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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토론에서 교수자의 역할에 한 사례 연구: 

교수자의 수업 을 고려한 맥락  근

1)윤순경(尹順敬)*

이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교실과 가상공간을 병행하는 혼합형 교수-학습 환경에서 온라인 토론을 실시
할 때 교수자의 수업관이 온라인 토론 운영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를 질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한 대학교의 대학원 강좌이고, 
연구 참여자는 교수자 1명과 연구에 자발적으로 응한 8명의 학생이다. 연구 자료는 관찰, 면담, 문서분석에 의해 
수집되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온라인 토론을 운영하는 교수자의 여러 역할들은 온라인 토론을 지속적인 대화
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교수자의 운영 방식과 관련이 있고, 온라인 토론 운영 방식은 대화의 관점으로 
수업을 바라본 교수자의 수업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교수자의 수업관과 온라인 토론 운영 목적에 근거하
여 온라인 토론을 운영하는 교수자의 역할은 크게 온라인토론 이전 단계와 온라인 토론 진행 단계로 나누어 이
루어졌다. 온라인 토론 이전 단계에서의 교수자의 역할은 읽기 자료와 학습자 간의 개별적인 대화를 촉진시키는 
것이었다. 온라인 토론 진행 단계에서의 교수자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서 첫째, 풍성한 대화를 생성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내뱉'을 수 있도록 토론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고, 둘째, 집단 대화 속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 1대1 대화를 촉진시키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각 단계별 교수자가 수행한 역할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 전략들은 대화의 관점을 갖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교수자들이 온라인 토론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교수자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는 온라인 토론 이전 
단계와 온라인 토론 진행 단계를 구별하지만, 학습자의 학습 경험 측면에서는 이 두 단계의 경계가 모호하여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두 단계를 넘나들며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이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안하였다. 

￭ 주요어 : 온라인 토론, 교수자 역할, 맥락  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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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들어 컴퓨터와 네트웤에 의해 형성된 가상공간이 하나의 학습 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학교와 같은 고등교육기 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활발한 의사교류  지식 구

성을 해 가상공간에서 온라인 토론을 실시하는 강좌가 증가하고 있다(Garrison, Andershon, 

& Archer, 20000; Lu & Jeng, 2006). 온라인 토론은 학습자들이 교수자는 물론 다수의 동료 학

습자들과 동시 으로 혹은 비동시 으로 문자나 이미지기반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으로

써, 학습자들로 하여  다양한 을 공유하고, 비  사고를 가지며, 자신의 생각에 해 성

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Jeong, 2003; Roberson & Lee, 2007). 이러한 온라인 토론의 

장 들로 인해 국내외 많은 학의 교수자들은 교실에서의 교수-학습 환경을 가상공간으로 확

하여 교실 수업과 온라인 토론을 병행하여 수업을 운 하고 있고, 국내 사이버 학에서도 온

라인 토론을 실시하는 강의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임철일, 윤순경, 연은경, 2007; 한정선, 

오정숙, 2005; Mazzolini & Maddison, 2007; Skinner, 2007).

일부 학자들은 온라인 토론이 가상공간에서 학습자들에게 교육  경험(educational experience)

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그 요성을 강조한다(Garrison & Archer, 2000; Rourke et al, 2002). 

이들은 Dewey가 제창한 교육  경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온라인 토론에서도 하나의 학습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속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지속 인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

며(인지  존재), 이러한 의미구성을 지원하기 해 사회  상호작용(사회  존재)을 가져야 한

다고 설명한다. 이들 학자들은 학습자들이 온라인 토론에서 교육  경험을 갖기 해서는 인지

 존재와 사회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 하며, 교수자의 역할(교수  존재)이 온라인 토

론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요한 치를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를 들면, 온라인 토론을 운 하

는데 있어서 교수자가 주도 으로 토론을 이끌어 가는가, 아니면 참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가, 

아니면 교수자의 존재가 아  드러나지 않는가에 따라 학습자들의 교육  경험은 달라질 수 있

을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 토론에서 교수자의 역할이 요해짐에 따라 그에 한 논의와 선행연구들이 

꾸 히 수행되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온라인 토론이 컴퓨터 네트웤에 의해 이루어진 가상공간

에서 실시된다는 에서 온라인 토론에서의 교수자 역할이 교실 토론에서의 그것과는 다소 차

이가 있음을 제안한다(임병노, 2005; Berge, 1995). 몇 몇 연구들은 온라인 토론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의 지식 구성을 해 진자의 역할이나 트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오인경, 1998; Jonassen et al., 1995; Kearsley, 2000; Lu & Jeng, 2006).  다른 연구들

은 온라인 토론에서 교수자의 참여 여부에 해 논의하면서 학습자들의 극 인 온라인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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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해서 교수자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한정선, 오정숙, 2005)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 으로 온라인 토론을 운 하는 교수자의 일반 인 역할이 무

엇인지에 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교수자의 수업 과 같은 개별성이나 독특성이 

반 된 온라인 토론에서의 교수자 역할에 해서는 언 하고 있지 못하다. 다수의 교육학자들

은 오래 부터 교수자의 수업 은 수업에 해 어떠한 철학이나 신념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개별 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Brown, 1963; Kagan, 1992). 를 들면, 객 인 지

식이 존재한다고 믿는 교수자의 수업  지식이란 개별 으로 구성해 간다고 믿는 교수자의 수

업 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이처럼 교수자의 서로 다른 수업 은 교수자가 자신의 수업을 어

떻게 설계하고 운 할 것인가에 향을 미칠 수 있고, 그에 따른 교수자의 역할에도 향을 

다(Evertson & Weade, 1989; Prawat, 1992).

이와 같이 교사의 수업 과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수업 운  방식  교수 략에 한 상호 

련성이 많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토론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 상호 

련성을 논하는 맥락  근에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교수자마다 수업을 바라보

는 이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온라인 토론을 운 하는 방법이 정해질 수 있으며, 온라인 

토론에서의 교수자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데 교육공학 분야에서 이에 한 연구가 지 까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에 Mazzolini와 Maddison(2003)가 온라인 토론을 

어떠한 목 으로 운 하는가에 따라 교수자의 역할을 분류하긴 하지만, 온라인 토론의 운  목

 이면에 담겨져 있는 교수자의 수업 에 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온라인 토론에서 교수자의 역할에 한 맥락  근을 사용하여 학원에서 제공되는 한 

과목에 한 사례 연구를 실시하 다. 이 연구의 목 은 교실 수업과 온라인 토론을 병행하는 

혼합형 교수-학습 환경에서 온라인 토론을 실시할 때 교수자의 수업 이 온라인 토론 운  방

식에 어떻게 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역동 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교육적 경험으로서의 온라인 토론

교수-학습 환경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갖는 교육  경험은 어떤 형태로든 학습자들에게 요

한 의미를 제공한다. ‘교육  경험’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Dewey에 의하면, 그것은 학습자

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인식론과 존재론, 세계 , 자아들이 경험을 통해 질 으로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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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허희옥, 2003; Dewey, 1938). 이러한 교육  경험은 학습자로 하여  자신의 내

부에서 세상에 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게 하고, 세상과의 지속 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게 된다(허희옥, 양은주, 2001). Garrison과 Archer(2000)는 시간과 노력을 들일만한 

가치 있는 교육  경험은 유목 이고 구조화된 학습 환경과 련하여 동과 지식구성에 

을 둔 공유된 세계뿐만 아니라 반성  성찰과 의미에 을 둔 학습자의 개인 인 세계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련하여 이들은 교육  경험을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지식을 

구성하기 한 ‘ 동 인 의사소통 과정’(p. 92)으로 간주한다. Garrison과 Archer가 설명하는 

동 인 의사소통 과정은 하나의 특별한 형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동 인 의사소통 과정

은 로젝트 심의 동학습이 될 수도 있고,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이 될 수 도 있다. 요한 것은 동 인 의사소통 과정을 학습자의 교육  경험의 핵심으

로 간주하고 있고, 그것을 개인의 인지  발달과 사회  맥락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이다. 

이러한 교육  경험에 한 논의는 컴퓨터와 네트웤의 발달로 인해 교수-학습 환경이 물리

인 공간에서 가상공간으로 확 됨에 따라 국내ㆍ외 으로 조 씩 진행되고 있다. 허희옥과 

양은주(2001)는 가상공간에서 Dewey의 교육  경험의 원리를 통합시키기 한 가능성을 고찰

하고 실제  구 을 해 교수 설계 측면에서 시사 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가상공간에서 

공동의 목 을 달성하기 해 각자의 역할을 맡아 학습에 극 으로 참여하는 동학습을 통

해 학습자들이 Dewey가 말하는 교육  경험을 가질 수 있다고 언 한다. 

동학습 외에도, Garrison과 그의 동료들(2000)은 온라인 토론이 학습자들에게 교육  경험

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학자들은 교육  경험이 구 되기 해서는 하나의 탐구 

공동체(a community of inquiry)가 존재하는데, 이 탐구 공동체는 인지  존재(cognitive 

presence), 사회  존재(social presence), 교수  존재(teaching presence)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인지  존재는 탐구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인 요소로서 학습자들이 문자나 

이미지 기반의 지속 인 의사소통을 통해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존재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개인  특성들을 탐구 공동체 속에서 드러냄으로써 가상공간에

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존재하는 사람(real people)'(Garrison, Anderson, & Archer, 2000, 

p.89)으로 나타내는 능력을 말한다. 교수  존재는 교육에서의 교사의 책임감을 의미하는 것으

로, 온라인 토론에서 학습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교수자와의 상호

작용이 상당히 요함을 말한다. 

여러 학자들이 온라인 토론에서 학습자의 인지  경험과 사회  경험을 강조(Gunawardena 

et al., 1997; Newman et al., 1997; Rogers & Lea, 2005)하는 것과는 달리, Garrison과 그의 동

료들(2000)은 책임감 있는 교수  존재가 없는 경우 부분의 온라인 토론은 성공을 거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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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온라인 토론에서 학습자들이 갖게 될 인지  경험과 사회

 경험이 유의미하기 해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핵심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온라인 토론에서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탈맥락적인 접근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가상공간에서 비동시 으로 토론이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의 교수자의 역할에 한 연구는 웹의 등장과 온라인 교수-학습이 증가함에 따라 

1990년 부터 재까지 지속 으로 실시되고 있다(Berge, 1996; Easton, 2003; Kahn, 1997; 

Mazzolini & Maddison, 2007). 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온라인 토론을 운 하는 교수자라면 

구나 수행해야 하는 일반 인 역할들에 해 논의하고 있다. 

Paulsen(1995)은 온라인 토론에서 교수자의 역할을 재자(moderator)로서 규명함과 동시에 

조직 (organizational), 사회 (social), 지 (intellectual) 역할들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조직  역할은 교수자가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

을 의미하는데, 토론의 목표, 토론 일정, 토론의 차  규칙, 토론의 의사결정 기  등이 해당

된다. 이와 련하여, Paulsen은 교수자가 온라인 토론에서 강력한 리더쉽과 방향성을 가지면

서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것이 성공 인 조직  역할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사회  역할은 온라인 토론을 통한 성공 인 학습을 해 호의 이며 사회 인 상호작용이 일

어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하는데, 토론 기에 환 하는 메시지 보내기, 토론 

기간 내 참여를 격려하기 등이 이 역할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지  역할은 Paulsen이 온라인 

토론에서 교수자의 역할  가장 요한 역할이 지  역할이라고 언 한 것으로서 학습자들이 

요 사항들을 논의하도록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질문하기도 하며, 서로에게 논평을 하도록 

격려하기 해 학습자들의 답 을 면 히 살펴보는 진자의 역할을 의미한다. 

Berge(1995)는 Paulsen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온라인 토론에서 진자로

서의 역할을 정리하여 네 개의 역할로 분류하여 제시하 다. 그는 가상공간에서의 학습에 있어

서 학습자와 학습 내용, 학습자와 교수자 혹은 동료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요성을 언

하면서 교수자의 역할로 교육 (pedagogical), 사회 (social), 리 (managerial), 기술

(technical) 역할을 제안한다. Berge가 제안한 교육  역할, 사회  역할, 리  역할은 Paulsen

이 언 한 세 가지 역할들과 거의 동일하다. 기술  역할은 Berge가 새롭게 제안한 것으로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온라인 토론을 해 활용하는 소 트웨어나 시스템에 불편함을 갖지 않

도록 도와주고, 궁극 으로는 이러한 테크놀로지 사용에 매우 익숙하여 마치 그것의 존재를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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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지 못한 채 면 면 토론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학습자가 느끼도록 하는 역할을 말한다. Berge

는 온라인 토론을 운 하는 교수자가 이 네 가지 역할을 반드시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 보

다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들  일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Paulsen과 Berge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온라인 토론을 운 하는데 있어서 교수자는 학습자

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온라인 토론을 통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해 교육 , 사회 , 조

직 , 기술  측면에서 도움을  수 있는 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네 가지 역할들을 가운데, 교육  역할은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내용과의 상

호작용과 련이 있고, 사회  역할은 학습내용과 직 인 련은 없지만 학습자들의 정서를 

진하는 것과 련이 있는 측면이다. 한, 조직  역할은 교수자가 온라인 토론을 리  운

하는 것과 련이 있으며, 기술  역할은 컴퓨터와 네트웤으로 이루어진 가상공간에서의 학

습 환경의 시스템  기술 인 측면과 련이 있다. 

Paulsen과 Berge가 제안한 교수자 역할과 련하여 임병노(2005)는 온라인 토론과 오 라인 

토론에서 이들 역할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해 학생을 상으로 하여 사

례연구를 실시하 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 라인 토론에서는 교수자의 교육  역할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 고, 사회  역할, 리  역할, 기술  역할 순으로 나타난 반면, 온

라인 토론에서는 리  역할이 가장 많이 드러났고, 교육  역할, 사회  역할, 기술  역할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성공 인 온라인 토론을 해 교수자가 토론 활동을 한 비와 

리를 철 하게 수행하고, 좀 더 극 으로 교육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학습자들에게 

친근한 토론 환경  분 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한정선과 오정숙(2005)

은 온라인 토론에서 교수자의 참여에 따라 학습자의 토론 참여가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를 

학생을 상으로 연구하 다. 이들은 교수자가 네 가지 교수 역할을 수행하면서 토론에 참여

한 집단과 교수자의 참여가  없는 집단을 비교하여 자의 경우 학생들이 보다 더 극

으로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밝혔다.

Lu와 Jeng(2006)은 온라인 토론에서 학습자들의 지식 구성을 해 교수자의 역할을 진자

로서의 역할과 함께 참여하는 트 로서의 역할로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이들에 의하

면, 진자로서의 역할은 학습자들의 지식 구성을 해 방향을 잡아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의미

한다. 이에 비해, 트 로서의 역할은 안내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토론에 교수자가 

극 으로 참여하여 학습자들과 함께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역할을 의미한다. 비교사들을 

상으로 한 이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트 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교수자의 수업에서 학습자

들의 지식 구성과 련된 메시지들이 보다 많이 게시되었다.  

지 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온라인 토론을 운 하는 교수자들은 학습

자들이 온라인 토론에서 교육  경험을 갖도록 하기 해 교육  역할, 사회  역할, 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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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기술  역할을 필요에 따라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온라인 토론에서 교수자의 

참여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학습자들의 교육  경험을 진시킬 수 있는 진자의 역할과 

극  참여자인 트 로서의 역할로 분류될 수 있다. 

3. 온라인 토론에서의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 

교수자의 수업관에 따른 맥락적인 접근

앞 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은 온라인 토론에서 일반 으로 교수자가 수행하는 역할에 

해 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즉,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온라인 토론의 다양한 운 방식이나 온라

인 토론을 바라보는 교수자의 서로 다른 과는 상 없이, 온라인 토론을 운 하는 교수자라

면 구나 갖추어야 할 보편 인 교수자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토론에서 교

수자의 일반 인 역할도 요하지만, 실제 교수-학습 환경에서 교수자의 개별 인 수업 에 따

라 온라인 토론의 운  방식을 달리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교수자의 역할 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교수자가 자신의 수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온라인 토론을 활용

할 수도 있고 그 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온라인 토론의 활용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운  방식은 교수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교수자의 역할 한 달라질 수 있다([그

림 1] 참조). 

[그림 1] 교수자의 수업 , 온라인 토론 운 방식, 온라인 토론에서의 교수자의 역할에 한 계

이와 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온라인 토론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교수-학습에서 온라인 토론이 

어떠한 목 으로 활용되는가와 한 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Mazzolini와 Maddison(2003)은 

온라인 토론의 구체 인 목 들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토론의 목 에 따라 교수자가 수행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안하 다. 이들에 따르면, 교수자들은 자신이 직  구체 인 토론 주제를 

하나 혹은 몇 개를 제시하고 그것에 해 학생들이 토론을 실시하도록 할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구체 인 토론 주제는 주지 않은 채 다소 일반 인 토론들을 실시하도록 이끌 수도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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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토론의 교수자는 학생들의 질문에 주로 답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규명할 수도 있고, 

토론을 재하는 조정자(moderator)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토론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 다. Mazzolini와 Maddision(2003)이 제시한 교수자의 역할은 교수자가 온라인 

토론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 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서로 다르게 규명할 수 있음을 보여  

반면, 온라인 토론 운  방식 결정에 향을  수 있는 교수자의 수업  혹은 온라인 토론을 

바라보는 까지는 언 하고 있지 못하다. 

사실, 교수자의 수업 이 교수-학습에 반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최근에 새롭게 

두된 것은 아니다. 오래 부터 여러 학문 분야의 학자들은 교수자의 수업 이란 수업에 한 

교수자의 신념으로서 수업에 한 개인의 철학  이 반 되고, 학습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한 련이 있다고 주장하 다(Evertson & Weade, 1989; Fang, 1996; Harste & 

Burke, 1977). Brown(1963)은 보다 구체 으로, 교실 수업에서 교수-학습 과정을 극 인 지식 

탐구로 보는 교수자와 지식 획득으로 보는 교수자는 서로 다른 수업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

로 다른 교수 략들을 사용한다고 언 하기도 하 다. Freeman과 Porter의 연구(1989)결과에 

의하면, 4명의 미국 등학교 교사들은 교사 개인의 수업 에 따라 1) 교재의 매 페이지에 제시

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가르치는 경우, 2) 교재에서 기본 이고 핵심 인 내용 주로 

가르치는 경우, 3) 지역구의 교육목표에 집 하는 경우로 교과를 가르치는 방법이 달랐다. 

지 까지 논의해 온 교사의 수업 과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수업 운  방식  교수 략에 

한 상호 련성 연구들은 주로 교실 수업을 상으로 이루어진 반면, 온라인 토론을 상으

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등교육기 에서의 온라인 토론에 한 교육  

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교수자의 수업 이 온라인 토론 선택 

여부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온라인 토론의 운  방식 결정에 어떻게 향을 주며, 그에 따른 

교수자의 역할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사례 연구(case studies)

사례 연구란 하나의 사례(case)에 해 심층 으로 이해하여 그로부터 구체 인 무언가를 배

울 수 있는 연구를 의미한다(Stake, 2000). 선택된 하나의 사례는 비교  간단할 수도 있고, 상

당히 복잡할 수도 있다. 한, 하나의 사례가 발생하여 사라지는 시기가 때로는 상당히 길수가 

있고, 때로는 의외로 짧을 수가 있다. 사례의 복잡성이나 유지 기간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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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사례 연구에서 주된 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사례’ 그 자체이어야 하고 그로부터 의

미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례 연구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

를 해서 라기 보다는 연구 상인 사례 자체에 한 이해를 해 연구 설계가 이루어진다.

하나의 사례가 연구 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 사례만이 갖고 있는 의미 있는 독특성

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Stouffer, 1941). 하나의 사례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지속 으로 나

타나므로 역사  맥락을 나타내고, 그 사례 속에 존재하는 구성원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

용이 존재하므로 문화 ․사회  상황이 반 된다. 이러한 에서 사례 연구의 요한 연구 목

은 연구 상인 사례가 기존의 유사한 사례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패턴을 드러내

어 그 의미를 잘 기술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교육공학 분야에서 온라인 토론을 운 하는 교수자의 일반 인 역할에 

한 연구가 아니라, 교수자의 수업 , 온라인 토론의 운 방식, 온라인 토론에서 교수자의 역할

에 한 역동 인 상호 련성에 한 연구이므로 그 련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사례

를 선정하여 사례 연구를 실시하 다. 한, 교수자의 수업 이 교수자의 개별 인 특성에 해

당되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아닌 연구 상인 사례 자체에 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사례 

연구가 합하다고 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 선정된 사례는 한 학기 동안 지속

으로 실시되었고, 그 사례 속에 참여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화  상호

작용이 존재하 으므로 해당 사례만이 갖고 있는 의미 있는 독특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장소와 연구 참여자

이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한 학교의 사범 학 소속 학원 강좌 ‘학습과 인지’를 상

으로 한 학기 동안 실시되었고, 박정성 교수자와 총 15명의 학생 가운데 이 연구에 자발 으로 

참여한 8명이 연구 참여자로 참여하 다. ‘학습과 인지’를 연구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이 수업

이 1～2회 산발 으로 온라인 토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기 동안 매주 지속 으로 학

생들로 하여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여 온라인 토론 상에서 학생들과 교수자의 상호작

용을 질 으로 찰할 수 있었고 박정성 교수자에 한 학생들의 인식 한 한 학기 동안 지속

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학습과 인지’ 강의계획서에 의하면, 수업은 학습자들에게 학습과 련된 반 인 이론들을 

소개하여 학습에 한 기 인 이해를 갖도록 하고, 학습에 한 자신의 경험을 수업에서 배

운 이론과 연결시켜보며, 학습에 해 학습자 자신의 이론을 구성해 보도록 하 다. 이를 해 

박정성 교수자는 매 주 3시간 수업을 교실 수업과 비 실시간 온라인 토론으로 나 어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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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라인 토론이 먼  실시되었는데, 이를 해 그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토론방에 

‘따뜻한 토론방’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학생들로 하여  매주 읽기 과제들을 읽고 해당 내용에 

해 인상 이거나 새롭게 배운 , 혹은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치되는  등을 교

실 수업이 있기 2일 까지 ‘따뜻한 토론방’에 올려놓도록 하 다. 한, 그녀는 학생들에게 다

른 학생들의 에 최소한 2개 이상씩 논평을 하도록 요구하 고, 온라인 토론이 끝난 후, 반성

 성찰 일지를 A4 용지 1장 분량으로 써서 교실 수업이 시작되기 까지 제출하도록 하 다. 

교실 수업은 1시간 30분으로 한정하고, 읽기 과제에 한 강의와 온라인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

들을 바탕으로 한 교실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교실 토론이 끝난 후, 학생들은 교실 토론에서 자

신의 이해 구성 과정이 어떠하 는지와 련하여 반성  성찰 일지를 A4 용지 1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교실 수업을 마친 후 그 다음 날 자정까지 온라인상의 학습 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박정성 교수자에게 제출하 다. 

박정성 교수자는 학습과 인지 역의 문가이고, 학에서의 학부와 학원 강의 경험이 2

년 이상 되었다. 그녀는 학생으로서 온라인 토론에 참여한 경험이 다수 있었고, 온라인 토론에 

해 연구를 수행한 경험도 있으며, 교수자가 된 이래 온라인 토론을 운 해 본 경험도 서  

차례 있었다. 박정성 교수자 외에 이 연구에 자발 으로 참여한 8명의 학생들은 모두 학원 

석사과정 혹은 박사과정 학생들이었고, 온라인 토론에 한 사  경험이 거의 없었다. 이들 8

명의 연구 참여자들에 한 한 가지 흥미로운 은 그들의 공 역 - 교육사회학, 교육상담, 

교육인류학, 교육철학, 평생교육, 국어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 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학

생들의 이러한 서로 다른 학문  배경은 박정성 교수자의 교사로서의 개방 인 태도와 맞물려 

자유롭고 다양한 을 제시하는 온라인 토론을 형성하 다.

‘학습과 인지’ 수업이 온라인 토론과 교실 토론으로 나 어 진행되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온

라인 토론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드러난 교수자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목 을 해 온라인 토론에 을 두었다1). 

1) 사실, ‘학습과 인지’ 수업이 온라인 토론과 교실 토론을 병행하는 일종의 혼합형 수업이므로 이 두 가지 유

형의 토론 수업이 어떤 형태로든지 상호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박정성 교수자의 면

담을 통해 그녀가 이 두 유형의 토론에서 교수자의 역할을 일 성 있게 수행하고자 하 음을 알 수 있었

고, 학생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과 성찰일지에서도 그들이 교수자의 일 인 역할을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

났다(연구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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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1) 찰

온라인 토론에서 박정성 교수자가 수행한 교수자의 역할을 규명하기 해 그녀가 학생들과 

문자 기반의 상호작용을 실시한 온라인 토론방인 ‘따뜻한 토론방’을 주된 찰 상으로 선정

하 고, 토론방에 게시된 교수자의 과 학생 연구 참여자들의 은 모두 분석 상이었다. 박

정성 교수자는 학기가 시작된 첫 주 수요일 오후 교실에서 첫 수업을 하고 난 후, 그 다음 날인 

목요일 오  ‘따뜻한 토론방’에 하나의 독립 인 온라인 토론 게시 을 생성하여 첫 번째 토론 

주제 ‘동기토론 (1)’을 제시하 다. 그녀는 학생들이 주말 동안 읽기 과제를 읽고 온라인 토론에 

참여할 것이라 상하 지만, 체 으로 학생들은 월요일 밤부터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기 시

작하여 화요일 녁까지 활발하게 토론에 임하 다. 박정성 교수자는 학기가 시작된 지 2주부

터 13주 까지 총 11회에 걸쳐 매주 ‘따뜻한 토론방’에 독립 인 온라인 토론 게시 을 운 하

다. 6주에는 박정성 교수자가 해외 학회를 참여하느라 온라인 토론을 실시하지 않았다. 학생들

의 온라인 토론 참여도와 련하여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토론에 참여한 경우는 7회 고, 1명

이 불참한 온라인 토론이 2회, 3명이 불참한 온라인 토론이 2회 실시되었다. 학생들이 매주 논

의한 토론 주제, 참여 학생수, 게시  수 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주 토론 주제 참여
학생 수

게시 글 수 
교수자 학습자 총합

2 동기토론 (1) 14명 15 62 77
3 동기토론 (2) 15명 16 70 86
4 Automaticity 15명 17 71 88 
5 구성주의 토론 1 15명 15 86 101
7 구성주의 토론 2 15명 12 71 83
8 World 3 & CORI Instructional Model 12명 9 51 60
9 Knowledge building 14명 13 68 81
10 사회구성주의1 15명 11 42 53
11 사회구성주의2 의미구성 12명 11 44 55
12 사회구성주의3 상호작용 15명 15 67 82
13 사회구성주의4 사회적, 정의적 측면 15명 9 64 73

<표 1> 매주 실시한 온라인 토론방의 토론 주제, 참여 학생 수, 게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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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담

학생들이 박정성 교수자가 온라인 토론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그들과 반구조화 된 면담을 실시하 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은 일 일 면담

으로 학기가 거의 끝날 무렵 1 시간에서 1 시간 30분에 걸쳐 1회 실시하 다. 면담의 질문내용

은 학생 연구 참여자들의 수강동기, 교수자에 한 사  정보 여부, 사  온라인 토론 경험, 온

라인 토론을 통해 교수자로부터 배운 , 온라인 토론에서 교수자의 답 에 한 생각, 온라인 

토론에서의 교수자의 역할 등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에 한 보다 심층 인 이해를 해, 연구

자는 학생들과의 개별 인 면담을 갖기 에 그들이 작성한 온라인 토론 일지와 교실 토론 일

지를 꼼꼼히 읽으면서 그들이 박정성 교수자에 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이들 토론 일

지를 통해 그녀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악하 다. 

박정성 교수자와의 면담은 학기말 수업이 종료된 직후 일 일 면담으로 1시간 30분에 걸쳐 

1회 실시되었다. 그녀와의 면담 내용은 학에서의 강의 경험, 그녀의 수업 과, 학습 , ‘학습

과 인지’ 수업의 구성내용  교수자의 의도, 일반 인 교수자 역할과 온라인 토론에서의 교수

자 역할 등에 해 이루어졌다. 모든 면담 내용은 카세트 테잎으로 녹음하 고, 면담 내용을 녹

음하기 이 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 다.

3) 문서분석

이 연구에서 문서분석으로 수집된 자료는 학생 연구 참여자들이 학기 에 매주 작성한 교

실토론 성찰 일지와 온라인 토론 성찰 일지 다. 성찰일지는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 하에, 박정

성 교수자가 연구자에게 달해주었다. 면담이 학생 연구 참여자들의 과거 경험에 한 회상이

라면, 성찰일지들은 온라인 토론에 한 그들의 사고와 느낌을 생생하게 나타내주는 자료이므

로 자료 분석에 있어서 면담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연구 의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제공

하 다. 한, 성찰일지는 연구자가 학생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하기 에 그들을 좀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면담 질문 작성에 기 가 되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들의 편리한 코딩을 해 질  연구 자료 분석을 도와주는 응용 로그램인 

NUDI*ST 버  4.0을 활용하 다. 사한 모든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을 한  일에서 텍

스트 일로 환한 후, NUDI*ST 로그램에서 불러들여 의미 있는 단어들을 부호화 하여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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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을 실시하 다. 코딩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속 인 패턴을 보이는 내용들을 묶어 범주화하

고 하나의 주제(theme)로 선정하는 분석 과정을 여러 차례 실시하여 세 개의 큰 주제가 선정되

었다. 세 주제들은 화의 인 교수자의 수업 , 화를 한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온라인 토론 운 목 , 화의 공간인 온라인 토론에서 교수자의 역할이다. 세 번째 주제는 다

시 세 개로의 하  주제로 분류되었는데, 읽기 자료와 학습자간의 개별  화 진, 풍성한 

화를 생성하기 한 free to be yourself, 집단 화 속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간 1 1 화 진

이다. 코딩한 자료들을 지속 으로 범주화 하는 과정에서 질  연구 문가 1인과 교육공학 

문가 1인을 면 면으로 서  차례 만나 검토를 받았고, 문가 동의를 얻었다. 

자료 분석의 내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연구자는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하는 기법

들  일부를 활용하 다. 우선, 지속 인 찰기법을 실시하 다. 연구자는 학기 부터 학기 

말에 이르기 까지 거의 매일 ‘따뜻한 토론방’에 속하여 게시 들을 읽고 학습자들의 토론 분

기를 찰하 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가 타당하고 일 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

는 삼각 측정법(triangulation)을 실시하 다. 먼 , 교수자의 면담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습자

들의 면담을 실시하여 연구 참여자들 간의 일 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한, 이들

의 면담 내용을 확인하기 해 연구자는 ‘따뜻한 토론방’에 제시된 박정성 교수자와 학생 연구 

참여자들의 게시 을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서 면담 분석과의 일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온라인 토론 활동과 박정성 교수자에 한 개인 인 생각을 살펴보기 해 학습자들이 작

성한 두 가지 유형의 성찰일지도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서 면담 분석과 찰 분석의 일 성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구성원들의 검토(member checks)를 실시하 는데, 이 연구

의 가장 요한 연구 참여자인 박정성 교수자에게 연구자의 분석과 논의를 보여주고 연구자가 

그녀의 자료를 제 로 해석했는지에 해 검토를 받았다. 한, 면담을 실시하는 동안 모든 연

구 참여자들에게 면담 내용에 한 연구자의 이해가 맞는지 자주 물어보고 확인하 다. 

Ⅳ. 연구 결과

사례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 연구에서 박정성 교수자의 수업 은 화의 으로 나타났

고, 그녀가 온라인 토론을  하나의 화의 공간으로서 선택하고 운 하는데 향을 주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박정성 교수자의 수업 과 온라인 토론 운  방식에 따라 그녀는 온라인 토

론에서 화를 진하기 해 온라인 토론 이  단계와 온라인 토론 진행 단계에서 필요한 여

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하 다. 구체 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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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자의 수업관: 대화의 관점

박정성 교수자는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학원 수업이란 학습자들이 서로 

“알찬 화”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언 하면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교수자인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 다. 그녀가 생각하는 화란 학습자들이 학습 내

용을 학습하면서 갖게 되는 질문들, 고민거리, 생각 거리 등을 바탕으로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

들과 자유롭게 논의하는 것을 의미하 다. 

박정성 교수자가 생각하는 화는 교수자와 학습자들 간의 단순한 의사소통이라기보다는 학

습자들의 학습에 참여하는 하나의 학습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녀는 학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 다.

한테 학습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에 참여하고 계속 으로 자기를 깊이 여하게 함으로써 뭔가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들을 발견하고 이런 것이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용자체를 배우는 

것보다는 그 내용과 함께 주어지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그 자체를 매우 시하는 것 같아요. 그것

이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정성 교수자는 수업에서 학습자가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학습 경험을 갖게 

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지속 으로 성찰하게 되며, 성찰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서

서히 변화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에서, 박정성 교수자는 어떻게 하면 수업에서 학습자

로 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 경험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졌고, 그에 

한 한 가지 방법으로 학습자들로 하여  자유롭게 느끼고 생각한 바를 말할 수 있도록, 즉 

화를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운 할 것을 생각했던 것이다. 이와 련하여 한 학생 연구 참여

자는 ‘학습과 인지‘ 수업에서의 온라인 토론에서 어떠한 학습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하 다.

그러니까 제가 해보고 나니까 드는 느낌은 일종의 완벽한 난상토론은 아니지만 그냥 자기의 생

각을 정리되지 않더라도 말할 수 있는, 우선은 생각을 써놓을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가  정리

해가는 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송한별) 

송한별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 연구 참여자들도 이 수업을 통해 가장 인상 깊게 경험한 

것  하나가 매주 온라인 토론과 교실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러한 학습 경험들

로 인해 학문 인 성찰은 물론, 자신에 해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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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토론의 운영 목적: 대화를 위한 또 하나의 공간

박정성 교수자는 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활발하게 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해 

교실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 다. 그녀는 자신이 국내 등 교육기 에서 경험했

던 것과 최근 2년 동안 학에서의 강의 경험에 근거하여 일부 학원 학생들이 교실 토론에 

쉽게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토론문화를 고려해보면 교실토론에서 학생들이 쉽게 토론에 참여하지 못

할 것이라는 제 선입견이 있긴 해요. 아직은. 학생들도 잘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서 온라인토론에서 먼  토론을 하고 나면 교실토론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

는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박정성 교수자는 학습자가 화라는 학습경험을 좀 더 갖도록 하기 해 

수업을 설계할 때 교실 수업과 함께 온라인 토론을 선택하 다. 교실에서의 면 면 토론은 교

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즉각 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에서 장 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학생들이 토론 주제와 련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에서 단 이 될 수 있

다. 한, 어떤 학생들은 타인과의 면 면 토론에서는 낯이 설고 긴장을 하여 제 로 토론에 참

여하지 못하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토론에서는 오히려 보다 자유롭게 

토론에 임할 수 있다. 박정성 교수자는 이러한 교실 토론에서의 한계와 학습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교실 토론과 온라인 토론을 동시에 운 하고자 하 던 것 같다. 수업 운 과 련하

여, 그녀는 학습자들이 온라인 토론을 교실 수업에 한 부차 인 활동이 아닌, 수업의 필수

인 활동임을 지각하길 바랬다. 학습자들에게 그러한 인식을 주기 해 박정성 교수자는 3시간 

수업을 1시간 반으로 여 교실 수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1시간 반에 해당하는 분량을 온라인 

토론으로 체하 으며, 수업 첫 시간에 이러한 수업 운 을 강조하 다.

박정성 교수자는 온라인 토론을 하나의 세부 인 주제 - 를 들면 숙달목표 - 에 해 학문

으로 깊이 있고 치 한 논의를 수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일반 인 주제 - 를 들면 동

기 - 에 해 다양한 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는 제가 토론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토론은 

이런 것 이구나라고 알게 되었어요. 학생들은 개념에 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 하나의 쟁

을 놓고 찬반의 의견을 내놓는 것을 토론이다라고 생각하더군요. 그걸 보고, 나는 토론을 화라

고 생각했어요. 내가 책을 읽고 느끼고 생각한 것 깨달은 것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

각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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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성 교수자가 언 했듯이, 학기  온라인 토론을 시작했을 때 일부 학생 연구 참여자들

은 조 은 혼란스러웠다고 연구자에게 말하 다. 그들이 일반 으로 생각하는 온라인 토론은 

구체 인 하나의 주제에 해 심층 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련

하여 한 연구 참여자는 온라인 토론 당시 성찰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었다.

... [이 수업의] 온라인 토론은 나의 생각에 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며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 내 생각이 도 체 뭐지?’ 다시 치 하게 고민하고 다시 답변하고 방어하고 때로는 수

정하고 상 방 의견을 묻고 하는 방식은 아니다. ... (3. 28. 채송이의 세 번째 온라인 토론 성찰일지)

학기말에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학습과 인지’ 수업에서의 온라인 토론에 해 어떻게 생각하

는가 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조 은 자신 없는 목소리로 와 동일한 내용을 말하 다. 자신이 

생각했던 온라인 토론이란 무엇인가 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그녀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굉장히 

깊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학기 에 그런 부분을 기 했었는데 자신의 상과는 

달리 온라인 토론이 운 되어 답답했었다고 하 다. 박정성 교수자도 이 학생의 성찰일지를 통

해 온라인 토론이 자신의 토론 스타일과 다르게 개되고 있는 것과 련하여 그 학생이 토론 

참여를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박정성 교수자는 그녀의 성찰일지에 아래와 같

은 피드백을 제공하 다.

각자가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선생님 덕분에 도 ‘개념’의 생성배경과 의미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온라인과 교실 토론에서 이 부분을 더 섬세하게 다룰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만, 에게 ‘토론’은 ‘ 화’이기 때문에 일단 자연스럽게 두려고 하는 편입니다. 신 다른 과제에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려구요 지켜 시다, 어떻게 갈지 ^^ (박정성 교수자의 피드백)

학생들의 성찰일지 분석 결과, 온라인 토론이 회를 거듭할수록 다수의 학생들은 ‘ 화’로서

의 온라인 토론에 서서히 익숙해 가는 것에 비해, 채송이 학생은 꽤 오랫동안 불편해 했다. 채

송이 학생의 성찰일지를 통해 박정성 교수자는 그녀의 상황을 알기 시작했고, 학기  그녀의 

힘들어하는 활자 목소리(성찰일지)가 한 학기 동안 박정성 교수자의 뇌리에서 맴돌았다고 연구

자와의 면담에서 언 하 다, 

박정성 교수자가 교실 수업과 온라인 토론을 동일한 비 으로 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이 

두 가지를 운 하는 목 은 조  달랐다. 그녀는 온라인 토론방의 기능을 교실 토론을 한 사

 단계로서 학습자들이 학습내용과 련하여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는 

학습 경험을 갖게 될  하나의 화의 공간으로 규명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는 온라인 토론

에서 학습자들이 얼마나 ‘학문 ’으로 논의를 수행하는가에 심을 갖기 보다는 얼마나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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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자신의 생각을 ‘내뱉’을 수 있는가에 보다 을 두었다. 이에 비해, 박정성 교수자가 생각

한 교실 수업의 기능은 온라인 토론에서 자유롭게 주고받은 생각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며 논

의를 조 씩 깊이 있게 다루어보고자 하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습과 인지’ 수업의 교

실 수업과 온라인 토론은 화의 공간으로서 온라인과 오 라인이 상호 유기 으로 계를 맺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대화의 공간인 온라인 토론에서 교수자의 역할

1) 온라인 토론 비 단계: 읽기 자료와 학습자간의 개별  화 진

‘학습과 인지’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매주 수업에 참여하는 첫 단계는 온라인 토론을 해 읽

기 자료를 읽는 것이다. 일반 으로 학원 수업에서 교수자가 제공하는 읽기 자료의 목 은 

수업 비의 일환으로 학습자들로 하여  읽기 자료를 ‘읽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정

성 교수자도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그녀의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오기 에 읽기 자료를 읽고 

오길 바란다고 언 하 다. 하지만 박정성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읽기 자료를 ‘읽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읽기 자료와 개별 으로 화할 수 있기를 원했다. 

는 학생들이 읽기 자료를 읽을 때 머릿속에 다양하게 자와의 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

이 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는 textbook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textbook은 [

들이] 충돌하고 갈등하여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궁 증을 불러일으키는 이 아니기 때문에 는 

힘들어도 아티클을 선택해요. 

박정성 교수자가 언 한 ‘ 자와의 화’란 읽기 자료의 자와 면 면 화라기보다 읽기 

자료의 내용에 해 학습자가 여러 번 곱씹어보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 다. 이것은 박정성 

교수의 학습 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녀는 학습자가 학습내용에 해 지속 으로 

성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난다고 믿었다. 이런 에서 박정성 교수자가 온라인 토론을 

비하는 단계에서 학습자들에게 기 했던 것은 읽기 자료에 해 학습자 나름 로의 사고를 끊

임없이 갖는, 즉 읽기 자료와 학습자간의 화라고 볼 수 있다. 

읽기 자료와 학습자간의 개별  화를 유발하기 해 박정성 교수자가 활용한 교수 략은 

자신의 수업에서 하나의 교재(textbook)를 선정하는 것 신, 매주 학습 주제와 련하여 2～3

개의 연구논문(ariticle)을 선정하여 학습자들에게 수업 일주일 에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수업에 필요한 연구논문을 선정하는 요한 기 은 학습자들로 하여  문제제기를 야기하고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이었다. 즉, 박정성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읽기 자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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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들의 내용을 읽고 자의 논 을 그 로 받아들이는 수동 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

가 주장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비  사고를 갖고 문제제기를 하거나 다

양한 에서 하나의 상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기를 원했다. 

그런데, 이러한 박정성 교수자의 바램과는 달리, 학생들 스스로는 읽기 자료와의 개별  ‘

화’를 실질 으로 충분히 갖지 못하 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박정성 교수자가 매주 학생들에게 

제공한 연구 논문들은 모두 문이었고 분량이 20～30페이지 정도 되었다. 거의 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읽기 자료가 어인 에 해 심리 으로 부담감을 가졌고,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토로하 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학습과 인지’ 역의 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한 문성이 

부족하여 연구논문의 핵심을 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연구 논문들의 분량 한 많아 제

로 다 읽고 온라인 토론에 임하기가 벅찼다고 언 하 다. 

이와 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은 연구 참여자들이 읽기 자료와의 개별  ‘ 화’가 어렵

다고 느낄수록 온라인 토론의 필요성을 인식하거나 온라인 토론을 통해 읽기 자료의 내용 이

해에 한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았다는 것이다. 읽기 자료와 온라인 토론과의 계에 한 연구

자의 질문에 한 학생 연구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그냥 혼자 읽다보면, 정말 진 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On-line토론을 하면서 올

린 들 보면 ‘아, 이 분은 이 부분을 이 게 해석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해서는 논문을 다시 볼 수도 있구요 그런데 워낙 제가 좀 배경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분들이 그런 논문에 한 의견을 내셔도 반 정도는 그냥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김한솔)

이러한 상은 편의상 온라인 토론  단계와 온라인 토론 진행 단계를 구분하긴 하지만, 실

질 으로는 이 두 단계의 경계가 무 지면서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이 두 단계를 넘나드는 과

정에서 학습 경험을 갖게 됨을 보여 다. 즉, 연구 참여자들이 보여  모습은 온라인 토론  

단계에서 읽기 자료와의 개별 인 화를 갖고자 ‘시도’ 혹은 ‘노력’ 했으나 개별 으로 부족함

을 느끼고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면서 다시 읽기 자료와의 개별 인 화를 진 시켜나갔던 것

이다. 이 게 학습자들이 두 단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에서 제시되는 온

라인 토론 진행 단계에서의 박정성 교수자가 수행한 역할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 온라인 토론 진행 단계: 1. 풍성한 화를 생성하는 학습자의 ‘free to be yourself' 진 

박정성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갖는 읽기 자료와의 개별  화를 온라인 토론방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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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끌어내’고자 하 다. 그녀와의 면담에 의하면, 박정성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읽기 자료

에 해 자유롭게 생각하고 성찰하는 것도 요하지만, 자신의 성찰을 수업에서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내뱉’을 수 있는 것 한 요하다고 믿었다. 

[ 는] 자유롭게 자기의 사고를 인지하고 시연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요. 그러기 해 제가 온라인 토론을 하는데,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free to be yourself 죠. 

수업시간에 가장 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

러분이 무언가 말을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내가 그것을 수업 주제와 연결시켜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얘기하라고 해

요. 는 학생들이 말한 내용에 해 창피당하지 않고 그것이 더 진 이 되고 develop시킬 수 있다

는 것을 믿으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박정성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읽기 자료와의 화를 하면서 갖게 되는 개별 인 생각

들을 요시 하 다. 그녀는 학습자가 읽기 자료와의 화를 가졌다면 그것은 분명히 읽기 자

료의 한 부분이 그 학습자에게 나름 로 의미가 있다고 이해하 다. 학습자 개인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공개 인 장소에서 드러내어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들과 공유하

고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박정성 교수자는 생각하 고, 그것을 해 온라인 토론방

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주 하지 않고 표출할 수 있도록 분 기를 형성하고자 하는 박정

성 교수자의 첫 번째 노력은 ‘따뜻한 토론방’이라는 온라인 토론방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 

온라인 토론방을 왜 ‘따뜻한 토론방’이라고 지었는가라는 연구자의 물음에 그녀는 ‘많이 화

하고 서로 친해지라고, 주로 화를 해서’라고 설명하 다. 박정성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비

록 차가운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에 보이지 않는 교수자와 동료들과 함께 비 실시간으로 의

사소통을 하지만 자(text)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여 서로 화하는 듯 따뜻한 느낌을 갖도록 해 

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따뜻한 토론방’에서 학습자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나 도록 하기 해 박정성 교수자

는 학습자들의 토론 에 해 ‘읽기 자료를 잘못 이해했군요’ 라던가 ‘학생의 생각이 틀렸군

요’ 라는 식으로 답 을 달지 않았다. 신, ‘*** 개념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 도 마찬

가지입니다. 늘 읽을 때마다 새로 읽는 느낌입니다.’ 라는 식으로 화를 시작하여 학생들이 좀 

더 읽기 자료의 내용에 해 생각해 보도록 안내하 다. 박정성 교수자는 학생들이 온라인 토

론방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뱉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견해에 해 맞

다, 혹은 틀리다라고 그녀가 단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심정에 공감을 표 하는 편이라고 면담

에서 언 하 다. 이러한 박정성 교수자의 노력과 함께 학습자들은 매주 자신의 의견을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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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서 공개하는 경험을 지속 으로 가질 수 있었다. 학기 말에 온라인 토론에서 배운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다수의 학생 연구 참여자들은 여 히 로써 토

론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어도 자신의 생각을 주  하지 않고 표 하게 된 을 공통

으로 꼽았다. 이와 련하여 한 학생 연구 참여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온라인 토론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법을 배웠다고 할까요? ... 평가를 받는다

는 느낌보다는 서로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굉장히 컸던 수업이었어요. 3개월 동안. 서로가 서로의 의

견을 평가한다거나 내가 말하는 것에 해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어요. (한

리)

사실, 교수자와 학습자들 서로의 존재가 에 보이지 않는 가상공간에서 학문 인 토론을 한

다는 것이 학습자들에게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더구나 이 연구의 참여자들이 ‘학습과 

인지’가 그들의 공 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에 한 생소함을 갖게 될 경우, 내용에 한 

이해가 제 로 되고 있는지에 해 자신감이 없어 토론에 참여하기가 주 될 수 있다. 이런 상

황에서 박정성 교수자의 역할은 학습자들이 어떤 이야기든 읽기 자료나 토론 내용과 련하여 

자유롭게 ‘내뱉음’으로써 화가 가능하도록 하 고, 그로 인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분 기를 제공한 것이다.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박정성 교수자 역시 온라인 토론에서 자신을 자연스럽게 표 하는 모

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박정성 교수자는 첫 온라인 토론에서부터 자신의 경험을 학생들과 공

유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다음은 박정성 교수자가 

‘따뜻한 토론방’에서 학습 목표와 련하여 의견을 제시한 한 학생의 에 해 답 을 시작하

는 부분이다.

선생님의 을 보며 슬며시 미소를 지어 니다. 도 나름 로  자신을 숙달목표를 가진 사람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선생님처럼 힘들다는 과목을 찾아서 듣고( 는 성 은 별로 좋지 못했어

요), 엄격한 지도교수님의 지도를 자청하는, 제 로 공부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찬 야심만만한 학생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러한 목표를 가진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한 목표를 가진 를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구요... (3월 14일 박정성 교수자의 

답 )

학생의 논의에 해 직 인 답 을 달기 에, 박정성 교수자는 성취목표지향과 련하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자연스럽게 

표 하 다. 면 면 교실 수업이든 가상공간이든 상 없이, 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 방이 자

신을 있는 그 로 드러내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면 일반 으로 말하는 화자도 솔직해 지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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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박정성 교수자도 그런 을 지각하고 있었는데,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온라인 토론 상

에서 자신을 자연스럽게 표 하고, 궁 한 것이나 느낀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표 하는 것을 

요하게 생각한다고 언 하 다. 

학습자들로 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내뱉’도록 진자의 역할을 수행한 박정성 교수

자의 교수 략은 결과 으로 ‘따뜻한 토론방’에서 풍부한 화가 일어나도록 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수의 학생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 으로 온라인 토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에 한 연구자의 질문에 다양한 생각과 견해를 주고받는 공간이라고 언 하 데, 한 연구 참

여자는 ‘풍성한 식탁’과 같다고 묘사하기도 하 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은, 이들 연구 참여자

들 가운데는 온라인 토론에 한 사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통 으로 온라인 토론을 ‘따뜻한 토론방’과 일치시켜 인식하고 있었다. 온라인 토론에 한 

사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의 온라인 토론에서는 일회성 토론을 했거나, 과제를 

올리고 그에 한 논평을 하는 정도 기 때문에 그것을 토론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

에 비해, 이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매주 지속 으로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고, 한 주제에 해 서

로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경험을 갖게 됨으로서 온라인상에서 토론을 수행했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 

3) 온라인 토론 진행 단계: 2. 집단 화 속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1  1일 화 진

토론은 개별 화라기보다 체 집단이든, 소집단이든 상 없이 집단 화로 이루어지는 경

우가 일반 이다. 박정성 교수자가 제공한 ‘따뜻한 토론방’도 집단 화의 한 형태로 운 되었

다. 박정성 교수자는 체 학생들을 상으로 온라인토론이 진행되지만, 그 속에서 학습자들과 

1 1일 화를 갖고자 노력하 다. 이를 해 그녀가 시도한 교수 략은 매주 온라인 토론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 게시 에 개별 으로 답 을 달아주는 것이었다. ‘따뜻한 

토론방’에는 두 종류의 이 게시되는데, 하나는 읽기 자료의 내용과 련하여 학습자들이 자

신의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는 게시 이고, 다른 하나는 동료들의 에 답 을 제시하는 이

다. 박정성 교수자는 후자의 경우에는 답 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자의 경

우에는 반드시 개별 으로 답 을 제공하는 것을 일종의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왜 그런 교수

략을 제공하게 되었는가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박정성 교수자는 다음과 같이 답하 다.

일단 학생들이 을 올릴 때 를 염두 해 두고 올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에 해 반

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학생일 때도 선생님의 을 무 기다리고 선생님이 답 

을 해주시면 수십 번 읽어본 것 같아요. [토론방에] 가서 선생님 답 만 읽어보고 혼자 웃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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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우리] 학생들이 을 얼마나 기다릴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제가 [박사학 ] 논문 쓸 때 연구 참여자인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번 열리는 온라인 토론방에서 

25명의 에 해 매번 답 을 해주시고 학생들이 그 선생님 답 에 해서 느끼는 바를 제가 논

문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답 을 안 달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선생님 을 읽고, 다시 자기 을 

읽고, 리딩 자료를 찾아서 읽고 하는 이런 경험을 보면서 교사의 답 이 인지 인 측면에서도 학생

들 자기 을 다시 보고 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에 해서도 알기 때문에 [답 을] 안 달아

 수가 없어요. 

박정성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온라인 토론방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때 은연

에 교수자를 의식하고 교수자의 답 을 기다리게 되는 을 지 했다. 즉, 그녀는 자신이 교수

자의 답 을 ‘수십 번’ 읽었던 경험에 비추어, 학습자들이 읽기 자료와의 개별 인 화를 ‘따

뜻한 토론방’이라는 공개 인 장소에서 공유하기 해 게시 을 올리지만 동료들과의 공유 차

원을 넘어서서 교수자와의 화를 해 손을 내 었다고 생각한 듯 했다. 교실 수업에서 실시

되는 토론의 경우는 학습자들이 교수자의 언어 , 비언어  반응을 직  으로 확인할 수 있

지만, 가상공간에서 실시되는 온라인 토론은 교수자가 답 을 제공하지 않으면 학습자들이 교

수자의 반응을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련하여 박정성 교수자는 온라인 토론에서 학

습자들의 화를 부드럽게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반응해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학

습자들이 느끼도록 해 주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하 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녀는 학습자들의 

게시 에 일일이 답 을 제공함으로서 그들의 기다림에 해 개별 인 화라는 보상을 제

공한 것이다. 

이러한 박정성 교수자의 답 은 학습자들에게 정서 인 측면에서 온라인 토론에 한 지속

인 참여를 격려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 다. ‘학습과 인지’ 수업의 학습자들은 매주 쉽지 않은 

읽기 자료를 읽고, 그에 해 온라인 토론을 하며, 그것을 마친 후 그에 한 성찰일지를 쓰고, 

교실 토론에 임한 후, 그것에 한 성찰일지를 쓰는 것으로 한 주를 마무리 하 다. 연구 참여

자들은 공통 으로 이 수업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다른 수업들 2～3개에 들이는 그것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에 지속 으로 참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연구

자와의 면담에서 언 하 다. 이들은 특히 매주 기록으로 남는 공개된 화인 온라인 토론에 

임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토론 참여를 지속 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성 교수자의 답  때문이었다고 말하 다. 이와 련하여 한 연구 참여자

의 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답 이 일일이 달리는 걸 보면서 ‘아, 뭐랄까 ... 상당히 굉장히 열성 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

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야. 정말 단하시다 이걸 다 comment를 할 수 있다니’ 그런 느낌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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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받았구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희가 좀 자극을 받은 것도 있어요. 이 게 열성 으로 답 

이 계속 달리니까 도 역시 거기에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게 생긴 거죠. 어떤 경우에는 박정성 

선생님의 답 로만 쭉 하나씩 다 있는 거 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의무감도 생기는 거 같았어

요. (김한솔)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박정성 교수자가 집단 화 속에서의 1 1일 화를 해 시도한 

‘답  달기’ 교수 략을 통해 그녀가 수업에 열성 이고 자신들을 배려하고 있다고 인식하

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박정성 교수자가 안내하는 수업에 해 신뢰감이 

형성되었고, 교수자에 한 신뢰감 역시 생겼다고 면담에서 언 하기도 하 다. 

마지막으로, 에 제시된 박정성 교수자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교수자의 답 이 학습자

와의 일회성 개별 인 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  자신의 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게 하고 그와 련된 읽기 자료의 내용을 다시 찾아보도록 이끄는 지  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 토론 과정에서 박정성 교수자가 사용한 이러한 교수 략

은 체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집단 속에서 묻히기 쉬운 학습자들의 개별 인 목소리에 교

수자로서 심을 갖고, 동료 학습자들과의 집단 토론 속에서 교수자와의 1 1 토론도 가능하다

는 것을 보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온라인 토론  단계와 온라인 토론 단계의 경계를 자

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해 주었다. 

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 은 사례 연구를 실시하여 교실 수업과 온라인 토론을 병행하는 혼합형 교수-

학습 환경에서 온라인 토론을 실시할 때 교수자의 수업 이 온라인 토론 운 에서 어떻게 

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질 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 사례 연구

에서 박정성 교수자가 보여  온라인 토론에서의 여러 역할들은 온라인 토론을 지속 인 화

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교수자의 운  방식과 련이 있고, 온라인 토론 운  방식은 

화의 으로 수업을 바라본 그녀의 수업 과 하게 련이 있었다2).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실 환경을 상으로 연구한 Fang(1996)과 Freeman & Porter(1989)의 연구 결과들을 가상공

간으로 확장하여 온라인 토론에서도 교수자의 역할에 해 교수자의 수업 과 온라인 토론의 

2) 이 연구가 사례 연구이므로 ‘ 화’라는 주제는 박정성 교수자에게 한정되어 그녀의 수업 , 온라인 토론 선

정  운 방식, 온라인 토론에서의 교수자의 역할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른 교수자들에게는 그

들에게 합한  다른 하나의 주제가 이 세 가지의 기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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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방식을 함께 살펴보는 맥락 인 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박정성 교수자의 사례에 해 좀 더 구체 으로 논의해 보면, 화의 인 그녀의 수업

은 가장 보편 인 교수-학습 과정의 장소인 교실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화를 충분히 갖기

가 어려운 실을 지 하면서 보다 풍부한 화를 해  다른 장소로서 가상공간이 선택되

도록 하 다. 사실, 교수자가 교실 수업과 온라인 토론을 병행하는 것은 그리 새로운 일이 아니

다. 이 사례 연구에서 주목할 은 부분의 교수자들이 온라인 토론을 교실 수업의 보조 인 

도구로 인식하고 학습자들이 교실 수업에서 다 하지 못한 논의나 질문들을 교실 수업 이후에 

온라인 토론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운 하는 것(Yeh & Lahman, 2007)에 비해, 박정성 교

수자는 온라인 토론과 교실 수업의 비 을 동일하게 두고 학습자들로 하여  온라인 토론이 

수업의 요한 부분임을 인식하도록 하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분의 교수자들과는 달리, 

박정성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화를 진시키고자 하는 그녀의 수업 에 따라 교실 수업과 온

라인 토론이 상호 하게 연계되도록 운 하 던 것이다. 

이와 련하여 이 연구에서 한 가지 인상 인 은 박정성 교수자의 수업 이 물리  공간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도 그 로 용되었다는 것이다. 일반 으로, Berge(1995)나 임병노

(2005)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듯이, 가상공간에서의 온라인 토론은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했다는 

에서 교실 수업과 비교하여 교수자의 역할을 조  다르게 규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박

정성 교수자는 온라인 토론을 운 하는데 있어서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했지만 그것에 얽매여 

교수자의 역할을 규명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보다 근본 인 근에서 그녀가 지향하는 

수업 을 먼  규명하고, 그것에 따라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실이외의  다

른 화 공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온라인 토론을 선택한 것이다. 온라인 토론을 운 하는데 

있어서도 그녀는 화의 지속성이 요하다고 단하여 1～2회 단발성으로 운 하기 보다는 

매주 온라인 토론을 운 하기로 결정하 다. 한, 단순한 질의응답이나 교실 토론의 미진한 

부분을 채우기 한 도구로서 온라인 토론을 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토론과의 상보 이면

서 등한 계로서 온라인 토론을 운 하 다. 

온라인 토론에서의 교수자 역할과 련하여 박정성 교수자는 그녀의 수업 에 따라 학습자

들의 화를 진하기 해 온라인 토론 비 단계와 온라인 토론 진행 단계로 나 어 역할 수

행을 하 다. 온라인 토론 비 단계에서 박정성 교수자는 읽기 자료와 학습자간의 개별 인 

화를 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해 한두 가지의 으로 일 하는 교재(textbook)를 선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로 하여  여러 가지 생각이나 질문, 고민 등을 생성하도록 하는 

다양한 연구 논문들을 읽기 자료로 선정하는 교수 략을 실시하 다. 일반 으로 학원 과정

에서 학습자들은 교수자로부터 읽기 자료를 제공받고 수업에 들어가기 에 그것을 읽는다. 이

때, 부분의 교수자와 학습자들은 읽기 자료를 ‘읽는’ 것에만 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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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교수자는 단순히 ‘읽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학습자들이 읽기 자료와 ‘ 화’ 하기를 원

했다. 그녀는 학습자들이 읽기 자료와 개별 으로 화를 많이 할수록, 온라인 토론에서의 

화에 극 으로 참여할 것이라 생각하 던 것이다. 온라인 토론 비 단계는 학습자의 교실 

밖 활동으로서 학습자와 읽기 자료 사이에 교수자의 직 인 개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존

재성이나 역할이 인식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박정성 교수자의 사례는 이러한 단계에서도 교

수자가 자신이 수행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주체 으로 결정하고 그에 맞는 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온라인 토론 진행 단계에서 박정성 교수자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 다. 한 가지 역할

은 학습자들이 풍성한 화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내뱉’을 수 

있도록 토론 분 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해 그녀는 온라인 토론방에 이름을 붙여 학습

자들로 하여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하는 온라인 토론의 딱딱한 분 기를 다소 해소하고자 하

고, 학습자들의 견해에 해 단을 자제하면서 토론의 방향성을 안내하는 교수 략을 활용

하 다. 학원 과정에서 읽기 자료에 해 온라인 토론을 실시할 경우, 학습자들이 토론 을 

게시하기 에 자신이 읽기 자료를 제 로 잘 이해했는지에 해 자신감이 높지 않거나, 자신

의 논의가 결코 학문 이지 않다고 스스로 단하여 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

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도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학기 에 박정성 교수자가 편하게 온라

인 토론에 임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자신들은 그 게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그들

은 매주 박정성 교수자의 을 읽으면서 그녀가 자신들의 을 단하지 않는다는 것에 차

로 편안한 마음을 갖게 다고 하 다. 한, 박정성 교수자가 몸소 보여  솔직한 쓰기는 학

습자들에게 학문 인 토론에서 자신도 제 로 이해하지 못한 추상 인 표 을 하기 보다는 공

감, 이해, 궁 증, 고민 등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생각과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 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다는 에서 인상 이다. 

온라인 토론 진행 단계에서 박정성 교수자가 수행한 두 번째 역할은 집단 화 속에서 교수

자와 학습자간 1 1 화를 진시킨 것이다. 이를 해 그녀가 선택한 구체 인 교수 략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에 해 반드시 답 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15명의 학습

자 수가 그리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15～20 개의 에 해 매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답 

을 제공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따뜻한 토론방’에 게시된 학습자들의 이 

부분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이고, 주로 교실 수업 시작하기 2～3일 에 부분의 이 게

시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박정성 교수자가 답 을 게시하는데 상당한 정도의 애정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일일이 개별 인 답 을 제공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체 학생들을 상 로 진

행되는 온라인 토론이지만 학습자들의 개별 인 목소리에 최 한 심을 기울이고자 했던 박

정성 교수자의 개별 인 답  제공은 학습자들로 하여  교수자가 자신들의 얘기에 귀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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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이고 있고, 온라인 토론에 함께 참여하는 트 로서 인식하게 하 다. 한, 그녀의 개별

인 답  제공 교수 략은 지속 으로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무척 힘들다고 느끼는 학

습자들에게 정서 으로 격려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 다. 박정성 교수자가 보여  학습자

와의 개별 인 화는 온라인 토론이 체 집단 화인 경우 그 속에서 개인의 목소리가 사라

지지 않도록 할 수 있고, 한 학기 동안 지속 인 온라인 토론 참여에서 오는 학습자들의 힘겨

움에 해 교수자가 늘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수 있음을 

보여 다.

이 연구에서 밝 진 한 가지 흥미로운 은 교수자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온라인 토론  

단계와 온라인 토론 진행 단계를 구별할 수 있지만, 학습자의 학습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온

라인 토론  단계와 온라인 토론 진행 단계의 경계가 사라지고 학습자들이 이 두 경계를 자유

롭게 넘나든다는 것이다. 박정성 교수자의 사례에서 보면 읽기 자료와 온라인 토론은 학습자의 

학습 경험 측면에서 볼 때 자와의 화를 반드시 먼  끝낸 후, 후자의 공간에서만 화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읽기 자료와의 화와 온라인 토론방에서의 화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온라인 토론을 수업에서 독립 인 하나의 요소로 보는 에서 벗

어나, 수업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과 유기 인 계를 맺을 때 보다 더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

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  수 있다는 을 제시한다.  

박정성 교수자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연구의 시사 으로는 첫째, 온라인 토론을 운

하는 교수자의 역할을 탈맥락 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교수자의 역할 이면

에 담겨져 있는 교수자의 수업 이 무엇인지, 온라인 토론을 운 하는 방식에는 어떻게 향을 

미치는 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온라인 토론에서의 교수자 역할에 한 맥락  근이 필요하다. 

둘째, 온라인 토론방을 단순히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화를 한 하

나의 ‘공간’으로 이해하고, 화를 진시키기 해 온라인 토론 이  단계와 온라인 토론 단계

에서 교수자가 다양한 교수 략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문 인 내용을 논의하는 온

라인 토론방에서 학습자들이 주 하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내뱉’을 

수 있도록 하기 해 교수자의 노력과 여러 가지 교수 략들이 요구된다. 넷째, 다수의 학습자

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에서도 교수자가 학습자와의 1 1 화를 시도하여 학습자의 개별

인 상호작용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교사의 존재성 한 느끼도록 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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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f Teacher Role in Online Discussions: 

A Contextual Approach

3)Soonkyoung Yo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eachers' role in online discussions using a 

contextual approach that is based on teachers' perspective on class and the purpose of online 

discussions. The research site was a graduate course at a university in Seoul and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the instructor and eight out of fifteen graduate students. Observation, 

interviews, and document analysis were conducted for data collec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the instructor's perspective on class, the purpose of online discussion, and the 

instructor's roles were closely related with each other. First above all, the instructor's perspective 

on class was a view of dialogue and had an influence on the decision of how to use online 

discussion and the instructor's roles. Based on the perspective on class, the instructor considered 

an online discussion board as another place for dialogue and enabled learners to participate 

in online discussion every week. In order for learners to have active dialogue in each online 

discussion, the instructor played a variety of roles before and during online discussions. Before 

online discussions, the main role of the instructor was to facilitate individualized dialogue 

between learners and reading materials. During online discussions, the instructor played two 

different roles for learners' active dialogue. The first role was to make learners free to be 

themselves and the second one to facilitate one on one dialogue with learners among the whole 

class discussions. Specific instructional strategies that the instructor used before and during 

online discussions in this study will help instructors using a dialogue perspective on class 

design and use an online discussion for their class. Based on the valuabl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in terms of teachers' role in online discussions.

Key words: online discussion, teacher role, contextual approach,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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