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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은 네트워크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 특성과 개인차를 고려하는 개별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
인 방안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은 기술
적인 기법을 적용한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와 학습양식을 학습자 특성
으로 선정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즉, 실제적인 학습 효과를 고려하여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어떠한 학습자 
특성을 선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에 기반을 둔 적응적 학습’과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은 이러한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이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연구 역시 실제적
인 설계활동을 지원하는 설계전략과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
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을 
개발하고, 해당 설계전략을 적용한 이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학
습한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은 
‘학습활동 설계’, ‘학습자원 설계’, ‘학습지원 설계’, 그리고 ‘설계요소의 
구성’의 네 가지 이론적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열 세 개의 일반 설계전략
과 마흔 네 개의 상세지침으로 구성되었다. 일반 설계전략은 1) ‘학습활
동 설계’와 관련하여 학습목표, 전문성 수준 평가, 주요 학습활동 구성, 
학습결과에 대한 여덟 개의 설계전략, 2) ‘학습자원 설계’와 관련하여 학
습자료, 학습도구에 대한 두 개의 설계전략, 3) ‘학습지원 설계’와 관련
하여 도움 및 피드백, 학습관리에 대한 두 개의 설계전략, 그리고 4) ‘설
계요소의 구성’과 관련하여 학습객체와 계열화에 대한 두 개의 설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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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각의 일반 설계전략에 따른 상세지침은 
활용 수준에 따라 모든 상황에 활용되는 ‘기본 상세지침’과 학습내용, 학
습방법 등 상황 및 맥락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상황 맥락적 상세지침’
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을 적
용하여 이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습한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
본 결과, 전반적으로 해당 설계전략을 적용한 이러닝 프로그램이 학업 
성취, 학습 동기 유발 및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습과제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학습목표에 대한 예상 성취 수준을 작성
하며, 학습목표에 대한 사전테스트를 해결하는 활동이 학업 성취에는 크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학습활동 선택에 있어 해당 
상세지침인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전
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에게는 학습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활동 중심 설계’에 기반을 두어 학습자의 ‘전문성 수준’
을 고려함으로써 이러닝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적응적 학습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전략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 특성에 적응적인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공하는 이러닝 프로그램 및 지원 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하는 데 있어 실제적이고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
습, 전문성 수준에 따른 이러닝,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

학  번: 2007-3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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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에서 학습자 특성과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화 학습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등장한 이러
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Adaptive e-Learning)은 이러한 개별화 학
습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
은 네트워크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사전지식, 학습양식, 
학습동기, 학습전략과 같은 학습자 특성에 적합한 학습내용, 학습활동, 
학습경로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응적인 도움과 안
내를 지원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권혁일, 2000; 박종선, 2001; 
Brusilovsky, 1996; Lee & Park, 2008; Shute & Towle, 2003; 
Stoyanov & Kirschner, 2004).

최근 무선통신 및 이동통신 기술에 따른 태블릿 PC,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와 같은 모바일 기기의 확산은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에 대
한 실제적인 적용 및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Nedungadi & Raman, 
2012).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교육체제를 혁신하기 위
한 지능형 맞춤 학습체제로서 자기주도(Self-directed), 동기
(Motivated), 적응(Adaptive), 풍부한 자료(Resource enriched), 그리고 
정보기술 활용(Technology embedded) 중심의 ‘스마트교육(SMART 
Education)’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실행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 
‘적응’은 디지털교과서 활용, 온라인 수업 활성화, 온라인 평가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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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학습과 개별화된 교육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적응적인 스마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교과서와 온라인 수업 및 평가 프로그램을 설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교육적 요구를 바탕으로 이러닝 환
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관련 연구 및 
실행은 다음과 같은 특징 및 제한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은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지능적 
교수 시스템(Intelligent Tutoring Systems, ITS)(Burns & Capps, 
1988; Burns & Parlett, 1991; Nwana, 1990; Wenger, 1987), 웹의 등
장에 따른 적응적 하이퍼미디어 시스템(Adaptive Hypermedia Systems, 
AHS)(Brusilovsky, 1996; Brusilovsky & Milla′n, 2007; de Bra, 
2000), 그리고 공유와 참여를 강조하는 웹 2.0에 따른 적응적 협력 지
원(Adaptive Collaboration Support, Adaptive Support for Computer 
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Deiglmayr & Spada, 2010; IMS 
LD, 2003; Karakostas & Demetriadis, 2011; Magnisalis, Demetriadis, 
& Karakostas, 2011; Walker, Rummel, & Koedinger, 2009, 2011)과 
같이 당시의 정보통신기술에 따른 개발 기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개발 기법 중심의 연구(Brusilovsky, 1996; Brusilovsky & 
Peylo, 2003)로 인하여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에 대한 개발 기
법은 고도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개발 기법을 어떠한 설계요소에, 어떻
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와 관련된 설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둘째,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에 대한 연구는 특정한 학습자와 
학습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적인 시스템 개발이 주를 이룬다. 일례
로, 웹 기반 지능적 교수 시스템과 적응적 하이퍼미디어 시스템이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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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ELM-ART(Brusilovsky, Schwarz, & Weber, 1996; Weber & 
Brusilovsky, 2001)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LISP을 학습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특정 학습자와 학습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은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실제적인 적용 및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에 대한 학습자 특성으로 학습양
식(learning style)에 대한 연구 및 구현이 주를 이룬다. 학습자 특성은 
적응 대상 및 방법과 함께 적응적 학습 설계의 주요 요소로(Carrier & 
Jonassen, 1988), 어떠한 학습자 특성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주요한 적
응 대상 및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학습자 특성으로 학습양식을 선택한 연
구(박종선, 2001; Carver, Howard, & Lane, 1999; Filippidis & 
Tsoukalas, 2009; Hwang, Sung, Hung, Huang, & Tsai, 2012; 
Martinez, 2002; Rasmussen & Davidson-Shivers, 1998; Ross & 
Schultz, 1999)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학습양식이 학습성과에 
효과적인가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연구와 그렇지 않은 연구
(Clark, 2010; Cook, Thompson, Thomas, & Thomas, 2009; Krätzig 
& Arbuthnott, 2006)가 혼재되어 있다.

또한, 많은 연구를 통하여 사전지식(prior knowledge)이 학습 성과와 
밀접한 학습자 특성이며, 학습자의 사전지식 수준에 따라 학습자료 및 
방법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에 적용한 연구 및 사례는 거의 없다(박
종선, 2001). 따라서 지금까지의 사전지식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은 사전
지식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학습자료 및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학습내용에 대하여 한 가지 형태로 학습자료를 설계, 개발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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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식 수준에 따라 해당 학습자료를 학습해야 하는가 또는 학습하지 않
아도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주요한 적응방법이었다.

이상의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에 기반을 둔 적응적 학
습’(주문원, 최영미, 2006; Hummel, Manderveld, Tattersall, & Koper, 
2004; Moreno-Ger, Burgos, Sierra, & Ferna′ndez-Manjón, 2008)과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Kalyuga, 2007a; van Merriënboer & 
Ayres, 2005)을 들 수 있다.

먼저,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는 2000년대 초반 유럽과 오스트레
일리아를 중심으로 기존의 이러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
여 제시된 개념이다(IMS LD, 2003; Koper, 2005; Oliver & 
Herrington, 2001).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는 학습내용 중심 이러닝 
설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학습내용 중심 이러닝 설계는 학습자가 교수
자와 분리된 환경에서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닝 
콘텐츠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교수자 중심의 처방적 설계원
리(Leshin, Pollock, & Reigeluth, 1992)에 기초한 이러닝 설계라 할 수 
있다. 반면,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는 이러닝 환경에서 일어나는 다
양한 상호작용을 ‘학습활동’으로 정의하고(Beetham, 2007; Leont’ev, 
1978),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고려하여(Horton, 2011) 학습활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
양한 도구, 자료, 지원 등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Koper & Olivier, 
2004). 즉,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는 학습내용 중심의 이러닝 콘텐
츠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촉진시키는 학습자원 및 학습지원까
지도 설계의 대상이 된다(IMS LD, 2003; Oliver & Herrington, 2001). 
예컨대, 지금까지의 이러닝에서 토론, 공지와 같은 학습활동 및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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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이러닝 콘텐츠와 같은 설계의 대상이 아닌 교수자가 안내, 수행해
야 하는 운영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에서는 
이러한 학습활동과 학습지원을 사전에 설계하여 해당 학습단계에 자동으
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수업 운영에 포함되었던 요소를 이
러닝 설계의 대상으로 확장시켰다(임철일, 2012).

이러한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의 특징은 학습객체 기반의 이러닝 
표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9년 Advanced Distributed 
Learning(ADL)이 제안한 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SCORM)은 개별 학습자가 독립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
로 하기 때문에, 학습내용 중심의 학습객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하
여 객체를 어떻게 분절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ADL, 2009). 이에 
비하여 Instructional Management Systems Global Learning 
Consortium(IMS GLC)에서 제시한 Learning Design(LD)은 100여 가지
의 다양한 교수학습 유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활동 중심의 학습객체 표준이다(Koper & Manderveld, 2004). IMS 
LD는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객체’(content objects)뿐만 아니라 학습활
동, 지원활동, 학습자료, 학습도구 등 이러닝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
소와 학습순서에 대한 학습객체’(strategy objects)까지 구현함으로써
(Wiley, 2009), 이러닝 설계 표준의 범위를 학습내용뿐만 아니라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학습자원 및 학습지원으로까지 확장시켰다(임철일, 홍
성연, 김선영, 2009).

이와 같이 개념과 학습객체 측면에서 이러닝 설계 영역의 확장을 전제
하는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는 개별적인 개발 기법의 구현에 초점을 
둔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을 통합적으로 설계, 개발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이 가지고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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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점을 해결할 수 있다(임철일, 김선영, 홍성연, 2010). 즉, 학습활동 중
심 설계에 기반을 둔 적응적 학습은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학습자원
과 학습지원의 설계가 가능하므로, 이러닝 콘텐츠에 국한된 학습내용 중
심 이러닝 설계에 기반을 둔 적응적 학습에 비하여 좀 더 학습자 특성에 
적합하고,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은 사전지식 수준 또는 사전지
식과 학습자가 느끼는 인지부하 정도를 함께 고려한 전문성 수준에 따라 
교수설계의 효과가 다르다는 전문성 역전 효과(expertise reversal 
effect)에 기반을 둔다. 전문성 역전 효과는 인지부하이론에서 제안된 원
리로, 인지부하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된 원리 중 다중매체 원
리, 인접 원리, 분할 원리 등은 사전지식 또는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
자에게는 효과적이지만, 사전지식 또는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에게
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Kalyuga & Renkl, 2010; Leahy & Sweller, 2005). 개념적으로 전문
성 수준은 사전지식 수준과 인지부하 정도를 함께 측정하지만, Kalyuga
와 Sweller(2004)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성 수준과 사전지식 수준에 대
한 평가 결과는 .92의 상관관계를 보일 정도로 매우 유사하다. 그러므로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에 대한 연구는 사전지식 수준과 관련된 연
구도 포함한다(Kalyuga, 2007a).

이러한 점에서 이러닝 환경에서의 전문성 역전 효과, 즉 전문성 수준
에 적응적인 이러닝은 지금까지 사전지식 수준에 적응적인 이러닝에서 
활용된 학습 여부에 국한된 적응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러닝 환경에서의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과 관련된 설
계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를 적용하여 사전지식 또는 전문성 수준에 적응
적인 학습자료 및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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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와 전문성 수준에 따른 이러닝은 
앞서 언급한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이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해
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에 기반을 둔 적응적 학습에 대한 연
구 역시 기존의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과 마찬가지로 설계 측면
에서의 연구가 부족하다.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에 기반을 둔 적응
적 학습에 대한 연구는 주로 표준, 시스템, 저작도구, 플레이어와 같은 
기술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Burgos, Moreno-Ger, Sierra, & 
Ferna′ndez-Manjón, 2008; Koper, 2006; Sánchea, Lama, Amorim, 
Vidal, & Novegil, 2008; Specht & Burgos, 2007). 또한, 학습활동, 학
습자원, 학습지원과 같은 다양한 적응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떠한 설계 요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 측면에서 기술적인 기법을 적용해
야 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어떻게 제시, 활용되도록 설계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에 대한 설계전략과 관련된 구성요
소를 제시한 연구가 미흡하다. 이러닝 환경에서 전문성 수준을 고려한 
효과적인 설계전략 및 지침과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Kalyuga, Chandler, & Sweller, 2001; Kalyuga, Chandler, Tuovinen, 
& Sweller, 2001; Kalyuga & Sweller, 2004; van Merriënboer & 
Sweller, 2010). 하지만 다양한 설계전략 및 지침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닝 환경에서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을 설계, 개발한 
연구 및 사례는 부족하다. 이와 같이 전문성 수준에 따른 설계전략 및 
지침에 대한 연구가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에 대한 설계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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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이를 설계하기 위한 구성요소에 대
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Hsu, Chang, Chuang, & Wu, 
2008; Kalyuga, 2007a; Kalyuga & Sweller, 2005)에서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설계 및 개발을 시도하
였다. 하지만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이러닝을 설계,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연구에서의 시도는 기초
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Kalyuga와 Sweller(2004, 2005)
는 ‘(2x+1)/3=2’와 같은 일차방정식 학습을 대상으로, ‘초기 빠른 진단 
테스트(initial rapid diagnostic test)-연습(training session)-연습 후 
빠른 진단 테스트(rapid diagnostic test)’라는 세 개의 설계 대상을 제시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 대상은 간단한 절차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활동과 학습절차를 필요로 하는 학습과제를 설계하기 위한 
구조틀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지능적 교수 시스템, 적응적 하이
퍼미디어 시스템, 적응적 협력 지원과 같은 개발 기법을 복합적으로 활
용하여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을 설계하기 위한 구성요소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을 개발하였다. 지금까지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이 기
술 기법과 시스템 개발을 강조했다면, 본 연구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
원하는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 기반의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
습에 대한 설계전략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하여 관련 주
제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준전문가의 사용성 평가, 프로토타입 
개발, 전문가의 이론적 검토 및 사용성 평가를 통하여 설계전략을 개발, 
타당화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설계전략을 적용하여 이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습자에게 적용함으로써 학습자 반응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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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
략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설계전략을 적용하여 ‘명제와 논리’와 
관련된 학습과제인 ‘기사와 악한’을 해결하는 이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이에 대한 학습자 반응을 검토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천적인 의의를 갖는다.

첫째, 학습내용에 대한 설계뿐만 아니라 학습활동까지도 이러닝 설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의 가능성을 탐
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학습활동 중심 설계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개념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임철일 외, 2009; 
Agostinho, Oliver, Harper, Hedberg, & Wills, 2002; Oliver & 
Herrington, 2001), 실제적인 이러닝 프로그램의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습활동 중심
의 설계의 범위 및 구성요소를 밝혀 설계원리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이러닝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의 가
능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학습자에게 자신의 전문성 수준에 적합한 효과적인 적응적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전지식 수준에 적응적인 이
러닝에서의 처방은 주로 학습내용의 양과 경로 측면에서 접근해 왔다
(Brusilovsky, 1996; Brusilovsky et al., 1996; Park & Tennyson, 
1980). 예컨대, 사전지식이 부족한 학습자에게는 기본적인 콘텐츠를 제
공하고,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에게는 심화학습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사전지식이 부족한 학습자에게는 모든 콘텐츠를 학습하도록 학습 
경로를 설계하였고,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에게는 해당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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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같이 학습해야 하는 내용 자
체에 대한 차별적인 설계는 특히 일반 대학 강좌와 같이 평가 또는 성적 
부여를 전제로 하는 학습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
지부하이론에서 제시한 전문성 역전 효과를 고려하여 사전지식 수준과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이러닝을 설계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습내용 자
체는 동일하지만 전문성 수준에 따라 다른 학습활동 또는 학습자료를 제
시함으로써 평가를 전제로 하는 학습에서도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
러닝 설계전략에 대한 개발 내용과 절차, 그리고 결과물을 통하여 실제
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연구의 전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적응적 이러닝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이면서도 빠르게 진행되지 않은 이
유 중 하나는 설계와 개발의 간극이 심하기 때문이다(최숙영, 2002). 또
한, 전문성 수준과 관련하여 적응적 처방에 대한 설계전략 및 지침에 대
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설계전략 및 지침이 전문성 수준
에 따라 학습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계와 개발의 두 영역을 모두 고려하고, 다양한 적응적 처
방 대상을 도출하기 위하여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
닝 설계전략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실제적인 설계전략은 적응적 이러닝 
설계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다른 설계전략 개발 연구에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실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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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을 
개발하고, 해당 설계전략을 적용한 이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학
습한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의 설계전략은 
무엇인가?
1-1. 전문성 수준에 따른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의 

이론적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1-2. 전문성 수준에 따른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를 

위한 일반 설계전략은 무엇인가?
1-3. 전문성 수준에 따른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를 

위한 상세지침은 무엇인가?

2.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을 적용한 
사례와 그에 대한 학습자 반응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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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e-Learning Design based on Learning 
Activity)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는 2000년대 초반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
를 중심으로 기존의 이러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시
된 개념으로, 이러닝 환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학습활동’으
로 정의하고(Beetham, 2007; Leont’ev, 1978),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성
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고려하여 학습활
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도구, 자료, 지원 등을 설계하는 것을 의
미한다(IMS LD, 2003; Koper,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는 학습내용 중심의 이
러닝 콘텐츠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활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학습자원 
및 학습지원을 설계하는 것(Oliver & Herrington, 2001)으로 정의한다.

∙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Adaptive e-Learning)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은 다양한 네트워크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학습동기, 선수지식, 학습전략, 학습양식 등과 같은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에 적합한 학습내용, 학습경로, 학습방법 등을 제
공하거나,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응적인 도움과 안내를 지원하는 교
수학습 방법이다(권혁일, 2000; 박종선, 2001; Brusilovsky, 1996; Lee 
& Park, 2008; Shute & Towle, 2003; Stoyanov & Kirschner, 2004).

지금까지 이러닝의 주요한 기술적 환경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웹
(World Wide Web)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
적 학습과 웹 기반 적응적 학습(Web-based Adaptive Learning)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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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무선 네트워
크 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확산에 따라 웹 
이외에 네트워크와 GPS 등에 기반을 둔 응용 소프트웨어(Application 
Software)의 개발과 활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김수연, 이상
훈, 황현석, 2011; 김종대, 2009; 오규환, 이광호, 2009; 이애리, 강경
희, 이중정, 201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은 웹 기반 적응
적 학습을 포함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기반 학습환경을 기반으로, 지능적 
교수 시스템, 적응적 하이퍼미디어 시스템, 적응적 협력 지원 등의 개발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특성에 적합한 처방을 제공하는 교수학습 방
법으로 정의한다. 

∙ 전문성(Expertise)
전문성은 해당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성과

를 보이는 숙련된 상태이다(Ericsson & Lehmann, 1996). 지식 획득 측
면에서 전문성은 경험을 통하여 풍부한 지식 구조가 형성되고, 지식 구
조의 자동화에 따라 효율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한 단계로(Jonassen, 
Mayes, & McAleese, 1993), 사전지식에 경험을 통한 스키마 형성과 
자동화가 포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Clark, 2010). 하지만 인지부하이
론에서 제시한 ‘전문성 역전 효과’에서의 전문성은 앞서 언급한 전문성
뿐만 아니라 사전지식에 대한 연구도 포함한다(Kalyuga, 2007a).

본 연구는 전문성 자체보다는 인지부하이론에서의 전문성 역전 효과에 
기반을 둔 설계전략 및 지침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 역전 효과에서와 같이 전문성을 사전지식과 유사
한 개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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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 그리고 전문성 수준에 따른 이러닝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
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개념 및 특징, 설계모형 및 구성요
소, 그리고 설계전략 및 지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전문성 수준
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 구성
요소와 그에 따른 설계전략 및 상세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1.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에 대한 연구는 크게 이러닝 환경에서 사용
할 수 있는 학습활동의 종류와 유형에 대한 연구(임정훈, 임병노, 김세
리, 2008; Bonk & Zhang, 2008; Horton, 2011; Watkinson, 2005)와 
이러닝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어떠한 요소와 프레
임워크를 중심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임철일 외, 2010; 임철
일, 홍성연, 김선영, 2012; IMS LD, 2003; Koper, 2005; Lim & Kim, 
2012; Oliver & Herrington, 2001)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활동을 설계하기 위한 요소 및 프레임워크



- 15 -

에 초점을 맞춰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의 개념 및 특징, 설계모형 
및 구성요소, 그리고 설계전략 및 지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1)

1)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의 개념 및 필요성

학습활동 중심 설계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수행되었던 학습내용 중심 
설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학습내용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뒷받침하는 도구, 자원, 그리고 지원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의미
한다(임철일, 2012; 임철일 외, 2009; Koper, 2005). 학습활동 중심 설
계는 기본적으로 교수설계의 주요한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른 입
장을 취한다. 전통적으로 이러닝 설계를 포함한 교수설계는 교수자의 입
장에서 교육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Leshin et al., 1992). 그러므로 학습자가 주로 수행하는 활동은 교사의 
강의 또는 설명을 수동적으로 보고, 듣는 것에 제한되어 있다.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그룹별 토의를 하는 학습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지배적인 학습활동은 여전히 수동적인 보기와 듣기로 제한되어 있다(임
철일, 2012).

이러한 전통적인 교수설계의 특징은 이러닝 환경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반적인 이러닝 설계는 어떠한 내용을 학습 콘텐츠로 구성하
고, 화면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습
자의 학습활동 역시 학습내용을 보고, 듣는 게 중심이 된다(임철일 외, 
2009). 그리고 토론, 문제해결과 같은 고차원적이고 다양한 학습활동은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고, 이러닝을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에 학습관
1) 본 연구에서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는 Horton(2011) 등이 말하는 이러닝 환경

에서 수행할 수 있는 학습활동의 ‘유형’에 대한 설계가 아니라 다양한 학습활동을 표
현할 수 있는 ‘구조틀’ 기반의 설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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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에 탑재되어 있는 게시
판 또는 별도의 게시판을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비하여 학습활
동 중심 설계에서는 의미 있는 학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
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활동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설계의 
대상 역시 학습자의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임철일, 
2012; Engeström, 1987; Kaptelinin & Nardi, 2006; Leont’ev, 1978). 

학습활동 중심 설계는 특히 이러닝 환경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이
는 면대면 수업 환경과의 비교를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면대면 
수업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동일한 시ㆍ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교
수자가 수업 상황에 따라 설계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수정, 적용하는 것
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하지만 이러닝 환경에서는 교수자나 운영자의 
활동보다는 설계ㆍ개발된 이러닝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
되기 때문에 이미 설계ㆍ개발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수정하기 어렵다. 그
러므로 이러닝 환경에서는 다양한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고려하여 프로그
램과 학습관리체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2)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모형 및 구성요소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모형 및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수
준에 대한 논의부터 실제 개발을 위한 표준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
다. Australian Universities Teaching Committee(이하 AUTC) 프로젝
트에서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학습활동 중심 설계를 ‘학습설계(learning 
design)’라 지칭하였다. 다음 [그림 II-1]은 학습설계의 주요 구성요소
를 제시한 것이다(Oliver & Herringt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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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 학습설계의 주요 구성요소(Oliver & Herrington, 2001) 

학습설계는 이러닝 환경에서 다양한 학습활동과 학습활동 간의 상호작
용의 순서를 설계하는 것으로, 위의 [그림 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
습활동은 구체적인 ‘학습과제(learning tasks)’, 다양한 도구와 자료에 해
당하는 ‘학습자원(learning resources)’, 그리고 피드백, 공지 등과 같은 
‘학습지원(learning supports)’으로 구성된다(Agostinho et al., 2002; 
Oliver & Herrington, 2001). 이러한 AUTC의 학습설계는 학습내용 중
심의 이러닝 설계를 학습활동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하게 된 시초라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즉, 학습설계는 이러닝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구성주의적인 이러닝 설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습활동을 구성하는 학습과제, 학습자원과 학습지원을 구분하여 
설계함으로써 학습객체를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임
철일 외, 2009).

Beetham(2007)은 학습활동을 ‘학습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구와 자
원을 사용하여 다른 학습자 및 관련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활동에 대한 정의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를 고려함으로써 학습활동 중심의 이러닝 설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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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 [그림 II-2]는 위에서 설명한 학습활동의 정의를 시각적으로 
제시한 학습활동의 개념적 설계모형이다.

[그림 II-2] 학습활동의 개념적 설계모형(Beetham, 2007) 

위의 [그림 II-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습활동의 개념적 설계모형은 
학습자, 학습환경, 학습결과와 기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학습자는 학
습자 특성과 통제권이 보장된 적응적 학습에서의 학습자를 의미하며, 학
습환경은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 자원, 산출물 등을 지칭한다. 
그리고 학습결과는 학습목표와 피드백에 따른 학습 절차에 따라 획득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능력에 대한 증거이고, 기타 요소는 역할, 규칙, 지
원, 안내 등과 같은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앞서 제시한 AUTC의 학습설계와 Beetham(2007)의 학습활동 중심 
설계모형이 개념적인 모형에 가깝다면, IMS LD는 학습활동 중심 이러
닝의 설계뿐만 아니라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모형이라 할 수 있다. IMS 
LD는 Open University of the Netherlands(OUNL)의 Educational 
Modeling Language(EML)를 기반으로 개발된 표준으로(Koper & 
Manderveld, 2004), 100여 개의 다양한 교수학습 유형에 나타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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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인 요소를 분석하여 추상화 및 구체화 과정을 거쳐 개발된 설계를 
위한 구조틀이자 XML 기반의 개발언어이다(IMS LD, 2003; Koper & 
Oliver, 2004). IMS LD는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의 학습활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학습자원 및 학습지원에 대한 순서와 조건을 설계함으로써 
다양한 교수ㆍ학습 이론을 표현,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이다. 다음 [그림 
II-3]은 IMS LD specification 중에서 학습설계와 관련된 주요 구성요
소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 II-3] IMS LD 표준의 주요 구성요소(임철일 외, 2012; IMS LD, 2003)

[그림 II-3]의 왼쪽 상단에 제시된 바와 같이 IMS LD는 무대
(environments)를 배경으로 하나 이상의 역할(roles)과 그에 따른 활동
(activities)이 포함된 일련의 막(act)으로 구성되는 연극(play)의 메타
포를 갖는다. IMS LD 표준 중에서 학습설계와 관련된 주요 구성요소는 
제목(title), 학습목표(learning-objectives), 선수학습(prerequisites), 컴
포넌트(components), 메소드(methods), 그리고 제작연도, 제작자, 내용, 
키워드 등의 메타데이터(metadata)이다. 이 중에서 학습설계의 핵심은 
컴포넌트와 메소드이다. 컴포넌트와 메소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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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하여 IMS LD의 개념적 설계모형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II-4]
와 같다(임철일 외, 2012; IMS LD, 2003).

[그림 II-4] IMS LD의 개념적 설계모형(IMS LD, 2003)

설계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컴포넌트 중에서 먼저 학습자(learner)와 
조력자(staff)는 각각의 역할(roles)에 따라 학습활동(learning-activity) 
또는 지원활동(support-activity)을 수행한다. 이 때, 활동은 활동구조
(activity-structure)로 구조화될 수 있으며, 동영상 플레이어, 게시판 
등 기술지원은 물론 보충자료, 심화학습 등 학습 자료와 학습 안내로 구
성된 환경(environment)의 지원을 받는다. 

메소드는 프로그램의 구조와 함께 컴포넌트에 포함되는 역할, 학습활
동, 그리고 환경의 구성 및 절차를 설계하기 위한 요소이다.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연극(play)과 극에 속하는 막(act), 그리고 실제 연극을 수
행하는 역할과 활동을 연결시키는 역할별 활동(role-parts)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연극과 막은 이러닝 프로그램과 주차의 구성을 나타내는 요소
이고, 역할별 활동은 컴포넌트의 요소인 역할, 활동, 그리고 활동에 따른 
환경을 학습설계에 따라 계열화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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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역할, 역할별 활동, 활동 결과, 그리고 학습자와 조력자의 
특징 등을 속성(property)으로 연결하여서 특정한 행동에 상응하는 반응
을 조건(condition)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학습자가 X와 같은 학
습양식을 가지고 있을 때, 무작위 순으로 활동들을 제시한다.’는 것은 학
습자가 X라는 속성을 가지는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교과나 수업에서 자
유롭게 자료들을 돌아다니며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활동 결과가 특정한 상황에 부합되면 설계된 내용을 알리는 공
지(notification)를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학습자가 정해진 시간까지 
해당 학습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학습자에게 학습을 독촉하는 공
지가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공지 기능은 학습자
뿐만 아니라 교수자, 조교 등의 조력자에게도 활용할 수 있다.

임철일 외(2010)는 위에서 설명한 IMS LD를 기반으로 하는 이러닝 
프로그램의 설계원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IMS LD 기반 설계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설계원리를 유목화하기 위하여 구성요소를 제안
하였다. 해당 구성요소는 세부적인 설계활동을 지원하는 모형으로 볼 수
는 없지만,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모형 중 하나인 IMS LD를 활용
하여 설계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적인 설계모형에 해당한다. 다음 
[그림 II-5]는 IMS LD 기반의 개념적인 이러닝 설계모형이다.

[그림 II-5] IMS LD 기반 이러닝 설계모형(임철일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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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계모형은 Reigeluth의 교수전략 이론(Leshin et al., 1992)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설계모형의 구성요소는 학습내용 및 학습활동 구
성 전략, 학습설계개발 전략, 그리고 학습관리 전략으로 구성되며, 각각
의 구성요소는 Reigeluth의 교수전략에서 제시하는 조직 전략, 전달 전
략과 관리 전략에 해당한다. 위의 그림에서 세 개의 구성요소를 순차적 
단계가 아닌 벤다이어그램 형태로 제시한 이유는 IMS LD 기반 이러닝 
설계원리가 둘 이상의 이론적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모형에 대한 연구 중에서 학습활
동 중심 설계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Agostinho et al, 2002; 
Beetham, 2007; IMS LD, 2003)를 분석하여, 해당 구성요소를 도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1>과 같다.

Agostinho et al. 
(2002)

IMS LD 
(2003)

Beetham 
(2007)

학습활동 학습목표 ○ ● ●
학습과제 ●
팀 구성 및 역할 설정 ○ ● ○
학습활동 구성 ○ ● ○
학습결과 ○ ● ●

학습자원 학습자료 ● ● ●
학습도구 ● ● ●

학습지원 지원활동 ● ● ●
시스템 지원 ○ ● ○

요소의 구성 학습객체 ○ ●
계열화 ○ ● ○

<표 II-1>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의 구성요소

※ ●는 해당 문헌에 구성요소로 제시되어 있거나 세부항목 또는 설명의 형태로 명시된 요소이
며, ○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성요소의 전제가 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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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의 구성요소는 
크게 학습활동, 학습자원, 학습지원, 그리고 이 세 요소의 구성으로 이루
어져 있다. 먼저, 학습활동은 학습목표, 학습과제, 팀 구성 및 역할 설정, 
학습활동 구성과 학습결과로 구성되며, 학습자원은 이미 설계된 학습자
료와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전제로 하는 학습도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
고 학습지원은 교수자, 조교 등과 같은 지원자의 지원활동과 이미 설계, 
개발된 시스템 지원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요소의 구성은 학습활동
을 중심으로 설계, 개발하기 위한 학습객체와 계열화가 포함된다. 여기
에서 학습객체는 학습활동, 학습자원과 학습지원에 포함되는 총 아홉 가
지의 하위요소를 별도로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계열화는 별도
로 설계된 학습객체 간의 조합과 순서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에 대한 설계전략 및 지침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과 관련된 설계전략 및 지침은 주로 AUTC 프로
젝트 관련 연구(Agostinho et al., 2002; Oliver & Herrington, 2001), 
IMS LD 표준(IMS LD, 2003), IMS LD 표준에 대한 분석 연구(Koper, 
2005; Koper & Manderveld, 2004; Koper & Olivier, 2004), 그리고 
IMS LD 기반 설계원리 연구(임철일 외, 2010)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도출되었다.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학습활
동 중심 이러닝에 대한 설계전략 및 지침을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II-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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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구성요소 관련 설계전략 및 지침

학습활동 학습목표 ∙ 학습목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IMS LD, 2003).
팀 구성 

및
역할 설정

∙ 설계에 적용할 교수학습 방법이나 모형(예. 문제중심학습) 또는 
학습내용(예. 초등 3학년 수학)에 적합하도록 학습자의 역할을 
설계하라(IMS LD, 2003; Koper, 2005; Sancho, Moreno-Fer, 
Fuentes-Ferna′ndez, & Ferna′ndez-Manjo′n, 2009).

학습활동 
구성

∙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
라(임철일 외, 2010).

∙ 학습활동은 주요활동과 보조활동으로 구분하여 설계하라(임철일 
외, 2010).

∙ 학습활동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라(IMS LD, 2003).
∙ 학습자의 역할에 적합한 학습활동을 설계하라(임철일 외, 2010; 

Beetham, 2007; IMS LD, 2003; Sancho et al., 2009).
학습결과 ∙ 학습활동에 따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설계하라(IMS LD, 

2003).
∙ 학습활동에 따른 학습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학습활동을 설계하

라(IMS LD, 2003).
학습자원 학습자료 ∙ 학습자가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설계하라

(Agostinho et al., 2002; IMS LD, 2003).
∙ 학습자의 역할에 적합한 학습내용 혹은 학습자료를 설계하라(임

철일 외, 2010).
학습도구 ∙ 설계된 학습활동 이외의 학습활동과 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학습도구를 설계하라(Agostinho et al., 2002; IMS LD, 
2003).

학습지원 지원활동 ∙ 설계에 적용할 교수학습 방법 및 모형 또는 학습내용에 적합하
도록 지원자의 역할을 설계하라(IMS LD, 2003; Koper, 2005).

∙ 지원자의 역할에 적합한 지원활동을 설계하라(임철일 외, 2010; 
Koper, 2005; IMS LD, 2003).

시스템 
지원

∙ 학습 순서에 맞게 활동(학습활동, 지원활동)과 자원(학습자료, 
학습도구)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라(임철일 외, 2010; IMS LD, 
2003).

∙ 학습자의 학습활동이 끝나면, 학습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하
라(IMS LD, 2003).

∙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적응적인 공지를 미리 설계하라(임철일 외, 
2010; IMS LD, 2003).

요소의 
구성

학습객체 ∙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 중심의 학
습객체 형태로 설계하라(IMS LD, 2003; Koper & Olivier, 
2004).

∙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설계 요소를 학습객체 형태로 설계하라

<표 II-2>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의 설계전략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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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구성요소 관련 설계전략 및 지침

(IMS LD, 2003; Koper & Manderveld, 2004).
∙ 학습활동은 학습자원과 분리하여 설계하라(Oliver & Herrington, 

2001).
계열화 ∙ 교수-학습 이론 및 모형에 따라 학습활동과 지원활동의 순서를 

설계하라(IMS LD, 2003; Koper, 2005).
∙ 학습자의 특성 및 행동에 적응적으로 학습활동과 지원활동의 순

서를 설계하라(임철일 외, 2010; IMS LD, 2003).

<표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에 대한 설계전
략 및 지침은 <표 II-1>에서 제시한 열 한 개의 하위요소 중에서 ‘학
습과제’를 제외한 열 개의 하위요소로 분류될 수 있다. 학습과제는 앞서 
살펴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습과제가 설계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미 설정된 문제 또는 실제적인 
상황의 형태로 주어진다고 전제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계전략 및 지
침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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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

본 절에서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을 통하여 이러닝 환경에서 적응적 학습의 및 특징, 설계모형 및 구성요
소, 그리고 설계전략 및 지침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검토하였다.

1)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의 개념 및 특징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은 학습자의 학습동기, 선수지식, 학습
전략, 학습양식 등과 같은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에 적합한 학습내용, 학
습경로, 학습방법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응적인 도
움과 안내를 지원하는 이러닝을 의미한다(박종선, 2001; Brusilovsky, 
1996; Lee & Park, 2008; Shute & Towle, 2003; Stoyanov & 
Kirschner, 2004).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은 그 당시의 정보통신기술을 반영한 
개발 기법을 교육에 적용하는 형태로 연구되어왔다. 특히, 컴퓨터공학에
서 연구된 기술적인 기법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사례연구의 하나로
서 교육 시스템에 적용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1990년대 이전에는 복잡한 알고리즘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이 학습
자의 특성에 따른 학습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을 둔 ‘지능적 교수 시스템(Intelligent Tutoring Systems, ITS)’이 
제안되었다(Burns & Capps, 1988; Burns & Parlett, 1991; Nwana, 
1990; Wenger, 1987). 지능적 교수 시스템의 목적은 컴퓨터를 기반으
로 학습자가 개인교사와 일대일로 학습하는 환경을 생성하는 것이다. 
즉, 지능적 교수 시스템은 학습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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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 중에 학습자의 성취도를 파악하고, 성취도가 낮은 경우에는 베
이지안 확률 모형(Bayesian probability model)과 같은 알고리즘(Park 
& Tennyson, 1980; Rothen & Tennyson, 1978; Tennyson & Rothen, 
1977)을 활용하여 그 원인을 추론하고, 적절한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학
습자가 학습목표를 성취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개인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웹의 등장에 따라 웹 
기반 학습환경에서 학습자 특성에 기초하여 학습자의 통제권을 적응적으
로 제공하는 ‘적응적 하이퍼미디어 시스템(Adaptive Hypermedia 
Systems, AHS)’이 제안되었다(Brusilovsky, 1996; Brusilovsky & Mill
a′n, 2007; de Bra, 2000). 적응적 하이퍼미디어 시스템은 일반적 하이
퍼미디어의 문제점인 방향성 상실과 과도한 선택 및 책임에 따른 인지부
하(Eklund & Zeilger, 1996)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적응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정보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Park & Lee, 1996; Shute & Towle, 
2003).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Web 2.0과 구성주의에 기반을 둔 협력학습
의 영향으로 ‘적응적 협력 지원(Adaptive Collaboration Support, 
Adaptive Support for CSCL)’에 대한 연구(Deiglmayr & Spada, 2010; 
IMS LD, 2003; Karakostas & Demetriadis, 2011; Magnisalis et al, 
2011; Walker et al, 2009, 2011)가 시작되었다. 적응적 협력 지원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람 간 상호작용, 즉 학습자-학습자 간, 학습자-
교수자 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적응적 학습환경을 강조한다. 그동안 연
구, 개발된 적응적 이러닝은 대부분 학습자-컴퓨터 간 상호작용에 대한 
적응성을 강조하기 때문에(Jermann, Soller, & Muehlenbrock,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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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적용 범위가 개별학습에 한정되었다. 또한,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정해진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
리 공식 외우기, 일차방정식 풀기 등과 같은 지식의 획득과 일부 지식의 
적용에 대한 학습에 제한되었다. 이에 비하여 적응적 협력 지원은 학습
자-컴퓨터 간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학습자-학습자 간, 학습자-교수자 
간 상호작용의 적응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의 고차
적 사고 계발과 협력학습을 적응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닝의 주요한 기술적 환경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웹
(World Wide Web)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
적 학습(Adaptive Learning in e-Learning environments)과 웹 기반 적
응적 학습(Web-based Adaptive Learning)은 혼용하여 사용되었다. 이
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은 웹이 인터페이스를 학습자의 요구에 적
응시킴으로써 학습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 학습자가 유의미한 방식으로 인지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
에서 적응적이고, 학습자 통제에 따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권혁일, 
2000). 이러한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의 특징은 컴퓨터 또는 
웹을 활용하는 다른 학습환경과의 비교를 통하여 명확히 알 수 있다. 다
음 [그림 II-6]은 적응성과 학습 통제를 두 축으로 하는 개념적 공간에
서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을 다른 학습환경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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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적

학습자
통제

이러닝 환경(웹 기반) 
적응적 학습

컴퓨터 기반
지능적 교수 시스템 프로그램

통제일반적 이러닝 
환경(웹 기반) 컴퓨터 보조 수업

비적응적
[그림 II-6] 이러닝 환경에서 적응적 학습의 특징에 따른 개념적 위치(권혁일, 2000)

적응성 측면에서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은 일반적인 웹 기반 
학습환경과 비교할 수 있다. 일반적인 웹 기반 학습환경의 가장 큰 장점
은 비직선적인 페이지 간의 연결 구조이다. 비직선적 구조는 인간 인지
의 구조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정보, 지식, 개념들 간의 자유로운 연결 
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에 웹 기반 학습환경을 탐색하는 활동 자체가 학습
자의 스키마 형성에 도움을 준다(Jacobs, 1992). 또한, 웹 기반 학습환
경은 학습자에게 지식을 자유롭게 탐색하면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지적 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Jonassen, 1992). 하지만 학습자 통제에만 의존하는 웹 기반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가 방향성을 상실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으
며, 학습내용보다는 흥미 위주의 탐색으로 인하여 학습을 저해할 수 있
다. 또한, 학습내용의 구성과 해석에 대한 책임이 학습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과도한 인지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Eklund & Zeilger, 1996). 
이에 비하여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은 학습자에게 적응적인 인
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요구, 목적, 관심 등에 적합한 정보
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웹 기반 
학습환경이 가지고 있는 방향감 상실이나 인지 부하 등의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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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습 통제 측면에서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은 컴퓨터 
기반의 지능적 교수 시스템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지능적 교수 시
스템은 컴퓨터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적응적 학습환경으로, 인공지능의 
프로그램 기법, 인지과학의 지식표상 이론, 그리고 교육학의 교수방법 
지식이 통합된 간학문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Burns & Capps, 
1988; Wenger, 1987). 지능적 교수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교
사와의 일대일 학습과 같은 학습환경을 컴퓨터를 기반으로 생성하는 것
이다. 즉, 유능한 개인교사로서 학습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
으로 학습과정 중에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고, 학업성취도가 낮
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추론하여 적절한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학습목표
를 달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지능적 교수 시스템은 반복연습을 
통한 사실적 지식이나 절차적 기술의 계발에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대부
분 수학, 컴퓨터 언어와 같은 구조화된 학습내용에 국한되며,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통제를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
하여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은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심리
적 특성에 따라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학습내용과 계열의 범위를 다
양하게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은 대상 학
습자의 구성 방법, 적응성의 적용 근거, 기술 환경, 교수-학습 이론 및 
모형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음 <표 II-3>
은 전체적인 적응적 학습환경의 유형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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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o와 Snow(1986) Park과 Lee(1996) Lee와 Park(2008)
거시적 접근 거시적 적응 모형 거시적 적응
미시적 접근 적성-처치 상호작용 모형 적성-처치 상호작용

미시적 적응 모형 미시적 적응
적응적 하이퍼미디어/

웹 기반 시스템
특정한 교육적 접근 시스템

<표 II-3> 적응적 학습환경의 유형

Corno와 Snow(1986)는 적응적 학습환경을 크게 거시적 접근과 미시
적 접근으로 구분하였다. 거시적 접근은 학습자의 일반적인 능력이나 성
취도 검사 점수 등에 따라 비슷한 능력과 특성을 가진 학습자 집단을 구
성하고,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의 구성, 학습 속도, 전달 방법 등을 집단의 
특성에 맞도록 적응시키는 방식이다. 예컨대, 학교에서 학년에 따라 학
습자를 구분하여 각 학년마다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같은 학
년 내에서 능력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의 수업내용과 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수준별 수업 등이 모두 거시적 접근에 해당한다. 거시적 
접근이 동일한 특성에 따라 분류된 집단에게 수업의 대안적 내용과 방법
을 비교적 장기간 적응시키는 방법이라면, 미시적 접근은 집단 내 학습
활동 중에 발생하는 비교적 단기간에 빈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다. 교실 수업 상황에서 학습자의 반응을 유도하고, 반응에 따라 개별 
학습자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미시적 접근의 전형적인 예
라 할 수 있다.

Park과 Lee(1996)는 Corno와 Snow(1986)가 제시한 유형을 세분화
하여 거시적 적응 모형, 적응-처치 상호작용(Aptitude-Treatment 
Interactions, ATI) 모형과 미시적 적응 모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적성-처치 상호작용 모형과 미시적 적응 모형은 학습자의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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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학습요구에 적절한 처방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Corno와 
Snow(1986)의 미시적 접근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유형은 무
엇을 근거로, 어떻게 학습자에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적성-처치 상호작용 모형은 사전 진단을 통하여 밝혀진 개별 학
습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처방과 처치를 제공해 주는 유형으로, 학습
자의 학습활동 이전에 측정, 규명된 제한된 적성에만 의존하여 처치를 
가함으로써 학습활동 중에 발생되는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제한을 가지고 있다. 미시적 적응 모형은 적성-처치 상호작용 모형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모형으로, 학습자의 인지양식이
나 지적능력, 심리적 적성 등에 대한 사전 데이터는 물론 학습과정 중의 
학습자 행동, 특히 학습과제에 대한 수행능력의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계
속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처방을 제공한다.

그리고 Lee와 Park(2008)은 적응적 학습환경의 유형을 기존의 연구
(1996)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적응 모형에 적응적 하이퍼미디어/웹 기반 
시스템과 특정한 교육적 접근 시스템을 추가하여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
류하였다. 추가된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적응적 하이퍼미디어/웹 기
반 시스템은 웹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유형으로 미시적 적응 모형의 확장
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가 안내를 참고하여 자신의 선택에 따
라 학습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 대부분 웹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그리
고 다른 웹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특
정한 교육적 접근 시스템은 특정한 교육 이론 또는 모형을 적용한 시스
템으로, 구성주의 적응 시스템, 사회적 학습 이론을 적용한 적응 시스템, 
동기 기반 적응 시스템, 초인지 기반 적응 시스템, 협력 학습 시스템 등
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적응적 학습환경, 예컨
대 인지부하이론을 적용한 적응적 학습환경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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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형 간에 중복되는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
으며, 둘 이상의 유형이 통합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Lee & Park, 
2008). 즉, 적응적 이러닝은 ‘적응적 하이퍼미디어/웹 기반 시스템’을 기
본으로, 그 외에 웹 기반 학습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유형 및 기법
을 동시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이러닝은 웹 기반 적
응적 학습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
터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영향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가 확산
됨에 따라 웹 이외에 응용 소프트웨어(Application Software)의 개발과 
활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김수연 외, 2011; 김종대, 2009; 
오규환, 이광호, 2009; 이애리 외, 2011). 그러므로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은 웹 기반 적응적 이러닝을 포함한 다양한 네트워크 기반 
학습환경을 활용하는 적응적 학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의 설계모형 및 구성요소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술적인 시스템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의 모
형 및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역시 학습 측면에서의 설계가 아니라 기술 
측면에서의 적응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
룬다. 즉, 이러닝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설계, 
구축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발 측면이 아닌 설계 측면에서 적응적 이러닝의 모형 및 구성요소를 
제시한 Carrier와 Jonassen(1988)의 연구에서는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변인과 함께 적응적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아홉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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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절차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해당 모형은 1) 학습목표 확인, 2) 과
제 특성의 세분화, 3) 시작 단계에서 학습자 특성의 확인, 4) 프로그램
과 가장 관련 있는 학습자 특성 선택, 5) 대상 모집단 내의 학습자 분
석, 6) 최종 학습자 특성 선택, 7) 적응적인 교수방법 결정, 8) 대안적
인 교수방법 설계, 그리고 9) 설계, 개발, 실행, 수정으로 구성된다. 하
지만 해당 모형은 학습자 변인과 적응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적응 대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설계, 개발, 실행, 수정해야 하는가에 대
한 실제적인 지침 및 절차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Lee & Park, 
2008).

다음 <표 II-4>는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을 위한 모형 및 
구성요소와 관련된 연구에서 제시한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에 
대한 구성요소를 기술한 것이다.

관련 연구 구성요소
박종선 (2001) 내용영역 모형, 학습자 모형, 교수전략 모형
Paramythis & 

Loidl-Reisinger (2003)
영역 모형, 학습자 모형, 그룹 모형, 적응 모형

Shute & Towle (2003) 내용 모형(학습 객체, 지식 구조), 학습자 모형(학습자 특성 정
의, 학습자 특성에 대한 증거 구성, 증거를 반영한 평가 항목 
구성), 교수 모형, 적응적 엔진

Stoyanov & Kirschner 
(2004)

학습자 중심 지원(학습자 주도 적응, 학습자 조절 학습, 학습자 
자기 관리, 학습 관리, 학습자 검사), 교수자 중심 지원(교수자 
주도 적응, 평가, 교수자 조절 학습, 학습자 수행 지원), 협력 
및 의사소통(관리 관련 의사소통, 학습 의사소통, 협력, 개별 
및 팀별 업무, 사회화), 행정 및 관리(시스템 행정 및 관리, 기
술적인 표준)

Karampiperis & 
Sampson (2005)

영역 모형(학습 목표 위계, 영역 개념 위계), 교육자원기술 모
형, 사용자 모형(학습자 특성과 성향, 학습자 지식 공간), 적응 
모형(개념 선택 법칙, 내용 선택 법칙)

Aroyo et al. (2006) 영역 모형, 사용자 모형, 교수 모형, 적응 모형, 맥락 모형

<표 II-4> 관련 연구에서 제시한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에 대한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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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된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에 대한 구성요소를 살펴
보면, Stoyanov와 Kirschner(2004)의 연구를 제외한 다섯 개의 선행연
구 모두 기본적으로 내용[영역] 모형과 학습자[사용자] 모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세 개 이상의 연구에서 교수 모형과 적응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룹 모형, 교육자원기술 모형과 맥락 모형은 각각 하나의 연구
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각 구성요소에 따라 명시적으로 제시된 세부항목
(Karampiperis & Sampson, 2005; Shute & Towle, 2003; Stoyanov & 
Kirschner, 2004)의 내용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각 모형에 
따른 세부 설명(박종선, 2001; Aroyo et al., 2006; Paramythis & 
Loidl-Reisinger, 2003)을 분석한 결과, 모형의 명칭이 같다고 하여 내
용까지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박종선(2001)의 ‘학습자 
모형’은 다른 연구에서 제시한 ‘학습자 모형’뿐만 아니라 적응적인 학습
내용의 선택과 계열화에 대한 ‘적응 모형’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성요소를 명확히 구분하고, 설
계 측면에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요소에 따른 세부
항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표 II-5>는 <표 II-4>의 구성요소
를 설계 측면에 초점을 맞춰 세부항목 수준으로 구분, 재분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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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2001)

Paramythis 
& 

Loidl-Reisin
ger (2003)

Shute 
& 

Towle
(2003)

Stoyanov 
& 

Kirschner 
(2004)

Karampiperis 
& Sampson

(2005)
Aroyo 
et al. 

(2006)
내용 관련 지식 구조 ● ● ● ● ●
내용 독립적 학습객체 ○ ● ● ● ●
내용 관련 학습자 특성 ● ● ● ● ● ●
내용 독립적 학습자 특성 ● ● ● ● ●
환경 특성 ●
학습자 특성 평가 ● ● ●
교수전략 ● ● ● ● ●
적응적 학습내용 제시 ● ● ● ● ●
적응적 계열화 ● ● ● ○ ●
적응적 도움 및 피드백 ○ ● ●
적응적 학습 관리 ●
학습결과(평가) ●
※ ●는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는 구성요소, 세부항목, 또는 그에 따른 설명에 명시된 요소이

고, ○는 구성요소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연구의 다른 부분에서 강조하는 요소이다.

<표 II-5>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에 대한 구성요소

위의 <표 II-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
에 대한 구성요소는 총 열 두 가지로, 내용 관련 지식 구조, 내용 독립
적 학습객체, 내용 관련 학습자 특성, 내용 독립적 학습자 특성, 환경 특
성, 학습자 특성 평가, 교수전략, 적응적 학습내용 제시, 적응적 계열화, 
적응적 도움 및 피드백, 적응적 학습관리, 그리고 학습결과로 이루어져 
있다.

3)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에 대한 설계전략 및 지침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에 대한 설계전략 및 지침에 대한 연구 
역시 앞서 살펴본 모형 및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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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

구성요소
관련 설계전략 및 지침

내용 독립적 
학습객체

∙ 학습자 특성에 적응적인 학습활동과 학습내용을 효과적, 효율적으
로 제공하기 위하여 학습객체 형태로 설계하라(Stoyanov & 
Kirschner, 2004).

학습자 특성 평가 ∙ 학습자 특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라
(Stoyanov & Kirschner, 2004).

∙ 학습자 특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하라(Hsu et al., 
2008; Kalyuga & Sweller, 2005; Stoyanov & Kirschner, 2004; 
van Merriënboer & Ayres, 2005).

∙ 평가 문항의 답안에 ‘모르겠음’을 포함시켜 설계하라(Kalyuga, 
2008).

교수전략 전반 ∙ 학습자 특성에 적응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Stoyanov & 
Kirschner, 2004).

∙ 학습자가 학습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Stoyanov & 
Kirschner, 2004).

∙ 학습자가 학습자 특성에 적합한 학습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
계하라(Stoyanov & Kirschner, 2004).

∙ 학습자가 교수자와 시스템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다음 학습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Stoyanov & Kirschner, 2004).

∙ 학습자가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Stoyanov & 
Kirschner, 2004).

학습
목표

∙ 학습자 특성에 적응적인 학습목표를 설계하라(조미헌, 김민경, 김
미량, 이옥화, 허희옥, 2010).

<표 II-6>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에 대한 설계전략 및 지침

개발 기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Brusilovsky, 1996; Brusilovsky 
& Peylo, 2003). 하지만 Stoyanov와 Kirschner(2004)의 연구와 같이 
적응적 학습에 대한 이러닝 관리 시스템을 설계, 개발할 때에 학습 및 
지원 측면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와 함께 협력학습 측
면에서 어떻게 적응성을 설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Paramythis, 
2008; Sancho et al., 2009)도 진행되고 있다. 다음 <표 II-6>은 <표 
II-5>에서 제시한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에 대한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관련 설계전략 및 지침을 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 38 -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

구성요소
관련 설계전략 및 지침

∙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조미헌 외, 2010; 
Stoyanov & Kirschner, 2004).

∙ 교수자가 학습자 특성에 적응적인 학습목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조미헌 외, 2010).

학습
과제

∙ 학습자 특성에 적응적인 학습과제를 제공하라(Stoyanov & 
Kirschner, 2004).

∙ 학습자가 학습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Stoyanov & 
Kirschner, 2004).

∙ 교수자가 학습자 특성에 적응적인 학습과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Stoyanov & Kirschner, 2004).

협력
학습

∙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Brusilovsky, 1998; Brusilovsky & Peylo, 2003; Paramythis, 
2008; Sancho et al., 2009).

∙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할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Paramythis, 2008; Sancho et al., 2009).

∙ 학습자의 역할에 적합한 학습활동을 설계하라(Paramythis, 2008; 
Sancho et al., 2009).

∙ 토론활동의 경우, 여러 가지 토론 도구(예. 게시판, 채팅, 위키 등) 
중에서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Stoyanov & Kirschner, 
2004).

∙ 팀별 학습활동의 경우, 동기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도구를 설계하
라(Stoyanov & Kirschner, 2004).

∙ 역할별 학습활동의 경우, 의사소통 도구에 구조화 양식(말머리(예. 
제안, 동의, 이유, 질문 등))을 설계하라(Gogoulou, Gouli, & 
Grigoriadou, 2008).

적응적 학습내용 
제시

∙ 학습자 특성에 적응적인 학습내용을 제공하라((Brusilovsky, 1998; 
Brusilovsky & Peylo, 2003).

∙ 교수자가 학습자 특성에 적응적인 학습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Stoyanov & Kirschner, 2004).

∙ 문제해결 학습활동의 경우, 이전에 해결한 문제해결 과정 및 결과
를 참고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전의 문제풀이를 
사례로 제공하라(Brusilovsky, 1998).

적응적 계열화 ∙ 학습자 특성에 적응적으로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사례, 질문, 문제 
등)의 순서를 설계하라(Brusilovsky, 1998; Brusilovsky & Peylo, 
2003; Karampiperis & Sampson, 2005).

∙ 개별 학습활동과 팀별 학습활동의 순서를 적응적으로 설계하라
(Paramythis, 2008).

적응적 도움 및 
피드백

∙ 학습자의 답안에 대하여 정답과 피드백을 제공하라(Brusilovsky, 
1998; Brusilovsky & Peyl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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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

구성요소
관련 설계전략 및 지침

∙ 문제해결 학습활동의 경우, 각 단계마다 학습자 특성에 적응적인 
도움(힌트, 사례 등)을 제공하라(Brusilovsky, 1998; Brusilovsky 
& Peylo, 2003).

∙ 교수자-학습자, 교수자-교수자, 그리고 학습자-학습자 간 적응적
인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도구를 지원하라(Stoyanov & 
Kirschner, 2004).

∙ 팀별 학습활동의 경우, 학습자 간 상호작용 상황에 적응적인 안내
를 제공하라(Jermann et al., 2001).

적응적 학습관리 ∙ 학습자가 교육과정도 또는 역량지도 등을 활용하여 학습 진행 상
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Stoyanov & Kirschner, 2004).

∙ 교수자, 관리자, 또는 동료 학습자가 학습자의 학습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Jermann et al., 2001; Stoyanov & 
Kirschner, 2004).

∙ 관리자가 Help desk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Stoyanov & Kirschner, 2004).

학습결과
(평가)

∙ 교수자가 시험, 동료 평가,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
용하여 학습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Stoyanov & 
Kirschner, 2004).

∙ 학습목표에 따른 학습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Stoyanov 
& Kirschner, 2004).

<표 II-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에 대
한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설계전략 및 지침을 분류하면, 내용 독립적 학
습객체, 학습자 특성 평가, 교수전략, 적응적 학습내용 제시, 적응적 계
열화, 적응적 도움 및 피드백, 적응적 학습관리, 그리고 학습결과를 기준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교수전략에 대한 설계전략 및 지침은 대상 범위가 넓고, 가
짓수가 많기 때문에 내용을 고려하여 우선 전반, 학습목표, 학습과제, 협
력학습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교수전략에 포함되는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그러므로 교수전략과 관련된 설계전략 및 지침을 자세하게 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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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준틀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에 대한 설계전략 및 지침은 학

습자 특성과 상관없이 제시된 것으로, 실제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설계, 개발할 때에 어떠한 학습자 
특성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설계전략 및 지침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
다. 예컨대, 교수전략 중 ‘학습자가 학습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
라.’에 대하여 학습자 특성으로 사전지식 또는 전문성 수준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설계전략 및 지침은 ‘사전지식[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
는 학습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사전지식[전문성] 수준이 낮
은 학습자에게는 학습과제를 제공하라.’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학습자 특성을 선택하느냐를 고려하여 설계전략 및 지침을 적용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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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성 수준에 따른 이러닝

전문성 수준에 따른 이러닝과 관련하여 먼저, 전문성의 개념 및 특징
을 통하여 일반적인 전문성의 개념과 함께 학습에서의 전문성 개념과 특
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닝 설계 측면에서 전문성 수준이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
성 수준에 따른 이러닝의 설계전략 및 지침을 살펴보았다.

1) 전문성의 개념 및 특징

전문성(Expertise)은 사전적으로 ‘전문가와 초보자 또는 경험이 적은 
사람을 구별해 주는 특성, 기술, 지식’이며, 전문가는 ‘특정 분야에서 매
우 유능하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오헌석, 최지영, 
최윤미, 권귀헌, 2007). 일반적으로 전문가는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한 
연구원 및 교수, 의사, 교사, 과학자와 같이 엄격한 자격 제도에 의하여 
인증된 능력을 갖춘 전문 직업인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문 
직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숙련된 수행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
다(Ericsson & Lehmann, 1996).

전문성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Herling(2000)은 지식, 경험과 문제해
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문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은 상당한 기
간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누적되며, 영역 특수적(domain-specific)인 
속성을 가진다.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보통 사람을 능가하는 일정한 성
과를 산출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실천을 결합하는 경
험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문제를 인식, 규정하여 해결책을 탐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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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고, 성찰하는 데 필요한 문제해결력을 갖춰야 한다(오헌석 외, 
2007). 이러한 세 가지 요소 이외에도 직종에서 요구하는 가치와 개인 
가치의 통합(오헌석, 2006), 창의성, 직관, 통찰력(오헌석, 김정아, 
2007) 등이 전문성의 기본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의 수준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Feldman(1995)은 비보편성 이론에 기반을 두어 전문성 수준을 전문성 
발달 단계를 보편 단계, 범문화 단계, 문화 단계, 전문적 훈련 단계, 개
성 단계, 그리고 독자적 단계의 여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Dreyfus, Athanasiou와 Dreyfus(1986)는 전문성 발달 단계를 초보자 
단계, 고급 입문자 단계, 능숙자 단계, 숙련자 단계, 그리고 전문가 단계
의 총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전문성과 관련하여 Bloom(1985)
은 개인이 뛰어난 재능(talent)을 보이기까지의 과정을 입문 단계, 교육 
단계, 그리고 완성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구성요소와 발달 단계를 통하여 설명되는 전문성을 
학습 측면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적용,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 
[그림 II-7]과 같다(Jonassen et al., 1993).

[그림 II-7] 연속적인 지식 획득과 전문성(Jonassen et 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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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습 측면에서의 전문성은 주로 지
식 획득과 그에 따른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 지식을 획득하는 
단계는 연속적이지만, 개념적인 이해를 위하여 초기 지식 획득, 후기 지
식 획득, 그리고 전문 지식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지식 획득의 
각 단계는 각각 다른 형태의 지식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학습방
법 역시 달라진다. 예컨대, 초기 지식 획득 단계에서는 잘 구조화된 영
역에 대하여 기술 중심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지식을 구성하게 되며, 
주요한 학습 방법은 연습과 피드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식 획득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지식 획득의 형태가 학습에서 경험으로 변환된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구성하게 되면, 해당 지식을 활용하는 경
험을 통하여 전문성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인지부하이론(Cognitive Load Theory)에서는 이러한 지식과 경험에 
따른 전문성 획득을 스키마 형성(schema construction)과 스키마 자동
화(schema automoation)로 설명한다(Sweller, van Merriënboer, & 
Paas, 1998). 먼저, 스키마는 지식의 조직과 저장을 위한 기제를 제공해 
주는 인지구성으로, 지식을 장기기억에 저장하는 수단이 된다. 저장된 
스키마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여러 정보를 함께 처리함으로써 
작동기억에 걸리는 부하를 줄여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기억의 자원을 활
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많은 연습과 경험을 통하
여 최소한의 의식적 노력을 들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동
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작동기억에 걸리는 부하를 줄일 수 있다.

인지부하이론을 통하여 전문성을 설명하는 연구(Kalyuga & Sweller, 
2004; Paas, Renkl, Sweller, 2003; Sweller et al., 1998)에서는 이러
한 스키마 습득과 자동화의 수준을 전문성 수준과 비례한다고 본다. 특
정 영역에 대하여 전문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해당 영역에 대한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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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성 및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기억에 걸리는 부하가 적다. 
즉, 전문성이 높은 사람은 여분의 작동기억을 다른 활동에 할애하기 때
문에 전문성이 낮은 사람과 수행 차이를 보이게 된다. 또한, 전문성 수
준이 다른 사람은 표면적으로 같은 수행(performance measure)을 보이
더라도 정신적 노력(mental effort)이 다르기 때문에, 인지효율성
(cognitive efficiency=performance measure/mental effort)에 있어 차
이를 보인다(Kalyuga & Sweller, 2005; Salden, Paas, Broers, & van 
Merriënboer, 2004).

2) 전문성 수준과 이러닝 설계

인지부하이론은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다룰 때에 작동기억의 양은 
제한되어 있고 장기기억의 양은 무제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제한된 작업
기억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Clark & Mayer, 2011;  Sweller, 1994, 2004; Sweller et al., 
1998; van Merriënboer & Sweller, 2010).

Clark과 Mayer(2008)는 이러닝 콘텐츠의 메시지 설계에 대하여 일곱 
가지 원리를 제안하였다. 첫째, 다중매체 원리(multimedia principle)는 
언어만 사용하지 않고 언어와 그림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원리이다. 둘째, 인접 원리(contiguity principle)는 언어와 관련
된 그림을 함께 제시하라는 원리이다. 셋째, 양식 원리(modality 
principle)는 문자와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보다는 
시각 자료와 나레이션과 같은 청각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게 효과적이라
는 원리이다. 넷째, 중복 원리(redundancy principle)는 시각 자료에 대
한 설명은 청각이나 문자 중 하나만 사용하라는 내용의 원리이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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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일관성 원리(coherence principle)는 자극 이론(arousal theory)에 
반대되는 원리로, 내용과 관련이 없는 흥미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것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원리이다. 여섯째, 개인화 원리
(personalization principle)는 대화형 문장과 가상 안내자를 사용하여 사
회적 응답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며, 이는 인지 처리의 활성화 수준을 증
가시킨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분할과 선훈련 원리
(segmenting and pretraining principle)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복잡성을 
관리함으로써 인지부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일곱 가지 설계원리는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한 실험 연구의 결
과를 통하여 통계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검증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원리들 중 다중매체 원리, 인접 원리, 분할 원리 등은 전문성 수준이 낮
은 학습자에게는 효과적이지만,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에게는 효과
가 없거나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Clark, 2010; Kalyuga, 2007a; Kalyuga, Ayres, Chandler, & Sweller, 
2003). 이러한 ‘전문성 역전 효과(expertise reversal effect)’를 고려하
여 관련된 변인에 대한 실험연구를 통하여 전문성 수준에 적합한 설계원
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이 필요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Kalyuga, 2007a; van Merriënboer & Ayres, 
2005).

3) 전문성 수준에 따른 이러닝 설계전략 및 지침

전문성 수준에 따른 이러닝의 설계전략 및 지침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어떻게 전문성 수준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영역과 평가된 전문성 수준
에 따라 어떻게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을 적응적으로 조직하여 전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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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에 대한 영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전문성 수준에 대한 적응 기준 및 평가항목에 대한 연구는 ‘빠른 

동적 평가(rapid dynamic assessment)’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Hsu et 
al., 2008; Kalyuga & Sweller, 2004, 2005). 빠른 동적 평가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첫 번째로 답하는 내용에 따라 학습자의 전
문성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빠른 시간 안에 첫 번째로 
답한 내용에 근거하여 전문성을 판단하는 이유는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
성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는 해당 지식과 지식에 대한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를 건너뛰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Blessing & 
Anderson, 1996; Kalyuga & Sweller, 2005). 예컨대, 일차방정식 
‘(2x-4)/2=3’에 대하여 잘못된 답변을 하는 학습자, ‘양변을 2로 곱한 
식인 2x-4=6’을 첫 번째로 대답하는 학습자, 그리고 중간 단계를 건너
뛰고 바로 ‘x=5’라고 대답하는 학습자는 전문성 수준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전문성 수준에 대한 평가는 사전지식 수준과 함께 자기보고식 
인지부하 측정을 통한 인지효율성(=사전지식 수준/인지부하)을 통하여 
측정하기도 한다(Hsu et al., 2008; Kalyuga & Sweller, 2004). 즉, 사
전지식 수준이 동일한 학습자라 하더라도 평가를 받는 동안에 인지부하
를 많이 받은 학습자는 그렇지 않은 학습자에 비해 전문성 수준이 낮다
고 판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Kalyuga와 Sweller(2004)에 따르면 사전
지식 수준과 인지효율성 수준은 .92의 상관관계를 보일 정도로 매우 유
사하다.

다음으로, 평가된 전문성 수준에 따라 학습내용 및 학습활동을 적응적
으로 조직,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주로 특정한 변인에 따른 실험
연구에 기반을 둔다. 또한, 사전지식 측정 결과와 전문성 수준 측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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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Kalyuga & Sweller, 2004), 전문성 수준뿐
만 아니라 사전지식 수준과 관련된 실험연구의 결과까지 포함한다
(Kalyuga, 2007a). 이러한 전문성과 사전지식 수준에 따른 설계전략 및 
지침은 크게 내용 제시, 학습방법, 자원 제공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내용 제시와 관련하여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이후 초보자)
에게는 Clark과 Mayer(2008)의 다중매체 원리에 따라 문자와 그림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가 높지만,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이후 전
문가)에게는 문자 혹은 그림만 제시하는 것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Kalyuga, Chandler, & Sweller, 1998, 2000; Lambiotte & 
Dansereau, 1992; Lee, Plass, & Homer, 2006; Mayer, Steinhoff, 
Bower, & Mars, 1995; Ollerenshaw, Aidman, & Kidd, 1997). 이는 전
문성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림 혹은 글자의 제시에 따른 이득이 사라
짐을 의미한다.

또한, 초보자에게는 움직임이 있는 애니메이션을, 전문가에게는 정지된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Kalyuga et al., 2000; 
Ollerenshaw et al., 1997)와 함께 초보자에게는 정지된 자료를 제시하
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대조적인 연구(Kalyuga, 2007b; Schnots & 
Rasch, 2005)가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상반된 결과가 제시된 원인은 
연구마다 각각 다른 변인들을 함께 적용하여 실험하였고, 학습내용이 다
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Clark과 Mayer(2008)의 인접 원
리와 관련하여 이현정(2005)은 초보자에게는 인접 원리에 따라 그림과 
문자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전문가에게는 오히려 멀리 위
치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밖에 초보자
에게는 상호작용성이 낮은 형태의 자료를, 전문가에게는 상호작용성이 
높은 형태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Ollerenshaw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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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97; Pollock, Chandler, & Sweller, 2002), 초보자에게는 구조화
된 문서를 제시하라는 연구(Calisir & Gurel, 2003), 초보자에게는 반복
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전문가에게는 최소한의 설명을 제시하라는 연구
(Kalyuga et al., 1998) 등이 있다.

둘째, 학습방법과 관련하여 초보자는 안내가 많은 미완성 예제를 통하
여 학습하고, 전문가는 최소한의 안내에 따른 문제나 탐색기반학습을 통
하여 학습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Kalyuga & Sweller, 2004). 또한, 초보자는 미완성 예제나 학습내용을 
직접 학습하는 방법을, 전문가는 미완성 예제의 절차나 학습내용을 회상
하는 학습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Cooper, 
Tindall-Ford, Chandler, & Sweller, 2001; Ginns, Chandler, & 
Sweller, 2003; Leahy & Sweller, 2005). 그리고 학습 순서와 관련하여 
초보자는 이론-적용 순서로 학습하고, 전문가는 이론과 적용을 함께 학
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Clarke, Ayres, & Sweller, 2005)
가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원 제공과 관련하여 초보자에게는 용어사전을 함께 제
공하고, 전문가에게는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Yeung, Jin, & 
Sweller, 1998). 또한 초보자에게는 직접적인 도움(Seufert, 2003), 위
계적으로 구조화된 웹 지도(Potell & Rouet, 2003), 그리고 상호작용적
인 개요(Shapiro, 1999)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전문성 수준 또는 사전지식 수준에 따른 이러닝 설계전략 
및 지침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만, 이를 구조화할 수 있는 구성요소에 대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표 II-5>에 제시된 이러닝 환
경에서 적응적 학습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전문성 수준에 따른 설계전
략 및 지침을 분류하면 다음 <표 II-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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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

구성요소
전문성 수준에 따른 설계전략 및 지침

학습자 특성 
평가

∙ 전문성 수준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라(Hsu et al., 2008; Kalyuga & 
Sweller, 2004, 2005).

∙ 사전지식 수준 검사를 통하여 전문성 수준을 확인하라(Kalyuga & 
Sweller, 2004).

∙ 인지부하와 사전지식 수준에 따른 인지효율성(=사전지식 수준/인지
부하)을 측정하여 전문성 수준을 확인하라(Hsu et al., 2008; 
Kalyuga & Sweller, 2005).

∙ 문항 당 응답시간을 제한하라(Kalyuga & Sweller, 2005).
∙ 과정/절차에 대한 학습의 경우, 첫 번째로 대답하는 답안의 단계에 근

거하여 전문성 수준을 확인하라(Blessing & Anderson, 1996; 
Kalyuga & Sweller, 2004, 2005).

교수전략 교수
학습
방법

∙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교수방법을 설계하라(Kalyuga, 2007a; van 
Merriënboer & Ayres, 2005).

∙ 초보자는 미완성 예제, 전문가는 문제풀기 또는 탐색기반학습을 통해 
학습하도록 설계하라(Kalyuga et al., 2001b**,-; Kalyuga & Sweller, 
2004**,-;van Merriënboer & Sweller, 2010).

∙ 초보자는 내용을 학습하고, 전문가는 내용을 회상하는 방법으로 학습
하도록 설계하라(Cooper et al., 2001**,**; Leahy & Sweller, 
2005**,**).

∙ 이론과 실습을 함께 학습하는 경우, 초보자는 이론을 학습한 후 실습
을 하도록, 전문가는 이론과 실습이 통합된 형태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Clarke et al., 2005**,**).

선택
범위

∙ 초보자에게는 학습내용 또는 학습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
하여 제공하라(Shin, Schallert, & Savenye, 1994*).

∙ 전문가는 학습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van Gog, Ericsson, 
Rikers, & Paas, 2005).

학습
지도

∙ 초보자에게 위계적 형태의 구조화된 지도를 제시하라(Potelle & 
Rouet, 2003**).

∙ 초보자에게 위계적 또는 위계와 선형이 복합된 형태의 지도를 제시하
라(Calisir & Gurel, 2003*).

적응적 
학습내용 

제시
그림 
및 

설명
∙ 초보자에게는 그림과 문자를 함께, 전문가에게는 문자만 제시하라(김

보은, 이예경, 2011*,-; Homer & Plass**,-, 2010; Lee, et al., 
2006**,**).

∙ 초보자에게는 표/그림과 문자를 함께, 전문가에게는 표/그림만 제시하
라(Kalyuga et al., 1998**,**; van Merriënboer & Sweller, 2010).

∙ 초보자에게는 표/그림과 청각자료를 함께, 전문가에게는 표/그림만 제
시하라(Kalyuga et al., 2000**,*; Leslie, Low, Jin, & Sweller, 

<표 II-7> 전문성 수준에 따른 이러닝 설계전략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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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

구성요소
전문성 수준에 따른 설계전략 및 지침

2012-,*; van Merriënboer & Sweller, 2010).
∙ 초보자에게는 정지된 표/그림보다는 애니메이션 형태의 표/그림/시뮬

레이션과 문자를 함께 제시하라(Ollerenshaw et al., 1997**).
∙ 두 개의 그림을 함께 제시할 경우, 초보자에게는 가까이, 전문가에게

는 멀리 제시하라(이현정, 2005*,*).
∙ 과정/절차에 대한 학습의 경우, 초보자에게는 정지된 형태로, 전문가

에는 변화하는 형태로 제시하라(Kalyuga, 2008**,-;  Schnotz & 
Rasch, 2005**,**).

∙ 초보자에게는 반복적인 설명을, 전문가에게는 최소한의 설명을 제시
하라(Kalyuga et al, 1998**,**, Yeung et al., 1998**,**).

자료 
구성

∙ 초보자에게는 지식맵이나 구조화된 웹 문서를, 전문가에게는 키워드 
목록을 제시하라(Lambiotte & Dansereau, 1992*,**).

∙ 언어학습의 경우, 초보자에게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함께 제공하고, 
전문가에게는 별도로 제공하라(Yeung et al., 1998*,*).

∙ 번역(고어 또는 외국어. 예. 셰익스피어 극본)이 필요한 읽기 학습의 
경우, 초보자에게는 원문과 함께 번역문을 제시하고, 전문가에게는 
제시하지 말라(Oksa, Kalyuga, & Chandler, 2010**,**).

∙ 초보자에게 상호작용성이 낮은 형태(예. 시간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
시)로 제시하라(Pollock et al., 2002**).

적응적 도움 및 
피드백

∙ 초보자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라(Seufert, 2003*,-).
∙ 초보자에게는 문제 해결의 각 단계에서 피드백과 도움을 제공하고, 

전문가에게는 피드백만 제공하라(van Merriënboer & Sweller, 
2010).

※ 두 개의 위첨자(예. *,-)가 있는 경우, 앞의 위첨자는 초보자에 대한 값이고, 뒤의 위첨자
는 전문가에 대한 값이다.

※ -는 통계적인 값을 제시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설계전략 및 지침이다. 
그리고 *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계전략 및 지침이고, **는 유의수
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효과크기(effect size)도 큰(.8 이상) 설계
전략 및 지침이다.

위의 <표 II-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문성 수준에 따른 이러닝 설
계전략 및 지침은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 구성요소 중에서 학습
자 특성 평가, 교수전략, 적응적 학습내용 제시, 그리고 적응적 도움 및 
피드백을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에서 교수전략에 대한 설계전략 및 지침은 대상 범위가 넓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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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수가 많으므로, 내용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방법, 선택 범위, 학습지도
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앞서 살펴본 이러닝 환경
에서의 적응적 학습을 위한 설계전략 및 지침의 분류 기준인 전반, 학습
목표, 학습과제, 협력학습과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 그러므로 교수전략과 
관련된 설계전략 및 지침을 분류할 수 있는 이론적 구조틀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성 수준에 따른 이러닝 설계전략 및 지침에 대한 연구 중에는 
적응적 학습내용 제시와 관련된 연구가 많으므로, 그림 및 설명에 대한 
설계전략 및 지침과 자료 구성에 대한 설계전략 및 지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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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설계전략을 개발
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Richey와 Klein(2007)의 모형 연구(Model 
Research)를 적용하였다. 모형 연구는 설계모형 및 관련 이론을 개발하
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크게 모형 개발(Model Development), 모형 타당
화(Model Validation), 그리고 모형 사용(Model Use)의 세 가지 유형으
로 구분될 수 있다(Richey & Klein, 2007). 모형 개발은 설계 및 개발
과 관련된 구성요소와 절차를 모형화하는 연구이고, 모형 타당화는 모형 
자체에 대한 내적 타당화(internal validation) 또는 모형이 적용된 산출
물에 따른 영향에 대한 외적 타당화(external validation)를 살펴보는 연
구이다. 그리고 모형 사용은 모형을 사용하는 데 영향을 주는 조건, 설
계자의 의사결정과정, 설계자의 전문성에 따른 특성 등을 살펴보는 연구
이다.

다음 <표 III-1>은 Richey와 Klein(2007)의 모형 연구 중에서 본 연
구에서 사용한 방법과 그에 대한 연구활동 및 산출물을 기술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Richey와 Klein(2007)이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모형 연
구 중에서 모형 개발 및 모형 타당화와 관련된 방법을 사용하여 설계전
략과 설계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이러닝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
함으로써 학습자 평가 및 반응을 수집,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는 
크게 ‘설계모형 및 전략의 개발과 타당화’와 ‘설계모형 및 전략 적용’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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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ey와 Klein(2007)의 모형 연구 본 연구
유형 방법 단계 활동 산출물

모형 
개발

문헌연구

설계전략
개발과 
타당화

선행연구 검토 초기 
설계전략

교수설계
데이터

가상 설계 과제 준전문가의
사용성 평가 수정된 

설계전략실제 설계 프로젝트 프로토타입 개발

모형 
타당화

내적
타당화

전문가 검토 전문가의 이론적, 
논리적 검토 최종 

설계전략사용성 평가 전문가의
사용성 평가

외적
타당화 현장 평가 설계전략 

적용

이러닝 프로그램 
개발

이러닝 
프로그램

전문가의 이러닝 
프로그램 타당화 -
이러닝 프로그램 

적용
학습자 
반응

<표 III-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 연구(Richey & Klein, 2007)의 방법 및 절차

설계전략의 개발과 타당화 단계에서는 먼저 Richey와 Klein(2007)의 
모형 개발 방법에 해당하는 문헌연구, 그리고 가상 설계 과제와 실제 설
계 프로젝트를 통한 교수설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기 및 수정된 설계전
략을 개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초기 설계전략을 도출하고, 
가상 설계 과제에 대한 사용성 평가와 현장 평가에서 사용할 이러닝 프
로그램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하여 초기 설계전략을 수정, 보완한 수정
된 설계전략을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모형 타당화 중 내적 타당화에 해
당하는 전문가 검토와 사용성 평가를 활용하여 수정된 설계전략에 대한 
전문가의 이론적, 논리적 검토와 사용성 평가를 통한 타당화를 통하여 
최종 설계전략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설계전략의 적용 단계에서는 설계전략 개발 단계에서 개발된 
최종 설계전략을 적용하여 이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 타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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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최종 설계전략을 적용하였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닝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 반응을 
수집, 분석하는 외적 타당화 과정을 통하여 설계전략의 효과 및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음 [그림 III-1]은 앞서 살펴본 본 연구의 단계와 그에 따른 세부 
단계와 연구활동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III-1]에 따라 각 단계, 세부 
단계, 그리고 연구활동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I-1] 본 연구의 단계 및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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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전략의 개발과 타당화

설계전략의 개발과 타당화는 크게 1)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초기 설계
전략 개발, 2) 사용성 평가와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한 초기 설계전략을 
수정 및 보완한 수정된 설계전략 개발, 그리고 3) 전문가의 이론적, 논
리적 검토와 사용성 평가에 따른 타당화를 통한 최종 설계전략 개발로 
구분된다.

1)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설계전략 개발

본 연구에서는 Reigeluth(1983)가 제시한 교수설계 이론의 도출 절차
를 활용하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설계전략을 개발하였다. [그림 
III-2]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설계전략 개발에 대한 연구 절차로, 
Reigeluth(1983)의 교수설계 이론 도출 절차에 따른 초기 설계전략의 
개발 절차와 산출물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III-2] Reigeluth(1983)에 따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설계전략 개발 

[그림 III-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 그리고 ‘전문성 수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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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
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모형’과 관련된 형성적 가설을 도출하였다. 선행
연구 검토에 활용할 문헌은 Hart(2001)의 기준에 따라 선택하였고, 선
택된 문헌에 대한 분석은 Creswell(2009)의 연구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
은 네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선행연구와 관련된 문헌을 통하여 적응
적 이러닝, 적응적 협력 지원, 전문성 수준, 전문성 역전 효과, 인지부하
에 따른 이러닝,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등과 같은 키워드를 확인하였다. 
둘째, 구글의 학술검색을 활용하여 해당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된 문
헌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구글 학술검색을 통하여 원문에 접근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e-Resource의 
Database 또는 e-Journal을 통하여 원문을 확인하였다. 셋째, 
Hart(2001)가 제시한 권위(authority), 발전성(seminal), 관련성
(relevance)을 기준으로 탐색된 문헌을 살펴보고, 이에 적합한 문헌을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문헌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검색하여 
그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문헌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네 단계
의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성 수준에 적
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를 개발하였다. 이
론적 구성요소를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모형
과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 설계모형에서 각각의 구성요소를 도
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구성요소와 이러닝 환경
에서의 적응적 학습 구성요소를 통합하여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
활동 중심 이러닝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를 개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을 
위한 초기 설계전략을 개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학습



- 57 -

활동 중심 이러닝,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 그리고 전문성 수준
에 따른 이러닝과 관련된 설계전략 및 지침을 도출하고, 이를 두 번째 
단계에서 개발된 이론적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론
적 구성요소별로 분류된 세 영역에 대한 설계전략 및 지침을 분석하여 
내용 및 위계에 따라 일반적 설계전략과 상세지침을 개발하였다. 마지막
으로 이론적 구성요소에 따른 일반적 설계전략과 상세지침을 정리함으로
써 초기 설계전략을 개발하였다.

2) 사용성 평가와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한 설계전략 수정

본 절차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개발된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
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을 위한 초기 설계전략을 적용하여 사용성 평가
와 프로토타입 개발을 수행하였다. Jang(2011)에 따르면, 선행연구 검토
만으로는 실제적인 설계전략 및 지침을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선행연구 
검토 결과에 따른 설계전략을 적용하여 이러닝 산출물을 개발하는 과정
에서 추가적인 설계전략이나 상세지침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성 평가와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을 통하여 선행연구 검
토 결과 이외에 실제적인 설계활동을 통하여 수정, 추가되는 요소를 확
인하였다.

본 절차에서의 사용성 평가는 준전문가 수준의 교육공학 전공 대학원
생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해당 사용성 평가는 선행연구 검토만으로 개발
된 초기 설계전략을 수정 및 보완하고, 초기 절차적 설계모형을 개발하
기 위한 활동이다. 그러므로 전문가에 의한 평가보다는 교육공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각각 다양한 학습주제를 선택, 설계한 산출물을 분석하는 
것이 초기 설계전략의 수정, 보완과 절차적 설계모형 개발에 적합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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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이에 비하여 다음 절차에서의 전문가에 의한 사용성 평가는 설
계모형 및 전략을 타당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해당 설계모형 및 전략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개발은 연구
자가 수행한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와 관련된 연구(임철일 외, 
2009, 2010, 2012; Lim & Kim, 2012)를 통하여 축적된 설계 및 개발 
경험을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설계모형 및 전략에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이러한 사용성 평가와 프로토타입 개발에 대한 연구 절차 및 내
용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용성 평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개발된 초기 설계전략에 대한 사용성 평가는 

크게 두 가지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다. 첫째, 초기 설계전략은 선행연구 
검토에 따른 결과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실제 스토리보드와 보고서
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추가 또는 수정되는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둘째, 설계전략 중 상세지침을 설명하는 예시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참가자와 사용한 연구도구, 그리고 연구절차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참가자
선행연구 검토에 따른 설계전략에 대한 사용성 평가는 2011년 1학기 

S대학교 대학원 교과목인 ‘원격교육과 이러닝’을 수강하는 17명의 학습
자 중에서 교육공학 전공 대학원생 9명이 참가하였다. 해당 대학원생은 
교과목의 교수와 연구자와의 논의를 통하여 2-3명으로 이루어진 네 개
의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다음 <표 III-2>는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대
학원생의 그룹 구성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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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구성원의 학위과정과 성별 비고구성원 학위과정 성별
A 대학원생 1 석사과정 3학기 남 교육학사(영어교육 전공)

대학원생 2 석사과정 3학기 여 교육학사(교육학 전공)
B 대학원생 3 박사과정 1학기 여 교육학사/교육학 석사(교육공학 전공)

대학원생 4 석사과정 3학기 여 공학사(전자공학 전공)
대학원생 5 석사과정 3학기 남 법학사, 외국인

C 대학원생 6 석사과정 3학기 여 교육학사(교육공학 전공)
대학원생 7 석사과정 3학기 남 이학사(컴퓨터교육 전공)

D 대학원생 8 석사과정 3학기 남 교육학사(교육학 전공)
대학원생 9 석사과정 3학기 여 문학사(영어영문학 전공)

<표 III-2> 선행연구 검토에 따른 설계전략에 대한 사용성 평가 그룹과 구성원

위의 <표 III-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홉 명의 대학원생 중 이전 
학위과정에서 교육공학 또는 교육학, 교과교육을 전공한 여섯 명의 학습
자가 각 그룹에 한 명 이상 포함되고, 남자 학습자가 한 명 이상 포함되
도록 그룹을 구성하였다. 그룹별 구성원을 살펴보면, 그룹 B를 제외한 
세 개의 그룹은 석사과정 3학기 대학원생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룹 
B는 박사과정 1학기 대학원생과 석사과정 3학기 대학원생 2명으로, 석
사과정생 중 한 명은 외국인이었다.

나) 연구도구
선행연구 검토 결과에 따른 설계전략을 활용하여 전문성 수준에 적응

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과 결과물에 대하
여 설명하기 위하여 설계 과제에 대한 안내문을 개발하였다. 과제 안내
문은 1) 분석, 설계, 이론 반영 설계의 논리에 따라 기술되어야 할 내용
과 산출물, 대략적인 분량 등을 안내한 자료와 2) 초기 설계전략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안내 자료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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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대상 학습자 이러닝 프로그램 제목
A 초중등 교사 교사를 위한 교수설계 전략 교육 프로그램
B 경영, 재무, 기획 관련 

전공인 대학 졸업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 면대면 회의

C 중학교 1학년 광합성 배우기
D 근무 경력이 과장급 

이상인 대학 졸업자
해외 파견 주재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이러닝 
프로그램

<표 III-3> 각 그룹이 선정한 대상 학습자와 이러닝 프로그램 제목

다) 연구절차
사용성 평가는 2011년 1학기 S대학교 대학원 교과목인 ‘원격교육과 

이러닝’의 10주차와 11주차에 실행되었다. 10주차에는 연구자가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강의식 수업을 진행한 후에 설계 과제를 제시하였다. 각 그룹은 그
룹원 간의 논의를 통하여 설계 과제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대상 
학습자와 주제를 선정하였다. 다음 <표 III-3>은 각 그룹이 선정한 대
상 학습자와 이러닝 프로그램의 제목을 제시한 것이다.

11주차에는 각 그룹에서 수행한 과제를 간단히 소개하고, 과제와 관련
하여 토론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과제를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그룹에서 최종 제출한 보고서와 스토
리보드를 분석하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개발된 초기 설계전략에서 
고려되지 않았거나, 초기 설계전략과는 다른 내용을 도출하였다.

(2) 프로토타입 개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개발된 초기 설계전략을 적용한 프로토타입 

개발은 앞서 설명한 사용성 평가와 동일한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다. 프
로토타입 개발에 사용된 연구도구와 연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1 -

가) 연구도구
프로토타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대학정보화 활성화 지원 사

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고등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물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다음 [그림 III-3]은 해당 사업과제의 
결과물 중에서 하나의 화면을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 III-3] IMS LD 기반 이산수학 프로그램의 사례 화면 

[그림 III-3]에 제시된 이러닝 프로그램은 13주차로 구성된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교과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IMS LD를 기반
으로 설계, 개발되었다. 이산수학은 연속적인 성질을 갖는 대상이 아닌 
이산적인 양 또는 구조를 갖는 대상에 대하여 수학적으로 분류, 정리하
고, 논리적 사고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에 대한 학문으로
(Rosen, 2007), 수학적 모델 및 복잡한 계산을 지원하는 컴퓨터와 관련
된 정보과학, 컴퓨터공학 및 전산과학 분야를 전공하기 위한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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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기초과목이다.
해당 이러닝 프로그램은 S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서 이산수학 교과목

의 조교를 담당했던 석사과정 대학원생 4명이 교안을 개발하고, 연구자
가 개발된 교안을 바탕으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였다. 이러닝 프로그램
에 대한 평가는 한국교육정보학술원이 실행한 세 단계의 전문가 평가와 
한 차례의 품질인증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전문가 평가는 내용, 설
계, 개발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중 내용에 대한 평가는 C대 컴퓨터
교육과 교수, 설계에 대한 평가는 S디지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수행
하였다. 세 단계의 전문가 평가 결과, 해당 이러닝 프로그램은 내용과 
설계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이러닝 프로그램 중 수정된 ‘논리와 명제’를 선택
하고, 이를 초기 설계전략에 맞게 재설계하는 과정을 통하여 프로토타입
을 개발하였다. 논리와 명제는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에 포함되는 주
제로, 논리적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 및 법칙을 
다루고 있다. 학습내용인 ‘논리와 명제’와 관련된 학습과제로 ‘기사와 악
한’을, 대상 학습자는 중등교육을 마친 성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프
로토타입은 MS PowerPoint와 이에 연동되는 MS VisualBasic을 사용하
여 스토리보드 겸 프로그램의 형태로 개발되었다. 다음 [그림 III-4]는 
학습과제를 제시하는 학습활동에 대한 프로토타입 화면을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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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4] 프로토타입 사례 화면 

나) 연구절차
본 연구절차는 연구자가 앞서 연구도구에서 설명한 이러닝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초기 설계전략을 적용하여 ‘설계전략의 적용’에서 사용할 이러
닝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프로
토타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개발된 초기 설계
전략으로는 설명할 수 없거나 초기 설계전략과 맞지 않는 내용이 발견되
면, 해당 내용을 별도의 문서에 기록하였다.

3) 설계전략 타당화

본 절차에서는 선행연구 검토와 준전문가의 사용성 평가, 그리고 프로
토타입 개발을 통하여 개발된 수정된 설계전략에 대한 전문가의 이론적, 
논리적 검토와 사용성 평가를 통한 타당화를 수행하였다. 전문가에 의한 



- 64 -

전문가 직업 최종학력 전문분야
A A대 교수 Ph. D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 적응적 학습
B S대 연구교수 Ph. D 문제해결, 이러닝 지원 시스템 설계
C S대 연구원 Ph. D 교수설계, 설계모형 개발
D S대 연구원 Ph. D 창의적 문제해결, 이러닝 지원 시스템 설계

<표 III-4> 전문가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프로필 

검토와 사용성 평가에 대한 연구 절차 및 내용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문가 검토
전문가 검토는 앞선 절차에 따라 개발된 ‘수정된 설계전략’을 이론적, 

논리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설계전략을 수정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가 검토는 1)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개발된 
초기 설계전략의 개발 과정, 2) 수정된 설계전략의 전반, 그리고 3) 수
정된 설계전략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일반 설계전략과 상세지침을 대
상으로 수행되었다. 전문가 검토에 참여한 참가자와 연구도구, 그리고 
연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참가자
전문가 검토에는 네 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였다. 타당화를 위한 전문가 

선정은 전문 분야의 자격증 소지, 연구 주제와 관련된 논문 게재 및 발
표 실적 등을 고려하여(Davis, 1992), 교육 공학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
자, 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자 중에서 전문가를 선
정하였다. 다음 <표 III-4>는 전문가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의 프로필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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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선행연구 문헌 
탐색의 적절성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 그리
고 전문성 수준에 따른 이러닝과 관련된 적절한 문헌을 탐색하였는가?

선행연구 검토 
결과 요약 및 
해석의 적절성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 그리고 전문
성 수준에 따른 이러닝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요약, 해
석되었는가?

용어의 대표성 ∙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 그리고 전
문성 수준에 따른 이러닝의 구성요소를 지칭하는 용어가 해당 설계
전략 및 지침을 대표하는가?

∙ 이론적 구성요소를 개발하기 위하여 도출한 세 가지 분류 기준(분
석 대상, 설계 대상, 설계 대상의 구성)은 해당 이론적 구성요소를 
대표하는가?

<표 III-5> 초기 설계전략 개발과정에 대한 전문가 검토 문항

나) 연구도구
선행연구 검토와 준전문가의 사용성 평가, 그리고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하여 개발된 ‘수정된 설계전략’이 이론적, 논리적으로 타당화 개발 과
정을 거쳤으며, 그 내용 및 구성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 도구
를 개발하였다. 전문가 검토를 위한 타당화 검사 도구는 1) 수정된 설계
전략의 개발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와 2) 전문가가 해당 설계
전략의 개발 절차와 내용, 구성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지
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부록 2]에 첨부하였다.

타당화 평가 문항은 Jang(2011)과 Lee(2012)에서 사용한 설계모형의 
도출 과정에 대한 전문가 설문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하
였다. 타당화 평가 문항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개발하였으며, Grant
와 Davis(1997)에 따라 문항의 마지막에는 전문가가 자신의 의견을 직
접 작성할 수 있도록 ‘기타 의견란’을 제공하였다. 다음 <표 III-5>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초기 설계전략의 개발 과정을 타당화하
기 위하여 개발된 평가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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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선행연구 검토 
결과 반영의 

적합성
선행연구 검토 결과가 초기 설계전략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가?

조직화의 논리성 ∙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 그리고 전
문성 수준에 따른 이러닝에 대한 설계전략 및 지침이 해당 이론적 
구성요소에 논리적으로 분류되어 있는가?

∙ 초기 설계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1) 이론적 구성요소를 세 가지 
분류 기준(분석 대상, 설계 대상, 설계 대상의 구성)과 단계(분석, 
설계, 개발)에 따라 정리하고, 2) 이론적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관련 
설계전략 및 지침을 위계에 따라 정리하는 활동이 논리적으로 수행
되었는가?

영역 문항
타당성 해당 설계전략은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

러닝 설계에 필요한 원칙과 활동을 잘 제시하고 있다.
이해성 해당 설계전략은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

러닝 설계를 위한 원칙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였다.
설명력 해당 설계전략은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

러닝 설계에 필요한 전략 및 지침을 잘 설명하고 있다.
유용성 해당 설계전략은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

러닝을 설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편성 초보가 아닌 이러닝 설계자가 해당 설계전략을 이용하여 전

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을 설계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론적 구성요소-설계전략
연결의 타당성

이론적 구성요소와 설계전략의 연결이 타당하다.

설계전략-상세지침
연결의 타당성

설계전략과 상세지침의 연결이 타당하다.

<표 III-6> 수정된 설계전략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문항

다음으로,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함께 준전문가의 사용성 평가와 프로
토타입 개발을 통하여 개발된 수정된 설계전략 전반에 대한 타당화 문항
은 Jang(2011)과 Lee(2012)에서 사용한 설계모형에 대한 전문가 설문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개발하였다. 다음 <표 III-6>은 수정된 
설계전략 전반에 대한 타당화 문항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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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수정된 설계전략 및 지침 각각에 대한 타당화 문항은 각
각의 일반 설계전략과 상세지침에 대하여 4점 척도(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에 따라 타당성의 정도
를 응답하도록 개발하였다.

다) 연구절차
전문가 검토는 연구자와 전문가의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하여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을 위한 ‘수정된 설계전략’에 대
하여 설명하고, 전문가로부터 질문 및 의견을 듣고 답한 후, 전문가가 
타당화 검사 설문지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Rubio, Berg-Weger, Tebb, Lee와 
Rauch(2003)가 제안한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
와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Inter-Rate Agreement, IRA)를 사용하여 타
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내용 타당도 지수(CVI)는 각 설문 항목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통하여 항목의 타당성 정
도를 나타내며,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IRA)는 전문가 평가에 대한 신뢰
도를 보여준다. Rubio와 동료들(2003)의 연구에 따르면 4점 척도(4: 매
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로 구성
된 타당화 항목에 대하여 전문가의 응답이 3과 4인 경우에는 긍정적인 
응답으로, 1과 2인 경우에는 부정적인 응답으로 결과를 분석, 처리한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한 전문가 수를 전체 전문가 수로 나눈 값을 
내용 타당도 지수(CVI)라 하며, 0.80 이상이면 타당하다고 해석한다. 또
한,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IRA)는 평가자 간 긍정적으로 평가한 항목수
를 전체 항목수로 나눈 값으로, 내용 타당도 지수(CVI)와 같이 0.80 이
상이면 전문가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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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직업 관련 경력 및 사항
E K대 연구원 

(교수설계자)
∙ 대학교, 연구소 연구원 경력 11년
∙ 이러닝 강좌 기획 및 개발
∙ 이러닝 시스템 개발

F S대 박사과정
∙ 스토리보드 개발 경력 6개월
∙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에 

대한 강의 수강 및 과제 수행
∙ 설계모형 및 원리 개발에 대한 사용성 평가 5회 수행

G I사 교수설계자 
(전직)

∙ 기업체에서 스토리보드 개발 경력 4년
∙ 스토리보드 500차시 정도 개발

<표 III-7>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프로필 

(2) 전문가의 사용성 평가
앞서 수행한 전문가 검토가 이론적, 논리적인 측면에서 초기 설계전략

과 수정된 설계전략을 타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전문가의 사용성 
평가는 설계 측면에서 해당 설계전략을 타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전문가의 사용성 평가는 이러닝 설계 전문가가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이러닝 프로그램
을 설계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해당 설계전략의 개선점을 확인, 수정하
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전문가의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참가자와 연구도
구, 그리고 연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참가자
전문가에 따른 사용성 평가에는 세 명의 이러닝 설계 전문가가 참가하

였다. 앞서 수행된 전문가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가 본 연구 주제와 관련
된 이론적인 전문가라면, 본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는 이러닝 설
계에 대한 전문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 <표 III-7>은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의 프로필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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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III-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문가 E는 이러닝 설계의 이
론 및 실제에 있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이고, 전문가 F는 실제 설계 경력
은 부족하지만 본 연구에서 준전문가에 따른 사용성 평가를 수행한 경험
이 있으며, 본 연구 이외에도 설계모형 및 원리 개발과 관련된 사용성 
평가를 여러 차례 수행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G는 이론적인 지식은 부족
하지만, 기업체에서 스토리보드 개발 경력이 많은 전문가이다.

나) 연구도구
전문가의 사용성 평가에 대한 타당화 검사 도구는 1) 사용성 평가의 

내용 및 과정을 설명하는 안내지, 2)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수정된 설계
전략에 대한 설명 자료, 그리고 3) 사용성 평가 설문지로 이루어져 있
다. 사용성 평가는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수정된 설계전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사용성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사항이 매우 적
어, 전문가 검토에 따라 수정된 설계전략과 사용성 평가를 통하여 수정
된 설계전략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문가 검
토와 사용성 평가에 따른 수정사항을 함께 적용하여 최종 설계전략을 제
시하였다. 또한, 사용성 평가 설문지는 Jang(2011)과 Lee(2012)에서 사
용한 설계모형에 대한 사용성 평가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하였으며, [부록 3]에 첨부하였다.

다) 연구절차
사용성 평가에서는 먼저, 이러닝 설계 전문가에게 전문성 수준에 적응

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을 위한 ‘전문가 검토에 따른 수정된 설계전
략’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닝 설계 전문가가 대상 학습자와 학습과
제를 선정한 후 3차 설계모형을 활용하여 이러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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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계가 끝난 후, 심층면담을 통하여 이러닝 설계 전문가가 자신이 
설계한 이러닝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해당 설계모형 및 전략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사용성 평가 문항에 답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
된 자료는 전문가 검토와 마찬가지로 내용 타당도 지수(CVI)와 평가자
간 일치도 지수(IR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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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전략의 적용

설계전략 적용 단계에서는 설계전략의 개발과 타당화 단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개발된 설계전략을 적용한 이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
당 이러닝 프로그램이 최종 설계전략을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
한 전문가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학습자가 이러닝 프로그램을 학습
한 후에 이러닝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
의 반응을 수집, 분석하였다. 각 절차에 따른 참여자, 연구도구, 그리고 
연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러닝 프로그램 개발

최종 설계전략을 적용하여 개발된 이러닝 프로그램은 다음 [그림 
III-5]의 절차에 따라 개발되었다. 해당 절차는 분석, 설계, 개발, 실행 
및 평가의 ADDIE 모형 단계를 바탕으로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활동
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각 활동 중에서 앞서 개발된 ‘전문성 수준에 적
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설계전략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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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5] 이러닝 프로그램 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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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이러닝 프로그램은 설계전략의 개발과 타당화 단계에서 개발된 
프로토타입의 대상 학습자 및 학습과제와 동일하다. 즉, 이러닝 프로그
램은 중등교육을 이수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명제와 논리와 관련된 기사
와 악한을 학습과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MS PowerPoint와 이에 연동
되는 MS VisualBasic을 사용하여 스토리보드 겸 프로그램의 형태로 개
발하였다. 다음 [그림 III-6]은 이러닝 프로그램 중에서 학습목표를 확
인하고, 학습자가 예상하는 성취 수준을 표시하는 학습활동을 제시한 것
이다.

[그림 III-6] 이러닝 프로그램 중 학습목표 확인 및 성취 수준 예상 학습활동

2) 이러닝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검토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프로그램이 최종 설계
전략에 따라 설계, 개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공학 전공 박사과
정생 3명이 전문가 검토에 참여하였다. 다음 <표 III-8>은 전문가의 
프로필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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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최종학력 관련된 전문분야
H 박사과정 수료 이러닝 콘텐츠 및 시스템 설계
I 박사과정 수료 이러닝 콘텐츠 설계
J 박사과정 재학 이러닝 시스템 설계

<표 III-8> 전문가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프로필 

이러닝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위하여 최종 설계전략을 구성
하는 각각의 일반 설계전략 및 상세지침이 이러닝 프로그램에 타당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제시하였다. 해당 설문지
는 최종 설계전략의 오른쪽에 4점 척도를 추가한 형태로 개발되었다. 이
러닝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검토는 전문가에게 일반 설계전략과 상세
지침에 해당하는 이러닝 프로그램의 화면 및 기능을 직접 시연해 주고, 
설문지에 타당화 정도를 표시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내용 타당도 지수(CVI)와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IRA)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3) 학습자 반응

학습자 반응은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을 위한 
최종 설계전략이 적용된 이러닝 프로그램을 학습한 학습자의 설문 결과 
및 의견을 통하여 도출되었다.

이러닝 프로그램 학습에 참여한 학습자는 2012년 2학기 교육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K대학교 교육학과 2학년 학생으로, 동일한 날 오전에
는 1분반 25명이, 오후에는 2분반 28명이 해당 이러닝 프로그램을 학습
하였다. 1분반에서는 MS PowerPoint 버전 문제와 기술적인 오류로 인
하여 몇몇 학생이 설계와 다른 학습활동을 수행하고, 설문 결과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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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2분반 학생 28명 중에서 누락된 자료가 없는 20
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학습자의 나이는 21세부터 27세까
지 분포하며, 성별은 여학생 14명, 남학생 6명으로 구성되었다.

학습자 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연구도구는 앞서 언급한 이러닝 프로그
램과 설문지로, 설문지는 이러닝 프로그램의 종반부에 포함되었다. 학습
자는 해당 이러닝 프로그램을 학습한 후에 이어서 설문지에 답하였으며, 
학습 시간은 설문까지 포함하여 25-45분 정도 소요되었다. 수집된 자료
는 내용 타당도 지수(CVI)와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IR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닝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자 반응을 확
인하기 위하여 이러닝 프로그램에 저장된 로그 데이터와 관찰 결과를 활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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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은 크게 세 단
계를 거쳐 개발, 수정되었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하여 초기 설계전략을 
도출하고, 해당 설계전략을 활용한 준전문가의 사용성 평가 및 연구자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하여 수정된 설계전략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정된 설계전략에 대한 전문가의 이론적 검토 및 사용성 평가를 통한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설계전략을 개발하였다.

1) 초기 설계전략: 선행연구 기반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을 위한 초기 설계전략
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개발된 이론적 구성요소와 일반 설계전략 및 
상세지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기 설계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 설계’와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에 대한 구성요소 및 설계모형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의 이론적 구성요소
를 도출하였다. 이론적 구성요소는 설계전략 및 지침을 분류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이론적 구성요소의 도출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이러닝 환
경에서의 적응적 학습 설계의 구성요소와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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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각각 행과 열에 나열하고, 동일하거나 서로 관련 있는 구성요소
가 만나는 지점에 표시하였다. 그리고 표시된 구성요소가 본 연구의 주
제인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 측면에서 어떠
한 이론적 구성요소에 해당하는지 작성, 정리하였다. 다음 <표 IV-1>
은 위에서 설명한 과정에 따라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의 이론적 구성요소를 도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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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 구성요소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의 

이론적 구성요소
학습활동 학습자원 학습지원 요소의 구성

학습
목표

학습
과제

팀 
구성

학습활동 
구성

학습
결과

학습
자료

학습
도구

지원
활동

시스템 
지원

학습
객체 계열화

이러닝 
환경에서 
적응적 
학습의 

구성요소

내용 관련 지식 구조 √ 학습과제
내용 독립적 학습객체 √ 학습객체
내용 관련 학습자 특성 전문성 수준
내용 독립적 학습자 특성 -
환경 특성 물리적 학습환경
학습자 특성 평가 전문성 수준 평가
교수전략 √ √ √ √ 학습목표

팀 구성
학습활동 구성

학습도구
적응적 학습내용 제시 √ 학습자료
적응적 계열화 √ 계열화
적응적 도움 및 피드백 √ √ 도움 및 피드백
적응적 학습관리 √ √ 학습관리
학습결과(평가) √ 학습결과

<표 IV-1>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의 이론적 구성요소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 구성요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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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IV-1>에서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에 대한 구성요
소 중 ‘내용 관련 지식 구조’, ‘내용 독립적 학습객체’, ‘적응적 학습내용 
제시’, ‘적응적 계열화’와 ‘학습결과(평가)’는 각각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의 구성요소 중 ‘학습과제’, ‘학습객체’, ‘학습자료’, ‘계열화’, ‘학습결
과’와 일대일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러닝 환경에서 적응적 학습 구성요소 중에서 ‘교수전략’은 학
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 구성요소의 ‘학습목표’, ‘학습자 역할 설정’, ‘학
습활동 구성’, ‘학습도구’에 해당한다. 또한, ‘적응적 도움 및 피드백’과 
‘적응적 학습관리’는 모두 학습지원에 해당하는 ‘지원활동’과 ‘시스템 지
원’과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이러닝 환경에서 적응적 학습 구성요소의 ‘내용 관련 학습
자 특성’, ‘내용 독립적 학습자 특성’, ‘환경 특성’과 ‘학습자 특성 평가’와 
관련된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 구성요소는 없으므로, 해당 구성요소
를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의 이론적 구성요소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내용 독립적 학습자 특성’은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였다.

둘째, <표 IV-1>에서 도출된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의 이론적 구성요소가 분석, 설계, 개발 중 어느 단계와 연관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이론적 구성요소의 내용 및 단계를 고려
하여 분석 대상, 설계 대상, 설계 대상의 구성이라는 상위 요소를 설정
하고, 상위 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표 IV-2>는 상위 요소 
및 관련 단계를 기준으로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의 이론적 구성요소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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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요소 이론적 구성요소 관련 단계
분석 설계 개발

분석 대상 학습 대상(학습과제, 학습내용) ● ○
학습자 특성(전문성 수준) ● ○
물리적 학습환경(학습매체, 학습상황) ● ○ ●

설계 대상 학습목표 ○ ● ○
전문성 수준 평가 ○ ● ○
팀 구성 ○ ● ○
학습활동 구성 ○ ● ○
학습자료 ○ ● ○
학습도구 ○ ● ○
학습결과 ○ ● ○
도움 및 피드백 ○ ● ○
학습관리 ○ ● ○

설계 대상의 
구성

학습객체 ○ ● ○
계열화 ○ ● ○

* ●는 해당 이론적 구성요소와 관련된 주요 요소이며, ○는 해당 이론적 구성요소와 관련된 
요소이긴 하지만 주요 요소(●)에 종속된 요소이다.

<표 IV-2>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의 이론적 구성요소

위의 <표 IV-2>에서 ‘분석 대상’에 해당하는 이론적 구성요소는 학
습 대상, 전문성 수준과 물리적 학습환경으로,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을 설계, 개발하기 위한 분석 단계에 필요한 요소
이다. 해당 이론적 구성요소는 분석 단계와 주로 관련되며, 분석 단계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가 설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설계와 일부 관련된
다. 특히, 물리적 학습환경은 실제 이러닝 개발의 과정과 방법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개발 단계와도 연관된다.

그리고 ‘설계 대상’은 학습목표, 전문성 수준 평가, 팀 구성, 학습활동 
구성, 학습결과, 학습자료, 학습도구, 도움 및 피드백과 학습관리로 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 아홉 가지 요소는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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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성요소 중 주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설계 대상에 포함되는 이론
적 구성요소는 기본적으로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의 구성요소를 중
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전문성 수준 평가’와 같이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의 구성요소에는 없지만, 적응적 이러닝 환경의 구성요소에
는  포함되어 있는 이론적 구성요소도 존재한다. 또한, ‘도움 및 피드백’
과 ‘학습관리’는 적응적 이러닝 환경과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의 구
성요소에 모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존재하지만, 설계 대상이라는 분류 
내용에 적합한 적응적 이러닝 환경의 구성요소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
였다. 마지막으로, ‘설계 대상의 구성’은 위에서 설명한 아홉 가지의 설
계 대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습객체와 계열화
가 이에 포함된다.

셋째, 앞서 개발된 이론적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
응적 학습’, ‘전문성 수준에 따른 이러닝’과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에 대
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일반 설계전략 및 지침을 유목화하여 
초기 설계전략을 개발하였다.

초기 설계전략의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이전 과정에서 개발된 이
론적 구성요소(<표 IV-2> 참고) 중에서 설계와 관련된 요소를 기준으
로 설계전략 및 지침을 분류하고, 이론적 구성요소별로 설계전략 및 지
침을 분석하여 위계에 맞춰 일반 설계전략과 상세지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상세지침은 존재하지만, 상세지침에 대한 일반 설계전략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세지침의 내용을 종합하여 일반 설계전략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개발된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
러닝을 위한 초기 설계전략은 다음 <표 IV-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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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구성요소 일반 설계전략 상세지침
학습목표 1. 전문성 수준을 고려

하여 학습목표를 
설계하라.

1.1. 학습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취해야 할 학습목표를 설
계하라(IMS LD, 2003; Stoyanov & Kirschner, 2004).

1.2. 초보자에게는 설계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전문가는 설계
된 학습목표 이외의 학습목표를 선택 또는 설정할 수 있
도록 설계하라(조미헌 외, 2010;  van Gog et al., 2005).

1.3. 학습목표를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교수자가 학습자
의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목표를 선택 또는 설정하
여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조미헌 외, 2010; 
Stoyanov & Kirschner, 2004).

전문성 
수준 
평가

2. 전문성 수준 진단 
방법을 설계하라.

2.1. ‘사전지식 수준’ 또는 인지부하와 사전지식 수준에 따른 
‘인지효율성(=사전지식 수준/인지부하)’을 측정하여 전문
성 수준을 확인하라(Hsu et al., 2008; Kalyuga & 
Sweller, 2005).

2.2. 과정/절차에 대한 학습의 경우, 첫 번째로 대답한 답안의 
단계에 근거하여 전문성 수준을 확인하라(Blessing & 
Anderson, 1996; Kalyuga & Sweller, 2004, 2005).

3. 전문성 수준을 정확
히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문항을 설계
하라(Kalyuga & 
Sweller, 2004, 
2005).

3.1. 학습목표별로 전문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 문항
을 설계하라(Kalyuga & Sweller, 2004, 2005).

3.2. 평가 문항의 답안에 ‘모르겠음’을 포함시켜 설계하라
(Kalyuga, 2008).

3.3. 학습과제를 구성하는 학습목표 또는 학습내용 간에 연관
된 경우, 일정 단위의 학습목표 또는 학습내용을 마친 후
에 전문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학습에 따른 전문
성 향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Kalyuga & 
Sweller, 2005; Merriënboer & Ayres, 2005; Stoyanov 
& Kirschner, 2004).

3.4. 문항 당 응답시간을 제한하라(Kalyuga & Sweller, 
2005).

4. 전문성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
활동 선택의 범위
를 다르게 설계하
라.

4.1. 학습목표에 따른 전문성 수준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
도록 설계하라(Stoyanov & Kirschner, 2004).

4.2. 초보자에게는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전문가는 학습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Shin et al., 1994; van Gog 
et al., 2005).

팀 구성 5. 전문성 수준을 고려
하여 팀을 구성하
라(Paramyth is , 
2008; Sancho et 
al., 2009).

5.1. 한 팀은 5~7명으로 구성하라(Fink, 2002).
5.2. 역할별로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교수자 또는 팀 내 

학습자 간 논의를 통하여 각 학습자의 역할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Paramythis, 2008; Sancho et al., 
2009).

학습활동 6. 전문성 수준을 고려 6.1. 학습과제에 따른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표 IV-3>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초기 설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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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하여 전체 학습활

동을 구성하라.
개별 학습활동과 협력 학습활동을 설계하라(Stoyanov & 
Kirschner, 2004).

6.2. 초보자는 미완성 예제, 전문가는 문제풀기 또는 탐색기반
학습을 통해 학습활동을 수행하도록 설계하라(Kalyuga et 
al., 2001a, 2001b; Kalyuga & Sweller, 2004; Tuovinen 
& Sweller, 1999; van Merriënboer & Sweller, 2010).

6.3. 초보자는 내용을 학습하고, 전문가는 내용을 회상하는 방
법으로 학습활동을 수행하도록 설계하라(Cooper et al., 
2001; Leahy & Sweller, 2005).

6.4. 역할별 학습활동의 경우, 역할별로 적합한 학습활동을 설
계하라(Paramythis, 2008; Sancho et al., 2009).

7. 전문성 수준을 고려
하여 각 학습활동
의 내용과 구성을 
설계하라(Kalyuga, 
2007a; van Merrië
nboer & Ayres, 
2005).

7.1. 학습활동의 주요 요소를 설계하라(학습활동 설명, 주요 학
습자료, 주요 학습도구(예. 성찰일지), 연습문제, 피드백 
등)(임철일 외, 2010; IMS LD, 2003).

7.2.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 요소를 설계하라(보충 학
습자료, 보충 연습문제, 보조 학습도구(예. 계산기, 채팅도
구), 추가 피드백, 안내 등)(임철일 외, 2010).

7.3. 학습활동을 위한 주요 요소와 보조 요소를 학습 순서에 
따라 통합적으로 제시하라(임철일 외, 2010).

학습자료 8. 전문성 수준에 적응
적인 학습자료를 
설계하라.

8.1. 초보자에게는 복합적 형태, 전문가에게는 단순한 형태의 
학습자료를 제시하라(그림+문자 vs 문자, 표/그림+문자/
청각자료 vs 표/그림, 애니메이션 표/그림+문자 vs 정지
된 표/그림)(Lee et al., 2006; Kalyuga et al., 1998, 
2000; Ollerenshaw et al., 1997).

8.2. 초보자에게는 지식맵 또는 구조화된 문서를, 전문가에게는 
키워드 목록을 제시하라(Lambiotte & Dansereau, 1992).

8.3. 초보자에게 상호작용성이 낮은 형태(예. 시간에 따라 자동
적으로 제시)로 제시하라(Pollock et al., 2002).

8.4. 초보자에게는 반복적인 설명을, 전문가에게는 최소한의 설
명을 제시하라(Kalyuga et al., 1998; Yeung et al., 
1998).

8.5. 두 개의 그림을 함께 제시할 경우, 초보자에게는 가까이, 
전문가에게는 멀리 제시하라(이현정, 2005).

8.6. 과정/절차에 대한 학습의 경우, 초보자에게는 정지된 형태
로, 전문가에는 변화하는 형태로 제시하라(Schnotz & 
Rasch, 2005).

8.7. 언어학습의 경우, 초보자에게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함께 
제공하고, 전문가에게는 별도로 제공하라(Yeung et al., 
1998).

8.8. 번역(고어, 외국어. 예. 셰익스피어 극본)이 필요한 읽기 



- 84 -

이론적 구성요소 일반 설계전략 상세지침
학습의 경우, 초보자에게는 원문과 함께 번역문을 제시하
고, 전문가에게는 제시하지 말라(Oksa et al., 2010).

8.9. 추가적인 학습자료가 필요한 경우, 교수자가 학습자의 전
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하라(Stoyanov & Kirschner, 2004).

학습도구 9. 학습활동을 수행하
거나 지원하는 데 
필요한 학습도구를 
설 계 하 라
(Agostinho et al., 
2002; IMS LD, 
2003).

9.1.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요 학습도구를 설계하
라(예. 문제중심학습 중 토론을 통하여 해결안을 작성하
는 활동에서 ‘해결안 보고서’)(임철일 외, 2010; IMS LD, 
2003).

9.2.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보조 학습도구를 설계하
라(예. 문제중심학습 중 토론을 통하여 해결안을 작성하
는 활동에서 ‘토론방’)(임철일 외, 2010; IMS LD, 2003).

9.3. 협력 학습활동의 경우, 동기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도
구(예. 채팅방, SMS)를 설계하라(Stoyanov & Kirschner, 
2004).

9.4. 역할별 학습활동의 경우, 학습도구에 구조화 양식(예. 말
머리)을 설계하라(Gogoulou et al., 2008).

도움 및 
피드백

10. 전문성 수준에 적
응적인 도움 및 
피드백을 설계하
라(van Merrië
nboer & 
Sweller, 2010).

10.1. 초보자에게는 피드백과 도움을, 전문가에게는 피드백만 
제공하라(van Merriënboer & Sweller, 2010).

10.2. 문제해결 학습활동의 경우, 초보자에게는 이전에 해결한 
문제해결 과정 및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이전의 문제
풀이를 제공하라(Brusilovsky & Peylo, 2003).

10.3. 추가적인 도움 또는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교수자 또는 
동료 학습자가 학습자의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도움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Stoyanov & 
Kirschner, 2004).

학습 
결과

11. 학습 결과를 확인
하고, 다음 학습
활동을 설계하라
(IMS LD, 2003).

11.1.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목표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라(Stoyanov & Kirschner, 2004).

11.2.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누적하여 
제공하라(Kalyuga & Sweller, 2005).

학습관리 12. 적응적으로 학습
활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Stoyanov & 
K i r s c h n e r , 
2004).

12.1. 초보자는 위계적 구조 또는 위계적 구조와 순차적 구조
가 결합된 형태의 학습지도를 통하여, 전문가는 학습지
도를 선택하여 학습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
하라(Calisir & Gurel, 2003; Potelle & Rouet, 2003).

12.2. 교수자 또는 동료 학습자가 학습자의 학습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Stoyanov & Kirschner, 
2004).

12.3. 관리자가 Help desk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Stoyanov & Kirschn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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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학습활동에 적응적인 공지를 미리 설계하라(임철일 외, 

2010; IMS LD, 2003).
학습객체 13. 설계 대상을 학습

객체 형태로 설계
하라(Stoyanov & 
K i r s c h n e r , 
2004).

13.1. 설계 대상(학습목표, 전문성 수준 평가 문항, 학습활동, 
학습자료, 학습도구, 공지 등)을 학습객체 형태로 설계
하라(Stoyanov & Kirschner, 2004).

13.2. 보조 요소(보충 학습자료, 보충 연습문제, 보조 학습도
구, 안내 등)는 주요 요소(학습활동 설명, 주요 학습자
료, 연습문제, 피드백, 주요 학습도구 등)와 분리하여 설
계하라(Oliver & Herrington, 2001).

계열화 14. 설계 대상 내/설계
대상 간의 순서를 
설계하라.

14.1. 초보자에게는 구조화 순서(예. 상위 개념→하위 개념, 쉬
운 과제→어려운 과제)대로, 전문가에게는 임의의 순서
대로 학습활동을 제시하라(van Gog et al., 2005).

14.2. 이론과 실습을 함께 학습하는 경우, 초보자는 이론을 학
습한 후에 실습을 하고, 전문가는 이론과 실습이 통합된 
형태로 학습하도록 설계하라(Clarke et al., 2005).

14.3. 교수자가 학습자료, 도움 및 피드백을 추가로 제공할 경
우, 학습자의 학습 순서에 맞게 제시되도록 설계하라
(Stoyanov & Kirschner, 2004).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을 위한 초기 설계전략
은 설계와 관련된 열한 가지 이론적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총 열 네 개의 
일반 설계전략과 마흔 일곱 개의 상세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적 
구성요소 중에서 전문성 수준 평가는 세 개의 일반 설계전략을, 학습활
동 구성은 두 개의 일반 설계전략을 포함하며, 이 둘을 제외한 아홉 개
의 이론적 구성요소는 일반 설계전략과 일대일로 대응된다. 그리고 각각
의 일반 설계전략은 2~9개의 상세지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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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된 설계전략: 사용성 평가 및 프로토타입 개발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을 위한 수정된 설계전
략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개발된 초기 설계전략을 활용한 이러닝 프
로그램 설계 사용성 평가와 프로토타입 개발에 따른 초기 설계전략에 대
한 추가 및 수정 과정을 통하여 개발되었다. 이러닝 프로그램 설계에 대
한 사용성 평가는 관련 전공 대학원생에 의해, 프로토타입 개발은 연구
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이 전문가가 아닌 준전문가와 연구자가 
사용성 평가와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이유는 해당 절차가 초기 설계전략
에 대한 타당화 과정이기 보다는 실제적인 설계 및 개발 과정을 통하여 
초기 설계전략을 보강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준전문가가 수행한 
이러닝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사용성 평가, 연구자가 수행한 프로토타입 
개발, 그리고 사용성 평가와 프로토타입 개발에 따른 수정된 설계전략 
개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용성 평가를 통한 초기 설계전략의 수정 및 보완
초기 설계전략을 사용하여 이러닝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사용성 평가는 

교육공학 전공 대학원생 2-3명으로 구성된 A, B,　C, D, 총 네 개의 그
룹이 수행한 과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각 그룹에서 초기 설계전략을 
적용, 작성한 스토리보드와 보고서를 분석하여, 초기 설계전략에서 수정 
또는 추가되어야 할 내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성 수준에 따라 학습목표를 다르게 설계하는 경우를 고려한 
상세지침이 필요하다. [그림 IV-1]은 전문성 수준에 따라 학습목표를 
다르게 설계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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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은 7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나, 초보자에 대해 초등학교 내용에 따른 학
습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전문가에게는 고등학교 내용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목표를 설
정하였다.

초등학교(5학년) 중학교(7학년) 고등학교(9학년)
ㆍ식물의 뿌리, 줄기, 

잎, 열매의 구조와 기
능을 설명할 수 있다. 

ㆍ뿌리, 줄기, 잎, 열매
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ㆍ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
질을 설명할 수 있다.

ㆍ광합성 결과 생긴 양분의 
전환 및 이동을 설명할 
수 있다.

ㆍ광합성의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
할 수 있다. 

ㆍ광합성의 암반응과 명
반응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IV-1] 전문성 수준에 따라 학습목표를 다르게 설계한 사례(C그룹)

사례에서 대상 학습자는 7학년으로, 기본적으로 7학년에 해당하는 두 
가지 학습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성 수준이 낮은 초보자를 
위해서는 5학년 수준에 해당하는 학습목표를, 전문성 수준이 높은 전문
가를 위해서는 9학년 수준의 학습목표를 각각 설계하였다. 위와 같이 전
문성 수준에 따라 학습목표를 다르게 설계하면, 그에 따라 학습과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전문성 수준에 따라 다른 학습목표와 학습과
제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습
목표와 학습과제가 제시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둘째, 전문성 수준의 단계 및 기준 설정에 대한 상세지침이 필요하다. 
다음 [그림 IV-2]는 전문성 수준의 단계를 각각 2단계와 3단계로 설정
한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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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 1 학습활동 2 평가
초보자 이론 설명

(5학년 내용 추가)
미완성 예제 
채우기 활동 문제 중심 

학습
- 학습 활동 1,2 평가
- 학습 성취도 평가

전문가 이론 설명
(9학년 내용 추가)

탐구 기반 
활동

- 학습 활동 1,2 평가
- 학습 성취도 평가

[그림 IV-2] 전문성 수준의 단계 설정 사례(상단: C그룹, 하단: A그룹)

[그림 IV-2]에서 상단의 표는 전문성 수준을 초보자와 전문가의 2단
계로 설정하였고, 하단의 그림은 전문성 수준을 상, 중, 하의 3단계로 설
정하였다. 사례와 같이 학습할 내용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자
의 전문성 수준의 단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아래 <표 
IV-4>와 같이 전문성 수준 단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학습 내용 전문성 수준 사전테스트 정답 개수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상 10-7
중 6-4
하 3-0

학습의 내적 조건
상 10-7
중 6-4
하 3-0

학습의 외적 조건
상 10-7
중 6-4
하 3-0

<표 IV-4> 전문성 수준의 단계에 대한 기준 설정 사례(A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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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그림 IV-2]의 아래 그림과 관련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전
문성 수준을 상, 중, 하의 3단계로 설정하였는지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학습내용에 대하여 열 개의 문항을 출제하고, 7개 이상 맞은 경우는 상, 
4개 이상 6개 이하로 맞은 경우는 중, 그리고 3개 이하 맞은 경우는 하
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팀 구성에 대한 상세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은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을 위한 초기 설계전략
을 적용하여 이러닝 프로그램을 설계한 후, 설계 과정에 대하여 성찰한 
내용의 일부이다.

팀 구성을 전문성 수준으로 구분을 하여 초보자팀과 전문가팀으로 나
누기도 그렇고, 팀을 전문가와 초보자를 적절히 혼합하여 구성한다고 
해도 그 팀을 대상으로 어떻게 전문가 수준을 고려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초보자와 전문가가 조화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성 수준
의 고려는 팀 역할 구성이 전부였다. 그래서 전문성 수준이 낮은 초보
자의 경우에는 일반 팀원으로 설정을 하였고 전문성 수준이 높은 전문
가의 경우에는 팀장으로 역할을 설정하였다(C그룹). 

C그룹은 학습자가 문제중심학습을 통하여 협력 학습활동을 수행하도
록 설계하였기 때문에, 전문성 수준별로 팀을 구성하지 않고 전문성 수
준이 다양한 학습자들을 한 팀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팀 내에서 전문
성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를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
도록 설계하였다.

다음으로, 사용성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세 가지 내용과 관련된 초기 
설계전략의 요소를 찾고, 그에 대한 수정사항을 도출하였다. 사용성 평
가 결과와 그에 따른 초기 설계전략의 수정사항을 제시하면 다음 <표 
IV-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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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 평가 결과 초기 설계전략의 수정사항
전문성 수준에 따라 학습목표를 다르게 설계
하는 경우를 고려한 상세지침이 필요

일반 설계전략 1에 대한 상세지침과 예시 
추가
일반 설계전략 14에 대한 상세지침 추가

전문성 수준의 단계 및 기준 설정에 대한 상
세지침이 필요

일반 설계전략 2에 대한 상세지침과 예시 
추가

학습방법에 따라 팀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 일반 설계전략 5에 대한 두 개의 상세지침 
추가

<표 IV-5> 사용성 평가 결과에 따른 초기 설계전략의 수정사항

사용성 평가 결과에 따른 수정사항은 일반 설계전략 1, 2, 5, 14에 각
각 상세지침 또는 예시를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문성 수준
에 따라 학습목표를 다르게 설계하는 경우에 대하여 학습목표와 관련된 
설계전략 1에 상세지침과 예시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계열화에 대한 설
계전략 14에 학습목표와 다른 요소들 간의 순서와 관련된 상세지침을 
추가하고, 전문성 수준의 단계 및 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전문성 수준 평
가 중 전문성 수준 진단 방법에 대한 설계전략 2에 상세지침과 예시를 
추가하였다. 또한, 학습방법에 따라 팀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설계전략 5에 대하여 상세지침을 추가하였다.

(2)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한 초기 설계전략의 수정 및 보완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한 초기 설계전략의 수정 및 보완은 넓은 의미에

서 사용성 평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준전문가가 수행
한 사용성 평가는 스토리보드를 개발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프로
토타입 개발을 통한 사용성 평가는 학습자가 실제 사용하게 될 프로그램 
형태로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스토리보드를 개발하면서 수행한 사용성 평가는 설계 수준에서 이루
어졌다면,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사용성 평가는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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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발 수준에서 이루어진 사용성 평가라 할 수 있다. 다음 [그림 
IV-3]은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프로그램의 프
로토타입 중에서 사전테스트의 1단계 화면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IV-3] 프로토타입 중 사전테스트 1단계 화면

초기 설계전략에 기반을 둔 프로토타입은 이후 학습자가 학습하게 되
는 이러닝 프로그램과 동일한 형태로 개발되었다. 그리고 [그림 IV-3]
의 메뉴에 제시된 ‘학습과제 확인’부터 ‘보충활동 선택’에 해당하는 학습
활동에 대하여 모든 화면 및 기능을 개발하지 않고, 대표적인 화면과 기
능을 선택하여 개발하였다. 즉, 이후에 개발된 이러닝 프로그램과는 달
리 모든 화면을 개발하지 않았으며, 개발된 화면 역시 동일한 기능에 대
해서는 일부만 구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목적이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초기 설계전략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서이기 때문이다.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초기 설계전략의 수정사항은 
크게 1) 연구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세지침의 삭제, 2) 상세지침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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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높이기 위한 상세지침의 수정 또는 예시 추가, 3) 설계전략을 뒷받
침하는 상세지침과 예시의 추가, 그리고 4) 각 상세지침의 활용 구분으
로 구성된다.

첫째, 연구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세지침 1.2와 1.3을 삭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지침 1.2는 상세지침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 해
당 상세지침을 적용하게 되면 이후 학습목표에 따른 학습활동을 설계하
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삭제되었다. 예컨대,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학습목표에 대한 학습활동을 모두 
설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설정할 수 있
게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정된 학습목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단계는 설
계 단계가 아닌 실행 단계이므로, 학습활동을 설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상세지침 1.3에서 학습목표를 추가로 제공하다는 것은 
학습목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므로, 해당 상세지침을 
삭제하였다.

둘째, 상세지침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상세지침 2.2, 3.4, 12.4에 
대한 예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성 수준 평가와 관련되는 상세지침 
3.4 ‘문항 당 응답시간을 제한하라.’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지침이라기
보다는 특정한 조건에 활용될 수 있는 상세지침이므로, ‘학습목표에 시
간 관련 조건이 포함된 경우’라는 조건을 추가하였다.

셋째, 설계전략을 뒷받침하는 상세지침과 예시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항
목이 이미 초기 설계전략에 존재하는 상세지침을 보충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 항목은 새로운 상세지침을 추가하는 것이다. 먼저, 학습활동과 관
련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수준 또는 학습활동 성취 수준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세지침을 추가하였다. 다음 [그림 IV-4]
는 추가된 상세지침에 대한 프로토타입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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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4] 학습목표에 대한 예상 성취 수준을 확인(좌)하고, 
사전테스트 결과에 따른 실제 성취 수준과 비교(우)하는 프로토타입 화면

개발된 프로토타입의 대상 학습자는 중등교육을 이수한 학습자이며, 
중등교육에서 학습한 ‘논리와 증명’에 대한 학습과제를 해결하는 학습활
동을 수행하게 된다. 학습자는 이전에 학습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학
습목표를 성취했다고 생각하기 쉬우므로, 학습자가 예상하는 학습목표 
성취 수준과 실제 성취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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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해당 학습자는 세 개의 학습목표에 대하여 성취했다고 표시했
지만, 실제는 첫 번째 학습목표만 성취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팀 구성과 관련된 상세지침 중 ‘동료학습을 수행하는 경우, 전
문성 수준이 다양한 학습자들을 한 팀으로 구성하라.’는 상세지침과 관
련하여, 동료학습을 설계하기 위한 학습활동 구성에 대한 상세지침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5]는 추가된 상세지침과 관련된 프로
토타입 화면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IV-5]는 학습자가 ‘적용하기’에서 
서술형 문제를 풀고, 교수자가 학습자의 답안을 확인하여 전문성 수준에 
맞는 학습활동을 설정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상단의 화면은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가 수행하는 학습활동으로, 다른 학습자들의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하단 화면은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가 수행하는 학습활동으로, 교수자가 모범답안으로 선정한 답안과 
자신이 작성한 답안, 그리고 피드백을 함께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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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5] 적용하기에서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가 수행하는 학습활동(좌)과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가 수행하는 학습활동(우)에 대한 프로토타입 화면

또한, 학습결과와 관련하여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다음 학습활동을 안
내하는 상세지침을 추가하였다. [그림 IV-6]은 학습결과에 대한 추가 
상세지침이 도출된 프로토타입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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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6] 사후테스트 결과를 확인하고, 보충학습 여부를 선택하는 프로토타입 화면

[그림 IV-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습목표별로 학습자가 예상한 성취
수준, 전문성 수준 평가를 위해 수행한 사전테스트 결과, 그리고 학습 
결과로서의 사후테스트 결과를 함께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학습 결과를 
고려하여 학습자가 학습목표별로 보충학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
계하였다.

넷째, 상세지침을 활용 수준에 따라 ‘기본 상세지침’과 ‘상황 맥락적 상
세지침’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상세지침은 학습내용 또는 학습방법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지침과 학습내용이나 학습방법에 따라 적
용되는 지침으로 구성된다. 예컨대, 계열화와 관련된 상세지침 중 하나
인 ‘이론과 실습을 함께 학습하는 경우, 초보자는 이론을 학습한 후에 
실습을 하고, 전문가는 이론과 실습이 통합된 형태로 학습하도록 설계하
라.’는 이론과 실습을 함께 학습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상황 맥락적 상세지침’이다. 그러므로 모든 상세지침을 기본 상세지침과 
상황 맥락적 상세지침으로 구분하고, 설계전략 별로 기본 상세지침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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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프로토타입 개발 결과 초기 설계전략의 수정사항
연구 

범위에서 
벗어남

상세지침 1.2와 1.3은 연구 범위에
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음

상세지침 1.2, 1.3 삭제

상세지침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상세지침 

수정과 예시 
추가

초기 설계전략의 상세지침 2.2에 
대한 예시 필요

초기 설계전략의 상세지침 2.2에 대
한 예시 추가

초기 설계전략의 상세지침 3.4는 
모든 상황이 아닌 특정한 조건에 
활용되는 상세지침임

초기 설계전략의 상세지침 3.4에 조
건과 예시를 추가

초기 설계전략의 상세지침 12.4에 
대한 예시 필요

초기 설계전략의 상세지침 12.4에 대
한 예시 추가

설계전략을 
뒷받침하는 
상세지침과 
예시 추가

학습목표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는 
경우, 학습자가 성취했다고 생각하
는 학습목표와 실제 성취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
가 있음

설계전략 4에 대한 상세지침과 예시 
추가

동료학습을 설계하기 위한 학습활
동 구성과 관련된 상세지침 필요

설계전략 6에 대한 상세지침 추가
학습결과에 대하여 결과를 제시하
고, 다음 학습활동을 안내하는 추
가적인 상세지침 필요

설계전략 11에 대한 두 개의 상세지
침을 추가

상세지침의 
활용 구분

학습내용, 학습방법과 상관없이 기
본적으로 적용되는 상세지침과 학
습내용, 학습방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상세지침으로 구분됨

각 설계전략에 따른 상세지침을 ‘기
본’ 상세지침과 ‘상황 맥락적’ 상세지
침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상세지침
을 재배열

<표 IV-6> 프로토타입 개발 결과에 따른 초기 설계전략의 수정사항

황 맥락적 상세지침 순으로 재배열하였다.
<표 IV-6>은 앞서 설명한 네 가지의 기준에 따른 프로토타입 개발 

결과와 그에 따른 초기 설계전략의 수정사항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3) 수정된 설계전략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을 위한 수정된 설계전

략은 초기 설계전략에 대한 사용성 평가와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하여 도
출된 수정사항을 초기 설계전략에 적용함으로써 개발되었다. 해당 수정



- 98 -

기준 반영사항 근거
상세지침 삭제 설계전략 1에 대한 두 개의 상세지침 삭제 프로토타입 개발
상세지침 추가 설계전략 1에 대한 상세지침(1.2) 추가 사용성 평가

설계전략 2에 대한 상세지침(2.2) 추가
설계전략 5에 대한 상세지침(5.2, 5.3) 추가
설계전략 14에 대한 상세지침(14.4) 추가
설계전략 4에 대한 상세지침(4.3) 추가 프로토타입 개발
설계전략 6에 대한 상세지침(6.4) 추가
설계전략 11에 대한 상세지침(11.2, 11.3) 추가

상세지침 수정 설계전략 3에 대한 상세지침(3.4) 수정 프로토타입 개발
상세지침에 
대한 예시 

추가
상세지침 1.2에 대한 예시 추가 사용성 평가
상세지침 2.2에 대한 예시 추가
상세지침 2.3에 대한 예시 추가 프로토타입 개발
상세지침 3.4에 대한 예시 추가
상세지침 4.3에 대한 예시 추가
상세지침 12.4에 대한 예시 추가

상세지침 구분 모든 상세지침을 ‘기본’ 상세지침과 ‘상황 맥락적’ 상세
지침으로 구분

프로토타입 개발
기본 상세지침과 상황 맥락적 상세지침 순으로 재배열

<표 IV-7> 사용성 평가와 프로토타입 개발에 따라 수정된 설계전략에 반영된 사항

사항은 상세지침의 삭제, 추가, 수정과 상세지침에 대한 예시 추가, 그리
고 상세지침의 구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표 IV-7>은 위의 방법
에 따라 개발된 수정된 설계전략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변경사항은 [부록 4]에 제시하였다.

수정된 설계전략에 포함되는 상세지침은 초기 상세지침에서 두 개의 
지침이 삭제되고, 아홉 개의 지침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한 개의 상세지
침을 수정하고, 여섯 개의 상세지침에 대한 예시를 추가하였다. 또한, 활
용 수준에 따라 상세지침을 ‘기본 상세지침’과 ‘상황 맥락적 상세지침’으
로 구분하여 재배열하였다.

다음 <표 IV-8>은 위의 과정을 통해 개발된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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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을 위한 수정된 설계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수
정된 설계전략은 초기 설계전략과 같이 설계에 대한 11개의 이론적 구
성요소를 기준으로 총 14개의 설계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세지침
은 초기 상세지침에 결과적으로 일곱 개의 지침이 추가되어 총 54개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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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구성요소 일반 설계전략 상세지침
구분 내용

학습목표 1.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학
습목표를 설
계하라.

기본 1.1. 학습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취해야 할 학습목표를 설계하라.
상황 

맥락적
1.2. 전문성 수준에 따라 다른 학습과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습과제를 동일한 학습목표로 설명할 수 없

을 때에는 전문성 수준에 따라 별도의 학습목표를 제공하라.
초보자 전문가

ㆍ식물의 뿌리, 줄기, 잎, 열매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ㆍ뿌리, 줄기, 잎, 열매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ㆍ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설명할 수 있다.ㆍ광합성 결과 생긴 양분의 전환 및 이동을 설명할 수 있다.

ㆍ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설명할 수 있다.ㆍ광합성 결과 생긴 양분의 전환 및 이동을 설명할 수 있다.ㆍ광합성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ㆍ광합성의 암반응과 명반응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전문성 
수준 
평가

2. 전문성 수준 
진단 방법을 
설계하라.

기본 2.1. ‘사전지식 수준’ 또는 인지부하와 사전지식 수준에 따른 ‘인지효율성(=사전지식 수준/인지부하)’을 측정
하여 전문성 수준을 확인하라.

2.2. 전문성 수준에 대한 단계와 기준을 설정하라.
학습내용 전문성 수준 사전테스트 정답 개수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상중하

10-76-43-0
학습의내적 조건

상중하
10-76-43-0

학습의외적 조건
상중하

10-76-43-0

<표 IV-8>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을 위한 수정된 설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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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구성요소 일반 설계전략 상세지침
구분 내용
상황 

맥락적
2.3. 과정/절차에 대한 학습의 경우, 첫 번째로 대답한 답안의 단계에 근거하여 전문성 수준을 확인하라(예. 

총 4단계 문제풀이에서 첫 번째로 대답한 답안이 3번째 단계이고 정답이면 1, 2번째 단계에 대한 전문
성이 있다.).

3. 전문성 수준을 
정확히 측정
할 수 있는 
평가 문항을 
설계하라.

기본 3.1. 학습목표별로 전문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 문항을 설계하라.
3.2. 평가 문항의 답안에 ‘모르겠음’을 포함시켜 설계하라.

상황 
맥락적

3.3. 학습과제를 구성하는 학습목표 또는 학습내용 간에 연관된 경우, 일정 단위의 학습목표 또는 학습내용
을 마친 후에 전문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학습에 따른 전문성 향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
하라.

3.4. 학습목표에 시간 관련 조건이 포함된 경우(예. 1분 내 일차방정식 문제 3개를 풀 수 있다.), 문항 당 
응답시간을 제한하라.

4. 전문성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활
동 선택의 범
위를 다르게 
설계하라.

기본 4.1. 학습목표에 따른 전문성 수준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4.2. 초보자에게는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전문가는 학습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상황 
맥락적

4.3. 학습목표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는 경우, 이미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학습목표와 실제 성취한 학습목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자기 평가와 전문성 수준 평가 결과를 함께 제시하라.

       
팀 구성 5.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팀
을 구성하라.

기본 5.1. 한 팀은 5~7명으로 구성하라.
상황 

맥락적
5.2. 전문성 수준에 따라 다른 학습과제 또는 학습활동을 제공하는 경우, 전문성 수준별로 팀을 구성하라.
5.3. 동료학습을 수행하는 경우, 전문성 수준이 다양한 학습자들을 한 팀으로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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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구성요소 일반 설계전략 상세지침
구분 내용

5.4. 역할별로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교수자 또는 팀 내 학습자 간 논의를 통하여 각 학습자의 역할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학습
활동
구성

6.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전
체 학습활동
을 구성하라.

기본 6.1. 학습과제에 따른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개별 학습활동과 협력 학습활동을 설계하라.
6.2. 초보자는 미완성 예제, 전문가는 문제풀기 또는 탐색기반학습을 통해 학습활동을 수행하도록 설계하라.
6.3. 초보자는 내용을 학습하고, 전문가는 내용을 회상하는 방법으로 학습활동을 수행하도록 설계하라.

상황 
맥락적

6.4. 동료학습의 경우, 전문가는 초보자의 동료교사 역할을 수행하고, 초보자는 전문가의 학습활동을 참고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6.5. 역할별 학습활동의 경우, 역할별로 적합한 학습활동을 설계하라.
7.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각 
학 습 활 동 의 
내용과 구성
을 설계하라.

기본 7.1. 학습활동의 주요 요소를 설계하라(학습활동 설명, 주요 학습자료, 주요 학습도구(예. 성찰일지), 연습문
제, 피드백 등).

7.2.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 요소를 설계하라(보충 학습자료, 보충 연습문제, 보조 학습도구(예. 계
산기, 채팅도구), 추가 피드백, 안내 등).

7.3. 학습활동을 위한 주요 요소와 보조 요소를 학습 순서에 따라 통합적으로 제시하라.
학습 
자료

8.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
습자료를 설
계하라.

기본 8.1. 초보자에게는 복합적 형태, 전문가에게는 단순한 형태의 학습자료를 제시하라(그림+문자 vs 문자, 표/
그림+문자/청각자료 vs 표/그림, 애니메이션 표/그림+문자 vs 정지된 표/그림).

8.2. 초보자에게는 지식맵 또는 구조화된 문서를, 전문가에게는 키워드 목록을 제시하라.
8.3. 초보자에게 상호작용성이 낮은 형태(예. 시간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시)로 제시하라.
8.4. 초보자에게는 반복적인 설명을, 전문가에게는 최소한의 설명을 제시하라.

상황 
맥락적

8.5. 두 개의 그림을 함께 제시할 경우, 초보자에게는 가까이, 전문가에게는 멀리 제시하라.
8.6. 과정/절차에 대한 학습의 경우, 초보자에게는 정지된 형태로, 전문가에는 변화하는 형태로 제시하라.
8.7. 언어학습의 경우, 초보자에게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함께 제공하고, 전문가에게는 별도로 제공하라.
8.8. 번역(고어, 외국어. 예. 셰익스피어 극본)이 필요한 읽기 학습의 경우, 초보자에게는 원문과 함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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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구성요소 일반 설계전략 상세지침
구분 내용

문을 제시하고, 전문가에게는 제시하지 말라.
8.9. 추가적인 학습자료가 필요한 경우, 교수자가 학습자의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학습 
도구

9. 학습활동을 수
행하거나 지
원하는 데 필
요한 학습도
구를 설계하
라.

기본 9.1.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요 학습도구를 설계하라(예. 문제중심학습 중 토론을 통하여 해결안
을 작성하는 활동에서 ‘해결안 보고서’).

9.2.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보조 학습도구를 설계하라(예. 문제중심학습 중 토론을 통하여 해결안
을 작성하는 활동에서 ‘토론방’).

상황 
맥락적

9.3. 협력 학습활동의 경우, 동기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도구(예. 채팅방, SMS)를 설계하라.
9.4. 역할별 학습활동의 경우, 학습도구에 구조화 양식(예. 말머리)을 설계하라.

도움 및 
피드백

10. 전문성 수준
에 적응적인 
도움 및 피
드백을 설계
하라.

기본 10.1. 초보자에게는 피드백과 도움을, 전문가에게는 피드백만 제공하라.
상황 

맥락적
10.2. 문제해결 학습활동의 경우, 초보자에게는 이전에 해결한 문제해결 과정 및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이전의 문제풀이를 제공하라.
10.3. 추가적인 도움 또는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교수자 또는 동료 학습자가 학습자의 전문성 수준에 적응

적인 도움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학습
결과

11. 학습 결과를 
확 인 하 고 , 
다음 학습활
동을 설계하
라.

기본 11.1.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목표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라.
11.2. 학습에 따른 전문성 수준 향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에 따른 평가 결과와 전문성 수준 평가 결과

를 함께 제시하라.
11.3. 학습 결과에 적응적으로 보충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상황 
맥락적

11.4.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누적하여 제공하라.

학습 
관리

12. 적응적으로 
학습활동을 

기본 12.1. 초보자는 위계적 구조 또는 위계적 구조와 순차적 구조가 결합된 형태의 학습지도를 통하여, 전문가는 
학습지도를 선택하여 학습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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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구성요소 일반 설계전략 상세지침
구분 내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하라.

12.2. 교수자 또는 동료 학습자가 학습자의 학습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12.3. 관리자가 Help desk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12.4. 학습활동에 적응적인 공지를 미리 설계하라(예. 학습을 시작한 지 3일이 지나도 학습을 완료하지 않

은 학습자에게 학습 완료와 관련된 공지 메일을 자동으로 보내도록 설계한다.).
학습 
객체

13. 설계 대상을 
학습객체 형
태로 설계하
라.

기본 13.1. 설계 대상(학습목표, 전문성 수준 평가 문항, 학습활동, 학습자료, 학습도구, 공지 등)을 학습객체 형
태로 설계하라.

13.2. 보조 요소(보충 학습자료, 보충 연습문제, 보조 학습도구, 안내 등)는 주요 요소(학습활동 설명, 주요 
학습자료, 연습문제, 피드백, 주요 학습도구 등)와 분리하여 설계하라.

계열화 14. 설계 대상 
내/설계대상 
간의 순서를 
설계하라.

기본 14.1. 초보자에게는 구조화 순서(예. 상위 개념→하위 개념, 쉬운 과제→어려운 과제)대로, 전문가에게는 임
의의 순서대로 학습활동을 제시하라.

상황 
맥락적

14.2. 이론과 실습을 함께 학습하는 경우, 초보자는 이론을 학습한 후에 실습을 하고, 전문가는 이론과 실습
이 통합된 형태로 학습하도록 설계하라.

14.3. 교수자가 학습자료, 도움 및 피드백을 추가로 제공할 경우, 학습자의 학습 순서에 맞게 제시되도록 설
계하라.

14.4. 전문성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목표 또는 학습과제를 다르게 제시하는 경우, 전문성 수준 평가를 
학습목표 또는 학습과제의 앞에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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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설계전략: 전문가 검토 및 사용성 평가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을 위한 최종 설계전략
은 수정된 설계전략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통한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되었다. 전문가 타당화는 크게 1) 본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전문가
에 의한 논리적, 이론적 검토와 2) 이러닝 설계 전문가에 따른 사용성 
평가를 통한 설계 측면에서의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수정된 설계전
략에 대한 전문가의 논리적, 이론적 검토와 사용성 평가를 통한 설계 측
면의 검토,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 검토에 따른 최종 설계전략 개발의 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문가 검토를 통한 수정된 설계전략의 타당화
수정된 설계전략에 대한 이론적, 논리적 측면에서의 전문가 검토는 크

게 수정된 설계전략 전반에 대한 검토와 수정된 설계전략을 구성하는 일
반 설계전략과 상세지침에 대한 검토로 이루어졌다.

먼저, 설계전략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항목은 타당성, 이해성, 설명
력, 유용성, 보편성의 다섯 가지 항목과 함께 상위요소와 하위요소의 연
결 관계를 묻는 두 가지 항목을 더하여 총 일곱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9>는 전반적인 수정된 설계전략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
과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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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A B C D

타당성 4 4 3 4 3.75 0.5 4/4=1

7/7=1

이해성 4 4 4 3 3.75 0.5 4/4=1
설명력 3 3 4 3 3.25 0.5 4/4=1
유용성 4 4 3 4 3.75 0.5 4/4=1
보편성 4 4 4 3 3.75 0.5 4/4=1

이론적 구성요소-일반 설계전략 연결 4 4 4 3 3.75 0.5 4/4=1
일반 설계전략-상세지침 연결 4 4 4 3 3.75 0.5 4/4=1

<표 IV-9> 수정된 설계전략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 4점 척도 사용(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수정된 설계전략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은 
3.25에서 3.75까지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여덟 가지 항목에서 내용 타
당도 지수(CVI)와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IRA)가 모두 1로 나타났다. 그
러므로 수정된 설계전략은 모든 항목에 대하여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지수와는 별도로 수정된 설계전략 
전반에 대한 내용 및 구성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이 제기되었다. 다음 <표 IV-10>은 수정된 설계전략 전반에 대한 전
문가의 의견과 수정사항을 재구조화, 표현의 부적합성, 그리고 요소의 
추가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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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문가 의견 수정사항
표현의 

부적합성
학습자의 전문성 수준을 표
현하는 용어로 전문가, 초보
자는 적합하지 않음(전문가 
B, C, D)

전문가는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로, 초보
자는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로 수정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문
장이 많음(전문가 A, B, C, 
D)

상세지침 1.1, 1.2, 3.2, 3.3, 4.2, 5.1, 5.2, 
5.3, 5.4, 6.2, 8.2, 9.3, 9.4, 9.5, 10.1, 10.2, 
10.4, 11.2, 11.3, 13.1, 13.2, 14.1, 14.3을 이
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수정

기타 용어 및 어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전문가 A, B, 
C, D)

이론적 구성요소 중 ‘설계 대상의 구성’을 ‘설계 
요소의 구성’으로 수정
상세지침 4.3의 ‘사전지식이 있는 경우’를 ‘사전
학습을 한 경우’로 수정
상세지침 2.1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법 중 하
나 제외

요소의 
추가

상세지침에 대한 예시를 추
가하고, 보기 쉽게 제시해야 
함(전문가 D)

상세지침에 대한 예시를 추가하고, 참고하기 쉽
도록 예시를 별도의 열에 제시 

<표 IV-10> 수정된 설계전략 전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수정사항

그리고 수정된 설계전략의 세부적인 내용 및 구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를 수행하였다. 일반 설계전략과 상세지침별 평가 결과는 [부록 5]에 제
시하였다. 각각의 설계전략 및 지침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의 평균은 
2에서 4까지 분포되어 있다. 전체 평가자간 일치도(IRA)는 0.82로, 
0.80보다 높으므로 적절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열 두 개의 상세
지침은 각각의 내용 타당도 지수(CVI)가 0.80보다 낮아, 수정하거나 삭
제해야 할 상세지침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IV-11>은 수정 또는 삭
제해야 할 열 두 개의 상세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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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또는 삭제해야 할 상세지침 CVI
3.4 학습목표에 시간 관련 조건이 포함된 경우(예. 1분 내 일차방정식 문

제 3개를 풀 수 있다.), 문항 당 응답시간을 제한하라.
.75

5.1 한 팀은 5~7명으로 구성하라. .25
5.2 전문성 수준에 따라 다른 학습과제 또는 학습활동을 제공하는 경우, 

전문성 수준별로 팀을 구성하라.
.75

6.1 학습과제에 따른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개별 학습활
동과 협력 학습활동을 설계하라.

.75
6.5 역할별 학습활동의 경우, 역할별로 적합한 학습활동을 설계하라. .25
8.2 초보자에게는 지식맵 또는 구조화된 문서를, 전문가에게는 키워드 목

록을 제시하라.
.25

8.3 초보자에게 상호작용성이 낮은 형태(예. 시간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
시)로 제시하라.

.25
8.5 두 개의 그림을 함께 제시할 경우, 초보자에게는 가까이, 전문가에게는 

멀리 제시하라.
.25

8.8 번역(고어, 외국어. 예. 셰익스피어 극본)이 필요한 읽기 학습의 경우, 
초보자에게는 원문과 함께 번역문을 제시하고, 전문가에게는 제시하지 
말라.

.00

10.1 초보자에게는 피드백과 도움을, 전문가에게는 피드백만 제공하라. .75
12.3 관리자가 Help desk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50

14.3 교수자가 학습자료, 도움 및 피드백을 추가로 제공할 경우, 학습자의 
학습 순서에 맞게 제시되도록 설계하라.

.75

<표 IV-11> 내용 타당도 지수(CVI)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할 상세지침

<표 IV-11>에 제시된 상세지침 중에서 상세지침 3.4, 12.3, 14.3은 
상세지침으로 제시되지 않아도 설계자가 수행할 수 있는 지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지침 5.1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지침이며, 상세
지침 8.2, 8.3, 8.5, 8.8, 10.1의 경우에는 선행연구에서 실험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구결과로 제시되었지만 일반적인 이러닝 설계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상세지침 6.1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수정되어야 하고, 상세지침 6.5는 전문가 의견 
중 ‘재구조화’에 따라 협력 학습활동 설계와 관련된 상세지침으로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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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음 <표 IV-12>는 이러한 전
문가 검토 결과와 그에 따른 수정된 상세지침의 수정사항을 종합, 정리
한 것이다.

기준 전문가 검토 수정사항
삭제 상세지침 3.4, 12.3, 14.3은 상세지침으

로 제시되지 않아도 설계자가 수행할 
수 있는 지침임

상세지침 3.4, 12.3, 14.3 삭제

상세지침 5.1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지침임

상세지침 5.1 삭제
상세지침 8.2, 8.3, 8.5, 8.8, 10.1은 실
험연구를 통하여 유의미한 연구결과로 
제시되었지만, 이러닝 설계에 적용하기
에 적합하지 않음

상세지침 8.2, 8.3, 8.5, 8.8, 10.1 삭제

수정 상세지침 6.1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
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상세지침 6.1의 표현 수정
상세지침 6.5는 재구조화된 설계전략에 
맞는 상세지침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함

상세지침 6.5를 6.4와 함께 합쳐 협력 
학습활동 설계(설계전략 7)에 대한 상
세지침 7.3으로 수정

<표 IV-12> 전문가 검토에 따른 수정된 상세지침의 수정사항

(2) 전문가의 사용성 평가를 통한 수정된 설계전략의 타당화
설계 측면에서 사용성 평가는 세 명의 이러닝 설계 전문가가 설계전략

을 사용하여 이러닝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 후에 설문과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설계전략과 관련하여 사용성 평가는 선행연구 검토
와 실제 과제 수행을 통하여 개발된 수정된 설계전략을 적용하지 않고, 
앞서 수행한 수정된 설계전략에 대한 이론적, 논리적 측면에서의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수정된 설계전략을 적용하였다. 이론적, 논리적 측면에서
의 전문가 타당화에 따른 설계전략과 사용성 평가에 따른 전문가 타당화
에 따른 설계전략을 각각 재수정된 설계전략과 최종 설계전략으로 구분
하지 않고 최종 설계전략으로 제시한 것은 사용성 평가에 따른 설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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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문가 평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E F G

설계전략 및 지침
설계전략 및 지침은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이러
닝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된다.

4 4 4 4.00 0.00 3/3=1 3/3=1
각 단계별로 사용할 설계전략 및 지침이 명확하다. 4 3 4 3.67 0.58 3/3=1
지침과 함께 제시된 예시가 도움이 된다. 4 3 3 3.33 0.58 3/3=1

<표 IV-13> 수정된 설계전략에 대한 사용성 평가 결과

의 수정사항이 적기 때문이다. 즉, 재수정된 설계전략과 최종 설계전략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기에는 두 설계전략 간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두 
차례의 전문가 검토에 따른 수정사항을 함께 적용하여 최종 설계전략을 
제시하였다.

다음 <표 IV-13>은 이러닝 설계 전문가가 수행한 사용성 평가에 따
른 설문 중에서 설계전략과 관련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위의 <표 IV-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 설계전략과 관련된 사
용성 평가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은 3.33에서 4까지 분포되어 있
고, 내용 타당도 지수(CVI)와 전체 평가자간 일치도(IRA)는 모두 1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이론적, 논리적 측면에서 전문가 검토를 통한 수
정된 설계전략은 사용성 측면에서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상세지침의 내용이 자세해서 이러닝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실제적으
로 도움이 되었습니다(전문가 F, G).
상세지침에 따른 예시 중에서도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를 위한 예
시와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를 위한 예시를 함께 제시하여, 두 예
시를 비교하면서 설계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전문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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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용 타당도 지수와 전체 평가자간 일치도와는 별도로 세부지
침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음 <표 
IV-14>는 설계전략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과 그에 따른 수정사항을 제
시한 것이다.

사용성 평가 결과 수정사항
초보 설계자를 위해서는 모든 상세지
침에 대하여 예시를 제시할 필요가 있
음(전문가 F, G)

모든 상세지침에 대하여 예시를 제시하지 못함.
해당 설계전략의 주요한 사용자를 중급 이상 이러
닝 설계자로 설정

세부지침 9.1, 9.2, 9.3의 표현이 이분
법적임(전문가 E)

각 세부지침에서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에 대
한 내용을 삭제하고, 표현을 수정

<표 IV-14> 사용성 평가 결과에 따른 설계전략에 대한 수정사항

(3) 최종 설계전략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을 위한 최종 설계전략

은 수정된 설계전략에 대한 이론적, 논리적 측면에서의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사항과 이에 따라 수정된 설계전략에 대한 이러닝 설
계 전문가의 사용성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사항을 적용하여 개발되
었다. 수정사항을 이론적 구성요소, 일반 설계전략과 상세지침으로 구분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이론적, 논리적 측면에서의 전문가 
검토 결과, 이론적 구성요소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도출되
었다. 이에 따라 초기 설계전략과 수정된 설계전략에서 제시된 14개의 
이론적 구성요소를 다섯 개의 이론적 구성요소로 재구조화하였다. <표 
IV-15>는 초기와 수정된 설계전략의 이론적 구성요소와 최종 설계전략
의 이론적 구성요소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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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수정된 설계전략 최종 설계전략
기준 이론적 구성요소 이론적 구성요소 영역

분석 대상

학습 대상
(학습과제, 학습내용)

분석 대상
학습과제

학습자 특성
(전문성 수준) 전문성 수준
물리적 학습환경
(학습매체, 학습상황) 물리적 학습환경

설계 대상

학습목표

학습활동 설계

학습목표
전문성 수준 평가 전문성 수준 평가
팀 구성 주요 학습활동 구성학습활동 구성
학습결과 학습결과
학습자료 학습자원 설계 학습자료
학습도구 학습도구
도움 및 피드백 학습지원 설계 도움 및 피드백
학습관리 학습관리

설계 대상의 구성 학습객체 설계 요소의 구성 학습객체
계열화 계열화

<표 IV-15> 초기/수정된 설계전략의 이론적 구성요소와 최종 설계전략의 이론적 구성요소

먼저, 초기와 수정된 설계전략의 이론적 구성요소를 하위 요소에 해당
하는 ‘영역’으로 수준을 내리고, 초기와 수정된 설계전략 이론적 구성요
소의 상위 요소에 해당하는 ‘기준’을 이론적 구성요소의 수준으로 삼았
다. 그리고 초기/수정된 설계전략의 ‘설계 대상’을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표 II-5>의 구성요소인 ‘학습활
동’, ‘학습자원’, ‘학습지원’을 반영하여 ‘학습활동 설계’, ‘학습자원 설계’, 
그리고 ‘학습지원 설계’로 구분하였다. 다음 <표 IV-16>은 수정된 전
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의 이론적 구성요소를 관련 
단계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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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구성요소 설계전략 영역 관련 단계
분석 설계 개발

분석 대상 학습과제 ● ○
전문성 수준 ● ○
물리적 학습환경 ● ○ ●

학습활동 설계 학습목표 ○ ● ○
전문성 수준 평가 ○ ● ○
주요 학습활동 구성 ○ ● ○
학습결과 ○ ● ○

학습자원 설계 학습자료 ○ ● ○
학습도구 ○ ● ○

학습지원 설계 도움 및 피드백 ○ ● ○
학습관리 ○ ● ○

설계 요소의 구성 학습객체 ○ ● ○
계열화 ○ ● ○

※ ●는 해당 이론적 구성요소와 관련된 주요 요소이며, ○는 해당 이론적 구성요소와 관
련된 요소이긴 하지만 주요 요소(●)에 종속된 요소이다.

<표 IV-16> 수정된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의 이론적 구성요소

둘째, 일반 설계전략에 대하여 이론적, 논리적 측면에서의 전문가 검토 
결과에 따라 팀 구성, 전체 학습활동 구성, 세부 학습활동 구성에 대한 
일반 설계전략 5, 6, 7을 각각 학습활동 구성, 개별 학습활동 설계, 그리
고 협력 학습활동 설계에 대한 일반 설계전략으로 재구조화되었다. 다음 
<표 IV-17>은 초기와 수정된 설계전략과 재구조화에 따라 수정된 최
종 설계전략을 비교,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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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반영사항 근거
상세지침 삭제 상세지침 3.4 삭제 이론적, 논리적 

측면에서의 
전문가 검토상세지침 5.1 삭제

상세지침 8.2, 8.3, 8.5, 8.8 삭제
상세지침 10.1 삭제
상세지침 12.3 삭제
상세지침 14.3 삭제

일반 설계전략 
재구조화에 따른 

수정
상세지침 5.1, 5.2, 5.3, 5.4 수정 이론적, 논리적 

측면에서의 
전문가 검토상세지침 6.1, 6.2 수정

상세지침 7.1, 7.2, 7.3 수정
표현 수정 전문가는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로, 초보자는 ‘전

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로 수정
이론적, 논리적 

측면에서의 
전문가 검토상세지침 1.1, 1.2 수정

상세지침 3.2, 3.3 수정
상세지침 4.2 수정

<표 IV-18> 전문가 검토에 따라 최종 설계전략 중 상세지침에 반영된 사항

초기/수정된 설계전략 최종 설계전략
일반 설계전략 5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팀을 구

성하라.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활동
을 구성, 설계하라.

일반 설계전략 6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전체 학
습활동을 구성하라.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개별 학습
활동을 설계하라.

일반 설계전략 7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각 학습
활동의 내용과 구성을 설계하라.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협력 학습
활동을 설계하라.

<표 IV-17> 일반 설계전략에 대한 초기/수정된 설계전략과 최종 설계전략의 비교

셋째, 상세지침에 대한 수정사항은 크게 1) 제시되지 않아도 되거나 
이러닝 설계에 맞지 않는 상세지침의 삭제, 2) 일반 설계전략의 재구조
화에 따른 상세지침의 수정, 그리고 3) 표현 수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표 IV-18>은 위의 구분에 따라 최종 설계전략을 구성하는 상세
지침에 반영된 사항을 간략하게 제시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부록 6]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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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반영사항 근거
상세지침 5.1, 5.2, 5.3, 5.4 수정
상세지침 6.1, 6.2 수정
상세지침 8.2 수정
상세지침 9.1, 9.2, 9.3 수정 전문가의

사용성 평가
상세지침 9.3, 9.4, 9.5 수정 이론적, 논리적 

측면에서의 
전문가 검토상세지침 10.1, 10.2, 10.4 수정

상세지침 11.2, 11.3 수정
상세지침 13.1, 13.2 수정
상세지침 14.1, 14.3 수정

다음 <표 IV-19>는 위의 과정을 통해 개발된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
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을 위한 최종 설계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최종 
설계전략은 다섯 개의 이론적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총 열 네 개의 설계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세지침은 수정된 상세지침에 결과적
으로 열 개의 지침이 삭제되어, 총 44개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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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구성요소 일반 설계전략 상세지침
영역 내용 구분 내용 예시

학습활동 
설계

학습
목표

1. 전문성 수
준을 고려
하여 학습
목표를 설
계하라.

기본 1.1. 학습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학습목표
를 설계하라.

[학습과제] [학습목표]

상황 
맥락적

1.2. 전문성 수준에 따라 학습과제가 다른 경
우, 모든 학습과제를 동일한 학습목표로 
해결할 수 없으면 학습과제마다 다른 학
습목표를 설계하라.

초보자 전문가
ㆍ식물의 뿌리, 줄기, 잎, 열매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ㆍ뿌리, 줄기, 잎, 열매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ㆍ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설명할 수 있다.ㆍ광합성 결과 생긴 양분의 전환 및 이동을 설명할 수 있다.

ㆍ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설명할 수 있다.ㆍ광합성 결과 생긴 양분의 전환 및 이동을 설명할 수 있다.ㆍ광합성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ㆍ광합성의 암반응과 명반응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전문성 
수준 
평가

2. 전문성 수
준 진단 방
법을 설계
하라.

기본 2.1. 전문성 수준과 상관관계가 높은 사전지식 
수준을 측정하라.

2.2. 전문성 수준에 대한 단계와 기준을 설정
하라.

<표 IV-19>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을 위한 최종 설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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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구성요소 일반 설계전략 상세지침
영역 내용 구분 내용 예시

학습내용 전문성 수준 사전테스트 정답 개수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상중하
10-76-43-0

학습의내적 조건
상중하

10-76-43-0
학습의외적 조건

상중하
10-76-43-0

상황 
맥락적

2.3. 절차학습에서는 생략한 단계에 근거하여 
전문성 수준을 확인하라.

2x+7=15
(2x=15-7) 생략
(2x=8) 생략
x=8/2
x=4

두 단계를 생략하고 세 번째 단계 정답을 
답하면, 1, 2번째 단계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3. 전문성 수
준을 정확
히 측정할 
수 있는 평
가 문항을 
설계하라.

기본 3.1. 학습목표별로 전문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 문항을 설계하라.

3.2. 학습자의 전문성 수준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평가 문항의 답안에 ‘모르겠음’을 
포함시켜 설계하라.

상황 
맥락적

3.3. 학습과제를 구성하는 학습목표[학습내용] 
간에 연관이 있는 경우, 일정 단위의 학
습목표[학습내용]를 마칠 때마다 전문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
계하라.

4. 전문성 수
준 평가 결
과에 따라 

기본 4.1. 학습목표에 따른 전문성 수준 평가 결과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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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구성요소 일반 설계전략 상세지침
영역 내용 구분 내용 예시

학 습 활 동 
선택의 범
위를 다르
게 설계하
라.

4.2.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학습활
동을 제시하고,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
자는 학습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
하라.

전문성 수준이 높은 1, 2, 4번째 학습활동은 쉬운 학습활동과 추천 학습활동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전문성 수준이 낮은 3번째 학습활동은 쉬운 학습활동만 수행할 수 있다.
상황 

맥락적
4.3. 학습목표에 대한 사전학습을 한 경우, 이

미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학습목표를 확
인하고, 전문성 수준 평가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주요 
학습 
활동 
구성

5. 전문성 수
준을 고려
하여 학습
활동을 구
성, 설계하
라.

기본 5.1. 학습목표를 고려하여 개별 학습활동과 협
력 학습활동을 설계하라.

총 다섯 개의 학습활동 중에서 밑줄 친 네 개의 학습활동은 개별 학습활동으로, ‘적용하기’는 협력 학습활동으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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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구성요소 일반 설계전략 상세지침
영역 내용 구분 내용 예시

5.2. 각 학습활동별로 학습활동 설명, 주요 학
습자료, 주요 학습도구, 연습문제, 피드백
과 같은 주요 요소를 설계하라.

‘논리연산자’는 주요 학습자료인 ‘대표적인 논리연산자’와 보충 학습자료(관련 웹페이지를 링크한 박스)로 구성되어 있다.5.3. 각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충 학습
자료, 보충 연습문제, 보조 학습도구, 추
가 피드백, 안내와 같은 보조 요소를 설
계하라.

5.4. 학습활동별로 주요 요소와 그에 따른 보
조 요소를 함께 제시하라.

학습활동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채팅방을 제시하였다. 채팅방을 별도로 두거나 모든 학습활동에서 접근하도록 설계하면 잘 사용하지 않고, 어떤 학습활동에서 사용해야 할지 모를 수 있다.
6. 전문성 수

준에 적응
적인 개별 
학습활동을 
설계하라.

기본 6.1.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내용을 학
습하고,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내
용을 회상하는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도
록 설계하라.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다형 문제를 푸는 학습활동을 수행하고(좌),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학습한 내용을 회상하여 관련 예제를 적는 학습활동을 수행한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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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구성요소 일반 설계전략 상세지침
영역 내용 구분 내용 예시

6.2.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미완성 예
제,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문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7. 전문성 수
준을 고려
하여 협력 
학습활동을 
설계하라.

기본 7.1. 협력 학습활동의 내용에 따라 전문성 수
준을 고려하여 팀을 구성하라.

전문성 수준에 따라 다른 학습과제나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문성 
수준이 비슷한 학습자끼리 팀을 구성하고, 동료교수(peer teaching)를 수행하
는 경우에는 전문성 수준이 다양한 학습자를 한 팀으로 구성한다.

7.2. 교수자 또는 팀 내 학습자 간 논의를 통
하여 각 학습자의 역할을 설정할 수 있
도록 설계하라.

교수자가 학습자 답안에 근거하여 동료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학습자와 동료 피드백을 받는 학습자를 설정한다.
문제중심학습에서 팀원들이 보조 학습도구인 채팅방을 활용하여 팀명과 팀 내 역할을 정하고, 이를 주요 학습도구에 기록한다.

7.3. 학습자의 전문성 수준과 역할에 적합한 
학습활동을 설계하라.

  

학습
결과

8. 학습 결과
에 적응적
인 보충학

기본 8.1.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목표
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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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구성요소 일반 설계전략 상세지침
영역 내용 구분 내용 예시

습을 설계
하라.

8.2. 학습 전에 수행한 전문성 수준 평가 결과
와 학습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함께 제시
하라.

8.3. 학습 결과에 적응적으로 보충학습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상황 
맥락적

8.4.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 결
과를 누적하여 제공하라.

학습 
자원
설계

학습 
자료

9. 전문성 수
준에 적응
적인 학습
자료를 설
계하라.

기본 9.1.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다양한 
매체로 구성된 자료를 제시하라(그림+문
자 vs 문자, 표/그림+문자/청각자료 vs 
표/그림, 애니메이션 표/그림+문자 vs 정
지된 표/그림).

   
9.2.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다양한 

설명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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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맥락적

9.3. 과정/절차학습에서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단계별로 내용을 제시하라.

    

9.4. 언어학습에서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
에게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주요 학습자
료로 제시하고,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
자에게는 필요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보충 
학습자료로 제시하라.

9.5. 교수자가 운영 중에 학습자의 전문성 수
준에 적응적인 학습자료를 추가로 제공
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학습 
도구

10. 학습활동
을 수행
하 거 나 
지원하는 
데 필요
한 학습
도 구 를 
설 계 하
라.

기본 10.1.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요 
학습도구를 설계하라.

[팀명, 역할을 정하는 협력 학습활동]ㆍ 주요 학습도구: 팀명, 역할 설정ㆍ 보조 학습도구: 채팅방

10.2.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보조 
학습도구를 설계하라.

상황 
맥락적

10.3. 협력 학습활동의 경우, 동기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도구(예. 채팅방, SMS)
를 설계하라.

10.4. 역할과 학습활동이 다양한 경우, 학습도
구에 구조화 양식(예. 말머리)을 설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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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설계

도움 
및 

피드백
11. 전문성 

수 준 에 
적응적인 
도움 및 
피드백을 
설 계 하
라.

기본 11.1.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피드
백과 함께 도움을 제공하라.

상황 
맥락적

11.2. 문제해결 학습활동의 경우, 사전지식 수
준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이전에 해결한 
문제해결 과정 및 결과를 참고할 수 있
도록 설계하라.

11.3. 교수자 또는 동료 학습자가 학습자의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도움과 피드백
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학습 
관리

12. 적응적으
로 학습
활 동 을 
관 리 할 
수 있도
록 설계
하라.

기본 12.1. 교수자 또는 동료 학습자가 학습자의 
학습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
계하라.

상황 
맥락적

12.2. 학습활동의 일정이 정해져 있고, 공지를 
많이 해야 하는 경우, 적응적인 공지를 
미리 설계하라.

학습을 시작한지 3일이 지나도 학습을 완료하지 않은 학습자에게 학습 완료 관련 공지 메일을 자동으로 보내도록 설계한다.

12.3. 학습목표[학습내용]가 많은 경우, 전문
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학습목표
[학습내용]의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위계적 구조 또는 위계적 구조
와 순차적 구조가 결합된 형태의 학습
지도를 제공하라.

설계 
요소의 
구성

학습 
객체

13. 설계요소
를 학습
객체 형
태로 설
계하라.

기본 13.1. 학습목표, 전문성 수준 평가 문항, 주요 
학습활동, 학습자료, 학습도구, 공지 등
을 학습객체 형태로 설계하라.

13.2. 여러 학습활동에 중복 사용되는 보조 
요소는 학습활동의 주요 요소와 분리하



- 124 -

이론적 구성요소 일반 설계전략 상세지침
영역 내용 구분 내용 예시

여 설계하라.
계열화 14. 설계요소

의 순서
를 설계
하라.

기본 14.1.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구조
화된 순서대로 학습활동을 설계, 제시
하고,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순
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구조화된 순서]ㆍ 상위 개념→하위 개념ㆍ 쉬운 과제→어려운 과제

상황 
맥락적

14.2. 이론과 실습을 함께 학습하는 경우, 전
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이론을 학
습한 후에 실습을 하고,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이론과 실습이 통합된 
형태로 학습하도록 설계하라.

14.3. 전문성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목
표 또는 학습과제를 다르게 제시하는 
경우, 전문성 수준 평가를 먼저 제시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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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 적용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
략’에 대한 학습자 반응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개발된 설계전략을 
적용하여 이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해당 설계
전략이 이러닝 프로그램에 제대로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타당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해당 이러닝 프로그램을 학습한 학습자 반응을 수집, 분
석하였다.

1) 이러닝 프로그램 개발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프로그램은 최종 설계
전략을 적용하여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러닝 프로그램은 
‘논리와 명제’와 관련된 학습과제 ‘기사와 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 프로그램이다. 다음 [그림 IV-7]은 이러닝 프로그램의 전체 화면 
구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시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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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7] 이러닝 프로그램 전체 화면의 사례

이러닝 프로그램의 전체 화면은 크게 주요 요소, 보조 요소, 주요 요소 
메뉴와 보조 요소 메뉴로 구성된다. 주요 요소는 학습자가 주요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이고, 보조 요소는 주요 요소에 제시된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자료 또는 도구가 제시되는 공간이다. 주요 요소 메뉴는 주요 
요소인 학습활동을 학습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학습활동 간 이동을 지
원한다. 그리고 보조 요소 메뉴는 현재 수행하는 학습활동에 필요한 보
충자료 및 도구를 제시한다. 또한, [그림 IV-7]은 아래 [그림 IV-8]에 
제시된 이러닝 프로그램 메뉴별로 적용된 상세지침 중 전체에 대한 상세
지침(11.1-11.3, 12.1, 13.1, 13.2, 14.1)과 주요 학습활동에 대한 상세
지침(5.1-5.4, 9.1-9.3, 10.1, 10.2)을 적용한 사례이기도 하다.

다음 [그림 IV-8]은 이러닝 프로그램 메뉴별로 적용된 상세지침을 표
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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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1, 11.2, 11.3
12.1
13.1, 13.2
14.1

주요 학습활동 전 학습과제 확인 1.1
학습목표 확인 1.1

4.3
사전테스트 2.1, 2.2, 2.3

3.1, 3.2
결과 확인 4.1

학습활동 선택 4.1, 4.2, 4.3
주요 학습활동

5.1, 5.2, 5.3, 5.4
9.1, 9.2, 9.3
10.1, 10.2

명제와 진리값 6.1, 6.2
합성명제와 진리표

논리연산자
증명

적용하기 7.1, 7.2, 7.3 
10.3

주요 학습활동 후 사후테스트 8.1
결과 확인 8.2

보충활동 선택 8.2, 8.3
[그림 IV-8] 이러닝 프로그램 메뉴별로 적용된 상세지침

위의 그림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상세지침은 전체 메뉴에 적용되는 상세
지침, 주요 학습활동에 적용되는 상세지침, 그리고 각 메뉴별로 적용되
는 상세지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전체 메뉴에는 설계전략 11, 12, 
13, 14에 따른 상세지침이 적용되고, 주요 학습활동에는 설계전략 5, 9, 
10에 해당하는 상세지침이 반영되었다. 단, 상황 맥락적 상세지침인 
10.3은 협력 학습활동과 관련된 상세지침이므로, 협력 학습활동인 ‘적용
하기’에만 반영되었다. 그리고 학습과제 확인과 학습활동 확인은 설계전
략 1, 사전테스트는 설계전략 2와 3, 결과 확인과 학습활동 선택은 설계
전략 4, 개별 학습활동에 해당하는 네 가지 학습주제는 설계전략 6, 협
력 학습활동에 해당하는 적용하기는 설계전략 7, 그리고 주요 학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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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이루어지는 사후테스트, 결과 확인, 보충활동 선택은 설계전략 8에 
속하는 상세지침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이러닝 프로그램의 학습 흐름과 
적용 수준을 기준으로 사례 화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습과제 확인과 학습목표 확인
다음 [그림 IV-9]는 상세지침 1.1인 ‘학습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학습목표를 설계하라.’를 적용한 학습과제 확인과 학습목표 확인의 주요 
요소 화면이다. 왼쪽 화면은 학습과제인 기사와 악한 문제를 확인, 이해
하는 학습활동을, 오른쪽 화면은 학습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네 
개의 학습목표를 확인하는 학습활동을 설계한 것이다.

   

[그림 IV-9] 학습과제(좌)에 따른 학습목표(우) 주요 요소 화면

(2) 사전테스트
다음 [그림 IV-10]은 상세지침 2.1, 2.2, 2.3, 3.1, 3.2를 적용한 사전

테스트 중 1단계 문제의 주요 요소 화면을 제시한 것이다.



- 129 -

[그림 IV-10] 사전테스트 중 1단계 문제의 주요 요소 화면

전문성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사전지식 수준과 높은 상
관관계가 있으므로(Homer & Plass, 2010), 상세지침 2.1 ‘전문성 수준
과 상관관계가 높은 사전지식 수준을 측정하라.’에 따라 사전지식을 확
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당 학습과제는 네 개의 학습목표이자 단계로 
구성된 절차학습에 해당하므로, 상황 맥락적 상세지침인 2.3 ‘절차학습
에서는 생략한 단계에 근거하여 전문성 수준을 확인하라.’를 적용하여 
생략한 단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답안에 ‘정답을 잘 알아 풀이과정에서 
생략함’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단계에서 답을 생략하고 다음 단
계에서 정답을 맞추면 1수준, 해당 단계에서 정답을 맞추면 2수준, 그리
고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3수준으로 정하여, 크게 세 단계로 전문성 수
준을 구분하였다. 이는 상세지침 2.2 ‘전문성 수준에 대한 단계와 기준을 
설정하라.’에 해당한다.

상세지침 3.1 ‘학습목표별로 전문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 문
항을 설계하라.’를 적용하여 하나의 학습목표를 하나의 단계이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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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설계하였다. 예컨대, [그림 IV-10]에 제시된 1단계 문제는 네 
개의 학습목표 중에서 ‘명제와 진리값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에 해당
하는 문제이다. 또한, 답을 몰라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위하여 아무 
것이나 선택하였을 때, 선택한 답이 정답이면 전문성 수준을 명확히 판
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세지침 3.2 ‘학습자의 전문성 수준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평가 문항의 답안에 ‘모르겠음’을 포함시켜 설계하라.’
를 적용하였다.

(3) 결과 확인과 학습활동 선택
다음 [그림 IV-11]은 상세지침 4.1-4.3이 적용된 결과 확인과 학습

활동 선택의 주요 요소 화면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IV-11]에서 오른
쪽 그림의 학습활동 선택에 결과 확인과 동일한 표가 중복되어 있다. 이
와 같이 설계, 개발한 이유는 학습자가 사전테스트를 마친 후, 사전테스
트 결과 확인과 학습활동 선택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나누어 하는 것
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IV-11] 결과 확인(좌)과 학습활동 선택(우)의 주요 요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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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1]에서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상단의 표는 학습목표에 
따른 사전테스트 결과로, 상세지침 4.1인 ‘학습목표에 따른 전문성 수준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를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본 
이러닝 프로그램의 대상 학습자는 고등학교에서 학습과제와 관련된 내용
을 이미 학습한 상황이므로, 상황 맥락적 상세지침 4.3 ‘학습목표에 대한 
사전학습을 한 경우, 이미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학습목표를 확인하고, 
전문성 수준 평가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를 적용하여 [그
림 IV-9]의 오른쪽 그림에서 선택한 예상 성취 수준과 사전테스트 결과
에 따른 실제 성취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하단의 표는 상세지침 4.2 ‘전문성이 낮은 
학습목표에 대해서는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전문성이 높은 학습목표에 
대해서는 학습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를 적용한 것이다. 사
전테스트 결과가 높음 이상인 학습목표에 대해서는 쉬운 학습활동과 추
천 학습활동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사전테스트 결과가 낮음인 학습목
표에 대해서는 쉬운 학습활동만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전문성 수
준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학습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전문가는 학습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는 지침(Shin et al., 
1994; van Gog et al., 2005)과 관련된다.

(4) 명제와 진리값, 합성명제와 진리표, 논리연산자, 증명
명제와 진리값에서 증명까지는 개별 학습활동에 해당하는 메뉴로, 설

계전략 6에 포함되는 상세지침 6.1, 6.2가 적용되었다. 다음 [그림 
IV-12]는 상세지침 6.1인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내용을 학습하
고,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내용을 회상하는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와 상세지침 6.2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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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문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
하라.’를 적용한 학습활동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 IV-12]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좌)와 높은 학습자(우)의 학습활동

(5) 적용하기
적용하기는 협력 학습활동에 해당하는 학습활동으로, 설계전략 7에 포

함되는 상세지침 7.1, 7.2, 7.3과 학습도구에 대한 설계전략 10 중에서 
협력 학습활동과 관련된 상세지침인 10.3이 적용되었다. 다음 [그림 
IV-13]은 상세지침 7.1 ‘협력 학습활동의 내용에 따라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팀을 구성하라.’와 7.3 ‘학습자의 전문성 수준과 역할에 적합한 
학습활동을 설계하라.’를 적용한 학습활동의 주요 요소 화면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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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3]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좌)와 높은 학습자(우)의 학습활동

[그림 IV-13]에서 오른쪽 그림은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가 수행
하는 학습활동으로, 자신을 포함한 4명의 학습자로 구성된 팀에서 나머
지 3명의 학습자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작성한다. 그리고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모범답안과 동료 학습자의 피드백을 확인하는 학습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다음 [그림 IV-14]는 상세지침 7.2인 ‘교수자 또는 팀 
내 학습자 간 논의를 통하여 각 학습자의 역할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
하라.’를 적용한 지원활동의 일부를 제시한 것으로, 교수자가 [그림 
IV-13]에 제시된 학습자의 역할 및 활동을 설정하는 화면이다.

[그림 IV-14] 교수자가 학습자 답안을 확인하고, 역할을 설정하는 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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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테스트, 결과 확인, 보충활동 선택
사후테스트, 결과 확인, 그리고 보충활동 선택은 상세지침 8.1-8.3이 

적용된 학습활동이다. 다음 [그림 IV-15]는 상세지침 8.1인 ‘학습 결과
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목표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라.’, 8.2 ‘학습 전
에 수행한 전문성 수준 평가 결과와 학습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함께 제시
하라.’, 그리고 8.3인 ‘학습 결과에 적응적으로 보충학습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설계하라.’를 적용한 학습활동의 주요요소 화면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IV-15] 사후테스트(좌)와 사후테스트 결과 및 보충학습 선택(우)

2) 이러닝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검토

개발된 이러닝 프로그램을 학습자에게 적용하기에 앞서, 전문성 수준
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3차 설계전략이 이러닝 프로그램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가 타당화를 수행하였다. 이
러닝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는 교육공학 전공 박사과정생 세 명
이 수행하였다. 각각의 설계전략과 상세지침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는 
[부록 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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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설계전략 및 지침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의 평균은 3.3에서 
4까지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설계전략 및 지침에 대한 내용 타당
도 지수(CVI)와 평가자간 일치도(IRA)가 모두 1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3차 설계전략이 해당 이
러닝 프로그램에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3) 학습자 반응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에 대한 최종 설계전략
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종 설계전략이 적용된 이러
닝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학습자 반응에 대한 자료는 1) 프로그램 내
에서 학습 후 제시된 설문, 2) 프로그램에 저장된 로그 데이터, 그리고 
3) 연구자의 관찰로 구성되었다. 전반적인 이러닝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
자 반응과 함께 주요 주제에 따른 학습자 반응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이러닝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자 반응
다음 <표 IV-20>은 이러닝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설문 중에서 단답

형 문항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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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수 평균 표준편차 CVI IRA
본 학습 프로그램은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되었다. 20 2.95 0.51 17/20=.85 5/5=

1.00본 학습 프로그램은 학습 동기 유발 및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

20 2.90 0.55 16/20=.80
본 학습 프로그램을 학습함으로써 학습과제에 
대한 관심 및 흥미가 높아졌다.

20 3.00 0.56 17/20=.85
본 학습 프로그램을 학습함으로써 유사한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 3.00 0.56 18/20=.90
앞으로 학습해야 할 학습과제 또는 학습주제에 
대하여 본 학습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이 제
공된다면 학습할 생각이 있다.

20 3.10 0.64 17/20=.85

※ 4점 척도 사용(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표 IV-20> 이러닝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단답형) 결과

각 단답형 문항에 대한 학습자 대답의 평균은 2.9에서 3.1까지 분포되
어 있다. 그리고 모든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 지수(CVI)와 평가자 간 
일치도(IRA)가 모두 1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본 이러닝 프로
그램에 대하여 학업 성취와 학습동기 유발 및 유지에 도움이 되고, 학습
과제에 대한 흥미를 높이며, 이후 유사한 학습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본 이러닝 프로
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의 장점 및 인상적인 점에 대한 서술형 문항에 대한 학습
자의 의견으로는 흥미와 동기 유발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이와 관
련된 학습자들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시각적인 요소를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학습하는 것이 흥미 유발에 도
움을 준다(학습자 1).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학습이 처음이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흥미
롭기도 했다(학습자 3, 7).
여러 가지 시각적인 효과로 인해 학습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지루
하지 않았다(학습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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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수 평균 표준편차 CVI IRA
학습과제를 중심으로 학습한 것이 학습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한 것에 비해 학업 성취에 도움
이 되었다.

20 2.60 0.82 14/20=.70 2/3=.67

학습과제를 중심으로 학습한 것이 학습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한 것에 비해 학습 동기 유발 
및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

20 2.85 0.75 16/20=.80

학습과제를 중심으로 학습한 것이 학습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한 것에 비해 이후 유사한 학습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 2.95 0.61 17/20=.85

<표 IV-21> 학습과제 중심 학습에 대한 설문(단답형) 결과

PPT를 발표자료가 아닌 학습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었다(학습자 19).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점이 인상 
깊었다(학습자 2, 8, 10, 11, 14).

관찰 결과, 학습자들은 일반으로 발표자료 작성에 사용되는 MS 
PowerPoint를 활용하여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반응을 보였다. 또한, 퀴즈 또는 수수께끼와 같은 학습과제에 대하여 흥
미를 보이는 학습자도 있었지만, 반대로 문제를 어렵게 느끼는 학습자도 
있었다.

(2) 학습과제 중심 학습에 대한 학습자 반응
다음 <표 IV-21>은 학습과제 중심 학습에 대한 단답형 설문 문항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 4점 척도 사용(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각 단답형 문항에 대한 학습자 반응의 평균은 2.60에서 2.95까지 분포
되었다.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학습과제 중심 학습이 학습내용 중심 학
습에 비해 학습 동기 유발 및 유지에 도움이 되고, 이후 유사한 학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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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해결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학습
과제와 관련된 학습자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학습과제에서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학습을 하게 하는 것이 
흥미로웠다(학습자 14).
학습과제 수행을 통하여 학습목표를 달성하게 만든 것이 흥미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학습자 18).
재미있는 문제를 통하여 학습내용을 쉽게 익힐 수 있었다(학습자 16).
학습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흥미 유발 측면에서 좋았다(학습자 2, 15).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고찰할 수 있어서 좋았다(학습자 4).

하지만 학습과제 중심 학습이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되었다는 문항에 대
한 내용 타당도 지수(CVI)는 0.80보다 낮은 0.70으로 나타나, 학습자들
이 학습과제 중심 학습이 학업 성취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학습과제 또는 학습내용 자
체가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된 학습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학습내용이 어렵다(학습자 4, 8).
학습과제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문제를 풀기가 힘들었다(학습자 1, 12, 
13, 14).
학습과제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동의하지만, 
나의 수준에 비해 학습과제가 너무 어려웠다(학습자 5).

(3) 예상 성취 수준 작성과 사전테스트에 대한 학습자 반응
예상 성취 수준 작성과 사전테스트에 대한 학습자 반응은 예상 성취 

수준 작성하는 활동, 사전테스트를 해결하는 활동, 그리고 예상 성취 수
준과 사전테스트 결과에 따른 실제 성취 수준을 비교하는 활동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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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수 평균 표준편차 CVI IRA
학습목표에 대한 예상 성취 수준을 작성하는 
활동이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되었다.

20 2.75 0.79 14/20=.70 1/2=.50
학습목표에 대한 예상 성취 수준을 작성하는 
활동이 학습 동기 유발 및 유지에 도움이 되
었다.

20 3.05 0.61 17/20=.85

학습목표에 대한 사전테스트를 해결하는 활동
이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되었다.

20 2.90 0.64 15/20=.75 1/2=.50
학습목표에 대한 사전테스트를 해결하는 활동
이 학습 동기 유발 및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

20 3.05 0.51 18/20=.90
학습목표에 대한 예상 성취 수준과 사전테스
트를 통한 실제 성취 수준을 비교하는 활동이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되었다.

20 2.85 0.59 16/20=.80 2/2=1

학습목표에 대한 예상 성취 수준과 사전테스
트를 통한 실제 성취 수준을 비교하는 활동이 
학습 동기 유발 및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

20 3.00 0.65 16/20=.80

전체 IRA 4/6=.67
※ 4점 척도 사용(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표 IV-22> 학습목표에 대한 예상 성취 수준 작성과 사전테스트에 대한 설문(단답형) 결과

어져 있다. 이에 대한 단답형 설문 문항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IV-22>와 같다.

각 단답형 문항에 대한 학습자 반응의 평균은 2.75에서 3.05까지 분포
되었다. 분석 결과, 예상 성취 수준을 작성하는 활동과 사전테스트를 해
결하는 활동 모두 학습 동기 유발 및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서술형 설문 문항에 대한 답변 중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문제의 선택지문에 ‘모르겠음’이 있었던 것이다(학
습자 1).
딱딱한 명제에 대하여 퀴즈, 게임과 같은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비교적 
친숙하게 느껴졌다(학습자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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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르겠음’과 관련하여, 관찰과 로그 데이터에 따르면 학습자 중 
몇몇은 사전테스트를 풀 때에 거수를 하여 정답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
냐는 질문을 했다가 답안 중에서 ‘모르겠음’을 확인하기도 하고, 실제로 
‘모르겠음’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은 예상 성취 수준과 사전테스트를 통한 실제 성취 
수준을 비교하는 활동에 대하여 학업 성취와 학습 동기 유발 및 유지 모
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상 성취 수준은 나 자신이 작성하기 때문에 불확실할 수 있는데, 사
전테스트가 있어 좀 더 객관적인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좋았
다(학습자 2).
예상 성취 수준과 사전테스트 결과를 통하여 자신의 현재 수준, 자신이 
학습해야 할 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학습자 14).

또한, 위의 의견과는 달리 사전테스트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
후 주요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만약 사전테스트 결과가 좋지 않다면, 계속되는 학습활동과 보충활동으
로 인해 지겨울 수도 있고, 학습을 포기한 채 계속 클릭만 할 수도 있
을 것 같다(학습자 1).
오답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 자신감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학습자 9).
학습과제가 고등학교에서 학습한 기초 내용이기는 하지만, 학습자마다 
느끼는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쉬운 내용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
가 있다(학습자 1).
난이도와 수준을 더 다양하고, 세분화시켰으면 좋겠다(학습자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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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성취 
수준

실제 성취 
수준

차이
(예상 성취 수준-실제 성취 수준)

학습자 
수

전체 차이
(차이*학습자 수)

4 1 3 5 15
4 2 2 4 8
4 3 1 5 5
3 1 2 2 4
3 2 1 1 1
3 3 0 1 0
3 4 -1 1 -1
1 2 -1 1 -1

합
평균

표준편차
20 31

1.55
1.23

<표 IV-23> 예상 성취 수준과 실제 성취 수준의 차이

그리고 예상 성취 수준을 작성하는 활동과 사전테스트를 해결하는 활
동이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되었다는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 지수(CVI)
가 0.80보다 낮은 0.70, 0.75로 나타나, 학습자들이 해당 활동들이 학업 
성취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원인은 학습자들이 예상한 성취 수준과 실제 성취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23>은 로그 데이터를 
통하여 예상 성취 수준과 실제 성취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표 IV-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4개의 학습목표에 대하여 예상 성
취 수준과 실제 성취 수준 차이의 평균은 1.55개이고, 표준편차는 1.23
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명 중 17명은 자신이 예상했던 성취 수준과 실
제 성취 수준의 차이가 적게는 한 개에서 많게는 세 개까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학습자들은 예상 성취 수준을 작
성하는 활동과 사전테스트를 해결하는 활동이 학업 성취에는 도움이 되
지 않는다고 인식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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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수 평균 표준편차 CVI IRA
학습활동을 선택하는 활동이 학업 성취에 도
움이 되었다.

20 2.95 0.61 16/20=.80 2/2=1
학습활동을 선택하는 활동이 학습 동기 유발 
및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

20 3.05 0.69 16/20=.80
사전테스트에서 틀린 문제도 쉬운 학습활동과 
추천 학습활동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
겠다.

20 2.90 0.55 16/20=.80 1/2=.5

사전테스트에서 맞은 문제도 쉬운 학습활동과 
추천 학습활동을 선택하지 않고 추천 학습활
동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20 2.70 0.80 14/20=.70

전체 IRA 3/4=.75
※ 4점 척도 사용(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표 IV-24> 학습활동 선택에 대한 설문(단답형) 결과

(4) 학습활동 선택에 대한 학습자 반응
<표 IV-24>는 학습활동을 선택하는 활동에 대한 단답형 설문 결과

를 제시한 것이다. 

각 단답형 문항에 대한 학습자 반응의 평균은 2.70에서 3.05까지 분포
되었다. 내용 타당도 지수(CVI)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학습활동을 선택
하는 활동이 학업 성취와 학습 동기 유발에 모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학습자들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의 성취 수준에 맞추어 학습활동이 제시되어,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훨씬 더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임할 수 있다(학습자 2).
내가 선택한 대로 학습활동이 제시되는 게 신기했다(학습자 12).
내가 직접 학습활동을 선택할 수 있어서 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
(학습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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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유형 정답인 경우 오답인 경우
쉬운 학습활동 학습 11 39
추천 학습활동 학습 25 -

쉬운/추천 학습활동 모두 학습 5 -
합계 41 39

<표 IV-25> 정답과 오답에 따른 학습활동 선택 유형

그리고 학습활동 선택 권한에 대하여 학습자들은 틀린 문제에 대해서
도 쉬운 학습활동과 추천 학습활동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은 문제에 대하여 현재 이러닝 
프로그램의 선택 권한을 없애는 것에는 내용 타당도 지수(CVI)가 0.70
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학습자들은 전문성 수준과 상관
없이 모두 선택 권한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이는 다음 <표 IV-25>에 제시된 로그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서
도 알 수 있다.

정답인 경우에는 기본 학습활동이나 추천 학습활동 중 하나를 학습할 
수도 있고, 기본 학습활동을 학습할 수도 있고, 둘 다 학습할 수도 있다. 
이 중에서 60% 정도는 추천 학습활동을 학습했지만, 약 27%는 쉬운 학
습활동을, 약 13%는 두 학습활동 모두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학습활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답인 경
우에는 기본 학습활동만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로그 데
이터로는 선택 권한에 대한 요구를 확인할 수 없었다.

(5) 전문성 수준에 따른 학습활동 수행에 대한 학습자 반응
전문성 수준에 따른 학습활동 수행에 대한 단답형 설문은 쉬운 학습활

동과 추천 학습홛동이 각각 학업 성취와 학습 동기 유발 및 유지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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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수 평균 표준편차 CVI IRA
쉬운 학습활동에서 자세하고, 단계에 따른 설
명과 쉬운 문제, 모법답안을 제시한 것이 학
업 성취에 도움이 되었다.

20 2.90 0.45 17/20=.85 2/2=1

쉬운 학습활동에서 자세하고, 단계에 따른 설
명과 쉬운 문제, 모법답안을 제시한 것이 학
습 동기 유발 및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

20 3.05 0.39 19/20=.95

추천 학습활동에서 간단한 설명과 어려운 문
제 제시, 다른 학습자 문제풀이에 피드백 하
는 활동이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되었다.

20 3.10 0.55 18/20=.90 2/2=1

추천 학습활동에서 간단한 설명과 어려운 문
제 제시, 다른 학습자 문제풀이에 피드백 하
는 활동이 학습 동기 유발 및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

20 3.10 0.45 19/20=.95

전체 IRA 4/4=1
※ 4점 척도 사용(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표 IV-26> 전문성 수준에 따른 학습활동 수행에 대한 설문 결과

이 되는지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다음 <표 IV-26>은 전문성 
수준에 따른 학습활동 수행에 대한 학습자 반응을 제시한 것이다.

각 문항에 대한 학습자 대답의 평균은 2.9에서 3.1까지 분포되어 있으
며, 모든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 지수(CVI)와 평가자간 일치도(IRA)
가 1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은 본 이러닝 프로그램에 설계된 쉬
운 학습활동과 추천 학습활동이 학업 성취와 동기 유발 및 유지에 긍정
적인 효과를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사후테스트에 따른 보충활동 선택에 대한 학습자 반응
사후테스트에 따른 결과 확인 및 보충활동 선택과 관련된 학습자 반응

은 다음 <표 IV-27>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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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수 평균 표준편차 CVI IRA
사후테스트 후 예상 성취 수준, 사전테스트 
결과, 사후테스트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활동
이 학업 성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 3.05 0.51 18/20=.90 3/3=1

사후테스트 후 예상 성취 수준, 사전테스트 
결과, 사후테스트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활동
이 보충활동 여부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
다.

20 2.95 0.61 16/20=.80

보충활동 여부를 선택하는 활동이 이후 학습
과제를 학습,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 2.95 0.51 17/20=.85
※ 4점 척도 사용(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표 IV-27> 사후테스트에 따른 보충활동 선택에 대한 설문 결과

각 문항에 대한 학습자 대답의 평균은 2.90에서 3.05까지 분포되어 있
으며, 모든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 지수(CVI)와 평가자간 일치도
(IRA)가 1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사후 테스트 후에 예상 성취 수준, 
사전테스트 결과, 사후테스트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행동이 학업 성취를 
확인하고, 보충활동 여부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들이 보충활동 여부를 선택하는 활동이 이후 
학습과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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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절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설계전략, 전문성 수준에 적
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활동 중심 설
계의 가능성, 그리고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을 위한 학습객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최종 설계전략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최종 설계전략과 관련하여 전문성 수준에 따른 학
습자의 선택권과 이러닝 설계 대상 및 영역의 확장 측면에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성 수준에 따른 학습자의 선택권(통제권)과 관련한 설계전
략은 학습자에 따라 효과 또는 반응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는 학습자의 선택권과 관련된 선행연구(Shin et al., 1994; van Gog 
et al., 2005)를 통하여 상세지침 4.2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학습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전문성 수준 평가에 해당 상
세지침을 적용하여 오답인 학습주제에 대해서는 쉬운 학습활동만 학습하
도록 설계하였고, 정답인 학습주제에 대해서는 쉬운 학습활동과 추천 학
습활동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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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적용한 이러닝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습자 반응을 살펴본 
결과, 해당 학습자들은 정답이든 오답이든 상관없이 쉬운 학습활동과 추
천 학습활동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이러한 학습자 반응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Shin과 동료들
(1994)에서 사전지식 수준에 따라 선택권의 효과가 다르다는 결과와 상
반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의 대상 학습자가 대학교 2학년생이기 때문
인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전문성 수준에 따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 개발을 통
하여 이러닝 설계 대상 및 영역의 확장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 
V-1]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온 학습내용 중심 이러닝 설계
의 구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V-1] 학습내용 중심 이러닝 설계의 구성(Lim & Kim, 2011)

위의 [그림 V-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이러닝 설계는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닝 콘텐츠가 설계의 주요 대상
이 된다. 그리고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게시판, 채팅방, 일정관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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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도구는 학습 순서에 맞게 설계되지 않고, 학습관리시스템 상
에 이미 개발되어 있으며, 운영 시에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러므로 학습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습도구는 설계의 대상
이라기보다는 지원자에 따라 사용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운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
러닝 설계전략은 설계 대상을 이러닝 콘텐츠에 국한하지 않는다. 다음 
[그림 V-2]는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을 위한 
설계전략에 대한 개념적 설계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V-2]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개념적 설계모형

위의 설계모형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설계, 개발된 적응적 
학습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는 1) 학습활동 설계 중에서 학습목표, 전문
성 수준 평가, 주요 학습활동 구성 중 일부와 학습 결과, 2) 학습자원 
설계 중에서 학습자료와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학습도구 일부, 그리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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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설계에서는 시스템에 의한 도움 및 피드백과 학습관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는 학습자가 수행하는 학습활동 설계, 시스템뿐만 아니라 교수자의 
지원활동까지 포함하는 학습지원 설계, 그리고 학습활동 설계와 학습지
원 설계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자원 설계를 모두 포함한
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운영 
단계에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졌던 학습활동을 설계 단계에 포함시킴으로
써 이러닝 설계의 영역이 콘텐츠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운영으로까지 확
대된다는 점(임철일, 2012; IMS LD, 2003; Koper, 2005; Oliver & 
Herrington, 2001)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에 대한 이
론적 논의

지금까지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학습활동의 
유형 및 구성(임정훈 외, 2008; Bonk & Zhang, 2008; Horton, 2011; 
Watkinson, 2005),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을 위한 설계모형이자 개발 언
어인 IMS LD(IMS LD, 2003; Koper & Olivier, 2004)와 IMS LD 기
반 이러닝 설계 및 개발(임철일 외, 2010; Lim & Kim, 2012; Sloep, 
Hummel, & Manderveld, 2005; Westera, Brouns, Pannekeet, Janssen, 
& Manderveld, 2005)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지속
적이고, 확산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 제시된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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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전략의 개발 과정 및 결과를 통하여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가 수행하
는 학습활동 중심 설계를 위한 이론적 토대로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들 수 있다. 활동이론은 러시아 심리학자 비고츠키
(Vygotsky)와 연구를 같이 수행한 레온테프(Leont’ev)가 제안한 이론으
로, 인간의 심리발달 측면에서 활동과 인식의 관계 및 특성을 밝힌 이론
이다. 활동이론은 1920-30년대 러시아에서 대두된 문화-역사 심리학
(cultural-historical psychology)과 이에 기초한 비고츠키의 심리발달이
론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 내부 인식과 외부 활동의 통합과 함께 사회ㆍ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Kaptelinin & Nardi, 2006; Nardi, 
1996).

인간의 활동과 의식의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강조한 활동이
론은 이후 핀란드의 엥거스트롬(Engerström)에 의하여 활동체제
(activity systems)로 확장되었다. 활동체제는 [그림 V-3]에 제시된 여
섯 개의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성
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Engerström, 1987, 1990).

[그림 V-3] 활동체제(Engerström, 1987, p. 74를 내용에 맞게 수정)

위의 그림에서 주체는 활동체제에 참여자로서 개인을 포함하는 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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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활동이론 및 활동체제의 구성요소이론적 구성요소 영역
분석 대상 학습과제 객체

전문성 수준 주체
물리적 학습환경 객체

학습활동 설계 학습목표 객체
전문성 수준 평가 객체
주요 학습활동 구성 객체, 노동의 분업
학습결과 성과

학습자원 설계 학습자료 도구
학습도구 도구

학습지원 설계 도움 및 피드백 공동체
학습관리 규칙

설계 요소의 구성 학습객체 -
계열화 -

<표 V-1> 본 연구의 이론적 구성요소와 관련된 활동이론 및 활동체제의 구성요소

의미한다. 객체는 주체가 활동을 수행하는 대상으로, 활동의 대상은 도
구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활동의 성과로 나타나게 된다. 규칙은 집단 구
성원의 행동과 상호작용에 대한 일련의 규칙을, 공동체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주체와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상위 집단을 뜻한다. 그리고 노동
의 분업은 성과를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을 의미한다.

이상의 활동이론과 활동체제가 본 연구와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어떠
한 논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
러닝의 이론적 구성요소에 따른 영역은 위에서 언급한 활동이론 및 활동
체제에 기반을 둔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표 V-1>은 본 연구에서 개
발한 이론적 구성요소에 따른 영역과 관련되는 활동이론 및 활동체제의 
구성요소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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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문성 수
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의 이론적 구성요소에 따른 영역은 
활동이론 및 활동체제의 구성요소와 일대일로 연결되지 않고, 유목화에 
있어서도 일정한 형태나 규칙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닝 설계의 
고유한 특성에 해당하는 ‘설계 요소의 구성’을 제외한 ‘학습활동 설계’, 
‘학습자원 설계’, 그리고 ‘학습지원 설계’에 따른 영역은 활동이론 및 활
동체제의 구성요소와 모두 연결된다는 점에서 활동이론 및 활동체제에 
기반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습자의 전문성 수준은 주체에, 물리적 
학습환경, 학습과제, 학습목표, 전문성 수준 평가, 주요 학습활동 구성은 
객체에 해당한다. 학습자원 설계에 포함되는 학습자료와 학습도구는 도
구에, 학습결과는 성과에, 그리고 주요 학습활동 구성, 도움 및 피드백, 
학습관리는 각각 노동의 분업, 공동체, 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활동이론에서 언급하는 활동의 특징 중 ‘발전’과 ‘활동 위계 구
조’는 본 연구의 주제인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발전은 주체가 객체인 환경에 적응하는 것
이 아니라 환경이 주체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습환경이 학
습자에게 적응해야 한다는 적응적 학습의 개념과 연관될 수 있다. 그리
고 주체와 객체에 따라 활동, 행동, 동작으로 구성된 활동 위계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은 주체인 학습자의 특성, 즉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전
문성 수준에 따라 활동 위계 구조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학습자에게 적
합한 학습활동 또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음 [그
림 V-4]는 활동이론에서의 활동 위계 구조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전문
성 수준에 따라 다른 동작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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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4] 전문성 수준에 따른 동작(자동화 영역)의 비교

위의 그림에서 왼쪽 상자는 학습, 경험 등에 의하여 자동화된 동작이 
적은, 즉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의 활동 위계 구조를, 오른쪽 상자
는 자동화된 동작이 많은, 즉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의 활동 위계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 때, 두 유형의 학습자에게 ①에 해당하는 학
습활동[행동]을 수행하도록 하면,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자동화
된 동작을 바탕으로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반면에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
습자는 이미 자동화된 동작이기 때문에 해당 학습활동에 흥미를 갖지 않
거나 불편해 하는 ‘전문성 역전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반대로, 두 유형
의 학습자에게 ②에 해당하는 학습활동[행동]을 수행하도록 하면, 전문
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자동화된 동작을 바탕으로 학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지만,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아직 자동화되지 않은 하위 행
동보다 상위의 행동인 ②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활동 
위계 구조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준다.

셋째, 인지부하 측면에서 논의되었던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을 
근접 발달 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림 V-4]에서 전문성 수준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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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②에 해당하는 상위 학습활동[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①에 
해당하는 하위 학습활동[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가 ②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②에 근접한 ①의 영역만큼 발달해야 한다. 즉, 전문성 수준에 
따른 학습활동 및 학습자료의 적응적 제시는 인지부하 측면뿐만 아니라 
비고츠키가 주장한 근접 발달 영역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학습의 
효율성 측면에서 전문성 역전 효과를 설명하고, 전문성 수준의 차이를 
근접 발달 영역의 차이로 설명한 Schnotz(2010)의 연구와 상통한다.

3)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활동 중심 설계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활동 중심 설계의 가능성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이러닝 설계 대상 및 영역의 확장(임철일, 2012; IMS LD, 
2003; Oliver & Herrington, 2001)에 있다. 이와 함께 이러닝 환경에서
의 적응성 확장과 학습활동 중심 설계가 특히 이러닝 환경에서 수행되어
야 하는 당위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활동 중심 설계에 대한 가능성은 앞서 언
급한 이러닝 설계 영역의 확장뿐만 아니라 적응적 학습에서의 적응성 확
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은 시
스템 개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응성은 대부분 시스템
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이러닝 환경에서 지능
적 교수 시스템과 적응적 하이퍼미디어 시스템과 같은 기술적인 기법을 
잘 구현하여 학습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적응성을 확보하면 
효과적인 적응적 학습이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2000년
대 중반 이후 Web 2.0과 협력학습의 영향에 따라 등장한 ‘적응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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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학습자와 학습자 집단에 적응적인 학습도구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스템뿐만 아니라 교수자,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른 적응성 역
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Jermann et al., 2001). 본 연구에서도 
최종 설계전략을 통하여 학습자료 및 학습도구가 포함되는 학습자원 설
계를 활용함으로써, 시스템뿐만 아니라 교수자, 그리고 학습자 간에 이
루어지는 상호작용에 따른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학습활동 중심 설계가 일반적인 교수설계 또는 면대면 학습
환경보다 이러닝 환경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러닝 환경은 면대면 학습에 비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환경
을 제공할 수 있다. 학습환경이 더 이상 강의실에 국한되지 않고, 교수
학습과정에서 교수자는 물론 학습자도 자유로운 지식의 생산이 가능해지
는 상황에서 ‘교수(instruction)’에 대한 논의보다 ‘학습’과 ‘학습환경’에 
대한 논의가 확장될 수밖에 없다(임철일 외, 2009). 그러므로 면대면 학
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러닝 환경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학습활
동 중심의 이러닝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닝 환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면대면 
수업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동일한 시·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교수
자가 학습자와 수업 상황에 따라 설계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수정하여 수
업을 실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극단적으로 학습활동 중심으
로 교수설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교수자의 역량에 따라 학
습활동 중심의 수업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닝 환경에서는 교수자 
또는 운영자의 활동보다는 설계, 개발된 이러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
영되고, 이미 설계, 개발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수정하기 어렵다. 그러므
로 이러닝 환경에서는 학습이 일어나기 이전에 다양한 학습자의 학습활
동을 고려하여 프로그램과 학습관리체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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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을 위한 학습객체에 대한 논의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은 설계에 드는 노력과 개발에 드는 노
력 간의 차이가 크다. 즉,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을 정교하게 
설계할수록 이를 구현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학습객체 활용을 통한 설계와 개발의 연결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
계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이러닝 프로그램을 설계, 개발하는 과
정에서 주요 학습활동 구성에 학습객체를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
의 결과를 통하여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에서 학습객체가 왜 필
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먼저, 적응적 이러닝에서 학습객체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언급되어 왔다(Mustaro & Silveira, 2006). 첫째,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을 통한 학습자 특성의 적응을 들 수 있다(Arapi, 
Moumoutzis, & Christodoulakis, 2003; Brusilovsky, 2004). 상호운용
성은 어떠한 기술적인 시스템에서도 호환되는 특성으로, 표준의 측면에
서 강조된다.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표준에 바탕으로 둔 학습객체는 어
떠한 시스템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재사용성(reusability)을 통한 
학습자 특성의 적응을 들 수 있다(Bodendorf, Schertler, & Cohen, 
2005). 기본적으로 재사용성은 학습객체의 분절성에 기반을 둔다. 즉, 
레고 블록과 같이 조각 형태의 학습객체를 재사용하여 조합함으로써 다
양한 학습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다는 논리를 따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호운용성과 재사용성에 근거한 학습객체의 필요성은 이러닝 환경에서
의 적응적 학습뿐만 아니라 이러닝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러
므로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에 특별히 학습객체를 적용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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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개발해야 하는 이유로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의 프로

토타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
적 학습을 학습객체 형태로 설계, 개발해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를 도출
하였다.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이러닝 프
로그램에 비하여 설계 및 개발해야 하는 문서의 양과 조합에 드는 비용
이 많다. 예컨대, 네 가지의 학습주제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문서를 만
든다고 할 때, 일반적인 이러닝에서는 네 개의 문서를 만들면 된다. 하
지만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에서는 학습자 특성의 가짓수 배만
큼의 문서를 설계, 개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이러닝 프로그램에서 전문성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계, 개발한 다섯 가
지의 주요 학습활동을 나타낸 <표 V-2>와 학습객체를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문서의 양과 조합에 드는 비용을 비교한 
<표 V-3>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명제와 
진리값(A)

합성명제와 
진리표(B) 논리연산자(C) 증명(D) 적용하기(E)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1) A1 B1 C1 D1 E1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2) A2 B2 C2 D2 E2

<표 V-2> 이러닝 프로그램에 설계된 전문성 수준에 따른 주요 학습활동의 구성

학습객체를 사용 학습객체를 사용하지 않음
문서

(주제 당 문서: 1개)
10개 160개

(32가지 유형*5주제)
(문서 당 원본과 31개 사본 필요)

조합
(프로그래밍 조건/링크 설정)

10개/0개 32개/최소 128개

<표 V-3> 학습객체 사용 여부에 따른 적응적 이러닝의 개발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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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문성 수준이 낮고 높음에 따른 두 가지
의 학습자 특성과 다섯 가지의 학습활동을 설계하는 경우, 학습객체를 
사용하면 10개의 문서와 학습자 특성에 따른 10개의 프로그래밍 조건을 
개발하면 된다. 즉, 그림에 제시된 A1에서 E2까지 10개의 요소를 개발
하고, 학습활동 A에 대하여 학습자 특성이 1인 경우부터 학습활동 E에 
대하여 학습자 특성이 2인 조건, 총 열 두 개의 조건에 대하여 프로그래
밍하면 된다. 또한, 문서 간에 링크를 걸지 않으므로, 링크 설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학습객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습활동과 학습자 특성에 
따라 조합이 가능한 ‘A1 - B1 - C1 - D1 - E1’부터 ‘A2 - B2 - 
C2 - D2 - E2’까지의 총 32가지 유형을 개발해야 하며, 각 유형마다 
다섯 개의 학습활동이 개발되어야 하므로 총 160개의 문서가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 특성에 따른 프로그래밍 조건은 32개가 필요하고, 문서 간 
링크는 32가지 유형 각각에 대하여 다섯 개의 학습활동 간의 최소 링크 
수인 4개를 설정해야 하므로 총 128개의 링크 설정이 필요하다. 즉, 학
습객체를 사용하게 되면 콘텐츠에 대한 문서와 학습 순서에 관한 조합이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적응적 이러닝을 설계, 
개발할 수 있다.

위의 <표 V-3>은 주요 학습활동에 한정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
된 이러닝 프로그램의 주요 학습활동 이외의 학습활동까지도 학습객체를 
고려하여 설계, 개발하면 그에 따른 학습객체의 효과는 증가하게 된다. 
즉, 초기시가 아닌 15차시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 여러 과목에 학습객
체를 적용하지 않고 적응적 이러닝을 설계, 개발하는 것은 실제로 구현
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러닝 환경
에서의 적응적 학습이 설계 수준에서 그치거나, 샘플 수준으로 개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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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사실이다(최숙영, 2002). 그러므로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에 
있어 학습객체와 관련 표준에 대한 논의는 개발 측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설계를 포함한 연구 전반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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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본 연구는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이러닝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습자 반응을 살펴보
았다. 연구 결과와 논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은 현장 
적용과 다양한 형태의 전문가 타당화를 반영하여 개발하였으므로, 실제
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프로
그램 및 지원체제를 설계할 수 있는 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은 학습
자 특성으로 인지적 학습에 효과적인 전문성 수준을 선택하여, 그에 적
응적인 학습활동과 학습자료를 제공하도록 설계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
므로 본 설계전략을 활용하여 설계, 개발된 이러닝 프로그램은 인지적 
학습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일차방정식과 같은 간
단한 문제가 아닌 알고리즘 수준의 학습과제에 대한 설계 및 개발을 시
도함으로써 본 설계전략은 초ㆍ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수준의 학
습과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은 설계
를 위한 이론적 구성요소에 따라 구조화하여 실제 설계의 내용 및 과정
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설계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시를 포함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념적 수준에서의 설계전략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설계 과정을 지원하는 설계전략이다.

넷째,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은 이러
닝 환경에서 학습활동 중심의 적응적 학습을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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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및 절차를 제공하므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수학 관련 절차학습 이
외의 언어학습, 개념학습 등과 같은 다른 유형의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
활동 중심의 이러닝 프로그램 및 지원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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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성 수준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
성 역전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전문성 수준을 높음과 낮음으
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최종 설계전략이 적용된 이러닝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 반응을 통하여 수준과 난이도를 좀 더 다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전문성 수준을 세 수준 
이상으로 구분하거나, 같은 수준에서도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학
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개발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설계전략의 적용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K대학교 교육학과 2학
년생 일부에 대한 자료에 기반을 둔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러닝 
프로그램을 다른 성인 학습자에게 적용할 경우,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른 
학습자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계
전략을 적용하여 성인 학습자가 아닌 초등학생 등 다른 학습자를 대상으
로 하는 이러닝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면 본 연구와는 다른 연구결과
가 도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이러닝 프로그램을 다
양한 성인 학습자에게 적용하는 추가 연구와 함께 설계전략을 성인 학습
자가 아닌 다른 학습자에게 적용하는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설계전략을 적용하여 개발된 이러닝 프로그램은 기존의 연구에 
비하여 그 수준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수학과 관련된 절차학습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계전략을 언어 학습 등 다
른 영역의 학습과제에 적용하고, 그에 대한 학습자 반응 및 효과를 살펴



- 163 -

보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설계전략을 수정, 보완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이러닝 프로그램은 채팅방 등 일부 
웹 기반 학습도구를 적용하였지만, 개발 및 상황의 한계로 인하여 부득
이하게 모든 학습자들이 한 공간에서 개별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학
습하였다. 또한, 협력 학습활동 중 학습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한 교수자
가 직접 피드백할 수 있도록 설계, 개발되었지만, 실험 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제로 교수자가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실험 상
황이 아닌 실제 이러닝 프로그램을 학습하는 상황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
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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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초기 설계전략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위한 연구도구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 청사진(Design Blueprint) 개발 안내

I. 분석: 개발의 배경, 맥락에 관한 일반적 기술 (2쪽 이내)
: [그림 2]의 분석 단계에 속하는 세 가지 요소에 해당

1. 프로그램의 제목
• 프로그램 또는 주제에 대한 배경 및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도 됨

2. 대상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기술
• 대상 학습자의 학력, 현재 교육 상황
• 어떠한 점에 근거하여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

러닝 설계’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설명
• 학습자의 사전지식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고, 어떻게 설계에 반

영하였는지 설명
• 기타 관련된 내용 기술

3. 학습 대상에 대한 기술
•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과제, 학습 구조 진술
• 기타 관련된 내용 기술

4. 물리적 학습환경에 대한 기술
• 기본적으로 100% 이러닝 환경을 전제
• 어떠한 학습매체(PC, 노트북, 패드, 스마트폰, 또는 둘 이상의 혼

합)와 학습상황을 전제하고 있는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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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설계: 설계의 요소 (6쪽 정도)

1. ‘주요 설계 대상(학습활동, 학습자료)’과 그에 대한 ‘설계 수준’ 및 
‘요소의 구성’ 설계
• 전체적인 학습 절차 설계
• 특정한 교수-학습 이론 및 모형을 적용한 경우, 해당 교수-학습 

이론 및 모형이 무엇인지 밝히고, 학습 절차와의 관계를 기술(교
수- 학습 이론 및 모형 자체에 대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도 됨)

• 각 학습 절차에 따른 주요 설계 대상 기술
• 주요 설계 대상에 속하는 설계원리 및 전략 중 무엇을, 어떻게, 

왜 적용하였는지 설명
- 적용한 설계원리 및 전략의 설계 수준(시스템 지원, 학습도

구, 지원활동)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선택한 수준을 기술하
고 왜 선택하였는지 설명

- 적용한 설계원리 및 전략이 요소의 구성 중 ‘계열화’ 또는 ‘통
제 및 접근’과 관련된 경우,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설명

2. 구현
• 대표화면 사례 혹은 스토리보드 제시
• 필요 시 첨부 형태로 대표화면, 스토리보드, 그림, 배경, 설명문을 

포함할 수 있음

3. 목표 달성 여부 평가 방식에 대한 기술

III. 이론 반영 설계의 논리 (2-3쪽 정도)

1. 반영된 전략을 요약하고, 해당 전략이 어떻게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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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과정, 설계전략 등에 대하여 성찰하면서 새롭게 배운 점, 좋은 
점, 어려운 점, 수정이 필요한 점, 그리고 새로운 연구를 통하여 확
인되어야 할 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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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응답
4 3 2 1

선행연구
문헌 탐색의 

적절성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학습활동 중심 이
러닝,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적 학습, 그리고 
전문성 수준에 따른 이러닝과 관련된 적절한 문
헌을 탐색하였는가?

□ □ □ □

선행연구 
검토 결과 
요약 및 
해석의 
적절성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응
적 학습, 그리고 전문성 수준에 따른 이러닝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
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요약, 해석되었는가?

□ □ □ □

용어의
대표성

∙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
응적 학습, 그리고 전문성 수준에 따른 이러
닝의 구성요소를 지칭하는 용어가 해당 설계
전략 및 지침을 대표하는가?

∙ 이론적 구성요소를 개발하기 위하여 도출한 
세 가지 분류 기준(분석 대상, 설계 대상, 설
계 대상의 구성)은 해당 이론적 구성요소를 
대표하는가?

□ □ □ □

선행연구 
검토 결과 

반영의 
적합성

선행연구 검토 결과가 초기 설계전략에 적합하
게 반영되었는가? □ □ □ □

조직화의 
논리성

∙ 학습활동 중심 이러닝, 이러닝 환경에서의 적
응적 학습, 그리고 전문성 수준에 따른 이러
닝에 대한 설계전략 및 지침이 해당 이론적 
구성요소에 논리적으로 분류되어 있는가?

∙ 초기 설계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1) 이론
적 구성요소를 세 가지 분류 기준(분석 대상, 
설계 대상, 설계 대상의 구성)과 단계(분석, 
설계, 개발)에 따라 정리하고, 2) 이론적 구
성요소를 기준으로 관련 설계전략 및 지침을 
위계에 따라 정리하는 활동이 논리적으로 수
행되었는가?

□ □ □ □

[부록 2] 초기 설계전략과 수정된 설계전략에 대한 전문가 검토 설문지

∙ 초기 설계전략의 개발과정에 대한 타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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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응답
4 3 2 1

[초기 설계모형 및 전략의 개발과정에 대한 기타 의견]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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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응답
4 3 2 1

타당성 해당 설계전략은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
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에 필요한 원칙과 
활동을 잘 제시하고 있다.

□ □ □ □
이해성 해당 설계전략은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

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를 위한 원칙을 이
해하기 쉽게 표현하였다.

□ □ □ □
설명력 해당 설계전략은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

습활동 중심 이러닝 설계에 필요한 전략 및 
지침을 잘 설명하고 있다.

□ □ □ □
유용성 해당 설계전략은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

습활동 중심 이러닝을 설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 □ □
보편성 초보가 아닌 이러닝 설계자가 해당 설계전략

을 이용하여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활
동 중심 이러닝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 □ □ □
모형-
이론적 

구성요소 
연결의 타당성

모형과 이론적 구성요소의 연결이 타당하다. □ □ □ □

이론적 
구성요소-
설계전략

연결의 타당성

이론적 구성요소와 설계전략의 연결이 타당
하다. □ □ □ □

설계전략-
상세지침

연결의 타당성
설계전략과 상세지침의 연결이 타당하다. □ □ □ □

[수정된 설계전략 전반에 대한 기타 의견]

∙ 수정된 설계전략 전반에 대한 타당화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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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수정된 설계전략에 대한 전문가 사용성 평가 설문지

설계전략 및 지침 4 3 2 1
설계전략 및 지침은 모형에 따라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이러닝 프
로그램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된다.
각 단계별로 사용할 설계전략 및 지침이 명확하다.
지침과 함께 제시된 예시가 도움이 된다.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 초보설계자와 전문설계자가 본 설계전략을 활용하여 이러닝 프로그램
을 설계할 때,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설계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린 설계전략/지침 또는 설계활동은 
무엇입니까?

∙ 현재의 설계전략에 더 추가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 본 설계전략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  본 설계전략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  현재의 설계전략에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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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반영사항 근거
상세지침 

삭제
설계전략 1에 대한 상세지침 삭제
(초보자에게는 설계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전문가는 설계된 
학습목표 이외의 학습목표를 선택 또는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
하라.)

프로토타입 
개발

설계전략 1에 대한 상세지침 삭제
(학습목표를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교수자가 학습자의 전
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목표를 선택 또는 설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프로토타입 
개발

상세지침 
추가

설계전략 1에 대한 상세지침 추가
(1.2. 전문성 수준에 따라 다른 학습과제를 제공하는 경우, 해
당 학습과제를 동일한 학습목표로 설명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
성 수준에 따라 별도의 학습목표를 제공하라.)

사용성 평가

설계전략 2에 대한 상세지침 추가
(2.2. 전문성 수준에 대한 단계와 기준을 설정하라.)

사용성 평가
설계전략 4에 대한 상세지침 추가
(4.3. 학습목표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는 경우, 이미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학습목표와 실제 성취한 학습목표를 비교할 수 있도
록 자기 평가와 전문성 수준 평가 결과를 함께 제시하라.)

프로토타입 
개발

설계전략 5에 대한 상세지침 추가
(5.2. 전문성 수준에 따라 다른 학습과제 또는 학습활동을 제공
하는 경우, 전문성 수준별로 팀을 구성하라.

사용성 평가

설계전략 5에 대한 상세지침 추가
(5.3. 동료학습을 수행하는 경우, 전문성 수준이 다양한 학습자
들을 한 팀으로 구성하라.)

사용성 평가

설계전략 6에 대한 상세지침 추가
(6.4. 동료학습의 경우, 전문가는 초보자의 동료교사 역할을 수
행하고, 초보자는 전문가의 학습활동을 참고할 수 있도록 설계
하라.)

프로토타입 
개발

설계전략 11에 대한 상세지침 추가
(11.2. 학습에 따른 전문성 수준 향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
습에 따른 평가 결과와 전문성 수준 평가 결과를 함께 제시하
라.)

프로토타입 
개발

설계전략 11에 대한 상세지침 추가
(11.3. 학습 결과에 적응적으로 보충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프로토타입 
개발

설계전략 14에 대한 상세지침 추가 사용성 평가

[부록 4] 초기 설계전략에 대한 사용성 평가와 프로토타입 개발에 따라 
수정된 설계전략에 반영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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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반영사항 근거
(14.4. 전문성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목표 또는 학습과제
를 다르게 제시하는 경우, 전문성 수준 평가를 학습목표 또는 
학습과제의 앞에 제시하라.)

상세지침 
수정

설계전략 3에 대한 상세지침 수정
(3.4. 학습목표에 시간 관련 조건이 포함된 경우, 문항 당 응답
시간을 제한하라.)

프로토타입 
개발

상세지침
에 대한 

예시 추가
상세지침 1.2에 대한 예시 추가

초보자 전문가
ㆍ식물의 뿌리, 줄기, 잎, 열매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ㆍ뿌리, 줄기, 잎, 열매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ㆍ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설명할 수 있다.ㆍ광합성 결과 생긴 양분의 전환 및 이동을 설명할 수 있다.

ㆍ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설명할 수 있다.ㆍ광합성 결과 생긴 양분의 전환 및 이동을 설명할 수 있다.ㆍ광합성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ㆍ광합성의 암반응과 명반응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사용성 평가

상세지침 2.2에 대한 예시 추가

학습내용 전문성 수준 사전테스트 정답 개수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상중하
10-76-43-0

학습의내적 조건
상중하

10-76-43-0
학습의외적 조건

상중하
10-76-43-0

사용성 평가

상세지침 2.3에 대한 예시 추가
(예. 총 4단계 문제풀이에서 첫 번째로 대답한 답안이 3번째 
단계이고 정답이면 1, 2번째 단계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프로토타입 
개발

상세지침 3.4에 대한 예시 추가
(예. 1분 내 일차방정식 문제 3개를 풀 수 있다.)

프로토타입 
개발

상세지침 4.3에 대한 예시 추가 프로토타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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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반영사항 근거

상세지침 12.4에 대한 예시 추가
(예. 학습을 시작한 지 3일이 지나도 학습을 완료하지 않은 학
습자에게 학습 완료와 관련된 공지 메일을 자동으로 보내도록 
설계한다.)

프로토타입 
개발

상세지침
구분

모든 상세지침을 ‘기본’ 상세지침과 ‘상황 맥락적’ 상세지침으로 
구분

프로토타입 
개발

기본 상세지침과 상황 맥락적 상세지침 순으로 재배열 프로토타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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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구성요소

설계전략 및 
지침

전문가 평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A B C D

학습목표
설계전략 1 3 4 4 4 3.75 0.50 4/4=1

3/3=1상세지침 1.1 4 4 3 3 3.50 0.58 4/4=1
1.2 4 4 4 3 3.75 0.50 4/4=1

전문성 
수준 
평가

설계전략 2 4 4 4 4 4.00 0.00 4/4=1
4/4=1상세지침 2.1 4 4 4 4 4.00 0.00 4/4=1

2.2 4 4 4 4 4.00 0.00 4/4=1
2.3 3 4 4 3 3.50 0.58 4/4=1

설계전략 3 4 4 3 4 3.75 0.50 4/4=1 4/5=.8
(수정된 

IRA 
4/4=1)

상세지침 3.1 4 4 3 3 3.50 0.58 4/4=1
3.2 4 4 3 3 3.50 0.58 4/4=1
3.3 4 4 4 3 3.75 0.50 4/4=1
3.4 4 4 2 3 3.25 0.96 3/4=.75

설계전략 4 4 4 4 4 4.00 0.00 4/4=1
4/4=1상세지침 4.1 4 4 4 3 3.75 0.50 4/4=1

4.2 4 4 4 4 4.00 0.00 4/4=1
4.3 4 4 4 3 3.75 0.50 4/4=1

팀 구성
설계전략 5 4 4 4 4 4.00 0.00 4/4=1

수정된 IRA
3/3=1

상세지침 5.1 2 4 2 2 2.50 1.00 1/4=.25
5.2 4 4 2 3 3.25 0.96 3/4=.75
5.3 4 4 4 3 3.75 0.50 4/4=1
5.4 4 4 4 3 3.75 0.50 4/4=1

학습활동 
구성

설계전략 6 4 4 4 4 4.00 0.00 4/4=1
수정된 IRA

4/4=1
상세지침 6.1 4 4 2 4 3.50 1.00 3/4=.75

6.2 4 3 4 3 3.50 0.58 4/4=1
6.3 4 4 4 3 3.75 0.50 4/4=1
6.4 4 4 4 3 3.75 0.50 4/4=1
6.5 2 3 2 2 2.25 0.50 1/4=.25

설계전략 7 4 4 4 4 4.00 0.00 4/4=1
4/4=1상세지침 7.1 4 4 3 3 3.50 0.58 4/4=1

7.2 4 4 3 4 3.75 0.50 4/4=1
7.3 4 4 3 3 3.50 0.58 4/4=1

학습자료

설계전략 8 4 4 4 4 4.00 0.00 4/4=1
수정된 IRA

6/6=1
상세지침 8.1 4 4 4 3 3.75 0.50 4/4=1

8.2 2 4 2 2 2.50 1.00 1/4=.25
8.3 2 3 2 2 2.25 0.50 1/4=.25
8.4 4 4 4 3 3.75 0.50 4/4=1
8.5 1 4 2 2 2.25 1.26 1/4=.25

[부록 5] 수정된 설계전략에 따른 일반 설계전략과 상세지침별 전문가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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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구성요소

설계전략 및 
지침

전문가 평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A B C D

8.6 4 4 3 3 3.50 0.58 4/4=1
8.7 4 4 3 3 3.50 0.58 4/4=1
8.8 2 2 2 2 2.00 0.00 0/4=.00
8.9 4 4 4 3 3.75 0.50 4/4=1

학습도구
설계전략 9 4 4 4 4 4.00 0.00 4/4=1

5/5=1
상세지침 9.1 4 4 3 3 3.50 0.58 4/4=1

9.2 4 4 3 3 3.50 0.58 4/4=1
9.3 4 3 4 4 3.75 0.50 4/4=1
9.4 3 4 4 3 3.50 0.58 4/4=1

도움 및 
피드백

설계전략 10 4 4 4 4 4.00 0.00 4/4=1
수정된 IRA

3/3=1
상세지침 10.1 4 4 2 3 3.25 0.96 3/4=.75

10.2 4 4 4 3 3.75 0.50 4/4=1
10.3 4 3 4 3 3.50 0.58 4/4=1

학습결과
설계전략 11 3 4 4 3 3.50 0.58 4/4=1

5/5=1
상세지침 11.1 4 4 4 3 3.75 0.50 4/4=1

11.2 3 4 4 3 3.50 0.58 4/4=1
11.3 4 4 4 3 3.75 0.50 4/4=1
11.4 4 4 4 3 3.75 0.50 4/4=1

학습관리
설계전략 12 4 4 4 4 4.00 0.00 4/4=1 4/5=.8

(수정된 
IRA 

4/4=1)

상세지침 12.1 3 4 4 3 3.50 0.58 4/4=1
12.2 4 4 4 4 4.00 0.00 4/4=1
12.3 2 4 1 3 2.50 1.29 2/4=.50
12.4 4 4 3 4 3.75 0.50 4/4=1

학습객체
설계전략 13 4 4 4 4 4.00 0.00 4/4=1

3/3=1상세지침 13.1 4 4 3 3 3.50 0.58 4/4=1
13.2 4 3 4 3 3.50 0.58 4/4=1

계열화
설계전략 14 3 4 4 4 3.75 0.50 4/4=1 4/5=.8

(수정된 
IRA 

4/4=1)

상세지침 14.1 4 4 3 3 3.50 0.58 4/4=1
14.2 4 4 3 3 3.50 0.58 4/4=1
14.3 4 4 1 3 3.00 1.41 3/4=.75
14.4 4 3 4 3 3.50 0.58 4/4=1

전체 IRA 12/68=.82
※ 4점 척도 사용(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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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반영사항 관련 내용
상세지침 

삭제
3.4 삭제 학습목표에 시간 관련 조건이 포함된 경우(예. 1분 내 일차방정식 문

제 3개를 풀 수 있다.), 문항 당 응답시간을 제한하라.
5.1 삭제 한 팀은 5~7명으로 구성하라.
8.2 삭제 초보자에게는 지식맵 또는 구조화된 문서를, 전문가에게는 키워드 목

록을 제시하라.
8.3 삭제 초보자에게 상호작용성이 낮은 형태(예. 시간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

시)로 제시하라.
8.5 삭제 두 개의 그림을 함께 제시할 경우, 초보자에게는 가까이, 전문가에게는 

멀리 제시하라.
8.8 삭제 번역(고어, 외국어. 예. 셰익스피어 극본)이 필요한 읽기 학습의 경우, 

초보자에게는 원문과 함께 번역문을 제시하고, 전문가에게는 제시하지 
말라.

10.1 삭제 초보자에게는 피드백과 도움을, 전문가에게는 피드백만 제공하라.
12.3 삭제 관리자가 Help desk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14.3 삭제 교수자가 학습자료, 도움 및 피드백을 추가로 제공할 경우, 학습자의 

학습 순서에 맞게 제시되도록 설계하라.
설계전략
재구조화
에 따른 

수정

설계전략 
5에 대한 
상세지침

수정

5.1. 학습목표를 고려하여 개별 학습활동과 협력 학습활동을 설계하라.
5.2. 각 학습활동별로 학습활동 설명, 주요 학습자료, 주요 학습도구, 

연습문제, 피드백과 같은 주요 요소를 설계하라.
5.3. 각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충 학습자료, 보충 연습문제, 보

조 학습도구, 추가 피드백, 안내와 같은 보조 요소를 설계하라.
5.4. 학습활동별로 주요 요소와 그에 따른 보조 요소를 함께 제시하라.

설계전략 
6에 대한 
상세지침 

수정

6.1.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내용을 학습하고, 전문성 수준이 높
은 학습자는 내용을 회상하는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
라.

6.2.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미완성 예제,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문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설계전략 
7에 대한 
상세지침 

수정

7.1. 협력 학습활동의 내용에 따라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팀을 구성
하라.

7.2. 교수자 또는 팀 내 학습자 간 논의를 통하여 각 학습자의 역할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7.3. 학습자의 전문성 수준과 역할에 적합한 학습활동을 설계하라.
표현 
수정

전체적인 
용어 수정

전문가는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로, 초보자는 ‘전문성 수준이 낮
은 학습자’로 수정

[부록 6] 수정된 설계전략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상세
지침에 반영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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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반영사항 관련 내용
설계전략 
1 관련 

지침 수정
1.1. 학습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학습목표를 설계하라.
1.2. 전문성 수준에 따라 학습과제가 다른 경우, 모든 학습과제를 동일

한 학습목표로 해결할 수 없으면 학습과제마다 다른 학습목표를 
설계하라.

설계전략 
3 관련 

지침 수정
3.2. 학습자의 전문성 수준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평가 문항의 답

안에 ‘모르겠음’을 포함시켜 설계하라.
3.3. 학습과제를 구성하는 학습목표[학습내용] 간에 연관이 있는 경우, 

일정 단위의 학습목표[학습내용]를 마칠 때마다 전문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설계전략 
4 관련 

지침 수정
4.2. 전문성이 낮은 학습목표에 대해서는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전문성

이 높은 학습목표에 대해서는 학습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
하라.

설계전략 
5 관련 

지침 수정
5.1. 학습목표를 고려하여 개별 학습활동과 협력 학습활동을 설계하라.
5.2. 각 학습활동별로 학습활동 설명, 주요 학습자료, 주요 학습도구, 

연습문제, 피드백과 같은 주요 요소를 설계하라.
5.3. 각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충 학습자료, 보충 연습문제, 보

조 학습도구, 추가 피드백, 안내와 같은 보조 요소를 설계하라.
5.4. 학습활동별로 주요 요소와 그에 따른 보조 요소를 함께 제시하라.

설계전략 
6 관련 

지침 수정
6.1.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내용을 학습하고, 전문성 수준이 높

은 학습자는 내용을 회상하는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
라.

6.2.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미완성 예제,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문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설계전략 
8 관련 

지침 수정
8.2. 학습 전에 수행한 전문성 수준 평가 결과와 학습에 따른 평가 결

과를 함께 제시하라.
설계전략 
9 관련 

지침 수정
9.3. 과정/절차학습에서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단계별로 내

용을 제시하고,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에게는 한 번에 내용을 
제시하라.

9.4. 언어학습에서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단어에 대한 설
명을 주요 학습자료로 제시하고,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에게
는 필요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보충 학습자료로 제시하라.

9.5. 교수자가 운영 중에 학습자의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학습자료
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설계전략 
10 관련 

지침 수정
10.1.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요 학습도구를 설계하라.
10.2.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보조 학습도구를 설계하라.
10.4. 역할과 학습활동이 다양한 경우, 학습도구에 구조화 양식(예. 말

머리)을 설계하라.
설계전략 
11 관련 

지침 수정
11.2. 문제해결 학습활동의 경우, 사전지식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이전에 해결한 문제해결 과정 및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설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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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반영사항 관련 내용
11.3. 교수자 또는 동료 학습자가 학습자의 전문성 수준에 적응적인 

도움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설계전략 
13 관련 

지침 수정
13.1. 학습목표, 전문성 수준 평가 문항, 주요 학습활동, 학습자료, 학

습도구, 공지 등을 학습객체 형태로 설계하라.
13.2. 여러 학습활동에 중복 사용되는 보조 요소는 학습활동의 주요 

요소와 분리하여 설계하라.
설계전략 
14 관련 

지침 수정
14.1. 전문성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구조화된 순서대로 학습활동

을 설계, 제시하고, 전문성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14.3. 전문성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목표 또는 학습과제를 다르
게 제시하는 경우, 전문성 수준 평가를 먼저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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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구성요소 일반 설계전략 및 지침 전문가 평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H I J
학습활동 

설계
학습 
목표

설계전략 1 4 4 4 4.00 0.00 3/3=1
2/2=1상세지침 1.1 4 4 4 4.00 0.00 3/3=1

1.2 해당되지 않음
전문성 
수준 
평가

설계전략 2 4 4 4 4.00 0.00 3/3=1
4/4=1상세지침 2.1 3 4 4 3.67 0.58 3/3=1

2.2 3 3 4 3.33 0.58 3/3=1
2.3 4 4 4 4.00 0.00 3/3=1

설계전략 3 4 4 4 4.00 0.00 3/3=1
3/3=1상세지침 3.1 4 4 4 4.00 0.00 3/3=1

3.2 4 4 4 4.00 0.00 3/3=1
3.3 해당되지 않음

설계전략 4 4 4 4 4.00 0.00 3/3=1
4/4=1상세지침 4.1 4 4 4 4.00 0.00 3/3=1

4.2 4 4 4 4.00 0.00 3/3=1
4.3 4 4 4 4.00 0.00 3/3=1

주요 
학습 
활동 
구성

설계전략 5 4 4 4 4.00 0.00 3/3=1

5/5=1
상세지침 5.1 4 3 4 3.67 0.58 3/3=1

5.2 4 4 4 4.00 0.00 3/3=1
5.3 4 4 4 4.00 0.00 3/3=1
5.4 4 4 4 4.00 0.00 3/3=1

설계전략 6 4 4 4 4.00 0.00 3/3=1
3/3=1상세지침 6.1 4 4 4 4.00 0.00 3/3=1

6.2 4 4 4 4.00 0.00 3/3=1
설계전략 7 3 4 3 3.67 0.58 3/3=1

4/4=1상세지침 7.1 3 4 3 3.67 0.58 3/3=1
7.2 3 4 3 3.67 0.58 3/3=1
7.3 4 3 3 3.67 0.58 3/3=1

학습 
결과

설계전략 8 4 4 4 4.00 0.00 3/3=1
4/4=1상세지침 8.1 4 4 4 4.00 0.00 3/3=1

[부록 7] 이러닝 프로그램에 최종 설계전략이 제대로 반영되었는가의 
여부를 평가한 전문가 타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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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구성요소 일반 설계전략 및 지침 전문가 평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H I J
8.2 4 4 4 4.00 0.00 3/3=1
8.3 4 4 4 4.00 0.00 3/3=1
8.4 해당되지 않음

학습자원 
설계

학습 
자료

설계전략 9 4 3 4 3.67 0.58 3/3=1

4/4=1
상세지침 9.1 4 3 4 3.67 0.58 3/3=1

9.2 4 3 3 3.33 0.58 3/3=1
9.3 4 4 4 4.00 0.00 3/3=1
9.4 해당되지 않음9.5

학습 
도구

설계전략 10 4 3 4 3.67 0.58 3/3=1

4/4=1
상세지침 10.1 3 4 4 3.67 0.58 3/3=1

10.2 3 4 4 3.67 0.58 3/3=1
10.3 4 4 4 4.00 0.00 3/3=1
10.4 해당되지 않음

학습지원 
설계

도움 및 
피드백

설계전략 11 4 4 4 4.00 0.00 3/3=1
4/4=1상세지침 11.1 3 4 4 3.67 0.58 3/3=1

11.2 4 4 4 4.00 0.00 3/3=1
11.3 4 4 4 4.00 0.00 3/3=1

학습 
관리

설계전략 12 3 3 3 3.00 0.00 3/3=1
2/2=1상세지침 12.1 3 3 3 3.00 0.00 3/3=1

12.2 해당되지 않음12.3
설계요소
의 구성

학습 
객체

설계전략 13 4 4 4 4.00 0.00 3/3=1
3/3=1상세지침 13.1 4 4 4 4.00 0.00 3/3=1

13.2 4 4 3 3.67 0.58 3/3=1
계열화 설계전략 14 4 3 3 3.33 0.58 3/3=1

2/2=1상세지침 14.1 4 3 3 3.33 0.58 3/3=1
14.2 해당되지 않음14.3

전체 IRA 48/48=1
※ 4점 척도 사용(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 진하게 표시된 상세지침은 ‘상황 맥락적 상세지침’이다.
※ ‘해당되지 않음’은 설계, 개발된 이러닝 프로그램에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 맥락적 상세지침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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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e-Learning Design Strategies
based on Learning Activity
adapting to Expertise Level

Sunyoung Kim
Advisor: Dr. Cheolil Lim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aptive learning in e-learning environment is one of the typical 
methods that enables individualized learning based on learners’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differences using network and digital 
technology. Most researches related to adaptive learning in 
e-learning environment so far, have been focused on developing 
system utilizing developmental techniques and selecting learning 
style as learners’ characteristics. In other words, the studies about 
how to design an adaptive e-learning and what to be selected as 
learners’ characteristics are insufficient. The studies of ‘Learning 
activity based on e-learning design’ and ‘learning to expertis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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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the possibility to solve the limitations, but those studies also 
have been lack of design strategies and components to support 
design activities.

The primary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velop and validate 
the e-learning design strategies based on leaning activity adapting 
to expertise level, and investigate the learners' responses b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the e-learning program with the 
strategies.

 The e-learning design strategies based on leaning activity 
adapting to expertise level include four theoretical components, 
thirteen general design strategies and forty-four detailed guidelines. 
The theoretical components are ‘learning activities design’, ‘learning 
resources design’, ‘learning supports design’, and ‘construct of design 
elements’. The general design strategies are composed of 1) eight 
design strategies for learning objectives, expertise level evaluation, 
main learning activity construction, learning outcome related to 
‘learning activities design’, 2) design strategies for learning material 
and learning tools related to ‘learning resources design’, 3) design 
strategies for help/feedback and learning management related to 
‘learning supports design’, and 4) design strategies for learning 
objects and sequences related to ‘construct of design elements’. In 
addition, the detailed guidelines to each design strategies are 
composed of ‘basic guidelines’ and ‘situational context guidelines’.

A e-learning program was developed using e-learning design 
strategies based on leaning activity adapting to expertise level and 
implemented. Participants' responses showed that the e-learning 
program developed with these design strategies was helpful for 
increasing achievement, and stimulating and sustaining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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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ation. But the participants responded activities of learning 
based on learning tasks, writing expected achievement level for 
learning goals, and pretest for learning goals were not so helpful. 
Moreover, the participants suggested opposite opinions to the 
detailed guidelines for selecting learning activities of ‘presenting 
learning activities to the learner with low expertise level and 
enabling the learner with high expertise level to select their learning 
activities’.

This study was an attempt to develop practical and specific 
strategies to design adaptive learning in e-learning environments 
effectively by considering ‘expertise level’ based on ‘learning activity 
based e-learning desig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an make 
contributions to suggest useful guidances for designing and 
developing e-learning program and support system for providing 
various learning activities adapting to expertise level as learners’ 
characteristics.

Key words: Learning activity based e-learning design, 
Adaptive learning in e-learning environments, 
e-Learning to expertise level, e-Learning 
Design Strategies based on Learning Activity 
adapting to Expertise Level

Student ID: 2007-3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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