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유아교육연구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6. 6, Vol. 11, No. 3, pp. 101-123.

멀티미디어교실에서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 분석*

**

손유진

본 연구는 멀티미디어교실에서의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을 대집단에서 발생한 질문
하기와 대답하기를 통하여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은 교사에게서 질문이 시작되고 아동
이 이에 응답하는 상호작용이(77.6%)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컴퓨터 활동이 아동에
게서 보다는 교사에게서 시작될 가능성이 많음을 보여준다. 둘째, 교사와 아동간 상
호작용

유형은

교사주도적

상호작용(91.7%)과

직선적

상호작용(84.1%)이

많았으

며, 대집단 상호작용에 있어 교사가 활동에서 우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셋째, 컴퓨터를 학습의 도구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 활용 자체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격려하는 질문이 마련되어 컴퓨터 활용 자체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전
제되어야 한다. 넷째, 성인의 관점에서 필요한 규칙이나 도움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을 주체적인 존재로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최신의 디지털 매체가 가진 강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활용에서 아동이 스스로 이론을 구성해가는 목적, 과정, 결과와 이런 모든 과정에서
가지는 만족감을 존중해야 하며, 동등한 파트너로써 교사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
음을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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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컴퓨터의 사용연령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고 아동에게 있어 컴퓨터는 중요한 경험의 한
부분이 되었다. 컴퓨터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 삶의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현재 만3세에서 5세 아동의 인터넷 시작 평균연령은 3.2
세이며 이들 중 절반가량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세계일보, 2006년 2월2일). 어린
아동들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사람을 만나고 학습 컨텐츠를 경험
하게 되었다. 이제 컴퓨터를 통하여 한글과 숫자를 배운다는 이야기는 익숙한 이야기가 되
었고 거의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에는 컴퓨터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Clements
와 Sarama(2002)은 컴퓨터가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관심은 지났으
며, 이제 많은 교육자와 부모들은 학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
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였다.
컴퓨터가 아동의 학습에 도움이 되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이면에는 컴퓨터가 고
등정신기능을 자극하며 학습자가 더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주장(Papert, 1980; Salomon,
1993)이 있지만, 실제 아이들이 컴퓨터 사용의 기술적인 문제에 당면했을 때는 아동간의 상
호작용 특성과 아동의 개인차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종이나 그림 등 2차원의 매체를
사용했을 때 더 창의적이고 유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Hyun, 2005). 컴퓨터를 활용
한 학습은 교사와 아동간의 협력적인 대화를 통한 관계를 강조한 교육원리가 실현되었을
때, 그리고 주제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었을 때
효과적일 수 있다(Daiute, 1985).
컴퓨터를 교육에 활용한 것만으로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전제는 학습의 맥
락과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처음 컴퓨터가 개발될 때는 그
사회의 문화, 경제, 정치 등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되지만, 한번 개발된 컴퓨터는 그 자체로
성격을 가지고 스스로 변화의 잠재력을 가지며 우리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Hill,
1997). 교육에서의 컴퓨터 활용도 마찬가지로 처음 활용을 계획하였을 때 기대하지 못한 긍
정적 혹은 부정적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교육에서 컴퓨터를 활용할 때 풍부한 컴퓨터 환
경을 일방적으로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긍정적 학습경험을 보장할 수 없다. 실제
컴퓨터가 풍부한 환경에서 아동들의 담화를 분석한 Hyun(2005)의 연구는 아동들에게 충분한
탐색의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컴퓨터 앞에서 발생하는 교사와 아동간, 아동과 아동간 상호
작용에서의 스캐폴딩과 상호교환적인 말들이 유용할 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컴퓨터를 통
한 교육의 경험이 의미롭다고 하였다. 즉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도 일반교육이 그러하듯 아
동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하는 말로부터 모든 교육의 실제가 이뤄져야 하며(Delpit, 1993)
아동들 간의 의미 있는 대화와 의사소통을 통해 질적인 경험이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교육에서 개인의 주체성 존중과 상호주관성 및 관계를 강조하는 포스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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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즘의 교육철학을 가진 학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아동을 하나의 주체로 인
정하며 이들이 가진 다양한 상황에서의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가치롭게 여기며 이해하
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기존의 교육에서 아동은 성인과 다른 존재로 통제받고 보호받을 존재이며 탐색을 격려하
고 안내해야 한다고 여겨졌다. 성인은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하고, 자료와 경험을 제공
한다. 성인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성인이나 전문가가 원리에 따라 아동이 무엇을 필요로 하
며, 어떻게 배워가는지 결정한다(Cannella, 1997; Silin, 1995; Takanishi, 1978; Woodhead, 1990).
그러나 교사와 학습자들이 파워를 공유하면서 학습자들의 숨겨진 목소리와 능력이 드러나고
학습자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며 이를 통하여 교육과정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성되는 것이다(Hyun, 2006; Sowell, 2005). 아동과 파워를 공유하고 아동 스스로 지식을 구
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사는 아동이 탐색에 집중하도록 하고 보이지 않는 아동의 능력을
믿어 그들이 시도하는 실패나 위험을 받아들여야 하며(Eisner, 1994), 교사도 학습자가 될 수
있고, 아동도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상호 평등한 관계를 강조한 민주적 학습의 공간을 제공
해야 한다(Freire, 1971).
그러나 교육에 있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써의 아동을 강조한다고 하여 협력과 대
화의 중요성 및 교육에서 사회의 기능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는 또한 교육에 있
어 지식을 공유하는 논의와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영향 아
래서 태어난 인간은 그로부터 중립적일 수 없기 때문에 늘 열려있는 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데 있어 인간주체성을 강조하
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협동과 대화의 중요성,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과 역사의 영향을 모
두 고려해야 한다(조화태, 1993).
교사와 아동 모두의 주체성이 강조되면서 교사와 아동 모두가 동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협
력할 때(Bloch, 1992; Leavitt, 1994), 아동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작으로 가르침이 발생할 때
그리고 아동이 배우려는 순간과 교사가 가르치려는 순간이 일치할 때(Hyun & Marshall, 2003)
진정한 학습이 발생한다. 이를 위하여 교사는 아동을 학습의 파트너로 생각하고(Cannella,
1997), 아동과 함께 자원을 공유하며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천과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는
문제의 인식에서부터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유하는 쌍방향적 협력의 과정으로 교사와 아동
의 동등한 관계에 기반한 것이다(Malaguzzi, 1993, 서영숙, 1998, 재인용).
진정한 학습이 발생하기 위한 논의들은 컴퓨터를 활용한 활동이 풍부한 교실에서도 의미
롭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학습의 현장에 투입되고 활용이 지지되고
있지만

멀티미디어 자료의 투입만으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실제 컴퓨터 사

용에서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은 대단히 복잡하며 교사는 아동들이 스스로 컴퓨터 활용의
목적을 분명히 하도록 하고 이런 과정에 주체로써 주도력을 가지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디
지털 매체 앞에서 아동들은 순간순간 갈등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갈등의 순간을 의미로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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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 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교실에서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리
라 본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능동적이고 주체
적인 인간으로써 아동을 바라보고 교사와 아동간 동등한 협력 및 대화를 통한 상호주관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이 강조된 교육원리들이 컴퓨터가 풍부한 교실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가? 라는 연구문제를 가지고 멀티미디어교실에서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 분석을 연구의 목
적으로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환경
연구가 진행된 오하이오 북부 Kent State University 내 Moulton Hall에 위치한 SBC Ameritech
classroom은 1998년 봄학기부터 운영되었으며 지금까지 대략 300명의 교사와 2000명의 학생들
이 이 시설을 이용하였다. SBC Ameritech classroom은 관찰실과 교실의 두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학교의 교실을 연장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있다. 수업이 진행되
는 교실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풍부한 컴퓨터 환경을 제공하며 일방경을 통한 관찰이 가
능한 관찰실에서는 다양한 연구현장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업의 모든 장면을 그 자리
에서 자동적으로 DVD로 녹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SBC교실에서 수업은 정규수업시간에 모든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수업으로 사전에 부모
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다. 매일 1시간30분에서 2시간가량의 수업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데 상황에 따라 수업의 내용과 일과운영은 유통성있게 조절된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학교수업과 같은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며 이런 과정에 아동들을 풍부
한 컴퓨터 환경을 경험한다.
교실에서는 모두 인터넷이 연결된 12대의 Dell 컴퓨터와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10대의
Dell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고 아이들 각자는 6주 동안 개별적으로 palm을 가진다. Palm은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6주 동안 완전히 대여한다. Palm을 통하여 무선 인터넷을 사
용할 수 있고, 대략 200장의 사진이 저장되며 4분정도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12대의 컴
퓨터는 6개의 책상에 나누어져있고 한 책상에 컴퓨터가 2대씩 연결되어있다. 한대의 컴퓨터
에는 2개의 의자가 놓여있고 둥그런 원형의 큰 책상 2개가 교실 중앙에 놓여있다. 교실 앞
쪽에는 교사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프린터,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오
버헤드 프로젝터 등을 갖추었고 VTEL을 통한 화상회의 및 원격학습이 가능하다. 그 외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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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녹화기능이 있는 현미경 등이 구비되어 필요에 따라 아이들이 사
용하기도 한다. 벽면에는 사진, 그림, 도표, 글 등의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다양한 종류
의 책들이 마련되어있다.
학교에서 4대의 컴퓨터로 부족했던 컴퓨터 경험이 멀티미디어교실에서 대소집단 활동에서
확장되었는데 6주동안의 주제였던 오하이오의 동식물과 서식처에 대한 프로젝트는 SBC교실
에서 개별 아동이 오하이오 동식물 및 서식처에 관한 정보를 가진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
여 필요로 한 정보를 수집하고 디지털 카메라, Palm, 비디오 등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
하고 이들을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에서 편집하여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 발표하도록 한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화상을 통하여 접하고 이들로부터 전문적 지식을 얻는다.
그리고 Ameritech classroom 모두 3명의 스탭이 수업과 연구 진행을 돕고 있다. SBC교실 운
영 전반을 책임지고 동물원이나 백악관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일과 DVD녹화를 관리하는 하
는 담당자와 교사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뉴스레터를 제작하며, 멀티미디어 저
작 도구 등 활용방법을 알려주는 실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디오 영상을 촬영하고 화상
회의를 녹화하거나 기록하여 보관하는 실무자가 있다. 이들은 모두 교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6주 동안 교실에 머물며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며 교사에게 기술적
지원을 한다. 또한 텔레컨퍼런스나 게스터 스피커 등의 수업을 조직하며 연구에 필요한 자
료를 제공한다.

2. 연구 참여자
수업에 참여한 아동은 초등 2학년 12명의 여아와 10명의 남아로 모두 22명으로 7.8세에서
8.9세 아동들이다. 백인, 흑인, 아시아 아이들이 섞여 있지만 전체 학교의 95%가 백인 아동
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를 읽고 쓸 줄 알지만 서툰 아이들도 있다. 그리고 학급의 절
반가량 아이들은 가정에서도 컴퓨터를 학습의 도구로 사용한다. 교사는 27년째 아동들을 가
르쳐오고 있으며 석사학위를 마쳤다. 남편과 함께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며 몇
년째 각 가정을 방문하여 바이러스 체크나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다. 교실에서 조사나 발표
등에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전체 학교가 구성주의적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 교사 또한 구성주의 교육철학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그 외 보조교사와 학
생교사들이 수업에 참여한다. 대집단 활동은 모두 담임교사가 운영하고 보조교사와 학생교
사들은 아이들의 질문이나 필요에 응답하여 도움을 준다.
인터뷰를 통하여 교사는 멀티미디어교실에서의 경험이 아동들에게 긍정적이었음을 보고하
였는데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컴퓨터 경험이 없거나 부족했던 아이들도
Palm등 여러 가지 컴퓨터 공학을 사용하면서 컴퓨터 경험을 확장할 수 있다. 둘째, 카메라나
프로젝터 등을 통하여 큰 화면으로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들을 자극하고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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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디지털 카메라나 Create together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서 아동들이 과학, 수학, 읽고 쓰기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넷째, 여러 디지털 매체는 다양한
통합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런 과정에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위의 측면은 아동들에게서 6주 전후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대한 교사의 답
변에서 재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는 학습의 습득기능이 높은 수준에 있는 아동들은 스스로
탐색의 기회를 넓혀가면서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 중간 수준의 아동들은 테
크놀로지 사용기술을 습득하였으며 다양한 사고를 격려 받았고, 낮은 수준의 아동들은 읽고
쓰는 기술과 자신이 몰랐던 새로운 표현의 방법을 배웠다고 하면서 각 수준의 아동들마다
서로 다른 발달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교사 스스로도 자신의 수업이 녹화되는데 대해 가졌던 저항을 넘어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
는 열의를 가진 학습자이며, 어린 아동들도 더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가지고 지식을 확장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멀티미디어교실에서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보고하였다.

3. 연구절차
1) 예비관찰
본 관찰이 이루어지기 전에 연구자는 9월12일부터 10월21일까지 일주일에 2회 본 관찰이
이루어졌던 SBC 교실에서 예비관찰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구자는 관찰실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관찰장면의 초점과 음량을 조절하고 녹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SBC 교실의 스탭들과
친숙해지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수업에서 자료를 관찰하고 수집하여 분석하는 기회를 가
졌는데 이를 통하여 본 관찰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
측하고 해결할 수 있었다. 처음 연구자가 관심을 가진 영역은 멀티미디어교실에서 남녀간
성차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대집단에서는 남아와 여아의 질문하기와 응답하기의 횟
수를 측정하였고, 소집단이나 개별활동에서 남아와 여아의 대화를 분석하여 컴퓨터 활동에
차이가 있는지 질적 사례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관찰이 반복되면서 컴퓨터가 풍부한 환경에
서 질문하기와 응답하기의 유형이 성차에 상관없이 상당히 다양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멀티
미디어교실에서의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은 확연히 교사주도적인 경우와 아동주도적인 경
우로 나눌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아동의 참여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멀티미디어교
실에서 개별아동에게 스스로 학습할 기회와 스스로의 이론을 구성하고 실천할 구성주의 학
습의 장이 되리라는 예상과 달리 예비관찰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 즉 교사와 아동간 상
호작용이 상당히 역동적이고 다양하며, 컴퓨터 활동자체가 아동에게 스스로 이론을 구성하
고 확인할 구성주의적 학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연구자
의 관심은 실제 대집단활동에서 교사와 아동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쪽으로 바뀌
어갔다. 연구의 관심이 점점 바뀌어 가는 것과 더불어 예비관찰의 자료수집 단계에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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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가진 언어적 한계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영어를 충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
집단이나 개별활동에서 아동의 담화를 바탕으로 한 자료분석이 신뢰롭지 못할 가능성을 고
려하게 되었다. 담화를 통한 분석은 언어의 문제도 있지만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 해석상 오해와 편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니터를 통한 비참
여관찰 및 기록은 소집단과 개별활동에 초점을 두었을 때,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장면을 수
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발생하였다. 이에 연구설계를 조절하여 소집단이나 개별
활동을 제외하고 대집단 활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담화분석이 아닌 일화기록으로 그리고
연구문제를 남녀간 성차에서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 분석으로 바꾸어 본관찰이 이루어졌
다.

<표 1> 수업일정 및 수업내용
날짜

수 업내 용

10월31일

RCET 및 SBC교실소개, 교실과 관찰실 둘러보기, 오하이오의 지리적 위치, 인터넷 검색해보기

11월1일

여러 대륙 알아보기, 미북부에 살고 있는 동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설명

11월2일

4가지 조건에서의 국화키우기 실험, 현미경 사용법

11월4일

파워포인트로 오하이오 동물 설명/텔레컨퍼런스(Akron Zoo)

11월7일

오하이오 동물, 공룡, 실외그룹활동(켄트의 동식물)

11월8일

개별활동(오하이오 동물만들기)

11월9일

개별활동(오하이오 동물만들기)

11월14일

오하이오 동물, 서식처 알아보기(파워포인트, 책)

11월15일

워싱턴디씨 소개/텔레컨퍼런스(Congressman)

11월16일

다양한 동물들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설명

11월17일

동물과 서식처/ 인터넷 검색방법

11월18일

오하이오 동물/ 그림 저장하기
11월23일-11월28일 (Thanksgiving breaks)

11월29일

오하이오 동물과 서식처 정리/ kidspiration 사용방법

11월30일

guest speaker(동물인형)

12월1일

개별활동

12월5일

Akron Zoo 직원이 동물들 가져와서 소개

12월6일

개별 프로젝트 설명/ 인터넷에서 meadow찾아 예로 설명

12월7일

Kidspiration, create together 간략히 설명

12월8일

개별활동(개인 프로젝트)

12월12일

개별활동(개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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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관찰
SBC Ameritech 교실에서는 15주의 한 학기를 두 파트로 나누어 6주씩 수업이 진행된다. 본
관찰은 가을학기 중 2005년 10월31일부터 12월16일까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에 걸쳐 진
행되었다. 그 중 학교 소풍이나 행사와 추수감사절연휴(11월23일-11월28일)와 교사가 아파서
오지 못한 날(12월13일-12월16일)을 제외한 20일 수업이 모두 25개의 DVD에 녹화되었다. 25
개 중 guest speaker가 와서 수업을 한 날이나 텔레컨퍼런스가 있던 날, 그리고 아동의 개별활
동만이 이루어진 8일을 제외하고 모두 12일 동안 14개의 DVD가 자료분석에 활용되었다.
<표 1>에서는 수업이 이루어진 20일간의 수업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4. 자료수집
멀티미디어교실에서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일방경을 통한
비참여관찰을 실시하고 대집단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업을 간략히 전사하였다. 그리고 관
찰기록을 하는 동안 모든 대집단활동은 DVD로 녹화되었다. 관찰기록은 매일 정리되었으며
자료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나 다시 한번 체크되어야 한다고 생
각되는 부분은 DVD로 재확인되었다. 대략 매일 1시간 30분 분량의 수업이 관찰되었다. 매일
아침 12시20분가량 학생들이 SBC교실에 도착하고 1시50분쯤 떠난다. 일과는 그날의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지만 12시20분에서 1시정도까지는 대집단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1시
이후부터는 개별이나 소집단 활동들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10분에서 20분가량은 수
업이 정리되고 떠날 준비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대집단 활동이 없고 1시간 30분 동안
개별활동만 하는 경우도 있다. 6주 동안 학교행사, 추수감사절연휴, 교사의 개인적 사정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못한 날 등을 제외한 20일간의 수업이 기록되고 DVD로 녹화되었지만, 그
중에서 교사와 아동간 대집단 활동이 있었던 12일간의 자료가 최종으로 수집되었다. 관찰기
록은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보관되었다. 그리고 대집단활동에서 제안되어 같은 활동
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자료로 행하는 개별활동이나 소집단활동은 대집단에서
의 양적자료를 보충 설명하기 위한 일화로 함께 수집되었다.
SBC교실에 갖추어진 시설과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정보는 스탭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수집
하였고 그 외 매주의 수업계획안과 SBC교실에서 발행한 매거진 등도 수집되었다. 아동에 관
한 일반적인 정보는 교사와의 이메일을 통한 인터뷰로 수집되었다. RCET(Research Center for
educational Technology)에서는 SBC수업이 끝난 후 교사에게 수업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RCET을 통하여 실시된 교사 인터뷰도 자료로 수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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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질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분류화, 유목화, 범주화를 통하여 분석되었다. 시간에 따라 써내
려갔던 초기 관찰기록들을 비교하고 여러 기준으로 묶어가면서 개념화하는 과정이 여러번
반복되었다.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을 분류하고 유목화하여 범주화한 과정은 다음 3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패턴을 발견하기 위한 초기 분류화를 통하여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
을 정의하고 축소하였다. 수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만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예를 들면
주의집중을 하기 위한 교사의 질문이나 활동 등은 제외하였고 화장실 사용이나 간식과 관련
된 수업과 상관없는 상호작용도 제외시켰다. 그리고 교사질문이나 아동질문 등 교사와 아동
서로 간에 답변을 요하는 질문과 응답하기만 분석하였고, 아동의 참여나 응답을 요구하지
않는 교사의 설명도 제외시켰다. 둘째, 첫 번째의 분류화 단계를 통하여 축소된 자료를 다시
유목화하였다. 크게 교사에게서 시작된 상호작용과 아동에게서 시작된 상호작용으로 나눌
수 있었다. 관찰기록에서의 상호작용을 기호화하여 교사는 T, 아동은 C, 질문은 Q, 대답은
A, 코멘트는 C, 피드백은 F로 표시하였다. 관찰기록에서의 교사와 아동간 질문과 대답이 오
간 상호작용을 위의 기호로 다시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 패턴을 교사질문-아동대답,
교사질문-아동대답-교사피드백(교사가 질문하고 아동이 대답하면 교사가 ‘오케이’, ‘그렇지’,
‘잘했어’ 등의 피드백을 제공한 경우), 교사질문-아동의 역동적대답(교사의 질문과 아동의 대
답이 여러번 역동적으로 오고 간 경우), 아동질문-교사대답, 아동코멘트-교사대답의 5가지 형
태로 유목화할 수 있었다. 셋째, 5가지 형태로 재분석된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은 크게 주
도형 상호작용과 역동형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는 다시 주도형 상호작용은
교사주도형 상호작용과 아동주도형 상호작용으로 그리고 역동형 상호작용은 역동형 상호작
용과 직선형 상호작용으로 범주화되었다. 교사주도형 상호작용이란 교사의 질문에서 시작된
상호작용으로 교사질문-아동대답, 교사질문-아동대답-교사피드백과 교사질문-아동의 역동적대
답이 해당되며 아동주도형 상호작용이란 아동질문-교사대답, 아동코멘트-교사대답이 포함된
다. 직선적 상호작용이란 교사질문-아동대답과 아동질문-교사대답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한번에 끝나는 상호작용이다. 예를 들면 “무슨 색깔이니?“라고 물으면 ”검은색이요“라고 대
답하고 다시 질문이 주어지거나 코멘트가 이어지지 않는 형태의 상호작용이다. 반면 역동적
상호작용이란 직선적 상호작용 외에 질문에 대답이 주어지고 다시 질문이 행해지고 피드백
이 제공되거나 혹은 질문에 여러 대답이 만들어졌던 상호작용과 아동이 설명하거나 코멘트
한 내용에서 교사의 질문이 출발한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위의 3단계를 거쳐 분석된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을 결과에서 시기와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횟수와 퍼센트로 제시하고, 관찰기록의 일화들 중에서 결과를 잘 보여주는 일화를 선
택하여 사례로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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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해석
멀티미디어교실에서의 교사-아동간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를 다음 네가지 주제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이론구성자로써의 아동: 활동의 출발이 누구에게서 시작되는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멀티미디어교실에서의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을 시기에 따라 상호작용의 패턴을 교사질
문-아동대답, 교사질문-아동대답-교사피드백, 교사질문-역동적 아동대답, 아동질문-교사대답,
아동코멘트-교사대답의 5가지 범주로 나누어 <표 2>에서 제시하였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은 교사가 질문하고 아동이 대답하는
상호작용(n=205, 77.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교사가 질문하고 아동이 대답하고 교사가
이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상호작용(n=20, 7.6%)이 많았으며, 교사가 질문하고 아동의 역동적
대답의 상호작용(n=17, 6.4%)과 아동이 질문하고 교사가 대답하는 상호작용(n=17, 6.4%)이
다음으로 많았다. 아동이 코멘트하고 교사가 대답하는 상호작용(n=5, 2.0%)이 가장 적었다.

<표 2> 시기에 따른 교사-아동간 상호작용 패턴 분석

( )는 %

교사질문-

교사질문-아동대답

교사질문-

아동질문-

아동코멘트-

아동대답

-교사피드백

역동적 아동대답

교사대답

교사대답

10월31일

10(100.0)

0(0.0)

0(0.0)

0(0.0)

0(0.0)

10(100.0)

11월1일

20(50.0)

3(7.5)

9(22.5)

6(15.0)

2(5.0)

40(100.0)

11월2일

6(100.0)

0(0.0)

0(0.0)

0(0.0)

0(0.0)

6(100.0)

11월4일

32(78.1)

2(4.9)

3(7.3)

4(9.7)

0(0.0)

41(100.0)

11월7일

11(84.6)

2(15.4)

0(0.0)

0(0.0)

0(0.0)

13(100.0)

11월14일

15(75.0)

4(20.0)

1(5.0)

0(0.0)

0(0.0)

20(100.0)

11월15일

7(77.8)

0(0.0)

2(22.2)

0(0.0)

0(0.0)

9(100.0)

11월16일

48(94.1)

2(3.9)

0(0.0)

1(2.0)

0(0.0)

51(100.0)

11월17일

19(82.6)

0(0.0)

0(0.0)

2(8.7)

2*8.7)

23(100.0)

11월29일

23(67.7)

7(20.7)

1(2.9)

2(5.8)

1(2.9)

34(100.0)

12월6일

3(75.0)

0(0.0)

1(25.0)

0(0.0)

0(0.0)

4(100.0)

12월7일

11(84.6)

0(0.0)

0(0.0)

2(15.4)

0(0.0)

13(100.0)

합계

205(77.6)

20(7.6)

17(6.4)

17(6.4)

5(2.0)

264(100.0)

날짜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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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태는 멀티미디어교실에서 아동에게서 시작된 활동보다는 교사에게서 시작된 컴퓨
터 활동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교사에 의해 제안된 컴퓨터를 활용한 활동은 아동들에게 유의미하지 못할 가능성을 가지
고 있는데, 이는 일화 1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가 아동들에게 좋은 학습자원을 제공할 때는 우선 아동들의 생각과 흥미, 필요와 욕
구 그리고 학습과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디지털 매체를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디지
털 매체의 활용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하며, 이는 아동의 필요에서 출발한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자원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사에 의해 제안되고 아동의 경험이
나 요구에서 출발하지 못했다면 그 활동은 의미롭지 못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아동
일

화

11월7일
(교실에 도착한 교사는 대집단 활동에서 아동들에게 각자 palm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나무나
식물 혹은 다람쥐 등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해보자고 하였다. 각 조별로 학생
선생님과 함께 움직이도록 하고 아이들은 각자 Palm을 가지고 있고 교사는 조마다 디지털 카메라 한
대를 나눠주었다).
1: 00
마이크는 낙엽들을 모아둔 낙엽더미 속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좋아한다. 학생교사가 이름을 불러
도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낙엽더미 속에서 낙엽을 손으로 휘젓거나 자기 머리위로 뿌리면서 놀고
있다. 이를 지켜보던 담임교사가 와서 마이크에게 나무들을 관찰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것을
이야기하자 낙엽더미 속에서 나와 나무쪽으로 간다.
학생교사가 방금 낙엽더미 속에서 아이들이 모인 쪽으로 마이크가 오자 “마이크, 너도 사진 찍어
볼래?”라고 말한다. 마이크는 “좋아요”라고 말하고 학생교사는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니
가 찍고 싶은 것 다 찍고나서 마이크에게도 카메라를 줄래?”라고 말한다. 카메라를 가진 마이크는 하
늘을 올려다보고 하늘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땅으로 향해 땅의 이곳저곳을 찍는다.
그리고는 옆의 친구들 얼굴 사진 몇 장을 찍었다. 그리고는 카메라를 옆의 남자아이에게 주고는 잔
디밭의 여기저기를 뛰어다닌다.
1: 12
애슐리와 두 여자아이는 palm을 가고 있지만 사진을 찍는데는 관심이 없고 팔짱을 끼고 서로 귀에
대고 속삭이면서 큰원을 그리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 학생교사가 다가가 “사진을 찍어보지?”라
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우리는 사진 안찍을래요”라며 다시 서로 귓속말을 하고 웃으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1:25
(아이들이 교실로 돌아왔다. 교사와 스탭은 아이들이 찍은 사진과 동영상 중 몇가지를 큰 스크린
에 띄운다. 그동안 마이크는 카메라와 컴퓨터를 연결하고 카메라 잡힌 아이들 얼굴이 화면에 뜨자
아이들 얼굴을 가르키며 즐거워한다).
(일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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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순히 욕구를 가진 존재로 보지 않고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활동적이고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레지오 에밀리아의 교육철학(서영숙, 1998; 성용구, 2002)의 아동관을 통하여 활동
이 아동에게서 출발해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말라구찌는 아동은 소비자가 아니며 생
산자라고 하면서 아동에게 어떠한 제한된 가능성을 두지 말라고 하였다. 아동을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본다면 교사의 역할은 아동의 학습을 지원해주는 파트너이다. 아동들의 학습
방향과 방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교사는 아동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경청하도록 한다. 아동들
과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준다(성용구, 2000). 멀티미디어 교실에
서 교사에 의해서 주도되고 제안된 최신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활동은 일화(일화1)에서 보
여지듯이 아동에게 의미롭지 못하고 활동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오
하이오 동식물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활동이 필요한 이유가 교사가 아닌 아동들
자신에게서 출발했으며, 아동이 자신의 이론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이었다면, 사진이나
카메라로 친구의 얼굴을 찍는 것보다 오하이오 동식물을 촬영하는 원래의 활동에서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컴퓨터 활동을 제
공할 때는 활동의 목적성이 아동 스스로에게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아동을 적
극적이고 주체적이며 스스로 이론을 구성하고 실천하는 이론구성자로써 인식할 필요가 있
다.

2. 교사와 아동이 파워를 공유하는 동등한 관계: 갈등해결 및 협상이 풍부한 교실
멀티미디어교실에서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 유형을 주도형 상호작용과 역동형 상호작용
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주도형 상호작용은 교사주도형 상호작용과 아동주도형 상호작용으로
둘째, 역동형 상호작용은 직선형 상호작용과 역동형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결과
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여지듯이 주도형 상호작용으로 나눈 범주에서는 교사주도형 상호작용
(n=242, 91.7%)이 아동주도형 상호작용(n=22, 8.3%))보다 많았으며, 역동형 상호작용으로 나
눈 범주에서는 직선형 상호작용(n=222, 84.1%)이 역동형 상호작용(n=42, 15.9%)보다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멀티미디어교실에서 교사와아동의 관계가 파워를 공유하는 동등한 관계라
기보다는 교사가 상호작용에서 우위의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작용의 형태도 토론과 협
동적 대화를 통한 역동적 상호작용이기 보다는 단순한 질문과 응답이 반복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질문과 응답이 반복되고 갈등해결과 협상이 빠진 일방향적인 상호작용의 형태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교사의 강력한 파워가 아동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활동의 목적, 과정, 결과에서의 상호협력
과 이를 통해 아동이 느끼는 만족감과 성취감의 공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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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교사-아동간 상호작용

(

주도형 상호작용
날짜

교사주도형

아동주도형

상호작용

상호작용

10월31일

10(100.0)

0(0.0)

11월1일

32(80.0)

11월2일

)는 %

역동형 상호작용
직선형

역동형

상호작용

상호작용

10(100.0)

10(100.0)

0(0.0)

10(100.0)

8(20.0)

40(100.0)

26(65.0)

14(35.0)

40(100.0)

6(100.0)

0(0.0)

6(100.0)

6(100.0)

0(0.0)

6(100.0)

11월4일

37(90.2)

4(9.8)

41(100.0)

36(87.8)

5(12.2)

41(100.0)

11월7일

13(100.0)

0(0.0)

13(100.0)

11(84.6)

2(15.4)

13(100.0)

11월14일

20(100.0)

0(0.0)

20(100.0)

15(75.0)

5(25.0)

20(100.0)

11월15일

9(100.0)

0(0.0)

9(100.0)

7(77.8)

2(22.2)

9(100.0)

11월16일

50(98.0)

1(2.0)

51(100.0)

49(96.1)

2(3.9)

51(100.0)

11월17일

19(82.6)

4(17.4)

23(100.0)

21(91.3)

2(8.7)

23(100.0)

11월29일

31(91.2)

3(8.8)

34(100.0)

25(73.5)

9(26.5)

34(100.0)

12월6일

4(100.0)

0(0.0)

4(100.0)

3(75.0)

1(25.0)

4(100.0)

12월7일

11(84.6)

2(15.4)

13(100.0)

13(100.0)

0(0.0)

13(100.0)

합 계

242(91.7)

22(8.3)

264(100.0)

222(84.1)

42(15.9)

264(100.0)

합 계

합 계

아래 일화는 이런 두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일화 2는 교사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주도하
며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 중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거나 갈등해결의 노력이 보여지지 않는 예이다. 캥거루, 공룡, 무당벌레, 박테
리아 등의 사진을 검색하고 이를 보고 교사가 설명하는 교사주도적 수업이 반복되면서 아이
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 수업을 이끌어 가는 파워는 절대적으로 교사에게 있으며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동과 협력하거나 아동에게 갈등을 부여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
습의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일화 3은 아동과 아동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토론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기
보다는 마우스를 가진, 즉 활동의 주도권을 가진, 아동에 의해 원하는 대로 활동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동등하지 못하고 누군가 파워를 가지는 것은 교사와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사이에
서도 발견된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권력관계 속에 살아가지만(Foucault, 1983), 꾸준히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현장에서도 다양한 파워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파워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아동의 목소
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동을 매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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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화

11월16일
12:25
교사는 ‘구글’에서 캥거루를 입력하고 검색된 여러 장의 캥거루 사진들 중 한 장을 클릭하여 아
동들에게 캥거루의 모양, 색깔 등의 질문을 한다. 다시 공룡을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여 사진
을 보여주며 캥거루 사진을 보면 했었던 질문과 같은 패턴의 질문을 한다. 도마뱀을 치는데 철자가
틀리고 다시 한번 도마뱀을 검색한다. 이미지가 잘 뜨지 않자 아이들은 어둠 속에서 왔다갔다 하고
개별활동지를 하거나 가위질을 하는 등 주의가 산만해졌다. 교사는 한 아이에게 가위를 모두 모아
오게 하고 활동지를 다시 걷었다. 그리고는 다시 아이들을 모두 앉게 한 후 무당벌레를 검색하여 사
진을 보고 무당벌레의 모양과 색깔 등을 묻는 질문을 하고는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 사진을 다시 구
글 이미지 검색창에서 검색한다. 검색된 박테리아 사진들 중 하나를 클릭하여 설명을 하고는 박테리
아 그림이 있는 책을 영사기 위에 두고 다시 설명을 한다. 4-5명의 아이들만이 좀더 자세히 책을 보
려고 몰려드는 사이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은 교실을 돌아다닌다.
(일화2)
11월15일
(워싱턴 디씨 국회 하원의원과의 오하이오의 위험에 처한 동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텔레컨
퍼런스가 끝나고 아이들은 짝을 만들어 하원의원에 전달할 감사카드를 만드는 활동을 한다).
12:55
다이앤은 키드픽스를 열어 자판을 치고 제인은 옆에서 메뉴를 손으로 고르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
한다. 같이 문장을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이앤이 자신의 생각대로 글을 쓴다.
제인이 키드픽스에서 글을 입력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신도 자판을 누르려고 하자 다이
앤은 엉덩이를 들고 일어나서 제인을 슬쩍 밀고 자신의 팔로 제인의 손을 치우면서 “아니야”라고
말하고 자신이 계속해서 자판을 친다. 점점 더 다이앤이 책상을 차지하는 면적이 늘어나고 제인이
여러 의견을 제안하지만 다이앤은 제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글을 적는다. 그리
고는 이제 도형들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다. 제인이 “이게 팔이야?”라고 묻자 다이앤은“어..그래”라
고 짧게 답한다. 그리고는 사람 옷에 색칠을 하려고 하는 다이앤에게 제인은 “색칠할 거야? 어차피
프린트하면 색칠 안나와...하지마”라고 말한다. 다이앤은 “싫어, 나는 검은색만 나오는 것 싫다구...”
라며 초록색으로 색칠을 하였다. 제인은 “프린트하면 안나온다니까...”라고 작게 중얼거린다. 다이앤
은 초록색과 연두색으로 색칠을 다 하더니 프린트 버튼을 누르고 프린터로 가서 출력본을 찾았다.
다이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제인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림과 글을 모두 지우고 다시 새롭게 그림
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출력본을 찾은 다이앤은 출력본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는 다른 친구들이 있
는 컴퓨터 쪽으로 걸어가서 모니터를 쳐다본다.
(일화3)

신의 삶을 살고 있는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려하며, 이는 결국 아동을 타자로 만들어 우리
가 가르치고 도움을 제공하는 그리고 아동은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 존
재로 만들었다(Bloch, 1992). 이런 인식은 성인에게 강력한 파워를 제공하였다. 교사는 아동에

멀티미디어교실에서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 분석 115

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미 성인이 해답을 가진 질문을 던진다. 교사는 철저한 정보전
달자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 안에서 교사와 아동은 함께 지식을 구성하는 동반자가
될 수 없다. 진정한 학습의 동반자로써 아동과의 파워를 공유하는 교사는 스스로 지속적이
고 비판적며,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한다(Hyun, 2006). 다른 사람과의 협력과 협상하에서 불
일치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이를 통하여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
다(Lowenstein & Thompson, 2000). 이러한 협상과 협력은 교사와 아동 모두에게 자신의 이론을
재구성하고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관점을 만나 의미를 풍부하고 깊게 한다. 이를
통하여 아동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며 자신이 가진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말라구찌는 프
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성인과 아동의 능동적인 탐구와 창조적인 생산이 활동 진행 방향이 맞
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으로서 한 집단으로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공유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서영숙, 1998, 재인용).
멀티미디어교실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교사는 아동과 컴퓨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리고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고자 할 때 아동과 활동의
목적과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통한 협력과 협상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아동이 이러한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성취감은 이후 컴퓨터 활동을 즐겁
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

3. 컴퓨터 활용 자체에 대한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
컴퓨터 환경이 풍부하고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교실에서 교사와 아동은 모두 컴
퓨터를 활용하는데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 것이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지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것인지 등 컴퓨터 사용 자
체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일화4는 교사가 컴퓨터를 활용할 때 교수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오히려 컴퓨터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일화5는 컴퓨터 사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접
근방식이 아동에 따라 다양할 뿐만 아니라 아동들은 수업에서 컴퓨터 자체를 통제할 수 있
는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컴퓨터 활용에서 기술과 지식의
습득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이다.
컴퓨터 활용이 긍정적이 위해서는 주제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하다(Daiute, 1985). 즉 컴퓨터 환경이 풍부하다고해서 모든 컴퓨터 경험이 긍정적
일 수 없다. 파워포인트를 통한 자료의 제공, 인터넷에서 정보검색하기, 멀티저작도구를 활
용한 교과간의 통합과 원격화상회의 등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과 컴퓨터 활용 자체에 대한
컴퓨터 리터러시 수업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컴퓨터가 풍부한 교실에서는 교
사의 구체적인 교수설계도 필요하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느라 시간을 보낸다거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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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포인트에서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같은 패턴의 반복과 그림이나 사진 등을 무의미하
게 스캔하여 큰 화면으로 크게 보여준다고 해서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이 아동에게 유의미하
다고 할 수 없다.
컴퓨터가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발전시켰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변화시켰다.
그러나 인간의 성장과 민주성을 위하여 컴퓨터를 발전시킬 부분과 함께 통제할 부분도 있
다. Symour Papert(1980)는 문화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컴퓨터는 아동이 스스로 지
식을 구성해가는데 도움을 주며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접하게 된 아동의 사고
양식 자체에 영향을 주어 컴퓨터와는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의 사고방식, 생활양식에까지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곽은순, 2002, 재인용).
컴퓨터가 우리의 사고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도 변화시킨다면 컴
퓨터 활용에서 철학적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컴퓨터 활용에서 발전시킬 부분과 통제할
부분은 무엇이며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활용할 때 어떤 철학적 전제를 가질 것인가
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컴퓨터 기술의 활용에 있어

일

화

11월14일
(교사는 식물을 다룬 정보성이 강한 책을 가지고 와서 오버헤드 프로젝트에 올리고 큰 스크린으로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책을 넘겨가면서 식물에 대한 설명을 한다).
12: 54
교사는 책이 자꾸 한쪽으로 넘어가자 책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리모콘을 책 위에 올려둔다. 큰 스
크린에 리모콘이 큰 부분을 차지하자 스크린 앞에 앉아있던(대집단으로 모여서 수업을 할 때 아이들
은 스크린 앞의 바닥에 모여 앉는다)몇몇의 아이들이 일어나서는 팔짝팔짝 뛰어 리모콘을 손으로 잡
으려한다. 주의가 산만해지자 교사가 아이들을 앉히고 다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일화4)
11월8일
(아이들은 멀티미디어교실로 오기전에 두 그룹으로 팀을 나눠온 듯 하다. 한 그룹은 책상에서 만
들기 작업을 하고 한 그룹은 컴퓨터 개별 활동을 한다. 컴퓨터 활동을 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찍은
사진을 꾸미는 중이다. ‘키드픽스’나 ‘create together'의 그림이나 사진을 편집하고 꾸미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12:31
제이콥은 키드픽스를 열었다. 키드픽스는 여러 모양, 선, 색깔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제이콥이 키
드픽스를 하다가 “마이크로 폰 어디있지?”라고 여러번 혼잣말을 하고는 마이크로 폰을 찾지 못한다.
제이콥은 다시 화면을 보고 도형을 선택해서 색칠을 하려 하지만 잘 되지 않자 컴퓨터를 꺼버린다.
옆 자리에 있던 미첼이 “컴퓨터를 껐니?”라고 하자 제이콥은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어”라며 컴퓨터
가 켜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일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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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기술과 지식의 습득만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강조는 교육에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컴퓨터 사용과 발달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하
지 못하도록 하였다(Hill, 1997).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
라 컴퓨터 활용 자체에 대해 사고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매체 사용에 대한 비판적 사고
가 교사와 아동 모두에게 필요하다.

4. 아동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나 정보의 제공: 아동을 이해하기
교육에서 아동을 잘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아동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발달심리학에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개별아동의 발달적 정보를 수집하여 아동을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발달심리학에서 ‘정상’이나 ‘표준’에 대한 개념은 교사교육에서
도 적용되어 교사로 하여금 발달적으로 정상인 아동에 대한 틀을 가지게 하였다. 교사로써
전문성을 가진다는 것은 발달심리학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잘 적용하는 것으로 훈련되었으며
유아교육에서는 NAEYC에서 발달적으로 적합한 실제로 이런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
성을 갖춘 교사의 내면에는 아동에게 규칙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아동
은 교사에 의해 평가받고 해석되고 안내되며 규칙을 따르는 존재로 여겨진다(Cannella, 1997).
그러나 Agger(1991), Lincoln and Guba(1985), MaCarthy(1991)와 Postner(1989) 등은 발달심리학에
서 제시하는 것처럼 아동에게 보편적인 원리는 적용될 수 없으며 특히나 문화와 언어에 따
라 상당히 다양하다고 하였다(Cannella, 1997, 재인용).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다양한 존
재로써 아동을 인식하는 것은 상당히 모호하며 불확실한 것이다.
아래 일화6과 일화7은 모호하며 불확실한 교실상황에서 교사가 가진 규칙이 아동의 창의
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혹은 필요로 하는 도움이라고 판단되는 도움이 오히려 아동에게 좌
절을 경험하게 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교사가 아동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
스로 활동을 구성하고 실험하는 배움의 순간을 잘 포착하지 못하고 성인의 규칙을 적용하거
나 혹은 성인의 판단 하에 필요로 하다고 생각되는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소중한 배
움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는 아동이 처한 맥락을 고려하여 아동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여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들도 성인과 같이 새롭고 발현적인 의미를
탐색할 수 있다. 성인이 가진 지식이나 규칙을 지속해서는 안되며, 교사와 아동이 서로서로
배워가는 발현적 교육과정이 필요하다(Hyun & Marshall, 2003). 아동이 도약할 준비와 기대를
하고 있을 때 교사는 아동에게 판단과 지식을 빌려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지만, 이는
조건이 있는 대여 즉 아동이 다시 갚을 것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대여이다. 이런 대여를
통해 아동은 즉각적으로 되돌려 주고, 풍부해지며 성장에 따라 더욱 정교해진다(Rinaldi, 1993,
서영숙, 199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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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화

11월16일
(마이크와 잭이 함께 활동을 한다. 'intel play'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는 활동이다. 자신이
검색한 동물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12:57
마이크가 인텔플레이를 가지고 컴퓨터와 연결한다. 잭이 “잘돼?”라고 물으며 마이크를 지켜본다. 마이
크가 “오케이”라며 인텔플레이와 컴퓨터를 연결하였다. 잭은 마우스를 잡고는 “자...한번 만들어보자”라
고 말한다. 마이크가 “내가 해볼께”라며 인텔플레이를 잭에게 넘겨주고 잭은 인텔플레이를 마이크쪽으로
돌렸다. 마이크는 “나는 마이크..지금 7살이고, 지금은 켄트에 있는 학교에 있어”라며 양다리를 벌리고 허
리에 손을 두고서 수줍은 듯이 카메라 앞에서 말한다. 그리고는 라운드 테이블에 관찰용으로 둔 햄스터쪽
으로 가서 햄스터를 집에서 꺼내 들고 카메라 앞에 서서 “우리는 지금 촬영중인데, 봐봐..여기 햄스터가 있
어. 그지?”라며 햄스터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데, 지나가던 학생선생님이 와서는 “이것은 책상에 두어야
해, 다시 책상위에 둘래?”라며 말한다. 마이크는 햄스터를 다시 라운드 책상 위 집에 두고는 말없이 컴퓨터
로 돌아왔다.
(일화6)
11월29일
(데스크탑의 컴퓨터 초기 화면은 모두 구글 이미지 검색창으로 연결되어있다. 처음으로 노트북을 사용
한 잭은 초기화면이 RCET 화면으로 지정되어있자 이에 당황한다.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는 메뉴를 누르지
만 잭이 처음 보는 RCET 화면이고 잭이 알고 있는 구글 이미치 검색 화면이 아니다).
1:13
잭은 컴퓨터의 회전 의자에 앉아서 여기저기 의자를 밀고 돌아다니다가 스탭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스
탭은 다른 아이를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 다시 잭이 다른 학생선생님에게 도움을 구
하자 여자 선생님이 와서는 멈춰진 잭의 화면을 보고 다시 홈 버튼을 눌러 RCET 화면에서 구글 이미지 검
색창을 주소를 치고 구글 이미지 검색 창을 띄운 뒤 동물 이름을 넣고 “됐지?”라며 다른곳으로 갔다. 잭이
여기저기 동물들 사진을 누르고는 홈메뉴를 다시 눌렀다. RCET 화면이 뜨자 잠시 화면을 보더니 옆의 스
탭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라고 말하지만 스탭은 다른 아이를 도와주느라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러
자 잭은 “아이고...”라고 한숨을 쉬며 책상에 엎드렸다.
(일화7)

아동을 제대로 이해하여 아동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아동이 다시 갚으리라는 조건을 가지
고 대여해주는 것은 결국 교사가 가르치려는 순간은 아동이 배우려는 순간을 고려하는 것으
로 교사는 이 순간 의도성을 가지고 활동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학습
의 순간을 고려하지 않은 규칙이나 도움의 제공 혹은 활동의 제공은 오히려 아동의 학습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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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는 진정한 학습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써 아동을 바라보고 교사와 아동
간 동등한 협력 및 대화를 통한 상호주관성이 강조된 교육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포
스트모더니즘의 교육철학의 전제에 동의하면서 이러한 원리들이 컴퓨터가 풍부한 교실에서
도 발생하고 있는가?라는 연구문제를 가지고 멀티미디어교실에서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은 교사에게서 질문이 시작되고 아동은 이에 답하는 경우가
경우가 많았다(77.6%). 아동의 필요와 흥미 및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활동은 자칫 아동에게
의미롭지못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을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여 이에 필요한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레지오 교육철
학(서영숙, 1998; 성용구, 2002)에서 좋은 실제를 볼 수 있듯이 최신의 컴퓨터 기술을 갖춘
교실에서도 아동을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스스로 이론을 구성하는 이론구성자로서 존중해
주어 활동의 시작은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주도적 상호작용(91.7%)과 직선적인 상호작용(84.1%)이 아동주도적 상호작용
(8.3%)과 역동적인 상호작용(15.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와 아동간, 아동간 아동
간의 권력관계가 드러났지만 이것이 협상과 협력을 통하여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진정한
학습의 동반자로써 아동과 파워를 공유하는 교사는 끊임없는 스스로와의 대화를 하며(Hyun,
2006), 아동에게도 다른 사람과의 협상과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재구성하고 돌아볼 기
회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에서도 아동들이 겪는 많은 갈등상황이 우
위의 파워를 가진 누군가에 의해 해결되거나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협상을 불러오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컴퓨터 활용 자체가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지 않는 것처럼 컴퓨터를 활용
한 교육에서도 컴퓨터 활용 자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철학적 전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컴퓨터가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사고를 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면(Papert, 1980), 이에 대
한 진지한 논의와 성찰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교육현장에 적용되어야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넷째, 교사에 의해서 판단되고 주어진 규칙이 아동에게 방해가 되기도 하며, 잘 마련되지
않은 교수설계가 아동에게 좌절을 경험하게 한다는 결과를 통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교실에
서는 아동을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일
련의 계획에서부터 결과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교사와 학생의 꾸준한 협상과 협력을 통하여
조정되어야 하며 이는 교사와 아동간 상호존중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하다. 컴퓨터를 활용할
때 아동들은 많은 어려움을 대면하고 갈등을 경험한다. 이때 교사가 손쉽게 자신이 가진 가
치나 신념에 따른 규칙을 적용하거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왜 그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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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지 의문을 가지고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아동과 함께 찾아가
야 할 것이다.
멀티미디어교실에서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을 분석한 본 연구에 기초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에서 교사와 아동이 행한 질문의 유형에 따른 분석이 필요
하다. 어떠한 질문이 주로 이루어지는지 질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질문의 형식에 관한 연구
를 통하여 어떤 질문들이 유용한지 구체적인 교수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그리고 수업의 주제나 내용에 따라, 매체 활용의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에는 차
이가 없는지 등을 통하여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 과정을 좀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집단 외 개별활동이나 소집단에서 발생하는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 분석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집단에서의 교사-아동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결과를 분
석하였고, 대집단에서 제안된 동일한 개별활동이나 소집단활동 내에서 발생한 사례를 들어
결과를 부연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 멀티미디어교실에서는 그 외 다양한 활동들이 존재한
다. 아동이 스스로 만들어낸 창의적 활동이나 또래와 함께 공유하는 협력적 활동 등이 있는
데, 이런 경우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 패턴은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교사 주도적
성격이 강한 대집단 활동 외 아동주도적 성격이 강할 가능성을 가진 창의적인 개별활동이나
소집단 활동에서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 분석 연구는 실천된다면 교사-아동간 상호작용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아동 사이에 발생하는 파워와 파워공유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지만, 그 외 교실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파워가 발생한다. 아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권력관계와 갈등상황 뿐만 아니라 아동은 컴퓨터 앞에서도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며
때로는 아동이 컴퓨터가 가진 파워 때문에 컴퓨터 경험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따라서 멀티
미디어교실에서의 파워와 갈등 관계 및 이를 해결하는 협력과 협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
라 본다.
셋째, 매체 활용 자체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에서의 논의와 더불어
이러한 인식을 갖기 위한 예비교사교육과 현직교사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교사
교육을 통하여 변해가는 교사의 모습과 이것이 교수실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
한 다양한 시도와 결과를 공유하면서 교사 스스로 변해가려는 노력을 격려할 수 있다.
넷째, 분석의 과정과 결과를 교사와 함께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연구의 타당도를 높
이기 위하여 실제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피드백은 현상을 잘 이해하게 한다. 연구자가 가진
언어적 한계와 연구설계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해석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였지
만 향후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교사에게서 결과와 해석을 확인받는
작업을 통하여 연구자의 가치관이나 태도가 연구결과에 미칠 윤리적 문제를 줄일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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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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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Interactions Between Children and Teachers
in a Computer-rich Classroom

Shon, Yoo Jin

This study is aimed to qualitatively analyze the interaction between children and teachers in
computer-rich classrooms. Data was collected at Ameritech SBC classroom in Kent State University
in the USA. The period of collecting data was from October 31st to December 16th in 2005.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mage of child as theory-builder is perceived, and
computer activity should be started by the sound of the children's voices. Second, children have to
have equal power with the teacher, and it is supported diverse negotiations and collaborations to
solve the conflicts in classroom. Third, we need to think critically about using computers in
classrooms, and consider philosophical discussions before using them. Fourth, in the teacher's
perspective, the teacher must try to apply guidelines and regulations. If they are not appropriate for
children, however, the teacher helps by understanding children's needs first. Finally, computer-rich
classrooms are not guaranteed good teaching and learning practice. To utilize new technology the
best in classroom, we should respect children's learning process including their purpose, process and
result, and emphasize teacher's role as learning partner with th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