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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의 온라인 수엽 유형 분석

“서울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11 "

김동일 · 한안나**

요 약

정보통신기술발달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대학교육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다. 많은 대학에서 강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교수자들은 대학에서의 온

라인 수업에 대한 지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수엽을 중심으로 대학

온라인 수업의 유형을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별 교수들의 온라인 수업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온라인 수업 유형을 네트워 활용형태， 학습활동， 강좌의 특성 등으로

분류하여， 온라언 수업 유형에 따라 일반화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대학 원격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대

학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연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02년도 2학기에 서울대학교 웹 클래스(WebClass)와 교수 전용

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활용 강좌 2407B 중 1877B를 대상으로， 강좌가 이루

어지고 있는 사이트를 조사 · 분석하였다.

그 결과， 네트원(온라인)의 활용정도 및 운영형태， 학습활동， 강좌의 특성이라는 3가

지 차원의 준거를 토대로 대학 온라인 강좌를 분류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분류

모형을 토대로 서울대학교의 온라인 수업 유형을 살펴보면， 면대면 수업을 중심으로 하

면서 온라인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형태가 대부분의 강좌에서 활용하고 있는 유형이었

1) 이 연구는 2002년도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CTL) 온라인 교육 모델 강좌 개발 연

구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으며 제2차 서울대 온라인교육 망향정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서울

대 온라인교육 . 모델개발과 제도적 지원방안， 2002년 11월 21일 )에 서 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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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학습활동의 측면에서는 웹의 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자원기반 학

습형태가 가장 보편적이었다. 교양강좌보다는 전공과목에서， 전공과목 중에서도 인문계

열보다는 자연계열이 보다 활성화되었다.

대학에서의 온라인 수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환경의 적극적인 활용，

학습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학습전략의 활용과 교수자의 자질， 온라인 학습공

간에서의 활발한 상호작용， 즉각적인 피드백과 다양한 학습전략，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태도， 다양한 평가방식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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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료르
1...-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교육영역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전통

적인 의미에서 교육이라하면 강의실이라는 일정한 공간에서 교수자가 다수의 학생을 대

변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언식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교육에 대한 기존의

관념， 즉 교육이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공간에서 학습자가 교수자와 만나야만 이루어

지는 것이라는 관념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 종래의 원격교육이 인쇄매체와 방송을

이용한 일방향적 교육이면서 학교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제 2의 선택이었던

데 반해， 현재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원격교육， 즉 인터넷 기반의 사이버 교육은 학습자

와 교수자가 실시간， 비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쌍방향적인 특정을 가지면서 더 이상

대안적인 교육형태가 아닌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 부상하고 있다(정인성 • 임병로， 2002).

이와 같은 새로운 교육체제는 웹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컴퓨터 네트워을 통해 온라

인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전자화된 가상공간에서의 학습이 강조된다는 점 때문

에 인터넷 교육이나 가상교육， 원격교육， 사이버 교육이라는 용어에서부터 웹 기반 교

육， 디지털 학습， 컴퓨터 기반 학습， 인터넷 기반 학습 등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

라서 다양한 용어들로 사용되고 있다(나일주 · 한안나， 2002). 이 달에서는 일반적으로

온라인 환경을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언 교육’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인터넷 기반의 사이버교육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누구나， 언제 어

디서나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기반으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정부

의 정책적 배려와 민간의 활발한 참여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

이벼 교육의 확산을 살펴보면， 교육부에서 1996년 ‘사이버 대학의 운영’을 교육개혁과제

로 선정하여， 1997년부터 2년에 걸쳐 65개 대학과 5개 기업이 참여하는 시범운영기간을

가졌다. 사이버대학 시범운영의 결과 평생교육법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립원격대학설립에 필요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0년 12월에

는 ‘열린사이버대학’ 등 9개 원격대학교에 대하여 설립이 인가되었고， 2001년 중에 6개

원격대학이 추가로 인가되어 현재 15개 대학에서 사이버교육에 기초한 전문학사 또는

학사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일반대학 역시 사이버 교육의 경험을 쌓으면서 기존의 교육체제 내에 사이벼

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 사이버 공간 상에서 이루어진 강좌를

학점으로 인정하고 사이버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수 학습 지원 체제 및 행정조직의 보

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대학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이버 교육이 발전하면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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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정보교환， 공동정책 개발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1년 4월에는 ‘전국대학사이

버교육기관협의회’가 창립되어 약 60여 개의 일반대학이 참여하여 사이버 교육에 대한

일반대학들의 높은 관심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사이버교육 현황 분석결과를 살펴보면(정인성， 임병로， 2002), 전국

3767H 대학 중 1517H 대학이 사이벼 교육을 일부 또는 전부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4년제 국공립대학 207H교， 교육대학 6개교，4년제 사립대학 75개교，2년제 사립대학 31

개교， 기타 197H 대학이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을 했다. 우리나라 1，000대

기업의 37%가 e→Learning 을 실시하고 있다는 통계와 비교해 볼 때， 대학이 기업보다

사이버 교육열이 조금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 교육 운영 유형으로，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개인 교수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 비형식적 유형인 ‘개인 교수자가 대학의 일

부 강좌를 사이버 강좌로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응답대학의 76.5%에 달하였다. 또， ‘다

른 대학들과 컨소시염을 구성하여 사이버 강좌를 제공하는 경우’가 58.8%, ‘대학 단독으

로 사이버 캠퍼스나 사이벼 대학원 등을 별도 조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가 29.4%에

이른다고 하였다.

수업차원으로 들어가서， 강좌 개발 시 원고 집필은 대부분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자가

직접 집필하고 교수설계 역시 해당 교수의 직접적인 설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

부분이어서， 오프라인 교수 방식이 온라인 교육에 그대로 묻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컨텐츠 개발도 대학내 전담조직이 담당하는 경우 보다 해당 교수와 조교가 직

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평가 또한 해당 교수자 자율적으로 자신의 사이버 강좌

를 평가하고 있고 학생에 의한 평가나 자체 기관에 의한 평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최근 대학교육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가상수업의 실천이 확산 · 보편화되고 있

지만， 대부분이 개별 교수자의 관심과 열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직차원에서의

체제적인 지원은 아직까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상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들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학습자와 상호작용 활동을

수행하며，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하여(이인숙， 2001), 가상수업 운영과정에서 교수자의 즉각

적인 피드백과 적절한 토론운영 전략의 필요성， 수업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교수자에

게 너무 많은 부담이 가중된다는 인식이 나타났으며， 또한 면대면 수업과 비교하여 시

간과 노력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학습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전

반적으로 교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온라인을 활용하여 대학

강좌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별 교수자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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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인 지원은 물론이려니와， 실제 수업운영상황에서의 교수-학습전략에 대한 지식에

대한 접근도 부족하여서， 아직까지 일반 대학에서 개별 교수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수엽의 경우는 오로지 교수자의 개인적인 재량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2002년 2학기 현재 240여개의 강좌에서

온라인을 일부， 혹은 전체적으로 활용하여 강의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직적인 지원을 통

해 이루어지는 것보다 개별 교수자가 직접 전용 사이트나， 학과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서울대학교 교무처 자료， 2(02). 그러나 가상수업의 활용에

대한 관심에 비하여 교수자들은 강좌의 특성이나 교육목표 및 학습활동에 적합한 운영

전략에 대한 정보나 지침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겸

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학 강좌에서 온라인을 활용하는 전략에 대한 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내에서 교수자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라

인 활용 강좌를 분석을 통하여， 개별 교수들의 온라인 수업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온라

인 수업 유형을 네트원 활용형태， 학습활동， 강좌의 특성 등으로 분류하여， 온라인 수업

유형에 따라 일반화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원격교육 현장

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과 연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2년도 2학기에 서울대학교 웹 클래스(WebClass)와 교수 전용 사이트

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활용 강좌 240개 중 1877B를 대상으로，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트를 조사하였다. 분석의 틀은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 내 온라인 수엽의 유형

을 분류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개발하였다. 그

리고 유형별 활용실태를 살펴보고， 각 유형들에 대한 SWOT 분석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을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전세계의 많은 교육기관들이 어떤 형태로든 가상교육을 추구하고 았으며， 많은 접근

법 중 웹은 각종 응용 소프트웨어들과손쉽게 통합되어 감에 따라 다양한 교육적 요구

를 충족시키면서 가상교육을 위한 대표적인 공학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지

난 몇 년 사이에 국내의 웹 기반 교육에 대한 연구 역시 급속한 증가를 보일 뿐 아니라

연구 관심사도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웹 기반 가상교육의 분류형태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서의 온라인 활용 수업의 분류

준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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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학자들에 의해 웹 기반 가상수업의 활용형태에 따른 분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

었다. 첫째， 수업활동에서 웹을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Romiszowski & Mason(l996)은

웹 기반의 가상교육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 순수한 온라인 환경에서 교

수-학습활동이 일어나는 ‘사이버형’， 또 하나는 주된 교수 학습 활동이 온라인과 면대면

의 두 형태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통합형’， 그리고 정규 교수 학습활동은 면대면 수업

을 통해 일어나고， 교실수업 밖의 추가적 · 보충적인 상호작용 수단으로써 온라인이 사

용되는 ‘보조형’이 그것이다. 이러한 웹 기반 수엽의 분류를 보다 구체화하여， 염우용

(2000)은 대학에서의 웹 기반 수엽의 수준을 웹의 활용형태에 따라 다음의 9가지로 나

누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 웹을 통한 강좌 홍보， 정보원으로서의 웹， 학생작품의

웹 문서화， 웹 상에 코스 자료 제시， 기존 웹 자료 수정 및 활용， 웹을 통한 학습활동，

대안적 전달수단， 가상강좌 제공， 가상대학 운영이 그것이다

둘째，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따라 정보검색형， 지식구성형， 협력학습형으로 분류하는

형태가 있다. 학습자가 웹 상의 학습정보 ·DB나 웹 사이트 정보를 검색하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형태의 “정보검색형”은 교재(학습내용)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중요시되는

형태로 새로운 내용을 기억， 이해하려는 학습목적에 적합한 형태로써 학습과정을 교수

자가 관리해 주고 안내해 주는 형태와 학습자 스스로 자기주도학습하는 형태가 있다.

“지식구성형”은 학습자가 정보검색보다는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학습하는 형태로써， 단순한 정보검색이 아니라， 전문지식의 구성， 정

보의 적용과 발견， 문제해결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온라인 도제 형태 (online

apprentice)와 특정 주제 전문가와의 상호작용 형태가 있다. “협력학습형”은 학습자간의

협동학습， 토론 등을 통한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형태로 문제중심학습， 자원중심학습 등

에 적합하며， 소집단 토론， 협동과제학습， 온라인 역할극， 온라인 시물레이션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이 있다.

이밖에도 Harris(l999)는 학습활동에 따라 가상수업의 형태를 상호작용적 교환， 정보

수집， 문제해결 프로젝트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상호작용적 교환(Interpersonal Exchange)"

은 전자우편， 리스트서브， 뉴스그룹， BBS,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공통관심사에 의해 지

역적으로 떨어진 수업을 연결하는 형태로써，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의 초빙， 전자공간에

서의 멘토링， 질문과 답변 등과 같은 학습활동이 이루어진다. “정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s)"은 정보교환， 데이터베이스 개발， 전자출판(관련 논문 검색， 수집， 편집， 게

시) 등을 통해 학습하는 형태이다. “문제해결 프로젝트(안oblem-Solving Proj ects)"는

주어진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전자공간에 과제진행의 과정을 제시

하고 또 피드백하며， 주어진 과제를 다른 지역 1학교 · 수엽과의 연계를 통해 확장하는

형태이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지역의 학생들간의 개별적 작엽결과의 공유가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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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학생간， 학생←교사간 인터넷 채팅을 통한 동시 컨퍼런싱도 할 수

있다.

셋째， 교수자의 역할에 따라 가상수업을 강의모형， 촉진모형， 관리모형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강의모형”은 기존의 교실수업처럼 교수자가 주로 새로운 내용을 가

르치고， 확인하고， 동기부여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형태이다. “촉진모형”은 새로운

내용을 직접 가르치는 일보다는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지원， 동기 부여 등의 촉진활동을 하는 형태로써， 교수자의 역할

은 교육적 역할， 사회적 역할， 운영 · 관리적 역할， 기술측면의 역할로 세분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리모형”은 학습자 스스로 하는 자율학습환경 속에서 교수자가 개별학습

을 관리하고 조별 협동학습활동을 촉진， 관리， 토론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웹 기반 가상수업에서의 상호작용 유형에 대한 연구가 있다· Bates(1995)는

가상수업에서의 상호작용 유형을 시간에 따라， 동시적 상호작용과 비동시적 상호작용，

상황에 따라， 개인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분류하였다 Moore &

K얹rsley(1996)는 상호작용의 대상에 따라 학습자와 학습내용 및 학습자료，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으로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Moller(1998)는 3가지

종류의 가상공동체를 상정하여， 학습자와 교수자 및 내용전문가가 상호작용하는 “학문

공동체 (academic community)",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 적 공동체

(intellectual community)" , 참여자 간의 격려 및 사회심리적 지원을 통한 “대인간 공동

처il(inte:rpersonal community)"로 분류하였다. 이밖에도 정인성， 엄정훈(200이은 내용중심

상호작용(학습자 : 교재 혹은 교수자)， 협동적 상호작용(학습자 : 학습자)， 사회적 상호작

용(학습자 : 교수자)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웹 기반 수업의 분류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정도， 교수-학습활동의 형태，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 할，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형태 등의 준거에 따라 다양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웹을 활용한 수엽을 분

류하기 위하여， 네트원의 활용정도 및 운영형태， 학습활동， 강좌의 특성을 온라인 수엽

유형 분석의 준거로 잡았다.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수엽의 분류를 위하여 온라

인이라는 학습환경요소와， 면대변 수업에서와는 차별되는 학습자의 학습활동， 대학 강좌

의 특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차원

에서 분석을 하였다.

대학에서의 온라인 교육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준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네트원 활용정도 및 운영형태에 따라서는 CD 100% 온라인 수업을 통해 사이버

강의 제공하는 형태，(2) 온라인 수업과 면대변 수업을 병행하는 형태，® 면대면 수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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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수단으로， 강의자료 제공， 온라인 토론， 의견교환， 과제제출 및 공유 · 피드백， 성

적공지 등을 위해 웹을 활용하는 형태，@ 강좌정보 제공하는 정보원으로서의 웹을 활

용하는 형태 등 4가지로 분류하였다.

둘째，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따라 @ 정보탐색， 정보 비교 · 분류 · 조사， 정보저작 등을

위해 웹 자원을 활용하는 “정보수집(자원기반 학습， 혹은 정보검색형)형태"， (2) 이메일，

게시판， 웹 토론학습，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한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상호작용적 교환

(커뮤니티형 학습)형태" @ 웹 상에서의 협동학습， 공동과제， 공동 협력 연구 등 “문제

해결(프로젝트형 학습)형태”로 분류하였다.

세 번째로， 대학 강좌 특성에 따라 @ 교양 인문계열，(2) 교양 - 자연계열，@ 전

공 인문계열，@ 전공 - 자연계열 등 4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3가지 분류준거에 따른 대학에서의 온라인 활용수업 형태를 모형화 하면 [그

림 1J 과 같고， 그 종류는 <표 1>과 같이 가능한 유형을 48개(4x3x4)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제해결

프로젝트형흐

(가)

100%사01버 강의 온라인， 면대면 병행 면대면수업면완

ABC
강좌정보제공

D

강좌특성

네트획 활용정도 및 운영혈태

[그림 1] 대학에서의 온라인 수업 분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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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학에서의 온라인 수업 유형

A-( l) - (가):100%사이버 강의←교양(인문)-문제해결(프로 I B←(l)→(가) 온라인면대변 병행-교양(인문)-문제해결(프로

젝트형 학습)젝트형학습)

A-(2)-(7}):100%사이버 강의→교양(자연) 문제해결(프로 I B- ( 2)-(가):온라인면대변 병행 교양(자연) 문제해결(프로

젝트형 학습)젝트형학습)

A-(3)-(가):100%사이버 강의-전공(인문) 문제해결(프로 I B - (3)-(가)‘온라얀면대떤 병행 전공(인문) 문제해결(프로

젝트형 학습) I 젝트형학습)

1\- (4 )-(가) ; 100%사이벼 캉의-전공(자연)-;문제해결(프로 1 8← (4 ) - (가) 온라인·면대연 병행 전공(자연)-문제해결(프로

젝트형 학습) I 젝트형 학습)

A-( l)← (나);100%사이 버강의 교양(인문)→상호작용적교환 I B-(l)-(나) 온라인·면대면 병행 교양(인문)→상호작용적교

(커뮤니티형 학습) I환(커뮤니티 형 학습)

A-(2)-(나):100%사이버강의 -교양(자연) 상호작용적교환 I B- ( 2)-(나) 온라인·면대면 병행 교양(자연) 상호작용적교

(커뮤니티형 학습)환(커뮤니티형 학습)

A-(3)-(나):100%사이 버캉의 전공(인문)-상호작용적교환 I B- (3)-(나) 온라인·면대연 병행 전공(인문)-상호작용적교

(커뮤니티형 학습) I 환(커뮤니티형 학습)

A-(4)-(나):100%사이 버강의 전공(자연)-상호작용적교환 I B- (4)-(나) 온라인면대면 병행-전공(자연)-상호작용적교

(커뮤니티형 학습) \환(커뮤니티형 학습)

A-(1) - (다) ‘100%사이버 강의 교양(인문) 정보수집(자원 I B-(l)-(다) 온라인 면대변 병행 교양(인문) 정보수집(자원

기반 학습) I 기 반학습 )

A-(2)-(다):100%사이버 강의 교양(자연)-정보수집(자원 IB -( 2) -(다〉 온라인면대면 병챙-교양(자연)-정보수집(자원

기반학습)기반학습)

A-(3)→(다):100%사이버 강의 전공(인문)-정보수집(자원 I B- (3)-(다) 온라인，면대면 병행 전공(인문)-정보수집(자원

기반 학습) I 기 반학습)

A-(4)-(다):100%사이 버 강의 전공(자연)-정보수집(자원 I B- (4)-(다):온라인연대면 병행 전공(지연) 정보수집(자원

기반학습)기반학습)

C-(1) - (가) :면대변수엽보완 교양(인문)-문제해결(프로젝 1 0-(1)-(가)강좌정보 제공- 교앙(인운) 운제해결(프로젝

트형 학습) I 트형 학습)

C-(2)-(가) ‘ 면대 면수업보완}교양(자연) 문제해결(프로젝 1 0 잉)객가)‘강좌정보 제공 교양(자언) - 문제해결(프로젝

트형학습)트형학습)

C-(3)-(가) 면대면수업보완 전공(인문)-문제해결(프로젝 1 0-(3)캐가)강좌정보 제공} 전공(인문) 문제해결(프로젝

트형 학습) I트형 학습)

C-(4)-(가) :면대변수업보완 전공(자연)-문제해결(프로젝 1 0-(4)-(가)강좌정보 제공- 전공(자연) 운제해결(프로젝

트형학습)트형학습)

C →(1)-(나) 연대면수업보완 교양(인문)-상호작용적교환 1 0-(1)-(나) 강좌정보 제공- 교양(인문) - 상호작용적 교

(커뮤니티형학습)환(커뮤니티형 학습)

C-(2)-(나) 면대변수업 보완-교양(자연←상호작용적 교환 1 0- (2)-(나) 강좌정보 제공 교양(자연) - 상호작용적 교

(커뮤니티형 학습)환(커뮤니티형 학습)

C-(3)-(나) 면대면수업보완-전공(인문)-상호작용적 교환 1 0-(3)-(나) 강좌정보 제공- 전공(인문) - 상호작용적 교

(커뮤니티형 학습) I 환(커뮤니티형 학습)

C-(4)-(나) : 면대변수업보완-전공(자연)→상호작용적 교환 1 0- ( 4)-(나) 강좌정보 제공- 전공(자연) • 상호작용적 교

(커뮤니티형 학습)환(커뮤니티형 학습)

(-(1)-(다) 연대변수엽보완-교양(인문) 정보수집(자원기 ID-(l)-(다):강좌정보 제공 교양(인문) 정보수집(자원

반학습)기반학습)

(-(2)-(다) 연대면수업보완-교양(자연)-정보수집(자원기 1 0- (2)-(다):강좌정보 제공 교양(자연) - 정보수집(자원

반 학습) I 기 반 학습)

(-(3)-(다) ‘ 면대 면수업보완 전공(인문) 정보수집(자원기 I D- ( 3)-(다):강좌정보 제공- 전공(인문) 정보수집(자원

반 학습) I기반 학습)

(-(4)-(다) 연대변수엽보완-전공(자연) 정보수집(자왼기 [D- (4)-(다)‘강좌정보 제공 전공(자연) 정보수집(자원

반 학습) I 기 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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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서울대학교 온라인 수업 운영 현황 분석

1. 서울대학교 돈라인 수업의 현황

2002년 1학기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온라인 수엽의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대 교무처 자료， 2002). 서울대학교 웹 클래스(WebClass)에 등록된 강좌는 총 59개

강좌이며， 이 중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강좌의 수는 38개이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강좌의 수는 60여 개에 지나지 않지만， 실제로 개별 교

수들이 개인 전용사이트나 학과 사이트를 통해 활용하고 있는 강좌의 개수는 2027B 에

이른다.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메뉴는 강의안을 웹에 게시하는 형태이며， 이밖에

도 게시판을 활용한 질의 응답형태， 강의자료실 운영， 온라인 토론 등의 형태를 활용하

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활용하고 있는 교수의 강좌 240개 (전용

사이트와 웹클래스 포함)를 중에서 2002년 2학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좌 187개를 대

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 활용형태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강좌가 면대면 수엽을 중심으

로 하고 있으면서， 온라인을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온라인의 활용은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 강의계획서 및 수업 일정 공지

· 게시판을 활용한 의견교환 및 질의응답

• 온라인 상에서의 토론활동

· 강의자료의 업로드(PPT， PDF 형태)

· 과제제출 빛 성적의 공지

· 지난 학기 학생 과제물의 게시

· 수업관련 자료 및 관련 사이트 링크

그리고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진 않지만， 온라인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운영

되고 있는 강좌도 있었다. 이러한 강좌들은 수업자료를 HTML 문서로 만들어서 올려놓

고 온라인과 면대면을 병행하여 수업하는 형태나， 혹은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해당

프로젝트 진행상황 및 내용들을 온라인 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있었다.

둘째， 학습활동의 측면에서， 학습자들은 주로 협동학습이나 프로젝트 형 학습보다는

웹의 자원을 활용하여 혼자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방식 (self-study방식， 자원기반학습형

태)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을 교수자와 학습자간 혹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의 도구로 활용하는 상호작용적 교환형태(커뮤니티형 학습)가 많았다. 웹 협동학습이나



대학에서의 온라인 수엽 유형 분석. 서울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11

공동협력 연구 등과 같은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학습형태는 거의 드물었으나， 몇몇 강좌

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과목 계열의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을 통한 강좌는 주로， 교양보다는 전공과목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공과목 중에서도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에서 보다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활용형태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인문계열의 강좌

에서 온라인을 활용하는 형태는， 대부분 수업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웹 토론학습)， 웹의

정보와 자원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형태， 게시판을 통하여 질의 탑변하는 형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자연계열의 강좌에서 온라인을 활용하는 형태는， 대부분 강의계획서 및

수업일정， 과제물， 시험 및 퀴즈 등에 대한 공지사항， 강의자료의 업로드(PYI、， PDF 형

태)， 과제제출 및 질의응답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점은 인문계열에서는 토론학습이나 웹정보활용을 위하여 온라인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자연계열에서는 강의 스케줄 및 강의자료 게시를 위하여 온라인을

활용하고 있었다.

2. 서울대학교 온라인 수업 운영 사려I : 예시

1) 사이버강으1-전공(자연)-상호작용적 교환(4개 강좌)

이라한 형태의 강좌는 자연계열의 전공과목에서 100% 사이버로 강의를 운영하는 방

식으로 학습자들의 주된 학습활동은 교수자나 다른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하는 방식이다. 강좌가 100% 사이버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극복하여 융통성 있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활발한 상호

작용을 통하여 학습자간， 학습자와 교수자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료(멀티미디어 자료 및 웹 정보)가 제시되기 때문에 학습자는 흥미있는 학습을

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 중섬의 자율적 학습 환경의 구현이 가능한 형태이다. 그러나，

강좌가 전적으로 사이버 상에서만 이루어지는 만큼 면대변 수업과 차별되는 특별한 새

로운 교수-학습 방법이 요구되며， 학습자들에게 흥미있는 학습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료를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사이버 강의에 필

요한 불리적 환경의 보조가 반드시 기반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문자기반으로

만 의사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맥락기반이 결핍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라한 형태의 강의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수자의 적극적인 참여

를 위한 기술적， 인적， 물적 지원이 학교나 기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교수 학습 전략 및 평가 전략 적용을 위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교수자

와 학습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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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학습자의 동기부여를 위한 학습전략 활용이

활용되어야 하며，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자 관리가 요

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이버 강의에서 요구되는 교수자의 자질 대화촉

진자， 중재자， 문자기반 의사소통능력 등 이 선행되어야 한다.

‘ ~ J"
“미톨
선영계획엉

잉교과시 보기
션영께잊잉
사허|문제짙

g 해영

전처I ~.~

i잉싱머 3 특

@잉슬

성엉계획엉

‘a 프로그엉
잉엉
내려암기

a 앙끄 ;;{}j긍 X찌1쭈 진영거0억엉 재S쭈 종기}시엉
성엉계획양 제2우 당써언 제10후 q혹적껴찍엉

성엉계'"양 FAD 제3주 영'"성과강도붙어 제 11주 아연엉
관린사미트 제4주 딘에엉2 제12쭈 장벅엉
ε;t :u몽헌 재5우 고등단쳐엉 재 13쭈 타원체엉파 사엉엉
사깅IS이뭉제 재6우 영간정탁과상하본해 ;l;1ll4쭈 톨E 스"'"왜잉}순서획

저7추 대잉수리계획엉 재 15주 강도톨적
‘i 공 :J>:j At앙 재8추 톨혹다연져 .A'lll G추 기양시영

'"운 ill'"언
딩토룰

얀순달 교수기 운영하는 )f상강의에 양며하신

얻훌 양"' or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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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J 사이버강의 전공(자연)-상호작용적 교환 유형

2) 온라인/면대면병행-전공(자연)-문제해결 프로젝트(6개 강좌)

수 있으며， 지

공간으로 확장

지역학교/수업과의 연계를 통해 수업의 연장이 될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 면대변 공간에서 사이버

다른

분석，

이러한 형태의 강좌는 자연계열의 전공과목에서 온라인과 면대면을 병행하여 수업하

는 유형으로， 주로 학습자들이 탐을 구성하여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통적인 면대면 수업에서 부족한 상호작용을 보완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수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의 형태로

학습이 진행 되기 때문에 학습자간 협동학습， 토론 등을 통한 지식의 구성 및 확장이

가능하며， 학습자간 작업결과의 온라인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형

태의 강좌는 주로 문제중심학습， 문제해결학습에 적합하다.

그러나， 면대면 수엽과는 다른 운영전략이 필요하므로 학습자의 온라인 수업태도 지

도를 위한 별도의 운영전략과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교수자의 특별한 자질이 요구된다.

그리고， 면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하기 때문에 교수자， 학습자 모두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주어진 과제를

식을 탐색，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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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이점이 었다. 또， 강좌를 진행하면서 자기주도학습력， 상호협동학습법이 신

장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개별학습을 관리하고 협동학습활동을 촉진， 관리，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수자의 역할이 요구되며， 온라인 프로젝트의 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

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PHYSIiIIED

갚일낸용

교고t로」ζ객

과젠냥를

될코모t젠

효죄J:!

Ql갚호￡굉
젝

2002 년도 1 학기

생명과학를 우|한 울리학 1

내용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그림 3J 온라인/면대면병행→전공(자연) 문제해결 프로젝트 유형

3) 면대면수업보완 전공(인문)-상호작용적 교환(58개 강좌)

대학 강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형이다. 일반 대학 강좌를 면대면으로 진

행하면서 온라인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형태로써， 면대변 수업에서 힘든 교수

자 학습자간， 학습자간의 상호작용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따라서 학

습자들의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질의응탑에 대한 내용을 다른 학습

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인문계열의 전공 강좌에서는 주로 활용되고 있는 이 유형은 대부분 게시판을 활용한

토론이나 질의응답， 과제제출의 방식으로 온라인을 활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학

습자료 제시가 부족하며，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수통적

인 학습자들은 균등한 학습참여가 어려우며 정보 수용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한편，

질 높은 토론을 위해서는 교수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대학 강좌에서 가장 손쉽게 활용될 수 있는 유형의 강좌형태인 만큼 활성화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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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먼저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료 제시를 통해서 학습자의 동기를 끌어낼 필요가 있으

며， 게시판 자료의 DB회를 통해 학습자에게 풍부한 자료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질 높은 강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보의 적용과 발견， 문제해결학습에 대한 방향성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대

학 강좌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동등한 참여촉구방안에 유의해야 하는데， 온라인 토론의 질 관리

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온라인 토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도움이 요

구된다.

당당a수 악영유(서울C. H~교사회얀꾀 낌80-63 1 2， P2.!:~~다넌츠프흐E브￡등ι)

E흐二j

i화성 릇~~ 해주시 기 년f흔tU ιt αooZNνoε)

알호는 X 기 굴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이 설성히능 것믿니다

[그림 4J 면대변수업보완-전공(인문)-상호작용적 교환 유형

4) 강좌정보제공-전공(자연)-정보수집/자원기반학습( 1 46개 강좌)

웹 상의 학습정보를 검색하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형태이다. 새로운 내용의 기억， 이해

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에 적합하며， 강의계획 및 강좌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히기

위한 대형강의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정보가 없을 경우， 접속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온라인 강좌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와 자기주도학습(self-study)를 위한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강의관련 자료와 관련 링크의 제시를 통해 학습자의 참여 촉구하고， 지난 학

기 강좌 정보， 시험정보 제시 등 풍부한 학습자료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간 정보교환 및

지식구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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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대한 교수자의 안내와 지도 필요하고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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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al Sequenoe Analysis

Jang-Min Oh이면으h흥.Qi.，흐쁘흐드Jg:， Te l. : 8SO-
1847 , Room 301-419 .2.&tJ..I 12월20，" 무터 4주

칸 지리 "'융니다 보고서를 오상잉어1게 오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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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재홈 jheom@bi.snu.aι kr. T，인 88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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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138•no 프로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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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ε

• Understandln잉 Drobab川stlc modE꺼5 ， Deπ cula이y hidden
Markov models (HMMs)

• Understanding analysis of a wide var•etyof seauen ι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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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J 강좌정보제공-전공(자연)-정보수집/자원기반학습 유형

N.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의 옹라인 수업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대학교의 사례를 중

심으로 개별 교수자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활용 수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네트워(온라인)의 활용정도 빛 운영형태， 학습활동， 강좌의 특성을 준거로 하여

대학 온라인 강좌를 분류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면대변 수업을 중심으

로 하면서 온라인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면대면 수업의 보완 형태)가 대부분의

강좌에서 활용하고 있는 유형이었으며， 학습활동의 측면에서는 웹의 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자원기반 학습형태가 가장 보편적이었다. 교양강좌보다는 전공과

목에서， 전공과목 중에서는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이 보다 활성화되었다. 온라인의 활

용측면에서 살펴보면， 인문계열은 수업관련 주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학습이나 웹의 정

보를 탐색하고 구조화하는 활동이 주류였으며， 자연계열에서는 강의자료를 업로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운영현황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대학에서의 온라인 활용

수업이 질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 개별교수자의 입장에서 수업운영 시 고려되어야

할 전략들을 유형화하여 제시하였으며， 시스템이나 운영자의 측면에서 보다는 개별 교

수자의 입장에서 대학 강의를 온라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 설계， 운영해야 할 전략에 치

중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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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의 특성， 특히 웹

의 특성이라고 하면 네트원의 속성을 가지고 있논 것이다. 즉， 집합수업에서 부족할 수

있는 교수자와 학습자간，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의 도구로 온라인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

해야 한다. 특히， 인문계열의 수업에서는 수업의 특성에 따라 온라언 토론을 적절히 활

용하여 학습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또， 웹은 하

이퍼미디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하이퍼미디어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개별 교수자의 차원에서 강

의 계획서나 강의자료， 과제물 등을 웹에 게시하고 있는 초보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으

나， 학교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HTML문서나 통영상， 음성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습자가 가상 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업운영전략을 활용할 것이

요구된다. 모든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온라언수업을 면대면 수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돼ltz(l994)에 따르면 학습자의 반 정도가 다른 일이 생

겨 바뿔 때 면대변 수업보다는 온라인수엽을 결석할 것이라고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연수업을 면대변 수업과 마찬가지로 진지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업운영 전략이 요구된다. 온라인수엽의 출결석을 면대면 수업과 동

일한 비중으로 학업평가에 반영하고 과제제출을 온라언으로 하도록 하며， 평가에 반영

되는 학습활동들을 온라인으로 하도록 한다면 온라인수엽은 별 무리 없이 학습자들에게

비중 있는 수업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습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학습환경

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상 수업에 요구되는 교수자의 자질

이 필요하다. 웹 기반 수엽은 다양한 변에서 면대변 수업과는 상이한 교수능력을 요구

하논 경향이 있다. 온라인 교수자가 가장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들은 다음과 같

다.

우선 웹 환경에서 교수자는 ‘내용 전달자’보다는 ‘대화 촉진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수

행할 수 있어야 한다(이인숙， 1999a; Berge, 1996; Kearsley, 1996; Romiszowski와

Mason, 1996). 이와 관련하여 사회성 및 의사전달력이 부족한 교수자 그리고 교육에 대

한 권위주의적 견해를 가진 교수자는 웹 기반 수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Mason， 1994). 교수자는 학습자의 토론이나 기타 학습과정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 Kearsley(l996)는 중재와 풍부한 피드백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교수자

가 온라인수업을 훨씬 더 즐겁고 가치있는 활동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 교수자는 특히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이 마무

리되도록 관리하고， 공통된 주제에 대해 짜임새 있는 논의가 교환되도록 함으로써 각자



대학에서의 온라인 수업 유형 분석: 서울대학교의 사례를 중섬으로 17

의 관심에 따라 통제되지 않은 채 여러 발제틀이 산만하게 등장하는 현상을 억제시키

며， 한 발제에 대해 피상적인 답변들이 교환되기보다는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중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 웹 기반 수업환경에서는 기본적인 의사교환이 문자를 통

해 이루어지므로 교수자에게도 문자정보를 정확히 해독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

며， 온라인 상의 문자기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때때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표현기

법이 요구된다. 학습자와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면대면 수업 환경보다 훨씬

짜엄새 있고 융통성있는 시간관리능력이 교수자에게 요구되기도 한다. 정해진 수업시간

에 학생들과 대변하던 교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하며，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로

그온하는 습관은 하나의 수업관리전략으로써 권장할 만하다. 학습자틀이 신뢰성을 느껄

수 있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학습자의 질문이나 발제에 대해 교수자

는 ‘선속하게’ 혹은 ‘약속된 시간 내에’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교수자

는 인지적인 과부하를 극복하고 시스템에 누적되어 가는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

다. 웹이 지닌 비동시성은 때때로 커뮤니케이션 지연의 문제를 조장할 수 있으며， 다수

대 다수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열린 구조 속에서 모두에게 동등한 표현 기회를 허용한

다. 교수자는 이러한 ‘다중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각의 토론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과

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셋째， 온라인 학습공간은 ‘정보와 인간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학

습 공동체’이어야 한다(이언숙， 1996). 그러나 온라언은 면대면 수업보다 구속력이 매우

약하므로 학습자 자신들의 공간이라는 의식이 생성되지 않는 한， 웹 기반 수업환경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참여의 의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참여의 빈도가 낮으면 결

과적으로 읽어보지 않은 정보가 쌓이게 되고 이것은 ‘인지적 과부하’를 초래할 것이다.

반복되는 인지적 과부하는 만성적인 ‘참여의 저조’ 현상을 가져오고 최악의 경우 학습자

가 수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웹 기반 수엽환경 속에서 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Harasim은 접근가능하고 편안하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공간틀을 창출함으로써 공동체를 설계， 유지해야 한다

고 지적한 바 있다(Simon Frasor University, 1996). 공동체 조성의 일환으로서 온라인

휴게실， 인터넷 카페， 동아리방 등의 사교적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이것을 개

인적인 대화나 정보를 교환하는 데 최대한 활용하도록 독려한다. 이 기능들은 웹 기반

의 수업환경에서 인간적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온

라인 토론실은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수자

가 제시한 주제만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발제하여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강의나 교수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업방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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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과제물을 선택하고 공동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학습자들간의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온라인수엽환경은 학습자에게 인지적인 부담을 지나치게 줄 수 있는 환경임에

도 불구하고 이것이 학습에 치명적인 부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금까지

매우 부족하였다.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이 지나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은 학습자의 동

기유발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학습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중요하다. 적절한 양의

학습활동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내용이나 지원내용을 사전에 구체

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양과 순서에 따라 학습활동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수

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수자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추가활동 요구를 매우 절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자에게는 학습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감각이 요구된다.

다섯째， 학습자의 기대감에 부응하는 피드백 전략이 펼요하다. 선행연구를 통해 보면

교수자의 피드백이 적은 경우 교수자의 반응부재에 대한 학습자의 불만이 나타나며(김

미량， 1998; 이인숙， 1999a), 반대로 섬세한 피드백 제공을 실시한 경우는 학습자들이 수

업효과를 올리는데 피드백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임정훈， 1998; 엄

정훈， 정인성， 1998). 학습자들은 면대변 수업환경보다 온라인에서 피드백과 즉각적인

반응에 대한 기대를 훨씬 더 강하게 표출하나， 이 기대를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것

이 현실이다. 학습자들은 온라인 환경이라는 것이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면대면 수업환경에서보다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피드백의 제공자인 교수자는 절대적인 시간제약 때문에 이에 완벽하게 대응을 하기

란 쉽지 않다.

따라서 학습자의 강한 기대감을 최대한 실망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교수의 업무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피드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운영 전략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이다. 사전 교수설계 과정에서 피드백 제공일정

을 계획하고， 최소한 약속된 일정 내에는 응답을 하는 수업운영， 담당조교를 통해 일차

적인 피드백요구 충족， 온라인 메모장과 같은 소프트혜어적 기능을 통한 개별 학습자

관리，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논의 및 활동을 면대면 수업의 보충활동이나 심화활동으로

연계하는 방법 등은 학습자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표적 운영전략일 것이다.

여섯째， 학습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개별 학습자가 제대로 학습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오류와 편견을 바로 잡아주는 서비스가 동반되어야 한다. 퀴즈

나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반응을 검토함과 동시에 이에 관련된 피드백은 선

속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자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니터링 뿐 아니라 전화 혹은 직접 면담 등의 보다 전통적인 접근법도

부가적으로 활용하여 학습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엄정훈(1998)은 교과목 운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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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이나 편지보내기 기능을 활용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학습

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에 대한 해결 방법을 친절하게 제시해 주고， 학습자틀의 학습진

척 상황을 주마다 점검하여 수업참여가 부진한 학습자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화면

담을 통해 참여를 독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학습자들이 산출한 토론불， 과제물，

의견 등을 포함하는 모든 학습 결과물에 대해 오류와 편견을 지적， 수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일곱째， 학습자의 보다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 함양이 요구된다. 이를 위

해서 학습자들에게 웹 기반 수엽이 지닌 가능성 뿐 아니라 한계점까지도 명확히 인식하

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학습자들은 면대변 수엽 환경에서 손쉽게 가능한 것을 웹 상에

서도 기대함과 동시에 면대면 환경에서 불가능하거나 거의 기대하기 힘든 요소들이 웹

기반에서는 구현되리라고 기대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왜곡된 기대가 만족되지

못할 때 학습자의 침여의욕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수업개설과

동시에 특히 웹 기반 수엽의 한계점을 학습자들에게 바로 인식시키는 작업이 수반되어

야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가상

수엽에서의 평가 전략은 아직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지 않다.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

거나， 다양한 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개별 교수자의 입장에서 온라인

수업에서의 평가를 다양하게 수행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온라인 토론이나 온

라인 텀 프로젝트， 혹은 과제불에 대한 동료 학습자들간의 피드백을 통하여 일방향적인

평가가 아니라 다면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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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assification of On-line Class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Practices of Higher Education

Dong-II Kim & Ahn-Na Han

The change of educational paradigm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infonnational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influenced the unfolding aspects of hi화ler education. Many

universities havε adopted on-line classes to enhance the quality of courses and to meet the

neεd of learners. Howevεr， some instructors have difficulty in managing on-line class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on-line class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diff!이:ent types of network utilization, learning activity, and course features, we

developed a three-dimensional model for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classes

πle three-dimensional analysis of 240 on-line classes at SNU revealed that most of the

on-line classes wer，ε rather a supporting or secondary tool, instead of replacing the

face-to-face instruction. Consequently, on-line-resource-based self study was a m쩨or learning

activity. In genεral， courses in science and εngineering ill며ors seemed to provide more

on-line classes than those in social science and liberal arts.

Finally, in order to facilitate on-line courses of higher education, we recommended the

dynamic utilization of nεtwork， the application of learning strategies for learner’s participation,

the vigorous interactions in on-line learning space, the immediate feedback & diverse

learning strategies, the continuous monitoring, and thε divεrse evaluation syste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