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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학급경영을 위한 초등학생의 학급 인터넷 커뮤니티
참여유형 및 상호작용에 관한 사례연구
1)김정효*․윤영화**

￭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급경영을 위한 인터넷커뮤니티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질적 사
례연구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의 학급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상호작용유형은 어떠하며, 참여유형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강서교육청 산하에 있는 무지개 초등학교(가
명) 6학년 2반의 학급 인터넷 커뮤니티를 2005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관찰하였다. 연구방법은 질
적인 접근에 의한 교육적 문화기술법(educational ethnography)으로서 관찰, 교사저널, 심층면담, 이메
일, 게시판 및 자료실 글 관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는 개별
사례기록 후 항시 비교법에 의하여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학급인터넷 커뮤니티의 학생간상호작용, 교사와 학생간 상호작용유형의 특징이 어떠한지
와 ‘적극적 전문가형’ ‘이중생활형’ ‘선택적 참여형’ ‘격려형’ ‘비판형’ ‘치유형’ 등 6가지의 참여유형이 밝
혀졌다.
주제어 : 인터넷 커뮤니티, 참여유형, 상호작용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온라인상에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종류의 인터넷 커뮤니티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초등학생들
의 학급 커뮤니티도 상당수 존재한다. 2005년 9월 현재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www.cafe.daum.ne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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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20,000여개의 초등학교 커뮤니티가 있다. 또한, 프리첼(www.freechal.com)에 의하면,
1,5000여개의 초등학교 동문사이트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이 외에 싸이월드(www.cyworld.
nate.com)등 다양한 초등학교 동문사이트가 존재한다. 이러한 학급 커뮤니티는 동창회 사이트
(http://www.iloveschool.co.kr)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친구집단과의 온라인 교류라고 하는 공통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창회 커뮤니티가 현재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고,
메신져 프로그램은 같은 반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반, 다양한 층의 광범위한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수
단으로 삼는 것인 반면, 학급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매일 같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을 함께 생활하는
집단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아동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는 초등학생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전반적
인 특징에 대한 연구(박성호, 2002)와 학급 홈페이지 활용에 따른 교사-학생간의 친밀감과 신뢰감의
발달 연구(윤주, 2001),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자아개념과 자기노출에 관한 연구(이지화,
1986), PC 통신을 통한 가상공동체의 형성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통신 동호회 사례를 중심으로(임
현정, 1996)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인터넷 커뮤니티 중 활발히 운영되는 커뮤니티
를 중심으로 설문을 통한 조사연구라 특정 커뮤니티의 문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또
한, 연구자가 해당 학급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답변의 진위여부를 파
악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박성호(2002)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학생이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연구로 초등학생의 인터넷 커뮤니티 연구는 상당히 미흡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급운영을 위해 학급 인터넷 커뮤니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개개인에게 어떠한 의미로 접근되고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 서울시 한 초등학급의 인터넷 커뮤니티의 활용사례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학생과 학생간, 학
생과 교사간, 학생과 환경간의 상호작용형태는 어떠하며 학생들의 참여유형은 어떠한지를 살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1. 학생의 참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학급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학생의 상호작용 유형은 어떠한가?
2. 학급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참여유형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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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정보화 사회에서의 학급 경영
가. 학급운영의 물리적인 환경 변화
ICT,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통신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존의 IT(Information
Technology) 개념에 Communication 즉, 정보의 공유 및 의사소통 과정을 보다 강조하는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의 개념에서 정보통신기술이란 정보를 검색, 수집, 전달하기 위한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나,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이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학급에서는 교수·학습 매체로서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보다 더 많이 요구
되어지고 있다. 일상적 학급 운영에서도 컴퓨터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컴퓨터 통신의 발달과 인터넷
의 확대는 학급 운영의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급속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또한, ICT 활용 교육은 각 교과시간에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교과의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활동, 즉 정보통신 기술을 도구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려는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교육용 CD-ROM 타이틀을
이용하여 수업을 하거나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한 웹 자료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을 하는 형태이다. 이
러한 ICT 활용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다양한 학습활동을 촉진시켜 학습목표를 효과
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학습과
일상 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은 그 교과의 특성과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에 교육적인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학급 홈페이지(사이버 커뮤니티)를 통한 학급경영의 필요성
오늘날 청소년 문제가 사회의 큰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집단따돌림이나 폭행, 음주․흡연, 약물 오․남
용, 가출, 자살 등 많은 문제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 고심하고 있다. 청소년 문제는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자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이기도 하다.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인 큰 이슈로 부각되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도 세우
고 교육계 전체가 떠들썩하게 부산을 떨어도 그 해결 방안이 쉽지 않음은 문제의 사후 처방보다 사전
예방지도가 더욱 중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예증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의 위기감은 교사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우선 학생들의 생활세계가 변하였고, 생활세
계의 변화는 학생들의 가치관과 인성적 특성 및 욕구를 상당 부분 변화시키고 있다(이응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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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학교 차원에서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면 그 대상은 학생들이 될 것이고, 그 문제는 학생 생활
지도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이는 일차적으로 학급 담임의 학급경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과의 관계 증진과 생활지도를 위한 담임교사와 학생들과의 만
남의 시간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 물론 방과후의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면 학원으로 달려가기에 바쁘고 또 학교를 빨리 떠날려는 욕구가 강해 원만한 관계 증진
을 위한 시간 확보가 쉽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학생 상호간에도 경쟁심을 동반한 학업 성적에 대한
갈등 등으로 폭 넓은 교류와 사귐이 부족하고, 또 빡빡한 일과 운영과 방과후의 학원 수강 등에 쫓기
는 생활로 마음을 터 놓을 수 있는 대화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담임교사와 또는 학급 구성원 상호간에 서로의 마음을 열고 편안한 시간대에 자
연스럽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학급의 다른 구성원들과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어떤 매체나 환경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요구들을 적절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학급경영을 하기 위해서 학교나
담임교사의 홈페이지 또는 동호인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사이버 공간을 학급경영에 적절히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교육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인터넷 커뮤니티의 개념 및 특징
가. 인터넷 커뮤니티의 개념
차배근(1990)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이란 인간들이 서로 정보를 전달하고 수신하여 공통된 의미
를 수립함으로서 서로의 행동에 변화를 유발하는 과정을 말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커뮤니케이션 테
크놀로지의 발전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간의 사고 유형과 사회 조직에
변화를 가져왔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예견되어 왔다.
특히, Rheingold(2001)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이해 관심의 구조(사고되는 것)와
상징의 성격(사고의 수단), 공동체의 성격(사고가 일어나는 장)을 변화시킴으로서 인류의 문화에 반
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특정한 장소에 기반을 두
지 않는 ‘공간의 공동체(communicaties of space)’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여기서 그가 말하
는 공간의 공동체란 유동적이고 광대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적절한 상징이나 형식 혹은 관심들이 연
결되는 공간 안에서 형성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인터넷 커뮤니티
(on-line community)'라고 불리우는 사이버 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새롭게 나타난 공동체이다.
Rheingold(2001)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사이버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인간적인 감정을
나눔으로서 형성하는 인간적 관계망에서 비롯된 사회적 집합체’라고 정의한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
티는 현대사회의 소외와 익명성에 대비되는 공동체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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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공동체의 해체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공동체의 허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현대사회가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이 되어가면서 사람들이 전 세대의 전통적인 공
동체에 대한 향수가 불러일으킨 것이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Smith
(2001; 신민선, 재인용)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일어나는 일련의 지속
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

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징
(1) 집단 소속감의 형성

인터넷 커뮤니티는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다원성,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고 있으며, 개인주의가
존중된다. 그러나 회원들이 서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나감에 따라 느끼게 되는 동질감과 연대는 각
자의 개성을 넘어서서 같은 집단의 성원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시킨다.
집단의 성원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이 개인으로서의 사적인 정체성보다 훨씬 가치있게 여겨지는 상
황, 즉 집단이 갖는 의미가 중요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집단의 가치를 보다 동질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그 결과 집단의 중요성을 더욱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신용하, 1985).
또한, Cohen(1982)에 의하면 인터넷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우리 의식과 같은 집단 정체성이 자라나오며 소속감과 동일시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구성원
들이 느끼는 소속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되는데, 코헨은 집단이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우애가
돈독한 상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외부인과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관계를 방해함으로서 집단의 독자성
을 심화․강화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구성원 사이에서 긴밀한 상호관계를 발전시킴으로서 다른집단과
는 구별되는 동호회의 독자성과 정체성이 확립된다. 이러한 공동의 정체성은 외부와의 폐쇄적인 관
계가 아니라 구성원 간에 형성된 돈독한 유대에 기초하는 것이다.
구성원간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무엇보다도,
활발한 일상적 상호작용으로 도구적인 상호작용보다는 표출적인 상호작용이 소속감의 형성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 또 지속적이고 활발한 상호작용은 회원들이 공통으로 갖게 되는 시간감과 장소감,
상징과 의미, 규범을 형성시킴으로써 집단 정체성과 소속감을 발생시킨다.
둘째, 각종 오프라인 모임과 동호회 차원의 행사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주로 상호작용하는
커뮤니티에서도 대면적 만남은 공동체감의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정기모임은 구성원들이 자신을 인
식하게 되는 중요한 장이다. 한편, 집단 정체성이 형성되고 우리라는 인식이 자라남에 따라, 개인의
창의성이 집단의 목적과 회원간의 결속을 저해하는 경우 개인주의의 발현은 제재를 받게 된다. 즉,
공동체적 관계를 파괴하는 개인주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며 구성원 모두가 주인인 모두
의 공동체라는 커뮤니티 이미지가 강조된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나아가 집단 정체성과 소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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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전시켰다. 바로 이 점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즉, 구성원들은 커
뮤니티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어감에 따라 공유된 의미와 규범을 갖춘, 그리고 그 속에
서 소속감을 느끼고 정체성의 자원을 찾을 수 있는 공동체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2) 상징과 의미의 공유

한 개인이 공동체에 편입되는 과정은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상징물들을 이해하는 배움의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의 소속감은 상징물의 이해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인터넷 커뮤
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은 일차적으로 공통의 관심이다. 공통의 관심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
람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단 사람들이 만나 어느 정도 관계를 지속하면 그들만의 경
험들을 만들어 간다. 그들은 그들 사이에만 있는 언어, 행위, 의례, 징표 등의 상징적 장치(Symbolic
devices)를 만들어 확인하고자 한다(홍성욱 외, 2001). 일단 이러한 상징적인 도구들이 만들어지면
구성원들은 상징적 도구를 매개로 공동체성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공동체의 의미를 부여한다. 즉,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러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상징적 도구들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김유정(1996)에 의하면, 인터넷 커뮤니티는 구성원들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
된다. 상호작용은 다양한 상징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의 매체적 특성은 이러
한 상징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온다. 키보드 위의 문자와 부호의 조작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속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특유한 표현 양식, 상징과 의미를 생산함으로써 외부와는 독
특하게 구별되는 하나의 문화를 형성한다.
(3) 상호작용의 구조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게시판과 자료실은 커뮤니티 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는 공
간으로 구성원들은 이것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고 공유함으로서 서로간의 적극
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그들은 게시판에 자신의 글을 게재하거나 자료실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프
트웨어를 올림(upload)으로서 글을 읽거나, 자료를 전송(download) 받은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마련된 게시판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게시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게시판, 둘째,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유 게시판, 셋째, 관심 주제와 관련된 전문 게시판이 그것이다.
공지 게시판의 경우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혹은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 정
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정모에 대한 공지사항이나, 구성원들의 기념일 등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나 게시판을 통해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며, 커뮤니티의 활동 상태에 대해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자유 게시판은 커뮤니티에서 가장 활발하게 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자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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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의 내용의 사회 정서적인 메시지들이 대부분이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자유 게시판에 자신의
감정과 일상을 토로하고 구성원간의 개인적인 감정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함으로서 구성원간의 친
밀감을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 게시판은 구성원들의 자기노출(self-disclosure)이 가장 활발
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구성원들간의 정서적인 유대가 강화되는 공간이다.
전문 게시판은 커뮤니티 구성원들간의 지식이 상호 교환되는 공간이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커뮤
니티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전문 게시판을 통해서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한다. 그들은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서 정보 과부하 속에서 가장 가치있는
정보를 서로에게 제공하여 준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이해타산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어떤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것으로, 정보를 개인의 자산이 아닌 공공재
로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커뮤니티 내에서 지식을 축적하고 생
산해 내며, 이렇게 만들어진 지식은 커뮤니티 구성원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전문게시판을 통해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서로에게 제공하여
줌으로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다시 재창출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료실은 구성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올리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를 전송받
음으로서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자료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전문 게시판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다만 게시판은 글 중심이나 자료실
은 소프트웨어 중심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와 같이 게시판과 자료실을 통해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서로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관계
를 발전시켜 나간다. 그들은 게시판을 통해 자신을 노출시키고 구성원들과 친밀감을 형성해 나간다.
또한 자료실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커뮤니티 구성원들간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
여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이러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구성원들간의 동질감은
커뮤니티를 구성원간의 상호 보조와 사회적 지원이 발생하는 장으로 만들어 준다.
(4) 지속적인 사회관계 형성

인터넷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정팅과 정모를 통해 구성원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것은
구성원들이 더 확장된 인간관계를 맺고자 실시간으로 만남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정팅은 커뮤니티
내에 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는 것이며, 정모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모임을 갖
는 것을 말한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일정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구성원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서로간의 관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실시간 만남을 갖는다. 이러한 모임은 대인관계를
발전시키는데에 실질적인 촉진제 역할을 한다.
구성원들은 커뮤니티 내에서 CMC를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맺은 상호간의 관계를 밖으로 끌어 내어 사회적으로 관계를 확장시키려고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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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사회적인 관계를 확장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서울 강서구 소재의 무지개초등학교 6학년 2반의 3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참여에 대한
경험을 인터넷자료, 교사저널, 설문지와 심층면담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다음의 <표 1>은 연구대상
과 연구자의 특징을 정리한 표이다.
<표 1> 연구대상과 연구자의 특징

연구자(담임교사)
관찰학교
서울시
무지개
초등학교

관찰학년/학급 관찰학급의 구성 전담/
담임
6학년 2반

남자 20명
여자 18명
계 38명

담임

성별

연령

교육
경력

주당 관찰횟수

여

33세

9년차

매일 30분~1시간

위 연구대상의 인터넷 사용환경은 반 아동 2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
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학급 커뮤니티나 인터넷 게임, 인터넷 정
보검색을 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관련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아동도 10명이나 되어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컴퓨터 타자 속도가 200타가 넘는 아동도 전체의 70%에 해당할 정도로
기본 소양이 잘 갖춰져 있다.

2. 연구 유형
연구는 ‘교육적 문화기술방법(educational ethnography)’으로서, 학교생활과 온라인상에서 이루
어지는 문화에 대한 상세한 질적 측면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술적 연구이다
(신경림 외, 2004). 또한 한 집단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조사이며 배경, 현재 상태(status), 환경
적인 특성 및 상호작용 관련의 심층적 자료를 자연적인 상태에서 조사하는 ‘사례연구(case-study)’
의 형태도 띠며, 연구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이 담임교사와 학급 인터넷 커뮤니티의 운영자로 참여함으
로써 ‘실행 연구(action research)’의 형태도 띠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교육적 문화기술방법
(educational ethnography)’, ‘사례연구(case-study)’, ‘실행 연구(action research)’ 등의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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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형태가 다 적용되었으나 그 중 본 연구는 한 학급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유형과 상호작용 유형을 파악했으므로 ‘사례연구(case-study)’가 가장 근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설계 및 절차
초등학생의 학급 인터넷 커뮤니티의 참여에 관한 질적 연구를 위한 세부 계획은 다음의 <표 2>와
같이 작성하였다.
<표 2> 연구의 절차

단 계

예비연구

계획

설 계

내 용

기 간

연구 주제 설정

현장문제점 분석

2004년 3월

관련 자료 수집 및 문헌 연구

선행 연구 분석

2004년 4월-11월

기초 자료 조사

기초 자료 조사

2004년 9월-12월

연구 계획 작성

실행을 위한 방법

2004년 12월

연구실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 정리
수집한 자료 분석 및 정리
실행

관련 문헌 연구
연구에 필요한 자료 재조사 정리

자료 수집 및 분석

2005년

(연구의 실천)

3월-8월

수집한 자료 분석 및 정리

본 연구

자료 준비
검증

수집한 자료 예비 분석
범주 만들기
정보종합하기

논문작성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의 실천)

2005년 8월-11월

결과 평가, 검증

논문 작성

보고서 쓰기

2005년 10월

보고하기

논문 심사

2005년 11월

4.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자료 수집은 게시판 및 자료실의 글과 연구자 저널, 심층면담, 질문지 등을 활용하였고, 자료분석
은 항시비교법과 구성원간 검토, 동료 협의,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등을 이용하였다. 다음의
[그림 1]은 자료수집 방법과 연구문제의 관계를 정리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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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별면담

학생 참여유형

면담
학생 집단면담
관찰

⇒

연구자 저널

학생 상호작용유형

게시판, 자료실 내용 관찰

[그림 1] 자료수집 방법과 연구문제의 관계

다음의 <표 3>은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인 게시판과 자료실의 메뉴 및 글 건수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어진 학급 인터넷 참여목적과 참여방식의 코딩체계표이다.
<표 3> 자료 수집된 게시판 및 자료실 메뉴

첫째 마당

둘째 마당

셋째 마당
투표(21)

알림장(190)

사이버 토론방(43)

공지사항(200)
제2기 커뮤니티 운영진의 방(100)
한줄메모장(942)

게
시
판

커뮤니티 스토리1(19)

사이버펜팔(27)

커뮤니티 스토리2(38)

선생님만의 교단일기(260)

커뮤니티 스토리3(41)

살아가는 이야기(262)
고민상담실(42)
나를 숨기고 하고 싶은 말(24)
고백하는 방(149)
인터넷신문고(7)

넷째 마당

건의사항(12)
질의응답방(80)
칭찬합니다(26)
재미있는 이야기(381)
좋은글 좋은기사(102)
추천도서,추천사이트(50)
학교행사소개(16)
우리반행사소개(16)
1인1역및 급식,당번활동(17)
자기소개 및 비상연락망(78)
다섯째 마당

프로필 사진(56)
자

자유사진첩(449)

시험공부방(38)

생일파티 현장(37)

프로젝트 학습방(97)

료

학습자료 및 기타자료(68)

컴퓨터실 활동(38)

실

체험학습 사진방1(81)

학습자료 및 기타자료(92)

체험학습 사진방2(13)

학습관련사진방(25)

체험학습 사진방3(45)

지식게시판(0)

체험학습 사진방4(42)
※( )의 숫자는 해당 메뉴의 글 건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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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급 인터넷 커뮤니티 참여방식 코딩체계표

코드
B1

중영역
참여 정도

코드

소영역

코드

세부영역

B11

적극적

B111

글쓰기

B12

소극적

B112

글읽기

B13

중간적

B113

리플 달기

B211

자기 중심적

B21
B2

일방적

참여 방향
B22

쌍방적

B31
B3

참여 상태

진실성

B32

복합성

B33

허위성

B212

떠보기

B213

아부하기

B214

조르기

B221

대화 참여

B222

의견 존중

B223

오프라인 미팅

B224

토큰 부여

B311

칭찬

B312

리플달기

B313

상의, 협동

B221

관심분야의 고착화

B322

참여의 이원화

B331

비난

B332

감시

위에 <표 4>의 코딩체계표를 근거로 하고 학급 인터넷 커뮤니티의 참여정도, 참여방향, 참여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표 5>와 같은 6가지의 참여유형을 추출해 낼 수 있었다.
<표 5> 코딩체계표 분석을 통한 참여유형 도출결과

참여 정도

참여 방향

참여 상태

참여 유형

적극적

쌍방적

진실성

적극적 전문가형

적극적

쌍방적

복합성

이중생활형

적극적 ․ 중간적

일방적

진실성

선택적 참여형

중간적

쌍방적 ․ 일방적

진실성

격려형

중간적 ․ 소극적

일방적

허위성

비판형

중간적 ․ 소극적

쌍방적 ․ 일방적

복합성

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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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인터넷 커뮤니티 상호작용 유형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학생의 참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동료학생, 교사, 인터넷 사용 환경과
의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 유형을 상호작용의 진행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탐
색기에는 관심갖기, 상의하기, 협동하기 등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규칙의 모호성, 비난하기 등의 부정
적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다음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시 나타나는 게시글과 리플글에 대한 각각의
예이다.
애들아! 그리고 선생님! 제가 사랑에 빠졌어요......ㅜ,.ㅜ.
힌트 드릴께용
ㅋㅋ 우리 분단이에요.... 잠깐 그럼 딱 맞히는뎅,,안경씀
할튼... 그리고 애들아 니네들이 나 바람둥이 라 그러는데!!
잘못된 상식이야!!
제마음은 순수하답니다ㅇㅋ??
(게시판 글, 2005. 3. 10. 목)
학생1: 순수! 오엑~
학생2: 민지! 나 알았다~
학생3: 김민지, 좋아하는구나! 잘 해보아라!! 그런데 민지는 따로 좋아하는 애 있던데...
학생4: 너무 힘트를 많이 준 거 아니니? 순수한 민우야! 순수한 마음 끝까지 간직하길...
학생5: 그래서 오늘 민지랑 붙어다녔냐... -_- ;; 잘 해봐랏!
학생6: 오~~~ 민지네~~~!!! ㅋㅋㅋ 근데 순수니 모니??;;ㅋ
학생7: 맞아 ㅋㅋ 잘해바 ^^ ㅋㅋㅋ
학생8: 야, 권슬기! 조아하는 사람 따로 없거던,,!! 우리반에 있거든,,ㅋㅋ
학생9: ㅋㅋ 그 우리반이!!!!!! ㅋㅋ 서로 잘 해 보셩~~!! 폭풍파와 태풍파..ㅋㅋ
학생10: 민우는 태풍파? 난 울 조직 ㅋㅋ 가명이 폭풍파인데 진짜이름은 번개파!!ㅋㅋ
학생11: 맘대로 생각하셈 그리고 울 분단 아님
학생12: 저두 사랑에 빠졌어여...누구게..ㅋㅋ
학생13: 뭐야! 너희 분단이라면서~~ **이두 난 알지~~ 꼬리말 되게 기네~~
학생14: 구러게.,ㅋ 나도 사랑에 빠졌는데,.
학생15: 님들!! 제발 김민지는 아님!!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마셈. 그리고 울반에 있음... 울
분단 절대 아님
학생16: 마져!! 난 절대로 아냐.
학생17: 그런데, 민우하고 재성이은 좋아하는 얘가 울반인가? 나도 짝사랑중

효율적인 학급경영을 위한 초등학생의 학급 인터넷 커뮤니티 참여유형 및 상호작용에 관한 사례연구 / 김정효․윤영화 549

선생님: 너희들 나이가 부럽구나. 짝사랑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많이 사랑하고 많이 그리워
하렴. 단, 순수하게!
학생18: 민우는 민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감? 아님 누구냐.. 궁금하게
학생19: 우헷ㅋㅋ 민지는 누굴까?
학생20: 이것두 근데 어게 많다. 댓글
(위 사례에 대한 게시판 리플, 2005. 3. 10. 목 ～ 4. 9. 토)

관계형성기에는 자생적 요구, 규칙의 명확성, 참여하기 등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참여의 이원화,
신비감 상실 등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나타나며, 정착기에는 규칙의 명료화, 새로운 요구, 커뮤니티의
정체성 확립 등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감시하기, 관심분야의 고착화 등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나타난
다. 다음은 학생들의 정착기에서 나타나는 예이다.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것 살앙, 아품, 우졍
살앙은 고백하는 방에서 좀 얻어왔구,,ㅋㅋ
아품은 얘기 하기 시른데,,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아품은, 커뮤니티에서 오똔 애랑 대화하다 싸운 젹 있어서,
이거 고백하면 30분 남는 거에여???
에엑,,,,ㅠㅠㅠ 고백했는데 좀 봐주여,,,ㅠㅠ
우졍은 구냥 얘기 하다보니깐 얘가 어떤애구 얘가 어떤 앤 줄 알게 되버려서,ㅋㅋㅋㅋ
(B학생의 커뮤니티이야기 중, 2005. 10. 14. 금)

이처럼 학생들은 탐색기와 관계형성기를 거치면서 정착기 단계에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문
제해결을 학급 커뮤니티를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문제해결과정에서 서로의 지식을 바탕으
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교사의 도움을 요구하기도 한다. 즉, 오프라인상에서보다 훨씬 더 쉽게
본인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정착기를 거치면서 학생들에게 학급 커뮤니티는 하나
의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된다. 다음은 학급 커뮤니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을
적은 것이다.
<질문> 우리반 커뮤니티는?
<대답>
학생1: 보물창고이다. 우리들의 여러 가지 비밀들이 있으니까.
학생2: 최고다. 즐거움을 주니까.
학생3: 정보의 바다이다. 친구들과 선생님, 학습관련 정보들이 가득하니까.
학생4: 친구다.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학생5: 사랑이다.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으니까.
학생6: 좋은 커뮤니티이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좋으니까.
학생7: 멋있다. 정보가 많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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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8: 즐거움이다. 글과 친구들과의 대화로 즐거우니까.
학생9: 좋다. 다양하기 때문이다.
학생10: 개그맨이다. 재미있는 자료가 많으니까.
학생11: 우리반 자랑거리이다. 이렇게 잘 이용하니까.
학생12: 단짝 친구다.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
학생13: 열성적이다. 글이 많이 올라오니까.
학생14: 비밀이다. 우리반만 알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학생15: 일기장이다. 우리반만의 비밀적인 공간이니까.
학생16: 전자사전이다. 선생님과 친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수 있으니까.
학생17: 활동적이다. 항상 글이 많이 올라오니까.
학생18: 좋은 생각이다. 털어 놓을 수 없는 마음을 말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며 놀 수 있
으니까.
학생19: 인기짱이다. 다른반 얘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학생20: 우정이다. 우정을 나누니까.
학생21: 재미있다. 내가 있으니까.
학생22: 고맙다. 좋은 정보를 주니까.
학생23: 재미있다. 교단일기와 2기운영진 활동이 흥미로우니까.
학생24: 신문이다. 슬픈 일, 재미있는 일, 특별한 일, 중요한 일이 다 있으니까.
학생25: 우리들끼리만의 비밀공간이다. 친구들의 성격과 마음을 우리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니까.
학생26: 예전보다 흥미가 없어졌다. 게시물도 별로 안올라오고, 요즘은 얘들도 대부분 자주
안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학생27: 우체통이다. 서로의 비밀을 털어놓으니까.
학생28: 무지개 초등학교의 자랑거리다. 자기 속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고, 친구들에게 있었
던 일을 알 수 있으니까.
학생29: 잉꼬부부다. 매일 정다운 날이니까.
학생30: 비밀 공간이다. 다른반 친구들이 보지 못하니까.
학생31: 요구르트다. 우리반 학생들은 유산균처럼 필요한 존재니까.
학생32: 수렁이다. 점점할수록 빠져들기 때문이다.
학생33: 또 하나의 교실이다. 거의 모두 함께 어울리니까.
학생34: 환상적이다. 들어가면 행복하니까.
학생35: 평화롭고 재미있다. 선생님을 비롯한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학생36: 낙서다. 하고싶은 대로 사용할 수 있고 자유분방하니까.
학생37: 솔직하다. 모두가 마음을 털어놓으니까.
학생38: 선물상자다. 리본처럼 예쁜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고, 선물상자처럼 나쁜 소식도 있
지만, 알록달록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까.
(질문지, 2005. 10. 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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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교사가 공평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
터넷 커뮤니티 운영,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때 교사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인
식하였다. 한편, 커뮤니티 상에서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하거나 특정 학생에게 칭찬을 하거나 리플을
다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교사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 학생은 교사에게 타협의 방식으
로 비위맞추기, 떠보기, 조르기 등을 이용하였고, 교사는 학생에게 토큰을 부여하거나 오프라인 미팅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다음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때, 다른 학생들 또한
이 상호작용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예이다.
연구자: 선생님이 동민이나 영준이 등에게 운영진이 되게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학생C: 저는 너무 부러웠고, 다연하다고 생각해요. 걔네들이 교실에서는 말썽이어도 인터넷
에서는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도 너무 운영진이 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
어서 글을 많이 못써서 못한걸요. 선생님께서 걔네들에게 잘해주는 것 보니까 보기
좋아요. 저도 영준이가 좋아졌는걸요.
(면담, 2005. 10. 13. 목)
To 무비 티쳘
선생님, 저에게 칭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오늘 선생님 만났을 때에 참으로 반가웠는데 자전거를
타서 인사를 못드린 것이 참으로 죄송하네요..
회장이니 명예를 지키도록 하고 언제나 친구들을
지휘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도록 노력할게요~
그럼 이만 쓰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면서 건강하세요~^^
from 선생님의 제자 준성이
(이메일, 2005. 4. 19. 화)

2. 인터넷 커뮤니티 참여 유형
학생 참여유형은 ‘적극적 전문가형’, ‘이중생활형’, ‘선택적 참여형’, ‘격려형’, ‘비판형’, ‘치유형’의
여섯 가지로 나타났다. 위의 6가지로 유형을 나눈 근거는 연구기간동안 학생들이 커뮤니티에 접속한
빈도와 접속한 메뉴선호도, 리플 유형별로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조합하여 6가지의 학생유형으로
나눈 후 그 특성에 맞게 은유적으로 유형을 명명한 것이다.

‘적극적 전문가형’의 참여유형은 대체로 지적 능력이 우수하고, 인터넷 접속환경이 우수하며, 글솜
씨도 뛰어나고, 키보드 속도가 빠르며, 첨부파일 넣기나 스크랩 등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도 우수했
다. 따라서, 각종 게시판과 자료실에 본인의 의견을 솔직하게 기재하고,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 행사
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적극적 전문가형’의 학생들에게 커뮤니티라는 존재는 늘 치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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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온 본인들의 마음을 풀어놓고 비밀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본
인의 지적 욕구를 채우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지친 일상에서 잠시 탈피하여 쉬어가는 휴식처로서
커뮤니티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중생활형’의 참여형태를 보이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적극적 전문가형’처럼 지적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인터넷을 매일 2~3번씩 들어오고, 모든 게시판과 자료실에 자료를 빠짐없이 검
색하고 모든 게시판과 자료실에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유형
이다. 또한, 인터넷 사용능력 및 자료를 스크랩하여 올리는 기술도 뛰어나다. 하지만, ‘이중생활형’의
경우에는 교실생활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180° 틀린 경우
가 많았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존재함으로써 본인들이 평소에 교실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적극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중생활형’ 학생에게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공간은 자신의 아픔도 내보여주
고, 우정과 사랑도 나누는 의지하고픈 공간이기에 다른 유형의 학생들보다 훨씬 자주 들어오고 적극
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특징을 보였다. 다음은 평소에 말이 없는 한 남학생 보이는 활동모습이다.
어제까지 방학 한다음 3일간 놀다오고 오늘 부터 매일 또 학원에 가야한다.
학교에 안가니 아침에는 참! 심심하다.
학원 갔다오면 계획표대로 공부하고 놀고 하면 또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막 학교에 가고싶다.
차라리 방학에는 학교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 안가고 하면 어떨까??
방학도 좋지만 학교에도 가고 싶다.
그래도 우리반은 커뮤니티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게시판 글, 2005. 7. 23. 토)
우리반 커뮤니티는....
과거: .말도 할 것 없이 아주 좋았다. 그중 고백하는 방이 인기 대단했지...ㅋㅋ
현재: 지금은 더 좋아지고 글도 많이 올라오고...,.
미래: 우리가 졸업을 해도 중학교에 가도 우리반 친구들만 들어오고 만날수있는 그런 좋은 커
뮤니티가 될 것이다.(휴~ 벌써 졸업이라니... 아쉽다)
(게시판 글, 2005. 10. 11. 화)
교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어떤 것을 추진하면 좋을까?
학생: 현장학습 갔다 오고 했을 때 관찰 잘하고 본 것을 아이들보고 인터넷에 문제 쓰라고 하
고, 골든벨 같은 거 해요.
(집단면담, 2005. 10. 12. 수)

‘선택적 참여형’의 참여형태를 보이는 학생들은 ‘적극적 전문가형’ 학생보다는 컴퓨터 활용능력이
낮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논리로 친구들의 글이나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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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는 것을 좋아하며, 모든 게시판과 자료실에 다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관심분야에서
만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 유형이다. 대신 특정 관심분야만큼은 다른 어떤 친구들에
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관심 밖의 분야에는 글쓰는 것을 귀찮아
하는 경향을 지닌 아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참여만 안할 뿐 본인의 관심분야가 아닌 게시판이나 자
료실에도 글읽기는 꾸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그 예이다.
연구자: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오니?
학 생: 하루에 2번씩요. 엄마도 하루에 2번씩은 들어 가세요. 제 아이디로요.
연구자: 그런데, 하루에 2번씩 들어오는 것 치고는 글을 많이 안올리잖아. 특별한 이유라도
있니?
학 생: 다 읽기는 하는데, 쓰는건 좀 귀찮아요.
(한 숨을 쉬며) 저는 공부하던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때에만 커뮤니티
를 들어가요. 쉬는 시간을 게임하고 커뮤니티 들어가는 것으로 나눠서 쓰니까 시간을
아껴서 게임을 해야 해서, 읽기만 하게 되요. 그리고, 관심있는 주제만 쓰게 되요.
연구자: 관심있는 게시판이 뭐지?
학 생: 시험공부방하고, GNP 같은거요. 제 지적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것만요.
연구자: 그럼, 약간 다른 게시판에는 글쓰기가 두려운 거니?
학 생: 그런건 아닌데요. 귀찮아서 그냥!
(면담, 2005. 10. 13. 목)

‘격려형’ 학생들은 항상 인터넷에 접속하여, 모든 글을 읽고, 친구들의 글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일일이 리플을 달아주는 형으로, 리플 역시 항상 좋은 말만 달아주는 아이들이다. 또, 질문을
할 때에도 온라인상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쓴다. ‘격려형’ 학생들은 대부
분 교실에서도 착한 성품으로 주변의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는 편이나, 정작 본인들은 그다지 많은
친구를 사귀지 않아 외로움을 많이 느끼곤 한다. 따라서, ‘격려형’의 학생들에게 인터넷 커뮤니티는
하나의 친구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격려형’ 학생들의 리플을 달 때의 태도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예들이다.
학생1: 선생님, 저희들이 있잖아요. 힘 내세요.
(게시판, 05.07.토)
학생2: 얘들아, 힘 내.
(게시판, 09.23.금)
학생3: 참 잘 그렸네.
(게시판, 03.30.수)
학생4: 사진이 참 예쁘게 나왔다.
(게시판, 03.05.토)
학생5: 실과숙제 어디에다 올리는 지 아시는분, 리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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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10.16.일)
학생6: 선생님, 독서신문에 들어갈 내용 인터넷에서 베껴오면 안되는 거죠?
(게시판, 10.11.화)

‘비판형’ 학생이 보이는 모습은 ‘선택적 참여형’보다 덜 전문적인 형태로 친구들의 글에 반응하고
다분히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유형이다. 즉, ‘선택적 참여형’의 경우는 컴퓨터를 다루는 기능도 뛰어
나고 글쓰는 것도 관심분야에 치중되기 하였지만 그 분야에서 만큼은 열심이며, 나름대로의 논리에
근거하여 친구들의 나쁜 점이나 학급의 부조리, 전체적인 비판을 하는 형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비
판형’의 학생들은 친구들의 모든 글에 비판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견
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짙었다. 다음은

‘비판형’에 속하는 여학생이 학기초에 고백하는 방에 장난처럼 쓴 글이다.
제목: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도 조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면ㅋㅋㅋ
속았지 ㅋㅋ 즐--써 있을 리가 없지 ㅋㅋ
리플(꼬리말) 마니마니
안달아 주는 사람 ****
선생님이 보시구 안달아 주시면 나쁜 샘^^
(게시판 글, 2005. 3. 15. 화)

‘치유형’은 주로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여 친구가 별로 없다고 생
각하는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유형으로, 주변의 친구들보다는 본인들의 자신감없는 행동으
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은 학생들이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치유형’ 학생들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언제나 본인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피해의식에 빠져 살곤 한다. 그래
서, 교사나 친구들의 따뜻한 말이나 글이 많은 위로가 되며 그런 도움으로 인해 스스로 느끼고 있는

‘치유형’에 대한 생각을 점점 희석해 나갈 수 있는 교육적 치료가 가능한 형이다. 다음은 ‘치유형’의
경우에는 이름이 들어나는 ‘일반게시판’보다는 본인 이름이 표시되지 않는 ‘익명게시판’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난 예이다.
교사: 그리고, 며칠 전에 일기장에 ‘나는 따돌림 당한 것 같다. 아이들이 나를 싫어한다.’라
고 적어 놨잖아. 그건 왜 그렇게 느낀거야.
학생1: 얘들이 뭐라 그러지는 않는데, 그냥 제 느낌이 그래요.
교사: 그럼, 누군가가 그렇게 한 건 없는데,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거였어?
학생1: 네.
교사: 너희들이 이렇게 커뮤니티에 자주 들어오는데 글은 잘 안쓰잖아. 그 이유는 왜 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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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2: 어! 용기가 없어요.
교사: 용기가?
학생2: 제가 거기다 뭘 쓰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인터넷에 글을 쓰면 좀 솔
직해 지는 것 같기는 해요. 친구들 앞에서 얘기하면 좀 쑥스러운데 인터넷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교사: 현지는 도움을 청하는 글도 많이 쓰던데...
학생1: 네. 그런 글을 쓸 때는 용기가 생겨요.
교사: 그럼, 익명 게시판에서는?
학생1: 그런 곳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용기가 생겨요.
(학생과의 면담, 2005. 10. 13. 목)

이상에서 살펴 본 ‘적극적 전문가형’, ‘이중생활형’, ‘선택적 참여형’, ‘격려형’, ‘비판형’, ‘치유형’ 학
생들의 대략적인 특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초등학생 인터넷 커뮤니티 참여유형별 특징

구 분

적극적 전문가형

이중생활형

선택적 참여형

살아가는 이야기
고민 상담실
질의 응답방
시험 공부방
프로젝트 학습방

커뮤니티 운영진의 방
살아가는 이야기
사이버 토론방
시험 공부방
프로젝트 학습방

사이버 토론방
시험 공부방

참여
수준

높음

높음

아주 높거나 낮음

특징

∙적극적
∙완벽주의적
∙지적 호기심이 높음

∙적극적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제언을
많이 함

∙관심분야에만 승부욕이 강함
∙다른 학생에게 충고함
∙딴 짓을 고자질함

구 분

격 려 형

비 판 형

치 유 형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
영역

한 줄 메모장
살아가는 이야기
질의 응답방
고민상담실

고백하는 방
살아가는 이야기

고백하는 방
질의 응답방
고민 상담실
살아가는 이야기
한줄 메모장

참여
수준

중간

높다가 낮음

중간

특징

∙문제 해결사
∙친절한 리플

∙처음에는 적극적이었다가 나중
에는 소극적으로 바뀜
∙용어사용이 거칠음

∙소극적
∙눈치를 살핌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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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현대적 교육환경의 변화를 효율적으로 반영한 학급경영이 이루어지
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초등학생의 학급 인터넷 커뮤니티의 상호작용의 특징과 참여
유형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상호작용의 일반적 특징에서 학생들간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관계가
안정성을 더함에 따라 상호작용의 규칙이 명료화되며 커뮤니티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나아갔고, 교사
와의 상호작용에서는 교사가 공평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적일 때 교사에 대해 긍정적인 반
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정도, 참여방향, 참여상태 등의 특성에 따라 인터넷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유형은 적극적 전문가형, 이중생활형, 선택적 참여형, 격려형, 비판형, 치유형 등 6가지 유
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인터넷 커뮤니티의 상호작용유형과 참여유형을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빈
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활지도의 어려운 문제들을 온라인상에서 서로 의논하고 대화하는 의사
소통과정과 상호작용과정을 거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문제해결점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오
프라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 몇 몇 아동들이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교우관계가 좋아지
는 긍정적인 유형의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급경영의 장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하여 365일 24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효율적
인 학급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 특성과 참여유형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학급 커뮤니티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온라인상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중요한 공유의 공간이 되면 게임 등과 같
은 오락중심의 사용보다는 보다 더 긍정적이고 교육적 의미로의 인터넷 사용문화가 형성되어질 가능
성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 학생간 그리고 교사학생간 상호작용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고, 각 참여유형을 파악하여 미
연에 적절히 지도할 수 있다면 인터넷 커뮤니티는 학급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이다.
셋째, 교실 생활에서 학생의 참여는 지나치게 사회적 지위와 성적 등에 의해 서열화되어 있는 경
향이 있으나, 이러한 서열화가 온라인상에서는 전혀 다르게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이중생활형’의 학생과 ‘치유형’학생들에게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교실공간
에서 보여주지 못한 또다른 면을 보여주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자신
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교실생활에서 나타났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넷째, 학급 인터넷 커뮤니티는 학급 경영 분야 중 생활지도에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다. 즉, 교실에서 이야기하면 쉽게 자신이 노출되는 면 때문에 숨기고, 보여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행동이 온라인의 익명성과 24시간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장점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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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 즉, 교사와 학생간의 24시간 열린 상담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이로 인해
인터넷 커뮤니티는 생활지도, 교과지도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었다.
다섯째,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교사와 아동의 1:1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일기지도
가 담당했던 학급아동과의 의사소통 역할을 이제는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제2의 교실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학급 커뮤니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교사의 인터넷 커뮤니티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학생들끼리 운영되는 학급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우
상당수가 이로움보다는 해로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는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기술 및 운영노하우를 익히는데 필요한 상당한 에너지와 시간 등을 필요로 한다. 둘째, 익명성과 실
명제의 적절한 선을 정해놓고 운영하여야 한다. 인터넷의 장점 중 하나는 익명성이다. 하지만, 익명
성만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는 무책임한 글과 비방이 난무하기 마련이다. 반면, 100% 실명제로 이루
어질 경우 역시 자신이 노출되기에 말과 글을 씀에 있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운영하는 교사는 익명게시판과 실명게시판의 적절한 비율을 사용하여 운영하여야 하
며, 익명게시판 사용의 규칙을 학생들과 명확히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을 고려하고 학급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다양한 연구자료에 기반하여 인터넷 커뮤니티가 효율
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러한 공간은 학급경영과 생활지도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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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se-Study about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ternet
Community Participation Types and Interaction
Kim, Jung-Hyo (Ewha Womans University)
Youn, Young-Hwa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understand elementary students' internet community
participation types. In order to do that, diverse factors that affect such patterns need to be
examined, which is possible through the analysis of interactions between students, students and
teachers, and students and environment.
For this study, close observation was conducted for 8 month period from March 2, 2005 to
October 31, 2005 on internet communities organized by students in a 6th grader class in
Rainbow Elementary school. As a methodology, the educational ethnography, a qualitative
researches based approach, was employed.
From elementary students' interactions with other students, teachers, and internet
environment, findings could be drawn as followings in terms of internet community activities.
First, positive interactions among students are seen such as raising interests in each other,
consulting with others,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Negative interactions are also detected
such as criticizing, invasion of privacy, and spying-on. Second, in the interactions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students recognize teachers' activities as positive when they organize
and operate communities in a way that chances are given fair to every student for participation
and when they create atmosphere that is encouraging and inspiring students. On the other
hand, if teachers praise some students preferentially or reply their postings selectively, students
regard it as favoritism and think negative about it. Third, the internet access environment,
amount of time allowed for computer usage, and parents understanding on the internet also
affect students'participation in classroom internet communities. If parents are generous to
children's internet usage and provide goodphysical environment for internet access,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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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able to comfortably log in communities and post their candid opinions.
To summarize, based on the research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ternet community
participating patterns and interactions with their environment, this study searches teaching
directions and find suggestions for succeeding studies and their methodology.
Key words : internet community, participation types, interac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