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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 은 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원어민을 활용한 원격화상 어수업 설계 원

리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설계기반연구(Design-Based Research) 

방법을 용하 다. 연구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수업동 상을 촬 하 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한국교사와 원어민 교사로부터 성찰 일지를 수집하 으며 학생들을 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

뷰를 실시하 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 로 원어민 활용 원격화상 어수업의 과정을 수업 , 

수업 , 수업 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수업이 진행되는 패턴, 오류 빈도, 상호작용성 등을 심

으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교실의 한국 교사와 학습자, 원격지의 원어민 교사를 화상 시스템

으로 이어주는 수업은 복잡하기 때문에 수업을 설계할 때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다. 

키워드: 설계 원리, 어 원어민 화상원격교육, 화상원격교육, 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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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design principles for videoconferencing using an 

English Native Speaker. For this, Design-Based Research which is emerging newly was 

applied. During the research period of 3 months, several English classes were recorded. 

After finishing each class, Korean teacher and Native teacher wrote reflective diary and a 

researcher implemented interviews to students who had this class. Based on these data, this 

class was divided into 3 steps which is consisted of before class, under class, and after 

class. And then a research analysed patterns of this class, errors, and interactivity etc. The 

result of this paper, because a Korean teacher and students in the classroom meet a Native 

speaker in the distance through the videoconferencing system, teachers who design this 

class should consider many aspects due to the complexity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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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부 주도의 어 공교육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 공용어로 간주되고 있는 

어의 상을 고려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

하기 한 의도이며 기존 어 교육의 문제

을 보완하기 한 노력이기도 하다. 기존의 

7차 교육과정 아래의 어 수업 시수로는 

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출 빈도가 

다는 인식을 반 하기 해 교육과정을 새롭

게 개정하 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등학교의 어 수업 시수를 3, 4학년은 주

당 2시간, 5, 6학년은 주당 3시간으로 확 하

여 용하기로 하 다. 이에 따라 3, 4학년의 

교과서도 새롭게 개편되었으며 보조 교재의 

성격을 지닌 CD-ROM 타이틀도 기존의 문

제 을 개선하면서 디지털 시 의 동향을 반

하는 자 교과서의 형태로 구 되었다[4]. 

한, 1996년부터 시작된 원어민을 공교육에 

배치하기 한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로그램이 가진 가장 큰 문제 은 

원어민 교사의 도시 편  상이다[3].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시와 농․어 간의 

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해 원어민을 

활용한 원격화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원격화상교육을 원활

하게 진행하기 해서는 수업을 주도하는 교

수자의 원격화상 시스템에 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한다. 한, 화상화면을 통한 원격지

의 원어민과 교실 공간의 학생들과의 효과

인 상호작용을 해서는 한국 교사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된다. 원어민의 어를 학습자들

이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말로 다시 

해석해 주면서 원어민 교사와 학습자들간의 

언어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진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한다. 한 원격화상 시스템에 

한 교수자들의 사  검이 완벽하게 이루

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소기의 교육 목 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주도 으로 

참여하는 교수자로 하여  많은 역할들이 요

구되기 때문에 사 에 치 한 교수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면 성공 인 수업으로 이어지

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재 등학교 어 공교육의 한 형태

로 자리 잡고 있는 원어민을 활용한 원격화

상수업을 성공 으로 진행하기 한 수업설

계 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해 설계

기반연구(Design-Based Research) 방법을 

통해 근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 1 원격화상교육의 특징

원격화상교육은 그 본래 기를 컴퓨터 매

개 통신(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CMC)에서 찾을 수 있다. CMC는 컴퓨터에 

의한 인간 상호작용을 뜻하는 일반 인 용어

이며, 비실시간과 실시간 상호작용 두 가지로 

나 어진다[13]. 본 연구에서 언 하고 있는 

화상원격교육은 CMC의 상호작용 에서 실

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원격교육을 뜻

한다. 

화상원격교육은 다른 유형의 원격교육에서

는 수행하기 어려운 상호작용성의 장 을 가

지고 있다[5][8][11][15]. Fillion과 그의 동료

들(1999)은 통 인 교육의 면 면 상호작용

을 자 으로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 본

질(essence)은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에 있

음을 밝히고 있다. 원격지를 이어주는 실시간 

원격화상 시스템은 면 면 교육의 효과를 기

계 으로 구 해 주고 있다. 따라서 즉석에서 

질의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반

응을 살펴가며 수업의 속도를 조 할 수 있

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에 발생할 

수 있는 오개념이나 잘못된 지식의 습득에 

해서는 즉석에서 교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 이다. 기의 기술 으로 미비했던 화

상원격교육은 역폭의 한계로 송지연

(transmission lags) 상을 보 으나[18], 오

늘날의 기술  진보는 이러한 단 을 해결하

고 있다. 

Motamedi(2001)도 화상원격교육의 장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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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을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단 의 경우에는 부분의 내용이 화상 시스

템 자체와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교수자의 

숙련도와 련된 문제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진 인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시스템의 단

을 보완해가고 있으며 사용자 편의성도 높

아지고 있다. 

장 단

교육기 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학습자들도 
근이 용이하다. 

양방향 오디오와 비디오
의 리 문제는 많은 시
간과 경비가 요구된다. 

통 으로 학습을 해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학
습자들의 이동 시간과 비
용을 여 다. 

네트워크의 오류와 결함
으로 강의가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오디오 컴퓨터 기반의 학
습과는 다르게 원거리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시각
인 요소를 더해 다. 

오디오와 비디오 신호의 
질이 떨어져 학습자들의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
다. 

교수자는 교실로 외부의 
유용한 자원(인 자원 
청, 가상경험 등)을 가져
올 수 있다. 

오디오와 비디오 장치 사
용 방법의 미숙으로 강의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다양한 매체(사진, 비디
오, 텍스트, 컴퓨터 기반 
리젠테이션)의 사용을 

지원한다. 

학생 수에 제한을 받으
며, 화상원격교육을 한 
훈련을 받지 못한 교수자
로 인해 코스의 질이 떨
어질 수 있다. 

<표 1> 원격화상교육의 장 과 단

2. 2 어교육에서의 원격화상교육

원어민을 활용하여 원격화상 어수업을 

실행하 을 때 학습자들에게 기 할 수 있는 

정 인 효과는 자신감과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이다[1][3]. 원어민과 직  

화할 수 있는 기회는 어로 화할 수 있다

는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오

범과 이상수(2010)는 등학교 원어민 화상원

격 어수업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 특징, 한국 교사의 역할, 그

리고 화상원격수업에 한 학습자들의 태도

를 규명하 다. 이 가운데 한국 교사의 다양

한 역할들은 원어민을 활용한 원격화상 어

수업을 설계할 때 많은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 한, 성공 인 원격화상 수업을 해

서는 수업  사  검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3]. 수업 에 우발 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계 인 결함이나 오류는 수업의 질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  

검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더불어, 

한국 교사는 원격지의 원어민 교사와  티

칭의 형태를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의 

체 인 흐름과 단계, 교수 략, 역할 구분 

등에 한 사  의가 반드시 필요하다[3]. 

수
업

설계자
학습 내용  략 방법을 구체화
한 수업 설계

기술자
화상시스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한 사  검

수
업

통역자
학생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원어
민의 어의 우리말 설명

안내자
학습 목표에 따른 체 학습 방향 
 순서 안내

진자
지속 인 학습 동기를 유지, 학습 
참여로의 격려

리자 학  리  화상 시스템 리

<표 2> 한국교사의 다양한 재활동

(출처: 오 범, 이상수(2010))

2. 3설계기반연구(Desi gn-Bas ed Res ear ch)

2. 3. 1 설계기반연 구의 특징

  Design-Based Research Collective(2003)의 

정의에 따르면, 설계기반연구는 네 가지의 주

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는 학습 

환경 설계를 통해 학습 이론을 개발하는데 

목 을 가진다. 둘째, 연구는 반복 으로 과

정이 발생한다. 셋째, 연구 결과는 다른 련 

연구들과 한 연 을 가지고 함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공유된 설계이어야 한다. 넷째, 

연구는 단순히 결과를 제공하기보다는 설계 

솔루션의 기능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차별 인 특징에 견주에 볼 때, 설계

기반연구는 연구 결과로써 드러나는 산출물

이 일반화의 범 가 보다 확 될 때까지 지

속 인 반복을 통해 존하는 이론을 실제  

맥락에 용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체계  설계와 교수 략  도구들에 한 

연구를 통한 학습 맥락 연구의 새로운 패러

다임인 설계기반연구는 신  학습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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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설계기반연구의 차(출처: Voigt & Swatman(2005))

개발, 실행, 유지하는 것에 한 지식을 창조

하고 확장시켜 다[9]. 한 설계기반연구는 

무엇보다도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의 

반복 인 사이클(iterative cycle)을 강조하기 

때문에[6][10][12][17], 이것을 통해 도출된 효

과나 오류를 토 로 보완, 수정을 거듭함으로

써 보다 양질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Collins(1999)는 설계기반연구의 

특징에 한 이해의 폭을 확 하기 해 기

존의 심리학  통의 실험 연구 방법과 비

교하 는데, 자세한 것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목록 실험 연구 설계기반연구

연구 
치

실험실 환경
부분의 학습이 실제로 발

생하는 복잡한 실생활

변인의 
복잡성

한 개 는  몇 
개의 종속 변인
을 포함

환경 변인(학습자 력, 자
원), 
결과 변인(학습내용, 이)
체제 변인(보 , 지속력)과 
같은 다양한 독립 변인 포함

연구 
몇 개의 변인을 
확인하여 그것을 
일정하게 유지하
는데 을 둠

복잡한 상황의 특징을 구분
하는데 을 둠

연구 
차

고정된 차 융통성 있는 설계의 수정

사회  
상호작용
의 양

학습자의 상호
작용을 통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기 
해 연구 참여자들과의 복

잡한 사회  상호작용을 포
함

연구 
결과의 
특징

가설 검증
설계의 다양한 측면을 조망
하고 실제 맥락에서 나타나
는 특징의 윤곽을 개발

참여자의 
역할

참여자들을 피
실험자로 취

설계를 개발하고 분석하는데 
다양한 을 가져오기 
해 다양한 참여자들을 포함

<표 3> 실험연구와 설계기반연구 방법의 

비교

 

2.3.2 설계기반연구의 차

  그림은 설계기반연구의 반복 인 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설계기반연구가 교수 

신을 한 체제 인 평가를 어떻게 수행하

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Bell과 그의 동료들

(2004)과 Sandovan(2004)이 제안한 개념과 

방법론  기술을 토 로 형성한 

것이다[19].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연구 설계자는 

존하는 연구에 기 하여 학습 환경을 구축

한다. 학생들과 련된 정도, 연구의 실제  

목 , 그리고 다양한 분석 을 제공하는 

기존 연구에서의 다양한 사례 논의(case 

discussions)는 교수 설계 원리의 효율 인 

실행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근은 특정 학습 환경의 조건에서 

다양한 원리들이 실행되고 통합되는 방법에 

한 비 추측(preliminary conjectures)으로 

이끌어 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학습 설

계가 실행되면서 효과와 부작용을 악할 수 

있는 의도 이면서 우연 인 결과들이 찰

된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자는 특별한 환경에

서 수행하면서 습득한 보완  지식을 첨가하

고 한 원리가 다른 원리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비  성찰을 통해서 처음의 원리를 

정선할 수 있다[7]. 한 설계자는 이어지는 

반복 수행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해 원리의 물리  실행을 변화하거나 불필

요한 원리를 버리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는 교육  환경에서 찰된 체계  변화의 

과정이 문서화되는 것이 아주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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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구방법

3. 1 연 구 상  기간

본 연구는 어 수업을 원격화상으로 진행

하고 있는 경상남도 소재의 형 인 농  

학교인 D 등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구체 인 상은 <표 4>과 같다. 연

구는 2009년 3월에서 5월까지 총 3개월간 진

행되었다. 

구 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 수 22 25 18 27

한국 교사 1(여)

원어민 교사 1(남)

<표 4> 연구 상

3. 2 원어민 원격화상수업 시스템

원어민 원격화상수업이 진행되는 패턴은 

(그림 2)와 같이 설명된다. 원격화상 시스템

이 원격지의 원어민과 교실 공간의 한국 교

사와 학습자들을 이어주면서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간에 코디네이터가 개입하여 갑

자기 발생할 수 있는 물리  결함과 기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수업에서 실제로 활용된 장비는 <표 5>와 

같으며, (그림 3)은 실제 진행되는 수업 장면

이다. 

원어민
한국

교사

학습자 학습자

코디

네이터

교실

원격

지

화상

시스템

화상

시스템

상호작용
재

원격 리

학습

교재

(그림 2)원어민 원격화상수업의 흐름

HD 코덱, Eagle Eye HD 카메라, HDX 마이크, 

리모콘, 이블: VGA video(DVI-to-VGA),

audio(RCA-RCA), LAN, 

NApwr(크로마키 기능 미지원)

<표 5> 원어민 원격화상 수업에 활용된 장비

(그림 3) 원어민 원격 화상 어 수업 장면

3. 3 연 구 차

연구가 진행된 차는 Voigt와 

Swatman(2005)이 제시한 설계기반연구 방법

의 과정을 따랐다. ‘ 존연구-설계원리-추측

-1차 설계- 찰-형성평가-효과  부작용’으

로 이어지는 한 사이클의 과정을 따랐으며 

이 과정을 두 번 반복하 다. 

3. 4 자료 수집  분석  방법

DBR단계 자료수집 상

존연구
설계원리
추측

문헌연구

1차 설계 수업지도안 한국교사

찰 수업동 상
학생, 한국교사
원어민교사

형성평가

인터뷰(반구조화) 학생

성찰일지
한국교사
원어민교사

<표 6> 연구 단계별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진행 단계별 자료 수집 방법은 

<표 6>과 같다. 먼 ,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론  탐색을 실시하여 설계원리

를 추출하 고 이를 토 로 수업지도안을 작

성할 수 있도록 한국 교사에게 조언해 주었

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수업 장면을 디

지털 캠코더를 활용하여 녹화하 다. 수업이 

실시된 후에는 학생들을 상으로 반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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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인터뷰를 실시하여 모든 내용을 녹음하여 

사하 다. 한, 한국교사와 원어민 교사로 

하여  성찰 일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차

후의 수업에서는 동일한 실수나 부족한 을 

보완하여  수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

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수업 설

계 원리가 추출될 수 있었다. 

자료 분석은 체의 과정을 수업 , 수업 

, 수업 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수집된 자료

들을 토 로 후 맥락을 고려하여 패턴, 오

류 발생의 빈도와 특징, 상호작용성 등을 

악하 다. 

4.  연 구 결과

원어민을 활용한 원격화상 어수업이 이

루어지는 과정을 수업 , 수업 , 수업 후

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수업 설계 원리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4. 1 수업 

첫째, 한국 교사와 원어민 교사는 원활한 

수업의 진행을 해 수업이 진행되는 단계, 

활동 략, 역할 구분 등에 한 체 인 흐

름이 상호 공유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 교사와 원어민 교사는 원격화

상 시스템을 사 에 검하여 수업 에 발

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원격화상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법에 

해 미숙한 교사라면 사 에 충분한 연습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수업은 

여러 활동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간의 이동이 부자연스럽게 되면 수업의 

맥이 끊어져 학생들의 주의집 력에 부정

인 향을  수 있다. 한, 사 에 계획된 

활동별 시간 략에도 향을 미치게 되어 

주어진 수업 시간 내에 필수 학습 내용 달

에도 실패할 수 있다. 

넷째, 학년별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

인 교수 략이 가미된 수업을 설계할 필

요가 있다. 원어민을 활용한 원격화상 어수

업에 해 등학교 고학년(5, 6학년)보다는 

학년(3, 4학년)들이 많은 심과 흥미, 극

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1][3]. 등학교 3학

년부터 어 수업이 실시되는 만큼 새로운 

교과, 새로운 형태의 수업 방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장기 인 의 동기유발 략이 필

요하다. 

4. 2 수업 

첫째, 한국 교사는 원어민 교사의 어 발

화에 해 학생들의 이해 여부를 가늠해가면

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말로 다시 통역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집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학습 목표  각 활동 단계를 안내

하여 학생들이 학습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한국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의 과

정에서 흥미와 심을 가지고 극 으로 수

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와 상호작용을 할 경우

에는 의도 인 동선을 형성하면서  학 을 

골고루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과업집 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2]. 

넷째, 한국 교사는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

와 효과 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수업 

에도 화상 시스템을 효과 으로 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화상 시스템은 

인․ 아웃 기능, 화면 배분 기능 등을 리모

컨으로 제어가 가능한 것이었다. 역동 으로 

맥락이 다변화되는 교실의 수업 상황을 고려

한다면 이것을 효과 으로 다루는 능력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4. 3 수업 후

첫째, 수업이 끝난 후에는 성찰하는 활동

이 필요하다. 성공 인 화상 수업에 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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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요인의 분석, 이러한 분석 활동을 통해 다

음 수업에서는 방지할 수 있는 략 등에 

한 성찰이 필요하다. 물론, 한국 교사와 원어

민 교사가 티칭을 실행하기 때문에 상호 

의견을 교류하면서 결정된 사항에 해서는 

공유되어 있어야 하고 차후 실행하는 수업 

설계에 반 되어야 한다. 

둘째, 화상 수업에 한 학생들의 반응을 

체크하면서 수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략에 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5.  결론  논의

본 연구의 목 은 재 농어   도서 벽

지 지역의 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어

민을 활용한 원격화상 어수업을 한 설계 

원리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연구 방법인 설계기반연구를 

통해 수업 , 수업 , 수업 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수업 설계 원리를 도출하 다. 교실

의 한국 교사와 학습자, 원격지의 원어민 교

사를 화상 시스템으로 이어주는 수업의 맥락

은 아주 복잡하며 미미한 맥락에도 상황 가

변 이기 때문에 수업을 설계할 때 많은 부

분들을 고려해야 하다. 이를 해 한국 교사

는 화상 시스템을 다루는 방법에 숙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어민과의 효과 인  티

칭 략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

다도 요하다. 

본 연구는 원어민을 활용하는 원격화상 

어수업의 설계 원리를 보다 거시 인 에

서 조명하 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수업에 

한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효과성 등이 학

년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면 면 원어민 

력 수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한 

보다 미시 인 후속 연구를 통해 장의 

어 교육 실천에 실용 인 략들이 제공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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