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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에서 최적화된 학습 및 학습 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학습자
와 그 상황적 맥락에 관한 정보를 측정, 수집, 분석, 보고하는 학습분석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는 여러 이
해관계자들에게 학습분석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공하여 교수-학습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학습 도구로서 커다란
가치를 지닌다. 다만 대시보드가 교수-학습 상황에 등장한지 불과 수년
밖에 되지 않아 현재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대시보드에 대
한 기초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학습자가 대시보드를 어떻게
인식하며 또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알고 싶은지 등 학습자
측면에서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학습자 인식에 바탕을 둔 대시보드의 설계를 위한 기초 연
구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공간의 내용을 탐
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학습자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
드를 몇 개의 차원으로 인식하며 또 그 각 차원에 포함되는 인식의 내용
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방법으로는 특정 대상자의 인식을 토대로 대상을 분류하고 유형화
할 수 있는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의 개인인식
공간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로는 대시보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 2명이 선정되었다. MDS에 사용된 연구대상으로는 세계적
으로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차별화되는 11개의 대시보드가 선정
되었다. MDS의 방법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은 선정된 학습분석 기반 대
시보드들을 두 개씩 쌍으로 하여 그 유사성을 5점 척도로 묻는 55개의
문항에 응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ALSCA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되었고, 그 결과로 각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들의 좌표점과 지각도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군집분석(clustering)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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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두 학습자 모두 대시보드를 3개의 차원으로 인식
함이 확인되었다(학습자 1, Stress=.17, RSQ=.72; 학습자 2, Stress=.10,
RSQ=.87).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구성 요소 분석, 각 대시보드의 전
체 화면 비교, 그리고 연구 참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각 차원
의 명칭이 붙여졌다. 하나(학습자 1)는 정보의 상대성, 정보의 질, 정보의
다지성이라 부를 수 있는 차원들이었고, 다른 하나(학습자 2)는 정보의
상대성, 학습 활동의 사회성, 정보의 정교성이라 부를 수 있는 차원들이
었다. 이는 학습분석 관련 문헌들의 관심 주제들을 벗어나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차원들이었다.
결론적으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구성에 있어서 학습자의 인식에
바탕을 둔 학습자 중심 대시보드의 필요성과 함께 학습분석 정보의 생산
과 제공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체제적 관
점에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에 대한 학습자 중심 연구의 토대를 마련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차원들은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설계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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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컴퓨터와 인터넷에서의 데이터 수집 기술이 진보됨에 따라 사용자들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용이하게 수집하고 이를 거대 데이터로 데이터베
이스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에 비해 양이
방대하며 형태가 다양하여 빅데이터(bigdata)라고 부른다. 아직 빅데이터
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는 부재한 실정이나 ICT 분야에서 시도하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설명을 통해 빅데이터의 개념과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Data, 2012; Gartner, 2012; Picciano, 2012; West, 2012;
Manyika, Chui, Brown, Bughin, Dobbs, Roxburgh, & Byers, 2011). 빅
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
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의 집합
을 말한다. 또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빅데이터 분석이라 일컫는다.
학자들은 빅데이터가 3V로 알려진 세 가지 속성 - 양(Volume), 속도
(Velocity), 다양성(Variety) - 측면에서 기존의 데이터 분석과 구분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덕분에 효율적이며 통찰력 있는 의사결정을 가능하
도록 한다고 보고 있다(조용상, Robert, 2013; Russom, 2011). 빅데이터
는 소비자 행동 및 선호도 분석, 질병 예보 등 여러 목적으로 마케팅, 의
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교육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하는 시도가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나일
주 외, 2015).
교육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대표적인 분야는 학습분석
(learning analytics)이다. 학습분석이라는 용어는 2009년 등장하였으며
관련 학술대회(Learning Analytics & Knowledge, LAK)는 2010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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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시작한 새로운 연구 분야이다. 학습분석 연구 학회(Society for
Learning Analytics Research(SOLAR))는 학습분석을 “최적화된 학습
및 학습 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학습자와 그 상황적 맥락에 관한 정보
를 측정, 수집, 분석, 보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Siemens & Baker,
2012; Siemens & Long, 2011; Siemens, Gasevic, Haythornthwaite,
Dawson, Shum, Ferguson, Duval, Verbert, & Baker, 2011). 이러한 형
태로 정의되는 학습분석의 실현은 사용자 또는 학습자가 컴퓨터와 인터
넷 등의 활용을 통해 남겨진 흔적으로서의 디지털 데이터 즉, 빅데이터
가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이 된다.
빅테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분석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쉽
게 이해하도록 시각화된 형태로 제시되며(Beinkowski, Feng, & Means,
2012), 이를 학습분석학 기반 대시보드 또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learning analytics based dashboard)라고 명명한다(박연정, 조일현,
2014; 조일현, 하건희, 박연정, 2015; 진성희, 유미나, 2015). 학습분석 기
반 대시보드는 학습자와 학습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습 상
황, 학습 결과 등의 학습 관련 주요 정보들을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대시보드인 자동차의 대시보드(계기판)를 그 모태
로 한다.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는 사용 추적(usage tracking), 예측 분석
(predictive analytics),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tics)을
위하여 활발히 개발 및 활용되고 있으며, 대상 사용자에 따라 목적과 구
성이 상이하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는 학습
자가 자신의 학습 상태를 확인하고 성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기주도적
으로 학습하도록 지원한다. 반면 교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는 전체 학습자의 학습 상태를 조망함으로써 위험 상황의 학습
자 지원, 커리큘럼 및 교수 목표 조정 등 교수 과정 전반을 통찰하기 위
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므로 수많은 학습자들의 활동을 용이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활용 및 목

- 2 -

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학습자에게는 학습 정보 및 피드백을 제공
하고 교수자에게는 교수 방법 및 효과적인 학생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
이 크게 두 부류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에 대한 개발 중심의 사례 조
사 연구들이다. 현재까지의 대시보드 연구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현
재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는

대시보드인

CALMSystem,

StepUp!,

Student Inspector, SAM, SNAPP, Course Signals 등이 어떤 배경 및
필요성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는지, 어떤 과정과 방법을 거쳐 개발되었는
지, 그리고 개발된 대시보드의 구성 요소 및 특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이

그것이다(Bakharia,

Heathcote,

&

Dawson,

2009;

Dawson, Bakharia, & Heathcote, 2010; Essa & Ayad, 2012; Govaerts,
Verbert, Duval, & Pardo, 2012; Kerly, Ellis, & Bull, 2007; Kerly, Ellis,
& Bull, 2008; Odriozola, Luis, Verbert, & Duval, 2012; Zinn &
Scheuer, 2007). 여기에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에 관한 일부 메타 연
구들도 포함되며 이들은 대상 사용자, 추적된 데이터, 활용 기기, 시각화
방법 등으로 여러 사례 연구들을 정리하였다(진성희, 유미나, 2015;
Verbert, Duval, Klerkx, Govaerts, & Santos, 2013; Yoo & Jo, 2014).
두 번째 부류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효과성 검증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다. Arnold와 Pistilli(2012)는 Course Signals를 사용한 학습자의
학습 결과 향상과 중도탈락 감소를 확인하였으며, Kerly 등(2007)은 통
제된 환경에서 CALMsystem을 사용한 학습자는 자기 성찰과 자기 평가
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보고하였다. Kobsa 등(2004)은 제한된 실험 환
경에서 CourseVis의 효과성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대시보드를 사용한 학
습자의 만족도는 향상되었지만 사용하지 않은 학습자와 비교하여 학습
결과의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하지 않은
연구들은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지각된 유용성을 탐구하였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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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습분석에 의해 추적된 데이터의 종류에 따른 유용성 비교, 교수자
가 지각하는 대시보드의 유용성 정도, 또 학습자가 지각하는 유용성 정
도 등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데에 그 초점을 두었다(Dollár & Steif,
2012; Govaerts, Verbert, Duval, & Pardo, 2012; Santos, Govaerts,
Verbert,

&

Duval,;

2012;

Silius,

Miilumaki,

Huhtamaki,

Tebest,

Merilainen, & Pohjolainen, 2010; Zinn & Scheuer, 2007).
이러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그 유용성과 효
과성에 대한 긍정적 시사점을 남기면서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 것
으로 판단된다.
첫째, 이러한 연구들은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사용 주체인 학습자
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들 중 사례 조사 연구에서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사용 주체가
아닌 객체에 초점을 두고 대시보드의 개발 및 이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
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따라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개발 자체의 기
술적 연구에 덧붙여 학습자의 활용을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일찍이 Gross, Stary와 Totter(2005)는 대부분의 학
습 대시보드들이 사용자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둘째,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 과정에 대한
통찰보다는 연구자나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제공자의 입장에서 연구
들이 수행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Verbert, Duval, Klerkx, Govaerts와
Santos(2013)는 사용자가 학습분석 정보를 해석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4
단계의 모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대시보드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고
파악하는 정보의 인식 단계(awareness), 자신에 대한 정보가 유용한지를
생각하는 성찰 단계(reflection), 성찰 과정에서 생기는 질문에 대답하며
깨달음을 얻는 통찰 단계(sense-making), 마지막으로 변화를 일으키며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단계(impact)가 그것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학습
자들은 대시보드에 주어지는 정보를 인식하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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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인 성찰, 통찰, 영향 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이는 일견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뜻하는 바는 심오하다 할 수 있다. 즉, 대시보드에
제시되는 정보에 대한 인식이 향후의 심리적 기제들의 근본이 된다는 것
이다. 그렇다면 그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되어야 하며 또한 어떠한 방식
으로 인식되도록 시각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게 된다.
지금까지의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들은 그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기관이
나 단체의 편의 또는 현재 가능한 분석 기술들을 바탕으로 임기응변적으
로 정보를 제시해 온 측면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점들은
새로운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접근은 미시적인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학습분석 기반 대
시보드의 효과성 및 유용성 관련 연구에 나타나는 추적된 데이터에 관한
조사 및 효과성 비교, 그리고 대시보드 활용에 적합한 기기(노트북, 모바
일 기기 등)에 관한 연구 등은 어떤 정보가 제시될 때 혹은 어떤 기기를
활용할 때 학습 결과 및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
으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개별 요소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학
습자의 만족도나 유용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하
나의 요소가 아니라 각 요소들의 복합과 상호작용일 가능성이 높다(나일
주, 김세리, 2006). 선행연구들은 대개 대시보드의 요소들과 그 요소들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대시보드를 형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에 대
한 연구들, 즉 미시적 관점에서의 지식을 축적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체제적인 관점에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재조명하고 보다 큰 틀,
즉 거시적 측면에서 학습자의 요구와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대시보드의
총체적인 모습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
보드에 대한 학습자 인식의 개념적 공간 구성의 요소들을 탐색하고자 한
다. 과연 학습자들은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어떠한 관점 또는 관점
들을 통해 접근하는지, 특정한 방식으로 제시되는 여러 가지 특색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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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들에 대해 어떠한 차이를 어떻게 느끼는지, 또 이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나름대로 인식하게 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의 학습자 인식에 대한 관한 기초 연구인 동시에 보다 거시적이고 체제
적 관점에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연구하고자 하는 탐색적 시도에
해당할 것이다.
현재 학습과 관련된 유명 웹사이트(edX, Khan academy, Coursera,
Udacity, Udemy, Future Learn 등) 및 여러 대학 및 교육 기관에서 학
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들에서는 제한된 환경에서 학
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사용한 학습자의 학습 결과 향상 및 인지된 유
용성을 검증하기도 하였다(Arnold & Pistilli, 2012; Kerly et al., 2007;
Kobsa, Dimitrova, & Boyle, 2005; Govaerts et al., 2012). 이러한 시점
에서 학습자가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면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체계적인 설계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사용 주체인 학습자가 학
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하는지를 다차원척도법
(multidimensional

scaling;

MDS)(Borg

&

Groenen,

2005;

Joseph.

Kruskal, & Wish, 1978; Young & Hamer, 1987; Green, Carmone, &
Smith, 1989)을 사용하여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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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습자가 인식하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인식 공간은 몇
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둘째, 학습자가 인식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차원들은 어떻게 명명
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3. 용어의 정의
가. 학습분석
학습분석이란 교육적 데이터 마이닝 결과를 활용한 교수-학습적 처방
으로 학습 성과를 통제하는 것이라 정의된다(Elias, 2011). 학습분석은 교
육 환경에서 얻어지는 데이터의 고유한 유형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을 개
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개발한 방법을 바탕으로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이나 학생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Romero & Ventura, 2007).

나. 대시보드
대시보드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들의 시각적 제시이다(Few, 2012). 대시보드는 원래 자동차
와 비행기의 계기판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현대에는 그 의미
의 확장과 함께 교육, 경영,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 및 제
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통합적 정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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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식
인식은 지각이라는 용어와 함께 인식 분석에 관한 여러 연구들에서 다
루어졌다. 지각(perception)은 감각을 통한 정보의 수집이자 의미 생성을
위한 정보의 조직이다(Moore & Dwyer, 1994). 따라서 지각은 전체적
(holistic)이고 교류적(transactional)이며, 지각 과정은 하나의 체제로서
세부적인 단계들이 서로 관련되고 영향을 미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
구에서는 인식을 개인의 정서적 심상과 전체에 대한 인지적 지각 작용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나일주, 김세리, 2006).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인식 혹은 지각이란 다수의 정보들을 조
직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학습자가 학습분석 기반 대시
보드를 인식하다’는 것은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단일 요소
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들의 상호작용까지도 포함하여 인식한다는 총체적
관점에서의 인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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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문헌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구성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을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
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선행문헌을 고찰하였다. 첫째, 학습분석 기반 대
시보드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 정보를 시각화한 자료이므로
시각화 및 정보 시각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시각화 자료인 학습분
석 기반 대시보드의 인식에 대한 이론적 바탕으로 시각지능과 시각자료
의 지각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 학습분석과 대시보드의 개념 및 활용,
그리고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사례들과 선행연구들을 탐색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구성의 차원들을
정리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 구글 학술검색(scholar.google.co.kr), I.S.I에서 제공
하는 데이터베이스 Web of Science(http://webofknowledge.com/WOS)
를 이용하여 선행문헌을 검색하였으며, 각 자료의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첫째, 시각화와 시각자료의 지각
은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련 문헌은 교육공학 분
야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둘째,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에 관한 자료는
관련 학술대회(Learning Analytics & Knowledge, LAK)의 자료 및 학술
논문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학습분석과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실제
적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활용 분야 및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셋째,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구성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므로 앞서 고
찰한 선행연구들 및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여 학
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구성의 차원들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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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화와 시각자료의 지각
가. 시각화와 시각지능의 정의
인간은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소
통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라는 시각화된 자료의 인
식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시각화 자료에 대한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는 시각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어떻
게 시각자료를 지각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 시각지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시각화의 정의
인간은 눈으로 본 구체적인 형상을 그림, 표, 도식 등과 같은 요소를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혹은 허구의 존재를 상상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행위를 시각화라
고 할 수 있다.
시각화의 사전적 정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일정한 형태로 나타내어 보
이는 것, 표상화, 심상 등이다(이희승, 1994). 시각화는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정의 내려져왔다. Bishop(1983)은 시각화
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 혹은 시각적인
정보를 표현하고, 변형하며, 전달하고, 실증하며, 반성하는 능력이라고 정
의하였다. 교육의 관점에서는 시각화란 지식을 조직하는 수행력을 높이
는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학습 내용을 형상
화하는 것이다(Clark & Lyons, 2004). 또한 Rha(2007)는 시각화를 단순
한 이미지로 표현하는 의미보다는 사고 과정에서 시각적 지능을 적극 활
용하여 외부의 지식이나 정보를 자신의 언어로 재창출하여 표현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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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객체의 시각적 표상(visual representation of meaningful object)”이
라고 개념화하였다. 따라서 시각화 현상은 의미적 구조에 시각적 형상을
부여하거나 시각적 형상으로부터 의미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중추적
기제로 한다(Rha, Park, Choi, & Choi, 2009).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시각
화는 내적 사고의 도구, 또는 심상을 도표, 삽화 등과 같이 외적으로 표
현한 결과물(허균, 2006)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시각자료가 정보처리 및 기억에 미치는 긍정적
인 효과를 증명해왔다. Buzan과 Buzan(1993)은 마인드맵과 같은 시각적
표상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 방식을 학습자에게 제공해 주고,
Polya(2014)는 시각물이 문제해결과정에서 학습자의 사고 단계를 이끄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시각자료는 맥락 정보와 함께 제공되기 때
문에 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며(Bradford & Johnson, 1972; Muller,
1980), 삽화, 도식 등과 같은 비언어적 시각 도구는 언어적 정보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Heinich,

Molenda, Russell, & Smaldino, 2002). 정리하면 여러 연구들에서 텍스트
만으로 내용을 제시하는 것보다 내용을 잘 디자인하여 시각화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내용의 요약, 파지와 회상, 정보의 조직 등에 있어 보다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Kashihara, Satake, & Toyoda, 1998; Piburn,
Reynolds,

McAuliffe,

Leedy,

Birk,

&

Johnson,

2005;

Yehezkel,

Ben-Ari, & Dreyfus, 2007).

(2) 시각지능의 정의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특히 인간의 시각
적 사고 능력은 더욱 중요한 학습 능력으로 강조되고 있다. 시각적 사고
능력(visual literacy)이란 “시각적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 메시지
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학습된 능력”이라고 정의된다(Heinich, Molenda, &
Russell, 1993). 시각적 사고 능력에 대해 도전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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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2007)는 인간이 가진 시각지능(visual intelligence)을 주장하였다.
시각지능이란 인간의 시각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산물 혹은
부산물을 활용하는 능력으로 규정되고, 해석, 조작, 그리고 창조라는 세
개의 차원에서 전개된다(나일주, 2007). 첫째, 해석(interpretation)의 차원
은

인간의

눈으로

들어온

외부

환경에

대한

시각

정보를

지각

(perception)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색과 명암을 구별
하거나 거리, 높이 등과 같은 요소를 지각하는 것이다. 둘째, 조작
(operation)의 차원은 지적 작용을 통해 인식된 외부 상황 및 현실을 조
작하는 것이다.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지만 머릿속에서 물리적 실재나 세
계, 개념적 실재, 개념들 간의 전체적 관계에 대한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비유나 메타포를 통한 개념의 시각화, 증강현실을 통한 학습
경험 등이 해당된다. 셋째, 창조(creation)의 차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
는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꿈이나 환상(fantasy) 등
이 속한다. 다음 <표 Ⅱ-1>에서는 시각지능의 차원과 하위 영역을 정리
하였다.

<표 Ⅱ-1> 시각지능의 차원과 하위 영역(나일주, 2007)
적용 대상의

시각지능의

성격

차원
해석
(interpretation)

각 차원의 하위 영역
- 물리적 시각 (physical vision)
- 요소에 대한 판단 (elemental judgement)
- 전체적인 해석 (wholistic interpretation)
- 물리적 실재에 대한 시각적 조작
(visual operation of physical entities)

현실적
조작
(operation)

- 개념적 실재에 대한 시각적 조작
(visual operation of conceptual entities)
- 전체적 관계에 대한 시각적 조작
(visual operation of wholistic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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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의

시각지능의

성격

차원

비현실적/

창조

신비주의적

(creation)

각 차원의 하위 영역
- 미래에 대한 비전 (future vision)
- 시각적 판타지 (visual fantasy)
- 꿈 (dreaming)

나. 정보 시각화의 개념 및 방법
여기에서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구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
초적 개념인 정보 시각화(information visualization)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정리한 시각화의 정의와 관련하여 정보 시각화의 개념 및 시각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1) 정보 시각화의 개념
전세계 수십억 사용자들에 관한 데이터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게 됨
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요구된
다. 다시 말해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가장 효과적
이면서도 효율적인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분야에는
정보

디자인(information

design)과

정보

시각화(information

visualization)가 있다(Jacobson, 1999). 하지만 두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
되고 있으며, 심지어 빅데이터 관련 시각화 연구들에서는 데이터 시각화
(data visualization)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 시각화의 정의를 살펴보면, Card 등(1999)은 인간의 인지를 보다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추상화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White와 McCain(1997)은 정보 시각화 기술을 하나의 주제
공간에 정보의 상호 관련성을 이미지화함으로써 사용자의 이해를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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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법이라고 정의하였다. Williams와 Tollett(1998)은 정보의 시각적
표상을 그래픽,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대규모의 복잡한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표상 방법이라고 정의 내렸다. 오
병근과 강성중(2008)은 정보 시각화를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그래
픽 요소를 활용하여 데이터가 정보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형상화
한 것이라고 하였다. 정보 시각화와 혼재되어 사용되는 정보 디자인은
정보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 기술 및 업무
를 말한다. Robert(1999)는 정보 디자인을 예술과 과학을 통해 정보를
인간이 손쉽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다듬는 작업이라 정의
하였다.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데이터 시각화는 그래프라
는 수단을 통해 정보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의미있는 패턴으
로 조직화하여 정보의 숨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
본 세 가지 용어의 정의를 비교해보면, 정보 시각화는 인간의 인지와 이
해를 높이기 위하여 시각화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시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Zhang(2001)은 정보 시각화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정보 간의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정보 탐색 시 적합한 정보를 판단하고
선별할 수 있다. 둘째, 자유롭게 항해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적합한 정
보에 접근할 수 있다. 셋째, 시각화된 정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되고
조직되었기 때문에 텍스트의 형태, 양, 위치 등과 같은 부수적인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넷째, 정보 처리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패턴 인식, 공간 인식, 계층화와 같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함
으로써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정보의 대부분을
시각을 통해 획득하고, 시각화되지 않은 정보조차 내적 표상화를 통해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정리하면 정보 시각화를 통해 인간은 시각화되지
않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비하여 정보에 대한 지각 및 이해를 극
대화할 수 있다. 오병근과 강성중(2008) 역시 정보 시각화의 장점으로
인간의 인지를 풍부하게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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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시각화의 방법
정보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시각화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시각화
는 목적에 따라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 관계 시각화, 비교 시각화, 공
간 시각화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종류에 따라 적절한 표현 방법도 다
르다(Yau, 2012).
첫째, 시간 시각화는 시간에 관련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며, 트렌드와
경향을 분석하는 데 용이한 시각화 방법이다. 시간 시각화의 대표적인
방법에는 특정 시점 또는 특정 구간 값을 나타내는 데 용이한 막대 그래
프(bar graph), 특정 시점 또는 지속적인 흐름 표현에 용이한 연속형 그
래프인 선 그래프(line Graph) 또는 산점도(scatter plot) 등이 있다. 이외
에도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차이를 표현하기 위한 계단식 차트가 있다
(Yau, 2012).
둘째, 분포 시각화는 데이터의 양 또는 크기를 면적, 각도 등을 활용하
여 나타내는 시각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데이터의 최대, 최소, 전체 분
포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며, 데이터 특성에 맞게 전체적 관점에서 각 부
분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분포 시각화의 대표적인 방법에는 원형의 각
도를 기준으로 분포도를 표현하는 파이 차트(pie chart)가 있으며, 파이
차트와 유사하게 각도와 조각의 길이로 전체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도넛
차트(donut chart)가 있다(Yau, 2013). 또한 시간 시각화의 방법으로도
사용되는 막대 그래프와 선 그래프의 면을 나누어 비율을 표현하는 누적
막대 그래프와 누적 영역 그래프가 있으며, 전체의 사각형 면적으로 분
포를 표현하는 트리맵(treemap) 등이 있다.
셋째, 관계 시각화는 패턴 및 분포와 함께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표
현하기 위한 시각화 방법이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볼 때에도 산점
도(scatter plot)를 활용하며, 산점도와 유사한 속성을 가지면서 원형의
크기 면적의 비율이 추가된 버블 차트(bubble chart)도 있다.
넷째, 비교 시각화는 변수들 간의 차이 및 유사성과 관계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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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각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색상으로 값들의 높고 낮은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히트맵(heatmap) 또는 히트 행렬(heat matrix)로
표현된다. 여러 축을 평행으로 배치하여 변수들을 비교하는 평행 좌표계
(parallel coordinates)는 대상이 많은 데이터에서 집단적인 경향성을 쉽
게 파악할 수 있다(Yau, 2012).
마지막으로 공간 시각화는 지도의 직관성 활용한 시각화 방법으로, 지
도에 데이터를 매핑(mapping)하여 표현한다. 위치 및 분포 등을 확인하
기 위해 점을 이용하거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선을 추가할 수 있
다. 또한 분포도와 차이 비교하기 위해 색상의 차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Yau, 2013). 다음 <표 Ⅱ-2>에서는 정보 시각화 목적에 따른 표현 방
법을 정리하였다.

<표 Ⅱ-2> 정보 시각화의 방법
(그림 출처: https://github.com/mbostock/d3/wiki/Gallery)
정보 시각화

시각화 표현 방법

목적

시간 시각화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산점도]

[파이 차트]

[도넛 차트]

[트리맵]

분포 시각화

관계 시각화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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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차트]

정보 시각화

시각화 표현 방법

목적

비교 시각화
[히트맵]

[히트 행렬]

[평행 좌표계]

공간 시각화
[지도]

다. 시각자료의 지각
과거에는 대부분의 정보가 텍스트로 제시되었던 반면, 오늘날은 텍스
트와 시각자료가 공존한다(Fredette, 1994). 교수-학습에서의 메시지는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로 분류되며, 시각자료는 비언어적 의사소
통의 한 유형이다. Mayer(2009)는 멀티미디어 학습을 위한 언어적 요소
와 비언어적 요소를 분류하였다. 언어적 요소에는 페이지나 화면으로 전
달되는 인쇄 텍스트 혹은 화자에 의한 구술 텍스트가 존재한다. 비언어
적 요소는 삽화, 그림, 사진, 지도, 그래프, 차트, 도형, 표 등의 고정적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동영상과

같은

동적

그래픽으로

구분된다.

Lohr(2008)는 메시지를 형성하기 위해 단어나 글자를 특정한 방식으로
제시할 때 사용하는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도 시각자료에 포함하였
다. 더 나아가 Braden(1996)과 Misanchuk(1992)은 텍스트까지도 시각자
료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그래픽 디자인을 할 때 서체의 선정과 페이지
레이아웃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시각자료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그래픽(graphics), 사진(pictures), 시각자료(visuals), 삽화(illustrations)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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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모두 비언어적 요소를 의미한다.
시각자료의 지각을 고찰하기에 앞서, 지각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지각
(perception)은 감각을 통한 정보의 수집이자 의미 생성을 위한 정보의
조직으로(Moore & Dwyer, 1994), 매우 주관적이며 지속적으로 변화한
다. 따라서 지각은 전체적(holistic)이고 교류적(transactional)이며, 지각
과정은 하나의 체제로서 세부적인 단계들이 서로 관련되어 영향을 미친
다. 비록 초기 심리학 연구들에서는 지각의 본질을 지각 과정(process of
perception)과 의미 속성(attribution of meaning)으로 분리하였지만, 이들
은 서로 얽혀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Gibson, 1985, 2013). 또한
Haber(1985)는 지각이 의미 생성, 기억과 함께 인지와 학습을 위한 정보
처리(information-processing)와 밀접히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언어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각 과정,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정보처리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지각 및 정보처리과정에 대한 대
표적인 연구에는 정보처리이론, 이중부호화이론, 멀티미디어 학습 인지이
론, Stern과 Robinson의 연구(1994) 등이 있다.
학습자가 정보를 어떻게 지각하고 처리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정보처리이론을 생각할 수 있다. 정보처리이론은 기억을 중심으
로 정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지 설명하는 이론이다. Atkinson과
Shiffrin(1968)은 인간의 기억을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이라는 두 가지 유
형의 기억 장치로 구분하였다. 이후 이 모형은 수정되어 감각기억과 작
동기억,

장기기억의

세 가지 기억 장치로

세분화되었다(Broadbent,

1984). 감각기억 장치에 수많은 정보가 투입(input)되지만, 이 중 일부의
정보만 몇 초간 보존된 후 작동기억 장치로 이동된다. 작동기억은 정보
를 관리하고 조작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작동기억은 용량(capacity)이 제
한되어 있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된다. 따라서 일부는 소실
되고, 일부는 장기기억으로 이동되어 저장된다. 장기기억으로 이동된 정
보는 무기한으로 오랫동안 저장된다. 그러나 정보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저장되었는지에 따라 정보의 인출 여부가 결정된다.

- 18 -

Paivio(1986, 2007, 2009)는 이중부호화이론을 통해서 텍스트와 그래픽
이 혼합된 자료를 지각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중부호화이론에 따
르면 정보는 언어(verbal)와 비언어(nonverbal)로 구분되는 두 가지 유형
의 기호화 과정을 통해 인지된다(Paivio, 1986, 2007, 2009). 즉, 인간은
언어와 비언어라는 두 가지의 독립된 시스템과 인지 코드를 가지고 있으
며, 언어적 정보는 언어 정보 처리 경로를 따라 코딩되고, 시각자료와 같
은 비언어적 정보는 비언어적 정보 처리 경로를 따르게 된다. 두 시스템
은 서로 분리된 독립체제이지만 상호연결(reverential connections)되어
있어 서로 자극하여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림 Ⅱ-1] Paivio의 이중부호화이론(Paivio, 1986)

Paivio의 이중부호화이론을 바탕으로 Mayer(2003)는 시각적, 언어적으
로 동시에 제시되는 학습 자료를 처리하는 인지처리 과정을 설명하였다.
멀티미디어 학습 인지 이론에 따르면 감각 등록기를 통해 지각된 정보는
학습자의 선택을 통해 작동 기억의 표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때 표상들
은 조직화 과정을 거쳐 작동기억에서 언어 모형(verbal model)과 시각
모형(visual model)에 의해 독립적으로 처리된다. 이후 정보는 장기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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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장된 사전 지식과 통합된다. 더 나아가 Mayer(2009)는 멀티미디어
학습 인지이론을 바탕으로 기억을 확장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설계 원리
를 제시하였다.

[그림 Ⅱ-2] Mayer의 멀티미디어 학습 인지이론(Mayer, 2003)

Stern과 Robinson(1994)은 지각 과정을 아날로그적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정보처리과정을

선택(selection),

조직(organization),

해석

(interpretation)의 세 단계로 설명하였다. 인간은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
든 자극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으므로 일부 자극을 선택한다. 이후 단순
성과 패턴 인지(simplicity and patterns), 근접성(proximity), 유사성
(similarity), 전경과 배경(figure and background) 등의 원리에 따라 정
보를 조직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지닌 신념, 가치, 태도 등을 바탕으
로 정보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 세 단계는 순환성을 지니며, 모
든 단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개인의 고유한 관점인 참조틀(frame of
reference)과 자신의 외모, 지능, 재능, 선호도 등에 대한 관점인 자기 개
념(self-concept)이 영향을 미친다.
시각자료의

지각에

관한

대표적인

Winn(1993), 그리고 Ware(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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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로는

Levie(1987),

Levie(1987)는 그래픽 지각을 뚜렷한 외형이 묘사된 내용에 대한 정보
자체보다 다른 정보를 포함한다는 점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과정으로 정
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그래픽 지각 과정에는 주의집중과 훑어보기
(attention and scanning), 유의미한 형태와 단서 해석하기(interpreting
significant figures and cues), 글로벌한 의미 지각하기(perceiving global
meaning)의 세 가지 주요 활동이 발생한다. 주의집중과 훑어보는 활동은
안구 운동을 통해 전체적인 정보를 훑어보면서 그래픽의 특정 부분에 시
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이후 의미 있는 전체로 통합하는 선택적 주의집
중(selective attention)을 통해 전경-배경(figure-ground)을 구분하며 그
림 단서(pictorial cues)를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경
험과 관습에 비추어 그래픽의 의미를 인지하게 된다.
Winn(1993)은 능동적 시각으로의 관점 변화는 그래픽에 대한 지각 과
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시각자료의 지각 과
정은 전주의적 처리(preattentive processing), 주의적 처리(attentive
processing), 해석(interpretation)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전주의
적

과정에서는

그래픽에

사용된

기호를

감지(detect)하고

구별

(discriminate)하고 배열(configure)함으로써 주의적 처리 전에 그래픽에
대한 정보를 지각한다. 주의적 처리 과정에서는 전주의적 처리를 통해
파악한 정보를 학습자가 지닌 기존의 스키마와 조정하게 된다. 이후 내
적 표상을 통해 시각자료를 인지(recognition)하고 이해(understanding)하
게 된다. 그래픽 이해의 성패는 전주의적 처리 과정에서 구성된 정보가
기존 스키마와 조화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Ware(2012)는 인간의 시각적 지각에 관한 정보처리모형을 [그림 Ⅱ-3]
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시각적 정보의 지각 과정을 병렬적
처리(parallel processing), 패턴 지각(pattern perception), 순차적 목표지
향 처리(sequential goal-directed processing)로 단순화하여 설명하였다.
병렬적 처리 단계는 시각적 정보를 지각하는 대상의 의지나 선호에 관계
없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시각자료의 형태, 색,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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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이동 패턴 등을 확인한다. 패턴 지각 단계에서는 시각자료의 전체 구
조를 세부적 요소와 단순한 패턴으로 분해한다. 이때 움직임과 관련된
‘행동 체계(action system)’와 상징적 대상의 조작에 관한 ‘대상 체계
(what system)’라는 두 가지 시각적 체계가 작동한다. 마지막으로 순차
적 목표지향 처리 단계에서는 핵심 정보를 인식하기 위한 시각적 질의
활동을 하게 된다.

[그림 Ⅱ-3] 인간의 시각 정보 처리 단계(Ware, 2012)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시각자료의 지각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시각자료의 지각 과정은 표상된 정보의 감지, 정보의 의미
해석, 의미 재구성이라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시각자료의 구조,
형태, 크기, 색 등 표상화된 정보를 감지한다. 둘째, 표상화된 시각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일차적으로 이해
한 정보의 의미를 학습자의 지식, 관습, 사회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재구
성하여 인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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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가. 학습분석의 개념 및 활용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사례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론
적 도태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라는 용어를 구성하는 ‘학습분석’과
‘대시보드’ 각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학습분석의 개념과 활
용 분야에 대해 탐색하였다.

(1) 학습분석의 개념
학습분석이란 교육적 데이터마이닝 결과를 활용한 교수 학습적 처방으
로 학습 성과를 통제하는 것이라 정의된다(Elias, 2011). 학습분석은 교육
환경에서 얻어지는 데이터의 고유한 유형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
하고, 개발한 방법을 바탕으로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이나 학생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omero & Ventura, 2007).
흔히 학습분석과 교육적 데이터마이닝(educational data mining, EDM)
을 혼동하는데, 이들은 목적과 활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학습분석은 학습을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정책 결정자,
교수자, 학습자 등의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교육적 데이
터마이닝은 개별의 학습 요소를 분해·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학습분석은 학습과 학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효과성이 입증된 방법과 모델의 적용을 다루는 반면, 교육적
데이터마이닝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 방법을 다룬다.
셋째, 학습분석은 학습자 수준에 따른 적응적 학습 내용 제시, 위험 상
황의(at-risk)

학습자

중재,

피드백

제공과

같은

인간적인

처치

(intervention)를 제공하는 반면, 교육적 데이터마이닝은 시스템 내부에서

- 23 -

생성되는 기계화, 자동화된 반응을 제공한다.
정리하면 학습분석은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적
처치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교수-학습의 향상을 추구하는 반면(Elias,
2011), 교육적 데이터마이닝은 패턴을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Klösgen & Zytkow, 2002). 따라서 학습분석은 교육적 데이터마이닝보
다 발전되고 교육학적으로 유의미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Verbert,

Duval,

Klerkx,

Govaerts와

Santos(2013)는

정보과학

(informatics)과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활용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학
습분석 정보를 해석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그림 Ⅱ-4]와 같이 4 단계
(learning

analytics

process

model)로

설명하였다.

첫째,

인식

(awareness)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데이터 인식이 발생한다. 이때 데이터
는 그래프, 도표 등의 시각화된 형태로 제시된다. 둘째, 성찰(reflection)
단계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유용한지를 생각하는 과정이다. 이때 학습자
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다.

셋째,

통찰

(sense-making) 단계로 학습자가 성찰 과정에서 생기는 질문에 대답하
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마지막은 학습에 영향(impact)을 미치
는 단계이다. 목표는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고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4 단계는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단계에서 학습자
가 인식하는 데이터가 학습자의 목표와 관련되며 성찰과 통찰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의미한 피드백 고리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림 Ⅱ-4] 학습분석의 과정 모형(Verbert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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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분석의 활용
학습분석의 등장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용은 향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현재 개발 및 실행되고 있는 다섯 가
지의 주요 활용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첫째, 사용 추적(usage tracking)이다. 학습분석의 데이터는 일반적으
로 LMS, VLE 등의 다양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학습자 활동으로부
터 수집된다(Clow, 2013). 최근에는 수집 데이터의 범위가 확대되어 온
라인 학습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게시판에 요청된 로그, 전자문서 형태
로 제출된 리포트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다. 또한 온라인 학습 환경에
서 발생하는 로그 데이터들은 지금까지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매우 기술적인 형태이지만, 최근에는 표, 그래프 등 시각화된 형태
로 가공되어 제공된다(Shum, 2012).
둘째,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이다.

인구

통계적

수치

(demographics)나 과거 성취도(attainment) 등의 정적인 데이터(static
data)와 로그인 패턴, 온라인 토론 참여도 등의 동적인 데이터(dynamic
data)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분석하는 방법이다(Shum, 2012). 예측 분석
은 위험 단계나 우수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의 궤적을 그려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처방적 조치를 제시할 수 있다. 학습분석을 활용한 예측
분석의 결과는 면대면 학습 환경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일
시적이며

단편적인

피드백과는

달리

“측정된

가능성(estimated

probability)”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는 교수자와 학습자뿐만 아니라 학부모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Clow, 2013).
셋째,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tics)이다. 소셜 네트워
크 분석은 이미 잘 알려진 형태의 관계망 분석이다. 이는 사람들이 어떻
게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용된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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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공동체에 속한 개별 학습자를 노드(node)라고 지칭하고 다른 학습자
들과의 관계를 연결(link)한다(Clow, 2013).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
해서 학습자들은 서로 다른 유형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계부터 간접적인 관계까지 관계 설정의 정도나 범위도
다양하다.
넷째, 담화 분석(discourse analytics)이다. 담화 분석은 내용 분석
(content analysis) 혹은 의미론적 분석(semantic analysis)라고도 하며,
질적 데이터 분석에 해당된다. 학습 분석에서는 정량적인 데이터 이상의
것이 필요하고 교수자는 학습 활동의 질적인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담화 분석에서는 교사가 에세이나 토론
글을 어떻게 첨삭을 하는지, 쓰기와 말하기가 학습에 어떻게 영향을 주
는지, 컴퓨터가 어떻게 우수한 논쟁 글을 인식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Shum, 2012).
다섯째, 적응적 학습 분석(adaptive learning analytics)이다. 적응형 학
습 플랫폼은 특정 학습 주제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측정해서 세
부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후속 조치로 관련된 학습 자원을 학습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운
영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학습 플랫폼처럼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과는 차별화된다(Shum, 2012).

나. 대시보드의 개념 및 특징
학습분석 데이터는 직관적이며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하여 분석적 처리
와 시각화 과정을 거쳐 대시보드를 통해 제공된다(Duval, 2011). 따라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실제적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대시보드의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대시보드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들의 시각적 제시로, 정보는 한 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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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면에 통합되고 정리되어야 한다(Few, 2006). 즉, 대시보드는 사용자
의 이해를 위해 정보를 시각화한 것으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정
된 화면에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이다.
Few(2012)는 대시보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대시보드는 시각적으로 제시된다. 대시보드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텍스트와 그래픽이 혼합되어 시각적으로 제공된다. 대부분 텍스트보다는
그래픽이 강조되며, 이는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둘째, 대시보드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중요 정보
를 제시한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한
편으로는 서로 관련성이 없는 정보까지 수집·통합하여 제시한다.
셋째, 대시보드는 하나의 화면 크기에 맞다. 대시보드 그 자체는 반드
시 하나의 화면 크기에 맞춰져야 하며, 이는 사용자가 한 눈에 모든 정
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넷째, 대시보드의 정보는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대시보드의 정보는
한 번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약적 형태로 제공된다. 이는 세 번
째 특징과 밀접히 관련되며, 따라서 대시보드의 물리적 크기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정보로 한정된다.
추가적으로 대시보드는 작고, 간결하고, 명확하고, 직관적인 시각적 메
커니즘이며, 개별 사용자의 요구 및 목적에 맞게 제공된다.
이러한 대시보드의 정의와 특징을 고려하면,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통해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대시보드는 의도된 학습 행
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학습분석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 박연정
과 조일현(2014)은 대시보드의 정의, 특징 그리고 대시보드 설계 원리를
바탕으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설계에 관한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
첫째,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는 정보 시각화를 통해 그래픽 중심으로
제시된다.
둘째,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는 물리적 크기의 제한으로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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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제공된다.
셋째,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는 효과적, 효율적 정보 전달을 위해 색,
형태 등의 다양한 시각적 전략을 활용한다.

다.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사례
본 연구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구성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살펴
보기 위한 것으로, 현재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
드들의 사례들을 학습분석의 활용 분야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첫째, 사용 추적(usage tracking)과 관련된 대시보드 사례로는 Student
Activity Meter(SAM), StepUp!, LOCO-Analyst, CALMsystem 등이 있
다.
SAM은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를 대상으로 개발된 대시보드로 학습자
의 학습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습자의 학습 결과물, 학습 자원 활용,
학습 시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대시보드의 제한된 공간 안에 여러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 탭 형식의 레이아웃을 취하고 있으며 여러 학습자
의 데이터를 그래프 안에 모두 합산하여 보여준다. 즉, 통합된 하나의 정
보를 제시하고, 오른쪽에서는 세부 학생별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제공해
주는 형태이다(Govaerts, Verbert, Duval & Pardo, 2012).

[그림 Ⅱ-5] SAM(Govaerts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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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Up!은 컴퓨터 지원 협력 학습에서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대시보드이다.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를 대상으로 제작
되었으나, 교수자가 보는 화면과 학습자가 보는 화면이 다르다. 일반적인
대시보드의 특징 중 하나는 개별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제시인데
(Few, 2012), StepUp!은 이러한 특징을 잘 반영한 대시보드이다. 이 대
시보드는 트위터, 위키, 블로그 상에서 학습자의 게시글 및 코멘트의 수,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들로 조합되어 있다. 교수자에게 제
공되는 정보는 표를 통해 시각화되며, 학습자가 보는 대시보드는 그래프
로 시각화되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된다(Odriozola, Luis, Verbert,
& Duval, 2012).

[그림 Ⅱ-6] StepUp! 교수자 화면(좌)과 학습자 화면(우)
(Odriozola et al., 2012)

LOCO-Analyst는 교수자를 위해 제공되는 대표적인 대시보드이다. 이
대시보드는 교수-학습 과정 전반에 대하여 교수자가 성찰 및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학습 활동 시간, 학습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 시험
점수 등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 탭 형태로 제공한다. 교수자가 정
보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막대 그래프와 매트릭스 등의 시각화
방법을 사용한다(Ali, Hatala, Gašević, & Jovanović,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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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LOCO-Analyst(Ali et al., 2012)

CALMsystem은 학습자의 객관적인 지식 이해 상태와 학습자 스스로
의 자기 평가를 표상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시보드이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에 관해 논의하고 성찰함으로써 자기성찰 및 메타인지를 향
상시키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정 주제
및 학습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수준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모티콘
과 함께 제시된다. 이 대시보드의 특징은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을 점검
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chatbot이다. 학습자는 chatbot을 통해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논의할 수 있다(Kerly, Ellis, & Bull, 2008).

[그림 Ⅱ-8] CALMsystem(Kerly, Ellis, & Bul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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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을

위한

대시보드

사례에는

Course Signals, OLI dashboard 등이 있다.
Course Signals는 퍼듀 대학(Purdue University)에서 개발한 것으로,
실시간 학사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적을 파악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 대시보드는 해당 과
목에서의 획득 점수, 동료 학습자들과 비교한 LMS 활동 수준, 이전 성
적, 학습자 특성을 분석하여 학습자의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빨간색, 초
록색, 노란색의 신호등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시한다(Pistilli & Arnold,
2010).

[그림 Ⅱ-9] Course Signals(Pistilli & Arnold, 2010)

OLI Dashboard는 카네기 멜론 대학(Carnegie Mellon University)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 상태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를 바탕으로 위험 상태에 있는 학습자를 발견하여 적절한 교수적 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예측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Verbert,
Govaerts, Duval, Santos, Van Assche, Parra, & Klerkx, 2013). 학습자
의 학습 시간, 학습 자료의 활용, 학습 결과물 및 시험 결과에 관한 정보
를 수치뿐만 아니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
목표 달성 정도를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으로 표시함으로써 교수자가 위
험 상태의 학습자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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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0] OLI Dashboard(Verbert et al., 2012)

셋째,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tics)을 위한 대시보드
사례에는 CAMera, SNAPP 등이 있다.
CAMera는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며,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가 사용한다. 이 대시보드에는 Email Analyzer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이메일 수신자, 송신자, 그리고 메시지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특정 학습자가 누구와 무엇에 관해 얼마나 많이 논의
하는지를 보여준다. 동일한 메시지를 공유하는 학습자들이 서로 연결되
며 두 학습자가 교류를 많이 할수록 각 노드 끝의 굵기가 두꺼워진다
(Kerly, Ellis, & Bull, 2008).

[그림 Ⅱ-11] CAMera(Kerly, Ellis, & Bul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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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의 울런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RMIT
대학, 머독 대학(Murdoch University), 퀸즈랜드 대학(The university of
Queensland),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연구진이

협력하여

개발한

SNAPP(Social

Networks

Adapting Pedagogical Practice)은 교수자를 위한 대시보드이다(Dawson,
Bakharia, & Heathcote, 2010). 이 대시보드는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알
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LMS 상에서 학습자들의 온라인 토론
활동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토론 게시판에 남겨진 게시자,
게시글의 제목, 게시 날짜, 게시글에 대한 댓글 등을 분석한다. 이러한
정보를 시간대별로 소셜 네트워크 매트릭스와 소시오그램으로 시각화된
다. 이를 통해 교수자는 토론에서 고립된 학습자, 토론을 주도하는 학습
자, 토론 패턴 등의 세부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Bakharia & Dawson,
2011; Dawson, 2010).

[그림 Ⅱ-12] SNAPP(Dawson, Bakharia, & Heathcote, 2010)

넷째, 담화 분석(discourse analytics)이다. 학습분석에서 담화 분석 기
술의 사용은 초기 단계로 앞서 설명한 다른 활용 분야에 비해 연구가 부
족한 실정이다(Shum, 2012). 패턴 인식이나 구문 분석 기술 분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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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1)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자연어에 대한 말하기와 쓰기 기능을 컴퓨터 연산
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다섯째, 적응적 학습 분석(adaptive learning analytics)이다. 이 모델은
지능형 학습 시스템이나 적응형 하이퍼미디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
고 투자가 이루어졌다. 관련 사례로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Open Learning Initiative의 코스2)가 있다(Shum, 2012).
정리해보면 학습분석의 활용 분야 중 사용 추적, 예측 분석, 담화 분석
을 위한 대시보드의 개발 및 사용은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담화 분석과
적응적 학습 분석을 위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들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관련 선행연구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관련된 연구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발 및 활용되고 있는 개발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에 관한
기초 조사 연구이다. 이 연구들의 목적은 현재 개발 및 활용되고 있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에서 추적된 데이터, 대상 사용자, 추적된 데이
터, 평가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Verbert 등(2013)은 대시보드의
종류를 활용 상황에 따라 면대면 강의를 지원하는 대시보드, 면대면 그
룹 활동을 지원하는 대시보드,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대시보드로 분류
한 후, 이들의 추적된 데이터, 대상 사용자, 추적된 데이터, 평가를 조사
하였다. 이후 Verbert 등(2014)은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범주에 속하
는 15개의 사례들(Classroom View, Moodle Dashboard, CALMSystem,

1) GATE: General Architecture for Text Engineering. http://gate.ac.uk
2)
OLI:
Open
Learning
Initiative,
Carnegie
Mellon
http://oli.cmu.edulearn-with-oli/see-ourfree-open-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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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Tell Me More, GLASS, StepUp!, Student Inspector, Teacher ADVisor,
CoursesVis, LOCO-Analyst, OLI, SAM, SNAPP, TUT Circle, Course
Signals)을 선별한 후, 이들의 대상 사용자와 추적된 데이터의 종류를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시보드는 학습자 혹은 교수자
중 하나의 대상자를 위해 제작되었지만 일부 대시보드는 학습자와 교수
자 모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에서 추적된 데
이터의 종류에는 학습 시간, 사회적 상호작용, 학습 자료 및 도구 사용,
학습 산출물(블로그, 트위터의 포스트), 연습문제 및 퀴즈 결과가 있다.
둘째,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효과성 및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검증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들은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의 효과적인 개발과 확대를 위해 대시보드에 관한 기초 조사 연구 중 평
가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Arnold와 Pistilli(2012)는 Course Signals를
사용한 학습자의 학습 결과 향상과 중도탈락 감소를 확인하였으며,
Kerly 등(2007)은 통제된 실험 환경에서 CALMsystem을 사용한 학습자
가 자기성찰과 자기평가를 활발히 실행했다고 보고하였다. Kobsa 등
(2004) 역시 제한된 실험 환경에서 CourseVis의 효과성을 연구하였는데,
이를 사용한 학습자의 만족도는 향상되었지만 사용하지 않은 학습자와
비교하여 학습 결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분석 기반 대
시보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해보면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
고 제한된 실험 환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공통
적인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다(Arnold & Pistilli, 2012; Kerly et al.,
2007; Kobsa, Dimitrova, & Boyle, 2005). 국내에서도 진성희, 유미나
(2015)가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효과 분석과 관련하여 27개의 선행
연구들을 효과성, 사용성,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동일한 한계점
이 나타났다. 선행문헌 중 16개(59%)가 효과 분석을 하지 않았으며, 효
과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7개, 효율성 연구는 2개에 불과했다. 또
한 연구방법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연구결과 역시 일관되지 않음이 드러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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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지각된 유용성에 관한 연구들(Ali., Hatala,
Gašević, & Jovanović, 2012; Govaerts, Verbert, Duval, & Pardo, 2012;
Santos, Govaerts, Verbert & Duval; 2012; Zinn & Scheuer, 2007)은 추
적된 데이터의 종류에 따른 유용성 비교, 혹은 교수자가 지각하는 대시
보드의 유용성 정도와 학습자가 지각하는 대시보드의 유용성 정도 측정
과 비교에 초점을 두고 있다. Student Inspector와 LOCO-Analyst의 지
각된 유용성은 교수자를 대상으로 평가되었으며, 두 대시보드 모두 긍정
적인 평가 결과를 얻었다(Zinn & Scheuer, 2007; Ali et al., 2012). SAM
과 StepUp!에 관한 인지된 유용성 평가 연구에서는 대시보드에 대한 학
습자의 유용성 수준보다 교수자가 느끼는 유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
고되었다(Govaerts et al., 2012; Santo et al., 2012). LOCO-Analyst에
관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시보드를 통해 학습 활동에 대한 보다 세부
적이며 완전한(complete) 정보가 시각화되어 제공될 때 지각된 유용성이
높다고 나타났다(Ali et al., 2012). 예를 들어, 지각된 유용성은 학습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각화하여 제시한 대시보드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
하게 학습자의 학습 시간과 함께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각화하여 제시한
대시보드가 높았다.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효과성 연구를 전체적으
로 종합해보면 오직 Course Signals에 대한 연구만이 대시보드의 실질적
인 효과성을 입증하였다(Arnold & Pistilli, 2012). 그래서 Verbert 등
(2013)은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가 학습자의 행동 변화와 궁극적인 교
수-학습 향상에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
드에 관한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구성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들의 사례 및 선행연
구를 종합·정리하며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구성에서 고려된 차원들
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는 다음과 같은 차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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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개발된 것으로 보였다.
첫째, 정보의 종류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Verbert 등(2014)은 학습분
석 기반 대시보드의 범주에 속하는 15개의 사례들(Classroom View,
Moodle Dashboard, CALMSystem, Tell Me More, GLASS, StepUp!,
Student Inspector, Teacher ADVisor, CoursesVis, LOCO-Analyst, OLI,
SAM, SNAPP, TUT Circle, Course Signals)을 선별한 후 이들의 추적
된 데이터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추적된 데이터란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와 상당 부분 일치하며, 학습 시간,
상호작용, 학습 자료 및 도구 사용, 학생 산출물, 시험 결과가 존재한다.
국내에서는 진성희, 유미나(2015)가 총 27개의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들의 데이터 소스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데이터의 종류는 학생 산출물,
상호작용,

시험/과제

결과,

학습

시간,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Verbert 등(2013), Verbert 등(2014), Park과 Jo(2015)의 분석 결과와도
유사하다.
둘째, 정보의 성질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Park과 Jo(2015)는 데이터
마이닝(data-mining)과 데이터 추적(data-tracking)이라는 두 관점에서 9
개의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들(GLASS, StepUp!, Student Inspector,
LOCO-Analyst,

SAM,

SNAPP,

Course

Signals,

Student

Success

System, Narcissus)을 좌표 상에 표시한 후 가로축과 세로축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 결과 데이터마이닝을 기준으로 한편에 위치한 Course
Signals와 Student Success System은 예측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위험
상태의 학습자들에게 경고를 제시하는 것으로 지시적(prescriptive) 성질
을 갖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반대편에 존재하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들은 로그인 횟수, 시험 결과, 학습자료 활용 등의 원 자료(raw data)를
그대로 제공하며 기술적(descriptive) 성질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데
이터 추적을 기준으로 볼 때, 한편에 위치한 LOCO-Analyst, Student
Inspector, SAM, GLASS, Course Signals는 학습자의 학습 활동이 자동
적으로 수집되는 것으로 공식적이고(formal) 확실하며(secured) 수치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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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able) 성격을 지녔다고 판단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반대편에 존재
하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들의 정보는 특정 추적 도구나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여 학습자 스스로를 정량화(quantified-self)한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이고(informal) 변화

가능하며(opened) 사회적인

(social) 성질을 갖는다.
셋째, 학습 상황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진성희와 유미나(2015)가 총 27
개의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들을 분석할 때, 대시보드를 개발한 학습
맥락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러닝 학습 환경, 토론 활동, 이
외의 특정 활동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닝 학습 환경이 16개, 토론 활동
이 7개로 85%를 차지하였다.
넷째, 시각화 차원을 고려할 수 있다.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는 목적
에 따라 다양한 정보 시각화 방법을 활용한다(Yau, 2011, 2012). 따라서
모든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시각화 정도는 물론 시각화 방법도 상이
하다. 시각화의 정도가 낮은 대시보드는 텍스트 중심으로 구성되는 반면
시각화의 정도가 높은 대시보드는 그래픽 중심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CALMsystem은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을 점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chatbot이 존재하므로 학습 내용을 텍스트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텍스트
중심 대시보드라고 볼 수 있다. 반면 Course Signals는 그래픽으로만 구
성된다. 시각화 방법과 관련해서는 신호등, 자동차 계기판, 이모티콘 등
의 메타포 중심으로 구성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와 그래프, 차트 등
의 시각화 방법 중심으로 구성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등 다양한 기
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ourse Signals는 신호등 형태인
메타포로 구성된 대시보드인 반면, SAM은 꺾은선 그래프, 평행 좌표계
등의 그래프 위주로 구성된 대시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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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데이터 분석에서 수천 개의 수치들을 하나의 도표나 그림으로 시각화
한 것은 연구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용이하고 가치가 있다. 일반
적으로 연구자들이 특정의 대상들을 평가할 때 그 대상에 대한 실험자들
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를 그림으로 명료
하게 표현하는 것 또한 어렵다. 특정 대상자의 인식을 토대로 대상을 분
류하고

유형화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인

다차원척도법

(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은 실험자가 느끼고 있는 다양한 측면
의 지각도나 선호도를 좌표 상에 표현하는 방법으로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차원척도법은 대상 간의 복잡한 관계를 저차원의 공간에서 단순한
구도로 시각화하여 주는 기법이다(Green, Carmone, & Smith, 1989). 실
험자에게 대상의 관련 속성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고, 대신에 대상 간의
유사성을 질문하여 그 유사성 자료를 분석한 후 평가 대상 간의 관계를
다차원적인 공간에 표시한다. 이 공간을 지각도(perception map)라고 하
는데, 그 동간을 구성하는 축 또는 차원(dimension)이 평가 기준이 되며
그 축 상의 좌표가 각 대상의 평가 수준이다(최용석, 2014). 다차원척도
법은 실험자들이 정보의 과중에 따른 인지적 부담을 느끼는 것은 피하기
위하여 대상 간의 복잡한 관계를 심리적 공간에서 단순화하여 기억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 심리적 공간에서의 상대적 거리를 대상 간 유사성
질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한 뒤 이러한 유사성 자료를 분해하여 역으
로 지각도에 대상 간의 구조적 실질적인 거리로 추출해 낸다. 정리하면,
다차원척도법은 각 대상에 대한 유사성 평가에 의해서 얻어진 자료를 이
용하여 평가의 기준이 되는 차원을 찾아내고 각 차원 위에서 평가 대상
들의 위치를 규명함으로써 실험자의 심리적 평가 공간을 가시적으로 나
타내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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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척도법의 기본 원리는 두 점들 간의 거리를 알고 있을 때 각 점
들의 좌표를 찾아내는 것인데, 자료에서 대상 간의 유사성 혹은 비유사
성을 나타내는 대상 간의 거리를 최소로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각 대
상의 공간상 좌표가 설정된다. 그런데 공간상의 좌표는 회귀분석이나 회
귀계수의 추정에서와 같이 특정 공식에 의해 한 번에 계산되는 것이 아
니라, 반복 계산(iteration)에 의해 점차 줄여지다가 더 이상 일정 기준
이상으로 줄여지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각 대상의 다차원척도 공간상의
좌표가 결정된다(박찬욱, 1995). 표현된 최적 위치의 적합성은 Kruskal의
스트레스(Standardized Residual Sum of Square; STRESS)를 이용하며,
이는 공간상의 표현이 주어진 비유사성에 어느 정도 적합한가를 측정하
는 기준이 된다. 스트레스 값(stress value)에 따른 적합도 평가 기준은
다음 <표 Ⅲ-1>과 같다(Kruscal & Wish, 1978).

<표 Ⅲ-1> Kruskal의 스트레스 값 기준
스트레스 값
0
.025
.05
.10
.20

적합도 평가
완벽(perfect)
뛰어남(excellent)
좋음(good)
보통(fair)
나쁨(poor)

일반적으로 차원이 높아지거나 낮아짐에 따라 특정한 수의 차원에서
스트레스 값이 급격히 감소하고 그 이후부터는 완만해지는, 소위 팔꿈치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스트레스 값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는 최초
지점의 차원을 적합한 차원으로 간주한다. 스트레스 값은 차원의 수가
커지수록 작아지는 성질이 있지만 차원 수가 커질수록 결과의 해석이 복
잡해지므로 이를 크게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차원 또는 3
차원이 많이 이용된다. 이외에 RSQ(Stress and Squared Correlation) 값
은 설명력 지수로 0과 1 사이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60 이상이면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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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고 할 수 있다(강병서 외, 2001).
다차원척도법은 지각도의 작성을 주된 목표로 하는 다변량분석기법으
로(Kruskal & Wish, 1978), 지각도 작성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 이 연구방법은 심리학에서 시작되었으며 마케팅에서는 주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지각도를 바탕으로 시장 세분화, 브랜드 또는 제품 간의 경
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정치학에서는 후
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각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며(Weisberg &
Rusk, 1970), 지리학(Johnson & Wichern, 1992)과 교육학(Du Toi,
Steyn, & Stumpf, 1986)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교육학에서 다차원척도법
을 활용한 연구로는 원격교육매체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분석(박성익,
조영환, 2005), 이러닝 학습환경에서의 학습용 웹 화면의 구성 요소에 대
한 학습자 인식 분석(나일주, 김세리, 2006), 인쇄텍스트와 온라인텍스트
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나일주, 진성희, 2008), 이
러닝 콘텐츠에서 비음성 사운드에 대한 학습자 인식 분석(김태현, 나일
주, 2010)이 있다. 이들은 교수 매체 혹은 교수 자료에 대한 탐색적 연구
로써 이들의 기초적인 속성을 이해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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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절차
본 연구의 진행 절차는 [그림 Ⅲ-1]과 같다.

자료 수집
전

연구문제 정의 및 선행문헌 고찰
↓
연구 참여자 선정
↓
연구대상 대시보드 선정 및 검토
↓
측정도구 개발
↓
예비실험 실시
↓
연구 안내
-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개념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결론 도출

- 다차원척도법 개념 및 활용 목적
- 다차원척도법에 대한 사전 연습
↓
연구대상 대시보드들 간의 유사성 평가
↓
다차원척도법 분석 방법 선택
↓
좌표점 및 3차원 지각도 도출
↓
차원 수 도출
↓
2차원 지각도로 변환
↓
차원 명칭 및 내용 도출
[그림 Ⅲ-1]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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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대시보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차원척도법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학습분
석 기반 대시보드 사례 11개를 선정하였다. 다차원척도법에서는 평가 대
상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최소 8개 이상의
대상이 필요하다(이경일, 박종류, 1993).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들을 선
정한 방법, 그리고 그 결과 선정된 11개의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특
징 및 화면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대상 대시보드의 선정 방법
연구대상이 되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는 다음의 기준과 순서로 선
정되었다.
첫째,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선별하였다. 다차
원척도법의 평가 대상은 연구대상에게 익숙해야하므로(Katahira, 1990)
관련 학술대회 및 논문에서 세 번 이상 다루어진 대시보드나 유명 온라
인 학습 프로그램(Edx, Khan academy)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로 제한
하였다.
둘째, 인지도를 바탕으로 선별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중 차별성을
지닌 것을 선별하였다. 유사한 구성을 지닌 대시보드들을 선정할 경우,
각 대시보드에 대한 유사성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네
가지 차원들 – 정보의 종류, 정보의 성질, 학습 상황, 시각화 –을 고려
하였다.
셋째, 교육공학 전문가에게 선별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가 본 연구
의 평가 대상으로 적절한지 검증받음으로써 안면타당도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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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대상 대시보드의 특징 및 화면
선정된 연구대상 11개의 특징을 선행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살펴보았
다. 또한 실험 시 활용된 캡처 화면을 함께 수록하였다.

(1) Course Signals
Course Signals는 실시간 학사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
의 성적을 파악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대시보드는 학습분석의 활용 유형 중 예측 분석에 해당되며, 학습 시간,
상호작용, 학습자원 활용, 학생 산출물, 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학습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시한다. 이 대시보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데이터마이닝 측면에서는 학습자에게 경고를 제시하는 지시적 성질을 지
니는 한편, 데이터 추적 측면에서는 공식적이고 안정적인 성격을 갖는다.
Course Signals가 개발된 맥락은 이러닝 학습 상황이며, 시각화 방법으
로는

신호등이라는

메타포를

활용하였다.

실험

시

Signals의 화면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Ⅲ-2] Course Signals 화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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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된

Course

(2) CALMsystem
CALMsystem은 학습자의 성찰 및 자기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시보
드로 학습분석의 사용 추적에 해당한다. 이 대시보드는 학습 시간과 시
험 결과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학습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주는 지시적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
다. 한편 이 대시보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학습자가 스스로를 정량화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이며

변화

가능한

성질도

갖는다.

CALMsystem의 주요한 특징은 학습자가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chatbot의 존재이다. 이 대시보드에서 활용된 시각화 방법은 이
모티콘과 텍스트이며, 실험 시 활용된 화면은 아래와 같다.

[그림 Ⅲ-3] CALMsystem 화면4)

Course
Signals
(2015,
September,
9)
Retrieved
from
http://www.itap.purdue.edu/studio/signals/
4) Kerly, A., Ellis, R., & Bull, S. (2008). CALMsystem a conversational agent for
learner modelling. Knowledge-Based Systems, 21(3), 238-24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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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LASS
이 대시보드는 학습분석의 활용 유형 중 사용 추적에 해당되며, 학습
자의 학습 상황을 파악하고 동료 학습자와의 학습 상황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LASS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는 학습 시간, 학
습 자료, 학생 산출물이며, 이는 이러닝 학습 상황을 바탕으로 개발되었
다. 이 대시보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원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기 때문
에 기술적인 성질을 지니는 동시에 학습자의 학습 활동이 자동적으로 수
집되어 제시되므로 공시적이고 확실하며 수치화된 성질을 갖는다. 시각
화 방법으로는 비교와 관계를 나타내는 데 적합한 그래프가 활용되었다.
실험 시 활용된 GLASS의 화면은 [그림 Ⅲ-4]와 같다.

[그림 Ⅲ-4] GLASS 화면5)

5)

GLASS
(2015,
September,
9)
Retrieved
https://sites.google.com/site/glassuc3m/home/user-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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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4) SAM
SAM은 학습자의 학습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용 추적에 해당되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로, 학습자의 학습 결과물, 학습 자원 활용, 학습
시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 대시보드는 데이터마이닝을 기준으로
기술적 성질은 지닌 반면, 데이터 추적을 기준으로는 공식적이며 확실하
고 수치화된 성질을 보인다. SAM이 개발된 학습 맥락은 이러닝 학습
환경이며, 시각화 방법으로는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등의 여러 그래프
가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가 평가할 때 사용된 화면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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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SAM 화면6)

(5) StepUp!
이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는 컴퓨터 지원 협력 학습에서의 학습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대시보드로 학습분석의 활용 분야 중
사용 추적에 해당된다. 정보의 종류로는 학습 시간, 상호작용, 학습 자료,
학생 산출물, 시험 결과가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그래프로 시각
화되었다. SAM에서 추적된 정보는 학습자의 블로그, 트위터 등의 학습
상황에 대한 원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므로 기술적인 성질을 지니는 동시
에 학습자의 사회적 학습 활동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성질도
갖는다. 이 대시보드는 이러닝과 모바일 학습 환경에서 동시에 활용되는
특징을 지닌다. 학습자가 평가한 StepUp!의 화면은 다음과 같다.

6) Govaerts, S., Verbert, K., Duval, E., & Pardo, A. (2012, May). The student

activity meter for awareness and self-reflection. In CHI'12 Extended
Abstracts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869-884). A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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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StepUp! 화면7)

(6) Blackboard Dashboard
Blackboard Dashboard는 학습자의 학습 상황 파악을 위한 사용 추적
대시보드이다. 이 대시보드에서 사용된 정보의 종류는 학습 시간, 학생
산출물, 시험 결과이며, 이는 다양한 그래프로 시각화되었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추적된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기술적인 성
질을 지니면서, 확실성이 높으며 공식적인 성격도 보인다. 이는 이러닝
학습 상황에서 개발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가 평가한
Blackboard Dashboard의 화면은 다음과 같다.

7) Odriozola, S., Luis, J., Verbert, K., & Duval, E. (2012, October). Empowering

students to reflect on their activity with StepUp two case studies with
engineering students. In Proceedings of ARETL'12 2nd workshop on

Awareness and R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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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Blackboard Dashboard 화면8)

(7) Student Inspector
Student Inspector는 학습자의 학습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용 추적
대시보드로, 학습 자료, 학생 산출물, 시험 결과에 관한 정보가 활용되었
다. 이 대시보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기술적이며 공식적인 성격을 지니
며, 아래 [그림 Ⅲ-8]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래프와 파이 차트로 시각화
되었다.

8)

Black
Board
(2015,
September,
10)
Retrieved
from
http://www.slideshare.net/vozniuk/andrii-vozniuk-towards-portable-learning-an
alytics-dashbo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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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Student Inspector 화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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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AMera
CAMera는 학습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분석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지
원하기 위해 개발된 대시보드이다. 학습분석의 활용 유형 중 소셜 네트
워크 분석에 해당되며,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를 네트워크 형태
로 시각화하였다. 데이터마이닝을 기준으로는 기술적인 특징을 지니며,
데이터 추적을 기준으로는 특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학습자
스스로를 정량화하였기 때문에 비공식적이고 변화 가능하며 사회적인 성
질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CAMera의 화면
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Ⅲ-9] CAMera 화면10)

9) Scheuer, O., & Zinn, C. (2007). How did the e-learning session go The

Student Inspector. Frontier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pplications, 158,
487.
10) Schmitz, H. C., Scheffel, M., Friedrich, M., Jahn, M., Niemann, K., & Wolpers,
M. (2009). CAMera for PLE. In Learning in the Synergy of Multiple
Disciplines (pp. 507-520). Springer Berlin Heidelberg.

- 52 -

(9) Narcissus
이 대시보드는 그룹 활동에서 개별 학습자의 기여도를 파악하고 궁극
적으로 그룹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학습분석의
활용 유형 중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해당되며, 학습자의 상호작용과 학
습 자료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히트맵의 형태로 시각화되었
다. 이 대시보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기술적인 동시에 변화 가능하며
사회적인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Narcissus의 화면은 아래 [그림
Ⅲ-10]과 같다.

[그림 Ⅲ-10] Narcissus 화면11)

11) Upton, K., & Kay, J. (2009). Narcissus group and individual models to

support small group work. In User Modeling, Adaptation, and Personalization
(pp. 54-65). Springer Berlin Heidel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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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dX Dashboard
edX은 유명 온라인 학습 웹사이트로 전세계 학습자들에게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 이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대시보드는 학습자의 학습 상황
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습분석의 활용 유형 중 사용 추적에 해당
된다. 학생 산출물과 시험 결과에 관한 정보를 그래프의 형태로 제시하
며, 기술적이며 공식적이고 수치화된 성질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edX dashboard의 화면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Ⅲ-11] edX Dashboard 화면12)
Dashboard
(2015,
September,
10)
Retrieved
from
https://courses.edx.org/dashboard
edX
Dashboard
(2015,
September,
10)
Retrieved
from
https://courses.edx.org/courses/course-v1:DelftX+TPM1x+2T2015/progress

12)

e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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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Khan academy Dashboard
Khan academy 역시 유명 온라인 학습 웹사이트로, 이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대시보드는 학습자의 학습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
습분석의 사용 추적에 해당된다. 학습 시간 및 시험 결과에 관한 정보를
그래프와 파이 차트로 시각화되었으며, 기술적이며 공식적이고 수치화된
성질을 보인다. Khan academy Dashboard의 화면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Ⅲ-12] Khan academy Dashboard 화면13)
13)

Khanacademy Dashboard (2015, September, 9) Retrieved from
https://www.khanacademy.org/mission/algebra-basics
Khanacademy Dashboard (2015, September, 9) Retrieved from
https://www.khanacademy.org/profile/kaid_1037535101717384884435380/vita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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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
습자 2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Ⅲ-2> 연구 참여자의 특징
연구
참여자

학습자 1

학력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성별

사용 경험
- edX 대시보드 2년 사용

석사과정 - Khan academy 대시보드 1년 6개월 사용
4학기

- Blackboard

Dashboard,

Course

Signals,

남

SAM 분석
- edX 대시보드 5개월 사용

학습자 2

석사과정
2학기

- A대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대시보드 4개월
사용

여

- Blackboard

Dashboard,

Course

Signals,

SAM 분석

위와 같은 연구 참여자의 선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를 2인으로 제한한 까닭은 본 연구에서는 개인공간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대시보드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과 느낌에 따라 개인 수준에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따라서 여러 사람들에 대한 평가로 통합될 경우 학습분석 기반 대
시보드의 구성에 대한 학습자 인식의 의미가 감소하게 된다(오현주,
1990).
둘째, 대학원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현재 개발 및 활용되고 있는 학습
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사용자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Course Signals,
OLI Dashboard 등의 대표적인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는 대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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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
발되었다(Pistilli

&

Arnold,

2010;

Verbert

et

al.,

2012;

Dawson,

Bakharia, & Heathcote, 2010).
셋째,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경험한 적이 있는 학습자들을 선정한
이유는 대시보드들 간의 유사성과 비유성에 대한 직관적이며 인지적인
판단이 쉬울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학습분석 기반 대시
보드를 경험한 학습자들은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대시보드 구
성에 내재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성별이 다른 2인의 학습자를 선정한 이유는 테크놀로지를 기반
으로 한 학습 활동과 정보 인식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참여자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 1이 학습자 2에 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학습 활동을 선호한
다(류지헌, 변호승, 서정희, 2009; 류지헌, 2008a; Hartmann & Klimmt,
2006; Maynard & Cheyne, 2005; Kay, 2006; Brusca, 1991). 또한 학습자
1은 정보를 추상적이면 외면적으로 이해하는 반면 학습자 2는 정보를 구
체적이며 내용 중심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Kolb, 1981;
Kats, 1988; Riding & Rayner, 2013; 방담이, 2014).

4. 측정도구
다차원척도법은 평가대상들 상호 간의 인식의 멀고 가까운 정도를 수
치화하여 그 대상들의 상호 간의 원근이 어떠한 숨어있는 인식적 틀에
의해 형성되게 되었는지를 유추하는 방법이다(나일주, 진성희, 2008). 따
라서 측정도구는 선정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들을 두 개씩 짝으로 하
여 그 유사성을 묻는 5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유사성 측정 문항은
5점 척도로, ‘1’은 두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가 매우 유사함을 나타내며
‘5’는 매우 다른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다차원척도법을 적용한 선행연
구들에 따르면 제시되는 쌍의 순서뿐 아니라 하나의 쌍에서 제시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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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순서가 연구 참여자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주장
되었다(김태현, 나일주, 2010; 나일주, 진성희, 2008; 나일주, 김세리,
2006; 오현주, 1990; Devision, 1983; Schiffman, Reynolds, & Young,
1981). 따라서 쌍의 순서는 무작위로 제시하고 특정 대시보드가 포함된
쌍이 설문지에서 동일한 간격으로 제시되도록 구성하였다(나일주, 김세
리, 2006).

5. 자료 수집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B대학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실행
하였다. 이를 통해 측정도구를 보완하고 실험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였다.
학습자 1의 실험은 2015년 9월 22일에 시행하였으며, 학습자 2의 실험
은 2015년 9월 13일에 실시하였다. 실험에 앞서 연구 참여자에게 다차원
척도법에 대한 안내 및 사전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두 개의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때 제공된 화면은 대부분 실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캡처한 것이
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학습분석 관련 학회지나 학술대회 발표에서
활용된 것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여러 개의 화면으로 이루어진 대시보드
인 경우에는 모든 화면을 캡처하여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캡처되거나 인용된 두 개의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화
면 전체를 비교하면서 유사성을 평가하였다. 이때 연구 참여자는 시간의
구애없이 각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에 포함된 정보, 시각화 표현 방법
등 모든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제시하는 매체로는 태블릿 PC를 활용하였
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체의 화면 크기가 대시보드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기기의 크기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면의 크기가 가독성 및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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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모, 2013; 박수아, 2010; Maniar, Bennett, Hand, & Allan, 2008; 김
연지, 이승훈 2005). 그러므로 화면의 크기가 연구 대상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구대상을 보여주는 매체를 태블릿 PC로 제한
하였다.
둘째, 향후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활용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디
지털 교과서와 활용 매체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디지털 교과서의
제공 매체로 태블릿 PC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류지헌,
2008b; 변호승, 김남균, 조완영, 류지헌, 이기서, 2006). 따라서 향후 학교
맥락에서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태블릿 PC에 제공할 가능성이 높
다.

6. 자료 분석 및 결론 도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에서 제공되는 ALSCAL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연구 참여자가 인식한 타당한 차원 수와 각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의 좌표점을 도출하였다. ALSCAL은 Takane, Young과 Leeuw(1977)이
제시한 반복 다차원척도법으로 두 개 이상의 행렬을 분석하여 여러 개의
비유사성 행렬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다.
우선 학습자가 인식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타당한 차원 수를 도
출하기

위해서

스트레스(Standardized

Residual

Sum

of

Square;

STRESS)와 RSQ(Stress and Squared Correlation) 를 활용하였다. 이후
적절한 차원 수에 해당되는 각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좌표값을 바탕
으로 3차원 지각도를 도출하고, 이를 다수의 2차원 지각도로 변환하였다.
학습자가 인식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차원의 명칭과 특징을 도출
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ing)의 방법을 원용하였다. 군집분석은 연구대
상에 대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의 특성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이는 대상들을 분류하기 위한 명
확한 기준이 없거나 기준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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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류 기법이다(차석빈, 김홍범, 오흥철, 윤지환, 김우곤, 2008).
군집분석 결과 도출된 각 집단의 명칭 및 특징은 각 학습분석 기반 대
시보드의 구성 요소 및 전체 화면 분석과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1차적으
로 도출되었다. 이후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수정·보완을 거쳤
으며, 최종적으로 교육공학 전문가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학습자가 인
식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차원의 명칭과 특징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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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차원의 수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습자 1과 학습
자 2 모두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세 개의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학습자 1의 차원 수
학습자 1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차원의 스트레스 값과
RSQ 값은 다음과 같다. 2차원에서의 스트레스 값은 .33이고 RSQ 값은
.58로, 스트레스 값도 매우 나쁘며 설명력도 부족하다. 3차원에서의 스트
레스 값은 .17로 보통이고 RSQ 값은 .72로 설명력도 좋다. 4차원에서는
스트레스 값 .10, RSQ 값 .85로 3차원에서 각각의 값보다 우수하다. 그
러나 3차원과 4차원의 스트레스 값과 RSQ 값의 차가 크지 않으며, 다차
원척도법의 결과는 4차원 이상부터 해석이 어려워 2차원 또는 3차원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그림 Ⅳ-1]의 차원별 스트레스 값을
보면 3차원 지점에서 스트레스 값이 급격히 감소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
감소폭이 완만해지는 팔꿈치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적합
한 차원은 3차원이다.

- 61 -

[그림 Ⅳ-1] 학습자 1의 차원별 스트레스 값

3차원에서의 각 대시보드의 좌표값은 다음 <표 Ⅳ-1>에 제시되어 있
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 아래 [그림 Ⅳ-2]와 같다.

<표 Ⅳ-1> 학습자 1의 3차원 인식 공간에 위치한
대시보드들의 좌표값
대시보드 구분

1 차원

2 차원

3 차원

1

1.6031

-.3125

.6886

2

.961

.528

1.3776

3

-1.1159

.8304

.3069

4

-1.9644

-.3191

.2323

5

1.4968

.0451

.2332

6

-1.3067

.9543

.1145

7

-.2244

1.2271

.2075

8

-.8088

-2.3802

.8169

9

-.3019

-.1797

-1.5084

10

.8148

-.4263

-.8535

11

.8464

-.1469

-1.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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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학습자 1의 3차원 인식 공간

나. 학습자 2의 차원 수
학습자 2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차원의 스트레스 값과
RSQ 값은 다음과 같다. 2차원에서의 스트레스 값은 .22이고 RSQ 값은
.68로, 설명력은 좋은 편이지만 스트레스 값은 적절하지 않다. 3차원에서
의 스트레스 값은 .10로 보통이고 RSQ 값은 0.87로 설명력이 좋다. 4차
원에서는 스트레스 값 .08, RSQ 값 .89로 3차원에서의 각각의 값보다 우
수하다. 그러나 학습자 1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3차원과 4차원의 스
트레스 값과 RSQ 값의 차가 크지 않다. 또한 [그림 Ⅳ-3] 차원별 스트
레스 값을 보면 3차원 지점에서 스트레스 값이 급격히 감소하고 그 이후
부터는 그 감소폭이 완만해지는 팔꿈치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최종적으로 적합한 차원은 3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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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학습자 2의 차원별 스트레스 값

3차원에서의 각 대시보드의 좌표값은 다음 <표 Ⅳ-2>에 제시되어 있
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 아래 [그림 Ⅳ-4]와 같다.

<표 Ⅳ-2> 학습자 2의 3차원 인식 공간에 위치한
대시보드들의 좌표값
대시보드 구분

1 차원

2 차원

3 차원

1

1.9493

-.0704

.283

2

1.5193

.7105

.0524

3

-1.0724

1.0313

.2643

4

-.8604

1.4981

.2576

5

-.6305

-1.3224

-1.0879

6

-.523

.7022

1.0744

7

-.2557

1.0974

-.9008

8

-.9073

-1.4456

1.298

9

-.9507

-1.4043

.1312

10

1.7329

-.6783

.2421

11

-.0016

-.1184

-1.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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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학습자 2의 3차원 인식 공간

2. 3차원 인식 공간 분석
3차원의 경우에는 위쪽과 아래쪽, 오른쪽과 왼쪽의 관계를 평면 공간
에서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다수의 2차원 지각도로 변환해야
한다. 그러므로 3차원에서 얻은 좌표값을 1차원-2차원, 1차원-3차원, 2차
원-3차원의 세 개의 2차원 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이후 각 2차원 지각
도에서의 위치와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근접하여 위치하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들을 군집화였다.
둘째, 극단값을 갖는 두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비교하였다.
셋째, 좌표의 X축과 Y축에 각각 중심선을 추가한 후 각 중심선을 기
준으로 근접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3차원 공간에 나타난 좌표값을 세 개의 2차원으로 변환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65 -

가. 학습자 1의 3차원 인식 공간 분석
(1) 1차원-2차원 분석
3차원에서의 좌표값을 1차원-2차원의 인식 공간으로 변환한 결과는
다음 [그림 Ⅳ-5]와 같다. 1차원을 중심으로 했을 때, 대시보드 1, 2, 5,
10, 11이 위쪽에 위치하며, 대시보드 3, 4, 6이 아래쪽에 존재하였다(실선
표시 부분). 또한 최고값을 지닌 것은 대시보드 1, 최저값을 지닌 대시보
드는 4로, 학습자 1은 특정한 기준으로 바탕으로 두 대시보드를 전혀 다
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2차원을 중심으로 했을 때, 대
시보드 3, 6, 7이 서로 인접하며 오른쪽에 위치하고, X축 중심선을 기준
으로 오직 대시보드 8만 왼쪽에 존재하였다(점선 표시 부분).

[그림 Ⅳ-5] 학습자 1의 1차원-2차원 인식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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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들을 살펴보았을 때, 1차원 위쪽에 위치
한 대시보드 1, 2, 5, 10, 11은 학습자 개인의 학습 상태, 참여도, 시험 결
과 등 해당 학습자의 정보만을 제시한다. 이러한 대시보드들을 개별적으
로 살펴보면, 대시보드 1과 2는 각각 해당 학습자의 과목별 혹은 학습
주제별 성취도를 제시하며 대시보드 5는 해당 학습자의 온라인 상 학습
산출물을 분석하여 학습 참여 수준을 알려준다. 대시보드 10과 11은 각
각 해당 학습자가 학습하고 있는 강좌 또는 학습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시한다. 반면 아래쪽에 위치한 대시보드 3, 4, 6은 학습자 개인
의 학습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자 또는 전체 학습자의 학습 상태,
참여도 등을 제시하고 있어 자신의 상대적인 학습 상태를 알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어 대시보드 3는 학습자의 학습 참여도를 동료
학습자들의 수준과 그래프로 비교하며, 대시보드 4는 해당 학습자뿐만
아니라 전체 학습자의 학습 상태를 오른쪽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
정 학습자와의 비교가 용이하다. 대시보드 6 역시 해당 학습자의 학습
상태에 관한 정보를 로그인 빈도, 산출물, 상호작용, 학습 시간별로 전체
학습자의 평균과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
2차원을 중심으로 가장 오른쪽에 인접하여 분포하는 대시보드 3, 6, 7
과 가장 왼쪽에 위치한 대시보드 8을 비교한 결과, 대시보드 8에서 제공
하는 학습자의 사회적 관계는 해당 학습자가 ‘누구’와 교류하고 ‘무엇’에
대해 논의하는지를 분석한 것으로, 학습 활동의 질적인 측면에 해당되며
주관적인 성격을 지닌다. 반면 대시보드 3, 6, 7은 공통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결과 점수, 로그인 빈도, 총 학습 시간, 상호작용 횟수 등 수치화하
기 용이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2차원을 기준으로 대시보
드 8을 제외한 모든 대시보드들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오른쪽에 위치한 대시보드들은 그래프, 히트맵, 차트, 메
타포 등 다양한 시각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있으나, 학습 시간, 활용
자료 수, 학습 성취도 등 공통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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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원-3차원 분석
3차원에서의 좌표값을 1차원-3차원의 인식 공간으로 변환한 결과는
다음 [그림 Ⅳ-6]과 같다. 여기에서 1차원을 중심으로 보면 대시보드 1,
2, 5, 10, 11이 위쪽에 위치하고, 대시보드 3, 4, 6이 아래쪽에 인접해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실선 표시 부분). 그런데 1차원-2차원에서는 가운데
위치하던 대시보드 9, 11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에 위치하던 대시
보드 3, 6, 7이 가운데 위치하며, 왼쪽에 위치하던 8이 오른쪽으로 이동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 1이 3차원에서는 2차원과는 다른 기준으로 유
사성을 평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점선 표시 부분).

[그림 Ⅳ-6] 학습자 1의 1차원-3차원 인식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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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1차원의 경우 학습자 1은 1차원-2차원 인식
공간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특정 대시보드들을 유사한 것으로 인식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3차원의 경우에는 유사성의 판단 기준이 다름을 보여준다. 실제
로 3차원 공간의 오른쪽에 나타난 대시보드 1, 2, 8을 살펴본 결과, 공통
적으로 하나의 정보를 제공한다. 대시보드 1, 2는 각각 과목별 학습 수준
과 주제별 학습 수준, 대시보드 8은 사회적 관계라는 한 개의 정보를 제
시한다. 반면 대시보드 9는 학습자의 그룹 참여에 관하여 각 구성원별
참여도, 활용 정보의 종류, 각 종류별 활용 빈도라는 세 개의 정보를 분
석하여 제공한다. 대시보드 11 역시 학습 내용에 관하여 달성률, 구체적
인 학습 내용 및 수준 등 다수의 정보를 포함한다.

(3) 2차원-3차원 분석
3차원에서의 좌표값을 2차원-3차원의 인식 공간으로 변환하면 [그림
Ⅳ-7]과 같이 도식화된다. 2차원의 경우 앞서 살펴본 1차원-2차원과 유
사한 양상을 보였다. 2차원을 중심으로 위쪽에는 대시보드 3, 6, 7이 인
접해 있고, 아래쪽에는 대시보드 8이 위치하였다. 또한 대시보드 8을 제
외한 모든 대시보드들 역시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다(실선 표시 부분). 한
편 3차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차원-3차원 공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시보드 1, 2, 8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대시보드 9, 11이 근접한 거리에
존재하였다(점선 표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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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학습자 1의 2차원-3차원 인식 공간

위 그림에서 2차원을 기준으로 실제 대시보드들을 분석한 결과, 가장
위쪽에 분포하는 대시보드 3, 6, 7은 객관적인 수치화하기 용이한 정량적
성격의 자료를 제공하는 반면, 대시보드 8은 사회적 관계라는 질적이며
주관적인 정성적 자료를 제시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시보드 8을 제
외한 모든 대시보드들이 객관적 방법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3차원을 기준으로 대시보드 1, 2, 8을 통해서 학습자는 하나의 정
보만을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시보드 9와 11은 각각 학습 상황
및 학습 내용에 대한 여러 개의 정보를 다룬다. 또한 상대적으로 대시보
드 9, 11과 근접한 대시보드 10도 학습자가 수강하는 강좌에 관하여 수
료 여부, 강의 내용, 학습 결과 등의 다수의 정보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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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자 2의 3차원 인식 공간 분석
(1) 1차원-2차원 분석
3차원에서의 좌표값을 1차원-2차원의 인식 공간으로 변환한 결과는
다음 [그림 Ⅳ-8]과 같다. 1차원을 중심으로 했을 때, 대시보드 1, 10이
위쪽에 위치하며 대시보드 3, 4가 아래쪽에 존재하였다(실선 표시 부분).
한편 2차원을 중심으로 했을 때, 대시보드 2, 4, 7이 서로 인접하여 오른
쪽에 위치하고 대시보드 8, 9가 왼쪽에 존재하였다(점선 표시 부분).

[그림 Ⅳ-8] 학습자 2의 1차원-2차원 인식 공간

실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들을 살펴보았을 때, 1차원 상의 위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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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대시보드 1, 10은 학습자 개인의 학습 상태를 보여준다. 또한 좌
표상에서 상대적으로 위쪽에 존재하는 대시보드 1, 2, 5, 10, 11은 모두
학습자 개인의 학습 상태만을 제시한다. 반면 아래쪽에 위치한 대시보드
3, 4는 학습자 개인의 학습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자 또는 전체 학
습자 개개인의 학습 활동 수준 및 참여도 등을 제시하여 비교가 가능하
다. 또한 상대적으로 대시보드 3, 4와 인접한 대시보드 6 역시 해당 학습
자의 학습 상태와 전체 학습자의 평균 학습 상태를 하나의 그래프에 제
시하기 때문에, 해당 학습자는 자신의 상대적인 학습 상태를 알 수 있다.
2차원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인접하여 분포하는 대시보드 2, 4, 7과 왼
쪽에 위치한 대시보드 8, 9를 비교한 결과, 대시보드 2, 4, 7에서 제공하
는 정보는 개인적인 학습 활동과 관련된다. 대시보드 2는 학습자의 과목
별 이해도를 분석한 것으로, 대시보드의 왼쪽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평가
한 학습 성취도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측정된 학습 성취도를 비교한
다. 또한 학습자는 대시보드의 한편에 위치한 chatbot을 활용하여 자신
의 지식을 확인하고 성찰할 수 있다. 대시보드 4, 7 역시 학습 시간, 학
습 활동 정도, 학습자가 잘못 이해한 학습 내용 등 학습자의 개인적 학
습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반면 대시보드 8, 9는 학습자의 사회적
인 학습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시보드 8은 학습자의 이메일
교류 활동을 분석한 것이고, 대시보드 9는 그룹 활동에서의 학습자의 참
여를 분석한 것이다. 또한 중심축을 기준으로 대시보드 8, 9와 상대적으
로 근접한 대시보드 5 역시 대표적인 온라인 교류 공간인 블로그, SNS
등에서의 학습 활동 정도를 제공한다.

(2) 1차원-3차원 분석
3차원에서의 좌표값을 1차원-3차원의 인식 공간으로 변환한 결과는
다음 [그림 Ⅳ-9]와 같다. 여기에서도 1차원-2차원 공간에서와 마찬가지
로 1차원을 중심으로 보면 대시보드 1, 10이 위쪽에 위치하고,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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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가 아래쪽에 인접해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실선 표시 부분). 그런데
1차원-2차원에서는 가운데 위치하던 대시보드 11이 가장 왼쪽으로, 오른
쪽에 위치하던 대시보드 2, 7이 가운데로, 그리고 왼쪽에 위치하던 8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 2가 3차원에서는 2차원과는
다른 기준으로 유사성을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점선 표시 부분).

[그림 Ⅳ-9] 학습자 2의 1차원-3차원 인식 공간

위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1차원의 경우 학습자 2가 1차원-2차원 인식
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대시보드들을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3차원의 경우에는 유사성의 판단 기준이 2차원과는 다르다. 실제
로 3차원 공간의 오른쪽에 나타난 대시보드 1, 6, 8을 살펴본 결과, 대시

- 73 -

보드 1은 각 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도를 세 개의 다른 색으로 표시하고,
대시보드 6은 학기 및 과목을 기준으로 해당 학습자의 학습 상태와 평균
학습자의 학습 상태를 그래프로 비교한다. 대시보드 8은 사회적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제공한다. 반면 대시보드 5는 학습자의 학습 활동 수준
을 트위터, 블로그, 댓글 및 web 2.0 도구인 Toggl이라는 네 개의 세부
영역별로 알려준다. 또한 각 영역별 활동 수준을 전체 기간과 최근 일주
일로 나누어 제시한다. 대시보드 11 역시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굉장
히 구체적으로 제공하는데, 첫 화면의 왼쪽에서는 학습자가 현재 어느
정도 학습을 완료했는지, 추후 학습할 내용은 무엇인지 알려준다. 다른
화면에서는 학습자가 풀었던 퀴즈들을 세부 영역별로 정리하고 각각의
내용, 난이도 등을 제시한다. 추가적으로 대시보드 5, 11 외에 대시보드
7도 상대적으로 왼쪽에 위치하는데, 대시보드 7은 사고, 의사소통, 토론
등 각각의 활동 영역별 학습자의 역량과 각 활동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
및 획득 점수, 전체 학습자가 잘 이해하지 못한 학습 내용의 비율 등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3차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대시보드 1, 6, 8
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가 크고 대략적으로 제시하는 반면, 왼쪽에 위
치한 대시보드 5, 11은 정보를 세분화하여 자세하게 알려준다.

(3) 2차원-3차원 분석
3차원에서의 좌표값을 2차원-3차원의 인식 공간에 표시하였을 때, [그
림 Ⅳ-10]과 같이 도식화된다. 2차원의 경우 앞서 살펴본 1차원-2차원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2차원을 중심으로 위쪽에는 대시보드 2, 4, 7이
인접해 있고, 아래쪽에는 대시보드 8, 9가 위치하였다(실선 표시 부분).
반면 3차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차원-3차원 공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시보드 1, 6, 8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대시보드 5, 11이 근접한 거리에
존재하였다(점선 표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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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학습자 2의 2차원-3차원 인식 공간

위 그림에서 2차원을 기준으로 실제 대시보드들을 분석하였을 때, 가
장 위쪽에 분포하는 대시보드 2, 4, 7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개인적 학습
활동과 관련된 반면, 아래쪽에 위치하는 대시보드 8, 9는 사회적 학습 활
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3차원의 경우 Y축 중심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한 대시보드 5,
7, 11을 모두 분석해보면, 학습자의 학습 활동 혹은 학습 내용에 관한 정
보를 굉장히 자세하게 제공한다. 반면 대시보드 1, 6, 8은 각각 과목별
학습 성취도, 학기별 또는 과목별 학습 상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대략적
인 정보는 제공하나, 학습자가 특정 과목에서 어떤 학습 내용을 잘 이해
하지 못하였는지, 학습자가 특정 학습자와 자주 교류하였던 구체적인 내
용은 무엇인지 등의 상세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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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대시보드의 인식 공간은 어떻게 구성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11개의 학습
분석 기반 대시보드들을 대상으로 다차원척도법을 적용하여 수행되었다.
여기에서는 다차원척도법에 의해 드러난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 의미와
시사점을 논의하기로 한다.

1.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차원 수
학습자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세 개의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습자 1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차원에서의 스트레스 값
은 .17로 보통이고 RSQ 값은 .72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
습자 2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3차원에서의 스트레스 값
은 .10으로 보통이고 RSQ 값은 .87로 설명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자 1과 학습자 2 모두 공통적으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세 개의 차원으로 인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차원 명칭 및 내용
학습자가 인식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차원 명칭과 내용은 다음
세 단계를 거쳐 도출되었다.
첫째, 각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구성 요소 분석, 대시보드의 화면
분석과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1차적으로 도출하였다.
둘째, 1차적으로 도출한 명칭과 내용을 연구 참여자의 의견과 비교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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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교육공학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각 차원의 명칭과 내용
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 1이 인식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차원들은 정보
의 상대성, 정보의 질, 정보의 다지성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차원은 정보의 상대성(相對性)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 1의 1-2차원과 1-3차원 지각도의 1차원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대시보드 1, 2, 5, 10, 11이 상대적으로 위쪽에 위치해 있었고,
대시보드 3, 4, 6이 아래쪽에 존재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대시보드에서
해당 학습자의 정보만 제공하는지 혹은 다른 학습자 및 전체 학습자의
정보를 공유하며 비교 가능한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는 서로 가장 먼 위치에 위치한 대표적인 예시 중 <대시보드 1>과 <대
시보드 4>를 비교함으로써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대시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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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4>

[그림 Ⅴ-1] 정보의 상대성 차원 예시(학습자 1)

위의 [그림 Ⅴ-1]에서 볼 수 있듯이, <대시보드 1>은 해당 학습자의
학습 성취 수준만을 제공한다. 반면 대시보드 4는 오른쪽에서는 해당 학
습자와 동일한 강좌를 수강하는 전체 학습자의 개별적인 학습 상태를 제
시하고, 왼쪽에는 해당 학습자의 평균, 최대, 최소 학습 시간, 자료 활용
도 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다. 이를 통
해 학습자가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
준은 정보의 상대성이라고 할 수 있었다. 개인적 정보 외에 다른 학습자
의 정보를 통해 비교가 가능한지 여부가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번째 차원은 정보의 질(質)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정보의 질은 학
습자 1의 2차원을 기준으로 대시보드 3, 6, 7이 인접한 반면, 대시보드 8
이 그 반대편에 위치한 것을 분석하여 도출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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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시보드 8을 제외한 모든 대시보드들이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것이
다. 대표적인 예시로 <대시보드 7>과 <대시보드 8>을 비교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대시보드 7>

<대시보드 8>

[그림 Ⅴ-2] 정보의 질 차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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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Ⅴ-2]의 <대시보드 7>을 살펴보면, 학습자의 학습 영역별
점수, 잘못 이해한 부분의 비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들은 객관
적이고 수치화하기 용이한 성격을 지닌다. 반면 <대시보드 8>은 학습자
의 사회적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당 학습자의 이
메일 분석을 통해 ‘누구’와 교류하였는지, 그리고 ‘무엇’에 관해 논의하였
는지를 알려준다. 이를 <대시보드 7>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특성과 비교
하면 상대적으로 주관적이며 비공식적인, 정성적 성질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대시보드 8을 제외한 모든 대시보드를 살펴보면, 학습
자의 시험 점수, 로그인 횟수, 활용한 자료의 수 등 수치로 표현할 수 있
는 객관적이며 보다 안정적이고 정량적 성격을 갖는다. 이를 통해 학습
자 1이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들을 서로 다르다고 인식한 기준 중 하나
가 정보가 정성적인지 혹은 정량적인지, 즉 정보의 질과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차원은 정보의 다지성(多枝性)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다지
성이란 몇 개의 정보를 다루는지, 즉 정보의 수를 의미한다. 이는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로 많음을 의미하는 다양성과는 다르
다. 이 차원은 학습자 1의 3차원을 중심으로 대시보드 9, 11이 서로 인접
한 반면 대시보드 1, 2, 8이 그 반대편에 분포하고 있음을 분석하여 도출
하였다.
<대시보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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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2>

[그림 Ⅴ-3] 정보 다지성 차원 예시

위의 [그림 Ⅴ-3]의 <대시보드 11>은 학습 진도율, 퀴즈 영역 및 내용
등 학습 내용에 대한 다수의 정보를 제시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시보
드 2>는 학습자의 과목별 성취 수준이라는 단일 정보를 전달한다. 이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들의 인식의 거리를 결정하는 요인이 대시보드에
서 다루는 정보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즉 정보의 다지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2가 인식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차원들은 정보의 상대
성, 학습 활동의 사회성, 정보의 정교성으로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차원은 정보의 상대성(相對性)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연구결
과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 2의 1-2차원과 1-3차원 지각도의 1차원을 중
심으로 보았을 때, 대시보드 1, 2, 5, 10, 11이 1차원을 기준으로 상대적
으로 위쪽에 위치해 있는 반면, 대시보드 3, 4, 6, 7은 아래쪽에 존재하였
다. 이러한 차이는 대시보드에서 해당 학습자의 정보만 제공하는지 혹은
다른 학습자 및 전체 학습자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서로 가장 먼 위치에 위치한 대표적인 예시 중
<대시보드 10>과 <대시보드 4>를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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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10>

<대시보드 4>

[그림 Ⅴ-4] 정보의 상대성 차원 예시(학습자 2)

위의 [그림 Ⅴ-4]에서 볼 수 있듯이, <대시보드 10>은 학습자가 등록
한 강좌의 강의별 내용 및 성취도를 제공하는 반면, 대시보드 4는 해당
학습자와 동일한 강좌를 수강하는 전체 학습자의 개별적인 학습 상태를
함께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에 대한 인
식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정보의 상대성이라고 할 수 있었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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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 상황에 대한 상대적 정보의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가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에 대한 학습자 2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
되었다.
두 번째 차원은 학습 활동의 사회성(社會性)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습
자 2의 2차원을 살펴보면, 대시보드 8, 9가 항상 인접해 있고 대시보드
2, 4, 7은 다른 한편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표적인 예시로 <대시
보드 2>와 <대시보드 8>을 비교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대시보드 2>

<대시보드 8>

[그림 Ⅴ-5] 학습 활동의 사회성 차원 예시

위의 [그림 Ⅴ-5]의 <대시보드 2>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학습자가 여
러 학습 주제에 관하여 얼마나 이해하였지에 관한 것으로 학습자의 개인
적인 학습 활동의 결과를 알려준다. 대시보드 2와 인접한 대시보드 4, 7
역시 학습자의 시험 결과, 학습 누적 시간, 활용한 자료 등 개인적인 학
습 활동에 관한 정보이다. 반면 <대시보드 8>은 다른 학습자들과의 이
메일 교류를 분석한 정보를 보여주는데, 이메일은 여러 학습자들과 함께
하는 사회적인 학습 활동에 해당된다. 추가적으로 학습자 2의 2차원을
중심으로 왼쪽에 위치한 대시보드 5, 8, 9뿐인데, 대시보드 5에서는
SNS, 블로그 등에서의 학습자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며 대시보
드 9는 그룹 활동을 분석한 정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학습자 2의 학습분
석 기반 대시보드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는 학습 정보 중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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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활동의 종류와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대시보드에 제공되는 정보가 개
인적 학습 활동을 분석한 정보인지 혹은 사회적 학습 활동을 분석한 정
보인지에 따라 학습자의 인식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차원은 정보의 정교성(精巧性)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 2의
3차원에서는 공통적으로 대시보드 1, 6, 8이 오른쪽에 위치한 반면 대시
보드 5, 11은 왼쪽에 위치해 있었다. 이는 서로 가장 먼 위치에 위치한
<대시보드 6>과 <대시보드 11>을 비교해 보니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대시보드 6>

<대시보드 11>

[그림 Ⅴ-6] 정보의 정교성 차원 예시

서로 멀리 떨어진 <대시보드 6>과 <대시보드 11>을 비교해보면, <대
시보드 6>은 해당 학습자의 학습 상태를 학기 또는 과목을 기준으로 전
체 학습자의 수준과 그래프로 비교하여 제시한다. 반면 <대시보드 11>
은 학습자의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학습 완료한 내용, 향후 학습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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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내용 및 수준 등 학습 내용에 대해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하여 제공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 2가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들을 서로 다르다고
인식한 기준 중 하나가 정보를 얼마나 자세하게 제공하는가, 즉 정보의
정교성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습자가 인식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다섯
가지 차원들을 정리하면, 이들은 정보의 상대성, 정보의 질, 정보의 다지
성, 학습 활동의 사회성, 정보의 정교성이라고 명명할 수 있었다.

3.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구성 및 설계에 대한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인식 차원들 – 정
보의 종류, 정보의 성질, 학습 상황, 시각화 - 과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한 차원들 - 정보의 종류, 정보의 성질, 학습 상황, 시각화 – 을 비
교·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대시보드의 구성 요소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 관련 선행
연구들을 종합·정리하며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구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정보 차원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다섯 개의 정
보 관련 차원들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학습분석 기반 대시
보드를 인식할 때 대시보드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다양한 차원으로 막대
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분류하거나 설계할 때 정보의 상대성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 2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들
은 공통적으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상대적인지
혹은 절대적인지에 따라 대시보드를 상이하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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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행문헌 고찰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식이란 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인지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서적 심
상과도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나일주, 김세리, 2006), 학습자가 학습
분석 기반 대시보드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상대성 혹은 절대성에 대한 관
심이 많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사용자 중심적이며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상대
성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정보의 상대성 차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 학습자가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구성 중 정보
의 상대성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첫째, 한국의 특수한 교육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한국에서 초·중·고등교육을 받은 대
학원생들로, 이들은 다른 학습자들과 학습 성취를 비교하고 서열화하는
학습 상황에 익숙하다. 따라서 학습자들 간의 비교를 통한 경쟁을 추구
하는 한국의 특수한 교육 상황이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
드를 인식할 때 비교 가능한 상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
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둘째, 이러닝 학습의 확대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
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MOOCs,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이러닝 학습
을 경험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는 면대면 학습 상황에서는 다른 학습
자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는 다른
학습자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없다면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개인적 교
류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부정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
므로 이러닝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들의 학습 상황에 대한
의문을 가졌을 것이고, 이러한 학습자의 궁금증이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
드를 인식할 때 비교 가능한 상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
을 갖도록 하였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설계와 관련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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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설계 시 제공할 정보의 질적 특성을 고
려해야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학습자 1과 학습자 2가 인식한 학습분
석 기반 대시보드의 차원들은 정보의 상대성, 정교성 등과 같이 선행연
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정보의 성질과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
습자가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정보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학습분
석 기반 대시보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류’의 정보를 제공할지
뿐만 아니라 어떠한 ‘성질’을 지닌 정보를 제공할지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습 시간이라는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동시에, 학습
시간을 개별 학습자의 정보만을 포함하는 절대적인 성질로 제공할지 혹
은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상대적인 성질로 제공할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설계할 때 상대적 정보의 제공 여부
를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 정보의 상대성 차원은 연구 참여자 2인이
공통적으로 인식한 유일한 차원이다. 이는 학습자가 학습분석 기반 대시
보드를 통해 상대적 정보를 알 수 있는지 혹은 절대적 정보를 알 수 있
는지 여부에 관심이 많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해석을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설계에 적용할 때 논리적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습자가 정보의 상대성 차원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 ‘대시보드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상대적이어야 한다’ 또는 ‘대시보드에서 제공되는 정보
가 절대적이어야 한다’ 중 한쪽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어서
는 안 된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에서 제공하는 정보
의 상대적이거나 절대적인 성질에 관심이 많으므로 대시보드 설계 시 학
습 맥락 및 학습자의 성향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정보를 상대적으로
제공할지 혹은 절대적으로 제공할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함을 제안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구성에 있어서 상대적 정보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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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과 절대적 정보의 필요성 각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
가?
상대적 정보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이론적 배경으로는 상황정보인식과
사회비교동기가 있다. 상황정보인식이란 학습자가 자신이 현재 어느 위
치에 있고 학습 목표에 적합한 정보를 탐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아는
것으로, 공간 인식(spatial awareness), 모드 인식(mode awareness), 동
료 인식(awareness of others in collaboration)으로 구분된다(Gutwin,
1997). 사회비교는 자신의 신념이나 능력, 태도 등을 타인과 비교하여 이
를

토대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Festinger,

1954).

Festinger(1954)는 학습자가 자신에 대한 정보만으로 명확한 자기평가를
내리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학습자들의 학습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
의 학습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자신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학습동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설계에 있어서 절대적 정보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는 학습자의 성향 및 동기이론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학습자의 성향에는 외향성, 수용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
등이 있다(강명희, 김민정, 이수지, 김혜선, 2008). 사회와 현실 세계에 대
해 의욕적으로 접근하는 속성인 외향성이 낮은, 즉 내향적인 학습자는
상대적 정보보다는 절대적 정보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걱정, 두려움, 긴
장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 예민한 학습자 역시 상대적 정보보다는 절대적
정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기이론 중 성취목표이론
에 따르면 학습자의 동기는 숙달목표지향과 수행목표지향으로 분류된다
(Nicholls, 1984). 숙달목표지향적인 학습자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숙
달하는 데 초점으로 두며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한다. 또한 학습 활동에
대해서 흥미롭게 접근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Ames &
Archer, 1988). 따라서 개인의 학습 상황에 대해 타인에게 긍정적인 평가
를 받기를 원하는 수행목표지향적인 학습자와는 달리, 이들은 자신의 학
습 상황에 대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절대적 정보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

- 88 -

된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학습자 인식에 근거하여 도출한 차원들은 학습
분석 기반 대시보드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는 동
시에 대시보드 설계의 기준과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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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
다.
첫째,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구성 및 개발을 위한 연구에 학습자
인식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들은 사용자보다는 개발자의 입장에서 개발되거나 연구되었다. 이로 인
해 대부분의 대시보드들이 사용자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설계되어
사용자가 정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대두되어 왔다. 또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사용자가 느끼는 심리적 변화는 정보의 인식
으로부터 성찰, 통찰, 영향에 이르지만, 지금까지의 학습분석 기반 대시
보드 연구는 인식에 대한 연구 없이 영향에 해당되는 학습 결과, 만족도
등을 측정해왔다. 이를 종합하면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설계에 있어
서 학습자라는 핵심적인 사용자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구성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선행문
헌 분석을 통해서는 알 수 없었던 학습자의 다섯 가지 인식 차원들을 도
출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구성 및 설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 준거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둘째,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정보를 새로운 관점에서 고
려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에서 제공하
는 정보와 관련해서 그 종류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논의에 따르면 학습자가 인식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차원
들은 정보의 상대성, 정보의 질, 정보의 다지성, 학습 활동의 사회성, 정
보의 정교성이라고 명명할 수 있었고, 이는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서 도
출된 차원들과는 상당히 다르며 공통적으로 정보의 성질과 관련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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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구성에 포함되
는 정보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의 정교성 차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학습자의 학습 성취도를 학
기별로 대략적으로 제공할지 혹은 학습 내용별로 세부적으로 제공할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학습자 중심 설계에 대한 새로운 인
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의 구성 차원들은 대시보드의 설계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시보드 설계 시 다섯 가지의 차원들을 적용하면 대시보드를 특정 차원
의 어느 수준으로 설계하고 개발할지에 대한 실용적인 답을 얻을 수 있
다. 예를 들어, 정보의 다지성과 정교성 차원을 고려하여 대시보드를 개
발한다면 여러 정보를 대략적으로 제공할지, 하나의 정보를 자세하게 제
공할지 등의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본 연구에서 알게 된 차
원들, 즉 대시보드 설계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차원들은 학습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분석된 것이며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전혀 알 수 없던
것들이다. 따라서 이는 향후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학습자 중심 설
계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원생으로 제한되었으므로 연구 참여자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정보와 관련한
여러 차원들이 도출되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
시할 경우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차원들이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외에도 학력 수준, 국적 등 여러 특성을 지닌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하
여 이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타당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설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피험자 두 명의 인식 공간을 분석한 결과로 연구 참
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인공간 분석 방법을 활용한 본 연구는 실
험적이고 탐색적인 성격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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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추후에는 개인공간만이 아닌 다수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공간 분석 연구와 보완된다면 보다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셋째, 다섯 가지 차원들이 학습자의 특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밝
혀낼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성향, 선호하는 학습 방법, 성취동기 유형
등은 학습 성과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며, 동시에 학습자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와 관련된 이론 분석과 실천적 탐색
을 통해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지침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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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다차원척도법 평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석사학위 논문에 사용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구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설문 조사는 약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대답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오니 제시된 화면을 보신 후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
다.
아울러 본 설문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본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
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에 대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이 설문을 통해 얻은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귀하가 이 설문지에 응답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
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만약 설문 조사를 마치고 난 후, 본인의 설문조
사 결과가 본 연구에 이용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연구 담당자에게 요
청하여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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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연락처: 010-8988-9756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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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본 설문은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의 유사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
다. 화면에 제시된 두 대시보드를 충분히 보신 후 유사성 정도를 판단해
주세요.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1,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5까지 그
유사성의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두 대시보드를
비교하실 때, 귀하의 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대시보드

매우

쌍 번호
1 - 11
6- 5
7 - 8
3 - 4
11 - 2
6- 1
7 - 9
1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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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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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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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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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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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Dimensional Scaling of
Learning Analytics Based Dashboard
Lee, Ji Hyun
Department of Educational Techn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learning analytics (LA) has drawn the attention of
education researchers. This interest was motivated by the need to
better understand teaching and learning. The results of LA is
generally provided in the form of dashboard, which is called learning
analytics based dashboard (LAD). In spite of its value as learning
tool, there are only few related studies. And yet, the researches have
not been focused on users and their perceptions in the systemic
standpoint.
This is a fundamental research for developing LAD based on a
learner’s

perception.

Specifically,

it

aimed

to

study

how

many

dimensions a learner recognizes about LAD and what the contents of
perception included in each dimensions are.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multidimensional scaling method
was adopted, and multidimensional interpretation on ‘personal space’
was performed. Two graduate students having used various L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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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selected as subjects. The 11 LAD screens were chosen based
on popularity, differentiation, and an expert’s review. The subjects
marked the scale of similarity for 55 screen-pairs, which were
combination of 11 LAD screens selecte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ALSCAL program so that the coordinate values of 11
LADs and the perception maps were drawn. And the clustering
analysis was utilized to interpret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result, both of the learners recognized LADs in
three dimensions(learner 1, Stress=.17, RSQ=.72; learner 2, Stress=.10,
RSQ=.87). By analyzing each elements of LAD screens, comparing the
whole LAD screens, and considering the opinions of subjects and
experts, the title of each dimensions were decided. One(learner 1) can
be

regarded

as

the

relativity

of

information,

the

quality

of

information, and the multiplicity of information. The other(learner 2)
can be called as the relativity of information, the sociality of learning
activity, and the elaborateness of information. It was an unexpected
result which is out of the interest of prior researches on LAD.
In conclusion the necessity of developing LADs based on a
learner’s perception has been arouse, and consequently the need to
new approach to designing and delivering LA information was
realized.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on preparing the ground for
the learner-centered research on LADs. And the LAD dimensions
identified by this study can be considered the design criteria when
designing L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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