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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MOOCs는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학습환경으로서 현재 전 세계 

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MOOCs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학습 관련 데이터와 설문조사 등을 활용해 

학습자들의 동영상, 퀴즈, 토론, 과제 등을 활용하는 시간과 횟수 등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MOOCs에서 학습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며,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료평가가 학습활동의 일환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나 학습자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않다. 또한 MOOCs와 같은 

온라인 학습환경 에서는 특정한 단계를 거치며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많은 학습자들이 교수자나 동료 학생들과 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혼자서 학습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MOOCs를 다 듣고 수료를 한 학습자들의 

행동에는 독특한 현상과 특징이 숨어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나 한국 

학생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시간과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를 잘하지만 

협력적 학습은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한국인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이 어떠한 

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MOOCs 수료자 학습활동의 주요 단계와 

세부 학습활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MOOCs 수료자들 

이 플랫폼의 학습 지원 기능과 관련 도구들을 어떻게, 왜 활용하는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MOOCs 수료자들이 학습활동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연구 형태의 다중 사례 연구를 활용했다. 사례 

연구는 어떻게, 왜라는 관점에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본 연구는 여섯 명의 MOOCs 수료자들을 선발하여 여러 

사례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며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을 

다양하게 파악하고자 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대상자 별로 1~2회의 

심층면담을 실시했으며,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한 노트필기 자료, 

과제, 토론글 등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 



 

 ii 

연구방법의 연구도구로 사용자 여정 지도를 사용해 세 번째 연구문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여러 질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코딩, 분류, 범주 확인의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이를 토대로 분석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으로부터 ‘접근과 동기부여’, ‘지식 이해’, ’지식 적용’, 

‘사회화와 정보교환’, ‘발전’이라는 학습 단계를 발견하였다. 또한 단계별 

세부 학습활동을 도출하였으며 시기별 범주에 따른 다양한 학습활동을 

확인하였다. 둘째, 수료자들은 플랫폼 내의 학습 지원 기능 중에서 강좌 

안내 페이지의 교수자 약력 등을 꼼꼼히 읽어 보며, 마감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며, 자막을 켜고 노트 정리를 하며 

동영상을 학습하고, 완전학습으로 퀴즈를 풀며,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동료평가를 과제 활동에서 사용하며, 토론방에서 글을 쓰기보다는 

제한적으로 읽거나 댓글을 남기고 있었다. 그리고 플랫폼 밖의 관련 

도구는 통합 사이트에서 리뷰를 보며 강좌를 검색하고, 강좌와 관련된 

읽기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으며, 온라인 스터디와 SNS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학습 자극을 받는데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MOOCs 수료자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메일로 온 추천 강좌 보기, 안내 메일 보기, 동영상 

화면캡쳐, 모바일 접속, 노트필기, 읽기자료 보기, 수료에 반영되지 않는 

퀴즈나 과제, 영어 에세이 작성, 오프라인 스터디, 유료 수료증 발급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에 

대한 세 가지 논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MOOCs 수료자 학습 

활동의 다양성이 존재했다. MOOCs 수료자의 학습 단계는 선행연구의 

온라인 학습단계와는 차이점이 존재했으며, 플랫폼 밖에서 다양한 학습 

활동이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자기주도 학습으로써 

수료를 위해 플랫폼 내의 학습지원 기능을 잘 활용하고, 플랫폼 밖에서 

여러 학습활동을 하며, 토론방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셋째, 

학습활동의 어려움은 학습환경, 개인적 특성, MOOCs 수강 경험 등 

맥락에 따라 연구참여자 들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점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여러 가지 MOOCs 교수설계 및 운영 전략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으며 또한 후속 연구 방향을 제언하였다.  

 

주 요 어 : MOOCs, 수료자, 플랫폼, 학습활동, 온라인 학습   

학   번  : 2014 - 2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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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인간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빌 게이츠 

는 1999년 미래 세계에서 가능할 몇 가지 예측을 하였다(Gates, 1999). 

그 중 하나로 그는 “사람들이 작은 기계를 들고 다니며 뉴스를 보고, 

항공권 예약을 확인하며, 금융시장에 관한 정보를 얻는 등 모든 

전자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가 예측한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제로 행하고 

있다. 그 밖에 그는 가격 비교 사이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원격 

의료진료, 사물인터넷 등의 등장도 예언하였다. 그런 그가 2015년에는 

온라인 학습과 테크놀로지가 학습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Jacobs, 2015). 빌 게이츠 재단에서 2015년 발간한 글을 보면 온라인 

학습이 개발 도상국의 남녀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나아가 전 

세계의 우수한 교수자와 학생들을 서로 연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고등교육에서는 MOOCs(Massive Open Online Courses)라는 

대규모 온라인 공개 강좌가 등장하며 이러한 온라인 학습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나일주, 2015). MOOCs는 2012년을 전 후로 MIT, 

하버드 대학 등 세계의 유명 대학들이 무료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기 

시작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중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학습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를 찾아서 외국의 

MOOCs 강의를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있다(박기석, 2014; 이승훈, 

2015).  

특히나 MOOCs 수강생 중에서 수료자들은 MOOCs를 끝까지 

수강하며 일정한 점수를 넘었기에 MOOC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학습활동에 가장 활발히 참여한 성공적인 학습자라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학습활동 양상과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MOOCs에서 

학습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학습활동이 중요하고 필요한지 그리고 

MOOCs가 어떤 식으로 설계 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MOOCs가 한국 사람들의 온라인 학습과 

국내 고등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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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인 MOOCs 학습자나 수료자가 누구이며 

이들의 학습 경험이 어떠한지는 알려진 바가 적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MOOCs에는 서구권 학생들이 수강생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수의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한국인 MOOCs 

수료자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며 

다르게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Miriada 

X가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스페인 자막 등을 제공하는 

것처럼 상이하게 MOOCs가 개발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시작된 K-MOOC을 한국인에 특화시켜 개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부, 2015). 이는 국가별로 학습자들이 추구하는 학습 목표나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Liyanagunawardena, Williams 

와 Adams(2013)의 연구에서는 인종에 따라 MOOCs에서의 학습방법이 

다른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는 불특정 모든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로 학생들의 심리적 변인을 탐색하거나 MOOCs 학습 시 

발생하는 접속 횟수나 시간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행동 패턴을 양적으로 

분석한 연구(Breslow et al., 2013; Halawa, Greene, & Mitchell, 

2014)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강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활동과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부족하다(Veletsianos et al., 

2015). 또한 MOOCs는 온라인 학습환경의 하나로서 원격교육의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Perna et al., 2014). 대표 

적으로 Salmon(2013)이 제시한 온라인 학습 단계를 고려하여 MOOCs 

수료자들의 학습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MOOCs 수료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초적인 사례 연구가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  

현재 MOOCs는 미국의 edX, Coursera, Udacity를 비롯해서 영국의 

FutureLearn, 독일의 iversitiy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각 기관마다 조금씩 상이한 플랫폼을 통해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의 기능에 따라 수강생들이 할 수 있는 학습활동은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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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MOOCs의 플랫폼은 원격교육 상황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LMS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LMS가 학습자 관리라는 측면이 

강했다면, MOOCs의 플랫폼은 과제에서부터 토론, 동료평가, 문제, 위키, 

SNS 등 다양한 주체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학습활동과 도구들이 

통합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장상현, 2014). 그리고 많아야 백 여 명의 

학생들이 듣는 개별 강좌의 LMS와는 달리 몇 천에서 몇 만 명의 전 

세계 학생들이 MOOCs에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 스스로 학습 콘텐츠 

를 생산하게끔 돕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많은 MOOCs 플랫폼에서 영어 에세이 등의 과제 

를 제시하고 그 후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MOOCs에서 동료평가는 

평가의 정확도나 신뢰도 등에 있어서 전문가 평가 만큼이나 타당한 

평가방식으로 입증되고 있다(Piech et al., 2013; Kulkarni et al., 2013). 

또한 교수학습 상황에서 동료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과제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는 활동이 글쓰기 실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o & Cho, 2011). 그러나 MOOCs 

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동료평가에 대한 학습자들의 활용 양상이나 

반응, 이유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로 MOOCs 수료자들이 플랫폼의 다양한 학습 지원 

기능과 학습을 위해 어떤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MOOCs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점과 적절한 강좌 운영 전략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MOOCs와 같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는 교수자나 동료 학생들과 

시공간이 분리된 상태로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많은 수의 학습자들이 

외로움과 지루함을 느끼고 중도탈락을 한다(Choi et al., 2013). 특히나 

MOOCs에서 끝까지 학습을 마친 수강생의 비율인 수료율은 7%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ordan, 2014; Koller et al., 2013).  

한국 학생들은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와 유교주의의 영향을 받아 

온라인 학습환경에서도 서양 학생들과 달리 교사 중심의 설명식 수업을 

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인다. Lim(2004)에 따르면 미국 학생들에 비해 

한국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을 통제하고 시간 관리를 잘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 

학생들은 원격교육에서 교수자나 다른 동료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Wang, 2007). 즉, 한국 학생들은 동료 

학습자들과 협력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교수자와 직접 상호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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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이들이 제공하는 동영상 등을 선호하는 것이다(Jung & 

Gunawardena, 2014). 

한편 MOOCs 수강생들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로 설문조사와 플랫폼에 발생하는 로그인 시간, 접속 횟수 등의 로그 

데이터 및 클릭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MOOCs 

수료자들은 토론방을 활발히 이용하며, 과제 마감 전에 해당 콘텐츠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동영상 시청 시간이나 퀴즈 풀이 

횟수, 강좌 방문 횟수가 많고 또한 온, 오프라인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eslow et al., 2013; Gillani & Eynon, 

2014; Firmin et al., 2014; DeBoer et al., 2014).   

그러나 기존의 MOOCs 연구들은 영어 능력이 높은 북미와 유럽의 

학생들을 위주로 진행된 것들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서구 학생들이 

MOOCs에서 주로 보여주는 행동 패턴이나 학습활동 등이 다른 대륙 

이나 문화, 경제권에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Gasevic et al., 2014). 

예를 들어 한국인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은 기존 연구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로 제공되는 MOOCs 대부분이 해외 대학 

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가 모국어인 

수강생들에 비해 학습 진도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에서 외국의 MOOCs 

기관과 협약을 맺고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K-MOOC을 2015년부터 10개 대학에서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에 발 맞추어 한국인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MOOCs 설계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Ahn, 

Yoon, & Cha, 2015).  

따라서 국내의 MOOCs 학습자들이 온라인 학습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것의 원인은 무엇이며 극복 방안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실제적, 이론적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MOOCs 한국인 수료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MOOCs라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수강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습을 

끝마치기 위해 어떠한 일련의 활동과 과정을 거치며 경험을 하는지를 

사실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기반으로 

MOOCs를 수료하기 위해서는 수강생들의 어떤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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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학습활동을 교수자가 촉진해야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영어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을 밝혀냄으로써 

향후 한국인을 위한 MOOCs의 교수설계전략과 운영지원전략을 시사점 

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발견된 다양한 한국인 MOOCs 

수료자의 학습경험을 토대로 향후 MOOCs 수강생들의 학습을 증진 

시키기 위해 어떻게 강좌를 설계해야 하고, 어떤 학습활동 지원이 

플랫폼에서 필요한지를 제시하였다 

 

 

 

 

 

 

 

 

 

 

 

 

 

 

 

 

 

 

 

 

 

 

 

 

 

 

 



 

 6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의 주요 단계와 세부 학습활동은 

무엇인가? 

  

둘째, MOOCs 수료자는 학습활동에서 플랫폼의 학습 지원 기능과 

관련 도구를 어떻게, 왜 활용하는가?  

 

셋째, MOOCs 수료자가 학습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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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가. MOOCs 

 

Massive Open Online Courses의 약자로서 대규모 무료 공개 

강좌를 의미한다. 2012년 이후 확산되어 edX, Cousera, FutureLearn, 

Udacity, iversity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여러 학문 분야의 강좌가 

제공되고 있다. 약자로는 MOOCs 또는 MOOC라고 표기된다. MOOCs는 

끝에 s를 붙여서 여러 개의 강좌라는 의미가 보다 강조된다.   

 

나. 수료자 

 

MOOCs 수료자란 강좌를 수료하여 성공적으로 학습을 완료한 

학생을 의미한다. 이들은 MOOCs에서 요구하는 퀴즈, 동영상 시청, 

토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참여하여 수료에 필요한 점수를 충족한 

학생이다. MOOCs 수강생들은 수료를 하기 위해서 주차 별로 제공되는 

강의 동영상, 퀴즈, 토론 등의 학습활동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Breslow et al., 2013). 

이러한 측면에서 수료 학습자가 보이는 성공이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해당 강좌가 요구하는 점수 기준을 넘어서 학습 성취를 이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홍성연, 2009).  

 

다. 수료율 

 

수료율은 등록한 학생들 중 교수자가 설정한 특정한 강좌의 수료 

조건 등을 충족한 학생들의 비율을 의미한다(Jordan, 2014). 수료율은 

학생들이 해당 강좌의 과제, 숙제, 퀴즈,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을 통해 

획득한 최종점수로 판단된다.  

 

라. 플랫폼 

 

플랫폼이란 MOOCs 강좌를 제공하는 edX, Coursera, FutureLearn, 

Uadcity, iversity 등의 기관에서 학습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 

등이 포함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플랫폼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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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용 되던 LMS의 확장판으로서 다양한 학습분석 기술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 학습활동 

 

본 연구에서 학습활동이란 특정한 MOOC 강좌를 수강하고 실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 등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여기에서 학습활동이란 강좌에서 제공하는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 

강의 동영상을 듣고, 퀴즈와 시험을 보고, 과제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수강한 강좌를 찾기 위해 정보를 찾고, 관련 자료를 읽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강좌를 다 들은 후 발생하는 학습활동 등도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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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온라인 학습환경과 학습활동 지원 
 

가. 온라인 학습활동의 개념 및 특징 

  

온라인 학습활동은 원격교육의 발전으로 인해 등장하였다. 1800 

년대 우편 통신교육에서부터 시작된 원격교육은 이후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발전했으며, 1980년대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하며 온라인 학습공간이 본격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네트워크 기술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모바일, 유비쿼터스 러닝 등의 온라인을 활용한 학습 

환경이 더욱 확대되었다. 고등교육에서도 사이버 대학이 설립되고 전통 

적인 대학들이 이러닝이나 LMS을 통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양적인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학습환경은 원격교육의 하나로서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 

교수자와 학생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원격교육의 개념적 특성은 서구의 학자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Holmberg(1977)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학습자료를 구조화하고 연결하는 교육 조직이 원격교육에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oore(2007)는 원격교육에서 교수 행동과 학습 

행동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적 매체를 활용하고, 쌍방향 의사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Keegan(1996)은 

이 외에도 학습자가 오프라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사회적 

교류를 하는 간헐적 모임도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원격교육의 다양한 특성은 Moore(1993)의 ‘구조’와 ‘대화’라는 두 

가지 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는 교류거리 이론(Transactional distance 

theory)에서 구조와 대화라는 관계를 통해 결정되는 원격교육 상황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심리적인 인식 거리를 교류거리로 정의내렸다. 

원격교육의 대표적인 한계인 교수자와 학습자의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 

원격교육은 사전에 치밀하게 강좌와 학습 내용이 구조화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고정된 교육 내용과 떨어진 거리로 인해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듯 원격교육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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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정도가 높을수록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대화는 줄어들게 되고,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가 낮으면 사전에 설계된 학습 내용이나 교재가 

유동적이기에 자연스럽게 교수자와 학생간에 많은 대화와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듯 원격교육의 두 가지 특성은 상호배타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구조가 강조된 온라인 학습환경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Moore 

(1993)는 구조화된 수업이란 뚜렷한 학습목표가 존재하고, 내용이 

단계별로 나뉘며, 끊임없이 계획되며, 시간 사용도 엄격히 통제되고 

획일적으로 관리, 평가되는 수업이라 칭하였다. 이에 따라 원격교육 

에서는 학습이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되어 설계되며 잘 만들어진 방송과 

교재를 통해 학습자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 

(Keegan, 1996). 또한 Holmberg(1983)가 제안한 ‘안내된 교훈적 

대화’ 역시 구조화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학생이 원격으로 학습을 

할 때 마치 면대면으로 교수자와 상호작용을 하듯이 구어체로 교육내용 

이 정교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연관시키며 사고를 

활성화시키도록 교재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이혜정, 2004).  

대화가 강조된 온라인 학습환경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원격교육의 

구조화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부재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상호작용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수자와 학습자간, 학습자와 학습자간, 학습자와 내용간 상호작용 

등으로 구분되는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인성 외, 2000).  

그러나 이러한 원격교육의 구조와 대화라는 틀은 온라인 학습환경 

과 테크놀로지 발달로 인해 사전에 설계된 강좌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게 되며 서로 상보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이혜정 외, 2010). 특히나 LMS의 등장과 함께 구조와 

대화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 점차 가능해지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게시판, 토론 등의 문자 중심의 비동시적 상호작용이 컴퓨터 

매개 통신(CMC)의 발전과 함께 확대되었다.  

Salmon(2013)은 이러한 온라인 학습환경의 변화 속에서 구조화 

되면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조절하도록 촉진하는 5단계의 온라인 

학습 발달과정인 e-tivities라는 학습활동 모델을 [그림 Ⅱ-1]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학습의 단계가 진행될수록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의 숫자나 횟수는 점차 증가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 학습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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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따라 학생들의 단계별 학습 진행 속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경험이 적은 사람은 1, 2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반면, 경험이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4, 5단계로 빨리 이동하며 온라인 초보 학습자 

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는 한다. 

  

 

[그림 Ⅱ-1] 온라인 학습의 5단계 발달과정(Salmon, 2013) 

 

각 단계별로 학습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단계인 접근 및 

동기부여에서는 개별적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온라인 학습에 접근하게 되고, 특정한 학습의 목표나 이유 등의 

동기를 가지게 된다. 2단계인 온라인 사회화에서는 자신의 온라인 

정체성을 정립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동료 학습자들을 찾게 되면서 작은 학습 공동체 

(micro-community)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 단계는 학습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을 덜 두려워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상호 

작용을 시작하게 되면 끝나게 된다. 3단계인 정보교환에서는 강좌에서 

제공되는 학습내용과 상호작용을 하며 학습을 하고, 동료 학습자들과 

학습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며 협동이 발생된다. 이 단계는 

학습자들이 어떻게 정보를 생산적이고 성공적으로 찾고 교환하는 지를 

배우고 상호작용을 위해 테크놀로지를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끝이 난다. 4단계인 지식 구성에서는 강좌와 관련된 그룹 토론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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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며 상호작용이 협력적이고 보다 팀 지향적이고 복잡해지며 지식 구성 

이 발생된다. 또한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협력학습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생산해내기 시작한다. 5단계인 발전 

에서는 협력학습에 편안함을 느끼고, 배운 것을 실제 자신의 맥락에 

적용하며,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목표에 따라 학습을 발전 

시켜나간다.  

이러한 온라인 학습활동은 일반적으로 사이버대학, 일반대학의 

이러닝, 강좌, 방송통신대 등의 원격대학 등의 환경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때 한국 학생들이 보이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의 학습활동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온라인 학습자들은 스스로 학습을 관리하고 행동을 

통제하며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학습관리 전략을 활발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m, 2004). 이러한 경향성은 홍성연(2009)에 따르면 

국내 원격교육 대학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하였다. 이중 사이버대학의 

학습자들은 학업초기목적, 시험전략, 행동통제나 학습관리 등을 유독 더 

활발히 활용하였다. 사이버 대학의 경우는 방송대에 비해 스터디 모임 

등을 통한 오프라인상에서의 집단적 학습이 활발하지 않기에, 온라인 

상에서 스스로 학습 목적을 세우고 자기주도적으로 철저히 학습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격대학원의 경우는 석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희망하는 교원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학생으로서 인식이나 내적 

동기가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학업을 계속하도록 자기 

자신을 독려하는 자기동기화 수준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한국의 온라인 학습자들은 일반적으로 협력적 특성을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홍성연, 2009). 이러한 

경향성은 아시아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동료 학습자보다는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결과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Jung & Gunawardena, 2014). 즉, 한국 학생 

들은 동료보다는 교수자를 통해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중국, 한국 온라인 학습자 1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Wang(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 학생들은 미국, 중국 

학생들에 비해 팀 과제를 하는 것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연(2009)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은 그대로 드러났다. 

사이버대학과 원격대학원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교수자 

및 동료와의 관계 형성, 스터디 참여, 동료의 학업 동기부여 등을 



 

 13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국내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교수방법이 학습자들간의 분리와 독립학습을 전제로 

발전하여 온라인 상에서의 협력적 학습과제는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 한국방송통신대 재학생들은 사이버대학이나 

원격대학원 학생들에 비해 협력적인 과제수행, 스터디 참여, 동료와의 

관계 설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스터디 그룹에서 

강사나 조직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타인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방송대가 다른 유형의 원격 

고등교육기관에 비해 오프라인에서 스터디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대의 우수 학습자들도 협력적 

특성에 대한 가치를 상대적으로 성공 특성에서 낮게 보고 있었다. 이는 

원격이라는 특성상 현실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대학생들은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Lim(2004)은 원격교육에서 문화적 

차이와 학습자 특성이 학습자의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95명의 한국 

대학생과 141명의 미국 대학생을 설문조사로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미국 대학생들은 온라인 강좌를 수료했을 때 더 큰 성취감을 느끼며, 

강좌 운영 중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Wang(2007)의 연구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에 비해 온라인 

상에서 다른 학생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이 따라야 할 의사소통에서의 

규칙을 필요로 했다. 이 밖에도 한국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과 달리 

교수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Lim(2004)의 연구에서는 미국 학생들이 강좌 필요도에 대한 만족, 

자기효능감, 강좌에 대한 보상감, 흥미에서 한국 학생보다 높았다. 반면 

한국 대학생들은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시간을 투자하여 학습내용, 순서, 속도를 통제하는 정도가 미국 학생 

들보다 훨씬 높았다.   

그 밖에 방송대 학생들은 방송대에서 제공하는 TV 방송, 인터넷 

강의, 오디오 매체, 출석 수업 등 여러 종류의 교수학습방법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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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학습 매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홍성연, 

2009).  

전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읽기, 글쓰기, 

사고력 등의 능력보다는 교수자의 수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반복학습, 시간관리, 자기조절, 학습내용의 정교화, 다양한 

학습매체의 활용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서양의 

원격교육이 상호작용이나 토론 위주의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동영상 강의에 기초한 지식 전달 등 강의자 중심의 

형태로 개발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홍성연, 2009; Kwon & 

Danaher, 2000; Lim, 2007). 특히나 우리니라 이러닝 콘텐츠는 90% 

가까이가 교수자 중심의 콘텐츠여서 상호작용적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 

이기도 하다(임병노, 이준, 2007). 또한 아시아 학생들이 온라인 교수 

학습의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비디오나 화상 강의를 선호한다는 

Jung과 Gunawardena(2014)의 연구와도 관련이 깊다. 

 

나. 온라인 학습활동 지원 기능 

 

온라인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LMS가 널리 활용 

되고 있다.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s)란 온라인 학습환경 

에서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LMS는 온라인 교수학습 상황을 돕기 위해 강의 저작, 학습내용 탑재, 

상호작용 도구, 학습과정 점검 및 평가 및 관리, 접속 관리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이다(이혜정, 최효선, 2008). 

 최근 개발된 LMS에서는 추가적으로 퀴즈, 시험기능, 전자게시판, 

동료 학습자들과의 협력 작업공간, 성적관리 등의 학습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Black et al., 2007). LMS는 

궁극적으로 학습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습활동을 관찰 

함으로써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 및 분석결과에 신뢰성을 높여 

준다(Robbins, 2002). 나아가 교실수업과 이러닝 수업의 혼합학습을 

지원하기도 한다(Greenberg, 2002).  

LMS는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 환경에서 교수자가 학습자료를 

쉽게 배포하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을 하고, 과제물 제출뿐만 아니라 

토론 학습,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온라인 시험을 가능하게 하여 

교수학습을 전 과정을 지원하고 전통적 교실 수업을 대체하는 등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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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다(박연정, 조일현, 2014). 이렇듯 LMS는 

단순한 소프트웨어의 의미를 넘어서 온라인 학습환경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습사태를 계획, 전달, 운영 하는 이러닝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 

(Greenberg, 2002). 1990년대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이러닝 

이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된 필수적인 시스템인 LMS의 필요성은 대학과 

기업 교육에서 증가하였다(Watson & Ahmed, 2004).  

LMS의 기본적인 기능은 크게 다음 네 가지와 같다(Watson & 

Ahmed, 2004). 첫째, 학습내용을 전달한다. 둘째, 학습자의 학습 또는 

활동들의 진행 사항과 결과를 추적한다. 셋째, 이러닝을 관리한다. 넷째, 

학습자의 그룹 활동과 협력을 도울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하지만 LMS는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LMS가 정보전달과 학습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 

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Hotrum, 2005). 이렇듯 기존 LMS의 

한계로 인해 LMS 활용이 기존 대학의 전통적 교수학습환경이나 방법을 

바꾸지 못하고, 실천적인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 

한다(Blin & Munro, 2008) 

이러한 배경에서 온라인 학습활동을 돕기 위해 LMS 상에 자기조절 

학습을 지원하는 기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초, 중등학교, 대학교, 기업 

맥락에서 연구되고 있다(임철일, 2002, 2005). 온라인 공간은 일반적인 

오프라인 공간과는 달리 혼자서 학습을 시작하고 유지해야 하기에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온라인이라는 익숙하지 못한 환경에서 학습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인지적 과부하, 학습 과정 참여의 어려움, 학습전략의 효과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박종선, 이영민, 2010). 따라서 임철일(2002)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웹 기반 자기조절 학습 지원 전략 및 LMS 기능을 

3가지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 1수준인 일반적 안내 설계 

전략에서는 자기조절 학습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모범 전자노트를 

제시하고 전자노트를 작성하게 하며, 성찰 기록을 남기게 하는 기능을, 

제 2수준인 학습내용 특성에 따른 설계 전략에서는 심화학습 자료와 

개념지도를 제시하며, 초기에 세운 성취목표의 확인하는 기능을, 제 3 

수준인 학습내용과 학습자 반응에 따른 설계 전략에서는 자신 및 모범 

학습자의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학습점검 기능을 LMS 기능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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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에는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자의 학습활동 중심으로 

이러닝을 설계, 개발 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임철일, 홍성연, 김선영 

2009). 임철일, 김선영, 홍선영(2010)은 학습 내용 중심의 전통적인 

콘텐츠 교수설계를 벗어나서,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토론, 

게시판, 채팅방 등에서의 다양한 도구, 자원 및 방법을 지원하는 

학습환경으로서 온라인 학습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그와 동료들은 이러닝 시스템 표준인 IMS LD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사전 지식에 적응적으로 설계하라’,‘학습자의 역할에 

적합한 학습내용, 학습활동, 지원활동을 설계하라’등의 설계원리를 

선행문헌에서 도출한 후 실제 이러닝 프로그램을 설계, 개발하는데 활용 

하였다.   

이 밖에 Salmon(2013)은 e-tivities에서 온라인 학습활동 단계에 

맞게 필요한 기능들을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Ⅱ-1]에서 각 단계 별로 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교수자의 도움(e-moderating)과 기술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단계별 지원 전략은 다음과 같다.  

1단계인 접근과 동기부여에서는 페이스북, 유투브 등 온라인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더라도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사용을 힘들어 할 수 

있기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동기를 높이기 

위해 강좌의 분명한 목표와 이를 도달하게 돕는 적절한 동영상, 읽기 

자료 등의 구성이 필요하며, 외재적·내재적 동기를 촉진할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2단계인 사회화에서는 상호작용의 연습기회, COP 

(Community of Practice), 문화간 차이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서 온라인 

환경에서 동료 학습자와의 협력 학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3단계인 정보의 교환에서는 정보의 발견과 탐색을 돕기 

위해 학습 집단을 짜고 각 집단 별로 다른 과제를 제시하는 등 적절한 

안내와 스캐폴딩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때 지나치게 높은 협력은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4단계인 지식 구성에서는 명확한 정답이나 틀린 

답이 없고 다양한 대안들이 존재하는 여러 개의 소규모 과제들을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5단계인 발전에서는 학습자들이 성찰과 메타인지적 

기술을 사용하도록 지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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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OCs 플랫폼과 학습활동 지원 
 

가. MOOCs의 등장과 의의 

  

MOOCs는 2008년 ‘Connectivism and Connective Know 

ledge’라는 강좌를 George Siemens와 Stephen Downes가 운영한 

것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강좌에는 25명의 학점 인정을 신청한 

유료 수강생과 2,300명의 비 학점 수료자인 무료 수강생이 등록을 

하였다(Liyanagunawardena, Adams, & Williams, 2013). cMOOC으로 

분류되는 이 강좌는 사회적 맥락에서 학습자와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 하는 것을 강조하는 연결주의(Connectivism)라는 원리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Siemens, 2005). Cormier가 이러한 형태의 대형 

무료 온라인 강좌를 MOOC라고 명명하며 이 용어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미국에서 스탠포드 대학의 몇몇 교수가 자신의 대학 

강의를 무료로 공개하자 1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하게 되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이를 계기로 하버드 대학 등 서구의 

명문대학에서 강의를 지식 전달형 형태로 제공하는 xMOOC이 본격적 

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Daniel, 2012). 현재는 edX, Coursera, 

FutureLearn, iversity, Miriadax 등 많은 MOOCs 제공 사이트가 

나타나며 전 세계적으로 수 백 만 명의 학생들이 MOOCs로 학습을 

하고 있다.  

MOOCs는 Open Educational Resources(OER)운동에 뿌리를 두어 

진화한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나일주, 2015; Daniel, 2014). OER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교수학습자료를 공개하여 저작권을 

풀어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MIT에서 강좌 

커리큘럼과 학습자료를 모두 무료로 공개한 MITx 등의 Open 

Courseware(OCW) 들 수 있다. 한국에서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각 대학의 강의 동영상과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KOCW라는 사이트가 

있다. 이 외에도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등 각 대학이 별도로 

운영하는 다양한 OCW 사이트 등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이 edX, Coursera, FutureLearn 같은 외국의 

MOOCs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정부 주도로 K-

MOOC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MOOCs는 교수자들이 누구나 자유 

롭게 현존하는 콘텐츠를 재사용하고 새롭게 혼합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완전한 OER 운동의 철학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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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Cs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cMOOC과 

xMOOC처럼 철학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이지현(2015)은 그러한 

이유를 MOOCs의 유동적인 네 가지 개념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주장 

하였다. 첫째, Massive는 대규모의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뜻이나 그 

규모에서 적게는 수 천 명에서 많게는 십 만 명의 이상의 수강생까지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이들 수강생들은 일반인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둘째, Open은 강의 수강이 기본적으로 

무료이나 수료증 발급 등의 일부 유료라는 비용적인 측면과 특별한 사전 

지식이나 능력 등의 조건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셋째, Online은 온라인을 통해 학습자료가 제공되지만 일부는 

면대면 활동과 연계되어 블렌디드 형태로 강좌가 운영 될 수 있다. 넷째, 

Course는 교수자가 있으며 강좌 운영 기간, 평가, 토론 등이 존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오프라인 정규 강좌와 유사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평가 시 배지를 제공하거나 학점을 제공하는 등 평가 및 인증 방식이 

여러 가지이며, 설계 주체가 Coursera 등 플랫폼 사업자부터 대학 및 

기관이나 개별 교수자 등 다양하다.   

MOOCs 환경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대규모 학생들이 무료로 학습을 

하며 수강신청 시 학력이나 사전학습 조건 등에서 자격 제한이 없으며, 

중도에 그만두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들 수 있다(Halawa, 

Greene, & Mitchell, 2014). 이러한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한 강좌당 

최소 몇 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손쉽게 수강신청을 하지만 반면 7%가 

안 되는 매우 낮은 수료율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Coursera의 수료 

율은 5% 내로 보고 되고 있다(Koller et al., 2013). Jordan(2014)은 

한 번 이상 운영이 된 91개 강좌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43,000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하였으며, 39개 강좌에서 끝까지 수료한 

학생의 비율이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강좌의 오픈 날짜가 

최근으로 올수록 전체 수강생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료율을 전체 학생들이 아닌 한 번 이상 접속을 하여 퀴즈를 

풀거나 동영상을 보는 등 참여를 한 적극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산을 

하기도 한다(Jordan, 2014; Kizilcec, Piech, & Schneider, 2013). 

Jordan(2014)은 39개 강좌에서 전체 수강생 중 평균적으로 54% 

정도가 적극적인 학생(한 번 이상 퀴즈를 풀거나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에 해당된다고 분석하였다. 이들 중 강좌를 수료한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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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평균적으로 9.8%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료율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한 강좌 내에서도 학습자의 참여 수준이 

다르고 집단에 따라 학습 형태가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MOOCs는 이렇듯 다양한 전 세계 학습자들을 위해 온라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원격교육이나 온라인 학습환경 

에서 사용되던 LMS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나아가 

학생들의 기초 정보와 학습활동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Ahn, Yoon, & 

Cha, 2015)  

MOOCs 플랫폼은 이러닝에서 많이 활용되던 학습관리시스템 

(LMS)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장상현(2014)은 MOOCs 플랫폼을 

2세대인 LMS의 특징뿐만 아니라, MLE(Management Learning 

Environment), PLE(Personal Learning Environment), CWE 

(Collaborate Working Environment)을 모두 포함한 6세대 이러닝 

환경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MOOCs 플랫폼은 

과제관리, 토론, 상호평가, 문제은행, 위키, 블록, SNS 등 다양한 

주체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학습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도구들이 

통합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SCORM, IMS 등 다양한 이러닝 

표준과 같이 플랫폼 간의 연계 및 콘텐츠 공유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MOOCs 플랫폼이 발전되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MOOCs 

플랫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된 플립러닝 환경을 가능하게 하고 

학습분석 기술을 통해 교수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까지 

발전했다고 밝히고 있다.  

MOOCs 플랫폼은 학습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습자의 학력, 성별, 

교육수준, 나이, 지역 등에 대한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이들의 주차 별 

학습활동을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edX에서는 강의운영자들에게 

[그림 Ⅱ-2]처럼 수강생들의 동영상 시청 정도, 퀴즈 점수 분포, 

활발히 참여한 학생들의 수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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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edX의 학습분석 기능 

 

MOOCs 플랫폼이 기존의 LMS와 다른 점으로는 오픈 소스로 

무료로 공개하여 모든 교수와 학생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나 edX의 플랫폼은 구글과 

협약을 맺어 지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소스를 

온라인 상에서 공개하여 누구나 접근하여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몇몇 국가나 기관에서 MOOCs을 제공하기 위해 edX의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 플랫폼 개발이 실시되기도 한다. 실제로 아랍권의 Edraak, 

중국의 MOOC, 프랑스의 MOOC 등이 edX 플랫폼을 가져와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이 edX플랫폼을 활용하여 K-MOO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OOCs 플랫폼의 또 다른 독특한 점으로 강좌를 등록한 수 십 만 

명의 학생들의 학습과 공유,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다양한 도구가 있다는 

것이다. De Warrd(2013)은 이러한 점에서 MOOCs 플랫폼은 LMS라는 

틀을 넘어서 모든 수강생이 사용 가능한 소셜 미디어 도구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강생들이 특정 강좌를 학습하여 

공동의 관심 주제에 대해 세계 곳곳의 다른 학습자와 토론을 할 수 

있으며, 강좌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학습 콘텐츠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나아가 MOOCs의 개별 강좌는 플랫폼 내에서 

추출하기 기능이 존재하여 교수자들 간의 학습 콘텐츠 공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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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OOCs 플랫폼의 학습활동 지원 기능 

  

MOOCs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edX, Coursera, Udacity, 

Futurelearn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습 지원 시스템이 있다. 이들 

플랫폼은 대표적으로 많은 수강생과 강좌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각 플랫폼마다 상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가능한 학습활동의 

종류가 다르다. 김민정(2014)은 MOOCs를 통해 평생학습을 하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수강 전, 중, 후로 나누어 11가지의 측면에서 

플랫폼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플랫폼의 기능적인 측면에만 

한정되어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있는지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학습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실제 학습을 시작 하는 초기 단계, 학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중기 

단계, 학습을 마무리하는 말기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MOOCs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설계 

전략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대표적인 MOOCs 플랫폼들의 학습활동 지원 

기능을 비교, 분석하여 실제 사례와 선행연구들을 <표 Ⅱ-1>와 같이 

종합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어떤 요인, 교수설계전략, 플랫폼 기능 

들이 학습활동, 성적, 수료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루었다. Hew 

(2015)는 프로그래밍, 문학, 예술 디자인 등 3개 강좌의 965명 

수강생이 Coursetalk라는 MOOCs 리뷰 사이트에 작성한 평가글을 

분석했다. 그 결과 특정 주제에 대한 강의보다는 문제해결에 집중한 

강좌, 교수자의 접근성과 열정, 동료평가 등의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 

프로젝트나 과제 작성 등의 적극적 학습, 수강생의 학습요구를 충족하는 

동영상 및 텍스트 등의 학습자료가 학생들의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참여를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Adamopoulos(2013)는 MOOCs 통합 

검색 사이트에서 133개 강좌에 대해 842명이 작성한 평가글과 

토론글의 텍스트분석을 실시하여 몇 가지 요인들을 밝혀냈다. 그 결과 

교수자의 역할이 강좌 수료에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강좌의 기본적인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지가 연구되었다. 

대표적으로 강좌의 운영 기간은 수료율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Adamopoulos, 2013; Jordan, 2014). 즉 강좌 길이가 길수록 더 적은 

수의 학생들이 강좌를 수료한 것이다. MOOCs에는 전통적 대학의 1학기 

운영 기간인 15주와 동일하게 구성된 강좌도 있으며, 4~5주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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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진행되는 강좌도 존재한다. 또한 대학의 평판이나 랭킹이 높을수록 

학생들이 강좌를 수료할 확률이 높았다(Adamopoulos, 2013). 그러나 

강좌를 운영하는 대학의 랭킹과 수료율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기도 하다(Jordan, 2014). 그리고 해당 강좌가 

인기를 끌어 수강생 숫자가 많다고 해서 수료율이 높은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Jordan, 2014). 

한편 강좌 난이도도 수료에 영향을 미친다(Adamopoulos, 2013). 

Kizilcec, Piech와 Schneider(2013)의 연구에서는 컴퓨터 공학 세 개 

강좌의 학생들이 수강을 중도 포기한 세 가지 주요한 원인으로 개인적인 

책무, 업무 갈등, 학습부담이라고 설문지에서 언급하였다. 이 중 학습 

부담은 강좌가 천천히 진행 되거나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지원되었다면 강좌를 수료 할 수도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밖에 강좌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여 시간이 부족 했거나, 

강좌의 수준이나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중도포기 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Kizilcec & Halawa, 2015). 

평가방식이나 강좌 설계에 반영된 교육학적 관점이 xMOOC과 

cMOOC인지 여부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떠한 학습이론에 기반하여 

강좌가 설계되었는지에 따라 수료율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MOOCs의 평가방식은 수료 기준과 밀접히 관련 

되어 있으며, 강좌가 개발된 원리가 강의 동영상 위주의 지식 전달형 

인지 학습자들의 토론 위주인 연결 지향형인지에 따라 수료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Jordan, 2014).  

동영상이 어떻게 제작되어야 하고, 어떻게 학생들에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연구되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강의 동영상 당 재생시간 

길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지가 연구되어 이상적으로 6분 이하의 짧은 

영상일수록 학습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Guo et al,. 2014). 

그리고 수강생들의 동영상 시청 비율과 횟수 등이 분석되고 있다. 

Halawa, Greene과 Mitchell(2014)의 연구에서는 한 강좌 내에 

동영상과 과제 수가 많을 경우 수강생들의 학업 지속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 주에 제공되는 동영상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갈 경우 동영상을 건너 띄기 시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양한 강좌 설계 특성들이 연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제와 

강좌 자료 제공, 수료증 발급, 기말고사, 프로젝트, 토론방은 수료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는 강좌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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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많은 학습량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Adamopoulos, 2013). 

그리고 자기평가와 동료평가의 정확도 및 신뢰도가 연구되고 있다 

(Kulkarni et al., 2013; Piech et al., 2013).  

한편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 학생들은 온라인 상에서 또는 캠퍼스 등 

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 동료 수강생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Bruff et 

al., 2013).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오프라인 스터디 그룹에서 학습 

촉을 시키는 방안과 그 효과성이 논의되기도 하였다(Chen & Chen, 

2015)  

 

<표 Ⅱ-1> MOOCs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의 기능 

 플랫폼 기능  학습활동 예시 관련 연구 

 

 

학 

습 

활 

동 

 

초 

기 

강좌 찾기 MOOCs 플랫폼 내에서 학습자의 

요구, 목적, 동기에 맞는 수업을 

찾기 

Hew, 2015 

강좌 안내 메일  새로 개설되거나 인기 강좌를 안내 

하는 메일을 보고 강좌를 탐색하기  

- 

MOOCs 

학습방법 안내  

MOOCs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학습  

- 

강좌 안내  해당 강좌의 교수자, 학습내용, 

난이도, 학습시간 등에 대한 안내 

읽기 

Adamopoulos, 

2013;  

 

 

 

 

 

 

 

학 

습 

활 

동 

 

중 

기 

 

 

 

 

학습 목표 

제시 

해당 강좌 및 주차의 학습 목표 및 

학습활동 안내 읽기 

- 

 

동영상 강의  

동영상 시청, 동영상 다운로드 

동영상 자막 다운 후 읽기, 동영상 

속도 조절 

Breslow et al., 

2013; Firmin et al., 

2014; Halawa  et 

al.,, 2014; Kizilcec 

et al., 201 

읽기자료  학습자료 읽기, 외부 사이트의 

유용한 자료 보기 

Adamopoulos, 

2013; 

문제 및 퀴즈  동영상 삽입 퀴즈, 숙제, 주차 별 

퀴즈, 중간, 기말고사 시험 

Breslow et al, 

2013; Hew & 

Cheung 2014 

과제 에세이 작성 등 다양한 과제 수행,   

기타 학습활동(외부 링크 등) 

Adamopoulos, 2013  

과제 평가 제출한 과제에 대해 자기평가나 

동료평가 실시 

Adamopoulos, 

2013; Kulkarni et 

al., 2013; Piech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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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교수자가 제시한 주제에 맞추어 

토론을 하거나 자발적 토론 

Breslow et al, 

2013; Ho et al., 

2014; Ahn et al., 

2015  

학습자 

상호작용  

게시판에서 동료학생들에게 질문 및 

의견 주고받기 

Hew & Cheung, 

2014; Gillani & 

Eynon, 2014; 

학습 커뮤니티 

지원  

주변에 거주하는 동료 수강생과 

모여서 스터디 하기, SNS(Social 

Network Service)활용하여 동료 

수강생과 협력학습 

Breslow et al, 

2013; Bruff et al., 

2013; Chen & 

Chen, 2015; Li et 

al,.2014; Mak et al., 

2010 

학 

습 

활 

동 

 

후 

기 

학습관리 지원  강좌공지, 학습 진도 확인 - 

수료증 발급 본인의 학습 수료 여부를 인증서로 

발급받기 

- 

연계 강좌 추천 해당 강좌 수료 후 학습을 할 만한 

다른 강좌 탐색 

- 

 

실제 여러 MOOCs 플랫폼에서 구현된 학습활동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활동 초기에 학습자들은 자신이 수강하게 될 강좌를 

물색하고, MOOCs를 통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방법을 배우고, 해당 

강좌가 제시하는 학습 목표와 내용들을 확인하게 된다. 각 플랫폼에 

따라 이 단계를 지원하는 기능은 상이하다. 먼저. 강좌 찾기 기능에서는 

강좌의 학문 분야에 따라 예술, 화학, 역사, 공학 등 강좌가 세부적으로 

분류된다. 또한 운영 시점에 따라 앞으로 개설될 강좌, 현재 운영 중인 

강좌, 이미 운영이 종료된 강좌, 언제나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강좌로 구분된다. 또한 강좌의 목적이 고등학생들을 위한 AP 과목인지, 

전문적 고등교육을 위한 강좌인지, 일련의 시리즈로 된 코스인지로 

분류된다. 그리고 유, 무료 수료증 발급 여부, 언어별, 학교별로 구분 

되기도 한다. 이 밖에 각 플랫폼에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학습자 

들에게 최근 인기 강좌, 개설이 임박한 강좌 목록을 메일로 제공한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 목적과 동기 등을 고려하여 강좌를 수강 

신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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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Coursera의 강좌 검색 

 

  

 

[그림 Ⅱ-4] edX의 강좌 추천 메일 

 

처음 MOOCs를 수강 하는 학생들을 위해 몇몇 플랫폼에서는 

ㅊMOOCs가 추구하는 학습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을 통해 학습을 할 수 



 

 26 

있는지를 안내 하고 있다. [그림 Ⅱ-5]와 같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MOOCs에 대한 기본 소개, 강좌의 종류, 수료증,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한 안내 페이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나 edX에서는 MOOCs를 통해 

처음 학습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 샘플 강좌를 제공하여, 학습자 

들이 플랫폼의 주요 기능과 학습활동을 연습해볼 수 있다. 

 

  

 

[그림 Ⅱ-5] edX의 Blended Learning 강좌 & 

Coursera의 학습자 안내 페이지 

 

구체적으로 수강을 하려는 강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학습자들은 [그림 Ⅱ-6]와 같은 강좌 안내 페이지에서 해당 강좌를 

수료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학습을 해야 하는지, 주요 

과제는 무엇인지, 교수자는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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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edX의 Coursera의 강좌 안내 페이지 

 

이후 강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차 별로 이번 주에는 어떤 

학습활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학습목표를 안내 받게 된다. 또는 

강의계획서 형태의 파일이 존재하여 주차 별 학습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수강생의 메일로 이번 주차 학습자료가 오픈 되었음이 공지가 

되어 학습자는 MOOCs 플랫폼에 접속하여 학습을 시작하기도 한다.   

 

[그림 Ⅱ-7] edX의 China, Part 10 의 3주차 안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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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학습활동이 시작되는 중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어 강의 

동영상을 통해 학습이 처음 진행된다. 많은 MOOCs 플랫폼에서 

xMOOC 형태의 동영상 강의를 위주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강생들은 강좌에서 제공하는 영어 강의를 들으며 

학습을 시작하게 된다. 각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영어 자막과 속도 조절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택적으로 동영상, 음성 및 강의에서 사용된 

파워포인트 자료의 다운로드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의 속도에 맞게끔 강의를 듣고, 전용 앱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다운을 받거나 하여 언제 어디서든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자막을 다운 받는 기능 또한 존재하여, 영어 강의를 시청 한 후 

자막을 다운 받아 읽을 수 있다.   

 

 

[그림 Ⅱ-8] edX의 China의 강의 동영상, 자막 다운 기능 

 

동영상 외에도 수강생들은 교수자가 제공하는 읽기 자료를 학습할 

수 있다. 플랫폼 내에서 본문 내에 하이퍼텍스르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제시하거나 또는 파일을 첨부하기도 하며, 링크를 통해 외부 사이트를 

제공한다. 수강생들은 이에 맞추어 각자 필요한 학습내용을 읽으며 

학습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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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Coursera의 읽기자료 

 

수강생들은 다양한 퀴즈 문제를 풀게 된다. 주로 영어 동영상에 

대한 이해를 바로 확인하기 위해 동영상에 삽입된 퀴즈가 제공되거나 

동영상 시청 및 읽기 자료의 학습이 끝난 후 별도의 퀴즈가 제시된다. 

이때 퀴즈는 수료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와 수료에 반영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형태로 구분된다. 퀴즈의 유형은 단답형, OX퀴즈, 선다형 

객관식, 서술형 문제 등으로 구성된다. 대개 퀴즈는 몇 번까지만 풀 수 

있도록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수료증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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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0] edX와 Coursera의 퀴즈 

 

퀴즈 외에도 수강생들은 다양한 학습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대개 

교수자가 제시한 주제로 에세이를 작성하거나, 코딩 과제나 토론 과제를 

제출하고,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그 밖에 특별한 학습활동으로 특정 질문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입력하여 수강생 전체의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 또는 외부링크를 타고 들어가 특별한 학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Ⅱ-11]에서는 FutureLearn의 한 강좌가 외부 

링크를 통해 플랫폼이 제공하지 못하는 특별한 학습활동을 별도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1 

  

 

[그림 Ⅱ-11] edX와 FutureLearn의 기타 학습활동 

 

과제 작성이 끝난 후에는 일련의 평가활동이 일어난다. 평가는 

자기평가나 동료평가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림 Ⅱ-12] 자기평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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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평가는 무작위로 배정된 동료 수강생이 과제를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본인의 과제에 대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13] 동료평가 결과 

 

토론은 교수자가 제시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방에서 진행된다. 

여기서 학생들은 토론글을 남기거나 다른 수강생이 남긴 글에 댓글을 

달거나 추천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율적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동료 학습자들과 토론을 할 수 있다.  

 

[그림 Ⅱ-14] edX의 토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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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또한 강좌에 대한 다양한 궁금한 점을 토론 게시판에 남길 

수 있다. 과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퀴즈에 

대한 질문, 수료증 발급 여부, 동영상 재생 오류 등의 다양한 글을 

남기게 된다. 그러면 해당 글에 관심이 있는 교수자, 튜터, 다른 동료 

수강생들이 댓글을 남기며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된다.     

 

 

[그림 Ⅱ-15] edX의 게시판 기능 

 

플랫폼에서는 학습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기능이 존재한다. 수강생 

들은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세계 수강생들과 교류 

를 할 수 있다. 또는 지금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어떤 

학생들이 같은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Coursera 

에서는 Meetup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동료 학습자와의 만남을 

지원하고 있다.  

학습활동 후기에서는 수강생들이 매 주차 별 학습진도를 나가고, 

과제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얼만큼 학습을 완료했는지를 학습관리 지원 

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몇 주차에 어느 학습활동에서 

점수를 얼마큼 받았는지, 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더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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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6] edX와 FutureLearn의 학습진도 확인 

 

이렇게 모든 활동이 끝나면 수료 점수를 획득한 학생들은 수료증을 

받게 된다. 강좌의 운영 기간이 끝나고 2~3주가 지나면 수료증을 

플랫폼에서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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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7] edX의 수료증 발급 기능 

 

수료증 발급까지 모두 마무리 된 후에 학생들은 후속 과정으로 듣게 

될 강좌를 탐색하게 된다. 많은 플랫폼에서는 몇몇 주제 영역에 있어서 

일련의 시리즈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학습자는 특정 강좌를 이수 한 

후 다음 수강 강좌로 추천되는 강좌를 듣거나, 관련 분야의 강좌나 또 

다른 분야의 강좌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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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8] Coursera의 4단계 연계 강좌 

 

 

다. MOOCs의 콘텐츠 유형별 학습활동 

  

MOOCs의 강좌들은 학문 분야별 특성에 따라 강조되는 학습활동 

유형이 상이하다. 다음에서는 대표적인 학습활동들을 정리해보았다.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 참여가 강조되는 인문사회계열 강좌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주로 하였고, 어떤 대답들이 

오고 갔는지, 어떤 학습활동을 했는지를 교수자가 간단히 영상으로 

촬영해서는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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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9] edX의 China Week 1 Office Hour 

 

인문사회계열 강좌에서는 글쓰기 형태의 과제가 많이 요구된다. 몇 

주 동안 진행된 동영상 강의와 토론 등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과제를 글로 써서 제출하라는 과제 활동이 많이 요구된다. 

더불어 토론 또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매우 강조된다.  

 

 

[그림 Ⅱ-20] FutureLearn의 글쓰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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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과학, 통계, 물리 등의 기초입문 강좌에서는 퀴즈뿐만 아니라 

숙제로 다양한 연습문제가 제공된다. 또한 핵심적으로 배울 학습 내용과 

개념들이 많은 강좌에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형태의 퀴즈 시험이 

많이 제공된다.  

 

 [그림 Ⅱ-21] edX의 MITx.8.MechCx Introductory Physics: 

Classical Mechanics의 Homework 

 

[그림 Ⅱ-21] edX의 MITx.8.MechCx Introductory Physics: 

Classical Mechanics의 기말고사 

 



 

 39 

과학 과목에서는 시뮬레이션 활동이 많이 제공된다. 학생들은 

가속도 등에 대한 개념을 온라인을 통해 가상으로 실습을 해볼 수 있다.  

 

  

[그림 Ⅱ-23] edX의 MITx.8.MechCx Introductory Physics: 

Classical Mechanics의 LAB 실습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과 같은 실용적인 과목에서는 실제 코딩을 

해서 홈페이지나 간단한 게임 등을 만드는 과제를 제시한다.   

현재까지 다양한 MOOCs 플랫폼에서 구축된 기능별 학습활동과 

콘텐츠 유형별 학습활동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플랫폼의 로그 데이터와 설문조사 기능을 통해 분석한 수강생들의 

학습활동 양상을 살펴보겠다.  

 

3.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 양상 
 

가.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 특징 

  

MOOCs 수료자들은 공통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동료들과 토론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eslow et al., 2013; Gillani & Eynon, 

2014; Ho et al., 2014). Breslow 외(2013)의 연구에서는 특히나 토론 

참여가 주요한 학습활동이 아니거나 수료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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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수료자들은 토론방에 글을 작성하는 등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들이 보낸 시간의 90% 이상은 질문, 

대답, 댓글을 작성하는 것 없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토론글과 댓글을 

단순히 읽는 것에 사용되었다. 또한 수료자들은 청강을 목적으로 하거나 

강좌 운영 초반에만 참여를 한 학생들이나 동영상을 한 두 차례만 본 

학생들에 비해 토론에서 글을 쓰거나 댓글을 남기는 횟수가 훨씬 

높았다(Goldberg et al., 2015; Kizilcec et al., 2013). MIT의 Circuits 

and Electronics 강좌에서는 수료자중 27.7%가 질문을, 40.6%가 

질문에 대답을, 36%가 댓글을 남겼으며, 52%는 토론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분석되었다(Brewlow et al, 2013). 그러나 토론방에 

참여를 한 사람들 대부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강좌를 수료 한 것은 

아니었다(Gillani & Eynon, 2014).   

또한 수료자들은 주차 별로 과제 마감 전에 사용 빈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Breslow 외(2013)는 수료자들이 

Homework나 Lab 문제, 토론 등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과제에서는 

마감 시간 전에 매우 높은 사용빈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마감 

시간이 없는 읽기 자료(e-text), 동영상 강의, 동영상 문제 등에서는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나 읽기자료(e-text)는 중간고사 

이후 사용 빈도가 매우 낮아졌다. 이는 읽기 자료 자체가 MOOCs에서 

보조적인 요소로 제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Kizilec와 Halawa 

(2015)의 연구에서는 중도탈락을 한 66%의 학생들이 마감 기한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다고 고백하였다. 

그리고 수료자들의 문제 풀이 횟수, 동영상 시청 시간 등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Firmin et al., 2014). San Jose 주립 

대학은 3개 MOOC 강좌를 오프라인 수업에서 활용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푼 문제의 숫자가 강좌 수료 및 실패 여부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rmin et al., 2014). Kizilcec 외(2013) 

는 동영상에 삽입된 문제를 푼 비율이 수료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또한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오프라인으로 본 시간과 온라인으로 

문제가 삽입된 동영상을 시청한 시간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수료를 한 

학생들이 중도 포기한 학생들에 비해서 오프라인으로 다운 받기보다는 

문제가 삽입된 동영상을 시청한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MIT의 Circuits and Electronics 강좌에서는 수강생들의 강좌 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높은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DeBo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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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번 이상 시스템에 접속한 108,000명 중 단순히 동영상만 

주로 시청하는 수동적인 수강생(browser)들이 76%를 차지 하였다 

(Seaton et al., 2013). 이들은 점수에 반영되는 학습 활동에 전체 

수강생들이 사용한 모든 시간 중 오직 8%만을 차지하였다. 반면 

수료증을 획득한 7%의 수강생들은 평균적으로 매주 100시간을 

사용하여 전체의 60%를 차지하였다(Seaton et al., 2013). 인체 생리학 

입문 강좌에서는 중간, 기말고사 시험에 모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매주 1-3시간 이상씩 해당 MOOC학습을 하는데 시간을 

썼다고 보고하고 있다(Engle et al., 2015). 42개 강좌의 수강생들은 

공통적으로 시간 부족을 중도 포기의 이유로 언급 하였다(Khalil & 

Ebner, 2014).  

Breslow 외(2013)의 연구에서는 수료자들이 강좌의 학습활동 요소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배분한 영역은 동영상 강의였다. 하지만 수료 

점수에 반영되는 Homework나 Lab 문제에 사용한 시간을 합치면 

동영상 강의보다 사용된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영상 

시청 시간은 강좌 수료 및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예측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Firmin et al., 214). 그러나 수료자들 중 25% 가량은 

전체 수료자 평균보다 20% 적게 동영상을 시청하는데 시간을 보낸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Seaton et al., 2013).   

Halawa, Greene와 Mitchell(2014)는 수강생들이 앞 주차의 

동영상을 얼마나 보지 않았는지, 앞 주차의 과제를 얼마나 생략했는지, 

2주 이상 강좌 스케줄에서 뒤쳐져 있는지, 퀴즈 점수가 50%보다 

낮은지 여부로 수강생들의 중도탈락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10개 강좌에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중도탈락과 학업 지속률을 50% 

이상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 이외에 혼자 공부를 했는지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를 했는지 여부가 수료에 큰 영향을 미친다. MOOCs는 온라인 

학습환경의 특성상 고독감을 느끼게 되면 중도 포기할 확률이 높아 

진다(Khalil & Ebner, 2014). 예를 들어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를 했는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IT의 

Circuits and Electronics에서는 설문지에 응답을 한 학생 중 17.7%가 

같은 MOOCs 강좌를 듣는 학생과 오프라인에서 협업을 하며 학습을 

했으며, 2.5%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거나 가르친 적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학습을 했다고 보고하였다(Breslow et al., 2013). 그 결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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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누군가와 협력적 학습을 한 것이 

혼자서 학습을 한 경우보다 3점 이상 더 최종 수료 점수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eslow et al., 2013). 

나아가 온, 오프라인에서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여 학습을 하는 것이 

강좌 수료나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Li et al., 2014). 실제로 

Coursera는 Meetup을 통해 면대면 스터디 그룹을 만든 수강생들은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아직까지 수료자들의 

스터디 집단 참여 여부 및 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으나 MOOCs에서 다양한 형태의 스터디 그룹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습자들이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들어 서로 

학습을 돕기도 한다(Breslow et al., 2013). 또한 Flipped Classroom 

방식으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한다(Li et al, 

2014). Chen과 Chen(2015)는 4명의 학습자가 오프라인으로 하나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MOOCs를 학습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스터디원들과 학습한 강좌의 내용을 서로 교환하면서 자신 

들의 관점을 확장 시키고, 스터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이 

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많은 학습 전략을 다른 학생들로부터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OOCs 학습에 대한 동기가 향상되었으며, 다른 

강좌에서도 적극적으로 토론방에 글을 남기고 새로운 강좌에 도전을 

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배운 학습 전략을 적극적으로 현실에서 시도 

해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스터디 그룹은 수강생들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도와 원격 교육상황에서의 주요한 문제점인 고립감을 극복시키고, 

사회적 비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수강생들은 플랫폼의 다양한 기능 등을 통해 학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학생들이 이러한 플랫폼에서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부족하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의 연구들이 주로 

플랫폼에 존재하는 불특정 다수의 로그 데이터와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 

하고 있어,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학습활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충분히 파악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심층적으로 

어떻게 MOOCs 플랫폼을 통해 학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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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대학생 MOOCs 수료자의 학습과정을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학습활동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질적 연구는 현상 이면에 내재한 

가치체계, 신념체계, 행위 규칙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연구 방법 

이다(조용환, 1999). 또한 질적 연구는 어떠한 현상을 대하여 상세한 

이해를 필요로 할 때 수행한다(Creswell, 2007). 즉, 질적 연구는 

MOOCs라는 새로운 온라인 학습 현상을 풍부하게 기술하고, 각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질적 연구는 MOOCs 수료자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어떠한 방식 

으로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사례 연구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사례 연구는 

질적 연구 중에서도 어떻게, 왜라는 대답을 하는데 주목하며, 연구 

대상자를 통제하지 않으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는 연구 

방법이다(Yin, 2009). 

본 연구는 다중 사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현재 MOOCs 수료자 

의 학습활동 및 경험에 대한 질적인 형태의 심층적인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여러 사례 간의 공유하고 있는 특성이나 사례 

별로 차이가 나는 특성들을 파악함으로써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 

이라는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유기웅 외, 2012).  

 

1.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그림 Ⅲ-1]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를 정의 

한 후 관련된 선행문헌을 고찰하였다. 이후 적합한 연구 대상자를 선발 

하고 이들에게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도구를 개발하였다. 

인터뷰 질문지는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수정하였으며 그 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면담이 끝난 후 수집 

하였으며, 사용자 여정 지도를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요청 

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연구자의 자료 분석이 먼저 시행되었으며, 

전문가와 연구참여자 검토를 통해 수정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론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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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연구 절차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영어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MOOCs를 수료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 

중에서 의도적인 표본 추출로 연구대상자를 선발하였다. 표본으로 선발 

된 학습자는 대학(원)생과 직장인 등의 성인학습자이다. 먼저 대학(원) 

생의 선발 이유는 MOOCs가 다양한 주제와 전공의 수준 높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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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다루며 대학교의 실제 강좌와 거의 유사하게 운영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전공과 교양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대학(원)생들이 

MOOCs를 활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MOOCs가 평생교육 

의 일환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후 자기계발을 위해 학습을 희망하는 

직장인들과 성인들에게서 실제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 연구대상자 수는 여섯 명이다. 여섯 명은 사례에 따른 다양한 

반응을 수집하기 위한 연구참여자의 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 문제에 답을 찾는데 가장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찾기 위해 비확률적 표집방법 중 의도적 표집방법에 의해 정해졌다 

(Merriam, 2009). 의도적 표집방법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표집을 

실시했는지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이중 근거이론 방법에서 

유래한 최대편차 표집 선정 방법을 활용해 6명이라는 인원수가 정해 

졌다(유기웅 외, 2012). 이 방법은 표집의 대상 안에서 최대한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대상을 수집하는 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나이, 성별, 

직업 등에서 최대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연구 대상자들을 통해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발된 대학(원)생과 

직장인의 연구대상자 수는 50대 50의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남녀 성비도 50대 50으로 선발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는 MOOCs를 

1개 이상 수료한 경험이 있는 수강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수료한 MOOCs의 학문 분야 종류(물리, 철학, 역사, 수학 등)는 

고려하지 않는다. 연구 대상자의 기본 정보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대상자 기본 정보 

참여자 성별 신분 나이 MOOCs 

수료횟수 

연구참여자 1 남 대학원생 30대 초반 1 

연구참여자 2 여 대학원생 20대 후반 8 

연구참여자 3 남 편입준비생 20대 후반 6 

연구참여자 4 여 직장인 20대 중반 14 

연구참여자 5 남 직장인 30대 초반 1 

연구참여자 6 여 직장인 40세 초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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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는 온, 오프라인 MOOCs 스터디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연구 참여여부를 타진하였다. 

현재 온라인 상에는 MOOCs를 함께 공부하기 위해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후 

연구에 동의한 심층면담자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소개를 받아서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남자 대학원생으로서 영어 

학습, MOOCs를 경험해 보려는 호기심 등의 목적으로 본인의 전공 

분야에서 1개 강좌를 수료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여자 대학원생으로서 본인의 전공분야를 심화 학습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개의 MOOCs를 수료하였다. 또한 학교와 교수님의 지원 하에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온,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MOOCs 스터디를 직접 조직 

및 운영하여 참가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3은 대학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남학생이다. 개인적인 사유로 대학을 자퇴한 후 MOOCs를 통해 수학, 

과학, 컴퓨터 분야의 여러 강좌를 수강하며 대학 교육을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공부했다. 연구참여자 4는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여자 

직장인이며, 학부 시절부터 MOOCs를 듣기 시작했으며 취업 준비 시 

그리고 현재 직장에서도 본인에게 필요한 분야를 찾아서 여러 MOOCs 

를 수료했다. 연구참여자 5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남자 직장인이며, 

법이나∙ 인권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MOOCs를 듣기 시작했으며 1개 

강좌를 수료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미국에 15년여간 체류 중이며, 

현재는 연구소 일과 가정주부 일을 병행하고 있는 40대 여성이다. 

본인의 평소 관심 있는 학문 분야나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의 최신 

지식을 얻기 위해 여러 개의 MOOCs를 수료하였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연구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사용했다. 심층면담의 목적은 한국인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료자들을 대상 

으로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실시했다. 

심층면담에서 사용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MOOCs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 기능에 따라 어떻게 실제로 

학습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실제 심층면담이 시작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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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연구자가 추출하고자 하는 심층자료를 얻기 위해 질문지가 

타당하게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안면타당도를 MOOCs 설계와 실무 

경험이 있는 교육공학 박사 2인에게 검토 받았다.  

세 번째 연구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 서비스 디자인의 사용자 여정 

지도(Customer Journey Map)를 사용하였다. 서비스 디자인 연구방법 

은 사용자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Stickdorn & Schneider, 2012). 사용자가 특정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겪게 되는 모든 경험들을 주의 깊게 파악하여, 서비스와 사용자가 

만나는 터치포인트라는 접점을 찾아서 자세히 분석하게 된다. 서비스 

디자인 방법은 크게 문제 발견, 문제 정의, 디자인 개발, 디자인 

전달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제 발견을 

심층면담을 통해 수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문제 정의에서 많이 활용되는 

사용자 여정 지도를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MOOCs라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이용자인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MOOCs의 학습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이들이 겪는 장애나 

어려움, 문제점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MOOCs 학습활동에서 시간에 따라 보이는 흥미, 감정,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학습 활동을 좋아하고 힘들어 

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사용자 여정 지도는 일련의 학습 사태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체크하여 사용자의 경험 내용을 [그림 Ⅲ-2]처럼 시각화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MOOCs 학습 경험의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어떤 지점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지, 그리고 

서비스의 흐름에 따른 학습 사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된 분석된 학습활동의 다양한 종류를 

목록화하여 제시한 후, 연구참여자가 본인의 학습활동 행태와 패턴을 

추가 및 수정하고 도식화하여 개인당 하나의 여정 지도를 도출 해냈다. 

이 때 본인이 사용자로서 힘듦, 어려움(1점에 가까움)과 즐거움, 

만족감(5점에 가까움)을 느끼는 정도를 5점 척도의 점수로 체크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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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사용자 여정 지도 예시(최진원 2012, P.297, 299) 

 

4. 자료 수집 방법 
 

심층면담은 MOOCs 수료자들을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만약 연구대상자가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에는 전화 면담이나 화상 면담을 실시했다. 실제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 

사는 학습자 한 명을 직접 만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전화 면담 및 

화상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에게 대면 인터뷰할 것을 

일차적으로 권유하나, 만약 면담자가 개인적인 시간이 불가피하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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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할 때에는 서면면담 등의 대안적인 방식을 사용했다. 전체 

심층면담은 총 6명을 대상으로 약 2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선정된 연구 대상자에게 면담 요청을 하는 것에서부터 심층면담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미리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내용과 방법을 설명한 후 면담을 요청했다. 면담 요청을 수락 

하는 사람과는 구체적인 면담 날짜와 시간을 잡고, 직접 면담을 

실시하기 전 IRB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를 보여주고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에게 원할 경우 언제든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면담의 장소는 연구대상자인 MOOCs 수료자들이 원하는 곳으로 

선택했다. 학습자의 학교 교실, 조용한 커피 전문점, 스터디 카페, 식당, 

등에서 약 1시간 동안 연구참여자 1인당 1~2차례씩 면담이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의 전체 내용은 사전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하였다. 면담 도중 

본 연구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경우, 면담 중간이나 끝난 후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그리고 원격에 거주하여 만나기가 어려운 연구참여자 1명은 

전화면담 및 화상면담을 실시하였다. 전화면담 역시 연구참여자의 동의 

를 거쳐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사용자 여정 지도 작성은 연구자가 심층면담을 했던 연구참여자들을 

직접 만나서 실시하거나 메일로 관련 양식을 제공하여 직접 사용자 여정 

지도를 작성하게 요청하였다. 연구자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일련의 

학습활동이 적절한지를 검토 받고, 각각의 터치포인트에 대해 만족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자료 수집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삼각측정법 

(triangulation)을 실시했다(유기웅 외, 2012; Creswell, 2007; 2009). 

가능한 다양한 출처의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심층면담 자료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면담 진행 시 노트필기 자료, 사용자 여정 지도 등을 

연구참여자에게 요청하여 수집하였다. 일부 자료 분석의 과정에서 

면담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나 구체화가 필요할 경우, 이메일을 통해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MOOCs 과제, 토론글, 블로그 

등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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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일반적인 질적 연구 방법으로 

Creswell(2015), Miles와 Huberman(1994), Glaser & Strauss 

(2012)의 반복적 비교 분석법 등 질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코딩하기, 분류하기, 범주 확인의 세 단계에 따라 분석이 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사한 면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단위로 

분석하고 공통적인 테마나 키워드를 도출하여 코딩을 실시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코딩 결과를 학습활동에 따라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범주화에 대한 반복적 검토를 통해 

재확인이 실시되었다.  

사용자 여정지도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조직화된 학습활동 사태에 

연구대상자들이 5점 척도로 표시한 만족도가 분석되었다.  

자료 분석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했다. 

먼저 심층면담으로부터 해석된 연구결과는 연구자의 개인적 선호와 

성향을 제거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확인(Member Check)를 거쳐 

연구의 정확성을 높였다(유기웅 외, 2012; Creswell, 2007, 2009). 

연구참여자에게 본인의 면담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 및 도출한 

임의적 분석과 결론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면담내용의 해석과 주제 

선정에 대한 몇 가지 수정사항이 제시되었고, 연구자는 이러한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리고 동료 검토(Peer Debriefing)을 활용했다(Creswell, 2007, 

2009; Lincoln & Cuba, 1985). 관련 분야에 지식과 식견이 있는 동료 

연구자가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분석 자료와 결과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검토가 이루어진다(유기웅 외, 2012). 본 연구 

에서는 심층면담 질문지의 개발부터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단계까지 

교육공학 전공 석사과정생 1명과 함께 논의하며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외부자의 검토(audit)를 받았다. 외부감사는 해당 연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문가가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Creswell, 2007, 2009). 먼저 연구자가 심층면담 자료를 

분류, 유목화, 코드화했다. 이후 코딩의 적절성에 대해 MOOCs 설계와 

실무 경험이 있는 교육공학 박사 2인에게 검토를 받았다. 이를 통해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 범주에서 추가하거나 삭제,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분류상의 통합, 분리, 이동되어야 할 항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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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개념의 명칭 또는 설명의 재진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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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학습활동 주요 단계와 세부 학습활동 
 

먼저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 과정은 크게 5가지 주요 단계로 

분류되었다. Salmon(2013)의 온라인 학습발달 단계를 참고하고 

MOOCs 학습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접근과 동기부여’, ‘지식 이해’, 

‘지식 적용’, “사회화와 정보교환’, ‘발전’이라는 범주가 도출되었다. 또한 

주요 단계를 구성하는 세부 학습활동들이 범주 별로 분류되었다.    

 

 [그림 Ⅳ-1] 학습활동 주요 단계 및 세부 학습활동 

 

학습활동의 1단계인 ‘접근과 동기부여’에서는 본격적으로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온라인 학습환경에 접속하여 본인이 수강하려는 강좌와 

관련된 정보를 찾고, 온라인 학습환경 플랫폼에 적응하기 위해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익힌다. 또한 강좌 수강 동기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소개 동영상 등의 강좌 안내 페이지, 주차별 공지사항, 진도율 등을 

확인한다. 

학습활동의 2단계인 ‘지식 이해’에서는 MOOCs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제공되는 동영상 강좌를 보면서 관련된 지식을 본격적으로 습득 

하게 된다. 또한 읽기자료와 외부 안내 사이트 등을 방문하며 교수자가 

안내하는 지식을 이해하게 된다.  

학습활동의 3단계인 ‘지식 적용’에서는 동영상과 읽기자료를 통해 

이해한 지식을 적용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대표적으로 동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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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된 퀴즈와 주차 별 퀴즈, 중간, 기말고사 등의 퀴즈 풀기를 

시행하며, 에세이나 프로그래밍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학습활동의 4단계인 ‘사회화와 정보교환’에서는 과제 활동에서 

동료평가를 시행하며 동료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토론방에서 강좌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나 학습자료 등을 찾고 서로 

공유하며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온, 오프라인과 SNS 등을 통해 

학습 진도와 마감 기한 등을 서로 확인하고, 함께 학습을 하고는 한다.  

학습활동의 5단계인 ‘발전’에서는 강좌가 끝난 후 수료증을 발급 

하여 보관하고, 유사한 강좌나 좀 더 심화된 강좌를 찾아서 들으며 

학습을 지속해나간다. 또한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에게 해당 강좌나 

MOOCs를 추천하게 된다.  

 이러한 각 주요 단계의 세부 학습활동은 시기에 따라 본 연구의 

참여자인 MOOCs 수료자 6명이 <표 Ⅳ-1>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표 Ⅳ-1> MOOCs 수료자의 시기별 학습활동 과정 

시기 

 

세부 

학습활동 
세부 학습활동 사례 

연 

구 

참 

여 

자 

1 

연 

구 

참 

여 

자 

2 

연 

구 

참 

여 

자 

3 

연 

구 

참 

여 

자 

4 

연 

구 

참 

여 

자 

5 

연 

구 

참 

여 

자 

6 

 

 

단

계 

 

 

 

 

 

 

 

강 

좌 

 

수 

강 

 

초 

기 

 

 

 

 

 

강좌 

검색 

개별 사이트에서 직접 강좌 검색 O O O O O O  

 

 

 

 

 

 

 

 

 

 

 

 

 

 

 

접 

근 

과 

 

통합 사이트에서 강좌 검색   O O   O O   O 

메일로 온 추천 강좌 보기 O O   O   O   O   

교수, 동료의 추천 강좌 보기    O         

MOOCs 강좌 리뷰 보기           O 

토론방의 강의평 보기           O 

강좌 

안내 

메일 

확인 

공지사항 확인 O O O   O O 

꼼꼼히 읽어보기 O   O   O   

대충 읽어보기   O O O     

메일함에서 폴더로 분류하기     
 

  O   

MOOCs 

학습방법 

익히기 

안내 강좌나 영상 보기   O   O     

블로그에서 배움           O 

스터디에서 세부적인 방법 배움         O   

플랫폼 창립자 검색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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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안내 

페이지 

보기 

교수자 약력 보기  O O   O   O  

 

 

동 

기 

부 

여 

주차 별 학습시간 확인 O O O O O   

인쇄해서 보기     O       

교수자 관련 자료 검색       O     

 

 

 

 

 

 

 

 

 

 

 

 

 

 

 

 

 

주 

차 

 

별 

 

학 

습 

활 

동 

 

시 

 

 

 

 

 

 

 

 

 

 

 

 

 

 

 

 

 

 

주차 별 

공지글 

확인 

과제 및 퀴즈 데드라인 확인 O O O O O O 

스터디에서 공유하기  O O     O   

진도율 

확인 
본인의 학습 정도 확인  O O O O O O 

동영상 

학습 

자막 켜고 동영상 보기 O O O O O O  

 

 

 

 

 

 

 

 

 

 

 

 

지 

식 

 

이 

해 

동영상 멈추지 않고 쭉 보기   O   O O   

자막 읽기   O O   O O 

자막 하이라이트하기   O         

모르는 영어 단어나 개념 검색 O O O O O O 

타이핑으로 노트필기 O O     
 

  

종이에 노트필기     O   O O 

모바일(스마트폰)으로 시청   O   O O   

화면캡쳐하기 O O   O 
 

O O   

속도 조절해서 보기   O O O   O 

타인과 함께 시청하기           O 

동영상 다운하기      O     O 

읽기자료 

보기 

읽기자료 인쇄     
 

O    O   O   

ppt 인쇄      O O O     

교수 홈페이지 자료 검색   O   O     

교수자 관련 책 검색     O O   O 

읽기자료 보기     O O O O 

읽기자료 다운   O   O O   O 

ppt 자료 다운 및 정리 O O O     O 

외부 안내 사이트 보기 O O O O O O 

퀴즈 

풀기 

동영상 삽입 퀴즈 풀기 O O O O     O  

 

 

 

 

지 

식 

 

적 

용 

 

 

주차 별 퀴즈 풀기  
 

O O O   O 

중간, 기말고사 퀴즈 풀기   O O O   O 

캡쳐하면서 퀴즈 풀기   O   O     

퀴즈 통해 동영상 이해 정도 

파악 
      O     

노트 정리 된 것 보면서 풀기 O O       O 

만점 받을 때까지 풀기 O O   O   O 

여러 번 풀기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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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활동 

수료에 반영되는 과제하기 O O O O O O  

 
수료에 반영되지 않는 재밌는 

과제 하기 
  O         

자기과제 스스로 평가     O O     

동료과제 평가하기 O O O O O O  

 

 

 

 

사 

회 

화 

와 

 

정

보 

교 

환 

 

동료가 준 평가 피드백 보기 O O O O O O 

과제를 토론방에 포스팅하기   O   O     

토론방 

활동 

과제나 퀴즈에 대한 자료 검색   ` O O   O 

주도적인 학생 글 읽기     O     O 

교수자나 조교가 작성한 글 읽기 O O O     O 

강좌 리뷰평 남기기           O 

댓글 남기기   O O   O O   

댓글 단 사람 찾아보기    O   O   O 

학습 

커뮤니티 

활동 

온라인 스터디 찾아보기   O O O   O 

온라인 스터디 참여   O O O   O 

오프라인 스터디 참여 O O   O O   

강좌와 관련된 SNS 가입하기      O   O   O   

SNS 글 읽기   O O O   O 

SNS에 글 남기기   O           

강 

좌 

 

수 

료 

 

후 

수료증 

발급 

링크드인 게시   O O O      

 

발 

전 

수료증 보관 O O O O O O 

강좌 

검색 

비슷한 강좌 찾기   O   O       

심화 강좌 찾기 O    O   O O   O 

연계 강좌 찾기    O O O   O 

주변 

추천 
친구와 가족에게 강좌 추천 O O O   O O 

 

강좌 수강 초기에 MOOCs 수료자들은 강좌 검색을 위해 일차적 

으로 개별 MOOCs 사이트에서 주로 관심 있거나 재미있을 거 같은 

키워드로 강좌를 검색한다. 한 개 강좌를 수료했던 연구참여자 1은 

“Coursera 사이트 들어가서 바로 검색’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많은 강좌를 수료한 연구참여자의 경우는 개별 MOOCs 사이트에 바로 

들어가서 검색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MOOCs 통합 검색 사이트에서 

강좌를 찾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MOOCs 전체 강좌를 다 리뷰하는 

사이트”에서 강좌를 찾기도 했다. 그리고 메일로 오는 추천 강좌의 

경우는 해당 강좌가 이미 들었던 것도 있고, 리뷰를 모아놓은 사이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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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보지 않으며, 일상 업무가 바빠서 잘 듣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좌 안내 메일 확인에서는 수강한 강좌에서 수업 초기나 정기적 

으로 오는 이메일의 공지사항을 확인한다. 수료자들은 이렇게 전달된 

강좌 안내 메일을 꼼꼼히 확인하거나 또는 대충 확인하는 두 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특히나 꼼꼼히 확인하는 연구참여자 5는 “메일에 

폴더를 해놓아서 다 읽어봅니다”라고 응답하였다.   

MOOCs 학습방법 익히기는 몇몇 수료자들만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개별 MOOCs 플랫폼에서 강좌 안내 영상이나 

학습방법 소개가 나와 있는 페이지 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있었다. 

나아가 어떤 수료자들은 각 MOOC을 설립한 창립자들을 검색하기도 

했으며, 블로그를 살펴보며 강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오프라인 스터디에 참석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는 동료들을 통해 각 

MOOCs 플랫폼의 사용방법 차이점을 배우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좌 안내 페이지는 모든 수료자들이 공통적으로 열심히 읽어보고 

있었다. 이들은 강좌 제목이 흥미로운 것을 다 읽어보거나 정말 관심이 

있는 강좌는 인쇄를 해서 읽어보고 있었다. 이때 이들은 교수자 약력을 

꼼꼼히 읽어보고, 주차 별 학습시간을 확인하며, 본인이 들을 만한 

강좌인지를 파악하고 있었다.  

주차 별 학습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한다. 먼저 수료를 

목표로 한 강좌라면, 연구참여자들은 과제, 퀴즈 등에 대한 마감시간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주차 별로 제시되는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터디 등을 하며 강좌에 대하 주요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있었다.  

진도율 확인을 위해 수료자들은 주차 별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현재까지 학습한 정도를 보게 된다. 그러나 또 다른 학습자들은 

학습 중간이나 끝날 때에 수시로 확인하기도 하였다.   

동영상 학습 시에는 공통적으로 자막을 켜고 시청을 하고 있었으며, 

휴대폰에서 앱을 통해 보거나, 동영상을 멈추지 않고 쭉 보거나, 2번 

이상 반복 시청을 하고 있었다. 또한 자막을 다운 받아 자막을 꼼꼼히 

읽거나, 영상 시청 시에 손으로 또는 컴퓨터로 타이핑을 치며 

노트필기를 하고, 때로는 동영상 캡쳐를 하여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요하거나 생소한 영어 단어, 용어를 동영상 시청 

중에나 후에 검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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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자료 보기는 동영상에서 보여지는 PPT 자료나 책, 논문 등의 

텍스트 자료를 학습함으로써 발생한다. 강좌에서 제공하는 PPT나 

읽기자료를 인쇄해서 보는 것 외에도, 자발적으로 교수자가 작성한 책 

등을 검색하여 읽거나 교수자의 홈페이지 및 소개된 각종 사이트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퀴즈 풀기는 동영상에 삽입된 퀴즈나 주차 별 퀴즈, 중간, 기말고사 

퀴즈를 푸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노트 정리한 것을 보면서 퀴즈를 

풀기도 하였으며, 맞거나 틀린 문제를 캡쳐 하면서 풀고 있었다. 또한 

여러 번 풀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에 만점을 받을 때까지 문제를 푸는 

수료자도 존재했다.  

과제 활동 시에는 수료에 반영되는 과제를 하거나 점수에 반영 

되지는 않으나 재미있는 과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제 

후에 자기평가나 동료평가를 실시하며, 동료가 보내준 평가 피드백을 

살펴본다. 그리고 몇몇 수료자들은 자신이 한 과제를 토론방 등에 

포스팅을 하며 공유를 하기도 한다.  

토론 활동은 토론글과 댓글을 읽고 작성하는 형태로 일어난다. 이때 

과제나 퀴즈에 대한 자료를 찾기 위해 토론글을 검색하기도 하며, 주로 

주도적인 학생의 글이나 교수자나 조교가 남긴 글을 많이 보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토론글에 댓글을 남긴 사람을 찾아보기도 한다.  

학습 커뮤니티 활동은 오프라인 스터디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 

된다. 또한 강좌와 연계된 SNS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개설한 SNS에 

가입하여 글을 읽고 남기고 있었다.  

강좌 수료 후에는 수료를 한 강좌가 유료일 경우 사전에 미리 돈을 

내고 수료증을 발급 받게 된다. 또한 링크드인과 같은 SNS에 해당 

수료증을 올리며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료한 강좌와 유사한 분야의 강좌를 찾아보기도 하고 좀 더 

심화된 강좌를 찾아보기도 한다. 그 밖에 1~5단계 등으로 제공되는 

연계강좌의 다음 레벨 강좌를 찾아보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들은 강좌를 포함해 MOOCs를 가족이나 주변의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고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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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OCs 플랫폼과 관련 도구 활용 양상 
 

가. 접근과 동기부여 

 

1) 강좌 검색: 통합 사이트와 추천, 리뷰  

 

수료한 MOOCs 강좌가 많은 연구참여자일수록 단순히 제목이나 

흥미로운 내용이어서 강좌를 선택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그보다 여러 

MOOCs가 종합적으로 모여 있는 통합 검색사이트나 MOOCs 리뷰 

사이트 등에서 편리하게 듣고 싶은 분야의 강좌를 검색하였다.  

 

“MOOCs 통합해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찾아요. 해당 MOOCs 

사이트에 바로 들어가서 검색하지는 않아요.” (연구참여자 4) 

 

또한 우선 수강신청을 한 후 “1~2주 동안 Coursera는 토론방이 

활발하니 거기서 수업이 어떻다는 평을 보고 이 수업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계속 듣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 수업보다 더 낫다고 

하는 수업을 추천 하거든요”라고 응답하였다.  

  

“지금까지 들어본 모든 강의가 다 훌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디오 

강의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것들이 부실하며 수준이 고르지 않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한 강의들도 꽤 있었습니다. 토론방에 자유롭게 올라오는 학생들의 강의 

평가는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믿을만했습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강의를 들었을 때 배우는 것이 많아지는 경험이 

쌓이면서 리뷰가 좋은 강의는 일단 들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연구참여자 6)  

 

하지만 연구참여자 4의 경우는 이러한 MOOCs 통합 사이트에서 

강좌를 검색할 시 “너무 종류가 많고 사이트도 많아서” 오히려 가끔씩은 

그냥 개별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여 검색을 한다고도 하였다. 그 이유는 

MOOCs가 생긴지 시간이 꽤 지나서 개별 플랫폼의 특성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녀는 “심화적이고 전문적인 강좌는 edX 

에서 보는 것 같고요. 기초, 교양은 Coursera에서 보는 것 같아요. 

Udacity도 좀 들어봤는데, 그건 practical”하다고 말하며 개별 플랫폼의 



 

 59 

강좌 차이를 인식하고 본인이 듣고자 하는 강좌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 

직접 강좌를 검색하고 있었다.    

이 밖에 어떤 수료자들은 “교수님 수업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스터디 동료들이 추천하는 강좌”를 듣기도 하였다.  

 

2) 안내 메일: 학습을 유도 VS 다 보내니까 

 

수료자들 사이에서는 강좌 안내 메일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강좌 안내 메일은 “강좌를 다 들어보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들고 단순히 수동적인 학습자로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교수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 학습을 지속 

하도록 돕고 있었다.  

 

“학생으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강좌를 여러 개 

신청해놓은 상태여서 잊어버리기 쉬운데 알려주니까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3)  

 

또한 안내 메일은 때로는 강좌의 새로운 콘텐츠가 언제 올라오는지 

메일로 알려주기에 “잊어버리고 있을 때” 회상시켜주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특히나 “잊을 뻔 하거나 할 때 긴장감을 주고, 메일을 보면 

스케줄 압박감”이 있어서 학습목적에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OOCs 수료 횟수가 적은 연구참여자 1은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가 

있어서 안내 메일을 꼼꼼히 다 읽어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수료자인 연구참여자 4는 강좌 안내 메일을 별로 

읽어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모든 MOOCs에서 안내 

메일을 “그냥 다 보내니까”라고 말하였으며, 주차나 강좌 진행 상황 

등만 간단히 확인하고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코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동은 또 다른 수료자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다 읽어보지는 않아요. 꼼꼼히 읽지는 않아요. 그냥 뭐가 있구나 

정도만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내가 꼭 듣겠다고 하는 강의는 사이트에서 

공지사항을 열심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메일이랑 내용이 같으니까.” 

(연구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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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은 사실 강좌 안내 메일이 강좌 홈페이지에서 적혀있는 

공지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을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MOOCs에서 학습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수료자들은 “일단 바로 학습으로” 들어 

가기도 하였다.  

 

3) 학습방법 안내: 사이트 구조, 블로그, 창립 목적  

 

MOOCs 학습방법 안내는 MOOCs 초창기에는 없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있는 것 같다”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기서 배운 거를 써먹지는 

않는다”라고 하거나 그냥 “신기해서”보거나 했지 “다 보지는 않고 그냥 

한 번 클릭을 해보고 닫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처음 접속한 

MOOCs 플랫폼일 경우 해당 사이트의 구조나 운영방식, 학습방법 등을 

익히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 시작하는 게 도움이 돼요. edX는 처음 들어갔을 때 복잡하게 

보였어요. 데모를 보고 나니까 이렇게 하는 구나를 알고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보통은 옆에 사이드바를 클릭해서 나오는데 edX는 

여기저기 클릭 하는 게 많았어요. 퀴즈나 그런 것도 그렇고 아예 임베디드 

된 글도 많고. 형식이 제가 처음 보는 거였고 좀 어려웠어요.” 

(연구참여자2)  

 

오히려 그보다는 수강한 MOOCs 강좌에 대해 한국인들이 소개를 

해 놓은 블로그를 보면서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더 들었다”라는 

연구참여자 6와 같은 수료자도 존재하였다. 그녀는 타인이 블로그에 

작성해 놓은 “상세한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과제는 어떻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전문적이고”와 같은 글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 3은 “처음에는 세 사이트가 구분이 안 되었어요. 

뭐가 뭐인지는 알았지만, 창립자들이 말한 목적이 궁금하더라고요. 

사이트에서도 보고 유투브나 검색해서 보기도 하고. 창립자 3명이 다 

미국에서 유명하더라고요. 학습방법도 봤고요”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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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문프로그래머가 내 코딩을 봐주면서 일대일로 컨설턴트를 해주고 

프로젝트 내에서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가 피드백을 해주니까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지불하는 거죠.” (연구참여자 3)  

 

나아가 그는 이러한 검색을 통해 각 MOOCs 플랫폼의 차이를 인식 

하고, Udacity 등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위해 수강을 하고 있었다.  

 

4) 강좌 안내 페이지: 교수자 약력 등 꼼꼼히 읽기, 학습시간에 대한 

비신뢰 

 

많은 수료자들은 “실제 도움”이 될 것 같거나 “진짜 관심” 있는 

강좌의 안내 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언제 

열리는지”를 파악하고, 강의계획서나 과제 등을 보고 부담이 덜한지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소개 동영상 등을 보며 들을만한 강좌 

인지를 판단하며 “감당하기 힘든” 강좌는 제외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봄으로써 “무엇을 배우는지 아는 게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었다.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고 있다 보니, 기간이 길거나 분량이 많거나, 

내용이 어려워 보이는 강의는 제외했습니다.” (연구참여자 5) 

 

특히나 “대학 소개하는 영상 이런 게 재미있어요. 그 대학 검색 

해보면 유투브 영상도 있고. 내가 거기를 다니는 거 같은 느낌도 

들고”라고 하며 잘 만들어진 안내 페이지를 통해 실제 학교를 다니는 것 

같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연구참여자가 

교수자 약력 읽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들은 강좌의 

교수자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MOOCs를 “누가 제공하는지 정확히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분야 외의 지식이나 연결고리”를 

찾게 되고, “자세한 자료를 보고 영상을 보고 하면서 더 좋은 교수님과 

좋은 학교의 강의를 듣는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고백하였다.  

 

“강의를 듣지 않아도, 강좌 안내 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력을 가진 교수인지 살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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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대부분 교수들은 개인 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 또한 

들어가봐서 어떤 주제 분야로 연구하는지 확인해봅니다.” (연구참여자 4) 

 

교수자 이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연구참여자 1도 “처음에는 

봐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지만, 스터디 동료가 읽어보는 것을 보면서, 

교수자가 어떤 분야의 전공인지 등을 살펴본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주차 별 학습시간에 대해서는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 이유는 실제 학습을 해보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3은 

“그거 다 뻥이에요. 2~3배는 더 들어요. 우선은 영어 원어민도 그 시간 

내에 끝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는 카이스트 석사 형도 쉽지 

않다고 했거든요”라고 하며 강좌에서 제시한 주당 예상 학습시간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하였다.  

 

5) 공지사항: 마감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료자들은 퀴즈나 시험의 마감 기한 공지글 같은 주차 별 공지 

사항을 웬만해서는 “거의 다 읽거나”했으며 “행정적인 사항은 수시로 

들어가서” 자주 확인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중요한 공지사항은 “놓치지 

않고”, “마감 전에 과제를 내야 하니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래 강의 일정과 달리 변경사항이 올라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챙겨보고 있었다.  

 

“수료증을 목표로 하는 강좌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보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은 강좌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연구참여자 2) 

 

특히나 이런 마감 기한은 매주 마감 기한이 있어서 “이 주까지 

과제를 내야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든 하루를 투자”해서 학습을 

끝마치도록 돕고 있었다. 반면 마감 기한이 없는 아카이브 강좌 

(동영상만 있는 강좌) 형태의 MOOCs에서는 “의지가 강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 끌고 가기 힘들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3의 경우 “처음에는 읽어봤지만 나중에 

익숙해졌을 때는 그냥 대충 다 알겠다”고 언급하였다. 그 이유로 한 

주에 학습량이 많은 “엄청 힘든 강좌를 듣고 나니까 다음 강좌들은 다 

소화가 되더라고요”라고 말하며 다소 학습 요구량이 적은 강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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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에 무슨 내용, 스케줄이 있는지 알아보지 않아도 가볍게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라고 말하였다.  

또한 수료를 목표로 하지 않는 강좌의 경우에는 해당 강좌가 “이미 

지난 거 같기도 해서 대충 본 거 같다”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었다.  

 

6) 학습진도 확인: 수료를 위해 자주 확인 & 뿌듯함  

 

학습진도 확인은 해당 기능이 대시보드에 구현된 edX나 Future 

Learn같은 플랫폼도 있으며, 동영상 시청 등이 일부 확인되는 

Coursera나 Udacity등도 있다. 우선 학습진도 확인은 “어쩔 수 없이 

보여지지 않나요. 들어가면 보이니까”와 같이 강좌에 접속을 하는 

초반에 주로 이루어진다. 또한 자연스럽게 “과제하는 중”에도 보게 된다. 

특이한 점은 “수료를 목표로 한 강좌는 자주 하는 것 같아요”처럼 

“기한에 맞게 듣기 위해” 강의를 어디까지 들었고 과제를 했는지 자주 

확인하는 연구참여자가 여럿 있었다. 그리고 “퍼센티지 진행된 거 보면 

뿌듯하더라고요”라고 응답한 수료자도 존재했다.  

 

“쌓여가는 걸 보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한 문제 풀고 얼만큼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몇 퍼센트” (연구참여자 2) 

 

나. 지식 이해  

 

1) 동영상: 자막을 켜고 노트 정리 

 

수료자들은 동영상을 “처음 볼 때는 전체를 본다는 느낌으로 안 

쉬고 쭉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여러 연구참여자들이 모바일을 

활용해 이동 중에 시청을 하고 있었다. 동영상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스트리밍으로 보기도 하였다. 특히나 MOOCs 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영상을 미리 다운 받아놓고 “이동 중에는 처음 볼 때 쭉 봐요. 

스마트폰으로 다운 받아서. 시간 절약이죠. 그리고 한번 쭉 보기에는 

이동 중에 보기가 좋은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냥”이라고 언급하였다.  

 

“저는 직장을 다니니까 시간을 내서 보기가 힘들거든요. 휴대폰으로 

출퇴근하면서 봤거든요.” (연구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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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MOOCs 초창기에는 이러한 앱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동 

중에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도 해봤는데, 아이패드로도. 자막이 잘 안 

되더라고요”라고 하며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수료자도 존재하였다. 

이들은 앱이 없었던 시기나 초창기에 해당 강좌가 폐강되어 언제 다시 

오픈할 지 모를 때에 종종 동영상 다운을 하고는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든 자유롭게 접속이 가능하기에 대부분의 학습자가 동영상을 

다운받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시청 시에는 모두 다 반드시 자막을 켜고 학습을 하고 있었다. 

자막을 켜는 목적은 영상 길이가 15분 이상처럼 길 때나 교수자의 

“영어 발음”이나 “액센트”가 알아듣기 힘들 때, 그리고 “생소한 분야”일 

때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막을 켬으로써 “모르는 단어”가 무엇 

인지 확인할 수도 있었다. 한편 “가볍게 듣는 강좌”이거나 “영어가 

원활하신 분, 발음이 좋은 분”, “익숙한 분야”일 경우에는 자막 없이 

동영상을 학습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 적게는 동영상 길이의 2~3배의 시간에서 최대 6배의 

학습시간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영어로 제공되기 

때문이기도 했으며, 정리까지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구글에서 검색하면서 멈춰놓고 보기”도 하고 있었다. 

또한 어떤 학습자는 자막을 다운 받아 밑줄을 치는 등 하이라이트 

하면서 읽기도 하기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있었다. 그리고 동영상 

길이기 긴 강좌의 경우는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끝까지 학습을 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동영상 강의도 긴 게 많더라고요. 듣고 싶은 강의는 많지만 끝을 내지 

못한 게 많은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6) 

 

특히나 영상을 중간에 정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간혹 “일시 정지하고 해당 단어를 찾아”보거나 “정지해서는 한글 

문서의 사전을 보고. 매번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정말 이상한 단어다 

그러면 검색”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몇몇 수료자들은 웬만해서는 동영상을 2번 이상 시청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4는 귀찮기도 했지만, 과제 및 다른 학습에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 동영상을 반복 시청하지는 않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은 계속 보기는 하는데. 걔 중에서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걸 내가 이해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 봐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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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였다. 그녀는 “동영상만 열심히 하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고 생각했죠”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연구참여자 1이 “100프로 

이해 안 된 거는 그냥 넘어갔어요. 개념적인 거 말고 법, 제도 이런 

거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패스하고”라고 하며 비슷한 행동을 

보였다.  

 

“1.5배에서 2배정도요. 원어민하고도 말해봤는데. 원어민은 빠르게 해서 

금방 듣는데요. 볼 때 딱 1번 봐요. 솔직히 1번 보고 이해 못 하는 거는 

버려요. 이해한 거만 해도 강의를 이해하는데 뼈대는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핵심을 놓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연구참여자 3) 

 

그러나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됐거나 “정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다. 또한 퀴즈를 풀 때 

필요한 부분을 다시 보는 경우도 있었다.  

 

“퀴즈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보고. 대부분 영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봐요. 대충 기억이 날듯 말듯 하잖아요. 찾아서 듣고.” (연구참여자 4) 

 

“이해 안 된다 하면 뒤로 돌려서 보고. 한 번 동영상 다 보면 더 안 보고. 

정리 안 된 부분 있으면 거기서 더 보고” (연구참여자 1) 

 

대부분의 수료자들은 동영상의 속도 조절을 하여 빠르게나 느리게 

보고 있지는 않았다. 빠르게 해서 들을 경우 “진짜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못 알아 듣기” 때문이었다. 다만 “두 세 번 반복해서 보게 되는 

강의나 너무 익숙한 내용의 강의는 속도를 빨리 해서 봅니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시간이 없을 때는 빠르게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속도를 느리게 해서 보고 있지는 않았다. 연구참여자 2는 

“작년까지는 느리게 보기도 하고 했는데. 느리게 보는 게 오히려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더 늘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는 느리게 들으면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처음에는 듣기가 

어려워 속도를 늦췄다가, 지금은 원 배속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6은 타인과 함께 동영상을 시청하며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등학생인 아들과 같은 강좌를 수강할 때는 함께 

동영상을 본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아들이 영어가 네이티브 수준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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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물어볼 수 있으며, “딴 짓도 안 하게 되어”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언급하였다.  

동영상 시청 시에 많은 학습자들이 노트 정리를 하고 있었다. 노트 

정리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손으로 항상 하는 스타일”이어서 공책에 

필기를 하는 연구참여자와, 반면 손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타이핑”을 하며 컴퓨터로 정리하는 수료자가 있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원래는 손으로 필기를 하지만 “영어여서 손으로 필기하기가 

어려웠어요.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교수가 아니니까”라고 이유를 

언급한 사람도 있었다.  

노트 정리를 할 때는 화면캡쳐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특히나 

“표”같은 정리된 자료나 “핵심내용”등이나 “중요한 거”는 캡쳐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굳이 필기를 하지 않고 “적기 귀찮은 것”을 캡쳐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기도 하지만 아예 못 할 거 같은 것도 있어요. 도표 이 만한 거는 

필기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릴 거 같더라고요. 캡쳐해 놓아서 MOOC 

파일에 넣어두었죠. 나머지 캡쳐는 사진 같은 거 대단한 거 좀 하고.”  

(연구참여자 3) 

 

이렇듯 동영상을 학습하며 정리를 하는 이유로는 “정리를 안 하니까 

남는 게 없는 거 같더라고요”라거나 “공부가 개인적으로 결과로 남겨 

두지 않으면 머리에 잘 안 남더라고요”하며 정리를 해야 기억에 더 

오랫동안 남는다고 하였다.   

 

“노트를 잘 해놓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노트 정리를 하면서 기억이 더 

남는 거 같기도 하고 노트 정리 해둔 게 있어서 다시 보면 생각나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2) 

 

“정리를 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마음의 안정감이 있거든요. 나중에 다시 

필요해서 볼 수도 있고.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기록을 해두면 

언젠가는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기록을 하면서 공부를 할 때 더 잘되기도 

하고요” (연구참여자 1) 

 

이러한 노트 정리 자료는 퀴즈를 풀 때 유용하게 활용되며, 이러한 

정리된 자료가 있었기에 “다시 영상을 볼 필요성”을 못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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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도 존재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노트 정리 자료를 

스터디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기도 하였다.  

동영상을 학습하고 노트필기를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참여자 1은 “동영상을 보면서 한 번에 정리를 하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동영상 학습에 투자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손으로 노트필기를 

작성하는 연구참여자 3도 “강의와 필기”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고백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트필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에 노트필기를 

하지 않는 연구참여자 4와 같은 학습자도 존재하였다. 그녀는 “컴퓨터 

메모장에도 해봤고.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거 같아요. 이제 노트필기 

전혀 안 해요”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자막을 다운 받아 자막을 “하이라이트”를 치며 

읽기도 하였다. 특히나 그녀는 “자막을 쭉 읽어본 후에 영상을 다시 

봐요”로 나타났다. 다른 대부분의 수료자들은 자막을 별도로 보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자막을 

읽어보기도 하였으며, “개인적으로 공부한 것을 남기려고” 또는 

스터디에서 “발제 하려고 한 번 더 읽어보거든요”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렇듯 자막을 읽어보는 학습자들은 동영상을 볼 때 멈추지 않고 

그냥 보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동영상에서 생소한 용어나 개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찾아보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일단 보고 

나중에 찾아보는 거 같아요. 영상을 보고 자막을 보기”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연구참여자 2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인 크롬의 영어사전 

확장도구를 활용해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단어가 보이니 사전을 

찾아보지는 않아요”고 밝히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자막을 한번 더 읽었습니다. 그때 이해하지 

못한 단어와 표현은 따로 찾아보았습니다.” (연구참여자 5) 

 

2) 읽기자료 보기: 책을 찾아서 VS 시간이 모자라서  

 

읽기자료로는 동영상에서 사용된 PPT가 가장 먼저 활용된다. 

대부분의 수료자들은 PPT자료를 다운 받아서 보관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PPT는 다운 받아 보관하고 읽으면서 노트 정리에 활용했다. 

특히나 PPT 다운이 가능한 경우 동영상 시청 시 캡쳐를 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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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3은 PPT를 인쇄해서 “피피티에 필기 

하기도 하고 진짜 학교 수업 듣듯이” 학습에 활용하고 있었다. PPT를 

다운 받는 이유로는 연구참여자 6은 “나중에 일을 하는데 그런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영어 대비용”으로 

간직 해둔다고 말하였다.   

그 외에 강좌에서 제공되는 읽기자료를 연구참여자들이 학습하는 

정도는 차이가 존재했다. 강좌에서 제공되는 읽기자료가 “교과서처럼 

개념을 잘 설명하고 적절한 예시와 연습과제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어 

배우고자 하는 것을 확실히 익히게 해 주었습니다”처럼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한 연구참여자도 존재했다. 

 

“손수 만드신 거는 다 읽어보고요.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읽어서 그렇지. 

그걸 다 읽으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를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 안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웬만하면 다 읽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연구참여자 6) 

 

나아가 직접 인터넷 상에서 교수자의 관련 책을 찾아서 “강의 

듣다가 이해가 안 가거나”, “재미있는 부분”을 읽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 4는 “관심 있는 주제의 경우에는 해당 저서를 찾아 중요한 부분 

위주로 찾아서 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교수자의 

책이나 논문을 읽는 것이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찾아봤으며, 특히나 책에서는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는 다른 것들도 

있고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저는 읽기자료를 많이 보거든요. 보통 가르치는 사람이 쓴 자기 책으로. 

그거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으면 다 있거든요. 책 링크 

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 사야 하니까. 판매처로 넘어가니까.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4)   

 

읽기자료에는 책 외에도 다양한 웹사이트와 링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인터넷 상의 자료는 북마크 등을 통해 다 저장을 해두는 

수료자도 존재했다. 외부자료들은 과제와는 달리 마감 시간이 없어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며, “그런 것들을 봐야 수업 전체를 할 때 

퀴즈를 풀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 따라 갈 수 있기 때문에”라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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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를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참여자 4는 

“사이트나 그런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적어놓거나 해요. 사실 이게 제일 

좋아요. 그 이유는 리소스가 풍부해서. 제가 다시 궁금하면 찾을 수 

있고, 동영상은 일일이 돌아가기 힘들잖아요”라고 접근 편의성을 밝히고 

있다. 또한 “어떻게든 제가 참여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방적으로 

교육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듣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라며 강좌에서 상호작용 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읽기자료는 “혹시 쓰일까 봐. 나중에 내가 읽지 않을까. 

그리고 무료니까”라는 이유로 모두 다운을 받아서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의 홈페이지에서도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읽어 

보기도 하였다.  

 반면 읽기자료를 많이 활용하지 않는 수료자도 존재했다. 연구 

참여자 2는 “따로 읽기보다는 훑어본 정도”로 살펴보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읽기자료의 내용이 그렇게 “흥미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 

이다. 또한 읽기자료를 보는 것은 “심화학습”으로 생각하였으며, 동영상 

등을 학습하기에도 바쁘고 “노트 정리도 시간을 많이 소비”하기에 읽기 

자료를 잘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딩자료는 많이는 못 읽어본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읽기자체가 수료에 

필요하지는 않았고요. 동영상으로 된 걸 소화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랐던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2) 

 

그리고 강좌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은 인터넷 상에서 직접 

검색을 하기도 한다. “만약에 교수님이 독특한 걸 소개해준다, 훌륭한 

학자를 소개해주면 찾아보는 거 같아요”처럼 동영상에서 배운 개념이나 

학자, 책 등을 찾아본다.  

 

“강좌에서 설명하던 기본 개념과 주요 학자들, 몰랐던 내용들, 책을 

찾아봤어요.” (연구참여자 1) 

 

다. 지식 적용  

 

1) 퀴즈 풀기: 수료를 위해 & 완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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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삽입 퀴즈는 “난이도가 쉬워서” “알아듣기만 하면” 쉽게 

맞출 수 있었다. 한편 처음 동영상을 볼 때는 건너 뛰는 연구참여자 2와 

같은 수료자도 존재했다. 우선은 동영상을 “그냥 한번 쭉 보고 싶은 게 

있는 거 같아요. 처음에는 전체적인 걸 보고 싶기 때문에. 스킵하고 

빨리 보는 거 같아요.”라고 이유를 밝혔다. 연구참여자 4는 동영상을 

다보고 푼다고 했으며, 점수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점수에 반영이 되는 주차 별 퀴즈는 무조건 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퀴즈를 풀어야 수료할 수 있으니까. 별로 강의에 

대해 의존하지는 않았어요”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처음에는 공부할 

목적으로 다 맞추려고 했지만. 후반에는 패스할 목적”으로 틀리면 또 

풀고 하는 식으로 학습하였다.  

이때 어떤 학습자는 “A강의 듣고 A 퀴즈 풀고 B강의 듣고 B퀴즈 

풀고 했죠”하는 식으로 퀴즈를 분할하여 동영상을 시청하고 풀기도 

하였다.  

퀴즈 풀기는 특히나 “동영상 강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었다. 수료자들은 퀴즈를 풀면서 동영상에서 무엇을 놓쳤고 

이해를 못 했는지 스스로 파악했다. 즉, 맹목적으로 동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퀴즈를 토대로 동영상을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며, 퀴즈를 통해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그 부분만 완전 학습”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퀴즈를 풀며 100점을 맡게 되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퀴즈를 푸는 게 저는 학습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퀴즈의 내용을 보면 지금 동영상에 얼마나 집중해야 하고 

무엇을 받아 적어야 할지 판단이 들거든요.” (연구참여자 4) 

.  

중간, 기말 고사 퀴즈는 주차 별 퀴즈보다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범위를 다 알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실제 퀴즈를 풀 때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노트필기한 것을 보면서 푸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2는 

“많이 틀리면 보고 푸는 거 같아요”라고 응답하였으며, 연구참여자 6은 

“처음에는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매뉴얼이나 동영상을 참조해서 

풀어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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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MOOCs에서 제공되는 퀴즈는 “시도를 몇 번 할 수 있으면 

그냥 한번 풀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 두 번 밖에 풀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난 후에 풀어요. 만약에 

한번 만에 풀어야 되는 거면 그렇고. 기회가 좀 있으면 일단 해보고 

틀리면 찾아보고 했던 거 같아요”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100번 기회가 있으면 100점이 될 때까지 풀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풀고 또 풀면서 만점 받을 때까지 푸는 수료자도 

존재했다. 반면 “만족하면 돼요. 90점대. 왜냐하면 풀어도 너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럼 버려야죠”라고 하며 통과할 정도로만 점수를 받고 

넘어가는 경우도 존재했다.  

퀴즈를 풀 때 캡쳐를 활용하는 연구참여자가 많이 있었다. 이들은 

“캡쳐를 해두면 공부가 되겠다”고 생각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나 

난이도가 어려워 뭐가 맞는지도 모르는 문제일 경우에는 퀴즈 캡쳐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맞을 때까지 푸니까 틀렸어도 답이 뭔지 캡쳐해두고. 캡쳐를 하는 이유는 

피드백도 있고 하니까. 공부할 때 필요하기도 하니까. 나중에 캡쳐한거 

보고 문제 풀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연구참여자 2) 

 

하지만 이미 노트에 정리해 둔 내용이 있기에 캡쳐를 하지 않는 

수료자도 있었으며, MOOCs 강좌를 신성시하게 여기며 캡쳐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생각하며 하지 않는 연구참여자 3도 있었다.   

 

2) 과제 활동: 시간이 걸리는 지식의 응용 

 

MOOCs에서 과제는 “주로 실제 내용들을 실습할 수 있는 중간, 

기말 프로젝트를 줘요. 간단하지만 시간이 꽤 걸리는. 응용을 해야 하는 

것”들이 제시된다.  

그리고 과제는 수료에 필요한 점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기에 연구참여자 4는 “토론을 하거나 글을 쓰는 활동보다는 과제 

수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그렇기에 연구참여자 4는 

“과제를 하는 데 시간을 가장 많이 소비한다”고 고백하였다. 연구참여자 

5 또한 “실제로는 과제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맨 처음에 자기의 

리서치 초안 작성할 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수정해서 낼 때 생각을 많이 했고”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72 

“퀴즈와 과제에 가장 집중했어요. 그거를 하기 위해 생각하는 시간을 

포함해서”라고 언급한 연구참여자 6도 마찬가지였다.  

 

“일단 동영상에 집중하면 과제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동영상을 

포기했어요. 여기서 듣는 거는, 물론 듣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필기를 

하지는 않고,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듣고, 과제를 했었어요. 과제를 하려면 

꼭 알아야 할 게 있고. 그런 것만 했어요.” (연구참여자 4) 

 

그녀도 초기에는 다른 연구참여자들처럼 “맨 처음에 수강할 때는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처럼 리딩하고 강의 듣고 노트필기하고 정리 

했었는데”라고 하며 동영상 학습에 집중했었다. 그러나 “듣다 보니까 

숙제가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라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숙제를 하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동영상 강의를 

들어도 기억이 안 나는 것에 비해, 본인이 스스로 만들었기에 더 잘 

기억이 난다고 응답한 연구참여자 1의 응답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과제를 한 후에는 보통 자기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자기 

평가에 대해서는 “Coursera에서는 거의 다 자기평가를 해야 점수가 

나오는 의무적인 거 같아요. (웃으며) 근데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신뢰성도 없고 점수라 과도하게 잘 주기도 

하고). 저는 그냥 점수를 좋게 줬어요. 기대이상으로 줬어요.”라고 하며 

자기평가의 신뢰성에 대해 불신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많은 수료자들은 

“그런 거를 해본 적은 없어요. edx에는 그게 있었던 거 같은데”라고 

하며 자기평가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다고 응답하였다.   

 

라. 사회화와 정보교환  

 

1) 과제 활동: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동료평가 

 

많은 MOOCs에서는 자기평가보다는 동료평가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동료평가는 대개 2~3명의 동료 수강생이 과제에 평가를 내리고 

나면 본인이 받은 동료평가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동료평가 시 

연구참여자들은 각 항목에 따라 동료들의 과제에 “객관적”으로 점수를 

주려고 했으며, 나아가 “후하게”주고 있었다. 그 이유는 점수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대부분 “공정”하게 점수가 매겨졌다고 응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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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했어요. 동료평가는 제가 MOOCs에서 제일 좋아해요. 

웬만하면 점수를 좋게 줄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랑 상관없잖아요. 거의 

다 만점 줬어요. 시스템 자체가 기본 70점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4) 

 

그리고 점수를 매기는 것 외에도 동료과제에 대해 코멘트를 작성할 

때는 “영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피드백을 주는 게 쉽지 않았죠. 

마음은 많이 해주고 싶은데”라고 하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한편 

동료평가를 하면 “다른 학생들의 과제를 보는 것 또한 공부가 많이 

되고요”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동료평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동료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신기”한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은 “과제를 내고 다른 수강생들의 과제를 평가할 

때 좋았어요. 외국학생을 평가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새롭고. 내 거를 

평가 받을 때 또 좋았어요. 평가해줄 때가 더 재미있었어요. 받는 거는 

점수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던 거 같아요”라고 경험담을 소개하였다.   

 

“동료평가는 상당히 좋았어요. 이게 실제로 학교 다니면서 과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받는 다는 게 신기했어요. 학교 때 교수님들이 

코멘트를 주기 보다는 안 주시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제가 한 과제를 

상대방이 봤을 때 어느 정도 동료리뷰가 빨리 오더라고요. 하루 이틀 안에.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5) 

 

수료자들은 동료평가에 대해 해당 과제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위로”까지 주며 “학교 다니면서 제가 과제를 제출해서 채점을 

받는 거랑 같은 기분이었어요”라고 밝히고 있었다. 어떤 연구참여자는 

“에세이 형식으로 한 두 줄 써야 하는 경우는 학생들이 상세하게 써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잘 못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구체적 

으로 적어주었어요”라고 하며 만족스러움을 표시하였다.  

 

“리더십 강의에서 자신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했거든요. 저의 불행한 

역사를 말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애가 자기 자식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힘내라고 말도 해주고.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고 리더십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위로도 받고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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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료평가 피드백의 내용이 “생각보다 디테일 하지 않았 

고요”라는 평도 있었다.  

이 밖에 수료 점수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는 과제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연구참여자 2는 “조사한 

내용을 블로그에 작성하기” 등과 같은 수료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과제도 

자발적으로 했었다.   

 

“그냥 재미있어 보이거나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 같아서 한 거 같아요. 

너무 어려워 보였으면 안 했을 텐데. 점수에 반영이 되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하게 되잖아요. FutureLearn 수업은 가벼웠어요. 무거운 

문제를 내주지도 않고. 그래서 가볍게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2)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끝난 후에는 본인의 과제를 토론방에 

포스팅하는 수료자가 있었다. 연구참여자 4는 “과제 제출 후, 따로 

과제를 공개하는 게시판”에 본인의 과제를 올린다고 응답하였다.  

 

“대신 과제를 하면 포스팅은 해요 내가 과제를 수행했다는 만족감, 

성취감이 큽니다. 내 과제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볼 수 

있고요. 일반 대학 강의와는 큰 차별점이 이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4) 

 

2) 토론 활동: 글을 쓰기 보다는 읽거나 댓글을 남기기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토론방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많은 수료자들이 “초반에는 남기다가 후반에는 안 나기기 

시작했어요”라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참여를 해도 피드백 

이 많이 온다거나”, “토론방이 그다지 활성화 되어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등이 있었다. 또한 귀찮기도 하고 한국인의 특성상 토론이 쉽지 

않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또한 토론활동은 “심화학습”으로 생각 

하였으며 “이게 수료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었고. 선택적인 사항”으로 

판단하여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또한 “영어 라이팅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막혀서”라는 이유도 있었다. “강의 특성상 토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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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잘 안 했어요. 귀찮아서. 구경하는 건 재미있는데. 쓰는 건 귀찮기도 

하고 한국에서 계속 살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내가 (논쟁이나 

대답에). 그런 거를 별로 생각을 안 하니까. 저는 토론이 잘 안돼요.”   

(연구참여자 4) 

 

이들은 이상적으로는 토론방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은 “제대로 공부하려면 보는 게 좋았 

겠지요” 등의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2처럼 많은 수료자들이 

여전히 “자극”을 받는 단계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었다. 

토론방에서는 주로 직접 글을 작성하기 보다는 주로 글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과제나 퀴즈에 대한 글들을 주로 보고 있었다. 

특히나 “과제를 할 때 막혔던 부분이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 주로 

토론글을 보는 편이에요”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본인이 궁금한 “질문을 

올리기 전에 비슷한 질문이 올라온 적이 있는지 찾아보죠”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재밌게 글 쓴 사람”의 글을 보거나 Office Hours에서 

교수가 특정 사람이 잘 했다고 언급을 해서 몇 번을 다 찾아서 본 적이 

있어요”라고 응답하였다. “강좌 토론방에는 페이스북보다 좀 더 심도 

있는 글과 정보들이 오는 편입니다”라고 하며 SNS에서 보다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때에 연구참여자 

4의 경우는 “특히나 좀 많이 본 과목은 아무래도 다른 거 해야 할 양이 

적은 경우는 좀 봤던 거 같아요”라고 응답하였다.  

토론방에서는 대개 주도적으로 리드를 하는 학생들이 있기에 이들이 

작성한 글을 보고는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개념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로 잘 하는 사람들이 적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 

들이 소개하는 개념들이나 방법론을 배우다 보면 제가 미처 놓쳤던 거를 

알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주로 보는 편이에요”라고 말하였다. 즉, “그 

사람이 잘 하니까 더 봤죠”라고 언급하였다.  

 

“게시판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한 두 명씩 꼭 있어요. 

대답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몰려가는 편이고요” (연구참여자 6) 

 

반면 댓글은 잘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내용 자체 

를 보기가 힘들었어요. 은어, 속어로 쓰거든요”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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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나 조교가 작성한 댓글에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아무래도 교수님이 해주시는 게 더 신뢰”가 

간다고 응답하였다.  

 

“아무래도 교수자나 조교들은 관심 있게 봤어요. FutureLearn 같은 

경우는 조교가 여러 명이었잖아요. facilitator 같은 사람들이 쓴 거는 더 

보게 되고. 클릭해서 더 보게 되고. 그 조교에 대한 설명, 누구인지. 

조교가 수강한 강좌는 무엇인지. 그런 거. FutureLearn만 가능한 거 

같아요. 아무래도 교수나 조교가 단 거는 더 중요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그 

안에 있을 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연구참여자 2) 

 

그 이유로는 적당한 “교수자의 통제”가 있을 때 토론에 더 참여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조교를 붙이거나 관리를 해주는 강의는 

교수님이 꼭 안 해주더라도 조교거나 discussion 포럼이 살아있는 경우 

는 어떻게든 해나가거든요”라고 말하며 어느 정도의 토론방 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가 토론 주제를 주고 통제를 해서 댓글을 남기거나. 흥미로운 

주제를 던져줬으면 관심을 가졌을 텐데. 개방형 토의니까 좋은 질문한 

사람도 있지만, 커뮤니티 만들자고 하는 관련 없는 글들도 있고. 

학습목적에 맞는 토의나 지시가 있었다면 했을 거 같기도 해요.”   

(연구참여자 1) 

 

“같이 듣는 사람들이 대답을 해주는 거는 방향성에 있어서 문제 풀 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A를 풀 때 B, C까지 들고 나와서 

이거를 잘하기 때문에 더 많이 찾아봤다는 이야기가 많고요. 좀 과다한 

내용들이 많은 편이에요. 피드백을 꾸준히 해주는 교수님들은 지켜보고 

있다가 산으로 간다 싶을 때는 여기까지만 하라고 집어주기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정답들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6) 

 

토론방에 글을 작성한 경우는 “궁금한 것”을 물어보거나 과제나 

퀴즈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올린 연구참여자가 있었다. 또한   

“어떻게 답을 얻었다든가 간단하게 올린 적이 있고요”라며 문제에 대한 

답을 적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수료자들은 토론글 외에 댓글을 가금씩 달기도 한다. 주로 

“그 사람의 생각이나 발전 시키는 게 좋아서요”와 같이 너무 토론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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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쓴 사람이 있으면 남기고 있었다. 또는 “재미있는 거 있으면” 댓글을 

달기도 하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과제를 너무너무 잘 한 거에요. 그럼 남겨요. 어떻게 

이런 애가 이거를 듣지 이러면서 댓글을 달고.” (연구참여자 4) 

 

“누군가 내 글로 인해 도움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 주면 좋은 글을 계속 

쓰고 싶도록 격려하는 힘이 됩니다. 영어 표현이 원활하지 않아서 간단한 

감사글만 남겼습니다. 최근에는 영어 공부를 조금씩 더 하면서 저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답변을 올려보기 시작 

했습니다.” (연구참여자 6) 

 

또 다른 형태의 토론방 활동으로는 연구참여자 6은 해당강좌에 

대한 리뷰를 남기고 있었다. 특히나 강좌가 과제나 퀴즈 등이 매우 잘 

설계되었다는 형태로 글을 작성하고 있었다.  

 

“끝날 때쯤에 이 수업의 진행이나, 교수님의 피드백, 과제, 수업내용이나 

퀴즈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글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 부분에서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좋았던 수업을 추천하는 

쪽으로 글을 많이 써요.” (연구참여자 6)  

 

그리고 유용한 자료를 토론방에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 

사람들도 많이 쓰니까 도움이 되고”처럼 다른 학생들이 공유해주는 

자료가 많이 있었기에, 본인도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 

유용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었다.   

 

“글을 잘 안 쓰는데 자료는 올리고 저도 받고. 많이 올릴 때는 많이 하고. 

많이 올리는 편인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되는 사이트나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거나. 제가 찾아보니까 좋아서 올렸어요. 

올리면 좋은 거니까.” (연구참여자 4) 

 

3) 커뮤니티 활동: 온, 오프라인 스터디 & SNS 활용을 통한 자극  

 

수료자들은 주로 온, 오프라인으로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먼저 스터디 그룹을 찾기 시작한다. 온라인 스터디는 주로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때 강좌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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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서 스터디 모집 글을 보고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한국인들끼리 모여 진행하는 스터디 그룹을 찾는 

경우가 존재했다. 온라인 스터디에서는 “서로 진도만 체크만 하는 

스터디 그룹”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수료자들이 이러한 스터디 그룹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특히나 한국인들로 구성된 스터디 그룹은 

토론방에서 거의 보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예외적으로 연구참여자 2는 

여러 강좌를 수강하며 자체적으로 직접 스터디를 조직하여 스스로 운영 

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       

오프라인 스터디에서는 1주간 학습해야 할 분량을 분담하여 발제를 

하고 토의를 하는 형태로 주로 진행되었다. 또한 “프로그래밍 수업의 

경우, 고난이도의 문제가 많아 함께 모여서 풀고 질문하는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오프라인 스터디에 참여했던 

수료자들은 “스터디 가기 전에는 한 상태니 보지는 않고. 스터디 가기 

전에 정리한 거는 보고 가죠”등 스터디 일정에 맞추어 MOOCs를 

사전에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터디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질문하기도 했지만, 복습보다는 토의가 

많았던 거 같아요.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고, 삼천포로 빠지기도 하고. 

토의는 괜찮았어요.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고 토의토론 하면서 오히려 

몰랐던 거나 도전적인 질문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배웠던 거 같아요. 이런 

시각도 있구나 하면서” (연구참여자 1) 

 

 이러한 스터디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강좌를 꾸준히 듣게 만드는 

압박감”과 같은 “동기부여”를 많은 수료자들이 꼽았다. 또한 “그냥 

거기에 있으면 수업을 계속하는데 누군가 같이 듣고 있다는 심리적 

편안함이 있어서 계속 참여했던 거 같아요”라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온, 오프라인 스터디의 방식이나 효과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주로 기존의 스터디에서는 발표나 정리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과제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스터디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고 밝히는 연구참여자 4과 같은 연구 

참여자도 존재했다. 연구참여자 5는 “토론도 하고 치열하게 하는 거는 

없어서 아쉬웠어요”라고 밝혔다.  

 

“스터디 그룹에서는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 학생들은 발표만 하는 것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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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니다. 발표를 위해 스터디 그룹이 존재하는데,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거나, 서로의 과제를 첨삭해주는 

방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4) 

 

스터디에서 하는 활동들이 “딱히 안 만나도 혼자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인 경우도 있었으며, 영어로 진행된 온라인 스터디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6은 “저는 디스커션 포럼을 주로 이용을 못했던 부분이 

영어 때문에 질문을 원활히 하지 못해서 한국인 모임이 필요했는데 다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 누가 뭘 모른다고 하면 답변 쪽으로만 됐고. 제가 

모르는 거를 해결하는 건 잘 안됐어요”라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과제 자체에 대한 스터디는 discussion 포럼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하지 않았어요”라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참여자 4는 다른 수료자들과는 달리 스터디를 

하며 “시간을 뺏기기”보다는 “혼자” 학습을 하면서 SNS을 활발히 활용 

하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평상시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많이 

활용하기에 거기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강좌와 연동된 페이스북 등에서는 “피드백이 빨리빨리 올라오니까. 

편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같아요”를 사용 이유로 들고 있었다. 

 

“페이스북은 자주 봐요. 그냥 들어갔다가 보기도 하구요. 저 사람은 되게 

열심히 한다. 한 사람 올리면 나도 이거 했어라고 올리고. 원래 저는 

페이스북 많이 쓰거든요. 심심해서 들어갔다가 글 보고. 외국 교수님들은 

트위터 많이 하잖아요. 강의에 대해서 몇 만 명이 등록했는데 어쩌구 

저쩌구. 트위터는 외국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할 때. 트위터는 해쉬태그 

검색해서. 트위터는 하루에 한번 들어갈까(웃으며) 페이스북은 수시로.”  

(연구참여자 4) 

 

마. 발전  

 

1) 수료증 발급: 돈을 내면 끝까지 & 링크드인  

 

수료를 목표로 하는 “관심 있는 분야”의 강좌는 “아무래도 시간도 

지켜야 하고 더 신경을 쓰고 더 꼼꼼히 보게 되는 거 같아요”처럼 

열심히 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유료 수료증을 강좌 

초기에 신청한 경우에는 “돈을 냈으니 따야겠다”거나 “돈을 내면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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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낼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와 같이 강좌를 끝까지 듣게끔 만들고 

있었다.   

 

“돈 내고 들으면 무조건 완수해야겠다고 생각해요. 돈 안 낸 거는 좀 

듣다가 나랑 안 맞다 싶으면 그냥 안 듣고는 해요.” (연구참여자 3) 

 

수료증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이 강좌를 끝까지 들었다는 입증이 

돼서 즐거운 거 같아요”와 같이 특별히 나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발급 

받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2처럼 “나중에 외국으로 

공부하러 갈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주체적으로 찾아서 이런 거를 

들었다를 어필할려고”와 같이 본인의 향후 커리어에 도움이 될 여지도 

남겨두고 있었다.  

또한 이렇게 발급된 수료증은 링크드인과 같은 SNS 사이트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특히나 연구참여자 2는 초창기 지도교수에게서 

수료증 보관 및 게시를 추천 받기도 했지만, “정리하는 게 재미있기도 

하고 내가 뭘 들었는지, 관련된 자료를 정리를 잘 해놓으면 다음에 

듣기도 좋은 거 같고”라는 이유로 수료증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자랑하려고(웃으면서). 헷갈리지 않고 자랑하려고, 관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4) 

 

2) 심화 & 연계 강좌 검색: 너무 어려워서 

 

해당 강좌를 수료한 후에 많은 수료자들이 본인의 관심사나 전공에 

맞게 다른 강좌들을 찾아보고 있었다. 그 이유는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료했던 강좌가 MOOCs를 경험하기 위해서 수강한 강좌일 경우에는 

“맛보기만 봐도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며 연계강좌나 심화강좌를 찾아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다.  

특히나 개별 MOOCs에서 제공하는 Specialization 강좌나 일련의 

난이도별로 여러 강좌로 구성된 코스를 수강한 연구참여자도 있었지만, 

다음 단계의 해당 강좌가 너무 어렵거나 기대와 달라서 수강을 포기한 

경우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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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좌 추천: 아무도 실제로 듣지 않음 

 

4명의 연구참여자는 수료 후에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해당 

강좌를 추천하거나 MOOCs를 주변 사람에게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 2처럼 “학교 친구들은 권해서 같이 한 적도 있고 

스터디 그룹에 오라고 해서 왔던 친구들”도 있었으나 실제 수강은 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혁신이다. 친구들한테도. 인터넷으로 미국 유명 

대학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서. 가족들한테도 내가 대학 수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이런 말을 했었죠. 근데 아무도 실제로 들은 적은 

없어요. 영어강의기도 하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연구참여자 3) 

 

3. 학습활동에서의 어려움 
 

사용자 여정 지도를 이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은 각 학습활동에서 큰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느꼈을 경우 5점, 약간의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느꼈다면 4점, 즐겁지도 힘들지도 않았다면 3점, 약간 힘들거나 

어려웠다면 2점, 매우 힘들거나 어려웠다면 1점을 표시하였다.   

 

가. 접근 및 동기부여 

 

접근 및 동기부여 단계에서는 [그림 Ⅳ-2]처럼 강좌 검색, 안내 

메일 학습방법 안내 등에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통합사이트에서 강좌를 검색하는 것에 연구참여자 3은 

1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반면 개별 사이트에서 검색은 3점을 매겼다. 

메일로 온 추천 강좌보기에 연구참여자 3과 4는 1점의 점수를, 

연구참여자 2는 3점의 점수를 매기며, 홈페이지에서 직접 강좌를 

찾거나 통합검색 사이트에서 강좌를 찾는 것보다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반면 수료 강좌 개수가 적은 연구참여자 1, 5는 상대적으로 

메일로 온 추천강좌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MOOCs에 대한 

학습 경험이 많은 학습자일수록 단순 메일로 추천되는 강좌 목록에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메일로 추천 강좌 

를 제공할 때 학습자의 이전 수료강좌나 이전에 학습했던 강좌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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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심화강좌 또는 흥미를 끌만한 강좌 목록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림 Ⅳ-2] 사용자 여정 지도: 접근 및 동기부여 단계 

 

강좌 안내 메일 읽기에 대해 연구참여자 4는 2점의 점수를 매겼다. 

그 이유는 강좌 안내 메일의 내용이 플랫폼 내의 공지사항과 동일하며, 

차라리 바로 학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나 나머지 수료자들은 3~4점의 점수를 매겼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직장을 다니며 바쁜 시간을 쪼개 학습을 하는 연구참여자 4과 같은 

수강자에게는 메일에서 보다 중요한 공지사항을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추후 필요해 보인다.  

연구참여자 3은 MOOCs 학습방법 안내에 대해 1점을 매기며 

굉장히 불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스스로 창립자에 

대한 검색과 많은 강좌를 수료하면서 개별 MOOCs 플랫폼의 차이점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구참여자 4도 마찬가지이다. 

그녀 또한 단순히 호기심으로 관련 안내를 본 것일 뿐이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에 1점으로 낮은 점수를 매기고 있었다. 반면 연구참여자 5 

1

2

3

4

5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2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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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터디 동료들을 통해 학습방법을 익혔기에 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었다.   

 

나. 지식 이해  

 

지식 이해 단계에서는 [그림 Ⅳ-3]처럼 모바일로 동영상을 학습 

하는 것이나 화면캡쳐, 자막 활용, 읽기자료 보기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림 Ⅳ-3] 사용자 여정 지도: 지식 이해 단계 

 

연구참여자 3은 동영상 다운에 1점, 동영상 화면캡쳐와 자막 켜고 

동영상 보기에는 2점을 매겼다. 이는 그가 MOOCs 앱을 활용하지 않고 

일일이 동영상을 직접 다운받아서 듣기 학습에 활용하고는 했기 때문 

으로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구참여자 6이 모바일 

기기로 강좌에 접속하여 듣는 것에 1점을 매긴 것과 유사하다. 그녀 

또한 전용 MOOCs 앱이 존재하지 않을 때 아이패드 등을 통해 

모바일로 보는 것에 불편함을 겪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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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필기를 하며 화면캡쳐를 하고 자막을 켜고 보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영상 학습 시에는 연구참여자 1은 영어실력의 부족으로 인해 

영어단어를 자주 검색해야 했기에 이 부분은 3점으로 다른 수료자들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다. 연구참여자 5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영어단어 

찾는 것을 3점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연구참여자 4는 자막에 하이라이트를 하거나 일일이 읽는 것에 

1점을 평가하였다. 또한 종이나 타이핑을 하며 노트필기를 하는 것에도 

1점을 매겼다. 이것은 그녀가 동영상 학습보다는 과제나 퀴즈에 집중을 

하였기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 6은 타이핑으로 노트필기하기와 동영상 화면캡쳐에 

2점의 점수를 매겼다. 동영상을 통해 학습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내용 정리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이에 노트필기 하는 것에는 4점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향후 노트필기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읽기자료를 다운 받고 보는 것은 대부분 수료자에게서 4점 이상 

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연구참여자 2에게는 다운받기, 읽기, 안내 

사이트 보기 등이 2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동영상이나 과제 

등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상대적으로 읽기자료에 투자할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 4는 읽기자료 보기에는 4점 

을 매겼으나, PPT를 인쇄하고 읽기자료를 인쇄하는 것에 대해서는 2점 

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다. 지식 적용  

 

지식 적용 단계에서는 [그림 Ⅳ-4]처럼 수료점수에 반영되는 지 

여부에 따라 퀴즈나 과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퀴즈풀기는 대부분의 수료자들은 3-4점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6은 동영상 삽입퀴즈 푸는 것과 퀴즈를 반복해서 

푸는 것을 2점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아마 그녀가 

100점을 목표로 퀴즈를 계속해서 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 2 또한 동영상 삽입 퀴즈, 주차 별 퀴즈 푸는 것에 2점을 

평가했다. 그러나 그녀는 수료에 반영되지 않는 퀴즈는 3점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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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점수에 반영되는 퀴즈를 푸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4] 사용자 여정 지도: 지식 적용 단계 

 

과제 활동에서는 수료에 반영되는 과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평가에 대해서 3~4점으로 대부분 만족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2는 에세이 작성과 같은 과제를 하는 

것에는 1점으로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영어능력의 

한계로 인해 장문을 에세이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참여자 6은 수료에 반영되는 과제하기에는 

5점을, 에세이에는 3점을, 수료에 반영되지 않는 과제에는 2점을 

부여했다.  

  

라. 사회화와 정보교환  

 

사회화와 정보교환 단계에서는 [그림 Ⅳ-5]처럼 토론방의 글과 

댓글을 읽는 것, SNS 활용, 오프라인 스터디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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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에 글이나 댓글을 남기는 것은 모든 수료자들이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참여한 사람들은 3~4점으로 만족을 하고 있었다. 반면 토론방 

에서 글이나 댓글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자 3은 2점으로 평가 

하고 있었다.  

 

 

[그림 Ⅳ-5] 사용자 여정 지도: 사회화와 정보교환 

 

연구참여자 3, 4, 6은 강좌 수강 초반부에 일어나는 오프라인 

스터디에 1점을 매겼다. 반면 온라인 스터디에는 연구참여자 3은 4점의 

점수를, 연구참여자 4과 연구참여자 6은 3점을 매겼다.  

또한 연구참여자 6은 강좌와 연계된 SNS에 가입하는 것을 2점으로 

평가하였다. 해당 SNS에서 글을 읽는 것에는 3점을 준 것을 고려하면 

그 이유는 관련된 SNS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 

3은 SNS에 가입 하는 것과 글을 읽는 것을 1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 

하였다. 

 

마. 발전 

 

발전 단계에서는 [그림 Ⅳ-6]처럼 수료증의 유료 결제 여부와 

SNS를 활용해 발급받은 수료증을 게시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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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사용자 여정 지도: 발전 단계 

 

연구참여자 1와 연구참여자 3은 유료 수료증 비용 결제를 고민할 

때를 2점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수료증을 발급 받고 링크드인 등에 

보관하는 것에는 4~5점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6은 수료증 

발급은 4점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링크드인과 같은 장소에 보관하는 

것에는 1점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그녀가 수료증을 외부 홍보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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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연구문제를 가지고 사례 연구 

와 질적연구,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활용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의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점과 MOOCs 수료자들의 학습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습활동의 다양성 
 

첫 번째 연구문제는 MOOCs 수료자들의 학습활동 주요 단계와 

세부 학습활동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현재까지의 선행 연구 

에서는 MOOCs 수료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학습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례 

연구를 통해 MOOCs 수료자들의 학습활동을 탐색적으로 파악하려고 

했다.  

첫째, MOOCs 수료자들이 보이는 주요 학습 단계 5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Salmon(2013)은 온라인 학습의 발달 단계를 ‘접근과 

동기부여’, ‘온라인 사회화’, ‘정보교환’, ‘지식구성’, ‘발전’이라는 5단계로 

제시하였다. 그녀는 온라인 환경에서 동료 수강생들과의 상호작용이 

점차 증대되며 학습이 한 단계씩 발달되어 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협력적인 학습보다는 MOOCs에서 제공하는 

학습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적용을 한 후 제한적으로 동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온라인 학습환경에 처음 접근하여 

사용법을 익히고 학습목표 등을 세우는 ‘접근과 동기부여’는 동일하게 

맨 처음 나타났으나, ‘지식 이해’와 ‘지식 적용’이라는 학습 단계가 

새롭게 도출되었다. 또한 ‘사회화와 정보교환’은 어느 정도의 지식 

이해와 적용이 끝난 후에 토론방과 스터디, SNS를 통해 동시적으로 

사회화와 정보교환이 함께 발생되고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의 온라인 

사회화와는 달리 온,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회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끝으로 ‘발전’단계에서는 관련 유사 강좌나 심화 강좌를 찾아보며, 주변 

사람에게 추천하는 등 지속적인 학습을 해나가고 있었으나, 배운 것을 

실제 자신의 맥락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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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료자들은 세 가지 시기로 구분되어 범주별로 다양한 세부 

학습활동을 하고 있었다. 수료자들은 자신이 수강하고자 하는 강좌를 

찾는 강좌 수강 초기와 동영상, 퀴즈, 과제, 토론 등 매 주마다 반복되는 

주차 별 학습활동 시기, 그리고 강좌를 모두 다 들은 후 수료증을 발급 

받고 다른 강좌를 찾는 강좌 수료 후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6명의 수료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일련의 학습 

순서나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 MOOCs를 활용해 학습을 하는 전 

세계 학습자의 수는 많지만,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학습을 하는 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부족하다(Veletsianos et al., 

2015). 또한 MOOCs 플랫폼에서 수강자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 등을 제공하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수강자들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는 로그 데이터 등을 통해 제한적인 부분만 밝혀져 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접속을 몇 번 하는지, 

어떤 학습 활동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 등에 대해서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Breslow et al., 2013; Halawa et al., 2014).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세 가지 시점으로 구분된 여러 범주의 활동을 

실제 수료자들이 어떤 학습활동 과정을 통해 어떻게 행하는 지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습분석 연구를 시행하여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수료자들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MOOCs 플랫폼의 학습활동 

지원 기능을 활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관련 도구를 활용해 플랫폼 

밖에서 많은 학습 활동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현재 MOOCs 

플랫폼에서는 강좌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 주제, 학교별, 강좌 오픈 날짜 

별 등 다양한 강좌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메일로 추천 강좌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강좌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6명의 수료자 

들은 통합 검색사이트, 동료와 교수의 추천, 동료 수강생들의 강좌 리뷰 

글 등을 활용해 수강하고자 하는 강좌를 찾고 있었다. 또한 MOOCs 

플랫폼 별 상이한 학습도구를 익히기 위해 제공되는 강좌나 영상, 안내 

자료 외에도 블로그나 스터디를 통해 유용한 학습 전략과 방법을 배우고, 

각 MOOCs 플랫폼의 창립자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의 철학을 파악 

하기도 하였다. 주차 별 학습 시에는 동영상 학습이라 하더라도 손이나 

타이핑으로 노트필기를 하고, 화면캡쳐, 자막을 다운받아서 하이라이트 

치며 본다거나, 영어단어를 검색하는 등 기존 학습지원 기능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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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향후 MOOCs를 설계할 때 플랫폼 밖 

에서의 활동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플랫폼 내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토론방에 이전 수료자가 로그인을 하여 해당 강좌의 장점을 

적게끔 하여 수강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강좌를 수료한 후 리뷰를 남겨놓은 블로그 등의 주소를 강좌 게시판에 

공지해 놓아 학습방법을 익히게 도울 수 있다. 또한 수강생들의 동영상 

학습을 위해서 주요 핵심 내용은 그림 파일이나 PPT로 제공하여 

불필요한 화면캡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노트필기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동영상 자막도 읽기 편하도록 편집한 파일을 업로드 하고, 동영상 

강의에서 설명되는 어려운 단어 등은 용어사전 형태로 정리하여 학습자 

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강좌를 수료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 
 

두 번째 연구문제는 MOOCs 수료자들이 플랫폼과 관련 도구들을 

어떻게, 왜 활용하는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점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온라인 학습의 한계점인 시간과 공간의 

분리를 극복하고자 MOOCs 플랫폼 내의 학습 지원 기능을 활발히 

활용하여 학습을 하고 있었다. 먼저, 수료자들은 ‘접근과 동기 부여’ 

단계인 학습 초기에 강좌 안내 페이지의 안내 동영상, 교수자 약력, 

강의계획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 강좌 난이도 등이 수료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Adamopoulos, 2013)를 고려할 때, 

수료자들은 강좌 안내 페이지에서 해당 강좌가 얼마나 흥미롭고 

어려운지를 판단하기 위해 안내 페이지를 열심히 읽어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차 별 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무엇보다 강좌에서 제공 

하는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마감 시간을 

놓치지 않고 퀴즈나 과제를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은 한국 

학생들이 스케줄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학습활동을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Ahn, Yoon, & Cha, 2015). 따라서 향후 MOOCs 설계 

시에는 연구참여자들이 과제 제출일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구글 

캘린더 등을 통해 전체 강좌 일정을 제공하는 스케줄 관리 기능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91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xMOOCs 형태의 플랫폼에서 강좌를 주로 

수강하였기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동영상 강좌를 ‘지식 이해’의 측면 

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에 이용하고 있었다. Breslow 외(2013), 

Firmin 외 (2014)에서 수료자들은 동영상 시청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수료자들은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학습을 해야 했기에 

전체적인 내용 이해를 위해 모바일을 통해 멈추지 않고 쭉 보는 경우도 

있었으며, 동영 시청 시에는 제공되는 영어 자막을 항상 이용하였으며, 

나아가 자막을 다운 받아 하이라이트를 치며 읽어보기도 하고 있었다.  

그리고 MOOCs 수료자들은 ‘지식 적용’ 단계에서 실제 과제와 

퀴즈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Breslow 외(2013) 

에서는 수료자들이 퀴즈나 과제에 보낸 시간을 합쳤을 때 동영상 학습에 

사용된 시간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Firmin 외(2014)는 

수료자들의 문제 풀이 횟수가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여러 연구참여자들은 과제를 하기 위해 생각하는 시간을 포함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퀴즈 풀기는 단순히 동영상 

강좌를 수동적으로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료자들의 완전 학습을 

돕고 있었다. 퀴즈 풀이는 본인의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동영상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주차 별 퀴즈 등을 풀 때는 강좌에서 

허용한 풀이 횟수를 최대한 이용하며, 만점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반복해서 풀며 학습 이해도를 높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사회화와 정보교환’ 단계에서 동료평가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었으며, 평가방식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Hew(2015)는 적극적 학습의 일환으로 MOOCs에서 동료평가 

시 피드백을 작성하고 받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의 수료자들은 동료평가를 활발히 사용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밖에 수료자들은 목표로 하는 강좌를 수료하기 위해 유료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홍성연(2009)은 온라인 환경에서 성적이 높은 

학습자들은 분명한 초기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자신의 학업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MOOCs라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는 별도의 목표 

설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수료자들은 강좌를 끝까지 듣고 수료하겠다는 

목표로 유로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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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수료자들이 보인 플랫폼의 적극적인 활용방법은 향후 

MOOCs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 많은 중도탈락자나 초보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학습 전략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MOOCs 수료자 6명은 서구의 학생들과는 달리 ‘사회화와 

정보교환’의 목적으로 토론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MOOCs 수료자 6명은 모두 공통적으로 토론방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몇 개의 토론글을 읽거나 가끔씩 댓글을 다는 

정도로 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보이는 

한국인 학습자의 수동적인 토론 참여와 일치한다(Lim, 2004). 선행 

연구에서 MOOCs 수료자들은 공통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동료들과 토론 

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론글과 댓글을 읽고 쓰는 비율이 

높았다(Breslow et al., 2013; Gillani & Eynon, 2014; Ho et al., 2014). 

이는 선행연구의 MOOCs 수료자들이 주로 서구 학생들인 것과 달리 본 

연구는 한국인 수료자들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학습성향 및 문화적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영어로 제공되는 MOOCs를 수료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한국인들이었기에, 동영상 강의를 소화하고 퀴즈와 

과제를 하는 데에만도 실제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저는 과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토론 글을 달 힘이 없어요.  

(연구참여자 4)  

 

 따라서 이들은 강좌수료에 반영이 되는 퀴즈, 과제 등의 점수가 큰 

부분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그렇기에 토론방에서 글을 읽는 

경우도 점수에 반영이 되는 경우 최소한으로 참여를 하거나, 토론글을 

읽을 때도 교수자나 조교가 작성한 글을 더 주의 깊게 보고, 과제나 

퀴즈에 대한 힌트를 얻는 등 ‘정보교환’의 목적으로 주로 토론방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참여자들의 행위는 Salmon(2013)이 제시한 동료 

수강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적인 ‘지식 구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 학생들 특유의 학습관리 전략을 

고려하여, 토론처럼 동료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 공유와 

협력적 지식 구성 등을 목표로 하는 강좌라면 토론방 활동에 일정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이 향후 교수설계전략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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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구참여자들은 강좌를 소화하고 수료하기 위해 MOOCs 

플랫폼 내에서 지원하지 않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본인의 필요에 따라 

하고 있었다. 이들은 온, 오프라인으로 스터디를 하거나, SNS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노트필기를 하고, 인터넷 상에서 책과 관련 자료를 

찾는 등 자발적으로 많은 학습활동을 하고 있었다. Moore(1993)가 

제시한 원격교육의 특성인 ‘구조’와 ‘상호작용’요소를 고려했을 때, 

수료자들이 이용한 MOOCs는 대부분 xMOOC의 성격을 띠고 있기에 

이러한 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나 많은 강좌들이 강좌의 

길이, 진행, 동영상, 과제 등의 ‘구조’는 상당부분 갖추어져 있는 반면, 

‘상호작용’적인 요소는 다소 부족하였기에 플랫폼 밖에서 수료자들이 

많은 관련 도구를 활용해서 학습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접근과 동기부여’, ‘지식 이해’ 단계에서 교수자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 상에서 활발히 찾아보고 있었다. 먼저 강좌 수강 초기에 

교수자에 대한 정보를 활발히 수집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플랫폼 

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교수자가 작성한 책 등을 인터넷 상에서 활발히 

검색하고 있었다. 특히나 읽기자료를 찾아서 보는 행위는 MOOCs를 

수강하고 수료한 경험이 많은 연구참여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이는 

MOOCs 수강 경험이 1회에 불과한 연구참여자 1과 5가 읽기자료를 

활발히 사용하지 않았고 별도로 찾아보지도 않았다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행동은 기존의 양적 연구 중심의 MOOCs연구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학습활동이다. 따라서 향후 MOOCs를 설계할 때는 다양한 

읽기자료와 학습자료를 수강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료자들은 ‘지식 이해’ 단계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며 손이나 

타이핑으로 노트필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들은 노트필기에 사용 

하기 위해 동영상에서 핵심 정보나 구조화된 내용이 제시될 때는 

화면캡쳐를 종종 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한국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내용을 정교화하고 반복학습을 많이 한다는 홍성연 

(2009)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Veletsianos 외(2015)의 

연구에서는 MOOCs 학습자들이 동영상 시청 때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 

종이에 노트필기를 하거나 또는 언제든 접속하여 읽기 쉽도록 디지털로 

노트필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트필기 시 동영상 자막이나 PPT에서 

복사해서 붙여 넣기도 하며, 동영상에서 제시되는 정보가 많을 때는 

화면캡쳐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밖에 서구 학생들은 노트필기 한 것을 

타인과 공유하여, 퀴즈나 글쓰기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트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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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서양 MOOCs 학습자들에게서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참여자 

들에게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러한 논의점을 토대로 향후 MOOCs를 설계, 운영할 때, 학생들의 

‘지식 이해’를 촉진 시키기 위해 자기조절학습을 지원(임철일, 2002, 

2005)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노트필기 사례를 교수자가 제공한다거나, 

플랫폼 내에 노트필기 작성을 돕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아가 박태정, 차현진, 이가영(2015)의 학습분석학 기반 자기 

조절학습을 위한 MOOCs 설계전략처럼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을 지원 

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학습분석 기능이 

향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사회화와 정보교환’을 위해 플랫폼 

밖에서 온, 오프라인 스터디를 열심히 활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심도 

깊은 토의 등의 심화학습 목적보다는 학습관리와 행동통제 등 자기조절 

측면에서 강좌에 대한 정보와 마감 기한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스터디 

활용을 선호하고 있었다. 온라인 스터디로는 카카오톡, 강좌와 관련된 

페이스북 그룹, 스터디 구성원들의 페이스북 그룹 등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었다. 그 밖에 SNS를 통해 온라인 스터디를 대체하는 수료자도 

존재했다.  

 

“페이스북 같은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좋죠. 어쨌든 가입되어 있으면 

알람이 오니까. 커뮤니티 글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참여가 돼요. 이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혼자 대부분 MOOCs를 듣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열심히 하는 거를 보면 자극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끔씩 올리면 자극제가 되니까. 혼자 하면 외부로부터 

자극이 없잖아요. 교수님 밖에 없잖아요.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4)  

 

그 이유는 온라인 상에서 학습을 하는 특정 강좌의 전 세계 

수강생들끼리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오프라인 스터디에서 서로 발제를 하여 내용을 

공유하는 형태의 스터디 운영 방식은 시간 대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스터디의 활용 방식에 대한 인식은 한국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서구 학생들보다 학습 과정 그 자체를 즐기기 

보다는 시간을 투자하여 학습내용, 순서, 속도를 통제하는 정도가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이 깊다(Lim, 2004). 따라서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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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Cs 수료자들은 스터디에서 더 심화된 학습을 하고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기 보다는 학습관리와 자기통제의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스터디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스터디의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 공부를 하는 연구참여자 6과 

같은 수료자도 존재했다. Veletsianos 외(2015)의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남자친구와 함께 동영상 강좌를 보고 퀴즈를 같이 풀기도 하였으며, 

남편, 장모, 장인들과 유용한 학습자료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렇듯 

플랫폼 밖에서 타인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것은 MOOCs 

학습자들에게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플랫폼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와 정보 교환’ 단계 

에서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돕기 위해 여러 종류의 읽기자료와 외부 

인터넷 자료를 링크 형태로 제공하고, 노트필기 자료를 온라인 수강생 

들과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 타인과 함께 학습하는 것을 장려하는 등의 

MOOCs 교수설계전략이 요구된다.   

 

3. 맥락에 따른 학습활동 어려움 
 

세 번째 연구문제는 MOOCs 수료자들이 어떤 학습활동에서 어려움 

을 겪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학습환경이 학습활동의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학교를 자퇴하고 주로 집에서 학습을 한 연구참여자 3은 

MOOCs를 진짜 학교 수업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학교를 다니듯이 여러 개의 강좌를 꾸준히 본인의 

방에서 혼자서 학습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항상 MOOCs 플랫폼에 

들어가 본인의 관심 강좌를 찾아보고 어떤 강좌를 들어야 할지 미리 

계획을 다 세워두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학습자에게는 ‘접근과 

동기부여’ 단계에서 메일로 추천 강좌를 알려주거나 MOOCs 통합 검색 

사이트에서 강좌를 찾는 것은 매력적이지 못한 일이었다.  

한편 연구참여자 6은 미국에 살고 있기에 MOOCs를 함께 수강할 

한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찾고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강좌를 수강하는 한국인들을 찾기가 힘들고 영어로 전 세계 동료 

학습자들과 원활히 의사소통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회화와 정보 

교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는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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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강한 강좌와 MOOCs의 장점을 소개하고, 가족과 함께 동영상 

을 시청하고 과제를 하며 도움을 받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MOOCs 학습 시 개인적이거나 사회문화적인 환경 

과 같은 맥락적 차이가 수료자들의 학습참여와 활동에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Veletsianos 외(2015)의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직장 

퇴근 후에 MOOCs 학습을 하기도 하며, 딸이 잠을 자는 오후 8시 

이후에 한꺼번에 몰아서 동영상을 다 시청하는 등 개인적 환경에 따라 

다른 학습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또한 

본인의 학습환경과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학습활동을 보이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가족과 함께 공부를 하거나, 의사소통이 편한 

한국어를 사용하는 동료 수강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거나, 진짜 학교 

수업을 듣는 것처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정 부분 이상 MOOCs를 

통해 학습을 하는 수료자들이 존재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토론방에서 글이나 댓글을 읽는 것 보다는 

직접 토론글이나 댓글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나 

연구참여자 3은 토론글과 댓글 읽는 것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토론방의 글들이 전 세계 학습자 누구나 작성할 수 있기에 다소 

신뢰성이 떨어지고 학습내용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다는 연구참여자들의 

의견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토론글과 댓글을 보는 것이 무조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Salmon 

(2013)이 제시한 동료 학습자들과의 협력적인 ‘지식 구성’은 MOOCs 

에서 발생되고 있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기존 온라인 학습환경과는 

달리 MOOCs는 수강생의 숫자가 몇 천 명에서 몇 만 명까지 너무나 

많아서 토론이 무작위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며 지식을 생산 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토론방에서 교수자의 적절한 통제나 

안내가 있는 경우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토론방에서 

교수자나 조교가 작성한 글이나 댓글을 더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기존 MOOCs 수료자들이 교수자의 안내나 지침 없이 

도 활발히 토론방을 사용한 것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의 

차이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동료 학습자보다는 교수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 하여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규칙이나 원칙을 필요로 하는 한국 학생들의 경향성과 일치한다(J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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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awardena, 2014; Wang, 2007). 또한 MOOCs에서 한국 학생들은 

토론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의 성별, 국가 등의 기본 정보를 알고 

싶어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을 좋아했다(Ahn, Yoon, & Cha, 

201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MOOCs의 토론방을 설계할 때 

FutureLearn처럼 ‘사회화와 정보교환’ 단계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동료 수강생들의 관심 분야, 이전 수강강좌 등에 대한 정보를 수강생 

들이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본인에게 댓글을 남기거나 동료 

평가를 해준 동료 학습자에 대한 정보나 관련 글을 찾아보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강좌를 설계할 때 의무적으로 동료 수강생의 

토론글과 댓글을 몇 개씩 읽고 댓글을 남기도록 과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프라인 스터디에 대한 어려움은 동양 학생들이 보이는 교수자 

의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구참여자 4, 5는 오프라인 스터디에서 

열띤 토론 등을 통해 심화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MOOCs 학생들의 참여와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수자에 대한 접근 정도, 교수자의 역할이나 열정 등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Adamopoulos, 2013; Hew, 2015). 실제로 연구참여자 

2는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 시 강좌의 교수자를 대체하여 해당 분야의 

지식이 많거나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하였다. 따라서 향후 MOOCs를 운영할 때 ‘사회화와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교수자가 온, 오프라인 스터디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 수강생들에게 안내해주는 것이 제안된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이 학습활동의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표적으로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학습을 하기에 ‘지식 

이해’ 단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영어권 국가에 

살아본 적이 없거나, 본인의 영어 실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연구참여자 

1은 영어 단어를 검색하는 것을 다른 연구참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를 낮게 평가했다. 또한 많은 수의 수료자들이 과제 중에서도 

에세이 작성 하는 것을 힘들어 하였다. 그 이유는 영어로 글을 쓰는 

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수강생들을 

위해 주요 용어를 정리한 자료를 교수자가 제시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또한 연구참여자 2처럼 구글 크롬 등의 영어사전 확장도구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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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단어를 별도로 검색하지 않고 바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뜻을 

확인하는 방식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노트필기는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종이에 할지 또는 컴퓨터로 

타이핑을 할 지가 달라졌다. 연구참여자 6은 타이핑보다는 손으로 하는 

필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기에 화면캡쳐 등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지식 이해’ 단계에서 향후 효율적인 

노트필기 작성 등을 안내하고 노트필기 자료의 학습자 간 공유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연구참여자 2는 스터디를 통해 각각 

파트별로 분담하여 요약, 정리한 노트필기 자료를 온라인 상에서 

동료들과 공유하고 있었다.  

주차 별 퀴즈는 100점을 받을 때까지 풀려고 하는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2와 6은 퀴즈를 높은 

점수를 받을 때까지 반복해서 푸는 성향이 있었기에 다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한편 동영상 삽입된 퀴즈 등을 푸는 것에 낮은 점수를 

매긴 수료자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Udacitiy처럼 동영상 삽입 

퀴즈를 의무적으로 풀어야지만 넘어갈 수 있게 하거나 점수에 반영하는 

것이 ‘지식 적용’ 단계에서 제안된다.  

SNS 등을 찾아서 가입하고 강좌와 관련된 글을 읽는 것은 평상시 

SNS를 활용하는 개인의 차이에 따라 선호도가 갈리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2와 4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자주 방문하며 자연스럽게 현재 

수강하고 있는 강좌에 대한 소식을 볼 수 있어서 긍정적이었지만, 

연구참여자 3과 6은 SNS를 평상시 활발히 사용하지 않기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수료증을 링크드인과 같은 SNS에 

게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연구참여자 6의 행동도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화와 정보교환’ 단계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배예선과 전우천(2014)이 MOOCs 플랫폼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연동이 되는 LMS 개발을 제안한 것처럼, SNS 활용에 서툰 MOOCs 

학습자들을 위한 플랫폼 기능 개선 및 사용 방법 안내가 요구된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의 MOOCs 수강 경험이 학습활동의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나 ‘사회화와 정보교환’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 

이 많았다. 홍성연(2009)의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에 참석 

하거나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스터디 참여나 동료와의 관계 

설정을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강좌를 수료한 적이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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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온라인 스터디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온, 오프 

라인으로 스터디를 하며 여러 강좌를 수료 하였기에 학습시간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스터디를 지속적인 학습 동기유발 목적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매번 수강하는 강좌를 함께 공부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SNS나 토론방을 활용해 학습 자극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지식 적용’단계에서 수료에 반영되는 학습 

활동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10개 이상의 MOOCs를 수료하여 가장 

학습 경험이 풍부한 연구참여자 4는 손이나 타이핑으로 노트필기를 

하거나 동영상 자막을 보는 것에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개의 MOOCs를 경험하면서, 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점수에 

반영되는 퀴즈와 과제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연구참여자 6은 수료에 반영이 되는 

과제를 할 때는 즐거움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과제를 할 때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Hew(2015)의 실제 맥락을 반영한 문제 

중심 학습이 MOOCs 수강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향후 ‘지식 적용’ 단계에서 어떠한 형태의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수료에 

반영 시킬 것인지를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연구참여자 2도 비슷한 이유로 수료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읽기자료를 다운 받고 읽어보거나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서 본다거나 

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MOOCs를 수료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학습활동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라 

생각하여 필요성이나 즐거움을 크게 느끼고 있지 못 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대다수 연구참여자들은 읽기자료 보는 것을 좋아하고 있었다. 

Hew(2015)는 읽기자료와 외부 사이트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MOOCs 학습에서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향후 MOOCs 설계 시 학습자들의 강좌 경험 정도, 학습 

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동영상 외에도 다양한 학습 자원을 제공하여 학습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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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MOOCs는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학습의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MOOCs를 통해 

학습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강생들의 학습을 분석하기 위해 MOOCs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학습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양적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MOOCs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며,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서는 경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나 한국인 MOOCs 학습자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온라인이라는 학습환경에서 많은 학습자 

들이 교수자와 시, 공간으로 분리되어 혼자서 학습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MOOCs 

를 다 듣고 수료를 한 학습자들의 행동에는 독특한 현상과 특징이 숨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MOOCs수료자의 학습활동이 어떠한 지를 심층적 

으로 탐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 연구문제는 세 가지 

이다. 첫째,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의 주요 단계와 세부 학습활동은 

무엇인가. 둘째, MOOCs 수료자들이 플랫폼의 학습지원 기능과 관련 

도구들을 어떻게, 왜 활용하는가. 셋째, MOOCs 수료자들이 학습활동 

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들에 답을 하기 위해 다중 사례 연구를 활용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 연구는 어떻게, 왜라는 관점에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본 연구는 여섯 명의 

MOOCs 수료자들을 선발하여 여러 사례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며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을 다양하게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도구로는 대표적으로 심층면담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했으며, 그 

밖에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한 노트필기자료, 과제, 토론글 등을 

추가적으로 모아 자료의 타당도를 높였다. 또한 서비스디자인 연구방법 

의 하나인 사용자 여정 지도를 사용해 세 번째 연구문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 시에는 연구참여자 검토, 동료검증, 외부자 검토 

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근과 동기부여’,‘지식 이해’,‘지식 적용’,‘사회화와 

정보교환’,‘발전’이라는 MOOCs 학습활동의 주요 5단계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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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각 단계별 세부 학습활동을 발견하였다. 또한 강좌 수강 초기, 

주차 별 학습 시, 강좌 수료 후라는 시기별 학습활동 과정을 도출하였다.  

둘째, 각각의 연구참여자들이 MOOC 플랫폼에 존재하는 학습 지원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왜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여섯 

명의 수료자들이 서로 공통적으로 보이는 학습활동도 존재했으며, 반면 

다른 목적 하에 행하는 학습활동도 나타나는 등 차이점을 보이기도 했다.  

셋째, 일련의 학습활동 들에서 MOOCs 수료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단계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의 시간적 여유, 

직장 상태, 전공 분야, 학습 스타일 등에 따라 상이한 부분에서 어려움 

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MOOCs 학습활동에 대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논의점을 지닌다.  

첫째, 기존 온라인 학습 발달단계와는 다른 MOOCs 수료자들의 

5가지 학습 단계와 다양한 세부 학습활동을 발견하였다. 다만 강좌 

수강초기, 주차 별 학습활동 시, 강좌 수료 후라는 시기로 학습과정을 

분석하였으나 모든 수료자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일련의 학습활동 과정을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MOOCs 학습자들의 

학습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강좌 검색, 

학습방법 익히기, 노트필기, 자막 하이라이트 치기 등 플랫폼 밖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MOOCs 교수설계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MOOCs 수료자들은 목표로 한 강좌를 수료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5개의 

학습 단계마다 플랫폼 내의 강좌 안내 페이지, 주차 별 공지사항, 

동영상과 퀴즈, 동료평가, 유료 수료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화와 정보교환’ 단계에서 토론방을 활발히 사용하는 

서구 학생들과는 달리 동영상과 과제를 소화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퀴즈나 과제에 대한 자료를 찾거나 교수자나 조교의 글을 주로 

보는 등 제한적으로 토론방을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플랫폼에서 지원 

하지 않는 교수자에 대한 정보나 관련 책을 인터넷 상에서 검색 및 

다운받아 읽고, 손이나 타이핑으로 노트필기를 하고 온, 오프라인 

스터디와 SNS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셋째, 학습활동의 어려움은 맥락에 따라 연구참여자들마다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학습환경 측면에서 MOOCs를 듣는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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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지리적 공간 등에 따라 달랐으며,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더 

선호하는 한국의 특수한 문화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개인의 영어 실력과 노트필기 성향, SNS 사용 빈도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MOOCs를 이전에 

얼만큼 경험했는지에 따라 온, 오프라인 스터디에 대한 선호, 수료에 

반영되거나 되지 않는 과제와 퀴즈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MOOCs 수료자들의 학습활동 과정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습분석 연구를 통해 학습 경로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MOOCs 수료자들의 시간에 따른 정확한 학습활동 경로를 명확히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특히나 주차 별 학습 활동 

시에 동영상, 퀴즈, 읽기자료, 토론방 등을 수료자들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여 학습과정을 전개하는지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MOOCs에서 수강생 집단 별로 어떻게 다른 식으로 학습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인 MOOCs 

수료자 6명을 모집하여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연구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강좌를 수강하였으며 MOOCs에 대한 이해도나 경험 정도가 

다르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동일한 배경과 

조건을 가진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여, 한국 학생들과 서양 학생처럼 

문화권에 따라 MOOCs 학습활동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 

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료자들과 비 수료자들이나 남자와 

여자 간의 학습활동 차이점을 실험 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MOOCs를 수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학습자 역량이 필요 

한지가 연구되어야 한다. 정인성(2015), Gasevic 외(2014)는 MOOCs 

수료자들의 메타인지 기술이나 학습전략 등을 탐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료자들이 동영상 학습 시 자발적으로 화면을 캡쳐하여 

노트필기를 하고 학습 자극을 받기 위해 온라인 스터디를 하는 등 

다양한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수료자들이 보이는 

특성이나 역량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범주화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 기능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MOOCs 중도 탈락자들이 마감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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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는 것이 어려웠다고 토로하였다(Kizilec & Halawa, 2015).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강좌의 과제나 퀴즈 마감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 별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 따라서 MOOCs 학습자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자기조절학습과 같은 학습이론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목표 설정, 기록과 검색 기능 등(박태정, 차현진, 

이가영, 2015; 임철일, 2002, 2005)이 플랫폼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한된 사례를 가지고 장시간의 관찰이 아니라 주로 

면담과 문서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자의 MOOCs 수강이나 학습 경험 등에 영향을 

받아 연구 결과의 해석에서 주관성이나 편견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관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질적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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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심층면담 질문지  

<부록 2> 서비스 디자인 사용자 여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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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심층면담 질문지 

 

■공통 질문 

- MOOCs를 처음 듣기 시작한 시기는? 

- MOOCs를 수강한 동기는 무엇인지? 

- 어떤 플랫폼(MOOCs 사이트)에서 MOOCs를 수강했는지? 

- 수료한 강좌는 몇 개인지? 

- 어느 대학의 강좌였는지?  

- 수료증이 무료, 유료 중 어떤 것이었는지? 

 

■학습 초기의 활동 

- 수강할 강좌를 어떻게 찾는지? 

- 메일로 오는 MOOCs 추천 강좌들을 살펴보는가? 인기강좌, 새로 

오픈 예정 강좌 등 

- 수강한 강좌에서 메일로 오는 수강강좌에 대한 안내글을 잘 

살펴보는지? 

- 플랫폼 별로 존재하는 MOOCs 학습안내, 강좌소개, 학습방법 등을 

살펴보는지? 

- 강좌에 대한 안내 페이지(강좌설명, 교수약력, 주차 별 학습시간) 

꼼꼼히 읽어보는지? 

 

■학습 중기의 활동 

- 주차 별로 안내되는 학습개요나 학습목표를 읽어보는가? 

 

▶동영상 강의 

- 10분짜리 동영상이라면 한번 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몇 번 

듣는지? 

- 동영상 다운로드 하는지? 동영상 시청 중 정지는 몇 번 하는지? 

- 동영상 시청을 하며 노트필기를 하는가? 손으로 or 디지털로? 

- 자막을 켜놓고 보는지? 자막 없이 보는지?  

- 자막을 다운 받아서 읽어보는지? 자막에 밑줄을 치거나 별도로 

파일을 저장했는지? 

- 동영상 시청 중 주요 화면은 캡쳐하는지? 

- 동영상 강의에 사용된 PPT 자료는 다운 받아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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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자료 

- 학습읽기 자료를 다 읽어보는지? 

- 외부링크로 제공하는 학습읽기 자료에 접속해서 꼼꼼히 읽어보는가? 

- 관련된 읽기 자료를 검색해보는지? 

 

▶문제 및 퀴즈 

- 동영상 시청 중 제공되는 퀴즈를 즉석으로 푸는지? 끝난 후 푸는지? 

- 주차 별로 제공되는 일련의 퀴즈를 푸는지? 

- 중간, 기말고사의 시험활동(퀴즈형태)이 있었는지? 

 

▶과제 

- 에세이 등 강좌에서 요구하는 개별적인 과제를 하는지?  

- 어떤 종류의 학습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지? ex)사례 

- 외부링크로 제공되는 학습활동에 참여하는지? 

- 동료와 협력을 하여 과제를 작성한 적이 있는가? 

 

▶과제 평가 

- 제출한 과제에 대해 자기평가를 시행하는가? 이러한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타인이 제출한 과제에 대해 동료평가를 시행하는가? 이러한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토론(교수자가 제시) 

- 교수자가 제시한 토론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가? 

- 토론 시 다른 학생의 글을 그저 읽기만 하는지? 

- 타인의 글에 댓글을 다는지? 

- 교수자나 조교가 글에 댓글을 다는 것을 읽어보는지? 

- 교수자가 제시한 토론 외에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토론에 참여하는가? 

 

▶게시판(학습자간 의견 공유) 

- 온라인 상에서 모르는 동료학습자와 의견을 교환하거나 질문을 

게시판에 올리는가? 

- 토론 외의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가? 

- 동료 학습자가 작성한 다른 글을 검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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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학습자에게 유용한 학습자료를 공유하려고 노력하는가? 

 

▶학습 커뮤니티 

- 같은 강좌 수강생과 온, 오프라인 스터디를 진행하는가? 

- SNS(페이스북 그룹, 트위터)상에서 학습자료를 공유하고 나누려고 

하는가?? 

- SNS에서 어떤 질문을 올리는가? 

- 동료학습자의 개인정보를 찾아서 읽어보는가?  

- SNS에서 모르는 정보를 얻는가? 

 

  

■학습 후기의 활동 

▶학습관리 지원 

- 강좌 공지글을 자주 확인하는가?  

- 학습진도를 자주 확인하는가? 

- 수료한 강좌에서 모두 수료증을 발급받았는가? 

 

▶연계강좌 찾기 

- 특정 강좌 수료 후 관련된 다른 강좌를 물색하여 수강하는가? 

- 다른 유형의 강좌를 무슨 기준으로 검색하는가? 

 

■전반적 

- 학습활동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은? 

- 일주일에 MOOC 1 개 강좌 학습에 얼마큼의 시간을 투자하는지? 

- 일주일에 MOOC 1 개 강좌에 얼마나 규칙적으로 방문하는가? 

- 일주일에 MOOC 1 개 강좌에 몇 번 정도 접속을 하는지? 

- 본인의 MOOCs수강시 학습활동의 시간적인 과정 순서는 어떠한지? 

- 무료, 유료 이수증 발급, 청강이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 수료한 강좌들 사이에서 학습활동의 차이가 있었는지? 또는 수료한 

강좌와 그렇지 못한 강좌의 학습활동에서 차이가 있었는지? 

 

■최종 

- MOOCs 플랫폼에서 부족하거나 추가 되기를 바라는 학습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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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별 강좌 진행 중 특히나 힘들거나 즐거웠던 시점은? 그 이유는? 

- 강좌를 수료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나 계기는? 

- MOOCs에서 학습한 것이 어떻게 이후에 도움이 되었는지? 

- 수료한 강좌를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핵심적인 활동 

3 가지를 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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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서비스 디자인 사용자 여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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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Learning 

Activities of MOOCs Completers  
 

 

Seo, Seungil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s) newly emerged as 

a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participated. As a result, learners’ behaviors and activities 

such as the time and number of videos, quizzes and discussions 

within the MOOCs platform have been studied, using large-scale 

data and surveys. However, what MOOCs learners experience, how 

they study and why they engage in particular activities are unknown. 

For instance, peer evaluation is commonly used as a part of learning 

activities in MOOCs platforms. But what MOOCs learners think 

about peer evaluation and how they use peer evaluation is not 

known well. Also, learning occurs according to certain steps in a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like MOOCs. However, many learners 

often drop out of MOOCs because professors and fellow students 

are separated spatially and temporally. Despite these difficulties, 

people who have completed MOOCs have the possibility to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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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 phenomenon and features of MOOCs learning. In particular, 

while South Korean students are good at controlling the amount of 

time they spend and regulating their actions in the online 

environment, they are not good at collaborative learning. 

Furthermore, little has been known about the learning activities of 

Korean MOOCs completers who are not native English speaker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ed to thoroughly explore the 

learning activities of MOOCs completers.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major learning steps and detailed 

learning activities of MOOCs completers? Second, how and why do 

MOOCs completers use platform functions to support learning and 

the relevant tools outside of MOOCs platforms? Third, in which 

learning activities do MOOCs completers experience any difficulties? 

As a research method,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according to qualitative research, benefitting from multiple case 

studies. A case study is usually used for the purpose of describing a 

phenomenon from the points of view of how and why.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selected six MOOCs completers and tried to 

diversely grasp their learning activities by examin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cases. For data collection, 

the researcher intensively interviewed each research participant 

one or two times and assembled notetaking documents, assignments 

and debate statements that they made. In addition, the user 

itinerary map, as a research tool of service design methodology, 

was used to collect materials on the third research question. Data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three steps like coding, 

classification and ensuring categories, which are used commonly in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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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five learning 

stages such as "Access and Motivation," "Knowledge Understand", 

"Knowledge Application", "Socializ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and "Development" were found. In addition, detailed learning 

activities at each learning stage and learning activities in terms of 

time category were derived. Second, the completers did many 

learning activities using platform learning functions, such as looking 

at carefully course information page, checking course 

announcements in order to avoid missing the deadlines of quizzes 

and assignments, watching lecture videos with a caption, solving 

quizzes for mastery learning, using interesting and productive peer 

evaluation in assignments, reading debate statements and leaving 

limited comments in discussion forum, rather than writing a 

discussion. Also, they learned using several tools outside of MOOCs 

platforms, like reading reviews on MOOCs integration websites to 

search the course and doing community activities through online 

study groups and SNS. Third, MOOCs completers had difficulties in 

checking the recommended course in e-mails, reading guided e-

mails, capturing video screens, connecting MOOCs with 

smartphones, taking notes, learning reading materials, doing quizzes 

and assignments that are not reflected in the course completion, 

writing English essays, doing offline study communities and getting 

paid certificates for different reason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it was possible to derive the 

three discussion points for learning activities of MOOCs 

completers. First, MOOCs learning activities were diverse. Learning 

stages of MOOCs completers were different with online learning 

stages of preceding research, and the various learning activities 

have occurred outside the platform. Second, MOOCs compl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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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doing self-directed learning. For example, they actively made 

use of learning support functions within platforms, such as peer 

evaluation, course information pages, announcements and quizzes. 

Furthermore, they discussed passively and did a lot of learning 

activities outside of MOOCs platforms, such as searching for 

information on professors and books on the internet, writing notes, 

participating in online study communities and using SNS. Third, 

there can be differences in all study participants’ difficulty of 

learning activities depending on the context, like learning 

environment, individual characteristics, MOOCs experience. Lastly, 

the implications about a need for MOOCs design strategies to 

support a variety of learning activities were suggested,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proposed.  

 

 

Keywords : MOOCs, Completer, Platform, Learning Activity, Online 

Learning 

Student Number : 2014-2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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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MOOCs는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학습환경으로서 현재 전 세계 

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MOOCs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학습 관련 데이터와 설문조사 등을 활용해 

학습자들의 동영상, 퀴즈, 토론, 과제 등을 활용하는 시간과 횟수 등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MOOCs에서 학습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며,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료평가가 학습활동의 일환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나 학습자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않다. 또한 MOOCs와 같은 

온라인 학습환경 에서는 특정한 단계를 거치며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많은 학습자들이 교수자나 동료 학생들과 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혼자서 학습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MOOCs를 다 듣고 수료를 한 학습자들의 

행동에는 독특한 현상과 특징이 숨어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나 한국 

학생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시간과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를 잘하지만 

협력적 학습은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한국인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이 어떠한 

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MOOCs 수료자 학습활동의 주요 단계와 

세부 학습활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MOOCs 수료자들 

이 플랫폼의 학습 지원 기능과 관련 도구들을 어떻게, 왜 활용하는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MOOCs 수료자들이 학습활동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연구 형태의 다중 사례 연구를 활용했다. 사례 

연구는 어떻게, 왜라는 관점에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본 연구는 여섯 명의 MOOCs 수료자들을 선발하여 여러 

사례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며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을 

다양하게 파악하고자 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대상자 별로 1~2회의 

심층면담을 실시했으며,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한 노트필기 자료, 

과제, 토론글 등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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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의 연구도구로 사용자 여정 지도를 사용해 세 번째 연구문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여러 질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코딩, 분류, 범주 확인의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이를 토대로 분석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으로부터 ‘접근과 동기부여’, ‘지식 이해’, ’지식 적용’, 

‘사회화와 정보교환’, ‘발전’이라는 학습 단계를 발견하였다. 또한 단계별 

세부 학습활동을 도출하였으며 시기별 범주에 따른 다양한 학습활동을 

확인하였다. 둘째, 수료자들은 플랫폼 내의 학습 지원 기능 중에서 강좌 

안내 페이지의 교수자 약력 등을 꼼꼼히 읽어 보며, 마감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며, 자막을 켜고 노트 정리를 하며 

동영상을 학습하고, 완전학습으로 퀴즈를 풀며,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동료평가를 과제 활동에서 사용하며, 토론방에서 글을 쓰기보다는 

제한적으로 읽거나 댓글을 남기고 있었다. 그리고 플랫폼 밖의 관련 

도구는 통합 사이트에서 리뷰를 보며 강좌를 검색하고, 강좌와 관련된 

읽기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으며, 온라인 스터디와 SNS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학습 자극을 받는데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MOOCs 수료자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메일로 온 추천 강좌 보기, 안내 메일 보기, 동영상 

화면캡쳐, 모바일 접속, 노트필기, 읽기자료 보기, 수료에 반영되지 않는 

퀴즈나 과제, 영어 에세이 작성, 오프라인 스터디, 유료 수료증 발급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에 

대한 세 가지 논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MOOCs 수료자 학습 

활동의 다양성이 존재했다. MOOCs 수료자의 학습 단계는 선행연구의 

온라인 학습단계와는 차이점이 존재했으며, 플랫폼 밖에서 다양한 학습 

활동이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자기주도 학습으로써 

수료를 위해 플랫폼 내의 학습지원 기능을 잘 활용하고, 플랫폼 밖에서 

여러 학습활동을 하며, 토론방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셋째, 

학습활동의 어려움은 학습환경, 개인적 특성, MOOCs 수강 경험 등 

맥락에 따라 연구참여자 들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점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여러 가지 MOOCs 교수설계 및 운영 전략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으며 또한 후속 연구 방향을 제언하였다.  

 

주 요 어 : MOOCs, 수료자, 플랫폼, 학습활동, 온라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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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인간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빌 게이츠 

는 1999년 미래 세계에서 가능할 몇 가지 예측을 하였다(Gates, 1999). 

그 중 하나로 그는 “사람들이 작은 기계를 들고 다니며 뉴스를 보고, 

항공권 예약을 확인하며, 금융시장에 관한 정보를 얻는 등 모든 

전자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가 예측한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제로 행하고 

있다. 그 밖에 그는 가격 비교 사이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원격 

의료진료, 사물인터넷 등의 등장도 예언하였다. 그런 그가 2015년에는 

온라인 학습과 테크놀로지가 학습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Jacobs, 2015). 빌 게이츠 재단에서 2015년 발간한 글을 보면 온라인 

학습이 개발 도상국의 남녀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나아가 전 

세계의 우수한 교수자와 학생들을 서로 연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고등교육에서는 MOOCs(Massive Open Online Courses)라는 

대규모 온라인 공개 강좌가 등장하며 이러한 온라인 학습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나일주, 2015). MOOCs는 2012년을 전 후로 MIT, 

하버드 대학 등 세계의 유명 대학들이 무료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기 

시작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중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학습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를 찾아서 외국의 

MOOCs 강의를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있다(박기석, 2014; 이승훈, 

2015).  

특히나 MOOCs 수강생 중에서 수료자들은 MOOCs를 끝까지 

수강하며 일정한 점수를 넘었기에 MOOC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학습활동에 가장 활발히 참여한 성공적인 학습자라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학습활동 양상과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MOOCs에서 

학습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학습활동이 중요하고 필요한지 그리고 

MOOCs가 어떤 식으로 설계 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MOOCs가 한국 사람들의 온라인 학습과 

국내 고등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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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인 MOOCs 학습자나 수료자가 누구이며 

이들의 학습 경험이 어떠한지는 알려진 바가 적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MOOCs에는 서구권 학생들이 수강생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수의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한국인 MOOCs 

수료자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며 

다르게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Miriada 

X가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스페인 자막 등을 제공하는 

것처럼 상이하게 MOOCs가 개발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시작된 K-MOOC을 한국인에 특화시켜 개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부, 2015). 이는 국가별로 학습자들이 추구하는 학습 목표나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Liyanagunawardena, Williams 

와 Adams(2013)의 연구에서는 인종에 따라 MOOCs에서의 학습방법이 

다른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는 불특정 모든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로 학생들의 심리적 변인을 탐색하거나 MOOCs 학습 시 

발생하는 접속 횟수나 시간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행동 패턴을 양적으로 

분석한 연구(Breslow et al., 2013; Halawa, Greene, & Mitchell, 

2014)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강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활동과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부족하다(Veletsianos et al., 

2015). 또한 MOOCs는 온라인 학습환경의 하나로서 원격교육의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Perna et al., 2014). 대표 

적으로 Salmon(2013)이 제시한 온라인 학습 단계를 고려하여 MOOCs 

수료자들의 학습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MOOCs 수료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초적인 사례 연구가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  

현재 MOOCs는 미국의 edX, Coursera, Udacity를 비롯해서 영국의 

FutureLearn, 독일의 iversitiy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각 기관마다 조금씩 상이한 플랫폼을 통해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의 기능에 따라 수강생들이 할 수 있는 학습활동은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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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MOOCs의 플랫폼은 원격교육 상황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LMS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LMS가 학습자 관리라는 측면이 

강했다면, MOOCs의 플랫폼은 과제에서부터 토론, 동료평가, 문제, 위키, 

SNS 등 다양한 주체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학습활동과 도구들이 

통합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장상현, 2014). 그리고 많아야 백 여 명의 

학생들이 듣는 개별 강좌의 LMS와는 달리 몇 천에서 몇 만 명의 전 

세계 학생들이 MOOCs에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 스스로 학습 콘텐츠 

를 생산하게끔 돕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많은 MOOCs 플랫폼에서 영어 에세이 등의 과제 

를 제시하고 그 후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MOOCs에서 동료평가는 

평가의 정확도나 신뢰도 등에 있어서 전문가 평가 만큼이나 타당한 

평가방식으로 입증되고 있다(Piech et al., 2013; Kulkarni et al., 2013). 

또한 교수학습 상황에서 동료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과제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는 활동이 글쓰기 실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o & Cho, 2011). 그러나 MOOCs 

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동료평가에 대한 학습자들의 활용 양상이나 

반응, 이유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로 MOOCs 수료자들이 플랫폼의 다양한 학습 지원 

기능과 학습을 위해 어떤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MOOCs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점과 적절한 강좌 운영 전략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MOOCs와 같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는 교수자나 동료 학생들과 

시공간이 분리된 상태로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많은 수의 학습자들이 

외로움과 지루함을 느끼고 중도탈락을 한다(Choi et al., 2013). 특히나 

MOOCs에서 끝까지 학습을 마친 수강생의 비율인 수료율은 7%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ordan, 2014; Koller et al., 2013).  

한국 학생들은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와 유교주의의 영향을 받아 

온라인 학습환경에서도 서양 학생들과 달리 교사 중심의 설명식 수업을 

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인다. Lim(2004)에 따르면 미국 학생들에 비해 

한국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을 통제하고 시간 관리를 잘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 

학생들은 원격교육에서 교수자나 다른 동료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Wang, 2007). 즉, 한국 학생들은 동료 

학습자들과 협력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교수자와 직접 상호작용을 



 

 4 

하거나 이들이 제공하는 동영상 등을 선호하는 것이다(Jung & 

Gunawardena, 2014). 

한편 MOOCs 수강생들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로 설문조사와 플랫폼에 발생하는 로그인 시간, 접속 횟수 등의 로그 

데이터 및 클릭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MOOCs 

수료자들은 토론방을 활발히 이용하며, 과제 마감 전에 해당 콘텐츠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동영상 시청 시간이나 퀴즈 풀이 

횟수, 강좌 방문 횟수가 많고 또한 온, 오프라인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eslow et al., 2013; Gillani & Eynon, 

2014; Firmin et al., 2014; DeBoer et al., 2014).   

그러나 기존의 MOOCs 연구들은 영어 능력이 높은 북미와 유럽의 

학생들을 위주로 진행된 것들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서구 학생들이 

MOOCs에서 주로 보여주는 행동 패턴이나 학습활동 등이 다른 대륙 

이나 문화, 경제권에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Gasevic et al., 2014). 

예를 들어 한국인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은 기존 연구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로 제공되는 MOOCs 대부분이 해외 대학 

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가 모국어인 

수강생들에 비해 학습 진도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에서 외국의 MOOCs 

기관과 협약을 맺고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K-MOOC을 2015년부터 10개 대학에서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에 발 맞추어 한국인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MOOCs 설계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Ahn, 

Yoon, & Cha, 2015).  

따라서 국내의 MOOCs 학습자들이 온라인 학습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것의 원인은 무엇이며 극복 방안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실제적, 이론적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MOOCs 한국인 수료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MOOCs라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수강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습을 

끝마치기 위해 어떠한 일련의 활동과 과정을 거치며 경험을 하는지를 

사실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기반으로 

MOOCs를 수료하기 위해서는 수강생들의 어떤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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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학습활동을 교수자가 촉진해야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영어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을 밝혀냄으로써 

향후 한국인을 위한 MOOCs의 교수설계전략과 운영지원전략을 시사점 

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발견된 다양한 한국인 MOOCs 

수료자의 학습경험을 토대로 향후 MOOCs 수강생들의 학습을 증진 

시키기 위해 어떻게 강좌를 설계해야 하고, 어떤 학습활동 지원이 

플랫폼에서 필요한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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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의 주요 단계와 세부 학습활동은 

무엇인가? 

  

둘째, MOOCs 수료자는 학습활동에서 플랫폼의 학습 지원 기능과 

관련 도구를 어떻게, 왜 활용하는가?  

 

셋째, MOOCs 수료자가 학습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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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가. MOOCs 

 

Massive Open Online Courses의 약자로서 대규모 무료 공개 

강좌를 의미한다. 2012년 이후 확산되어 edX, Cousera, FutureLearn, 

Udacity, iversity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여러 학문 분야의 강좌가 

제공되고 있다. 약자로는 MOOCs 또는 MOOC라고 표기된다. MOOCs는 

끝에 s를 붙여서 여러 개의 강좌라는 의미가 보다 강조된다.   

 

나. 수료자 

 

MOOCs 수료자란 강좌를 수료하여 성공적으로 학습을 완료한 

학생을 의미한다. 이들은 MOOCs에서 요구하는 퀴즈, 동영상 시청, 

토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참여하여 수료에 필요한 점수를 충족한 

학생이다. MOOCs 수강생들은 수료를 하기 위해서 주차 별로 제공되는 

강의 동영상, 퀴즈, 토론 등의 학습활동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Breslow et al., 2013). 

이러한 측면에서 수료 학습자가 보이는 성공이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해당 강좌가 요구하는 점수 기준을 넘어서 학습 성취를 이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홍성연, 2009).  

 

다. 수료율 

 

수료율은 등록한 학생들 중 교수자가 설정한 특정한 강좌의 수료 

조건 등을 충족한 학생들의 비율을 의미한다(Jordan, 2014). 수료율은 

학생들이 해당 강좌의 과제, 숙제, 퀴즈,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을 통해 

획득한 최종점수로 판단된다.  

 

라. 플랫폼 

 

플랫폼이란 MOOCs 강좌를 제공하는 edX, Coursera, FutureLearn, 

Uadcity, iversity 등의 기관에서 학습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 

등이 포함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플랫폼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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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용 되던 LMS의 확장판으로서 다양한 학습분석 기술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 학습활동 

 

본 연구에서 학습활동이란 특정한 MOOC 강좌를 수강하고 실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 등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여기에서 학습활동이란 강좌에서 제공하는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 

강의 동영상을 듣고, 퀴즈와 시험을 보고, 과제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수강한 강좌를 찾기 위해 정보를 찾고, 관련 자료를 읽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강좌를 다 들은 후 발생하는 학습활동 등도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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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온라인 학습환경과 학습활동 지원 
 

가. 온라인 학습활동의 개념 및 특징 

  

온라인 학습활동은 원격교육의 발전으로 인해 등장하였다. 1800 

년대 우편 통신교육에서부터 시작된 원격교육은 이후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발전했으며, 1980년대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하며 온라인 학습공간이 본격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네트워크 기술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모바일, 유비쿼터스 러닝 등의 온라인을 활용한 학습 

환경이 더욱 확대되었다. 고등교육에서도 사이버 대학이 설립되고 전통 

적인 대학들이 이러닝이나 LMS을 통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양적인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학습환경은 원격교육의 하나로서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 

교수자와 학생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원격교육의 개념적 특성은 서구의 학자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Holmberg(1977)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학습자료를 구조화하고 연결하는 교육 조직이 원격교육에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oore(2007)는 원격교육에서 교수 행동과 학습 

행동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적 매체를 활용하고, 쌍방향 의사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Keegan(1996)은 

이 외에도 학습자가 오프라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사회적 

교류를 하는 간헐적 모임도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원격교육의 다양한 특성은 Moore(1993)의 ‘구조’와 ‘대화’라는 두 

가지 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는 교류거리 이론(Transactional distance 

theory)에서 구조와 대화라는 관계를 통해 결정되는 원격교육 상황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심리적인 인식 거리를 교류거리로 정의내렸다. 

원격교육의 대표적인 한계인 교수자와 학습자의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 

원격교육은 사전에 치밀하게 강좌와 학습 내용이 구조화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고정된 교육 내용과 떨어진 거리로 인해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듯 원격교육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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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정도가 높을수록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대화는 줄어들게 되고,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가 낮으면 사전에 설계된 학습 내용이나 교재가 

유동적이기에 자연스럽게 교수자와 학생간에 많은 대화와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듯 원격교육의 두 가지 특성은 상호배타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구조가 강조된 온라인 학습환경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Moore 

(1993)는 구조화된 수업이란 뚜렷한 학습목표가 존재하고, 내용이 

단계별로 나뉘며, 끊임없이 계획되며, 시간 사용도 엄격히 통제되고 

획일적으로 관리, 평가되는 수업이라 칭하였다. 이에 따라 원격교육 

에서는 학습이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되어 설계되며 잘 만들어진 방송과 

교재를 통해 학습자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 

(Keegan, 1996). 또한 Holmberg(1983)가 제안한 ‘안내된 교훈적 

대화’ 역시 구조화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학생이 원격으로 학습을 

할 때 마치 면대면으로 교수자와 상호작용을 하듯이 구어체로 교육내용 

이 정교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연관시키며 사고를 

활성화시키도록 교재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이혜정, 2004).  

대화가 강조된 온라인 학습환경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원격교육의 

구조화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부재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상호작용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수자와 학습자간, 학습자와 학습자간, 학습자와 내용간 상호작용 

등으로 구분되는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인성 외, 2000).  

그러나 이러한 원격교육의 구조와 대화라는 틀은 온라인 학습환경 

과 테크놀로지 발달로 인해 사전에 설계된 강좌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게 되며 서로 상보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이혜정 외, 2010). 특히나 LMS의 등장과 함께 구조와 

대화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 점차 가능해지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게시판, 토론 등의 문자 중심의 비동시적 상호작용이 컴퓨터 

매개 통신(CMC)의 발전과 함께 확대되었다.  

Salmon(2013)은 이러한 온라인 학습환경의 변화 속에서 구조화 

되면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조절하도록 촉진하는 5단계의 온라인 

학습 발달과정인 e-tivities라는 학습활동 모델을 [그림 Ⅱ-1]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학습의 단계가 진행될수록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의 숫자나 횟수는 점차 증가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 학습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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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따라 학생들의 단계별 학습 진행 속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경험이 적은 사람은 1, 2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반면, 경험이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4, 5단계로 빨리 이동하며 온라인 초보 학습자 

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는 한다. 

  

 

[그림 Ⅱ-1] 온라인 학습의 5단계 발달과정(Salmon, 2013) 

 

각 단계별로 학습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단계인 접근 및 

동기부여에서는 개별적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온라인 학습에 접근하게 되고, 특정한 학습의 목표나 이유 등의 

동기를 가지게 된다. 2단계인 온라인 사회화에서는 자신의 온라인 

정체성을 정립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동료 학습자들을 찾게 되면서 작은 학습 공동체 

(micro-community)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 단계는 학습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을 덜 두려워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상호 

작용을 시작하게 되면 끝나게 된다. 3단계인 정보교환에서는 강좌에서 

제공되는 학습내용과 상호작용을 하며 학습을 하고, 동료 학습자들과 

학습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며 협동이 발생된다. 이 단계는 

학습자들이 어떻게 정보를 생산적이고 성공적으로 찾고 교환하는 지를 

배우고 상호작용을 위해 테크놀로지를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끝이 난다. 4단계인 지식 구성에서는 강좌와 관련된 그룹 토론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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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며 상호작용이 협력적이고 보다 팀 지향적이고 복잡해지며 지식 구성 

이 발생된다. 또한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협력학습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생산해내기 시작한다. 5단계인 발전 

에서는 협력학습에 편안함을 느끼고, 배운 것을 실제 자신의 맥락에 

적용하며,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목표에 따라 학습을 발전 

시켜나간다.  

이러한 온라인 학습활동은 일반적으로 사이버대학, 일반대학의 

이러닝, 강좌, 방송통신대 등의 원격대학 등의 환경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때 한국 학생들이 보이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의 학습활동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온라인 학습자들은 스스로 학습을 관리하고 행동을 

통제하며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학습관리 전략을 활발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m, 2004). 이러한 경향성은 홍성연(2009)에 따르면 

국내 원격교육 대학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하였다. 이중 사이버대학의 

학습자들은 학업초기목적, 시험전략, 행동통제나 학습관리 등을 유독 더 

활발히 활용하였다. 사이버 대학의 경우는 방송대에 비해 스터디 모임 

등을 통한 오프라인상에서의 집단적 학습이 활발하지 않기에, 온라인 

상에서 스스로 학습 목적을 세우고 자기주도적으로 철저히 학습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격대학원의 경우는 석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희망하는 교원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학생으로서 인식이나 내적 

동기가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학업을 계속하도록 자기 

자신을 독려하는 자기동기화 수준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한국의 온라인 학습자들은 일반적으로 협력적 특성을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홍성연, 2009). 이러한 

경향성은 아시아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동료 학습자보다는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결과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Jung & Gunawardena, 2014). 즉, 한국 학생 

들은 동료보다는 교수자를 통해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중국, 한국 온라인 학습자 1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Wang(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 학생들은 미국, 중국 

학생들에 비해 팀 과제를 하는 것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연(2009)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은 그대로 드러났다. 

사이버대학과 원격대학원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교수자 

및 동료와의 관계 형성, 스터디 참여, 동료의 학업 동기부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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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국내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교수방법이 학습자들간의 분리와 독립학습을 전제로 

발전하여 온라인 상에서의 협력적 학습과제는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 한국방송통신대 재학생들은 사이버대학이나 

원격대학원 학생들에 비해 협력적인 과제수행, 스터디 참여, 동료와의 

관계 설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스터디 그룹에서 

강사나 조직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타인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방송대가 다른 유형의 원격 

고등교육기관에 비해 오프라인에서 스터디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대의 우수 학습자들도 협력적 

특성에 대한 가치를 상대적으로 성공 특성에서 낮게 보고 있었다. 이는 

원격이라는 특성상 현실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대학생들은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Lim(2004)은 원격교육에서 문화적 

차이와 학습자 특성이 학습자의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95명의 한국 

대학생과 141명의 미국 대학생을 설문조사로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미국 대학생들은 온라인 강좌를 수료했을 때 더 큰 성취감을 느끼며, 

강좌 운영 중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Wang(2007)의 연구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에 비해 온라인 

상에서 다른 학생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이 따라야 할 의사소통에서의 

규칙을 필요로 했다. 이 밖에도 한국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과 달리 

교수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Lim(2004)의 연구에서는 미국 학생들이 강좌 필요도에 대한 만족, 

자기효능감, 강좌에 대한 보상감, 흥미에서 한국 학생보다 높았다. 반면 

한국 대학생들은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시간을 투자하여 학습내용, 순서, 속도를 통제하는 정도가 미국 학생 

들보다 훨씬 높았다.   

그 밖에 방송대 학생들은 방송대에서 제공하는 TV 방송, 인터넷 

강의, 오디오 매체, 출석 수업 등 여러 종류의 교수학습방법으로 인해 



 

 14 

다양한 학습 매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홍성연, 

2009).  

전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읽기, 글쓰기, 

사고력 등의 능력보다는 교수자의 수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반복학습, 시간관리, 자기조절, 학습내용의 정교화, 다양한 

학습매체의 활용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서양의 

원격교육이 상호작용이나 토론 위주의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동영상 강의에 기초한 지식 전달 등 강의자 중심의 

형태로 개발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홍성연, 2009; Kwon & 

Danaher, 2000; Lim, 2007). 특히나 우리니라 이러닝 콘텐츠는 90% 

가까이가 교수자 중심의 콘텐츠여서 상호작용적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 

이기도 하다(임병노, 이준, 2007). 또한 아시아 학생들이 온라인 교수 

학습의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비디오나 화상 강의를 선호한다는 

Jung과 Gunawardena(2014)의 연구와도 관련이 깊다. 

 

나. 온라인 학습활동 지원 기능 

 

온라인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LMS가 널리 활용 

되고 있다.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s)란 온라인 학습환경 

에서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LMS는 온라인 교수학습 상황을 돕기 위해 강의 저작, 학습내용 탑재, 

상호작용 도구, 학습과정 점검 및 평가 및 관리, 접속 관리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이다(이혜정, 최효선, 2008). 

 최근 개발된 LMS에서는 추가적으로 퀴즈, 시험기능, 전자게시판, 

동료 학습자들과의 협력 작업공간, 성적관리 등의 학습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Black et al., 2007). LMS는 

궁극적으로 학습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습활동을 관찰 

함으로써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 및 분석결과에 신뢰성을 높여 

준다(Robbins, 2002). 나아가 교실수업과 이러닝 수업의 혼합학습을 

지원하기도 한다(Greenberg, 2002).  

LMS는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 환경에서 교수자가 학습자료를 

쉽게 배포하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을 하고, 과제물 제출뿐만 아니라 

토론 학습,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온라인 시험을 가능하게 하여 

교수학습을 전 과정을 지원하고 전통적 교실 수업을 대체하는 등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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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다(박연정, 조일현, 2014). 이렇듯 LMS는 

단순한 소프트웨어의 의미를 넘어서 온라인 학습환경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습사태를 계획, 전달, 운영 하는 이러닝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 

(Greenberg, 2002). 1990년대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이러닝 

이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된 필수적인 시스템인 LMS의 필요성은 대학과 

기업 교육에서 증가하였다(Watson & Ahmed, 2004).  

LMS의 기본적인 기능은 크게 다음 네 가지와 같다(Watson & 

Ahmed, 2004). 첫째, 학습내용을 전달한다. 둘째, 학습자의 학습 또는 

활동들의 진행 사항과 결과를 추적한다. 셋째, 이러닝을 관리한다. 넷째, 

학습자의 그룹 활동과 협력을 도울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하지만 LMS는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LMS가 정보전달과 학습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 

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Hotrum, 2005). 이렇듯 기존 LMS의 

한계로 인해 LMS 활용이 기존 대학의 전통적 교수학습환경이나 방법을 

바꾸지 못하고, 실천적인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 

한다(Blin & Munro, 2008) 

이러한 배경에서 온라인 학습활동을 돕기 위해 LMS 상에 자기조절 

학습을 지원하는 기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초, 중등학교, 대학교, 기업 

맥락에서 연구되고 있다(임철일, 2002, 2005). 온라인 공간은 일반적인 

오프라인 공간과는 달리 혼자서 학습을 시작하고 유지해야 하기에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온라인이라는 익숙하지 못한 환경에서 학습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인지적 과부하, 학습 과정 참여의 어려움, 학습전략의 효과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박종선, 이영민, 2010). 따라서 임철일(2002)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웹 기반 자기조절 학습 지원 전략 및 LMS 기능을 

3가지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 1수준인 일반적 안내 설계 

전략에서는 자기조절 학습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모범 전자노트를 

제시하고 전자노트를 작성하게 하며, 성찰 기록을 남기게 하는 기능을, 

제 2수준인 학습내용 특성에 따른 설계 전략에서는 심화학습 자료와 

개념지도를 제시하며, 초기에 세운 성취목표의 확인하는 기능을, 제 3 

수준인 학습내용과 학습자 반응에 따른 설계 전략에서는 자신 및 모범 

학습자의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학습점검 기능을 LMS 기능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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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에는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자의 학습활동 중심으로 

이러닝을 설계, 개발 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임철일, 홍성연, 김선영 

2009). 임철일, 김선영, 홍선영(2010)은 학습 내용 중심의 전통적인 

콘텐츠 교수설계를 벗어나서,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토론, 

게시판, 채팅방 등에서의 다양한 도구, 자원 및 방법을 지원하는 

학습환경으로서 온라인 학습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그와 동료들은 이러닝 시스템 표준인 IMS LD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사전 지식에 적응적으로 설계하라’,‘학습자의 역할에 

적합한 학습내용, 학습활동, 지원활동을 설계하라’등의 설계원리를 

선행문헌에서 도출한 후 실제 이러닝 프로그램을 설계, 개발하는데 활용 

하였다.   

이 밖에 Salmon(2013)은 e-tivities에서 온라인 학습활동 단계에 

맞게 필요한 기능들을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Ⅱ-1]에서 각 단계 별로 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교수자의 도움(e-moderating)과 기술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단계별 지원 전략은 다음과 같다.  

1단계인 접근과 동기부여에서는 페이스북, 유투브 등 온라인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더라도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사용을 힘들어 할 수 

있기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동기를 높이기 

위해 강좌의 분명한 목표와 이를 도달하게 돕는 적절한 동영상, 읽기 

자료 등의 구성이 필요하며, 외재적·내재적 동기를 촉진할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2단계인 사회화에서는 상호작용의 연습기회, COP 

(Community of Practice), 문화간 차이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서 온라인 

환경에서 동료 학습자와의 협력 학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3단계인 정보의 교환에서는 정보의 발견과 탐색을 돕기 

위해 학습 집단을 짜고 각 집단 별로 다른 과제를 제시하는 등 적절한 

안내와 스캐폴딩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때 지나치게 높은 협력은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4단계인 지식 구성에서는 명확한 정답이나 틀린 

답이 없고 다양한 대안들이 존재하는 여러 개의 소규모 과제들을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5단계인 발전에서는 학습자들이 성찰과 메타인지적 

기술을 사용하도록 지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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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OCs 플랫폼과 학습활동 지원 
 

가. MOOCs의 등장과 의의 

  

MOOCs는 2008년 ‘Connectivism and Connective Know 

ledge’라는 강좌를 George Siemens와 Stephen Downes가 운영한 

것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강좌에는 25명의 학점 인정을 신청한 

유료 수강생과 2,300명의 비 학점 수료자인 무료 수강생이 등록을 

하였다(Liyanagunawardena, Adams, & Williams, 2013). cMOOC으로 

분류되는 이 강좌는 사회적 맥락에서 학습자와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 하는 것을 강조하는 연결주의(Connectivism)라는 원리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Siemens, 2005). Cormier가 이러한 형태의 대형 

무료 온라인 강좌를 MOOC라고 명명하며 이 용어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미국에서 스탠포드 대학의 몇몇 교수가 자신의 대학 

강의를 무료로 공개하자 1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하게 되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이를 계기로 하버드 대학 등 서구의 

명문대학에서 강의를 지식 전달형 형태로 제공하는 xMOOC이 본격적 

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Daniel, 2012). 현재는 edX, Coursera, 

FutureLearn, iversity, Miriadax 등 많은 MOOCs 제공 사이트가 

나타나며 전 세계적으로 수 백 만 명의 학생들이 MOOCs로 학습을 

하고 있다.  

MOOCs는 Open Educational Resources(OER)운동에 뿌리를 두어 

진화한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나일주, 2015; Daniel, 2014). OER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교수학습자료를 공개하여 저작권을 

풀어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MIT에서 강좌 

커리큘럼과 학습자료를 모두 무료로 공개한 MITx 등의 Open 

Courseware(OCW) 들 수 있다. 한국에서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각 대학의 강의 동영상과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KOCW라는 사이트가 

있다. 이 외에도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등 각 대학이 별도로 

운영하는 다양한 OCW 사이트 등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이 edX, Coursera, FutureLearn 같은 외국의 

MOOCs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정부 주도로 K-

MOOC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MOOCs는 교수자들이 누구나 자유 

롭게 현존하는 콘텐츠를 재사용하고 새롭게 혼합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완전한 OER 운동의 철학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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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Cs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cMOOC과 

xMOOC처럼 철학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이지현(2015)은 그러한 

이유를 MOOCs의 유동적인 네 가지 개념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주장 

하였다. 첫째, Massive는 대규모의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뜻이나 그 

규모에서 적게는 수 천 명에서 많게는 십 만 명의 이상의 수강생까지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이들 수강생들은 일반인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둘째, Open은 강의 수강이 기본적으로 

무료이나 수료증 발급 등의 일부 유료라는 비용적인 측면과 특별한 사전 

지식이나 능력 등의 조건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셋째, Online은 온라인을 통해 학습자료가 제공되지만 일부는 

면대면 활동과 연계되어 블렌디드 형태로 강좌가 운영 될 수 있다. 넷째, 

Course는 교수자가 있으며 강좌 운영 기간, 평가, 토론 등이 존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오프라인 정규 강좌와 유사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평가 시 배지를 제공하거나 학점을 제공하는 등 평가 및 인증 방식이 

여러 가지이며, 설계 주체가 Coursera 등 플랫폼 사업자부터 대학 및 

기관이나 개별 교수자 등 다양하다.   

MOOCs 환경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대규모 학생들이 무료로 학습을 

하며 수강신청 시 학력이나 사전학습 조건 등에서 자격 제한이 없으며, 

중도에 그만두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들 수 있다(Halawa, 

Greene, & Mitchell, 2014). 이러한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한 강좌당 

최소 몇 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손쉽게 수강신청을 하지만 반면 7%가 

안 되는 매우 낮은 수료율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Coursera의 수료 

율은 5% 내로 보고 되고 있다(Koller et al., 2013). Jordan(2014)은 

한 번 이상 운영이 된 91개 강좌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43,000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하였으며, 39개 강좌에서 끝까지 수료한 

학생의 비율이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강좌의 오픈 날짜가 

최근으로 올수록 전체 수강생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료율을 전체 학생들이 아닌 한 번 이상 접속을 하여 퀴즈를 

풀거나 동영상을 보는 등 참여를 한 적극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산을 

하기도 한다(Jordan, 2014; Kizilcec, Piech, & Schneider, 2013). 

Jordan(2014)은 39개 강좌에서 전체 수강생 중 평균적으로 54% 

정도가 적극적인 학생(한 번 이상 퀴즈를 풀거나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에 해당된다고 분석하였다. 이들 중 강좌를 수료한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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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평균적으로 9.8%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료율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한 강좌 내에서도 학습자의 참여 수준이 

다르고 집단에 따라 학습 형태가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MOOCs는 이렇듯 다양한 전 세계 학습자들을 위해 온라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원격교육이나 온라인 학습환경 

에서 사용되던 LMS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나아가 

학생들의 기초 정보와 학습활동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Ahn, Yoon, & 

Cha, 2015)  

MOOCs 플랫폼은 이러닝에서 많이 활용되던 학습관리시스템 

(LMS)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장상현(2014)은 MOOCs 플랫폼을 

2세대인 LMS의 특징뿐만 아니라, MLE(Management Learning 

Environment), PLE(Personal Learning Environment), CWE 

(Collaborate Working Environment)을 모두 포함한 6세대 이러닝 

환경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MOOCs 플랫폼은 

과제관리, 토론, 상호평가, 문제은행, 위키, 블록, SNS 등 다양한 

주체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학습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도구들이 

통합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SCORM, IMS 등 다양한 이러닝 

표준과 같이 플랫폼 간의 연계 및 콘텐츠 공유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MOOCs 플랫폼이 발전되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MOOCs 

플랫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된 플립러닝 환경을 가능하게 하고 

학습분석 기술을 통해 교수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까지 

발전했다고 밝히고 있다.  

MOOCs 플랫폼은 학습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습자의 학력, 성별, 

교육수준, 나이, 지역 등에 대한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이들의 주차 별 

학습활동을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edX에서는 강의운영자들에게 

[그림 Ⅱ-2]처럼 수강생들의 동영상 시청 정도, 퀴즈 점수 분포, 

활발히 참여한 학생들의 수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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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edX의 학습분석 기능 

 

MOOCs 플랫폼이 기존의 LMS와 다른 점으로는 오픈 소스로 

무료로 공개하여 모든 교수와 학생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나 edX의 플랫폼은 구글과 

협약을 맺어 지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소스를 

온라인 상에서 공개하여 누구나 접근하여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몇몇 국가나 기관에서 MOOCs을 제공하기 위해 edX의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 플랫폼 개발이 실시되기도 한다. 실제로 아랍권의 Edraak, 

중국의 MOOC, 프랑스의 MOOC 등이 edX 플랫폼을 가져와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이 edX플랫폼을 활용하여 K-MOO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OOCs 플랫폼의 또 다른 독특한 점으로 강좌를 등록한 수 십 만 

명의 학생들의 학습과 공유,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다양한 도구가 있다는 

것이다. De Warrd(2013)은 이러한 점에서 MOOCs 플랫폼은 LMS라는 

틀을 넘어서 모든 수강생이 사용 가능한 소셜 미디어 도구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강생들이 특정 강좌를 학습하여 

공동의 관심 주제에 대해 세계 곳곳의 다른 학습자와 토론을 할 수 

있으며, 강좌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학습 콘텐츠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나아가 MOOCs의 개별 강좌는 플랫폼 내에서 

추출하기 기능이 존재하여 교수자들 간의 학습 콘텐츠 공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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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OOCs 플랫폼의 학습활동 지원 기능 

  

MOOCs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edX, Coursera, Udacity, 

Futurelearn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습 지원 시스템이 있다. 이들 

플랫폼은 대표적으로 많은 수강생과 강좌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각 플랫폼마다 상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가능한 학습활동의 

종류가 다르다. 김민정(2014)은 MOOCs를 통해 평생학습을 하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수강 전, 중, 후로 나누어 11가지의 측면에서 

플랫폼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플랫폼의 기능적인 측면에만 

한정되어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있는지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학습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실제 학습을 시작 하는 초기 단계, 학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중기 

단계, 학습을 마무리하는 말기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MOOCs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설계 

전략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대표적인 MOOCs 플랫폼들의 학습활동 지원 

기능을 비교, 분석하여 실제 사례와 선행연구들을 <표 Ⅱ-1>와 같이 

종합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어떤 요인, 교수설계전략, 플랫폼 기능 

들이 학습활동, 성적, 수료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루었다. Hew 

(2015)는 프로그래밍, 문학, 예술 디자인 등 3개 강좌의 965명 

수강생이 Coursetalk라는 MOOCs 리뷰 사이트에 작성한 평가글을 

분석했다. 그 결과 특정 주제에 대한 강의보다는 문제해결에 집중한 

강좌, 교수자의 접근성과 열정, 동료평가 등의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 

프로젝트나 과제 작성 등의 적극적 학습, 수강생의 학습요구를 충족하는 

동영상 및 텍스트 등의 학습자료가 학생들의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참여를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Adamopoulos(2013)는 MOOCs 통합 

검색 사이트에서 133개 강좌에 대해 842명이 작성한 평가글과 

토론글의 텍스트분석을 실시하여 몇 가지 요인들을 밝혀냈다. 그 결과 

교수자의 역할이 강좌 수료에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강좌의 기본적인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지가 연구되었다. 

대표적으로 강좌의 운영 기간은 수료율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Adamopoulos, 2013; Jordan, 2014). 즉 강좌 길이가 길수록 더 적은 

수의 학생들이 강좌를 수료한 것이다. MOOCs에는 전통적 대학의 1학기 

운영 기간인 15주와 동일하게 구성된 강좌도 있으며, 4~5주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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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진행되는 강좌도 존재한다. 또한 대학의 평판이나 랭킹이 높을수록 

학생들이 강좌를 수료할 확률이 높았다(Adamopoulos, 2013). 그러나 

강좌를 운영하는 대학의 랭킹과 수료율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기도 하다(Jordan, 2014). 그리고 해당 강좌가 

인기를 끌어 수강생 숫자가 많다고 해서 수료율이 높은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Jordan, 2014). 

한편 강좌 난이도도 수료에 영향을 미친다(Adamopoulos, 2013). 

Kizilcec, Piech와 Schneider(2013)의 연구에서는 컴퓨터 공학 세 개 

강좌의 학생들이 수강을 중도 포기한 세 가지 주요한 원인으로 개인적인 

책무, 업무 갈등, 학습부담이라고 설문지에서 언급하였다. 이 중 학습 

부담은 강좌가 천천히 진행 되거나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지원되었다면 강좌를 수료 할 수도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밖에 강좌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여 시간이 부족 했거나, 

강좌의 수준이나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중도포기 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Kizilcec & Halawa, 2015). 

평가방식이나 강좌 설계에 반영된 교육학적 관점이 xMOOC과 

cMOOC인지 여부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떠한 학습이론에 기반하여 

강좌가 설계되었는지에 따라 수료율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MOOCs의 평가방식은 수료 기준과 밀접히 관련 

되어 있으며, 강좌가 개발된 원리가 강의 동영상 위주의 지식 전달형 

인지 학습자들의 토론 위주인 연결 지향형인지에 따라 수료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Jordan, 2014).  

동영상이 어떻게 제작되어야 하고, 어떻게 학생들에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연구되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강의 동영상 당 재생시간 

길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지가 연구되어 이상적으로 6분 이하의 짧은 

영상일수록 학습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Guo et al,. 2014). 

그리고 수강생들의 동영상 시청 비율과 횟수 등이 분석되고 있다. 

Halawa, Greene과 Mitchell(2014)의 연구에서는 한 강좌 내에 

동영상과 과제 수가 많을 경우 수강생들의 학업 지속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 주에 제공되는 동영상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갈 경우 동영상을 건너 띄기 시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양한 강좌 설계 특성들이 연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제와 

강좌 자료 제공, 수료증 발급, 기말고사, 프로젝트, 토론방은 수료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는 강좌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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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많은 학습량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Adamopoulos, 2013). 

그리고 자기평가와 동료평가의 정확도 및 신뢰도가 연구되고 있다 

(Kulkarni et al., 2013; Piech et al., 2013).  

한편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 학생들은 온라인 상에서 또는 캠퍼스 등 

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 동료 수강생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Bruff et 

al., 2013).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오프라인 스터디 그룹에서 학습 

촉을 시키는 방안과 그 효과성이 논의되기도 하였다(Chen & Chen, 

2015)  

 

<표 Ⅱ-1> MOOCs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의 기능 

 플랫폼 기능  학습활동 예시 관련 연구 

 

 

학 

습 

활 

동 

 

초 

기 

강좌 찾기 MOOCs 플랫폼 내에서 학습자의 

요구, 목적, 동기에 맞는 수업을 

찾기 

Hew, 2015 

강좌 안내 메일  새로 개설되거나 인기 강좌를 안내 

하는 메일을 보고 강좌를 탐색하기  

- 

MOOCs 

학습방법 안내  

MOOCs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학습  

- 

강좌 안내  해당 강좌의 교수자, 학습내용, 

난이도, 학습시간 등에 대한 안내 

읽기 

Adamopoulos, 

2013;  

 

 

 

 

 

 

 

학 

습 

활 

동 

 

중 

기 

 

 

 

 

학습 목표 

제시 

해당 강좌 및 주차의 학습 목표 및 

학습활동 안내 읽기 

- 

 

동영상 강의  

동영상 시청, 동영상 다운로드 

동영상 자막 다운 후 읽기, 동영상 

속도 조절 

Breslow et al., 

2013; Firmin et al., 

2014; Halawa  et 

al.,, 2014; Kizilcec 

et al., 201 

읽기자료  학습자료 읽기, 외부 사이트의 

유용한 자료 보기 

Adamopoulos, 

2013; 

문제 및 퀴즈  동영상 삽입 퀴즈, 숙제, 주차 별 

퀴즈, 중간, 기말고사 시험 

Breslow et al, 

2013; Hew & 

Cheung 2014 

과제 에세이 작성 등 다양한 과제 수행,   

기타 학습활동(외부 링크 등) 

Adamopoulos, 2013  

과제 평가 제출한 과제에 대해 자기평가나 

동료평가 실시 

Adamopoulos, 

2013; Kulkarni et 

al., 2013; Piech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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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교수자가 제시한 주제에 맞추어 

토론을 하거나 자발적 토론 

Breslow et al, 

2013; Ho et al., 

2014; Ahn et al., 

2015  

학습자 

상호작용  

게시판에서 동료학생들에게 질문 및 

의견 주고받기 

Hew & Cheung, 

2014; Gillani & 

Eynon, 2014; 

학습 커뮤니티 

지원  

주변에 거주하는 동료 수강생과 

모여서 스터디 하기, SNS(Social 

Network Service)활용하여 동료 

수강생과 협력학습 

Breslow et al, 

2013; Bruff et al., 

2013; Chen & 

Chen, 2015; Li et 

al,.2014; Mak et al., 

2010 

학 

습 

활 

동 

 

후 

기 

학습관리 지원  강좌공지, 학습 진도 확인 - 

수료증 발급 본인의 학습 수료 여부를 인증서로 

발급받기 

- 

연계 강좌 추천 해당 강좌 수료 후 학습을 할 만한 

다른 강좌 탐색 

- 

 

실제 여러 MOOCs 플랫폼에서 구현된 학습활동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활동 초기에 학습자들은 자신이 수강하게 될 강좌를 

물색하고, MOOCs를 통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방법을 배우고, 해당 

강좌가 제시하는 학습 목표와 내용들을 확인하게 된다. 각 플랫폼에 

따라 이 단계를 지원하는 기능은 상이하다. 먼저. 강좌 찾기 기능에서는 

강좌의 학문 분야에 따라 예술, 화학, 역사, 공학 등 강좌가 세부적으로 

분류된다. 또한 운영 시점에 따라 앞으로 개설될 강좌, 현재 운영 중인 

강좌, 이미 운영이 종료된 강좌, 언제나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강좌로 구분된다. 또한 강좌의 목적이 고등학생들을 위한 AP 과목인지, 

전문적 고등교육을 위한 강좌인지, 일련의 시리즈로 된 코스인지로 

분류된다. 그리고 유, 무료 수료증 발급 여부, 언어별, 학교별로 구분 

되기도 한다. 이 밖에 각 플랫폼에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학습자 

들에게 최근 인기 강좌, 개설이 임박한 강좌 목록을 메일로 제공한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 목적과 동기 등을 고려하여 강좌를 수강 

신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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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Coursera의 강좌 검색 

 

  

 

[그림 Ⅱ-4] edX의 강좌 추천 메일 

 

처음 MOOCs를 수강 하는 학생들을 위해 몇몇 플랫폼에서는 

ㅊMOOCs가 추구하는 학습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을 통해 학습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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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안내 하고 있다. [그림 Ⅱ-5]와 같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MOOCs에 대한 기본 소개, 강좌의 종류, 수료증,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한 안내 페이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나 edX에서는 MOOCs를 통해 

처음 학습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 샘플 강좌를 제공하여, 학습자 

들이 플랫폼의 주요 기능과 학습활동을 연습해볼 수 있다. 

 

  

 

[그림 Ⅱ-5] edX의 Blended Learning 강좌 & 

Coursera의 학습자 안내 페이지 

 

구체적으로 수강을 하려는 강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학습자들은 [그림 Ⅱ-6]와 같은 강좌 안내 페이지에서 해당 강좌를 

수료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학습을 해야 하는지, 주요 

과제는 무엇인지, 교수자는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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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edX의 Coursera의 강좌 안내 페이지 

 

이후 강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차 별로 이번 주에는 어떤 

학습활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학습목표를 안내 받게 된다. 또는 

강의계획서 형태의 파일이 존재하여 주차 별 학습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수강생의 메일로 이번 주차 학습자료가 오픈 되었음이 공지가 

되어 학습자는 MOOCs 플랫폼에 접속하여 학습을 시작하기도 한다.   

 

[그림 Ⅱ-7] edX의 China, Part 10 의 3주차 안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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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학습활동이 시작되는 중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어 강의 

동영상을 통해 학습이 처음 진행된다. 많은 MOOCs 플랫폼에서 

xMOOC 형태의 동영상 강의를 위주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강생들은 강좌에서 제공하는 영어 강의를 들으며 

학습을 시작하게 된다. 각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영어 자막과 속도 조절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택적으로 동영상, 음성 및 강의에서 사용된 

파워포인트 자료의 다운로드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의 속도에 맞게끔 강의를 듣고, 전용 앱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다운을 받거나 하여 언제 어디서든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자막을 다운 받는 기능 또한 존재하여, 영어 강의를 시청 한 후 

자막을 다운 받아 읽을 수 있다.   

 

 

[그림 Ⅱ-8] edX의 China의 강의 동영상, 자막 다운 기능 

 

동영상 외에도 수강생들은 교수자가 제공하는 읽기 자료를 학습할 

수 있다. 플랫폼 내에서 본문 내에 하이퍼텍스르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제시하거나 또는 파일을 첨부하기도 하며, 링크를 통해 외부 사이트를 

제공한다. 수강생들은 이에 맞추어 각자 필요한 학습내용을 읽으며 

학습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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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Coursera의 읽기자료 

 

수강생들은 다양한 퀴즈 문제를 풀게 된다. 주로 영어 동영상에 

대한 이해를 바로 확인하기 위해 동영상에 삽입된 퀴즈가 제공되거나 

동영상 시청 및 읽기 자료의 학습이 끝난 후 별도의 퀴즈가 제시된다. 

이때 퀴즈는 수료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와 수료에 반영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형태로 구분된다. 퀴즈의 유형은 단답형, OX퀴즈, 선다형 

객관식, 서술형 문제 등으로 구성된다. 대개 퀴즈는 몇 번까지만 풀 수 

있도록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수료증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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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0] edX와 Coursera의 퀴즈 

 

퀴즈 외에도 수강생들은 다양한 학습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대개 

교수자가 제시한 주제로 에세이를 작성하거나, 코딩 과제나 토론 과제를 

제출하고,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그 밖에 특별한 학습활동으로 특정 질문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입력하여 수강생 전체의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 또는 외부링크를 타고 들어가 특별한 학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Ⅱ-11]에서는 FutureLearn의 한 강좌가 외부 

링크를 통해 플랫폼이 제공하지 못하는 특별한 학습활동을 별도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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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1] edX와 FutureLearn의 기타 학습활동 

 

과제 작성이 끝난 후에는 일련의 평가활동이 일어난다. 평가는 

자기평가나 동료평가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림 Ⅱ-12] 자기평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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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평가는 무작위로 배정된 동료 수강생이 과제를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본인의 과제에 대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13] 동료평가 결과 

 

토론은 교수자가 제시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방에서 진행된다. 

여기서 학생들은 토론글을 남기거나 다른 수강생이 남긴 글에 댓글을 

달거나 추천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율적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동료 학습자들과 토론을 할 수 있다.  

 

[그림 Ⅱ-14] edX의 토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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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또한 강좌에 대한 다양한 궁금한 점을 토론 게시판에 남길 

수 있다. 과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퀴즈에 

대한 질문, 수료증 발급 여부, 동영상 재생 오류 등의 다양한 글을 

남기게 된다. 그러면 해당 글에 관심이 있는 교수자, 튜터, 다른 동료 

수강생들이 댓글을 남기며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된다.     

 

 

[그림 Ⅱ-15] edX의 게시판 기능 

 

플랫폼에서는 학습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기능이 존재한다. 수강생 

들은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세계 수강생들과 교류 

를 할 수 있다. 또는 지금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어떤 

학생들이 같은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Coursera 

에서는 Meetup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동료 학습자와의 만남을 

지원하고 있다.  

학습활동 후기에서는 수강생들이 매 주차 별 학습진도를 나가고, 

과제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얼만큼 학습을 완료했는지를 학습관리 지원 

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몇 주차에 어느 학습활동에서 

점수를 얼마큼 받았는지, 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더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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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6] edX와 FutureLearn의 학습진도 확인 

 

이렇게 모든 활동이 끝나면 수료 점수를 획득한 학생들은 수료증을 

받게 된다. 강좌의 운영 기간이 끝나고 2~3주가 지나면 수료증을 

플랫폼에서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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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7] edX의 수료증 발급 기능 

 

수료증 발급까지 모두 마무리 된 후에 학생들은 후속 과정으로 듣게 

될 강좌를 탐색하게 된다. 많은 플랫폼에서는 몇몇 주제 영역에 있어서 

일련의 시리즈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학습자는 특정 강좌를 이수 한 

후 다음 수강 강좌로 추천되는 강좌를 듣거나, 관련 분야의 강좌나 또 

다른 분야의 강좌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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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8] Coursera의 4단계 연계 강좌 

 

 

다. MOOCs의 콘텐츠 유형별 학습활동 

  

MOOCs의 강좌들은 학문 분야별 특성에 따라 강조되는 학습활동 

유형이 상이하다. 다음에서는 대표적인 학습활동들을 정리해보았다.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 참여가 강조되는 인문사회계열 강좌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주로 하였고, 어떤 대답들이 

오고 갔는지, 어떤 학습활동을 했는지를 교수자가 간단히 영상으로 

촬영해서는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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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9] edX의 China Week 1 Office Hour 

 

인문사회계열 강좌에서는 글쓰기 형태의 과제가 많이 요구된다. 몇 

주 동안 진행된 동영상 강의와 토론 등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과제를 글로 써서 제출하라는 과제 활동이 많이 요구된다. 

더불어 토론 또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매우 강조된다.  

 

 

[그림 Ⅱ-20] FutureLearn의 글쓰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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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과학, 통계, 물리 등의 기초입문 강좌에서는 퀴즈뿐만 아니라 

숙제로 다양한 연습문제가 제공된다. 또한 핵심적으로 배울 학습 내용과 

개념들이 많은 강좌에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형태의 퀴즈 시험이 

많이 제공된다.  

 

 [그림 Ⅱ-21] edX의 MITx.8.MechCx Introductory Physics: 

Classical Mechanics의 Homework 

 

[그림 Ⅱ-21] edX의 MITx.8.MechCx Introductory Physics: 

Classical Mechanics의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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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과목에서는 시뮬레이션 활동이 많이 제공된다. 학생들은 

가속도 등에 대한 개념을 온라인을 통해 가상으로 실습을 해볼 수 있다.  

 

  

[그림 Ⅱ-23] edX의 MITx.8.MechCx Introductory Physics: 

Classical Mechanics의 LAB 실습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과 같은 실용적인 과목에서는 실제 코딩을 

해서 홈페이지나 간단한 게임 등을 만드는 과제를 제시한다.   

현재까지 다양한 MOOCs 플랫폼에서 구축된 기능별 학습활동과 

콘텐츠 유형별 학습활동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플랫폼의 로그 데이터와 설문조사 기능을 통해 분석한 수강생들의 

학습활동 양상을 살펴보겠다.  

 

3.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 양상 
 

가.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 특징 

  

MOOCs 수료자들은 공통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동료들과 토론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eslow et al., 2013; Gillani & Eynon, 

2014; Ho et al., 2014). Breslow 외(2013)의 연구에서는 특히나 토론 

참여가 주요한 학습활동이 아니거나 수료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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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수료자들은 토론방에 글을 작성하는 등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들이 보낸 시간의 90% 이상은 질문, 

대답, 댓글을 작성하는 것 없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토론글과 댓글을 

단순히 읽는 것에 사용되었다. 또한 수료자들은 청강을 목적으로 하거나 

강좌 운영 초반에만 참여를 한 학생들이나 동영상을 한 두 차례만 본 

학생들에 비해 토론에서 글을 쓰거나 댓글을 남기는 횟수가 훨씬 

높았다(Goldberg et al., 2015; Kizilcec et al., 2013). MIT의 Circuits 

and Electronics 강좌에서는 수료자중 27.7%가 질문을, 40.6%가 

질문에 대답을, 36%가 댓글을 남겼으며, 52%는 토론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분석되었다(Brewlow et al, 2013). 그러나 토론방에 

참여를 한 사람들 대부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강좌를 수료 한 것은 

아니었다(Gillani & Eynon, 2014).   

또한 수료자들은 주차 별로 과제 마감 전에 사용 빈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Breslow 외(2013)는 수료자들이 

Homework나 Lab 문제, 토론 등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과제에서는 

마감 시간 전에 매우 높은 사용빈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마감 

시간이 없는 읽기 자료(e-text), 동영상 강의, 동영상 문제 등에서는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나 읽기자료(e-text)는 중간고사 

이후 사용 빈도가 매우 낮아졌다. 이는 읽기 자료 자체가 MOOCs에서 

보조적인 요소로 제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Kizilec와 Halawa 

(2015)의 연구에서는 중도탈락을 한 66%의 학생들이 마감 기한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다고 고백하였다. 

그리고 수료자들의 문제 풀이 횟수, 동영상 시청 시간 등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Firmin et al., 2014). San Jose 주립 

대학은 3개 MOOC 강좌를 오프라인 수업에서 활용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푼 문제의 숫자가 강좌 수료 및 실패 여부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rmin et al., 2014). Kizilcec 외(2013) 

는 동영상에 삽입된 문제를 푼 비율이 수료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또한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오프라인으로 본 시간과 온라인으로 

문제가 삽입된 동영상을 시청한 시간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수료를 한 

학생들이 중도 포기한 학생들에 비해서 오프라인으로 다운 받기보다는 

문제가 삽입된 동영상을 시청한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MIT의 Circuits and Electronics 강좌에서는 수강생들의 강좌 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높은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DeBo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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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번 이상 시스템에 접속한 108,000명 중 단순히 동영상만 

주로 시청하는 수동적인 수강생(browser)들이 76%를 차지 하였다 

(Seaton et al., 2013). 이들은 점수에 반영되는 학습 활동에 전체 

수강생들이 사용한 모든 시간 중 오직 8%만을 차지하였다. 반면 

수료증을 획득한 7%의 수강생들은 평균적으로 매주 100시간을 

사용하여 전체의 60%를 차지하였다(Seaton et al., 2013). 인체 생리학 

입문 강좌에서는 중간, 기말고사 시험에 모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매주 1-3시간 이상씩 해당 MOOC학습을 하는데 시간을 

썼다고 보고하고 있다(Engle et al., 2015). 42개 강좌의 수강생들은 

공통적으로 시간 부족을 중도 포기의 이유로 언급 하였다(Khalil & 

Ebner, 2014).  

Breslow 외(2013)의 연구에서는 수료자들이 강좌의 학습활동 요소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배분한 영역은 동영상 강의였다. 하지만 수료 

점수에 반영되는 Homework나 Lab 문제에 사용한 시간을 합치면 

동영상 강의보다 사용된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영상 

시청 시간은 강좌 수료 및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예측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Firmin et al., 214). 그러나 수료자들 중 25% 가량은 

전체 수료자 평균보다 20% 적게 동영상을 시청하는데 시간을 보낸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Seaton et al., 2013).   

Halawa, Greene와 Mitchell(2014)는 수강생들이 앞 주차의 

동영상을 얼마나 보지 않았는지, 앞 주차의 과제를 얼마나 생략했는지, 

2주 이상 강좌 스케줄에서 뒤쳐져 있는지, 퀴즈 점수가 50%보다 

낮은지 여부로 수강생들의 중도탈락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10개 강좌에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중도탈락과 학업 지속률을 50% 

이상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 이외에 혼자 공부를 했는지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를 했는지 여부가 수료에 큰 영향을 미친다. MOOCs는 온라인 

학습환경의 특성상 고독감을 느끼게 되면 중도 포기할 확률이 높아 

진다(Khalil & Ebner, 2014). 예를 들어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를 했는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IT의 

Circuits and Electronics에서는 설문지에 응답을 한 학생 중 17.7%가 

같은 MOOCs 강좌를 듣는 학생과 오프라인에서 협업을 하며 학습을 

했으며, 2.5%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거나 가르친 적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학습을 했다고 보고하였다(Breslow et al., 2013). 그 결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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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누군가와 협력적 학습을 한 것이 

혼자서 학습을 한 경우보다 3점 이상 더 최종 수료 점수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eslow et al., 2013). 

나아가 온, 오프라인에서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여 학습을 하는 것이 

강좌 수료나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Li et al., 2014). 실제로 

Coursera는 Meetup을 통해 면대면 스터디 그룹을 만든 수강생들은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아직까지 수료자들의 

스터디 집단 참여 여부 및 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으나 MOOCs에서 다양한 형태의 스터디 그룹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습자들이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들어 서로 

학습을 돕기도 한다(Breslow et al., 2013). 또한 Flipped Classroom 

방식으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한다(Li et al, 

2014). Chen과 Chen(2015)는 4명의 학습자가 오프라인으로 하나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MOOCs를 학습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스터디원들과 학습한 강좌의 내용을 서로 교환하면서 자신 

들의 관점을 확장 시키고, 스터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이 

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많은 학습 전략을 다른 학생들로부터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OOCs 학습에 대한 동기가 향상되었으며, 다른 

강좌에서도 적극적으로 토론방에 글을 남기고 새로운 강좌에 도전을 

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배운 학습 전략을 적극적으로 현실에서 시도 

해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스터디 그룹은 수강생들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도와 원격 교육상황에서의 주요한 문제점인 고립감을 극복시키고, 

사회적 비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수강생들은 플랫폼의 다양한 기능 등을 통해 학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학생들이 이러한 플랫폼에서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부족하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의 연구들이 주로 

플랫폼에 존재하는 불특정 다수의 로그 데이터와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 

하고 있어,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학습활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충분히 파악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심층적으로 

어떻게 MOOCs 플랫폼을 통해 학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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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대학생 MOOCs 수료자의 학습과정을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학습활동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질적 연구는 현상 이면에 내재한 

가치체계, 신념체계, 행위 규칙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연구 방법 

이다(조용환, 1999). 또한 질적 연구는 어떠한 현상을 대하여 상세한 

이해를 필요로 할 때 수행한다(Creswell, 2007). 즉, 질적 연구는 

MOOCs라는 새로운 온라인 학습 현상을 풍부하게 기술하고, 각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질적 연구는 MOOCs 수료자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어떠한 방식 

으로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사례 연구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사례 연구는 

질적 연구 중에서도 어떻게, 왜라는 대답을 하는데 주목하며, 연구 

대상자를 통제하지 않으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는 연구 

방법이다(Yin, 2009). 

본 연구는 다중 사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현재 MOOCs 수료자 

의 학습활동 및 경험에 대한 질적인 형태의 심층적인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여러 사례 간의 공유하고 있는 특성이나 사례 

별로 차이가 나는 특성들을 파악함으로써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 

이라는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유기웅 외, 2012).  

 

1.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그림 Ⅲ-1]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를 정의 

한 후 관련된 선행문헌을 고찰하였다. 이후 적합한 연구 대상자를 선발 

하고 이들에게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도구를 개발하였다. 

인터뷰 질문지는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수정하였으며 그 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면담이 끝난 후 수집 

하였으며, 사용자 여정 지도를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요청 

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연구자의 자료 분석이 먼저 시행되었으며, 

전문가와 연구참여자 검토를 통해 수정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론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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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연구 절차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영어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MOOCs를 수료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 

중에서 의도적인 표본 추출로 연구대상자를 선발하였다. 표본으로 선발 

된 학습자는 대학(원)생과 직장인 등의 성인학습자이다. 먼저 대학(원) 

생의 선발 이유는 MOOCs가 다양한 주제와 전공의 수준 높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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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다루며 대학교의 실제 강좌와 거의 유사하게 운영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전공과 교양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대학(원)생들이 

MOOCs를 활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MOOCs가 평생교육 

의 일환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후 자기계발을 위해 학습을 희망하는 

직장인들과 성인들에게서 실제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 연구대상자 수는 여섯 명이다. 여섯 명은 사례에 따른 다양한 

반응을 수집하기 위한 연구참여자의 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 문제에 답을 찾는데 가장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찾기 위해 비확률적 표집방법 중 의도적 표집방법에 의해 정해졌다 

(Merriam, 2009). 의도적 표집방법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표집을 

실시했는지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이중 근거이론 방법에서 

유래한 최대편차 표집 선정 방법을 활용해 6명이라는 인원수가 정해 

졌다(유기웅 외, 2012). 이 방법은 표집의 대상 안에서 최대한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대상을 수집하는 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나이, 성별, 

직업 등에서 최대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연구 대상자들을 통해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발된 대학(원)생과 

직장인의 연구대상자 수는 50대 50의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남녀 성비도 50대 50으로 선발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는 MOOCs를 

1개 이상 수료한 경험이 있는 수강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수료한 MOOCs의 학문 분야 종류(물리, 철학, 역사, 수학 등)는 

고려하지 않는다. 연구 대상자의 기본 정보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대상자 기본 정보 

참여자 성별 신분 나이 MOOCs 

수료횟수 

연구참여자 1 남 대학원생 30대 초반 1 

연구참여자 2 여 대학원생 20대 후반 8 

연구참여자 3 남 편입준비생 20대 후반 6 

연구참여자 4 여 직장인 20대 중반 14 

연구참여자 5 남 직장인 30대 초반 1 

연구참여자 6 여 직장인 40세 초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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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는 온, 오프라인 MOOCs 스터디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연구 참여여부를 타진하였다. 

현재 온라인 상에는 MOOCs를 함께 공부하기 위해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후 

연구에 동의한 심층면담자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소개를 받아서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남자 대학원생으로서 영어 

학습, MOOCs를 경험해 보려는 호기심 등의 목적으로 본인의 전공 

분야에서 1개 강좌를 수료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여자 대학원생으로서 본인의 전공분야를 심화 학습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개의 MOOCs를 수료하였다. 또한 학교와 교수님의 지원 하에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온,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MOOCs 스터디를 직접 조직 

및 운영하여 참가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3은 대학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남학생이다. 개인적인 사유로 대학을 자퇴한 후 MOOCs를 통해 수학, 

과학, 컴퓨터 분야의 여러 강좌를 수강하며 대학 교육을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공부했다. 연구참여자 4는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여자 

직장인이며, 학부 시절부터 MOOCs를 듣기 시작했으며 취업 준비 시 

그리고 현재 직장에서도 본인에게 필요한 분야를 찾아서 여러 MOOCs 

를 수료했다. 연구참여자 5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남자 직장인이며, 

법이나∙ 인권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MOOCs를 듣기 시작했으며 1개 

강좌를 수료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미국에 15년여간 체류 중이며, 

현재는 연구소 일과 가정주부 일을 병행하고 있는 40대 여성이다. 

본인의 평소 관심 있는 학문 분야나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의 최신 

지식을 얻기 위해 여러 개의 MOOCs를 수료하였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연구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사용했다. 심층면담의 목적은 한국인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료자들을 대상 

으로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실시했다. 

심층면담에서 사용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MOOCs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 기능에 따라 어떻게 실제로 

학습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실제 심층면담이 시작되기 



 

 47 

이전에 연구자가 추출하고자 하는 심층자료를 얻기 위해 질문지가 

타당하게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안면타당도를 MOOCs 설계와 실무 

경험이 있는 교육공학 박사 2인에게 검토 받았다.  

세 번째 연구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 서비스 디자인의 사용자 여정 

지도(Customer Journey Map)를 사용하였다. 서비스 디자인 연구방법 

은 사용자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Stickdorn & Schneider, 2012). 사용자가 특정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겪게 되는 모든 경험들을 주의 깊게 파악하여, 서비스와 사용자가 

만나는 터치포인트라는 접점을 찾아서 자세히 분석하게 된다. 서비스 

디자인 방법은 크게 문제 발견, 문제 정의, 디자인 개발, 디자인 

전달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제 발견을 

심층면담을 통해 수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문제 정의에서 많이 활용되는 

사용자 여정 지도를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MOOCs라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이용자인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MOOCs의 학습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이들이 겪는 장애나 

어려움, 문제점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MOOCs 학습활동에서 시간에 따라 보이는 흥미, 감정,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학습 활동을 좋아하고 힘들어 

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사용자 여정 지도는 일련의 학습 사태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체크하여 사용자의 경험 내용을 [그림 Ⅲ-2]처럼 시각화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MOOCs 학습 경험의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어떤 지점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지, 그리고 

서비스의 흐름에 따른 학습 사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된 분석된 학습활동의 다양한 종류를 

목록화하여 제시한 후, 연구참여자가 본인의 학습활동 행태와 패턴을 

추가 및 수정하고 도식화하여 개인당 하나의 여정 지도를 도출 해냈다. 

이 때 본인이 사용자로서 힘듦, 어려움(1점에 가까움)과 즐거움, 

만족감(5점에 가까움)을 느끼는 정도를 5점 척도의 점수로 체크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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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사용자 여정 지도 예시(최진원 2012, P.297, 299) 

 

4. 자료 수집 방법 
 

심층면담은 MOOCs 수료자들을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만약 연구대상자가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에는 전화 면담이나 화상 면담을 실시했다. 실제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 

사는 학습자 한 명을 직접 만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전화 면담 및 

화상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에게 대면 인터뷰할 것을 

일차적으로 권유하나, 만약 면담자가 개인적인 시간이 불가피하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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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할 때에는 서면면담 등의 대안적인 방식을 사용했다. 전체 

심층면담은 총 6명을 대상으로 약 2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선정된 연구 대상자에게 면담 요청을 하는 것에서부터 심층면담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미리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내용과 방법을 설명한 후 면담을 요청했다. 면담 요청을 수락 

하는 사람과는 구체적인 면담 날짜와 시간을 잡고, 직접 면담을 

실시하기 전 IRB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를 보여주고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에게 원할 경우 언제든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면담의 장소는 연구대상자인 MOOCs 수료자들이 원하는 곳으로 

선택했다. 학습자의 학교 교실, 조용한 커피 전문점, 스터디 카페, 식당, 

등에서 약 1시간 동안 연구참여자 1인당 1~2차례씩 면담이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의 전체 내용은 사전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하였다. 면담 도중 

본 연구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경우, 면담 중간이나 끝난 후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그리고 원격에 거주하여 만나기가 어려운 연구참여자 1명은 

전화면담 및 화상면담을 실시하였다. 전화면담 역시 연구참여자의 동의 

를 거쳐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사용자 여정 지도 작성은 연구자가 심층면담을 했던 연구참여자들을 

직접 만나서 실시하거나 메일로 관련 양식을 제공하여 직접 사용자 여정 

지도를 작성하게 요청하였다. 연구자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일련의 

학습활동이 적절한지를 검토 받고, 각각의 터치포인트에 대해 만족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자료 수집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삼각측정법 

(triangulation)을 실시했다(유기웅 외, 2012; Creswell, 2007; 2009). 

가능한 다양한 출처의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심층면담 자료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면담 진행 시 노트필기 자료, 사용자 여정 지도 등을 

연구참여자에게 요청하여 수집하였다. 일부 자료 분석의 과정에서 

면담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나 구체화가 필요할 경우, 이메일을 통해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MOOCs 과제, 토론글, 블로그 

등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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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일반적인 질적 연구 방법으로 

Creswell(2015), Miles와 Huberman(1994), Glaser & Strauss 

(2012)의 반복적 비교 분석법 등 질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코딩하기, 분류하기, 범주 확인의 세 단계에 따라 분석이 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사한 면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단위로 

분석하고 공통적인 테마나 키워드를 도출하여 코딩을 실시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코딩 결과를 학습활동에 따라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범주화에 대한 반복적 검토를 통해 

재확인이 실시되었다.  

사용자 여정지도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조직화된 학습활동 사태에 

연구대상자들이 5점 척도로 표시한 만족도가 분석되었다.  

자료 분석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했다. 

먼저 심층면담으로부터 해석된 연구결과는 연구자의 개인적 선호와 

성향을 제거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확인(Member Check)를 거쳐 

연구의 정확성을 높였다(유기웅 외, 2012; Creswell, 2007, 2009). 

연구참여자에게 본인의 면담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 및 도출한 

임의적 분석과 결론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면담내용의 해석과 주제 

선정에 대한 몇 가지 수정사항이 제시되었고, 연구자는 이러한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리고 동료 검토(Peer Debriefing)을 활용했다(Creswell, 2007, 

2009; Lincoln & Cuba, 1985). 관련 분야에 지식과 식견이 있는 동료 

연구자가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분석 자료와 결과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검토가 이루어진다(유기웅 외, 2012). 본 연구 

에서는 심층면담 질문지의 개발부터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단계까지 

교육공학 전공 석사과정생 1명과 함께 논의하며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외부자의 검토(audit)를 받았다. 외부감사는 해당 연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문가가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Creswell, 2007, 2009). 먼저 연구자가 심층면담 자료를 

분류, 유목화, 코드화했다. 이후 코딩의 적절성에 대해 MOOCs 설계와 

실무 경험이 있는 교육공학 박사 2인에게 검토를 받았다. 이를 통해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 범주에서 추가하거나 삭제,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분류상의 통합, 분리, 이동되어야 할 항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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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개념의 명칭 또는 설명의 재진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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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학습활동 주요 단계와 세부 학습활동 
 

먼저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 과정은 크게 5가지 주요 단계로 

분류되었다. Salmon(2013)의 온라인 학습발달 단계를 참고하고 

MOOCs 학습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접근과 동기부여’, ‘지식 이해’, 

‘지식 적용’, “사회화와 정보교환’, ‘발전’이라는 범주가 도출되었다. 또한 

주요 단계를 구성하는 세부 학습활동들이 범주 별로 분류되었다.    

 

 [그림 Ⅳ-1] 학습활동 주요 단계 및 세부 학습활동 

 

학습활동의 1단계인 ‘접근과 동기부여’에서는 본격적으로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온라인 학습환경에 접속하여 본인이 수강하려는 강좌와 

관련된 정보를 찾고, 온라인 학습환경 플랫폼에 적응하기 위해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익힌다. 또한 강좌 수강 동기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소개 동영상 등의 강좌 안내 페이지, 주차별 공지사항, 진도율 등을 

확인한다. 

학습활동의 2단계인 ‘지식 이해’에서는 MOOCs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제공되는 동영상 강좌를 보면서 관련된 지식을 본격적으로 습득 

하게 된다. 또한 읽기자료와 외부 안내 사이트 등을 방문하며 교수자가 

안내하는 지식을 이해하게 된다.  

학습활동의 3단계인 ‘지식 적용’에서는 동영상과 읽기자료를 통해 

이해한 지식을 적용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대표적으로 동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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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된 퀴즈와 주차 별 퀴즈, 중간, 기말고사 등의 퀴즈 풀기를 

시행하며, 에세이나 프로그래밍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학습활동의 4단계인 ‘사회화와 정보교환’에서는 과제 활동에서 

동료평가를 시행하며 동료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토론방에서 강좌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나 학습자료 등을 찾고 서로 

공유하며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온, 오프라인과 SNS 등을 통해 

학습 진도와 마감 기한 등을 서로 확인하고, 함께 학습을 하고는 한다.  

학습활동의 5단계인 ‘발전’에서는 강좌가 끝난 후 수료증을 발급 

하여 보관하고, 유사한 강좌나 좀 더 심화된 강좌를 찾아서 들으며 

학습을 지속해나간다. 또한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에게 해당 강좌나 

MOOCs를 추천하게 된다.  

 이러한 각 주요 단계의 세부 학습활동은 시기에 따라 본 연구의 

참여자인 MOOCs 수료자 6명이 <표 Ⅳ-1>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표 Ⅳ-1> MOOCs 수료자의 시기별 학습활동 과정 

시기 

 

세부 

학습활동 
세부 학습활동 사례 

연 

구 

참 

여 

자 

1 

연 

구 

참 

여 

자 

2 

연 

구 

참 

여 

자 

3 

연 

구 

참 

여 

자 

4 

연 

구 

참 

여 

자 

5 

연 

구 

참 

여 

자 

6 

 

 

단

계 

 

 

 

 

 

 

 

강 

좌 

 

수 

강 

 

초 

기 

 

 

 

 

 

강좌 

검색 

개별 사이트에서 직접 강좌 검색 O O O O O O  

 

 

 

 

 

 

 

 

 

 

 

 

 

 

 

접 

근 

과 

 

통합 사이트에서 강좌 검색   O O   O O   O 

메일로 온 추천 강좌 보기 O O   O   O   O   

교수, 동료의 추천 강좌 보기    O         

MOOCs 강좌 리뷰 보기           O 

토론방의 강의평 보기           O 

강좌 

안내 

메일 

확인 

공지사항 확인 O O O   O O 

꼼꼼히 읽어보기 O   O   O   

대충 읽어보기   O O O     

메일함에서 폴더로 분류하기     
 

  O   

MOOCs 

학습방법 

익히기 

안내 강좌나 영상 보기   O   O     

블로그에서 배움           O 

스터디에서 세부적인 방법 배움         O   

플랫폼 창립자 검색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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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안내 

페이지 

보기 

교수자 약력 보기  O O   O   O  

 

 

동 

기 

부 

여 

주차 별 학습시간 확인 O O O O O   

인쇄해서 보기     O       

교수자 관련 자료 검색       O     

 

 

 

 

 

 

 

 

 

 

 

 

 

 

 

 

 

주 

차 

 

별 

 

학 

습 

활 

동 

 

시 

 

 

 

 

 

 

 

 

 

 

 

 

 

 

 

 

 

 

주차 별 

공지글 

확인 

과제 및 퀴즈 데드라인 확인 O O O O O O 

스터디에서 공유하기  O O     O   

진도율 

확인 
본인의 학습 정도 확인  O O O O O O 

동영상 

학습 

자막 켜고 동영상 보기 O O O O O O  

 

 

 

 

 

 

 

 

 

 

 

 

지 

식 

 

이 

해 

동영상 멈추지 않고 쭉 보기   O   O O   

자막 읽기   O O   O O 

자막 하이라이트하기   O         

모르는 영어 단어나 개념 검색 O O O O O O 

타이핑으로 노트필기 O O     
 

  

종이에 노트필기     O   O O 

모바일(스마트폰)으로 시청   O   O O   

화면캡쳐하기 O O   O 
 

O O   

속도 조절해서 보기   O O O   O 

타인과 함께 시청하기           O 

동영상 다운하기      O     O 

읽기자료 

보기 

읽기자료 인쇄     
 

O    O   O   

ppt 인쇄      O O O     

교수 홈페이지 자료 검색   O   O     

교수자 관련 책 검색     O O   O 

읽기자료 보기     O O O O 

읽기자료 다운   O   O O   O 

ppt 자료 다운 및 정리 O O O     O 

외부 안내 사이트 보기 O O O O O O 

퀴즈 

풀기 

동영상 삽입 퀴즈 풀기 O O O O     O  

 

 

 

 

지 

식 

 

적 

용 

 

 

주차 별 퀴즈 풀기  
 

O O O   O 

중간, 기말고사 퀴즈 풀기   O O O   O 

캡쳐하면서 퀴즈 풀기   O   O     

퀴즈 통해 동영상 이해 정도 

파악 
      O     

노트 정리 된 것 보면서 풀기 O O       O 

만점 받을 때까지 풀기 O O   O   O 

여러 번 풀기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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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활동 

수료에 반영되는 과제하기 O O O O O O  

 
수료에 반영되지 않는 재밌는 

과제 하기 
  O         

자기과제 스스로 평가     O O     

동료과제 평가하기 O O O O O O  

 

 

 

 

사 

회 

화 

와 

 

정

보 

교 

환 

 

동료가 준 평가 피드백 보기 O O O O O O 

과제를 토론방에 포스팅하기   O   O     

토론방 

활동 

과제나 퀴즈에 대한 자료 검색   ` O O   O 

주도적인 학생 글 읽기     O     O 

교수자나 조교가 작성한 글 읽기 O O O     O 

강좌 리뷰평 남기기           O 

댓글 남기기   O O   O O   

댓글 단 사람 찾아보기    O   O   O 

학습 

커뮤니티 

활동 

온라인 스터디 찾아보기   O O O   O 

온라인 스터디 참여   O O O   O 

오프라인 스터디 참여 O O   O O   

강좌와 관련된 SNS 가입하기      O   O   O   

SNS 글 읽기   O O O   O 

SNS에 글 남기기   O           

강 

좌 

 

수 

료 

 

후 

수료증 

발급 

링크드인 게시   O O O      

 

발 

전 

수료증 보관 O O O O O O 

강좌 

검색 

비슷한 강좌 찾기   O   O       

심화 강좌 찾기 O    O   O O   O 

연계 강좌 찾기    O O O   O 

주변 

추천 
친구와 가족에게 강좌 추천 O O O   O O 

 

강좌 수강 초기에 MOOCs 수료자들은 강좌 검색을 위해 일차적 

으로 개별 MOOCs 사이트에서 주로 관심 있거나 재미있을 거 같은 

키워드로 강좌를 검색한다. 한 개 강좌를 수료했던 연구참여자 1은 

“Coursera 사이트 들어가서 바로 검색’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많은 강좌를 수료한 연구참여자의 경우는 개별 MOOCs 사이트에 바로 

들어가서 검색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MOOCs 통합 검색 사이트에서 

강좌를 찾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MOOCs 전체 강좌를 다 리뷰하는 

사이트”에서 강좌를 찾기도 했다. 그리고 메일로 오는 추천 강좌의 

경우는 해당 강좌가 이미 들었던 것도 있고, 리뷰를 모아놓은 사이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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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보지 않으며, 일상 업무가 바빠서 잘 듣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좌 안내 메일 확인에서는 수강한 강좌에서 수업 초기나 정기적 

으로 오는 이메일의 공지사항을 확인한다. 수료자들은 이렇게 전달된 

강좌 안내 메일을 꼼꼼히 확인하거나 또는 대충 확인하는 두 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특히나 꼼꼼히 확인하는 연구참여자 5는 “메일에 

폴더를 해놓아서 다 읽어봅니다”라고 응답하였다.   

MOOCs 학습방법 익히기는 몇몇 수료자들만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개별 MOOCs 플랫폼에서 강좌 안내 영상이나 

학습방법 소개가 나와 있는 페이지 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있었다. 

나아가 어떤 수료자들은 각 MOOC을 설립한 창립자들을 검색하기도 

했으며, 블로그를 살펴보며 강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오프라인 스터디에 참석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는 동료들을 통해 각 

MOOCs 플랫폼의 사용방법 차이점을 배우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좌 안내 페이지는 모든 수료자들이 공통적으로 열심히 읽어보고 

있었다. 이들은 강좌 제목이 흥미로운 것을 다 읽어보거나 정말 관심이 

있는 강좌는 인쇄를 해서 읽어보고 있었다. 이때 이들은 교수자 약력을 

꼼꼼히 읽어보고, 주차 별 학습시간을 확인하며, 본인이 들을 만한 

강좌인지를 파악하고 있었다.  

주차 별 학습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한다. 먼저 수료를 

목표로 한 강좌라면, 연구참여자들은 과제, 퀴즈 등에 대한 마감시간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주차 별로 제시되는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터디 등을 하며 강좌에 대하 주요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있었다.  

진도율 확인을 위해 수료자들은 주차 별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현재까지 학습한 정도를 보게 된다. 그러나 또 다른 학습자들은 

학습 중간이나 끝날 때에 수시로 확인하기도 하였다.   

동영상 학습 시에는 공통적으로 자막을 켜고 시청을 하고 있었으며, 

휴대폰에서 앱을 통해 보거나, 동영상을 멈추지 않고 쭉 보거나, 2번 

이상 반복 시청을 하고 있었다. 또한 자막을 다운 받아 자막을 꼼꼼히 

읽거나, 영상 시청 시에 손으로 또는 컴퓨터로 타이핑을 치며 

노트필기를 하고, 때로는 동영상 캡쳐를 하여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요하거나 생소한 영어 단어, 용어를 동영상 시청 

중에나 후에 검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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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자료 보기는 동영상에서 보여지는 PPT 자료나 책, 논문 등의 

텍스트 자료를 학습함으로써 발생한다. 강좌에서 제공하는 PPT나 

읽기자료를 인쇄해서 보는 것 외에도, 자발적으로 교수자가 작성한 책 

등을 검색하여 읽거나 교수자의 홈페이지 및 소개된 각종 사이트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퀴즈 풀기는 동영상에 삽입된 퀴즈나 주차 별 퀴즈, 중간, 기말고사 

퀴즈를 푸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노트 정리한 것을 보면서 퀴즈를 

풀기도 하였으며, 맞거나 틀린 문제를 캡쳐 하면서 풀고 있었다. 또한 

여러 번 풀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에 만점을 받을 때까지 문제를 푸는 

수료자도 존재했다.  

과제 활동 시에는 수료에 반영되는 과제를 하거나 점수에 반영 

되지는 않으나 재미있는 과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제 

후에 자기평가나 동료평가를 실시하며, 동료가 보내준 평가 피드백을 

살펴본다. 그리고 몇몇 수료자들은 자신이 한 과제를 토론방 등에 

포스팅을 하며 공유를 하기도 한다.  

토론 활동은 토론글과 댓글을 읽고 작성하는 형태로 일어난다. 이때 

과제나 퀴즈에 대한 자료를 찾기 위해 토론글을 검색하기도 하며, 주로 

주도적인 학생의 글이나 교수자나 조교가 남긴 글을 많이 보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토론글에 댓글을 남긴 사람을 찾아보기도 한다.  

학습 커뮤니티 활동은 오프라인 스터디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 

된다. 또한 강좌와 연계된 SNS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개설한 SNS에 

가입하여 글을 읽고 남기고 있었다.  

강좌 수료 후에는 수료를 한 강좌가 유료일 경우 사전에 미리 돈을 

내고 수료증을 발급 받게 된다. 또한 링크드인과 같은 SNS에 해당 

수료증을 올리며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료한 강좌와 유사한 분야의 강좌를 찾아보기도 하고 좀 더 

심화된 강좌를 찾아보기도 한다. 그 밖에 1~5단계 등으로 제공되는 

연계강좌의 다음 레벨 강좌를 찾아보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들은 강좌를 포함해 MOOCs를 가족이나 주변의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고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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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OCs 플랫폼과 관련 도구 활용 양상 
 

가. 접근과 동기부여 

 

1) 강좌 검색: 통합 사이트와 추천, 리뷰  

 

수료한 MOOCs 강좌가 많은 연구참여자일수록 단순히 제목이나 

흥미로운 내용이어서 강좌를 선택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그보다 여러 

MOOCs가 종합적으로 모여 있는 통합 검색사이트나 MOOCs 리뷰 

사이트 등에서 편리하게 듣고 싶은 분야의 강좌를 검색하였다.  

 

“MOOCs 통합해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찾아요. 해당 MOOCs 

사이트에 바로 들어가서 검색하지는 않아요.” (연구참여자 4) 

 

또한 우선 수강신청을 한 후 “1~2주 동안 Coursera는 토론방이 

활발하니 거기서 수업이 어떻다는 평을 보고 이 수업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계속 듣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 수업보다 더 낫다고 

하는 수업을 추천 하거든요”라고 응답하였다.  

  

“지금까지 들어본 모든 강의가 다 훌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디오 

강의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것들이 부실하며 수준이 고르지 않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한 강의들도 꽤 있었습니다. 토론방에 자유롭게 올라오는 학생들의 강의 

평가는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믿을만했습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강의를 들었을 때 배우는 것이 많아지는 경험이 

쌓이면서 리뷰가 좋은 강의는 일단 들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연구참여자 6)  

 

하지만 연구참여자 4의 경우는 이러한 MOOCs 통합 사이트에서 

강좌를 검색할 시 “너무 종류가 많고 사이트도 많아서” 오히려 가끔씩은 

그냥 개별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여 검색을 한다고도 하였다. 그 이유는 

MOOCs가 생긴지 시간이 꽤 지나서 개별 플랫폼의 특성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녀는 “심화적이고 전문적인 강좌는 edX 

에서 보는 것 같고요. 기초, 교양은 Coursera에서 보는 것 같아요. 

Udacity도 좀 들어봤는데, 그건 practical”하다고 말하며 개별 플랫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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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차이를 인식하고 본인이 듣고자 하는 강좌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 

직접 강좌를 검색하고 있었다.    

이 밖에 어떤 수료자들은 “교수님 수업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스터디 동료들이 추천하는 강좌”를 듣기도 하였다.  

 

2) 안내 메일: 학습을 유도 VS 다 보내니까 

 

수료자들 사이에서는 강좌 안내 메일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강좌 안내 메일은 “강좌를 다 들어보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들고 단순히 수동적인 학습자로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교수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 학습을 지속 

하도록 돕고 있었다.  

 

“학생으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강좌를 여러 개 

신청해놓은 상태여서 잊어버리기 쉬운데 알려주니까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3)  

 

또한 안내 메일은 때로는 강좌의 새로운 콘텐츠가 언제 올라오는지 

메일로 알려주기에 “잊어버리고 있을 때” 회상시켜주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특히나 “잊을 뻔 하거나 할 때 긴장감을 주고, 메일을 보면 

스케줄 압박감”이 있어서 학습목적에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OOCs 수료 횟수가 적은 연구참여자 1은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가 

있어서 안내 메일을 꼼꼼히 다 읽어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수료자인 연구참여자 4는 강좌 안내 메일을 별로 

읽어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모든 MOOCs에서 안내 

메일을 “그냥 다 보내니까”라고 말하였으며, 주차나 강좌 진행 상황 

등만 간단히 확인하고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코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동은 또 다른 수료자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다 읽어보지는 않아요. 꼼꼼히 읽지는 않아요. 그냥 뭐가 있구나 

정도만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내가 꼭 듣겠다고 하는 강의는 사이트에서 

공지사항을 열심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메일이랑 내용이 같으니까.” 

(연구참여자 2) 

 



 

 60 

이러한 행동은 사실 강좌 안내 메일이 강좌 홈페이지에서 적혀있는 

공지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을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MOOCs에서 학습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수료자들은 “일단 바로 학습으로” 들어 

가기도 하였다.  

 

3) 학습방법 안내: 사이트 구조, 블로그, 창립 목적  

 

MOOCs 학습방법 안내는 MOOCs 초창기에는 없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있는 것 같다”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기서 배운 거를 써먹지는 

않는다”라고 하거나 그냥 “신기해서”보거나 했지 “다 보지는 않고 그냥 

한 번 클릭을 해보고 닫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처음 접속한 

MOOCs 플랫폼일 경우 해당 사이트의 구조나 운영방식, 학습방법 등을 

익히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 시작하는 게 도움이 돼요. edX는 처음 들어갔을 때 복잡하게 

보였어요. 데모를 보고 나니까 이렇게 하는 구나를 알고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보통은 옆에 사이드바를 클릭해서 나오는데 edX는 

여기저기 클릭 하는 게 많았어요. 퀴즈나 그런 것도 그렇고 아예 임베디드 

된 글도 많고. 형식이 제가 처음 보는 거였고 좀 어려웠어요.” 

(연구참여자2)  

 

오히려 그보다는 수강한 MOOCs 강좌에 대해 한국인들이 소개를 

해 놓은 블로그를 보면서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더 들었다”라는 

연구참여자 6와 같은 수료자도 존재하였다. 그녀는 타인이 블로그에 

작성해 놓은 “상세한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과제는 어떻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전문적이고”와 같은 글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 3은 “처음에는 세 사이트가 구분이 안 되었어요. 

뭐가 뭐인지는 알았지만, 창립자들이 말한 목적이 궁금하더라고요. 

사이트에서도 보고 유투브나 검색해서 보기도 하고. 창립자 3명이 다 

미국에서 유명하더라고요. 학습방법도 봤고요”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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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문프로그래머가 내 코딩을 봐주면서 일대일로 컨설턴트를 해주고 

프로젝트 내에서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가 피드백을 해주니까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지불하는 거죠.” (연구참여자 3)  

 

나아가 그는 이러한 검색을 통해 각 MOOCs 플랫폼의 차이를 인식 

하고, Udacity 등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위해 수강을 하고 있었다.  

 

4) 강좌 안내 페이지: 교수자 약력 등 꼼꼼히 읽기, 학습시간에 대한 

비신뢰 

 

많은 수료자들은 “실제 도움”이 될 것 같거나 “진짜 관심” 있는 

강좌의 안내 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언제 

열리는지”를 파악하고, 강의계획서나 과제 등을 보고 부담이 덜한지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소개 동영상 등을 보며 들을만한 강좌 

인지를 판단하며 “감당하기 힘든” 강좌는 제외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봄으로써 “무엇을 배우는지 아는 게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었다.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고 있다 보니, 기간이 길거나 분량이 많거나, 

내용이 어려워 보이는 강의는 제외했습니다.” (연구참여자 5) 

 

특히나 “대학 소개하는 영상 이런 게 재미있어요. 그 대학 검색 

해보면 유투브 영상도 있고. 내가 거기를 다니는 거 같은 느낌도 

들고”라고 하며 잘 만들어진 안내 페이지를 통해 실제 학교를 다니는 것 

같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연구참여자가 

교수자 약력 읽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들은 강좌의 

교수자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MOOCs를 “누가 제공하는지 정확히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분야 외의 지식이나 연결고리”를 

찾게 되고, “자세한 자료를 보고 영상을 보고 하면서 더 좋은 교수님과 

좋은 학교의 강의를 듣는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고백하였다.  

 

“강의를 듣지 않아도, 강좌 안내 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력을 가진 교수인지 살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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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대부분 교수들은 개인 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 또한 

들어가봐서 어떤 주제 분야로 연구하는지 확인해봅니다.” (연구참여자 4) 

 

교수자 이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연구참여자 1도 “처음에는 

봐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지만, 스터디 동료가 읽어보는 것을 보면서, 

교수자가 어떤 분야의 전공인지 등을 살펴본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주차 별 학습시간에 대해서는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 이유는 실제 학습을 해보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3은 

“그거 다 뻥이에요. 2~3배는 더 들어요. 우선은 영어 원어민도 그 시간 

내에 끝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는 카이스트 석사 형도 쉽지 

않다고 했거든요”라고 하며 강좌에서 제시한 주당 예상 학습시간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하였다.  

 

5) 공지사항: 마감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료자들은 퀴즈나 시험의 마감 기한 공지글 같은 주차 별 공지 

사항을 웬만해서는 “거의 다 읽거나”했으며 “행정적인 사항은 수시로 

들어가서” 자주 확인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중요한 공지사항은 “놓치지 

않고”, “마감 전에 과제를 내야 하니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래 강의 일정과 달리 변경사항이 올라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챙겨보고 있었다.  

 

“수료증을 목표로 하는 강좌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보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은 강좌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연구참여자 2) 

 

특히나 이런 마감 기한은 매주 마감 기한이 있어서 “이 주까지 

과제를 내야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든 하루를 투자”해서 학습을 

끝마치도록 돕고 있었다. 반면 마감 기한이 없는 아카이브 강좌 

(동영상만 있는 강좌) 형태의 MOOCs에서는 “의지가 강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 끌고 가기 힘들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3의 경우 “처음에는 읽어봤지만 나중에 

익숙해졌을 때는 그냥 대충 다 알겠다”고 언급하였다. 그 이유로 한 

주에 학습량이 많은 “엄청 힘든 강좌를 듣고 나니까 다음 강좌들은 다 

소화가 되더라고요”라고 말하며 다소 학습 요구량이 적은 강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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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에 무슨 내용, 스케줄이 있는지 알아보지 않아도 가볍게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라고 말하였다.  

또한 수료를 목표로 하지 않는 강좌의 경우에는 해당 강좌가 “이미 

지난 거 같기도 해서 대충 본 거 같다”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었다.  

 

6) 학습진도 확인: 수료를 위해 자주 확인 & 뿌듯함  

 

학습진도 확인은 해당 기능이 대시보드에 구현된 edX나 Future 

Learn같은 플랫폼도 있으며, 동영상 시청 등이 일부 확인되는 

Coursera나 Udacity등도 있다. 우선 학습진도 확인은 “어쩔 수 없이 

보여지지 않나요. 들어가면 보이니까”와 같이 강좌에 접속을 하는 

초반에 주로 이루어진다. 또한 자연스럽게 “과제하는 중”에도 보게 된다. 

특이한 점은 “수료를 목표로 한 강좌는 자주 하는 것 같아요”처럼 

“기한에 맞게 듣기 위해” 강의를 어디까지 들었고 과제를 했는지 자주 

확인하는 연구참여자가 여럿 있었다. 그리고 “퍼센티지 진행된 거 보면 

뿌듯하더라고요”라고 응답한 수료자도 존재했다.  

 

“쌓여가는 걸 보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한 문제 풀고 얼만큼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몇 퍼센트” (연구참여자 2) 

 

나. 지식 이해  

 

1) 동영상: 자막을 켜고 노트 정리 

 

수료자들은 동영상을 “처음 볼 때는 전체를 본다는 느낌으로 안 

쉬고 쭉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여러 연구참여자들이 모바일을 

활용해 이동 중에 시청을 하고 있었다. 동영상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스트리밍으로 보기도 하였다. 특히나 MOOCs 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영상을 미리 다운 받아놓고 “이동 중에는 처음 볼 때 쭉 봐요. 

스마트폰으로 다운 받아서. 시간 절약이죠. 그리고 한번 쭉 보기에는 

이동 중에 보기가 좋은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냥”이라고 언급하였다.  

 

“저는 직장을 다니니까 시간을 내서 보기가 힘들거든요. 휴대폰으로 

출퇴근하면서 봤거든요.” (연구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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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MOOCs 초창기에는 이러한 앱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동 

중에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도 해봤는데, 아이패드로도. 자막이 잘 안 

되더라고요”라고 하며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수료자도 존재하였다. 

이들은 앱이 없었던 시기나 초창기에 해당 강좌가 폐강되어 언제 다시 

오픈할 지 모를 때에 종종 동영상 다운을 하고는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든 자유롭게 접속이 가능하기에 대부분의 학습자가 동영상을 

다운받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시청 시에는 모두 다 반드시 자막을 켜고 학습을 하고 있었다. 

자막을 켜는 목적은 영상 길이가 15분 이상처럼 길 때나 교수자의 

“영어 발음”이나 “액센트”가 알아듣기 힘들 때, 그리고 “생소한 분야”일 

때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막을 켬으로써 “모르는 단어”가 무엇 

인지 확인할 수도 있었다. 한편 “가볍게 듣는 강좌”이거나 “영어가 

원활하신 분, 발음이 좋은 분”, “익숙한 분야”일 경우에는 자막 없이 

동영상을 학습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 적게는 동영상 길이의 2~3배의 시간에서 최대 6배의 

학습시간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영어로 제공되기 

때문이기도 했으며, 정리까지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구글에서 검색하면서 멈춰놓고 보기”도 하고 있었다. 

또한 어떤 학습자는 자막을 다운 받아 밑줄을 치는 등 하이라이트 

하면서 읽기도 하기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있었다. 그리고 동영상 

길이기 긴 강좌의 경우는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끝까지 학습을 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동영상 강의도 긴 게 많더라고요. 듣고 싶은 강의는 많지만 끝을 내지 

못한 게 많은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6) 

 

특히나 영상을 중간에 정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간혹 “일시 정지하고 해당 단어를 찾아”보거나 “정지해서는 한글 

문서의 사전을 보고. 매번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정말 이상한 단어다 

그러면 검색”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몇몇 수료자들은 웬만해서는 동영상을 2번 이상 시청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4는 귀찮기도 했지만, 과제 및 다른 학습에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 동영상을 반복 시청하지는 않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은 계속 보기는 하는데. 걔 중에서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걸 내가 이해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 봐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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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였다. 그녀는 “동영상만 열심히 하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고 생각했죠”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연구참여자 1이 “100프로 

이해 안 된 거는 그냥 넘어갔어요. 개념적인 거 말고 법, 제도 이런 

거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패스하고”라고 하며 비슷한 행동을 

보였다.  

 

“1.5배에서 2배정도요. 원어민하고도 말해봤는데. 원어민은 빠르게 해서 

금방 듣는데요. 볼 때 딱 1번 봐요. 솔직히 1번 보고 이해 못 하는 거는 

버려요. 이해한 거만 해도 강의를 이해하는데 뼈대는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핵심을 놓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연구참여자 3) 

 

그러나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됐거나 “정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다. 또한 퀴즈를 풀 때 

필요한 부분을 다시 보는 경우도 있었다.  

 

“퀴즈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보고. 대부분 영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봐요. 대충 기억이 날듯 말듯 하잖아요. 찾아서 듣고.” (연구참여자 4) 

 

“이해 안 된다 하면 뒤로 돌려서 보고. 한 번 동영상 다 보면 더 안 보고. 

정리 안 된 부분 있으면 거기서 더 보고” (연구참여자 1) 

 

대부분의 수료자들은 동영상의 속도 조절을 하여 빠르게나 느리게 

보고 있지는 않았다. 빠르게 해서 들을 경우 “진짜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못 알아 듣기” 때문이었다. 다만 “두 세 번 반복해서 보게 되는 

강의나 너무 익숙한 내용의 강의는 속도를 빨리 해서 봅니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시간이 없을 때는 빠르게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속도를 느리게 해서 보고 있지는 않았다. 연구참여자 2는 

“작년까지는 느리게 보기도 하고 했는데. 느리게 보는 게 오히려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더 늘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는 느리게 들으면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처음에는 듣기가 

어려워 속도를 늦췄다가, 지금은 원 배속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6은 타인과 함께 동영상을 시청하며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등학생인 아들과 같은 강좌를 수강할 때는 함께 

동영상을 본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아들이 영어가 네이티브 수준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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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물어볼 수 있으며, “딴 짓도 안 하게 되어”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언급하였다.  

동영상 시청 시에 많은 학습자들이 노트 정리를 하고 있었다. 노트 

정리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손으로 항상 하는 스타일”이어서 공책에 

필기를 하는 연구참여자와, 반면 손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타이핑”을 하며 컴퓨터로 정리하는 수료자가 있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원래는 손으로 필기를 하지만 “영어여서 손으로 필기하기가 

어려웠어요.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교수가 아니니까”라고 이유를 

언급한 사람도 있었다.  

노트 정리를 할 때는 화면캡쳐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특히나 

“표”같은 정리된 자료나 “핵심내용”등이나 “중요한 거”는 캡쳐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굳이 필기를 하지 않고 “적기 귀찮은 것”을 캡쳐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기도 하지만 아예 못 할 거 같은 것도 있어요. 도표 이 만한 거는 

필기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릴 거 같더라고요. 캡쳐해 놓아서 MOOC 

파일에 넣어두었죠. 나머지 캡쳐는 사진 같은 거 대단한 거 좀 하고.”  

(연구참여자 3) 

 

이렇듯 동영상을 학습하며 정리를 하는 이유로는 “정리를 안 하니까 

남는 게 없는 거 같더라고요”라거나 “공부가 개인적으로 결과로 남겨 

두지 않으면 머리에 잘 안 남더라고요”하며 정리를 해야 기억에 더 

오랫동안 남는다고 하였다.   

 

“노트를 잘 해놓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노트 정리를 하면서 기억이 더 

남는 거 같기도 하고 노트 정리 해둔 게 있어서 다시 보면 생각나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2) 

 

“정리를 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마음의 안정감이 있거든요. 나중에 다시 

필요해서 볼 수도 있고.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기록을 해두면 

언젠가는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기록을 하면서 공부를 할 때 더 잘되기도 

하고요” (연구참여자 1) 

 

이러한 노트 정리 자료는 퀴즈를 풀 때 유용하게 활용되며, 이러한 

정리된 자료가 있었기에 “다시 영상을 볼 필요성”을 못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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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도 존재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노트 정리 자료를 

스터디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기도 하였다.  

동영상을 학습하고 노트필기를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참여자 1은 “동영상을 보면서 한 번에 정리를 하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동영상 학습에 투자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손으로 노트필기를 

작성하는 연구참여자 3도 “강의와 필기”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고백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트필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에 노트필기를 

하지 않는 연구참여자 4와 같은 학습자도 존재하였다. 그녀는 “컴퓨터 

메모장에도 해봤고.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거 같아요. 이제 노트필기 

전혀 안 해요”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자막을 다운 받아 자막을 “하이라이트”를 치며 

읽기도 하였다. 특히나 그녀는 “자막을 쭉 읽어본 후에 영상을 다시 

봐요”로 나타났다. 다른 대부분의 수료자들은 자막을 별도로 보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자막을 

읽어보기도 하였으며, “개인적으로 공부한 것을 남기려고” 또는 

스터디에서 “발제 하려고 한 번 더 읽어보거든요”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렇듯 자막을 읽어보는 학습자들은 동영상을 볼 때 멈추지 않고 

그냥 보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동영상에서 생소한 용어나 개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찾아보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일단 보고 

나중에 찾아보는 거 같아요. 영상을 보고 자막을 보기”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연구참여자 2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인 크롬의 영어사전 

확장도구를 활용해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단어가 보이니 사전을 

찾아보지는 않아요”고 밝히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자막을 한번 더 읽었습니다. 그때 이해하지 

못한 단어와 표현은 따로 찾아보았습니다.” (연구참여자 5) 

 

2) 읽기자료 보기: 책을 찾아서 VS 시간이 모자라서  

 

읽기자료로는 동영상에서 사용된 PPT가 가장 먼저 활용된다. 

대부분의 수료자들은 PPT자료를 다운 받아서 보관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PPT는 다운 받아 보관하고 읽으면서 노트 정리에 활용했다. 

특히나 PPT 다운이 가능한 경우 동영상 시청 시 캡쳐를 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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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3은 PPT를 인쇄해서 “피피티에 필기 

하기도 하고 진짜 학교 수업 듣듯이” 학습에 활용하고 있었다. PPT를 

다운 받는 이유로는 연구참여자 6은 “나중에 일을 하는데 그런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영어 대비용”으로 

간직 해둔다고 말하였다.   

그 외에 강좌에서 제공되는 읽기자료를 연구참여자들이 학습하는 

정도는 차이가 존재했다. 강좌에서 제공되는 읽기자료가 “교과서처럼 

개념을 잘 설명하고 적절한 예시와 연습과제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어 

배우고자 하는 것을 확실히 익히게 해 주었습니다”처럼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한 연구참여자도 존재했다. 

 

“손수 만드신 거는 다 읽어보고요.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읽어서 그렇지. 

그걸 다 읽으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를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 안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웬만하면 다 읽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연구참여자 6) 

 

나아가 직접 인터넷 상에서 교수자의 관련 책을 찾아서 “강의 

듣다가 이해가 안 가거나”, “재미있는 부분”을 읽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 4는 “관심 있는 주제의 경우에는 해당 저서를 찾아 중요한 부분 

위주로 찾아서 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교수자의 

책이나 논문을 읽는 것이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찾아봤으며, 특히나 책에서는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는 다른 것들도 

있고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저는 읽기자료를 많이 보거든요. 보통 가르치는 사람이 쓴 자기 책으로. 

그거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으면 다 있거든요. 책 링크 

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 사야 하니까. 판매처로 넘어가니까.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4)   

 

읽기자료에는 책 외에도 다양한 웹사이트와 링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인터넷 상의 자료는 북마크 등을 통해 다 저장을 해두는 

수료자도 존재했다. 외부자료들은 과제와는 달리 마감 시간이 없어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며, “그런 것들을 봐야 수업 전체를 할 때 

퀴즈를 풀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 따라 갈 수 있기 때문에”라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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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를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참여자 4는 

“사이트나 그런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적어놓거나 해요. 사실 이게 제일 

좋아요. 그 이유는 리소스가 풍부해서. 제가 다시 궁금하면 찾을 수 

있고, 동영상은 일일이 돌아가기 힘들잖아요”라고 접근 편의성을 밝히고 

있다. 또한 “어떻게든 제가 참여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방적으로 

교육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듣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라며 강좌에서 상호작용 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읽기자료는 “혹시 쓰일까 봐. 나중에 내가 읽지 않을까. 

그리고 무료니까”라는 이유로 모두 다운을 받아서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의 홈페이지에서도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읽어 

보기도 하였다.  

 반면 읽기자료를 많이 활용하지 않는 수료자도 존재했다. 연구 

참여자 2는 “따로 읽기보다는 훑어본 정도”로 살펴보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읽기자료의 내용이 그렇게 “흥미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 

이다. 또한 읽기자료를 보는 것은 “심화학습”으로 생각하였으며, 동영상 

등을 학습하기에도 바쁘고 “노트 정리도 시간을 많이 소비”하기에 읽기 

자료를 잘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딩자료는 많이는 못 읽어본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읽기자체가 수료에 

필요하지는 않았고요. 동영상으로 된 걸 소화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랐던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2) 

 

그리고 강좌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은 인터넷 상에서 직접 

검색을 하기도 한다. “만약에 교수님이 독특한 걸 소개해준다, 훌륭한 

학자를 소개해주면 찾아보는 거 같아요”처럼 동영상에서 배운 개념이나 

학자, 책 등을 찾아본다.  

 

“강좌에서 설명하던 기본 개념과 주요 학자들, 몰랐던 내용들, 책을 

찾아봤어요.” (연구참여자 1) 

 

다. 지식 적용  

 

1) 퀴즈 풀기: 수료를 위해 & 완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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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삽입 퀴즈는 “난이도가 쉬워서” “알아듣기만 하면” 쉽게 

맞출 수 있었다. 한편 처음 동영상을 볼 때는 건너 뛰는 연구참여자 2와 

같은 수료자도 존재했다. 우선은 동영상을 “그냥 한번 쭉 보고 싶은 게 

있는 거 같아요. 처음에는 전체적인 걸 보고 싶기 때문에. 스킵하고 

빨리 보는 거 같아요.”라고 이유를 밝혔다. 연구참여자 4는 동영상을 

다보고 푼다고 했으며, 점수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점수에 반영이 되는 주차 별 퀴즈는 무조건 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퀴즈를 풀어야 수료할 수 있으니까. 별로 강의에 

대해 의존하지는 않았어요”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처음에는 공부할 

목적으로 다 맞추려고 했지만. 후반에는 패스할 목적”으로 틀리면 또 

풀고 하는 식으로 학습하였다.  

이때 어떤 학습자는 “A강의 듣고 A 퀴즈 풀고 B강의 듣고 B퀴즈 

풀고 했죠”하는 식으로 퀴즈를 분할하여 동영상을 시청하고 풀기도 

하였다.  

퀴즈 풀기는 특히나 “동영상 강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었다. 수료자들은 퀴즈를 풀면서 동영상에서 무엇을 놓쳤고 

이해를 못 했는지 스스로 파악했다. 즉, 맹목적으로 동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퀴즈를 토대로 동영상을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며, 퀴즈를 통해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그 부분만 완전 학습”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퀴즈를 풀며 100점을 맡게 되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퀴즈를 푸는 게 저는 학습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퀴즈의 내용을 보면 지금 동영상에 얼마나 집중해야 하고 

무엇을 받아 적어야 할지 판단이 들거든요.” (연구참여자 4) 

.  

중간, 기말 고사 퀴즈는 주차 별 퀴즈보다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범위를 다 알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실제 퀴즈를 풀 때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노트필기한 것을 보면서 푸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2는 

“많이 틀리면 보고 푸는 거 같아요”라고 응답하였으며, 연구참여자 6은 

“처음에는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매뉴얼이나 동영상을 참조해서 

풀어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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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MOOCs에서 제공되는 퀴즈는 “시도를 몇 번 할 수 있으면 

그냥 한번 풀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 두 번 밖에 풀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난 후에 풀어요. 만약에 

한번 만에 풀어야 되는 거면 그렇고. 기회가 좀 있으면 일단 해보고 

틀리면 찾아보고 했던 거 같아요”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100번 기회가 있으면 100점이 될 때까지 풀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풀고 또 풀면서 만점 받을 때까지 푸는 수료자도 

존재했다. 반면 “만족하면 돼요. 90점대. 왜냐하면 풀어도 너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럼 버려야죠”라고 하며 통과할 정도로만 점수를 받고 

넘어가는 경우도 존재했다.  

퀴즈를 풀 때 캡쳐를 활용하는 연구참여자가 많이 있었다. 이들은 

“캡쳐를 해두면 공부가 되겠다”고 생각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나 

난이도가 어려워 뭐가 맞는지도 모르는 문제일 경우에는 퀴즈 캡쳐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맞을 때까지 푸니까 틀렸어도 답이 뭔지 캡쳐해두고. 캡쳐를 하는 이유는 

피드백도 있고 하니까. 공부할 때 필요하기도 하니까. 나중에 캡쳐한거 

보고 문제 풀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연구참여자 2) 

 

하지만 이미 노트에 정리해 둔 내용이 있기에 캡쳐를 하지 않는 

수료자도 있었으며, MOOCs 강좌를 신성시하게 여기며 캡쳐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생각하며 하지 않는 연구참여자 3도 있었다.   

 

2) 과제 활동: 시간이 걸리는 지식의 응용 

 

MOOCs에서 과제는 “주로 실제 내용들을 실습할 수 있는 중간, 

기말 프로젝트를 줘요. 간단하지만 시간이 꽤 걸리는. 응용을 해야 하는 

것”들이 제시된다.  

그리고 과제는 수료에 필요한 점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기에 연구참여자 4는 “토론을 하거나 글을 쓰는 활동보다는 과제 

수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그렇기에 연구참여자 4는 

“과제를 하는 데 시간을 가장 많이 소비한다”고 고백하였다. 연구참여자 

5 또한 “실제로는 과제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맨 처음에 자기의 

리서치 초안 작성할 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수정해서 낼 때 생각을 많이 했고”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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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와 과제에 가장 집중했어요. 그거를 하기 위해 생각하는 시간을 

포함해서”라고 언급한 연구참여자 6도 마찬가지였다.  

 

“일단 동영상에 집중하면 과제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동영상을 

포기했어요. 여기서 듣는 거는, 물론 듣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필기를 

하지는 않고,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듣고, 과제를 했었어요. 과제를 하려면 

꼭 알아야 할 게 있고. 그런 것만 했어요.” (연구참여자 4) 

 

그녀도 초기에는 다른 연구참여자들처럼 “맨 처음에 수강할 때는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처럼 리딩하고 강의 듣고 노트필기하고 정리 

했었는데”라고 하며 동영상 학습에 집중했었다. 그러나 “듣다 보니까 

숙제가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라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숙제를 하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동영상 강의를 

들어도 기억이 안 나는 것에 비해, 본인이 스스로 만들었기에 더 잘 

기억이 난다고 응답한 연구참여자 1의 응답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과제를 한 후에는 보통 자기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자기 

평가에 대해서는 “Coursera에서는 거의 다 자기평가를 해야 점수가 

나오는 의무적인 거 같아요. (웃으며) 근데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신뢰성도 없고 점수라 과도하게 잘 주기도 

하고). 저는 그냥 점수를 좋게 줬어요. 기대이상으로 줬어요.”라고 하며 

자기평가의 신뢰성에 대해 불신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많은 수료자들은 

“그런 거를 해본 적은 없어요. edx에는 그게 있었던 거 같은데”라고 

하며 자기평가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다고 응답하였다.   

 

라. 사회화와 정보교환  

 

1) 과제 활동: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동료평가 

 

많은 MOOCs에서는 자기평가보다는 동료평가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동료평가는 대개 2~3명의 동료 수강생이 과제에 평가를 내리고 

나면 본인이 받은 동료평가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동료평가 시 

연구참여자들은 각 항목에 따라 동료들의 과제에 “객관적”으로 점수를 

주려고 했으며, 나아가 “후하게”주고 있었다. 그 이유는 점수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대부분 “공정”하게 점수가 매겨졌다고 응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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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했어요. 동료평가는 제가 MOOCs에서 제일 좋아해요. 

웬만하면 점수를 좋게 줄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랑 상관없잖아요. 거의 

다 만점 줬어요. 시스템 자체가 기본 70점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4) 

 

그리고 점수를 매기는 것 외에도 동료과제에 대해 코멘트를 작성할 

때는 “영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피드백을 주는 게 쉽지 않았죠. 

마음은 많이 해주고 싶은데”라고 하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한편 

동료평가를 하면 “다른 학생들의 과제를 보는 것 또한 공부가 많이 

되고요”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동료평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동료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신기”한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은 “과제를 내고 다른 수강생들의 과제를 평가할 

때 좋았어요. 외국학생을 평가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새롭고. 내 거를 

평가 받을 때 또 좋았어요. 평가해줄 때가 더 재미있었어요. 받는 거는 

점수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던 거 같아요”라고 경험담을 소개하였다.   

 

“동료평가는 상당히 좋았어요. 이게 실제로 학교 다니면서 과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받는 다는 게 신기했어요. 학교 때 교수님들이 

코멘트를 주기 보다는 안 주시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제가 한 과제를 

상대방이 봤을 때 어느 정도 동료리뷰가 빨리 오더라고요. 하루 이틀 안에.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5) 

 

수료자들은 동료평가에 대해 해당 과제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위로”까지 주며 “학교 다니면서 제가 과제를 제출해서 채점을 

받는 거랑 같은 기분이었어요”라고 밝히고 있었다. 어떤 연구참여자는 

“에세이 형식으로 한 두 줄 써야 하는 경우는 학생들이 상세하게 써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잘 못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구체적 

으로 적어주었어요”라고 하며 만족스러움을 표시하였다.  

 

“리더십 강의에서 자신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했거든요. 저의 불행한 

역사를 말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애가 자기 자식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힘내라고 말도 해주고.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고 리더십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위로도 받고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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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료평가 피드백의 내용이 “생각보다 디테일 하지 않았 

고요”라는 평도 있었다.  

이 밖에 수료 점수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는 과제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연구참여자 2는 “조사한 

내용을 블로그에 작성하기” 등과 같은 수료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과제도 

자발적으로 했었다.   

 

“그냥 재미있어 보이거나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 같아서 한 거 같아요. 

너무 어려워 보였으면 안 했을 텐데. 점수에 반영이 되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하게 되잖아요. FutureLearn 수업은 가벼웠어요. 무거운 

문제를 내주지도 않고. 그래서 가볍게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2)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끝난 후에는 본인의 과제를 토론방에 

포스팅하는 수료자가 있었다. 연구참여자 4는 “과제 제출 후, 따로 

과제를 공개하는 게시판”에 본인의 과제를 올린다고 응답하였다.  

 

“대신 과제를 하면 포스팅은 해요 내가 과제를 수행했다는 만족감, 

성취감이 큽니다. 내 과제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볼 수 

있고요. 일반 대학 강의와는 큰 차별점이 이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4) 

 

2) 토론 활동: 글을 쓰기 보다는 읽거나 댓글을 남기기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토론방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많은 수료자들이 “초반에는 남기다가 후반에는 안 나기기 

시작했어요”라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참여를 해도 피드백 

이 많이 온다거나”, “토론방이 그다지 활성화 되어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등이 있었다. 또한 귀찮기도 하고 한국인의 특성상 토론이 쉽지 

않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또한 토론활동은 “심화학습”으로 생각 

하였으며 “이게 수료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었고. 선택적인 사항”으로 

판단하여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또한 “영어 라이팅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막혀서”라는 이유도 있었다. “강의 특성상 토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75 

“사실 잘 안 했어요. 귀찮아서. 구경하는 건 재미있는데. 쓰는 건 귀찮기도 

하고 한국에서 계속 살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내가 (논쟁이나 

대답에). 그런 거를 별로 생각을 안 하니까. 저는 토론이 잘 안돼요.”   

(연구참여자 4) 

 

이들은 이상적으로는 토론방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은 “제대로 공부하려면 보는 게 좋았 

겠지요” 등의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2처럼 많은 수료자들이 

여전히 “자극”을 받는 단계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었다. 

토론방에서는 주로 직접 글을 작성하기 보다는 주로 글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과제나 퀴즈에 대한 글들을 주로 보고 있었다. 

특히나 “과제를 할 때 막혔던 부분이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 주로 

토론글을 보는 편이에요”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본인이 궁금한 “질문을 

올리기 전에 비슷한 질문이 올라온 적이 있는지 찾아보죠”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재밌게 글 쓴 사람”의 글을 보거나 Office Hours에서 

교수가 특정 사람이 잘 했다고 언급을 해서 몇 번을 다 찾아서 본 적이 

있어요”라고 응답하였다. “강좌 토론방에는 페이스북보다 좀 더 심도 

있는 글과 정보들이 오는 편입니다”라고 하며 SNS에서 보다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때에 연구참여자 

4의 경우는 “특히나 좀 많이 본 과목은 아무래도 다른 거 해야 할 양이 

적은 경우는 좀 봤던 거 같아요”라고 응답하였다.  

토론방에서는 대개 주도적으로 리드를 하는 학생들이 있기에 이들이 

작성한 글을 보고는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개념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로 잘 하는 사람들이 적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 

들이 소개하는 개념들이나 방법론을 배우다 보면 제가 미처 놓쳤던 거를 

알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주로 보는 편이에요”라고 말하였다. 즉, “그 

사람이 잘 하니까 더 봤죠”라고 언급하였다.  

 

“게시판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한 두 명씩 꼭 있어요. 

대답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몰려가는 편이고요” (연구참여자 6) 

 

반면 댓글은 잘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내용 자체 

를 보기가 힘들었어요. 은어, 속어로 쓰거든요”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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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나 조교가 작성한 댓글에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아무래도 교수님이 해주시는 게 더 신뢰”가 

간다고 응답하였다.  

 

“아무래도 교수자나 조교들은 관심 있게 봤어요. FutureLearn 같은 

경우는 조교가 여러 명이었잖아요. facilitator 같은 사람들이 쓴 거는 더 

보게 되고. 클릭해서 더 보게 되고. 그 조교에 대한 설명, 누구인지. 

조교가 수강한 강좌는 무엇인지. 그런 거. FutureLearn만 가능한 거 

같아요. 아무래도 교수나 조교가 단 거는 더 중요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그 

안에 있을 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연구참여자 2) 

 

그 이유로는 적당한 “교수자의 통제”가 있을 때 토론에 더 참여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조교를 붙이거나 관리를 해주는 강의는 

교수님이 꼭 안 해주더라도 조교거나 discussion 포럼이 살아있는 경우 

는 어떻게든 해나가거든요”라고 말하며 어느 정도의 토론방 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가 토론 주제를 주고 통제를 해서 댓글을 남기거나. 흥미로운 

주제를 던져줬으면 관심을 가졌을 텐데. 개방형 토의니까 좋은 질문한 

사람도 있지만, 커뮤니티 만들자고 하는 관련 없는 글들도 있고. 

학습목적에 맞는 토의나 지시가 있었다면 했을 거 같기도 해요.”   

(연구참여자 1) 

 

“같이 듣는 사람들이 대답을 해주는 거는 방향성에 있어서 문제 풀 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A를 풀 때 B, C까지 들고 나와서 

이거를 잘하기 때문에 더 많이 찾아봤다는 이야기가 많고요. 좀 과다한 

내용들이 많은 편이에요. 피드백을 꾸준히 해주는 교수님들은 지켜보고 

있다가 산으로 간다 싶을 때는 여기까지만 하라고 집어주기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정답들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6) 

 

토론방에 글을 작성한 경우는 “궁금한 것”을 물어보거나 과제나 

퀴즈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올린 연구참여자가 있었다. 또한   

“어떻게 답을 얻었다든가 간단하게 올린 적이 있고요”라며 문제에 대한 

답을 적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수료자들은 토론글 외에 댓글을 가금씩 달기도 한다. 주로 

“그 사람의 생각이나 발전 시키는 게 좋아서요”와 같이 너무 토론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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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쓴 사람이 있으면 남기고 있었다. 또는 “재미있는 거 있으면” 댓글을 

달기도 하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과제를 너무너무 잘 한 거에요. 그럼 남겨요. 어떻게 

이런 애가 이거를 듣지 이러면서 댓글을 달고.” (연구참여자 4) 

 

“누군가 내 글로 인해 도움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 주면 좋은 글을 계속 

쓰고 싶도록 격려하는 힘이 됩니다. 영어 표현이 원활하지 않아서 간단한 

감사글만 남겼습니다. 최근에는 영어 공부를 조금씩 더 하면서 저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답변을 올려보기 시작 

했습니다.” (연구참여자 6) 

 

또 다른 형태의 토론방 활동으로는 연구참여자 6은 해당강좌에 

대한 리뷰를 남기고 있었다. 특히나 강좌가 과제나 퀴즈 등이 매우 잘 

설계되었다는 형태로 글을 작성하고 있었다.  

 

“끝날 때쯤에 이 수업의 진행이나, 교수님의 피드백, 과제, 수업내용이나 

퀴즈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글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 부분에서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좋았던 수업을 추천하는 

쪽으로 글을 많이 써요.” (연구참여자 6)  

 

그리고 유용한 자료를 토론방에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 

사람들도 많이 쓰니까 도움이 되고”처럼 다른 학생들이 공유해주는 

자료가 많이 있었기에, 본인도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 

유용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었다.   

 

“글을 잘 안 쓰는데 자료는 올리고 저도 받고. 많이 올릴 때는 많이 하고. 

많이 올리는 편인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되는 사이트나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거나. 제가 찾아보니까 좋아서 올렸어요. 

올리면 좋은 거니까.” (연구참여자 4) 

 

3) 커뮤니티 활동: 온, 오프라인 스터디 & SNS 활용을 통한 자극  

 

수료자들은 주로 온, 오프라인으로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먼저 스터디 그룹을 찾기 시작한다. 온라인 스터디는 주로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때 강좌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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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서 스터디 모집 글을 보고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한국인들끼리 모여 진행하는 스터디 그룹을 찾는 

경우가 존재했다. 온라인 스터디에서는 “서로 진도만 체크만 하는 

스터디 그룹”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수료자들이 이러한 스터디 그룹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특히나 한국인들로 구성된 스터디 그룹은 

토론방에서 거의 보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예외적으로 연구참여자 2는 

여러 강좌를 수강하며 자체적으로 직접 스터디를 조직하여 스스로 운영 

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       

오프라인 스터디에서는 1주간 학습해야 할 분량을 분담하여 발제를 

하고 토의를 하는 형태로 주로 진행되었다. 또한 “프로그래밍 수업의 

경우, 고난이도의 문제가 많아 함께 모여서 풀고 질문하는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오프라인 스터디에 참여했던 

수료자들은 “스터디 가기 전에는 한 상태니 보지는 않고. 스터디 가기 

전에 정리한 거는 보고 가죠”등 스터디 일정에 맞추어 MOOCs를 

사전에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터디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질문하기도 했지만, 복습보다는 토의가 

많았던 거 같아요.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고, 삼천포로 빠지기도 하고. 

토의는 괜찮았어요.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고 토의토론 하면서 오히려 

몰랐던 거나 도전적인 질문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배웠던 거 같아요. 이런 

시각도 있구나 하면서” (연구참여자 1) 

 

 이러한 스터디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강좌를 꾸준히 듣게 만드는 

압박감”과 같은 “동기부여”를 많은 수료자들이 꼽았다. 또한 “그냥 

거기에 있으면 수업을 계속하는데 누군가 같이 듣고 있다는 심리적 

편안함이 있어서 계속 참여했던 거 같아요”라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온, 오프라인 스터디의 방식이나 효과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주로 기존의 스터디에서는 발표나 정리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과제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스터디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고 밝히는 연구참여자 4과 같은 연구 

참여자도 존재했다. 연구참여자 5는 “토론도 하고 치열하게 하는 거는 

없어서 아쉬웠어요”라고 밝혔다.  

 

“스터디 그룹에서는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 학생들은 발표만 하는 것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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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니다. 발표를 위해 스터디 그룹이 존재하는데,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거나, 서로의 과제를 첨삭해주는 

방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4) 

 

스터디에서 하는 활동들이 “딱히 안 만나도 혼자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인 경우도 있었으며, 영어로 진행된 온라인 스터디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6은 “저는 디스커션 포럼을 주로 이용을 못했던 부분이 

영어 때문에 질문을 원활히 하지 못해서 한국인 모임이 필요했는데 다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 누가 뭘 모른다고 하면 답변 쪽으로만 됐고. 제가 

모르는 거를 해결하는 건 잘 안됐어요”라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과제 자체에 대한 스터디는 discussion 포럼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하지 않았어요”라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참여자 4는 다른 수료자들과는 달리 스터디를 

하며 “시간을 뺏기기”보다는 “혼자” 학습을 하면서 SNS을 활발히 활용 

하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평상시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많이 

활용하기에 거기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강좌와 연동된 페이스북 등에서는 “피드백이 빨리빨리 올라오니까. 

편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같아요”를 사용 이유로 들고 있었다. 

 

“페이스북은 자주 봐요. 그냥 들어갔다가 보기도 하구요. 저 사람은 되게 

열심히 한다. 한 사람 올리면 나도 이거 했어라고 올리고. 원래 저는 

페이스북 많이 쓰거든요. 심심해서 들어갔다가 글 보고. 외국 교수님들은 

트위터 많이 하잖아요. 강의에 대해서 몇 만 명이 등록했는데 어쩌구 

저쩌구. 트위터는 외국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할 때. 트위터는 해쉬태그 

검색해서. 트위터는 하루에 한번 들어갈까(웃으며) 페이스북은 수시로.”  

(연구참여자 4) 

 

마. 발전  

 

1) 수료증 발급: 돈을 내면 끝까지 & 링크드인  

 

수료를 목표로 하는 “관심 있는 분야”의 강좌는 “아무래도 시간도 

지켜야 하고 더 신경을 쓰고 더 꼼꼼히 보게 되는 거 같아요”처럼 

열심히 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유료 수료증을 강좌 

초기에 신청한 경우에는 “돈을 냈으니 따야겠다”거나 “돈을 내면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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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낼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와 같이 강좌를 끝까지 듣게끔 만들고 

있었다.   

 

“돈 내고 들으면 무조건 완수해야겠다고 생각해요. 돈 안 낸 거는 좀 

듣다가 나랑 안 맞다 싶으면 그냥 안 듣고는 해요.” (연구참여자 3) 

 

수료증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이 강좌를 끝까지 들었다는 입증이 

돼서 즐거운 거 같아요”와 같이 특별히 나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발급 

받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2처럼 “나중에 외국으로 

공부하러 갈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주체적으로 찾아서 이런 거를 

들었다를 어필할려고”와 같이 본인의 향후 커리어에 도움이 될 여지도 

남겨두고 있었다.  

또한 이렇게 발급된 수료증은 링크드인과 같은 SNS 사이트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특히나 연구참여자 2는 초창기 지도교수에게서 

수료증 보관 및 게시를 추천 받기도 했지만, “정리하는 게 재미있기도 

하고 내가 뭘 들었는지, 관련된 자료를 정리를 잘 해놓으면 다음에 

듣기도 좋은 거 같고”라는 이유로 수료증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자랑하려고(웃으면서). 헷갈리지 않고 자랑하려고, 관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4) 

 

2) 심화 & 연계 강좌 검색: 너무 어려워서 

 

해당 강좌를 수료한 후에 많은 수료자들이 본인의 관심사나 전공에 

맞게 다른 강좌들을 찾아보고 있었다. 그 이유는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료했던 강좌가 MOOCs를 경험하기 위해서 수강한 강좌일 경우에는 

“맛보기만 봐도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며 연계강좌나 심화강좌를 찾아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다.  

특히나 개별 MOOCs에서 제공하는 Specialization 강좌나 일련의 

난이도별로 여러 강좌로 구성된 코스를 수강한 연구참여자도 있었지만, 

다음 단계의 해당 강좌가 너무 어렵거나 기대와 달라서 수강을 포기한 

경우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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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좌 추천: 아무도 실제로 듣지 않음 

 

4명의 연구참여자는 수료 후에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해당 

강좌를 추천하거나 MOOCs를 주변 사람에게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 2처럼 “학교 친구들은 권해서 같이 한 적도 있고 

스터디 그룹에 오라고 해서 왔던 친구들”도 있었으나 실제 수강은 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혁신이다. 친구들한테도. 인터넷으로 미국 유명 

대학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서. 가족들한테도 내가 대학 수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이런 말을 했었죠. 근데 아무도 실제로 들은 적은 

없어요. 영어강의기도 하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연구참여자 3) 

 

3. 학습활동에서의 어려움 
 

사용자 여정 지도를 이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은 각 학습활동에서 큰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느꼈을 경우 5점, 약간의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느꼈다면 4점, 즐겁지도 힘들지도 않았다면 3점, 약간 힘들거나 

어려웠다면 2점, 매우 힘들거나 어려웠다면 1점을 표시하였다.   

 

가. 접근 및 동기부여 

 

접근 및 동기부여 단계에서는 [그림 Ⅳ-2]처럼 강좌 검색, 안내 

메일 학습방법 안내 등에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통합사이트에서 강좌를 검색하는 것에 연구참여자 3은 

1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반면 개별 사이트에서 검색은 3점을 매겼다. 

메일로 온 추천 강좌보기에 연구참여자 3과 4는 1점의 점수를, 

연구참여자 2는 3점의 점수를 매기며, 홈페이지에서 직접 강좌를 

찾거나 통합검색 사이트에서 강좌를 찾는 것보다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반면 수료 강좌 개수가 적은 연구참여자 1, 5는 상대적으로 

메일로 온 추천강좌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MOOCs에 대한 

학습 경험이 많은 학습자일수록 단순 메일로 추천되는 강좌 목록에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메일로 추천 강좌 

를 제공할 때 학습자의 이전 수료강좌나 이전에 학습했던 강좌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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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심화강좌 또는 흥미를 끌만한 강좌 목록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림 Ⅳ-2] 사용자 여정 지도: 접근 및 동기부여 단계 

 

강좌 안내 메일 읽기에 대해 연구참여자 4는 2점의 점수를 매겼다. 

그 이유는 강좌 안내 메일의 내용이 플랫폼 내의 공지사항과 동일하며, 

차라리 바로 학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나 나머지 수료자들은 3~4점의 점수를 매겼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직장을 다니며 바쁜 시간을 쪼개 학습을 하는 연구참여자 4과 같은 

수강자에게는 메일에서 보다 중요한 공지사항을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추후 필요해 보인다.  

연구참여자 3은 MOOCs 학습방법 안내에 대해 1점을 매기며 

굉장히 불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스스로 창립자에 

대한 검색과 많은 강좌를 수료하면서 개별 MOOCs 플랫폼의 차이점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구참여자 4도 마찬가지이다. 

그녀 또한 단순히 호기심으로 관련 안내를 본 것일 뿐이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에 1점으로 낮은 점수를 매기고 있었다. 반면 연구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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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터디 동료들을 통해 학습방법을 익혔기에 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었다.   

 

나. 지식 이해  

 

지식 이해 단계에서는 [그림 Ⅳ-3]처럼 모바일로 동영상을 학습 

하는 것이나 화면캡쳐, 자막 활용, 읽기자료 보기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림 Ⅳ-3] 사용자 여정 지도: 지식 이해 단계 

 

연구참여자 3은 동영상 다운에 1점, 동영상 화면캡쳐와 자막 켜고 

동영상 보기에는 2점을 매겼다. 이는 그가 MOOCs 앱을 활용하지 않고 

일일이 동영상을 직접 다운받아서 듣기 학습에 활용하고는 했기 때문 

으로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구참여자 6이 모바일 

기기로 강좌에 접속하여 듣는 것에 1점을 매긴 것과 유사하다. 그녀 

또한 전용 MOOCs 앱이 존재하지 않을 때 아이패드 등을 통해 

모바일로 보는 것에 불편함을 겪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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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필기를 하며 화면캡쳐를 하고 자막을 켜고 보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영상 학습 시에는 연구참여자 1은 영어실력의 부족으로 인해 

영어단어를 자주 검색해야 했기에 이 부분은 3점으로 다른 수료자들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다. 연구참여자 5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영어단어 

찾는 것을 3점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연구참여자 4는 자막에 하이라이트를 하거나 일일이 읽는 것에 

1점을 평가하였다. 또한 종이나 타이핑을 하며 노트필기를 하는 것에도 

1점을 매겼다. 이것은 그녀가 동영상 학습보다는 과제나 퀴즈에 집중을 

하였기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 6은 타이핑으로 노트필기하기와 동영상 화면캡쳐에 

2점의 점수를 매겼다. 동영상을 통해 학습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내용 정리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이에 노트필기 하는 것에는 4점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향후 노트필기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읽기자료를 다운 받고 보는 것은 대부분 수료자에게서 4점 이상 

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연구참여자 2에게는 다운받기, 읽기, 안내 

사이트 보기 등이 2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동영상이나 과제 

등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상대적으로 읽기자료에 투자할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 4는 읽기자료 보기에는 4점 

을 매겼으나, PPT를 인쇄하고 읽기자료를 인쇄하는 것에 대해서는 2점 

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다. 지식 적용  

 

지식 적용 단계에서는 [그림 Ⅳ-4]처럼 수료점수에 반영되는 지 

여부에 따라 퀴즈나 과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퀴즈풀기는 대부분의 수료자들은 3-4점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6은 동영상 삽입퀴즈 푸는 것과 퀴즈를 반복해서 

푸는 것을 2점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아마 그녀가 

100점을 목표로 퀴즈를 계속해서 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 2 또한 동영상 삽입 퀴즈, 주차 별 퀴즈 푸는 것에 2점을 

평가했다. 그러나 그녀는 수료에 반영되지 않는 퀴즈는 3점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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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점수에 반영되는 퀴즈를 푸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4] 사용자 여정 지도: 지식 적용 단계 

 

과제 활동에서는 수료에 반영되는 과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평가에 대해서 3~4점으로 대부분 만족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2는 에세이 작성과 같은 과제를 하는 

것에는 1점으로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영어능력의 

한계로 인해 장문을 에세이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참여자 6은 수료에 반영되는 과제하기에는 

5점을, 에세이에는 3점을, 수료에 반영되지 않는 과제에는 2점을 

부여했다.  

  

라. 사회화와 정보교환  

 

사회화와 정보교환 단계에서는 [그림 Ⅳ-5]처럼 토론방의 글과 

댓글을 읽는 것, SNS 활용, 오프라인 스터디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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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에 글이나 댓글을 남기는 것은 모든 수료자들이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참여한 사람들은 3~4점으로 만족을 하고 있었다. 반면 토론방 

에서 글이나 댓글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자 3은 2점으로 평가 

하고 있었다.  

 

 

[그림 Ⅳ-5] 사용자 여정 지도: 사회화와 정보교환 

 

연구참여자 3, 4, 6은 강좌 수강 초반부에 일어나는 오프라인 

스터디에 1점을 매겼다. 반면 온라인 스터디에는 연구참여자 3은 4점의 

점수를, 연구참여자 4과 연구참여자 6은 3점을 매겼다.  

또한 연구참여자 6은 강좌와 연계된 SNS에 가입하는 것을 2점으로 

평가하였다. 해당 SNS에서 글을 읽는 것에는 3점을 준 것을 고려하면 

그 이유는 관련된 SNS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 

3은 SNS에 가입 하는 것과 글을 읽는 것을 1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 

하였다. 

 

마. 발전 

 

발전 단계에서는 [그림 Ⅳ-6]처럼 수료증의 유료 결제 여부와 

SNS를 활용해 발급받은 수료증을 게시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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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사용자 여정 지도: 발전 단계 

 

연구참여자 1와 연구참여자 3은 유료 수료증 비용 결제를 고민할 

때를 2점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수료증을 발급 받고 링크드인 등에 

보관하는 것에는 4~5점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6은 수료증 

발급은 4점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링크드인과 같은 장소에 보관하는 

것에는 1점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그녀가 수료증을 외부 홍보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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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연구문제를 가지고 사례 연구 

와 질적연구,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활용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의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점과 MOOCs 수료자들의 학습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습활동의 다양성 
 

첫 번째 연구문제는 MOOCs 수료자들의 학습활동 주요 단계와 

세부 학습활동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현재까지의 선행 연구 

에서는 MOOCs 수료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학습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례 

연구를 통해 MOOCs 수료자들의 학습활동을 탐색적으로 파악하려고 

했다.  

첫째, MOOCs 수료자들이 보이는 주요 학습 단계 5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Salmon(2013)은 온라인 학습의 발달 단계를 ‘접근과 

동기부여’, ‘온라인 사회화’, ‘정보교환’, ‘지식구성’, ‘발전’이라는 5단계로 

제시하였다. 그녀는 온라인 환경에서 동료 수강생들과의 상호작용이 

점차 증대되며 학습이 한 단계씩 발달되어 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협력적인 학습보다는 MOOCs에서 제공하는 

학습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적용을 한 후 제한적으로 동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온라인 학습환경에 처음 접근하여 

사용법을 익히고 학습목표 등을 세우는 ‘접근과 동기부여’는 동일하게 

맨 처음 나타났으나, ‘지식 이해’와 ‘지식 적용’이라는 학습 단계가 

새롭게 도출되었다. 또한 ‘사회화와 정보교환’은 어느 정도의 지식 

이해와 적용이 끝난 후에 토론방과 스터디, SNS를 통해 동시적으로 

사회화와 정보교환이 함께 발생되고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의 온라인 

사회화와는 달리 온,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회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끝으로 ‘발전’단계에서는 관련 유사 강좌나 심화 강좌를 찾아보며, 주변 

사람에게 추천하는 등 지속적인 학습을 해나가고 있었으나, 배운 것을 

실제 자신의 맥락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89 

둘째, 수료자들은 세 가지 시기로 구분되어 범주별로 다양한 세부 

학습활동을 하고 있었다. 수료자들은 자신이 수강하고자 하는 강좌를 

찾는 강좌 수강 초기와 동영상, 퀴즈, 과제, 토론 등 매 주마다 반복되는 

주차 별 학습활동 시기, 그리고 강좌를 모두 다 들은 후 수료증을 발급 

받고 다른 강좌를 찾는 강좌 수료 후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6명의 수료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일련의 학습 

순서나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 MOOCs를 활용해 학습을 하는 전 

세계 학습자의 수는 많지만,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학습을 하는 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부족하다(Veletsianos et al., 

2015). 또한 MOOCs 플랫폼에서 수강자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 등을 제공하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수강자들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는 로그 데이터 등을 통해 제한적인 부분만 밝혀져 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접속을 몇 번 하는지, 

어떤 학습 활동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 등에 대해서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Breslow et al., 2013; Halawa et al., 2014).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세 가지 시점으로 구분된 여러 범주의 활동을 

실제 수료자들이 어떤 학습활동 과정을 통해 어떻게 행하는 지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습분석 연구를 시행하여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수료자들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MOOCs 플랫폼의 학습활동 

지원 기능을 활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관련 도구를 활용해 플랫폼 

밖에서 많은 학습 활동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현재 MOOCs 

플랫폼에서는 강좌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 주제, 학교별, 강좌 오픈 날짜 

별 등 다양한 강좌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메일로 추천 강좌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강좌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6명의 수료자 

들은 통합 검색사이트, 동료와 교수의 추천, 동료 수강생들의 강좌 리뷰 

글 등을 활용해 수강하고자 하는 강좌를 찾고 있었다. 또한 MOOCs 

플랫폼 별 상이한 학습도구를 익히기 위해 제공되는 강좌나 영상, 안내 

자료 외에도 블로그나 스터디를 통해 유용한 학습 전략과 방법을 배우고, 

각 MOOCs 플랫폼의 창립자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의 철학을 파악 

하기도 하였다. 주차 별 학습 시에는 동영상 학습이라 하더라도 손이나 

타이핑으로 노트필기를 하고, 화면캡쳐, 자막을 다운받아서 하이라이트 

치며 본다거나, 영어단어를 검색하는 등 기존 학습지원 기능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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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향후 MOOCs를 설계할 때 플랫폼 밖 

에서의 활동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플랫폼 내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토론방에 이전 수료자가 로그인을 하여 해당 강좌의 장점을 

적게끔 하여 수강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강좌를 수료한 후 리뷰를 남겨놓은 블로그 등의 주소를 강좌 게시판에 

공지해 놓아 학습방법을 익히게 도울 수 있다. 또한 수강생들의 동영상 

학습을 위해서 주요 핵심 내용은 그림 파일이나 PPT로 제공하여 

불필요한 화면캡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노트필기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동영상 자막도 읽기 편하도록 편집한 파일을 업로드 하고, 동영상 

강의에서 설명되는 어려운 단어 등은 용어사전 형태로 정리하여 학습자 

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강좌를 수료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 
 

두 번째 연구문제는 MOOCs 수료자들이 플랫폼과 관련 도구들을 

어떻게, 왜 활용하는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점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온라인 학습의 한계점인 시간과 공간의 

분리를 극복하고자 MOOCs 플랫폼 내의 학습 지원 기능을 활발히 

활용하여 학습을 하고 있었다. 먼저, 수료자들은 ‘접근과 동기 부여’ 

단계인 학습 초기에 강좌 안내 페이지의 안내 동영상, 교수자 약력, 

강의계획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 강좌 난이도 등이 수료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Adamopoulos, 2013)를 고려할 때, 

수료자들은 강좌 안내 페이지에서 해당 강좌가 얼마나 흥미롭고 

어려운지를 판단하기 위해 안내 페이지를 열심히 읽어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차 별 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무엇보다 강좌에서 제공 

하는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마감 시간을 

놓치지 않고 퀴즈나 과제를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은 한국 

학생들이 스케줄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학습활동을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Ahn, Yoon, & Cha, 2015). 따라서 향후 MOOCs 설계 

시에는 연구참여자들이 과제 제출일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구글 

캘린더 등을 통해 전체 강좌 일정을 제공하는 스케줄 관리 기능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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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참여자들은 xMOOCs 형태의 플랫폼에서 강좌를 주로 

수강하였기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동영상 강좌를 ‘지식 이해’의 측면 

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에 이용하고 있었다. Breslow 외(2013), 

Firmin 외 (2014)에서 수료자들은 동영상 시청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수료자들은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학습을 해야 했기에 

전체적인 내용 이해를 위해 모바일을 통해 멈추지 않고 쭉 보는 경우도 

있었으며, 동영 시청 시에는 제공되는 영어 자막을 항상 이용하였으며, 

나아가 자막을 다운 받아 하이라이트를 치며 읽어보기도 하고 있었다.  

그리고 MOOCs 수료자들은 ‘지식 적용’ 단계에서 실제 과제와 

퀴즈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Breslow 외(2013) 

에서는 수료자들이 퀴즈나 과제에 보낸 시간을 합쳤을 때 동영상 학습에 

사용된 시간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Firmin 외(2014)는 

수료자들의 문제 풀이 횟수가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여러 연구참여자들은 과제를 하기 위해 생각하는 시간을 포함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퀴즈 풀기는 단순히 동영상 

강좌를 수동적으로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료자들의 완전 학습을 

돕고 있었다. 퀴즈 풀이는 본인의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동영상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주차 별 퀴즈 등을 풀 때는 강좌에서 

허용한 풀이 횟수를 최대한 이용하며, 만점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반복해서 풀며 학습 이해도를 높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사회화와 정보교환’ 단계에서 동료평가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었으며, 평가방식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Hew(2015)는 적극적 학습의 일환으로 MOOCs에서 동료평가 

시 피드백을 작성하고 받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의 수료자들은 동료평가를 활발히 사용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밖에 수료자들은 목표로 하는 강좌를 수료하기 위해 유료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홍성연(2009)은 온라인 환경에서 성적이 높은 

학습자들은 분명한 초기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자신의 학업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MOOCs라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는 별도의 목표 

설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수료자들은 강좌를 끝까지 듣고 수료하겠다는 

목표로 유로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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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수료자들이 보인 플랫폼의 적극적인 활용방법은 향후 

MOOCs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 많은 중도탈락자나 초보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학습 전략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MOOCs 수료자 6명은 서구의 학생들과는 달리 ‘사회화와 

정보교환’의 목적으로 토론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MOOCs 수료자 6명은 모두 공통적으로 토론방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몇 개의 토론글을 읽거나 가끔씩 댓글을 다는 

정도로 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보이는 

한국인 학습자의 수동적인 토론 참여와 일치한다(Lim, 2004). 선행 

연구에서 MOOCs 수료자들은 공통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동료들과 토론 

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론글과 댓글을 읽고 쓰는 비율이 

높았다(Breslow et al., 2013; Gillani & Eynon, 2014; Ho et al., 2014). 

이는 선행연구의 MOOCs 수료자들이 주로 서구 학생들인 것과 달리 본 

연구는 한국인 수료자들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학습성향 및 문화적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영어로 제공되는 MOOCs를 수료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한국인들이었기에, 동영상 강의를 소화하고 퀴즈와 

과제를 하는 데에만도 실제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저는 과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토론 글을 달 힘이 없어요.  

(연구참여자 4)  

 

 따라서 이들은 강좌수료에 반영이 되는 퀴즈, 과제 등의 점수가 큰 

부분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그렇기에 토론방에서 글을 읽는 

경우도 점수에 반영이 되는 경우 최소한으로 참여를 하거나, 토론글을 

읽을 때도 교수자나 조교가 작성한 글을 더 주의 깊게 보고, 과제나 

퀴즈에 대한 힌트를 얻는 등 ‘정보교환’의 목적으로 주로 토론방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참여자들의 행위는 Salmon(2013)이 제시한 동료 

수강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적인 ‘지식 구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 학생들 특유의 학습관리 전략을 

고려하여, 토론처럼 동료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 공유와 

협력적 지식 구성 등을 목표로 하는 강좌라면 토론방 활동에 일정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이 향후 교수설계전략으로 필요할 것이다.  



 

 93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강좌를 소화하고 수료하기 위해 MOOCs 

플랫폼 내에서 지원하지 않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본인의 필요에 따라 

하고 있었다. 이들은 온, 오프라인으로 스터디를 하거나, SNS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노트필기를 하고, 인터넷 상에서 책과 관련 자료를 

찾는 등 자발적으로 많은 학습활동을 하고 있었다. Moore(1993)가 

제시한 원격교육의 특성인 ‘구조’와 ‘상호작용’요소를 고려했을 때, 

수료자들이 이용한 MOOCs는 대부분 xMOOC의 성격을 띠고 있기에 

이러한 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나 많은 강좌들이 강좌의 

길이, 진행, 동영상, 과제 등의 ‘구조’는 상당부분 갖추어져 있는 반면, 

‘상호작용’적인 요소는 다소 부족하였기에 플랫폼 밖에서 수료자들이 

많은 관련 도구를 활용해서 학습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접근과 동기부여’, ‘지식 이해’ 단계에서 교수자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 상에서 활발히 찾아보고 있었다. 먼저 강좌 수강 초기에 

교수자에 대한 정보를 활발히 수집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플랫폼 

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교수자가 작성한 책 등을 인터넷 상에서 활발히 

검색하고 있었다. 특히나 읽기자료를 찾아서 보는 행위는 MOOCs를 

수강하고 수료한 경험이 많은 연구참여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이는 

MOOCs 수강 경험이 1회에 불과한 연구참여자 1과 5가 읽기자료를 

활발히 사용하지 않았고 별도로 찾아보지도 않았다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행동은 기존의 양적 연구 중심의 MOOCs연구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학습활동이다. 따라서 향후 MOOCs를 설계할 때는 다양한 

읽기자료와 학습자료를 수강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료자들은 ‘지식 이해’ 단계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며 손이나 

타이핑으로 노트필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들은 노트필기에 사용 

하기 위해 동영상에서 핵심 정보나 구조화된 내용이 제시될 때는 

화면캡쳐를 종종 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한국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내용을 정교화하고 반복학습을 많이 한다는 홍성연 

(2009)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Veletsianos 외(2015)의 

연구에서는 MOOCs 학습자들이 동영상 시청 때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 

종이에 노트필기를 하거나 또는 언제든 접속하여 읽기 쉽도록 디지털로 

노트필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트필기 시 동영상 자막이나 PPT에서 

복사해서 붙여 넣기도 하며, 동영상에서 제시되는 정보가 많을 때는 

화면캡쳐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밖에 서구 학생들은 노트필기 한 것을 

타인과 공유하여, 퀴즈나 글쓰기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트필기 



 

 94 

활동은 서양 MOOCs 학습자들에게서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참여자 

들에게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러한 논의점을 토대로 향후 MOOCs를 설계, 운영할 때, 학생들의 

‘지식 이해’를 촉진 시키기 위해 자기조절학습을 지원(임철일, 2002, 

2005)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노트필기 사례를 교수자가 제공한다거나, 

플랫폼 내에 노트필기 작성을 돕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아가 박태정, 차현진, 이가영(2015)의 학습분석학 기반 자기 

조절학습을 위한 MOOCs 설계전략처럼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을 지원 

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학습분석 기능이 

향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사회화와 정보교환’을 위해 플랫폼 

밖에서 온, 오프라인 스터디를 열심히 활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심도 

깊은 토의 등의 심화학습 목적보다는 학습관리와 행동통제 등 자기조절 

측면에서 강좌에 대한 정보와 마감 기한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스터디 

활용을 선호하고 있었다. 온라인 스터디로는 카카오톡, 강좌와 관련된 

페이스북 그룹, 스터디 구성원들의 페이스북 그룹 등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었다. 그 밖에 SNS를 통해 온라인 스터디를 대체하는 수료자도 

존재했다.  

 

“페이스북 같은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좋죠. 어쨌든 가입되어 있으면 

알람이 오니까. 커뮤니티 글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참여가 돼요. 이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혼자 대부분 MOOCs를 듣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열심히 하는 거를 보면 자극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끔씩 올리면 자극제가 되니까. 혼자 하면 외부로부터 

자극이 없잖아요. 교수님 밖에 없잖아요.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4)  

 

그 이유는 온라인 상에서 학습을 하는 특정 강좌의 전 세계 

수강생들끼리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오프라인 스터디에서 서로 발제를 하여 내용을 

공유하는 형태의 스터디 운영 방식은 시간 대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스터디의 활용 방식에 대한 인식은 한국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서구 학생들보다 학습 과정 그 자체를 즐기기 

보다는 시간을 투자하여 학습내용, 순서, 속도를 통제하는 정도가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이 깊다(Lim, 2004). 따라서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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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Cs 수료자들은 스터디에서 더 심화된 학습을 하고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기 보다는 학습관리와 자기통제의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스터디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스터디의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 공부를 하는 연구참여자 6과 

같은 수료자도 존재했다. Veletsianos 외(2015)의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남자친구와 함께 동영상 강좌를 보고 퀴즈를 같이 풀기도 하였으며, 

남편, 장모, 장인들과 유용한 학습자료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렇듯 

플랫폼 밖에서 타인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것은 MOOCs 

학습자들에게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플랫폼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와 정보 교환’ 단계 

에서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돕기 위해 여러 종류의 읽기자료와 외부 

인터넷 자료를 링크 형태로 제공하고, 노트필기 자료를 온라인 수강생 

들과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 타인과 함께 학습하는 것을 장려하는 등의 

MOOCs 교수설계전략이 요구된다.   

 

3. 맥락에 따른 학습활동 어려움 
 

세 번째 연구문제는 MOOCs 수료자들이 어떤 학습활동에서 어려움 

을 겪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학습환경이 학습활동의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학교를 자퇴하고 주로 집에서 학습을 한 연구참여자 3은 

MOOCs를 진짜 학교 수업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학교를 다니듯이 여러 개의 강좌를 꾸준히 본인의 

방에서 혼자서 학습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항상 MOOCs 플랫폼에 

들어가 본인의 관심 강좌를 찾아보고 어떤 강좌를 들어야 할지 미리 

계획을 다 세워두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학습자에게는 ‘접근과 

동기부여’ 단계에서 메일로 추천 강좌를 알려주거나 MOOCs 통합 검색 

사이트에서 강좌를 찾는 것은 매력적이지 못한 일이었다.  

한편 연구참여자 6은 미국에 살고 있기에 MOOCs를 함께 수강할 

한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찾고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강좌를 수강하는 한국인들을 찾기가 힘들고 영어로 전 세계 동료 

학습자들과 원활히 의사소통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회화와 정보 

교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는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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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강한 강좌와 MOOCs의 장점을 소개하고, 가족과 함께 동영상 

을 시청하고 과제를 하며 도움을 받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MOOCs 학습 시 개인적이거나 사회문화적인 환경 

과 같은 맥락적 차이가 수료자들의 학습참여와 활동에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Veletsianos 외(2015)의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직장 

퇴근 후에 MOOCs 학습을 하기도 하며, 딸이 잠을 자는 오후 8시 

이후에 한꺼번에 몰아서 동영상을 다 시청하는 등 개인적 환경에 따라 

다른 학습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또한 

본인의 학습환경과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학습활동을 보이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가족과 함께 공부를 하거나, 의사소통이 편한 

한국어를 사용하는 동료 수강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거나, 진짜 학교 

수업을 듣는 것처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정 부분 이상 MOOCs를 

통해 학습을 하는 수료자들이 존재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토론방에서 글이나 댓글을 읽는 것 보다는 

직접 토론글이나 댓글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나 

연구참여자 3은 토론글과 댓글 읽는 것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토론방의 글들이 전 세계 학습자 누구나 작성할 수 있기에 다소 

신뢰성이 떨어지고 학습내용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다는 연구참여자들의 

의견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토론글과 댓글을 보는 것이 무조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Salmon 

(2013)이 제시한 동료 학습자들과의 협력적인 ‘지식 구성’은 MOOCs 

에서 발생되고 있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기존 온라인 학습환경과는 

달리 MOOCs는 수강생의 숫자가 몇 천 명에서 몇 만 명까지 너무나 

많아서 토론이 무작위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며 지식을 생산 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토론방에서 교수자의 적절한 통제나 

안내가 있는 경우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토론방에서 

교수자나 조교가 작성한 글이나 댓글을 더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기존 MOOCs 수료자들이 교수자의 안내나 지침 없이 

도 활발히 토론방을 사용한 것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의 

차이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동료 학습자보다는 교수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 하여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규칙이나 원칙을 필요로 하는 한국 학생들의 경향성과 일치한다(J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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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awardena, 2014; Wang, 2007). 또한 MOOCs에서 한국 학생들은 

토론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의 성별, 국가 등의 기본 정보를 알고 

싶어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을 좋아했다(Ahn, Yoon, & Cha, 

201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MOOCs의 토론방을 설계할 때 

FutureLearn처럼 ‘사회화와 정보교환’ 단계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동료 수강생들의 관심 분야, 이전 수강강좌 등에 대한 정보를 수강생 

들이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본인에게 댓글을 남기거나 동료 

평가를 해준 동료 학습자에 대한 정보나 관련 글을 찾아보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강좌를 설계할 때 의무적으로 동료 수강생의 

토론글과 댓글을 몇 개씩 읽고 댓글을 남기도록 과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프라인 스터디에 대한 어려움은 동양 학생들이 보이는 교수자 

의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구참여자 4, 5는 오프라인 스터디에서 

열띤 토론 등을 통해 심화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MOOCs 학생들의 참여와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수자에 대한 접근 정도, 교수자의 역할이나 열정 등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Adamopoulos, 2013; Hew, 2015). 실제로 연구참여자 

2는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 시 강좌의 교수자를 대체하여 해당 분야의 

지식이 많거나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하였다. 따라서 향후 MOOCs를 운영할 때 ‘사회화와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교수자가 온, 오프라인 스터디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 수강생들에게 안내해주는 것이 제안된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이 학습활동의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표적으로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학습을 하기에 ‘지식 

이해’ 단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영어권 국가에 

살아본 적이 없거나, 본인의 영어 실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연구참여자 

1은 영어 단어를 검색하는 것을 다른 연구참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를 낮게 평가했다. 또한 많은 수의 수료자들이 과제 중에서도 

에세이 작성 하는 것을 힘들어 하였다. 그 이유는 영어로 글을 쓰는 

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수강생들을 

위해 주요 용어를 정리한 자료를 교수자가 제시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또한 연구참여자 2처럼 구글 크롬 등의 영어사전 확장도구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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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단어를 별도로 검색하지 않고 바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뜻을 

확인하는 방식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노트필기는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종이에 할지 또는 컴퓨터로 

타이핑을 할 지가 달라졌다. 연구참여자 6은 타이핑보다는 손으로 하는 

필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기에 화면캡쳐 등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지식 이해’ 단계에서 향후 효율적인 

노트필기 작성 등을 안내하고 노트필기 자료의 학습자 간 공유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연구참여자 2는 스터디를 통해 각각 

파트별로 분담하여 요약, 정리한 노트필기 자료를 온라인 상에서 

동료들과 공유하고 있었다.  

주차 별 퀴즈는 100점을 받을 때까지 풀려고 하는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2와 6은 퀴즈를 높은 

점수를 받을 때까지 반복해서 푸는 성향이 있었기에 다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한편 동영상 삽입된 퀴즈 등을 푸는 것에 낮은 점수를 

매긴 수료자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Udacitiy처럼 동영상 삽입 

퀴즈를 의무적으로 풀어야지만 넘어갈 수 있게 하거나 점수에 반영하는 

것이 ‘지식 적용’ 단계에서 제안된다.  

SNS 등을 찾아서 가입하고 강좌와 관련된 글을 읽는 것은 평상시 

SNS를 활용하는 개인의 차이에 따라 선호도가 갈리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2와 4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자주 방문하며 자연스럽게 현재 

수강하고 있는 강좌에 대한 소식을 볼 수 있어서 긍정적이었지만, 

연구참여자 3과 6은 SNS를 평상시 활발히 사용하지 않기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수료증을 링크드인과 같은 SNS에 

게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연구참여자 6의 행동도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화와 정보교환’ 단계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배예선과 전우천(2014)이 MOOCs 플랫폼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연동이 되는 LMS 개발을 제안한 것처럼, SNS 활용에 서툰 MOOCs 

학습자들을 위한 플랫폼 기능 개선 및 사용 방법 안내가 요구된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의 MOOCs 수강 경험이 학습활동의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나 ‘사회화와 정보교환’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 

이 많았다. 홍성연(2009)의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에 참석 

하거나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스터디 참여나 동료와의 관계 

설정을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강좌를 수료한 적이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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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온라인 스터디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온, 오프 

라인으로 스터디를 하며 여러 강좌를 수료 하였기에 학습시간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스터디를 지속적인 학습 동기유발 목적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매번 수강하는 강좌를 함께 공부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SNS나 토론방을 활용해 학습 자극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지식 적용’단계에서 수료에 반영되는 학습 

활동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10개 이상의 MOOCs를 수료하여 가장 

학습 경험이 풍부한 연구참여자 4는 손이나 타이핑으로 노트필기를 

하거나 동영상 자막을 보는 것에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개의 MOOCs를 경험하면서, 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점수에 

반영되는 퀴즈와 과제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연구참여자 6은 수료에 반영이 되는 

과제를 할 때는 즐거움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과제를 할 때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Hew(2015)의 실제 맥락을 반영한 문제 

중심 학습이 MOOCs 수강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향후 ‘지식 적용’ 단계에서 어떠한 형태의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수료에 

반영 시킬 것인지를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연구참여자 2도 비슷한 이유로 수료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읽기자료를 다운 받고 읽어보거나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서 본다거나 

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MOOCs를 수료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학습활동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라 

생각하여 필요성이나 즐거움을 크게 느끼고 있지 못 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대다수 연구참여자들은 읽기자료 보는 것을 좋아하고 있었다. 

Hew(2015)는 읽기자료와 외부 사이트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MOOCs 학습에서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향후 MOOCs 설계 시 학습자들의 강좌 경험 정도, 학습 

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동영상 외에도 다양한 학습 자원을 제공하여 학습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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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MOOCs는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학습의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MOOCs를 통해 

학습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강생들의 학습을 분석하기 위해 MOOCs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학습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양적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MOOCs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며,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서는 경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나 한국인 MOOCs 학습자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온라인이라는 학습환경에서 많은 학습자 

들이 교수자와 시, 공간으로 분리되어 혼자서 학습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MOOCs 

를 다 듣고 수료를 한 학습자들의 행동에는 독특한 현상과 특징이 숨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MOOCs수료자의 학습활동이 어떠한 지를 심층적 

으로 탐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 연구문제는 세 가지 

이다. 첫째,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의 주요 단계와 세부 학습활동은 

무엇인가. 둘째, MOOCs 수료자들이 플랫폼의 학습지원 기능과 관련 

도구들을 어떻게, 왜 활용하는가. 셋째, MOOCs 수료자들이 학습활동 

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들에 답을 하기 위해 다중 사례 연구를 활용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 연구는 어떻게, 왜라는 관점에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본 연구는 여섯 명의 

MOOCs 수료자들을 선발하여 여러 사례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며 MOOCs 수료자의 학습활동을 다양하게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도구로는 대표적으로 심층면담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했으며, 그 

밖에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한 노트필기자료, 과제, 토론글 등을 

추가적으로 모아 자료의 타당도를 높였다. 또한 서비스디자인 연구방법 

의 하나인 사용자 여정 지도를 사용해 세 번째 연구문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 시에는 연구참여자 검토, 동료검증, 외부자 검토 

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근과 동기부여’,‘지식 이해’,‘지식 적용’,‘사회화와 

정보교환’,‘발전’이라는 MOOCs 학습활동의 주요 5단계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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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각 단계별 세부 학습활동을 발견하였다. 또한 강좌 수강 초기, 

주차 별 학습 시, 강좌 수료 후라는 시기별 학습활동 과정을 도출하였다.  

둘째, 각각의 연구참여자들이 MOOC 플랫폼에 존재하는 학습 지원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왜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여섯 

명의 수료자들이 서로 공통적으로 보이는 학습활동도 존재했으며, 반면 

다른 목적 하에 행하는 학습활동도 나타나는 등 차이점을 보이기도 했다.  

셋째, 일련의 학습활동 들에서 MOOCs 수료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단계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의 시간적 여유, 

직장 상태, 전공 분야, 학습 스타일 등에 따라 상이한 부분에서 어려움 

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MOOCs 학습활동에 대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논의점을 지닌다.  

첫째, 기존 온라인 학습 발달단계와는 다른 MOOCs 수료자들의 

5가지 학습 단계와 다양한 세부 학습활동을 발견하였다. 다만 강좌 

수강초기, 주차 별 학습활동 시, 강좌 수료 후라는 시기로 학습과정을 

분석하였으나 모든 수료자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일련의 학습활동 과정을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MOOCs 학습자들의 

학습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강좌 검색, 

학습방법 익히기, 노트필기, 자막 하이라이트 치기 등 플랫폼 밖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MOOCs 교수설계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MOOCs 수료자들은 목표로 한 강좌를 수료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5개의 

학습 단계마다 플랫폼 내의 강좌 안내 페이지, 주차 별 공지사항, 

동영상과 퀴즈, 동료평가, 유료 수료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화와 정보교환’ 단계에서 토론방을 활발히 사용하는 

서구 학생들과는 달리 동영상과 과제를 소화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퀴즈나 과제에 대한 자료를 찾거나 교수자나 조교의 글을 주로 

보는 등 제한적으로 토론방을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플랫폼에서 지원 

하지 않는 교수자에 대한 정보나 관련 책을 인터넷 상에서 검색 및 

다운받아 읽고, 손이나 타이핑으로 노트필기를 하고 온, 오프라인 

스터디와 SNS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셋째, 학습활동의 어려움은 맥락에 따라 연구참여자들마다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학습환경 측면에서 MOOCs를 듣는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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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지리적 공간 등에 따라 달랐으며,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더 

선호하는 한국의 특수한 문화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개인의 영어 실력과 노트필기 성향, SNS 사용 빈도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MOOCs를 이전에 

얼만큼 경험했는지에 따라 온, 오프라인 스터디에 대한 선호, 수료에 

반영되거나 되지 않는 과제와 퀴즈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MOOCs 수료자들의 학습활동 과정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습분석 연구를 통해 학습 경로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MOOCs 수료자들의 시간에 따른 정확한 학습활동 경로를 명확히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특히나 주차 별 학습 활동 

시에 동영상, 퀴즈, 읽기자료, 토론방 등을 수료자들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여 학습과정을 전개하는지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MOOCs에서 수강생 집단 별로 어떻게 다른 식으로 학습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인 MOOCs 

수료자 6명을 모집하여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연구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강좌를 수강하였으며 MOOCs에 대한 이해도나 경험 정도가 

다르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동일한 배경과 

조건을 가진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여, 한국 학생들과 서양 학생처럼 

문화권에 따라 MOOCs 학습활동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 

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료자들과 비 수료자들이나 남자와 

여자 간의 학습활동 차이점을 실험 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MOOCs를 수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학습자 역량이 필요 

한지가 연구되어야 한다. 정인성(2015), Gasevic 외(2014)는 MOOCs 

수료자들의 메타인지 기술이나 학습전략 등을 탐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료자들이 동영상 학습 시 자발적으로 화면을 캡쳐하여 

노트필기를 하고 학습 자극을 받기 위해 온라인 스터디를 하는 등 

다양한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수료자들이 보이는 

특성이나 역량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범주화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 기능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MOOCs 중도 탈락자들이 마감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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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는 것이 어려웠다고 토로하였다(Kizilec & Halawa, 2015).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강좌의 과제나 퀴즈 마감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 별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 따라서 MOOCs 학습자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자기조절학습과 같은 학습이론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목표 설정, 기록과 검색 기능 등(박태정, 차현진, 

이가영, 2015; 임철일, 2002, 2005)이 플랫폼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한된 사례를 가지고 장시간의 관찰이 아니라 주로 

면담과 문서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자의 MOOCs 수강이나 학습 경험 등에 영향을 

받아 연구 결과의 해석에서 주관성이나 편견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관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질적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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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심층면담 질문지 

 

■공통 질문 

- MOOCs를 처음 듣기 시작한 시기는? 

- MOOCs를 수강한 동기는 무엇인지? 

- 어떤 플랫폼(MOOCs 사이트)에서 MOOCs를 수강했는지? 

- 수료한 강좌는 몇 개인지? 

- 어느 대학의 강좌였는지?  

- 수료증이 무료, 유료 중 어떤 것이었는지? 

 

■학습 초기의 활동 

- 수강할 강좌를 어떻게 찾는지? 

- 메일로 오는 MOOCs 추천 강좌들을 살펴보는가? 인기강좌, 새로 

오픈 예정 강좌 등 

- 수강한 강좌에서 메일로 오는 수강강좌에 대한 안내글을 잘 

살펴보는지? 

- 플랫폼 별로 존재하는 MOOCs 학습안내, 강좌소개, 학습방법 등을 

살펴보는지? 

- 강좌에 대한 안내 페이지(강좌설명, 교수약력, 주차 별 학습시간) 

꼼꼼히 읽어보는지? 

 

■학습 중기의 활동 

- 주차 별로 안내되는 학습개요나 학습목표를 읽어보는가? 

 

▶동영상 강의 

- 10분짜리 동영상이라면 한번 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몇 번 

듣는지? 

- 동영상 다운로드 하는지? 동영상 시청 중 정지는 몇 번 하는지? 

- 동영상 시청을 하며 노트필기를 하는가? 손으로 or 디지털로? 

- 자막을 켜놓고 보는지? 자막 없이 보는지?  

- 자막을 다운 받아서 읽어보는지? 자막에 밑줄을 치거나 별도로 

파일을 저장했는지? 

- 동영상 시청 중 주요 화면은 캡쳐하는지? 

- 동영상 강의에 사용된 PPT 자료는 다운 받아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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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자료 

- 학습읽기 자료를 다 읽어보는지? 

- 외부링크로 제공하는 학습읽기 자료에 접속해서 꼼꼼히 읽어보는가? 

- 관련된 읽기 자료를 검색해보는지? 

 

▶문제 및 퀴즈 

- 동영상 시청 중 제공되는 퀴즈를 즉석으로 푸는지? 끝난 후 푸는지? 

- 주차 별로 제공되는 일련의 퀴즈를 푸는지? 

- 중간, 기말고사의 시험활동(퀴즈형태)이 있었는지? 

 

▶과제 

- 에세이 등 강좌에서 요구하는 개별적인 과제를 하는지?  

- 어떤 종류의 학습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지? ex)사례 

- 외부링크로 제공되는 학습활동에 참여하는지? 

- 동료와 협력을 하여 과제를 작성한 적이 있는가? 

 

▶과제 평가 

- 제출한 과제에 대해 자기평가를 시행하는가? 이러한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타인이 제출한 과제에 대해 동료평가를 시행하는가? 이러한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토론(교수자가 제시) 

- 교수자가 제시한 토론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가? 

- 토론 시 다른 학생의 글을 그저 읽기만 하는지? 

- 타인의 글에 댓글을 다는지? 

- 교수자나 조교가 글에 댓글을 다는 것을 읽어보는지? 

- 교수자가 제시한 토론 외에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토론에 참여하는가? 

 

▶게시판(학습자간 의견 공유) 

- 온라인 상에서 모르는 동료학습자와 의견을 교환하거나 질문을 

게시판에 올리는가? 

- 토론 외의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가? 

- 동료 학습자가 작성한 다른 글을 검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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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학습자에게 유용한 학습자료를 공유하려고 노력하는가? 

 

▶학습 커뮤니티 

- 같은 강좌 수강생과 온, 오프라인 스터디를 진행하는가? 

- SNS(페이스북 그룹, 트위터)상에서 학습자료를 공유하고 나누려고 

하는가?? 

- SNS에서 어떤 질문을 올리는가? 

- 동료학습자의 개인정보를 찾아서 읽어보는가?  

- SNS에서 모르는 정보를 얻는가? 

 

  

■학습 후기의 활동 

▶학습관리 지원 

- 강좌 공지글을 자주 확인하는가?  

- 학습진도를 자주 확인하는가? 

- 수료한 강좌에서 모두 수료증을 발급받았는가? 

 

▶연계강좌 찾기 

- 특정 강좌 수료 후 관련된 다른 강좌를 물색하여 수강하는가? 

- 다른 유형의 강좌를 무슨 기준으로 검색하는가? 

 

■전반적 

- 학습활동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은? 

- 일주일에 MOOC 1 개 강좌 학습에 얼마큼의 시간을 투자하는지? 

- 일주일에 MOOC 1 개 강좌에 얼마나 규칙적으로 방문하는가? 

- 일주일에 MOOC 1 개 강좌에 몇 번 정도 접속을 하는지? 

- 본인의 MOOCs수강시 학습활동의 시간적인 과정 순서는 어떠한지? 

- 무료, 유료 이수증 발급, 청강이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 수료한 강좌들 사이에서 학습활동의 차이가 있었는지? 또는 수료한 

강좌와 그렇지 못한 강좌의 학습활동에서 차이가 있었는지? 

 

■최종 

- MOOCs 플랫폼에서 부족하거나 추가 되기를 바라는 학습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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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별 강좌 진행 중 특히나 힘들거나 즐거웠던 시점은? 그 이유는? 

- 강좌를 수료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나 계기는? 

- MOOCs에서 학습한 것이 어떻게 이후에 도움이 되었는지? 

- 수료한 강좌를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핵심적인 활동 

3 가지를 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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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서비스 디자인 사용자 여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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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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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of MOOCs Compl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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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s) newly emerged as 

a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participated. As a result, learners’ behaviors and activities 

such as the time and number of videos, quizzes and discussions 

within the MOOCs platform have been studied, using large-scale 

data and surveys. However, what MOOCs learners experience, how 

they study and why they engage in particular activities are unknown. 

For instance, peer evaluation is commonly used as a part of learning 

activities in MOOCs platforms. But what MOOCs learners think 

about peer evaluation and how they use peer evaluation is not 

known well. Also, learning occurs according to certain steps in a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like MOOCs. However, many learners 

often drop out of MOOCs because professors and fellow students 

are separated spatially and temporally. Despite these difficulties, 

people who have completed MOOCs have the possibility to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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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 phenomenon and features of MOOCs learning. In particular, 

while South Korean students are good at controlling the amount of 

time they spend and regulating their actions in the online 

environment, they are not good at collaborative learning. 

Furthermore, little has been known about the learning activities of 

Korean MOOCs completers who are not native English speaker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ed to thoroughly explore the 

learning activities of MOOCs completers.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major learning steps and detailed 

learning activities of MOOCs completers? Second, how and why do 

MOOCs completers use platform functions to support learning and 

the relevant tools outside of MOOCs platforms? Third, in which 

learning activities do MOOCs completers experience any difficulties? 

As a research method,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according to qualitative research, benefitting from multiple case 

studies. A case study is usually used for the purpose of describing a 

phenomenon from the points of view of how and why.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selected six MOOCs completers and tried to 

diversely grasp their learning activities by examin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cases. For data collection, 

the researcher intensively interviewed each research participant 

one or two times and assembled notetaking documents, assignments 

and debate statements that they made. In addition, the user 

itinerary map, as a research tool of service design methodology, 

was used to collect materials on the third research question. Data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three steps like coding, 

classification and ensuring categories, which are used commonly in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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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five learning 

stages such as "Access and Motivation," "Knowledge Understand", 

"Knowledge Application", "Socializ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and "Development" were found. In addition, detailed learning 

activities at each learning stage and learning activities in terms of 

time category were derived. Second, the completers did many 

learning activities using platform learning functions, such as looking 

at carefully course information page, checking course 

announcements in order to avoid missing the deadlines of quizzes 

and assignments, watching lecture videos with a caption, solving 

quizzes for mastery learning, using interesting and productive peer 

evaluation in assignments, reading debate statements and leaving 

limited comments in discussion forum, rather than writing a 

discussion. Also, they learned using several tools outside of MOOCs 

platforms, like reading reviews on MOOCs integration websites to 

search the course and doing community activities through online 

study groups and SNS. Third, MOOCs completers had difficulties in 

checking the recommended course in e-mails, reading guided e-

mails, capturing video screens, connecting MOOCs with 

smartphones, taking notes, learning reading materials, doing quizzes 

and assignments that are not reflected in the course completion, 

writing English essays, doing offline study communities and getting 

paid certificates for different reason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it was possible to derive the 

three discussion points for learning activities of MOOCs 

completers. First, MOOCs learning activities were diverse. Learning 

stages of MOOCs completers were different with online learning 

stages of preceding research, and the various learning activities 

have occurred outside the platform. Second, MOOCs compl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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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doing self-directed learning. For example, they actively made 

use of learning support functions within platforms, such as peer 

evaluation, course information pages, announcements and quizzes. 

Furthermore, they discussed passively and did a lot of learning 

activities outside of MOOCs platforms, such as searching for 

information on professors and books on the internet, writing notes, 

participating in online study communities and using SNS. Third, 

there can be differences in all study participants’ difficulty of 

learning activities depending on the context, like learning 

environment, individual characteristics, MOOCs experience. Lastly, 

the implications about a need for MOOCs design strategies to 

support a variety of learning activities were suggested,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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