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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양강좌로서 온라인 창의성 교육의 가능성 탐색

- 온․오 라인 창의성 강의 효과 비교 : 과제가치, 몰입, 

강의만족, 학업성취를 심으로 -

1)정은이(鄭殷伊)*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창의성 교육의 기회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창의성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
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 충남의 C 대학에서 온라인 창의성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43명과 오프라인 
창의성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37명을 대상으로 학업성취, 강의만족도, 수업 몰입 및 과제가치를 측정하였으며, 
온라인 창의성 강의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창의성 강의와 오프라인 창의성 강의를 비교한 결과 학업성취와 강의 만족도, 과제가치 및 몰입 
정도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몰입의 하위 요인 중 관여에서만 온라인 학습자들이 오프라인 
학습자들에 비해 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둘째, 온라인 창의성 강의에서는 학업성취가 과제가치 및 몰입과 상
관이 없었으나, 오프라인 창의성 강의에서는 학업성취가 과제가치 및 몰입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온라인 
창의성 강의에서는 몰입의 하위요인 중 관여만이 학업성취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온라인 및 오
프라인 창의성 강의에서 강의 만족은 과제가치 및 몰입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오프라인 창의성 강의
에서 강의 만족은 몰입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하위 요인인 즐거움, 주의집중, 관여, 시간왜곡에서 모두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넷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창의성 강의에서 몰입은 과제가치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
며, 오프라인 강의가 온라인 강의보다 더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온라인·오프라인 강의 모두 몰입의 하위 
요인 중 관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인에서 과제가치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다섯째, 온라인 창의성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과 면담을 해본 결과,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를 쉽게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인식하
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또한 몰입의 한계를 느끼고 실시간 피드백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온라인 창의성 강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될 점으로 나타난 것은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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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교수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최신자료의 반영 등이었다.  
￭ 주요어 : 온라인 창의성 강의, 학업성취, 강의만족, 몰입, 과제가치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에서의 창의성 교육은 유아  등 창의성 교육에 비해 상 으로 그 요성이 간

과되어 있었으나, 최근 10년 동안 교양강의로써 창의성 교육과 이를 통한 연구가 몇몇 연구자

에 의해 진행되었다( 경원, 1997; 정은이, 2003; 2004; 박병기, 2004). 학생들의 창의성 향상을 

한 노력으로 교과목  하나로 창의성 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그 내용

과 방법면에서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박병기(2004)는 향후 학의 창의성 교육이 체계

화됨과 아울러 다변화될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교양강좌의 방법 외에도 공강좌에서 창의성 

계발을 체계 으로 시도하는 것과 개별연구 강좌를 자유롭게 설강하는 것, 인터넷 강좌를 개발

하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 다. 한 West(1997)와 조석희(1999)는 창의성 증진에 있어

서 컴퓨터의 힘을 인식하고 네트워크와 가상 실 기술 등을 활용하여 창의성 증진을 극 화 

할 것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제안하 다. 학에서의 창의성 교육의 질  향상을 해 그리고 

수요자인 학생들의 창의성에 한 심과 향후 진로 비를 한 측면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창의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온라인 강좌를 통한 창의성 교육은 이러한 학문  필요와 학

에서의 실제 인 요구에 부응하는 효과 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의 화를 통

해 개인과 기업들이 창의성 로그램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며(Siau, 1995, 1999), 

학에서도 학생들의 극 인 요구와 다양성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해 온라인 강좌를 

극 도입하고 있다. 이제 교육 장에서 인터넷의 활용은 학습 명을 주도하는 핵심 인 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Rosenberg, 2001).

온라인 강의의 가장 큰 장 은 시공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반드시 같

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특성은 교육의 효율성 증 와 교육 기회의 확 라는 

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유의선․배진아, 2001; 이인숙, 2001). 즉, 학습자 입장에서는 자신

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 에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교육의 공

자 입장에서는 시간 인 한계로 인해 정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습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수 있다(강숙희, 2003)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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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는 기존의 통 인 학습과 매우 다른 특징을 보임으로

써 ‘웹기반 학습’, ‘사이버 학습’, ‘이러닝’과 같은 새롭고 다양한 개념의 교육 형태로 발 하게 

되었다(양혜경, 이경순, 2004). e-learning은 '컴퓨터나 넷트웤을 이용하여 교육, 연수 그리고 정

보 분야가 통합되어 정보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Hall, 2000), 웹기반 교

육은 학습이 일어나거나 조장되는 유의미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하여 웹의 특성과 웹이 

제공하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개하는 하이퍼미디어 기반의 교수 로그램을 의미한다(Khan, 

1997). 오 라인 교육과 비하여 흔히 쓰는 온라인 교육은 인터넷을 통한 웹기반 교육을 의미

하며, e-learning의 한부분(조남재 외, 2001)이라고 할 수 있다. 원격교육은 온라인 교육은 물론 

e-learning까지 포함하는 가장 범 한 개념이며 따라서 원격교육 > e-learning > on-line 교육 

> 컴퓨터 기반교육, 웹기반교육, 는 가상학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하주 ․조남재, 2002). 최

근 이상의 용어들 사이에 개념 으로 큰 차이가 없음이 논의되며, 인터넷을 활용한 이와 같은 

학습의 형태가 ‘이러닝’으로 차 통합되고 있다(강명희 외, 2008). 본 연구에서는 일반 오 라

인 강의와 비교하여 온라인 강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온라인 학습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목표와 방법을 주도하는 교육훈련 방법’ 혹은 ‘네트워크를 기반으

로 하여 디지털화된 학습 콘텐츠를 학습자의 인지구조로 재구조화하는 일련의 학습 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그동안 이러한 온라인 학습을 통한 창의성 교육의 효과는 주로 등(이종연 외, 2007; 하주

․조남재, 2002) 학생들을 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에서는 그 를 찾아볼 수가 없다. 많

은 학들이 가상 학을 운 하고, 다양한 사이버 강좌 로그램들을 개발, 시행하여 그 효과

를 연구하고 있으나(신나민 외, 2005; 이지연, 2004), 교과목의 특수성을 반 한 강좌 개발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은 자게시 , 자우편, 온라인 채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켜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다

(Althaus, 1997; Khan, 1997).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창의성 교육의 장 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을 받지 않으며 인터넷에서 다양한 형태의 많은 양의 자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며(Siau, 

1999), 온라인 교육이 오 라인 교육에 비해서 수업내용이나 효과성 차원에서 조 도 뒤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하주 ․조남재, 2002). 따라서, 학에서 교양강좌로 온라인 창의성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효과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창의성 강의(온라인 강의)와 기존의 면 면 학습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성 강의(오 라인 강의)가 교육 인 효과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

지 살펴보고, 나아가 온라인 창의성 강의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시사 을 얻는 데 있다. 연구의 

필요성  목 을 토 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온라인 창의성 강의에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과제가치와 몰입 정도는 오 라인 강의에



32  아시아교육연구 9권 3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온라인 창의성 강의에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강의만족도와 학업성취는 오 라인 강의

에서와 차이가 있는가?

셋째, 온라인 창의성 강의에서 몰입은 학업성취  강의 만족도와 상 이 있는가?

넷째, 온라인 창의성 강의에서 과제가치는 학업성취  강의만족도와 상 이 있는가?

다섯째, 온라인 창의성 강의에서 몰입, 과제가치, 학업성취와 강의만족도간 상 은 오 라인 

강의에서와 차이가 있는가?

여섯째, 온라인 강의 수강 시 나타나는 문제 은 무엇인가?

일곱째, 온라인 창의성 강의의 효과를 높이기 해 개선해야 할 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온라인 창의성 교육의 효과

온라인 학습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근이 가능하며, 반복 학습의 용이, 콘텐츠의 시

성과 신뢰성 확보, 다양한 콘텐츠의 보유를 통해 학습자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부여할 수 있

으며, 학습자 수 에 맞는 학습 로그램의 제공, 최첨단 멀티미디어 기술의 도입을 통한 효율

 상호작용 등의 특성  효과성을 지니고 있다(이은경 외, 2007). 한 온라인 학습에서는 강

력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므로, 학습자들은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문자로 표 하는 과정을 통하여 반성  사고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분석, 평가, 문제해

결, 의사결정, 비  사고, 창조  사고와 같은 고차원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게 된다

(Garrison, 1997; Jonassen, 1996). 이러한 온라인 학습의 특징이 온라인 창의성 교육의 가능성

을 확인시켜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창의성 향상에 기여하는 요한 능력인 분석, 평가, 문제

해결 능력의 신장이 가능함은 온라인 창의성 교육의 가치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

으로 의사소통, 발견․탐색, 지식경험의 도구인 웹은 창의성 수업에서 필수 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토의, 토론 등의 모둠활동과 제시된 문제에 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  발견할 수 

있으며,  리포트 작성을 효과 으로 지원할 수 있다(Hedberg et al., 1997; Relan & Gillani, 

1997; Hiltz, 1995; Jonassen, 1994). 이러한 장 들로 인해서 창의성 증진을 한 훈련 로그램 

을 온라인 상에서 시행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표 으로 electronic brainstorming이 verbal 

brainstorming보다 집단 창의성 증진에 효과 이었으며(Siau, 1995), 아이디어 생성에 있어서도 

우수하다는 연구결과(Gallup, Bastianutti & Copper, Gallupe et al., 1992)가 있다. 한 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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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남재(2002)는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온-오 라인 창의성 교육을 실시하여 비교한 결과 

온라인 수업에서는 기법 주의 창의성 훈련이 더 효과 이었으며, 오 라인 수업에서는 구성

요소 주의 창의성 로그램이 더 효과 이었다고 하면서 창의성 교육은 어떠한 조건에서건 

높은 심과 동기를 유발하며 정 인 훈련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 

교육이 오 라인 교육에 비해서 수업내용이나 효과성 차원에서 조 도 뒤지지 않는다고 하

다. 이종연 등(2007)은 등학생을 상으로 창의  문제해결 모형 기반 사회과 수업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온라인과 오 라인 수업 후 창의  문제해결력 향상 정도를 비교한 결과 온라인 

그룹의 수가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 다. 즉, 온라인 지원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창의  문제

해결력 신장에 효과 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온라인 강의에서의 강의만족도와 학업성취 관련 변인 : 몰입, 과제가치

부분 온라인 강의의 학습효과와 련된 선행연구들은 온라인 강의가 통 인 교실 수업

에서의 학업성취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오히려 우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강옥미, 

2001; 이지연, 2004; Arbaugh, 2000; Aragon et al, 2002; Dominquez & Ridley, 2000; 

Neuhauser, 2002; Trinkle, 1999). 한 가상학습자의 높은 강의 만족도와 련하여 가상강좌의 

효과성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있다(Allen et al., 2002; Schoech, 2000; Thumond et al., 2002). 박

성익과 김연경(2006)은 온라인 학습에서 내재  동기, 학습과제의 실제성,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으며 학습자의 학습몰입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

다고 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온라인 강의만의 학업성취와 강의만족도를 심으로 연구

가 진행되었으며, 동일한 강의를 온․오 라인 차원에서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창의성 교육에 을 맞춰 온라인 강의와 오 라인 강의의 학습효과(강의만

족도와 학업성취)와 이와 련된 변인으로 학습 몰입과 동기변인인 과제가치를 설정하여 그 차

이를 비교해 보았다. 

1) 몰입

몰입(flow)이란 개인이 과제를 수행하는 에 최  경험(optimal experience)을 제공하는 심

리  상태이다(Csikszentmihalyi & Csikszentmihalyi, 1988). 이 최  경험은 행동의 근원이 내

재 으로 동기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목  경험(autotelic experience)이라고도 한다. 

즉, 자신이 선택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즐기며 그 자체가 목 이 된 활동이다(석임복․강이

철, 2007). 몰입에 해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정의를 내렸는데, Clarke와 Haworth(1994)는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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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란 주어진 과제나 활동의 도 성 정도와 자신의 기술․능력 수 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실

행할 때 수반되는 기술 인 경험이라고 정의하 으며, Massimini와 Carli(1988)은 몰입을 일정 

수  이상의 도 감과 기술․능력의 조화라고 정의하 다. 한 몰입을 개인이 인지 으로 효

율 이고, 동기 부여되며, 행복한 느낌을 갖는 심리 인 상태라고 정의한 학자들도 있다

(Moneta & Csikszentmihalyi, 1996). Csikszentmihalyi와 LeFevre(1989)는 최 의 경험 과정을 

몰입으로 설명하면서, 도 감과 기술력이 둘 다 높을 때 사람은 그 순간을 즐길 뿐 아니라 자

신의 능력을 신장하여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가능성과 자존심, 그리고 개인 인 복잡성을 증가

시킨다고 하 다. Trevino와 Webster(1992)는 몰입의 개념을 컴퓨터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에서 보고 몰입은 기쁨과 반복을 고무시키기 때문에 즐거우며, 설명 인 경험, 즉, 몰입 상태에

서 참여하는 것이 자기 동기부여가 된다고 제안하 다. 교육 인 에서 보면, 몰입은 고차

 학습 는 구성주의  학습을 한 제로서 극 이고 탐색 인 학습에 요구되는 높은 

수 의 집 과 참여를 발시켜 주는 심리  기제이다(Harju & Eppler, 1997). 그리고 학습몰

입은 학습과제해결이나 어떤 학습활동에 완 히 빠져들어 오로지 과제해결을 하여 모든 정

신과정과 활동을 한가지 생각으로 모으는 최상의 집  경험(박성익․김연경, 2006)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몰입은 Csikszentmihalyi(1990)의 flow 이론에 기반하여 수업에

서의 인간 행동의 한 측면을 설명하는 구인으로써의 몰입(flow)을 의미한다.

몰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내재 으로 동기화되어 있고, 자신의 기술보다 약간 더 도 감 

있는 과제에 흥미를 느끼고, 그 과제 수행에 온 히 집 하며, 자기 자신에 해 별로 의식하지 

않고, 행 와 의식이 하나로 결합되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한 자신의 행 로부

터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한 그 행 에 해 온 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시간에 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한다(Csikszentmihalyi, 1990). 

몰입 경험은 창의성(Csikzentmihalyi, 1996) 이외에 교육학(Kahn, 1997), 가상강의  웹기반 

학습(Pearce, 2004; Pearce & Howard, 2004; Hoffman & Novak, 1996)등의 여러 연구 분야에 

기치 않은 효과를 미쳤으며, 몰입에 한 정 인 효과성이 산출되고 있다. Webster 등

(1993)에 의하면, 몰입의 정도가 태도와 커뮤니 이션 효과성, 커뮤니 이션의 양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 냈다. 한 온라인 어쓰기 학습에서 몰입은 성취도와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측하는 변인임이 밝 졌으며(김 희․김 수, 2006), 학습과정에서의 몰입 경험

이 학습시간을 단축시켜주고 학업성취수 을 향상시켜 다는 연구들이 다수 있으며(이우미, 

2004; Csikszentmihalyi & Larson, 1984; Csikszentmihalyi, Rathunde, & Whaleden, 1993; 

Hoffman & Novak, 1996; Skadberg & Kimmel, 2004), 학습자가 e-learning 학습 공동체에 충

분히 몰입되어 있으면 스스로의 학습활동과  동료의 학습 활동에 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난 연구도 있다(장은정, 2002). 한편, 학생을 상으로 온라인 학습환경을 구축하여 실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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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학습몰입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 졌다(박성

익․김연경, 2006).

2) 과제가치

기 가치이론(Expectancy-value theory)에서는 특정한 과제를 수행할 때의 동기에 두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Atkinson, 1964; Dweck & Elliott, 1983;Feather, 1982; Wigfield, 

1994; Wigfield & Eccles, 1992). 첫째 변수는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즉 과제 수행에 한 높은 

기 (expectancies)고, 둘째 변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직․간 인 이익에 

한 믿음, 즉 과제 자체 는 결과물에서 찾을 수 있는 가치(Values)다. 이러한 에서 동기화

된 행동은 기 와 가치가 모두 존재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어떤 활동에 하여 

당한 양의 노력을 하면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을 때(높은 기 ), 그리고 활동 는 

활동의 결과가 가치 있다고 믿을 때(높은 가치) 과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임규 ․임웅, 

2007). 최근 과제가치 이론에서는 둘 사이에 정  계가 있다고 가정한다(Wigfield & Eccles, 

1992). 즉 학습자들은 자신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과제일수록 이를 더 가치롭게 

여긴다는 것이다. 

과제가치이론에 기 한 연구에서 과제가치는 과제의 선택을, 성공에 한 기 감은 과제에 

있어서의 성취도를 보다 효과 으로 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Meece, Wigfield & Eccles, 

1990). Brophy(1981)는 과제가치를 과제 외재 , 내재  측면에서 논의하 다. 과제 외재  측

면에서 볼 때, 과제수행의 결과에 한 보상을 제공함과 더불어 학습동기 유발을 해 더욱 

요한 근은 과제 자체가 실히 필요하고 개인 , 사회  발 의 도구로서 가치로운 것임을 

학생들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제 내재  측면에서 보면,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과제 자

체를 즐겁게 생각하고 가치로운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으로, 즉 학습 수행 과정 자체가 의미로

운 것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과제가 학생들에게 지니는 가치를 Eccles와 Wigfield(1985)는 흥미, 유용성, 요성 가치의 세

가지로 구분하 다. 내 가치라고도 하는 흥미가치(interest value)는 단지 활동 그 자체로부터 

얻어지는 즐거움이다. 흥미 가치는 개인차가 나타나는데, 욕구, 가치성향, 정  태도 개인  

성향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흥미는 행동변화와 과제 성취에 향을 주는 내  결정인자이다. 

유용성 가치(utility value)는 과제를 목 과 미래의 가능성과 련지어 유용하다고 지각하는 

가치이다. 과제는 단기  혹은 장기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유용성 가치를 지닌다. 

요성 가치(importance value)는 달성가치라고도 하는데 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에 심이 있으

며 그 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요성가치는 개인의 욕구와 신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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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인에게 지니는 성공의 의미와 한 련이 있다(정종진, 1996).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해보면, 학습자들이 보이는 과제가치는 인지 략의 사용, 자기조

, 수행과 한 련을 갖는다(Garcia & Pintrich, 1994; Pintrich & De Groot, 1990). 

Pintrich와 그의 동료들은 학생과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과제가치는 인지

략의 사용과 자기조 을 잘 언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Garcia & Pintrich, 1994; Pintrich & 

De Groot, 1990). Pokay와 Blumenfeld(1990)의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기 , 인지

략의 사용, 수행간의 계를 살펴본 결과, 수학에 한 가치는 인지 략과 노력 리에 향

을 주고 있었다. 과제가치 인식 수 이 낮은 집단에 비해 과제가치 인식 수 이 높은 집단의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정혜승, 2005)와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록, 내  통제 신념이 강할수록, 내재  목 으로 지각할수록, 과제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

식할수록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정종진․이정, 2002)등이 있으며, 한순미(2004)

는 자기결정성 동기와 자기 효능감, 그리고 과제가치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 계를 연구하

는데, 과제가치가 학업성 을 측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하 다. Pintrich & 

DeGroot(1990), 박성윤(2000)은 학업성취에 가장 향력 있는 변인은 자기효능감이며, 그 다음

으로 내제  가치와 과제가치임을 밝혔다. 한 Eccles(1983)는 학습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하여 흥미있고, 자신에게 요하다고 지각하고, 수행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집단은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학업성취가 높았다고 보고하 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온라인․오 라인 강의 효과 비교 연구 상

충남에 치한 C 학 학생들로서 2007년 2학기에 온라인 강의로 ‘창의성 개발’ 수업을 듣는 

52명과 오 라인 강의로 ‘창의성 개발’ 수업을 듣는 49명을 상으로 하 다. 이  검사에 응하

지 않았거나 휴학, 군입  등으로 도에 탈락한 학생 등을 제외하고 온라인 강의에서는 총 43

명, 오 라인 강의에서는 총 37명이 연구 상이다. 이 두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은 1 - 4 학년 

학생들이었다. 온․오 라인 창의성 강의는 교양강의로써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술계

열, 경상계열 학생들이 골고루 참여한 수업이다. 피험자들은 기말고사를 본 이후 설문지에 응

답하 다. 연구 상자의 사회․인구학  배경에 따른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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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j 2.Io 3.Kb 4.Se 5.Jd 6.Pr 7.Ij 8.Jy 9.Dk
성별(학년) 남(2) 여(4) 남(3) 여(2) 여(2) 남(2) 남(2) 여(2) 여(2)

전공 디자인 건축 건축 식영 인터넷 컴퓨터 관광 관광 조리
10. Ju 11.Ho 12.Lt 13.Su 14.Pu 15.Go 16.Du 17.Hk 18.Hg

성별(학년) 여(2) 남(2) 여(4) 남(3) 여(2) 여(3) 남(3) 여(3) 여(2)
전공 조리 조리 관광 관광 경영 광고 광고 중국학 베트남

19.Km 20.Hs 21.Gi 22.Kr 23.Im 24.Je 25.Sg 26.Hp 27.Pj
성별(학년) 여(2) 여(2) 남(3) 여(2) 남(2) 여(2) 여(3) 남(2) 남(2)

전공 영어 영어 무역 방송 방송 미디어 연기 연기 연기
28.Jk 29.Di 30.Sr 31.Ga 32.Db 33.Ik 34.Gb 35.Hm 36. Ps

성별(학년) 여(2) 남(4) 여(2) 여(2) 여(3) 남(2) 남(2) 여(3) 남(3)
전공 음악 디자인 디자인 음악 공연 공연 방송 방송 방송

<표 2> 질  연구 상자 분포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N (%) N (%)

성별 남 19 (44.2) 17 (45.9)
여 24 (55.8) 20 (54.1)

학년
1 2 (4.7) 3 (8.1)
2 21 (48.8) 15 (40.5)
3 12 (27.9) 14 (37.8)
4 8 (18.6) 5 (13.5)

전공
인문사회 10 (23.3) 7 (18.9)

이공 9 (20.9) 11 (29.7)
예술 16 (37.2) 10 (27.0)
경상 8 (18.6) 9 (24.3)

전체 43(100) 37(100)

<표 1> 온라인․오 라인 강의 참여자 분포

2) 질  연구 상자

질  연구를 해 온라인 강의에 참여한 43명을 상으로 면담을 실시하 다. 개인 인 사정

으로 면담에 응하지 않은 7명을 제외한 총 36명의 학생과 면담하 다. 면담에 응한 학생들의 

공, 학년, 성별 등은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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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강의 만족도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강의 만족도 검사는 정혜승(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자

가 연구 상황에 맞게 3문항을 삭제하고 7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 다. 정혜승(2005)이 사용

한 도구는 Keller(1987)의 “The Course Interest Survey”  만족도에 해당하는 7개 검사 항목

에 김성완(2001)의 학습만족도 평가 요소와 Irons 외(2002)의 검사도구 문항의 내용을 수정 보

완하여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한 것이다. 강의만족도 검사는 5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

자가 각 항목들에 동의하는 정도를 ‘  그 지 않다(1 )’부터 ‘아주 그 다(5 )’까지 응답하

게 되어있다. 문항내 합치도인 Cronbach's α는 .91이었다.

2) 학업성취도 검사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는 지필평가와 과제 그리고 출석 수를 포함한 체 성 을 산출하여 

사용하 다. 과제와 지필평가는 강의를 담당한 본 연구자가 직  제작하 다. 과제는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지필평가는 강의 

내용과 련하여 이론  창의성에 한 이해를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 다. 

3) 학습 몰입척도

몰입척도는 신나민 등(2005)이 개발한 사이버 강의 몰입 측정도구(Cyber-class Flow 

Measure)를 활용하 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Likert 척도를 이용하

여 응답자가 각 항목들에 동의하는 정도를 ‘  그 지 않다(1 )’부터 ‘아주 그 다(5 )’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몰입 척도는 ‘즐거움’(5문항), ‘시간왜곡’(3문항), ‘원격 존감’(4문항), ‘주

의집 ’(5문항), ‘ 여’(4문항)등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즐거움(Enjoyment)은 몰입을 최

 경험(optimal experience)이라고 할 때 이런 정 인 경험의 상태에서 느끼는 감정을 말한

다. 원격 존감(Telepresence)은 커뮤니 이션 매체를 통한 환경에서 존감을 느끼는 정도로 

매체가 달하는 감각  생생함(vividness)과 매체와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의 향을 받는

다. 주의집 (focused attention)은 자신의 감각뿐만 아니라 외부의 환경  요인이나 상황에 

해 스스로를 제어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정도를 말하고, 여(engagement)는 사이버강의와 

련된 활동에 주도 으로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시간왜곡(Time Distortion)은 물리  시간 

개념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빨리 지나버렸다고 느끼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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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온라인 강의의 형식과 내용에 맞지 않는 원격 존감 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17문항으로 몰입척도를 재구성하 다. 오 라인 강의의 몰입정도는 동일한 척도를 사

용하 으며, 일반 강의 상황에 맞지 않는 일부 문항은 수정하 다. 문항내 합치도인 

Cronbach's α는 .82 이었으며 즐거움은 .81, 시간왜곡은 .79, 주의집 은 .93, 여는 .85 이었다. 

4) 과제 가치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자의 과제가치 검사도구는 Eccles & Wigfield(1985)의 분류에 의하

여 흥미와 유용성  요성 가치지각으로 구성하여 만든 양명희(2000)의 9개 문항을 한순미

(2004)가 유사문항을 제외하고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6개 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수강하고 있는 창의성 개발과목에 한 가치를 측정하기 해 학생들에게 해당 과목 

공부에 한 생각을 물어 측정하 다. 과제가치의 3차원으로서 요성 2문항, 흥미 2문항, 유용

성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세가지 하  척도별로 분석하 다. 문항반응 형

식은 Likert 5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검사 문항에 한 반응결과를 

통해 살펴본 과제가치에 한 문항내 합치도인 Cronbach's α는 .83 이었으며 요성은 .79, 흥

미는 .81, 유용성은 .82 이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온라인과 오 라인 창의성 강의는 본 연구자가 직  강의를 담당하여 진행하

다. 충남의 C 학에서 2007년 2학기에 개설된 이 두 강의는 교재와 강의 내용, 강의안(ppt 자

료), 시험 방식, 과제, 강의에 사용되는 시청각 자료, 동 상등이 모두 동일하 다. 온라인 강의

는 학기가 시작하기  미리 촬 ․편집하여 사이버 강좌 의 하나로 학의 가상 캠퍼스에 

개설되었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학생들은 모두 13개의 강의를 온라인 상에서 수강하고 교수자

에게 게시 과 메일을 통해 질문을 할 수 있었으며, 과제는 해당 게시 에 업로드하도록 하

다. 온라인 강의는 미리 제작된 강의안을 보여주면서 교수가 직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강의와 련된 동 상과 사진자료를 제시하 으며, 한 강좌당 1-2개의 팝업 퀴즈가 제시되

어 퀴즈에 한 답을 게시 에 올리도록 하 다. 오 라인 강의 역시 교수가 ppt 자료를 보여

주면서 설명하는 방식의 강의를 총 13회 학생들이 수강하고 제시된 과제는 지정된 날짜에 직

 제출하 으며,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과 동일한 시험을 치루었다. 

질  연구를 한 온라인 창의성 개발 강의 수강자 면담은 기말고사가 끝난 후 공지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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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의 연구실에서 면담을 실시하 다. 면담 시간은 1회당 30분에서 1시간 20분까지 다. 

상황에 따라 개별 는 2, 3인 1조로 면 을 실시하 는데, 집단 면 은 래 집단의 향이 강

하고 상호 친 한 집단의 경우 집단 면담이 가능하다는 (최 신, 1999)에 따른 것이다. 같

은 과에서 친한 친구들이 같이 온라인 창의성 개발 과목을 수강할 경우, 2, 3명이 같이 면담에 

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면  시간을 동일하게 하기보다는 연구 상으로부터의 진술이 반복되

고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단되는 때까지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Lincoln & Guba, 1985) 하 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2007년 12월 10부터 12월 21일까

지 2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 자료는 SPSS-WIN(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5.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하 요인에 따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해 

Cronbach α의 내  합치도 계수를 산출하 다. 분석방법으로 t-test 검증을 실시하 다. 각 하

요인들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 Pearson의 상 계수를 사용하 다. 

질  연구를 해 면담한 내용은 모두 녹음하여 사하 다. 녹취 자료를 수차례 정독하면서 

비 범주를 만든 뒤 범주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는 방법(정미경, 2007; 조부경․김정화, 2000; 

최 신, 1999; Spradly, 1980; Stake, 1995)을 사용하 다. 녹취한 내용  내용이 통합될 수 있

는 것끼리 범주화하여 하나의 주제로 구분하 으며, 유의미하게 포착되는 내용을 해석  

(Interpretive perspective)에서 분석하 다(Lincoln & Guba, 1985).  

Ⅳ. 연구결과

1. 온라인 창의성 교육의 효과 : 오프라인 강의와 비교

온라인 창의성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기 해 오 라인 강의와 학업성취, 강의 만족도, 과제

가치 그리고 몰입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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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line (n=43) Off line(n=37) tM SD M SD
학업성취 전체평점 93.04 5.25 91.45 7.96 1.065

시험성적 35.46 3.95 35.83 4.21 -.428

과제가치
과제가치합 35.46 4.85 33.24 6.43 1.758

중요성 8.16 1.32 7.54 1.40 2.035
흥미 8.13 1.82 7.35 2.11 1.793

유용성 8.11 1.27 7.43 1.97 1.861
강의만족 27.58 3.65 27.54 4.75 .043

몰입

몰입 합 61.55 9.33 61.91 8.82 -.177
즐거움 20.32 3.12 20.59 2.81 -.402

주의집중 14.13 3.04 12.83 3.06 1.900
관여 9.25 2.48 11.59 1.96 -4.611***

시간왜곡 13.46 2.66 12.62 3.49 1.223
*** p<.001 

<표 3> 온라인․오 라인 창의성 강의 효과 비교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온라인 창의성 강의를 수강한 집단과 오 라인 창의성 강의를 수강

한 집단을 학업성취, 과제가치, 강의만족과 몰입에서 차이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간 차이가 발

견되지 않았다. 학업성취에서는 체 평 과 시험성 에서 두 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며 과제가

치의 요성, 흥미, 유용성 하  역에서도 두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단, 몰입의 하 요인  

여에서는 오 라인 집단(M=11.59)이, 온라인 집단(M=9.25)보다 수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다음으로 온라인 창의성 강의에서 학업성취, 강의만족, 과제 가치  몰입 간의 상 을 살펴

본 결과는 표 4와 같고, 오 라인 창의성 강의에서의 련 변인들간 상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 , 온라인 창의성 강의에서 학업성취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과제가치, 몰입

과 유의미한 상 이 없었다. 몰입의 하  요인  여만이 학업성취  시험성 과는 

.30(p<.05), 체 평 과는 .34(p<.05)의 유의미한 상 이 있었다. 이와는 달리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 라인 강의에서 학업성취는 체 평 이 과제 가치 합과 .61(p<.001), 몰입

합과는 .33(p<.05)의 유의미한 상 이 있었고, 시험성 은 과제가치 합과 .69(p<.001), 몰입합과

는 .41(p<.01)의 유의미한 상 이 있었다. 

한 온라인 창의성 강의에서 강의만족은 과제가치합과 .57(p<.001), 몰입합과 .65(p<.001)의 

유의미한 상 이 있었고, 특히 몰입의 하  요인  여를 제외하고 즐거움과는 .66(p<.001), 

주의집 과는 .65(p<.001), 시간왜곡과는 .39(p<.05)의 상 을 보 다. 이와 유사하게 오 라인 

창의성 강의에서도 강의만족은 과제가치합과 .59(p<.001), 몰입합과 .82(p<.001)의 유의미한 상



42  아시아교육연구 9권 3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변인
학업성취 과제가치

강의
만족

몰입
시험
성적

전체
평점

과제
가치
합

중요
성 흥미 유용

성
몰입
합

즐거
움

주의
집중 관여 시간

왜곡
학업
성취

시험성적
전체평점 .88***

과제
가치

과제가치합 .10 .08
중요성 .14 .05 .85***

흥미 .09 .09 .63*** .44**

유용성 .07 .08 .80*** .60** .40**

강의만족 -.20 -.24 .57*** .52*** .37* .35*

몰입

몰입합 .11 .05 .55*** .53*** .47** .26 .65***

즐거움 .03 -.05 .50** .53*** .42** .27 .66*** .83***

주의집중 .02 -.01 .54*** .51*** .28 .26 .65*** .84*** .63***

관여 .30* .34* .15 .13 .25 .01 .26 .59*** .25 .33*

시간왜곡 .08 -.01 .49** .48** .47** .25 .39** .84*** .60*** .61*** .45**

* p<.05, ** p<.01, *** p<.001

<표 4> 온라인 창의성 강의에서 련 변인들간 상 (N=43)

이 있었다. 온라인 창의성 강의에서 보다 오 라인 창의성 강의에서 강의만족은 몰입과 높은 

상 을 보 는데, 하 요인 모두에서 높은 상 을 보 다. 몰입의 하  요인  즐거움과는 

.76(p<.001), 주의집 과는 .63(p<.001), 여는 .45(p<.01), 시간왜곡과는 .53(p<.01)의 상 을 보

다. 

다음으로 온라인 창의성 강의에서 몰입은 과제가치와 .55(p<.001)의 상 을 보 으며, 오 라

인 창의성 강의에서 몰입은 과제가치와 .75(p<.001)의 상 을 보 다. 몰입과 과제가치의 상

은 오 라인 강의가 온라인 강의보다 더 높은 정  상 을 나타냈다. 온라인․오 라인 강의 

모두 몰입의 하  요인  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인에서 과제가치와 유의미한 정 인 상

을 보 다. 

2. 온라인 창의성 강의 수강 학생들과의 면담 결과 및 해석

온라인 창의성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과 면담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강의 수강시 나

타난 문제 으로는 ‘쉽게 학 을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지속 인 학습

의 어려움’, ‘몰입의 한계’, ‘실시간 피드백의 어려움’ 등이었다. 한 온라인 창의성 교육의 효

과를 높이기 한 개선 으로 학생들이 제시한 것은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 고안, 교수



대학 교양강좌로서 온라인 창의성 교육의 가능성 탐색  4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변인
학업성취 과제가치

강의
만족

몰입
시험
성적

전체
평점

과제
가치
합

중요
성 흥미 유용

성
몰입
합

즐거
움

주의
집중 관여 시간

왜곡
학업
성취

시험성적
전체평점 .91***

과제
가치

과제가치합 .69*** .60***

중요성 .51** .43** .89***

흥미 .71*** .61*** .89*** .72***

유용성 .72*** .62*** .91*** .78*** .78***

강의만족 .39* .26 .59*** .59*** .51** .57***

몰입

몰입합 .41** .33* .75*** .77*** .60*** .71*** .82***

즐거움 .11 .03 .45** .52** .33* .41* .76*** .76***

주의집중 .55*** .47** .72*** .71*** .71*** .71*** .63*** .84*** .51**

관여 -.04 -.07 .16 .28 .10 .10 .45** .46** .43** .08
시간왜곡 .56*** .49** .75*** .68*** .75*** .75*** .53** .77*** .29 .73*** .18

* p<.05, ** p<.01, *** p<.001

<표 5> 오 라인 창의성 강의에서 련 변인들간 상 (N=37) 

자와 효과 인 의사소통, 최신 자료의 반  등이었다. 

1) 온라인 강의 수강시 문제

(1) 쉽게 학점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인식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은 체로 쉽게 학 을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로 수강을 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열심히 수강하

는지 여부가 수에 반  되지 않는 문제 이 드러났다. 온라인 강의를 가치있는 과목으로 인

식하지 않아도 시험공부만 열심히 하면 수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실제로 강의는 

제 로 수강하지 않거나 리출석을 시키더라도 이후 강의 자료를 가지고 시험을 비한 공부

에만 치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다. 다음은 사이버 강의 출석 체크의 문제 을 지 한 학생

의 면담 내용이다.

사실 사이버 강의를 열어놓고 다른 데서 놀다 와도 수강 체크는 되는 거잖아요. 듣다가 간에 

나갔다와도 부 들은 걸로 체크되고. 평소에는 별로 열심히 안 들어도 출석 수는 다 받는 거고, 

요한 과목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들어요. 교양과목이고. 나 에 시험공부만 열심히 하면 수 나온

다고 다들 생각하는 거 같아요. <Pr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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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2004)은 학에서의 사이버 교육의 운 실태  효과를 연구한 결과 학생들간에 가상

강좌는 은 노력을 들여 쉽게 학 을 취득할 수 있는 통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본 

연구의 면담 내용에서도 이러한 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수강하는 

도 에 팝업 퀴즈를 제시해서 답을 하지 않고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등 지속 인 출

석 여부를 체크할 장치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지속적인 학습의 어려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데 있어서 매주 지속 으로 학습을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은 이와 계있는 면담 내용이다. 

열심히 수강해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축제나 과행사로 바쁘다보면 2-3주는 그냥 넘어가게 되더

라구요. 무슨 요일, 몇시에 규칙 으로 수강하겠다고 스스로 정해 놓긴 하는데 그 시간에 친구들과 

약속이 잡힐 때도 있고. 이런게 힘들었어요. <Kr 학생> 

e-learning은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학습이 면 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공

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통  교실 수업에 비해 학습자의 동기의존도가 높다. 즉, 학

습자들의 능동 인 반응을 제로 하며, 학습자와 교수자가 면 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학

습자에 한 교수자의 통제력이 부족해지고 이는 학습자의 참여도 즉 학습동기에 따른 학습의 

질에 한 편차가 심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은경 등, 2007). 온라인 강의에서 학습자들은 

스스로를 통제하며 계획 으로 학습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지속 으로 학습을 하

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기말고사 직 에 출석 미비로 수강철회하는 학생이 오 라인 강의

에 비해 훨씬 많음을 보면 알 수 있다. 온라인 강의에서 학업성취에 향을 미치는 변인은 강

의 몰입이나 과제가치 보다는 자기 효능감 등 학습동기 측면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3) 몰입의 한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 던 많은 학습자들이 몰입의 한계에 해 지 하 다. 일단 강의를 수

강하기 시작했어도 여러 가지 방해요소로 인해 끝까지 집 하기 어려움을 호소하 다. 즉, 스

스로 집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에는 몰입이 힘들다는 것이다. 

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 해서 듣는 건 정말 굉장한 의지가 필요한 거 같아요. 는 방해

받지 않는 시간에 혼자서 수강하는데요. 강의가 재미도 있고 교수님이 여러 가지 도구나, 책, 마술도 

직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흥미롭게 보는데, 가끔 화가 오거나 하면 강의만 듣고 있을 순 없잖아

요. 어떤 때는 해서 PC방에 가서 듣기도 하는데, 그러면 정말 집 하기 어려워요. 강의실에서 하

는 일반 강의는 그래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잖아요. <Kb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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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가 온라인 창의성 강의를 촬 하기  학의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 과 함께 한 

논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을 강의에 몰입시키느냐 다. 학습자들

의 몰입도를 높이기 해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을 계획하 고 이를 해 다양한 실물 자료와 

동 상, 음악 등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교수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 으로 학습자들이 얼마

나 비하고 노력하는지에 따라 수업 몰입도는 달라지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나타났다. 

(4) 실시간 피드백의 어려움
일반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오 라인 강의에 익숙한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때 실시

간 으로 질문을 하기가 어렵다는 을 호소하 다. 강의를 수강하다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스스로 다시 찾아보거나,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 답장을 기다려야만 한다. 다음은 이와 련된 

면담 내용이다. 

가장 답답했던 건 강의를 듣다가 잘 이해 안되거나 모르는 부분을 바로 질문하기 어렵다는 거

요. 이해 안되는 건 따로 메모를 해뒀다가 교수님께 쪽지로 질문을 하거나 교재를 찾아보기도 하는

데요. 아니면 그 부분을 반복해서 듣거나 그러죠. <Ga 학생>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수강하는 도 에 교수에게 강의 내용과 련된 쪽지를 보내면서 

빨리 답 해주기를 기 했다. 시간이 지체되어 이후에 답을 받게 되면 질문했던 내용과 강의를 다시 

찾아 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고 회고했다. 

2) 온라인 창의성 강의를 한 개선

(1)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요구됨
온라인 창의성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창의성 개발에 한 욕구가 컸다. 자신이 

수강하고 싶은 교양과목이어서 온라인 창의성 개발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이든, 수강의 편리성 

때문에 수강하게 된 경우이든 상 없이 실질 인 활동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 공이 창의성이 필요한 분야라서 꼭 듣고 싶었던 강의 어요. 온라인 강의라서 그러기는 하

겠지만 창의성을 개발하는 건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과목명이 창의성 개발인데, 실제 창의성을 개

발하는 과목은 아닌거 같아요. 과제는 괜찮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름 로 나한테 

이런 창의 인 능력이 있었구나 생각했어요.  <Go 학생>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보다 더 나은 온라인 창의성 강의를 운 하기 해서 학

습자들간 토론과 교수자와 학습자들 간 토론 등을 포함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해야 할 것이다. 한 학습자들이 평상시에 창의성 련 활동을 하고 이러한 결과물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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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나 사진 등의 자료로 올리고 교수자는 이를 피드백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2) 교수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필요
온라인 창의성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교수자와 효과 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갖기 원했다. 온라인 강의 수강자들은 게시 과 쪽지, 메일을 통해서 교수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으나, 보다 극 인 피드백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 다. 다음은 이와 계있

는 면담내용이다. 

창의성과 련된 강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창의 인 생각, 문득 떠오르는 거, 

그냥 이런 것들에 해서 교수님과 얘기하고 싶지만, 쪽지나 메일로는 뭔가 부족한 거 같아요. 정기

으로 교수님과 이야기 할 수 있는 채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제에 해서도 교수님이 읽

어보시고 과제 게시 에 간단한 평을 써주시기는 하지만, 과제를 하면서 궁 한 거나, 새로운 문제

에 해 의견을 나 고 싶었어요. <Hs 학생>

Daniel과 Marquis(1979)는 원격교육을 학습자의 독립  활동 부분과 교수자나 다른 동료 학

습자들과의 상호작용  활동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이라고 지 하면서 원격교육이 성공

하기 해서는 으로 독립  학습만으로 설계되어서는 안된다고 지 하 다. 즉, 원격교육

이 학습자의 자기조 학습 능력이 필수 으로 요청되는 학습자 통제 환경이지만, 효과 인 원

격교육을 해서는 교수자의 원격교육에 한 극 인 태도, 한 피드백과 통제, 그리고 

교수자의 강의 스타일이 매우 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유일, 2003). 교수자의 피드백  학생

과의 의사소통의 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밝 지고 있다.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의지를 유지

하도록 지속 인 피드백을 보내야 하며(윤여순, 2000), 극 으로 교수자의 안내가 제시될 때 

학습자의 의견게시가 많아진다는 주장이 있다(정인성 등,2000). 이와 더불어, 웹기반 원격교육

에서 교수자 피드백의 요성을 강조한 연구(임정훈, 1999; 임철일, 1999)도 있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 창의성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특히 창의성과 련하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 자

신의 공과 련된 문제, 향후 진로와 직업에서의 창의성 등에 해 담당 교수와 진지한 화

를 나 고 싶었다고 회고하 다. 

(3) 최신 자료의 반영 요구됨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으로 창의성 교육을 할 때 련 자료의 참신성이 요함을 

알 수 있었다. 창의성이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이를 생활에 용시켜 유용한 

산출물을 내는 것이라고 할 때, 창의성을 개발시키는 강의에서 제시되는 수업자료는 당연히 최

신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와 계있는 면담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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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과목하고 달리 동 상이나 사진, 실물 등이 많이 나와서 강의가 재미있고 신선했어요. 제 

공하고 련된 게 있어서 심있게 봤는데, 를 들어서 고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건 몇 달 만 지

나도 좀 오래 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기마다 자료의 업데이트가 필요할 거 같아요. 강의안도 새

로운 트랜드를 반 해서 새롭게 기획하고. 아무래도 창의성에 한 강의니까 더욱 더 이런 이 

요할 거 같아요.  <Du 학생>

온라인이든 오 라인 수업이든 학기마다 강의안을 수정하고 최신의 자료를 비해 수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온라인 창의성 개발 과목을 수강했던 학생들은 자료와 련

된 문제에 해 심을 많이 표 했다. 제시된 동 상 보다 더 효과 인 최근의 자료들을 담당 

교수에게 추천하기도 하고 자신의 공과 련된 작품이나 시회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주기

를 요구하기도 하 다. 창의성 개발을 온라인으로 강의할 때 특히 이러한 독창 이며 학생들의 

심을 끄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매번 최신의 자료로 강의를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Ⅴ. 논의

본 연구는 학에서의 창의성 교육의 기회 확   질  향상을 하여 온라인 창의성 교육

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 에 의해 온라인 창의성 강의와 오 라인 창의성 

강의의 효과  온라인 창의성 강의 시행 후 학생 면담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온라인 창의성 강의와 오 라인 창의성 강의를 비교한 결과 학업성취와 강의 만족도, 

과제가치  몰입 정도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oore와 Kearsley(1996)는 원격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면서 학업성취도와 련된 연구들을 

검토하고 학습내용, 학습자들의 교육수 , 사용된 매체와 상 없이 원격에서 배우는 학습자와 

교실수업에서 배우는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는 주목할만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 다. 한 

Neuhauser(2002)는 동일한 강좌를 온라인과 교실 수업의 형태로 운 하고 학습자의 성, 연령, 

학습양식, 매체 친숙도, 과제 효율성, 강좌효과성, 시험 성 , 최종 학 에 의해 비교분석을 실

시한 결과 온라인 학습자의 평균 성 이 약간 높았지만 시험성 , 과제, 학 에서 의미있는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온라인 학습의 질이 교실수업에 비하여 열등하지 않음을 뒷

받침하 다. Aragon et al. (2002)은 온라인과 교실수업의 형태로 운 되는 두 개 강좌를 비교 

분석하고 개인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수업이 교실 수업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입증하



48  아시아교육연구 9권 3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온라인 창의성 강의가 학업성취면에

서 오 라인 강의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Allen et al.(2002)은 고등교육에서 원격교육과 통 인 교실 수업에 한 학습자의 만족도

에 한 기존의 연구들을 재분석하면서 원격교육이 교실수업에 비하여 학습자 만족도가 낮지 

않음을 입증하 다. 본 연구에서도 온라인과 오 라인 창의성 강의의 수업 만족도에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창의성교육이 학생들을 

만족시키는 수업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시사해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온․오 라인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몰입의 하  요인  여에서 온라인 

학습자들이 오 라인 학습자들에 비해 더 낮은 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시

행된 학의 가상캠퍼스의 온라인 강의는 시스템 문제 등으로 다양한 게시  기능을 다 활용

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학생들간의 상호작용과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에 제한이 있었다. 학생들

은 오로지 쪽지와 메일을 통해서 교수자에게 과제  출석 등 강의 련 문의와 수업내용에 

한 질문을 하는 정도 다. 반면 오 라인 강의에서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쉽게 교수에게 질문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 상호간에도 매주 수업시간에 면 면으로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온라인 학습에서는 상 방에 한 외모, 인종, 성별, 교육의 정도, 사회경제  지 와 같은 비

언어  정보가 제한되므로 보다 능동 인 참여와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Harasim, 1990). 

그러나, 온라인 학습에서 상호작용의 효과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온라인 환경 그 자체만으

로는 학습자들이 상호작용을 활발히 진행할 것이라는 가정을 내릴 수 없다고 언 한다(엄우

용․박인 , 2003; 왕경수, 2003) 실제로, 온라인 학습에서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 본 연구들은 

학습자들 사이에 기 한 만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는데(Eastmond, 

1992; Romiszowski & Mason, 1996), 이는 학습자가 능동 으로 학습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

려 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강명희 외, 2008). 

온라인 강의의 경우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강력한 학습동기가 없는 경우,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강의만 수강하며,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지속 의지를 일일이 악하며 

피드백하기 어려우나, 오 라인 강의의 경우엔 면 면의 상황이 매주 반복되므로 학습자의 동

기를 유발시키기 한 질문과 략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온라인 창의성 강의에서는 학업성취가 과제가치  몰입과 상 이 없었으나, 오 라인 

창의성 강의에서는 학업성취가 과제가치  몰입과 높은 상 을 보 다. 온라인 창의성 강의에

서는 몰입의 하 요인  여만이 시험성   체 평 과 유의미한 상 을 보 다. 

장은정(2002)은 e-learning 공동체에서 학습 략과 몰입이 학습결과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결과 학습자의 몰입과 학습결과 수는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을 학습자의 몰입 상태 측정은 오랜 기간 로젝트를 수행하고 난 후 몰입 상태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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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기 때문이라고 하며, 몰입의 상태 측정은 단기간에 그 순간의 상태나 느낌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랜 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 그 당시 느낌을 회고해서 측정하는데 무리가 있

다고 지 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질  연구를 통해 밝 진 바와 같이, 온라인 강의에서는 

학생들이 몰입의 상태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수강을 몇 번만 했어도 

그 당시에 몰입했다는 기억을 심으로 측정이 된 것이고, 오 라인 강의에서는 지속 으로 강

의에 참석하기가 상 으로 쉬워 수강하는 내내의 몰입 정도를 체크했을 것이다. 즉, 오 라

인 강의의 경우 부분의 학생들이 강의를 정해진 시간 내내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수업 체에 한 몰입 정도를 측정하게 되지만, 온라인 강의에서는 만약에 한 주 강의를 처음

부터 끝까지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수강하고 있는 그 동안만 측정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온라인 창의성 강의에서는 몰입이 학업성취와 상 이 없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넷째, 온라인  오 라인 창의성 강의에서 강의 만족은 과제가치  몰입과 높은 정  상

을 보 다. 특히 오 라인 창의성 강의에서 강의 만족은 몰입과 높은 정  상 을 보 으며 하

 요인인 즐거움, 주의집 , 여, 시간왜곡에서 모두 높은 정  상 을 보 다. 이러한 결과

는 사이버강의 몰입도는 강의만족도 평가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신나민 외, 

2005; 김미량, 2005)와 일치하는 것으로 온라인 강의에서 몰입과 과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교

수자가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시사 을 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온라인․오 라인 창의성 강의에서 몰입은 과제가치와 정 인 상 을 보 으며, 오

라인 강의가 온라인 강의보다 더 높은 정  상 을 나타냈다. 온라인․오 라인 강의 모두 

몰입의 하  요인  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인에서 과제가치와 유의미한 정 인 상 을 

보 다. 신나민 등(2005)은 온라인 학습에 몰입하기 해서 학습자는 자기목  자세를 견지

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즉, 다른 활동에서의 몰입과 마찬가지로 학습활동에 몰입하기 해

서 학습자는 내 으로 동기화될 필요가 있고, 내 동기화의 첫단계는 분명한 목표를 갖는 것

(Thomas, 2000)이다. 과제수행에 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때, 꼭 듣고 싶어서 수강 신청한 

강좌인 경우 즉, 강의를 수강하게 된 동기가 분명할 때 강의에 몰입할 정도가 높아진다(신나민 

외, 2005)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과제가치를 높게 인식할 때 학습에 몰입하게 된다

는 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여섯째, 온라인 창의성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과 면담을 해본 결과,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를 

쉽게 학 을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인식하며 지속 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 다. 

한 몰입의 한계를 느끼고 실시간 피드백이 요구된다고 하 다. 온라인 창의성 강의의 개선 으

로는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교수자와 효과 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최신자료의 반 이 요구된다고 하 다. 이러한 결과는 박성익 등(200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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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효과 인 온라인 학습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밝 진, 교수자에의 근 용이성, 

학습과정 모니터링, 학습시간과 장소의 선택, 학습자간 상호작용, 학습에의 지속 인 참여 등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지연(2004)는 가상강좌는 학습자의 자율성이 강조되므로 반복 학습을 통해 가상강좌의 장

을 활용한 학습자는 오 라인에 비해 높은 학업성취도를 얻는 반면, 학습의욕이 낮은 학생들

은 수업을 포기하거나 과제수행이나 출석을 제 로 하지 못해 오 라인에 비해 열등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 다. 즉, 시공간 월성, 자유성, 수요자 심의 교육 실  등이 비실시간 형태

의 사이버교육이 허용하는 장 이라면, 이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자기주도 인 학습능력과 높

은 학습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이상수․허희옥, 2002; 최상근 외, 2001)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 온라인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도 지속 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몰입을 하기 해 높은 학

습동기와 의지를 포함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요구됨을 시사하 다. 사이버 공간에 올려진 학

습자료를 학습자가 기본 으로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비실시간 학습환경

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심리  고립감은 클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학습동기가 하될 가능

성이 높고, 하된 학습동기는 학습자의 자발 인 참여 여부, 학습성공률 는 도탈락율, 학

업성취도 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강숙희, 2003). 

한편, 김미량(2005)은 학습자-교수자간의 상호작용, 학습자와 강의 컨텐츠의 구성간의 상호

작용, 학습자와 강의 컨텐츠의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강의 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 다. 즉, 학생들의 강의몰입을 유도하기 해서는 상호작용성에 한 설계가 요하다

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 과제에 한 교사의 피드백은 과제에 한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며, 과제의 가치를 인식하게 해주고, 자신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며, 학습 동

기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민성, 2005)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라인 창의성 교

육을 해 교수자의 피드백  동기유발 략, 학습자의 의사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 

지 까지 온라인 창의성 교육에 한 몇가지 실천  시사 에 해 살펴보았다. 온라인 창의

성 강의는 오 라인 강의에 비해 학업성취, 학습만족도, 몰입 등에 있어서 뒤떨어지지 않고 온

라인 교육만의 특징을 살린 몇가지 방법을 보완한다면 보다 효과 인 하나의 교육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하지만 이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가

지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창의성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때, 온라인 교육의 장 으로 부각되는 시공간의 자

유, 강력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동학습, 토론 학습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종연 등

(2007)은 창의성 신장을 한 교수-학습 로그램은 학생들의 극 인 참여가 독려되고, 학생

들 간의 토의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학생 자신의 선택이 곧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보다 고차 이고 종합 인 사고를 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 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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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 사례, 다양한 정보자료가 필요한 분야, 동학습을 통한 교육이 필요한 분야 등이 가상

강좌로서 합한 분야라는 주장(김 수 외, 1999)과 부분의 가상강좌가 교수자 심의 강의 

형태로 운 되고 개인별 과제가 부분인 은 학습자의 소외감을 가 시킬 수 있는 한계를 

드러낸다는 주장(이지연, 2004)을 고려해 볼 때 온라인 창의성 강의에서는 창의성 개발 차원에

서 온라인 토론의 효과 등을 분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창의성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 사이버 교육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학의 경우에는 성인학습자가 학습 상이 되므로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학습능력과 높은 학습동기를 갖고 있다는 제하에 비실시간 방식의 사이버교육이 주로 

채택되어 왔다(이종연, 2003). 이외에 실시간 온라인 강의, 온라인과 오 라인 강의의 병행 실

시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창의성 향상의 효과를 기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블

랜디드 러닝에 미치는 향과 효과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정혜승, 2005; 이정환, 2006; 

노호성, 2006; 노혜란․박선희, 2007; 박성익 외, 2007), 창의성 강좌도 이러닝을 통한 온라인 학

습과 면 면 교실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오 라인 학습이 혼합된 교수학습체제(박성익 외, 

2007)인 블랜디드 러닝을 시도해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지방의 한 학에서 온라인․오 라인 강좌를 수강한 학습자들만을 연구

상으로 하 으므로 결과를 일반화 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지역

의 학습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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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online creativity 

instruction as a general college course

2)Eun-I Jeong*

This study explored the applicability of online creativity instruction to general college courses, 

which aimed to expand the opportunity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creativity education 

at college. Thus, it studied student achievement, course satisfaction, flow, and task value of 

43 students in an online creativity course and 37 in a traditional offline creativity course. In 

addition, it interviewed those students in the online cours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two different types of creativity courses were compare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tudent achievement, course satisfaction, task value, and the degree 

of flow between the online course and the offline course. However, the students in the online 

course showed relatively lower scores in engagement, a subscale of flow, than the students 

in the offline course.  

Second, student achievement did not correlate with task value and flow in the online creativity 

course, while it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them in the offline course. In the online course, 

the only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achievement and engagement.

Third, students' course satisfaction correlated positively with task value and flow in both 

types of creativity courses. In particular, there was a high correlation between course satisfaction 

and flow in the offline course. Among the subscales of flow, the high correlations with course 

satisfaction were found in enjoyment, focused attention, engagement, and time distortion.

Fourth, students' flow correlated positively with task value in both types of creativity courses 

and the correlation was higher in the offline course than in the online course. In both types 

of courses, all subscales of flow except engagement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task value.

Fifth, the interview results indicated that the students in the online course tended to regard 

* Chungwo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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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line course as an easy-pass course. They reported that they had difficulty in sustaining 

their learning and in experiencing flow. Also they felt the need of immediate feedback in the 

online course. According to the interview with students, better online creativity courses should 

consider the development of more individualized programs, the development of more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instructor and students, and the application of more up-to-date 

instructional materials.

Key words: on-line creativity instruction, flow, achievement, course satisfaction, task val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