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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토론에서의 정서적 경험의 변화과정: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의 변화
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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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진 온라인 토론에서 학습자들이 느끼는 정서적 경험이 어떠한
것이며, 정서적 경험의 변화과정에서 변화를 매개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의 한 대학교의 대학원 강좌의 교수자 1인과 이 강좌를 수강하는 15명의 대학원생이
며, 매주 학생들이 작성한 온라인 토론일지와 수업과제, 면담자료, 온라인 토론자료를 연구자료로 사
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 중 해석적 접근과 근거이론에서 제시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적 코딩방법
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온라인 토론의 정서적 경험은 학생들의 학문적 배경과
개인적인 상황의 영향을 받으며, 토론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서의 주된 원천은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
를 통한 자신에 대한 평가와 다른 학생들의 글로 인해 느끼게 되는 흥미와 몰입의 경험이었다.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의 정서적 경험의 변화를 매개하는 요인은 인지적/정서적 유대, 토론의 의미와 가
치, 자신만의 학습방법 개발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경험하는 정서의 유형이 다양하며, 정서
가 동기․인지․행위적 측면과 결부되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임을 질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온라인 토론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며, 정서적 변화를 매개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토론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
였다.
주제어 : 정서, 학습정서, 정서의 변화, 온라인 토론, 온라인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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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상
호작용의 ‘민주성’과 아이디어에 집중하도

최근 온라인 토론학습은 교육현장에서,

록 하는 이러한 특성은 온라인 토론이 일방

특히 대학교육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

적인 의견의 전달이 아닌, 타인의 의견과

다. 온라인 토론의 이점으로서 공통적으로

반응으로 촉매되는 상호작용과 대화의 공간

언급되는 것은 학생과 학생 혹은 학생과 교

이며, 학습자의 능동적인 선택과 의미구성

수 간의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 기회를 제

이 가능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공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암시한다(정민승, 2002).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점이다

한편, 온라인 토론의 이러한 교육적 가능

(이의길, 2005; 임정훈, 1999; Herring, 1996;

성은 토론 참여자들 간의 유대감이나 결속

Kang, 1998). 학습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의

감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의 지원에 따라 확

기회는 학습자의 지식이 사회적인 상호작용

대되거나 축소된다. 컴퓨터를 매개로 한 문

을 통해 구성된다고 하는 사회구성주의의

자적 의사소통 역시 언어로 표현된다는 점

관점에서 볼 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온라

에서 온라인 토론글에는 토론 참여자의 신

인 토론은 테크놀로지와 문자를 매개로 다

념이나 의견, 때로는 타인에 대한 느낌들이

른 학습자의 사고과정이나 경험을 접하고,

묻어나온다. 토론 참여자들 간의 느낌, 정서

그것을 자신의 것과 비교하는 가운데 토론

의 교환을 통해 서로에 대한 지각을 형성하

주제에 대해 이전에 없었던 이해를 도모할

며,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나 거리감을 형성

수 있도록 하는 학습맥락과 상황을 만들어

하게 된다(Walther & Burgon, 1992). 이처럼

낸다(Mercer, 1995).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

온라인 토론은 토론글과 답글 이면에 학습

어지는 상호작용은 교실에서의 상호작용과

자 자신이나 타인의 존재를 가정하고 일어

는 달리, 학습자들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

나는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정서적 자극의

고 자신에게 적합한 시간대에 자신의 의견

다양한 원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을 개진하고, 자신이 답변하고자 하는 다른

게다가 이러한 온라인 토론이 정기적인 수

사람의 의견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업활동으로 한 학기 동안 지속해서 이루어

점에서 보다 ‘민주적’인 공간이다. 그리고

진다면 이러한 정서적 측면은 한 회의 온라

글쓴이의 외양적 특성이나 관련된 변인들이

인 토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

의견교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

지․동기․행위적 측면에 영향을 주어 이후

문에 주고받는 의견과 아이디어에 더 집중

의 학습과정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Cooper & Selfe,

수 있을 것이다(Linnenbrink & Pintrich, 2002).

1990). 이와 같이 온라인 토론은 토론이 진

그러나 온라인 토론에서의 정서적 경험에

행되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자신의 생각을

대한 연구는 학습자의 정서적 경험을 풍부

글의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타인에게 이해시

하게 드러내고 분석하기 보다는 온라인 토

키는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높인다

론에서 정서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는 면에서 인지적으로 능동적인 참여를 촉

선에서 그치거나 정서적 측면이 존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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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을 부각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련 연구는 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기분

(Hughes, Ventura, & Dando, 2007). 예외적으

(mood)이나 시험불안이라는 제한된 범위의

로, Wosnitza와 Volet(2005)는 온라인 학습과

정서적 현상에 국한되어 이루어져 왔다

정에서의 정서의 종류, 원천, 영향력을 확인

(Pekrun, 1992). 기분 및 시험불안의 정서와

하였지만, 이 연구는 일회적인 정서의 원인

정보처리과정과의 관련을 보여준 연구들은,

과 방향을 연결하는 것에 그칠 뿐 장기적으

긍정적인 정서는 총체적이고 직관적인 문제

로 학습자의 정서의 변화와 학습과정에 미

해결과정을 촉진시키는데 반해 부정적인 정

치는 영향을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서는 작동기억에 과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

분석적이고 세부적이며 절차적인 정보처

로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루어

리유형과 연결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진 온라인 토론에 참여한 대학원 학생들의

(Deffenbacher,

정서적 경험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Burgess, 1997). 그러나 기분 연구는 학습자

다. 특히, 온라인 토론에서 학습자들이 느끼

의 정서가 유도되었다는 점에서 지극히 인

는 정서적 경험이 어떠하며, 그 원천이 무

위적이고, 시험불안 연구는 정해진 유형의

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정서적 경험이

특정한 정서만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한 학기 동안의 토론 참여과정에서 어떻게

서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광범위하고 풍부한

변화하는지를 통해 변화의 기제가 되는 요

유형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들을 밝혀보고자 한다.

지적을 받았다(Do & Schallert, 2004).

1986; Lee, 1999; Levine &

이후의 연구들은 실제 학습상황에서 발견

Ⅱ. 이론적 배경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서의 유형이나 원천에
관심을 가지고, 정서를 별개의 독립된 기능
으로 보기보다는 동기․인지․행동적 측면

1. 학습상황에서의 정서 연구

과 역동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바라보기 시
작하였다(Linnenbrink & Pintrich, 2002; Pekrun

1990년대까지 학습상황에서의 정서1) 관
1) 본 연구에서 정서(emotion)를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자극, 즉 구체적인 사건이

et al., 2002; Turner, Husman, & Schallert,
2002). Pekrun 등(2002)은 실제 학습상황에서
회고, 인터뷰, 비디오 촬영 등의 방법을 사

나 인물 등과 같이 광범위한 종류의 자극
에 의해 유발되는 개인의 심리적․생리적

용하여 학습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의

상태이며, 특정 목표나 대상에 가까이 또는
멀리하려는 동기화된 행동을 수반(정명화

(긍정적/부정적 정서)와 자아(self- related), 타

외, 2005)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정서 관
련 개념인 기분(mood)이나 느낌(feeling)은

성’, 그리고 ‘시간’ 등 세 가지 차원을 중심

그 지속시간이나 강도 면에서 정서(emotion)
와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Do
& Schallert, 2004), 구체적인 자극에 대한 반

유형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정서의 색조’
인(social), 과제(task-related)라는 ‘정서의 방향
으로 학습상황에서의 정서를 구분하여 분류
응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의 개
념에 포함시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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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정서의 분류는 정서를 유발

다각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Boekaerts, 2002;

하는 다양한 원천이 존재하며 학습자의 정

Pekrun, Elliot, & Maier, 2006). 개인이 추구하

서적 경험을 매개하는 여러 요인들이 작동

는 목표는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개인의 인

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지적 표상으로, 자신의 수행에 대한 평가를

정서의 원천과 관련하여 Frijda(1988)는 정

촉진시켜 특정한 유형의 정서를 활성화시

서가 개인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키는 역할을 한다. 이때, 정서는 목표 관련

수행하는 평가(appraisal)에서 기인하는 것으

활동에 대한 열성의 정도를 결정하며, 목표

로 보고, 주어진 상황에 개인이 부여하는

지향행동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자신의 목

의미에 따라 정서적 경험의 종류와 강도가

표에 비추어 자신의 상태를 평가하는 피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때, 상황에 대한 해석

드백의 역할을 한다(Emmons, 1996). Pekrun,

은 개별 학습자의 목표, 동기, 관심사항에

Elliot, Maier(2006)는 기대-가치 이론과 성취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목표 이론을 결합하여 학습자의 정서를 설

유형의 정서와 행위로 연결된다. Pekrun 등

명하였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숙달목표는

(2002)도 학습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의 원

학습활동과정 자체에서 느끼게 되는 통제가

천으로 유전적 성향, 생리적 과정, 인지적

능성, 유능감, 활동에 대한 가치, 지각된 숙

평가(cognitive appraisal)를 들고, 이 중 인지적

달 등이 인지적 판단의 중심 내용이기 때문

평가는 교사의 개입이나 학습자의 노력으로

에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연결되고,

충분히 조정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지적 평가

숙달지향목표는 수행의 결과를 중시하며 학

에 주목하여 정서의 원천을 살펴보았다. 그

습과정에서의 통제감과 긍정적인 결과에 높

들에 의하면, 인지적 평가는 통제와 가치의

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희망, 자부심과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통제 관련 평

같은 긍정적인 정서와 연결된다. 반면에 수

가는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느끼는 주체적

행회피목표 역시 결과를 중시하지만 통제감

인 통제력의 정도나 자아개념과 같이 자신

이 결여되어 있고, 학습결과에 높은 가치를

의 역량에 대한 평가이며, 가치 관련 평가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과정에서 불안감

는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에

이나 무력감, 수치의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개별 학습자가 부여하는 가치와 의미를 가

있다. 이러한 이론적 구조를 경험적으로 검

리킨다. 주어진 학습 상황이 제공하는 자율

증한 결과, 수행회피목표는 가정한대로 부

성이나 통제의 정도, 성취에 대한 기대나

정적인 정서와 상관이 있었고, 숙달목표는

가치, 피드백, 구성원들 간의 관계나 지지

즐거움과의 상관이 유의미하였지만, 희망,

등에 대한 학습자의 지각은 자신의 수행에

자부심과 같은 정서와도 관련되었다. 숙달

대한 인지적 평가와 관련되어 특정한 유형

목표와 자부심, 희망과의 관련은 과거의 숙

의 정서를 야기하며, 이러한 정서는 이후의

달정도와 예견되는 숙달가능성과 같이, 시

동기적 상태를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간 차원을 추가할 때 설명될 수 있는 것으

정서적 경험에서 동기적 요인의 역할은
학습자가 추구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보다

로 해석되었다.
이상에서 정서와 관련되는 동기적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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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 학습목표나 과제에 대한 가치인식

황에 관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등은 학습자의 수행과정에서 방향성과 에너
지의 정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2. 온라인 토론에서의 정서적 경험

이러한 동기적 요소만으로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정서적 경험의 변화를

온라인 수업상황에서 정서에 대한 연구는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구체적인 학습과

온라인 학습 과정 역시 학습자의 다양한 정

정에서 학습자의 장/단기간의 성공과 실패

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확

는 자신을 통제하고 꾸준히 계획대로 밀고

인하고(Ellis, Goodyear, Prosser, & O'Hara,

나가는 학습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학습방식

2006; Hughes, Ventura, & Dando, 2007), 온라

이나 학습전략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

인 학습상황에서 학습자의 정서적 경험을 이

다. 학습전략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학습

해하고 그것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

자는 장기간의 학습과정에서 학습환경을 통

요하다고 지적하였다(O'Regan, 2003; Wosnitza,

제하여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관리하

2005). O'Regan(2003)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며,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진행

11명의 대학생을 면담하여 그들이 온라인

사항을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학습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의 유형과 학습

의지적이고 메타인지적인 기능을 적극 활용

과의 관련, 그리고 그러한 정서를 유발하는

한다(Schallert, Reed, & Turner, 2004). 이런 점

교수학습의 맥락을 살펴보았다. 면담에 응

에서 학습자가 자신만의 학습방법이나 학습

한 대학생들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상황에

전략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서 유발되는 다양한 정서적 경험(좌절, 두려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정서적 상

움, 수치감, 흥미 등)이 자신의 학습을 어떻

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게 촉진하거나 제약하였는지를 기술하였다.

학습자의 정서적 경험과 관련된 요인에

이 연구는 온라인 상황에서 학습자가 경험

대한 이상의 논의는 정서가 학습자의 인

하는 정서가 교수-학습 상황에서 간과되어

지․동기․행동적 측면과 결부되어 통합적

서는 안 될 측면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Wosnitza와 Volet(2005)는 좀 더 나아가 온

교실토론에서 학생들의 정서적 경험을 연구

라인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정서적 경험을

한 Do와 Schallert(2004)는 학습자의 정서적

정서의 원천과 방향의 차원에서 분석하였

측면이 인지와 행위를 매개하는 능동적인

다. 이 연구는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자들이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열띤 토론에서 정서

느끼는 정서의 주된 원천은 학습사태나 과

는 학습자의 사고와 행위를 조절하는 기제

제의 도전감,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었으며,

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드러내었다. 이는

학습자들은 과제나 테크놀로지에 대한 느

학습상황에서 정서가 사건이나 자극에 대한

낌, 감정뿐 아니라 자신을 향한 정서, 타인

반응에 머무르지 않고 학습자의 동기나 행

을 향한 정서 등 다양한 정서를 경험한다는

위에 대한 에너지와 지향점을 제공한다는

점을 드러내었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발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학습상

현되는 정서적 경험은 이후 과제에 대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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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 참여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혀졌다.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

이상의 연구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반

탕으로 한 학기동안 매 주마다 이루어지는

적인 학습과정(인터넷 탐색, 과제 제출, 온

온라인 토론 활동 속에서 대학원 학생이 경

라인 상호작용)에서의 정서적 경험을 연구

험하는 정서적 경험과 그 변화과정을 살펴

했다면, Hughes, Ventura, Dando(2007)의 연구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학

는 온라인 토론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습자의 정서의 원천과 그 변화과정에 개입

학습자의 정서적 경험을 살펴보았다. 이 연

하는 요소들을 이해하고 드러냄으로써 효과

구에서는 온라인 토론의 사회적 차원(social

적이고 성공적인 온라인 토론이 가능하기

presence)을 정서적, 상호작용적, 일관성의 측

위한 정서적 지원방안에 대한 이해를 모색

면에서 분석하였고, 이 중 정서적 측면이

해보고자 한다.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이들은 지적으로 유의미하고 풍

Ⅲ. 연구방법

성한 온라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토론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가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1. 연구지와 연구 참여자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환경이 조성되어
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에 위치한 한 대학의

이상의 연구는 온라인 학습상황이나 토론

대학원 수업인 ‘학습과 인지’를 대상으로

과정에서 학습자가 다양한 정서를 경험한다

이루어졌고, 이예진 교수(가명)와 이 수업을

는 점을 드러내고, 학습정서의 원천과 방향

수강하는 15명의 학생들이 본 연구에 참여

을 탐색하여 학습자의 정서적 경험을 이해

하였다. ‘학습과 인지’는 교육심리학의 주된

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주제를 주제별로 매주 소개하고 이에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일회적인 정서의 측면

대해 토론하는 강좌이며, 매 수업은 2-3개의

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교학습에서 전형

토론자료를 읽고 그에 대한 온라인 토론과

적으로 나타나는 장기간의 학습에서 학습자

교실 토론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가 경험하는 정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는

온라인 토론은 교실 토론이 있기 전 매주

한계를 지닌다. 정서는 어떠한 행위의 결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수요일 오전 9시까지

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행위를 예언하는 예

수행되었으며, 교실 토론은 온라인 토론에

언변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Sansone

&

서 다루어진 내용에 대한 교수자의 짧은 강

Thoman, 2005). 정서의 역동성을 포착하기

의와 토론을 중심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위해서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화하는 학

이루어졌다.

습자의 정서적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온라인 토론과 관련하여 수행한

시간의 추이에 따른 정서적 경험의 패턴은

과제는 토론자료를 읽고 인상적이거나 새롭

학습과정에서 정서의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

게 배운 점 혹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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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는 점 등 자신의 생각이 담긴 글을 화

구자는 개별 학생들과 면담을 수행하기 전

요일 정오까지 토론방에 올리고, 수요일 오

에 해당 학생의 온라인, 교실 관찰일지를

전 9시까지 다른 학생들에게 두 편 이상의

꼼꼼히 읽고 학생들의 경험 중에 자신의 정

답글을 쓰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온라인 토

서적, 동기적 상태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

론이 끝나면 교실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온라인 토론의 과정에서 느꼈던 정서, 동기,

수집된 자료들은 각각 학생들의 정서적

인지적 변화 등의 내용이 담긴 관찰일지를

경험의 특정한 측면을 드러내었다. 학생들

작성하여 온라인 과제방에 제출하였다. 기

이 매주 작성한 온라인 토론일지는 매번의

말보고서는 12주 동안 작성된 관찰일지를

온라인 토론에서의 학습자의 구체적인 정서

분석하여 한 학기 동안 학생들 자신이 경험

적 경험과 시간의 추이에 따른 정서적 경험

한 인지적, 정서적 변화를 수업에서 다룬

의 변화과정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개념을 통해 분석하는 과제였다.

되었다. 면담과 기말보고서는 구체적인 상
황에서의 정서적 경험보다는 한 학기 동안

2. 연구 자료

자신들이 경험한 것과 그러한 경험들로부터
배운 것들을 회고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학

본 연구는 보다 큰 규모의 연구의 일부로
진행된 것으로 세 명의 연구자가 연구 자료

생들이 자신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바
라볼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를 수집하는 데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자
료는 온라인 토론 게시물과 면담자료, 그리

3. 분석방법

고 학생들의 온라인 토론일지, 기말보고서
로 이루어졌다. 온라인 토론 게시물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토론의 참여과정에

에는 학습자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내용보

서 학생들이 느끼는 정서적 경험을 살펴보

다는 토론 자료에 대한 자신의 질문이나 의

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연구 자료의

견 등 주로 인지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는

분석은 주로 학생들의 감정, 느낌, 그리고

경우가 많아 면담자료나 일지에서 특별히

동기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언급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곳을 찾아 읽는

다. 이러한 정서적 측면은 학생들이 자신이

형태로 분석과정에 포함시켰다.

경험한 현상에 대한 지각이나 해석을 통해

학생들과의 면담은 학기가 끝나기 2-3주

드러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해석적 관

전에 자료수집에 참여한 다른 두 연구자들

점을 반영하는 질적 연구방법(Lincoln &

에 의해 이루어졌다. 평균 1시간-1시간 반

Guba, 1985)을 채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기

정도에 걸쳐 이루어진 면담은 반구조화된

법으로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의 수강동기,

이론(grounded theory)의 개방코딩, 축코딩, 선

교수자에 대한 사전 정보 여부, 사전 온라

택적 코딩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인 토론 경험, 온라인 토론에서 배운 점을

개방코딩에서는 먼저 온라인 관찰일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을 담당한 두 연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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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연결시켜 코딩하고, 이러한 개별 코

하는 등 오랜 연구기간(prolonged engagement)

딩의 차원과 속성을 찾아내었다. 예를 들어,

과 지속적인 관찰(persistent observation)의

“토론교재 이해-안심”, “토론교재를 다 읽지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

못함-두려움”, “반복되는 실패-좌절감”처럼

학기에 걸쳐 이루어진 학생들의 정서적 경

학생들이 자신의 정서를 명명한 것과 그러

험을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관찰일지, 면

한 정서를 불러일으킨 상황을 연결시켜 범

담, 기말보고서)를 통해 접근함으로써 학생

주의 이름을 붙이고, 이러한 범주의 속성과

들의 경험이 다양한 자료에서 확인되는지,

차원(과제지향 정서, 타인지향 정서, 자기지

단일한 자료에 의존해서 왜곡되게 기술되

향 정서/일회적, 반복적 등)을 탐색하였다.

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였다(삼각검증법,

축코딩에서는 관심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triangulation). 그리고 자료 분석과 해석의

상황적 조건과 참여자들의 행동과 그들 간

과정이 개인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 되지

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차이를 야기하는

않도록 본 연구의 자료수집과정에 참여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범주들 간의 관계나 변

교수이론 전문가인 두 연구자와 네 차례에

화과정을 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

걸쳐 모임을 갖고, 본 연구의 분석과정과

들의 온라인 토론에 대한 정서 변화의 중요

도출된 범주들에 대해 공유하거나 피드

한 조건으로 학생들이 놓인 상황적 요인(수

백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동료조언, peer

강과목, 수업 이외에 맡은 일, 다양한 역할),

debriefing).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 참여한

정서에 있어서 타인의 역할, 토론의 의미

학생들 중 서로 다른 정서적 양상을 보여준

인식, 인지적/정서적 유대감, 자신만의 학습

네 명의 학생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연구결

방법 개발 등의 요인이 드러났다. 선택적

과를 설명해주고, 도출된 범주와 모형이 한

코딩의 단계에서는 축코딩에서 추출된 범주

학기 동안 이루어진 온라인 토론에서의 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학

들의 정서적 경험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

생들의 정서적 경험을 대표적으로 요약할

는지를 점검하는 참여자 점검과정(member

수 있는 현상을 도출하고, 이러한 현상을

checking)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나타내는 모형을 탐색하였다.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자료분석
을 수행하였고, 진술방식이나 구조를 일부

4.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 수정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
보하기 위해 자료 수집 및 분석, 해석과정

IV. 연구결과

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활용하였다. 12차에
걸쳐 이루어진 온라인 토론의 실행과정을

1. 정서적 경험의 지속적인 조건

면밀히 관찰하고, 이와 관련하여 매주 모든
학생들의 온라인 토론일지를 빠짐없이 읽고

‘학습과 인지’의 대학원 수강생들이 온라

서 정서적 경험과 관련된 연구일지를 작성

인 토론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경험은 토론

온라인 토론에서의 정서적 경험의 변화과정: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의 변화 705

순간순간의 자극에 따라 촉발되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놓여 있는 상황적 요인, 즉 학생
들의 학문적 배경이나 개인적 상황, 수강동
기, 면대면 교실수업의 분위기나 수업환경
과 같은 조건에 따라 그 한계나 범위가 제
한되거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여기
서는 여러 조건 중 학생들의 온라인 토론활
동에 차별적인 양상을 드러내는 학문적 배
경과 개인적 상황을 중심으로 온라인 토론
의 지속적인 조건이 어떻게 학생들의 정서

렸다... 올려진 글을 읽고 있는데 가슴이 먹먹
해졌다. 내가 이 수업을 통해 함께 하게 된
사람들, 내가 들어가 있는 수업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의 새로운 학
습 환경은 이전의 것과 너무나 다른 것이었
다. 이전에 나는 교육학 수업을 들으면서 ‘교
육학과 사람들은 왜 저러나? 왜 명쾌한 게 없
나? 정답이 없는 질문들을 자꾸 얘기하나? 결
국 45분 논의하고 남은 5분에 또 다시 원점으
로 돌아와서 본질을 얘기하자고 하는구나!’ 등
내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정서가 있다고 생각
했다. (류경선, 기말보고서)

적 경험과 연결되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학습과 인지’를 수강하는 대부분의 학생
가. 학문적 배경: “타전공생”, “교육심리
학의 문외한”

들에게 온라인 토론활동은 “타전공생”으로
서 “낯선 교육학” 수업에서 익숙지 않은 교

‘학습과 인지’ 수강생들은 모두 교육관련

육심리학 관련 주제에 대한 글을 읽고, “자

전공생(교육사회, 교육행정, 교육철학, 교육

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

상담, 평생교육, 과학교육, 국어교육, 환경교

은 상태”에서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주고받

육)이었음에도 자신을 “타전공생”으로 규정

는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온라인 토론에 익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학습과 인지’의 온

숙해지면서 토론을 통해 배울 점을 발견하

라인 토론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기초를 형

고 전공차이로 인한 이러한 정서적 반응이

성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교육철학을 전

희석되기는 하였지만, 몇몇 학생들에게는

공하는 박사과정생인 송지민

학생2)은

온라

“나는 교육심리학의 문외한이다”라는 자기

인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다른 학생들의 글

규정과 그에 따른 정서적 부담은 학기말까

을 읽고 한 개념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들어

지 지속되었다.

가는 자신의 전공과는 다른 논의 방식에
“문화충격”에 버금가는 정서적 경험을 하였
다. 화학교육의 박사과정생인 류경선 학생

나. 개인적 상황: “정신없는” 그리고
“맞물려 돌아가는 삶”

은 넘치는 의욕과 자신감을 가지고 첫 시간

학생들의 토론일지나 면담자료에서 자주

수업에 임했지만, 온라인 토론을 수행하면

드러나는 것은 학생들이 놓여 있는 개인적

서 자신의 전공에서 경험했던 수업과는 너

상황이 온라인 토론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무나 다른 수업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가슴

시간에 제약을 주며, 자신의 정서적 상태의

이 먹먹해졌다”고 표현하였다.

맥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학습과 인지’
수강생들은 학습과 인지 수업 외에 적어도

겨우겨우 읽고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

2) 학생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두세 과목을 수강하였으며, 지도교수와의
프로젝트나 전공 관련 활동을 하느라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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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대학원생의

개인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삶에서 요구되는 여러 과제가 “맞물려 돌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

가는” 벅찬 일상을 꾸려가는 학생들은 학생

인적인 사정 때문에 토론준비를 충분히 못

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다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정적 정서의 악

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하여야

순환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했다. 특정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게 되면 의욕을 가지고 온라인 토론

2. 온라인 토론 활동에 대한 정서적 경험의

을 준비하려고 해도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

출발: 토론자료 읽기

도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낙담하기도 하였
다. 김미정 학생은 자신의 결혼식 때문에

온라인 토론에서 학생들의 정서적 상태는

첫 주 수업을 참여하지 못해 다른 학생들보

이미 토론자료를 읽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다 몇 주 늦게 온라인 토론에 참석하였다.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토론자료를 다 읽지

뒤쳐져 있다는 부담에다 다른 수업의 과제

못했을 때 토론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두려

까지 겹치자 김미정 학생은 수업에 대한 저

움이 생겼고, 토론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는

항감마저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경험을 하였다. 때로는 꼼꼼히 글을 읽은
경우에도 토론거리를 찾아내지 못하면 어떻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힘이 들었다. 우선은
개인적인 맥락에서 수업을 위해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수업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것 자
체가 힘겨운 상황이었다. 결혼 준비로 겨울방
학 때 거의 쉬지 못했고, 신혼여행으로 첫 주
수업을 빠져야 했으며, 이번 학기에 듣는 다
른 수업들의 부담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학기 내내 휴식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계
속 받았고 그런 만큼 수업에 대한 부담은 마
음의 저항을 낳았던 것 같다. (김미정, 기말보
고서)

게 글을 올리고 어떻게 답글을 달 것인지
“암울해지는” 느낌을 가졌다.
글을 읽었는데도 가슴에 ‘쿵’하고 떨어지는
게 없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뭔가를 느껴야한다
는 의무감이 있는데 그걸 못 느끼고 지나쳐버
린 것 같아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습니다. (류
경선, 온라인 토론일지3)

학생들은 자료를 미처 다 읽지 못한 부
분, 자료를 읽으면서 잘 해석하지 못한 부

그러나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이 모든 학

분, 자신의 것으로 미처 소화시키지 못한

생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었

부분이 있다고 느껴질 경우, 자신이 작성한

다. 연구결과, ‘3. 온라인 토론과정에서의 정

글에 대해 걱정하면서 온라인 토론에 임하

서적 경험’과 ‘4. 온라인 토론에서의 정서적

였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 토론이

경험의 변화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듯

진행되면 답글을 잘 달지 못하는 자신을 발

이, 학생들은 토론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견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학습방법

반면에, 토론 자료를 다 읽고 온라인 토

을 찾고자 노력하기도 하였고, 구체적인 온

론에 참여할 때는 한번은 읽었던 글이기 때

라인 토론 순간순간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문에 “왠지 모를 자신감”과 “안도감”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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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학생은 토론 교

거나 자신의 글에 답글이 달리는지에 따라

재의 제목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정서로 변하였다.

것을 확인하고 “왠지 마음이 편안해 지면서
반가운 마음까지 들었다”고 하였다.
토론 자료를 읽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느
끼는 이상의 정서는 읽기 과제에 대한 자신
의 이해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발생
하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온라인 토론에
서 자신이 어떤 수준으로 참여하게 될 것인

내가 논문을 정확하게, 이 논문의 요지가
뭔지 약간 어긋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거
를 이제 딴 선생님들의 글을 통해서 알게 되
었어요... 아 나는 왜 글을 이런 식으로 읽는
걸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글 읽는 스타일
은 이런 게 아닌데 왜 나는 글을 이렇게 읽지
라는 좌절감. (박다혜, 면담자료)

지를 미리 예상하면서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토론 자료를 읽는 과정에서 이미

다른 학생들의 답글 역시 자신의 글에 대

시작된 토론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토론에

한 평가도구의 역할을 하였다. 학생들은 다

대한 ‘기대’라는 접근의 상태로 연결되기도

른 학생들이 자신의 글에 반응했다는 사실

하고, ‘두려움’이라는 회피의 상태로 표현되

자체가 자신의 글이 토론 거리나 생각할 만

기도 하였다.

한 질문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여겼다.

3. 토론 과정에서의 정서적 경험
가. 타인의 존재: 평가의 준거
온라인 토론에서 학생들의 정서적 경험은
역동적이며 순간순간 다양한 자극에 의해
유발되었다. 토론과정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정서를 유발하는 자극의 대부분은 자신과

솔직히 만약에 내 글에 댓글이 안 달리면
내가 또 오늘 헛소리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대개 많이 달렸을 때는 솔직히 내 글에
대해서 단 것도 아니고 밑에 사람의 글에 대
해서 달은 것인데 뿌듯하고 내가 뭔가 토론할
거리를 주었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희진,
면담자료)

다른 학생들을 비교하는 것에서 비롯되었
다. 토론글을 게재할 때 학생들은 염려와
기대감이라는 상반되는 감정을 경험하였다.
염려는 자신이 토론자료를 제대로 이해한
후 토론글을 작성하였는지에 대한 걱정에
기반한 것이라면, 기대감은 자신의 글이 다
른 학생의 생각을 자극해서 토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신의 글이 토론자료의 내용을 잘 반영
하는지, 그리고 토론에 도움을 주는 글인지

저는 답글에 대해서, 개수에 대해서 신경쓰
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굉장히
의식을 하는 거 같아요. [답글이] 많이 달려야
된다 라는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줬을까 혹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을까 꼭 던져야
되는 질문을 던졌을까 또 답글이 많다는 거는
인기가 많다 이런다기보다는 그 생각이 굉장
히 생각할 만한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요. 그런 면에서 답글이 많이 달리기를 원했
었어요. (조혜정, 면담자료)

에 대한 염려나 기대감은 온라인 토론과정
에서 다른 학생의 글과 자신의 글을 비교하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논문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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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가도 온라인

을 얻는 것이 ‘학습과 인지’를 수강하는 주

토론에서 다른 학생들의 글을 보는 순간 자

된 학습목표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자신

신의 글이 토론의 핵심을 짚지 못했다는 것

의 글과 타인의 글이 공개되는 온라인 토론

을 깨닫고 순식간에 “허무해지는” 경험을

방에서 학생들은 목표의 달성정도를 자신의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토론 과정 내내 끊

글과 타인의 글을 끊임없이 견주어보며 평

임없이 이루어지는 타인과의 비교와 그러한

가하였고, 그러한 비교의 결과로 자신의 이

비교에 근거한 자신에 대한 평가는 토론방

해 정도나 글쓰기 능력을 판단하였다.

에 게재된 글을 읽는 순간순간 학생들의 정

온라인 토론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서를 유발하는 주된 원천이었다.

지는 타인과의 비교는 다른 학생에 대한 시
기심이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으로도 표출되

나. 타인의 존재: 흥미와 몰입의 안내자

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온라인 토론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존재가 학습자로서 자신의

다른 학생들의 글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것

모습을 비교, 평가하는 준거가 되어 학생들

을 인정하고 토론의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로 하여금 부정적 정서를 느끼게 하는 원천

동시에 좋은 글을 쓰는 학생들에 대한 시기

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들의 성실한 모습과

심과 열등감을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

“신선한” 토론글은 학생들을 더욱 생각하도

하기도 하였다.

록 자극하고 토론 과정에 몰두하도록 안내
하는 역할을 하였다. 문희진 학생은 토론이

같은 텍스트를 읽고도 [내가 보기에] 나보

자신의 학습과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느

다 훨씬 더 심도 깊은 의견이나 질문을 제기

끼고는 있었지만 평소에 자신이 토론과정에

하는 선생님들이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현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자책하는 학

문제와 이론을 잘 연결시키는 선생님들, 그리
고 텍스트에 몰입하여 그것 자체를 즐기고 그
즐거움이 글에 묻어나는 선생님들... 이런 선

생 중 하나였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적
극적인 참여를 통해 빚어지는 활발한 토론

생님들의 글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알

의 모습을 보면서 한풀 꺾였던 자신의 의지

게 되고, 관점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인정하

를 가다듬고 더 열심히 참여하고자 하는 마

면서도 이 선생님들의 좋은 글들에 혹은 학습

음을 먹게 된다.

태도에 솔직히 시기심과 열등감이 생겨났다.
(김미정, 온라인토론일지5)

우리 클래스의 토론은 어찌나 활발히 이루
어지는지, 매번 토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

이처럼 15명의 학생들이 게재한 토론글과

게 된다.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볼 수 있다는

답글을 읽으며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다른

것은 정말 내게 많은 도움을 준다. 지쳐서 의

학생들과 자신을 비교하였고, 이러한 비교

욕을 잃었다가도 나영훈 선생님의 글과 같은

를 통해 자신의 이해수준과 토론에서의 기

‘full of voice’의 글을 접하게 되면 심한 자극과

여도를 평가하였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토론자료를 충실히 이해하고 있다고

도전을 받게 되고, 나 역시 다시 의욕을 불태
우게 되니까. (문희진, 온라인토론일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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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들이 토론과정에서 보여주는 모

예전에는 내가 올린 글에 답글이 몇 개 올

습이나 그들의 토론내용은 정서적, 동기적

라오는지 의식도 하고, 다른 사람들 글과 비

측면뿐 아니라 인지적 측면에서도 학생들에

교도 했는데 이번 온라인 토론에서는 내가 처

게 자극이 되었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글을 읽고,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

음 올린 글에 대한 답글이든, 다른 사람 글에
단 내 답글에 대한 답글이든 ‘내 것이냐 아니
냐’를 떠나서 계속 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을 알게 되어 자신의 논의와 연계해서 생각

이 글 저 글 돌아다니며 읽고 생각을 나누고

해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 읽었

한 거 같다. ... 이렇게 공부하는 내가, 나는

던 토론 자료를 꺼내 해당 부분을 읽기도

좋다. (조혜정, 온라인 토론일지7)

하였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답글에 답글
을 주고받으며 논의를 이어갈 때 학생들은

이처럼 토론방의 글로 표현되는 다른 학

자신의 사고가 “진전된다”라는 느낌을 가지

생들의 존재는 학생들에게 자극과 도전이

고 더 깊게 질문하였고, 주고받는 논의 가

되었으며, 지쳐서 의욕을 잃었다가도 다른

운데 논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학생들의 글을 접하게 되면 다시 온라인 토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론에 열중하도록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역할

토론과정에 점차 몰두하게 되었다.

을 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학생들의 정서적 경험에서

제가 쓴 글에 아주 고맙게도 답글을 달았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토론과정 동안 다양

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정서를 “겹겹이” 경험하였다. 이러한 현

해보죠. 하지만 그게 더 흥미로와요. 그런 답

상의 근간에는 다른 학생들의 존재가 자리

글이 달릴 때. 뭐랄까, 제 생각을 했는데 거기

잡고 있었다. 서로의 글이 공개되고 다른

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다거나 아니면 동의

사람의 글에 반응을 해야 하는 온라인 토론

를 한다거나 어떤 형태의 답변이라도 답변이
달리면... 이게 연결되는 게 되게 즐거운 거예
요... 그 때는 흥미진진하죠. 아 이제 뭔가 진
전이 된다라는 느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라는 장에서 글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타
인의 존재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주제
에 대한 깊은 이해로 나아가 학생들에게 흥

더 깊게 물어보구요. 이 시점에서의 문제가

미와 몰입을 느끼도록 해주는 안내자이면서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구요

도, 자신과의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긍정적

(윤홍식, 면담자료)

이고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평
가기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몰입하는 순간 학생들은 자신의
글에 답글이 얼마나 달리는지에 신경을 쓰

4. 온라인 토론에서의 정서적 경험의 변화과

거나 다른 사람들의 글과 자기를 비교하는

정: 긍정적 조절과 부정적 조절

것을 멈추고, 자신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토론방에 올라온 다른 학생의 글 자체에 집

학생들은 12주 동안 온라인토론에 참여하

중하게 된다. 이럴 때 학생들은 자신의 모

면서 인지적, 정서적 변화를 겪게 된다. 매

습에 대해 “좋다”라며 만족감을 느꼈다.

번의 온라인 토론에서 학생들은 위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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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 것처럼 다양한 이유로 부정적인 정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다른 학생들과 교수

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

자로부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러한 두 유형의 정서가 늘 교차하는 와중에

것이 필요했다. 이점과 관련하여 ‘학습과 인

도 학생들은 학기 초반부터 자신의 수업태

지’의 담당 교수인 이예진 교수는 편안한

도와 학습방식을 변화시키면서 부정적인 정

수업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위축되지

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하였고, 어떤

않고 온라인 토론에 임하도록 격려함으로써

학생들은 학기 중후반까지 부정적인 정서에

‘외부인’이라고 느끼는 학생들의 부담감을

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좌절

줄여주었다.

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어느 한 방향으로만 정서적 경험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두 가지 요인에
의해 토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의 순환에
빠져들었다가도 토론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
게 되거나 간단한 학습전략을 적용해 본 것
만으로도 토론과정에서 자신의 정서를 보다
긍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계기를 얻기도
하였다.
학생들의 관찰일지, 면담자료, 기말보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학기 동안의

선생님이 처음에 이끌어주실 때 오리엔테
이션을 확실히 시켜주셨어요. 절대로 학문적
으로 위축되거나 학문적인 글을 써야한다는
부담감을 가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
고, 이 시간에 어떻게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지 수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관찰하는 마
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시작을 해라... 아예 토
론방 이름도 따뜻한 토론방 이렇게 지었잖아
요. 그 부분이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편
하게 시작한 거 같아요 (송지민. 면담자료)

정서적 경험의 변화과정을 매개하는 요소로

담당교수인 이교수는 학문적인 글, 논리

서 인지적/정서적 유대감, 토론에 대한 관

적인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안하게

점, 전략적 참여 등이 도출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글을 쓰고 활발하게 참여하
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온라인과 교실

가. 인지적/정서적 유대: “함께 한다”는
느낌 & 고립감

토론에서 여러 번 강조하였다. 이교수 스스
로도 학생들이 올려놓은 토론글에 일일이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학습과 인지’를 수

답글을 달아주었고, 학생들은 그런 이교수

강하는 학생들은 자신을 “타전공생”이라고

의 모습을 보며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동료

규정하였다. 다른 학과에서 온 학생들은 자

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학생들에게 이예진

신들이 타과 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낯설어

교수의 답글은 “평가”의 의미보다는 학생들

하고, 교육학과 학생들은 자신들이 교육심

로 하여금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는 느낌

리학 전공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이 수업

으로 다가갔다.

에서 자신들이 제대로 토론을 수행할 수 있
을지 걱정을 하였다. 학생들이 자신을 ‘외부
인’이 아니라 ‘수업의 일원’이라고 여기기
위해서는 온라인 토론과 교실 토론을 통해

사실 선생님이 달아주시는 답글을 보고 너
무 기분이 좋죠. 얼마나 배려를 많이 해주시
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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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기에도 좀 민망하고 너무 부족한 글인데
도, 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하는 질문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답
글을 달아주시고 답을 보여주시는 게 너무 감
사했고... 그래서 아마 글을 읽을 때 많이 좀

이번 주 글들을 꼼꼼하게 읽지 못한 거 같아
서 내심 걱정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맞장구를
쳐주는 선생님들의 글을 보고, 또 나와 비슷
한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쓴 선생님들을 보고
좀 위안을 삼으면서... 여러 명이 공감을 하기

격려가 됐던 게 선생님도 저렇게 고생을 하시
기 때문에 나 혼자만, 아니면 학생들만 고생
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
에 더 반항하지 않고 따라갔었던 거 같아요...
선생님이 같이 하고 있다는 거를 항상 보여주
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것들이 큰 동기가
되어서 어쩌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던 거
같아요. (류경선, 면담자료)

때문에 나의 의문이 더 중요한 의문처럼 여겨
졌다. (최지영, 온라인토론일지8)

그러나 몇몇 학생들은 수업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교수자의 배려와 격려, 그리고 다
른 학생들의 글을 통해 자신의 관점이 새로
워지는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후반까지 온라인 토론에서의 상호작용의

답글을 통해 드러나는 이교수의 존재감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 김미정 학생의

배려는 학생들이 ‘학습과 인지’ 수업에 신

경우 온라인 토론에서 느끼는 상호작용의

뢰감을 느끼고, 지속적인 부담에도 불구하

어려움은 주로 토론글에 대한 다른 사람들

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업활동과 과제

의 반응을 얻지 못하거나 자신이 중요하다

에 임하도록 하는 힘이 되어 주었다. 이교

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게

수가 조성한 수업분위기와 더불어 학생들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고립감에서 비롯

서로의 글에 대해 달아주는 답글을 통해서

된 것이었다. 김미정 학생에게 이러한 고립

도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감은 온라인 토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일

있었다.

으키는 주된 원천이었다. 그러나 김미정 학

이교수가 조성하는 이러한 수업분위기와

생은 학기말에 이루어진 10주차 토론에서

더불어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답글 속에

‘비계(scaffolding)’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이

서 정서적인 격려와 지지를 느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지 못하는

자신의 질문이나 관심에 대한 인지적 유대

“불친절한 토론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를 경험하였다. 특히 자신의 글에 대한 다

이러한 깨달음은 다른 학생들을 깊이 관찰

른 학생들의 답글은 자신이 토론 자료를 제

하도록 만들었고, 그들과의 유대감을 형성

대로 이해했는지를 걱정하는 학생들로 하여

하게 하는 ‘비계’의 방법을 실천하는 형태

금 “나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구나”

로 발전하였다.

하는 유대감을 느끼고, 나아가 자신이 중요
한 질문을 제기했다는 자랑스러움을 느끼도
록 하였다.
온라인토론을 통해 다른 선생님들도 나와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선생님들이 토론 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 다들 참 친절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이 쓴 글에 대해 누군가가 답글을 달아주
면, 그 답글에 대해서 감사와 또다른 코멘트
를 다시 달아주는 모습들... 돌아보니 나는 내
글에 대한 답글에 친절하게 혹은 따뜻하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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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했던 적이 거의 없었다. 온라인 토론의 장
에서는 토론자들의 얼굴이 안 보이지만, 글로
표정과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나는 따뜻한
표정과 마음을 늘 감추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래서 이번 토론에는 몇몇 분들의 글에 따뜻한

토론 경험은... 철저하게 자신의 가치관과 내
용에 대한 이해를 무기로 ‘머리 터지게’ 싸우
는 것이 곧 토론이었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
서만이 온정주의에 의한 우를 범하지 않고 내
용적으로 튼실한 토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

답글을 달아봤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지... (김미정, 온라인토론일지10)

다고 믿었다. (김미정, 기말보고서)

토론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
나. 토론의 의미와 가치: 타인과의 상호작
용을 통한 이해의 성장 & 나의 이해 위주

한 이미지는 매주 읽어야 할 연구논문에 대
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토론’의

으로 연결되었다. 특히, 학기 초반에 학생들

모습은 학생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양상이나

은 다른 학생들의 글에 답글을 다는 ‘토론

정서적 경험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

활동’보다는 읽기 자료를 읽고 자신의 생각

소였다. ‘학습과 인지’ 수강생들이 경험한

을 정리해서 글을 올리는 ‘공부 활동’에 더

온라인 상호작용은 동호회나 동아리의 인터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이해

넷 카페에서 글을 올려보거나 수업에서 온

에만 초점을 맞추고 토론과정에 참여하게

라인으로 과제를 제출하거나 관련 자료 또

될 경우 학생들은 자신의 이해정도를 다른

는 자신의 글을 게재하는 수준이었지 매주

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 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는

미정 학생의 경우에도 다른 학생들이 대부

온라인 토론과 같은 상호작용은 거의 경험

분 자신보다 내용 이해도 잘하고, 토론에도

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수

대한 학생들이 가진 초반의 이미지는 온라

업에서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무능한” 자

인이 아닌 일반적인 토론에 대한 자신의 경

신에게 돌렸다. 결과적으로 오랜 기간 “열

험에 근거한 것이었다.

등감”에 시달렸다고 하였다.

학기 초반에 학생들이 토론에 대해 가지

토론 방식과 관련하여, ‘학습과 인지’ 과

고 있는 공통된 이미지는 한 가지 주제를

목에서 매주 수행되는 온라인 토론은 학생

중심으로 그에 대한 찬반 논쟁을 하거나 한

들이 특정 주제나 쟁점을 가지고 깊이 논의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한 다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해진 두 세 편의 논

음 의견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100분 토론”

문을 읽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

과 같은 모습이었다. 토론에 대한 이러한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개념에 대한 치밀

이미지는 학생들이 학부시절이나 자신의 전

한 논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혜정 학생

공에서의 토론경험이나 시사프로그램을 시

은 이렇게 산발적이고 느슨한 토론에서 자

청하면서 얻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신이 얻고자 했던 것을 얻지 못한다는 “불

것이었다.

만과 실망감”을 갖게 되었다. 조혜정 학생
에게 있어 토론에 대한 학문적 기대는 한

나의 학부시절, 그리고 대학원 전공에서의

학기 동안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과

온라인 토론에서의 정서적 경험의 변화과정: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의 변화 713

경험 전체를 좌우하고 있었다”고 말할 만큼

지는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도

결정적인 것이었다.

와주었다.

그러나 토론과정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은

학생들은 온라인 토론 경험이 축적되고

자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다양한 관점을

온라인 토론의 가치를 수업에서 다루었던

접하게 되고, 혼자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개념을 통해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개인적

풍부하게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해에 중심을 두던 이전의 토론 방식에서

다른 학생의 글이 자신이 논문을 이해하는

벗어나 다른 학생들의 글을 읽고, 그에 대

데 유익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해 답글을 다는 등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의

다.

이해를 구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중간고사나 다른 일들로 서로 바쁘기 때문
에 이런 토론이 부담이 되지만 이렇게 글을
읽고 의견을 나누며 생각을 넓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과정이기
에 뿌듯하기도 합니다. (류경선, 온라인토론일
지8)... 나의 의미구성도 돕고 내 글을 읽고 있
는 타자의 의미구성도 도와가는 이런 토론의
시간... 아주 유익한- 그러나 제 스스로가 많이
드리지 못해 죄송스러운- 시간입니다. 더 열심
히... 분발하겠습니다. (류경선, 온라인토론일지

이번에 느낀 것은 이전의 온라인 토론은
제가 이해한 것을 우선적으로 올리고 토론은
골라서 몇 군데만 참여했는데, 제가 읽었던
것에만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이번에는 제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한 시간배분을 좀 줄이
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것들을 한 번 더 보
게 되고 학습방향이 좀더 틀려지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영훈, 면
담자료)

10)

다. 자신만의 학습방법의 개발: 전략적
그리고 학기 중후반에 다루어진 ‘구성주

참여 & 전략적이지 못한 참여

의’나 ‘사회구성주의’ 학습이론의 여러 개념

일회적인 수행으로 끝나는 과제가 아니라

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토론 참여방식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토론의 의미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

과제의 경우 자신만의 학습전략 및 방법을

를 가지게 되었다. 온라인 토론이 자신의

개발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순간순간

학문적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생각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극복하는 데 중

했던 김미정 학생과 조혜정 학생은 ‘비계’

요한 역할을 한다. ‘학습과 인지’ 수업 역시

라는 개념을 통해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

매주 지속되는 온라인 토론에 포함된 활동

이 자신에게 비계가 되어주지 못했다고 불

을 꾸준히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학생들

평했는데, 자신의 “생각과 말은 과연 다른

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비계가 되었을까?”를 진지하게

학생들은 저마다의 사정으로 인해 이 수업

되묻게 되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서 배

에만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운 개념들은 자신과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었기 때문에 매번의 온라인 토론마다 학생

속에서 ‘학습과 인지’의 온라인 토론이 가

들이 토론 자료를 만족할 만큼 이해했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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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라인 토론에서 매번 높은 성취감을 얻

략은 체계적인 것이 아니라 토론방의 글을

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통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수

자신만의 학습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장기적

준의 단순한 것이었다. 학기 중후반에 접어

학습의 부담을 다스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

들면서, 누적되는 온라인 토론활동의 어려

하였다.

움에 대처하는 방식도 간단하지만 자기만의

학기 초반에 몇몇 학생들의 경우 처음 대

학습방법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하는 온라인 토론 방식에서 느끼는 어려움

한 학생은 토론 자료를 읽을 때 자료의 여

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교수나 다른

백에 중요한 사항을 메모하고 그 메모를 토

학생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었다. 예를

대로 토론글을 작성하거나, 토론 과정에서

들어, 박영미 학생은 이예진 교수가 토론방

다른 학생들의 생각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에 올리는 글에 경어와 이모티콘을 사용하

생각하는지를 조금씩 메모하기 시작하면서

는 것을 “따라함으로써” 두려움을 해소하고

토론이 즐거워지는 경험을 하였다. 시간이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다. 이전에 수

부족해서 온라인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강한 수업에서부터 교육학과의 토론방식에

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질감을 느껴왔던 류경선 학생은 수업에

토론자료를 읽고 토론글을 작성하는 등 간

대한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다른 학생들과

단하지만 구체적인 학습방법을 실제 적용하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자 애써 노력하였다.

였을 때 학생들은 자그마하지만 성취감을
맛보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냈다”라는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글을

자랑스러움도 느낄 수 있었다.

읽으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통의 문제에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이전의 토론에서

나도 같이 문제의식을 갖고자 노력한다. 그

자신의 학습방법이나 태도의 문제점을 발견

당시에는 이런 모습이 억지스럽고 너무 인위
적인 것 같아 가슴이 아팠지만 그것이 내가
ZPD를 생성해가는 나름의 방식이었다. 교육학

하고 개선해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자신만
의 구체적인 학습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다

적 배경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짐의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안목이 없기 때문에 모방을 창조의 어머니로

경우 또다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때 학생

삼아 다른 사람의 문제의식을 모방해가면서

들은 좌절감이나 참담한 감정을 느끼기까지

그들의 문제의식을 비계 삼아 배우려고 노력

하였다.

했다. 처음에는 문제의식으로 느끼지 않던 점
들을 내 안에서 문제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
았지만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다보면 어느
순간은 내 스스로도 그런 문제의식을 다른 사
람의 발화 이전에 품고 있기도 한다. 그때는...
소속감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자기효능감도
상승했다. (류경선, 기말보고서)

학생들이 사용한 이러한 학습방법이나 전

매번 하는 각오와는 다르게 이번에도 이전
과 마찬가지로 논문을 다 읽지 못하고 토론에
참여하게 되어서 참담한 심정이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 경험이 점점 나의 힘을 빠지게
하는 거 같았다. ‘이번 주에는 발표도 하나 있
었고 다른 과제도 많았잖아’라고 스스로 합리
화를 해보지만 다 나의 능력부족이고 노력부
족인 거 같다는 생각에 다시 맘이 무거워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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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경태, 온라인토론일지7)

자신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에게 수업에
함께 참여하는 다른 선생님들의 의미와 가

5. 결과적 측면: 나, 타인, 학습에 대한 이해

치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학생들

의 변화

은 자신이 “혼자서 학습하길 선호하는 사
람”이라고 알았는데, 온라인 토론 과정에서

‘학습과 인지’ 수업은 학생들에게는 수업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

내용과 다른 학생들에 비추어 학습과정에서

고, 다른 학생으로부터 비판적으로 글을 읽

의 자신의 모습, 타인의 의미, 학습의 의미

는 방법을 배우면서 자신의 학습과정이 다

를 돌아보는 일이 한 학기동안 이루어진 시

른 학생들로 인해 유발되고 촉진된다는 것

간이었다. 학생들은 이것이 ‘학습과 인지’

을 알게 되었다. 어떤 학생은 “한 사람 한

수업에 포함된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 덕

사람이 다르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생각을

분이라고 고백하였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은

말해 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 유의미한

‘학습과 인지’에서 다루어진 개념과 다른 학

학습환경이 되어 준다라는 것을 미처 깨닫

생들의 모습에 비추어, 그리고 그러한 과정

지 못하고 교만하게 타인을 판단하고 평가

을 다시 돌아보는 일지작성 과정을 통해 자

해 왔던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였다.

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학생들은 지속적인 온라인 토론을
통해 학습자로서 자신의 모습과 타인의 의

만약 나 혼자 읽기 자료를 읽고 질문을 정
리했거나 보고서를 써서 선생님께 제출하는
방식이었다면 나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를 의식하고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미를 이해하게 되면서 ‘공부하는’ 것은 혼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을 것이다. 답글
이 개념적으로 얼마나 치밀한가에 상관없이
그저 내 글에 반응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나
는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그토록 개념적인 논
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이런 모습
이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다. (조혜정, 기말보
고서)

학습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바뀌게 되었다.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편견으로
작용한 것이 무엇인지 이번에 깨달을 수 있었
다. 그것은 저명한 학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
의 의견에 그다지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다. 공부하는 사람으로 가장 크게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하면서 절대로 저지르면 안 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든다. (박다혜, 온
라인토론일지7)

자 글을 읽고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직 종강도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학습과
인지’ 수업의 과제를 하면서 그동안 이 수업
에서 내가 뭘 배웠는지에 대해 자꾸 생각하게
된다. 솔직히 힘들었지만 배운 점도 참으로
많은 것 같다. 무엇보다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공부’에 대한 인식이 이제 완전히 머릿
속에 자리를 잡은 것 같고 ‘학습자를 존중하
는 마음’도 훨씬 더 많아진 것 같다. (황지수,
온라인토론일지10)
학습과 인지수업을 따라서 나의 학습 체질
도 ‘홀로 독파’ 체질에서 ‘더불어 사고’ 체질
로 조금 변하였다. 나는 이것이 대단한 변화
라고 생각한다. 학습 활동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도 많이 변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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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질문자체가 변
했다. 처음 나의 문제의식은 ‘학습이란 무엇이
고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느냐’였다. 그러나
지금의 나의 문제의식은 ‘우리가 어떻게 학습
이란 것을 만들어 가며, 학습을 성찰적으로

하는 평가 기준의 역할을 하여 역동적인 정

인지하고 있는가’이다. (나영훈, 기말보고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서적 반응을 유발하였고, 다른 학생들이 보
여주는 성실한 토론 태도와 신선한 문제의
식은 학생들이 토론에 흥미를 느끼고 몰입
12주 동안 이루어진 온라인 토론에서 학
생들의 정서적 경험의 변화는 여러 요인에
의해 매개되었다. 학생들이 수업에서 인지

V. 논의 및 결론

적,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느낄 때, ‘학습과
1. 중심 현상: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

인지’의 온라인 토론 방식에서 의미와 가치

서의 변화

를 발견할 때, 자신만의 학습방법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토론과정에 참여할 때 학생들은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온라인 토론에서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

정서적 경험의 핵심적인 현상은 ‘타인과의

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변화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의 변화’였다([그림 1]

양상을 보였다. 정서적 경험의 변화에 영향

참고). 이는 온라인 토론이라는 과제를 매개

을 미치는 이상의 세 가지 요인들 역시 다

로 한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학생들

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기능이

의 정서적 경험이나 그 변화의 가장 결정적

발휘되거나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정서적

인 원천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토론글로 드

변화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러나는 다른 학생들의 존재는 자신을 판단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지속되기 보다는 이

긍정적 변화
인지적/정서적 유대감
토론의 가치 인식

정서적 경험

전략적 참여

결 과

지속적 조건

개인적 상황
학문적 배경
수업환경

자신에 대한
이해

과

수강동기

타
인

나

타인의 가치

제

학습에 대한
관점의 변화
부정적 변화
고립감
나의 이해 위주
비전략적 참여

[그림 1] 온라인 토론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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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요인들과 관련된 개별 학습자의 상태

능력에 대한 정서였다. Pekrun 등(2002)이 학

에 따라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그 방

습상황에서 서로 다른 학습 정서의 유형을

향을 달리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정

분류하기 위해 사용한 부정적/긍정적 정서,

서적 경험과 변화가 수반된 학습과정을 통

자아, 타인, 과제라는 방향성이 본 연구에

해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더 이해할

서도 유용한 기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수 있게 되었고, ‘학습’에 대해서도 “홀로”

있었다.

하는 것에서 “더불어” 사고하며 서로 영향
을 주고받는 것으로 그 관점이 변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순간적인
정서나 정서의 장기적 변화과정에서 정서,
인지, 동기, 행위는 학습자의 정서적 경험을

2. 다양한 정서의 유형과 통합적 작동 과정

이루는 중요한 구성요인이며, 이들은 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동한다는 점이

학습정서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강조되었

드러났다(Do & Schallert, 2004; Linnenbrink &

듯이(Linnenbrink & Pintrich, 2002; Pekrun et

Pintrich, 2002; Pekrun et al., 2002; Turner,

al., 2002),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온라인

Husman, & Schallert, 2002). 먼저, 인지적 측

토론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의 유형이 매

면에서 학생들은 지속적인 인지적 평가를

우 다양하며 특정 정서를 유발하는 원인 역

수행하였다. 이러한 평가의 차원을 통제와

시 복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

가치의 차원으로 설명하면(Pekrun, 2006), 학

들은 온라인 토론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이

생들이 놓여 있는 개인적인 상황은 학생들

우수하다고 여겨질 때 놀라움, 감탄, 감사함

의 주체적인 통제감에 영향을 주는 주된 원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기도 하지만 시

인이었다. 예를 들어, 여러 사정에 의해 도

기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하

저히 토론자료를 읽을 시간이 없다고 판단

였다. 과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자신들이

될 때 학생들은 학습과정에서 통제감을 상

읽기자료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겨질 경우

실하고, 조급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답답함을 느꼈고, 앞으로 참여할 온라인 토

되며, 온라인 토론이 시작되어도 토론방에

론에 대해 두려움을 가졌다. 그리고 해당

들어가기를 꺼려하였다. 이는 통제감의 여

자료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해결되지 않

부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정서의 종류가

은 질문이나 자신이 이전에 고민한 부분과

달라지며, 특정 행위에 대한 접근과 회피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읽는 과정에서뿐 아니

같은 동기적 행동과도 연결됨을 보여준다.

라 온라인 토론과정에서도 흥미와 재미를

가치의 차원에서도 온라인 토론에 부여하는

느꼈다.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감정으로 학

의미와 가치가 인지적 평가의 중요한 기제

생들은 열등감, 초라함, 참담함, 좌절감, 자

임이 드러났다.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서로

신감, 충만감 등을 경험하였다. 자신에 대한

의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 과정에서 자신이

정서로 열거한 이러한 정서들은 대부분 다

성장한다는 것을 경험할 때 학생들은 온라

른 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한 정서이거나 자

인 토론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신감과 같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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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힘을 얻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보다 적극적
으로 상호작용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3. 온라인 토론에 대한 시사점

이러한 현상은 학습자의 정서적 경험을 촉
발하는 인지적 평가의 주된 기제인 통제감

본 연구는 온라인 토론과정에서 일어날

과 가치의 차원이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

수 있는 학습자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정서

의 정서적 경험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임

적 경험과 그 변화과정을 매개하는 요인들

을 보여준다.

을 밝혔다는 점에서 온라인 토론과정에서

여러 연구에서 학습정서의 원천이나 매개
변인으로 언급된 학습목표는 온라인 토론이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흥미로운 방식으

먼저, 온라인 토론과정에서 학습자가 경

로 정서와 연결되었다. 면담이나 기말보고

험하게 되는 다양한 유형의 정서와 그 원천

서의 자료에 따르면, 본 연구에 참여한 학

을 이해하는 것은 온라인 수업환경을 구성

생들은 대부분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유익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예

중요한 학습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온

를 들어, 토론 자료를 읽는 과정에서 학습

라인 토론 수업의 특성상 자신의 “이해”의

자가 드러내는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은 토

정도가 글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이해의 정

론 자료를 선정하고 제시할 때 교수자가 적

도와 비교가 되면서 수업내용을 “이해”하는

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것 자체에 가치를 두는 ‘숙달목표지향’을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토론 자료의 난이

가지고 학습과정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

도나 분량 등을 조정하거나 중점을 두고 읽

고, 학생들은 ‘수행목표지향’의 학습자가

어야 할 부분을 명시해서 학생들이 방향을

보이는 부정적인 정서(두려움, 시기심, 열등

가지고 토론 자료를 읽도록 안내해준다면

감, 참담함 등)를 드러내었다(Linnenbrink &

토론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정서를 긍

Pintrich, 2002; Pekrun, Elliot, & Maier, 2006).

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줄 수 있을 것이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는 앞에서 언

다. 그리고 다른 학생과의 지나친 비교로

급된 정서적 변화를 매개하는 요인에 따라

인한 부정적인 정서의 유발을 막기 위해 바

숙달목표지향의 학생들이 보이는 형태의 정

람직한 토론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른 학생

서(즐김, 기대, 반가움)로 변화하기도 하였

들의 글을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는지에 대

다. 이러한 현상은 한 개인이 다양한 목표

한 교육적인 안내도 필요할 것이다.

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학생들

그리고 “안전한” 수업환경을 위해 학습자

이 더 신경을 쓰게 되는 목표의 유형이 있

들 간 혹은 교수자-학생 간 인지적/정서적

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는 수업환경이라는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교수자의 노력이

상황적, 맥락적 요소가 학습자의 목표지향

필요하다. 온라인 토론에서 상대방의 존재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의 결과를

감은 ‘글’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에 교수자

정서적인 경험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확인한

는 어느 정도 유대감이 형성될 때까지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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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글에 답글을 달고, 그들이 의견을

담자료, 기말보고서와 같이 학생들이 보고

지지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한 정서에 의존하였다. 자료수집 방식에 따

필요하다. 또는 학생들이 서로에게 답글을

라 포착할 수 있는 정서의 양상이 달라질

적극적으로 달 수 있도록 수업시스템을 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연구

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

에서는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학습자의 정

지막으로, 학생들이 온라인 토론의 의미와

서적 경험을 측정하고 관찰하는 노력이 필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교수자가 토론을 체

요할 것이다.

계적으로 준비하고 여러 방식으로 학습자의
동기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논

참고문헌

의하면서 앞으로 정서 연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혼합형
수업(온/오프라인 수업활동의 통합)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지만 온라인 토론활동에서의
학습자의 정서적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혼합형 수업의 총체적인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현재까지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지지 못한 온라인 상황을 고려해
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혼합형 수업에서의 학습자의 경험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의 학습활동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
으며 학습경험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학습정
서 연구가 포괄해야할 영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15명의 학생들의 정
서적 경험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패턴과 변
화과정을 매개하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하
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를 통해
한 개인의 역동적인 정서적 경험을 심층적
으로 다룸으로써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정서
적 경험의 패턴이나 매개요소들이 학습자
개개인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생들이 작성한 토론일지와 면

이의길 (2005). 온라인 수업에서 자기조절학습과
협동학습의 관계 및 이들이 인지적 참여수준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교육공학연
구, 21(3), 53-78.
임정훈 (1999). 웹 기반 가상수업에서 온라인 토
론 촉진을 위한 설계전략 탐색. 교육학연구,
37(2), 249-270.
정명화, 강승희, 김윤옥, 박성미, 신경숙, 신경일,
임은경, 허승희, 황희숙 (2005). 정서와 교육.
서울: 학지사.
정민승 (2002). 사이버 공간과 평생학습. 서울: 교
육과학사.
Boekaerts, M. (2002). Intensity of emotions, emotional
regulation, and goal framing: How are they
related to adolescents' choice of coping strategies?
Anxiety, Stress and Coping, 15(4), 401-412.
Cooper, M. M., & Selfe, C. L. (1990). Computer
conference and learning: Authority, resistance, and
internally persuasive discourse. College English, 52,
847-869.
Deffenbacher, J. L. (1986). Cognitive and physical
components of test anxiety: In real like exam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635-644.
Do, S. L. & Schallert, D. L. (2004). Emotions and
classroom talk: Toward a model of the role of
affect in students' experiences of classroom
discuss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4),
619-634.

720 敎育心理硏究 (第22卷, 第4號)

Ellis, R. A., Goodyear, P., Prosser, M., & O'Hara, A.
(2006). How and what university students learn
through online and face-to-face discussion:
Conceptions, intentions and approaches.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22, 244-256.

O'Regan, K. (2003). Emotion and e-learning. Journal
of Asynchronous Learning Networks, 7(3), 78-92.
Pekrun, R. (1992). The impact of emotions on
learning and achievement: Towards a theory of
cognitive/motivational mediator. Applied Psychology,

Emmons, R. A. (1996). Striving and feeling: Personal
goal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P. M.
Gollwitzer & J. A. Bragh (Eds.), The psychology of
action: Linking cognition and motivation to behavior
(pp.313-377). New York: Guilford.
Frijda, N. H. (1988). The law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3, 349-358.
Herring, S. C. (1996). Two variants of an electronic
message schema. In S. C. Herring (Ed.),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Linguistic, social
and
cross-cultural
perspectives
(pp.81-106).
Amsterdam: Benjamins.
Hughes, M., Ventura, S., & Dando, M. (2007).
Assessing social presence in online discussion
groups: A replication study. Innovations in
Education and Teaching International, 44(1), 17-29.
Kang, I. (1998). The use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Electronic collaboration and
interactivity. In C. J. Bonk & K. S. King (Eds.),
Electronic collaborators: Learner-centered technologies for
literacy, apprenticeship, and discourse (pp.315-337).
Mahwah NJ: Erlbaum.
Lee, J. H. (1999). Test anxiety and working memory.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67(3). 218-242.
Levine, L. J., & Burgess, S. L. (1997). Beyond

41, 359-376.
Pekrun, R. (2006). The control-value theory of
achievement emotions: Assumptions, corollaries,
and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practice.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8,
315-341.
Pekrun, R., Elliot, A. J., Maier, M. A. (2006).
Achievement goals and discrete achievement
emotions: A theoretical model and prospective
tes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8(3),
583-597.
Pekrun, R. Goetz, T, Titz, W., & Perry, R. P.
(2002).
Academic
emotions
in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hievement: A
program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Educational Psychologist, 37(2), 91-105.
Sansone, C., & Thoman, D. B. (2005). Does what
we feel affect what we learn? Some answers and
new questions. Learning and Instruction, 15,
507-515.
Schallert, D. L., Reed, J. H., & Turner, J. E. (2004).
The interplay of aspirations, enjoyment, and work
habits in academic endeavors: Why is it so hard
to keep long-term commitments? Teachers College
Record, 106(9), 1715-1728.

general arousal: Effects of specific emotions on
memory. Social Cognition, 15(3), 157-181.
Lincoln, Y.,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Linnenbrink, E. A., & Pintrich, P. R. (2002).
Achievement goal theory and affect: An
asymmetrical bidirectional model. Educational
Psychologist, 37, 69-78.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Turner, J. E., Husman, J., & Schallert, D. (2002).
The importance of students' goals in their
emotional experience of academic failure:
Investigating the precursors and consequences of
shame. Educational Psychologist, 37(2), 79-89.
Walther, J. B., & Burgoon, J. K. (1992). Relational
communication in computer-mediated interaction.

Mercer, H. (1995). Guided construction of knowledge talk
among teachers and learners. Multilingual Matters
Ltd.

온라인 토론에서의 정서적 경험의 변화과정: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의 변화 721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9(1), 50-88.
Wosnitza, M., & Volet, S. (2005). Origin, direction
and impact of emotions in social online learning.
Learning and Instruction, 15, 449-464.

722 敎育心理硏究 (第22卷, 第4號)

Abstract

Processes of Emotional Experiences in Online Discussions:
Emotional Changes through Interacting with Other Students
Minseong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ypes and sources of graduate students' emotional
experiences and mediational factors in emotional changes in online discussions over a semester.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is one instructor and 15 graduate students in a graduate seminar course
with online discussions heavily involved as a main class activity. Data were collected from multiple
sources including students' weekly journal of online discussions, interviews with the 15 students,
students' term papers, and the postings of the online discussions.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open,
axial, and selective codings proposed by Grounded theory with a qualitative approach. The findings
indicated that students' emotional experiences were influenced by the situations in which individual
students were fallen and their academic background and that the major source of emotional
experiences were students' evaluation of themselves compared to other students. However, students'
interest and involvement in the online discussion were triggered and maintained by other students'
performance. Over a semester, students went through dynamic emotional processes, whether positive
or negative. The factors that mediated these processes were relatedness to others both cognitively and
emotionally; the appreciation of online discussion as a valuable source for learning; the development
of students' own learning methods or strategies. As outcomes of their learning experiences in online
discussion, students developed their understanding of themselves as a student and their appreciation
of other students' roles in learning processes, and finally changed their view of what learning is. This
study confirmed that students experience a variety of emotions in online discussion and that emotion
is integrated with cognition, motivation, and action, one that was proposed by the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prac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findings.
Key words : emotion, academic emotion, emotional change, online discussion, online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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