 앱

활용에 관한 참고 자료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였다. 학생들의 클라우드

앱 활용 경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클라우드 앱이 자료 공유, 시각화,

협업에 유용하였으나 매뉴얼이 어렵다고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실험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과학 탐구 실험을 수행하도록 하는 실험 수업 방식인 ‘클

라우드 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클라우드 앱 활용 교수학습의 실제

와 효과를 조사하고, 교사가 클라우드 앱 활용 과학 실험 수업을 설계하

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클라우드 앱, 과학 교수학습, 온라인 수업, 비대면 과학 탐구

실험 수업, 에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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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구글, 애플, 아마존은 일찍이 고유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서비스

를 제공하며 기업 가치를 키워 온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사람들은 이들

기업이 구축한 플랫폼에 접속하여 검색, 쇼핑, SNS 활동 등을 하기에

이들 기업은 플랫폼을 운영하여 높은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게 되었다.

플랫폼은 수요자와 공급자, 개발자와 사용자, 프로슈머(prosumer,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공간이므로 참여자가 많

아지면 많아질수록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가치가 극대화

한다(노규성, 2014).

수업 시작종이 울리면 교사와 학생이 교실에 모이고 수업이 시작된다.

수업 종이 한 번 더 울리면 교사와 학생은 교실을 빠져나가고 수업은 종

료된다. 이 모습은 흡사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타고 내리는 장소인 승강

장의 모습과 비슷하다. 교실이라는 공간을 교사, 학생의 교수학습을 위한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비유한다면, 과연 교수학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교실에서 이루어지던 교수학습 행

위가 온라인으로 급격히 옮겨졌고 안정적인 수업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더 커졌다. 우리에게 익숙한 네이버나 카카오 규모의 누구나 쉽게 접속

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대한 교육 플랫폼을 꿈꾸기에 앞서, 교수자

가 자신만의 수업을 위해 작은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면 교육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

다. 교실 또는 강의실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에서 이루어져 왔

던 모든 교수학습 활동이 가능한 새로운 온라인 공간을 만들고 학습자가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된다면 수업의 시·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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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교수학습 자료도 다양해질 것이다.

본 연구는 여러 에듀테크 중 하나인 클라우드 앱에 주목하였다. 가장

영향력이 높은 최신 정보통신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컴퓨팅 자원에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모

델이다(Mell & Grance, 2011). 클라우드 앱을 교육에 적용한 클라우드

러닝은 e러닝, m러닝, u러닝의 계보를 잇는 교육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한 방식이다.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면 학습자들이 컨텐츠를 공유하고, 협

업 환경을 구성하고, 학습 자료를 동료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여

지식의 구성에 도움이 된다(Educause Learning Initiative, 2008). 교수자

는 다양한 클라우드 앱과 그것이 지닌 기능을 활용하여 각 학습자에게

맞는 개별화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학습자는 클라우드 서버에

용량이 큰 데이터를 쉽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 속에 기억해야 할

내용이 줄어드는 대신 적용, 탐색, 변화, 고차원 사고의 발전에 더 집중

할 수 있게 되므로 학업 수행이 개선되고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

(Barnatt, 2012).

교수자는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에서 자신만

의 수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쌍방향 의사소통과 자료 공유

가 가능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을 진단하고 피드

백을 제시하거나 과정중심평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습자는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교수자 또는 동료 학습자와 쉽게 자료

와 화면을 공유하며 온라인 협업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클라우

드 앱의 기능이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

여 여러 선행연구에서 클라우드 앱을 교수학습에 활용하고 어떠한 효과

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클라우드 앱을 교수학습에 활용하였을

때 교사에게 어떠한 변화와 특징이 나타나는지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코로나 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교수자의 디지털

기기, 온라인 자료 활용 능력 등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전문성 개발의 필

요성이 강화되고 있다(Minea-Pic, 2021). 국내에서도 다양한 교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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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었다. 온라인 수업 체제 전

대면 수업 환경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교사는 많지 않았으나, 온라

인 수업 시작 후에는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교사, 학생, 교수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는 다수의 연구가 실시되었지만, 온라인 교수학습에 다양한 에듀

테크 특히 클라우드 앱을 새로운 교수학습 도구로 활용한 것에 대한 실

태 조사 또는 인식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현상 관찰이나 실험·

실습과 같은 특수한 활동이 포함된 과학 교수학습을 온라인 환경에서 실

시할 때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고 그 효과를 교사나 학생의 언어 및 인식

면에서 밝힌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과학 교수학습을 위해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교사와 학생의 언어를 조사하고 특징을 밝

힌다면, 교수학습 도구로서 클라우드 앱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클라우드 앱을 과학 교수학습에 활용한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

으로 클라우드 앱이 교수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그 효

과를 밝힌다면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고자 하는 교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실제 과학 교수학습의 실제를 조사하

고, 수업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여 클라우드 앱 활용의

효과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클라우드 앱 활용 과학 교수학습

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실천 가

능한 효과적인 클라우드 앱 활용하여 과학 실험 수업 방법의 예를 제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클라우드 앱 활용 과학 교수학습 방

법은 에듀테크에 대한 경험치가 낮은 교수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체적인 연구의 개요는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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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의 확산과

중요성 강화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과학 교수학습 방법 및

효과에 대한 조사 필요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과학 교수학습 방법 조사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과학 교수학습의 효과 조사

선행연구 탐색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과학 교수학습 방법 구상 및 적용

대면 과학 교수학습에서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의

효과(연구Ⅰ)

클라우드 앱 활용 온라인

과학 교수학습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조사(연구Ⅱ)

다양한 교사, 학생에

대한 조사의 필요

연구 필요

사전 연구 : 교사의 클라우드 앱

활용 온라인 과학 교수학습 실태

조사

다양한 방법 조사의

필요

교수자의 온라인 교육

전문성 함양 필요

다양한 온라인

교수학습 방법 개발

필요

효과적인 클라우드 앱 활용

과학 교수학습 방법 설계

그림 1-1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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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과학 교수학습에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효

과와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효과적인 과학 교수학습 전략을 알아보기 위

해 네 가지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

는 다음과 같다.

1) 교사들의 과학 교수학습에서 클라우드 앱의 활용 실태는 어떠한가?

2) 과학 교수학습 활동에서 클라우드 앱 활용은 교사의 발문 및 피드백,

학생-학생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경험에 대해 교사와 학생의

인식은 어떠한가?

4) 비대면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도 실천 가능한 효과적인 클라우드 앱

활용 과학 실험 수업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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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연구Ⅰ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교사 자신이

분석 대상이라는 점이다. 연구자는 연구 문제와 클라우드 앱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발문과 피드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

다. 그러므로 다른 과학 교사의 수업에까지 일반화하여 연구 결과를 적

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Ⅰ의 교수학습 내용은 중학교 과학의 물리 영역에 해당하는

역학과 전자기학 내용의 일부에 한정된다. 물리학이라는 학문의 특성과

학습 내용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과학

교과의 다른 영역이나 다른 교과에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

는 데에 한계가 있다.

셋째, 연구Ⅰ의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분석 및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

작용 연구 시 녹음과 녹화를 실시하였다. 사전에 연구 참여 동의를 받은

상태였지만 기존 수업과는 다른 상황이 학생들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연구Ⅰ의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 연구를 위한 수업 처치 전에도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경험

이 있지만, 연구 대상에 속하는 수업 시 본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여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사전 연구와 연구Ⅱ에 참여한 교사들은 모두 테크놀로지 활용

에 익숙한 교사들이기에 인식 조사 결과가 편향될 수 있다.

여섯째, 연구Ⅱ의 온라인 과학수업에서 클라우드 앱 활용 인식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영재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국내에서 영재고에 입

학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과학 개념 수준과 인지 능력을 갖춰야 하

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인식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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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4.1 클라우드 앱

클라우드 앱이란 사용자가 자신의 기기에서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앱(어플리케이션과 동의어)을 사용할 수 있는 유형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SaaS(Software as a Service)이다(Barnatt, 2012).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로 개발되어 모바일 혹은 PC 앱의 형태로 기업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즉,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소프트웨어 앱이다. 선행연구에서 이를

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도구, 온라인 도구, 등으로 부르지만 본 연구에서

는 이를 줄여서 클라우드 앱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4.2 클라우드 앱 활용 교수학습

클라우드 앱 활용 교수학습이란 교사가 클라우드 앱을 교수학습 도구

로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말한다. 클라우드 러닝이라는 용어 대신

클라우드 앱 활용 교수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클라우드 러닝

은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 교육 시스템이 갖

춰진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포함하는 등 더 넓은 의미를 가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가 활용되는 범위가 교수학습으

로 한정되어 더 좁기에 클라우드 러닝이 아닌 클라우드 앱 활용 교수학

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클라우드 앱에는 구글

문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의 엑셀, ppt, 패들

렛, 멘티미터, 카훗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 사용자들의 협력과 소통을 도

우며 실시간 동기화 기능이 있는 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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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1.1 교수학습에 관한 이론적 배경

1.1.1 구성주의 학습 이론

본 연구의 교수학습에 대한 인식은 구성주의 심리학을 배경으로 삼았

다. 조희형과 최경희(2008)에 따르면 구성주의는 그 기원에 관계없이 대

부분의 과학 지식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고 본다. 구성주

의를 크게 사회적 구성주의와 급진적 구성주의로 나누기도 한다. 사회적

구성주의에 의하면 과학 지식은 자연에서 발견된 사실이나 그것을 바탕

으로 일반화된 법칙이 아니라 자연과의 상호작용 또는 사회적 협상 또는

그런 토의를 통해 확립된 설명체계이다(조희형과 최경희, 2008; Klee,

1997). 따라서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반한 학습 이론은 학습자 개인의 인

지 활동 보다는 동료 또는 교사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사회

적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Vigotsky(1978)에 따르면 생각은 언어로

바뀔 때 개조되고 변형되며, 생각은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완성되

므로 과학지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 언어의 역할

이 중요하다. 즉, 학습자는 자연에서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여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한 사고와 반성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여 학

습한다는 것이다.

구성주의의 주창자이자 급진적 구성주의의 대표 학자인 Piaget는 인지

발달과 학습에 대한 이론을 남겼다. Piaget(1964)의 연구에 따르면 지식

의 발달은 자발적인 과정으로 발생학적 과정과 관련이 있다. 아동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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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발달은 성인이 되어서야 마무리가 되며, 생물학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총체적인 발달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즉, 발달은 지식 구조의 전체와 관

련된 과정이라는 것이다. 학습은 이와 반대이다. 일반적으로 학습은 심리

학 실험자에 의해 발생된 상황이나 교훈이 될만한 교사 또는 외부의 상

황에 의해 일어난다. 즉, 학습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인지구조에 따라

주어진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거나 그 인지구조의 수준에 맞게 정보를 조

정하는 동화 과정을 거친다. 또한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그 정보에 맞추

어 기존의 인지구조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조절 과정을 거친다(조희

형과 최경희, 2008). Piaget의 이론은 학습 이론이나 교육과정보다 교수

학습에 관해 엄격하고 분명한 준거를 제시하여 순환학습 모형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이 밖에도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갈등유발 교수학

습 전략, 아동 중심 교수학습 방법 및 자료, 개별화 교수학습 전략, 사회

적 경험중심 교수학습 전략을 제시한다(조희형과 최경희, 2008;

Ginsburg & Opper, 1979). Piaget의 교수학습 원리와 전략은 학습자의

인지구조의 변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와 급진적 구성주의 모두 학습이란 의미를 구성하거나

인지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으로 인식하기에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

하기 위해 인지 갈등 상황을 겪거나 타인과 협력 활동의 기회를 가지는

것을 중요시한다.

1.1.2 과학교육의 목적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학교육의 목적는 과학 지식, 탐구 기능, 태도를

중심에서 점점 과학 및 과학기술 소양의 함양,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과학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변해갔다.

이는 교육 철학과 교육 사상이 행동주의에서 인지주의, 구성주의, 다원주

의로 변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시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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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교육과정에 변화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과학교육의

목표는 목적보다 더 구체적인 개념으로 과학수업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송진웅과 나지연(2015)에 따르면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이

전 교육과정과는 달리 ‘자연 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로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 학습의 즐거움과 과학의 유용성을 인

식하여 평생 학습 능력을 기른다.’는 과학에 대한 평생학습능력에 대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새 교육과정에서 흥미·호기심·태도와 같은 과학

관련 정의적 영역을 첫 번째 목표로 강조하는 것은 수학·과학 성취도 국

제 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nal Mathmatics and Science Study, 이

하 TIMSS) 및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등의 국제 비교연구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최승현 등,

2014; 이미경 등, 2007)되어 왔던 우리나라 학생들의 높은 수준의 성취도

와 극히 낮은 수준의 정의적 영역(자신감, 자아개념, 태도 등) 사이의 간

극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PISA 검사 결과는 2012년도까지 수학과 과학에서 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5년부터 수학과 과학의 성취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TIMSS에서는 PISA에 비해서는 높은 성취를 유지

하고 있으나, 수학·과학에 대한 흥미, 자신감 등 정의적 영역에 대한 성

취도는 여전히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인선과 김현정, 2021).

과학지식의 획득은 오랜 기간 과학교육의 핵심적인 목적으로 가장 자

주 강조되어 왔다(조희형과 최경희, 2008).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자기주도성과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된

정의적 영역, 창의성, 사고력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르기 위한 과

학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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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과학 교수학습 방법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에서는 과학은 모든 학생이 과

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 탐구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여 개인과 사회

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과라고 정의한다. 과학 교과는 사물이나 현상의 시간에 따른 변

화와 인과 관계 등을 강조하고 미시적인 세계를 표현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다룬다(김경순, 2005; 이수경, 1998; ChanLin &

Chan, 1996)는 학문적 특징이 있기에 교사들이 가르치거나 학생들이 학

습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김경순, 2005). 그러나 과학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에는 과학지식뿐만 아니라 과학적 방법 및 탐구과정, STS, 과학윤

리, 과학사, 과학의 본성 등이 있기에 다각도에서 과학 교수학습을 바라

볼 필요가 있다.

과학 교수학습 전략에는 강의, 문답, 토론, 실험, 현장실습, 시범실험,

탐구, 협동, 프로젝트 기반, STS, SSI 등이 있다(조희형과 최경희, 2008).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과학지식과 신념을 구성하게 하

는 데 그 목적이 있기에, 교수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스스로 지식과 신념을 구성하도록 돕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토론은 관심사의 해결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서로의 견해를 교환하고 검토하며, 문제에 대한 지식, 이해, 판단, 결

정, 행동 등을 증진시키는 특수한 형태의 집단 상호작용이다(Dillon,

1994). 소집단 토론은 소수의 학생이 소집단을 이루어 특정 주제에 대해

자유룝게 의견을 나누는 상호작용의 형태로 과학 수업 시간 중 실험, 문

제 해결 등의 학습 활동을 위해 이루어지는 학생-학생 간 언어적 상호

작용을 소집단 토론으로 볼 수 있다. 학생간의 소집단 토론은 불분명했

던 생각들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는 반성적 사고의 기회와 다른 사람들

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답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Driver,

1995). 또한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수동적으로 청취하는 경향이 있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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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에게 능동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강석진, 2000).

실험은 자연과학의 고유한 탐구 방법이며, 과학 교수의 필수적인 전략

이자 그 학습의 한 수단이다. 실험은 자연과학을 다른 학문과 구분하는

기준이며, 과학의 교수학습 방법을 다른 교과의 교수학습과 구분하는 기

준이기도 하다(조희형과 최경희, 2008). 다양한 과학 교수학습 전략이 존

재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제에 맞는 적절한 교수학습 전략을 선정하여 수

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1.1.4 언어적 상호작용

가.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사회적 구성주의에 의하면 학생의 학습 과정은 학습자 개인의 인지적

인 활동이 아니라 동료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Driver, 1995). 그러므로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활

발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위한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과학

교실의 구성주의적 학습 환경에서의 목표가 단순한 '정답'의 기억에서

벗어나 맥락에 맞는 현상에 대한 일관된 설명으로 이동함에 따라, 교사

의 발문은 학생들이 이해한 바를 명확히 표현하는 메커니즘으로 나타나

기도 한다(Williams, 1984; Yung & Tao, 2004). 학교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주로 교사의 발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과 이

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의 순서로 이루어지므로, 언어적 상호작용의 활성

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박종윤

등, 2006; Black & William 1998; Tunstall & Gipps, 1996).

교실에서 일어나는 대화에서 교사의 발문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진다

(Chin, 2007; Wellington & Osborne, 2001). Campbell & Erdogan(2008)

의 선행 연구에서는 구성주의 교육 훈련의 정도가 다른 교사의 발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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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HLCTP(High levels of Constructivist

teaching practices) 교사의 발문 횟수가 LLCTP(Low levels of

Constructivst teaching practices) 교사 보다 더 많고, 특히 확산적 발문

(Open-ended questions)의 횟수가 크게 차이났다. 동일한 연구자들의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구성주의 교육 훈련의 정도가 다른 교사의 수업에

서 나타난 학생들의 행동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LLCTP 교사의 수업에

서는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HLCTP 교사 수업의

학생들은 활발하게 조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동료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모습이 더 자주 나타났다. 이처럼 교사에 따라 발문 양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발문은 학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attie & Timperly(2007)은 자신의 연구에서 피드백은 학습과 성취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그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있

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 선행연구에서 피드백의 효과를 측

정한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효과가 높게 나타난 피드백의 유형은

수행 과정이나 수행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유

형이었고, 반대는 칭찬, 보상, 체벌이었다. 양희선 등(2016)은 교사가 학

생의 과학 탐구과정 전 단계마다 학생들 사이의 협동적인 피드백 과정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안내하는 피드백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할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과학 지식 구성과 탐구를 돕기 위

해 적절한 형태의 피드백을 제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최경희 등(2004)

의 연구에서 과학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

한 결과 교사의 질문이나 피드백의 형태에 의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의 양상이 결정되었다. 특히 교사가 즉각적 피드백을 부여하는 경우 학

생들의 사고 과정이 단절되었으나 지연 피드백을 부여하는 경우 학생들

의 생각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다. 박종윤 등(2006)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학생의 언어적 상호작용 전략으로 의도적으로 학생들의

사고를 유발하기 위한 질문과 지연 피드백을 많이 사용하였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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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과학 개념 이해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생

들의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드러났다. 선행연구를 미루어

보았을 때, 교사는 발문과 피드백과 같은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

생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특정 교수학습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언어적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것은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학생-학생 간 언어적 상호작용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이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하는 언어적 상호작

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에 교실 내 언어적 상호작용은 여러 연구에서

흥미 있는 주제로 다루어져왔다(Chin, 2006; Cazden, 2001; Edwards &

Mercer, 1987; Edwards & Westgate, 2005). 국내의 과학 교육 관련 연

구에서도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을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가 다수

실시 되었다(이현영 등, 2002; 강석진 등, 2000; 강석진 등, 2001; 윤정현

, 2017). Vygotsky는 학습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식과 행동의 내면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슷한 자신보다 더 우월한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나

교사나 또래와의 사적 담화 및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학습 영

역인 근접발달대(ZDP)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줄이는 것을 교수학습

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 따르면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같은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존

재할 수 있다는 점과 각 견해가 나름대로의 가치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는 점이다(강석진, 2000). 교수자는 학생이 의미 형성과 지식 구성을 위

하여 대화 즉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수학습 전략

을 구사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구성해야 할 것

이다. 한편,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

는 것은 역설적으로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아볼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교수학습 전략이나 도구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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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조사하기 위해 소집단 협력 학습에서 나타난 학생-학생 간 언어적

상호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1.2 웹(Web) 기술의 발전과 교수학습의 변화

Vygotsky(1978)는 인지발달에 있어서 언어뿐만 아니라 도구와 기호

의 사용 또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인간과 자연은 도구를 통해 서

로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변화시킨다. 도구는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사고까지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학습

에서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가는 학습자의 사고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

임을 알 수 있다(윤정현, 2017). 전례 없는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발맞

추어 교육도 진화를 거듭해왔고, 이는 교수학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

다(Hussain, 2012).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기술의 등장은 교수와 학습

과정을 e-러닝의 영역으로 확장 시켰다(Dominic et al., 2014).

교육과 ICT의 융합은 ICT활용교육, e-러닝, u-러닝의 단계를 거쳐 스

마트교육으로 발전하였지만(장상현, 2013), 본 절에서는 ICT를 활용하는

교육을 ‘e-러닝’으로 통칭한다. 이지현(2014)에 따르면 e-러닝은 기존의

학습 콘텐츠를 제시하거나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기능에서

더 나아가 점점 더 지능적으f로 학습자들의 협동학습을 지원하고, 증강

현실이나 3D 가상 학습 공간에서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기능까

지 요구받고 있다. Hussain(2012)는 이와 같은 e-러닝의 변화의 동인으

로 웹 1.0, 2.0을 거쳐 웹 3.0으로 진화한 웹 기술을 꼽는다. 웹의 발전과

그 것이 교수학습에 미친 영향과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웹 1.0 시대의 e-러닝

1989년 Tim Berners-lee에 의해 발명된 인터넷은 웹이라고 불리는 정

보 공간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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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수적인 발전을 통해 인터넷은 문서, 사진, 음성, 영상과 같은 다양한

형식의 학습 컨텐츠를 접근하고 저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다

(Dominic et al., 2014).

Godwin-Jones(2008)에 따르면 웹 1.0 시대에는 ASCⅡ에 비해 멀티미

디어와 그래픽 첨부가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e-메일이

교수학습에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곧 많은 교수자들은 학습자들 사이

의 의견 교환을 위한 토론 포럼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토론 포럼은 면

대면 대화에 비해 여러 지역에 있는 참여자에게 토론 기회가 주어진다는

면에서 형평성을 띤 도구라고 볼 수 있다. 구성주의 학습에서 바라보았

을 때 포럼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활동은 동료 네트워크 및 학습을 독려

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강좌에서 주축 활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교수자

들이 활용한 토론 포럼에는 WWWBoard, WebCT, Blackboard 등이 있

다. 친구 리스트를 만들어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채팅방을 개설할

수 있는 AOL Instant Messenger(AIM)이나 MSN Messenger이 교수학

습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웹 1.0의 대표적인 단점은 컨텐츠의 제작과 다른 사람과의 공유가 어

렵다는 점이다. 웹 1.0 환경에서 사용자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

능했다. 웹 1.0에서는 웹사이트와 정적인 정보와 낮은 상호작용이라는 특

징으로 인해 읽기 전용으로 인식된다(Dominic et al., 2014). 그러나 웹

1.0은 학교에 가지 않고도 웹상에서 학습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것만

으로 원격 교육의 획기적인 기회를 소개한 것에 의의가 있다(이지현,

2014).

나. 웹 2.0 시대의 e-러닝

웹 2.0은 이전의 웹 1.0에서 수동적인 정보의 소비자이던 이용자를 정

보의 개방·공유·참여의 주체로 등장시킨 기술임과 동시에 일종의 패러다

임이라 할 수 있다(O'Reilly, 2005). Dominic et al.(2014)에 따르면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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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은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PC내 어플리케이션을 대체하는 컴퓨팅 플랫

폼으로 계속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다양한 소스로부터의 데

이터를 조합하고 소비한다.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따

라 완전히 학습자 중심 사상에 따라 교수와 학습 과정이 덜 분리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Dominic et al., 2014). 웹 2.0 시대에 교수자들은 블로

그, RSS, 위키를 교수학습에 활용하여 학습자가 학습 콘텐츠를 수동적으

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콘텐츠를 만들고 배포하는 것을 촉진하고, 온

라인 협동학습의 장애물을 줄여주어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했다(Giannakos & Lapatas, 2010).

Godwin-Jones(2003)은 웹 2.0 기술과 그것의 교수학습을 위한 활용에

대해 소개하였다. 블로그는 단순히 의견을 게시하는 온라인 저널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웹의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연결된 하이퍼텍스

트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블로그는 파일이나 링크를 업로드하는 것

이 가능하기에 학습자의 개인적인 저널로 활용되기에 적합했다. 토론 포

럼에서는 독자가 동료로 한정되어 있었다면 블로그 글은 누구에게나 공

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독자가 다양해지면 글을 게시할 때 책임

감과 주인의식을 더 가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그 내용과 구조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보게 된다.

블로그는 글의 내용이 아닌 연대순으로 게시되기에 프로젝트 기반 학

습에 적합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RSS 피드는 사용자의 새 게시글을 알

려주거나 여러 블로그나 인터넷 정보의 정리를 돕는 기술로 Nescape가

사용자 개인의 페이지에 채널을 추가하도록 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블로그나 RSS에 비해 협력적인 온라인 프로젝트에 더욱 적합한 위키

(Wiki)가 등장하였다. 블로그는 다분히 개인적 성향을 띠나 위키는 협력

의 기능을 강조한다. 위키는 여러 개의 페이지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누구나 접속만 하면 어느 페이지든 편집 버튼을 누르면 내용을 수정

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키는 배운 것을 적용하여 공통의 이슈와 공유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성취하게 해주는 효과적인 협업 도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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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학습자가 지식의 확장과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웹 2.0 환경에서 사용자는 홍수와 같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정

작 학습자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화된 정보, 불필요한 데이터가 제거된

직관적인 학습 환경 구축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이지현, 2014; Cena

et al., 2009; Giannakos & Lapatas, 2010).

다. 웹 3.0 시대의 e-러닝

웹 2.0은 제작자와 사용자 사이의 협업과 사회적 네트워킹에 관한 것

(Dominic et al., 2014)이었다면 웹 3.0은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더 정

확하게 제공하는 지능형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웹 2.0

과 다르다. 웹 3.0 개념은 사용자가 데스크탑 PC뿐만 아니라 휴대폰, 태

블릿 PC 등 화면이 있는 어떤 기기로든 언제, 어떻게, 어디서나 정보를

활용 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Hussain(2012)은 웹 3.0은 지능형 협업 필터링,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

이터, 링크 자료, 개방성, 상호 운용성 및 스마트 모빌리티와 같은 기술

과 기능을 갖춘 웹 2.0이 진화된 버전의 웹으로 그 성격을 정의하였다.

웹 2.0이 제작자와 사용자 간의 사회적 소통 및 대규모 협업에 유용했다

면 웹 3.0은 자연 언어 처리와 머신 러닝과 같은 지능형 어플리케이션을

다룬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교수학습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e-러닝

또한 다음 세대로 진화하였다. AI와 머신러닝은 웹 3.0의 주요 원동력이

다. 예를 들어 웹 2.0에서 ‘e-러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관련 없는 정

보까지 나오지만 웹 3.0은 검색어의 맥락까지 고려하여 검색결과를 도출

한다.

이지현(2014)에 의하면 웹 3.0은 웹 기술의 발전 단계에서 가장 진화

된 형태의 웹을 가설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웹 3.0 기반에서 e-러닝

은 보다 생산적이고, 지능화, 맞춤화된 학습 환경을 지향하며, 이는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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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대의 학습의 모습 및 패러다임과 큰 차이를 보여준다. 웹 3.0 기반

e-러닝 학습 환경은 사용자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정보가 새로운 가

치를 지닌 지식으로 융합, 재생산되는 효율화, 맞춤화, 다양화된 직관적

인 학습 환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능화된 웹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들

을 선별하는 데 소요되었던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학습 시간의 효율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렇게 선별된 정보들은 학습자 개인에게 맞춤화된

정보로 재구조화되고 창조적인 형태로 융합된다.

표 2-1은 이전 세대의 웹과 웹 3.0의 특징을 언급한 문헌을 바탕으로 시

대적 구분, 주요 키워드, 이용자의 역할, 대표적인 예와 학습에의 의의

측면에서 정리한 것이다.

웹 1.0 웹 2.0 웹 3.0

시대 1999-2000 2000-2010 2006-

주요

키워드
접속, 접근

참여, 공유, 개방,

상호작용

시맨틱/지능화,

맞춤화/상황인식,

증강현실, 3D

이용자의

역할

정보의 수동적

소비(인터넷

사업자가 정보의

생산, 관리, 배급을

주도)

정보의

생산/업데이트, 공유,

소비

자신의 상황과

관심사에 맞춘

지능화 서비스 소비

협력적 지식 재생산

대표적

예

포털 사이트, 인터넷

홈페이지

위키피디아,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iGoogle, 구글 안경,

스마트 인터페이스,

라이프로그

학습에의

의의

원격 교육의 기회

소개

온라인 협동학습

지원, 학습자 참여

콘텐츠 생산

효율화, 맞춤화,

다양화된 직관적인

학습 환경 제공,

협력적 지식

융합/재생산

표 2-1 웹 1.0, 2.0, 3.0의 주요 특징 비교(이지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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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부분 AI의 활용은 교육처럼 방대한 데이터로 인해 처리하는

데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요구되는 분야가 아닌 폐쇄된 도메인에서만 가

능했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견으로 연결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묶음 사이의 연결 고리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

리해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Dominic et al., 2014). 즉, 클

라우드 컴퓨팅 기술 도입으로 인해 교육 분야에서도 AI의 활용이 가능

해졌다. 그림 2-1은 웹 3.0과 연계되는 기술을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 웹 3.0 e-러닝의 기술(Dominic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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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클라우드 앱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

1.3.1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컴퓨팅 자원(예 : 네트워크, 서

버,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이

라고 정의했다(Mell & Grance, 2011). 클라우드는 2006년 아마존 웹 서

비스(AWS)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작한 단순한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최

초로 시작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한 플랫폼으로서

사용자는 여기에 자료를 저장할 수 있고, 접속을 통해 다양한 소프트웨

어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온라인 하드웨어이자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하늘 위에 떠있는 구름(Cloud)이라는 명칭이 어

울린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은 사용자의 컴퓨터 혹은 휴대폰에 자료

저장이나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해 확보 해야할 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다. 또한 온라인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기에 별도

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설치가 불필요하다. 앱을 실행할 때 어떤 기

기인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일하게 실행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서비스 제공자 또한 실시간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클라우

드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IBM, 애플을 비롯해 기타 기존이나

신흥의 컴퓨터 업계 거물들에 의해 운영되는 수많은 대형 데이터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Barnatt, 2012).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존의 정보 통신 기

술의 판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혁명적인 기술로 기존의 하드웨어 생

산 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비스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모델로 구

분할 수 있다(Mell & Granc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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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aaS (Software as a Service)

사용자가 자신의 기기에서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유형이다. SaaS 앱은 인터넷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지속

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며,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단계를 표시하는 버

전 번호라는 것이 없다. 그 대신 새로운 기능이 계속 추가된다(Barnatt,

2012). 대표적인 예로 이메일, 구글앱스(Google apps)의 구글문서·스프레

드시트·사이트 등, 조호(Zoho), 아크로뱃닷컴(Acrobat.com)등이 있다. 많

은 SaaS 앱은 사용자의 협업을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나. PaaS (Platform as a Service)

사용자는 기본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 또는 제어하지 않지만 배포 된

앱 및 앱의 구성 설정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제어 할 수 있는 서비스 형

태이다.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프로그래밍 도구와 인프라를 사용하

여 자신들만의 앱을 만들거나 구동할 수 있다. 운영체제(OS),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한

다. 대표적인 예로 구글앱엔진(Google app engine), 포스닷컴(Force.com)

등이 있다.

다.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앱의 가동과 데이터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의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을 허락하는 모델이다. 사용자는 서비

스 공급자의 클라우드 인프라에 직접 접속하여 자신이 선택한 앱을 구동

할 수 있다. 서버, 가상컴퓨터(VM), 저장장치, 네트워크, 방화벽 등이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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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l & Grance(2011)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배치 모델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구분하였다.

가. 폐쇄형 : 특정 단체를 위해서만 운영되는 클라우드 인프라로

소유와 관리가 가능하다.

나. 공공형 :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클라우드 앱, 자료 저장 그리

고 자료 접근이 가능한 모델이다. 서비스는 무료이거나 종량제

로 지불한다. 공공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예로는 아마존

의 AWS,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있다.

다. 혼합형: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폐쇄형이나 공공형 클라우드

가 결합된 모델로 각 모델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라. 커뮤니티형 : 공통 관심사를 가진 여러 조직들 간에 인프라

설비를 공유한다. 내부에서 관리를 하거나 중간 개발자가 관리

하며 내외부에서 호스팅 가능하다. 비용은 공공형과 폐쇄형 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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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클라우드 컴퓨팅의 교육적 활용

교육 분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먼저 대학교를 중심으로 학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이하 LMS) 소프트웨어가 도입되었다. 동시에 다

양한 기능을 가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소프트웨어 즉, 클라우드 앱이

교수학습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가. 인프라 구축

클라우드 컴퓨팅을 교수학습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새로운 기술의

흐름으로 인식하면서(Ercan, 2009) 이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먼저 학교의 인터넷 환경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

용하는 것에 관련한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Sultan(2010)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교의 IT 인프라와 교육

시스템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선제적으로 활용되기 시작

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대학교에 도입하게 되면서 기존의 IT 담당

부서가 해왔던 역할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하게 되었다. 학교

구성원 그룹은 SaaS 클라우드 공급자의 서버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든 실

행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접속 가능했다. 학생, 교사, 직원뿐만 아니라 개

발자도 하드웨어의 용량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여 요구할 경우 IaaS 클

라우드 공급자에 의해 즉시 처리되었다. 개발자는 PaaS 클라우드 제공

자를 통해 개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 호스팅

을 위한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연구자는 IaaS 클라우드 제공자를

통해 엄청난 규모의 전력 또는 추가 서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2는

대학교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사용자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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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사용자의 관계 구조(Sultan, 2010)

대학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인프라를 도입함으로써 많은 경제적 효

과를 얻을 수 있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버 등을 활용한 만큼만 비용

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서버를 증설하기 위한 비용 등을 상당히 절감

할 수 있었다. 또한 컴퓨터, 서버, 백업 드라이버 등에서 소모하는 전력

과 장비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대표적인 초

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은 아마존,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버클리 대학은 경제 위기 시기에 아마존의 AWS를 기부받아 학교

의 IT 인프라를 이전하였고, 이와 비슷하게 워싱턴주립대학은 학교에

VMware 기업의 클라우드 플랫폼 도입하는 것을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

는 방안 중 하나로 삼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교육뿐만 아니라 공공, 금융, 의료 분야 등

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용 확산을 촉진하였다. 가상화 기술의 이용이나

서버 설비 및 네트워크 설비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전문외주업체

를 이용하여 관리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여 원격 교육 설비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에 교육 기관마다 서버 및 네트워크 설비

를 반드시 구성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지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이창범 등, 2017) 도움을 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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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 & Ahmed(2013)에 따르면 교육용 클라우드 컴퓨팅은 수천개의

컴퓨터의 전력을 한 문제를 수행하는 데 집중하여 쓸 수 있기에 연구자

들이 모델을 검색하고, 발견하는 데에 드는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짧아

졌다. 대학은 민간·공공 연구의 진보를 위해 그들의 기술 인프라를 개방

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대학의 끊임없이 증가하는 자원에 대한 수요

와 에너지에 들어가는 비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학생은 개인 휴대기기로

캠퍼스의 교육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으며, 학내 구성원은 더욱 효율적

이고 융통성 높게 자신의 수업에서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거대한 서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도 수준 높은 컴

퓨팅 서비스에 즉각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 교육에서 클라우드 컴

퓨팅이 수행한 역할은 다양한 학문 자료, 연구를 위한 소프트웨어 그리

고 교수학습 도구로 직접 접속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나. 클라우드 기반 학습관리시스템(LMS)의 도입

위키, 블로그, 팟캐스트, SNS의 발달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사용자로 편입되면서 그들의 삶 속의 웹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

이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드랍박스, i클라우드, 구글 드라이

브 등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이하 LMS)에 활용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LMS를 서비스하기

위해 학교 자체의 서버에 의존했다면 외부 업체의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

하여 LMS를 도입하면서 비용 절감과 더불어 u-러닝(Ubiquitous

Learning)이 실현 가능해졌다. 한국학술정보원의 교육정보화 용어집에서

u-러닝을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시간, 장소, 환경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정화영과 김윤호(2009)에 따르면 이

동형 기기를 사용하는 u-러닝 환경에서는 학습 환경의 격차가 더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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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도입하면 학습자의 이동형 기기

모델이나 접속 환경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제공하고 학습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학습 구성이나 콘텐츠

들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데이터센터에 포함함으로서 교수자, 개발

자, 학습자가 학습자원들을 공유할 수 있다.

Scerbakov et al.(2015)는 Graz 대학에서 활용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한

LMS인 TeachCenter의 기술을 소개하며 LMS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

용될 경우의 장점을 논하였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LMS는 편집과

업로드, 다운로드가 매우 편리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학습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됨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예상하였듯이 현재 대학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LMS를 사용하고 있다.

다. 클라우드 기반 e-러닝

클라우드 기반 e-러닝이란 기존 e-러닝과 달리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메커니즘 또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e-러닝 방식을 말한다. Bora&

Ahmed(2013)는 클라우드 기반 e-러닝 어플리케이션(이하 클라우드 앱)

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비용 절감 : 사용자는 클라우드 앱을 실행하기 위해 고성능의 컴

퓨터를 소유할 필요가 없다. 기기가 인터넷에 접속한 상태면 앱을

실행할 수 있다. 클라우드에서 자료가 만들어지고 접속 가능하기

에 사용자는 저장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메모리를 살 필요가 없

다. 사용자가 속한 조직은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 하면 되기

에 비용이 절감된다.

- 수행 능력의 향상 : 클라우드 앱은 클라우드 서버에서 작업이 진

행되므로 사용자의 기기는 작업 중 수행에 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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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클라우드 앱은 클라우드의 전력으

로 실행되므로 클라우드의 자원에 의해 즉시 소프트웨어가 업데

이트 되기에 사용자가 별도로 더 높은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업데

이트를 할 필요가 없다.

- 향상된 문서 형식 호환성 : PC나 휴대전화에서 일부 파일 형식과

글꼴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클라우드 앱에서는 그

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 학생이 얻는 이점 : 학생은 클라우드 기반 e-러닝에서 많은 이득

을 얻게 되는데, 온라인 수업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피드

백을 받고 프로젝트나 과제를 온라인으로 교사에게 보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교사가 얻는 이점 : 교사들은 컨텐츠 관리를 통해 온라인 시험을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컨텐츠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치른 시험, 숙제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온라인 포럼에서 학생에게

피드백을 보내거나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

- 자료 보안 : 자료가 원격 서버에 존재하므로 그 자료와 소프트웨

어들이 경고 없이 망가지거나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

재한다. 그다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클라우드 컴퓨

팅은 e-러닝 솔루션을 사용하고 개발하는 개인과 회사를 위해 보

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3 클라우드 러닝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는

흐름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신조어이다. 클라우드 러닝(Cloud

learning),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학습(Cloud computing based learning),

클라우드 기반 학습(Cloud based learning) 등이 함께 쓰인다. 여러 연구

자들이 제시한 클라우드 러닝의 개념을 표 2-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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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클라우드 러닝의 특징

Bai et al.(2011)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클라우드 러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가. 학습자 중심

클라우드 러닝에서는 내용 중심의 학습과 달리 학습자가 학습의 중심

에 놓인다. 학습자는 학습에 대해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주도적

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진다. 학습자는 익히고자 하는 내용

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문자, 소리, 영상 등을 손쉽게 관리하여 학습자에 맞는 개별화된 학습 환

경을 조성할 수 있다.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용량이 큰 데이터를

쉽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머리 속에 기억해야할 내용은 줄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대신 학습자는 적용, 탐색, 변화, 고차원 사고의 발

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학업 수행을 개선시켜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

연구자 개념

Hirsch &

Ng(2011)

교육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여 적절한 클라우드

콘텐츠, 서비스 및 학습용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

Bai et al.

(2011)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학습자 중심, 자료

공유, 학습자 사이의 협업, 개별화 학습 환경 구축을 강조

한다.

Sanchez et al.

(2015)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습 자료

가 가상 환경에 저장되고, 다양한 방법, 시간, 위치에서 학

습 자료에 접근 가능함.

표 2-2 클라우드 러닝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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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화 학습 환경

클라우드 러닝의 학습 자료를 지원하는 것은 자료를 인지하는 방법과

접근하는 방법에 관련되어 있다. 전통적인 한 지점에 집중된 저장 모델

은 클라우드 러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클라우드 러닝에서는

학습 자료를 저장하는 모드를 설명하는 개념인 학습 셀이 등장하며, 학

습 셀은 학습 내용, 학습 활동 등을 기반으로 제안된 새로운 학습 자료

의 구성 방식이다. 학습 셀의 기본 단위를 노드라고 부른다. 노드는 학습

클라우드로서 다른 노드와 연결되어 블록을 형성하고, 블록은 다른 블록

과 연결되어 학습 자료 사이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학습자는 스마트기

기를 통해 학습 클라우드에 요청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학습 클라우드

는 그 메시지를 자동 인식하여 자동적으로 학습자의 기기에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한 정보를 보낸다. 분산식으로 저장된 학습 자료는 온라인 플

랫폼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자신의 기기로 다운로드 받아 작업

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작업이 완료되면 클라우드의 학습 셀의 변경된

내용은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다. 학습자 간 협업을 강조

협업은 클라우드 러닝의 중요한 방식이다. 클라우드를 통해 학습자는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협업이 가능하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학습자

는 타인과 협업을 해야하며 협업은 지식의 구성을 돕는다. 클라우드 서

비스 제공자는 협업 환경 구축을 위해 플랫폼을 지원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습자의 협업을 통해 구성된 지식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자료를 구성하

기도 한다. 즉, 클라우드 러닝을 통해 구성된 모든 학습자의 학습 결과는

다시 클라우드 러닝의 거대한 학습 자료가 된다는 것이다. 블로그, 위키,

SNS 등 다양한 웹 기술을 클라우드 러닝에 적용하면 학습 자료를 타인

과 공유하고 교환하게 돌 뿐만 아니라 참여자 및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



- 31 -

용과 협업을 촉진하게 된다. 학습자는 구글 문서(Google Docs)를 활용하

여 동료 학습자와 문서를 공유하여 과제를 공동작성할 수 있다. 또한 유

튜브(YouTube)로 교육 영상을 공유하거나 구글 달력(Google Calender)

으로 일정을 공유할 수 있다.

1.3.5 교육에 활용되는 클라우드 앱의 종류

클라우드 앱은 다양한 목적으로 협력 학습활동에 활용된다.

Al-Samarraie & Saeed(2018)은 클라우드 앱 관련 선행연구의 메타분석

을 통해 클라우드 앱이 협력적 블렌디드 러닝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기능에 따라 그림 2-3과 같이 동기화 도구, 학습관리시스템, SNS로 분

류하였다. 각 유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가. 동기화 도구(Synchronized tools)

학생들은 구글 앱(Google Apps), Zoho, Prezi, 중국의 Baihui, 클라우

드 기반 e-메일과 같은 실시간 동기화 앱을 통해 협력 학습을 할 때 공

동으로 문서나 파일을 공유하고 편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자

인, 프레젠테이션, 그림을 동시에 각자의 화면으로 보면서 이에 대해 실

시간으로 토론하는 등의 협력 학습 활동이 가능했다. 동기화 앱의 실시

간 동기화 기능은 학생들이 자료를 저장하여 메일에 첨부하고, 발송 및

회신하는 과정에 소모되는 시간과 학생들이 모여 협력 활동을 할 수 있

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절감시키기도 하였다.

동기화 앱은 협력 학습의 생산성과 더불어 완성도도 높일 수 있다

(Huang & Wu 2017). 학습 활동 중 동기화 앱의 사용 시 토론 내용 등

학습 과정이 즉시 기록되고 전체 사용자에게 동기화되므로 추후 이전의

활동을 이어가는 데 내용을 참고하기 쉽다. 동기화 앱은 학생들이 충분

한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에 옮기거나, 시간에 따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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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의미적·구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소집단 산출물을 보며 구성주의

이론에 입각한 교수학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학생들은 클라

우드 앱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아이디어를 제안

하고 즉시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기에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 학습 관리 시스템(LMS)

클라우드 기반 학습 관리 시스템 앱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널리 쓰이

는 학습관리시스템 앱인 Moodle, Blackboard, Mooc 는 협력적으로 지식

을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학생

들은 토론 게시판, 블로그, 위키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읽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학습 동기가 증진되고 사고가 확장된다.

Blackboard에는 개인이 협력 학습에 참여한 정도를 기록해주는 기능이

있으며, Moodle의 TaaS(Teamwork as a Service)는 모바일로 소집단

활동을 할 수 있고 일과 관리를 할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MOOC에는

다양한 주제의 학습 영상과 포럼이 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토론을 하

며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심화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에 개

인의 수준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관리시스템 앱은 학생의 사회성에 덜 의존한 채 협력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기에 훌륭한 시스템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학생

들은 학습관리시스템 앱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함으로서 자아 개념을

높일 수 있으며, 토론에 흥미를 갖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이 또 다른

동료와의 토론에서 개념의 의미를 따져보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의견을 관리하기 어렵고, 교사가 앱의 디자인

이나 기능을 조작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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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셜 네트워킹(SNS)

최근 교육 정책가들이 학생의 협력적 학습을 위해 소셜 네트워킹 앱의

활용을 촉진했던 움직임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학습의 목적

으로 소셜 네트워킹 앱을 활용한 많은 교육 논문에서 Facebook, Skype,

WhatsApp를 협력 학습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학생

들은 소셜 네트워킹 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을 때 협력 학습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학생들은 Twitter의 코멘트

기능을 통해 타인의 의견에 피드백을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한편 소셜 네트워킹 앱의 교육적 활용 기법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림 2-3 활용 유형 별 클라우드 앱의 분류(Al-Samarraie & Saee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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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2.1 교수학습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용

2000년대 초반 교사가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ICT 기기나 정보

화 기술을 다루는 수준보다 더 수준이 앞선 학생들이 다수 등장하기 시

작하였다(Engstrom & Jewett, 2005). 이에 따라 학교와 학생의 기술적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 및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21세기형 새로운

교육 모델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었다(Learning for the 21st, 2002).

이러한 흐름 가운데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한 웹 2.0 기술의 발전으로

블로그와 위키를 협력 활동 또는 협력적 글쓰기에 활용한 연구

(Godwin-Jones, 2003)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위

키와 블로그 등 웹 2.0 기술은 훌륭한 협력 환경을 제공하므로 교육 목

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주장했다. 이후 위키를 교육적

목적으로 공동 문서 작성에 활용하고 그 효과를 밝힌 다수의 연구가 이

어졌다.

이 무렵 국내에서도 협력적 글쓰기 관련 연구(김두규 등, 2008; 정현

선, 2013; 이지영, 2017)가 시작되었다. 연구들은 직접 교수학습에 위키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협동적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나

타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공통적으로 학습자들이 글쓰기, 편

집 및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독자와 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상호작용 및 피드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학습자에게 동료의

글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읽을 수 있는 기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동료의

글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때, 학습자의 글이 실질적으

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위키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였을 때 학습자들의 협력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면

밀히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기존의 인쇄 매체를 활용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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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과제를 나누어 분업하는 형태의 협력이 나타났다면 동시 작성 및

편집이 가능해지자 과제를 함께 토론하며 해결해 나가는 더욱 긴밀한 협

력의 모습을 관찰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작성 및 편집 기술의 도

입 시 학습자들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진하여 지식의 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공동작

성 및 편집이라는 새로운 웹 기술이 적용된 온라인 도구를 교수학습에

활용하였을 때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협력적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

을 것을 기대하고 실제로도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2.2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교수학습 관련 선행연구

위키에 이어 학생의 협업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구글 앱스 중 구글 문서가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이었다.

구글 문서를 교육에 활용한연구들은(Blau & Caspi, 2009; Rimor et al.,

2010; Stevenson & Hedberg, 2013)는 위키와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협력

적 글쓰기에 구글 문서를 활용하고 그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세 연구

의 특징은 협력적 글쓰기에 구글 문서를 활용하였을 때 학습자 간의 상

호작용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Blau & Caspi(2009)는 학생들

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쓰기 활동을 하는 데에 구글 문서를 활용

하게 하였다. 그 결과 동료가 자신의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식으

로 협업하였을 때는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증가했지만, 동료가 초안을 편

집하였을 때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imor et al.(2010)는 협력 학습

활동에 구글 문서를 활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학생-학생 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조사하였다. 연구자는 학생들이 협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상호작용 패턴을 통해 지식이 구성되는 모

습을 관찰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의견과 관점을 명

확히 하는 상호작용 후 토론이 중단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협력 학습에 구글 문서를 활용하면 상호작용을 하며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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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할 때도 있지만 토론을 빠르게 끝내는 경우나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많은 협력 학습 관련 연구에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다양

한 교수학습 도구를 활용하여 타인과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의

구성을 촉진시키는 데에 몰두한다. 그러나 세 연구는 협력을 통한 학습

에 순기능만 존재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협력 학습에서는 집단에 의해

적용되는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학생이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제한받는 경우도 많으며(Kreijns et al., 2003; Puntambekar, 2006), 새로

운 도구를 교수학습에 적용하였을 때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Stevenson & Hedberg, 2013)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클라우드 앱을 교수학습에 활용하였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주장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Fuchs(2014)는 자신의 수업에서 패들렛이라

는 온라인 담벼락 앱에 질문 거리를 게시하면 학생들이 메모의 형태로

답변을 다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다른 친구 답에

또 다른 답을 추가하며 학습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답

변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었는데 이것이 학생의 수업 참여에 대한 자신감

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 기존에는 목소리가 크거나 자신감이

넘치는 학생들이 수업을 주도하였다면, 패들렛 활용 수업에서는 모든 학

생들의 의견을 냈다. 연구자는 이를 더 완전한 학습이 일어났다고 해석

하였다. 패들렛을 의견 제시 도구로 활용하였을 때 익명성 덕분에 학생

의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점은 상당한 교육적 함의를 가진다. 실제로 수

업에서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학업 자신감이 높은 학생이 교사-

학생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주도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집단 협동 학습 시 소집단 내에서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토론과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렇지 않

은 학생들이 학습에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Fuchs(2014)의 연

구에서와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고 동시다발적 참여가 가능한 패들렛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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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새로운 교수학습 도구를 도입하였을 때 학생들의 수업 참여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기존에 수업에서 소외되었던 학업 자신감이 다

소 낮은 학생들의 참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형민과 이선영(2021)은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클라우

드 앱을 활용하였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을 수업 구성원 사이

의 상호작용 부족으로 인한 교수실재감의 부재로 인식하고(안정민과 한

혜민, 2020; 정은주와 강수경, 2020) 온라인 수업에서는 오프라인 수업과

는 다른 방식 상호작용 방안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며 그러한 상호작

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용 도구로 클라우드 앱의 활용을 제안하

였다. 앞서 소개한 위키 기반 협력적 글쓰기를 다룬 연구에서도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의 교수학습 효과를 논하였지만 김형민과 이선영(2021) 연

구는 기존의 위키 기반 협력적 글쓰기 연구와 달리 화상대화 앱과 클라

우드 앱을 동시에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

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협력적 글쓰기나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활동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수학습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에 클라우드

앱이 활용 가능함을 보여주었기에 이를 참고하여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과학 교수학습 전략을 구상해 보기로 하였다.

2.3 과학 교수학습을 위한 클라우드 앱의 활용

국내에서 실시된 과학 교수학습에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는 것을 다룬

연구는 다소 부족한 편이다. 김효준과 송진웅(2020)의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국내 과학 교수학습에서의 모바일 활동에 대한 22 편의 연구 문

헌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모바일 활용 교

육에 대한 관심에 비하여 지난 10년 동안 관련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다

는 점은 22편의 문헌 수에서 드러난다고 평가하였다. 위 연구에서 분석

한 연구에는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과학 교수학습을 다룬 연구들도 포함

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클라우드 앱을 다룬 국내 선행연구의 수가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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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 과학 교수학습을 위해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고 이것의 효과를 다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

다. 그러나 최근 많은 연구에서 온라인 과학 교수학습에 특히나 많은 어

려움이 있음을 토로하며, 과학 교과의 특성에 입각해 대면수업에 비해

온라인 수업이 갖는 한계를 다루었다. 온라인 과학수업에서는 학생의 개

념 이해 정도를 진단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시하기 어렵고(신정윤과

박상희, 2020; 정숙진과 신영준, 2020), 실험 수업을 하기가 어렵다(이용

섭, 2020; 신정윤과 박상희, 2020; 박형민과 임채성, 2021; 정숙진과 신영

준, 2020)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협력적 과학실험(Bonham, 2011;

Kouh, 2015) 연구에서 온라인 과학 교수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 수업에 대한 실마리를 얻었다. Bonham(2015)은 클라우드

앱인 구글 문서를 활용하여 학급 전체 학생이 협력적으로 실험을 수행하

는 수업 방식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협력적 실험 수업 모형은 학생들이

여러 번 실험 수행을 반복하지 않고도 다양한 조건에서 측정된 많은 데

이터를 쉽게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는 실시간

으로 학생의 데이터를 확인하여 실험에 협력할 수 있다. Kouh(2015)는

구글 문서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협력적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

주제를 소개하였다. 연구자는 협력적 실험 수업 모형에 적합한 주제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각운동량 보존, 중력가속도 측정 등 반복 측정이 필

요한 역학 실험 주제를 제시하였다. 협력적 실험에서 학생들은 충분한

데이터를 모아 평균값을 얻을 수 있기에 오차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

며 이는 올바른 데이터 해석을 돕기도 한다. 또한 적은 노력으로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조건에서 구한 데이터를 해석하여 법칙을 밝히는 경험

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데이터를 공개하게 되므로 경쟁의식

을 느껴 더욱 신중하게 실험에 참여하게 된다. 이 두 연구 모두 대면 실

험 수업 상황에서 진행된 연구이지만 구글 문서 및 구글 스프레드시트라

는 클라우드 앱을 기반으로 실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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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온라인 실험 수업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과학 탐구 프로젝트에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고 그 효과를 조사한 연구

도 있다. 조민진(2017)은 자신의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방학 중 과학 프

로젝트 과제를 구글 문서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구글 문서에 동시에 접속하여 논의하고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수정 전·

후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탐구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학생들은 과제를

하기 위해 시간에 맞춰 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도 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용하게 느꼈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여

실험 결과를 수집하여, 학생들이 소집단별로 얻은 결과를 다른 소집단

결과와 비교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실험 수업에

서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였을 때 학생 수준에 적절한 피드백을 즉시적

으로 줄 수 있다는 점을 유용하게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다.

Bonham(2015), Kouh(2015), 조민진(2017)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볼

때 탐구 활동 또는 과학실험을 수행할 때 학생들에게 스프레드시트 형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보게 하는 것이 가능

함을 알 수 있다. 위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조건에서 수집된 데이

터를 분석하고 규칙성을 발견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은 학생의 탐구 능

력 신장과 지식의 구성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위 세 연구를 참고하여 온라인 과학 교수학습의 한계 중 가장 빈

번하게 지적되는 실험 및 실습 기회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비대면 실험 수업 전략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과학 교수학습 중 실험 영역 외의 이론과 개념의 학습을 위해 클라우

드 앱을 활용한 연구도 있었다. 윤정현 등(2016)은 중등 화학 수업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개념 적응적 개별화 학습을 실시하였다. 수업 초

반 개념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개념 이해 수준을 결정

하고, 이에 따라 적응적으로 설계된 모바일 웹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개

별화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입자 개념

과 같이 추상적인 과학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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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촉진하는 소집단 학습에 구글 문서를 도입하여

학생 간의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구글 문서

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고 협력적 상호작용을 하는 데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윤정현(2017)의 연구는 적응적 개별화 학습

과 소집단 협동학습을 위해 서로 다른 도구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클라

우드 앱의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면 학생 개개인의 적응적 개별화 학습을

일으키면서도 소집단의 협동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

되므로 본 연구는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적응적 개별화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한편으로는 협동학습이 적절히 일어나도록 하는 수업 전략을

구상하기로 하였다.

한편 윤정현(2017)의 연구는 앞 서 다룬 Blau & Caspi(2009), Rimor

et al.(2010), Stevenson & Hedberg(2013)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도구를

활용하였을 때의 효과를 밝히기 위해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이들 연구는 언어는 사고를 결정하고, 학습은 말을 통해 구성된

다는 구성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교수학습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네 연구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

하였을 때 나타난 교사-학생, 학생-학생의 언어적 상호작용만을 분석하

였기에 교사의 언어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알 수는 없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클라우드 앱을 과학 교수학습에 활용하였을 때 수업 내에서 어떤 상호작

용이 일어나고, 어떤 양상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는지 파악하여 클라우드

앱 활용의 효과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및 학생-학생 간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또한 국내에서 과학 교수

학습에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는 것을 다룬 선행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

입각하여 과학 교사들의 대면 및 비대면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의 클라우

드 앱 활용 실태와 교수학습 자료를 조사하고 활용 경험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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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전 연구 : 온라인 과학 수업에서

교사의 클라우드 앱 활용 실태와 인식 조사

1. 서론

클라우드 앱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클라우드 앱의 실시간 동

기화 및 공동 편집 기능이 학습자의 협업과 상호작용 촉진에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클라우드 앱의 기능을 일부 활용하는 데에 그쳤으며 교수학습의 효과에 대

한 논의 시 클라우드 앱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편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클라우드 앱을 교수학습에 활용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거나,

활용 경험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지만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여러

교사의 클라우드 앱 활용 실태와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사전 연구에서는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 비대면

온라인 교육 현장에서 클라우드 앱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

사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해 2020년도에 온라인 과학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

한 경험이 있는 교사 10명을 목적표집 하였다. 연구 특성상 다수의 연구

참여자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되나, 모집 당시

화상대화 앱으로 온라인 과학수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는 교사의 모집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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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대부분의 수업이 컨텐츠 제시형으로 이루어졌고(김혜란과 최선

영, 2020), 이에 익숙한 교사들은 쌍방향 수업으로의 전환 이후에도 학습

자료 공유에 에듀넷 e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와 같은 인터넷 사이

트를 활용하고 있었다(최현규과 조순묵, 2021).

연구 참여자의 교직 경력은 3년 이하(2명), 4∼14년(6명), 15년 이상(2

명)으로 다양하다. 연구 참여자들의 전공은 초등교육, 화학교육, 생물교

육, 물리교육으로 구성되었다. 학교급이 다른 초등교사가 연구 참여자에

포함된 이유는 두 참여자 모두 초등 과학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두 초등교사인 참여자가 공유한 교수학습 자료와

면담 내용 모두 과학수업 내에서 이루어진 교육 활동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표 3-1에 정리하였다.

참여자 구별 기호 경력 학교급 전공

A 10 중학교 화학교육

B 8 중학교 물리교육

C 9 고등학교 생물교육

D 10 고등학교 물리교육

E 10 초등학교 초등교육

F 1 중학교 화학교육

G 29 중학교 물리교육

H 8 고등학교 물리교육

I 3 초등학교 초등교육

J 18 고등학교 물리교육

표 3-1 연구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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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참여자를 대상으로 표 3-2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고, 회신된 응

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질문은 교사의 클라우드 앱 활용 방식과 활용에

대한 인식 그리고 활용 시 나타난 실제 현상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

다. 설문 결과는 내용분석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의 단위는 단어

로 하여 10명의 교사가 작성한 주관식 답변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답

변에서 핵심적인 단어 즉, 키워드를 찾아 밑줄로 표시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 개별 답변에 대한 키워드를 도출한 뒤 연구 참여자 전체의 답변

을 질문별로 모아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읽

으며 공통된 의견을 수렴하고 범주화하였다. 이렇게 연구자가 정리한 답

변의 범주들이 타당한지를 과학교육전문가 2인(석사 학위 이상)에게 검

토 받는 작업을 진행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문항

번호
주제 질문 내용

1
활용 방식

· 수업에서 활용한 클라우드 앱과 활용 방식

2 · 클라우드 앱 활용 시 수업의 변화

4

교사의 인식

· 클라우드 앱 활용의 장점

3 · 클라우드 앱 활용의 단점

9 · 대면 수업에서의 지속 활용 계획 여부

5

활용의 실제

· 학생 참여도 변화

6 · 교사 피드백 변화

7 · 클라우드 앱 활용 과학 실험 수업 구현 방법

8 · 학교 외부에 요구되는 노력

표 3-2 교사의 클라우드 앱 활용 실태 및 인식 조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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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온라인 과학 수업에서 교사의 클라우드 앱 활용 유형

온라인 과학 수업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클라우드 앱 활용 유형은 표

3-3와 같이 크게 7가지 유형으로 구별되었다. 교사들은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해보는

활동지나 교과서를 보조할 내용을 담은 학습지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에서 제공하는 폼즈, 구글 문서, 티처메이드를 활용하여 제공하였다.

교사가 줌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의 의견을 구두로만 요구하는 것

이 아닌 직접 글이나 사진으로 수집하기 위한 도구로 페들렛, 구글 문서,

멘티미터, 페어덱을 활용하였다. 특히 멘티미터와 페들렛은 수업 도입 시

학습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선행 지식, 예상하는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페어덱은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삽입할 수 있는 추가

기능으로 한 참여자는 이를 활용하여 내용 설명 후 학생이 그래프를 직

접 그려보게 하였다. 참여자들은 교실의 칠판 대신 구글 잼보드, 구글 프

레젠테이션, 페들렛을 자신의 설명을 보조하기 위한 판서 도구로 활용하

였다. 단순히 그림이나 설명을 필기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 사진을 올려

놓고 학생들이 분류해보게 하기, 빙고 게임 진행 등 학습을 보조하는 도

구로 적극 활용하기도 하였다. 일부 연구 참여자는 과학 교과에서 중요

하게 다뤄지는 실험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

는데, 3명의 참여자는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실험 수업을 진행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들 대부분이 과제 제출 및 평가 용도로 클라우

드 앱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수업 마무리

단계에 구글 설문지로 간단한 퀴즈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도를 파악

하였고, 플립 그리드라는 간단한 영상을 촬영하여 공유하는 앱을 구술평

가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학습 자료를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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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공유하기 위해 구글 드라이브, 에듀넷 e학습터 등에 학습 자료를 업

로드 해놓고 학생들이 다운로드하게 하였다.

유형 클라우드 앱 내용

학습지,

활동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폼즈, 구글 문서, 티처

메이드, 원노트

·수업 진행 중 교과서 보조 자

료로 활용

·설명 들으며 학습지의 빈칸

채우기

의견

수집

및 공유

페들렛, 구글 문서,

멘티미터, 페어덱,

띵커벨, 니어팟

·수업 주제에 대한 예측 의견

의 수집 및 공유

·탐구 문제에 대한 개별 또는

소집단 답변의 수집 및 공유

·소집단 토론 내용 기록 및 발표

학습

활동

진행

구글 잼보드,

구글 프레젠테이션,

페들렛. 카훗

·게임, 퀴즈

·판서

·산출물 발표

평가
구글 설문지,

플립 그리드, 띵커벨

·진단평가, 형성평가

·구술 수행 평가(플립그리드)

실험

보고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엑셀, 구글 문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실험 데이터 수집

·실험 보고서 작성

과제

제출

구글 드라이브, 구글 클래

스룸, 드랍박스
·과제 제출용 웹하드

학습 자료

업로드
구글 드라이브, 드랍박스

·문제풀이 동영상, 학습지, 활

동지 등 탑재

표 3-3 연구 참여자의 클라우드 앱 활용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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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온라인 과학 수업에서 교사의 클라우드 앱 활용에 대한

인식

3.2.1 과제 수합에 활용

현직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

은 과제 수합과 평가 등의 용도로 웹 하드 형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경

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 참여자 10명 전체가 과제 수합의

용도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평

가를 위해 클라우드 앱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교사들이 자

신의 경험 부족과 온라인 상으로 진행하는 학업 성취도 판단에 대한 낮

은 신뢰도로 인해 온라인 상으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전영

한, 2021)고 밝힌 선행연구와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클

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과제 수합을 할 때의 장점을 정리하였다.

○ 학생이 과제를 제출하는 시각이 기록되므로 제출 현황 파악이

쉽다.

○ 분실 위험이 적고 분류와 보관이 편리하다.

○ 시공간 제약 없이 과제 검토가 가능하다.

○ 출력 가능한 문서나 usb에 담아올 수 있는 파일 형태가 아닌

다양한 형식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 학생의 과제 제출에 편리하다.

3.2.2 평가에 활용

원격 환경에서는 기존 방식으로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성취를 파악하

는 데 어려움이 있다. 원격수업에서 평가는 교사가 학습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교육부, 2020a)때문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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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등교하는 대면 수업 기간에 평가를 몰아서 하고 있다(전영

한, 2021). 이는 최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언급한 수업과 평가의 연

계를 강조하는 과정중심평가(교육부, 2015)의 취지에 역행하는 현상이라

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평가가 학습 종료 후에 학습의 결과를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과는 달리, 과정중심평가에서의 평가는 수업의 일부로

서 수업 도중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한다(김미숙과 유선아, 2020).

조사 결과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협업과 소통을 돕는 클라우드 앱과

설문조사용 클라우드 앱을 활용해 형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평가할 때 장점을 정리한 것이다.

○ 학생이 답을 제출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 문항 정답률 등의 통계처리가 쉽다.

○ 학급별, 개인별 평가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 학생들의 오개념과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 평가 문항에 미디어를 삽입할 수 있다.

3.2.3 학생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 격차로 인한 어려움

연구 참가자들은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도입한 후 겪

은 어려움 중 하나로 학생들의 스마트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중 그 능력이 낮은 경

우에 스마트 기기나 pc를 다루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화상 채팅에 접속하도록 안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클라우드 앱을 설치

하고 기능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교사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

다. 교사 역시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클라우드

앱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ICT 활용 능력이 떨어는 교사

의 경우 교수학습에 쓰여야할 시간을 클라우드 앱에 접근하는 과정에 낭

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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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연구 참여자는 학생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남의 것을

베껴 자신의 과제를 하여 제출하는 횟수가 더 늘었다는 점도 심각한 문

제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온라인 수업의 특성 상 온라인의 자료를 복사,

붙여넣기 더 쉬워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

의 질이 향상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교과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콘텐츠 개발과 공교육의 적극적인 수용은(정진명 등, 2020)

매우 중요하다.

3.2.4 클라우드 앱의 기능적 한계로 인한 어려움

기존의 클라우드 앱이 가진 기능의 한계점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다.

많은 수의 클라우드 앱은 기업에서 개발한 것으로 교육용의 목적으로 개

발된 것이 아니기에 일반 교사가 수업을 위해 활용하려면 수업 설계와

자료 가공의 과정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을 비

롯한 교사들의 클라우드 앱 활용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시작된 온라인 수업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시작된 경우가 많기에 아직은

그 활용에 미숙할 뿐만 아니라 활용에 강제성이 없기에 도입 필요성 자

체를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생들이 화상 채팅으로 상호작

용하면서 동시에 클라우드 앱에 기록을 하려면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 보

다는 pc가 편리한데 개인 사정에 따라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

은 경우가 많다. 현재 교육부에서 원격 수업 플랫폼으로 EBS 온라인 클

래스, E-학습터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은 아직 시

스템이 불안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KBS뉴스, 2021.3.13.). 다음은 연구

참여자들이 지적한 클라우드 앱의 기능적 한계를 정리한 것이다.

○ 화상대화 앱과 동시 사용 시 창을 전환해야함이 불편하다.

○ 대부분 민간 개발 앱이다.

○ 유료 서비스는 교사 개인의 사비로 비용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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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i 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학생이 데이터 비용을 지

불해야한다.

3.2.5 피드백 제시에 대한 엇갈린 평가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학수업에서 온라인으로는 학생의 학습 상황이나 이해도를 진단하고 피

드백을 제시하기 어렵다(권성연, 2020; 신정윤과 박상희, 2020; 정숙진과

신영준, 2020)는 지적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 중 일부

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시하는 데에 클라우드 앱이 유용하다

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학생의 학습활동 참여 결과가 시각화된다.

○ 학습상태를 진단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

○ 댓글로 피드백을 제시하면 학생, 교사 의견 비교가 가능하다.

○ 여러 명의 학생이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다.

○ 시공간 제약 없이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다.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이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시하는 데에 유용하

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이 의견에 대해 참여자들이 밝힌 근거를 다음

과 같이 정리하였다.

○ 학생들은 글로 제시된 피드백에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 과학 탐구에 과정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시할 수 없다.

○ 문해력이 낮은 학생은 글로 제시된 피드백을 이해하기 어렵다.

○ 참여도가 높은 학생에게 피드백 편중이 심화된다.

클라우드 앱은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다고 평가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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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참여자의 클라우드 앱 활용 유형을 비교하

였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참여자는 클라우드 앱을 학생 활동지, 실험

보고서, 판서, 학습활동 운영 등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반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참여자는 클라우드 앱을 과제

수합, 평가에만 활용하였다. 과제 수합과 평가에만 활용할 경우 실시간

소통이 일어나는 수업 시간 외의 시간에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시하게 되

므로 댓글 또는 글의 형태로 피드백을 제시하게 된다. 교사들은 말이 아

닌 글로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높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과학 수업에서 교사가 클라우드 앱

을 학생 참여 도구로 활용하였을 때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 클라우드

앱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교사가 특정

교수학습 도구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그 도구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

를 내리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수업 내에서 클라우드

앱을 학생 참여 도구로 활용하였을 때 어떤 양상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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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참여자가 활용한 클라우드 앱의 분류

본 연구에서 클라우드 앱을 사용 유형에 따라 구별하여 지칭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가 활용한 클라우드 앱과 학교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클라우

드 앱을 표 3-4와 같이 6가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Ⅰ에서는 공

동작성 앱만을, 연구Ⅱ에서는 전체 유형의 클라우드 앱을 과학 교수학습

에 활용하였을 때의 효과에 대해 다룬다.

유형 클라우드 앱 설명

공동작성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폼즈, 구글 문서,

티처메이드, 구글 문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엑셀, 구글 스프레드

시트, 구글 잼보드

여러 학생이 한 작업 화면 상

에서 파일을 공유하고 작성

과 편집을 할 수 있게 함

의견 수합
페들렛, 띵커벨,

멘티미터

게시판에 의견이 포스팅 되

거나(패들렛, 띵커벨) 의견이

모여 워드클라우드 생성(멘

티미터, 띵커벨)

개별학습
티쳐메이드, 페어덱,

원노트, 라이브워크시트

교사 중심 교수학습 진행과

동시에 개별 학생의 학습을

확인할 수 있음

퀴즈 구글 설문지, 카훗, 띵커벨

교사가 제작한 문항에 학생

이 답하고, 정답과 풀이 제시

가능

웹하드
구글 드라이브, 드랍박스,

원드라이브

파일을 업로드하면 여러 명

이 다운로드 가능하고 학생

간 파일을 공유 가능함

플랫폼 니어팟, 구글 클래스룸
다양한 기능의 앱을 복합적

으로 활용 가능함

표 3-4 연구 참여자가 활용한 클라우드 앱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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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Ⅰ: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과학 교수학습에서 나타난 교사와 학생

언어의 특징

1. 서론

클라우드 앱과 스마트 기기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과정에서 그

것을 활용하였을 때 학생의 반응이나 학습 효과에 주목한 다수의 선행

연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교사의 교수 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지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특히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에 주

목하여 클라우드 앱의 효과성을 밝힌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교사의 질문과 피드백을 들여다봄으로써 활발한 언어적 상호작용

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고 그 수업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 수업에서 종이 활동지나 실험 보고서 대

신 구글 문서(Google docs)와 구글 스프레드시트(Google spreadsheet)

즉,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였을 때 기존 교수학습 방식에 비해

어떤 차별성과 효과가 있는지를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면에서 밝히고자

한다. 또한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효과적인 교수 전략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는 교사의 주도하에 이론과 개념 설명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어 학생과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은 거의 일어날 수 없었

다. 그러나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이라는 새로운 교수학습 도구를 활용하

였을 때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뿐만 아니라 학생-학생의 언어적 상호작

용 역시 기존과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탐색했던 다수의 선행연구

에서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은 소집단 문서 편집이나 협력 활동에 유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였을 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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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학 실험 수업에서 우수한 소수의 학생들에 의해서 실험이 일방적으

로 이끌려 갔던 것(이현영 등, 2002; 김조연 등, 2001)과는 다른 소집단

학습 활동의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나타난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및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

작용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작성 클라우

드 앱을 활용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분석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남녀 공학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경력 6년의 과학 교사인 연구자 자신이다. 연구가 진행된

학교는 1학년 2학급, 2학년 3학급으로 구성된 소규모 학교로, 교사 1인이

5학급의 과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전체 5학급 중 공동작성 클라우

드 앱 활용 수업을 실시한 3학급과 종이 활동지와 실험 보고서를 활용한

일반 수업을 실시한 2학급은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2학년 3학급에 속한

학생은 총 63명, 1학년 2학급은 총 60명이었다.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연구 대상은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 참여한 중학교 2학년 2학급 5개의 소집단에 속한 21명과 일반 수

업에 참여한 2학년 1학급 5개의 소집단에 속한 20명이다. 소집단 학생

중 결석을 하거나,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 경우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을

2학년 대상으로만 실시한 이유는 1학년은 한 학급 당 학생수가 2학년에

비해 약 10명 정도 더 많아 옆 소집단과의 간격이 좁아 녹음 상태가 불

량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이 된 학생이 속한 학급에 대한 정보를 표

4-1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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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결과 분석 후 기존 수업 대비 공동작성 클

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눈에 띄게 참여도가 높아진 세 명의 학생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한 명은 참여를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면담 참여자

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 두 명을 선정하였다.

2.2 연구 단원

1학년 대상 수업 주제는 ‘여러가지 힘’ 단원의 내용, 2학년 수업 주제

는 ‘전기’ 단원의 내용이다. 모든 수업에는 학생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탐

구 실험이 포함되었다. 1학년에 비해 2학년 수업에서 이론 설명 시간 대

비 실험 수행 시간이 더 길다.

학년 차시 수업 주제

1학년

1 중력1

2 중력2, 탄성력

3 용수철의 탄성력 측정 실험

4 부력 측정 실험

2학년

1 정전기

2 전류

3 전압

4 전압과 전류 세기 사이의 관계

표 4-2 차시별 수업 주제

연구 유형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 일반 수업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분석 수업 참여자

2학년 A, B반 43명 2학년 C반 20명

1학년 A반 30명 1학년 B반 30명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대상자

2학년 A반 2개 소집단 8명

2학년 B반 3개 소집단 13명

2학년 C반 5개 소집단

20명

표 4-1 연구 참여자 학급별 분포



- 55 -

2.3 연구 절차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수업과 일반 수업에서 일어난 수업 구

성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약 2주간 4차시에 걸

쳐 이루어진 수업을 녹화·녹음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 1학기에 진행된

것으로 수업을 진행한 교사인 연구자 본인은 수업 처치 전인 학기 초부

터 지속적으로 실험 수업에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과 종이 활동지에 모두 익숙한 상태였다.

교사와 학생 및 학생과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수업을

녹화·녹음 하고 전체를 전사하였다. 연구절차는 그림 4-1과 같다.

선행연구 검토

연구 설계

수업 처치(녹음·녹화)

전사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분석틀 제작

상호작용 분석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틀 제작

결과 정리

연구 문제 설정

상호작용 분석

학업성취도 검사

학생 면담

그림 4-1 연구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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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과학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

선행연구와 사전 연구를 통해 다양한 클라우드 앱이 교육에 활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 유형 또한 다양함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교사는 클라우

드 앱 활용 수업 시 교과서를 보조하는 교수학습 도구이자 학생의 수업

참여 도구로써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인 구글 문서 앱과 구글 스프레드시

트 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수업

에서 활용할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을 ‘구글 문서’와 ‘구글 스프레드시트’

로 선정하였다.

○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동시에 접속, 수정이 가능하다.

○ 모든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및 설치 가능하다.

○ 무료로 서비스 된다.

○ 사용 방법이 간단하고 UI가 직관적이다.

○ 미디어의 삽입이 가능하다.

○ 수치 데이터로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

○ 사용자 간 공유가 쉽다.

연구Ⅰ에서는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한 사례를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으로 이와 대비하여 기

존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한 사례를 ‘일반 수업’으로 칭

한다.

2.4.1.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

교사는 수업 전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으로 활동지와 실험 보고서를 제

작하고 수업에서 이를 학생들과 공유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스마트폰

이나 태블릿 PC 등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기기로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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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행하여 교사가 공유한 활동지나 실험 보고서를 열었다. 본 수업이

시작되면 학생들은 교사가 제기한 탐구 문제에 대해 소집단 별로 토론하

고 낸 결론을 스마트폰으로 구글 문서 앱에 입력하였다. 때로는 실험 과

정 혹은 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업로드 하기도 했다. 수치 데이

터를 얻는 실험의 경우 일반 실험 수업에서는 종이 실험 보고서의 결과

정리용 표에 데이터를 적고 그래프를 직접 그렸지만,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실험 수업에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앱에 실험데이터를 입력하

고 차트 기능을 활용해 그래프를 자동으로 생성하였다.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은 오프라인에서 같

은 교실에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는 같은 문서에 접속한 상

태였다. 따라서 각 소집단에서 작성한 답은 실시간으로 교사 및 다른 소

집단과 공유되었다.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는 활동지 내에

학습 주제와 관련된 영상의 링크를 걸어 학생 개인의 스마트폰에서 영상

을 재생하게 하였다. 또한 클라우드 활용 수업에서 학생들은 수업 중간

모르는 단어와 개념이 등장할 때 언제든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었다.

그림 4-2는 중학교 2학년 정전기 단원 수업을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

여 진행하였을 때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그림 4-2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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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전기 회로에서 서로 다른 지점의 전류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

는 회로를 직접 구성하고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고(좌), 머리카락에 풍선

을 비벼 정전기를 만든 후 이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 업로드(우) 하였다.

2.4.2 일반 수업

교사는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과 같은 학습 내용을 종이에

인쇄한 활동지나 실험 보고서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학생들은 평소 수업

에서와 같이 토론 결과나 실험 결과를 펜으로 기록하였다. 일반 수업에

서 교사는 수업 관련된 동영상 자료를 교실 앞쪽 TV로 재생시켜 전체

학생이 일괄 시청하도록 했다.

그림 4-3과 그림 4-4는 실제 수업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공동작성 클

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는 스마트폰을 일반 수업에서는 종이 활동지를

활용하여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4-3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을 실시한 학급의 소집단 활동 모습

그림 4-4 일반 수업을 실시한 학급의 소집단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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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5.1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분석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수업과 일반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사

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약 2주간 4차시에 걸쳐 이루어진 수업을

녹화·녹음하였다. 1학년 대상 수업 주제는 ‘여러가지 힘’ 단원의 내용, 2

학년 수업 주제는 ‘전기’ 단원의 내용이다. 모든 수업에는 학생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탐구 실험이 포함 되었다. 1학년에 비해 2학년 수업에서 이

론 설명 시간 대비 실험 수행 시간이 더 길다. 본 연구는 2019년 1학기

에 진행된 것으로 수업을 진행한 교사인 연구자 본인은 수업 처치 전인

학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실험 수업에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과 종이 활동지에 모두 익숙한

상태였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수업을 녹화·녹음 하고

전체를 전사하였다. 1학년 2학급 4차시씩, 2학년 3학급 4차시씩으로 총

20차시×45분=900분 분량이다. 이후 전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분석틀을 표 4-3과 같이 만들었다. 과학

교사 1인, 과학교육전문가 1인과의 논의를 통해 분석틀을 완성하였다. 분

석틀을 바탕으로 각각 공동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과 일반 수업에서 사

용된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을 코딩하였다. 코딩 후 과학교사 1인과 해석

이 애매한 개별 진술에 대한 논의를 거쳐 코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

고자 하였다. 분석 시 학생의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 교사의 일방적인 설

명, 학생 질문에 대한 답변, 학생 언어의 재진술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전체 코딩 후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과 일반 수업 방식

에서 나타난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유형별 비율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통계 분석 프로그램 SPSS 25.0을 활용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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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연구자인 교사 본인이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과 일반 수업을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수업에서 나타난 모든 소집단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녹음하였다. 그러나 2학년에 비해 밀집도가 높은 1학

년의 녹음분은 녹음상태가 불량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사는 공

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을 실시한 2학급과 일반 수업을 실시한 1

학급에서 각각 4차시씩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중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은 전체 참여 10개의 집단 중 결석 학생이 없었던 6개 집단 21

명의 언어적 상호작용 녹음분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일반 수업은 5개

집단 20명의 언어적 상호작용 녹음분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은 6집단×4차시×0.75시간=18시간, 일반

수업의 경우 5집단×4차시×0.75시간=15시간, 총 33시간 녹음분의 학생-학

생 언어적 상호작용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전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

작용 유형을 추리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표 4-3와 같이 만들

었다. 분석틀을 바탕으로 연구자 본인과 언어학 전공자 1인이 실험 수업

과 일반 수업에서 나타난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을 각각 코딩하고

두 분석자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대해 논의를 거쳤다. 이

후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의 유형별 빈도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또한 두 수업 방식에서 나타난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별 비율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통계 분석 프로그램

SPSS 25.0을 활용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2.5.3 수업 참여 학생 면담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의 양적 분석 후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

용 수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질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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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근거이론에 기초한 질적 분석을 위해 수

업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반구조화 된 1:1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질문은 과학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였을 때 느낌, 장점, 단점 등

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면담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 B, C와

유선 상으로 각각 20분 정도 면담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취하였다. 면담 전사 기록의 분석 시 반복적 비교를 통해

귀납적으로 분석하였다. 질문과 답변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두 학생의 답

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클라우드 앱 활용에 대한 인식의 특징을 파악

하였다. 연구자의 주관에 따른 면담 기록의 재해석으로 연구의 신뢰도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 결과 서술 시 대부분 직접 인용하였다.

2.6 분석 도구

2.6.1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분석틀

수업 방식 간 수업 진행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

과 일반 수업에서 나타난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

다. 발문은 학생의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질문으로, 녹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교사의 발문을 유목화 하였다.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과 일반 수업에서 나타난 발문을 범주화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분

석틀을 찾고자 문헌 조사를 실시한 결과 Graesser & Person(1994)의 분

석틀을 수정한 Erdogan & Campbell(2008)의 분석틀이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다. 이 분석틀을 참고하여 교사의 발문을 확산적 발문, 수렴적 발문,

과제 발문으로 범주화 하였다. 확산적 발문은 학생이 사고의 확장을 통

해 여러 문장으로 대답하도록 하는 발문으로 교사는 확산적 발문을 통해

학생들이 지식과 의미를 구성해가도록 촉진할 수 있다. 수렴적 발문은

학생이 단어나 구로 짧게 대답하도록 하는 발문으로 학생들이 개념을 완

성하고 내용 지식을 획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Rodrigue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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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2004)이 있다. 학생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렴적 발문

보다 확산적 발문이 도움 된다. 과제 발문은 학생의 탐구 방향을 조절하

거나 이해하기 위해 하는 질문이다(Erdogan & Campbell, 2008 ;

Grasser & Person, 1994).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발문들

을 Blosser(1975)의 연구를 참고하여 운영적 발문으로 분류하였다. 운영

적 발문은 교사가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학생이나 활동을 독려하는 발문이다.

교사의 피드백은 학문적으로 학습자의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거나, 다

른 지식을 추가 또는 조정하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Butler &

Winne, 1995) 또는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의 학습 행동에 대하여 교사가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일(국립국어원, 2020) 등으로 정의 된다. 피드백의

유형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노현종과 손원숙(2015)은 여러 구

분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피드백 유형과 Shute(2008)의 복잡성

에 근거한 피드백 분류를 참고하여 확인적, 교정적, 정교화 피드백 세 가

지 유형으로 피드백을 구분하였다. 확인적 피드백은 교사가 정답여부만

확인 시켜주는 유형이고 교정적 피드백은 교사가 학생의 숙제에 오류표

시를 해주는 등 교정하여 줌으로써 정답과 함께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이

다. 정교화 피드백은 가장 복잡한 유형으로 정답 확인 및 정보 제공과

함께 다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추가적인 학습활

동을 유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라 피드백을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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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설명 예시

발

문

수렴적

발문

확인 예 또는 아니오 대답 가능함. 추는 물에 뜨나요?

선택 A 또는 B 중 선택하도록 함. 질량의 단위는 kg일까요 N일까요?

개념

완성

개념 정의의 빈칸이나 상세정보를

채우도록 함.
전류는 어느 극에서 어느 극으로 흐르나요?

특징

설명

물체 또는 상황의 정성적 특성을 결

정하도록 함.
LED의 다리 모양이 어떤가요?

정량
물체 또는 상황의 정량적 특성을 결

정하도록 함.
이 용수철저울의 눈금 간격은 몇 N인가요?

확산적

발문

정의 개념의 의미를 정의하도록 함. 부력이 무엇인가요?

이해
데이터 패턴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설명하도록 함.

전지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전류의 세기는 어

떻게 되나요?

인과적

선행

어떠한 현상을 일으킨 것이 무엇인

지 설명하도록 함.
번지점프를 하면 왜 아래로 떨어지나요?

인과적

결과

어떠한 현상의 결과를 설명하도록

함.

회로에서 스위치를 제거한 후 전선을 연결하

면 불이 들어올까요?

실행

가능성

물체나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도록 함.
이 물건들로 전구에 불을 켤 수 있을까요?

표 4-3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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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예상이나 기대를 물음. 중력이 사라지면 바닥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판단
아이디어, 조언 또는 계획에 대한 가

치를 물음.
우린 언제 그것을 꺼내는 게 좋을까요?

과제

발문

진단 탐구의 진행 상황이나 계획을 체크 함.
필통을 매달았더니 용수철이 몇 cm 늘어났나요?

어떻게 정전기를 발생시켰는지 설명해주세요.

부연설명

요구

진술이 불분명하여 이해되지 않을

때 부연 설명과 확인을 요구함.

1조가 그린 그림은 손이 악력기에 작용하는

힘이 위로 작용한다는 의미인가요?

운영적 발문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생과

학습 활동을 독려함.

탐구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회로 구성하고 사진 찍어서 업로드 해주세요.

잘 모르겠으면 다른 조 활동지 참고해보세요.

피

드

백

확인적 피드백
교사가 정답 여부 또는 수행 완료

여부만 확인시켜줌.

2조는 모터, 전구가 있으면 회로에서 지점마

다 전류의 세기가 다를 것 같다고 썼어요.

교정적 피드백

교사가 학생의 숙제에 오류표시를

해주는 등 교정하여 줌으로써 정답

과 함께 정보를 제공함.

전류의 세기는 모든 지점에서 같아요. 그 이

유는 전하량이 보존되기 때문이에요.

정교화 피드백

정답 확인, 정보 제공 및 다시 학습

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추

가적인 학습 활동을 유도함.

4조는 전구에서 전류가 소모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구를 지나고 나서 전류

의 세기가 정말 약해지는지 직접 실험을 해볼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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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틀

두 수업에서 나타난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양상 비교를 통해 공

동작성 클라우드 앱의 활용이 교수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기

위해서 전사된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바탕이

될 분석틀이 필요하였다. 학생들의 소집단 상호작용에 교사가 개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이 주도하여 서로 발언(utterance)를 교환하는 구조

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분석 대상으로 하는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자료

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녹화 자료를 통해 보충하였

다. 전사된 학생-학생 상호작용을 반복하여 살펴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

는 유형을 묶어 범주화 하였다. TIMSS(Third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비디오 연구(Stigler et al., 1999)에서

사용된 분석틀과 Chin & Brown(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틀을 참

고하여 연구의 수업 상황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분석틀을 표 4-4와 같이

만들었다.

본 연구에 쓰인 분석틀은 학생의 언어를 그 기능에 따라 질문

(Question), 반응(Reaction), 정보 제시(Information), 평가(Evaluation), 운

영(Management)으로 분류하였다. 질문은 지식, 학습 내용을 묻는 단순

한 사실적 질문(Q1), 학습 내용을 확장하여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확장된 사실적 질문(Q2), 수행 방법에 대한 절차적 질문(Q3), 교사가 제

시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거나 실험을 완수하기 위해 하는 전략

질문을 포함한다. 반응은 ‘응/아니’와 같은 간단한 응답, 실험에서 관찰된

결과나 측정된 데이터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다. 정보 제시는 다른 학생

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제공, 아이디어의 제

안, 실험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의견 제시, 교사가 제기한 탐구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다른 학생의 질문에 대한 개념이나 해결책의 설명을

포함한다. 평가는 과제 해결이나 실험 진행 과정에 대한 메타인지적 진

술로 과제 해결이나 실험 진행 과정에 대한 인식, 다른 학생의 의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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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에 대한 평가, 과제나 실험의 곤란도에 대한 언급, 소집단 활동의 진

행 상황에 대한 반성을 포함한다. 운영은 학습과는 관련이 없는 발언으

로 문제 해결과 실험의 운영이나 참여 독려, 교사의 운영 진술의 전달을

포함한다.

언어 유형 코드 설명

질문

Q1 지식, 학습 내용을 묻는 단순한 사실적 질문

Q2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확산적 질문

Q3 실험 방법과 전략에 대한 절차적 질문

반응

R1 다른 학생의 질문이나 의견에 대한 단순한 대답 또는 재진술

R2 다른 학생의 의견에 대한 확장 진술 또는 논쟁

R3 관찰, 측정, 수행 결과에 대한 단순한 진술

정보

제시

I1
문제에 대해 이유나 근거 없이 짧고 정교성이

부족한 설명이나 의견 제시

I2
문제에 대해 이유나 근거를 들어 정교하고

구체적인 설명이나 의견을 제시

I3 실험 완수를 위한 절차적 정보와 의견 제시

평가

E1 다른 학생 또는 소집단 의견과 응답에 대한 평가

E2 과제나 실험의 곤란도에 대한 언급

E3
소집단 활동의 진행 상황에 대한 반성 또는 다른

집단과의 비교

운영
M1 활동지 작성이나 실험 수행을 제안, 독려하는 발언

M2 교사의 안내 전달

표 4-4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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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Q1, R1 이 나타난 대화의 예시이다. 전체 전사 결과 단순한 사실

적 질문 Q1에 단순한 대답 R1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진술 코드

(건전지)튀어나온 쪽이 (+)지? Q1

응 R1

다음은 대전열의 빈 칸에 들어갈 물체를 찾는 실험을 설계하는 상황에

서 확산적 질문인 Q2와 정교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I2 이 나타

난 대화의 예시이다. 전체 전사 결과에서 탐구 문제에 대한 토론 중 Q2

에 I1과 I2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진술 코드

A하고 B가 뭔지 알아내는 거잖아. 어떻게 알아내

야 될까?
Q2

+전하로 대전되기 쉽다잖아 머리카락이. 에보나이

트를 만나면. 그럼 얘가 (+)겠지.
I2

다음은 한 소집단이 실수로 전류계의 극을 반대로 연결한 상태에서 전

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상황에서 실험 전략에 대한 질문인 Q3에 측정 결

과에 대한 단순한 진술인 R3, Q3, R1이 이어지는 대화의 예시이다.

진술 코드

B는 얼마지? B는 안 나오는데? Q3

(-)라고 나오는데 R3

왜 안 나와? Q3

전구가 (-)인거야? Q3

전자가 (-) R1



- 68 -

다음은 한 소집단이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 안들어왔다 하는 원인을 찾

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이다. Q3, R3, I3는 특성 상 실험 중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나타났다.

진술 코드

아까 저걸로 했을 때 불 들어 왔었어. 어 갑자기

안들어오네
R3

건전지 뺐다가 끼우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I3

다음은 교사가 전기력의 인력, 척력이 작용하는 현상을 제시한 후 두

현상을 비교하도록 안내 후 일어난 대화의 일부이다. 현상에 대해 근거

가 없는 의견을 제시하는 I1, 동료의 설명에 대해 평가하는 발언인 E1이

나타났다.

진술 코드

일어난 현상을 비교해보자. M1

이거잖아. 양털은 붙고, 풍선은 떨어진다. I1

왜 그런지를 설명해야 되는거야 E1

다음은 전압의 개념을 다루는 탐구문제를 해결하는 중에 이루어진 대

화이다. E2에 해당되는 발언들은 주로 과제나 문제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진술 코드

지금 우리의 임무는 뭐야. M1

뭐하라고 했는데, 뭘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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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각 소집단에서 재현한 정전기 현상의 원리를 적어보도록 안내

후 운영 유형 중 활동지 작성에 관한 발언인 M1과 교사의 안내를 전달

하는 M2에 해당하는 진술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진술 코드

뭐라고 써야 돼? M1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해보래 M2

다음은 한 소집단에서 전류의 세기 측정 중 측정이 잘되지 않자 주고받

은 대화의 일부이다. 자신이 속한 소집단 활동의 진행 상황에 대해 평가

하는 E3 는 주로 소집단 내에서 개념 수준이 높은 학생이 발언하는 경

향이 있었다.

진술 코드

이거 왜 반대로 껴있어? Q3

색깔 상관없어 줄(전선)색깔 I3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E3

다음 사례 역시 실험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E3 예시이다.

진술 코드

뭐 하라고 했어? M1

우린 이미 이 건(실험) 성공 했어 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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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분석 결과

3.1.1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과 일반 수업에서 나타난 교

사의 발문과 피드백 유형별 비교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과 일반 수업에서 나타난 교사 발문과

피드백의 횟수와 백분율을 표 4-5에 나타냈다. 전체 빈도수는 2학년의

경우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A반 112회, B반 109회)과 일반 수

업(C반 104회)의 차이가 미미하고, 1학년은 일반 수업의 전체 빈도수

(184회)가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196회)보다 다소 적다. 분석

대상이 된 교사의 총 발문과 피드백 빈도가 2학년 수업보다 1학년 수업

에서 현저히 낮은 것은 2학년 수업에서 전체 시간 중 실험 시간의 비중

이 높아 학생들끼리 상호작용하는 시간의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1, 2학

년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유형은 운영

적 발문(1학년 A반 26.6 %, 2학년 A반 30.6 %, 2학년 B반 24.8 %) 으로

나타났으며, 운영적 발문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유형은 1학년은 확인적

피드백(15.2 %), 2학년 A반은 교정적 피드백(16.2%), 2학년 B반은 확인

적 피드백(22.0 %)이다.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가장 비율

이 낮은 유형은 1학년의 경우 과제발문(8.7 %) 2학년의 경우 A, B반 모

두 수렴적 발문(A반 2.7 %, B반 4.6 %)으로 나타났다. 일반 수업에서 나

타난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유형은 1학년은 수렴적

발문(25.5 %), 2학년은 운영적 발문(30.8 %)이고, 그 다음으로 비율이 높

은 유형은 1학년은 운영적 발문(24.0 %), 2학년은 수렴적 발문(15.4 %)이

다. 일반 수업에서 가장 비율이 낮은 유형은 1학년은 정교화 피드백(6.1

%), 2학년은 교정적 피드백(6.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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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적 발문을 제외한 발문 3유형의 총 횟수와 피드백의 총 횟수를 학

급별로 구하여 표 4-6와 같이 정리하였다.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을 진행한 학급인 1학년 A반, 2학년 A반, 2학년 B반 모두 교사의

발문 3유형의 횟수보다 피드백의 횟수가 더 많다. 특히 1학년보다 2학년

수업에서 피드백 횟수의 비율이 확연히 더 높다. 일반 수업을 진행한 1

학년 B반과 2학년 C반에서는 교사의 피드백 횟수보다 발문 3유형의 횟

수가 더 많다. 이는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교사는 발문

보다는 피드백을, 일반 수업에서는 피드백 보다는 발문을 더 자주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 일반 수업

1학년

A반

2학년

A반

2학년

B반

1학년

B반

2학년

C반

수렴적 발문 23(12.5) 3(2.7) 5(4.6) 50(25.5) 16(15.4)

확산적 발문 27(14.7) 12(10.8) 16(14.7) 32(16.3) 14(13.4)

과제 발문 16(8.7) 13(11.7) 6(5.5) 14(7.1) 14(13.4)

운영적 발문 49(26.6) 34(30.6) 27(24.8) 47(24.0) 32(30.8)

확인적

피드백
28(15.2) 16(14.4) 24(22.0) 14(7.1) 11(10.6)

교정적

피드백
24(13.0) 18(16.2) 15(13.8) 27(13.8) 7(6.7)

정교화

피드백
17(9.2) 15(13.5) 16(14.7) 12(6.1) 10(9.6)

합 184 111 109 196 104

표 4-5 교사 발문과 피드백 유형별 빈도수와 백분율 단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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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발문과 피드백의 유형별로 수업 방식에 따라 비율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각 차시 수업에서 나타난 발문과 피

드백의 비율을 구하고 4차시의 평균을 구하여 수업 방식에 따라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7과 같이 나타났다. 공동작

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수렴적 발문의 평균은 6.18, 일반 수업에

서의 평균은 19.19로 평균 차이는 –13.0, 표준 편차 차이는 3.72이다. 수

업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은 –3.50, 유의확률은

.004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확산적 발문의

비율 평균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과제 발문의 경우 일반 수업의 비율

평균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공동작성 클라

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확인적 피드백의 평균은 16.63, 일반 수업에서의

평균은 8.11로 평균 차이는 8.53, 표준 편차 차이는 3.25이다. 수업 방식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은 2.62, 유의확률은 .018로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교정적 피드백과 정교화

피드백의 평균 차이도 크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앞 서 제시한 표 4-6에서도 드러났듯이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교사는 발문보다 피드백을 더 자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횟수

(비율)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 일반 수업

1학년

A반

2학년

A반

2학년

B반

1학년

B반

2학년

C반

발문

3유형
66(48.9) 28(36.4) 27(32.9) 96(64.4) 44(61.1)

피드백 69(51.1) 49((63.6) 55(67.1) 53(35.6) 28(38.9)

총 횟수 135 77 82 149 72

표 4-6 발문 3유형과 피드백의 총 횟수와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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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수업

방식

비율

평균
평균차이

(표준편차 차이)
t값

유의

확률

수렴적

발문

클라우드

앱
6.18 -13.0

(3.72)
-3.50 .004*

일반 수업 19.19

확산적

발문

클라우드

앱
12.79 .129

(3.34)
.039 .970

일반 수업 12.66

과제

발문

클라우드

앱
9.68 -3.48

(4.87)
-.714 .489

일반 수업 13.17

운영적

발문

클라우드

앱
28.14 -1.46

(6.38)
-.228 .824

일반 수업 29.60

확인적

피드백

클라우드

앱
16.63 8.53

(3.25)
2.62 .018*

일반 수업 8.11

교정적

피드백

클라우드

앱
15.07 4.29

(3.13)
1.37 .194

일반 수업 10.78

정교화

피드백

클라우드

앱
11.51 4.89

(3.46)
1.41 .177

일반 수업 6.62

표 4-7 수업 방식에 따른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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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과 일반 수업에서 나타난 교사

발문의 특징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 비해 일반 수업에서 수렴적 발문을

더 자주 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교사 8명의 수업 관찰 결과 기억·회상

질문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정민수 등, 2007)의 결과와

유사하다. 다음 사례1은 일반 수업에서 학생들이 질량과 무게에 관한 탐

구문제에 대해 소집단 토론을 거쳐 얻은 답을 종이 활동지에 작성한 후

에 일어난 상황이다. 교사는 T, 학생은 S로 나타내었다.

T : 자, 같이 볼게요. 지구에서 윗접시 저울의 왼쪽접시에 6kg 추

를 올렸어 지구에서. 그러면 지구에서 평형 맞추려면 오른쪽에 

질량 얼마짜리 올려야 돼요? (확산적 발문)

S1 : 6kg

T : 달에서는요? 달에서 왼쪽에 6kg짜리 올렸어. 그러면 오른쪽에

는? (확산적 발문)

S1 : 6kg

T : 그렇지. 똑같지. 그럼 이건 뭐야. 지구나 달에서 윗접시 저울로 

측정할 수 있는 양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수렴적 발문)

Ss : 변하지 않는다.

T :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걸 질량이라고 해. 단위는 kg 이야...(이

하 설명 생략)

T : 그 다음 문제 2번. 지구와 달에서 뭐가 같다고? (수렴적 발문)

Ss : 질량

T : 질량이 같다. 물체의 고유한 양은 지구, 달 목성, 화성 위치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 자, 그럼 3번. 질량의 단위와 무게의 단위

를 비교해볼까요? (운영적 발문) 질량의 단위 뭐 썼어? (수렴적 

사례1) 일반 수업에서 나타난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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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의 직전 교사는 질량과 무게의 차이와 무게와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차이에 대해 설명 한 후 학생들이 두 개념을 적용하여 지구

와 달에서 물체의 무게와 질량을 예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탐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교사의 발문은 학생들이 새롭게 등장한 윗접시 저울과 질량

이란 개념을 적용하여 지구와 달이라는 중력 조건이 다른 장소에서의 측

정 상황에 대해 ‘예상’하도록 하므로 분석틀 중 확산적 발문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발문들은 양자 택일, 기억 회상을 유도

하는 발문들로 수렴적 발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사례1의 일반 수

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답변을 파악하고자 계속적으로 발문을 하는 모

습이 나타났다.

아래의 사례2는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수업에서 사례1과 동일한

탐구 문제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발문)

S2 : N

T : 질량의 단위요? (재질문)

S2 : kg

T : kg 썼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칠판 가리키며) 쓴 질량의 단

위? (수렴적 발문)

S2 : g

T : g, kg. 이게 질량의 단위예요. 힘의 단위는요? (수렴적 발문)

Ss : N

T : 그렇지 힘의 단위는 N. 

T : 자 답을 다 썼는지 확인해볼까요. 5조는 어떻게 썼을까 답을. 5

조는 1번에 1kg이라고 했어요. 질량의 단위는 바뀌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3번에 무게의 단위와 질량의 단위는 잘 

사례2)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시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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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과 사례2는 같은 탐구 문제에 대한 수업 진행 상황임에도 불구하

고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면에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사례1의 일반

수업에서 교사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발문하고, 그 중 대

답하는 소수 학생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례2

의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교사는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에

썼어요. 5조! 왜 1kg이라고 생각했어요? (정교화 피드백)

S1 : 음...

T : 더 생각해볼까요? (정교화 피드백) 그럼 2조 한 번 볼까요? 2조

는.. 600kg 이라고 썼어요. 

S2 : 600이 아닌데..

T : 아 잘못 썼어요? (과제 발문) 2, 3번은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이야? 

S2 : 네. 

T : 1조는 여기 6kg이라고 썼고, 2번 답은 질량은 변하지 않아서, 3

번은 1kg 은 9.8N. 정확하게 아주 잘 썼어요. (교정적 피드백)

T : 3조는 아직 답을 작성하고 있는 중이네요. 1번 답은 뭘까요? 모

르겠어요 잘? 아 감이 안 와요? (확인적 피드백)

S3 : 네...

T : 4조 볼게요. 4조는 6kg. 2번 답은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

다. 3번 ..단위 비교는 작성 중이구요. (확인적 피드백) 7조 한 

번 볼까요 7조. 아직 안 썼어요?

S4 : 썼어요.

T : 아 6kg.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3번에 무계 아니

고 무게예요.(교정적 피드백)

T : 다들 잘 썼어요. 자 그럼 앞에서 다 같이 볼게요. (운영적 발

문). 달에서 1kg 이라고 답한 조는 아마 무게와 질량을 헷갈린 

것 같아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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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소집단의 답변을 읽고 각각에 대해 피드백을 제시하며 수업을 진

행하고 있다. 사례2의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교사는 소집

단이 적은 답을 보고 학생에게 답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더 생각해

보도록 하여 추가 학습을 유도하는 정교화 피드백을 제시하는 모습이 나

타났다. 또한 몇 몇 소집단이 질량과 무게를 구분하지 못하는 답을 적었

음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교정적 피드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사례1의

일반 수업에서는 오답에 대한 언급 없이 정답을 바탕으로 개념 설명을

이어나가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아래의 사례3는 일반 수업 방식으로 진행된 2학년 C반 수업에서 나타

난 교사의 수렴적 발문 예시이다. 사례3 직전에 학생들은 전기 회로를

구성하는 물리량을 알려주고 수로를 구성하는 물체에 대응시키도록 하였

다. 사례1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사는 탐구문제에 대한 학생의 답을 파악

하기 위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주어진 답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대답

하도록 하는 수렴적 발문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T : 같이 볼게요. 물 흐름 모형을 전기 회로 모형으로 비유했고... 

물의 흐름은 전류, 물의 높이차는 무엇인 것 같아요? (수렴적 

발문)

S : 전류의 세기. 전구의 밝기. 전력차

T : 펌프는요? (수렴적 발문)

S : 전지

T : 밸브는? (수렴적 발문)

S : 스위치 

(중략)

T :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전류가 흐르는 걸 전지가 전류를 만들어낸다고 

쓴 사람이 많았는데 펌프가 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듯이 회로에서

도 전지가 전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생략 (교정적 피드백)

사례3) 일반수업에서 나타난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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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 중 아래의 사례4에서는 사례3에서와

같은 탐구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발문이 거의 일

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교사는 수렴적 발문 대신 공동작성 클라우

드 앱에 적힌 각 소집단의 답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을 제시하고

있었다.

일반 수업에서는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와 달리 교사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 전체 학생들의 답을 학인하기 위해서는 발표를 시키

거나 매번 교실을 순회하며 활동지를 확인해야 한다. 교사는 순회를 하

며 답을 확인하는 대신 탐구문제에 관한 수렴적 발문을 하고 학생들의

답을 유도하였다. 또한 교사가 교실 앞 쪽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은

학생들이 작성한 답 또는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볼 수 없기에 계속적

으로 수렴적 발문을 하게 된다. 이는 교사가 매 탐구 질문과 실험 진행

과정 내내 순회를 하며 수업을 진행하기에 수업 시간이 제한적이고, 여

러 학생이 존재하는 교실의 공간적 특성 상 교사의 위치에 따라 전체 학

생의 이목이 집중되기 어려운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수

T : 같이 보겠습니다. 1조는 뭐라고 썼을까요...1조는 물의 흐름을 

전류의 흐름, 물의 높이차를 전류의 세기, 펌프를 전지, 밸브를 

스위치, 수로를 전선이라고 했어요. 잘했는데.. 물의 높이차 이

거 다른 생각 있는 조 없어요? 물의 높이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류의 세기가 세질까요? (정교화 피드백)

T : 다른 조 답변도 볼게요. 물의 높이차를 +.-라고 했어요. 나머

진 똑같아요. 물의 높이차가 의견이 나뉘었어. 3조 같은 경우에

는 전류의 세기. 2조 전류의 세기. (확인적 피드백)

T : 얘들아 그럼 물의 높이차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레방아가 

어떻게 돌아가요? (정교화 피드백)

사례4)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시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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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교사는 ‘교사 발문-학생 응답-설명 또는 재질문’을 반복하며 수

업을 진행하였다. 이 때 교사는 여러 학생들 또는 소집단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의미를 구축해 나가기보다는 교사가 접근 용이한 물리적 거리

가 가까운 소집단이 활동지에 작성한 답 또는 교사의 발문에 대한 소수

학생의 답을 바탕으로 추가 질문이나 설명을 제시하게 된다. 이런 상황

에서 교사와의 문답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나머지 학생은 교사와

함께 의미를 구축해 나가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여되었다(최경희

등, 2004)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틀린 답을 말하지 않으면 오개념

의 수정 없이 수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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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과 일반 수업에서 나타난 교사

피드백의 특징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교사는 수시로 자신의 스마트폰

과 노트북으로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와 실험 보고서를 확인하는 모습

이 나타났다. 이때 학생이 작성한 탐구 문제에 대한 답을 읽거나 실험

수행 과정을 찍어 올린 사진 또는 영상, 실에서 얻은 데이터를 보면서

전체 학생과 각 소집단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였다.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과 일반 수업에서 나타난 확인적 피드백은 ‘맞았다’, ‘틀렸

다’, ‘잘했다’ 또는 학생의 답에 대한 단순한 재진술 등이 있다. 교정적

피드백으로는 정답에 관한 정보의 제시 또는 학생 답, 실험 방법에 대한

수정 의견 제시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교화 피드백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대신 추가적인 탐구나 토론을 유도하

고 정답제시를 지연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전체 진술의 코딩 후 각 수업 방식에서 피드백 비율의 평균을 비교하

였을 때, 교사는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일반수업 보다 세

유형의 피드백을 더 자주 제시하는 경향이 드러났으나 확인적 피드백만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했다. 확인적 피드백은 교정적 및 정교화 피

드백에 비해 학생의 정의 및 인지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노현종

과 손원숙, 2015)는 선행연구에 비추어볼 때 본 연구에서 교정적 피드백

과 정교화 피드백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지 않은 점에 대해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이 교사의 피드백 횟수를 늘리는 데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질적으로 개선시키지는 못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방식의 수업에서 제시된 피드백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수의 학생

이 오개념을 가진 주제에 대한 수업에서 교사의 피드백 양상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의

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오개념이 쉽게 드러났고

이에 대해 교사는 피드백을 제시하며 전체 학생과 함께 오개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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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였다. 그러나 일반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오개념이 부각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아래 사례5는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전기 회

로에서 전하량이 보존됨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탐구 문제를 해결하는 상

황이다.

T : 2조는 회로 상에 모터, 전구 이렇게 있을 때 a>b>c>d라고 예

상했어요. 이렇게 예상한 이유가 뭐였어요? (정교화 피드백)

S1 : 음..

T : 전류가 모터나 전구를 거칠수록 전류의 세기가 점점 약해질 것

이다라고 예상한 거죠.(교정적 피드백)

S2 : 네

T : 3조는 b=c<a=d 라고 예상했어. 3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예상했죠? (정교화 피드백)

S : (침묵)

T : 전지가 가까운 쪽 전류의 세기가 더 세다 라고 예상했죠. 4조

는 2조 같은 예상.(교정적 피드백)

T : 5조는 거꾸로 d>c>b>a로 (-)극에 가까울수록 전류의 세기가 

세다고 예상했어. 근데 내 생각에 5조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알고 쓴 것 같아. 전류가 이동하며 점차 없어질 것 같다라고 예

상했는데 d가 제일 세다고 한 것은 (-)극에서 전류가 시작된다 

라고 예상한 거죠. 너희가 전류의 방향을 잘 못 알고 있는 거야 

5조야. (교정적 피드백)

T : 전류의 방향은 어느 극에서 어느 극으로 흘러요? (수렴적 발

문)

S : (+) 에서 (-)

T : 앞 뒤 말이 안 맞는 거죠(확인적 피드백). 

(직접 전류계로 자신의 예상이 맞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한 후)

사례5)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시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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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에서 교사는 소집단의 답을 읽고 학생들이 전하량 보존에 대해

오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교정하고자 하는 피드백과 추가

설명을 제시한다. 이때 교사가 학생에게 본인들의 답변에 대한 추가 설

명을 요구하는 정교화 피드백을 제시한 후 침묵이 이어지자 곧바로 정보

와 함께 답을 제시하는 교정적 피드백을 제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아래 사례6은 일반 수업에서 사례5와 동일한 탐구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일어난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이다.

T : 우리 방금 탐구 4에서 전구 지나기 전과 지난 후 전류의 세기 

측정해보니까 어때요? (과제 발문)

Ss : 같아요.

T : 오! 근데 5조는 다르다고 나왔네요. 450, 300mA. 4, 3, 2 조

는 같다고 나오고 1조도 다르다고 나왔어요. 정답은 ‘같다’예요. 

회로에서 전류의 세기는 어느 지점에서나 같아(교정적 피드백)

T : A에서 D까지 전류의 세기를..(1조 활동지 확인)1조는 같다고 생

각했대. (확인적 피드백) 

    다르다고 생각한 조 손들어 보세요? (운영적 발문)

(몇 몇 학생 손듦)

T : 어디가 가장 세다고 표시했어요? (과제 발문)

S : A하고 D요.

T : 아 전지하고 가까운 쪽이 세다고 표시했어요? (확인적 피드백) 

그럼 탐구 4번으로 가서 회로의 서로 다른 지점의 전류의 세기

를 비교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으로 A, B, C, D 지점

의 전류의 세기를 비교해서 빈칸에 답 적어보세요. (정교화 피

드백)

(직접 전류계로 자신의 예상이 맞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한 후) 

T : 전구 지나기 전, 후 측정하니까 어떻게 나왔어? (과제 발문)

사례6) 일반수업에서 나타난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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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의 일반 수업에서 교사는 각 소집단의 답변에 대해 직접적으로

교정적 피드백이나 정교화 피드백을 제시할 수는 없었다. 전하량 보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소집단을 순회하며 실험 수행 과정과 탐구문제에

대한 답에 대해 소집단별로 피드백을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을 전체 학생

과 공유하지는 않았다. 사례6에서 확인실험 전 한 소집단이 전지 주위에

서 전류의 세기가 더 세다는 예상을 말하였으나, 확인실험 후에는 틀린

예상을 했던 소집단은 침묵하고 올바른 예상을 한 소집단만이 교사의 질

문에 응답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일반수업에서 교사는 정답을 알고 있는

소수 학생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오답을 말하였던

소집단에 대한 교정적 피드백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례5의 공

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드러난 전하량 보존에 대한 학생들의

오개념이 일반 수업에서는 부각되지 않았다.

Ss : 같게

T : 너희의 예상은 어땠어? (과제 발문)

Ss : 같다는 거였어요.

T : 맞아. 회로에서 전류의 세기는 어느 지점에서나 같아.(교정적 피

드백)

T : 7조 지금 실험 틀렸어요. 실험 틀리게 하고 있어요. (확인적 피

드백)

S1 : 우리가 7조야? 우리 틀렸다는데?

S2 : 이렇게 하는 거 아냐? 

S3 : 어? 안되는데..

S1 : 잘하고 있는 조 한 번 둘러볼래?

S3 : 물이 잠겼을 때네...

S2 : 아..

사례7)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시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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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실험이 이루어지는 동안 교사는

실시간으로 실험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실험

도구의 사용법이나 실험 방법의 오류를 교정하는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이는 과학 실험수업에서 교사가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탐구적 실험학습

이 되도록 학생들 간의 효과적인 협동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평

가와 피드백이 수시로 이루어지도록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실험 수업 모형들의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 탐구과

정에서 학생들의 여러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즉각적으로 피드백 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이 포함된 새로운 실험수업 모형을 구안할 필요가 있

다(양희선 등, 2016)고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점에 대해 공동작성 클라우

드 앱 활용 실험 수업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생략)

T : 5조는 공기 중에서 쟀을 때랑, 하나 잠겼을 때랑 무게 똑같았어

요? (과제 발문)

S4 : 네 비슷하게 나왔어요. 다시 해볼까요?

T : 공기 중 다시 재 봐(정교화 피드백)

S4 : 다시 재보자. 공기 중이랑 하나 잠겼을 때 

S5 : 하나만 담그면 되지? 어떻게?

S4 : 그래도 1.8 같은데? 한 개는?

S5 : 얼핏 보면 1.6 같기도...

S6 : 그럼 그냥 반 할까? 1.7?

S4 : 얘넨 이거 2 나왔어.

S6 : 그럼 우리도 이거 빼고 다시 해보자.

S5 : 어, 2 나온다. 하하하

(생략)

T : 4조 잘 했어요. 이제 부력 구해보세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정교화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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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례 7에서 나타난 교사의 피드백은 학생의 실험 방법이 옳고 그

름을 즉각적으로 판단해 주고 그와 관련된 설명을 부여하는 즉시적 피드

백(Edward & Mercer, 1987)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오히려 학생들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본인 탐구 활동에 대한 평가와

반성의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사

고 질문을 하고 지연 피드백을 부여하는 경우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이를 기반으로 사고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으므로(정민수 등,

2007; Chin, 2006) 교사가 재질문이나 추가 질문의 형태로 정교화 피드백

을 제시한다면 학생의 메타인지적 사고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수업에서 실험이 이루어지는 동안 교사는 각 소집단을 순회하며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하였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한 피드백은 거의 일

어나지 않았다. 특히 1학년 부력 실험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확인적 피

드백과 정교화 피드백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교정적 피드백만 1회 제시

되었다. 교사는 거의 대부분의 수업 시간 동안 교실 내를 순회를 하며

실험 지도를 하였지만 모든 소집단의 실험 전체 과정을 직접 지도하기에

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교사가 실험 기구나 실험 방법 상의 오류가

있는 특정 소집단의 실험 지도에 시간을 할애하는 동안 다른 소집단의

실험이 그대로 진행되어 틀린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소집단이 나타

났다. 특히 학생수가 2학년에 비해 더 과밀한 1학년 실험 수업 시 교사

가 실시간으로 모든 소집단의 실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기에 시

간 내에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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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결과

3.2.1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과 일반 수업에서 나타난 학생

-학생 언어적 상호작용의 유형별 비율 평균 비교

각 수업에서 나타난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양상에 차이점이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 참여한 학생

21명과 일반 수업에 참여한 학생 20명의 4차시 수업 동안 했던 유효 발

언 중 각 유형별 발언의 비율을 구하였다. 그런 후에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과 일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유형별 발언 비율의 평균

을 구하였다. 평균 비교만으로는 수업 방식에 따라 학생의 발언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spss 25.0으

로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N=21)과 일반수업(N=20) 참여 학생

발언 비율 평균을 독립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기술분석 및 통계분석

결과를 표 4-8에 정리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동작성 클라

우드 앱 활용 수업과 일반 수업에서 모두 활동지 작성이나 실험 수행을

제안, 독려하는 발언인 M1의 비율 평균이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일반

수업에서 비율 평균이 높은 유형은 다른 학생의 질문이나 의견에 대한

단순한 대답 또는 재진술인 R1과 다른 학생의 의견에 대한 확장 진술

또는 논쟁에 해당하는 R2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다.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는 일반 수업과 마찬가지로 M1 다음으로 R1의 비율

평균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문제에 대해 이유나 근거 없이 짧고 정교성

이 부족한 설명이나 의견 제시인 I1이 높았다. 두 수업 방식에서 모두

M1, R1, R2, I1 의 비율 평균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비율 평균이 낮은 유형은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과 일반 수업 모두 소집단 활동의 진행 상황에 대한 반성 또

는 다른 집단과의 비교에 해당하는 E3이다. 두 수업 방식에서 모두 평가

에 해당하는 발언 유형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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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
일반 수업 통계 분석

평균

(%)

표준

편차

평균

(%)

표준

편차
t값

유의

확률

질문

Q1 5.22 4.02 7.48 3.52 1.92 .062

Q2 4.56 4.19 5.37 3.91 .637 .528

Q3 5.20 3.82 5.86 6.21 .411 .684

응답

R1 12.2 5.90 14.02 9.07 .741 .464

R2 9.46 5.39 13.27 6.93 1.96 .058

R3 8.86 4.41 10.16 7.34 .685 .499

정보

제시

I1 12.05 7.58 12.9 8.30 .359 .722

I2 3.19 4.91 4.68 3.70 1.10 .279

I3 9.04 5.24 11.9 6.29 1.58 .124

평가

E1 2.55 2.69 1.74 1.68 -1.16 .255

E2 1.03 1.36 1.29 1.70 .544 .590

E3 0.68 1.16 0.95 1.47 .652 .519

운영

M1 24.6 9.36 9.33 6.50 -6.05 <.001*

M2 1.32 1.29 0.99 1.24 -.824 .415

표 4-8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별 비율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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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과 일반 수업에서 나타난 학생

-학생 언어적 상호작용의 유형별 비율의 특징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과 일반 수업에서 나타난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의 유형별 발언 비율 평균의 t-test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업 방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유

형은 운영 유형인 M1 뿐이었다.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활동지 작성이나 실험 수행을 제안, 독려하는 발언 유형인 M1의 비율이

일반수업에서보다 더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등의 학습 활동의 운영에 대한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아래 사례1은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실험실 안에 있는

물체를 활용하여 정전기 현상 재현하기 활동에서 한 소집단에 속한 4명

의 학생들의 언어적 상호작용 내용이다. 각 4명의 학생을 S11, S12, S13,

S14 로 칭하였다.

S11 : 잘 붙어 아주. (R3)

S12 : 사진 찍어야돼? (M1)

S13 : 찍어야 돼. (M1)

S12 : 털 붙은 거? (M1)

S13 : 응 털 붙은 거 찍으면 돼 (M1)

S12 : 이거 뭐라고 써야돼? (M1) 

S11 : 이거 영상 촬영한 걸... 이거 말하는 거 아냐? 동영상? 

      유튜브 링크하라는 거 아냐? 아님 사진 올릴 수 있나? (M1)

S12 : 어디다 올려야돼? (M1)

S14 : 영상 

S12 : 사진 어떻게 올려? (M1)

사례1)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시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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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정전기 현상을 재현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

라 이를 찍어서 사진으로 올리고 다른 소집단 학생들과 공유하기 활동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업로드하는 행위에 대해 많은 대화

를 주고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사례2는 일반 수업에서 사례1과 동

일한 활동을 하는 동안 일어난 학생 간 언어적 상호작용이다. 사례2의

대화가 발생하기 직전 일반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전기 현상을

재현하고 이를 활동지에 글이나 그림으로 간단히 기록해두라고 하였다.

사례2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 참여한 학

생들에 비해 일반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활동 자체에 더 집중하는 모습

S11 : 그때 그 만들라는 게 유튜브에 올리고 링크 올리는 거 아냐? 

   동영상이니까. 저거 정리하고 하자 (M1)

S21 : 맞대어서 비볐더니 (R2)

S22 : 머리카락이 풍선을 따라왔다. (R2)

(중략)

S23 : 나 정전기라고 썼는데 (R1)

S24 : 정전기가 맞나? (Q1)

S21 : 그런 현상의 이름을 정전기라고 하는거지(R2)

S22 : 그것도 정전기 같아. (R2)     

S21 : 그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냐고 (Q2)

S23 : 머리카락을 비볐더니 정전기 현상이 일어났어. (I1)

S24 : 양성이었던 머리카락과 풍선이 비볐더니 (–)와 (I2)

S22 : (-)와 (+)가 합쳐져서 (R2)

S24 : (-)가 움직여서 머리카락이 달라 붙는거지(I2)

사례2)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시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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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편, 사례 1과 사례2에서 학생은 정전기 현상을 재현하는 단순한 활

동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을 진행한 학급

에 속한 학생들은 단순한 활동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교사는 각 소집단이 교실 내에서 다양한

정전기 현상을 재현하고 사진을 찍어 올려 여러 종류의 정전기 현상을

공유하며 학습을 도울 것을 의도하였지만, 대부분의 소그룹은 머리카락

과 풍선 사이에 정전기를 발생시켜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였다. 이와 비

슷한 현상은 이후 ‘전류’ 수업의 폐회로 구성 활동에서도 반복되었다. 두

활동에서 학생들은 사진을 찍어 올리는 행위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

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급 내 대부분의 학생들은 동일한 내용의 사진

을 업로드 하였기에 교사가 애초에 의도하였던 동료 학습이 일어나지 않

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정전기 현상의 예시를 학습할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교사는 클라우드 앱 활동 주제 선정 시

다양한 결론과 산출물이 나올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이 클라우드

앱의 공유기능을 통해 서로 다른 결론과 산출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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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과 일반 수업에서 나타난 학생

-학생 언어적 상호작용의 특징

가. 공유된 교사 피드백에 대한 대화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는 교사가 특정 소집단의 오류에

대해 피드백을 제시하자 해당 소집단 외의 학생들도 이 피드백을 참고하

여 자신의 실험을 수정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사례 3는 부력 실험에서

교사가 4조에 대해 교정적 피드백을 제시했을 때 7조에 속한 학생들이

피드백을 참고하여 자신의 실험을 수정하려고 하는 대화의 일부이다.

T : 4조는 부피 읽는 거 다시 읽으세요. 눈금 하나당 2.5 ml야

S31(7조) : 눈금 하나당 2.5 래...

S32(7조) : 우리 이거 다시 해야 돼. 잘 못 했어.

사례3)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시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사례4 역시 사례3과 마찬가지로 타 소집단에 대한 피드백을 참고하여 실

험해보는 대화의 일부이다.

T : 3조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가 전류를 흐르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스위치 빼고 한 번 해보세요.

S41 : 스위치 빼 봐 

S42 : 우리 3조 아니잖아 

S41 : 한 번 해보자 

S43 : 스위치 없어도 된다는 걸 알잖아 

S44 : 봤어? 건전지 딱 대면 되는 거. 똑같은데….

사례4)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시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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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업에서는 위와 같이 다른 소집단에 제시된 피드백을 참고하여

자신의 실험을 수정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교사의 수업

진행 양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

업에서 교사는 전체 소집단의 활동 진행 상황을 교실 앞의 노트북과 휴

대폰을 활용하여 수시로 확인하였다. 반면 일반 수업에서 교사는 소집단

의 활동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교실 전체를 순회하고 각 소집단 실

옆에 서서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소그룹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교실 전체가 소란스럽기에 교사의 발언이 교실 내의 어느 지점에서 일어

나는지에 따라 학생의 주목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실험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는 그림 4-5와 같이 소집단의 위치에 관계없이 교실 앞에

서 소집단의 실험 진행 상황을 확인해가면서 피드백 제시를 할 수 있기

에 전체 학생들이 교사의 발언에 더 주목할 가능성이 높았다. 일반 수업

에서는 그림 4-6과 같이 교사가 교실 앞, 교탁 위치에서 피드백을 제시

하는 횟수가 적었고, 소집단 실험대 근처에서 실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소집단을 향해 피드백을 제시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이

론 수업 보다 실험 수업 중 더 많은 피드백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예상한

다. 소집단의 실험대 옆에 서서 소집단을 향해 제시한 피드백은 전체 학

생들이 참고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에 사례 3, 4와 같은 대화가 일반

수업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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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교사가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을 보며 피드백 제시할 때 교사와

학생의 위치

그림 4-6 교사가 소집단 활동을 순회 지도할 때 교사와 학생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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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유된 타 소집단의 답변에 대한 대화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다른 소집단이 작성

한 활동지와 실험 보고서를 참고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사례 5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전기 회로 구성 요소 물의 흐름 모형에 비유하는

탐구 문제 중 ‘물의 흐름 모형’이 전기 회로 구성 요소 중 무엇에 대응되

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화의 일부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답변에 확

신이 없을 때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로 구성된 타 소집단의 답변을 찾아

보고, 자신의 답이 틀렸음을 깨닫는다.

S51 : 물 흐름 모형은? 물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니까  

   한 방향. 

S52. 한 방향 맞아. 

S51 : 딱히 의견이 없잖아. 

S53 : 한 방향으로 도니까. 물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니까. 

      한 방향 아닐까? 

      (정적)

S51 : 야 한 방향 왜 안 썼어. 내가 쓴다.

S53 : 쟤네 잘하는 애들... 쟤네 4조. 

S51 : 뭐래 쟤네들?

S52 : 전기 회로야.

S53 : 전기 회로…. 잘하는 애들이 전기회로래.

S54 : 아 ~ 그러네.

S52 : 맞아, 한 방향 아니야

S53 : 아~ 모형이 뭐냐고 물어본 거니까.

사례5)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시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사례 6에서는 전류가 흐를 때 전선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

한 질문에 대한 대화의 일부로, 학생들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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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소집단의 활동지를 참고하는 모습이다.

사례5와 사례6은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의 활용이 학생들의 동료 학습

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이 활동지와 실험 보고서를

활용하는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 직접 타 소집단에게 말로 질문을 하거

나 다가가야 하지만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은 손쉽게 공유된 타 소집단의

의견과 답변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학생들은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소집단의 활동지나 실험 보고서만을 찾아보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그 소집단의 의견이나 답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경향이 있었

다.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분석 결과에서 교사는 여러 소집단의 답변을

언급하여 피드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학생 주도의 언어적 상호작

용에서는 주로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의 답변만 참고되었다는 점에서 공

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의 원인으로 수업에서 활용된 활동지와 탐구보고서가 주로 맞고 틀림이

존재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교수학습 시 발산적 사고를 유도하는 질문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S61 : 야 저거 채우래 

S62 :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전구와 스위치 사이에….

S63 : 저 아까 저 뒤에 있는 애 이렇게 쓴 거 같았는데 

S62 : 아 이거 못하겠어.

      이거 다른 조 꺼 한 번 볼 수 있나? 너가 좀 들어가서 

      찾아봐.

S64 : 볼 수 있어.

S62 : 야 얘네들도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전자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사례6)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시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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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전 개념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향상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과 일반 수업에서 나타난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M1 유형 외에는 수업 방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반 수업에 비해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

서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특징이 관찰되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남학생 4명으로 구성된 한 소집단에 속

한 학생 A의 사례를 주목해볼 수 있다. 이 학생은 사전 개념 검사 결과

가 0점인 학생으로 평소 과학 수업에 전혀 참여가 없었다. 또한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무척 낮아 지적을 자주 받아왔다. 사례 7-1은 학생 A가

교사의 설명에 집중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S71 : 처음은 달라붙었는데 풍선은 멀어지잖아

S72 : 아! 양털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

S73 : 양털로 하면 밀어내고 

S72 : 아니지 천으로 하면 밀어내고 

학생 A : 양털이 뭐야?

사례7-1) 학생A가 속한 소집단에서 이루어진 대화

한편, 전사 결과 교사의 설명에 대한 집중도는 낮았지만 소집단 활동

에서 평소보다 발언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A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유형을 분석 결과는 표 4-9에 정리하였다. 학생 A의 유형별

발언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M1 유형의 발언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사 과정에서도 눈에 띈 특징으로 학생 A는 탐구 문

제에 대해 소집단 토론이 이뤄지는 동안 학습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질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활동지와 실험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에

적극성을 보였던 점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사례7-2는 학생 A가 소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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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어난 대화 중 활동지 작성에 적극성을 보였을 때이다.

또 다른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 B는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소집

단에 속해있었다. 학생 B는 담임교사와의 면담에 의하면 1학년 때는 과

학부장을 맡는 등 적극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학생이었지만, 초등학교의

학습 난이도에 비해 급격히 어려워진 중학교 학습 수준 때문에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다. 과학 교사인 본인이 판단하였을 때도 1학

년 때에 비해 수업에 대한 적극성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였다. 교사의

설명에 집중을 하지만 문제를 풀거나 소집단 토론 활동 시 자신의 의견

을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전사 결과 평소보다 소집단 활동에

서 발언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 B의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별 빈도수의 비율을 보면 학생 A와 마찬가지로 M1 유형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 A보다는 주도적으로 소집단

활동을 이끌어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학습 내용 관련 토론에도 적극적

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소집단의 전체 발언 중 학생 B의 발언 비율이

30.15%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유형별 비율을 보면 M1 외에도 관

S73 : 우리 찍어야 돼 찍어야 돼 

S72 : 이 불이 아니잖아. 

S73 : 이 불이야. 이 불. 

학생 A : 찍어? 불 켜. 

S73 : 이 불 맞지? 

S72 : 잠깐만 

학생 A : 카톡방에 올려? 

S72 : 아니 

S73 : 그 문서에다가 

학생 A : 문서에다가 올려?

사례7-2) 학생A가 속한 소집단에서 이루어진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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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측정, 수행 결과에 대한 단순한 진술 유형인 R3와 단순한 설명 유형

인 I1 유형의 비율이 높은 편인 점에도 드러나 있다.

학생 C의 경우 학업을 제외한 학교 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학생이다.

사전 개념 수준이 하위 수준인 학생 A와 B와 달리 중하위 수준이지만,

평소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거나 조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다. 그러나

전사 결과 이전 수업에서보다 참여도가 높아진 양상을 보여 개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학생 A, B, C의 소집단 내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을 표 4-9과 같이 정

리하였다. 세 학생 모두 구체적이고 정교한 설명을 하는 유형인 I2 비율

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 A, B는 운영 유형인 M1의 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생 A, B보다 사전 개념 수준이 다소 높은 학생

C는 소집단 내 발언 비율이 13.85 %로 낮지만 R3와 I1의 비율이 학생

A, B 보다 높은 점도 특징적이다.

학생 B : 뭐라고 써야 돼?

S81 :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S82 : 풍선이랑 머리카락이랑... 

학생 B : 풍선이랑 머리카락을 비볐을 때 머리카락의 (–)전하가 

      풍선 쪽으로 가니까

S81 : 풍선이 (+)전하야?

학생 B : 풍선이 (–)전하겠지. (-)를 가져갔으니까 풍선이

S83 : 뭐지? 어떻게 쓰지? 

학생 B : 관찰 2번.. 머리카락에 있던 (–)전하가... (쓰는 중)

사례8) 학생 B가 속한 소집단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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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학생 A 학생 B 학생 C

소집단 내 
발언 비율(%)

18.79 30.15 13.85

Q1 3.08 10.75 8.89

Q2 1.54 3.23 0.00

Q3 3.08 5.38 6.67

R1 13.85 6.45 11.11

R2 9.23 3.23 4.44

R3 6.15 17.20 20.00

I1 3.08 16.13 26.67

I2 1.54 0.00 0.00

I3 6.15 6.45 6.67

E1 1.54 3.23 2.22

E2 0.00 1.08 2.22

E3 0.00 0.00 0.00

M1 46.15 25.81 8.89

M2 4.62 1.08 2.22

표 4-9 학생 A, B, C의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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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사전 개념 중하위 수준 학생과의 면담 결과

학생 A, B, C의 수업 참여 동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면담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면담 참여 의사를 묻자 학생 A는 거부하였고, 학생

B, C 만 동의하였기에 두 명의 학생과 각각 유선으로 면담을 하였다.

종이 활동지와 실험 보고서를 가지고 수업할 때에 비해 두 학생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묻자 두 학생 모두 스마트폰으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함을 그 이유로 꼽았고, 학생 B는 소집단 활동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꼈다고도 답하였다.

학생 B: 모둠활동이니까 다 같이 해야 되니까 뭐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어렵기도 하고, 생소하니까 그랬는데 

하다보니까 그래도 종이는 막 바쁘게 받아 적고 하는거보다 

폰으로 편하게 타자치면서 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랬던 거 같

아요. 다른 애들도 맨날 쓰는 거니까 괜찮아하지 않았나...

학생 C: 핸드폰으로 하는 거잖아요. 평소에 자주 사용했던 핸드폰

으로 하니까 새롭기도 하고 친근감도 있어서 뭔가 종이로 하

는 것보다 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잘 됐던 거 같아요. 

타자가 더 편하고 하니까...(생략) 제일 최고 장점은 시간인거 

같고. 그리고 편리하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핸드폰에 기록해 

놓잖아요. 그 기록해 놓은 거를 실험에 몰랐던 거 바로바로 쉽

게 보고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던 거 같아요. 저희가 기록해 

놓은걸 쉽게 볼 수 있으니까

특히 과학 실험 수업에서 종이 실험 보고서 대신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으로 실험 데이터와 결론 등을 기록하도록 한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필기하는 것보다 시간 절약이 되어 실험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는

장점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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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B: 폰으로 하는 게 더 좋았어요. 종이 쓰다 보면 사람마다 

쓰는 속도가 다르니까 타자도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긴 한데 속도감도 더 나고 종이 낭비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 C: 종이로 했을 때는 쓰는 게 불편하고, 핸드폰으로 할 때는 

안보고 쳐도 쓸 수 있으니까, 쓰는 거보다 실험하는 데 집중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두 학생 모두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의 단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수업에 관련되지 않은 것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그로 인한 학

생의 집중력 저하를 꼽았다. 실제로 녹음된 내용 중 소집단 내 한 학생

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SNS를 하여 다른 학생이 제지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몇 회 관찰되기도 하였다.

학생 B: 핸드폰으로 하니까 말 안 듣는 애들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 C: 딱히 그거에 대한 단점은 없는 거 같고, 애들이 핸드폰을 

하다가 다른 걸로 많이 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도 인식하고 있듯이 스마트폰이 수업 시간에 오

용될 경우 오히려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더 면학 분위기를 해칠 가능성

이 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부작용은 수업 시간에는 학교 Wi-fi 망에

접속하도록 하여 유저가 학습에 관련 없는 인터넷 서핑이나 게임에의 접

속을 차단하는 앱 등을 개발 적용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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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분석

연구자 본인이 두 방법으로 동일한 주제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녹음된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을 조사하였다. 공동 작성 클라우

드 앱 활용 수업에서는 운영 발문을 제외한 발문 3유형의 총 횟수가 피

드백 총 횟수보다 더 적었고, 일반 수업에서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교사는 발문보다는 피드

백을 더 자주 제시하고, 일반 수업에서는 발문을 더 자주하는 경향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통계 분석 결과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는 확인적 피드백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일반 수업에서

는 수렴적 발문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실제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교사는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의 실시간 공유 기능을 통해 학생이 소집단 토론 결과를 바

탕으로 작성한 답변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업로드 된 실험 수행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교사는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오개념과 실험 방법 상 오류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교정적, 정교화 피드백을 자주 제시하였다. 반면 일반 수업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렴적 발문을 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 이때 교사가 정답을 말하는 소수의 학생들의 답

변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문답에 소외된 학생들이 가진 오개

념이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교사

는 특정 소집단에 대한 피드백을 전체와 공유하였고, 일반 수업에서 교

사는 특정 소집단에 대한 피드백을 전체 학생과 공유하지는 않았다. 이

러한 상호작용의 특징으로 인해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교

사의 발문보다 피드백의 횟수가 더 많고, 일반수업에서는 피드백 보다

발문의 횟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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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론으로 도출된 지식을 교사가 학생에게 탐구과정의 형태를 빌

어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형태의 실험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

을 표현한 후 이에 대한 피드백과 반성, 그리고 수정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양희선 등, 2016; Berry et al., 1999). 그러나 Vygotsky(1978)의

발달 심리 이론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일상적 경험에 의해

구성된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드러내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사고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교사와 동료와 함께 의미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최경희 등, 2004; Vygotsky, 1978).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

업에서 학생들은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과 답변을 공유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자신 또는 소집단의 생각을 타인에게 드러내게 된다. 교사는

학생이 옳은 답을 적었을 때는 칭찬으로 정서적 피드백을, 틀린 답을 적

었을 때는 교정적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된 학생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자 자신이 기

존에 가지고 있었던 선행 지식 혹은 사고방식 즉, 인지구조를 변화시켜

자신의 답을 수정한다. Ausubel(1963)은 유의미 학습이란 새로운 명제가

기존에 있던 명제를 연장, 정교화, 수정하며 기존의 인지구조와 일체화

되는 포섭 과정을 통해 인지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학생

의 기존 명제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주입식 수업과 달리 공동작성 클라

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입력한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가진 기존의 명제를 파악하고, 이 중 틀린 부분을 변화시키며

수업을 진행하였으므로 학생의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

다.

일반 강의식 수업에서와 달리 학생의 주도적인 참여의 비율이 높은 과

학 실험수업에서는 실험 설계나 수행 상의 오류가 학생의 올바른 학습을

방해할 수 있기에 수업 중 올바른 피드백이 제시되어야 한다(박종찬,

2009)는 주장에 비추어볼 때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은 학생이 작성한 실

험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피드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 수업

뿐만 아니라 실험 수업에서 효과적인 교수학습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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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편,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교사가 제시한 확인적,

교정적 피드백이 오히려 학생들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본인 탐구 활동

에 대한 평가와 반성의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재질문이나 추가질문의 형태로 정교화 피드백을 제시하여

오류에 대해 성찰해보도록 한다면 학생의 메타인지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2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과 일반 수업에 참여한 학생-학생의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결과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이나

스마트폰의 작동, 활동지의 작성 등 학습 활동의 운영 대한 대화가 더

자주 일어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언어적 상호작용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학생들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업로드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다양한 의견과 산출

물이 공유 가능한 탐구 주제를 선정하여 사진과 동영상 공유 행위의 교

육적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 수업에서와 달리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수업에서는 쉽게

다른 소집단의 활동지와 종이 보고서를 보고 자신의 답을 수정하는 모습

이 나타났다.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을 통한 소집단 간 의견과 답의 공유

는 동료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학생들

은 모르는 내용에 대해 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모인 소집단의 의견이나

답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교사는 발

산적 사고를 유도하는 질문을 제시하여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을 통해 학

생 간 반성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셋째, 기존 수업에서와 달리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눈

에 띄게 수업 참여도가 향상된 사전 개념 수준이 낮은 세 학생들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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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두 학생은 M1 유형의 발언 비율이 특

히 높았다. 이들의 발언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학습 내용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업로드하거나, 공동작성 클라

우드 앱 활동지 작성 과정에서 많은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개념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는 행위’에 적극성을

보인 점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행동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전략에

대한 학습자 주체성의 발현은 다양한 모바일 활동 유형에서 나타났지만,

특히 자료 수집 유형의 모바일 활동과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었다(김효준

과 송진웅, 2020)고 밝힌 선행 연구의 주장과 일치한다. 분석 대상 학생

들은 교사의 요구에 의해 하게 된 행동이지만, 소집단 내 타 학생에게

미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면담 학생들은 수업 중 스마트폰이 오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교수학습에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은 양날의 검처럼 여겨져 왔다. 그

러나 이러한 부작용 요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오용 가능성 때문에

활용 자체를 배제한다면 그것이 가져올 효과를 누릴 기회를 놓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폰 오용을 막기 위해

시스템 보완을 통해 에듀테크의 학교 현장 도입 및 정착을 도와야할 것

이다. 또한 학교가 형식적으로만 실시해왔던 기존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

육이 아닌, 조금 더 실질적이고 현실을 반영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실시되어야할 것이다.

분석 대상이 된 세 학생 중 면담에 응한 두 명의 학생과의 면담 결과

기존 수업 대비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가장 대표적인 동기

를 스마트폰과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이 편리하기 때문으로 꼽았다.

학생의 답변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일상 속에서 활용하는 스마트폰에 대

한 익숙함이 수업 내에서 스마트폰을 교수학습 도구로 쓰게 되었을 때

학생의 수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 조민진(2017)의

선행연구에서 이와 유사한 현상을 경험한 교사는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 106 -

‘학생들은 아날로그적 대화보다 디지털적 대화를 더 선호하며, 안타깝지

만 요즘 학생들의 방식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학생의 수업 참여는 내적 요인, 교사의 지도방식, 수업의 형태 등 다양

한 변인에 영향을 받으므로(차민정 등, 2010) 학생이 느낀 스마트폰과 디

지털 대화의 편리함만으로 연구Ⅰ에서 나타난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또한 그것만을 수업 참여 동인으로 삼는다면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의 효

과성에 대한 기대는 낮아진다. 따라서 더 다양한 교수자 및 학습자의 공

동작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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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Ⅱ: 온라인 과학 수업에서

학생의 수업참여 도구로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경험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조사

1. 서론

코로나 19의 전파는 급격한 온라인 체제로의 전환을 불러왔고, 교육 또한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4월 6일에 전격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고 학교 재량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비대면 원격수업을 하게

되었다.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 이후 효과성에 대한 많은 의문과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등교수업의 공백은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불러일으켰고(MBC

뉴스 2021.3.10.) 학력평가 결과 모든 학년에서 성취도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매일경제 2021.3.8.). 특히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

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다(기호일보 2021.3.12.). 특히 쌍방향 소통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식 전달 위주의 동영상 컨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

에서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어 학생에게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주기(권

성연, 2020) 때문에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학습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

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생이 한 공간에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비롯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방적인 학습 내용이 전달이 아닌 학생이 지속적

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교수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을 고안하고,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상호작용 플랫폼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요구된다(김병희 등, 2021)

전염병 사태가 진정 되면서 다시 대면수업 체제로 전환이 되었지만, 온라

인 수업에 대한 경험은 더 이상 교육의 공간을 교실 안으로 한정 짓지 않아

도 된다는 발상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학교와 교사 또한 온라인 수업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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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동안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교사들은 대면 수업에

비해 거리감과 실재감이 떨어지는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도와 학습

효과를 높이고자 새로운 수업 전략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앞 서 실시된 사전

연구에서 10명의 과학 교사가 온라인 수업에서 다양한 클라우드 앱을 7가지

유형으로 활용하였음을 밝혔고, 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클라우드

앱을 수업 내에서 학생 참여 도구로 활용한 교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

며, 이를 통해 교사가 클라우드 앱이라는 교수학습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

냐에 따라 만족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Ⅱ에서는 클라우드 앱을

수업 내에서 학생 참여 도구로 활용한 교사와 그러한 수업을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앱 활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교수학습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클라우드 앱이 구성원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학생의 협력 학습을 위한 도

구로 유용함을 언급하였다. 교사를 대상으로한 클라우드 앱 활용 경험에 대

한 인식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교사들은 교수학습에 클라우드 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경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온라인 수업 내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학습 자료를 수집하여 실제로 어떻게 클라우드 앱을 수업 내

에서 활용하였는지 알아본다. 또한 관련 경험에 대한 인식을 면담을 통해

조사하고 교수자 입장에서 클라우드 앱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수업 내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경험해 본 학생

들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학습자 입장에서 클라우드 앱의 효과

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학생 인식 조사를 통해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 설계 시 학습자 입장에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어떤 것이 있는

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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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참여자

2.1.1 교사의 인식 조사

사전 연구에 참여했던 교사 10명 중 클라우드 앱을 과제 수합과 평가

의 용도 외에 수업 내에서 학생 참여 도구로 활용한 경험이 있는 교사 5

명만을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실제 수

업에서 활용하였던 교수학습자료를 수집하고, 수업 경험에 대한 구체적

인 인식을 묻는 면담을 실시하였다. 5명 교사들이 수업 내에서 클라우드

앱 활용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는 사전 연구에서 설문에 답한 내용을 바

탕으로 알 수 있었다. 표 5-1은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정보이

다.

참여자 구별 기호 경력 학교급 전공

A 10 중학교 화학교육

D 10 고등학교 물리교육

G 29 중학교 물리교육

H 8 고등학교 물리교육

I 3 초등학교 초등교육

표 5-1 연구 참여자 정보

2.1.2 학생의 인식 조사

학생의 인식 조사는 모 영재고 1학년 재학생 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모 영재고는 전국이 온라인 수업 체제로 전환된 직후 화상 대화

앱과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실시한 학교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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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에 부합하였다. 학생의 성별 구성은 남학생 65명, 여학생 12명

으로 남학생의 비율이 더 높다. 설문조사 이후 설문조사에 참여한 1학년

학생 대상으로 클라우드 앱 활용 경험에 대한 인식 조사 면담 참여자를

모집함을 공고하였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2명의 학생을 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2 연구 절차

2.2.1 교사의 인식 조사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 주제 및 계획을 수립한 후 2020년

11월에 인터넷 교사 카페와 연구자 본인의 지인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클라우드 앱 활용 과학 수업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

기 위해 2020년 12월 중 수업에서 활용하였던 교수학습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교수학습 자료는 수업 지도안, 활동지, 학생 과제 등이며 참여자가

제공한 종류는 각각 달랐다. 수집된 교수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개방형 질문

지를 작성한 후, 2021년 1월 중 구글 설문지 앱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

된 서술식 답변을 정리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클라우드 앱 활용 유형과 활용

경험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파악하였다. 2020년 2월과 3월

에 걸쳐 설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면담 질문을 구성한 후 면담을 실시하

였다. 면담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에 일대일로 이루어졌으며 대면 또는

유선으로 실시하였다.

2.2.2 학생의 인식 조사

2020년 10월경 설문과 면담을 실시할 학교를 섭외하였다. 연구자 본인이

속한 대학원 연구실 소속 석사 과정 재학 중인 한 영재고의 교사를 통해 1학

년 학생들을 섭외하였다. 2020학년도 겨울방학 전까지 실시한 온라인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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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2021년 1월 중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의 분석 후

2021년 2월 중 면담 대상자를 섭외하였다. 면담 참여 의사를 밝힌 영재고

1학년 학생 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Ⅱ의 절차는 그림

5-1과 같다.

교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 분석

교사, 학생 모집 및 선정

면담 대상자 5명 선정

면담

교수학습자료 수집

결과 정리

연구 설계

선행연구 검토

연구 문제 설정

면담 대상자 2명 선정

면담

학생 인식 설문조사

결과 분석

그림 5-1 연구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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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3.1 교사의 교수학습 자료 및 인식 조사

사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5명의 본 연구 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구 참여

자들이 수업에서 활용하였던 교수학습 자료를 수집하여 클라우드 앱 활용

과학 수업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교수학습 자료는 수업

지도안, 활동지, 학생 과제 등이며 참여자가 제공한 종류는 각각 달랐다. 또

한 연구 참여자의 클라우드 앱 활용 과학 교수학습에 대한 경험 세계를 탐구

하기 위해 면담을 실시하고 내용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교사인 참여자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면담 질문 제작 시 사전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을 통해 얻지 못한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

고자 하였다. 이때 참여자가 제공한 교수학습 자료를 참고하여 참여자마다

질문을 조금씩 달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질문지는 참여자가 제공한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항과 실제 수업 시간에 일어났던 일을 묻는

문항, 참여자의 설문에 대한 답변 중 애매한 표현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문

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와 기본적으로 1회의 면담을 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추가로 면담을 실시한 참여자도 있었다. 사전 연구의 설문 결과에서

도출된 내용과 면담 결과 도출된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일치하지 않는 부분

이 있을 때 추가 면담에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연구참여자의 인식을 명확

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담 시 녹음에 대한 양해를 먼저 구한 후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녹음된

면담을 전사한 후 반복적 비교 분석에 의하여 면담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전사 기록을 읽으며 연구참여자들의 클라우드 앱 활용 경험과 인식에 대한

의미 단위를 추출하고 분류하는 코딩 작업을 하였다. 이어 코딩된 자료를

분류하고 의미 단위를 범주화하고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 이때 범주

화 된 의미 단위를 반복적으로 비교하여 중복되는 범주를 하나로 묶거나 차

이가 있는 의미 단위들을 분리하여 새롭게 범주화하는 등의 귀납적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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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쳤다. 범주 확인을 위해 각 연구참여자가 제공한 원자료인 교수학습 자료

와 면담 전사 기록을 비교하여 연구자 본인이 원자료를 제대로 해석하였는

지와 범주가 잘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 및 면담 결과

에 비추어 연구자가 정리한 내용과 범주들이 타당한지를 연구참여자인 현직

교사 1인(석사 학위 이상)에게 피드백 받았다. 현직 교사와의 논의를 통해

면담 결과를 직접 인용하는 양을 줄이고 면담 결과에서 추출한 의미 단위,

범주, 주제를 표로 종합하여 제시하는 등 연구 결과의 서술 방식을 수정하였

다.

2.3.2 학생의 인식 조사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 활용 경험에 대

한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설문 도구 중 선택형 문항 제작

시 Keller(2010)의 과목흥미검사(Course Interest Survey, 이하 CIS)를

참고하였다. CIS는 기대-가치이론, 사회학습이론, 자기결정이론, 행동주

의이론 등을 통합해 학습동기를 주의집중(A), 관련성(R), 자신감(C), 만

족감(S)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조화한 ARCS 동기모델을 기반으로 만들

어진 검사 도구이다. 이는 국내 다수의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로 학

생들의 ‘특정교과’ 에 대한 동기를 ‘4개 하위영역’에서 고르게 측정하므로

위험군 학생의 개인내 차와 다양한 동기 문제를 반영한다(민수진, 2015).

1차로 제작한 학생 인식 설문조사지는 CIS 문항 중 17개의 선택형 문

항을 번역하여 삽입하고, 3개의 서술형 문항을 더하여 총 20개의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제작된 설문지에 대해 과학교육전문가 1인, 현직과학교사

2인(박사 1인, 석사 1인) 및 연구자 본인으로 구성된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였다. 세미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중복 문항을 삭제하고, 연구 목적

에 맞게 표현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2차 설문조사지는 10개의 선택형 문

항과 3개의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정된 설문지 대해 한 번 더

세미나의 토론을 거쳐 표현을 다듬었다. 이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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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속한 영재고 재직 교사 1인에게 설문조사의 문항이 영재고의 온

라인 수업 운영 상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기에 적정

한지를 검토 받았다. 그 결과 표 5-2과 같이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의 활용이 참여자의 흥미, 동기, 상호작용 등에 미친 영향을 묻는 선택

형문항과 이 외에 장점, 단점 및 자신의 경험을 묻는 서술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

번호
주제 설문 내용

1
주의

집중(A)

·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접했을 때 나의 주의

를 집중시킬만한 흥미로운 점이 있었다.

2
·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기 전보다 활

용 시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향상되었다.

8 관련성(R)
·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기 전보다 활

용 후 더욱 수업에 활발히 참여하게 되었다.

7

자신감(C)

· 수업에 활용된 클라우드 앱을 다루는 것은 어렵다.

3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기 전보다 활용

시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다.

9

만족감(S)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기 전보다 활용

후에 수업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졌다.

10
·대면 수업에서도 클라우드 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4

상호작용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기 전보다 활용

시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했다.

5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기 전보·다 활

용 시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했다.

6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기 전보다 활용

시 교사의 피드백이 증가했다.

표 5-2 학생의 클라우드 앱 활용 인식 설문조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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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응답이 종료된 후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 활용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자 반구조화 된 1:1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 참여자 모집을 홍

보하였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2명의 지원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면담 참여자(이하 학생 D, E로 칭함) 모두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2020년 4월부터 온라인 수업을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2021

년에 들어서는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면담을 실행하기

전 학생 D, E에게 연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면담 질문은 참여자가 온라인 수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활용하였을 때 만족/불만족했는지, 개선

을 바라는 부분 등으로 구성하였다. 학생 D, E와 유선으로 각각 10-15분

정도 면담을 하였고, 면담 시작 전 녹음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면담 내

용을 녹음하였다. 1차 면담 이후 진술이 애매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문

은 문자 메시지로 문답을 주고받았다.

면담 결과 분석은 크게 두 과정을 거쳤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

한 온라인 수업 중 클라우드 앱의 활용 유형을 사전 연구에서 조사한 클

라우드 앱 활용 교수학습의 유형에 비추어 분류하였다. 이어 교수학습에

클라우드 앱을 활용할 때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 참여자가 겪은 어려움,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질문별로 참여자의 답변을 정리하고 되도록 연구

자의 재해석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연구의 신뢰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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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교수학습 자료 분석 결과

3.1.1 학생 중심 수업의 설계

교육부(2020a)에서 정의한 원격수업의 유형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으로 구분된다. 교육부

(2020b)가 실제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수업 방식을 조사한 결과

높은 비율로 교사가 학습 관련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학생들이 그것

을 보고 학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콘텐

츠는 교사가 자체 제작하기도 하였지만, 민간자료와 EBS강의를 활용하

는 비율도 높았다. 그러나 세 가지 온라인 수업 유형 중 학생들은 실시

간 쌍방향 수업과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을 선호한다(최형미와 이동국,

2020; 계보경 등, 2020). 이는 지식 전달 위주의 동영상 컨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어 학생에게 단조로움과 지

루함을 주기(권성연, 2020) 때문이다. 영상 시청 수업은 교사가 일방적으

로 내용을 설명하는 강의식 수업과 다를 바 없으며, 학생이 수업의 중심

에 놓이기 어렵다.

연구Ⅱ 참여자 5명의 교수학습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학생들

의 참여가 바탕이 되는 활동이 수업 내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참여자들은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학생의 수업 참여를 시각화하고,

수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였다. 참여자 G는 중학교에 재직 중인 수석

교사로 다양한 온라인 과학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를 개발하여 블로그에

올리고 있었다. 참여자 G는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본인이 속한 학교

교사들에게 온라인 수업 방법, 새로운 도구 등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고

그림 5-2와 같은 수업 지도안을 짜서 공유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G의

수업지도안을 살펴보면 패들렛, 구글 프레젠테이션, 채팅을 활용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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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수업 시간 동안 학생이 주도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어지도록 계획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2 참여자 G의 온라인 수업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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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실험 수업에 활용

본 연구의 참여자 5명 중 3명은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실험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의 측정

앱, 가정에서 구할 수 있는 도구,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실험을 수행

하고 데이터를 얻은 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결과와 분석 내용을 공유

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참여자 D는 온라인 수업 실시 전부터 실

험 수업에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과학고

에서 근무하고 있는 참여자 D는 소집단별로 스마트폰 센서 앱을 활용하

여 서로 다른 초기 조건에서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험을 수행하

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그림 5-3과 같이 각 소집단에서 얻은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365로 만든 실험 보고서의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하

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데이터가 입력될 때

마다 그래프가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학생들은 본인이

속한 소집단 데이터와 다른 소집단이 얻은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탐구

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 수가 증가하므로 오차의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학생들은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협력적 실험 방식을 통

해 여러 번 측정하지 않고도 쉽고 빠르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과학 법칙을 확인하는 귀납적 실험을 할 수 있다(Bonham, 2011).

참여자 G와 참여자 I는 학생들에게 Java로 구현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해보도록 하고 여기서 초기 조건이 다른 데이터를 얻어 분석하도록 하였

다. 중학교에 근무 중인 참여자 G는 학생들이 용수철 길이와 탄성력의

크기 사이를 알아보는 실험을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구글 문서에 자신의 예상을 써 토론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참여자 I는

실험실에서 하기 어려운 광학 실험을 시뮬레이션으로 해보게 하고, 이중

슬릿실험 데이터를 얻어 구글 문서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도록 하

였다. 시뮬레이션은 학습자의 조작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자료가 제시되

는 상호작용적 콘텐츠로, 개인 교사(tutor)처럼 학습자에게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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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 수준별 학습을 가능하게 해준다(이창윤 등,

2018; Chen et al., 2014; Quintana et al., 2009). 실험 수업에 시뮬레이션

을 활용한 것은 비대면 환경에서 실험 수업을 위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해볼 수 없는 변인 통제와 실험 수행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시도라고 판단된다.

참여자들이 실시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비대면 실험은 학생들이 스

마트폰 센서 앱을 활용한 실험과 시뮬레이션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

석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일반적인 실험에서 학생들이 실험

도구를 세팅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얻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려

자료 분석, 결론 도출, 일반화 과정에 긴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점과

대조된다. 이는 양일호 등(2006)이 제안한 한 차시 수업 내에서 과학 탐

구의 특정 단계를 선택·집중하여 과학적 사고를 훈련시킬 수 있는 실험

수업의 모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온

라인 과학실험은 학생이 자료 분석, 결론 도출, 일반화와 같은 탐구과정

을 집중적으로 경험하고, 정보처리역량을 기를 수 있는 새로운 실험 수

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3 참여자 D의 학생 실험데이터 정리 스프레드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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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참여자 G의 탄성력 측정 수업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실험 보고서

그림 5-5 참여자 I의 시뮬레이션 자료(좌)와 학생 실험 보고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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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면담 내용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을 분석한 결과 14개의 범주와 4개의 주제가 도

출되었다. 이를 표 5-3에 정리하였다.

주제 범주 의미 단위

교수학습의

질 향상

교사의 노력

-교육과정에 더 신경 씀

-온라인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의자료

개발에 좀 더 집중

-프로젝트 수업 도입

학습 진단 기회

증가

-개별적 생각이나 이해도를 바로 점검함

-개별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많아짐

-생각을 드러내도록 하는 데 좋음

-개별 과제를 더 자세하게 보게 됨

수업 참여도

향상

-학기 말이 될수록 수업 이수율이 떨어졌는데

도입 이후 반응 좋아짐

-시뮬레이션 실험 과제에 모든 학생 성실히 참여

-상호작용 많아짐

-교과서 찾아보며 문제 품

교수학습을

돕는 유용한

기능

동시성

-여러 명이 동시적인 참여가 가능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음

-동시접속 시켜 빙고 게임

기록과 저장

-과제 제출 시간이 기록

-기록이 계속 남아 있어 언제든 들어와서 참고

할 수 있음

-학습 과정 누적

자료 기반 -실험 시 디지털 데이터로 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표 5-3 온라인 수업 내에서 클라우드 앱 활용 경험에 대한 의미 단위, 범주와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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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실험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기 쉬웠음

-학생 및 학급 간 성취도 비교 편리

-구글 문서 교사와 학생 생각 비교 쉬움

피드백제시에

유용함

학생 피드백

증가

-학생과 학생 사이 또는 여러 학생이 동시 피드백

가능함

피드백 횟수

증가

-시공간 제약 없이 피드백

-과제 수합에 드는 시간을 절약하고 피드백하는

시간 늘어남

피드백 질

향상

-풍부한 미디어 자료와 함께 피드백 가능

-원시 자료 등의 링크를 제공하며 피드백 가능

과학교수학습

에 특화되지

않음

과학 교수

학습의 특성

-과학 수업 시 직접 관찰하고 조작해야 하는

활동이 많음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는 실험·실습이 어려움

과학 실험에

서의 활용성
-실험데이터의 수집, 공유 및 처리 작업이 편리함

참고 자료 부

족
-과학 교수학습에 적합한 활용 방법을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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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교수학습의 질 향상

가. 교사의 노력

면담 결과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 참여도구로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교사들은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의 도입과 도구의 활용을 통해 온라인 수

업의 질을 높이고자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 A : 온라인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의자료 개발

에 더 집중하게 됐고, 기존에 사용하던 걸 재구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중학교 과학 교사인 참여자 A는 자신의 수업에서 방탈출 게임 방식으

로 형성평가 문항을 개발 및 실시하였고,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

였다고 밝혔다.

그림 5-6 참여자 A의 구글 설문지로 제작된 방탈출식 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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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2020)은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방탈출 게임 방식의 형성평가는

만들어진 문제를 공유하기 쉽고, 가져다가 수정하기도 쉽기 때문에 자연

스럽게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고, 공동제작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실제

로 참여자 A는 방탈출 게임 방식으로 제작된 형성평가지를 여러 교사들

이 공유한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하여 본인의 수업에 적용해보았

다고 하였다. 공유 사이트에서 다른 교사들이 제작한 문제를 보며 자극

을 받아 평가 문제 개발에 대한 의욕이 생겼다고도 하였다.

한편 온라인 수업 체제가 되어 클라우드 앱으로 학습 자료를 공유하게

되면서 기존의 학습 자료를 스캔하거나 타이핑하는 등의 디지털화 작업

이 필요했다. 또한 교수학습 과정에 학생들이 주축이 되는 활동이 많아

지면서 그만큼 교사가 살펴봐야 하는 산출물의 양이 증가하였다. 결국

교사는 온라인 수업에 적합한 교수학습을 설계하고, 학생의 학습 결과물

을 검토하고 피드백 해야 하는 등 업무가 가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나. 학생 학습 진단 기회 증가

원격 기기를 활용한 교육은 교육의 실시와 동시에 결과를 바로 집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업 결손을 확인하고 교수학습 방

향을 개선하는 형성평가의 특징을 구현하기에 유용하다(곽형석과 신영

준, 2014). 본 연구 참여자들 역시 클라우드 앱으로 얻은 학생의 답변을

바탕으로 개별 학생의 이해도 및 성취도를 파악하고 이를 상대적으로 비

교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A : 구글 설문지로 퀴즈를 풀게 했는데 학생 답의 통계를 

내보고 오답 비율이 높은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과 다시 공

유하면서 수업 내용을 다시 복습해볼 수 있는 게 좋았어요. 

또 개별 학생의 답이 다 뜨니까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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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게 좋고 그걸 전체와 공유할 수도 있구요.

참여자 G : 학생 한 명 한 명 과제를 더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개별 생각이나 이해도를 바로 점검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

으니까 참여와 성취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됐어요.

참여자 D : 다른 학생의 실험 보고서를 베껴서 제출하는 경우가 

없어졌고, 이로 인해서 각 학생들이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

하고 있는지 더 알기 쉬워졌어요. 

다. 학생 수업 참여도 향상

온라인 수업에서 화상채팅 앱만을 활용하면 1:1 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1:N 소통 시 소란스러워지게 된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의 수업 참여를 유도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몇몇 참여자는

클라우드 앱에 수업 전에 만들어둔 학습지나 활동지를 업로드하고 학생

들이 수업을 들으며 그것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진 후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 페들렛, 멘티미터 등으로 학생들의 응

답을 수집하기도 하였다.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는 말, 채팅 또는 댓

글로 소통이 가능했으며 더 나아가 자료 기반 상호작용이 가능했다.

참여자 A : 듣기만 하다가 쓰게 하고 문제를 풀게 하니 참여도가 

높아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퀴즈를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책을 찾아보

면서 문제를 풀더라구요. 온라인 수업이 좀 루즈하게 돌아

가는데 학생들도 누군가 끌어주길 바랐던 거 같아요.

참여자 H :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 비중이 

높았어요. 마이크나 채팅만으로 20명 이상의 아이들이 동시 

소통하기가 어려워서요. 앱을 사용하고 나서 아이들 참여가 

높아졌고 직접 활동을 해야하니까 수업에 계속 집중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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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었어요.

그림 5-7 참여자 H의 띵커벨을 활용한 퀴즈와 토론 진행 화면

참여자들은 퀴즈나 게임을 위한 앱들도 수업에서 학생의 흥미와 집중

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수업 중 학습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

용할 가능성이 높아 등교 시 스마트폰을 제출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던 바로 조민진(2017)의 연구에 참여한 교

사들은 ‘학교 교칙에 의해 스마트폰 소지가 금지되므로 스마트기기 활용

교수학습이 실제 수업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교육

부에서 추진 중인 교육용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완료되거나 학생의 수업

참여 용도 외 스마트폰 활용을 제한하게 하는 앱 개발 및 적용이 되면

클라우드 앱의 교수학습 도구로서의 활용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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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교수학습을 돕는 유용한 기능

가. 동시성

기존 대면 수업에서는 학습 자료에 대해 설명하거나 발표하기 위해서

는 교실 전면에 배치된 커다란 화면에 자료를 띄워야만 했다. 시각화 도

구로 오래전에는 OHP, 실물화상기가 활용되었고 그 이후에는 프로젝터,

브라운관 TV 오늘날에는 LED TV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학

생 개인이 소지한 스마트폰 화면으로 공유된 자료를 보면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교사 또는 발표자가 조작하는 화면을 수동적으로 바

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보고 싶은 부분을 확대해서

보거나 모르는 부분은 검색을 해보는 등의 자기주도적인 행위가 가능하

다.

클라우드 앱을 도입하기 전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 교사들은 화상 대화

앱을 기반으로 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화상 대화 앱에는 화면 공유 기

능이 있으나 발표자의 화면을 송출할 뿐이며, 타 사용자는 화면에 조작

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면 누구든지 기록이 가

능하며 그것이 실시간으로 여러 명이 함께 보는 화면에 시각화 된다. 참

여자들은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여러 학생이 동시에 작업 화면을 보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 것으로 나

타났다.

참여자 H : 패들렛, 멘티미터, 띵커벨을 사용할 때는 아이들이 동

시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요.

참여자 I : 동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상호 공유가 쉬워서 계속 활

용할 생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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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록과 저장

클라우드 앱에서는 사용자가 작성한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정보와

작성 시각 등도 자동으로 기록된다.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면 학생의

학습 과정이 누적되는 효과가 있다. 참여자들은 클라우드 앱의 기록과

동시에 저장되는 기능을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참여자 H : 기록이 계속 남아 있어 언제든 들어와서 참고할 수 있

어요. 쌍방향 수업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끝나면 접속할 

수 없는데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면 언제든 다시 들어와서 

확인이 가능해요.

참여자 I : 과제 제출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마감 기한 

내 제출 관리하기가 편리해졌어요.

다. 자료 기반 평가

사전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많은 참여자들은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전 연구에만 참

여한 참여자 5인은 과제나 활동지를 수합하여 평가에 활용한 것과 달리

연구Ⅱ 참여자 5인은 수업 내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과정중심평가를

실천하고 있었다.

과거 평가의 목적이 성취도를 측정하여 순위를 매기는 것이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학습 결과와 과정을 함께 고려하는 평가(교육부, 2015)를

강조하는 흐름에 따라, 대부분 지필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형성평

가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형성평가는 학습과정 속에 통합된 평가이며,

학습 향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

어지는 평가라는 학문적 정의를 고려하였을 때, 학습이 모두 끝난 후 수

업의 말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수업 중 일정한 단계마다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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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성을선 등, 2000).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이 적은 답 또는 업로드 한 사진, 동영상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

여자들은 학생의 성취도만을 파악하기 위한 단순 문제 풀이식 형성평가

가 아닌 누적된 학습 과정의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였다.

참여자 G : 구글 문서의 경우 학습자가 적은 글을 그대로 살려두

면서 학습자가 해당 부분을 블록 설정하여 보충할 수 있는 

말을 적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생각 차이를 비교하게 만

들 수 있어요. 

그림 5-8 참여자 G의 라이브워크시트 앱을 활용하여 제작한 온라인 형성평가

문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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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피드백 제시에 유용함

가. 학생 피드백의 증가

기존 수업에서는 주로 교사가 학생의 학습 결과와 산출물에 대해 피드

백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에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참여자들

은 개별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의 피드백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이 한 학

생에게 제시하는 피드백이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이는 클라우드 앱을 활

용한 학생 중심 협력 학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생의 의견이나 문제에

대한 답변 또는 소집단 산출물 등을 전체와 공유하게 되어 피드백 할 기

회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예상한다.

참여자 G : 교사와 학생 간의 피드백이기도 하지만 학생과 학생 

사이,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하여 살펴보고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나. 피드백 횟수 증가

앞서 실시된 연구Ⅰ의 결과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할 때 교사가 학생

에게 피드백을 제시하는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조사 결과

일부 참여자들은 연구Ⅰ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이해도나 생각을

파악하여 피드백을 제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였다. 면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을 때 단순 학생 대상 피드백

횟수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개별화 피드백 횟수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 D : 우리 학교에 학습 부진 학생들 몇 명 묶어서 가르치는 

수업이 있는데요. Onenote 라는 앱으로 문제를 풀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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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네들이 각자 문제를 풀면 서로는 못 보는데 교사는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문제풀이를 할 때 한 명 화면을 전

체에게 공유해서 그 화면에다가 직접 문제를 풀어주곤 해

요.

한편, 개별화 피드백이 가능한 경우는 그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였을

때 가능한 일이었다. 클라우드 앱이 수업 참여 의지가 낮은 학생 전체를

수업 안으로 이끌 수는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 H : 열의가 있는 애들은 올려놓은 걸 반복해서 보고 저한

테 질문하고 피드백을 받아가요. 그럼 의문이 해결되니까 

더 효과적인 수업이 되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에는 수업에 

참여조차 제대로 안됩니다.

다. 피드백 질 향상

온라인 수업 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할 경우 웹사이트 링크나 파일

공유가 쉬우므로 학생이 모르는 내용이나 오류에 대해 피드백할 때 자료

를 첨부하여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대면 상황일

경우 교사가 말로 피드백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보충 자료를 함께

제시하기 쉽지 않았다. 제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드백 없이 점

수로만 그 결과에 대해 평가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의 클라우드 앱 활용 방식에 따라 학생에 대한 피드백의 내용 면에

서 질적으로 향상될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G : 사진이나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서 대면으로 볼 때 말

과 글로 지도하는 것보다 훨씬 풍부한 자료로 피드백 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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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과학 교수학습에의 유용성

가. 과학 교수학습의 특성

참여자들은 클라우드 앱이 교수학습 도구로 활용되었을 때 도움이 되

는 면이 있지만, 탐구 활동이 많이 포함된 과학 교과의 특성상 학생들이

실물을 직접 관찰하고, 실험을 수행해보며 체험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클라우드 앱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고 평가

하였다. 과학 지식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클라우드 앱의 교수학습 효

과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존재하였다. 이는 클라우드 앱은 학생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교류하는 토론 활동에 많이 활용되는데 자연에서 발견

되는 과학적 사실·일반화·원리·법칙, 그 특성과 내용이 이미 널리 알려진

과학적 개념이나 이론에 관한 수업에는 적절하지 않기(조희형과 최경희,

2007) 때문으로 해석된다. 참여자의 학생의 선개념과 이해 정도를 파악

하고 의견을 수집하는 데에는 패들렛, 구글 문서 등이 활용 가능 하지만

이는 전체 수업 시간 중 다소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협력 학습 활동이 가능

하나 협력 학습 활동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과학 지식의 영역이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앱 활용 과학 교수학습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의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클라우드 앱의 활용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자 A : (클라우드 앱 활용에) 장단점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딱 과학교과에 맞는 장단점이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과학에서 필요한 탐구활동이나 실험, 실습은 사이버 상에서

는 어떻게 해도 대체되기 힘들 것 같다는 한계를 느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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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학 실험에서의 활용성

과학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의 과학 교수학습에 클라우드 앱 활

용이 갖는 장점에 대해 대부분의 참여자가 실험 수업에서 데이터의 수집

과 처리에 유용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앞 절에서 소개한 참여자들의

실제 수업에서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비대

면 실험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실험, 영상

을 활용한 실험에 클라우드 앱을 도입하면 데이터 처리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탐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참여자 G :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학생이 조작하여 실

험데이터를 얻게 하고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료 수집, 해석, 분석 활동

을 집중적으로 해볼 수 있어서 좋죠.

다. 참고 자료 부족

참여자들은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과학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교수

학습 방법을 설계하기 위해 참고할만한 자료가 거의 없음을 언급하였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온라인 교수학습에 관한 많은 연구를 실

시하고 자료를 배포하고 있지만, 과학 교과에 딱 맞는 자료는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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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생의 인식 조사 결과

모 영재고 1학년 7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쌍방향 온라인 수업

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경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및 면담 결과 다

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3.2.1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 활용에 대해 묻는 선택형 설문 조사 결

과를 표 5-4와 같이 정리하였다. 설문 결과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할 때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주의집중 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감 면에서는 타 주제에

비해 참여자 인식의 편차가 컸다. 특히 클라우드 앱을 다루는 것이 어려

운지를 묻는 문항7은 평균이 2.69(매우 어렵다:1, 어렵다:2, 보통이다:3,

어렵지 않다:4, 전혀 어렵지 않다:5)로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우

세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문항

번호
주제

설문 결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주의 집중(A)

3.82 0.68
3.91 0.68

2 4.00 0.67

8 관련성(R) 3.81 0.74 3.81 0.74

7
자신감(C)

2.69 1.10
3.26 1.11

3 3.83 0.78

9
만족감(S)

3.83 0.74
3.79 0.86

10 3.75 0.96

4

상호 작용

3.77 0.86

3.76 0.825 3.81 0.79

6 3.71 0.70

표 5-4 학생의 클라우드 앱 활용 인식에 대한 조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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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는 것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대

한 학생들의 서술식 답변에서 도출된 키워드의 횟수를 셌다. 그 결과 가

장 여러 번 장점으로 꼽힌 것은 자료 공유가 편리하다는 점이다. 이어

소통, 피드백, 자료검색, 시각화, 수업 참여, 집중도, 실험(시뮬레이션) 면

에서 장점이 있다는 답이 도출되었다.

학교와 수업에 클라우드 앱이 도입되기 전 학생들은 컴퓨팅 자료를 공

유하기 위해 e-메일을 보내거나 usb를 주고 받거나 특정 사이트에 자료

를 업·다운로드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클라우드 앱은 자료 공유의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한 학생들은 교사와의 상호

작용 및 동료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질문)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 활용의 장점?

간편한 자료 공유 14회

의사소통이 쉬움 10회

피드백이 증가함 4회

자료 검색이 편리 4회

시각화 3회

수업 참여 증가 3회

수업 집중이 잘 됨 3회

시뮬레이션 실험 수업이 가능함 3회

표 5-5 학생의 클라우드 앱 활용의 장점에 대한 인식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 활용의 단점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서 도출된 키워드의 횟수를 셌을 때 사용 방법이 어렵다는 것이 지적된

횟수가 가장 많았다. 몇몇 학생들은 교사가 클라우드 앱의 활용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수업에 활용하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적기도 하였

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고등학생이면서도 상위 인지 수준 학생들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클라우드 앱의 사용 방법을 어렵다고 지

적한 점은 주목할만하다. 초, 중, 일반 고등학교에 도입할 클라우드 앱

개발 시 현재보다 더 직관적인 UI(User Interface)로 설계 해야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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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질문)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 활용의 단점?

사용 방법이 어려움 12회

수업 집중력이 낮아짐 6회

앱의 기능적 한계 5회

표 5-6 학생의 클라우드 앱 활용의 단점에 대한 인식

3.2.2 면담 결과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면담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 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담을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

체제로 전환된 초반에는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사태

가 지속 되면서 조금씩 수업에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답하였다. 교과에

따라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는 방식은 다르며 모든 교과에서 클라우드 앱

을 과제 수합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모든 교과 수업 내에서 클라우드

앱을 학생 참여 도구로서 활용하지는 않았다. 클라우드 앱을 학생 참여

도구로서 활용해 본 경험을 물었을 때 아래와 같이 ‘의견 수집 및 공유’

를 위해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경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 D : 패들렛, 마이크로 소프트 365, 구글 드라이브, 드랍박스 

써봤는데요. 패들렛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랑 과제 공유해야

할 때 거기에 공유해 놓고 같이 토론하기도 했구요(의견 수

집 및 공유).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 준비도 되게 많

이 했었어요(학습활동 진행). 

학생 E :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하면 결과들을 패들렛에 올리고 댓글

을 달며 의견 공유를 했어요(의견 수집 및 공유). 선생님이 

주제를 제시해주면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업로드하고 제

가 작성해 놓은 걸 보고 친구들이 댓글 달아서 질문하고 답

을 하는 식으로 했어요. 구글 문서나 스프레드시트로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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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글 같은 거 공유하고 했어요(의견 수집 및 공유). 지금 

대면 수업 중인데도 과목마다 다 구글 클래스룸이 있어서 

거기다 과제 내고 있구요(과제 제출). 

특히 학생의 인식 조사 결과 교사들이 실시간으로 학생의 학습 상황을

진단하고 피드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학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특성상 프로

젝트나 소집단 과제 해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

사들은 학생의 산출물에 대해 제출 즉시 피드백을 하기보다는 제출한 과

제 전체를 다 읽어본 후에 댓글의 형태로 피드백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 D : 선생님은 보통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주지는 않으셨고 

학생들이 뭔가를 다 제출하고 추후에 피드백을 주세요.

학생 E : 수업 중에는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시기보단 학생들끼리 

서로 피드백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수업시간에는 저

희끼리 댓글 달고 의견 주고 받고 해요.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는 것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피

드백의 양 증가, 쉬운 과제 제출, 시공간 제약 없는 협력 활동 가능함,

흥미 유발을 장점으로 꼽았다. 피드백이 주어지는 점에는 만족감을 느끼

기도 하였다.

학생 D : 정리된 피드백이 온라인에서 더 많이 제시되었던 것 같긴 

해요. 온라인 수업이 되면서 과제를 제출하는 형식의 수업

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더 정리된 피드백을 해주

셨던 것 같아요. 즉시 피드백을 받지 못한 부분은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피드백 자체의 양은 더 많아졌어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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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낼 때 드는 시간 같은 게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따

로 모여서 팀플 하기 힘들었는데 편하긴 해요. 

학생 E : 저희는 카훗(Kahoot)을 온라인 수업 때도 쓰고 대면 수업

에도 쓰고 있는데요, 그런 거 활용하니까 수업이 더 재밌어

지고 해서 계속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면 수업에도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인문과목 쪽 사회, 영어 이쪽이요. 

팀플로 게임도 하고, 점수가 즉시 나올 때도 있고 다 끝나

고 나올 때도 있고 한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구

들도 재밌대요. 

클라우드 앱의 한계에 대해서는 교사의 클라우드 앱 활용 미숙과 대면

수업 대비 피드백의 전달력이 떨어짐을 지적하였다. 온라인 수업에서 클

라우드 앱 활용 전보다 활용 후에 피드백 횟수가 늘었지만, 대면 수업보

다는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학생 E : 선생님들께서 클라우드 앱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수업

이 지연되거나 수업 진행에 기능을 다 활용하지 못하거나 

하면 좀 그래요….그리고 직접 얼굴을 마주 보고 피드백을 

했을 때 더 잘 전달되는 게 있고 해서 그 전이 더 좋긴 했

던 것 같아요. 클라우드 앱은 선생님이 저희에게 피드백을 

해주시는 건 쉬운데 저희가 그거에 답장을 다는 게 어렵다

는 것도 단점인 것 같아요.

학생 D : 피드백을 받을 때 댓글로 피드백을 받아야하다 보니까 불

편함이 있어요. 선생님과 소통이 충분하다고 느껴지진 않아

요. 패들렛을 활용하고 나서 선생님과 소통이 많아지기보다 

친구들과 소통이 더 활발해지게 됐던 거 같아요. 선생님이 

정리된 피드백을 해주시는 건 맞지만 대면 수업보다는 만족

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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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 19 전염병 확산 사태로 인해 전격 시행된 온라인 수업

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클라우드 앱의 활용을 제안하고자 쌍

방향 온라인 과학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클라우드 앱 활용 실태와 활용

경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5명을 모집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설문 및 면담을 실시

하였다.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모 영재고 학생 7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두 명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4.1 교사의 인식

교사인 참여자 5명의 교수학습 자료 분석 결과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교사들은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학생 중심 교수학습을 설계하였

다. 참여자 5명의 교수학습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바탕이 되는 활동이 수업 내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 이

루어지는 온라인 수업 방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컨텐츠 제시형 수업의 비율

이 높았는데(교육부, 2020b) 지식 전달 위주의 동영상 컨텐츠를 활용한 온라

인 수업에서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어 학생에게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준다(권성연, 2020). 연구 참여자들의 학생 중심 교수학습 설계는 온라인 수

업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며, 면담 결과 이는 실제로 학생의

동기와 참여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대면 실험 수업에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였다. 과학의 다른 교과와

의 큰 차별성은 실험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양한 과학 교수학습 활동

중에서 특히 탐구적 실험 활동은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자연 현상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과학교육의 핵심적 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양일호 등, 2006; Swain et al.,1999). 그러나 비대면의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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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학실험 수업일 경우, 실험활동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

하고 거의 불가능한 수업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이용섭, 2020)는 것이

다. 과학 교사들은 학생들이 직접 실험하고 탐구할 기회를 잃게 되며,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의 기회가 줄어들게 됨을 우려하였다(신혜영

과 박상희, 2020). 실제로 컨텐츠 제시형 수업에서 영상으로만 실험을 접한

학생들은 영상 속 실험의 과정을 시청만 해야 하고 실험에 참여하여 직접

조작할 수 없어 과학에 대한 흥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박형민과 임채성,

2021) 연구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센서 앱, 가정에서 구할

수 있는 도구, 시뮬레이션으로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얻고 이를 클라우드

앱에 입력하여 소집단 탐구 토론을 하는 비대면 실험 수업 방식을 소개하였

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험을 수행함에 있어서 낮은 수준의 사고를 요하

는(양일호 등, 2006) 기존의 실험 수업에서와 달리 자료 분석, 결론 도출, 일

반화와 같은 고차원적 탐구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비대면 실험 수업은 온라인 과학 수업에서는 실험 수업이 어려운 것

뿐만 아니라 기존 대면 과학 실험 수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실

험 수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사의 인식 조사를 위한 면담 내용 분석 결과 대면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

으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온라인 수업에서 역시 클라우

드 앱을 활용하기 전과 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 교사들의 쌍방향 온라인 과학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경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기 전에 비해 활용 이후 교수

학습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참여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을 위해

교육 과정을 짜고, 자료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기도 하였다. 클라우드 앱 활용 전에 비해 활용 후 개별 학생들의 학

습을 진단하는 기회가 늘었고, 이해도와 생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 또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학생

이 늘어나기도 하였다. 여기서 상호작용은 말로 하는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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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특징은 온라인 수업에서는

상호작용을 끌어내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최형미와 이동국, 2020) 교수자는 수업 전반에 걸쳐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특히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민경아와 박서욱, 2020)는

의견에 비추어 볼 때 클라우드 앱이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의 상호작용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여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교수학습을 돕는 유용한 기능에 만족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면

담 결과 컨텐츠 제시형 온라인 수업 방식에서 쌍방향 온라인 방식으로의 전

환 이후에도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클

라우드 앱 활용 이후 여러 학생이 화면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게 되었기에

이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여러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설계하고

적용하면서 만족도를 느끼게 되었다. 또한 클라우드 앱은 기록과 저장 기능

이 탁월하여 누적된 학생의 학습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 및 학급 간 성

취도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는 사전 연구에서도 드러났던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교사 인식의 특징이라는 점에서 평가 도

구로서 클라우드 앱의 유용성과 가치를 높게 평가해볼 수 있겠다.

셋째, 클라우드 앱은 피드백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다고 평가하였다. 사전

연구에서 클라우드 앱을 과제 수합 및 평가의 용도로만 활용한 교사들은 피

드백 제시에 유용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과 대조된다. 연구Ⅱ 참여 교사들은

모두 수업 내에서 학생 참여 도구로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였기에 피드백

제시 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학습

진단 기회가 늘어 피드백 횟수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다른 학생

에게 피드백을 하게 되었으며 피드백의 질적인 면에서도 향상되었다고 하였

다. 그러므로 화상 대화 앱으로 소통하면서 동시에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학생 참여 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생의 개념 이해 정도를 진단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시하기 어렵다고(신정윤과 박상희, 2020; 정숙진과 신영준,

2020) 지적된 온라인 과학수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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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클라우드 앱 활용이 과학 교수학습을 위해 특화되

지 않았으며, 클라우드 앱의 장점과 기능은 모든 교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시 데이터를 수집, 공유, 처리를 하는 데에

는 유용하였지만 모든 실험을 시뮬레이션으로 경험하거나 가정에서 해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또한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과학 교수학습의 특성 상 직

접 실물을 관찰하고 조작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 과학 교수학습이 극복해야할 한계이기도 한 것으로 비

대면 상황에서도 실재감을 느낄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 교사들은 클라우드 앱을 과학 교수학습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연수나 참고 자료가 부족함을 지

적하였기에 본 연구의 제 6장에서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과학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4.2 학생의 인식

클라우드 앱 활용 온라인 교수학습 경험에 대한 학생 인식 조사를 위

한 모 영재고 학생 대상 설문 및 면담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

다. 첫째,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 할 때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주의집중이 잘 됨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자신감 면에서는

타 주제에 비해 참여자 인식의 편차가 컸으며, 클라우드 앱을 다루는 것

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단점을 묻는 질문에 대한 서술식 답변에서도 사용 방법이 어렵

다의 지적 횟수가 가장 많았던 것을 미루어보아 영재고 학생들임에도 불

구하고 새로운 도구를 교수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할 때에는 충

분히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용 클라우드 앱 개발에도 사용자의 연령을 고려한

인지 수준의 분석과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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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식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두 명의 학생과 면담 결과 다음

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클라우

드 앱을 처음 도입하였는데 대면 수업이 재개된 후에도 많은 교과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사와 학생이 온라

인 수업 체제를 계기로 클라우드 앱을 처음 경험해보고 이것의 유용성과

편리함을 느꼈기 때문에 대면 수업에서도 활용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은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자료 공유, 협업 활동에 대해 높

은 만족도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클라우드 앱의 활용도는 계속하여 높아질 수 있으며, 활용에 미숙한 교

사는 이에 대비하여 적절한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 설계 방법을 익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교수학습의 질에 관하여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

드 앱 도입 전보다는 도입 후에 피드백이 늘어났음을 언급하였으나, 대

면수업에 비해서는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피드백 제시 방식에서 그 원인을 미루어 볼 수 있는데, 수

업 내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교사들 대부분이 학생의 학습 상황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거나 피드백을 제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제출된

과제에 대해 글로 제시된 피드백은 학생에게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다

는 느낌은 주었지만, 그 피드백에 대해 학생이 다시 답변을 할 수 없다

는 점에서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사가

피드백을 제시할 때 댓글의 형태로 일방적으로 안내받기보다는 상호작용

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드백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의 인식 조사에서도 나온 의견으로 교사

와 학생 모두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만족도가 높다. 그러므로 클라우드 앱 활용 교수학습 설계 시 실시간 상

호작용을 통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은 온라인 수업 체제로의 전환을 경험하면서 대면 수업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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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함과 필요성을 가장 먼저 느꼈지만, 온라인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도입한 ICT의 편리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교사

와 학생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족도와 효과가 높게 나타난 다양

한 클라우드 앱의 기능과 활용 방식을 반영한 교수학습 설계를 제안한다

면 향후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고자 하는 교수자에게 참고 자료가 될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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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클라우드 앱 활용 과학 교수학습의 설계

1. 서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실시되었고,

과학교육 분야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는 과학 교과의 특성에 입각해 대면

수업에 비해 온라인 수업이 갖는 한계를 다루었다. 온라인 과학수업에서

는 학생의 개념 이해 정도를 진단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시하기 어렵

고(신정윤과 박상희, 2020; 정숙진과 신영준, 2020), 실험 수업을 하기가

어렵다(이용섭, 2020; 신정윤과 박상희, 2020; 박형민과 임채성, 2021; 정

숙진과 신영준, 2020)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다양한 과학 교수학습 활동

중에서 특히 탐구적 실험 활동은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자연 현상

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과학교육의 핵심적 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양일호 등, 2006; Swain et al.,1999). 그러나 비

대면 교육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실험실에 모여 소집단 별로 실험 기구를

조작하고 데이터를 얻어 보고서를 쓰는 등 기존 방식으로 실험 활동을

진행하기 어렵다. 코로나 19 사태 발생 이후 장원형 등(2020)은 비대면

실험 수업 운영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실험 영상, 학습 보조 자료를 제

공하고 온라인 소통 수단을 사용하여 학습자와의 소통 및 피드백을 실시

하였다. 이를 통해 비대면 실험 수업 방식이 대면 실험 수업 방식에 비

해 효과가 다소 떨어짐을 알 수 있었으며, 학습 자료를 제작하거나 제공

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박형민과 임채성(2021)의 연구

에서는 영상으로만 실험을 접한 학생들은 영상 속 실험의 과정을 시청만

해야 하고 실험에 참여하여 직접 조작할 수 없어 과학에 대한 흥미가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비대면 실험 수업을 위해 실험 영상

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 실험을 경험하는 방식은 실험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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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수학습에서 선언지식은 실험이 아닌 강의 등의 학습을 통해서

도 습득이 가능하므로 실험 수업은 학생들이 갖춰야 할 탐구 기능, 절차

적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과학적 태도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실험의 본질

적 특성이 발현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양일호 등, 2006). 이는 비단 대

면 교육 환경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비대면 환경에서도 이와 같은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실험 수업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앞서 진행된 연구에서 일부 과학 교사들은 비대면 온라인 과학 수업

환경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과학 실험 수업을 실천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연구Ⅱ에서 한 교사는 자신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실

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붙

여넣어 분석해보는 소집단 활동을 실시하였고, 한 교사는 가정에서 스마

트폰 및 센서 앱으로 실험을 하고 거기서 얻은 데이터를 MS 엑셀 365

에 입력하여 분석하고 규칙성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스프레드시트 타입

의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하나의 PC

로 실험 결과 데이터를 정리하지 않아도, 개인이 각자 실험을 하고 얻은

데이터를 하나의 공유된 시트에 모으고 데이터를 함께 보면서 분석 및

토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 실험 수업 시 반드시 한곳에 모여야 했

던 공간적 제약이 사라진다. 이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실험 수

업을 경험할 수 있고 교사는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탐구 기능, 절차적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과학적 태도 등을 기르는 실험 수업을 설계할 수

도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실행된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절에

서는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비대면 실험 수업 방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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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실험 교육에 대한 고찰

학생들은 실습지에 제시된 과정만을 따르는 요리책식 실험을 하고 있

다(Wellington, 1998)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의

실험 수업에서 학생들이 탐구과정을 경험하고, 탐구 기능을 습득하기 어

렵다. 최근 과학 교육과정 역시 과학 관련 기술,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내

용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과학적 방법보다는 소양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적 탐구의 과정과 기능은 효과적인 과학

의 학습에 필요한 기능으로서 과학 교수학습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즉,

과학적 탐구과정은 중고등학교 과학 교수학습의 수단임과 동시에 그 과

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된다(조희형과 최경희, 2008). 과학적 탐구

과정은 관찰, 공간/시간 관계의 이용, 분류, 수의 이용, 의사소통, 측정,

어림, 예상, 추리 등의 기초탐구과정과 문제인식, 가설설정, 조작적 정의,

변인의 확인 및 통제, 실험설계, 자료해석, 결론도출, 모형화 등의 통합탐

구과정으로 나뉜다(AAAS, 1990).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2015 개정 과

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초 탐구과정(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의사

소통 등)과 통합 탐구과정(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 등),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 모형의 개발과 사용,

증거에 기초한 토론과 논증 등의 기능을 학습 내용과 관련시켜 지도할

것을 명시하였다(교육부, 2015). 실제로 우리나라의 과학 실험 관련 과목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과학적 탐구과정과 탐구 기능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고등학교 ‘과학탐구실험’은 9학년까지의 ‘과학’을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여 과학 탐구 능력 및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 탐구

활동과 체험 그리고 산출물 공유의 경험을 제공하는 과목이다(교육부,

2015). 미래엔 출판사의 과학탐구실험의 교과서는 그림 6-1와 같이 학생

들이 실험, 자료조사, 토론, 프로젝트 등의 활동을 하며 활용할 수 있는

워크북 형태를 띠고 있다. 과학뿐만 아니라 기술, 사회, 역사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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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다룬다. 과학탐구실험의 교과서는 그림 6-1처럼 학생들이 간단한

실험 또는 탐구 활동을 한 후 창의적 산출물을 설계하거나 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과학탐구실험은 과학탐구능력뿐만 아니

라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문제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

여와 평생 학습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산

출물 제작,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의, 자료조사 등 실험 외적 활동의 비

중이 높다. 한편 물리 주제를 다룬 부분에선 간단한 측정 활동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학적 탐구과정과 탐구

기능을 습득할 기회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6-1 미래엔 ‘과학탐구실험’ 교과서 일부

전문교과로 분류되는 ‘물리학 실험’은 ‘물리학Ⅰ’ 또는 ‘물리학Ⅱ’를 이

수한 학생들이 심화된 수준으로 물리학 실험 탐구를 해봄으로써 이공계

로 진학하였을 때 필요한 실험 및 탐구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과목으로 물

리학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과학 계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교육부, 2015). ‘물리학실험’ 과목의 내용체계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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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와 같다. ‘물리학 실험’은 ‘과학탐구실험’ 과목과 달리 전체 교육과정

중 과학적 실험 절차와 방법적 내용에 대해 과목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

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물리학실험’의 교육과정은 물리 실험을

위해 학생이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할 모든 탐구과정과 기능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물리량의 측정, 실험 장비의 사용 등을 실험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물리학실험

실험의

기초

물리량의 측정
물리량은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측정 도구 

∙ 측정 방법

∙ 문제 인식

∙ 탐구 설계와 

수행

∙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해석

∙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

∙ 모형의 개발과 

사용

∙ 증거에 기초한 

토론과 논증

∙ 결론 도출 및 

평가

∙ 의사소통

실험 장비의 

사용

실험 장비는 사용법 및 관

련 안전 규칙이 있다.

∙ 실험 장비 사용법

∙ 안전 규칙

자료의 해석 및 

처리

실험에서는 오차가 발생한

다.

∙ 측정과 오차

∙ 유효숫자

∙ 표와 그래프 그리기

실험 보고서 

작성

실험 보고서에 실험의 과

정과 결과를 기록한다.
∙ 실험 보고서 작성 방법

역학

운동과 에너지

물체의 운동과 에너지는 

실험을 통해 분석할 수 있

다.

∙ 등가속도 직선 운동

∙ 뉴턴 운동 법칙

∙ 마찰력

∙ 자유 낙하 운동 

∙ 포물선 운동

∙ 원운동

∙ 주기 운동

∙ 운동량 보존

∙ 2차원 충돌

∙ 일과 에너지의 관계

∙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열
열역학과 관련된 실험을 

설계하여 수행한다.

∙ 얼음의 융해열 측정

∙ 열의 일당량, 열팽창

이하 생략

표 6-1 ‘물리학실험’ 과목의 내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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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교과1에 속하는 ‘화학 실험’ 과목의 교육과정에서는 ‘화학실험의 기

초’ 영역에서 실험의 준비, 측정과 계산, 기구의 선택과 조작, 컴퓨터를

이용한 실험, 실험실 안전, 실험 보고서 작성이라는 핵심 개념을 포함하

고 있다. ‘생명 과학 실험’과 ‘지구과학 실험’ 과목은 교육과정에서 실험

방법에 대한 영역을 분리하여 구성하지 않았다. 한편 과학적 탐구 방법

을 다루고 있는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은 소수의 과학고 또는 과학

중점 학교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평균 수준 고

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과목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

다. 또한 과학 지식의 습득보다는 과학 실험의 절차를 익히고, 실험 능력

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기존 과학 실험 수업에서 실험 도구의 세팅 또는 실험 결과

의 기록과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 특히 교사가

실험 보고서를 평가하여 수행 점수를 매기고 이를 성취도로 환산하여 성

적에 반영할 때 학생들은 실험 수행보다 실험 보고서 작성에 더 집중하

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데이터의 수집, 변환, 해석 활동

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실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본래 과학 교

육의 목적인 탐구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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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라우드 랩

앞 선 교사의 인식 조사 결과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과학 실험 수업 방법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동시에 연구Ⅱ를 통해 스마트폰, 센서 앱, 시뮬레이션, 구글 스프레드

시트, 엑셀 365와 같은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등을 함께 활용하여 비대

면 실험 활동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소개된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는 비대면 실험 수업의 주제가 한정되어 있으며, 학생이 직접 실험

을 설계하고 기구를 조작하는 등의 활동은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

다. 만약 학생들이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료 해석 및 결론 도출까지 하도록 하는 실험 수업 시뮬레이션을 제작

하고 이를 과학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도 과학 실험 수업과 탐구 실험 활

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의 과학 실험 교육을 위해

가까운 미래에 개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형태의 실험 시뮬레

이션이 포함된 실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이러한

실험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실험 교육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랩’이라 명명

한다. 클라우드 랩에서는 학생들이 실험실이 아닌 각자의 공간에서 센서

앱, 시뮬레이션으로 실험을 수행하고 각자 얻은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

공동 데이터 시트에 입력하도록 하므로 학생들이 동일한 공간에 있지 않

아도 하나의 데이터 시트에 모인 데이터를 협력하여 변환, 해석, 결론 도

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실험 시뮬레이션의 제작 시 1인칭 시점으로

실험 도구와 실험 결과만 나타난 화면을 보며 실험 수업을 진행해야 했

던 기존 방식과 달리 메타버스(Metaverse)의 3D 그래픽 방식으로 구현

한다면 더욱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실험실을 모델링한 가

상 실험실을 메타버스 상에 구현하면 현실 세계에서 학생들은 독립된 공

간에 존재하지만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아바타의 모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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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마주하는 것이 가능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모습과 행동을

볼 수 있으므로 온라인 수업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실재감 부족’이라

는 한계를 다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1 클라우드 랩의 특징

3.1.1 실감형 실험 시뮬레이션

연구Ⅱ에서 교사들은 과학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험 과정

을 간접 경험하도록 하고 시뮬레이션 상에서 변인을 조작하여 얻은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연구Ⅱ에 참여한 교

사들이 활용한 시뮬레이션은 이미 실험 설계가 완성된 상태에서 몇 가지

변인을 단순 조작할 수 있는 그림 6-2과 같은 웹기반 2D 그래픽의 시뮬

레이션이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시뮬레이션에서는 학생들이 실험 도구

와 방법을 정하는 등 실험 설계를 할 수는 없었다. 클라우드 랩은 메타

버스 기반 실험 시뮬레이션 서비스 기업인 랩스터(Labster)가 제공하는

시뮬레이션인 그림 6-3과 같이 메타버스 상에서 3D 영상으로 구현되는

시뮬레이션 실험을 도입하는 것을 가정한다.

그림 6-2 2D 실험 시뮬레이션 (출

처:PhET)

그림 6-3 메타버스 기반 실험 시뮬

레이션 Labster(출처:Labster 홈페

이지)

랩스터의 실험 시뮬레이션은 마우스 또는 스크린 터치로 아바타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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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만 이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 그림 6-4와 같이 학생이 운동 센서

와 VR 스크린을 착용하고 몸을 움직여서 직접 실험 기구를 조작하는 행

동까지 할 수 있다면 실험에 대한 실재감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림 6-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메타버스 적용 수업 진행 모습

(https://www.etnews.com/20210621000254)

실험 시뮬레이션은 현실에서 접하기 힘든 고가의 실험 기구 또는 규모

가 큰 실험 기구를 다루는 실험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위험한 실험이나 매우 정교한 세팅이 필요한 실험을 학생 수준에서 경험

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메타버스, VR 하드웨어 등

에 대한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활용도 또한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실감형 실험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는 후속연구

가 필요해 보인다.

3.1.2 교사의 역할 변화

클라우드 랩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기에 운영 방식 면

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꾀할 수 있다. 따라서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존 과학 수업과 다른 새로운 운영 방식을 가정하고자 한다. 과학 실험

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에 의한 주도적인 실험 기회가 주어

지는 대신 교사 중심으로의 직접적 지도에 의해 실험 수업이 진행(양일

호 등, 2006; 김영신, 2003)되는 면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랩에서는 교사가 아닌 학생이 실험의 주체와 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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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을 추구하고자 한다.

클라우드 랩은 교사가 아닌 가상 진행자를 두며 실험의 전 과정은 학

생이 주도하게 된다. 실험 시뮬레이션 활용 시 기존 실험 수업에서 교사

가 해왔던 실험 방법이나 주의점을 안내하는 행위를 굳이 교사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교사가 클라우드 랩의 링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

거나, 학생들이 직접 플랫폼에 접속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가상의

진행자가 등장하여 실험 전반을 진행하도록 한다. 가상 진행자를 적절히

프로그래밍 한다면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각 교실 또는 약 20명의 학생

에게 1명의 교사가 반드시 배정되어야 하는 제약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 앞에서 또는 화면 속에서 이론과 개념을 설명하고, 학습

자료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대신 교육과정 구성, 피드백, 평가를 담당

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하고 반복된 작업을 기계에 맡기면 교사는 창의성

과 교수능력이 필요한 역할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다.

클라우드 랩이 실현된다면 교사는 미리 제작된 다양한 실험 시뮬레이

션을 탐색하고 자신만의 실험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즉, 본인

이 담당한 학생의 학년, 학업성취도, 정규 수업인지 아니면 방과후 수업

인지 등의 요인을 고려한 교사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클라우드 랩이 실현되면 학생이 가정에서 클라우드 랩에 접속하여

실험을 하고 학교에 와서 교사에게 피드백을 받도록 하는 플립 러닝

(Flipped Learning)이 실험 수업에서도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3.1.3 현 교육체제와의 연계성

교사 주도의 진행 없이 미리 제작된 시뮬레이션에 의해 자동으로 진행

되는 클라우드 랩은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될 고교학점제 정책과 잘 어

우러질 것으로 예상한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

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

정 이수·운영제도이다(교육부, 2021).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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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한 학교에서 충분한 수요자를 확보할 수 없는 과목을 개설하여 학

생의 과목 선택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교육과정 클러스터, 주문형

강좌라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교육과정 클러스터는(공동교육과정)은 학

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간 상호 협력하여 여러 학교

의 학생들이 공통으로 원하는 과목을 거점 학교에 모여 함께 수강하도록

운영하는 방식이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을 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한 교사가 운영해야하는 교과가 다양해지면서 수업 준비, 평

가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특히 선택과목이 다양한 과학 교

과는 한 교사가 소속교에서 담당한 교과와 교육과정 클러스터, 주문형

강좌를 4∼5개씩 맡아 수업, 평가를 진행하기도 한다. 클라우드 랩 방식

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다수의 학급에 들어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는 대신 교육과정 구성, 학습 관리, 평가에 집중하도록 하므로 고

교학점제 실시로 인해 예견되는 과학 교사의 업무 가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교학점제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학생이 수업 시간이 겹치는 과목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점과 대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

므로 서로 다른 학교에 개설된 수업을 듣기 위해 이동하기 어렵다는 점

이다. 그러나 미리 제작된 실험 수업 시뮬레이션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

여 실험 수업을 운영한다면 수업에 대한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므로 학

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3.1.4 비대면 소집단 협력 실험

과학 실험 시 학생들은 소집단을 이루어 같은 실험대를 공유하며 실험

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험 수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교사는 실험 수업 설계 시 실험 중 이루어지는

긴밀한 협력과 소통 행위에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급속한 사회변화와 냉혹한 현실, 비인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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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사회 속에서 선천적, 경험, 인지, 행동 등의 영향으로 낯선 사람들

을 상대하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인 과제수행상황에서 지속적인

두려움을 경험하는 사회성 불안 장애를 앓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기 때

문이다(이윤수, 2020). 클라우드 랩은 비대면을 전제하므로 학생의 면대

면 상호작용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 랩은 기존의

대면 실험을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 중 과학 실험을 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랩은 비대면 실험을 추구하면서도 4∼5 명의 학생이 소집단

협력을 통해 실험을 수행하도록 한다. 기존 방식의 소집단 협력에서는

실험 수행, 데이터, 보고서 작성 등의 역할을 각자 나누어 분업 형태로

협력했다면 클라우드 랩에서는 구성원 전체가 각자 실험 수행, 데이터

수집, 보고서 작성 등의 실험 전반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해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클라우드 랩의 모든 실험이 기존의 실험 수업에서

주로 행해지던 연역적 사고를 유도하는 확인 실험이 아닌 귀납적 실험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랩에서 학생들은 서로 다른 초기 조건 또

는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 Kouh(2015),

Bonham(2011)는 여러 학생들이 얻은 데이터를 하나의 시트에 모아 그래

프를 생성한 후 규칙성을 발견하도록 하였다. 연구Ⅱ에서 교사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도 실험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

났다. 각 학생이 주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한 시트에 모아 분석 및

결론 도출을 하는 실험 방식은 여러 명이 모여 실험을 할 때와 달리 소

집단 구성원 전체가 다양한 초기 조건에서의 측정 과정을 반복하지 않아

도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집된 데이터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초기 조건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누적됨에 따라 잘못된 해석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클라우드 랩에서 제안하는 귀납적 협력 실험은 학생이 과제의 완수를

위하여 모든 구성원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므로 기존

실험 수업에서 대부분의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실험 활동을 주도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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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과는 달리 모든 학생이 책임감을 가지고 실험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모든 소집단 과제 및 개인 과제의 해결 과정은 기록되므로 교사는

제출된 소집단 과제를 평가할 때 각 구성원의 기여도와 참여도를 반영할

수 있다. 최종 제출된 과제의 수정 이력까지 자세히 기록되므로 충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별 학생을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집단 협력

과제에서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소수의 무임승차 현상을 막고,

소집단 전 구성원의 자기주도적인 실험 수행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결

과중심평가가 아닌 수행 및 과정중심평가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다.

3.1.5 스마트폰, 센서 앱,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비대면 실험

현재의 IT 기술로는 앞 서 소개한 클라우드 랩을 구현하기 위해 연구

가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Ⅱ의 결과를 통해 현재의 IT 기술로 비대면 실

험 수업이 가능하며 몇몇의 과학 교사는 이미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다만,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실험 수업이므로 학생이

다양한 실험 도구가 갖춰져 있는 실험실이 아닌 가정과 같은 공간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실험

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스마트폰은 속력, 가속도, 압력, 조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갖

추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다. 가정에서 실험 시

스마트폰과 더불어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로 물리량을 측정하고 결과

데이터를 차트와 그래프로 출력해주는 센서 앱(예 : Phyphox)을 유용하

게 쓸 수 있다. 센서 앱으로 측정한 데이터는 간단하게 클라우드 앱에

업로드 가능하므로 여러 학생들의 데이터를 쉽게 하나의 시트에 모을 수

있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스마트폰, 센서 앱, 클라우

드 앱을 활용하여 비대면 상황에서 소집단 협력이 가능한 실험 주제를

표 6-2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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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내용

여러 물체의

마찰 계수

소집단 구성원 별로 마찰면을 맡아 서로 다른 마찰 면 위에

서 스마트폰을 밀어보고 동시에 가속도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다양한 물질의 마찰 계수 조사하기

관성력

고층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가속도 센서로 가속도를 측정하

고, 동시에 체중계 상 체중의 변화를 영상 촬영하여 엘리베이

터의 가속도와 체중 변화를 측정. 소집단 구성원 별로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의 가속도와 체중 변화를 공유하고 두 물리

량 사이의 관계 알아내기.

감쇠진동

소집단 구성원 별로 농도가 다른 소금물과 설탕물을 준비하

고 추를 담가 진동 시킨 후 운동지속시간을 측정하여 용액의

농도와 운동지속시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참고) 부산과학고영재교육원(2013), 자료번호 : 부산과학고

2013-1702-2, 단진동, page. 3-8

원운동 분석

소집단 구성원 별로 서로 다른 반지름의 원운동이 가능한 그

릇에 스마트폰을 넣고 회전 중 각속도와 구심가속도를 측정.

데이터를 모아 그릇의 반지름에 따른 원운동의 각속도와 구

심가속도 사이의 관계 분석하기

실험 방법 실험 결과

참고) 스마트폰 센서 앱 Phyphox 홈페이지

전선 주위의

자기장

스마트폰 근처에서 직선 도선을 이동시키면서 센서로 측정된

자기장 세기의 변화를 분석하여 종류가 다른 스마트폰의 자

기장 센서 위치 알아내기

표 6-2 스마트폰, 센서 앱, 클라우드 앱으로 할 수 있는 비대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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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9년도 물리 올림피아드 온라인 실험 과제

실험 방법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스마트폰 센서 앱을 활용하여 소집단 구성원 별로 서로 다른

높이에서 떨어진 스마트 폰의 초기 위치에너지와 최종 운동

에너지를 한 그래프에 기록하여 두 물리량 사이의 관계 유추

참고) Kouh(2015)의 연구에 소개된 실험 - 에어트랙 위에서

탄성체의 충돌 전/후 역학적 에너지를 여러 번 측정하여 그

래프에 나타낸 것으로 이상적으로는 기울기가 1이 되어야 함.

탄성체의 충돌 전·후 운동에너지

색의 인식

원리

소집단 구성원 별로 색을 담당하여 셀로판지로 감싸 만든 색

조명을 색연필에 비춘 후 사진 촬영 및 공유. 조명에 따라 다

르게 보이는 색연필의 색을 보며 색의 인식 원리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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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클라우드 랩의 실제

3.2.1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 실험은 관측자로부터 파원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때 파

원의 진동수가 달라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실험으로 이로부터 융합과학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주의 팽창에 대한 개념형성과 이해의 발전에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실험이다(김소율, 2012). 이와 같은 도플러 효

과의 중요성에 따라 대학 일반물리학에서는 물론이고 고등학교 물리에서

도 도플러 효과의 원리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 수준에서 도플

러 효과를 실험을 통해 배우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학 일반물리 실

험실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도플러효과 실험 장치는 가속음판, 초음파

변환기, 음파발생기, 오실로스코프, 초시계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그런

데 이러한 장치는 매우 고가일 뿐 아니라 초시계를 이용하여 음원의 속

력을 측정하고, 초음파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현장에서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다(김소율, 2012).

그러므로 클라우드 랩에서 도플러 효과 실험 수업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실험 시뮬레이션이 개발되었을 때의 수업의 흐

름과 현재 기술 수준의 스마트폰, 센서 앱,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실험

수업을 진행할 때 수업의 흐름을 각각 다르게 제안하고자 한다. 클라우

드 랩의 도플러 효과 실험은 FFT라는 데이터 분석 방법을 실험에 활용

할 수 있음을 알고, 직접 분석 해보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위해 소

리를 FFT 분석해봄으로써 FFT가 무엇인지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이동하는 음원의 소리를 FFT 분석하여 도

플러 효과를 증명해보게 된다.

구체적으로 실험 시뮬레이션 활용 수업에서는 먼저 서로 다른 높이의

소리를 녹음하고 FFT 분석을 해보게 된다. 소리의 진동수와 FF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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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피크 진동수가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고 오차의 원인을 토론해 보

는 기회를 가진다. 다음으로 학생의 아바타들이 가상 교실 밖으로 나가

면 직접 빠르게 이동하는 앰뷸런스의 사이렌을 들어보고, 짧은 시간 간

격으로 측정된 사이렌 진동수 데이터를 얻고 FFT 분석을 해보도록 한

다. 학생의 아바타를 향해 앰뷸런스가 다가왔다가 멀어지는 것을 3D로

실감나게 표현하게 되면 학생이 음원의 속도와 진동수의 변화 사이의 관

계를 더 쉽게 파악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스마트폰, 센서

앱,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는 엑셀을 활용하여 교사가 미리 준비한

원시 데이터를 FFT 분석해봄으로써 FFT를 수학적으로 접근해본다. 이

어 음원을 진자 운동시키고 스마트폰의 센서 앱으로 음원이 운동할 때

음원에서 나는 소리 진동수 변화를 측정하여 도플러 효과를 재현한다.

두 가지 방식의 수업에서 모두 학생은 음원의 진동수 데이터를 FFT

분석하고 결론 도출, 일반화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존 수업 방식에

서는 도플러 효과를 설명할 때 동기 유발 또는 개념 설명을 돕기 위해

이동하는 앰뷸런스 사이렌의 진동수 변화를 관련 영상이나 소리를 재생

하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도플러 효과 실험이 도플러 효과

에 대한 정성적인 이해만을 목표로 하였다면 클라우드 랩의 도플러 효과

실험은 학생들이 도플러 효과를 정량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

로 기대한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소리를 녹음하여 FFT 분석을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

용 기능을 기를 수 있는 실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진행 흐름

을 표 6-3, 표 6-4와 같이 정리하였다.기를 수 있는 실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진행 흐름을 표 6-3, 표 6-4와 같이 정리하였다.기를

수 있는 실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진행 흐름을 표 6-3, 표

6-4와 같이 정리하였다.기를 수 있는 실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

인 진행 흐름을 표 6-3, 표 6-4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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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준비

▸시뮬레이션 시작

- 4∼6명의 인원이 교사가 제공한 링크를 통해 접속한다.

- 가상 실험실 또는 가상 교실에 학생들이 아바타의 모습으로 모인다.

-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하고 싶을 때 시작 버튼을 눌러 시작한다.

- 가상 진행자가 등장한다.

<아바타의 모습으로 학생들이 모인 모습의 예시>

출처 : Virbela 공식 YouTube 채널

도입

▸지난 과제에 대한 리뷰

- 가상 진행자가 자동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 소집단 과제 및 개인 과제 내용에 대해 다루며 복습을 실시한다.

- 평가 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본 단계의 실험 과제 수행 시 유의해야

할 내용을 언급한다.

<가상 진행자의 진행 모습의 예시>

출처 : Virbela 공식 YouTube 채널

▸실험 주제 소개

- 본 실험 주제인 도플러 효과를 소개한다.

- 필수 선행 개념인 소리의 성질, 파동 등에 대해 소개한다.

표 6-3 실험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도플러 효과 수업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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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유발

- 앰뷸런스 사이렌의 음높이가 변하는 영상이 실행된 후 학생들은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건지 예상해본다.

<앰뷸런스 영상 예시>

▸개념 도입

- 가상 진행자가 FFT분석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학습 지원

- 가상 진행자가 설명한 내용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동료와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동료와의 토론 모습 예시>

- 동료와의 토론을 통해서도 이해되지 않는 개념은 실시간 소통 가

능한 교과 담당 교사에게 1:1 질문하도록 한다.

<교사의 1:1 피드백 모습 예시>

출처 : Virbela 공식 YouTube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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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소집단 과제

<소집단 과제 수행 모습 예시>

출처 : Virbela 공식 YouTube 채널

1. FFT 분석 해보기

① 소리의 성질 익히기

-시뮬레이션 속 PC에서 소리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소리를

녹음한 후 파형 분석 및 FFT 분석을 실시한다.

-높은 음의 소리와 낮은 음의 소리, 큰 소리와 작은 소리, 사람

의 목소리와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를 녹음하고 파형을 분석하

여 소리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관찰한다.

<실험 시뮬레이션 화면 예시: 소리의 성질 분석 중>

② 음높이 다른 소리를 녹음 후 FFT 실시

- 각자 서로 다른 진동수를 맡아 소리를 녹음한다.

- 녹음된 소리를 FFT 분석한다.

<실험 시뮬레이션 화면 예시: FFT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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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크 진동수 찾기

- 각자 서로 다른 음계를 나눠 맡는다.

- 자신이 맡은 음계의 소리를 녹음후 FFT 분석한다.

- 공동 데이터 시트에 피크 진동수를 입력한다.

<실험 시뮬레이션 화면 예시: 공동 데이터 시트에 데이터 입력>

④ 실제 진동수와 측정된 진동수 비교하기

- 모든 소집단 구성원의 데이터 입력이 끝나면 실제 각 음계의

진동수를 검색하고, FFT 결과 피크 진동수와 일치하는지 확

해본다.

- 실제값과 측정값 사이 오차의 원인에 대해 토론한다.

- 토론 결과를 보고서에 입력한다

2. 앰뷸런스 사이렌 FFT 분석

① 앰뷸런스 사이렌 FFT 하기

- 학생의 아바타들이 가상 실험실 밖으로 나오면 사이렌이 울리는

앰뷸런스가 빠르게 가까워졌다가 멀어진다.

- 학생 별로 앰뷸런스의 속도를 나눠 맡아 앰뷸런스의 속도를

설정하고 앰뷸런스 이동을 반복시킨다.

- 각자 설정한 속도로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앰뷸런스의 시간에

따른 사이렌 진동수 데이터를 다운로드 한다.

<앰뷸런스 사이렌 측정 실험 모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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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FFT 결과 모으기

- 시뮬레이션에서 다운로드 받은 움직이는 앰뷸런스 사이렌의

진동수를 FFT 분석한다.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f-f’를 계산하여 공동 데이터 시트에 입력

한다.

<실험 시뮬레이션 화면 예시: 공동 데이터 시트에 데이터 입력>

③ 공동 시트에 입력된 f-f’와 앰뷸런스 속도를 축으로 한 그래프를

그려 음원의 이동 속도와 진동수 변화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본다.

정리

▸소집단 과제 마무리

- 실험 결과에 대해 분석하는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소집

단 과제를 마무리한다.

- 가상 교실에서 퇴장한다.

▸개인 과제 부여

- 소집단 과제가 완수되고, 가상 교실을 퇴장하면 자동적으로 개인

과제를 작성할 수 있도록 URL을 부여 받게 된다.

- 제출 기한 내에 개인 과제를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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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사 학생

도입

▸수업 시작

- 화상 대화 솔루션(줌, 구글 미트 등)으로 모여 출석 체크 후 수업을

시작한다.

<가상의 화상 대화 솔루션 화면 예시>

▸지난 차시 복습

- 교사가 소집단 과제 및 개인 과

제 내용에 대해 다루며 복습을

실시한다.

- 본 실험 과제 수행 시 유의해야

할 내용을 언급한다.

▸동기유발

- 앰뷸런스 사이렌의 음높이가 변

하는 현상이 나타난 영상을 소

개하고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

나게 된 건지 생각해본다.

▸개념 도입

- FFT : 고등학생이 이해하기 어

려우므로 간단하게 다룬다.

▸지난 차시 복습

- 교과서나 학습지를 찾아보며

지난 차시 내용을 복습한다.

▸동기 유발

- 앰뷸런스 사이렌의 음높이가

변하는 이유를 예상해본다.

<학생 화면 예시>

표 6-4 스마트폰, 센서 앱,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도플러 효과 수업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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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소집단 활동

1. FFT 분석 해보기

1) Excel FFT 분석 해보기

- 학생이 FFT에 대해 정성적으

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엑셀 FFT 분석 화면 예시>

2) 소리 FFT 분석하기

- 녹음 소프트웨어의 실행 및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② FFT 분석

- 소리 녹음 프로그램의 FFT

분석 방법을 안내한다.

<소리를 녹음한 모습>

③ 피크 진동수 찾기

- 진동수에 따른 소리를 재생한다.

- 진동수와 소리의 높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소집단 활동

1. FFT 분석 해보기

1) Excel FFT 분석 해보기

- 교사가 제시한 데이터를 엑셀

등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FFT 분석 해본다.

2) 소리 FFT 분석하기

① 녹음 소프트웨어 사용법 익히기

-녹음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소리를 녹음 해본다.

-높은 음의 소리와 낮은 음의

소리, 큰 소리와 작은 소리,

사람의 목소리와 물체가 부딪

히는 소리를 녹음한다.

-녹음된 소리의 파형을 확대하여

차이점을 관찰한다.

② FFT 분석

- 소리 녹음 프로그램의 FFT

분석을 해본다.

③ 피크 진동수 찾기

- 각자 서로 다른 진동수를 맡아

소리를 녹음한다.

- 녹음된 소리를 FFT 분석하고

공동 데이터 시트에 피크

진동수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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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진동수

<소리 FFT 분석 결과 모습>

④ 실제 진동수와 측정된 진동수

비교하기

- 모든 소집단 구성원의 데이터

입력이 끝나면 실제 각 음의

진동수를 검색하고, FFT 결과

피크 진동수와 일치하는지 확

인 해도록 안내한다.

- 오차의 원인에 대한 토론 결과

를 클라우드 기반 보고서에 기

록하도록 독려한다.

2. 도플러 현상 재현하기

① 실험 도구 설치

- 진자 운동 실험 도구의 설치

방법을 안내한다.

- 진동수 별 음원 파일을 제공한다.

실험 도구 세팅 모식도

음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담당 학생1 학생1 학생2 학생2 학생 학생 학생4 학생4

피크

진동수

(Hz)

<공동 데이터 시트 예시>

④ 실제 진동수와 측정된 진동수

비교하기

- 실제값과 측정값 사이 오차의

원인에 대해 토론한다

- 토론 결과를 보고서에 입력한

다.

2. 도플러 현상 재현하기

① 실험 도구 설치

- 가정에서 음원을 긴 줄에 매달

아 진자처럼 만든다.

- 음원에서 재생된 소리의 진동

수가 잘 측정되도록 스마트폰

을 고정한다.

② 움직이는 음원의 진동수 측정

- 학생 별로 측정할 음원의 진동

수를 나눠 맡는다.

- 움직이는 음원의 진동수 변화

를 측정한다.

- 음원의 원래 진동수 f와 멀어

지거나 가까워질 때 진동수 f

의 차이를 구하여 아래와 같

은 형태의 공동 시트에 입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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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움직이는 음원의 진동수 측정

- 각자 서로 다른 진동수를 맡아

음원을 다운로드 및 재생하도록

안내한다.

- 진자 운동하는 음원이 센서 쪽

으로 다가올 때와 멀어질 때

소리의 진동수를 측정하게 안

내한다.

③ 공동 시트에 입력된 f-f’와 음

원의 속도를 축으로 한 그래프

를 그려 음원의 이동 속도와

진동수 변화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보도록 한다.

③ 음원의 이동 속도와 진동수 변

화 사이의 관계에 토론하고 보

고서에 기록한다.

음원

진동수

(Hz)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담당 학생1 학생1 학생2 학생2 학생3 학생3 학생4 학생4

f-f’

<공동 데이터 시트 예시>

정리

▸형성평가

- 결과 보고서 작성 완료를 독려

한다.

- 형성 평가 실시를 안내한다.

▸형성평가

- 결과 보고서 작성 완료 후 형성

평가 문항을 푼다.

- 자신의 점수와 답을 확인한다.

<클라우드 기반 형성평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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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진자의 등시성

진자의 등시성은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으로 발견 과정 또한

역사적으로 유명하다. 갈릴레이는 자신의 맥박으로 천장에 매달린 램프

가 왕복하는 주기를 측정하였는데, 이를 발전시켜 맥박계라는 기구를 발

명하기도 하였다. 진자의 등시성 실험은 간단한 실험 과정을 통해 변인

들 간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실험 중 하나이다. 따라서 클라우드 랩

의 진자의 등시성 실험은 학생들이 진자 운동의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직접 설계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진자의 주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바탕으로 실험의 독립 변인과 통제 변인을 정하

게 된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설 설정, 변인 통제 탐구

기능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클라우드 랩의 진자의 등시성 실험에서 학생들은 진자 운동의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가설을 세운 후 전체 소집단 구성원이 함께

모든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가설을 하나씩 담당하

게 된다. 학생들은 각자의 가정 또는 독립된 공간에서 시뮬레이션 속 실

험 도구 또는 스마트폰, 센서 앱 등 우리 주위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자신이 맡은 가설에 해당하는 변인이 진자 운동의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 후 각자 얻은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 공동 데이터 시트에 붙여 넣어 동료와 함께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

고 가설을 검증한다.

클라우드 랩의 진자의 등시성 실험에서 학생들이 진자 운동의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힌 후에는 진자 운동에 대한 더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단진자의 진자 운동에서 주기 측정 시 진자의 진폭이 작

을 때만 주기와 진폭 사이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진폭을 크게

잡아서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등시성과는 어긋나는 실험 결과를 얻게

된다. 기존 진자 운동 수업에서는 진자의 진폭이 커질 때 등시성에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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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 되는 이유를 수학적으로 해석해보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클라우드 랩에서는 시뮬레이션 또는 영상을 통해 단진자와 달리 진폭과

관계없이 항상 등시성을 만족하는 사이클로이드의 진자 운동의 주기를

측정 및 분석해보도록 하는 과정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단진자 운동

은 줄이 팽팽한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지만 사이클로이드 운동은 진자의

끝부분이 먼저 벽에 닿기 때문에 줄이 사이클로이드 면 쪽으로 가면 휘

어지게 되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내려 올 때에도 휘어져서 내려오는 차

이가 있다. 그러므로 사이클로이드 진자는 진폭에 관계없이 등시성이 성

립된다. 학생들은 단진자와 사이클로이드 진자 운동의 초기 진폭에 따른

주기 비교를 함으로써 교과서의 이론이 이상 조건에서 수행된 실험값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클라우드 랩 방식으로 진행되는 진자의 등시성

실험 시뮬레이션 제작 시 360° 시야각에서 관찰 가능한 3D로 구현하고,

모션 캡쳐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면 학습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

라고 예상한다. 예를 들어 진자의 운동을 일시 정지하여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을 캡쳐한 자료를 얻게 되면 그 상태의 진자에 작용하는 힘을 수학

적으로 분석하는 심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이클로이드 진자

운동을 360°의 시야각에서 관찰 가능한 3D로 구현한다면 물체의 운동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되므로 기존의 교과서나 영상 자료와 같이

2D로 운동을 접할 때보다 더욱 쉽게 사이클로이드 진자 운동과 단진자

의 운동 사이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모든 물체의

운동을 360°의 시야각에서 관찰하는 시뮬레이션을 개발·도입하면 과학

교수학습 시 학생이 교과서의 이론과 실제 물체의 운동을 동 떨어진 것

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진자의 등시성 실험을 스마트폰, 센서 앱,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하

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각 가정에서 스마프폰을 긴 줄에 매달아 진자 운

동시키거나 다른 물체를 진자 운동 시키면서 주기를 측정하면 된다.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이 각자 진자의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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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책임감 있게 실험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얻는

과정이다. 전체적인 수업의 진행 흐름을 표 6-5과 같이 정리하였다.

단계 내용

준비

▸시뮬레이션 시작

- 4∼6명의 인원이 교사가 제공한 링크를 통해 접속한다.

- 가상 실험실 또는 가상 교실에 학생들이 아바타의 모습으로 모인다.

-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하고 싶을 때 시작 버튼을 눌러 시작한다.

- 가상 진행자가 등장한다.

도입

▸지난 과제에 대한 리뷰

- 가상 진행자가 미리 녹음된 음성과 영상으로 진행한다.

- 소집단 과제 및 개인 과제 내용에 대해 다루며 복습을 실시한다.

- 평가 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본 단계의 실험 과제 수행 시 유의해야

할 내용을 언급한다.

▸동기 유발

- 갈릴레이의 맥박계에 대한 영상이 실행된다.

▸개념 도입

- 가상 진행자가 진자 운동의 정의와 특성을 소개한다.

▸탐구 기능과 실험 방법

- 가설의 정의, 가설 설정 방법을 설명한다.

- 변인의 정의, 변인의 종류, 변인 통제 방법을 설명한다.

<영상 재생 모습의 예시>

표 6-5 실험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진자의 등시성 수업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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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소집단 과제

1. 단진자의 운동

- 단진자 운동의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토론을 통해

가설을 설정한다.

- 가설에 따라 소집단 구성원별로 변인을 맡는다.

- 각자 맡은 변인을 조작하며 진자운동의 주기를 측정한다.

<실험 수행 모습 예시>

- 실험 결과를 공동 데이터 시트에 입력한다.

<실험 시뮬레이션 화면 예시: 공동 데이터 시트에 데이터 입력>

<학생 A는 진자의 길이, 학생 B는 진자의 질량, 학생 C는 진폭,

학생 D는 진자의 모양을 주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가설 설정

했을 때 공동 데이터 시트의 모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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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클로이드 진자 운동

① 장치 세팅

-가상 사이클로이드 장치를 탐색한다.

-사이클로이드 장치와 단진자 형태의 차이를 찾는다.

-사이클로이드 운동을 관찰한다.

-사이클로이드 진자 운동과 단진자의 운동 사이의 차이를 찾는다.

② 사이클로이드 운동의 주기 측정

-사이클로이드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토론을 통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에 따라 소집단 구성원 별로 변인을 조작하며 주기를 측정

하는 실험을 실시한다.

3. 단진동과 사이클로이드 운동의 차이 분석하기

- 단진자의 진폭의 변화에 따른 주기를 확인하는 실험결과와 사이

클로이드 진자의 진폭의 변화에 따른 주기를 확인하는 실험 결과

의 차이를 비교한다.

- 두 진자 운동 결과 나타난 차이점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토론

을 실시한다.

정리

▸소집단 과제 마무리

- 실험 결과에 대해 분석하는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소집단

과제를 마무리한다.

- 가상 교실에서 퇴장한다.

▸개인 과제 부여

- 소집단 과제가 완수되고, 가상 교실을 퇴장하면 자동적으로 개인 과

제를 작성할 수 있도록 URL을 부여 받게 된다.

- 제출 기한 내에 개인 과제를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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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정전기

클라우드 랩은 실험뿐만 아니라 이론 수업도 효과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 실험과 이론을 모두 다루는 클라우드 랩의 예를 제시하기 위해 ‘정

전기’를 수업 주제로 삼았다. 학생들은 여러 물리 개념 중에서도 전기 개

념을 학습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이다(홍명수 등, 2009). 실제로 연구Ⅰ의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전기 관련 오개

념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학생들은 거시적인 정전기 현상을 미시적

인 수준에서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단원 학습이 끝나고

난 후에도 정전기에 대한 다양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홍명수 등,

2009).

실제로 연구Ⅰ에서 학생들은 정전기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체가 마찰할 때 마찰력이 생

겨서’, ‘마찰로 인해 열이 발생해서’, ‘전기가 흘러서’, ‘N극과 S극을 띠어

서’ 등이 그 예이다. 표 6-6, 표 6-7에서 소개하는 클라우드 교실 지도안

예시는 구성주의의 순환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정전기 오개념을 교정하는

수업의 흐름을 보여준다. 정전기 단원은 학생들의 오개념 교정이 주요

목표인 만큼 학생들의 선개념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

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의견수합형 앱을 활용하는

수업을 설계해 보았다. 시뮬레이션의 교실 그래픽 구성시 기존 의견수합

형 클라우드 앱인 패들렛, 띵커벨 앱은 게시판이 UI 자체인 것과 달리

그림 6-5과 같이 교실 앞에 게시판이 놓인 것처럼 가상 교실을 구성하

고 학생의 아바타가 실제로 의견을 게시하는 모습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한다면 수업의 실재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클라우드 랩 방식의 정전기 실험 수업에서는 검

전기 실험에 큰 비중을 둔다. 검전기는 정전기의 원리에 대한 학생의 이해

를 도울 수 있는 실험 도구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학생이 실제로 검전기로

실험을 할 때 금속판과 금속박이 대전 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기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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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박의 움직임과 정전기의 원리를 연결 짓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만

약 운동 센서와 VR을 도입하여 학생이 자신의 몸을 직접 움직여서 검전기

에 아바타의 손을 가져갈 때 또는 가상의 대전체를 가져갈 때 검전기 내

전자의 이동과 검전기가 대전되는 것을 시각화하는 시뮬레이션이 구현된다

면 학생이 검전기 실험과 정전기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상되는 수업의 흐름을 표 6-5와 6-6과 같이 제안한다.

그림 6-5 실험과 이론을 모두 다루는 수업을 위한

가상 교실 인테리어의 예시

단계 내용

준비

▸시뮬레이션 시작

- 4∼6명의 인원이 교사가 제공한 링크를 통해 접속한다.

- 가상 실험실 또는 가상 교실에 학생들이 아바타의 모습으로 모인다.

-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하고 싶을 때 시작 버튼을 눌러 시작한다.

- 가상 진행자가 등장한다.

도입

▸지난 과제에 대한 리뷰

- 소집단 과제 및 개인 과제 내용에 대해 다루며 복습을 실시한다.

- 평가 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본 단계의 실험 과제 수행 시 유의해야

할 내용을 언급한다.

▸동기 유발

표 6-5 실험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정전기 수업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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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 가능한 정전기 현상의 영상이 실행된다.

과제

수행

▸소집단 과제

1. 정전기 현상 관찰하기

- 가상 교실 이곳저곳을 탐색하며 다양한 정전기 현상을 찾는다.

- 전기력에 의해 서로 밀어내거나 달라붙으려 하는 물체의 모습을

캡쳐 하여 게시판에 업로드 한다.

- 게시된 사진 속 정전기 현상을 보고 원인이 무엇일지 예상한다.

- 정전기의 원인에 대한 예상 결과를 게시한다.

<학생의 아바타가 의견을 게시하는 모습의 예시>

- 관찰된 정전기 현상의 원인에 대한 동료의 예상을 읽으며 정전기

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 같이 토론한다.

<학생 아바타들이 모여 토론하는 모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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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R 정전기 실험

① 물체를 대전시키기

- 클라우드 랩에 연동되는 글로브를 착용하여 학생의 손이

움직이면 아바타의 손이 움직인다.

- 가상 실험실에 털가죽, 유리막대, pvc, 명주, 고무 등 다양한

재질의 물체가 놓여있다.

- 학생이 자신의 손을 움직여 아바타가 서로 다른 물체를 골라

마찰시킨다.

② 검전기 실험

- 대전체를 검전기에 가까이 대면 검전기의 금속박이 벌어진다.

- 금속판, 금속박 사이 전자의 이동이 시각화 된다.

- 학생 아바타의 손가락을 금속판에 가져다 댄다.

- 전자의 이동과 금속박의 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3. 결론 도출 및 일반화

- 검전기 실험에서 얻은 정전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상

교실에서 관찰된 정전기 현상의 원리를 결론 지어 게시판에

게시한다.

정리

▸소집단 과제 마무리

- 실험 결과에 대해 분석하는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소집단

과제를 마무리한다.

- 가상 교실에서 퇴장한다.

▸개인 과제 부여

- 소집단 과제가 완수되고, 가상 교실을 퇴장하면 자동적으로 개인 과

제를 작성할 수 있도록 URL을 부여 받게 된다.

- 제출 기한 내에 개인 과제를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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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사 학생

도입

▸수업 시작

- 화상 대화 솔루션(줌, 구글 미트 등)으로 모여 출석 체크 후 수업을

시작한다.

<가상의 화상 대화 솔루션 화면 예시>

▸지난 차시 복습

- 교사가 지난 차시 내용을 간단

히 다룬다.

▸동기 유발

-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

는 정전기 현상의 영상을 재생

한다.

▸지난 차시 복습

- 교과서나 학습지를 찾아보며

지난 차시 내용을 복습한다.

▸동기 유발

- 자신이 경험한 정전기 현상을

말한다.

전개

▸소집단 과제

1. 정전기 관찰 및 예상

- 각자 가정에 있는 재료들을

활용하여 정전기를 발생시키

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클라우드 기반 게시판에 업로

드하도록 안내한다.

▸소집단 과제

1. 정전기 관찰 및 예상

- 가정에 있는 재료들을 활용하

여 정전기를 발생시킨다.

- 전기력에 의해 서로 밀어내거

나 달라붙으려 하는 물체의

모습을 사진 찍어 게시판에

업로드 한다.

표 6-6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정전기 수업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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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학생들이 업로드한 정전

기 현상의 사진을 보고 원인

이 무엇일지 예상해 보도록

안내한다.

- 관찰된 정전기 현상의 원인에

대한 다른 동료의 예상을 읽

으며 정전기의 원인이 무엇인

지에 토론해 보도록 안내한

다.

2. 검전기 실험

- 화상 대화 솔루션의 채팅창을

통해 시뮬레이션 URL 링크를

제공한다.

- 클라우드 기반 실험 보고서에

토론 결과를 작성할 수 있게

안내한다.

<학생들이 각자 정전기를

발생시킨 후 사진 찍어 올린

모습의 예시>

- 예상 결과를 메모지에 적고

게시한다.

<학생들이 정전기의 원인을

예상하고 메모하여 게시한 모습의

예시>

2. 검전기 실험

- 교사가 제공한 링크를 타고

들어가 웹기반 시뮬레이션을

실행시킨다.

- 대전체나 화면 속 손가락을

금속판에 가져다 댄다.

출처: 자바실험실-정전기

시뮬레이션 예시

(https://javalab.org/elect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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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도출 및 일반화

- 검전기 실험에서 얻은 정전기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

진 속 정전기 현상의 원리를

결론지어 게시하도록 안내한

다.

- 전자의 이동과 금속박의 변화를

관찰하여 클라우드 기반 실험

보고서에 기록한다.

3. 결론 도출 및 일반화

- 정전기의 원리에 대해 토론하

고 결론을 정리한다.

- 정리된 내용을 게시한다.

<정전기 현상의 원리를 설명하는

메모를 게시한 모습 예시>

정리

▸형성평가

- 결과 보고서 작성 완료를

독려한다.

- 클라우드 기반 형성 평가를 실

시하도록 안내한다.

- 집계된 학생 성취도를 바탕으로

개인 평가를 실시하고 교사

자신의 수업에 대해 평가 및

수정한다.

▸형성평가

- 결과 보고서 작성 완료 후

형성 평가 문항을 푼다.

- 자신의 점수와 답을 확인한다.

<클라우드 기반 형성평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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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4.1 현직 교사의 피드백

‘클라우드 랩’에 대해 현직 교사 2명에게 피드백을 받았다. 두 명의 교

사 중 교사 A와는 약 20분 정도의 면담을 실시하였고, 교사 B는 서면

상으로 의견을 수집하였다.

교사 A는 현직 고등학교 생물 교사로 재직 중인 학교의 교육과정 관

련 부서에서 속해 있으면서 AI 교육 석사 과정 중이기에 에듀테크와 고

교학점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었다. 교사 A는 클라우드 랩에서 학

교 교육에 메타버스 기반 시뮬레이션을 도입하는 것을 좋은 아이디어라

고 여기며, 재직 중인 학교에서도 입학식, 졸업식과 같은 학교 행사를 메

타버스에서 개최할 계획이 있었음을 밝혔다. 가상공간에서 학교 행사 개

최 시 기존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단순

히 가상공간에서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

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시뮬레이션들이 마련되어 있는 학교 고유의 가상공

간을 만들고자 메타버스 관련 중소기업에 의뢰하기도 하였으나 비용적인

문제로 답보상태라고 하였다. 교사 A는 메타버스기반 시뮬레이션이 기

업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활용될 날이 멀지 않았으며, 비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교사 A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변인을 조작하는 실험뿐만 아니라 실감나는 지질

답사, 생물 채집, 관찰 활동을 구현할 수 있다면 학생의 흥미와 내용이해

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현 생명과학 교과서는

‘진화’ 단원에서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 새의 진화 사례를 활용하여 생

물의 진화를 설명하는데, 학생들이 직접 가상의 갈라파고스에 가서 그

곳을 탐험하며 핀치 새를 관찰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메타버스 기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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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시뮬레이션이 개발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교사 A는 클라우드 랩이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

는 것에 반감을 드러냈다. 현재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에서 다수의 선택과

목을 개설 운영한 결과 고교학점제를 시행하지 않은 타 학교 학생들에

비해 낮은 내신 등급을 받게 되어 입시에 불리하다고 하였다. 즉, 고교학

점제로 인해 개설되는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선택과목을

교사와 학생 모두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사 A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학 입시와 연계성이 떨어져 현장에서의 정착에 어

려움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클라우드 랩에서 현실성 있는 평가가 실천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

재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에서 절대평가로 성적을 매기는 교육과정 클러스

터 강좌나 주문형 강좌의 경우 9등급 체계로 성적이 부여되는 과목에 비

해 수업에 소홀하게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 면학 분위기 형성이 힘듦을

고려하였을 때 클라우드 랩이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되었을 때 어떠한 방

식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교사 B는 현직 고등학교 물리 교사로 물리교육학 박사 과정 중이다.

교사 B는 클라우드 랩에 대해 전체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실험

교육이 단순히 기존의 실험 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실험 교

육의 단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와 학생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교육이 본래 추구해 왔

던 가치와 목표에 합당해 보인다는 점을 기존 실험 교육 대비 장점으로

보았다. 특히 교사가 평가자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 피드백이 원

활해질 수 있고, 학생들이 실험 전체의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실험

을 완수할 수 있으므로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클라우

드 랩의 운영 방식에 공감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센서나 센서 앱을 활용

하는 것은 비대면 실험에서 나타나는 정량적 측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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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클라우드 랩의 실제에서 제시된 진자의 등시성 실험 수업의 예시

에 사이클로이드 진자 운동 시뮬레이션 실험과 단진자 운동 실험을 포함

하고 있는데 이는 이상화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실험과 그렇지 않은 실

험 사이의 차이를 깨닫는 데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모든 주제의

실험에서 이 과정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실험

수업 설계 시 여러 실험을 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하나의 실

험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는 방향

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또한 클라우드 랩이 추구하는 귀납적 실험이 오히려 알려진 규칙성이

나 법칙을 찾는 것이 실험의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역적 실험에

비해 확인 실험에 가까울 수 있음을 주의해야한다고 하였다.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실험은 학생의 탐구나 고차원적 사고를 돕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클라우드 랩에서 학생들이 직접 가설을 세우

고 검증하여 정합성을 판단해보게 하는 식의 실험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

생들의 탐구를 촉진하고 실험 결과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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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결론 및 제언

연구 Ⅰ,Ⅱ을 통해 알게 된 클라우드 앱의 교수학습 도구로서의 장점

과 과학 교수학습 도구로서의 장점을 반영하여 새로운 교수학습 방식을

제안하고자하였다. 그 결과 클라우드 앱만을 단독으로 활용하였을 때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험 시뮬레이션 내에서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클라우드 기반 공동 데이터 시트에 입력하는 새로운 실험 교육

방식인 ‘클라우드 랩’을 제안하였다. 클라우드 랩은 전적으로 연구자 본

인의 아이디어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실험 수업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면 메타버스 기반으로 구현된

가상 실험실 공간에서 학생이 아바타의 모습으로 측정, 데이터 처리, 분

석 작업을 하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발전된 IT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안은 실제 교육 현장에 도입하여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과학은 타 교과에 비해 실습과 실험이 중요한 과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도 가능한 실험 교육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클라우드 랩에 학생들이 현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실험을 시뮬레이션으로 포함 시킬 수 있다면 활용

도가 높을 것이다. 위험도가 높은 실험, 값비싼 실험 기구를 쓰는 실험,

규모가 큰 실험, 과정이 매우 복잡한 실험, 역사적으로 위대한 발견을 이

끌어낸 실험 등이 시뮬레이션으로 해보기에 좋은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

한다. 또는 교사 A가 제안한 것처럼 학생들이 직접 가볼 수 없는 곳을

탐험하고 답사하는 시뮬레이션을 VR로 구현하여 지질 구조, 생태계, 우

주 등을 학습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지질 구조, 생태계, 우주와

같은 주제의 학습을 위한 영상이 제작되어 있으나 학생이 영상을 수동적

으로 시청하는 것보다 직접 자신의 몸을 움직여 주도적으로 탐구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제작한다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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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랩은 상상에 의하여 제안된 아이디어로 이상적인 면이 있으

므로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되기 위해서는 평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

획이 필요하다. 현직 교사 A는 클라우드 랩이 가정하는 절대평가 방식

에 대해 실천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클라우드 랩의 목표가

학생이 탐구 기능과 과학 실험 방법을 습득하는 것인 만큼 성취도를 파

악할 때 객관성,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의 인재를 기르기 위한 평가가 반드시 객관

성과 신뢰도를 확보한 방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객관화된 수치로 성취를 줄 세우는 식의 평가가 이루

어지는 과학 수업에서 학생이 영감을 얻고 진정한 탐구를 할 수 있을지

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다양한 목적에 의해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후속 연구로서 클라우드 랩을 실천하고, 적합한 평가 방법이 무

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실험 시뮬레이션과 스마트폰, 센서 앱, 클라우드

앱 활용 실험 모두 학생이 단순히 실험 과정을 간접 또는 직접 경험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탐구 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구

체적으로 클라우드 랩의 실제에서 소개한 도플러 효과는 자료의 수집·분

석 및 해석,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 결론 도출 및 평가에 주안을 두

었다. 진자의 등시성 실험은 탐구 설계와 수행, 의사소통에 주안을 두었

고, 정전기 실험은 문제 인식, 증거에 기초한 토론과 논증, 결론 도출 및

평가, 의사소통 과정을 포함시켰다. 무엇보다도 세 가지 실험 수업 모두

비대면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해석 과정

을 경험하도록 설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 영역 실험 주제만을 다루었지만 실제로 클라우드

랩의 구현 시 실험 주제 선정을 위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과

같은 과목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과학교사가 협력한다면 클라우드 랩에

적합한 실험 교육 과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클라우드

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된다면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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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닥치거나 거점형 수업 등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환

경에서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 교사는 부담 없이 클라

우드 랩 플랫폼에 있는 실험 시뮬레이션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생

들에게 배포하고 실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정규 교육과

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주제의 실험을 클라우드 랩으로 구현하

여 과학 실험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과학 영재들이 실험을 수행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클라우드 랩을 활용하여

이공계 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심화 실험·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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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과학 교수학습에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효

과와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효과적인 과학 교수학습 설계 방법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현직 교사들의 클라우드 앱의 활용 실태가

어떠한지 조사하는 사전 연구를 실시하였다. 10명의 교사가 연구 참여자

로 선정되었고 이들이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방

식은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연구자 본인이 실제 수업을 통해

과학 수업 내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는 것이 교사의 발문 및 피드백,

학생-학생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는 확인적 피드백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

고, 일반 수업에서는 수렴적 발문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녹음·녹

화된 수업에서 교사가 클라우드 앱을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일반 강의식 수업에서와 달리 학생

의 주도적인 참여의 비율이 높은 과학 실험수업에서는 실험 설계나 수행

상의 오류가 학생의 올바른 학습을 방해할 수 있기에 수업 중 올바른 피

드백이 제시되어야 한다(박종찬, 2009)는 주장에 비추어볼 때 클라우드

앱은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실험 수업에서 효과적인 교수학습 도구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에서 교사가

제시한 확인적, 교정적 피드백이 오히려 학생들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본인 탐구 활동에 대한 평가와 반성의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수시로 피드백을

제시하고 학생 간의 성취도 비교 및 이해도 파악을 통해 과정중심평가를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 참여한 학생-학생의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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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반 수업에 비해 학습 내용보다 클라우드 앱이나 스마트폰의 작동,

클라우드 앱 활동지의 작성 등 운영에 관한 언어적 상호작용 비율이 높

았다. 또한 일반수업에서와 달리 공동작성 클라우드 앱 수업에서는 쉽게

다른 소집단의 활동지와 종이 보고서를 보고 자신의 답을 수정하는 모습

이 나타났다. 학생-학생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과정에서 기존 수업 방식

에서는 거의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소외되어 있던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모습이 나타난 점에 주목하여 학생 세 명의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별

비율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수업에서 수업 참여가

전혀 없던 사전 개념이 하위 수준인 학생이 활동지 작성에 적극적인 모

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사전 개념이 중하위인 분석 대상

학생에게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수업 참여 양상 변화의 동인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세 명의 학생 중 두 명과 면담을 하였다. 그 결과

두 학생 모두 클라우드 앱 활용 수업의 장점으로 종이 활동지에 필기를

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기록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시켜

주어 학습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앱 활용 교수학습은 학생들에게 익숙한 스마트폰을 교수학습 도구로 활

용함으로써 사전 개념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클라우드 앱을 활

용하여 기존 수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

의 학습 활동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클라우드 앱을 학생 참여 도구로 활용한 경험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사전 연구에 참여했던 교사 10명 중 5인만을 연구 참여자

로 추렸다. 교사인 참여자 5명가 클라우드 앱을 학생 참여도구로 활용한

수업에서의 교수학습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학생 중심 교수학습을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

대면 환경에서 실험 수업을 하기 위해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기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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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자들의 사례에서 나타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과학 실험은 대

면과 비대면 과학 실험 수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 수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연구 참여 교사들의 쌍방향 온라인 과학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경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였다. 참여

자들은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기 전에 비해 활용 이후 교수

학습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클라우드 앱의 교수학습을 돕

는 유용한 기능에 만족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클라우드 앱

활용 이후 여러 학생이 화면을 동시에 공유하는 기능을 적극 활용하였고,

기록과 저장 기능으로 누적된 학생의 학습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 및

학급 간 성취도를 비교하고 평가하였다.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자 학생의 학

습 진단 기회가 늘어 피드백을 제시하는 횟수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피드백을 하게 되었으며 피드백의 질적인 면에서도 향상되었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참여자들은 클라우드 앱 활용이 과학 교수학습

을 위해 특화되지 않았으며, 클라우드 앱의 장점과 기능은 모든 교과에 동일

하게 적용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과학 교수학습의 특성

을 반영한 고유의 클라우드 앱 활용 교수학습 설계를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경험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묻

는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클라우드 앱

이 자료 공유, 시각화, 협업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이 영재고 학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클라우드 앱의 사용 방법이 어렵다고 답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

하여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교수학습 설계 시 사용 방법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고 더욱 직관적인 UI를 갖춘 클라우드 앱을 선정해야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 수업 내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해 본 학

생 두 명과 면담을 한 결과 교사와 학생이 온라인 수업 체제를 계기로

클라우드 앱을 처음 경험한 후 현재 대면 수업으로 전환 되었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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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

서 클라우드 앱의 활용도는 계속하여 높아질 수 있으며, 활용에 미숙한

교사는 이에 대비하여 적절한 클라우드 앱 활용 교수학습 설계 방법을

익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

도입 전보다는 도입 후에 피드백이 늘어났음을 언급하였으나, 대면수업

에 비해서는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사가 피드백을 제시할 때 댓글의 형태로 일방적으로 안

내받기보다는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며 피드백을

받길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대면수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이나 과제에 대해 즉시 피드백을 제시

하여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자 노력해

야할 것이다.

앞서 실시한 사전 연구 및 연구Ⅰ,Ⅱ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

드 앱 활용 과학 교수학습에서 교사와 학생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클라우

드 앱의 특성을 그림 7-1로 정리하였다.

교사와 학생이 느낀 과학 교수학습 도구로서의 클라우드 앱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클라우드 앱은 온라인-오프라인, 교사-학생, 학생-학

생 그리고 수업-일상을 이어주는 네트워크의 역할을 한다. 교사와 학생

은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교실이라는 공간에 함께 존재하지 않는 상황

에서도 쉽게 자료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둘

째, 클라우드 앱은 별도의 하드웨어가 아닌 온라인 서버에 기록과 동시

에 저장이 된다는 편리한 기능이 있다. 특정 앱의 경우 사용자의 입력을

클릭과 동시에 즉시 분석하고 통계처리 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은

교사가 기존에 평가를 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학생 학습 자료의 수집,

채점, 누적, 기록 등의 과정을 생략시켜 준다는 점에서 시간 절약에 도움

이 된다. 셋째, 연구 Ⅱ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협력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앱은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 쉽게 다운로드 받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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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할 수 있으며, 교육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앱이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은 교수학습 도구이다. 초·중·고등 및 대

학교 또는 비영리 단체를 위해 개발된 교육용 구글 앱스(Oishi, 2007)가

대표적인 그 예이다. 클라우드 앱 활용의 낮은 진입 장벽은 온라인 수업

체제로 급격한 전환이 일어난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많은 교사와 학생이

클라우드 앱을 택하여 협력 학습을 실천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로 예

상한다. 또한 클라우드 앱은 입력과 동시에 동기화가 되어 사용자 모두

에게 데이터가 전송되기에 문서를 공동 편집하는 데에 유용하다는 평가

를 받았다. 화상대화 앱만으로 수업이나 협력 학습 활동을 할 때는 말이

나 글로만 설명을 해야하지만, 클라우드 앱을 추가 활용할 경우 자료를

기반으로 한 풍부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는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컨텐츠를 공유하고, 협업 환경을 구성하고, 학습 자료를 동료와 함께 살

펴보는 것이 가능하여 지식의 구성에 도움이 된다(Educause Learning

Initiative, 2008)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림 7-1 사전 연구 및 연구Ⅰ,Ⅱ에서 조사된 과학 교수학습 도

구로서 클라우드 앱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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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전 연구와 연구Ⅱ의 결과 온라인 과학 수업 중 실험 수업

에 클라우드 앱이 유용하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스마트폰

센서 앱이나 시뮬레이션으로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스프레드시트

앱에 입력 및 공유 후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실

험 수업이 어려운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도 실험 수업을 할 수 있는 효과

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 본인의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경험과 사례 및 다른

교사와 학생의 클라우드 앱 활용 경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도 실천 가능한 효과적인 클라우드 앱

활용 실험 교육방법을 고민하였다. 그 결과로 비대면 환경의 한계를 극

복하면서도 클라우드 앱의 기능과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실험 교육 프

로그램으로 ‘클라우드 랩’을 제안하였다. 클라우드 랩은 메타버스 방식으

로 접속 가능한 실험 수업 시뮬레이션에서 학생들이 아바타의 형태로 실

험을 수행한 후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 공동 데이터 시트에 모아 자료

해석과 결론 도출 등을 해보는 비대면 실험 수업 방식이다. 비대면 상태

지만 공동 데이터 시트에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공동 시트에 모으

면 소집단이 협력하여 탐구를 할 수 있다. 클라우드 랩은 시뮬레이션으

로 운영되므로 실제 교사의 수업 진행이 필요 없으며, 시뮬레이션 시작

과 동시에 가상의 진행자가 수업 전반을 진행하게 되므로 학생은 소집단

및 개별 과제를 제출하여 각 단계의 실험 수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다. 비대면 방식인 만큼 가까운 미래에 전면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도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험 수업이 가능하다 장점이 있다.

클라우드 랩 방식으로 실험 수업을 구현하였을 때 예상되는 진행의 흐름

을 교수학습 지도안 형태로 제시하였다. 과학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비대면 환경에서 수행 가능한 도플러 효과, 진자의 등시성, 정전기 실험

시뮬레이션의 예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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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2.1 교수학습의 확장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기기의 사양에 상관없이 온라인 접속이 가능

한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게 되면서 학습에 대

한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는 u-러닝의 실현에 기여하였다. 특히 학습자

는 간편하게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클

라우드 앱을 활용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학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

었다. 이는 기존 대부분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던 장소를 오프라인의 공

간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모든 장소로 확장시켰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협력 학습에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인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클라우드 앱을 활용하면 입력과 동시

에 저장되는 스토리지 기술과 공동 작성 및 공유 기능을 통해 동시에 접

속하지 않아도 모든 협력 활동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협력 학습이 가능

한 시간을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교수학습에서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온라인 정

보를 학습에 활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서 지식정보처리 역량으로 정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

와 자료를 수집·분석·평가·선택하고,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식, 정보

와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더 나아가 클라우드 앱

활용 교수학습은 과거 과학교육의 목적인 과학지식의 습득을 강조하는

흐름이 이어진 데에 영향을 받은 지식 위주의 과학 교수학습 방법을 변

화된 과학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변화 및 확장시킨

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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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클라우드 앱 활용을 통한 원격교육 한계 극복

원격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교실 또는 강의실

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고유의 특징을

가진다. 원격교육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교수적 실재감의 부재, 학습 진

단을 통한 피드백 제시의 어려움, 참여나 집중도 저하 등의 한계점 등이

언급되었다. 기존에는 교수학습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교사와 학생이 같은 교실에 있지 않는 경우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만이 원격수업으로 불리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Ⅰ결과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한 교실 안에 있는

대면수업 상황에도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거리가 존재함

이 드러났다. 교사의 발문과 피드백 분석 결과 종이 활동지와 실험 보고

서를 활용하는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의 문제에 대한 답변 또는 내용 이

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렴적 발문을 던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교실 앞에 서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교사는 직접 학생 가까이에 다가

가거나 발문을 던져 답을 이끌어내지 않는 이상 개별 그리고 전체 학생

의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기 어렵다. 즉, 교실에

서 이루어지는 대면수업조차 원격교육의 한계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

지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Ⅰ,Ⅱ를 통해 클라우드 앱을 활용한 교수학습에서 교사는 학생

의 학습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문제점이나 이해도를 파악하고 피드백

을 제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Ⅰ에서는 교사-학생의 대면 상

황에서 클라우드 앱 활용을 통해 기존의 상호작용 대비 학생의 학습 자

료를 기반으로 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더 자주 일어났고, 연구 Ⅱ에서

는 비대면 상황에서 클라우드 앱 활용을 통해 상호작용이 촉진되는 효과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클라우드 앱은 원격교육의 한계를 극복하

는 데 도움이 되는 교수학습 도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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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Z세대를 고려한 교수학습 도구로서의 클라우드 앱

현재의 중고등학생은 2000년대생으로 ‘Z세대’로 불린다. Z세대는 모바

일 기기와 언어를 마치 특정 언어를 쓰는 원어민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하

는 ‘모바일 네이티브(mobile native)’에 속한다. 따라서 Z세대에게는 텍스

트를 이용하는 소통 방식이 더 유창하고 편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김미성과 이상준, 2017)이라는 특징이 있다. 교수학습 설계

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현 청소년

세대가 ‘스마트폰’이라는 도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점

을 고려하여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을 교수학습 도구로 활용하였

으며, 스마트폰을 통한 의사소통을 도입하여 교수학습을 설계하려는 시

도를 해왔다. 본 연구 역시 현 중고등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과 앱을 교수학습 도구로 활용한 것으로 이는 학습자를 고려한 교수학습

설계 시도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면대면 언어적 상호작용 보다 텍스트를 활용한 소통에 익숙한 Z세대

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클라우드 앱은 그들의 눈높이와 생활양식에 부

합하는 교수학습 도구이자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면대면 언어적 상호

작용을 통한 학습에 거부감을 느끼는 일부 학생들에게는 공동 과제를 자

신의 기기에서 읽고,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소집단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면 소집단 활동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한 학습 중단을 방지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인쇄 매체보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학생들은

한 번의 다운로드 및 설치로 자료의 검색, 추가, 편집, 공유가 가능한 클

라우드 앱에 익숙하기에 교사의 업무 가중 없이 클라우드 앱을 교수학습

에 도입할 수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 앱은 최신 과학기술과 시대의 흐름

을 반영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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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3.1 교수자의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 개발

교사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지식,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교육학적 내

용 지식(Koehler, 2008)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1년 이후 교원의

ICT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가 이루어졌으나,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맞

춰 지속적인 교원 역량 강화가 필요(교육과학기술부, 2011)하다.

Minia-Pic(2020)은 새로운 디지털 학습 도구가 가진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활용 능력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디지털 역량과 온라인 자료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수자는 학습자가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드는 시간을 절약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게 한다. 또한 온라인에서 학습 자료를 더 잘 취사선택

할 수 있고, 더 질 높은 과정이나 자료를 목표로 삼는 복잡한 활용 방식도

구사 가능하다. 즉, 교수자가 온라인 학습 활동을 주도할 때 학습 자원을 활

용하는 방법과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방식은 교수자 개인의 실력에 달려있

다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학습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각국은 비대면 교육을 경험하면서

교수자 전문성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을 서둘러 정비 중이다. 교수자는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수업내용과 방법을 재구성해야 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선정해야한다. 이 때, 테크놀로지에 대한 충분한 소양을 갖

추어야 하며, 테크놀로지와 교수 내용 및 방법을 연결하는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강민석과 김명랑, 2014). 온라인 교육은 미래 교육에서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된 만큼 모든 교육 종사자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을 갖추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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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앱 활용 교수학습을 실천하는 교수자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게 된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수자에게 테크놀

로지 활용 능력과 이를 기르고자 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바람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교수자가 충분한 훈련과 연구를 통해 자신의

수업에서 클라우드 앱의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게 된다면 비대면 상황에서도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쉽게 학습자의

학습 상황을 진단하고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교수자가 교육의 변화

에 발맞추어 적정 수준의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과 정부는 협력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교수자는 그러한 능력의 중요성을 깨

닫고 자기주도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3.2 학습자의 최신 테크놀로지 활용 경험 제공

클라우드 앱 활용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에서 교사인 참여자들은 학생의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 격차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사태로 인해 유례없는 온라인 교육 체제 도입에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이 낮은 학생들은 화상 대화 앱에 접속하

는 것조차 어려워하였다. 이로 인해 온라인 수업 실시 직후에는 수업이 제대

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시간이 낭비되기도 하였다. 결국 학생의 테크놀로

지 활용 능력의 격차는 학습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

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온라인 수업의 질이 향상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교과과정

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콘텐츠 개발과 공교육의 적극적인 수용은(한국교

육학술정보원, 2020b)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기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이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었다면, 온라인 교육의 새로운 국면

을 맞이한 현재 더 실질적이고 질 높은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

러므로 AI, 클라우드 컴퓨팅, 메타버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클라우드

랩을 도입하고 활용 훈련을 시킨다면 학습자가 교과 학습을 하면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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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을 기르는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3 클라우드 기반 교육시스템 구축

연구 결과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의 확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서는 인프라 구축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교육부는 2011년 스마트 교육을 위한 학교 혁신 전략에서 국가 수준

의 클라우드 교육 서비스 기반 구축하고 교육 목적의 콘텐츠 확보 및 유통,

품질관리를 기반으로 한 오픈마켓(Open Market) 조성할 계획을 밝히고 교

육 콘텐츠 활용, 학습 관리 등을 위한 표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에듀넷

(Edunet)을 기반으로 민간과 공공기관 및 개인의 우수한 콘텐츠가 교육적으

로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 오픈 마켓 조성하는 작업을 해왔다. 오랜 기간

국가적 차원에서 온라인 교육 시대를 대비하여 시스템의 혁신 정책을 추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염병 사태로 교육시

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사태를 경험하게 되었다. 교육부에서 온라인 수업 플

랫폼으로 EBS 온라인 클래스, E-학습터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지만 많은 교

사들은 시스템이 불안정하다고 평가하였다(KBS뉴스, 2021.3.13.). 교육계가

에듀테크의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시대가 변하는 속도를 앞서

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방법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넓은 영역의 교육시스템에 최신 테크놀로지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된다.

교사들의 학사 및 학생 관리 운영 시스템인 나이스(NEIS)에는 학생에 관

한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데 이를 교수학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화하

여 개별화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선행연구에

서 플랫폼 유통체계, 빅데이터 시스템, 콘텐츠 아카이브 시스템이 나이스와

결합 되어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학교행정정보가 나이스에 있기 때문에

나이스와 연계될 때 효율적인 학교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식별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생의 학습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계보경 등, 2020)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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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 바와 같이 나이스의 교수학습을 위한 역할이 확장되고 강화될 필요

가 있다.

3.4 디지털 교과서의 클라우드 앱화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사업은 디지털 융·복합 사회로의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스마트(SMART) 교육 사업의 첫 번째 추진 과제로 시행되어

왔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현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초등

3, 4 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영어, 사회, 과학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적

용 중이다. 초연결성이 강조되는 앞으로의 사회에서 디지털교과서는 학습

자료와 교실에서의 소통 방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될 것(김노

아, 2019)으로 여겨지나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교과서는 미디어 컨텐츠가

추가된 서책형 교과서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교과

서를 활용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김노아(2019)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학생

과 매체 상호작용의 증거가 매체에 남고, 이를 교사와의 상호작용으로 연결

되도록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디지털교과서 자체에

서 외적 표상의 기능들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디지털 교과서가 교수

학습에 활용될 때 상호작용, 피드백을 위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디지털 교과서는 컨텐츠의 다양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학

습자료-학생, 학생-학생, 교사-학생의 소통을 확장시키는 교수학습의 플랫

폼 역할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 교과

서가 학습 내용과 더불어 그 안에서 협력 학습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유,

스토리지 등의 기능을 포함한 하나의 클라우드 앱이 되는 방향을 제안한다.

만약 디지털 교과서가 클라우드 앱처럼 된다면 교과서와 활동지의 경계가

사라지고 교사와 학생 모두 디지털 교과서를 수업 전체를 총괄하는 교수학

습 도구로 인식하게 되어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본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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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정책의 도입 당시 추진 방향으로 삼았던 학습 관리 및 처방, 학습

진단의 기능(교육과학기술부, 2011)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학교 현장

에 순차적으로 스마트기기가 보급되고 있기에 새로운 디지털 교과서 앱이

개발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실제 교수학습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7-2 디지털 교과서의 클라우드 앱화 예시1 (원본 출처 : 미래엔 통합과학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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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디지털 교과서의 클라우드 앱화 예시2 (원본 출처 : 미래엔 통

합과학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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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bstract

Despite the fact that numerous studie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and efficacy of IT-friendly education, Korea's education

has been progressing slowly. Recently, due to the pandemic caused

by COVID-19, the rate of use of IT in school has increased rapidly.

The penetration rate of smart devices in schools has increased, and

teachers have begun to study IT for online class. Students and

parents have become familiar with classes that participate through

screens at home. The EduTech, especially cloud apps, has been a

vital teaching and learning tool in the current COVID-19 Epoch

confinement situation. In particular, cloud apps were used as a

platform for communication between schools, teachers, and students.

Cloud apps refer to cloud computing-based software that allows

individuals to easily share opinions and materials wherever online

access is possible without time and space constraints. These days,

cloud apps are widely used for teaching and learning because they

store and share data using servers from companies that provide

services without utilizing separate external storage spaces. Even

though the educational usefulness and effectiveness of cloud apps has

been evaluated many times, the studies on the practice of teaching

and learning using cloud apps and the perception of teachers and

students who experienced using cloud apps in science classes are

sufficient.

I used cloud apps like Google docs and Google spreadsheets for

genuine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 to study and evaluate the

language patterns of teacher in science classrooms, whether in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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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s or in normal science classes. I recorded and examined the verbal

interactions between the teacher and the students during the classes.

Then, to see how cloud applications affected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 ten instructors who utilized cloud apps in science classes

were chosen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polled on how they used

cloud apps and how they felt about them. After that five teachers

who utilized the cloud app as a tool for students' involvement in

online science classes were interviewed to collect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and to share their perspectives on their experiences

using it. A survey of 77 gifted high school students who had used

cloud apps in online classrooms was also done, as were interviews

with two of them who expressed an interest in participating in

voluntary interview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verbal interactions, teachers had a

high percentage of verifying feedback in classes using Cloud apps,

and convergent questioning in general classes. Throughout the

exercise, the teacher used Cloud apps to provide quick feedback. The

teacher provided feedback to students to rectify their theoretical

misconceptions and experimental procedure errors. Furthermore, a

review of student-student verbal interaction revealed that the ratio of

dialogu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small group activities in cloud

app-using courses was high, and some students with low pre-concept

levels boosted their engagement in classes.

There were 7 ways to teach science online using cloud apps, such

as collecting assignments, team worksheet and etc. Meanwhile, some

of the participants evaluated that cloud apps are useful for giving

feedback to students but to others, it was not.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of the participants showed that the teachers used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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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s to design student-centered classes and some of them used cloud

apps for laboratory instruction. And some teacher participants

perceived using cloud apps effects on improving of quality of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 online class. They perceived it also effects on

increasing of feedback and interactions among students. Meanwhile,

some teacher participants felt that the reference materials on the

cloud learning specialized in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 are

insufficient. Students participants recognized that cloud apps were

useful for data sharing, visualization, and collaboration, but hard to

learn how to use them.

Based on the research, I proposed 'Cloud Lab’ which allows

laboratory instruction to be conducted using scientific experimental

simulations and cloud apps in a non-face-to-face environ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of that, it investigates the reality and

effectiveness of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 using cloud apps and

proposes new laboratory instruction using various EduTech.

Keywords : Cloud apps,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 Online

class, Non face-to-face lab instruction, Edu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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