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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 기반의 효과 인 에듀테크 랫폼을 설계하고, 독서 심의 공감독서 로그램과 

연계 운 을 통해 청소년의 공감역량 효과를 규명하는 데 목 을 갖고 있다. 이를 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원격수업의 

에듀테크 구성요소를 기 로 교육 환경조성, 수업모형을 도출하고, 공감독서교육 로그램을 정교화 한 후 장 용을 

해 경기도 소재 S 학교 1학년 4개 반 107명의 학생들을 상으로 한 학기동안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 결과, 원격기반 

수업모형을 용한 공감독서 로그램은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체 총 에서 

두 집단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원격기반의 공감독서교육과 실증 인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공감역량 효과와 의의를 검증하 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를 한 방안으로 공감독서 

로그램의 발  방향을 제안하 다.

ABSTRACT
The study is aimed at designing an effective edutech platform based on online remote classes, and clarifying 

the effect of empathy competence of youths through the operation linked with the empathic reading program 

focusing on reading. To this end, after constructing the environment for education and drawing a class 

model based on components of edutech for remote classes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and elaborating 

the empathic reading education program,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for one semester for 107 students 

in 4 classes in their 1st grade at S middle school, Gyeonggi-do in order to apply them to field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empathy reading program that a remote class model was applied has shown a 

meaningful difference among groups in cognitive empathy and emotional empathy,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otal scores. Besides, the effect 

and meaning of adolescents’ empathy competence have been verified through the remote empathy reading 

education and the empirical analysis, and the direction to develop the empathy reading program has been 

suggested for a solution to settle differences in students’ learning due to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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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유네스코(UNESCO)에 따르면 코로나19 

(COVID-19)의 염병은 역사상 세계 교육 시

스템에 가장 심각한 혼란을 가져왔으며 학생들

의 학습 손실을 한다고 발표하 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세 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폐쇄 발생이 수십 년의 발 을 지울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 다(UNESCO 2020). 우리나

라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상 유의 온

라인 개학이 발표되면서 국의 ․ 등교육 

과정과 학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3월 개학

이 연기되었다. 교육부의 ‘원격 수업을 한 운

 기 안(교육부 2020)’을 기반으로 2020학년

도 신․입학은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시행되

었고, 1학기 교육과정은 7월 말까지 비 면 온

라인 원격수업으로 운 되었다. 2학기에는 사

회  거리두기  방역 상황에 따라 원격 수업

과 등교 수업이 학교마다 자율성을 두고 병행

되었다. 

코로나19 응 1학기 원격교육 경험  인식

조사 황(KERIS 2020)에 따르면 국 ․

․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857,389명을 

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원격교

육 경험에 해 살펴보면 수업의 형태는 콘텐

츠 활용 심 수업이 45.14%, 2개 이상의 혼합

형 수업 실시가 40.93%로 나타났다. 혼합형 수

업에서는 실시간 방향 수업을 활용한 수업의 

비율이 21.6%로 나타났으며, 실시간 방향 수

업 비율은 체 수업의 14.8%로 낮은 수 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어서 원격수업의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교

사와 학생에게서 원격교육이 온․오 라인 융

합수업 등을 통한 수업 신에 기여  정

인 효과에 한 인식이 55.96%로 나타났으며, 

원격수업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향상

되었다는 인식은 58%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

의 79%는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해 학생 간 

학습 격차가 심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는 학생의 학습능력 차이(64.92)

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의 결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은 국내

의 경우 학생 스스로의 학습능력 부족으로 학

습 격차를 심화 시켰으며, 국외의 경우에도 학

생들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학습 손실이 심

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습 격차와 

학습 손실을 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을 

해 학습 지원이 시 함을 알 수 있다. 

최근 공감에 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공감

역량은 학교 교육에 있어 학생들의 학교 응과 

학업성취 향상에 효과 임을 확인하 다. 한 

공감역량을 진시킬 수 있는 공감 교육은 학

생들의 의사소통 역과 계 형성에도 정

인 변화를 가져오며, 이를 통해 학생의 바람직

한 인격형성과 성장을 진시킨다(이  2020). 

이 듯 공감은 학생의 공감역량에 따라 학업성

취와 학업에 한 흥미와 동기, 학생의 사회  

행동특성의 형성과 발달에 향을 미치게 된다

(조한숙, 문  2009). 

특히, 학교 장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원

격수업이 확산됨에 따라 면교육의 체제로 

다양한 랫폼을 원격수업을 한 도구로 채택

하면서 에듀테크 활성화를 한 교육을 비하

고 있는 단계이다. 그러나 원격수업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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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학생들은 여 히 학습능력  학습손실

로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

하기 해서는 학교 장의 교육을 기반으로 하

는 선순환  공감역량 교육이 무엇보다 먼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독서교육 로그램의 후

속 실행 연구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 동향

에 한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원격기반의 수

업모형을 연계하여 공감독서교육 로그램(송

지애 2018)을 원격기반의 수업모형 측면에서 

정비하 다. 한 도출된 수업모형 심으로 

공감독서 로그램을 실행하고, 결과를 분석함

으로써 청소년의 공감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 내용  범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한 내용  범 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의 개념  에

듀테크 이론에 련된 개념, 구성요소, 수업모

형  환경  특성을 조사하여 종합 분석을 통

한 이론  근거를 검토하 다. 이와 더불어 공

감독서와 련된 선행연구에 한 조사를 실시

하 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의 연기로 면

수업이 어려운 S 학교 학생을 상으로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의 제안모형을 분석하여 실

시간 스트리  방식의 랫폼을 선정하고 원격

기반의 수업모형을 설계하 다. 

셋째, 본 연구자가 개발한 공감독서교육 

로그램(2018)을 원격기반의 수업모형을 용

하여 공감독서 로그램을 정비하고, 실험 상

자의 정규 교과 수업시수에 반 하여 원격수업 

기반의 공감독서 로그램으로 수정․보완하

여 구성하 다.

넷째, 공감독서 로그램을 실행하고 집단별 

사 ․사후의 실증 인 데이터 자료를 수집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성을 검증하 다. 

마지막으로 질  연구 수행을 해 실시간 

방향 ZOOM을 활용한 상녹화 자료를 구

축하고, 차시별 구  랫폼의 활동지를 심

으로 실험 상자의 다각 인 찰과 실행연구 

기반의 분석을 통해 공감독서 발  방향을 제

안하 다. 

2. 이론  배경

2.1 원격수업의 개념

원격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물리 으로 떨어져 

있는 교수-학습 환경에서 화상원격회의(Video 

teleconferencing)에 사용되는 공학을 교육

장에 도입한 것이다. 즉 원격지에 있는 학습자

들에게 실시간에 동화상으로 상 방의 모습  

자료를 보여  뿐만 아니라 양방향의 커뮤니

이션도 가능  하여 면  면(Face-to-face) 

수업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뉴미디

어 시 의 새로운 교수방법으로 제시되었다(교

육심리학용어서  2000). 교수공학은 교육공

학의 하나의 하  역으로 구분되며, 교육공

학은 인간 학습에서의 문제들이 어떻게 규명되

고 해결되는가에 한 이론이며, 인간 학습에

서의 문제 들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하여 복

합 이고 통합된 과정을 용하는데 련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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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다(박성일 외 2008).

원격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  는 공

간 으로 서로 분리된 상황에서 교수․학습 활동

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원격수업은 ․

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와 ․ 등교육법시

행령 제48조(수업운 방법 등)를 근거로 정규 

수업으로 인정받는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코로나19 이후 교육 장에서 원격수업이 시작

되면서 에듀테크에 한 심 역시 증하면서 

에듀테크와 유사 개념도 함께 주목 받고 있다. 

이 장에서는 에듀테크의 개념과 련된 개념들

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원격수업에 한 개념

을 구체화 하고자 한다. 

에듀테크(Edutech)는 교육서비스로 교육

(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 이며, 교육-학습-훈

련을 수행하고 평가 지원과 환경 구축을 통한 정

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융합서비스로 해석하

고 있다. 에듀테크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이러닝

(E-learning)과 스마트 러닝(Smart learning)

이 있으며 다음 <표 1>1)과 같은 개념과 특징으

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에듀테크의 경우는 데이터와 소 트

웨어를 기반으로 학습자에 한 분석과 의사소

통  정보 리를 용이하게 하면서 온․오 라

인의 교육 환경을 ICT 최신기술을 이용하여 학

습자에게 제공한다. 이어서 코로나19 이후의 

학교 장 실태조사(KERIS 2020)에 의하면 

․ ․고의 개학 연기에 따른 원격학습 사  

실태 조사 기간은 2020.03.27일부터 2020.04.03

일 동안 실시하 고,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코로나19 개학의 연기 기간  

일과 시간 활용은 방학 과 비슷했지만 학습

시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학원에서의 학습시

간을 비교한 결과 일반 학기  1시간 36분에서 

방학 기간에는 1시간 48분으로 증가하 고, 코

로나19 개학 연기 기간에는 1시간 48분으로 감

소하 다. 가정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학

습시간을 살펴보면 일반 학기  48분에서 방

학 기간에는 1시간 12분으로 증가하 고, 코로

나19 개학 연기 기간에는 1시간 48분 증가로 

나타났다. 즉 방학 기간 비 코로나19 개학 연

기 기간에 가정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

습 시간은 30분 증가로 나타났다. 둘째, 인 라 

마련  원격수업을 한 공공 랫폼의 활용

도가 증가하 다.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e학습터와 학교온, 

두랑, 디지털 교과서, EBS 등 공공에서 제공하

는 랫폼 사용률이 69.6%로 나타났으며, 민간

에서 제공하는 원격 학습 서비스는 13.2%, 유튜

 활용 원격서비스는 12.7%로 민간 랫폼 활

용도가 낮게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이 원격학

구 분 개념 요소 교육 역

이러닝 자  수단, 정보통신, ․방송기술 온라인 교육

스마트러닝 스마트폰, 태블릿PC, E-book,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활용

에듀테크 교육, ICT 기술 데이터, 소 트웨어 심

<표 1> 에듀테크의 개념과 유사 개념

 1) 소 트웨어정책연구소. 2020. 에듀테크 산업 동향  시사 에서 연구자가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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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이용하게 된 계기를 조사한 결과, 학교 선

생님의 안내가 63.7%, 부모님의 추천이 11.1%, 

친구의 추천이 5.7%, 뉴스와 고를 통해서가 

3.9%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학교 

장의 실태 조사를 통해 학교 장의 변화와 에

듀테크의 활용도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

럼 사 -개학 연기 기간의 실태 조사 이후 1차-

원격수업 도입기간(2020.04.20. ~2020.04.29.)에

도 원격학습을 한 인 라  활용 황조사

를 실시하 으며, 이어서 2차-등교수업 병행기

간(2020.07.29. ~2020.08.01.)의 실태 조사를 통

해 체 3단계로 분석하 다. 코로나19 이후 학

교 장의 실태 조사를 기간  내용의 황으

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2 공감독서 교육의 개념

공감은 상 방에게 침투해 들어가는 ‘도구’

로 정의되기도 하고 성장을 진하는 ‘분 기’

로 정의되기도 한다. 공감은 상 방을 이해하

기 한 동기에서 시작되는 일종의 목 지향

인 행동으로 구 할 수 있다. 공감을 상 방의 

내면세계에 한 자료 수집의 도구로 악하며, 

공감을 통해 주체와 객체 그리고 서로간의 

계에서 성장을 주도하고 진하는 ‘분 기’, ‘매

개’, ‘환경’, ‘포용’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Agosta 

1984; 박성희 2004). 

공감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하나의 이며 

태도로 상황의 변화와 계없이 비교  일 성 

있게 나타나는 특성이다. 반면 공감은 과정으

로 정의되기도 하고 결과로 정의되기도 한다. 

상 방 내면 속의 심리 인 과정에서 참여하는 

기제로 보는 공감은 과정 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참여결과 형성되는 인지 , 정서  일

치 상으로 보는 공감은 결과 인 측면을 강조

한 것이다. 즉 ‘상상 으로 하기’, ‘ 상 방

의 입장에서 보기’, ‘조율하려는 시도’, ‘상 방

을 내사하여 내면에서 찰하기’, ‘자료를 수집

하는 과정’ 등에서 공감  과정을 부각시킨다. 

이어서 공감의 결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서

 반응’, ‘상 방과 부합하는 정서  상태’, ‘타

인지향 인 느낌’, ‘도덕  을 취하는 능력’, 

‘심리 인 공명 상’, ‘내 인 체험’ 등으로 부

각을 나타낸다. 이처럼 공감은 과정이면서 동

시에 결과로 악되는 모순 인 상을 통해 

공감을 다차원 인 것이나 다단계 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박성희 2004).

즉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정서를 

이해하고, 타인(주인공)과 같은 감정을 느끼면

서 함께 생각하고 느낀 것(공감)을 타인에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공감역량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공감독서는 공감을 용

하 으며, 독서를 심으로 책 속 주인공의 심

리를 기반으로 타인(책 속 주인공)의 처지에서 

구 분 개학 연기기간 원격수업 도입기간 등교수업 병행기간

조사 기간 사 -2020.03.27.~2020.04.03. 1차-2020.04.20.~2020.04.29. 2차-2020.07.29.~2020.08.01.

조사 내용
코로나19 개학 연기에 따른 일과 

활동시간  원격수업 비 황

원격학습을 한 인 라  

활용 황 조사

1학기 원격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근성, 활용, 태도인식 조사

<표 2> 코로나19 이후 학교 장 실태 조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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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 느끼는 것과 동일하게 경험한다. 

한 공감독서 로그램 훈련을 통해 역지사지

(易地思之)의 마음 갖고 배려와 이해로 공감

하며 성찰하는 독서교육 활동이다. 

공감에 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측정 요인과 

변수로 정리하면 유아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공감능력과 학습참여도 분석(이 , 유숙경, 

이윤옥 2016)과 공감능력과 마음이론 분석(김

나  2020), 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

회정서역량과 인성수 (권슬아, 최 섭, 이재용 

2020), 공감능력과 무용교육(김정희 2020), 자

아존 감과 사회성변화(이선숙 2020), 공감공

동체역량(김정은 2019)으로 나타났다. 공감의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 외에도 교사와 다양한 직

업군에서도 나타났다. 교사를 상으로 공감능

력과 다문화 경험․태도 인식(김 인 2020), 공

감능력과 창의 역량(채승희 2020), 공감능력

과 인성․행복감(이혜진 2020)의 연구로 정리

한다. 이러한 연구들의 유사 은 유아부터 교

사에게 이르기까지 공감훈련을 통한 공감역량

이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을 확인하 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속 인 공감역량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3 선행 연구

최근 코로나19 이후 교육  기술과 련된 연

구에서 보면 에듀테크 동향 분석(소 트웨어정책

연구소 2020), 원격 수업 방향(KERIS 2020-1), 

에듀테크 활성화 지원  방안(KERIS 2020-27, 

KERIS 2020-12), 학교교육 디지털융합, 에듀

테크 활용 방안(KERIS 2020-7) 등 에듀테크

와 련 연구들이 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격교육에 한 동향이나 방

안을 모색하는 연구들로 부분 수행되었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 한 고찰은 최근의 공감 

련 실행연구로 제시하고자 한다. 

황수 (2017)은 청소년의 공감과 친사회  

행동, 행복의 구조  계를 다차원 으로 검

토하기 해 성별에 따라 구조 계의 차이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 변인 간 기본 구조 계

에서 공감은 친사회  행동을 매개로 학교 행

복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지공감

이 정서공감에 비해 친사회  행동이 높게 나

타났다. 김 구(2018)은 청소년지도사의 리더

십이 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만족도와 

참여 동기에 미치는 심리 인 특성을 변환  

리더십의 반복측정 매개  조 에 해 분석

하 다. 연구 결과, 리더십의 경우 심리 인 

용이 자기효능감의 효과로 나타났으며, 변환  

리더십은 허용 인 분 기에서 임 워먼트의 

효과를 기 했다. 

송지애(2018)는 공감독서교육 로그램을 개

발하고 학교 장에 용하여 공감능력과 정서

지능 증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이를 

하여 첫째, 포커스 인터뷰 상으로 교사집

단, 학부모집단 10명을 통해 학교 장에 필요

한 실 인 공감주제를 선정하 다. 둘째, 공

감독서교육 모형 개발  교재도서 선정을 

한 문가 집단 12명의 델 이 1차, 2차 조사 

 분석을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 다. 

셋째, 공감독서교육을 장에 용하기 해 

등학생 104명을 상으로 로그램을 수행

하 다. 연구 결과, 공감독서교육은 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서지능 향상의 효과가 있음을 검

증하 다. 한 연구자는 공감독서를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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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하기 해 로그램에 활용한 활동지를 제

시하 다.

강경희(2019)는 유아교육 장에서 3세 유아 

15명을 상으로 공감능력 증진을 한 로그

램을 용하고, 비교집단은 리과정에서 제시

하는 생활주제에 따는 활동으로 연구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유아의 인지  공감, 정서  

공감, 사회  기술에 한 공감능력에서 정

인 효과가 나타났다. 백민아(2019)는 미래의 

통일 시 를 비하기 한 공감의 소재로 독

일 통일 환기 문학의 가치를 잉고 슐체 작품

의 공감교육  요소를 심으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선정된 잉고 슐체의 작품은 인물 

심의 사회 응 태도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분류하 으며, 작품 속 이야기와 인물간 화

를 통해 인물들의 공감 계를 분석하 다. 

최주희(2019)는 등학생을 상으로 개별

성, 자율성, 창의성을 인정하고, 문학치료의 건

강학  인간 을 심으로 도덕 수업의 연계 

방안을 분석하 다. 연구 결과, 도덕 교과를 

심으로 문학치료 수업방안을 실행하고 등학

교 도덕 교과 교육에 용할 수 있는 인  성

장의 방안을 도출하 다. 한경인(2019)은 상황

심의 공감  의사소통 로그램을 통해 등 

통합학  학생들을 상으로 공감능력과 래

계망, 장애학생에 한 태도  공감  화 

행동을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참여 학생들에

게 로그램을 실시하여 공감능력, 래 계망 

비장애학생들의 장애에 한 태도, 공감  

화 행동 향상의 결과를 확인하 다. 

장동숙(2020)은 학생 8명을 상으로 청

소년문학상 수상작에 나타난 공감의 양상을 통

해 문학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고 문학교육  의의를 분석하 다. 연구 결

과, 공감을 활용한 문학독서와 쓰기, 평가를 통

합 으로 교육할 때 정 이었으며, 교과서의 

통일된 공감개념 정리와 공감 단원 활동을 구

성하여 문학 감상과 능력 신장을 제안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는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공감의 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 장에서 공감독서가 핵

심이 되는 연구는 미미한 편이며, 독서교육 로

그램을 원격수업 기반의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

다. 지 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원격

수업 모형을 설계하고, 원격수업과 공감독서 

로그램을 연계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3.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 설계
 

원격기반 수업모형을 구안하기 하여 교육

부(2020)에서 제시한 원격 수업의 형태를 제시

하고 수업 운 을 해 필요한 다양한 에듀테

크를 탐색하여 원격기반 수업모형을 설계하고

자 한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원격 수업의 형태

는 <그림 1>과 같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원격 수업의 구체 인 형

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콘텐츠 활용 

심 수업의 방식이다. 학년과 교과 특성에 따

라서 등록된 기존의 콘텐츠  자체 제작한 콘

텐츠를 학습 리시스템 EBS온라인클래스, e학

습터, 두랑 등에 속하여 학습하는 형태이다. 

학생은 녹화강의나 학습콘텐츠를 시청하고 댓

이나 질의응답을 통해 원격 토론을 실시하고, 

교사는 학생에게 피드백 한다. 둘째, 과제 수행 

심 수업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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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격 수업의 형태(교육부 2020)2)

학 홈페이지, SNS 등에서 수업시간별로 제

공되는 과제를 수행하고 제출하는 형태이다. 교

사는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내용을 확인 가능

한 과제 제시  피드백을 하는 수업이다. 셋째, 

실시간 방향 심 수업의 방식이다. 화상수업

에 근할 수 있는 방법을 문자나 메일을 통해 

안내받고, 화상수업도구에 속하여 수업에 참

여하는 형태이다. 

교사는 실시간 원격교육 랫폼을 활용하여 

학생과 화상수업을 실시한다. 화상수업은 실시

간 토론과 소통의 즉각 인 피드백이 가능하며, 

네이버 라인웍스, 구루미, 구  행아웃, MS 즈, 

ZOOM, Webex 등을 수업도구로 활용한다. 

온라인 원격수업의 역할은 실시간 방향 수

업, 콘텐츠 활용 심 수업, 과제 수행 심 수

업으로 구성하 고, 원격 수업에서의 역할부분

에서 학교, 교사, 학생으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

하 으며 <표 3>3)과 같다. 

구 분 원격 수업의 역할

실시간 방향 수업

‣학교 - 실시간 방향 화상 수업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교사 - 학생들이 해당 화상 수업 도구에 근할 수 있는 방법을 문자

(메일) 등으로 제시한 뒤 체 학생의 참여를 확인하고 진행

‣학생 - 교사의 안내에 따라 화상 수업 도구에 속, 수업 참여

콘텐츠 활용 심 수업

‣학교 - 학교 단 에서 활용할 학습 리 시스템을 별도 지정하거나 교과 교사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교육 계획 수입에 반

‣교사 - 학년 교과 특성에 따라 기존 콘텐츠  자체 제작 콘텐츠를 해당 학습 리 

시스템에 성취 기 별 학습 정량으로 등록

‣학생 - 학습 리 시스템에 속하여 교사의 등록 과제에 따라 학습을 수행

과제 수행 심수업

‣학교 - 공정한 학습 리  학습 정량 등에 한 철 한 확인, 검

‣교사 - 성취 기   학생 학습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 과제를 학  홈페이지, SNS 

등에 게시, 체 학생의 참여 여부 확인

‣학생 - e학습터, 학  홈페이지, SNS 등에서 수업 시간 별로 과제를 수행하여 제출

<표 3> 온라인 수업의 역할

 2) 교육부. 2020. 코로나19 감염증 응을 한 원격수업에서 제안한 내용과 동일함.

 3) 교육부. 2020. 체계 인 원격수업을 한 기 안 마련에서 제안한 내용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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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감독서에 용할 온라인 원

격수업을 크게 3단계로 구성하고, 단계별로 최

의 랫폼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원격수업

의 모형을 설계하 다. 1단계는 비단계로 콘

텐츠 제작 단계로 워포인트(PPT)를 이용하

여 공감독서에 활용되는 수업자료와 학생들과 

‘함께 읽기’ 수행 도서를 스캔하여 제작하 다. 

이와 같은 콘텐츠 자료에는 수업에 활용되는 

상자료, 이미지 등도 포함하 다. 

2단계는 개단계로 수업의 진행을 해 수

업에 한 공지  ZOOM 수업 , 활동지 

링크 등의 수업안내와 질의응답 등을 구성하기 

한 랫폼으로 클래스 을 선정하 다. 이어

서 원격수업을 해 학생들의 실시간 토론  

소통 등 즉각 인 피드백이 가능한 실시간 

방향 심의 수업을 해 ZOOM을 화상수업 

도구로 선정하 다. ZOOM을 통해 출석체크, 

함께 책 읽기, 수업자료 PPT 화면공유 등을 실

시간으로 활용하 다. 

셋째, 정리단계에서는 차시평가 활동을 구

성하여 공감표  활동을 해 구 설문지 랫

폼을 선정하여 차시별 활동지를 제작하고 공유

하 다. 구 설문지는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활

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활동지의 내용별, 

학생별로 분류하여 수업의 분석에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활동의 내용을 공감 분포도로 확

인할 수 있어 자료 리  자료분석 활용 수업

도구로 선정하 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설

계된 원격수업 기반의 수업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의 원격수업 기반의 수업모형에 따라 

랫폼을 용하여 단계별 원격수업 활동의 수

업 차를 <표 4>와 같이 설계하 다. 

<그림 2> 원격수업 기반의 수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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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목표 사용 랫폼 원격수업 활동 비고

[1단계]

비

수업

비

ZOOM
∙수업 자료 실행

∙ZOOM 속

오디오, 비디오 

체크하기

클래스 ∙ZOOM 링크 제공  공지사항 게시

출석

체크
ZOOM

∙ 기실 수락  기  화면 제공

∙인사  출석체크
기  수업안내 공유

[2단계]

도입

수업 

진행

안내

ZOOM 

+ 워포인트

∙수업의 진행 방법 안내

∙수업 내용 제시

워포인트 

화면 공유

구  폼 ∙독서 퀴즈를 통한 주의 집  유도
ZOOM 채 , 

클래스  게시  

[3단계]

개

설명 ZOOM

∙수업 내용 설명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자료 제시

∙화이트보드 기능을 통한 서

질의

응답
ZOOM

∙수업 청취  질문 사항->피드백

∙교수자 질문에 하여 학생들이 답하도록 진행

(손들기 기능 활용)

비  채  가능

학습자

참여유도

ZOOM

+ (패들렛, 클래스 )

∙패들렛 활용  실시간 반응

∙화면 공유를 통하여 패들렛의 내용 공유

링크 제공

+ 화면 공유

[4단계]

정리

차시

평가

ZOOM ∙최종 성취도 평가 문항 제시 화면 공유

구 설문지

+ 클래스
∙개별 평가 결과 확인

클래스  과제게시  

링크 제공

수업

종료
ZOOM ∙다음 수업 고  학습 종료

<표 4> 원격수업 기반의 수업 차

4. 공감독서 로그램 운   분석
 

4.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 학교는 연구자가 사서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원격수업은 학교도서 에서 

진행하 다. 경기도 소재 S 학교이며 1학년 4

개 반의 학생을 상으로 2개 반은 실험집단으

로, 2개 반은 통제집단으로 배치하여 원격수업 

기반 공감독서를 진행하 다. 연구 상의 구성

은 <표 5>와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학교 학생 1학년 4

개 반 총 100명으로 집단별 50명씩 구성하고 

공감독서 로그램은 실험집단에게만 실시하

다. 공감독서 활동이 종료되는 시 에서 코

로나19 상황과 가정체험 학습 활동의 이유로 

구 분 통제집단 실험집단

성별 남자 50 50

계 100

<표 5>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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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검사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표본이 발생

하 다. 이처럼 제외된 표본은 체 107명에서 

실험집단 3명과 통제집단 4명으로 총 7명의 표

본으로 정확한 통계  분석을 하여 최종 표

본 수에서 제외하고 통계 분석을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연구의 실험설계에 근거

하여 사 의 집단별로 동질성 검증을 진행하

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사 의 집단별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인지  공감의 경우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정서  공감의 경우에

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체 으로 공감의 경우를 살펴보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

단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4.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공감역량 측정을 하여 공감  

각성 검사도구를 측정도구로 채택하 다(Bryant 

1982; 박성희 1997). 공감역량 측정도구는 크

게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으로 체 30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를 사용하 다. 본 척도의 문항구성  신뢰도

는 <표 7>과 같다.

4.3 연구 모형  가설

본 연구는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 기반의 공

감독서 로그램의 향상 효과를 분석하기 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나 어 각각 사 과 

사후에 공감역량 검사를 시행하여 효과의 차이

　 집단 평균 표 편차 t p

인지

공감

통제집단 2.97 .58
-1.126 .263

실험집단 3.10 .60

정서

공감

통제집단 3.13 .46
-.271 .787

실험집단 3.16 .54

공감

체

통제집단 3.08 .45
-.639 .524

실험집단 3.14 .53

<표 6> 사 의 집단별 동질성 검증
(통제/실험집단 각각 N=50)

변인 하 변인 문 항 번 호 문항수

인지

공감

조망취하기 16, 19, 22, 25, 28 5

상상하기 17, 20, 23, 26, 29 5

정서

공감

공감  각성

1, (2), 3~7, (8),

9, 10, (11), (12),

(13), 14, 15

15

공감  심 18, 21, 24, 27, 30 5

체 30

<표 7> 공감능력 측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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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원격수업 공감독서 연구모형

를 분석하고자 하 다. 원격수업 기반의 공감독

서 로그램의 연구모형은 <그림 3>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공감독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인지  공감능력과 정

서  공감능력과의 계를 악하기 하여 설

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 공감독

서 활동은 청소년의 인지  공감역량 증

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1: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 공감

독서 활동은 청소년의 인지  조망취하

기 증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2: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 공감

독서 활동은 청소년의 인지  상상하기 

증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 공감독

서 활동은 청소년의 정서  공감능력 증

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1: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 공감

독서 활동은 청소년의 공감  각성 증진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2: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 공감

독서 활동은 청소년의 공감  심 증진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4.4 운 황

본 연구는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 환경에서 

공감독서 로그램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의 하 변인과 공감능력을 종속변인으로 

선정하 다. 실험연구를 해 S 학교 1학년 4

개 반의 학생을 상으로 검사 도구 측정에 

한 검사자 훈련과 검사도구 측정  실험 처치

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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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검사는 연구 집단 4개 반 100명을 상

으로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 방식으로 시행되

었으며, 사  검사지는 온라인 랫폼 구 설

문과 클래스 을 통해 연구자가 직  취합하

다. 연구 집단의 사  동질성 검증을 해 임의

로 선정된 실험집단 2개 반 50명과 통제집단 2

개 반 50명의 두 집단 간 사  동질성 검사를 

진행하 다. 

사  동질성 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집단의 동질성

은 검증되었다. 실험집단은 2개 반을 상으로 

2020.04.22.일부터 2020.08.26.일까지 1학기 동

안(방학기간 제외 2020.07.31.~2020.08.14.) 16

주 총 32시수를 시행하 으며, 매주 수요일 5-6

교시에 각각 2시수씩 90분으로 창의  체험활

동 주제선택 정규 교과시간을 통해 비 면 온

라인 원격수업으로 공감독서 로그램을 운

하 다. 실험집단의 실험처치 종료 후 두 집단 

모두 사후검사를 사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여 사후 측정을 완료하 다. 마지막으로 

사후평가 단계에서는 공감독서 로그램의 

용 효과에 한 질  분석을 해 ZOOM 온라

인 상녹화 자료  회기별 구  활동지 결과

를 통해 실험집단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 용한 실험설계  

연구 차를 해 원격수업 모형을 설계하고, 

공감독서교육 기 모형의 구성요소를 정비하

여 체계화하 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장에 

용하기 한 연구 수행 차와 수업의 사례

를 정리하 다. 연구의 수행 차  내용은 

<그림 4>와 같다.

연구계획에 따라 로그램 과정을 세분화하

고 각 단계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활동지 

이아웃과 교사의 시를 첨부하여 로그램을 

운 하 으며 공감독서 로그램 차시별 계획

안은 <표 8>과 같다.

공감독서 수업계획안은 시수에 따라 공감독

서교육의 16차시 로그램을 원격수업 기반의 

<그림 4> 공감독서 로그램 연구 수행 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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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시 로그램 과정

1주 1차시 ~ 2차시
∙오리엔테이션, 사 검사 
∙나와 다른 것뿐이야 
∙우리의 약속정하기

2주 3차시 ~ 4차시
∙나와 우리 가족 공동체 인지하기

∙소 한 우리 가족구성원 배우기 

3주 5차시 ~ 6차시
∙다양한 감정에 해 알기
∙솔직한 감정을 표 하기
∙기분을 나타내는 감정단어 알아보기

4주 7차시 ~ 8차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귀 기울이기

∙진실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이야기 들어주기

5주 9차시 ~ 10차시
∙용기와 배려
∙용기 내어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6주 11차시 ~ 12차시
∙서로 다름에 한 배려와 공감
∙수미의 편이 되어주기

7주 13차시 ~ 14차시
∙마음을 열고 이해하기 

∙상처 받은 와 마음 나 기 

8주 15차시 ~ 16차시

∙폭력이 되는 말과 행동 
∙폭력은 구의 잘못일까? 
∙공감독서퀴즈 

∙사후 검사

<표 8> 공감독서 로그램 차시별 과정

사 ․사후 8차시로 구분하 고, 1주의 차시를 

5~6교시 2시수로 구성하여 실험집단 A와 B 

각각 16차시씩 동일한 공감독서 활동을 실시하

다. 1주차 로그램에서는 구 설문의 사

검사를 실시하고, 방향 온라인 ZOOM을 통

해 로그램의 소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

다. ‘우리의 약속정하기’를 통해 한 학기동안 

진행될 수업을 해 스스로의 약속을 정하고 

함께 지키기 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

의 약속정하기’는 워포인트로 이미지를 제작

하여 클래스 -과제안내로 제시하 고, 일을 

다운 받아 작성한 후 다시 클래스 을 통해 과

제로 제출하 다. 

2차시에는 ‘나와 다른 것뿐이야’란 주제로 

ZOOM의 화면에 공유된 도서를 함께 읽고, 

주인공의 심리를 배경으로 서로 다름에 해 

이해하고, 책 속 주인공을 통해 쉽게 분노하

는 습 과 사물을 보는 시각의 차이를 경험하

며 공감하 다. 공감독서교육 연구모형(송지

애 2018)을 용한 독서모형 단계에 따른 독서 

활동  자료의 기 자료이며 독서 문가들의 

델 이 조사를 통해 총 30권이 선정되었고, 공

감독서모형의 구성단계와 범주화에 해 선정

된 기 단계의 공감인지, 심화단계의 공감이해 

 공감각성, 표 단계의 공감표 에 따라 자

료가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시수에 

반 하여 다음의 <표 9>와 같이 자료를 구성하

다.

본 연구의 공감독서 수업 지도안은 5차시 도

서 빨간 볼을 학교 장에 용하기 한 시

자료로 다음의 <표 10>과 같이 제시하 으며, 

수업활동 사진을 <그림 5>와 같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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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감 도서명 독서 활동

1주
∙성 한 오리 구리의 우화

∙이윤희. 랑새어린이, 2002.

∙ 로그램의 목   안내
∙공감의 의미와 공감의 부재 인지하기
∙우리의 다짐(약속) 서약하기

2주
∙돼지책

∙앤서니 라운. 웅진주니어, 2001.

∙엄마의 감정 찾아드리기

∙내게 숨어있는 행복 찾아보기

3주
∙기분을 말해

∙앤서니 라운. 웅진주니어, 2011.

∙원숭이의 다양한 감정에 해 알아보기
∙서로 어울리는 감정 느낌 짝 지어보기
∙감정을 한 언어로 표 하기

4주
∙내 동생 버지니아 울

∙쿄 맬클 어. 산하, 2014.

∙응원의 감정카드 작성

∙나의 마음속(블룸스베리) 친구들에게 마음 달하기

5주
∙빨간 볼
∙얀 더 킨더르. 내 인생의 책, 2014.

∙튀르를 괴롭히는 울에게 한마디 하기
∙튀르에게 사과의 마음을 달하기

6주
∙수미야, 미안해
∙박북. 이카로스의 날개, 2015.

∙수미에 한 미안한 마음을 하기
∙수미의 든든한 편이 되어 주기

∙수미에게 손 편지 쓰기

7주
∙내 짝꿍 최
∙채인선. 재미마주, 2012.

∙상처 받은 의 마음 열어주기 
∙ 가 당당히 표 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 열어주기

8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노경실. 해와 나무, 2015.

∙말로 때린 진우와 주먹을 휘두른 찬이

<표 9> 공감독서활동  자료 안내

공감도서명 빨간 볼
주차 5주

차시  9~10차시

공감 목표

∘친구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한다.

∘나의 감정을 조 하며 친구의 생각도 존 하는 태도를 기른다.
∘친구의 아픔을 이해하고 상처 주는 말과 행동에 해 이야기 나 다.

공감 주제 용기와 배려

공감 요소 감정이입, 정서조 , 존 , 배려, 이해 

활동 도서 얀 더 킨더르( 자), 내 인생의 책(출 사), 2014.

활동 단계 핵심역량 세부 목표  활동 내용 활동시간 

도입 기 공감인지역량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문학작품 슬로 리딩을 통해 주인공 심리와 감정을 분석․이해

∘타인의 감정을 알아보는 공감인지하기

10

개 심화

공감이해역량
∘공감한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본인의 감정으로 동일시하는 과정
∘주인공을 통해 함께 아 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감이해하기 

35

공감각성역량
∘타인의 기분이나 경험을 감정 으로 스스로 공감
∘잘못된 부분을 깨닫는 공감 각성하기

정리 표 공감표 역량

∘공감각성하기로 깨닫게 된 내용들을 자기 용하기

∘감정을 통제하고 인 계에서 감정을 표 하는 연습
∘스스로 감정을 코딩하는 공감 표 하기

35

마음 다스리기 
∘공감일기 활동, 공감 좋아요 활동
∘활동소감 나 기

10

<표 10> 공감독서 수업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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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업활동 사진

4.5 데이터 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회수된 자료

에 사용된 구체 인 실증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문항에 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

하여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측가능성

과 정확성 등을 살펴보기 해 크론바하 알

(Cronbach's α)계수를 신뢰도 계수로 사용하

다. 둘째, 공감독서 활동 진행  완료 후 시

기별, 집단별 공감역량의 효과를 분석하기 

해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 다. 셋

째, 평균차이 검증인 T테스트(T-test)와 사

을 통제 후 비모수통계 분석(Mann-Whitney)

을 통해 검증하 다. 에서 살펴 본 크론바하 

알 계수를 통해 내  일 성에 의한 측정도구

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에서 0.7이상의 수치가 나타나 신뢰수 이 

확인되었다. 공감능력 신뢰도 분석은 <표 11>과 

같다. 

4.5.1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 기반의 공감

독서 분석

공감독서 활동 진행  완료 후 시기별, 집단

별 공감역량의 효과를 분석하기 해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 다. 공변량 분석

은 회귀분석을 통해 교정된 사후 수를 구한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 기반의 공감독서를 활용한 청소년의 공감역량에 한 연구  557

변인 Cronbach's α

인지  공감 .756

정서  공감 .784

체 .858

<표 11> 공감능력 신뢰도 분석 

구분
사 사후

t(p)
M SD M SD

인지 공감

통제집단 2.97 .58 3.00 .46 .152(.880)

실험집단 3.10 .60 3.19 .57 .804(.426)

t(p) 1.126(.263) 1.823(.071)

정서 공감

통제집단 3.13 .46 3.08 .29 .926(.360)

실험집단 3.16 .54 3.19 .52 .459(.641)

t(p) .217(.787) 1.257(.121)

공감 체

통제집단 3.08 .45 3.05 .29 .560(.578)

실험집단 3.14 .53 3.19 .50 .697(.528)

t(p) .639(.524) 1.633(.106)

<표 12> 공감능력의 사 -사후 평균 비교
(통제/실험집단 각각 N=50)

뒤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공감능력에 한 사 -사후 

수와 교정평균 비교를 각각 나타냈으며 다음

의 <표 12>와 같다.

공감능력의 사 -사후 집단별 공감 T-tes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인지  공감의 경우 사후

에서 통제집단(M=3.00, SD=.46), 실험집단

(M=3.19, SD=.57)로 나타나 실험집단의 경

우 통제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정서  공감의 경

우 사후에서 통제집단(M=3.08, SD=.29), 실

험집단(M=3.19, SD=.52)로 나타나 실험집단

의 경우 통제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체 으로 공감의 경우 집단별 차이는 유의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표본의 크기

가 작은 계로 비모수 검증(Mann-Whitney)을 

통하여 재검증하 다. 실시한 공감능력의 사후의 

집단별 비모수 검증(Mann-Whitney) 분석 결과

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분석 결과, 모수통계를 사용하여 T-test 검증

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  p<.05수 에서 유의하

지 않아, 비모수통계인 집단별(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인지 공감(Z=2.01, p=.047)

의 경우와 정서 공감(Z=2.03, p=.042)의 경

우에는 p<.05 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로그램을 실시 한 후 상

으로 실험집단의 경우 통제집단보다 공감능

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체 으

로 공감의 경우(Z=2.092, p=.036)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p<.05). 따라서 

본 연구의 공감독서 로그램은 청소년의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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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단 평균 순 순 합 Z(p)

인지 공감

통제집단 42.69 2006.50
2.013*

(.047)
실험집단 52.31 2458.50

합계

정서 공감

통제집단 42.62 2003.00
2.038*

(.042)
실험집단 52.38 2462.00

합계

공감 체

통제집단 41.62 1956.00
2.092*

(.036)
실험집단 53.38 2509.00

합계

*p<.05

<표 13> 공감능력의 사후의 집단별 비모수통계(Mann-Whitney) 분석
 (통제/실험집단 각각 N=50)

역량 향상에 한 효과성이 확인되었다.

4.5.2 사후 평가 검증

사후평가 검증은 공감독서 로그램의 용 

효과에 한 질  분석을 해 ZOOM 온라인 

수업의 동 상, 로그램 활동지를 통해 실험

집단의 변화과정과 수업을 분석하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수업을 심층 으로 분석

하기 해서 실시간 방향 온라인 ZOOM 수

업을 녹화한 동 상을 활용하 다. 이를 통해 

수업에서 드러나는 진행 과정, 수업의 내용 제

시, 학생들의 활동과 수업 에 나 었던 의사

소통 방법 등을 분석하 다.

둘째, 구 설문지를 통해 사 에 작성된 활

동지를 학생들에게 공유하여 공감독서 함께 읽

기의 과정과 결과에 해 질문하며, 그 내용을 

분석하 다.

셋째, 클래스 에 제시된 과제의 제출 내용 

 학생과의 피드백 댓 도 살펴보며 교수학습 

자료의 내용으로 참고하여 분석하 다. 

이처럼 본 연구의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상녹화 찰 평가는 공감독서 로그램의 질

 연구를 하여 로그램을 진행하는 연구자

가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찰

하여 변화된 태도나 행동에 해 분석하며 수

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장기

록은 생생한 장면과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담기

해 ZOOM 활동시 음소거를 하지 않고, 함께 

책을 읽는 동안에도 연구자와 소통하며 수업을 

진행하 다. 

 

4.5.3 가설검증  결과 요약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 기반의 공감독서 활

동이 청소년의 공감역량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가

설검증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의 검증 결과 비 면 온라인 원

격수업 공감독서 활동은 공감능력의 하 변인  

인지  공감의 경우 p<.05 수 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2.01, p=.047). 

둘째, <가설 2>의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 

공감독서 활동을 실시한 결과 공감능력의 하

변인  정서  공감의 경우 p<.05 수 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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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내용 채택여부

개념  가설 1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 기반의 공감독서 활동은 청소년의 공감역량 증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조작  <가설 1>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 기반의 공감독서 활동은 청소년의 인지  공감능력 증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조작  <가설 2>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 기반의 공감독서 활동은 청소년의 정서  공감능력 증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14> 가설검증 결과 요약

p=.042). 한 체 으로 공감능력의 경우

(Z=2.092, p=.036)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p<.05). 그러므로 본 연구의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 공감독서교육 활동은 

청소년의 공감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가설

에서 개념  <가설1>과 조작 <가설1, 2> 모두 

채택되었다. 가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5. 결 론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사태의 기 

상황으로 국내와  세계의 교육 장에서는 교

육 신과 에듀테크(Edutech)의 필요성을 느

끼게 되었으며,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의 효과

인 학습 략  학습격차 해소가 교육 장의 

과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20년은 코로나19

로 인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반에 걸쳐  

세계 으로 언컨택트(Uncontact) 시 가 등장

하게 되었다.

4차 산업 명 시 를 한 교육 신과 미래

교육의 모습으로 제시되었던 인공지능과 빅데

이터의 활용 보다 코로나19 상황의 언컨택트 

환경이 뉴노멀(New normal)이 되었다. 이

듯 4차 산업 명 이 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유의 사회  변화가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의 

환경이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선택과 도

구를 선택하여 상황을 수용하여 변화를 받아들

이는 움직임 속에서 랫폼을 개발하고 교육 

격차에 한 안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비 면 온라인 

상황에서 원격수업 설계를 기반으로 공감독서 

로그램을 용하여 청소년을 상으로 공감

역량 강화 훈련을 하 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

해 공감역량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 다. 연

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 기반의 공감

독서 활동이 청소년의 공감인지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한 결과, 인지  공감능력 총 에서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정

서  공감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서  공감능력 총 에서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인지  공감능력과 정서  공감

능력의 총 에서 높은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

므로 본 연구의 비 면 온라인 원격수업의 공

감독서 활동은 청소년의 공감역량 증진에 효과

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용한 공감독서교육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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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애 2018)은 독서 문가와 교사들의 포커

스인터뷰  델 이 조사연구를 통해 개발된 

도서목록과 활동지 등을 채택하여 비 면 온라

인 원격수업의 환경을 고려한 수업모형으로 

용하여 운 하 다. 

포스트 코로나19의 혼돈 속에서도 온라인 개

학 기에 실시간 방향 원격수업을 진행하면

서 학생과 학생간의 계를 개선하고, 원격수

업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구 하는 

측면에서 공감독서 로그램을 활성화 하 다. 

특히 본 연구의 공감역량 증진은 비 면 온라

인 원격수업과 면 수업의 상황 속에서 공감

독서 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

를 한 학습성취에도 정 인 변화를 가져오

며, 공감독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책 속 주인공

에 감정이입이 되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

는 정 인 요소로 작용하며 다양한 의의를 

반 할 것을 기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공감 심 독서는 공

감역량 증진을 실 하고, 이를 통해서 원격수

업의 비 면 온라인 상황에서도 소통과 표  

방법을 학습하여 학업성취는 물론 사회  행동

특성의 형성과 발달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

이다. 한 본 연구에서 용한 공감독서 로

그램은 청소년과 련된 다양한 사회문제가 되

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십  청소년의 

충동성 조 능력 장애 방  치유 향상에도 

활용하며 온․오  교육 장에서의 공감과 소

통 역량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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