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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육실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육실습 기간 동안 예비영어교사 5명에게 토론을 중
심으로 한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동을 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한 이들의 활동 양상 및 이에 대한 예비영어교사들의 인식을 분
석함으로써 교육실습 지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구축한 웹 블로그에서 교육실습 4주간 동안 ‘
학습동기부여전략’이라는 주제에 관해 토론을 하도록 한 후 이들의 활동 유형을 빈도분석 및 질적분석 하였고, 이 활동에 대
한 이들의 인식을 연구하기 위해 실습 종료 후 집단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질적분석하였다. 그 결과, 예비영어교사들
은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도방식 제안’, ‘지도방식 성찰’, ‘정의적 피드백’, ‘지도방식 보고’ , ‘의견 요청 및 질
문’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자신 및 동료 예비영어교사들의 수업관찰이나 수업지도 내용을 성찰하고 이를
예비영어교사들과 공유할 뿐 아니라, 자신의 수업지도를 계획하는 데에 있어서 동료들에게 질문하며 의견을 요청하는 등 공
동체로서의 협력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교육실습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한편, 이러한 활동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인터뷰조사한 결과, 예비영어교사들은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동이라는 과제에 대
해서 처음에는 다소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등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접근했으나 이를 통해서 자신의 교육실습 활동에 성
찰을 통한 진지한 자세로 임하게 되고 동료들과의 공동체 의식 속에 교육실습을 수행해나갈 수 있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교육실습 기간 동안 교수자 및 동료 예비영어교사들과의 웹기반 학습공동
체를 통한 지도를 교육실습의 지도방안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이와 관련한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예비영어교사 교육, 교육실습 지도, 웹기반 학습, 학습공동체

ABSTRACT. Given the significance of teaching practicum in pre-service English teacher progra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nstruction method during the teaching practicum by analyzing the pre-service English teachers’ practice
and their perception using discussion in web-based learning community. Five pre-service English teachers were asked to discuss the topic of ‘strategies for learning motivation’ on the web blog constructed for this study during the four weeks teaching
practicum period, and to participate in a group interview after the period. The collected discourse data from the community
discussion were then analyzed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frequency analysis), and the data from the interview were
analyzed qualitative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in the web-based learning community, pre-service English teachers ‘suggested teaching methods’, ‘reflected teaching methods’, ‘gave affective feedback’, ‘reported teaching methods’, and ‘asked
questions and opinions’. In other words, they cooperated as a community by sharing their observation or the content of the lesson, asking for their peers’ opinions, and suggesting their own ideas and trying to enhance their teaching ability during the
practicum. As for their perceptions on the activity, the pre-service teachers expressed that the web-based community task felt
demanding at first, but they found it useful in that it led themselves to observe, reflect, and teach the classes with a sincere attitude and allowed them to feel connected to and supported by their peers during the period. Given these results, it was concluded that a web-based learning community can be exploited as one of the instruction methods for the teaching practicum and
suggested the need to more related research in the future.
Key words: Pre-service English teacher program, Instruction of teaching practicum, Web-based learning, Learning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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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육에 대한 지도는 주로 학교현장에 있는 실습지도교사에

1990년대 이후로 국내에서도 인터넷의 활용이 가공할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실습 기회의 중요

만한 속도로 증가하여 왔고 이는 영어교육 분야에도 그

성(Chung & Chung, 2012)을 고려할 때, 이 기간 동안 대학

대로 유입되어, 웹을 활용한 이러닝이 이제는 너무나도

에서도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익숙해진 상황이다. 그 결과, 교실이라는 전통적인 물리
적 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시공을 초월하여 교육이 이루

이다. 실습에 임하기 전에 예비영어교사들은 영어교육에

어지는 유비쿼터스 시대라 하겠다. 웹을 활용하여 교육하

만,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경험은 이론과 차이가 있을 수

게 될 경우 문제점 및 한계점도 있다. 교수자들이 학습콘

있어서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텐츠 및 학습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용을 해야 하므로 이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수업시연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지

를 위한 비용 및 능력 면에서 부담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

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실습기간 동안 겪게 되는 경험들은 예비영어교

라, 학습자들의 학습태도 및 실제 수업 참여도, 이해 정도

사들에게는 처음 겪는 것들일 가능성이 높고, 실습 전에

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교수자와 학습자들 간의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는 데에도 제한된다는 측면도
지적된다. 그럼에도 영어교육에 웹을 활용하게 되면 학습
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데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실습학교 내의 담당지도교사의 지도에만 의존하며 실습
생 개별적으로 실습을 수행하도록 하기보다는 대학에서
도 적절한 지원 및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

점은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Han, 2003).
이에 따라 일반적인 영어교육 뿐 아니라, 예비영어교사
양성프로그램 내의 교과들에서도 웹을 활용한 수업들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온·오프라인

다. 그럼으로써 교육실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의 효
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실습은 대학
캠퍼스와 분리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
교수자가 이들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데에 있어 물리적

수업을 포함하여 교과를 운영하는 블렌디드 수업에서부
터 시작하더니 이제는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내용을 사전
에 숙지한 후 오프라인 수업에서 토론과 활동들을 하는
거꾸로 수업의 형태로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

한계가 있게 된다. 이러한 상항에 있어서 웹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실습생 및 실습생과 실습생들 간에 서로 연결
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하
는 것은 이를 위한 적절한 방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한 수업들의 효율성에 대해서 최근 많은 연구들(Ahn &
Jeong, 2010; Im & Kim, 2008; Jin & Kim, 2010; Jo, 2008;
Joo & Kwon, 2005; Kim & Lee, 2011; Kim, Kim, & Kim,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영어교사들에게 ‘학습동기부여
전략’이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교육실습기간 동안 이에
관한 토론을 중심으로 한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동을 하
도록 한 후 활동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이들의 인식

2011; Kim, 2011; Kim, 2016; Kim, 2016; Lee, 2012; Lee,
Moon & Han, 2014; Lefoe & Hedberg, 2006)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웹을 활용한 수업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웹을 활용한 교육은 비단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
지는 교과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 나가서
이루어지는 실습 교과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성 및 적용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예비영어교사 양성프로그램
내에 필수코스인 ‘교육실습’은 예비영어교사들이 4주간
동안 실제 교육현장에서 수업참관 및 수업지도를 경험해
봄으로써,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진 교과들에서 학습
한 내용들을 실제로 관찰하고 적용해보는 교과이다. 이를
통해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계시키며 예비영어교
사의 교수역량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 나가서 실습해야 하는 이 교과의 특성상 이 기간
동안 예비영어교사들은 교수자 및 동료 실습생들과 물리
적으로 서로 분리된 채 각자 배정된 실습학교에서 독립
적으로 실습에 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실습교

는 예상조차도 못해본 내용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교원양성
과정에서 행해지는 교육실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
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실습 기간 중 예비영어교사들이 토론을 중심으
로 한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동을 했을 때 활동의 양
상은 어떠한가?
2. 교육실습 기간 중 토론을 중심으로 한 웹기반 학습
공동체 활동에 대한 예비영어교사들의 인식은 어떠
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교사전문성 개발과 학습공동체
최근에 와서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
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교육을 받는’ 수동적인
방식보다는 ‘스스로 교육하는’ 능동적인 방식에 주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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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유용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유형은 교사들 간에

교육받는 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교사들 스스로 자신의

구체적인 특정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명시

교사 전문성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방법

적으로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을 수립하고 이를 행해나가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Hur, 2011; Kwon & Kim, 2013). 다시 말해, 교사들이 자
신의 교수활동과 관련하여 스스로 개선 필요성을 파악하

이처럼 교사들이 전문성 개발을 위해 학습공동체적 접
근을 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Clancy, 2005; Goddard,
Goddard & Tschannen-Moran, 2007; Kim et al., 2018; Lee,

고 이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2013; Park, 2011; Seo, 2009; Shachar & Shumuelevitz,

실행해나가며 관찰한 후, 이를 스스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1997; Song & Park, 2014, 2015; Wayne et al., 2008)이 이루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Lewin(1946)이 계획, 실행, 결과파

어져왔는데 이는 학습공동체적 접근의 필요성과 중요성

악을 주요 특징으로 구성하여 제시한 실행연구(action

을 반증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research)의 토대 위에 Kemmis와 McTaggart(1988)가 자기

Park(2011)는 교사들이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면 교사들

반성적 특성을 강조하여 제시한 버전과 일맥상통하는 것
으로서, 그 특성 상 자기주도적·자기반성적 방식이라 할

의 교수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수업개선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게 됨으로써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개발하

수 있다. 이처럼 최근에 교사 전문성 개발은 교사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평가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성찰(Kim,
2007; Kim & Yi, 2010; Yi, 2017)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

게 되어 교사의 효능감 및 몰입을 높이게 된다고 증명하
였다.
Park, Song과 Lee(2016)는 중등학교 교사 1,030명을 대

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환경 및 학교환경에서 교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
절한 교수방법이 제시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교사 스스
로 주어진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교수방법

상으로 하여 교사들 간의 협력 정도가 교사 각 개인 교사
의 수업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중

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자기주도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처럼 자기주도적으로 전문성을 개
발해나가되 교사 혼자 개별적으로 하는 방식보다는 교사

각 교사 개인 수준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다시
학교 수준 변인으로도 변환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개
인 수준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 교사 개인이 인식

들이 함께 협력하여 접근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즉,
교사들이 전문성 개발을 위한 공동체를 구성하여 전문가
학습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나 실천공동
체/실습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로서 교수활동에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사협
력에 대한 인식과 교사의 실제 수업활동 개선 간의 관계
를 분석하였을 때 학교 수준에서의 교사협력 정도가 높

대한 지식 및 경험, 문제들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등 집단적 성찰을 통해 자신들의 전
문성을 개발해나가는 것이다(Lieberman & Miller, 2008).
그리고 이때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체 활동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관계 및 유형으로 활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Little(1990)가 교사들 간 협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교
사들 간 관계의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한 바에 따르면 그
유형이 다양하다. 서로 동일한 학교 교사들로서 특정 이
슈에 관해 때때로 의논하는 유형인 ‘이야기하기와 훑어
보기(storytelling and scanning)’, 간혹 서로 도움을 청하기
도 하는 유형인 ‘도움과 보조하기(aid and assistance)’, 이
에 더 나아가 수업운영 아이디어나 자료를 교환하는 유
형인 ‘나누기(sharing)’, 그리고 자율적으로 그룹을 구성
하고 서로의 수업에 대해 협력하며 서로 공동적으로 작
업하며 책임지는 유형인 ‘공동 과업(joint work)’으로 구분
할 수 있고, 이 중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수업
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공동 과업’ 유형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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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 538명과 고등학교 교사 492명이 참여하였으며,
계층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교사들 간의 협력 정도를

한 교사협력이 개인 교사의 수업개선에 정적인 효과를

다고 인식될수록 교사들의 수업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높
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근거로 개별 교사 차원에서
교사협력을 시도할 뿐 아니라 학교조직 차원에서도 전개
될 필요를 제안하고 있다.
Lee(2013)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408명의
학생들에게 영어 글쓰기 수업을 담당하는 5명의 영어교
사를 대상으로 협력적 실행연구를 실행하였다. 이를 위해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및 자기설문, 연구자의
현장 참여관찰, 그리고 수업계획안, 수업활동지 등의 문
서자료 수집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질적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글쓰기 지도에 대한 부담감
이 완화되고 자신감이 형성되었으며 교실수업 공개에 대
한 부담감도 완화되고 토론경험을 축적하며 지도력도 향
상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덧붙여, 이
와 같은 활동은 중장기적으로는 볼 때 교사가 전문성 향
상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성장하게 하여 교사 간
협력활동 문화가 자리잡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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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한편, 이와 같은 공동체적 접근에 의한 전문성 개발은

력하는 그룹”(Mason, 2006, p. 1)을 의미한다. 이처럼 웹을

현직교사 뿐 아니라 예비교사를 대상으로도 연구들(Seo,

기반으로 하는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 주체로 능동적으로
역할을 하게 해주어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현하는 데에

2012; Shin, 2007; Yi & Kim, 2011)이 이루어졌다. Seo
(2012)는 협력적 수업연구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한 학기
동안 교원양성과정 중의 필수교과인 교과교재연구 및 지

긍정적 효과를 미치게 된다. 웹기반 학습을 하게 되면 웹

도법 과목을 수강하는 예비교사 38명에게 적용하여 그

준에 맞는 내용 및 속도로 하게 되므로 수준별 학습을 하

과정과 결과를 탐구하는 실행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연

는 데에 유용하기 때문이다(Ko, 2008).

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이 수업을 계획하고 이를 교수 및

상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도구를 통해 학습자 자신의 수

동료 예비교사들 앞에서 모의수업 실행을 하고 이를 평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형태를 살펴보면 여
전히 교실에서 하는 오프라인 수업이 지배적이기는 하지

가하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만, 이 외에 전통적인 오프라인 학습과 웹기반 온라인 학

전문성 개발에 있어서 협력적 방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팀 단위로 수업계획을 하고 반성·수정·보완하며 수업을

습을 통합한 블렌디드 학습, 하이브리드 러닝 또는 혼합
러닝(mixed learning)도 활용되고 있다. 블렌디드 학습은

개선시켜 다시 재수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그

수업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며 온·오프라인 교육을 효과

모든 과정들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비교사들이

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라고 인식되어 교육현장에서 손
쉽게 실현 가능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들(Ahn & Jeong, 2010; Im & Kim, 2008; Jin & Kim, 2010;
Jo, 2008; Joo & Kwon, 2005; Kim & Lee, 2011; Kim, Kim,

교과목표를 성취했는지, 수업전문성이 향상되었는지, 이
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교사들은 교과목표를 적절히 성취하고, 수업시연도 우수
하게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협력적 수업연구
모형이 자신들의 수업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hin(2007), Yi와 Kim(2011)은 예비영어교사들 간
의 동료평가 및 동료피드백 활동을 통해 수업전문성 개
발을 위한 공동체적 접근을 시도하고 연구하였다. Shin
(2007)은 20명의 예비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멀티미
디어 학습 자료를 제작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동료평가
를 실시함으로써 공동체로서의 협력을 통해 이들의 평가
전문성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의 동료
평가는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수평가
와 비교해볼 때 상관관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Yi와 Kim(2011)은 33명의 예비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수업
실연을 하도록 하고 이를 교수·자기·동료평가를 통해 평
가한 후 이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기존의 교수평가 외에
동료평가나 자기평가도 평가주체자로서의 기능을 충분
히 수행하고 있으며, 수업실연평가에 있어서 교수평가 외
에 동료평가나 자기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함을 제안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예비영어교사들의
평가전문성을 개발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공동체로서의
동료평가를 통한 협력활동을 활용해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육실습에 있어서 웹기반 학습공동체
온라인 기반으로 학습하는 공동체는 “인터넷 상에서
서로 소통하여 정보를 나누고 특정 주제에 대해 함께 학
습하며 상호 관심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함께 협

& Kim, 2011; Kim, 2011; Kim, 2016; Kim, 2016; Lee, 2012;
Lee, Moon, & Han, 2014; Lefoe & Hedberg, 2006)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서, Kim과 Lee(2011)는 2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영어 수업에서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격주로 번갈아 하는 블렌디드 학
습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설문조사
및 서면인터뷰를 통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오프라인 학
습으로만 운영할 때보다 블렌디드 학습을 했을 때 학습
자들에게 내적 동기를 부여해주고 학습자의 자율성을 고
양해주는 데에 유리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학습은 시·공간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
인 수업에서 놓칠 수 있는 학습 자율성을 보장해줄 수 있
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학습 및 블렌디드 학습은 시·공에 제한되지 않
으면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학습자들의 참여가 자칫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점
이 지적되기도 한다. 즉, 학습자들 간에 서로 고립될 수
있고, 교수자의 즉각적인 피드백 및 답변이 부족할 수 있
으며, 다른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할 수 있기도
하고, 교수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이 일방적인 강
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학습자의 태도가 수동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Kim & Lee, 2011).
하지만, 이와 같은 온라인 학습을 교육실습에 적용할
경우에는 온라인 학습의 단점들이 상쇄되고 긍정적인 효
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육실습을 하는 동안
예비교사들은 각자의 실습현장으로 분산되어 실습에 참
여하게 되므로 예비영어교사들 간의 교류가 단절되기가
쉽다. 동일한 학교에서 함께 실습하는 실습생들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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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과목에 대한 실습생일 경우가 많으므로 동일 교

그룹 토의에 참여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과 실습생으로서 공통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민 등

이로부터 수집된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웹 상

을 함께 나눌 동료와 접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에서 문제기반학습을 해나가는 동안 단계적으로 공동체

것이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이 교육실습 또는 현장실습 기
간 동안 웹기반 학습 환경에 있게 되면 서로 협력적으로

관계 형성(acquaintance), 사회화 과정(socialization) 및 소

토의하고 동료 피드백을 주고받는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

속감(belongingness), 정보 교류(information exchange)와

하게 되어 실습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게

의견 합치(consensus), 이해(tacit understanding)와 발전
(development)의 단계를 거치며 발전되어 나간 것이다.

된다.

를 형성하며 발전되어 나갔다. 즉, 동기부여(motivation)와

이와 같은 웹기반 학습을 교육실습에 활용하는 것에 대

Ajayi(2009)는 예비교사들의 실습학습에 대한 인식이

해서 다양한 연구들(Gray, 2004; Kang, 2013; Kim, 2008;
Kupetz & Ziegenmeyer, 2005; Lai, Pratt, Anderson, &

실습학습과 ICT 도구 간의 통합하는 방식에 중요하다고

Stigter, 2006)이 이루어져왔다. 이들에 따르면 실천공동체

보고 33명의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를 연구하였다. 연
구를 위하여 웹토론실(asynchronous discussion board)을
학습도구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조

/실습공동체(communities for practice)라고 일컬어지는 이
와 같은 학습공동체는 본래는 면대면 오프라인 상에서
관심사항과 정보를 공유하며 집단 학습의 과정에 참여하
는 학습자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인데 이제는

사하기 위하여 예비교사들과의 인터뷰, 이들의 성찰일지,
토론실에 게시한 내용 등을 16주간에 걸쳐 수집하고 이

온라인 상에서 동일한 유형의 학습 집단을 지칭하기 위
해서도 사용된다. 이러한 학습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은
동일한 규준을 토대로 한 관심사항 및 아이디어들을 공
유하고 서로의 학습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하는 실습학습을 촉진 시켜주고 공동체가 함께 지식을
발달시켜 나가며 맞춤형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
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ng(2013)은 원어민 예비영어교사 3명을 대상으로 이

러한 학습공동체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질 경우 온라인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공동체 인식이 분명하며 활
동 참여가 장려될 때 훨씬 효과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러닝을 실시하고 예비교사 훈련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러
닝 학습의 효용성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웹토론실이 그들이 수행

수 있다(Lai et al., 2006). 다시 말해, 온라인 상의 기술적

위해 예비영어교사들에게 웹상에서 토론하고 저널을 작
성하여 웹에 공유하도록 하였고 교육실습 전·후에 이들

인 지원, 학습 내용의 제공, 공동체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등이 온라인 학습공동체 활동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특히 온라인 상에 그들의 활동을 지도하고 도와주는 교
수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때에 구성원들의 활동이

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웹기
반 토론 및 교육실습을 통해 영어학습자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받았으며, 동료들과의 웹기반 토론을 통해
영어학습자들을 교수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발달시키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Anderson
et al., 2001).

는 데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hine과 Lourdusamy(2003)는 예비교사들의 온라인 공
동체와 그들의 참여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예
비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교수 활동의 경험과 어려움에
대해 웹 상에서 토의하였으며, 이러한 토의를 통해 예비
교사들은 동료 예비교사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이들은 웹 공동체를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장으로 여겼으며, 거기에서 동료들로부터
받는 피드백은 자신들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데에 도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C대학교 영어교육과에 2017년도
1학기 당시 4학년 재학생으로 교육실습을 하게 된 예비

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ragon(2003)

영어교사들 중 연구자가 해당 학기에 지도한 영어교육과
전공수업에 참여한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여학
생은 3명, 남학생은 2명이었으며, 이들 모두 2017년 4월
에 4주간에 걸쳐 중학교(2명), 고등학교(2명) 또는 대안학

은 교수자가 온라인 공동체 활동 안에 존재하며 그들의
활동에 피드백을 제시하고 참여를 격려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고 제언한다.
Yeh(2010)는 32명의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문제

교(1명)에서 영어과 교육실습을 수행하였다. 이들이 실습
한 학교는 본 연구가 시작되기 1개 학기 전에 실습생들이
출신 모교 및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지원한 학
교들이었다. 이들은 교육실습 단계에 이르기 전에 교원양

기반학습과 블렌디드 러닝을 조합한 학습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은 16주간의 학습기간 동안 온라인 상의

성과정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이론 및 실습에 관한 다
수의 강좌들을 수강함으로써 영어교육 분야의 이론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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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업시연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

어교사의 구분을 의미하였고, W1, W2...는 실습 주차 구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는 제기된 담화에 댓글로 반응(R)했을 경우를, T1, T2...는

가.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동의 담화분석
본 연구에서는 5명의 예비영어교사들에게 토론을 중심
으로 한 학습공동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들이 속한 학
교의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웹 블로그를 개설하였다. 이들
의 학습공동체 활동을 위한 토론의 주제는 ‘교육실습 기
간 수업참관 및 지도활동에 있어서의 학습동기부여전략’
(III.3 참조)으로 정하였고, 이에 관하여 각자 나누고 싶은
내용을 매주 1가지 이상씩 웹 블로그의 토론실에 업로드
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료가 업로드 한 내용들에 대해서
는 자신의 의견 및 생각을 댓글로 제시하며 토론해보도록
하였다. 토론은 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영어교사들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온라인 상에 그들의 활동을
지도하고 도와주는 교수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때
에 구성원들의 활동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
어진다는 연구 결과(Anderson et al., 2001; Aragon, 2003)를
고려하여, 본 연구자도 학습공동체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유도하는 차원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존재하였다(단, 연
구자의 담화는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상의 방식으로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교
육실습 4주간 동안 웹 블로그 상에서 토론을 중심으로 한
학습공동체 활동을 하도록 한 후 토론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 담화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담화자료는 담화주제가
바뀌는 문장 또는 문단 단위별로 코딩하였다. 예를 들어,
분석된 문장이나 문단에 [S1-W2-I2-T2]이란 태그를 달며
표기하였을 경우, 이 중 S1, S2....는 연구에 참여한 예비영

코딩된 문장이나 문단을 의미하도록 표기하였다. 그 후
Ezzy(2002)의 내용 분석법에 따라 반복적으로 자료를 읽

분을, I1, I2...는 담화를 먼저 제기(I)했을 경우를, R1, R2...

은 후 이를 주제별로 분류함으로써 학습공동체 활동의 양
상을 범주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와 영어교육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1인이 각자 독립적으로 자료들을
읽으면서 1차적으로 범주들을 도출한 후, 분석 결과를 서
로 비교하며 논의하여 필요 부분에 대해 조정하여 대범주
와 하위범주들로 확정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과 같이 확정된 범주를 분석기준으로 하여 각자
담화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와 영어교육분야 박
사학위 소지자 1인이 각자 코딩을 완료한 후 전체 코딩
중 코딩이 일치된 비를 통해 분석자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Cronbach’s ∝ .899로 높게 나타났다. 상관
관계 분석을 마친 후, 분석자들 간에 코딩분석이 서로 일
치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재조정하며
분석을 최종 완료하였다.

나. 인터뷰조사
4주간의 교육실습 기간 동안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동
을 한 후 이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조사는 본 연구 참여자들을 대
상으로 하여 교육실습 종료 후 반구조화된 인터뷰 형태
로 실시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본 연구를 위해 고안되었
으며, 총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즉, 1) 웹기반 학습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기 전 이 과업에 대한 태도는 어떠

Table 1. Analysis framework
Categories
ⓐ class observation/supervi-

sor’s suggestion
Reporting

ⓑ class teaching
ⓒ application of peers’ sug-

Reflecting

gestion
ⓓ class observation
ⓔ class teaching
ⓕ reporting of peer teaching

Asking

ⓖ asking
ⓗ response to asking

Suggesting

ⓘ class observation/reporting

of class teaching
Giving affective
feedback

ⓙ giving affective feedback

Details
reporting learning motivation strategies either observed during practicum supervisor/
peer student teacher’s class teaching or suggested by practicum supervisor
reporting learning motivation strategies used for student teacher’s own class teaching
reporting the application results of learning motivation strategies suggested by peers
of the web-based learning community
reflecting of learning motivation strategies applied to practicum supervisor’s teaching
reflecting of learning motivation strategies applied to student teacher’s own teaching
reflecting of learning motivation strategies applied to peers of the web-based learning
community’s reporting of motivation strategy application
asking for peers of the web-based learning community’s opinions of learning motivation strategies
suggesting student teacher’s own opinions of learning motivation strategies, responding to asking of peers in the web-based learning community
suggesting learning motivation strategies which student teacher found recommendable from class observation/class teaching
giving affective feedback to peers’ comments in the web-based learning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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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능동적 반응을 위한 기회 제공, 높은 수준의 질문에

에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3) 웹기반 학습공동체

답할 기회 제공 등 7개의 하위유형을 포함하였다. 또한, ‘

활동을 함으로써 유익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4) 앞으로

학습자의 동기부여를 위한 교사의 시도’ 유형에는 학습

이러한 유형의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는지였다.

에의 집중도를 높이도록 학습 활동 및 자료의 중요성 강
조, 과업에의 흥미 유발 등 10개의 하위유형들을 포함시

인터뷰조사를 위해 본 연구자가 질문자로 참여한 집단

켰다. 이와 같이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예비영어

대면인터뷰로 실시되었으며, 총 약 40분 동안 이루어졌다.

교사들이 수업참관이나 지도 시에 관찰 또는 수행한 전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 후 전사하였고, 전사된 자료는

략들을 표시해보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학습동기

각 질문별로 분류한 후, 각 질문에 대하여 질적분석하였다.

부여전략의 유형들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여 자신의 수업
지도를 위한 학습동기부여전략을 계획하고 시도하기 위

3. 연구절차
본 연구에 참여한 5명의 예비영어교사들은 교육실습이

한 성찰의 근거가 되도록 하였다.
한편, 후자는 매주 1회 학습동기부여전략에 관한 경험

시작되기 전 실습기간 중 수행하게 될 웹기반 학습공동
체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자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토론을 중심으로 한 웹기반 학습공동체

나 지도에서 경험해본 학습동기부여전략에 관해 성찰하
며 작성하는 것이었다. 학습동기부여전략에 대한 체크리

을 저널로 각자 작성해보는 것으로서, 이는 수업 참관이

활동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토론의 주제를 정하

스트 작성과 더불어 저널 작성하기 활동은 예비영어교사

기로 하였고, ‘교육실습 기간 수업참관 및 지도활동에 있
어서의 학습동기부여전략’을 그 주제로 하였다. 영어 학
습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로 학습
자들의 생물학적 요인, 인지적 요인, 사회언어학적 요인,

들이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에, 학습동기부여
전략에 대한 실제 경험이나 생각을 각자 구체적으로 성
찰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동 시
이에 대한 진정성있는 토론을 유도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정의적 요인들(Brown, 2000)이 있는데, 그중 정의적 요인

따라서 학습동기부여전략 체크리스트와 저널은 웹 블로
그에 매주 각자 업로드 하도록 하였고, 업로드된 자료는

의 하나인 학습동기 측면을 토론의 주제로 한 것이었다.
이는 Chung et al.(2011)의 연구에서 교원양성 교육과정
영역 중 전공 교육과정에서 더 강조해야 할 내용이 무엇

실습기간 중 연구 참여자들이 필요 시에 어떤 자료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을 설정하였다. 단, 본 연구는

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해당 교과의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 다음
으로 ‘학습자 이해 및 동기유발방법’을 두 번째로 중요한
항목이라고 답한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학습동기유발

토론을 중심으로 한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동 양상, 그리
고 학습공동체 활동이 교육실습에 미치는 효용성에 대한
예비영어교사들의 인식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체크리스
트 및 저널은 학습공동체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도구

이 학습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에 기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영어교사들에게 웹기반 학습공동
체 활동을 하도록 하되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2가지 활동
을 매주 병행하도록 하였다. 그중 하나는 학습동기부여전

로서의 기능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상과 같이, 교육실습 4주간 동안 연구 참여자들에게
매주 체크리스트 표기, 저널 작성 및 웹기반 토론을 통한

략 체크리스트에 체크하기였고 다른 한 가지는 저널 작
성하기였다. 이 중 전자는 이들이 매주 특정 수업의 참관

학습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교육실습이 종료
된 후에는 수행 활동들과 관련한 이들의 인식을 조사하
기 위해 집단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나 수업지도 시에 경험한 학습동기부여전략을 학습동
기부여전략 체크리스트에 표시해보며 성찰해보는 것이
었다. 학습동기부여전략 체크리스트는 학습동기전략에
관한 연구(Dörnyei, 2001a, 2001b; Dörnyei & Kubanyiova,
2014)들을 토대로 개발한 것으로서, 이는 ‘외재적 동기화
전략’, ‘내재적 동기화 전략’, ‘학습자의 동기부여를 위한
교사의 시도’라는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각
은 하위유형들을 포함하였다. ‘외재적 동기화 전략’으로
는 인센티브로서 보상 제공, 목표어 학습의 도구적 가치
에 대한 주의 환기, 개인간 또는 그룹간 경쟁 구도 조성을
포함하였고, ‘내재적 동기화 전략’으로는 수동적 학습이
2018, Vol. 22, No. 6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동 양상의 분석 결과

가. 학습공동체 활동의 전반적 양상
예비영어교사들이 교육실습기간 동안 수행한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동의 양상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
었다. 즉, 1) ‘지도방식 보고’, 2) ‘지도방식 성찰’, 3) ‘의견
요청 및 질문’, 4) ‘지도방식 제안’, 5) ‘정의적 피드백’이
그것이다. 즉, 예비영어교사들은 학습동기부여전략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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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results of pre-service English teachers’ web-based learning community activities
Reporting

Reflecting

Asking

Suggesting

Giving affective
feedback

ⓐ

ⓑ

ⓒ

ⓓ

ⓔ

ⓕ

ⓖ

ⓗ

ⓘ

ⓙ

Initiative

8

11

1

1

12

1

19

0

0

0

Response

0

0

0

6

0

12

0

39

17

29

7
(4.49)

12
(7.69)
32
(20.51)

13
(8.33)

19
(12.2)
19
(12.18)

39
(25.0)

17
(10.9)

29
(18.6)
29
(18.6)

Total
(%)

8
(5.12)

11
1
(7.05) (0.64)
20
(12.82)

56
(35.90)

Total
(%)
53
(34.0)
103
(66.0)
156
(100.0)

*ⓐ: class observation/supervisor’s suggestion, ⓑ: class teaching, ⓒ: application of peers’ suggestion, ⓓ: class observation, ⓔ: class
teaching, ⓕ: reporting of peer teaching, ⓖ: asking, ⓗ: response to asking, ⓘ: class observation/reporting of class teaching, ⓙ: giving
affective feedback

련하여 1) 자신이 직접 관찰하거나 지도한 수업의 내용을
보고하며 공유하였고, 2) 수업지도방식에 대해 분석 및

는 성찰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예비영어교사들은 웹기반 학

평가를 하면서 성찰하였으며, 3) 동료 예비영어교사들에
게 수업지도방식에 대해 의견을 요청하거나 질문을 하기
도 하였다. 이에 덧붙여, 4) 자신이 수업에서 관찰하거나

습공동체 활동을 할 때 단순히 수업을 보고하는 데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성찰, 의견 요청 및 제시, 정의적 피드
백 제시 등을 하며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임했음을 알 수

지도한 방식을 제안하거나 5) 동료들의 보고, 제안, 성찰
과 관련하여 격려나 동의 등의 정의적 피드백을 제시하
였다. 이와 같은 유형들의 분포양상을 빈도분석해본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있다. 이는 Khine과 Lourdusamy(2003)의 연구에서 주장되
었듯이, 이들은 웹 공동체를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토의
의 장으로 여겼고 동료들로부터의 피드백을 활용하며 자
신들의 수업지도 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음을 보여

Table 2에 제시된 결과 중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웹기
반 학습공동체 활동은 ‘지도방식 제안’(35.90%), ‘지도방
식 성찰’(20.51%), ‘정의적 피드백’(18.60%), ‘지도방식 보
고’ (12.82%), ‘의견 요청 및 질문’(12.18%)의 순서로 분포

준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분류한 유형들을 교육실습 기간 중의 시기별
로 분석해본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Figure 1에서 보듯이, 전반적인 발생분포를 볼 때 1주차

하였다. 이 중 ‘지도방식 제안’의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동료의 도움 요청 및 질문에 반응하여 제안하는 경우
(25.00%)이거나, 자신이 직접 관찰/지도한 내용을 동료들
에게 자발적으로 제안한 경우(10.90%)로 구성되었다. 이

(시작) 및 4주차(종료)에 비해 2주차 및 3주차에 상대적으
로 더 높은 발생빈도 양상을 보인다. 이는 학습공동체의
발전단계를 보면 동기부여와 관계 형성, 사회화 과정 및

처럼 ‘지도방식 제안’ 유형이 가장 높은 분포로 나타난 것
은 동료 예비영어교사가 명시적으로 의견을 요청하거나
구체적 질문을 제기하자 토론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반응
이 유도되었거나, 예비영어교사 각자가 관찰이나 지도 중

발전의 단계로 진행해간다는 Yeh(2010)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할 때, 관계 형성 등을 먼저 한 후 2주차와 3주차
로 갈수록 정보 교류와 의견 합치 등의 본격적인 활동들
을 하면서 활동 빈도가 증가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직접 경험해본 인상적인 방식을 동료들에게 자발적으로
추천해주고자 하는 심리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도방식 성찰’ 유형(20.51%)에 있어서는 동료
실습생이 수업지도/관찰한 내용을 보고한 것을 기반으로

단, ‘지도방식 보고’ 유형은 1주차에 가장 높았다가 2주차
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나머
지 유형들과 그 양상이 구별되고 있다. 이는 실습생들이
1주차에는 대체로 수업지도 보다는 수업참관을 하게 되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는 경우(8.33%), 자신이 직접 지도
한 수업을 성찰하는 경우(7.69%) 및 자신이 관찰한 수업
을 성찰하는 경우(4.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
로 볼 때, 예비영어교사들은 자신이 경험한 수업뿐 아니

므로 수업참관에 관한 보고를 주로 하게 되다가, 2주차부
터는 각자 수업지도를 직접 하게 되고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와 관련한 공유와 성찰이 증가된 데에 따

라 동료가 경험한 수업들을 단지 공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토대로 향후의 수업지도방식을 모색하고자 하

Figure 1에서 ‘의견 요청 및 질문’ 유형은 3주간에 걸쳐
서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토론을

소속감 단계를 거친 후, 정보 교류와 의견 합치, 이해와

른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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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stribution of web-based learning community activities on the practicum time line

중심으로 한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유익한 정보나 의견 교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학습공동체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된 데에 따른 것으로 해

이상의 결과를 요약할 때, 교육실습 중 예비영어교사들
은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동을 함으로써 ‘지도방식 제안’,
‘지도방식 성찰, ‘정의적 피드백’, ‘지도방식 보고’, ‘의견

석된다. Ajayi(2009)의 연구에서 예비교사들은 웹 토론 활
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 실습학습이 촉진되고 공동체가
지식을 함께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도 이를 다시 한번

요청 및 질문’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습
초기에는 단순한 ‘지도방식 보고’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
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성찰 및 의견 요청 등의 활동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4주간의 실습 기간 내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한 유형
은 ‘지도방식 제안’ 유형이었는데, 이는 ‘의견 요청 및 질
문’ 유형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실습 중 수업지도를 구상하고 준비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들로서, 이는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동이 예비영어교
사들로 하여금 교육실습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이는 어떤 한 실습생이 의견 요청이나 질문을 하게 되
면 이에 대해서 나머지 참여자들이 각자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2주차에 이르러서
는 각자의 실습학교에서 참관이나 수업지도를 늘려가게
됨과 동시에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동에 점차 익숙해지며
활동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의
견을 제안하며 참여하는 적극적 자세를 취하게 되었던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도방식 성찰’ 유형이 1주차부터 3주차로 갈수
록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주목할 만
한 특징이다. 교육실습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성찰 활동이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동은 수업방
식에 대한 성찰을 더욱 유도해주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예비영어교사들에게 실시한 인터뷰조사를 통해서
도 증명되고 있다. 이처럼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
해 예비영어교사들이 수업방식에 대해 점점 더 성찰하는
자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은 교육실습 중의 수업지도를
구상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앞으
로 점점 더 교사에게 요구되고 있는 자기반성적/성찰적
접근법에 의한 수업전문성 개발을 미리 훈련해보게 된다
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2018, Vol. 22, No. 6

나. 학습공동체 활동의 유형별 양상
IV. 1. 가에서 토론을 중심으로 한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동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들의 전반적 분포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본 절에서는 유형들의 구체
적인 내용 및 사례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
선 첫째, ‘지도방식 보고’는 예비영어교사들이 수업관찰
이나 수업지도 중의 학습동기부여전략들을 보고하며 학
습공동체 안에서 공유하였음을 뜻한다. 즉, 지도교사 및
동료 실습생들의 수업에서 관찰한 학습동기부여전략에
대해 보고하기도 하였고, 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체크
리스트에 포함된 동기부여전략 및 실습지도교사로부터
제시받은 전략들 중 적절한 것을 골라 자신의 수업지도
에 직접 적용해본 후 이에 대해 보고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공동체 내의 동료들이 제안해준 전략이나 토
론으로부터 도출된 방식을 자신의 수업지도에 실제로 적
용해본 후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그중에서 학
습공동체의 토론으로부터 제안된 학습동기부여전략을
자신의 수업에 직접 적용해본 후 그 결과를 보고하는 유
형(아래 사례 참조)은 학습공동체 활동이 이들의 수업지
도 실습에 선순환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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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대표적 양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룹토크에 올라온 내용을 참고하여 000 학우가 사용한 ‘공을 이
용한 학생들의 수업 참여 유도하기’를 저도 시도해보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공을 제대로 못 잡을 경우 발화의 기
회를 주지 않았는데 발표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이 친구가 공을 제
대로 잡는지 못 잡는지도 함께 보며, 제대로 못 잡았을 경우 “어
어어! 못 잡았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모두 수
업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고, 공을 잡은 학생
만이 발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친구들의
발화를 들어주고 집중하였던 것 같습니다.
[S4-W3-I1-T3]

둘째, ‘지도방식 성찰’이다. 이는 예비영어교사들은 토
론 주제였던 학습동기부여전략에 대해 분석 및 평가 등
을 하며 성찰하였음을 뜻한다(아래 사례 참조). 세부적인

기부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 동료들에게 의
견을 요청하거나 질문하는 양상을 의미한다(아래 사례
참조). 이는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 다른 학교들에서의 상황은 어떠한
지, 만약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동료들
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거나 해결하겠는지 등에 대한 질
문 및 의견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예비영어교사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수업지도를 해본다는 것은 대부분 처음 경
험하게 되는 매우 생소하고도 도전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이들이 수업지도와 관련하여 동료 예비영어교사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며 도움을 청함으로써 문제점이나 어려움
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려는 방
식은 긍정적인 상호의존을 통한 전문성 개발 방식이라고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들 예비영어교사들은 수업관찰이
나 수업지도에 포함된 학습동기부여전략에 대해 성찰하
기도 한 반면, 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동료들이 웹 토
론에서 보고한 내용을 성찰하기도 하였다. 즉, 자신이 직

할 수 있겠으며, 이는 학습공동체 활동이 교육실습 중 수
업지도를 구상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접 관찰하거나 지도한 수업의 학습동기부여전략에 대해
서 반성적 성찰을 할 뿐만 아니라, 웹기반 토론 상에서 동
료 실습생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신의 관점에서

사탕 같은 보상보다는 ‘내적 보상’에 대해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

분석해보고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보고 평가하면서 자신
의 향후 지도방식에 대해 계획하고 적용해보았던 것이다.
이처럼 학습공동체를 통해 자신이 직접 관찰하거나 지도
한 수업뿐 아니라, 동료의 수업보고 내용을 통해서도 자

체크리스트를 보다가 <높은 수준의 질문에 답할 기회제공>라는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비단 제가 실습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
뿐 아니라 영어 수준이 낮은 반에서도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하는
것이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해졌습니
다. 제가 수업할 때 다양한 종류의 질문(흥미유발, 개인적 경험 공
유 등)을 준비하려 하는데 높은 수준의 질문도 준비해도 괜찮을
지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S2-W2-I1-T7]

신의 수업을 조망해보고 성찰해보는 양상은, 교사들에게
있어서 전문성 개발의 경향 및 중요성(Clancy, 2005;
Goddard, Goddard, & Tschannen-Moran, 2007; Kim et al.,
2018; Lee, 2013; Park, 2011; Seo, 2009; Shachar &
Shumuelevitz, 1997; Song & Park, 2014, 2015; Wayne et al.,
2008)을 고려해볼 때, 교육실습에 있어서 학습공동체 활
동의 유용성을 증명해준다고 하겠다.
이름을 호명해서 질문에 답을 하게 하는 방법이 동기부여에 있어
서 좋은 방법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
었을 때 아이들은 당황하게 되고 불안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학습
에 큰 도움을 주기보다는 단순히 그 순간 떠드는 행동을 잠시 중
단시키는 정도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1-W4-I1-T4]
주사위 게임처럼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유연하게 변경하였던 것
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교사의 생각과 학생들의 반응이 다를
때가 많을텐데 그때는 본인의 욕심보다는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
경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000 학우님의 장점을 잘 살
려 영상물을 이용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인 것을 보니 저도 저
만의 장점을 찾아 그것을 학생들을 위해 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S5-W3-R3-T5]

셋째, ‘의견 요청 및 질문’은 예비영어교사들이 학습동

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수업 시간에 활용해보셨던 내적 보상은 어
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S1-W4-I4-T7]

넷째, ‘지도방식 제안’인데 이는 예비영어교사들이 동
료들에게 학습동기부여전략을 제안하는 양상을 의미한
다. 즉, 이들은 동료 예비영어교사들의 의견 요청이나 질
문을 받았을 경우 자신이 관찰하거나 지도했던 수업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는
예비영어교사들이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뿐 아니
라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시하
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공동체적 인식을 보여주는 양상
이라 할 수 있겠다.
제가 발견한 바로 학생들은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무언가에 이상
하게도 쉽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또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아닌 척 하면서도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학생들에게 즉각
적인 반응물로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 혹은 나중에 그런 것들
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으로 보상을 해주면 학생들 집중에 도움
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S5-W2-R2-T8]
제가 참관한 수업 중에 거꾸로 수업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졸거나 자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질문하신 Rule이라는
것에 해당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묻는
건 어떨까요? 이러한 부분에는 너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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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영어교사 교육실습 지도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고 물으면서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고 본인들이 말한 내용은 본인
들이 지켜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도 기르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S4-W1-R7-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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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예비영어교사들은 웹
기반 학습공동체라는 환경에 있을 때 공동체적 접근법을

마지막으로, ‘정의적 피드백’이다. 이는 예비영어교사

통해서 교육실습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함께 협력하며 해
결해나가려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들이 웹기반 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의 성찰 및 보고나 제

교육실습 동안 수업지도 실습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에

안 등에 대하여 인지적 피드백 뿐 아니라 동의나 칭찬 또
는 격려와 같은 정의적 피드백을 통해서도 반응해주는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동의 의미
를 찾을 수 있겠다.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학습과정에서의 정의적 피드백
은 행동을 강화시켜 주며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예비영

2. 예비영어교사들의 인식 분석 결과
예비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웹기반 학습공동체

어교사들이 자신이 제시한 보고나 성찰 등에 대해 동료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인터

들로부터 긍정적인 정의적 피드백을 받게 되면, 이후의
수업지도를 구상하고 시도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게
되어 예비영어교사의 수업지도 역량의 발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뷰를 통해 조사하고 질문별로 분석해보았다. 이에 따라

와! 오디오 파일을 바꿔서 적용하는 시도를 해보시다니... 너무 좋
네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신 선배님이 대단해보여요∼
[S3-W2-R5-T10]

의 응답자들에게 있어서 긍정적 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더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실습이라는 생소한
경험을 하는 상황 속에 매주 수행해야 하는 과제라는 점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게 여겼던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들의 내면으로부터 학습동기를 이끌어내시려는 모습이 감동
입니다.
[S4-W3-R4-T10]

이상에서 보듯이, 예비영어교사들은 웹기반 학습공동
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 및 동료 예비영어교사들의
수업관찰이나 수업지도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는 기회
를 가지게 되고 이를 향후의 수업지도 계획의 기반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비영어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지도 설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공동체
구성원인 동료들에게 질문하거나 의견을 요청하고, 구성
원들은 이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뿐 아니라 정의적 피드백도 제시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각 질문에 대한 응답들 중 중복되지 않는 의견들로만 구
성하여 제시한 결과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듯이,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
에 대한 첫 인상은 어떠했는지를 질문하였을 때, 대부분

학습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 중 어려웠던 점은 무
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웹 상에서 익명이 아
닌 실명으로 참여하게 되다 보니, 또는 말이 아닌 글로 의
견을 써야 하다 보니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정확히 제시
하는 데에 있어서 때로는 다소 제한되기도 했다고 보고
하였다. 그 외에 학교 웹사이트를 거쳐서 블로그를 들어
가야 하다 보니 접근하는 데에 번거로운 면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한편, 웹기반 학습공동체의 유익했던 점에 대해서, 예
비영어교사들은 무엇보다도 공동체 구성원간의 동질감

Table 3. Summary of pre-service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on web-based learning community
Questions
How did you find the web-based
learning community at first?
Which difficulties did you have in
the web-based learning community?

Did you find the web-based learning
community useful? If so, why?

What supports do you think will be
necessary for web-based learning
community?

2018, Vol. 22, No. 6

Responses
I found it burdensome because I had to do another task while I was on the teaching practicum.
I found it tiresome because it was a weekly-based task.
I thought the purpose of the task was good.
I didn’t have any special difficulties.
I found it inconvenient to access to the blog through the university website.
I found it difficult to express my thoughts in written language rather than spoken language.
I found it uncomfortable to suggest my ideas in my real name rather than in pseudonym on the blog.
I found it helpful to have opinions from the peers to solve my problems in teaching.
I found some comments from the peers applicable to my teaching situation.
I felt secure because I kept connected to my peers who were under the similar situation to me.
I thought the peers’ opinions were useful for me to plan my classes.
I’m sure the community was helpful to recover my confidence in teaching.
I found myself to observe / teach classes with a sincere attitude.
It would be more convenient to use SNS or other mobile-based technology.
It would be better to have more peers to cooperate with in the web-based learning community.
It would be desirable to cooperate on more various topics regarding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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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대감, 공감형성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 효과를 언급

는 웹 블로그를 구축하고 예비영어교사들에게 교육실습

하였다. 이들은 교육실습이라는 낯선 당면과제를 수행하

4주간 동안 학습공동체 활동을 하도록 한 후 이로부터

는 데에 있어서 두려움과 불안, 긴장을 겪게 되는데 이러

드러난 이들의 활동 유형을 분석하였고, 이들의 인식을

한 상황 및 심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동료들과 연대되어
의견을 교류하고 자신의 제안이나 의견에 대한 격려나

연구하기 위하여 실습을 종료한 후 집단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예비영어교사들의 웹기반 학습공

공감을 받게 됨으로써 고립감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었

동체 활동의 유형은 ‘지도방식 제안’(35.90%), ‘지도방식

고, 연대의식과 유대감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고 하였다.

성찰’(20.51%), ‘정의적 피드백’(18.60%), ‘지도방식 보고’

또한, 동료들이 관찰하거나 지도한 수업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게 되거나 새로운

(12.82%), ‘의견 요청 및 질문’(12.18%)으로 나타났다. 이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유익도 언급하였다. 무엇보다도 동

‘지도방식 보고’가 가장 높게 분포하였지만, 주차가 경과

러한 유형들을 실습 시기별로 보면 실습 1주차에는 주로

료들과 나누어야 할 거리들에 대해 의식하면서 수업을

될수록 자신 및 동료 예비영어교사들의 수업관찰이나 수

관찰하거나 준비하게 됨으로써 교육실습에 더 진지하게
임하게 되어 실습 효과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업지도를 성찰하고 이를 예비영어교사들과 공유할 뿐 아
니라, 자신의 수업지도를 계획하는 데에 있어서 동료들에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자신의 수업지도에 대해 동료들로
부터 칭찬이나 격려를 받게 되면 자신의 수업지도에 대
해 자신감을 갖게 되어 유익했다고 보고하였다.

게 질문하며 의견을 요청하는 등 공동체로서의 협력 양
상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러한 활동과 관련한 그들의 인
식을 조사한 결과, 예비영어교사들은 웹기반 학습공동체

마지막으로, 앞으로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동을 할 때의
필요한 지원을 질문하였을 때, 핸드폰에서 쉽게 지원되는

활동이라는 과제에 대해 처음에는 다소 부담스럽게 받아
들이는 등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접근했으나 이를 통해
서 자신의 교육실습 활동에 대해 성찰을 통한 진지한 자
세로 임하게 될 뿐 아니라 동료들과의 공동체 의식 속에

SNS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
고, 앞으로는 더 많은 구성원들과 활동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들
은 교육실습 기간 중 예비영어교사들의 수업관찰이나 수
업지도에 있어서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동이 긍정적 효과
를 미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시사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교육실습을 수행해나갈 수 있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이 제언해볼 수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예비영어교사들은 교육실습
기간 중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처음에는 과
제라는 자체로 인해 다소 부담을 느꼈다는 점, 익명이 아
닌 실명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 및 블로그에 접

로 서로 분리된 환경에 놓인 채 실습이라는 생소한 과업
을 실습학교 담당지도교사에게만 의지하며 각자 해결해
나가도록 방치해 두기 보다는, 웹 또는 SNS 등 다양한 IT
도구들을 활용한 네트워킹을 기반 공동체를 통해 동료

속하는 절차 등으로 인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접근
했으나, 실제로 수행해보니 이를 통해서 자신의 수업관찰
및 지도에 더욱 진지한 자세로 임하게 되고 동료들과의
의견 교류를 통해 연대감 및 유대감을 느끼며 교육실습

실습생들 및 교수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교육실습이
라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함으로써 교육실습
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웹기반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육실습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할 때, 교육실습 중 웹기반
학습공동체를 활용한 지도는 물리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교육실습생들을 위한 적절한 지도방안이 될 수 있

예비영어교사들의 교육실습 자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
론, 향후에 이들이 교사가 된 후에 교사공동체로서 교사
전문성으로 개발해나가기 위한 자질을 미리 훈련하는 기
회도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또한, 교육실습 동안 웹기반 학습공동체를 통한 협력학
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실습을 하기 전 1학년
~3학년 동안 예비영어교사들 간 협력활동의 기회를 충분
히 제공하여 공동체 협력능력이 발달되어 나가도록 해야

V. 결론 및 제언

있겠다. 우선, 교육실습 동안 예비영어교사들이 물리적으

본 연구는 예비영어교사 5명을 대상으로 2017년 4월 교
육실습 동안 토론을 중심으로 한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
동을 하도록 한 후 이들의 활동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과정 상에 각 교과목을 담
당하는 교수자들은 수업에 다양한 공동체 협력학습의 기
회를 고안하고 제공함으로써, 예비영어교사들이 서로 의

한 예비영어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교육실습의
지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소통하며 협력하는 긍정적 상호의존의 효과를 경험을
통해 학습해나가고, 이것이 교육실습 시에도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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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효율적인 교육실습 지도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개
별 교수자들의 책임과 문제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교원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차원에서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흔히 학교 차원에서 교육실습 오리엔테
이션 등의 사전 지도와 실습평가회 등의 사후 지도를 실
시하고 있는데, 실습기간 중에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
원과 지도를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이다. 교육실습이 한 학기 의약 1/4 기간을 할애하여 이루
어지는 ‘학기 중 학사일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습
기간 중에도 학교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및 지도가 이
루어져야 함은 마땅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단지 5명의 예비영어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의 사례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
는 데에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토론의 효과
를 높이고자 학습동기부여전략이라는 주제에만 한정된
토론 활동을 하였다는 측면도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에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점
들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실습생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실행해보거나 학교현장에서 일어
나는 다양한 측면을 토론의 주제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교 웹 블로그를 활용하여 연
구하였는데, 향후에는 실습생들이 더욱 편리하게 접근하
며 사용할 수 있을 IT 도구를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해보는 것도 제안해볼 수 있겠다. 더 나아가, 토론
을 중심으로 한 웹기반 학습공동체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변인들을 선정하여 이들이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해보는 것도 교육실습 지도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필
요한 연구 주제 중의 하나일 것으로 보여진다.
교원양성과정에서 4주간의 교육실습은 시간 할당의 면
뿐 아니라,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직접 교육이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매우 소중한 기회이다. 교육의 질은 사실상 교사
의 질에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수한 자질의 교사로
길러내는 교원양성의 과정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를 위해 교육실습의 기회 역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실습하는 학교현장에서의 지
도 뿐 아니라 대학 교수자와 동료 실습생들과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력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
를 위한 방안의 한 가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연
구의 의의를 찾고자 하며, 향후에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
들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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