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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미래핵심역량 현장 연구 보고서

에듀테크 활용 우수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에듀테크 도구 활용 양상 분석
: 초등학교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중심으로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대한민국의 교육 역사상 최초로 4차에 걸친 개학 연기 끝에 전면적 온라
인 수업이 시행되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교육 현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 교사들
은 e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 콘텐츠를 제작, 공유하거나 일부는 Zoom, 마이크로소프트 팀
즈(Microsoft Teams), 구글 미트(Google Meet)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
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도입된 온라인 수업은 서버 과부하, 스마트 기기 부족, 콘텐츠의 질, 저작권 침
해 등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에듀인뉴스, 2020.04.14.; 에듀진, 2020.04.03.). 하지만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공교육의 전면적 온라인 수업 운영은 새로운 미래 교육의 한 형태로 점차 인식
하게 되었다(정현철, 윤현수, 2020).
교사, 학교, 시도교육청, 교육부, 교육 연구기관, 에듀테크 기업의 공조로 온라인 수업의 환경 문제
가 점차 개선되자 학습의 질 문제가 대두되었다. 부족한 상호작용, 제작된 수업 콘텐츠의 질, 피드백
결여 등에서 오는 온라인 수업의 질 저하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계보경, 김혜숙, 이용상, 손정은, 김
상운, 백송이, 2020). 이에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력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수요
자는 온라인 수업 질 향상을 요구하였고 교육 현장은 온라인 수업 내실화 방안으로 실시간 쌍방향 온
라인 수업 확대라는 대안을 마련하였다(교육부, 2020).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서로 다른 장소에서 화상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
자가 동시에 쌍방향 소통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형태를 말한다(한송이, 이가영, 2020).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은 장소의 제약을 극복하고 실시간 토론과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며 학습자 중심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교육부, 2020; 임철일, 김혜경, 김성욱, 이효은, 2013). 특히,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은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과 달리 교수학습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학습자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행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은 매우 저조한 비율로 실시되거나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를 온라인 환경으로 전환한 일방적 강의식 수업 형태를 띠고 있다(도재우, 2020; 에듀인
뉴스, 2020.05.08.; 이옥화, 김득준, 유민선, 2021; 쿠키뉴스, 2020. 10.19.). 부족한 상호작용은 실재감의
결여를 가져오고, 실재감의 결여는 학습자의 몰입감, 만족감, 학업성취 등의 요인에 영향을 주어 학력
격차의 심화를 가져온다(김현아, 김현진, 2011; 홍성연, 유연재, 2020; 오대영, 2020).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교과 내용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수업은 떨어져 있는 공간적 특성상 온라인을 활용한 언어적·도구
적 상호작용이 교수학습의 주를 이룬다. Vygotsky(1980)에 따르면 매개는 인간이 형성한 기호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중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는 언어이다. 온라인 수업의 상호작용 역시 언어를 매개
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온라인 수업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대면 수업에서 우수교사들은 교사 질문 → 학습자 반응 → 칭찬 및 의견 수용 → 교사 질문 또
는 강의 순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주를 이루어는데 반면, 일방적 강의식 온라인 수업에서는 교사 강의
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백제현, 김경현, 2010; 신영희, 김두규, 허균, 2013). 이러한 언어적 상호작용
은 학습자의 지식 구성을 비효과적이거나 비판적 사고 능력과 같은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학습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는 비언어적 정보가 상당히 손실되므로 대면 수업 상황보다 언
어적 상호작용이 더 중요시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구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 효과적 언어적·도구적 상호작용을 심도
있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경향신문,
2021.03.22.). 변화하는 시국에 맞춰 최근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실시
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사례 및 경험 분석 연구(도재우, 김수진, 문제웅, 2020; 한혜민, 조영미, 2021; 정
현철, 윤현수, 2020; 이동근, 안상근, 2021; 김연희, 2021; 김인숙, 유숙영, 변현정, 서윤경, 2020),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다른 유형의 온라인 수업 비교 연구(최원호, 전영국, 2020, 문현진, 2021; 정현철, 윤현수,
2020),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 탐색 연구(백종남, 2020; 이경, 2021) 등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대학 맥락이며 초·중등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온라인 상호작용을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언어적 상
호작용은 어떠한지, 에듀테크 도구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대한 연구는 살펴볼 수 없다.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 상호작용의 매개가 되는 언어와 도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
는 초등학교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 에듀테크 활용 우수교사의 언어적 및 도구적 상호작용을
소상히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에듀테크 활용 우수교사의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Flanders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을 활용하여 온라인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상호작용 도구로써
에듀테크 도구의 활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 적합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의 효과적 언어적·도구적 상호
작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의 상호작용 촉진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의 질 개선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과 문제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진행된 온라인 수업의 미비한 효과와 이로 인한 학력 격차가 빈번히
보도되었다. 일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이 수업 방식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불가
피한 비대면 상황에서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 결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바로, 상호작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현장의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의 효과적인 언어적 상호작용과 도구적 상호
작용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초등학교 에듀테크 활용 우수교사의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두 가
지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고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 에듀테크 활용 우수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 에듀테크 활용 우수교사의 에듀테크 도구 활용 양상은 어떠한가?

본 연구로 도출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의 효과적인 언어적 상호작용과 에듀테크 활용 양상은
현장 교사의 실천적 지식과 가이드라인으로 온라인 수업 설계 및 교수·학습 전략의 토대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다른 장소, 같은 시간에 교수학습에 대한 상호작
용이 가능한 수업 방식이다.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기
반으로 모둠회의, 화면 공유, 채팅 등으로 교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은
상호작용이 어려운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학
습자의 반응에 따라 융통성 있는 교수학습 활동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오프라인 수업과 유
사한 학습 경험과 학습 성과를 제공하므로 그 관심과 활용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Do, 2018).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은 화상 회의 기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교수학
습을 하고 있다. 도재우, 김수진, 문제웅(2020)은 중·고등학교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는
Zoom을 기반으로 Google이나 네이버 밴드 등의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과제 제출, 토론, 음성 및
영상 피드백, 자료 공유로 교수학습과 학습내용 이해에 관한 형성 평가를 하였고, 이동근, 안상진
(2021)은 고등학교 수학 수업에서 지오지브라 SW, 패들렛 등의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동기유발,
개별 탐구 활동 및 교사 피드백, 성찰 및 평가 등의 교수학습으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개발
및 적용하였다. 정현철, 윤현수(2020)은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화상기반 플랫폼을 활용하여 신체 활동에
대한 시범 및 즉각적 피드백 등의 교수학습으로 중학교 체육 수업의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관찰하였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은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은 화상 플랫폼 기반으로 교사
와 학습자가 같은 시간에 물리적으로 떨어진 공간에서 교수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상호작용
은 반응, 질의 및 응답, 피드백 등으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둘째, 교수 실재감을 주어 학습자의
심리적 고립감을 감소시켜줄 수 있다.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은 가상공간에서 교수자, 동료 학습
자의 등장과 실시간 의사소통은 학습자의 학습 실재감을 높일 수 있다(한수연, 2021). 셋째, 다양한 교
수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 화상 플랫폼과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의 활용은 협력학습, 토의·토론, 퀴
즈 형태의 형성평가, 학습 결과물 및 과제 제출 등으로 오프라인과 유사한 형태의 교수학습을 가능케
한다. 이런 특징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 온라인 수업에 단순히 새로운 테
크놀로지를 얹는 것보다 수업 전반에 효과적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복잡한 수업 설계 및 실
행이 필요하다(Moore, Thompson, 1997; 도재우, 2020).
2. Flanders 언어적 상호작용
언어적 상호작용이란 수업 중 교사와 학습자 간에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상호작용을 의미한
다. 교사와 학습자가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상호작용 외에도 강의나 지시와 같이 교사가 학습자에
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발언 또한 언어적 상호작용에 포함된다. 이런 언어적 상호작용은 강의나 지

시 등과 같은 교사의 언어 행동을 지시적(교사 중심, 지배적인 방식, 통제적인 방식 등), 비지시적(학
생 중심, 대화적 방법 등)으로 분류(Flanders, 1970)하거나 언어의 유형을 반응적 - 제한적 범주로 나
누어(Stone, 1991) 교사와 학생과의 언어 상호작용을 분석하기도 한다.
Flanders(1970)는 교실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지시적 교사 발언, 비지시적 교사 발
언, 학생 발언, 혼돈 및 침묵 등의 10가지 코드체계로 분류하여 수업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
습자 사이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양적 데이터로 객관화시켰다. 이를 통해 우수교사들의 수업에서 이루
어지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과학적으로 수치화하여 분석하고, 그 속에서 유의미한 공통점을 찾아냈다.
이 코드체계는 크게 교사와 학습자로 구분되며, 교사의 말은 비지시적 발언과 지시적 발언 분류하고
있다. 비지적 발언에는 감정의 수용, 칭찬이나 격려, 학생의 생각 수용, 질문하기가 포함되며, 지시적
발언에는 강의, 지시, 비평 또는 권위의 정당화하기가 포함된다. 학생의 말에는 학생의 언어적 반응과
언어적 주도로 구분하고 있다. 그 외 수업 활동에서 나타나는 침묵이나 혼란 등을 체계 범주에 넣었
다(허균, 2009). Flanders 언어적 상호작용의 범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Flanders 언어적 상호작용 범주(Flanders, 1970)
Flanders의 코딩 체계

비지
시적
발언

① 감정의 수용

비위협적인 방법으로 학생의 감정이나 태도를 수용하거나 명료화한
다. 감정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감정을 예측하
고 회상하는 것도 포함된다. (인사, 긍정적 분위기 조성)

② 칭찬이나 격려

학생을 칭찬하거나 격려한다. 긴장을 완화하는 농담을 한다. (질문
에 대한 간단한 대답
예: 자, 말해보세요, 네, 그렇죠)

③ 학생의 아이디어

학생이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개발하게 한다.
학생들이 말한 생각을 도와주거나 발달시킨다. (의견의 수용, 학생
발언의 반복 또는 명료화, 발전)

수용, 사용
교사
발언

지시적
발언

발언

학생이 대답할 것을 기대하면서 교사의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내
용 또는 절차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

⑤ 강의

교사가 교과 내용이나 수업 절차에 대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제시한
다. 교사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자기 자신이 설명을 한다.

⑥ 지시

학생이 순응할 것을 기대하는 지시, 지휘, 명령을 한다. (학습 외의
행동 변화를 요구)

⑦ 학생을 비평

학생이 좋지 못한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바꾸기 위하여 비판적인
말을 한다. 학생의 대답을 독단적으로 정한다. 교사가 하고 있는 것
을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거나, 자기 자랑을 한다.

⑧ 학생의 말(반응)

교사의 단순한 질문에 대하여 학생이 단순한 답변이나 반응을 한다.
학생이 답변하도록 교사가 먼저 유도한다. 학생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자유가 제한된다. (교사의 지명에 대한 발언)

⑨ 학생의 말(주도)

학생의 자발적으로 혹은 교사의 유도에 의한 반응으로 학생 자신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표현한다. 교사의 넓은 질문에 대하여 학생이
자진해서 질문,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학생의 자
발적 발언)

⓪ 침묵이나 혼란

실험, 실습, 토론, 책 읽기 머뭇거리는 것, 잠시 동안의 침묵 및 관
찰자가 학생 간의 의사소통과정을 이해할 수 없는 혼란, 침묵, 중단
이 해당한다. (수업과 전혀 관련 없는 발언)

학생
발언

주도적
발언

기타

–

④ 질문

또는 권위의 정당화
반응적

설명

Flanders(1970)는 2/3법칙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법칙은 언어상호작용 중에서 전체의 2/3는 교사와
학생 중 누군가가 발언을 하고 있으며, 그것의 2/3는 교사가 발언하고 있고, 이 중 2/3는 지시적인 말
임을 확인하였다. 이상적인 수업에서는 2/3법칙을 깨뜨리고, 교사의 말을 전체적인 발언과 지시적인
발언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Flanders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은 관찰자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비되어 실제적 사용의 어려
움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업을 직접 관찰 및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F(Advanced Flanders’ interaction analysis) 분석이 개발되었다(변영계, 김경현, 2008). AF
분석은 언어적 상호작용의 양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 · 객관적 · 전문적 분석이 가능하며, 컴
퓨터를 기반으로 향상된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AF분석은 빈도수 분석, 백분율 행렬표, 수업의 흐름
등을 제공한다. 특히,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업 흐름을 숫자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주 흐름과 부 흐름으로 구별되며 언어적 상호작용 범주의 빈도 수로 수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흐름이 5 → 4 → 8 로 분석되었다면 교사 강의 → 교사 질문 → 학생 단순답
변 순의 언어적 행동 계열로 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분석된다(변영계, 김경현, 2008).
언어적 상호작용은 단순히 교수학습 내용 전달의 수단이 아니다. 특히, 교사의 발언은 학생의 흥미
를 고조시키며,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유발시킨다(추명자, 2002; Carin, 1997; Cliatt et al., 1980).
개방적이고 확산적인 발문일수록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상희,
1990; Cliatt etal., 1980)와 같이 교사의 계획된 발문전략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 창의적 사고력 신장,
자기 학습 능력 신장 등을 결정하는 핵심적 교수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조부경 외, 1996; Skidmore,
2006). 또한, 수업에서 학습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창의
성 등 여러 요인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었다(조규성,
박미숙, 정덕호, 2009; Webb, Franke, Ing, Chan, De, Freund, & Battey, 2007).
Flanders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에 따라 오프라인 수업에서 우수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한 특
징은 다음과 같다. 우수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대개 비지시적인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칭찬과 격려
를 아끼지 않으며, 학습 목표 도달을 위해 의도적인 질문을 하고, 학습자의 적극적인 답변을 끌어낸
다. 이때 질문은 다양한 답변을 요구하며, 옳고 그른 고정된 답을 요구하는 질문보다 창의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는 질문을 많이 한다. 학습자 발언에서는 학습자의 주도적인 답변 비율이 일반교사보다 많
아 학습자의 주도적인 참여가 많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리고 우수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주 흐
름은 4(교사 질문) → 8(9)(학습자 반응) → 2(칭찬과 지지) → 4(5)(교사 질문 또는 강의)의 형태로 나
타나는데, 이는 교사가 질문을 유도하고 학습자가 반응 또는 주도적 답변을 하였으며, 이어서 교사의
칭찬이나 지지하는 발언으로 반응한 후 추가적 보충 질문이나 강의 순으로 전개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백제현, 김경현, 2010; 신영희, 김두규, 허균, 2013). 초등학교의 우수교사 수업에서는 대부분 ‘교사의
질문 → 학생의 주도적 답변 → 교사의 칭찬 또는 의견 수용’의 흐름이 나타났다(백제은, 2010).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가상공간이라는 한계점으로 인해 비언어적 정보, 고립감, 심리적 공간 등의
손실이 입체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그 의미 전달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효
과적인 온라인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교사, 학습자와 교과 내용 간의 의사
소통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오프라인 수업에서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손실된 부분
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교육적 장치가 필요하다.

3. 에듀테크 도구
에듀테크(EduTech)라는 용어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 두 단어의 합성어로 정
보기술과 교육의 결합을 의미하며, ‘에드테크(EdTech)’라고도 쓰인다(김예슬, 2016). 교육과 기술을
결합하여 기존 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했다
(홍정민, 2017). 에듀테크는 학습자의 인지 과정을 지원하고 사고능력과 경험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며,
학습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및 맞춤화, 교육환경 개선 등을 용이하게 하여 학
습성과를 제고시킨다(Hannafin & Land, 1997; 김성희, 2021).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서 에듀
테크 활용은 교사와 학생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장차 미래 교육의 한 방
향으로 빅데이터와 AI를 에듀테크에 결합해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계보경, 최미애,
이동국, 이지은, 2020).
국내·외 에듀테크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 등은 에듀테크에 관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효과적 에듀테크의 활용과 에듀테크의 불평등과 윤리적 문제 등에 관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주로 학교에서의 새로운 에듀테크의 도입과 관련하여 에듀테크의 특정 기
술을 적용한 콘텐츠에 관한 연구나 에듀테크 활용 교육 분야에 대한 동향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김
예슬, 2016).
에듀테크는 교육과 교육 도구의 효과적 일상 관리를 지원하는 기술로 이러닝을 넘어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특정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의 원활한 관리에 도움을 주는 하드웨어, 디지털 플랫폼,
소프트웨어 등 각종 서비스를 포함한다(UK Department for Education, 2019). 이런 정의로 보았을 때
에듀테크의 범주는 크게는 학습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SW, VR/AR, AI에서 부
터 작게는 온라인 수업 플랫폼인 LMS, 온라인 수업 도구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에듀테크 중에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수업 플랫폼은 Zoom, Google
Meet, MS TEAMS 등이 있으며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출석 체크, 학습 내용 전달, 학습 활
동 안내, 과제 및 평가, 모둠 활동 등을 실시한다. 에듀테크 도구를 기능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기능에 따른 에듀테크 도구 분류
기능

에듀테크 도구

소그룹 대화

Zoom, Webex, Google meet, MS teams, Grooroomee, Hang out, Naver band, Facebook
Messenger, Google duo, Face time, Whatsapp, Maaltalk note, Ebs 온라인 클래스, 카카오톡

내용 작성 및 공유

Google Docs, Padlet, Google Jamboard, Miro, Ment, Wooclap, Mentimeter, Nearpod,
Naver band, 클래스팅, Ebs 온라인 클래스, 위두랑

퀴즈 및 형성평가

Kahoot, Class card, Socrative, Classmarker, Quizlet, Slido, Ahaslide, ThinkerBell, Quizizz,
Plickers, Pear dec, Nearpod, QuizN, Goolgle classroom

동영상 제작 및 평가
과제 평가
설문 / 투표

Flipgrid, Goolgle classroom, Padlet, 위두랑, 클래스팅, Naver band
Google Docs, Speakpipe, Nearpod, Padlet, Goolgle classroom, ThinkerBell, 위두랑, Naver
band, 클래스팅, Ebs 온라인 클래스
Zoom, Google Forms, Mentimeter, Socrative, Survey monkey, 카카오톡, Naver band

실시간 온라인 쌍방향 수업에서 에듀테크 도구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의 수업사례를 살펴보면, Google Class
Room, Mentimeter, Jamboard, Padlet, Google Forms, Google Docs, Class Card 등의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온라

인 칠판, 과제 제출 및 의견 제시, 응답의 시각화, 모둠 활동, 평가, 개별 및 모둠 피드백, 주석 기능, 내용 공유 등
의 활동을 하였다(이동근, 안상진, 2021; 이현아, 2020; 김형민, 이선영, 2021; 한혜민, 2021; 서효원, 2020). 이렇게 사
용된 에듀테크 도구는 학습자들이 온라인 수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학습자 간 상호작
용을 촉진해주며,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수업을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김형민, 이선영, 2021; 장원일, 2020). 이에
본 연구는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 에듀테크 활용 우수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에듀테크 도구 활용 양상
을 탐색하여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설계 및 실행하려는 교사에게 실천적 지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에듀테크 활용 우수교사들의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언어적 상호작용과 에듀테크 도구 활용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
하였다.
1. 연구참여자
참여자는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 에듀테크 도구를 우수하게 활용하는 초등교사 5명이다.
초등학교 교사는 중·고등학교 교과교사에 비해 다교과 교사로 학습자와의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
빈도가 높은 편이며 교과적 특성에 따른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다고 판단하여 초등학교 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받는
교사로 아래와 같은 선정기준에 따라 목적적 표집 방법인 눈덩이 표집을 실시하여 모집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① 해당 전공 교과의 학위나 교육학 및 교과교육 석사 과정 또는 학위 소지자,
② 적어도 5년간의 교육 경험, ③ 온라인 수업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인 활동 ④ 외부 온라인 수업 강
사 활동이나 온라인 수업 서적 집필에 해당하는 교사로 선정하였다. 이는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의 우수 사례를 귀납적으로 탐색하기 위함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 후 온라
인 수업 녹화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배경정보는 다음 <표 3>와 같다.
<표 3> 연구 참여 교사들의 배경정보
참여교사 학교급
A
B
C
D
E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성별
여
남
남
남
남

연령 교직경력
30대
30대
30대
40대
40대

10년
14년
5년
10년
11년

학력
석사
석사
석사 과정
석사
석사

온라인커뮤니티

외부강의 및

주요 활용

활동 여부

집필 참여 여부

에듀테크 도구
Padlet
Padlet
Mentimeter
Nearpod
Nearpod

●
●
●
●
●

●
●
●
●
●

2.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녹화 영상, 심층 면담, 학습 결과물이다. 이
는 여러 자료를 분석해 온라인상의 교수학습 활동을 세밀히 관찰하기 위함이다. 실시간 쌍방향 온라
인 수업의 녹화 영상을 위주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언어적 상호작용과 에듀테크 도구 활용을 관찰하고
심층 면담, 학습 결과물로 연구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 문제별 자료원 및 분석 방법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연구 문제 자료원 및 분석 방법
연구 문제
언어적 상호작용
에듀테크 도구
활용 양상

수업
수업
면담
학습

자료원
녹화 영상
녹화 영상
전사 자료
결과물

자료 분석 방법
· Advanced Flanders 언어 상호작용 분석
· 귀납적 분석
· Advanced Flander 활용 CORDTRA 분석

1) 수업 녹화 영상
수업 녹화 영상은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상세히 관찰하였다. 분석 영상은 연구참여자별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녹화 영상을 2
차시씩 받아 온라인 상호작용이 잘 관찰되는 1차시 녹화 영상을 연구자 간 협의로 선정하였다. 분석
영상은 교수학습 전 과정의 발화를 전사하였다.
2) 심층 면담
심층 면담은 반구조화 질문지(semi-structures interview)를 구성하여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실
천 사례, 에듀테크 도구, 효과적 온라인 수업, 온라인 상호작용에 대한 1시간 30여분 정도 화상 회의
시스템으로 연구참여자 5명을 면담하였다. 풍부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끌어내 녹음 내용을 전사 후
에듀테크 도구 활용 양상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5>
와 같다.
<표 5> 반구조화 질문지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코로나 이후 실시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
활용한 에듀테크 도구

·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 주로 했던 수업 활동, 전개 순서, 피드백 등

효과적인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 효과적인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의 의미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의
상호작용

· 상호작용을 위한 운영, 어려움, 극복 방안 등

· 에듀테크 도구의 활용 시기, 목적, 방법

3) 학습 결과물
학습 결과물은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발생한 형성평가, 과제, 토론 게시글 등을 수집
하였다. 예를 들어, 학습결과물은 활동의 결과물인 Padlet 포스팅, 구글 슬라이드, Nearpod 제출 과제
등이 해당한다. 학습 결과물은 온라인 수업 활동에서 학습자가 에듀테크 도구에 작성한 결과를 파악
하여 도구적 상호작용의 결과를 탐색하는데 사용되었다.
3. 자료 분석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자료는 AF(Adanced Flanders)를 활용한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CORDTRA 다이어그램으
로 에듀테크 도구 활용 시기 및 방법 분석, 귀납적 분석법을 활용한 에듀테크 도구 활용 양상 분석에
사용되었다.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은 변영계⋅김경현(2005)이 개발한 AF(Adanced Flanders) 수업 분석 프로그램인

EASY 수업 분석 Ver. 3.54을 활용하여 <그림 1>과 같이 분석하였다. EASY 수업 분석 프로그램은 언어의
빈도와 비율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녹화된 수업 동영상을 0.5초 단위로 구분하고 교
사나 학생의 발언을 Flanders 언어적 상호작용 범주에 따라 선택한다. 이런 절차에 따라 연구자인 관찰자
가 수업 녹화 영상을 전체를 관찰하며 교수학습에 사용한 언어를 Flanders의 언어 상호작용의 범주에 따
라 0.5초마다 1에서 10번까지 각 숫자를 기록하였다. 이 분석 방법은 연구자가 녹화 영상의 코드화 과정
에서 신뢰도를 확보해야 하며, 이 신뢰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 스콧(scott's) 신뢰도 계수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관찰자의 스콧 신뢰도 계수의 값이 0.85 이상인 경우 신뢰할 만하고 할 수 있다(변영계,
김경현, 2005). 그리고 관찰자간 상호 코드화 비교는 0.5초 단위로 입력된 전체 코드 중에서 두 관찰자
의 분석 코드가 일치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관찰자는 먼저 AF(Adanced Flanders) 분석 연습프로
그램으로 스콧 계수(scott’s coefficient) 0.85이상 확보한 후 관찰자 간의 상호 코드화(Inter Coder
Reliability) 비교를 3회 교차 점검하여 1차 73.81%, 2차 89.26%, 최종적으로 94.84%의 관찰자 간 신뢰
도를 확보하였다.

<그림 1> AF(Adanced Flanders)분석 프로그램, Classroom Behavior Analysis Ver 3.54

에듀테크 양상 분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도와 비율뿐만 아니라 활용 방법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
는 것도 중요하다. CORDTRA 다이어그램은 교수학습 활동이 구성된 순차적 시간 흐름을 선형적으로
재현하여 맥락 안에서 어떤 활동이 언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적 도구이다
(Hmelo-Silver, Jordan, Liu & Chernobilsky, 2011). 본 연구에서는 에듀테크 도구 활용의 방법과 시기는
CORDTRA 다이어그램으로 제공하였다. CORDTRA 다이어그램은 <그림 2>와 같이 X축은 시계열적 정
보를 제공하고 Y축은 주제 코드로 코딩된 담화, 사용 도구, 개별 참여자들의 데이터 패턴을 표시하여
언제, 어떤 도구를 사용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2> CORDTRA(Hmelo-Silver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적 정보에 따른 주제 코드의 정확성을 위해 AF(Adanced Flanders) 수업 분석
을 이용하여 녹화 수업 영상을 에듀테크 도구 활용 방법의 범주로 코드화한 다음 수업 시간은 상대
시간으로 변환하여 CORDTRA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었다.
에듀테크 도구 활용의 목적과 방법은 일반적인 질적 연구 방법인 귀납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귀납적 분석 방법은 연구 현상을 자료를 통해 그 현상에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여 주제를 발견한다(김
영천, 2006). 귀납적 분석 방법은 자료 분류 및 전사 – 세그먼팅 – 초기 코드 도출 – 심층 코드 생성 –
주제 발견의 절차를 따랐다(Creswell, 2010).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녹음된 면담 내용을 전사한 후 에
듀테크 도구를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사용하는지 분류하고 분류한 내용을 의미 단위로 세그먼팅하
여 초기 코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초기 코드는 연구원끼리 협의하여 심층 코드를 생성하여 최종 주
제를 발견하였다.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각 검증, 동료 보고, 외부 인사를 사용하였다(Creswell,
2014). ‘삼각 검증’을 활용하여 녹화 영상, 심층 면담, 학습 결과물을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자료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공학 박사 과정 2인과 함께 연구 과정 및 결과를 검
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내린 분석 결과에 대해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는
‘외부 인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에듀테크 도구
활용 양상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피드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깊이 있고 명확
한 분석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Ⅳ. 결과 및 논의
본 연구 결과는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 우수교사의 언어적·도구적 상호작용을 사례별로
기술하고 분석하였다. 언어적 상호작용은 우수교사의 AF(Advanced Flanders) 항목 비율, 수업의 주 흐
름과 부 흐름을 나타냈고, 에듀테크 도구 활용 방법을 귀납적 범주로 분류하여 CORDTRA로 시각화하
였다. X축은 Times는 우수교사의 수업 시간을 상대적 위치로 변환한 값이고, Y축은 Codes는 교수학습
활동에 사용되는 에듀테크 도구의 활용 방법을 범주화한 코드값이다.
각 코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번 교재 및 판서 공유 도구는 수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교과서
등의 내용을 전달하고, 판서 공유를 지원할 때 사용한 경우이며, 2번 흥미 유발 도구는 학습 내용에
대한 목표, 문제의식, 방향성 등을 안내하여 자발적으로 학습의욕을 불러일으킬 때 사용한 경우, 3번

학습기록 및 결과물 공유 지원 도구는 학생의 의견을 작성하고 결과물을 공유할 때 사용한 경우, 4번
협력 지원 도구는 학습자 간의 상호의존적 과제 해결 활동에 활용한 경우이다. 5번 피드백 지원 도구
는 학습자의 행동이나 응답에 관한 결과를 참고하여 검토, 수정, 개선에 활용한 경우, 6번 온라인 평
가 지원 도구는 학습자가 수업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할 때 사용한 경우이다.

1.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사례
1) A교사의 사회 수업
수업 주제는 지역 문제와 주민 참여 단원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찾아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형
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체적인 수업 흐름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교과서의 그림을 공유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사회 문제점에 대해 교사의 질의 후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발표하였다. 지역사회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나열하고 관련 단어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을 모둠별로 이야기를 나누고 역할극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하였다. 교사는 모둠별 화상
회의로 들어가 모둠 활동을 촉진하는 발언과 활동을 독려하고 본 회의실에서 모둠 역할극을 발표하도
록 하였다. 역할극의 발표가 끝나면 활동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 지역구청 사이
트에 접속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Padlet을 활용하여 조사 내용을 기록하였
다. 다음 차시에 탐색한 지역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이라 예고하며 본 수업에서 깨달은 점을 각
자 발표하고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이 수업은 27명 중 1명을 제외하고 전부 Zoom 화면을 켜 학생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관찰하였다.
Zoom 화면을 통해 손을 든 학습자에게 발언권을 주었으며 발언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긍정적인 피드
백을 주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고 학습 및 관련 내용을 PPT 화면으로 공유하였다.

수업의 주흐름: 전체
4 → 9 → 2 → 9
수업의 부흐름: 전체
수업의 부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림 3> A교사의 분류항목별 빈도수와 수업의 흐름

Flanders의 분류항목에 따른 A교사의 온라인 언어적 상호작용은 5번(강의)이 41.98%로 가장 높고, 9
번(주도적 학생 발언)이 26.62%, 4번(질문)이 8.4%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지시적 발언은 42.69%로
나타났고 비지시적 발언은 22.53%로 나타났다. 학생 발언은 31.97%로 이 중 반응보다 주도의 비율이
높았다. A교사의 수업 주 흐름은 4 → 9 → 2 → 9로 교사 질문 후 학생의 주도적 발언 그리고 교사
의 칭찬이나 격려, 학생의 주도적 발언 순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A교사는 Zoom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교과서를 학습자와 공유하고, Zoom의 소회의실 기능으
로 학습주제에 관해 모둠별로 2차례 토의·토론 실시하였다. Padlet을 활용하여 모둠별 토의·토론 내
용 및 자료 검색 결과에 대해 기록하여 공유하였다. 학습자가 소회의실이나 Padlet을 이용할 때 교사
는 소회의실별로 이동하며 활동에 대해 피드백을 주었다. A교사는 에듀테크 도구를 교재 및 판서 공
유 도구, 학습기록 및 결과물 공유 지원 도구, 협력 지원 도구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도입 부분에서는
교재 및 판서 공유, 전개 부분에서는 협력 지원 및 피드백 지원, 정리 부분에서는 학습 기록 및 결과
물 공유 지원으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였다.

<그림 4> A교사의 에듀테크 도구 활용 방법

2) B교사의 체육 수업
체육 수업은 핑거 라이트 볼을 주제로 배구 실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본 수업 전에 허리 운동, 어깨
운동 등 몸풀기 운동을 시작으로 교사가 배구 시범을 보여주었다. 시범 전 교사가 사전 녹화된 서브,
언더 토스, 오버 토스, 스파이크 등의 시범 영상을 공유하며 배구 자세를 주석 기능을 활용해 자세히
분석하고 올바른 동작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각 기술을 학습자에게 일정 횟수의 활동을 시키며
화상으로 학습자의 실기 활동을 관찰하며 동작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 교정적인 피드백을 주었다. 실기
후 Padlet을 활용하여 수업에 대한 자기 평가, 활동 소감을 작성하고 발표로 수업을 끝냈다.
이 수업은 실기 수업으로 신체 동작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자 정면, 측면 2개의 카메라로 영상을
전송하였다. 사전 녹화된 교사 시범 영상으로 자세를 분석하고 배구 기술에 대한 시범을 보인 다음 화
상으로 활동을 관찰한 후 피드백 주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업의 주흐름: 전체
5 → 0 → 5
수업의 부흐름: 전체
5 → 4 → 0 → 5

<그림 5> B교사의 분류항목별 빈도수와 수업의 흐름

Flanders의 분류항목에 따른 B교사의 온라인 언어적 상호작용은 5번(강의)이 40.52%로 가장 높고, 0번(침묵이나
혼란)1)이 21.57%, 4번(질문)이 7.35%, 9번 주도적 학생 발언이 6.31%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지시적 발언은 41.59%,
비지시적 발언은 21.66%의 비율을 보였다. 학생 발언은 15.18%로 이 중 주도보다 반응 비율이 더 높았다. B교사의
수업 주 흐름은 5 → 0 → 5로 교사 강의, 침묵 또는 혼란(일부 학습자의 에듀테크 학습활동) 교사 강의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림 6> B교사의 에듀테크 도구 활용 방법

B교사는 측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보조 카메라를 설치하고 Zoom의 화면 공유 기능으로 구분 동
작 시범을 보이고, 학습자에게 셀카봉을 활용하여 연습 모습을 공유하도록 하여 개별적인 동작에 대
한 피드백을 제공한 형태의 수업이었다. 수업 전반에 걸쳐 교사가 직접 영상을 제작 및 운영하는 유
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동작의 기능 설명 영상을 공유하는 에듀테크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업의 후반부에는 Padlet을 통해 배구형 게임 기능 연습에 대한 소감을 작성하여, 학습 내용과 느낀
점을 작성 및 공유하는 방법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하였다.
3) C교사의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은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을 주제로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본인의 생각, 경
험, 기분을 공유하고 사이버 언어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둠별로 발표하였다. 학습자에게
사이버 언어 폭력 연상 단어를 Mentimeter로 작성하게 하고 경험 유무를 응답받았다. 그리고 사이버
언어폭력의 목격 및 피해 경험을 Mentimeter로 받고 사이버 언어폭력 간접 체험 동영상의 일부를 시
청하였다.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사이버 언어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둠별로
작성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때, 교사는 각 모둠별 소회의실로 입장하여 작성 방법 및 내용에 대한 피
드백을 주었고, 활동 후 전체 회의실로 복귀하여 모둠별 발표 아이디어에 대해 피드백을 주었다. 끝으
로 Mentimeter를 활용하여 수업 내용에 대해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 다짐으로 수
업을 마무리하였다.
이 수업은 Mentimeter를 위주로 각 활동마다 학습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기록하여 공유하도록 하였
다. 모둠 토의·토론 활동시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해 학습 활동을 촉진하거나 학습 결과를 동시에 협
력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교수학습 단계별로 에듀테크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교사와 이를 익숙하
게 사용하는 학습자의 모습이 돋보였다.

1) 본 연구에서 코드화된 0번(침묵이나 혼란)은 실제 관찰 결과 많은 비중이 학습자의 에듀테크 기반 학습활동에 해당함. 연구 결과2. 참고

수업의 주흐름: 전체
5 → 0 → 5
수업의 부흐름: 전체
5 → 8 → 5

<그림 7> C교사의 분류항목별 빈도수와 수업의 흐름

Flanders의 분류항목에 따른 C교사의 온라인 언어적 상호작용은 에듀테크 도구로 학습활동을 자주
활용하여 0번(침묵이나 혼란)이 47.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번(강의)이 37.88%로 높았다. 그리고
주도적 학생 말이 1.61%, 4번(질문)이 2.91%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지시적 발언은 37.97%, 비지시적
발언은 6.38%로 나타났다. 학생 발언은 7.7%로 이 중 주도보다 반응의 비율이 더 높았다. C교사의 수
업 주 흐름은 5 →

0 → 5로 교사 강의, 침묵 또는 혼란(일부 학습자의 학습활동) 그리고 교사 강의

순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림 8> C교사의 에듀테크 도구 활용 방법

C교사는 Zoom 화면 공유 기능과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주제에 관해 모둠 토의·토론을 2
차례 실시하였다.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모둠 토의·토론 내용을 기록하고 공유하였다. 학습자가
소회의실이나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할 때 교사는 소회의실별로 이동하며 관련 활동에 대해 피드백을
주었다. C교사는 에듀테크 도구를 교재 및 판서 공유, 동기 유발, 학습기록 및 결과물 공유 지원, 협
력 지원, 온라인 평가 지원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도입 부분에서는 동기 유발, 교재 및 판서 공유,
학습기록 및 결과물 공유 지원, 전개 부분에서는 학습기록 및 결과물 공유, 협력 지원, 정리 부분에서
는 학습기록 및 결과물 공유 지원, 온라인 평가 지원으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였다.

4) D교사의 영어 수업
영어 수업은 영어 그림책을 읽고 문장을 해석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림책을 화면 공유해 강의
자료로 사용하고 문장에 밑줄을 긋는 등 주석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에듀테
크 도구를 바꿔 채팅창에 해당 주소를 공유하여 학습자들이 참여하였다. 퀴즈로 학습자가 배운 내용
을 확인하고 놀이처럼 정답률을 시각화한 결과로 동기를 유발하였다. 평가 결과를 함께 공유하며 수
업을 마무리하였다.
이 수업은 교사가 주석 기능을 활용한 판서를 학습자와 공유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다. 교수 활
동이 끝난 후 Nearpod의 Time to climb이라는 게임으로 학습 내용에 대한 퀴즈를 풀었다. 정답을 맞
힐 때마다 학습자의 아바타가 산을 올리는 형태로 실시간 정답률을 모니터하며, 교사는 이를 경주로 비
유하여 학습자가 즐겁게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수업의 주흐름: 전체
5 → 0 → 5
수업의 부흐름: 전체
4 → 0 → 9 → 0

<그림 9> D교사의 분류항목별 빈도수와 수업의 흐름

Flanders의 분류항목에 따른 D교사의 온라인 언어적 상호작용은 0번(침묵 및 혼란)이 39.54%로 가장
높고, 5번(강의)이 38.79%, 9번(학생 주도적 발언)이 9.15%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지시적 발언은
39.94%, 비지시적 발언은 8.52%로 나타났다. 학생 발언은 11.84%로 나타났고 이 중 주도가 반응의 빈
도가 높았다. D교사의 수업 주 흐름은 5 →

0 → 5 로

교사 강의, 침묵 또는 혼란(일부 학습자의 학

습활동) 그리고 교사 강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D교사는 Zoom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교재 판서 수업을 진행하고, 게임 형태의 퀴즈를 활용하
여 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도입부에는 OneNote를 활용하여 교재 지문을 교육 자료로 공유하고 영어
문장의 해석 등을 판서와 함께 설명하면서 강의를 지원하기 위해 에듀테크 도구를 사용하였다. 강의
식 수업 이후에는 Nearpod을 활용하여 학습한 내용을 퀴즈로 풀고 점수 획득 경쟁형 게임의 형태로
형성평가를 실시하여 학습자와 소통하며 즐겁게 참여하는 온라인 평가를 위해 에듀테크 도구를 사용
하였다. D교사는 에듀테크 도구를 교재 및 판서 공유, 온라인 평가 지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도입 부분
에서는 교재 및 판서 공유, 전개 및 정리 부분에서는 온라인 평가 지원으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
였다.

<그림 10> D교사의 에듀테크 도구 활용 방법

5) E교사의 수학 수업
수학 수업은 막대그래프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가수별 음반 판매량

자료를 활

용하여 막대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하였다. 그리고 교과서를 바탕으로 만든 PPT자료
로 강의하였다. 퀴즈와 문제 풀이의 형태로 막대그래프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였고,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 문제풀이에 실시간으로 정오답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타자, 마우스 글자 등 다양한 형태의 답
변을 허용하고 미처 응답하지 않은 학습자를 독려하여 끝가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막대
그래프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문답형식으로 정리하며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이 수업은 학생의 Zoom 화면이 일부 꺼져있었지만, 모든 학생의 발언에 대해 교사가 일일이 피드백
주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교사는 수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Nearpod를 통해 학습자 생각 나누기, 투표
하기, 문제 풀기 등의 해당 에듀테크 도구의 기능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업의 주흐름: 전체
5 → 0 → 5 → 4
수업의 부흐름: 전체
수업의 부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림 11> E교사의 분류항목별 빈도수와 수업의 흐름

Flanders의 분류항목에 따른 E교사의 온라인 언어적 상호작용은 5번(강의)이 52.77%로 가장 높고, 4
번(질문)이 17.50%, 0번(침묵 및 혼란)이 16.71%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지시적 발언은 52.99%, 비지
시적 발언은 24.08%로 나타났다. 학생 발언은 6.22%로 나타났고 이 중 반응이 주도의 빈도보다 높았
다. D교사의 수업 주 흐름은 5 →

0 → 5 → 4로 교사 강의 후 침묵 또는 혼란(일부 학습자의 학습활

동), 교사 강의 그리고 교사 질문 순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림 12> E교사의 에듀테크 도구 활용 방법

E교사는 Zoom 화면 공유 기능을 기반으로 Nearpod의 투표 기능, 문제 풀기 기능, PPT 기능 등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도입부에는 Nearpod의 투표기능을 활용하여 전세계 음반 판매량에 관한
의견 제시로 흥미를 유발하였으며, 교과서 자료와 함께 판서를 진행하면서 강의를 지원하였다. 정리
단계에서는 학습 내용에 대한 퀴즈를 풀고 학습자 개인에게 피드백을 해주기 위해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였다. 학습자들은 교사의 질문과 퀴즈에 대해 Nearpod로 답을 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다. E
교사는 교재 및 판서 공유 도구, 동기 유발, 학습기록 및 결과물 공유 지원, 온라인 평가 지원으로 에
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였다. 도입 부분에서는 동기유발, 교재 및 판서 공유, 학습기록 및 결과물 공유

지원, 전개 부분에서는 교재 및 판서 공유, 학습기록 및 결과물 공유 지원, 온라인 평가 지원, 정리 부
분에서는 교재 및 판서 공유로 에듀테크 활용하였다.

2. 에듀테크 활용 우수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Flanders의 범주에 따른 에듀테크 활용 우수교사별 빈도는 아래 <표 6>과 같다. 선행연구에서 밝혀
진 바와 같이 언어적 상호작용은 교사의 특성에 영향을 받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에듀테크 도
구를 활용한 학습활동이 0번 강의와 침묵으로 코드화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우수교사들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공통점은 모든 교사가 교사 지시적 발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고 한 교사를 제외하고는 학생의 발언, 교사 비지시적 발언 순의 비율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우수교사들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차이점은 A, C, E 교사는 교사 비지시적 발언이 높았으며 A,
D교사는 교사의 지시적 발언이 낮았다. 그리고 A, C 교사는 학생 발언의 비중과 학생의 주도적 발언
비중 모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Flanders(1970)는 2/3 법칙에 의해 분석하면 전체 발언 중 교사의 발언이 2/3 이하인 경우는 A, B,
C, D교사이고, 그 중 B, D교사는 각각 44.36%, 48.62%의 낮은 비율로 교사가 발언하였다. 교사의 발언
중 지시적 발언이 2/3 이하인 경우는 A, C, E교사 이고 그 중 A, C교사는 각각 65.24%, 65.76%의 약간
낮은 비율로 지시적 발언을 하였다.

<표 6> 교사별 Flanders 언어 상호작용 빈도
상호작용 범주
감정의 수용
비지

칭찬이나 격려

시적
교사

발언

학생의 아이디어 수용, 사용
질문

발언
지시

강의

적

지시

발언 학생을 비평 또는 권위의 정당화
학생의 말(반응)
학생 발언
학생의 말(주도)
기타

침묵 및 혼란
합계

A 교사

B 교사

C 교사

D 교사

E 교사

평균

57
(1.8%)
191
(5.9%)
208
(6.4%)
271
(8.4%)
1355
(41.0%)
23
(0.7%)
0
(0%)
178
(5.5%)
854
(26.5%)
91
(2.8%)
3228

26
(0.6%)
108
(2.6%)
13
(0.3%)
123
(2.9%)
1604
(37.9%)
4
(0.1%)
0
(0%)
258
(6.1%)
68
(1.6%)
2030
(48.0%)
4234

152
(1.8%)
283
(3.4%)
768
(9.1%)
618
(7.4%)
3407
(40.5%)
26
(0.3%)
64
(0.8%)
746
(8.9%)
531
(6.3%)
1814
(21.6%)
8409

63
(1.8%)
35
(1.0%)
84
(2.4%)
115
(3.3%)
1353
(38.8%)
40
(1.2%)
6
(0.2%)
94
(2.7%)
319
(9.2%)
1379
(39.5%)
3488

39
(0.8%)
205
(4.2%)
81
(1.6%)
865
(17.5%)
2609
(52.8%)
11
(0.2%)
0
(0%)
242
(4.9%)
66
(1.3%)
826
(16.7%)
4944

67.40
(1.39%)
164.40
(3.38%)
230.80
(4.75%)
398.40
(8.20%)
2,065.60
(42.50%)
20.80
(0.43%)
14.00
(0.29%)
303.60
(6.25%)
367.60
(7.56%)
1,228.00
(25.26%)
4,860.60

우수교사의 평균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은 교사의 발언 중 지시적 발언의 강의가 42.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고 다음으로 혼란, 침묵(일부 학습자의 학습활동)이 25.26%로 나타났다. 비지시적 발언
중 질문이 8.2%, 학생 아이디어의 수용, 사용이 4.75%, 칭찬과 격려가 3.38%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발언은 13.81%로 나타났으며 그중 학생 주도의 발언이 약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상의 언어적
상호작용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에듀테크 활용 우수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 결과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강의, 침묵 또는 혼란, 질문과 주도적 및 반응적 학생 발언이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다(성지현, 연영아, 2011; 신영희, 김두규, 허균, 2013; 이윤경, 이중권, 2014).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에게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침묵 또는 혼란 보다 강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소회의실 모둠 활동과 에듀테크 도구의 활용 방법 안내 등과 같이 선행연구와 다른 교수 활동이

추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0번(침묵 및 혼란)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녹화 영상을 다시 분석한 결과 이는 학습자가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 학습 시간이 0번(침묵 및 혼란)
으로 코드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4> 비언어적 상호작용 중 에듀테크 활용 비율

위의 <그림 14>는 비언어적 상호작용 중 에듀테크 활용 비율을 교사별로 비교한 것이다. 비언어적
상호작용인 0번(침묵 및 혼란) 세밀히 분석한 결과, 비언어적 상호작용 중 에듀테크 도구 활용 비율이
평균적으로 46.89%(실기 활동이 위주인 체육 수업을 제외하면 53.87%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했다. 이
는 우수교사들이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교수자 – 에듀테크 도구 – 학습자, 학습자 – 에
듀테크 도구 – 학습자, 교과내용 – 에듀테크 도구 -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므로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5> 언어 상호작용 중 에듀테크 활용 비율

비언어적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언어적 상호작용 중에서도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였다. 위의 <그
림 15>는 언어적 상호작용 중 에듀테크 활용 비율을 교사별로 비교한 것이다. 이는 교사의 언어적 상
호작용 중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 비율과 학습자의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 학습결과에 대한 교사의

언어적 피드백을 의미한다. 우수교사의 평균적 에듀테크 활용 비율은 언어적 상호작용 중 41%를 나타
냈다. 이 중 학습자가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 학습결과물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이 19%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우수교사의 평균적 언어적 상호작용 중 2/5가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학습 비율이고 이 비
율 중 1/2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피드백이다. 이는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시 에듀테크 도구의 활용
이 언어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오프라인 수업에서의 교사 - 학습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일부 부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언어 형태에 따른 수업 흐름
구분
A 교사
B 교사
C 교사
D 교사
E 교사

주
부
주
부
주
부
주
부
주
부

흐름
흐름
흐름
흐름
흐름
흐름
흐름
흐름
흐름
흐름

:
:
:
:
:
:
:
:
:
:

수업의 흐름
4 → 9 → 2 → 9
존재하지 않음
5 → 0 → 5
5 → 8 → 5
5 → 0 → 5
5 → 4 → 0 → 8
5 → 0 → 5
4 → 0 → 8
5 → 0 → 5 → 4
존재하지 않음

교사별 언어 형태에 따른 수업 흐름은 <표 7>과 같다. 우수교사들은 주로 5 →
름으로 나타났고 부 흐름은 일정한 패턴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의

0 → 5 의 수업 흐

4→8(9)→2→4(5)의 수업

흐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백제현, 김경현, 2010; 신영희, 김두규, 허균, 2013). 이는 우수교사의 언어
적 상호작용에 따른 수업의 흐름이 교사 강의, 침묵 및 혼란 또는 에듀테크 도구 활용을 통한 학습,
교사 강의 순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에듀테크를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는
강의 또는 에듀테크 도구 활용에 대한 안내(5) 후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 학습 활동(0), 그리고 결과
에 대해 교사의 강의(5)순으로 주 수업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에듀테크 도구의
활용이 교사와 학습자의 언어적 상호작용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 학습 활동(0)
으로 학습자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에듀테크 활용 우수교사의 에듀테크 도구 활용 양상
1) 어떤 에듀테크 도구를 사용하는가?
에듀테크 활용 우수교사들은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 도구를 수업에 활용하였다. 화상 회의 플랫폼인
Zoom을 기반으로 Google, Nearpod, Teachermade 등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 도구로 사용하였고, 주로
Padlet, Google 도구, Jamboard, Mentimeter의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에
듀테크 활용 우수교사들이 경험한 도구를 정리하면 다음<표 8>과 같다.

<표 8> 활용한 에듀테크 도구
교사
A

화상 플랫폼

B
C
E
D

Zoom

활용한 에듀테크 도구
Padlet, Google Slides, Google Forms, Google Docs, Jamboard, Kahoot, ThinkerBell
Padlet, Google Slides, Google Forms, Google Docs, Class card, Mentimeter, Classting,
Class123, Jamboard, Khan Academy, ThinkerBell, 퀴즈앤
카카오톡, Padlet, NUMBERS, miro, Mentimeter
Onenote, Teachermade, Padlet, Nearpod, Flipgrid, Google Slides, Google Forms, Google
Docs, Jamboard, Mentimeter
Goodnote, Nearpod, Ene, Google Forms, 네이버 밴드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조작능력을 고려하여 1~2개 정도의 에듀테크 도구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반복 숙달로 익숙하게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저학년 학습자의 경우 에
듀테크 도구의 활용에 부담을 느껴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단일 에듀테크 도구를 선호하고 본인이 선호
하는 교수학습 활동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에듀테크 도구를 선정 또한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2) 언제, 어떻게 에듀테크 도구를 사용하는가?

<그림 15> 우수교사의 에듀테크 도구 활용 비율

우수교사들은 수업의 특정 단계가 아닌 수업 전반에 걸쳐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에듀테크 활용 비율이 가장 높은 D교사는 수업 단계마다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였고 에듀테크
활용 비율이 가장 낮은 B교사는 체육수업의 특성상 Zoom 화상 기능만을 이용해 실습 위주의 수업으
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로 시각화되었다. 이를 통해 교과 특성에 따라 에듀테
크 도구의 활용 시기에 차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우수교사들의 에듀테크 활용 방법은 학급 운영 지원 도구, 교재 및 판서 공유 도구, 학습기록 및 결
과물 공유 지원 도구 등으로 활용되었으며 각 범주에 따른 정의는 <표 9>와 같다.

<표 9> 에듀테크 도구 활용 방법의 범주
코딩 범주

설명

학급 운영 지원 도구
교재 및 판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학급 출결, 안내 사항, 의견 수렴 등에 활용한다.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수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교과서, 교재 등의
내용을 전달하고 판서 내용을 공유한다.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수업의 흐름에 따라 학습자의 의견과 정답을 작
성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한다.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 간의 상호의존적 과제 해결 활동을 한다.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행동이나 응답에 관한 결과를 참고하여
검토·수정·개선한다.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수업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교사, 학습자 간 정서적인 반응을 하거나 소통한다.

①

교
수
학
습

공유 도구

② 동기 유발 도구
③ 학습 기록 및
결과물 공유 지원 도구
④ 협력 지원 도구
⑤ 피드백 지원 도구
⑥ 온라인 평가 지원 도구
⑦ 정서적 지원 도구

(가) 학급 운영 지원 도구
우수교사들은 에듀테크 도구를 학급 출결, 안내 사항, 의견 수렴 등 학급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도
구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Mentimeter, Padlet 등을 활용해 온라인 수업 규칙을 정하거나 실장 선
거, 학급 회의 등을 진행하기도 하고 학부모에게 학생의 학습 결과물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클래스 123은 아이들 발표 뽑기라든지 이런 학급 관리할 때 쓰고요. 클래스팅은 학급용 SNS라서 공지할 때 쓰고
요.
(C교사와 면담 중)
부모님께 Padlet주소 등을 공유해서 “아이가 이렇게 했어요” 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어요.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보시라고.
(E교사와 면담 중)

이 결과는 기존의 학급 경영을 교사 주도의 학급 경영을 벗어나 교사·학생·학부모 참여하는 학급
자치 문화 구현의 수단으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공간 제약을 극

복한 실시간 쌍방향 의사소통 바탕으로 스마트 학급 경영의 형태로 운영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보여준다(박남기, 임수진, 2015; 송호엽, 임수진, 2017).
(나) 교재 및 판서 공유 도구

<그림 16> 우수교사들의 교재 및 판서 공유

우수교사들은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수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교과서,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
의 교육 자료를 전달하고 판서 내용을 공유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주석기
능을 활용하여 수업내용을 전달하거나 동영상 공유로 의견을 나누었다. 온·오프라인이 차이가 없는
수업을 위해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의식 수업을 할 때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화면에다가 교과서를 PDF 파일로 띄워놔요. 그리고 설명하면서 수업
을 하고 컴퓨터 화면을 띄워 넣기도 하고. 아이패드 화면을 띄워 넣기도 하고.
(B교사와 면담 중)
Onenote상에 파일을 불러와서 여기서 함께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회 같은 경우도, 과학도 단원 중
에 식물의 한 살이 단원이 있었거든요. 이제 실험 관찰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함께 정리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능
해졌어요. 아이들이 중요한 내용 정리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필기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해
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제가 필기를 직접 해서 올려주면 그대로 따라 쓰도록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E교사와 면담 중)

(다) 동기 유발 도구
우수교사들은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에게 학습 내용의 목표, 문제의식, 방향 등을 안내하여 자발적
으로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어, Nearpod의 투표기능을 활용하여 동기유발 자료에 투표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였다.
저는 학생 참여를 위해 그 전에 온라인 교실 놀이를 엄청합니다. 온라인 교실 놀이를 하려면 캠을 켤 수 밖에 없
어요. 몸으로 말해요, 손병호 게임을 한다던가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캠을 켠다는 것에 대해 이야
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B교사와 면담 중)
온라인에 있는 유튜브 보시면은 게임 이런 거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화면만 봐도 따라 할 수 있는 것. 아
니면 다운받아서 보여주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흥미 있는 것들을 초반에 텐션업 시키려고 많이 이용하
는 것 같아요. 최근에 했던 거는 방학 전에 과자 봉지만 보여주고 이름 맞추는 퀴즈 같은 거 하기도 했었고 초성
퀴즈 같은 거 인터넷에 누가 세트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채널 아예 구독해서 했었
죠. 이거 있으니까 써 보세요 하고 ...(중략)... 저희가 하고 이거 켜 놓으면 애들이 알아서 색칠하면서 Zoom 기능
도 함께 수업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저는 이제 수업 준비를 하는데 좀 수월했죠.
나만의 레고 꾸며봐라 아니면, 게임 캐릭터 불러서 이런 거 색칠해보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숨은그림찾기도 올
려놓고 찾아보기도 하고 했네요.
(E교사와 면담 중)

(라) 학습기록 및 결과물 공유 지원 도구

<그림 17> 우수교사들의 학습기록 및 결과물 공유

우수교사들은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수업의 흐름에 따라 학생의 의견을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였다. 예를 들어, Padlet에 우리 지역의 문제점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거나 Nearpod로 교
사가 제시한 질문에 학습자의 정답을 받는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아이들이 국어 시간에 자신의 경험을 만화로 나타내기를 했는데. 그걸 뭐 해보세요. 하면 안 하고 그냥 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결과물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했어요.
(A교사와 면담 중)
각 대륙에는 어떤 나라가 있는지 포스팅으로 한번 알려줘. 이건 이제 미리 보기 화면인데. 친구들이 여기다가 이
제 포스팅을 올리는 거예요. 포스팅을 올리면 제가 이제 결과물을 각각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찾아서 우리
한번 지금 써볼까 하면 지금 써서 친구들이 결과물을 올려줄 수도 있고요.
(D교사와 면담 중)

(마) 협력 지원 도구
우수교사들은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 간 상호의존적 과제 해결 활동을 하였다. 예를 들
어, Zoom 소회의실 기능으로 토의·토론을 한 후 온라인 협업 문서 작성, 모둠별 역할극 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주로 Padlet에서 이제 생각 그물을 한다든가 아니면 각자 이제 생각을 간단하게 써서 올린다든가 사진을 가져온
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 Padlet을 위주로 사용해서 생각 나눔을 하는 활동을 했고. 소회의실을 올해는 좀 활용
을 많이 했는데. 어떤 문제를 던져주고 아이들이 각자 모여서 생각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한 명이라도
더 말할 기회가 늘어나더라고요. 다 같이 진행하게 되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 잘하는 몇 학생들만 자꾸 참
여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소회의실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A교사와 면담 중)
소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리더인 친구가 보통 화면 공유를 하는데 수학익힘책을 화면 공유하는 거죠. 그
래서 서로 아이들이 가르쳐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 수업 때 거꾸로 교실로 할 때는
학생들이 화이트보드에 보드마카로 했었잖아요. 이거를 온라인 상황에서는 특히 Zoom으로 할 때 주석기능을 활

용하게 해서 수학익힘책에다가 학생들이 풀어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은 겁니
다. 본질은 내가 아는 것을 친구한테 설명하는 것. 이러한 기회를 학생들한테 많이 준거죠. 여기서 저의 역할은
모둠을 확인하면서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지 오류는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구요. 만약 이러다가 오류가 발생
하는 모둠이 있다. 그럼 제가 바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건 좀 잘못한 것 같애라고 얘기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들끼리 해결하고 있으면은 흐뭇하게 지켜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학생들한테 스스로 뭔
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B교사와 면담 중)
모둠 활동에서는 소회의실 같은데 가서 이제 순회 지도하면서 구두로 이야기 해주기도 하고 구글 플랫폼을 좀
다양하게 활용한 편입니다. Padlet을 사용하기도 했구요. 우선은 소회의실 기능을 되게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C교사와 면담 중)

(바) 피드백 지원 도구

<그림 18> 우수교사들의 피드백 지원

우수교사들은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행동이나 응답에 관한 결과를 참고하여 검토·수
정·개선하였다. 예를 들어, Nearpod으로 실시간으로 제출된 학습 결과물에 대한 개인에게 정·오답
또는 교정 피드백 등을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형성평가 결과를 학습자들에게 공유하며 학습 동기를 유
발하게 하였다. 또한, Flipgrid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과제 동영상 과제에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정말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이제 그렇게까지 다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 진도를 이렇게 다 나가는 것보다 이렇
게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음. 서로 피드백해주는 것을 되게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A교사와 면담 중)
교실에서 영상을 따라 함께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했어요. 영상을 보고 실시간으
로 운동을 하기도 하고 과제형으로 체육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Padlet으로 받았는데 자신이 한 운동을 영
상을 찍어서 Padlet으로 올리는 겁니다. Padlet에 과제 안내를 하고 여러 번 찍고 가장 잘한 영상을 제출하면 거
기에 답글을 달아주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B교사와 면담 중)
구글 클래스룸에 이제 과제를 내면 거기서 채점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이 수월해
졌구요.
(C교사와 면담 중)

다른 학생들 Padlet 에 의무 두 개씩 리플 달기 왜냐면 자기꺼 썼으면 그만인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과제 제출
하면 끝나 안 했어 뭐 이렇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일부러라도 남의 걸 보게 만들어야 줘야 하는 상황이 많더라
고요. 그날 과제를 다시 점검해서 보여주면서 얘기하거나 그날 미술 수업 작품 올라온 거 같이 보면서 나누기도
했습니다.
(E교사와 면담 중)

(사) 온라인 평가 지원 도구
우수교사들은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수업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기존의 시험 형태의 온라인 평가가 아닌 게임 형태의 형성평가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Mentimeter
를 활용하여 퀴즈 형태로 학생들이 문제를 풀거나 Nearpod이나 BLOOKET 등을 활용하여 비밀번호
찾기, 방 탈출 등의 게임 형태로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림 19> 우수교사들의 온라인 평가 지원

학기 말에 했던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는 BLOOKET이라는 퀴즈앱이었어요. 이건 게임의 형태로 퀴즈를 풀 수 있
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내용은 사회인데 제가 문제를 문제은행식으로 만들고 대신
게임이 돌아가는 방식은 다양해서 아이들이 선택해서 풀 수 있었습니다. 해커처럼 비밀번호 맞추는 형식으로 문
제를 풀기도 하고 상대방 금상자를 열어 금 획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도 하고 맞춰야지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맞추려고 노력하고 반복하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결국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어
떻게 풀어서 해줄까. 그냥 시험지 상에 맞추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효과적인 같아요.
(E교사와 면담 중)

(아) 정서적 지원 도구
우수교사들은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교사 - 학습자, 학습자 - 학습자 간에 정서적으로 반응하
거나 소통했다. 예를 들어, Zoom의 주석기능을 활용하여 오늘의 감정 상태를 확인하게 하였고 학생이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함께 공유하였다.

<그림 20> 우수교사들의 정서적 지원

아침에 처음에 독서 활동을 같이 쌍방향 수업에서 진행을 한다던가 아이를 칭찬 활동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 학급에 그 초반부터 얘기했던 그게. 많은 학생이 서로의 장점을 찾아 주는 거. 우리 학급의 모토예요..
(A교사와 면담 중)

본 연구에서 우수교사들은 에듀테크 도구를 교재 및 판서 공유 도구, 동기 유발 도구, 협력 지원 도
구, 학습기록 및 결과물 공유 지원 도구, 피드백 지원 도구, 온라인 평가 지원 도구, 정서 지원 도구로
활용하였음을 관찰하였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를 본 연구의 범주로 보았을 때 설문지를 활용한 동기
유발 및 형성평가 지원, 주석을 활용한 정서 지원,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한 학습기록 및 결과물 공유
지원, 피드백 지원, 온라인 평가 지원 등으로 일치되거나 유사하게 에듀테크 도구가 활용됨을 알 수
있다(김형민, 이선영, 2021; 이동근, 안상진, 2021; 이현아, 2020; 박소연, 이미영, 최은경, 2020; 한혜민,
2021; 서효원, 2020).

<그림 21> 우수교사의 에듀테크 도구 활용 방법에 따른 시기별 빈도

우수교사의 에듀테크 도구 활용 양상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버블형 산점도로 종합하여 위의
<그림 21>과 같이 분석하였다. 교사별로 전체 수업시간에 대해 상대적 시간으로 환산하고 도수분포표
로 나타내었다. 산점도에 표시되는 각 버블의 크기가 클수록 해당 에듀테크 도구 활용 방법을 그 시기에
많이 활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수업 전반에는 교재 및 판서 공유 지원 도구, 도입 단계에서는 흥미 유
발 도구, 전개 단계에서는 협력 지원 도구, 학습기록 및 결과물 공유 지원 도구, 온라인 평가 지원 도

구, 정리 단계에서는 온라인 평가 지원 도구와 학습기록 및 결과물 공유 지원 도구로 에듀테크 도구
를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업의 전반에 걸쳐 교육 자료를 전달 및 공유하고 판서
공유를 목적으로 에듀테크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수업 도입 단계에는 흥미와 동기를 유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업의 전개 단계 이후에는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의견이나 학습 결과물을 기록 및 공유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수업 활
동에 따라서 전개 단계에서 학습자 상호의존적 과제 해결을 위하여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수업 전개 및 정리 단계에는 온라인 평가를 위해 에듀테크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학습자의 학업 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하였다. 단,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 피드백의 경우, 수업 중에
는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 결과물 기록에 대해 교사가 언어적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수업 이후 댓글,
음성 등으로 학습자의 결과물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오프라인
의 수업 절차를 온라인에서 유사하게 구현하기 위해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였고 각 단계에서 의도한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에듀테크 도구를 도구적 상호작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왜 에듀테크 도구를 사용하는가?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듀테크 도구의 활용 이유는 23개의 코드와 5개의 주제어
로 도출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에듀테크 도구 활용 이유
범주
학습자 참여 확대를 위한
에듀테크 도구 활용 수업

하위 범주
학습자의 발언 기회 확대를 위한 에듀테크 도구 활용
참여도 확대를 위한 에듀테크의 활용 도구

즉각적 상호작용이 살아있는
에듀테크 도구 활용 수업

다양한 채널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에듀테크 도구

동료 모방 학습이 실현되는
에듀테크 도구 활용 수업

동료의 학습을 관찰할 수 있는 에듀테크 도구 수업

오프라인 수업 같은
에듀테크 도구 활용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과 유사한 에듀테크 도구 활용 온라인 수업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에듀테크 도구 활용 수업

실시간 상호작용을 위한 에듀테크 도구 활용 수업

모두 다 쉽게 볼 수 있는 Padlet

교수 실재감이 있는 에듀테크 도구 활용 수업
낯선 프로그램에 적응하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한 에듀테크 도구 활용

(가) 학습자 참여 확대를 위한 에듀테크 도구 활용 수업
우수교사들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학습자 참여나 발언 기회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에듀
테크 도구를 활용하였다. 우수교사는 학습자 참여를 위해 교수학습에서 학습자가 개인이나 모둠의 생각
이나 의견을 기록하거나 소그룹 회의 기능으로 학습자의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자 에듀테크 도구를 사용
하였다. 그리고 몇몇 우수교사들은 오프라인 수업에서 소극적인 학생이 오히려 온라인 수업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 및 발언한다는 점이 독특하며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발화에도 참여하고. 또 각자 역할을 많이 나눠줄 수 있다 보니까. 기록
자, 사회자 어 이런 것들을 이제 한 팀만 하게 되면 딱 한 명씩밖에 못 한다며 두 팀을 하게 되면 적어도 4명 학
생이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고 하니까.
(A교사와 면담 중)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참여를 잘 안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소극적인 아이들. 그 학생들이 지금 뭐 하는지가
되게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사실은 안 듣는 애들은 안 듣는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뭐 타이핑을 하게 한다든지 화면에 하든지 무엇인가 하게끔 하는게 목표였어요. 강하게 얘기하면서 뭐
라도 좀 해서 그 시간에 마치게 하는 것. 어떻게든 참여하고 뭔가를 했다는 증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D교사와 면담 중)
그래서 그 친구들은 오히려 글을 쓰고 타자를 쳐서 채팅을 해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건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
는 반면에 목소리를 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상호작용은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전부 다는 아니다.
(E교사와 면담 중)

이 결과는 충분한 에듀테크 활용 경험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과 다름없이 학습
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김인숙, 유숙영, 변현정, 서윤경(2020)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실시간 쌍
방향 온라인 수업이 학생들과 소통하기 힘든 구조라는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이옥화, 김득준, 유민선,
2021)와 다르게 에듀테크 활용 우수교사들은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점
에서 일반교사와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과 비교하였을 때 소극적
인 학습자가 교사나 동료 학습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의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보였다.
(나) 즉각적 상호작용이 살아있는 에듀테크 도구 활용 수업
우수교사들은 학습자와의 즉각적으로 살아있는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채팅, 포스팅, 공유 문서 작성
등의 다양한 채널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였다. 우수교사들은 상호작용이 있는 온라인 수업이 가장
효과적인 수업이라 생각하였고 이런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화상 기능, 채팅 기능, 기록 및 결과물
공유 기능 등으로 학습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다고 하였다.
상호작용이 있는 수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쌍방향 중심 수업인 거 무조건 상호작용이 있는 거 그
러니까 내용 전달식은 오히려 떨어져요. 효과가.
(B교사와 면담 중)
그래서 뭐 채팅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팅에서 자기 의견 쓰는 것도 있거든요.
(E교사와 면담 중)
또 아이들이 글로 이렇게 막 글자를 쓰기 막 싫어하는데 그 타자로 치게. 간단하게 치는 거는 또 크게 부담이 없
어 해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써서 이렇게 나누는데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A교사와 면담 중)

그런 좋지 않은 수업 분위기를 가져오고 그런 것을 경험하니까 초등학생 5학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본인
들도 이야기할 때 학생들의 화면이 켜져 있지 않으면 혼잣말 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대신에 이제 모둠 활동
일 경우에는 아이들이 카메라 키려고 하죠.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B교사와 면담 중)

이는 에듀테크 도구의 활용이 교사–학습자, 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과 내용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위함이라는 김인숙, 유숙영, 변현정, 서윤경(2020)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박은영, 강혜경(2014)
의 주장과 같이 우수교사들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목적이 실시간 즉각적 상호작용이라고 반복적
으로 강조하였다. 일방적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나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비해 에듀테크 도
구를 상호작용의 교육적 보완 장치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 동료 모방 학습이 가능한 에듀테크 도구 활용 수업
우수교사들은 학습자가 학습 결과물 공유를 통해 동료 학습자가 관찰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관찰 학
습이 일어나므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다고 하였다. 우수교사들은 에듀테크 도구에 형성평가 응답, 개
인의 의견, 모둠회의 결과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런 관찰은 학습에 대한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의
단서로 이어져 결국 모방 학습으로 연결된다. 일부 우수교사들은 학습자의 관찰 학습을 고려해 온라인
수업을 설계하기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작용이 부족한 온라인 수업에서 동료 관찰 학습
의 수단으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다며 모방 학습 도구로도 기능할 수 있다.
코딩 수업할 때. 코딩 수업할 때는 제가 친구들의 화면을 지속적으로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서
로 봐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친구도 서로의 화면을 볼 수 있잖아요
(E교사와 면담 중)
잘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Padlet에 있는 다른 친구들 것을 충분히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을 계
속 관찰하게 되고 오프라인 수업과 같이 옆 친구를 따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충분한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합니
다.
(C교사와 면담 중)

이 결과는 학습자가 온라인상에서 동시적으로 동료 학습자를 참조한다는 김인숙, 유숙영, 변현정, 서
윤경(2020)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Bandura는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 모방하는 관찰 학습이 가능
하다고 하였다(Bandura & Walters, 1977). 본 연구 결과인 학습자가 에듀테크 도구로 동료 학습자의 학
습 과정과 결과를 관찰하고 모방하는 과정에서 학습 촉진은 Bandura의 관찰 학습 이론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소수의 동료 학습자만을 관찰할 밖에 없는 공간적 제약이 있으나 에듀테
크 도구를 활용하면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학급 전체와 학습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실
시간 온라인 수업에서의 교사 개별 피드백과 달리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 교사 피드백은 전체 학습자
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관찰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을 보여준다.

(라) 오프라인 수업 같은 온라인 에듀테크 도구 활용 수업
우수교사들은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경계선을 허물며 오프라인 수업 같은 온라인 수업을 실
현하기 위해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였다. 대부분 우수교사들은 일방적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한
계점을 느끼고 오프라인 수업과 유사한 온라인 수업을 위해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찾던 중 에듀테크 도
구를 활용한 동기 유발, 모둠 활동, 형성평가로 오프라인과 유사한 온라인 수업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
다.
저는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 차이를 최대한 없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일반 수업이랑 똑같습
니다. 그러니까 동기유발하고 그 다음에 학습활동 하는데. 이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활동을 먼저 하죠.
(B교사와 면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온라인 수업을 오프라인 수업과 같이” (이것이) 저의 철학이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오프라인처럼 해보고 싶다. 저는 평상시에도 학생참여형 수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중략)... 코로나가 터
지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는 실시간 강의식 수업 밖에 안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재미도 없고 애
들도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해했니?라고 해도 답변도 없고 다 음소거하고 있고. 이러니
까 안 되겠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오프라인 수업처럼 느끼게 해야 겠다.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오프라
인에서 내가 거꾸로 교실 했던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을까를 열심히 고민을 해서 그걸 실천을 했었습니다.
(B교사와 면담 중)

우수교사들은 에듀테크 도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방적 강의식 온라인 수업을 참여형 온
라인 수업으로 변화시켜 오프라인 수업과 다름없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결과는
온라인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의 단순한 전달 방식의 변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연구(도재우, 2020; 홍성
연, 유연재, 2020)들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대학교 맥락인 선행연구와 달리 우수교사들은 초등학교 맥락
이며 수업 설계 및 학습 환경 설계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이라 유추된다.
(마)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에듀테크 도구 활용 수업
우수교사들은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 에듀테크 도구 활용 경험으로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
시 함양을 기대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김수환 외(2017)의 정의에 따르면 ‘디지털 사회 구성원으로
서의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으로 윤리적 태도를 가지고 디지털 기술을 이해 활용
하여 정보를 탐색 및 관리, 창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역량’을 의미한다. 우수교사들은
Mentimeter, Padlet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이 단순한 에듀테크 도구의 활용을 넘어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이라는 목적을 위해 활용한다고 생각하였다.
코딩 같은 게 컴퓨팅 사고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코딩 솔직히 블록 쌓고 이러는 게 그
냥 애들한테는 게임일 수 있겠지만. 그냥 프로그래밍 자체가 차례가 되게 엄격하고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
회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코딩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서 하는 그런 사고능력
을 기르는 게 주된 목적인 것처럼. 이런 거 에듀테크 활용하는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
르는 데 정말 중요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코로나 시대가 전환점을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D교사와 면담 중)

우수교사들은 적응 시기만 지나면 소수 학습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에듀테크 도구를 능숙하게 사
용하여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였다. UNESCO에서도 21세기 학습을 위한 중요한 역량 중 하
나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학습자,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삶을 살아
가는 데 있어 디지털 리터러시 필수적 역량이 되었다(김형수, 2021). 에듀테크 도구 활용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은 도구의 잦은 활용으로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자연스럽게 함양시켜 줄 수 있다. 이
실천적 역량은 다른 온라인 수업과 비교하였을 때 에듀테크 도구 활용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만이
갖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에듀테크 활용 우수교사의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사례를 통해 언어적· 도구적 온
라인 상호작용을 귀납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우수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5번(강
의), 0번(침묵과 혼란)이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5 → 0 → 5의 수업 흐름 양상을 보였다. 이는 에듀테크
도구 활용 수업이 다른 수업과 달리 5번(강의) 비중이 높은 교수학습 활동이 추가되었고 0번(침묵과 혼
란)의 약 40%이상이 에듀테크 도구를 통한 언어적 상호작용이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수업의
흐름은 강의 또는 에듀테크 도구 활용에 대한 안내(5), 에듀테크 도구 활용 학습 활동(0), 결과물에 대해
교사 강의(5) 순으로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우수교사들의 도구적 상호 작용은 Zoom을 기반으로 Mentimeter, Padlet, Nearpod 등을 활용하였고, 교
재 및 판서 공유 도구, 동기 유발 도구, 협력 지원 도구, 학습 기록 및 결과물 공유 지원 도구, 피드백
지원 도구, 온라인 평가 지원 도구, 정서 지원 도구로써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였다. 우수교사들의 시
기에 따른 에듀테크 도구 활용은 교재 전달 및 판서 내용 공유하기 위해 상시 사용되었으며, 수업 초반
부에는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업의 전개 부분에는 학습 결과물을 기록 및 공유하거
나 상호의존적 과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수업 전개 및 정리 부분에는 온라인 평가, 학습기록 및 결과
물 공유를 위해 에듀테크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시 말해, 참여형 오프라인 수업
과 유사한 형태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수교사들은
에듀테크 도구를 학습자 참여 확대, 즉각적 상호작용이 살아있는 수업, 동료 모방 학습, 오프라인 같은
온라인 수업,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첫째,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 에듀테크 도구 활용은 학습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킨
다. 이는 교사 강의가 주를 흐름을 갖는 강의식 온라인 수업과 달리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 실시간 쌍
방향 수업은 교사 강의 → 학습자 언어적 반응 또는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 학습자 반응 → 교사 피드
백의 구조를 갖게 되므로 개별 학습자와 언어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도구로써의 에듀테크 도구의 가
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 에듀테크 도구 활용시에도 대면 수업과 유사한
언어 형태의 수업 흐름을 해야 한다.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의 경우 대부분의 우수교사는 대면 수
업과 다른 언어 형태의 수업 흐름을 보였으나, 상호작용이 매우 높은 A교사의 경우(학생 발언 비중
32%)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면서 우수한 대면 수업의 언어 형태와 유
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도 교사와 학생의 언어적 상호작용(교사의 질문
4번과 학생의 응답 8, 9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셋째,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 에듀테

크 도구 활용에 대한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초·중등 교사들은 대개 온라인 상호작용의 특성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하거나, 수업에서 활용되는 에듀테크 도구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므로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진입장벽은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러므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에 적합한 에
듀테크 도구 선정 및 활용 메뉴얼 보급, 에듀테크 도구 활용 교사 연수, 에듀테크 활용 수업사례 발굴
및 공유 등을 지원하여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의 효과적인 전략과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학습관리시스템 개발 및 개선 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에듀테크 도구의 활용 기능이 통
합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서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넘나들며 활용하기
는 어렵다. 현재 글로벌 기업이 운영하는 에듀테크 도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에듀테크 도구는 각기 다른
사이트에서 유·무료로 운영되거나 일부 기능만 포함되어 있다. 실시간 화상 수업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는 Zoom의 유료화 발표 후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을 교육부 차원에서 개발하였지만 현장 교사들은 새
로운 에듀테크 도구에 대한 피로로 인해 외면하고 있거나 일부 교사들은 여전히 여러 에듀테크 도구를
넘나들어야 한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에듀테크 도구 기능을 통합하여 개선
된 공공학습관리시스템으로 현장 교사들의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손쉽게 설계
하고 실행하도록 온라인 교수학습 환경을 적절히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동일 교과 및 학년 특성에 따른 언어
적·도구적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과 및 학년의 연구참여자와 학습
자로 그 특성이 상이하다. 하지만 일반적 상호작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 조건의 자료 수집에
더 많은 사례가 필요하다. 둘째, 언어적·도구적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는 에듀테크 활용 수업에 대한 언어적·도구적 상호작용을 양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상호작용을 오롯이 파
악하려면 상호작용의 질 측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듀테크 도구 활용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에듀테크 활용 우수교사인 교수자 측면에 대해서만 연구하였다. 교수
학습의 마지막 여정은 학습자에게 어떻게 학습되었느냐이다. 이를 위해 에듀테크 도구 활용 수업에 대
한 학습자의 학습경험에 관해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일반교사의 에듀테크 도구 활용 실시간 쌍방향 수
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수교사의 에듀테크 도구 양상만 관찰하였다. 하지만 우수
교사와 일반교사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에 차이가 있고 이 차이는 일반교사의 어려움으로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우수교사와 같이 활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체계적·체제적 사고를 기반으로 치밀하게 설계 및 실행
되어 온 40여 년간의 온라인 수업(E-learning)과는 그 질이 다르다(권정민, 2021).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도 에듀테크를 적절히 활용하면 오프라인 수업과 유사한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때론 잘 설계
된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보다 더 효과적 교수학습과 높은 학습성과를 끌어내기도 한다(Russell et al.
2016; Soffer & Nachmias, 2018; 김인숙, 유숙영, 변현정, 서윤경, 2020). 잘 설계하고 세심하게 운영된 온라
인 수업은 탐구공동체(Garrison, 2011)와 같은 고차원적 학습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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