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의 교육은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학습자의 특성 변화, 스마트 강의실 구축 등

을 통한 인프라 변화를 통해 스마트 교육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스

마트 기기의 보급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증가, 와이파이(wifi)

서비스 확대를 통한 무선인터넷 환경 개선 등으로 교수·학습자 모두 자신에게 알맞

은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

크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가 일상화되었다. 또한 스마트 강의실 구축

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교수자들도 수업 설계 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

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실제 수업에 이를 활용함에 있어서 수업설계 시 몇 가지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이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성공적인 수업의 밑거름이 된다. 

1. 학습자 특성의 이해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 학년, 흥미, 학습능력, 학습과 관련된 선호도 등을 고

려하여야 하며 최근‘ 레니얼 제너레이션’으로 불리우는 현재의 학습자 특성 분석

은 수업방법과 매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레니얼 제너레이션’(린 C. 랭카스터/데이비드 스틸먼): 1982∼2000년 출

생, 월드컵 거리응원을 주도하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트위터 페이

스북 등 소셜 네트워킹으로 정치 경제 사회의 흐름을 주도해 가고 있는 세대. 이

들을 만들어내는 기반이자 움직이는 핵심 요소(M factor)로 부모, 권능감, 의미,

높은 기대치, 빠른 속도, 소셜 네트워킹, 협력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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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주제 및 학습목표 설정

수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스마트러닝 방식이 적합한지 판단해야 한다.

즉, 스마트러닝이 최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수업주제 및 학습목표의 선정이 선행되

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선정된 수업의 주제 및 학습목표는 다양한 학습자원의 활

용, 실제적·맥락적 경험 제공, 상호작용적 학습 환경을 통해 스마트 러닝이 제공하

는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업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설계를 한다.

3. 방법, 매체 및 자료선정

학습자가 파악되고 학습목표가 설정되었으면, 교수 목적에 따라 강의법, 동료교수

법, 탐구학습, 협동학습, 문제기반학습, 프로젝트 기반학습 등과 같은 알맞은 교수방

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수자 및 학습자 환경을 비롯하여 수업에서 활용

될 수 있는 스마트 테크놀로지의 지원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스마트기기

이해도 및 접근성, 상이한 스마트 기기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획득 가능성, 웹과 병행

되는 하이브리드(hybrid) 방식 활용, 기타 환경적 지원 등이 검토된다.

원본이미지: http://www.unity.net.au/allansportfolio/edublog/?p=874)

4. 수업활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과 학습자료 선택

교수자는 학습내용에 교과목이나 실생활 중심의 사례 학습의 통합 정도를 고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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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학습목표에 적당한지 검토 후 수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기기나 학

습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수업에 유용한 어플리케이션>

－문서작성, 도형 및 차트 삽입, 클라우드 전송：OLiveoffice, Kingsoft Office 등

－PDF 첨삭：PDF노트, ez PDF READER, Adobe Reader 

－자료정리와 협업：에버노트, 구 드라이브, n드라이브, dropbox 등의 클라우

드기반 저장소

－SNS를 활용한 의사소통 기능의 앱: 카카오톡, 카카오그룹, BAND, Ping pong,

Facebook 등

5. 학습자 참여 독려

스마트 러닝 환경에서 효과적인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사고

활동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그들이 배운

지식이나 기능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학습

에 강력한 동기를 줄 수 있다.

6. 평가와 수정

수업 후에는 수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학습자의 학습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교수자가 의도한 것과 얻어진 것 사이에 불일치한 점이 발견되면, 다음 수업

을 위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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