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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교교육과 실제 상황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Cha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명명된 매듭 없는 학습(Seamless learning)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매듭 없는 학습은 학습에서의 단절을 불러

일으키는 경계(seam)를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개별화 학습의 중심

지(personal learning hub)로서 모바일 기기를 포함한 스마트기기를 학습

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은 학교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고 언제 어디서나 다른 학습자와 함

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매듭 없는 학습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언어학습에 적용

된 연구이며, 매듭 없는 학습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수업의 효과성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 학교 안과 학교 밖 간의 연계를 위한 수업

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스

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이 때 사례를 기반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경우 적은 도구를

가지고도 실제적인 연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높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하나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다. 사례는 효과적인 하나의 학습도구가 될 수 있지

만 사례를 통해 학습해야 하는 것을 알아내기란 학습자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수업에서 활용할 사례를 선정

하는 방법과 함께 학습자가 주어진 사례를 읽고, 분석하고, 사례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발연구 방법론에 따라 학습자로 하여금 스마

트기기를 활용하여 학교에서 배운 것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 간의 경계를 제거하고 실제적인(authentic) 학습경험을 하도록 돕는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개발하였다. 사례기반 지원방법은 사례기반 지원원

리와 이를 매듭 없는 학습 절차별로 적용한 세부 사례기반 지원방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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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사례기반 지원도구를 모두 포함하며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검토과

정을 통해 수정·보완되었다. 더 나아가 개발된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반

영하여 매듭 없는 학습에 기반한 수업을 설계하고 실시하였다. 해당 수

업에 참여한 학습자의 반응을 평가하여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수정·보완

하였으며 2차 전문가 검토를 통해 사례기반 지원방법에 대한 내적 타당

성을 검토받았다.

그 결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 맥락에서 교수자가 활

용할 수 있는 12개의 사례기반 지원원리와 37개의 절차별 지원방법이 도

출되었다. 또한, 이에 따라 수업에서 사용할 지원도구 7개가 함께 개발되

었다. 최종으로 도출된 사례기반 지원원리 중 사례개발의 원리는 실제성,

다양성, 흥미, 연결성의 원리가 도출되었고, 사례활용의 원리로서 적응성,

점진성, 점검과 피드백, 크로스오버, 유비쿼터스, 학습자 주도성, 비교와

일반화의 원리가 도출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사례기반 지원방법은 전문

가 검토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적

용한 수업을 진행한 후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매듭 없는 학습에

기반한 수업 전반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드러났다. 또한,

사례기반 지원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자들은 사례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과제수행에 도움을 받았다고

대답하였으며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통해 지향해야 할 점과 지양

해야 할 점을 구분해서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또한, 사

전 사후 설문검사를 통한 평균 비교 결과 학습내용에 대한 흥미도와 자

기효능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자 면담을 통해서도 이와 동

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례분석의 난이도가 낮고

사례의 형식이 단일하다는 점 등을 약점으로 꼽았다.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이 구체적인 교수학습

모형으로 구성된 수업의 절차에 따라 사례기반 지원방법의 상세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비슷한 맥락의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는 교수자가 수업을

설계하거나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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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불어 매듭 없는 학습이라는 새로운 관점과 함께 실제적 학습에 대

한 처방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외에서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의 교육

적 활용과 사례기반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스마트기기, 매듭 없는 학습, 사례기반학습, 개발연구

학 번 : 2015-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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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사회에서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는 미래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고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OECD CERI(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는 21세기 학습자에게 필요한 능

력 중 하나로 일상생활과 같이 복잡한 삶과 직업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

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꼽고 있다(DeSeCo, 2014). 또한, 국

내에서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의 목표에 대해 다양한 변화에 적절

히 대응하기 위한 지식의 적용과 활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도

모하고 있다(장근영 외, 2014). 현대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

어 보다 비구조화되고 복잡한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미래사회

에는 더 많은 변화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

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를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Evensen & Hmelo, 2000).

능동적인 문제해결자이자 미래사회의 핵심구성원으로서 인재를 양성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안과 밖의 연결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배운 것을 더 오래 기억하고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하는 반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상대적으로 오래 기억하지

못할뿐더러 필요한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Bransford와 동료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 문제는 학교교육의 비맥락화된

학습경험, 즉 지식이 그 지식에 의미를 부여하는 맥락에서 분리된 학습

경험에서 비롯된다(Cognition and Technology Group at Vanderbilt,

1990). 그러므로 축적된 지식을 다양한 맥락에 활용하여 학습의 전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학교 안에서 배운 것을 학교 밖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학습경험을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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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 최근 매듭 없는

학습(Seamless learning)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매듭 없는

학습의 기본 가정은 학습자가 일회적인 시간, 장소, 단편적인 학습 시나

리오를 통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능을 구비하기

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Chen et al., 2010). 이에 따라 매듭 없는 학습은

분리가 되어 있어 학습에서의 단절을 불러일으키는 경계(seam)를 연결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다시 말해 매듭 없는 학습은 여러 맥락 간에 이

루어지는 학습경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Chan et al., 2006). 이 때

맥락 간의 연결을 위해서 스마트기기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최

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어포던스를 가진 스마트기기가

등장하였고 이는 사용 환경의 개별성, 자기주도성, 이동성 또는 접근성과

같은 기본적인 특성(임진형, 고선영, 2015)을 바탕으로 매듭 없는 학습에

서의 학습경험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맥락 간의 경계를 허

물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별화 학습의 중심지(personal

learning hub)(Looi et al., 2000)로서 모바일 기기가 활용되기도 한다. 이

처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을 통해 학습한 경우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Song & Kong, 2014), 학교에서 배운 지

식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Wong, 2013a).

그러나 학습에서의 단절을 불러일으키는 경계를 허물고 매듭 없는 학

습에 기반한 수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일부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존재

한다. 첫째로, 학교 내에서 특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형식교육을 통

해서 배운 일반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실제상황에 적용하는 데 있어 학습

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Land & Hannafin, 2000). 이는 학

교교육에서 맥락화되지 않은 형식적인 지식들이 계속해서 다루어져 ‘학

습하는 것(the learned)’와 ‘이용하는 것(the used)’ 간의 차이를 넓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Brown, Collins & Duguid, 1989). 두 번째로,

개인학습과 사회적 학습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힘들다는 점이다. 세 번

째로, 매듭 없는 학습을 위한 사회적 학습에서 중요시되는 단계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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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료평가에 대해 학습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동료평가는 사회적 능력이나 학습 전이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Topping, 2009),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신과 동료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Kaufaman & Schunn, 2011)

바람직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매듭 없는 학습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

에서 학교 밖의 실제적인 상황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서 맥락 간의 경계를 허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도움이 될 수 있

다. 또한,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일상

생활에 적용시켜 보는 활동 역시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맥락 간의 간극

을 줄일 수 있으려면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해야 하는데(Chen, Seow,

So, Toh, & Looi, 2010), 이를 위해서는 교수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

닌 학습자 주도적인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학습자가 특정 맥

락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관점

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Chan et al., 2006).

이에 따라 효과적인 매듭 없는 학습 학습경험을 위해서는 적은 도구

를 가지고도 실제적인 연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김정아, 2015), 학습

자의 높은 참여를 유도하며 하나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는(Savelyeva, 2011) 사례를 기반으로 한

지원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게다가 사례는 실생활을 잘 함축하고 있

기 때문에 학습의 전이를 활발히 일어나게 할 수 있다(강명희 외, 2007;

김서희, 정서영, 2016; Williams, 2005). 또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초보자들은 맥락적인 지식

이나 상황적인 경험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Kim & Hannafin, 2008; He,

Yuan, & Yang, 2013). 최근 이러닝 학습환경에서의 사례기반학습에서

긍정적인 학습효과가 나타난 연구들(김서희, 2012; 임철일, 연은경, 2009)

을 통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과정에서도 사례기반학습이 충분히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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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듭 없

는 학습과 같은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Gainsburg, 2008).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

듭 없는 학습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언어학습에서 이루어져 왔으며(Cavus

& Ibrahim, 2009; Ogata, Hiroaki, et al., 2008; Wong, Chen, & Jan,

2012, Wong, 2013a), 국내에서는 매듭 없는 학습에 대한 연구 자체가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 기반한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개인의 경험이나 전문가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문제해결에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사례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많이 제안되어 왔으나 사례기반학습을 바탕으로 한 수업을 진행하

고자 할 때 사용가능한 수업도구나 자원이 충분하지 않으며(Choi &

Lee, 2009), 사례 자체의 구성방식이나 설계방식에 따른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임영택, 류완영,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천적, 학문적 측면의 필요성에 근거하

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의 맥락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

기반 지원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최종 도출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

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은 비슷한 맥락의 수업을 준비하

는 교수자가 수업을 설계하거나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매듭 없는 학습이라는 새로운 관점과 함께

실제적 학습에 대한 처방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외에서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의 교육적 활용과 사례기반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을 통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

에서의 사례기반 지원원리와 매듭 없는 학습의 절차를 도출하고, 지원원

리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매듭 없는 학습 절차별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도

출하고자 한다. 지원방법이 보다 구체적인 맥락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를 함께 개발할 것이며, 전문가 검토와 학습자의 반응 평가

를 토대로 이를 수정·보완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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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지원방법의 효과성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가진다.

첫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 지원방법은

무엇인가?

둘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 지원방법은

내적으로 타당한가?

셋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 지원방법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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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

본 연구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은 적절한 스마트기

기와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지식과 정보, 각종 네트워크에서의 상시적

접근을 통하여 개별학습 및 소셜네트워크에 기반한 협력적 상호작용을

지원하고(Chen et al., 2010), 이를 통해 학교 밖 교육(비형식교육)과 학

교 안 교육(형식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Looi et al., 2009)

으로 정의한다.

§ 사례

본 연구에서는 사례를 적절한 교육적인 내용을 포함하고(Morrison,

2001), 일상생활과 관련된 복잡성과 모호함을 포함하며(Shulman, 1992),

문제와 문제 상황, 해결방안, 실행의 결과 등의 요소를 포함(Kolodner,

1993)하고 있는 경험에 대한 해석으로 정의한다.

§ 사례기반 지원방법

본 연구에서 사례기반 지원방법은 사례를 개발하고 교수학습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사례기반 지원원리와 수업 절차별로 원리가 적용된 사례

기반 지원방법을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사례기반학습은 사례를 통

한 경험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교수

학습방법(Jonassen & Hernandez-Serrano, 2002)으로 정의하며, 이에 따

라 ‘사례분석을 위한 사례를 개발하거나 사례를 수업에 활용할 때 고려

해야 하는 점을 모두 포함하여 사례를 기반으로 학습자를 지원하는 방

법’을 사례기반 지원방법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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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

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의 개념 및 특징

21세기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이 대두되고 있다. 매듭 없는 학습은 정

보통신기술이 등장하기 전부터 특정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술적인 성격을

띤 교실 안에서의 학습경험과 상대적으로 학술적인 성격이 덜한 교실 밖

에서의 경험 간의 큰 차이에 대해 걱정하던 Goerge Kuh(1996)에 제안되

었다(Nicholas & Ng, 2015). 초기에는 테크놀로지의 사용이 매듭 없는

학습의 주요 요소가 아니었으나, 현대사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

양한 맥락 간의 연결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도구로서 테크놀로지의 활

용이 매듭 없는 학습의 주요 특성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후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보급 및 확산과 더불어 인터넷이나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것

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

식교육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교육 간의 연결을 위해 개별화

학습의 중심지(Personal learning hub)(Looi et al., 2009)로서 모바일 기

기를 포함한 스마트기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

라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

기와 태블릿 PC와 같은 스마트기기 간의 연결도 가능하게 되면서 학습

자가 접할 수 있는 학습경험이 확대되었다.

기본적으로 매듭 없는 학습에서는 형식학습과 비형식학습, 개인학습과

사회적 학습,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가로지르는 학습경험을 강조

한다(Wong & Looi, 2011). Sharples와 그의 동료들(2007)은 매듭 없는

학습에 대해 “다양한 맥락 속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기기와 상호작용

하면서 앎에 이르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특수적이고 정의된 학



- 8 -

습 에피소드 안에서만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맥락을 쉽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하기 위해 매듭 없는 학습이라는 용

어가 사용되었다(Chan et al., 2006). 매듭 없는 학습의 기본 전제는 학습

자가 일회적인 시간이나 장소 혹은 단일적인 학습 시나리오를 통해서는

일생 동안에 갖추어야 할 모든 지식과 기능을 구비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Chen et al., 2010). 이에 따라 매듭 없는 학습은 형식 및 비형식

학습과 같은 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데 그 목적

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안과 밖뿐만 아니라 개인 및 사회적 학

습이나 물리적 세계 및 사이버 공간과 같은 경계를 가로지르며 통합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추구한다(Wong et al., 2011).

매듭 없는 학습은 주로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활용과 함께 언급되는데,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매듭 없는 학습이 추구하는 학습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매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모바일 테크놀로지

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 또는 주변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서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학습자는 스마

트기기의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본인이 존재하는 공간의 위치를 빠르고

쉽게 수집할 수 있으며, 해당 맥락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포착할 수

있다. 이는 상황화된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학습자가 상황화된 지식을

습득하고 나면 다른 맥락에 적용하며 다양한 맥락을 아우르는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원과 지식에 대해 학습자가 개인적으로 축적한 지

식은 언제든지 꺼내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나 사례, 사건, 지식

구조나 과정을 손쉽게 저작하고 조직하며 원하는 정보에 언제든지 접근

할 수 있다. 이렇게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매듭 없는 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 학습자는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경로를 계획할 수 있

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 어떤 학습과정을 거치는지 점검하면서 발전하는

능력이나 기능, 지식, 학습양식에 적응적이고 개별화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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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수학습 모델 (MSL 10)

물리적 세계+디지털 세계

(MSL 6)

개인적 학습+사회적 학습

(MSL 2)

비형식적 학습+형식적 학습

(MSL 1)

학습자원에 대한 

유비쿼터스적 접근 (MSL 5)

여러 종류의 기기(MSL 7)

지식의 통합

(MSL 9)

복합적 

학습과제

(MSL 8)

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 학습환경의 설계원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학습환경의 요소들을 모바일 기반 매듭 없는 학습(Mobile Seamless

Learning: MSL)의 차원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다음 [그림 Ⅱ

-1]과 같다. 이는 여러 매듭 없는 학습 학습환경의 특성과 구성요소를

종합하여 Wong(2015)이 정리한 모바일 매듭 없는 학습의 열 가지 차원

으로서, 학습에서의 여러 경계 간 연결을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다.

본 그림에 나타난 주요 차원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MSL 1은 비형식교육과 형식교육 간의 연결을 의미한다. 이는 이미 정해

진 단편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안의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형식학

습과 이를 벗어난 학교 밖에서의 학습 간의 연계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MSL 2는 개인적 학습과 사회적 학습 간의 연계를 의미한다. 이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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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과정과 다른 사람과 함께 학습하는 과정 사이

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개인학습이 사회적 학습

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 학습이 개인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환경

을 지향한다. 다음으로, MSL 6은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 간의 연계

이다. 이는 학습자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거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학습할 때와 면대면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할

때 간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로질러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바일 매듭 없는 학습의

열 가지 차원 중 앞서 설명한 주요한 세 가지 원리 이외에도 다차원적

학습공간에서 러닝허브(learning hub)의 역할을 하는 복합기기의 사용

(MSL 7)이나 복합적인 교수적/학습활동 모델(MSL 10) 역시 매듭 없는

학습의 중요한 차원으로 정리될 수 있다.

앞에서 Wong(2015)이 제시한 모바일 매듭 없는 학습의 열 가지 차원

과 매듭 없는 학습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매듭 없는 학습이 이

루어질 수 있는 학습환경의 구성요소를 고려한 스마트기기 활용 매듭 없

는 학습의 설계원리는 크게 6가지로 범주화되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

여 매듭 없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수·학습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멀티 리터러시, 다양한 맥락, 개별화된 학습, 실제적 과제, 자기

주도적 학습, 사회적 관계이다.

첫 번째로, 매듭 없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 교수·학습 설계 시 고

려해야 할 요소는 멀티리터러시이다. 매듭 없는 학습을 위해서는 사진이

나 비디오와 같은 멀티미디어를 통해 교실 밖의 실제 세계에서 어떤 일

이 일어나는지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Koh et al.,

2013; Ogata et al., 2011).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양식의 학

습자료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Kong &

Song, 2014). 더불어 학습 자료뿐만 아니라 학습 과제 역시 텍스트, 사

진, 비디오 팟캐스트와 같은 다양한 양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Fößl,

Ebner, Schön & Holzinger, 2016). 따라서 매듭 없는 학습을 위한 교수·

학습 설계 시에는 이미지, 영상, 청각 정보 등 다양한 양식을 통해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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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미를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양한 맥락이다. 매듭 없는 학습이 성

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맥락에서 끊임없

이 계속되는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Barab & Roth, 2006; Luckin, 2008). 내용지식 습득을 넘어 어떤 맥락에

서는 끊김없이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해야 하며(Chen et al., 2010),

다른 학습자 또는 학습자료를 통해 배운 것을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한다(Song, 2013). 또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Song, 2013). 따

라서 매듭 없는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설계 시에는 학교 안과 밖 또는

실제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다양한 맥락에서 끊김없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개별화된 학습이다. 매듭 없는 학습에

서는 개별화된 학습서로 다른 맥락에서 서로 다른 학습경험을 할 수 있

도록 1:1 스마트기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Norris & Soloway,

2002; Wong, 2013a). 1:1 스마트기기는 학습자 한 명 당 한 대의 스마트

기기를 보급함을 뜻하므로 학습자 개개인이 스마트기기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개별화 학습이 촉진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클라우

드 기반의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개별화된 학습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Wong, 2013a). 다시 말해, 매듭 없는 학습을 위해

서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에게 맞는 학습방법 으로 다

양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해야 한다.

네 번째로, 매듭 없는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설계 시에는 실제적인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매듭 없는 학습을 위해서는 학교 안과 밖의 경계

를 허물 수 있는 실제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Chai, Wong, & King, 2016). 또한 실제적인 맥락을 반영한 학

습과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Wong, 2013b). 더불어 교실 내 형식학습

이 끝난 이후 계속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장려하여야

한다(Chai, Wong, & King, 2016). 즉 현실 세계를 반영한 실제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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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고 학교 밖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제적인 과제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매듭 없는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을 설계할 때는 자기주

도적 학습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가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을 조성해야 하며(So,

Kim, & Looi, 2008), 학습자들끼리 자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장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Chai, Wong, & King, 2016). 학습자가 자율적인 학

습을 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개별화된 학습을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Wong, 2013b),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목표을 설정하고 학습과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통제력을 부여해야 한다(Jones & Issroff, 2007; Sharples

et al., 2007; Wong et al., 2011). 다시 말해 매듭 없는 학습을 위한 교

수·학습을 설계할 대에는 학습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습자가 능동

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여섯 번째로, 사회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매듭 없는 학습이 성공적

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협럭

적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Chai, Wong, &

King, 2016). 또한 부모님, 선생님, 동료 학습자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

를 통해 학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Lewin & Luckin, 2010).

더불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구성원들 간

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So, Kim,

& Looi, 2008). 이렇게 매듭 없는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을 설계할 때는

타인과 지속적이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이와 같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환경의 구성요소를 고려한 스마트기기 활용 매듭 없는 학습의 설계

원리 6가지를 정리하면 다음 <표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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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설명 문헌

멀티

리터러시

이미지, 영상, 청각 정보 등 다양한

양식을 통해 복합적인 의미를 능동

적이고 비판적으로 생성할 수 있어

야 한다.

� Fößl, Ebner, Schön &

Holzinger, 2016

�Koh et al., 2013

�Kong & Song, 2014

� Ogata et al., 2011

다양한

맥락

학교 안과 밖 또는 실제 세계와 물

리적 세계의 다양한 맥락에서 끊김

없이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 Barab & Roth, 2006;

Luckin, 2008

� Chen et al., 2010

� Song, 2013

개별화된

학습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

로에게 맞는 학습방법 으로 다양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Norris & Soloway, 2002

�Wong, 2013a

실제적

과제

현실 세계를 반영한 실제적인 내용

을 포함하고 학교 밖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제적인 과제를 제공해야

한다.

� Chai, Wong, & King, 2016

�Wong, 2013b

자기주도

적 학습

학습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

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Chai, Wong, & King, 2016

� Jones & Issroff, 2007

� Sharples et al., 2007

� So, Kim, & Looi, 2008

�Wong et al., 2011

�Wong, 2013b

사회적

관계

타인과 지속적이고 활발한 상호작용

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 Chai, Wong, & King, 2016

� Lewin & Luckin, 2010

� So, Kim, & Looi, 2008

<표 Ⅱ-1> 스마트기기 활용 매듭 없는 학습의 설계원리

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의 절차 및 모형

매듭 없는 학습에 대한 모형은 매듭 없는 학습의 원리들 중 어떤 것

을 선택하는지와 적용되는 교수학습 상황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

한다. 매듭 없는 학습의 차원을 수업에 적용한 연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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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구체적인 교수학습모형으로 고안된 것으로서 Wong(2013b)의

Facilitated Seamless Learning(FSL) 모형이 있다. FSL 모형은 학교 안

과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습을 모두 강조하며 개인학습을 중심으로 하

되 교수자나 동료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함께 강조하며 반복적이고 순환

적인 절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활용되기에 적합하다고 판

단하였다. 일반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한 네 가지 학습절

차를 따르게 되며 각각의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활동들 간의 연계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학교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모형에 드러나는 학습활동은 총 네 가지이다. 첫째로, 내용 학습

(Learning engagement)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바

탕으로 한 형식교육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개별화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은 스마트기기의 이동성을 강조하여 학교 밖에서 언제 어디서

나 일어날 수 있는 개인별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셋째로, 온라인 동료학

습(Online social learning)은 성찰과 반성적 사고를 강조하여 온라인상에

서 다른 학습자들과 피드백을 나누거나 함께 논의하며 개인적으로 학습

했던 내용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마지막은 교실 내

통합(In-class consolidation)으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단계까지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모두 일어났던 학습활동들에 대해 모든 학습자와 교수

자가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단계까지 순차적으

로 일어나지만, 다음 페이지 [그림 Ⅱ-2]에서 보이는 화살표의 방향과

같이 각각의 활동들이 순환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실제로 본 모형이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연구하는 분야는 언어학습 관련 분야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본 모

형에 따라 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속담을 일상생활 맥락에 적용시켜 관련

된 사진을 찍어오는 과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Wong, 2013a).



- 15 -

온라인 동료학습

(online Social

learning)

형식

학습환경

(formal setting)

비형식 학습환경

(informal setting)

(이동성, 맥락성 강조) (성찰, 범맥락성 강조)

내용 학습

(learning

Engagement)

개별화 학습

(Personalized

learning)

교실 내 통합

(in-class

Consolidation)

사회적 학습

개별화 학습

⇠

[그림 Ⅱ-2] Facilitated Seamless Learning(FSL) 절차모형(Wong, 2013b)

2. 사례기반학습

가. 사례기반학습의 개념 및 특징

사례기반학습은 과거의 사례를 통해 학습자가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이다(임영택, 류완영, 2009). 사례기반

학습은 주로 법대, 의대 등에서 이루어지는데, 과거의 판례나 환자의 사

례를 통해 현재 직면한 판결 문제나 질병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데 사례

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례는 현실세계와 이론 간의

간격을 이어줌으로써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을 돕고 전이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교수학습모형이다(윤수정, 2006). 사례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

로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교수학습방법(Jonassen

& Hernandez-Serrano, 2002)으로서 사례기반학습은 습득한 지식을 새로

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사례에서의 맥락은

학습자로 하여금 해당 상황에서 배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학습에 좀 더 몰입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학습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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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될 수 있도록 한다(Morrison, 2001).

이렇게 사례를 통해 학습내용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안내 질문에 따라 사례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분석하면서 학습 활동

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례기반학습의 적용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교육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박성희, 2011). 사례기

반학습의 교육적 효과는 다양한데, 사례가 실생활을 잘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인지사고와 원리 적용 학습 전이 등을 더 활발히 일어

나게 할 수 있다(김서희, 정선영, 2016). 또한,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는

사례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실무적인 과제와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고 학습경험을 되살려 유사한 상황으로의 전이를 쉽

게 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임철일, 연은경,

2009; Flynn & Klein, 2001).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구성하게 되면

사례가 관련된 개념을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이에 대해

Shulman(1996)과 Richardson(2000)은 사례를 닻에 비유하여 학습경험을

되살려 유사한 상황으로 전이하는 데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고 하였다.

나. 사례기반학습의 유형 및 절차

사례기반학습(Case Based Learning: CBL)은 하버드 법대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의학, 법학, 경영학 교육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수학

습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사례기반학습은 1870년 Harvard Law School

의 Langdell 교수에 의해 사례연구법(Case method)으로 처음 시작되어

경영, 교육, 교사 교육, 의학 교육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나아가 윤리 교

육이나 과학 교육 분야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지예림, 정현미,

2014; 김정아, 2015). 사례기반학습은 주로 의과대학, 간호대학, 법학대학

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교사교육이나 고등교육에서

도 이를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교수설계 분야에서도

그 적용이 돋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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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목적 혹은 기능에 따라 사례기반학습의 유형을 정리한

Jonassen(2006)에 의하면, 전형으로서의 사례(Case as

exemplar/Analogies), 유사체로서의 사례, 사례기반추론(Case as

Analogues, Case-Based Reasoning), 사례연구법(Case-Study

Method), 해결을 위한 문제로서 사례(Case as Problem to Solve), 학습

자에 의해 구성된 사례(Student-Constructed Cases)와 같이 다섯 수준으

로 나누었다.

일반적으로 사례기반학습은 사례를 활용하는 상황의 특수성이나 학자

의 견해에 다라 서로 다른 형태로 구성된다. 하지만 교육학에서 사용되

는 일반적인 사례기반학습은 교육목적에 적합한 사례를 개발하고, 적합

한 방법으로 사례를 제시하며, 사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한 후, 사례의 문

제파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시도한 해결책을 최종적으로 파악

하고 비판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송상호, 2003).

이 중에서도 사례연구법 방식으로 진행된 사례기반학습 선행연구들에

서 나타나는 수업 절차를 정리해 보면, 사례 제공, 사례 분석을 위한 스

캐폴딩 제공, 읽기 자료 제공, 사례분석 및 논의, 사례 분석 결과 도출,

결론 및 정리 순으로 진행된다. 사례, 스캐폴딩, 읽기 자료는 학습 내용

을 예습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수업 전에 미리 읽어 오는 과정이 중

요하다. 또한, 수업 중에 학습자는 교수학습 과정 전반에 거쳐 교수자의

지원을 받게 되며,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별 활동과 팀별 활동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다. 사례기반 지원방법

사례를 학습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서 교수자의 입장에서 지원방법에

대해 고려하고자할 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고

려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사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연은경(2013)은

사례기반학습을 반영한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례를 설계하는 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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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침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례 설계원리를 개발하였

다. 이와 같이 사례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 졌으며, 이를 종합하면 다음 <표Ⅱ

-2>와 같이 사례 설계 시 복잡성, 실제성, 관련성, 다양성의 원리를 고려

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학습자가 사례를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위해서

교수자는 개발한 사례를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례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나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나서 어떤 활동을 설계할 것인지 등 사례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

의 설계나 선정 원리에 비해 사례 활용의 원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

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례기반 지원원리 도출을 위해 일반적인

사례기반학습에서 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지원원리에 대한 문헌 분석 결

과에 따라 사례개발의 원리와 사례활용의 원리로 나누어 사례기반 지원

원리를 범주화하였다. 사례개발의 원리는 수업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개

발할 대 고려해야 하는 원리로서 복잡성, 실제성, 관련성, 다양성을 포함

한 4가지 원리가 도출되었다. 한편 사례활용의 원리는 사례 또는 사례기

반 지원방법을 어떻게 제공하고, 제공된 사례를 학습자로 하여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원리로서 관련 자료의 풍부함

및 구체적 안내, 점진적 제공, 지속적 개선, 융통성, 상호작용을 포함한 5

가지 원리가 도출되었다.

사례개발의 원리로서 첫 번째로 복잡성을 들 수 있다. 문제중심 학습

환경에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비구조화된 이야기의 형식으로 사례

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Jonassen & Hernandez-Serrano, 2002). 또

한 관련된 현실 세계의 복잡성이 드러나는 상황을 사례에 드러나게 하는

것 역시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Demetriadis et

al., 2008). 더불어 사례를 개발할 때에는 상황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복잡하고 불확실한 실제 상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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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o & Jehng, 1990; Bennett, 2010). 따라서 사례는 복잡하고 불확실

한 맥락을 포함해야 한다.

두 번째로 사례의 실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례기반학습에서 사례도

서관에 저장될 정보나 사례는 과거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개인의 경험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유의미하게 조직되어야 한다(조규락, 2002).

학습자의 지식이나 이전의 경험과 연관된 사례를 선정하고(Herried,

2005), 실제적이며, 현실성에 기반을 둔 사례를 선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

다(임철일, 2007; 천영희, 2000; 최정임, 2004; Knirk, 1991; Stolovitch &

Keeps, 1991; Herried, 2005; Savery & Duffy, 2002). 즉 사례가 지닌

맥락은 실제 상황 혹은 실제 경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세 번째로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례를 선정하거나 개발할 때는

교육목표와 일치하는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Herried, 2005), 내

용지식과 실제행동 간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 맥락과 관련성이 높은 사례

를 선정해야 한다(Bennett, 2010). 또한 학습해야 할 이론이나 원칙이 포

함된 사례를 선정하거나 개발하고(임철일, 2007; 천영희, 2000), 학습내용

의 중요성이나 실용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해야 한다(송상

호, 1999). 따라서 사례기반학습에서는 학습목표나 학습내용과 관련된 내

용을 포함한 사례를 선정하거나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사례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원리는 다양성이다. 사례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연구자료, 실험결과 및 다양한 내용의

데이터를 통해 사례가 제공되어야 한다(박성희, 2011). 또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사례를 제공하

여야 하고(McGraw, Lynch, Koc, Budak, & Brown, 2007), 사례 제시에

있어서도 단순한 텍스트 형식보다는 비디오나 그래픽, 오디오, 애니메이

션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학습환경이 필요하다

(Bennett, Harper & Hedberg, 2002).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사례를 제공

하여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Kolodner, 1993), 성공

적인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함께 제공하는 전략도 효과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Schwartz et al., 2011; Schwartz & Martin, 2005).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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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례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제공되는 방식 또한 다양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례활용의 원리로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원리는 관련

자료의 풍부함 및 구체적 안내이다. 효과적인 사례기반학습을 위해서는

사례를 탐색하고 해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충분히 상세한 정보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Shulman, 1996; Bennett, 2010). 사례를 통해 적합한

방식으로 결과물을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학습활동을 수행해야 하는지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 역시 학습에 도우미 될 수 있다

(Ellis, Marcus, & Taylor, 2005). 더불어 제공받은 사례와 관련하여 안내

/촉진 질문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과정을 점검하고 중요한 부

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Kolodner, 1993). 또한 질문을 활용하여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Ertmer & Koehler, 2015). 다시 말해 사례기반학습

에서는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구체적으

로 안내해야 한다.

두 번째로, 사례기반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례 또

는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점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례기반학습만 계

속 제공할 것이 아니라 강의기반환경과 사례기반환경을 혼합하여 점진적

으로 사례기반학습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Baetenetal et

al., 2013). 사례에 대한 스캐폴딩 질문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학습

에 도움이 될 수 있다(Demetriadis et al., 2008). 사례나 관련자료를 한

번에 집약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터울을 두고 몇 차례 제공하는 것도 중

요한 전략이다(Papadopoulos, Demetriadis, Stamelos, & Tsoukalas,

2009). 따라서 사례 또는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점진적으로 제공할 필요

가 있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원리는 지속적 개선이다. 사례기반학습이 효과

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사례분석을 하는 동안 수시로 사

례분석 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손지영, 여승수, 2016), 시기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개념과 사례를 연결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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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Wojcikowski & Brownie, 2013). 교수자 혹은 다른 학습자들

과 논의한 내용에 대해 중요한 것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으며(Ertmer & Koehler, 2015), 제공받은 사례와 관련하여 안내/촉

진 질문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과정을 점검하고 중요한 부분

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Kolodner,

1993). 더불어 질문을 활용하여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Ertmer & Koehler, 2015). 이렇게 사례기반학습에서는 학습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결과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사례기반학습에서 사례를 활용할 때에는 융통성이 필요하

다. 교수자는 사례분석의 해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방향과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손지영,

여승수, 2016). 또한 하나의 사례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Goeze, Zottman, Vogel, Fisher, & Schrader, 2014).

더불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사례들 간의 비교

대조 과정을 지원하고(Bennett, 2010), 사례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실

제 상황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도록 학습자를 도와야 한다

(Ellis, Marcus, & Taylor, 2005). 다시 말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례를 생

각하고 분석하면서 사례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

다.

다섯 번째로, 사례를 활용하고자 할 대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고려

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동료 학습자 및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김서희, 정서영, 2016),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논쟁

(discussion)을 활용할 수 있다(Flynn & Klein, 2001; Ertmer & Koehler,

2015). 사례 속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간 활발한 토론을 통

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김서희, 정서영,

2016). 사례를 둘러싼 논의과정에서 학습자의 생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

여(Chang et al., 2011; Ertmer & Koehler, 2015) 논의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다른 사람과 사례에 대해 함께 분석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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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설명 문헌

사례개발의 원리

복잡성

사례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맥락을

포함해야 한다.

� Jonassen & Hernandez-Serrano, 2002

� Demetriadis et al., 2008

� Spiro & Jehng, 1990

� Bennett, 2010

실제성

사례가 지닌 맥락은

실제 상황 혹은 실제

경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조규락, 2002

�임철일, 2007

�천영희, 2000

�최정임, 2004

�Knirk, 1991

�Herried, 2005

� Stolovitch & Keeps, 1991

� Savery & Duffy, 2002

관련성

학습목표나 학습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사례를 제공해야 한다.

�임철일, 2007

�천영희, 2000

�송상호, 1999

�Herried, 2005

� Bennett, 2010

다양성

사례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제공되는 방식 또한,

다양해야 한다.

�박성희, 2011

�McGraw, Lynch, Koc, Budak, &

Brown, 2007

� Bennett, Harper & Hedberg, 2002

�Kolodner, 1993

� Schwartz et al., 2011

� Schwartz & Martin, 2005

<표 Ⅱ-2> 사례기반학습에서 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지원원리 도출을 위한

문헌 분석 결과

이와 같이 사례기반학습에서 사례기반 지원원리 도출을 위한 문헌분

석 결과를 사례개발의 원리와 사례활용의 원리로 나누어 정리한 바는 다

음 <표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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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설명 문헌

사례활용의 원리

관련 자료의

풍부함 및

구체적 안내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 Shulman, 1996
� Bennett, 2010
� Ellis, Marcus, & Taylor, 2005
�Kolodner, 1993
� Ertmer & Koehler, 2015

점진적 제공

사례 또는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점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Baetenetal et al., 2013
� Demetriadis et al., 2008
� Papadopoulos, Demetriadis, Stamelos,
& Tsoukalas, 2009

지속적개선

학습활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결과물을

개선해야 한다.

�손지영, 여승수, 2016
�Wojcikowski & Brownie, 2013

� Ertmer & Koehler, 2015
�Kolodner, 1993

융통성

다양한 관점에서

사례를 생각하고

분석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손지영, 여승수, 2016
� Goeze, Zottman, Vogel, Fisher, &
Schrader, 2014
� Bennett, 2010
� Ellis, Marcus, & Taylor, 2005

상호작용

다른 사람과 사례에

대해 함께 분석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김서희, 정서영, 2016
� Flynn & Klein, 2001
� Ertmer & Koehler, 2015
� Chang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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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의 맥락에서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교수자가 사례를 기반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은 지원원리와 상세지침 뿐만 아니라 절차별 사례기반 지원방법

을 포함한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사례기반 지원원리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매듭 없는 학습 절차별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함께

개발한다. 이를 위해 매듭 없는 학습과 사례기반학습의 원리를 종합하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원리 및 상세

지침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매듭 없는 학습 절

차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 절차별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은 교수적 산출물과 도구를 개발하거나 모형을 수정

또는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Richey

와 Klein(2007)의 설계·개발 연구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Richey와

Klein(2014)은 해당 연구방법이 교수 설계와 테크놀로지 분야에의 독특

한 탐구 방법 중 하나이며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거나 기존의 실천들을

타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산출물 및

도구 연구(products and tools research)와 모형 연구(model research)를

포함한 두 가지 유형의 연구가 있으며 이는 연구결과 생성되는 지식의

일반성 수준에 따라 구분된다(임철일, 홍미영, 이선희, 2011).

본 연구에서는 모형뿐만 아니라 설계원리, 설계전략, 설계지침 등을

개발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는 유형 2의 방법에 따라 전략 개발 및 적용

에 초점을 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개발하

고 내적 타당화를 거쳐 학습자 반응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서 선행문헌 고찰, 전문가 검토, 현장적용, 설문 및 면담의 방법을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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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절차

가. 전체 연구절차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먼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 및 사례기반학습과 관련된

선행문헌을 고찰하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

반 지원원리 및 상세지침을 개발하였다. 또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수

업을 진행할 수 있는 매듭 없는 학습 절차모형을 선행연구로부터 가져와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고, 앞서 개발한 지원원리 및 상세지침을

적용하여 매듭 없는 학습 절차에 따른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개발한 지원원리 및 상세지침, 절차별 지원방법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이를 몇 차례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사례기반 지원원리와

절차별 지원방법을 포함한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적용하여 수업을 설계하

고 A대학교에서 교육학 관련 전공수업을 듣는 학습자 12명을 대상으로

3주간 해당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과 수업이 끝난 후에

학습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해당 수업의 효과를 탐색

하였다. 또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 대한 만족도와 사

례기반 지원방법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 학습자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

해 3주간의 수업이 끝난 이후 학습자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

하였다. 다음으로 수업 실행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기반 지원원리 및

절차별 지원방법을 한 번 더 수정하여 2차 전문가 검토를 받고 최종 사

례기반 지원방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진행절차와 산출물을 도식화하

면 [그림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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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유형 연구 방법 진행 절차 산출물

개발

선행문헌 고찰

§매듭 없는 학

습

§사례기반학습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 및 

사례기반학습 관련 선행문헌 고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원리 및 상세지침 개발

§사례기반 지원원리를 적용한 매듭 없는 학습 

절차별 지원방법 개발

》

§초기 지원원리

및 상세지침

§초기 절차별 

지원방법

ò ò

내적 

타당화

예비 

전문가 타당화 

§교육공학전공 

박사 4인

§교육공학전공 

박사과정 1인

§전문가와의 심층면담을 통한 초기 산출물 

개발과정, 지원원리 및 상세지침, 절차별 

지원방법 검토

§초기 지원원리 및 상세지침, 절차별 지원방법   

수정

》

§초기 지원원리

및 상세지침

§초기 절차별 

지원방법

ò ò

1차 

전문가 타당화

§교육공학전공 

박사 4인

§교육공학전공 

박사과정 1인

§전문가와의 심층면담을 통한 1차 지원원리 및 상

세지침, 절차별 지원방법 검토

§1차 지원원리 및 상세지침, 절차별 지원방법 수정

》

§ 1차 지원원리

및 상세지침

§ 1차 절차별 

지원방법

ò ò

외적 

타당화

현장 적용

§수업 실행
-A대학교 교육공

학 전공수업(3주) 

§매듭 없는 학습 절차모형과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반영한 수업 설계 및 현장 교수자 검토

§사례기반 지원방법에 따른 스마트기기 활용 매듭 

없는 학습 실시

》
§수업 과정안

§수업 지원도구

ò ò

학습자의 

반응 평가

§연구대상
-학습자 12인

§설문 및 면담

§학습자 설문(12명) 및 심층면담(11명) 실시

§설문결과 및 심층면담 결과 분석

§학습자의 반응 평가를 반영하여 스마트기기를 활

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 

수정

》

§학습자 반응

§ 2차 지원원리 

및 상세지침

§ 2차 절차별

지원방법

ò ò

형성적 

수정

(내적 

타당화)

2차

전문가 타당화

§교육공학전공 

박사 5인

§교육공학전공 

박사과정 1인

§전문가와의 심층면담을 통한 3차 지원원리 및 상

세지침, 절차별 지원방법 및 지원도구 검토

§전문가의 의견과 학습자의 반응 평가를 반영하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최종 

사례기반 지원방법 개발 

》

§최종(3차)

지원원리 

및 상세지침

§최종(3차) 

절차별 

지원방법

[그림 Ⅲ-1] 본 연구의 진행절차 및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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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적용을 위한 수업절차

수업을 설계하기에 전 연구자는 연구가 진행될 수업에 학기 초부터

참여하여 교실 환경이나 학습자의 특성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교수자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의 구체적인 절차와 이에

따른 사례기반 지원방법의 내용과 도구 사용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설멍함으로서 수업을 설계하는 데 교수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

다.

해당 수업에서는 이러닝, 원격교육과 같이 교육공학과 관련된 주제들

을 다루고 있었고, 본 연구를 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과제를 수행해

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수학습 상황에서 테크놀로지를 유의미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수업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수업의 절차는 매듭 없는

학습과 관련된 선행문헌을 검토한 결과 매듭 없는 학습의 설계원리를 반

영하고 구체적인 학습활동이 포함되어 학습내용에 큰 제한 없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Wong(2013b)의 FSL 모형의 기본 절차를 따랐다. 매듭 없는 학습 모형

에 따른 수업의 흐름을 시각화한 것은 다음 [그림 Ⅲ-2]과 같다.

`

온라인

동료학습

(online Social

learning)

형식

학습환경

(formal setting)

비형식 학습환경

(informal setting)

(이동성, 맥락성 강조) (성찰, 범맥락성 강조)

내용 학습

(learning

Engagement)

개별화 학습

(Personalized

learning)

교실 내 통합

(In-class

Consolidation)

사회적 학습

개별화 학습

1

2

3

45

6

[그림 Ⅲ-2] FSL 모형에 따른 매듭 없는 학습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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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주제와 기본적인 절차를 결정하고 난 후에는 스마트기기를 활

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에 따른 수업 지도안을 만

들었고 수업자료를 개발하였다. 수업 지도안의 흐름에 따라 수업이 원활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업 PPT를 함께 제작하였으며 수업 진행과 관

련된 모든 자료들은 교수자의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되었다. 최종적으로

수업에 적용된 수업 설계의 개요는 다음 <표 Ⅲ-1>과 같다.

차시 수업 절차 주요 활동 수업 도구

수업 전
수업소개

및 사전훈련

§ 매듭 없는 학습 소개

§ 교육용 플랫폼(Edmodo) 활용방법

1차시

내용학습

§ 교수학습 상황에서 테크놀로지를 유

의미하게 활용하는 방법(맞춤형학습

§ 을 위한 테크놀로지 활용, 협력 지원

테크놀로지 활용 등) 학습

§ 강의자료

§ (PPT)

사례분석＊
§ 교수학습 상황에서 테크놀로지 활용

의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 분석

§ 1차시

안내질문

1~2차시 개별화 학습
§ 학습내용을 적용해서 일상생활에 수

행하는 과제 수행(1차 과제)

§ 과제

§ 안내자료

§ 모범사례

2차시

사회적 학습
§ 학습내용을 적용해서 일상생활에 수

행하는 과제 수행(1차 과제)

§ 동료평가

루브릭

§ 동료평가

문항

사례분석＊

§ 매듭 없는 학습 과제에 대한 동료평

가의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 분

석

§ 2차시

안내질문

2~3차시 개별화 학습
§ 동료평가와 교수자의 피드백 확인

§ 1차 과제 수정 및 발표자료 준비
§ 사례모음

3차시
교실 내

통합

§ 개인별 과제 발표

§ 3주간의 학습활동 성찰

<표 Ⅲ-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적용한 수업 설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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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적

용한 수업은 총 3차시에 거쳐 진행되었다. 본 수업의 수업자료와 학습

활동을 기록·공유하기 위해 교육용으로 개발된 온라인 플랫폼 Edmodo

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 시작 전에 안내하였다.

수업은 FSL 모형의 기본절차를 따르되 1차시와 2차시에 일부 사례기

반학습의 절차를 따라 진행되었다. 매듭 없는 학습은 학교 안과 밖을 포

함하여 언제 어디서든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1차시, 2차시, 3차시뿐만 아니라 1차시와 2차시 사이, 2차시와 3

차시 사이도 계속해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였다.

가) 수업 전: 매듭 없는 학습을 위한 사전 훈련

본격적으로 매듭 없는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매듭 없는 학습의 개념

과 관련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학습내용 및 수업의 기간과 절

차, 절차별 구체적인 학습활동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수업에서 사용

할 교육용 플랫폼인 Edmodo의 기능을 설명하고 사진과 함께 자기소개

를 하도록 하여 간단한 사전훈련을 실시하였다. Edmodo는 스마트폰(아

이폰, 갤럭시, G5 등), 스마트패드(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노트북 등 다

양한 지원환경에서 여러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접근가능하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 또한, 3주 동안 매듭 없는 학습과 관련된 게시판을 따로 만들

어 두어 관련 활동을 동일한 게시판 내에서 공유하도록 안내하였다. 글

이나 댓글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공유 저장소와 연동하여 개인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기능,

알람기능, 좋아요 기능과 같은 기타 기능들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그리고 1차시 내용학습과 사례기반학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학습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읽기과제로 제공하였다. 읽기자료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Edmodo 게시판에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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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차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유의미학습에 대한 내용 학습

1차시에는 ‘유의미학습을 위해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

법’에 대한 교수자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강의자료는 PPT로 제작되었으

며 Edmodo에 업로드 함과 동시에 학습자에게 핸드아웃으로 제공하였다.

강의 내용은 테크놀로지가 유의미학습을 촉진하는 방법으로서 실제적 학

습, 지식 구성과 성찰, 맞춤형 교육, 학습자 간 협력, 동기 촉진의 5가지

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5가지 유형별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테크놀로지

의 예시와 수업에서의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지식 구

성과 성찰의 경우 Cmaptools를 활용한 개념지도의 예시를 보여주고, 만

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을 점검하고 부족한 지식을 보완하기 위해 정

보를 검색하며 새로 학습한 개념을 기존의 지식구조와 통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조건 첨단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

이 아닌, 교육내용과 학생들의 특성, 교육의 목적에 맞게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교수설계자로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다.

내용학습이 끝난 후에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진 우

수한 사례와 그 반대인 미흡한 사례를 비교하여 배운 내용에 대해 실제

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과제를 수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사례기반 지원원리 중에서 사례개발에 해당되는

원리와 상세지침을 참고하여 두 가지 사례를 수업 사전에 개발하였으며

안내질문에 따라 사례 분석활동이 진행되었다. 사례분석 활동은 크게 개

인별 분석과정과 조별 분석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개인별 분석과정

에서는 약 15분 동안 두 가지 사례를 읽고 사례 속에 등장하는 주요 문

제 상황과 그 원인 및 해결방법에 대해 간략히 요약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리고 나서 3~4명씩 구성된 조에서 개인별로 분석한 내용을 공유한

뒤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여 중요한 내용을 조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조별 분석내용은 우수한 사례에서 문제해결이 성공한 이유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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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Edmodo 페이지

[그림 Ⅲ-4] 1차 사례분석 결과물

한 사례에서 문제해결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

였다. 또한, 이를 통해 ‘유의미한 학습을 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방

법‘과 관련하여 배울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였다. 조별 분석

이 일찍 끝난 조의 경우에는 심화질문(예. 우수한 사례에서 제시된 방법

이외에 또 어떤 방법으로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을 통해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조별분석이 모두 끝난 후에는 [그림

Ⅲ-3]와 같이 Edmodo에 안내질문에 따른 사례분석 결과를 올릴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조별로 한명씩 돌아가며 발표하고 서로 질의 응답하는 시

간을 가졌다. 안내질문에 따라 제출한 사례분석 결과물의 일부는 다음

[그림 Ⅲ-4]와 같다. 수업에서 실제로 사용된 사례와 1차시 사례분석을

위한 안내질문은 [부록5]에 제시하였다.

사례분석 활동이 끝난 후 1차 과제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다. 1차시

에서 2차시 사이의 기간 동안 학습자로 하여금 교실 밖에서 교실 안에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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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해결하고 싶거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문제 상황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고, 문제를 질

문의 형태로 만든 다음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는 내용의 과제

였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GPS(위치기반정보)를 함께 저장하여

Edmodo에 과제 결과물과 업로드하도록 하였다. 모든 사람이 Edmodo에

과제물을 올린 후에는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과제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댓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과제를 실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 2차 사진/UCC 공모전: 교실 밖을 담아라!’ 라는 내용

으로 과제 안내자료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사례를 기반으로 과제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제물에 대한 모범사례를 함께 제공하였다. 모범사례에

는 과제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과제

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과제물에 대한 평가 루브릭과 함

께 안내되었다. 과제물에 대한 루브릭은 완성도, 실제성, 관련성, 독창성

의 4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부여 원칙에 따라 1점, 3점, 5

점의 점수로 구분되었다. 과제 안내자료, 과제물에 대한 모범사례, 그리

고 과제물에 대한 루브릭은 [부록 5]에 제시하였다.

다) 2차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유의미학습에 대한 동료 학습

2차시에는 1차시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수행한 1차 과제

에 대한 동료평가를 위해 사례분석이 실시되었다. 동료평가를 효과적으

로 하는 방법을 모두 반영하여 동료평가를 실시한 ‘우수한 사례’와 그렇

지 않은 ‘미흡한 사례’를 비교하여 동료평가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정리할 수 있는 사례분석 활동이 진행되었다. 동료평가

를 위한 사례 역시 1차시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례기반 지원원리 중에서

사례개발에 해당되는 원리와 상세지침을 참고하여 수업 사전에 개발되였

으며, 안내질문에 따라 사례 분석활동이 진행되었다. 사례분석 활동은 1

차시의 사례분석활동과 거의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과제에 대한 두 가지

우수한 동료평가 사례 간의 공통점을 찾는 과정이 추가로 진행되었다.



- 33 -

동료평가 문항

1. 과제물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2. 과제물의 내용이 현실에서 경험할 만한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가?

3. 과제물의 내용이 유의미학습을 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방법과 관련성

이 높은가?

4. 과제의 형태와 내용적 구성이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되었는가?

5. 위의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본 1차 과제의 장점을 적어주세요.

6. 위의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본 1차 과제의 부족한 점을 적고, 이에 대한

개선점도 적어주세요.

[그림 Ⅲ-5] 동료평가 문항

우수한 사례들 간의 공통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동료평가의 방

법을 조별로 정리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발표 후에 효과적인 동료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실제로 수업에서 사용된 동료평가 사례와 2차

시 사례분석을 위한 안내질문은 [부록 5]에 제시하였다.

동료평가를 위한 사례분석활동이 끝난 이후에는 갤러리워크를 통해

서로의 과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갤러리워크는 전시

관에서 전시물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작품에 대해 논의하는 형태

를 교수학습 상황에 활용한 것으로, 3-4명씩 돌아가며 약 1시간정도 진

행되었다. 갤러리워크를 통해 다른 사람의 과제에 대해 탐색한 이후에는

실제로 동료평가를 실시하였다. 갤러리워크에서 의견을 나누었던 과제나

Edmodo에서 관심 있게 보았던 과제 중에 1가지를 선택하고 교수자가

각자에게 지정해 준 2가지의 과제를 포함하여 한 사람당 3가지 과제에

대해 동료평가가 실시되었다. 동료평가는 [그림 Ⅲ-5]과 같이 구글 설문

지를 통해 만들어진 동료평가 문항에 대해 개별 동료평가 링크를 통해

진행되었다. 동료평가 문항은 1차시에 안내했던 과제물에 대한 평가 루

브릭의 영역에 따라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줄 수 있는 4가지 문항과

잘된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한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본인의

과제에 대한 동료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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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차 과제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2차 과제는 1차 과제에

대한 동료평가 결과와 교수자의 피드백, 갤러리워크를 통해 제시되었던

의견 등 1차 과제 수행 이후 얻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1차 과제를 수정하

는 것이었다. 1차 과제 수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1차 과제에서 학생들이

간과했던 부분이나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였고, 과제 결과물에 대한 평가 루브릭의 점수 부여 원칙에 대해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다음 시간 개인별로 발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라) 3차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유의미학습에 대한 발표 및 성찰

마지막으로 3차시에는 1차 과제와 2차 과제를 하면서 배운 점과 크게

수정된 점 등을 포함한 성찰내용과 본인이 찾은 문제상황과 해결책을 포

함한 최종 과제에 대해 개인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명당 약 10

분의 발표시간이 주어졌으며, 발표가 끝날 때마다 교수자에 의해 과제에

대한 피드백과 추가 설명이 제공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발표가 끝난

이후 수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3주 동안의 매듭 없는 학습에 기반한

수업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졌다.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전문가 검토에 참여할 전문가와 학습자 반응 평가를 위

해 개발 내용이 적용된 수업에 참여할 학습자를 포함한다. 먼저, 사례기

반 지원방법의 내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문가 검토에는 6명의 전

문가가 참여하였다. 전문가는 연은경(2013), Grant와 Davis(1997)가 제시

한 전문가 선정 기준에 따라 해당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해당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연구를 경험한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공학 석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관

련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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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예비 전문가 검토와 1

차 전문가 검토 과정에 동일한 5인의 전문가가 참여였기 때문에 2차 전

문가 검토 과정에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인의 전문가를

추가 선정하였다. 모든 전문가에게는 개별로 본 연구에 대해 구두로 설

명하고 참여를 의뢰하였으며, 참여에 동의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

가 검토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의 프로필 및 타당

화 참여 단계는 <표 Ⅲ-2>과 같다.

참여 전문가 프로필 타당화 참여 단계

구분 직업
경력

(년)

최종

학력

전공

분야
사전 1차 2차

A 연구교수 15 박사 졸업 교육공학 √ √ √

B
교육중점

교수
3 박사 졸업 교육공학 √ √ √

C 연구원 13 박사 졸업 교육공학 √ √ √

D 초등교사 9 박사 졸업 교육공학 √ √ √

E 대학원생 6 석사 졸업 교육공학 √ √ √

F 연구원 6 박사 수료 교육공학 √

<표 Ⅲ-2> 전문가 프로필 및 타당화 참여 단계

앞서 내적 타당화를 거쳐 개발된 사례기반 지원방법에 따라 설계된

수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2016

년 2학기 A대학교 교육학과 전공과목 ‘원격교육과 이러닝’을 수강하는

학생 12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교육학을 전공하

고 있고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부생

(11명)과 대학원생(1명)이었다. 현장 적용 및 학습자 반응 평가를 위한

연구참여자의 프로필은 <표Ⅲ-3>와 같다. 학생들에게는 사전에 연구에

대한 안내를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 및 자료

활용 동의서를 받은 후에 수업이 진행되었다. 현장적용을 위한 연구참여

자로 해당 수업의 학습자를 선정한 이유는 스마트기기의 교육적 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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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듭 없는 학습과 같은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경험하는 것에 거부

감이 없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질의응답이나 토

론과 같은 학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개발연구

에서 현장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연구참여자 수는 이론적으로 정해져있지

는 않으나, 본 연구는 온라인상에서 동료평가가 진행되고 사례기반학습

에서 조별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3~4명으로 구성된 두 개

이상의 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8명 이상의 연구참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2명의 연구참여자를 더 선정한다

고 고려하였을 때 현장적용을 위한 연구참여자는 10명 이상이 필요하다

는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본 연구와 같은 연구방법으로 진행된 개발 연

구(임철일 외, 2011)를 보면 이러닝 설계원리를 개발하고 워크숍에 적용

하여 설문과 면담을 통해 사용자 반응을 조사하는 과정에 총 9명의 대학

원생이 참여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그 이상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년 전공 성별 인원

대학생 교육학
남자 4명(4명)＊

여자 6명(6명)＊
대학원생 평생교육 여자 1명

<표 Ⅲ-3> 학습자 반응 평가 참여자 프로필

＊ ( )안은 면담에 참여한 학생 수

3. 학습환경 및 학습도구

가. 학습환경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적

용한 수업에서는 학교 안과 밖의 연결을 위해 Edmodo라는 온라인 학습

환경을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실시간으로 문제 상황을 발견해서 업

로드하고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Edmodo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였다. Edmodo는 교육용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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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Edmodo 페이지 예시

되었으며,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과제

나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수자-학습자, 학

습자-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Edmodo

커뮤니티에 특정 게시물을 업로드하게 되면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과 의

견을 공유하거나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에 대해 토론

하거나 동료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견이나 자료를 함께 나눌 수 있

어 매듭 없는 학습을 이룰 수 있다. 무엇보다 Edmodo가 매듭 없는 학습

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유는 모바일 기반, 컴퓨터 기반 등의

다양한 지원환경을 가지고 있고 알림이나 ‘좋아요’ 기능 등 언제 어디서

나 빠르고 쉽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다. Edmodo 페이지 예시는 다음 [그림 Ⅲ-6]와 같다.

나. 학습도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이 적

용된 수업에서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례를 기반으로 한 여러 학습도

구들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례기반 지원도구는 내용학습

을 위한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 사례분석 안내질문, 모범사례, 동료

평가를 위한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 과제 평가 루브릭 및 동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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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이다.

먼저 내용학습에 대한 사례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유의미학습에 관

련된 단행본이나 사례집의 내용을 참고하고 앞서 정리한 사례개발의 원

리에 따라 개발되었다.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일어날 법한 실제적인

이야기로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테크놀로지 활용 방법이 드러나고 성공적

인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결과가 대비되도록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함께 개발하였다. 또한 동료평가를 위한 사례 역시 동료평가를 효과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이 잘 반영된 우수한 사례와 그렇지 않은 미흡한

사례를 함께 개발하였다. 또한 사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업에 참여하

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경험할 수 있을 법한 실제적인 상황을 포함하

였으며, 우수한 사례 또는 미흡한 사례를 여러 가지로 개발하여 다양성

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된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사례분

석 안내질문은 본 수업에서 진행한 사례분석의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구

성되었다. 먼저 사례에 포함된 기본적인 정보와 특징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개인별로 분석한 결과, 조별로 분석한 결과, 그리고 이를 통해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새롭게 배우게 된 점 등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질문

을 구성하였다.

한편, 모범사례의 경우는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의 결과물의 내용

과 형식을 반영하여 개발되었다. 사전에 개발한 과제 평가 루브릭에 따

라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례로 개발되었다.

이를 위해 사전에 개발된 과제 평가 루브릭은 일반적으로 과제물을 평가

하는 선행연구들의 항목을 수정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조직하였다. 1점,

3점, 5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점수부여원칙을 서술하였고, 실제성, 유용

성, 관련성, 독창성을 포함한 4가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

록 평가문항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료평가 문항은 과제 평가 루브

릭에 따라 각 항목에 대한 점수뿐만 아니라 잘한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한

의견을 주관식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습도구는 [부록 5]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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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및 분석

가. 문헌 검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개

발하기 위해 [그림 Ⅲ-7]와 같은 방법으로 선행문헌을 검토하였다. 사례

기반 지원방법은 사례기반 지원원리와 매듭 없는 학습 절차에 따른 사례

기반 지원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사례기반학습에

서 교수자가 수업을 운영하거나 학습자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원리 또

는 전략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절차나 모형에 기반한 것이 아닌 범맥락적

인 내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이라는

구체적인 맥락을 반영하여 사례기반 지원원리를 도출하고 선행연구로부

터 도출한 매듭 없는 학습의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개발하였다.

매듭 없는 

학습 절차 

모형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 절차별 

사례기반 지원원리 및 상세지침 도출

⇛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 

절차별 

사례기반 

지원방법의 

상세 지침 

도출

스마트기기를 활용 매듭 

없는 학습의 특징 도출

사례기반학습에서의 

지원원리 도출

 매듭 없는 학습의 절차모

형

탐색을 위한 문헌 고찰

 효과적인 매듭 없는 학습 

운영을 위한 원리 도출을 

위한 문헌 고찰

 사례기반학습에 대한

문헌 고찰

 사례의 개발과 활용

의 측면에서 탐색

[그림 Ⅲ-7]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 개발과정

1) 사례기반 지원원리 도출을 위한 문헌 검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원리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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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기 위해 먼저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사례기반학습에서 교수자가 수

업을 운영하거나 학습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

해 처방적인 진술에 초점을 두고 탐색하였다. 또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점

에 대해 탐색하였다. 그리고 이 둘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을 운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사례기반 지원원리

를 도출하였다. 선행문헌 고찰은 Creswell(2012)이 제안한 바와 같이 핵

심 용어 규명 및 선행문헌 조사, 선행문헌 선정 및 분석, 선행문헌 결과

종합의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는 핵심 용어에 따라 선행문헌을 조

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듭 없는 학습(seamless learning)’, ‘실제적

학습(authentic learning)’, ‘사례기반학습(Case-based learning)’, ‘사례방

법(Case Method)’과 같은 핵심 용어를 중심으로 선행문헌을 조사하였다.

매듭 없는 학습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매듭 없는 학습에서 강조하는

실제적 학습과 관련된 문헌도 함께 탐색하게 되었으며, 넓은 범위에서

사례가 교수학습방법에 활용되는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 사례방법과 같은

넓은 범위의 개념도 함께 탐색하였다. 선행문헌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

관(http://library.snu.ac.kr)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수연구정

보서비스 RISS(http://riss.kr), Thomson Reuters가 제공하는 학술데이터

베이스 Web of Science(http://webofknowledge.com/WOS), 구글학술검색서

비스(http://scholar.google.co.kr) 등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또한, 논문뿐만

아니라 도서, 학술대회 발표자료,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논문은 매듭 없는 학습과 관련된 150편과 사

례기반학습과 관련된 267편으로 총 417편이었다.

두 번째로, 권위(authority), 파급력(seminal), 관련성(relevance) 기준

(Hart, 2001)에 입각하여 앞서 조사한 여러 선행문헌을 검토하고 본 연

구에 적합한 문헌을 선정하였다. 권위 기준에 따라 평판이 좋거나 인용

수가 높은 저널이나 출판사에 속한 것을 선정하였고, 파급력 기준에 따

라 해당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 것을 선정하였다. 또한,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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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연구 주제 또는 목적과 관련성이 높은 것을 선정하였다. 이

렇게 선정된 문헌들을 통해 일반적인 사례기반학습에서 교수자가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례를 개발하거나 수업을 운영할 때 사례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일반적인 명제에 해당하는 것을 사례기반 지원원리로

분류하였다. 또한, 스마트기기 활용 매듭 없는 학습의 구성요소 또는 특

징과 관련된 내용을 분류하여 효과적인 매듭 없는 학습의 설계원리로 정

리하였다. 이렇게 최종 선정된 논문은 매듭 없는 학습 관련 42편과 사례

기반학습 51편으로 총 93편이었다.

마지막으로, 앞서 도출한 선행문헌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스마트기기

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원리를 도출하였다. 이

때 일반적인 사례기반학습에서의 지원원리에 효과적인 매듭 없는 학습의

설계원리,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스마트기기 활용 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

례기반 지원원리를 도출하고 원리별로 상세지침과 예시를 정리하였다.

2) 절차에 따른 사례기반 지원방법 도출을 위한 문헌 검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 절차에 따라 앞서 정리한 사례

기반 지원원리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한 선행문헌 고찰은 Creswell(2012)이 제안한 바와 같이 핵심 용

어 규명 및 선행문헌 조사, 선행문헌 선정 및 분석, 선행문헌 결과 종합

의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우선 앞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

원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조사하였던 선행문헌 중 매듭 없는 학습의 절차

모형 자체에 대해 소개한 문헌 1편과 이를 적용하여 경험적 연구가 진행

된 문헌 5편을 선정하여 연구에서 적용된 매듭 없는 학습의 절차를 참고

하여 구체적인 수업 절차와 세부 학습활동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정리된 매듭 없는 학습 절차에 따라 앞서 개발한 사례기반

지원원리 및 상세지침을 적용하여 절차별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정리하였

다. 본 사례기반 지원방법은 교수자의 입장에서 수업에서 사용할 사례를

개발하거나 사례를 활용하여 수업을 실시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매듭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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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포

함한다.

나. 전문가 검토

전문가 검토는 전문가 검토용 질문지를 통해 사례기반 지원원리와 절

차별 지원방법을 포함한 사례기반 지원방법과 매듭 없는 학습에 기반한

수업에서 사용된 지원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예비, 1차, 2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1) 전문가 검토 질문지

전문가 검토에 사용한 도구는 전문가 검토 질문지이며 구체적인 문항

구성은 다음 <표 Ⅲ-4>과 같다. 전문가 검토 질문지는 연구의 기본사항

과 개발과정에 대해 소개하는 ‘연구의 소개’ 부분과 사례기반 지원원리

또는 절차별 지원방법, 지원도구의 타당성을 묻는 ‘타당화 질문지’ 부분

으로 구성하였다. 타당화의 경우 각 영역별로 제시된 문항에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는 선택형 문항과 추가적인 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된다.

먼저, 사례기반 지원원리 개발과정과 지도원리 전반이 타당한지를 평

가받기 위해 전문가 예비 검토 문항을 개발하였다. 지원원리의 개발과정

과 지원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예비 검토 문항은 Jang(2011)과

Lee(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타당화 질문지 문항에서 수정하여 다음

<표 Ⅲ-4>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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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관련문헌 탐색의

적합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

원원리를 개발하기 위해 탐색된 문헌들은 적절한가?

용어의 적절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

반 지원의 의미를 명확하고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

는가?

선행문헌 고찰 결과

요약 및 해석의 적절성

선행문헌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

서의 사례기반 지원원리를 개발하기 위해 적절하게

요약되고 해석되었는가?

조직화의 적절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원리가 논리적으로 적절하게 조직화되었는가?

<표 Ⅲ-5>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원리 개발과정

및 지원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예비 검토 문항

절차 목적 문항 유형 질문지문항

예비
지원원리

검토
개방형

§ 지원원리 개발과정

§ 지원원리 전반

§ 수정 및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적 의견

1차
지원원리

타당화

선택형

(4점 척도)

§ 지원원리 전반

§ 지원원리에 따른 개별 상세지침

개방형 § 수정 및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적 의견

2차

지원원리,

절차별

지원방법,

지원도구

타당화

선택형

(4점 척도)

§ 지원원리 전반

§ 지원원리에 따른 개별 상세지침

§ 절차별 지원방법

§ 도구 전반

§ 개별 도구

개방형 § 수정 및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적 의견

<표 Ⅲ-4> 전문가 검토 질문지 문항 구성

다음으로 1차 전문가 검토를 위한 문항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원리가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선

행연구(나일주, 정현미, 2011; 임철일, 김성욱, 최소영, 김선희, 2013)에서

사용한 전문가 타당도 검토 문항을 수정하여 다음 <표 Ⅲ-5>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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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타당성
본 지원원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

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할 지원원리로 타당하다.

설명력

본 지원원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

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할 지원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

다.

유용성
본 지원원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

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편성
본 지원원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

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때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해도

본 지원원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

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할 지원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표 Ⅲ-6>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문항

그 다음 2차 전문가 검토에서 추가로 진행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

듭 없는 학습 절차별 사례기반 지원방법에 대한 타당화를 위해서는 지원

원리를 위한 타당도 문항(<표 Ⅲ-6>)의 영역과 동일한 영역으로 문항을

개발하였다. 다음 페이지 <표 Ⅲ-7>은 사례기반 지원원리와 절차별 지

원방법을 모두 포함한 사례기반 지원방법 전반에 대한 타당도 문항이다.

지원원리 및 절차별 지원방법 전반에 대해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

성, 이해도 영역에 4점 척도로 답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개발하였고, 각

각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받기 위해 개별 지원원리와 상세지침, 절차

에 따른 개별 지원방법별로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사례기반 지원도구에 대한 타당화를 위해서 마찬가지

로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의 영역을 중심으로 타당화 질

문지를 구성하고 지원도구 전반과 개별 전반도구에 대해 4점 척도로 응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Ⅲ-8>). 더불어 수정 및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방형 문항과

별도의 의견란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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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타당성
본 지원방법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

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할 지원방법으로 타당하다.

설명력
본지원방법은스마트기기를활용한매듭없는학습에서사례기반으로학습자를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할 지원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유용성
본 지원방법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

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편성
본 지원방법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

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때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해도

본 지원방법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

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할 지원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표 Ⅲ-7>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 절차별 사례기반 지원방법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문항

영역 문항

타당성
본 도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타당하다.

설명력
본 도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잘 설명하고 있다.

유용성
본 도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편성
본 도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때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해도
본 도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었다.

<표 Ⅲ-8>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도구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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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 절차 및 자료 분석 방법

전문가 타당화 과정에 참여할 전문가들에게는 메일 또는 구두로 연구

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전문가 검토를 의뢰하였다. 전문가 검토 참여

의사를 밝힌 6명의 전문가들과 일대일로 약속 시간을 정한 후 연구참여

자의 일터에서 직접 만나거나 메일을 통해 전문가 검토가 진행되었다.

전문가 검토는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를 참고하여 진행되었으며 일대일로

심층면담이 실시되었다. 예비, 1차 전문가 검토의 경우 동일한 전문가 5

명이 참여하였으며, 2차 전문가 검토의 경우 기존 5명의 전문가에 1명이

추가되어 총 6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전문가 예비 검토는 점수를 매기지 않고 전문가와의 일대일 심층면담

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예비 전문가 검토

의 경우 연구자가 연구의 기본사항과 사례기반 지원원리 개발 과정 및

지원원리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수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드러났으며 예비 전

문가 검토 문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가 구체적인 개선방향 또는 개

선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비 전문가 검토 과정에서는 4점 척도

로 되어 있는 질문지에 점수를 매기지 않고 심층면담 과정에서 구두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추가 의견란에 의견을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1차 전

문가 검토의 경우 연구자가 수정된 지원원리와 그에 따른 상세지침에 대

해 설명하였다. 전문가는 예비 전문가 검토에서 제시한 의견이 전반적으

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 1차 전문가 검토지에 제시된 각 문항의 4점

척도에 응답하였다. 마찬가지로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추가 의견란에

의견을 작성하거나 구두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2차 전문가

검토의 경우는 학습자 반응 평가 결과에 의해 수정된 지원원리와 상세지

침, 절차별 지원방법, 그리고 수업에 사용된 지원도구을 내용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연구자가 먼저 설명하고 전문가가 4점 척

도로 구성된 문항지에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전문가 검토 결과는 양적 자료로서 각 문항은 내용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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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 지수(CVI)와 평가자간 내용 일치도 지수(IRA)로 분석하여 .80이상

인 경우 타당하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질적 자료로서 전문가 검토를 통

해 수집한 전문가의 추가적인 의견은 그 중 비슷한 의견을 분석하여 지

침을 수정하는 데 참고하였다.

다. 현장 적용에 대한 학습자 반응 평가

1차 전문가 검토를 토대로 수정된 지원원리와 절차별 지원방법, 그리

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지원도구를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해보고 학습

자의 반응에 대해 조사하였다.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이 시작되기 전과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업이 모두 끝난 이후 일대일 면담을 통

해 학습자 반응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활

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과 도구를 최종적으로 수

정·보완하였다.

1) 학습자 반응 검사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에 대

한 학습자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 만족도 검사지와 학습자 면담

을 위한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학습자 만족도 검사지의 경우 스마트기기

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 전반에 대한 인식 관련 10문항과 스마트기기

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에 대한 인식 관련

18문항을 합쳐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글 설문지를 통해 5점 척도

(5점: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보통이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일대일

면담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듭 없는 학습 만족도 문항의

Cronbach ɑ값은 .910과 같이 높은 값을 보였으며 사례기반 지원방법에

대한 만족도 문항의 Cronbach ɑ값은 .889로 높은 편이었다. 학습자 반응

평가의 경우 1명을 제외한 11명의 학습자가 모두 일대일 면담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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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 때문에 5점 척도 결과로 드러나지 않는 의견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 학습자 반응 평가 절차 및 자료 분석 방법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이 3주간 진행되고 난 후 학습자

를 대상으로 한 반응 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3차시 수업이 끝난 직후

약 20분 동안 설문지 28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할 때 일대일 면담에 참여하겠다고 미리 의사를 밝힌 6명

의 학습자와 연구자에 의해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응답자를

합해 총 11명의 학습자가 일대일 면담에 참여하였다. 일대일 면담은 학

습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내 세미나실과 주변 카페의 조용한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개발하였으며 학습자의 응답

에 따라 질문을 추가하거나 생략하면서 진행되었다. 일대일 면담 질문지

의 경우 매듭 없는 학습과 사례기반학습에 대한 사전경험과 3주에 걸쳐

실시된 매듭 없는 학습 전반에 대한 만족도, 사례기반 지원방법과 도구

의 사용성과 효과성,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매듭 없는 학습 전반에 대해 학습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와 더

불어 지원방법으로서 제공된 사례나 사례활용 방법이 과제를 수행하거나

실제적인 학습을 하는 데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

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분석

되었다. 먼저 학습자가 5점 척도로 응답한 만족도에 대한 선택형 설문

결과는 양적 자료이기 때문에 엑셀 파일로 코딩한 후에 SPSS를 사용하

여 평가 문항의 신뢰도를 구하였다. 매듭 없는 학습 전반에 대한 만족도

와 지원방법 및 도구에 대한 만족도 부분에서 모두 신뢰도가 .80보다 높

은 값을 보였기 때문에 신뢰롭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평균, 표준편차

등을 포함한 기술통계량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일대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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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질적 자료로서 Miles & Huberman(1994), Wolcott(1994) 등이 제

시한 질적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우선 스마트폰이나 녹음

기로 녹음한 일대일면담의 음성파일을 텍스트 자료로 옮긴 후, 의미 단

위로 분절하여 상위범주-하위범주로 개방적 코딩(open coding)을 실시하

였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 개방적 코딩 결과를 다시 살펴보며 범주화

가 부적절한 경우를 중심으로 수정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최종 사례기반 지원

방법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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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 지원방

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 최종 지원방법을 개발하였다.

첫 번째로,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

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원리와 매듭 없는 학습 절차별 사례기반 지원방

법을 포함한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개발한 후 예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초기 사례기반 지원원리 및 절차별 지원방법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로, 1

차 전문가 검토를 통해 초기 지원원리 및 상세지침을 수정·보완하였다.

세 번째로,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적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 참여한 학습

자의 반응 평가 결과에 따라 수정된 지원원리, 절차별 지원방법 및 지원

도구에 대해 2차 전문가 검토를 거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

습에서의 최종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개발하였다.

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초기

사례기반 지원방법

앞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은 사례기반 지원

원리와 매듭 없는 학습 절차에 따른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모두 포함한

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일반적인 사례기반학습에서 수업을 운영하

거나 학습자를 지원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절차나 모형에 기반

한 것이 아닌 범맥락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따

라 매듭 없는 학습 맥락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효과

적인 매듭 없는 학습을 위한 원리와 일반적인 사례기반학습에서의 사례

기반 지원원리를 통합하여 스마트기기 활용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

기반 지원원리를 우선적으로 도출하였다. 이후 지원원리를 매듭 없는 학

습의 구체적인 절차에 적용시켜 절차별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개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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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례기반 지원원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원리를 도

출하기 위하여 사례기반학습과 관련된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한 사

례기반 지원원리를 매듭 없는 학습의 설계원리와 통합하여 다음 <표 Ⅳ

-1>과 같이 도출하였다. 사례기반학습과 관련된 선행문헌을 분석한 결

과, 사례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원리는 사례개발

의 원리와 사례활용의 원리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수업에서 활용되는

사례 자체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례개발의 원리는 4가지(복잡성,

실제성, 관련성, 다양성)로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례를 어떻게 제

공할 것이며 제공된 사례를 학습자로 하여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사례활용의 원리는 5가지(관련 자료의 풍부함 및

구체적 안내, 점진적 제공, 지속적 개선, 융통성, 상호작용)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의 구성요소와 특징을

고려한 매듭 없는 학습의 설계원리를 크게 6가지(멀티리터러시, 다양한

맥락, 개별화된 학습, 실제적 과제,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 관계)로 정

리할 수 있었다.앞서 정리된 두 가지 차원의 원리를 통합하기 위해 의미

간의 동질성이나 위계적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표 Ⅳ-1>에 따라 분류

되어 범주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를 개발하

기 위해서는 실제성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흥미의 원리를 포함한 세 가

지 원리가 도출되었다. 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

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융통성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

점검과 피드백의 원리, 상시성의 원리, 학습자 주도성의 원리, 비교와 일

반화의 원리, 그리고 협력의 원리를 포함한 8가지 원리가 도출되었다. 이

렇게 도출된 11가지의 원리에 대해 각 원리에 대한 의미를 서술하였고,

하나의 원리에 대한 3~4가지의 구체적인 지침을 함께 개발하여 총 33개

의 상세지침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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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지원원리

사례

개발

1. 실제성(Authenticity)의 원리

: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현

실 세계를 반영한 실제적인 내용을 사례에 포함한다.

1.1 학습자가 실제로 경험했거나 경험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내용을 사

례에 포함한다.

1.2 현실세계의 복잡한 상황이 얽힌 도전적인 난이도의 사례를 개발한다.

1.3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내

용으로 사례를 구성한다.

2. 다양성(Diversity)의 원리

: 학교 밖의 다양한 맥락에서 끊김(seam)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구성한다.

2.1 상황, 과제, 산출물, 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사례에 포함한다.

2.2 하나의 주제에 대해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함께 개발한다.

2.3 여러 개의 사례를 개발하여 사례 도서관(case libraries)을 구성한다.

2.4 학습자가 참고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의 어포던스에 따라서 영상, 음

성, 텍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표상방식을 사용하여 개발한다.

3. 흥미(Interest)의 원리

: 외부의 상황에 방해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활동에 재미를 느끼고, 언

제 어디서든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흥미로운 사례를 구

성한다.

3.1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된 사례를 제공하여 학습흥미를 유발한다.

3.2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사례를 개발한다.

3.3 사례학습 과정이 지루하지 않도록 스토리(story) 형식의 사례를 개발

한다.

<표 Ⅳ-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초기 사례기반

지원원리 및 상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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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활용

4. 융통성(Flexibility)의 원리

: 교실 안과 밖을 포함한 여러 상황에서 학습자가 보이는 반응과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사례들을 유연하게 활용한다.

4.1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개념적 지식수준이나 흥미)에

따라서 제공하는 사례를 다르게 한다.

4.2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경험 및 학습스타일을 고려하여 사례를 적응적

으로 활용한다.

4.3 학습자가 선호하거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사례

를 분석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사례 제공시 다양한 지원환경을 구축한

다.

5. 점진성(Gradualness)의 원리

: 교실 안과 밖 사이의 경계에서 끊김(seam)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사례

를 점진적으로 활용한다.

5.1 강의식 수업과 사례기반학습을 혼합하여 사례를 활용한 수업을 점진

적으로 도입한다.

5.2 사례와 관련자료를 한 번에 집약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몇 차례 터울

을 두고 제공한다.

5.3 수업 초반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였다가 나중에는 추상적인 사

례를 제공한다.

5.4 사례 분석을 위한 안내질문을 점진적으로 제거한다.

6. 점검과 피드백(Review and feedback)의 원리

: 매듭 없는 학습에서 수행하는 학습활동 간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위해

학습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6.1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사

례기반학습 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6.2 학습자가 사례분석에 참고할 수 있는 안내질문을 제공하여 그 과정을

점검하고 분석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6.3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루브릭을 활용해 사례기반 학습의 결

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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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시성(constancy)의 원리

: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와 관련 자

료를 보고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환경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운영

한다.

7.1 웹 기반 사례 도서관(case libraries)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든 필

요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2 게시판의 댓글이나 학습자의 활동을 수시로 확인하여 관련된 자료

또는 출처를 제공한다.

8. 학습자 주도성(learner initiative)의 원리

: 교실 안과 밖에서 모두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8.1 학습자가 학습방법이나 학습과제, 학습자원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8.2 교실 안에서의 수업이 끝난 이후 교실 밖에서도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한다.

8.3 학습자가 과제 수행 시 스마트기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

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9. 비교와 일반화(comparing and generalization)의 원리

: 사례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고 사례기반추론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활동 및 관련자료를

제공한다.

9.1 대립되는 사례의 각 특성,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도록 한다.

9.2 대립되는 사례의 차이점을 비유하거나 시각화하도록 한다.

9.3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9.4 학습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혹은 비슷한 과제의 수행경험이

있는 학습자의 과제 수행과정에 대한 모델링을 제공한다.

10. 협력(collaboration)의 원리

: 교실 안과 밖에서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분석하고 논의할 수 있는 협력적 활동을 실시한다.

10.1 학습자의 특성(인지적 수준이나 동기, 관심사)을 고려하여 조를 편성

한다.

10.2 조별로 사례분석·개발 활동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도록 지원한다.

10.3 SNS나 온라인 게시판에서 조별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

들어 준다.

10.4 조별로 하는 활동과 전체 학습자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을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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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학습
절차

지원방법 도구
적용
원리

수

업

준

비

학습

과제

및

사례

개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유

롭게 수행할 수 있는 학습과제를 계획하라.

(예. 수업절차, 지원도구)

원리

1,6

복잡하고 실제적인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사례

(하나의 주제에 대해 대조되는 사례 한 쌍)를

개발하라.

(예. 동료평가 사례, 학습과제 결과물 사례)

원리

1,2

사례

활용

지침

개발

매듭 없는 학습이 적용된 수업 사례를 보여주

어 수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당 사례기

반학습에서의 학습효과를 제공하여 자기주도적

인 참여를 촉진한다.

수업사례

연구결과

원리

6,8

<표 Ⅳ-2>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 절차별

초기 사례기반 지원방법 및 도구

나. 절차별 사례기반 지원방법

매듭 없는 학습 절차별 초기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매

듭 없는 학습의 절차모형이 포함된 선행문헌을 탐색하였다. 또한 선행문

헌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매듭 없는 학습의 설계원리들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된 Wong(2013b)의 FSL 모형에 따라 수업의 단계 및

세부 활동을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로부터 도출한 매듭 없는

학습의 절차를 반영하여 내용 학습, 개별화학습, 동료학습, 교실 내 통합

의 4가지 단계에 수업 준비 단계를 포함한 총 5가지 단계가 3주간 실시

되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다음으로 수업의 단계와 세부 활동에 따라 초기 사례기반 지원원리를

적용하여 매듭 없는 학습 절차별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도출하였다. 수업

준비 단계에서는 사례기반 지원원리에서의 사례개발 원리가 주로 적용되

었으며 이후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사례활용 원리가 주로 적용되었다.

각 사례기반 지원방법에 대해 어떤 사례기반 지원원리가 적용되었는지와

어떤 지원도구가 필요한지를 함께 정리한 초기 절차별 사례기반 지원방

법은 다음 <표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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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활동 및 자료로 주어지는 사례를 활

용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

고 설명한다.

사례활용

지침

원리

8

수업

안내

및

사전

훈련

평가루브릭을제공하고이를통해실제로평가한사례를

제공하여학습과제에대한동기를 유발하고 학습과정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루브릭

및

평가사례

원리

6,7,8

교육용 플랫폼을 사전에 연습해볼 수 있도록

간단한 과제(자기소개나 간단한 질문 올리기)를

제시한다.

교육용

플랫폼

원리

4,8

내

용

학

습

내용

학습

강의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여 내용지식에 대해 다양

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관련된 교수

학습이론, 연구결과, 실제 사례 등 다양한 자료

를 제공한다.

강의자료
원리

2,3,8

사례

분석

활동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대립되는 사례(좋은 사례

와 나쁜 사례)를 다양한 형식(사진, 영상 등)으

로 제공한다.

사례
원리

2,8

대조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장점, 단점,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에 대해 조별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원리

3,5,6

조별로 사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안내질문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사례분석

안내질문

원리

3,8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 중에 교수자가 조별로

어려운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즉각적

인 피드백을 준다.

원리

4,7

조별로 논의한 내용을 전체에서 공유하고 교수

자가 정리한 사례를 통해서 배울 점에 대해 설

명한다.

사례분석

결과

(교수자용)

원리

2,4

사례

개발

활동

분석한 사례들 중 일부를 선택하여 각자 하나

의 시나리오를 구성하도록 한다.

사례시나

리오예시

원리

3,6

원리

4,5

각자 작성한 시나리오를 조원들과 공유하고 하

나의 시나리오로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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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업로드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점이나 느낀 점에 대해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원리

2,3

과제

안내

학습과제(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상황)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찍은 사

진과 글을 작성)에 대해 설명한다.

원리2

과제 결과물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공한다. 모범사례 원리2

전문가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친 사고과정을

모델링하여 다양한 형식(텍스트, 만화, 이미지

등)으로 제공한다.

모델링

자료

원리

1,2

개

별

화

학

습

온라

인

상호

작용

온라인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학습과제에 대한

알림을 제공한다.

원리

4,7

원리

1,6

다른 사람의 과제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언

제든지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안내한다.

원리

5,6

동

료

학

습

사례

분석

활동

동료평가의 대조되는 실제 사례(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제공한다.

동료평가

사례

원리

1,2

동료평가의 사례에 대해 장점, 단점, 배울 수

있는 점 등을 조별로 논의하여 발표하도록 한

다.

원리

2,3,5

동료

평가

실시

개인별로 다른 학습자 2명 이상의 과제에 대해

동료평가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원리

2,3

동료평가 루브릭을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동료평가

루브릭

원리

6,7

일정 시간동안 각자 온라인에 동료평가를 하고

교수자의 안내에 따라 본인의 과제물에 대한

평가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원리

5,6,7

동료

평가

점검

교수자가 동료평가의 내용을 확인하고 좋은 점

과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준다.

원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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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실

내

통

합

성찰

개인과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버전의 과제를 e-portfolio의 형태

로 정리하도록 예시를 제공하고 설명한다.

e-portfolio

예시
원리7

발표

개인별로 과제 수행 과정, 최종 과제물, 과제를

하면서 느낀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원리7

다른 사람들의 발표에 대해 느낀 점을 실시간

으로 온라인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한다.
원리3

종합

온라인에 업로드된 서로의 발표내용에 대한 의

견을 공유하고 교수자가 종합하며 수업을 마무

리한다.

원리

5,7

2.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

반 지원방법에 대한 전문가 검토

가. 1차 전문가 검토

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원리 및 절

차별 지원방법을 포함한 사례기반 지원방법의 타당성을 검증받고 개발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1차 전문가 검토가 실시되었다. 예비 검토에

참여했던 전문가 5명이 그대로 1차 전문가 검토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

과는 다음 <표 Ⅳ-3>과 <표 Ⅳ-4>와 같다.

먼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원리

전반에 대해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의 문항으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한 결과, 평균이 3.2~3.6점으로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CVI와 IRA 값도 모두 .80이상으로 전문가 검토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

증되었다. 단 설명력에 대한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높고 CVI값이 유일

하게 .80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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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A B C D E

본 지원원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

원할 때 고려해야 할 지원원리로 타당하다.

4 3 4 4 4 3.8 .45 1.00

1.00

본 지원원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

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할 지원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4 3 4 2 3 3.2 .84 .80

본 지원원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

원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4 4 4 3 3 3.6 .55 1.00

본 지원원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

원할 때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3 4 3 3 3 3.2 .45 1.00

본 지원원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

원할 때 고려해야 할 지원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3 3 3 4 3 3,2 .45 1.00

<표 Ⅳ-3>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원리

전반에 대한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자를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할 지원원리를 잘 설명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

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표 Ⅳ-4>와 같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의 사례기반 지원원리 및 상세지침 각각에 대해서도 전문가 검토가 실시

되었다. 사례개발과 관련된 3가지 지원원리와 사례 활용과 관련된 6가지

지원원리를 합하여 총 10가지의 지원원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모

든 문항에서 평균이 3.0~4.0점의 분포를 보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VI와 IRA 값은 모두 .80 이상을 넘어 전문가 검토가 타당하며

신뢰롭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2점(그렇지 않다) 이하를 하나라도

받은 문항이 6문항 존재하였고 평균이 3점(보통이다)을 보이는 문항이

있었기 때문에 재검토를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전문가별로 구체적인 응답 점수를 표시한 1차 전문가 검토의 자세한 결

과는 [부록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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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지원원리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사례

개발

1. 실제성(Authenticity)의 원리

: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현실 세계를 반영한 실제적인 내용을

사례에 포함한다.

1.1 학습자가 실제로 경험했거나 경험할 수 있는 현실

감 있는 내용을 사례에 포함한다.
3.8 0.40 1.00

1.00
1.2 현실세계의 복잡한 상황이 얽힌 도전적인 난이도

의 사례를 개발한다.
3.6 0.49 1.00

1.3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례를 구성한다.
3.6 0.49 1.00

2. 다양성(Diversity)의 원리

: 학교 밖의 다양한 맥락에서 끊김(seam)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구성한다.

2.1 상황, 과제, 산출물, 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사례에 포함한다.
3.8 0.40 1.00

1.00

2.2 하나의 주제에 대해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함

께 개발한다.
3.2 0.75 0.80

2.3 여러 개의 사례를 개발하여 사례 도서관(case

libraries)을 구성한다.
3.4 0.49 1.00

2.4 학습자가 참고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의 어포던스

에 따라서 영상, 음성, 텍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표상

방식을 사용하여 개발한다.

3.4 0.49 1.00

3. 흥미(Interest)의 원리

: 외부의 상황에 방해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활동

에 재미를 느끼고, 언제 어디서든 학습하고자 하는 동

기를 부여하기 위해 흥미로운 사례를 구성한다.

3.1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된 사례를 제공하여 학습흥

미를 유발한다.
3.2 0.75 0.80

1.00
3.2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서로 다른 관점

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사례를 개발한다.
3 0.63 0.80

3.3 사례학습 과정이 지루하지 않도록 스토리(story)

형식의 사례를 개발한다.
3.6 0.49 1.00

<표 Ⅳ-4>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원리 및

상세지침에 대한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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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활용

4. 융통성(Flexibility)의 원리

: 교실 안과 밖을 포함한 여러 상황에서 학습자가 보

이는 반응과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사례들을 유

연하게 활용한다.

4.1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개념적 지

식수준이나 흥미)에 따라서 제공하는 사례를 다르게

한다.

3.4 0.49 1.00

1.00
4.2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경험 및 학습스타일을 고려

하여 사례를 적응적으로 활용한다.
3.4 0.49 1.00

4.3 학습자가 선호하거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스마트기

기를 활용하여 사례를 분석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사례 제공시 다양한 지원환경을 구축한다.

3.6 0.49 1.00

5. 점진성(Gradualness)의 원리

: 교실 안과 밖 사이의 경계에서 끊김(seam) 없이 학

습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점진적으로 활용한다.

5.1 강의식 수업과 사례기반학습을 혼합하여 사례를

활용한 수업을 점진적으로 도입한다.
3.6 0.49 1.00

1.00

5.2 사례와 관련자료를 한 번에 집약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몇 차례 터울을 두고 제공한다.
3.6 0.49 1.00

5.3 수업 초반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였다가 나

중에는 추상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3.2 0.75 0.80

5.4 사례 분석을 위한 안내질문을 점진적으로 제거한

다.
3.8 0.40 1.00

6. 점검과 피드백(Review and feedback)의 원리

: 매듭 없는 학습에서 수행하는 학습활동 간의 자연스

러운 전환을 위해 학습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6.1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

용하여 학습자의 사례기반학습 과정을 주기적으로 확

인한다.

3.8 0.40 1.00

1.00

6.2 학습자가 사례분석에 참고할 수 있는 안내질문을

제공하여 그 과정을 점검하고 분석 과정에서 즉각적

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3.8 0.40 1.00

6.3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루브릭을 활용해

사례기반 학습의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실

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3.8 0.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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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시성(constancy)의 원리
: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와 관련 자료를 보고 학습에 활용할 수 있
는 지원환경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7.1 웹 기반 사례 도서관(case libraries)을 구축하
여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4 0.49 1.00

1.00
7.2 게시판의 댓글이나 학습자의 활동을 수시로 확

인하여 관련된 자료 또는 출처를 제공한다.
3.4 0.80 0.80

8. 학습자 주도성(learner initiative)의 원리
: 교실 안과 밖에서 모두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1 학습자가 학습방법이나 학습과제, 학습자원에 대
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4 0.00 1.00

1.00
8.2 교실 안에서의 수업이 끝난 이후 교실 밖에서도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한
다.

3.4 0.80 0.80

8.3 학습자가 과제 수행 시 스마트기기의 다양한 기능
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3.6 0.49 1.00

9. 비교와 일반화(comparing and generalization)
의 원리
: 사례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고 사례기반
추론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지
식을 얻을 수 있는 활동 및 관련자료를 제공한다.

9.1 대립되는 사례의 각 특성,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
도록 한다.

4 0.00 1.00

1.00

9.2 대립되는 사례의 차이점을 비유하거나 시각화하도
록 한다.

3.6 0.49 1.00

9.3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4 0.49 1.00

9.4 학습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혹은 비슷한
과제의 수행경험이 있는 학습자의 과제 수행과정에
대한 모델링을 제공한다.

3.4 0.49 1.00

10. 협력(collaboration)의 원리
: 교실 안과 밖에서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분석하고 논의
할 수 있는 협력적 활동을 실시한다.

10.1 학습자의 특성(인지적 수준이나 동기, 관심사)을
고려하여 조를 편성한다.

3.6 0.49 1.00

1.00

10.2 조별로 사례분석·개발 활동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만
들도록 지원한다.

3.4 0.49 1.00

10.3 SNS나 온라인 게시판에서 조별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3.6 0.49 1.00

10.4 조별로 하는 활동과 전체 학습자들이 모여서 하는 활
동을 함께 운영한다.

3.4 0.4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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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기반 지원원리 및 상세지침에 대한 1차 전문가 검토 의견은 크게

표현의 적절성, 내용의 적합성에 관한 것이었다. 먼저 표현의 적절성에서

는 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초

월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원’, ‘사례도서관’, ‘활용해’, ‘출처’등의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다. 또한, 표현이 모호한 문장에 대해 명

료하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를 들어 ‘배울 수 있는 점을

정리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

이 있었으며 ‘전체 학습자들이 모여서 하는’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의

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거나 의미가 명확하

게 드러나도록 해당 문장을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해당 원리에 적합한

문장으로 재서술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원리의 설명에 등장하는 ‘학습

흥미 유발’이 지침에도 재등장하는 경우 이를 삭제하고, 중요하게 강조해

야 하는 ‘다양한 지원환경을 구축하여’와 같은 문구의 위치를 문장 앞으

로 이동하는 등의 수정을 거쳤다. 또한, 문법적 오류는 동일한 의미가 하

나의 문장에 중복해서 등장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중복

되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내용의 적절성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

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원’, ‘다양한 맥락’, ‘즉각적인 피드백’,

‘스마트기기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나 부가설명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있었다.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후 각각의 상세지침의 내용이 반영된 구체적인 예시를 모두 추가하였다. 그

이외에도 중복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삭제하라는 의견에 따라 일부 문구를 삭

제하거나 상세지침 전체를 삭제하였다. 또한, 적절한 내용으로 문장을 수정하거

나 필요한 원리를 추가하라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매듭 없는 학습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 원리가 추가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 이후 ‘연결성의 원리’를

추가하였다. 또한, 일부 원리의 내용이 연구 주제와 동떨어지거나 연구명이 전

문적이지 않은 경우 원리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지침에

대해 내용에 적합한 범주로 이동시킬 것이 제안되었다. 지침 8.2의 경우 ‘상시성

의 원리’로 이동되였고 지침 9.4의 경우 ‘다양성의 원리’로 이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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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문가 의견 수정사항

표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수정
(전문가 A, C, D)

원리 1의 '초월한' → '제약이 없는'

지침 1.3의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원'

원리 2의 '사례도서관' → '사례라이브러리'나 '아카이브'

지침 6.3의 '활용해' → '활용하여'

지침 7.2의 '출처' → '웹사이트'

표현이 모호한

문장을

명료하게 서술
(전문가 A, D, E)

지침 9.3의 '배울 수 있는 점을 정리한다.'를 좀 더 명료하게

서술할 것

지침 10.4의 '전체 학습자들이 모여서 하는'에 대해 명료하게

서술할 것

내용에 적합한

문장으로

재서술
(전문가 A, D)

원리 3에서 원리에 대한 설명에 '학습흥미 유발'이 포함되므

로 상세지침에는 해당문구를 삭제할 것

‘다양한 지원환경을 구축하여'를 문장 앞으로 이동하여 강조

할 것

문법적 오류
(전문가 A)

원리 10의 '상호작용할'과 '다른 사람과 함께'의 동어 반복

내용

중복되는 내용

삭제
(전문가 D)

지침 3.1의 '경험과 관련된'과 지침 3.3의 '스토리 형식의' 가

중복되므로 하나 삭제

지침 6.1, 8.2, 10.3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하나로 통합

부적절한 내용

삭제
(전문가 C, D)

지침 5.3의 '추상적인 사례의 제공' 불필요함

지침 8.1의 '학습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삭제할 것

적절한

내용으로 수정

또는 추가
(전문가 B, C, D)

매듭 없는 학습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 원리 추가

('연결성의 원리'추가)

자세한 설명

필요
(전문가 B, C, D,

E)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나 해설 필요

원리 2의 '다양한 맥락'의 예시 필요

지침 6.2의'즉각적인 피드백'에 대한 방식 설명 필요

지침 8.3의 '스마트기기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설명 필요

내용에 적합한

범주로 이동

지침 8.2을 '상시성의 원리'로 이동

지침 9.4를 '다양성의 원리'로 이동

<표 Ⅳ-5>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원리에

대한 전문가 1차 검토 결과

이와 같은 1차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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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지원원리 및 상세 지침 예시

사

례

개

발

1. 실제성(Authenticity)의 원리

: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학교 밖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 간의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사실성, 복합성를 반영한 실제적인 내용을 사례에 포함한다.

1.1 학습자가 실제로 경험했거나 경험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내용을 사례에 포함하라

사례집이나 교사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에피소드(학급 내

갈등, 교사의 실수 등)를 활용

1.2 비구조화되고 복잡한 특성이 드러난 사례를

개발하라

사례를 통해 알아야 할 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사례의 등장인물의 생

각이나 대화에 숨김

1.3 학습자가 깊이 있는 수준의 학습을 할 수 있

도록 학습내용과 관련된 도전적인 난이도의 사례

를 개발하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윤리적인 문제나 해

결을 필요로 하는 갈등 상황을 포함

2. 다양성(Diversity)의 원리

: 스마트기기의 어포던스를 활용하거나 교실 안과 교실 밖을 포함한 여러 맥

락에서 사례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구성한다.

2.1. 학습해야 할 사실, 개념, 원칙 또는 문제해결

과정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지닌 사례를 개발하

라

문제상황은 무엇이며, 과제는 어떻게 수행

되고 지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는

지, 그리고 실행의 결과는 무엇인지 포함

2.2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함께 개

발하라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테크놀로

지 활용법을 배울 때, 테크놀로지를 활용

하여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아진 수업과

그렇지 않은 수업 사례를 개발

2.3 여러 개의 사례를 개발하여 사례 라이브러리

(case libraries)를 구성하라

학습내용과 관련된 유사한 문제상황을

해결한 사례 또는 이전에 수행되었던 유사한

과제의 정보를 목록화하여 한 공간(웹)에 저장

2.4 스마트기기의 어포던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음성, 텍스트과 같은 다양한 표상방식을 사

용하라

사례를 글로 구성하고 중요한 장면을 삽

화로 넣거나, 생동감 있는 전달을 위해

등장인물의 대화를 녹음하고 애니메이션

으로 편집

<표 Ⅳ-6>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2차 사례기반 지원원리

차 지원원리 및 상세지침이 도출되었다. 2차 사례기반 지원원리에서 크

게 변경된 점은 지원원리 및 상세지침이 적용된 구체적인 예시가 항목별

로 개발되었다는 점과 몇 가지의 원리가 삭제되거나 추가되었다는 점이

다. 사례개발의 원리에 대해서는 매듭 없는 학습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

결성의 원리’를 추가하였으며 사례활용의 원리에 대해서는 ‘상시성의 원

리’와 ‘학습자 주도성의 원리’가 삭제되고 ‘크로스오버의 원리’와 ‘유비쿼

터스의 원리’가 추가되었다. 수정된 2차 지원원리 및 상세지침 그리고 이

에 따른 예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Ⅳ-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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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흥미(Interest)의 원리

: 외부의 상황에 방해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활동에 재미를 느끼고, 언제 어

디서든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속하도록 돕는 흥미로운 사례를 구성한다.

3.1 학습목표 및 학습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사례

를 제공하라

학습과제가 수업지도안을 개발하는 것이

라면 현직 교사들이 작성한 수업연구보

고서 혹은 교육포털사이트에 공유된 지

도안을 사례로 변형하여 사용

3.2 최근 이슈가 되는 내용 또는 유명한 소설이

나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를 활용해 친숙한 상황

을 사례에 포함하라

교육학 수업의 경우, 최근 이슈가 되는

자유학기제나 인성교육 내용을 활용

3.3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심사에 따른 흥

미로운 주제를 선정하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사례

를 개발하는 경우 동화나 위인전의 이야

기를 소재로 하여 사례를 개발

4. 연결성(Connectivity)의 원리

: 학교 안에서 배운 내용을 학교 밖을 포함한 다양한 맥락과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고 학교 밖에서 수행하는 과제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구성한다.
4.1 서로 다른 맥락을 연결시켜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며 끝맺음하는 사례를 개

발하라

‘과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당신이 교사

라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요?’와 같

은 질문을 활용

4.2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물과 유사한 형태의 사례를 개발

하라

과제 결과물에 대한 전형으로서의 모범

사례를 개발

사

례

활

용

수

업

운

영

5. 적응성(Adaptability)의 원리

: 교실 안과 밖을 포함한 여러 상황에서 학습자가 보이는 반응과 상태를 확인

하고 이에 따라 사례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유연하게 활용한다.
5.1 학습자의 학습 속도에 따라 보충·심화 자료

를 제공하라

사례분석이 빨리 끝나는 경우 추가로 논

의할 수 있는 문제를 제공

5.2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에 따라서 제

공하는 사례를 다르게 하라

사례학습 전에 사례 라이브러리(case

libraries)에 축적된 사례들 중 흥미를 가

진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에 해당하

는 사례를 제공

5.3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고려하여 사례를 포함

한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활용가능한 기능을 자세하

게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공

6. 점진성(Gradualness)의 원리

: 서로 다른 맥락에서 학습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사례와 관

련된 자료를 점진적으로 활용한다.

6.1 사례 분석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하는 내용을 점진적으로 제시하라

처음부터 사례분석의 해답을 제시할 것

이 아니라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 조언하

고, 배워야 할 내용에 따라 안내질문을

단계별로 나누어 제공

6.2 사례 분석을 위한 안내질문의 난이도를 점진

적으로 높여서 제공하라

앞단에는 ‘사례에 드러난 주요 문제상황

은 무엇인가?’와 같은 단순 확인 질문을

던지고 이후에는 ‘다음 상황이라면 어떻

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와 같은 고차

원적 사고를 유발하는 질문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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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례 분석을 위한 안내질문의 개수를 점진적

으로 줄이도록 하라

처음 사례 분석 시에는 사례 속 등장인

물, 시간에 따른 사건 개요, 주요 문제 상

황을 묻는 안내질문을 제공하고, 다음 사

례 분석 시에는 주요 문제 상황을 묻는

안내질문만을 제공

7. 점검과 피드백(Review and Feedback)의 원리

: 학습활동 간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위해 학습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즉

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7.1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사례기

반학습 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라

온라인 플랫폼의 알람과 같은 기능을 활

용하여 학습자의 활동이 업데이트 될 때

마다 이를 확인하고 기록

7.2 사례기반 학습과정을 점검하고 학습과정 및

학습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조별로 사례기반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

을 미러링 기술을 통해 한눈에 확인하고,

학습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어려운 점이

나 궁금한 점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답함

7.3 학습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있어 루브릭을

활용하고 각 항목 별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

하라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루브릭

을 제공하고 피드백 시 각 항목에 따른

점수와 그 이유를 설명

8. 크로스오버(Crossover)의 원리

: 여러 종류의 학습활동 간 연결을 통해 범맥락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여러 종류의 학습활동을 혼합하여 운영한다.

8.1 학교 밖에서 학습자가 만든 사례의 다양한

맥락을 시각화하여 제공하라

사례와 관련된 위치정보와 시간 등을 구

글맵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시각화하여

제공

8.2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서로 다른 상황을 학

습을 위해 맥락화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라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장면을 사진

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하도록 함

학

습

자

활

동

9.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원리

: 학교 안과 밖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례 및 관련 자료에 접근이 용이한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일상생활의 맥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9.1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할 수 있도록 하라

사례 라이브러리(case libraries)나 용어사

전과 같은 아카이브(Archive)나 웹사이트

의 검색기능 활용

9.2 학습자가 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기록하고 저

장할 수 있도록 하라

개인적으로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프로그램(Evernote, One Drive,

Edmodo의 라이브러리) 활용

9.3 학습자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

록 하라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Edmodo와

같은 교육용 플랫폼의 댓글 기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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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습자 주도성(learner initiative)의 원리

: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1 다양한 지원환경을 구축하여 학습자가 선호

하거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

여 사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라

다양한 운영체제(IOS, ANDROID) 또는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스

마트패드, 태블릿PC)에서 문제없이 학습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10.2 안내질문을 제공하고 이에 답하게 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사례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

라

‘본 사례가 왜 우수한 사례인지 3가지 이

상 생각해보세요.’와 같은 질문으로 구성

된 자료 활용

10.3 관련성이 높은 사례들을 탐색하고 여러 사

례를 연결 지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라

개별 과제를 하나의 사례로 보고 소그룹

별로 자신의 사례를 설명하고 자신의 사

례에 빗대어 생각해볼 수 있는 갤러리워

크와 같은 활동을 운영

11. 비교와 일반화(comparison and generalization)의 원리

: 사례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고 사례기반추론을 통해 과제를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활동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한

다.

11.1 구조적으로 동일하지만 표면적 특성이 다른

사례의 차이점을 발견하도록 하라

교수학습상황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만족도가 증가한 사례(우수한 사례)와 만

족도가 감소한 사례(미흡한 사례) 간 비

교를 통해 성공 실패 요인을 분석하도록

함

11.2 표면적 특성이 동일하나 구조적으로 다른

사례 간 공통점을 발견하도록 하라

서로 다른 과제에 대한 동료평가의 우수

한 사례 간 비교를 통해 성공적인 동료평

가의 방법에 대해 스스로 정리하도록 함

11.3 사례 간 차이점을 익숙한 상황에 비유하거

나 시각화하도록 하라

사례 간에 발견된 차이점을 보고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그려보게 함

12. 협력(collaboration)의 원리

: 개별화학습과 사회적 학습 간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학습자와 사례

를 가지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이나 지원방법을 계획한다.

12.1 구성원들 간에 서로의 과정을 점검하고 피

드백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갤러리워크나 동료평가 실시

12.2 동일한 사례에 대해 다른 학습자와 함께 분

석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라

개인별로 정리한 사례의 특징을 공유하

고 서로 다른 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논의하도록 함

12.3 서로 다른 학습자가 과제를 공유·저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학습자가 과제로 제출한

것이 새로운 또 하나의 사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

웹사이트의 게시판이나 공유 플랫폼(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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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세부

활동
세부지침 도구

적용
원리

수업

준비

사례

개발

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경험과 같은 실

제적인 맥락을 반영하면서도 적절한 난이도를 가진

사례를 개발한다. 1 2주차

사례

원리

1,3

학습목표와 관련된 하나의 주제에 대해 우수한 사례

와 미흡한 사례를 모두 개발한다.

원리

2,3

활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사례(1주차 사례분석을

위한 사례, 2주차 사례분석을 위한 사례, 학습과제의

전형으로서의 모범사례)를 개발한다.

1 2주차

사례,

과제의

모범사례

원리

2,4

사례

분석자료

개발

사례의 특징, 사례 간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한 질문

을 포함한 사례분석 안내질문을 개발한다.

사례분석

을 위한

안내질문

원리

10,11

사례분석이 빨리 종료될 시를 대비하여 사례분석과

관련된 심화질문을 개발한다.
심화질문

원리

5,6

수업

안내 및

사전훈련

1주차 내용학습을 위한 사전 읽기과제를 제시하고 질

문이 있는 경우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도록 안내한다.
원리9

수업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공유되는 게시판을 안내하

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사전훈련을 실시한다.
원리9

<표 Ⅳ-7>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 절차별 사례기반 지원방법의

세부지침

앞서 수정된 지원원리를 바탕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

습의 수업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방법의 세부지침을 개발하였다. 수

업의 절차는 수업준비, 내용학습, 개별화학습, 동료학습, 개별화학습, 교

실 내 통합, 수업 마무리에 따라 진행되며 각 절차에 따른 세부 활동과

각 지원방법의 세부지침 및 사례기반 지원도구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각

절차별로 수업에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기반 지원도구는 8개가

함께 개발되었으며 [부록 5]에 제시하였다. 1차 수정을 거친 2차 절차별

지원방법의 세부지침은 다음 <표 Ⅳ-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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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루브릭과 활용방법을 안내하여 학습과정에 참고

하도록 한다.

평가

루브릭
원리7

내용

학습

학습내용

에 대한

강의

학습내용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

록 다양한 예시를 제공한다.

강의자료

(PPT)
원리2

학습자의

사례분석

활동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대립되는 사례(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핸드아웃으로 나누어주고 웹에 업로

드하여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열어볼 수 있도록 한

다.

1주차

사례
원리2

학습자가 핸드아웃 또는 웹에 올려져 있는 사례를 보

고 각 사례의 특징을 개인별로 정리하도록 안내한다. 1주차

사례분석

을 위한

안내질문

원리10

조별로 개인이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사례 간의 차

이점, 그리고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에 대해 정

리하도록 안내한다.

원리

10,11

교수자는 조별로 사례를 분석하는 동안 교실을 움직

이면서 어려운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즉각적

인 피드백을 준다.

원리7

사례분석이 빨리 끝나는 조에게는 사례에 대해 심화

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추가질문을 제공한다.
추가질문 원리5

조별로 논의한 내용을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공유한

후 교수자가 사례를 통해서 배울 점에 대해 정리한

다.

원리

6,7

1차 과제

안내

학습과제(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문

제상황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찍은 사진과 글을 작성)

에 대해 설명한다.

과제

안내자료
원리8

과제 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과제를 평가하게 될

루브릭을 미리 제공하고 각 항목에 대해 설명한다.

과제

루브릭
원리7

과제 결과물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공한다. 모범사례 원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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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화

학습

과제

수행

지원

교육용 플랫폼, 문자나 SNS를 통해 주기적으로 학습

과제에 대한 알림을 제공한다.
원리9

다른 사람의 과제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안내한다.

원리

9,12

동료

학습

과제

정리

학습자 개개인이 과제를 수행한 위치 정보와 과제의

내용을 하나의 구글맵에 나타내어 다양한 학습맥락이

생성되었음을 상기시킨다.

원리8

학습자의

사례

분석활동

동료평가 사례(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핸드아

웃으로 나누어주고 웹에 업로드하여 스마트기기를 활

용하여 열어볼 수 있도록 한다.

2주차

사례
원리2

학습자가 핸드아웃 또는 웹에 올려져 있는 사례를 보

고 각 사례의 특징을 개인별로 정리하도록 안내한다.
2주차

사례분석

을 위한

안내질문

원리10

조별로 개인이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우수한 사례

와 미흡한 사례 간 차이점, 우수한 사례들 간의 공통

점,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성공적인 동료

평가 방법에 대해 정리하도록 안내한다.

원리

10,11

조별로 논의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

여 교수자가 성공적인 동료평가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한다.

원리

6,7

동료평가

실시

동료평가를 실시하기 전 학습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

의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갤러리워크를

운영한다.

원리12

동료평가 루브릭을 반영한 동료평가 문항을 구글 설

문지로 만들고 개별 동료평가 링크를 부여한다.

동료평가

루브릭
원리12

갤러리워크에서 이야기한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은 사

람을 포함하여 개인별로 3명 이상의 다른 사람 과제

에 대해 동료평가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동료평가

문항
원리7

동료평가 결과를 정리해서 학습자 개개인에게 제공한

다.
원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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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과제

안내

동료평가 결과와 교수자 피드백을 참고하고 과제 루

브릭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1차 과제를 수정(2

차 과제)하도록 안내한다.

원리12

서로 다른 학습자의 과제를 과제에 대한 전형으로서

의 사례로 활용하여 2차 과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

록 장려한다.

원리

10,12

1차 과제와 2차 과제 사이에 개선된 점에 대한 성찰

내용을 최종 발표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안내한다.
원리10

개별

화

학습

과제

수행

지원

웹상에 공유되어 있는 1차 과제 중 자신의 과제와 관

련성이 높은 과제를 참고하여 수정하도록 장려한다.
원리10

최종 과제 결과물에 대해 평가 루브릭을 활용하여 구

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원리7

교실

내

통합

학습자의

과제

발표

개인별로 과제 수행 과정, 최종 과제물, 과제를 하면

서 느낀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한

다.

원리12

서로의 과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원리12

학습자의

성찰

본인의 과제에서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생각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제공하여 비교해 보도록 한다.

성찰을

위한

모범사례

원리

10,11

학습자 간에 사례기반학습과 매듭 없는 학습을 통해

배운 점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원리12

수업

마무

리

종합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학습자가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충 심화 자료를 제공한

다.

원리5

[그림 Ⅳ-1]은 매듭 없는 학습 절차별 지원방법의 세부지침과 함께 수

업을 위해 개발된 사례기반 지원도구이다. 1주차 내용학습에 대한 사례

분석을 위해 사용된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 2주차 동료학습에 대한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 사례분석 안내질문은 내용이 다소 길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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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도구

부를 캡처하여 제시하였고, 모범사례, 동료평가 문항 및 과제물 평가 루

브릭은 그림에 나오는 그대로 개발되었다. 모든 사례기반 지원도구는

[부록 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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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A B C D E F

본 지원원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

원할 때 고려해야 할 지원방법으로 타당

하다.

4 3 4 4 4 4 3.83 0.37 1.00

1.00
본 지원원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

원할 때 고려해야 할 지원방법을 잘 설명

하고 있다.

4 3 4 3 4 4 3.67 0.47 1.00

<표 Ⅳ-8>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

전반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나. 2차 전문가 검토

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및 학습자 반응 평가 결과를 통해 수정된 스마

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의 타당성을

검증받고 개발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2차 전문가 검토가 실시되었

다. 1차 때에 비해 새롭게 추가되거나 삭제된 원리가 있으며 상세지침과

함께 구체적인 예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많은 부분의 수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원원리에 대한 검토가 2차로 한 번 더 실시되었다. 또한, 1차

전문가 검토와는 달리 절차별로 필요한 지원도구들에 대한 타당화가 추

가로 진행되었다. 1차 전문가 검토에 참여했던 전문가 5명이 그대로 2차

전문가 검토에 참여하였으며, 지원원리 전반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 결

과는 다음 <표 Ⅳ-8>과 같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의 사례기반 지원원리 전반에 대해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

도의 문항으로 2차 전문가 검토를 실시한 결과, 평균이 점으로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CVI와 IRA 값도 모두 .80이상으로 전문가 검토의 타

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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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원방법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

원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3 4 4 4 4 4 3.83 0.37 1.00

본 지원방법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

원할 때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4 3 4 4 4 3 3.67 0.47 1.00

본 지원방법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

원할 때 고려해야 할 지원방법을 이해하

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4 3 4 3 4 3 3.50 0.50 1.00

구성

요소
지원원리 및 상세 지침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사

례

개

발

1. 실제성(Authenticity)의 원리

: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학교 밖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

간의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사실성, 복합성을 반영한 실제

적인 내용을 사례에 포함한다.

3.83 0.37 1.00

1.001.1 학습자가 실제로 경험했거나 경험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내용

을 사례에 포함하라
3.83 0.37 1.00

1.2 비구조화되고 복잡한 특성이 드러난 사례를 개발하라 3.67 0.47 1.00

1.3 학습자가 깊이 있는 수준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과

관련된 도전적인 난이도의 사례를 개발하라
3.83 0.37 1.00

<표 Ⅳ-9>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원리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그리고 아래 <표 Ⅳ-9>과 같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

에서의 사례기반 지원원리 및 상세지침 각각에 대해서도 2차 전문가 검

토가 실시되었다. 이 때 1차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하여 사

례개발 관련 4가지 지원원리, 사례활용 중에서도 수업 운영에 대한 4가

지 지원원리와 학습자 활동에 대한 4가지 지원원리를 포함해 총 12가지

의 지원원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모든 문항에서 평균이

점의 분포를 보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VI와 IRA 값은 모

두 .80 이상을 넘어 전문가 검토가 타당하며 신뢰롭다는 것이 증명되었

다. 각 전문가별로 구체적인 응답 점수를 표시한 2차 전문가 검토의 자

세한 결과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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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성(Diversity)의 원리

: 스마트기기의 어포던스를 활용하거나 교실 안과 교실 밖

을 포함한 여러 맥락에서 사례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사례를 구성한다.

3.50 0.50 1.00

1.00

2.1. 학습해야 할 사실, 개념, 원칙 또는 문제해결 과정과 같은 다양

한 요소를 지닌 사례를 개발하라
3.83 0.37 1.00

2.2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함께 개발하라
3.67 0.47 1.00

2.3 여러 개의 사례를 개발하여 사례 라이브러리(case libraries)를

구성하라
4.00 0.00 1.00

2.4 스마트기기의 어포던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음성, 텍스트

과 같은 다양한 표상방식을 사용하라
3.67 0.47 1.00

3. 흥미(Interest)의 원리

: 외부의 상황에 방해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활동에 재

미를 느끼고, 언제 어디서든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속

하도록 돕는 흥미로운 사례를 구성한다.

3.67 0.47 1.00

1.003.1 학습목표 및 학습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사례를 제공하라 3.83 0.37 1.00

3.2 최근 이슈가 되는 내용 또는 유명한 소설이나 영화와 같은 대

중매체를 활용해 친숙한 상황을 사례에 포함하라
3.67 0.47 1.00

3.3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심사에 따른 흥미로운 주제를 선

정하라
3.83 0.37 1.00

4. 연결성(Connectivity)의 원리

: 학교 안에서 배운 내용을 학교 밖을 포함한 다양한 맥락

과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고 학교 밖에서 수행하는

과제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구성한다.

3.83 0.37 1.00

1.00
4.1 서로 다른 맥락을 연결시켜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며 끝맺음하는 사례를 개발하라
3.67 0.47 1.00

4.2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물

과 유사한 형태의 사례를 개발하라
3.50 0.50 1.00

사

례

활

용

수

업

운

영

5. 적응성(Adaptability)의 원리

: 교실 안과 밖을 포함한 여러 상황에서 학습자가 보이는

반응과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사례를 포함한 관련 자

료를 유연하게 활용한다.

3.50 0.50 1.00

1.00
5.1 학습자의 학습 속도에 따라 보충·심화 자료를 제공하라 3.67 0.47 1.00
5.2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에 따라서 제공하는 사례를 다

르게 하라
3.33 0.47 1.00

5.3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고려하여 사례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구

체적으로 제시하라
3.33 0.4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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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점진성(Gradualness)의 원리

: 서로 다른 맥락에서 학습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점진적으로 활용한다.

3.67 0.47 1.00

1.00
6.1 사례 분석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하는

내용을 점진적으로 제시하라
3.67 0.47 1.00

6.2 사례 분석을 위한 안내질문의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높여서 제

공하라
3.67 0.47 1.00

6.3 사례 분석을 위한 안내질문의 개수를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하라 3.67 0.75 1.00

7. 점검과 피드백(Review and Feedback)의 원리

: 학습활동 간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위해 학습과정을 지속

적으로 점검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4.00 0.00 1.00

1.00
7.1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사례기반학습 과정을 주기

적으로 확인하라
3.83 0.37 1.00

7.2 사례기반 학습과정을 점검하고 학습과정 및 학습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3.83 0.37 1.00

7.3 학습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있어 루브릭을 활용하고 각 항목

별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3.83 0.37 1.00

8. 크로스오버(Crossover)의 원리

: 여러 종류의 학습활동 간 연결을 통해 범맥락적으로 학습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러 종류의 학습활동을 혼합하여

운영한다.

3.33 0.47 1.00

1.00
8.1 학교 밖에서 학습자가 만든 사례의 다양한 맥락을 시각화하여

제공하라
3.33 0.47 1.00

8.2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서로 다른 상황을 학습을 위해 맥락화

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라
3.50 0.50 1.00

학

습

자

활

동

9.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원리

: 학교 안과 밖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례 및 관련 자료

에 접근이 용이한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일

상생활의 맥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00 0.00 1.00

1.00

9.1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라 3.83 0.37 1.00
9.2 학습자가 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하라 4.00 0.00 1.00
9.3 학습자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 3.50 0.76 0.80
10. 학습자 주도성(learner initiative)의 원리

: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

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33 0.75 0.80

1.0010.1 다양한 지원환경을 구축하여 학습자가 선호하거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사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라
3.67 0.75 0.80

10.2 안내질문을 제공하고 이에 답하게 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사

례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라
3.50 0.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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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관련성이 높은 사례들을 탐색하고 여러 사례를 연결지어 학습

할 수 있도록 하라
3.17 0.69 0.80

11. 비교와 일반화(comparison and generalization)의 원리

: 사례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고 사례기반추론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활동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3.50 0.50 1.00

1.0011.1 구조적으로 동일하지만 표면적 특성이 다른 사례의 차이점을 발견하

도록 하라
3.50 0.50 1.00

11.2 표면적 특성이 동일하나 구조적으로 다른 사례 간 공통점을 발견

하도록 하라
3.50 0.50 1.00

11.3 사례 간 차이점을 익숙한 상황에 비유하거나 시각화하도록 하라 3.50 0.76 0.80

12. 협력(collaboration)의 원리

: 개별화학습과 사회적 학습 간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

른 학습자와 사례를 가지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이나

지원방법을 계획한다.

3.50 0.50 1.00

1.00

12.1 구성원들 간에 서로의 과정을 점검하고 피드백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3.33 0.75 0.80

12.2 동일한 사례에 대해 다른 학습자와 함께 분석하고 주요 이슈

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라
3.67 0.47 1.00

12.3 서로 다른 학습자가 과제를 공유·저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하여 학습자가 과제로 제출한 것이 새로운 또 하나의 사례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라

3.83 0.37 1.00

2)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학습자를 위한 사례기반 지원도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도구 전반

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지원원리와 절차

별 지원방법에서와 같이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의 각 문

항별 평균은 3.67점에서 4.00점 사이로 높았으며, CVI와 IRA 값은 모두

1.00이었다. 이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

기반 지원도구는 전반적으로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개별 사례기반 지원도구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 결과는 <표 Ⅳ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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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A B C D E F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1주차 우수한 사례A’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타당하다.

4 3 4 3 4 4 3.67 0.47 1.00

1.00

‘1주차 미흡한 사례B’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타당하다.

4 3 4 3 4 4 3.67 0.47 1.00

‘1주차 사례분석 안내질문’는 스마트기기를 활

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

자를 지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타당

하다.

3 3 4 4 4 4 3.67 0.47 1.00

<표 Ⅳ-1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개별 사례기반

지원도구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문항 A B C D E F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본 도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

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타당하다.

4 4 4 4 4 4 4.00 0.00 1.00

1.00

본 도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

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잘 설명하

고 있다.

4 3 4 4 4 4 3.83 0.37 1.00

본 도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

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원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3 4 4 4 4 4 3.83 0.37 1.00

본 도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

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원

할 때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3 4 4 3 4 4 3.67 0.47 1.00

본 도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

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원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었다.

3 3 4 4 4 4 3.67 0.47 1.00

<표 Ⅳ-10>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도구

전반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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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모범사례’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타당하다.

3 3 4 4 4 4 3.67 0.47 1.00

‘2주차 우수한 사례 C’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타당하다.

4 3 4 4 4 4 3.83 0.37 1.00

‘2주차 미흡한 사례 D’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타당하다.

4 3 4 4 4 4 3.83 0.37 1.00

‘2주차 우수한 사례 E’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타당하다.

3 3 4 3 4 4 3.50 0.50 1.00

‘2주차 사례학습 안내질문’은 스마트기기를 활

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

자를 지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타당

하다.

4 3 4 3 4 4 3.67 0.47 1.00

‘과제 평가지표’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타당하다.

4 3 4 4 4 4 3.83 0.37 1.00

‘동료평가 문항’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타당하다.

4 3 4 4 4 4 3.83 0.37 1.00

3.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

반 지원방법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 지원방법에

대한 학습자 반응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원리 및 절

차별 지원방법과 도구를 적용한 수업이 끝난 후 설문과 면담을 통해 학

습자 반응 평가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한 학습자 반응은 크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사례기반 지원방법

및 도구에 대한 만족도로 평가되었다. 또한, 일대일 면담에서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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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반응 평가가 실시되었다. 우선 학습자 반응

평가 문항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아래 <표Ⅳ-12>과 같다.

구분 항목 수 평균 분산

수업 만족도 10 4.02 .57

절차별 지원방법

및 도구의 유용성
18 4.12 .40

<표 Ⅳ-12> 학습자 반응 평가 문항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1) 사례기반 지원방법이 적용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

습 전반에 대한 학습자 반응

사례기반 지원방법이 적용된 매듭 없는 학습 전반에 대한 학습자 만

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Shin(2003)

은 만족도에 대해 학습자가 자신의 교육 경험에 긍정적인 연관성을 느끼

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김연순(2013)은 수업에 대한 이해도나 유용성, 참

여도, 흥미 및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매듭 없는 학습과 학습 경험 사이에서 느끼는 학습자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으로 만족도를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수업이

전반적으로 재미있었는지(1번 문항), 기대했던 바를 충족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는지(2~3번 문항), 학습활동이 학습내용 이해나 문제해결 등

을 포함한 학습에 효과적이었는지(4~7번 문항), 수업에서 매듭 없는 학습

의 목적을 알고 매듭 없는 학습 경험을 하였는지(8~10번 문항) 등을 묻

는 문항을 포함하여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였다. 학습자는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5점: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보통이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중 본

인과 가장 가까운 점수에 응답하였다. 매듭 없는 학습 전반에 대한 학습

자의 설문 응답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13>에 제시하였다.

수업 전반에 대한 설문 응답의 평균은 3.67점에서 4.17점으로,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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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
표준

편차

1. 나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실제적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4.08 0.82

2. 나는 스마트기기 활용 매듭 없는 학습 학습활동을 통하여 매듭 없는

학습에서 기대했던 바를 달성하였다.
3.67 0.76

3. 나는 스마트기기 활용 매듭 없는 학습 학습활동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4.08 0.69

4. 나는 본 수업에서의 실제적인 과제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4.17 0.80

5. 나는 스마트기기 활용 매듭 없는 학습 학습활동을 통하여 문제해결역

량을 향상시켰다.
3.92 0.76

6. 나는 스마트기기 활용 매듭 없는 학습 학습활동을 통하여 유용한 것

을 많이 배웠다.
4.08 0.49

7. 나는 스마트기기 활용 매듭 없는 학습 학습활동을 통하여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4.08 0.75

8. 나는 본 수업에서 개인 학습과 협력 학습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4.17 0.64

9. 나는 본 수업이 여러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생각한다.
3.92 0.76

10. 나는 학교 안과 밖을 끊김없이 연결하는 매듭 없는 학습의 목적이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와 닿았다.
4 0.86

<표 Ⅳ-13> 사례기반 지원방법을적용한 매듭없는 학습전반에 대한학습자 반응 분석결과

의 학습자들이 사례기반 지원방법이 적용된 매듭 없는 학습에 기반한 수

업 전반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자들은 본 수업에서

주어진 실제적인 과제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M=4.17,

SD=.80). 또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할 수 있는 경험 중에서 개인 학습

과 협력학습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

였다(M=4.17, SD=.64). 그 이외에도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에서

흥미를 느꼈으며(M=4.08, SD=.82),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뿐

만 아니라(M=4.08, SD=.75) 유용한 것을 많이 배워(M=4.08, SD=.49) 전

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인식한다는 것(M=4.08, SD=.69)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설문 응답 결과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다양하고 심층적인

학습자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일대일 면담이 실시되었다. 일대일 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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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학습자 반응 세부 내용 빈도

강점

학습에 대한

흥미도 상승

학습내용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 9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수업방식이어서 재밌었다. 11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도 향상
학습내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7

생각의 폭 확장
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7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3

관심 있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공부할 수 있었다. 11자기주도적

학습 경험 스스로의 학습과정에 대해 계속해서 점검하게 되었다. 6

학습을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 경험

스마트기기로 과제 관련 아이디어를 수집하였다. 8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자료를 수시로 확인하였다. 6

스마트기기로 궁금한 것을 즉각적으로 검색해보았다. 7

사회적 학습 경험
여러 사람이 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경험을 하였다. 9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1

매듭 없는 학습에

대한 이해

학습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7

스마트기기를 학습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

이 들었다.
6

약점

동료평가 어려움
동료평가를 위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3

여러 사람에게 동료평가 의견을 받지 못하였다. 2

평가방법 이해 부족 평가 루브릭의 점수부여원칙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다. 6

과제수행시간

부족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찾는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10

스마트기기 활용

미숙

스마트기기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잘 몰랐다. 4

새로운 온라인 학습환경을 활용하는 게 어색하였다. 3

매듭 없는 학습에

대한 부담감

정해진 시간과 공간 이외에도 계속해서 학습해야 한다

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4

개선

방안

학습활동

안내방식 개선

수업초반에 과제에 대해 안내하여 수업을 들을 때에도

계속해서 과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5

<표 Ⅳ-14>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적용한 매듭 없는 학습의 강점, 약점,

개선방안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녹음한 파일을 전사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코딩하여 수업의 강점, 약점,

개선방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범주화한 결과 는 다음 <표 Ⅳ-14>와 같

다.



- 84 -

평가방법 설명 개선 과제물에 대한 평가 루브릭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4

수업 마무리

방식 개선

개인별로 제안한 해결책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1

시간 조절
과제수행시간을 늘린다. 7

동료평가 시간을 줄인다. 2

동료평가 개선 동료평가 대상자 수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안내한다. 1

스마트기기 활용

방법 안내
다양한 스마트기기 활용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1

먼저 수업의 강점에 대해서는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졌다는 의견

이 가장 많았다. 학습자와의 일대일 면담 결과, 기존에 매듭 없는 학습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습자는 11명 중 1명이었고, 해당 학

습자의 경우도 ‘매듭 없는 학습’이라는 용어만 들어본 것이어서 매듭 없

는 학습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본

수업의 방식이 기존에 경험했던 수업의 방식과 달라 새롭다는 점에서 재

미를 느꼈다(11명)고 대답하였고 학습내용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졌다(9

명)고 하였다. 또한,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해 공부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모든 학습자들이 만족감을 드러냈다(11명). 이를

통해 스스로의 학습과정에 대해 계속해서 점검하며(6명)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경험했다고 대답하였다. 이와 관련해 면담에서 드러난 학습자들

의 구체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개인적으로 교수학습상황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 흥미가 높아져서 더

공부해보고 싶어졌어요(학생 K).

다른 강의들보다 좀 더 역동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아요(학생 G).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은 본 수업을 통해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가 향

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는 의견을 보였다. 학습자들

은 학습내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대답하였으며(7명), 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경험(7명)을 하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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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하였다. 또한,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

다(3명)는 의견이 있었다.

사실 교수님이 강의해주시면 좀 졸리기도 하고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데 사례를 통해서 보니까 개념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학생 B).

제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아이디어나 관점에 대해 상대방이

제시해주기도 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학생D).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 기반한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

은 학습을 위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경험을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구

체적으로 스마트기기로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8명) 자료를 수시로 확인

하고(6명), 궁금한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검색(7명)하는 방식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경향을 보였다.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매듭 없는 학습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학습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7명)과 스마트기기를 학습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생

각(6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더불어 여러 사람이 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경험(9명)과 다른 사람이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보고

배우며(1명) 사회적 학습을 경험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수업에서 스마트기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쓴 것은 처음이었는데,

스마트기기가 단순히 정보를 찾는 수단이 아니라, 이를 통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포착해서 시각화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학생

J).

여러 사람이 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만나서 점점 더 새로운 의견이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학생

I).

‘학교 이외에는 공부 생각하지 말고 놀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 학습의 경계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학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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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매듭 없는 학습에 기반한 수업 전반에 대한 약점으로 과제수행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에서 문제를 찾는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10명)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대답하였다. 다음으로 본 수업의 온라인 학습환경이

었던 Edmodo를 이용하는 것이 어색하였다(3명)고 대답한 학습자가 있었

으며 스마트기기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4

명)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면담

에서 드러난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학생 D).

스마트기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과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내기가 어려웠어요(학생 G).

게다가 학습자들은 평가 루브릭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이해하기 어

려웠다(6명)고 응답하였으며 동료평가를 위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

반면(3) 여러 사람에게 동료평가 의견을 받지 못한 것(2명)에 대해 아쉬

움을 드러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학교를 벗어난 장소에서

계속해서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4명)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루브릭에서 완성도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한 거 같고, 독창성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더 세세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학생 K).

어떤 사람한테는 많은 사람이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언을 조금밖에 못 듣고 했던 점이 아쉬웠어요(학생 F).

매듭 없는 학습 때문에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계속

학습을 해야 된다고 느껴서 좀 피곤하다고 생각했어요(학생 B).

마지막으로 매듭 없는 학습에 기반한 수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학습자가 제시한 사항 중에서 가장 많은 수가 제시한 것은 과제 수행 시

간을 늘리는 것(7명)이었다. 매듭 없는 학습을 경험하기 위해서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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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장소에서 경험한 것을 학습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활동 안내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있었다. 수업 초반에 과제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수업을 들을

때에도 계속해서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

다(5명)는 의견이었다. 또한, 본 수업의 개선방안으로 동료평가 대상자

수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안내할 것(1명)을 제시하였다. 또한, 과제물에

대한 평가 루브릭 각 항목과 점수부여원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

다(4명)고 응답했으며, 개인별로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발표하는 과정 이

후 수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해결책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고 그 결

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명)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더불

어 다양한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해 설명할 것(1명)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2) 사례기반 지원방법에 대한 학습자 반응

사례기반 지원방법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은 개별 사례기반 지원방법

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 묻는 18가지의 문항을 통해 평가하였다. 먼저 도

구의 유용성에 대한 문항은 사례분석을 위해 사용된 사례들에 대한 유용

성을 묻는 4가지 문항(1번~4번), 사례분석을 위한 안내질문의 유용성에

대한 2가지 문항(5번~6번), 학습과제에 대한 평가 루브릭에 대한 1가지

문항(7번), 학습과제에 대한 모범사례에 대한 1가지 문항(8번)으로 구성

되었다. 또한, 사례기반 지원방법에 대한 문항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자

료의 수집 및 공유에 대한 2가지 문항(9번~10번), GPS를 활용한 과제

공유에 대한 2가지 문항(11~12번)이 포함되었다.

사례기반 지원방법의 유용성에 대한 학습자 설문 응답의 평균은 2.83

점에서 4.58점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반응이었지만 매듭 없는 학습

에 기반한 수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서는 그 범위가 넓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본 수업에 사용된 도구에 대해서 학습자들은 평가 루브

릭이 과제들의 평가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데 가장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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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 표준편차

도구의 유용성

1. 사례분석을 위한 다양한 사례들은 생각과 논의를 충분히 촉진하였다. 4.25 0.60

2. 사례분석을 위한 다양한 사례들은 다음에 어떤 것을 해야 하는

지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4.33 0.62

3. 사례분석을 위한 다양한 사례들은 나로 하여금 스스로 무언가를

더 찾게 만들었다.
4.08 0.64

<표 Ⅳ-15> 사례기반 지원방법의 유용성에 대한 학습자 반응 분석결과

적인 의견을 보였다(M=4.58, SD=0.49). 또한, 사례분석에 활용된 다양한

사례들이 다른 학습활동에 도움이 되고(M-4.33, SD=062) 생각과 논의를

촉진하였다(M=4.25, SD=0.60)고 응답하였으며 이를 위해 제공된 안내질

문을 통해 학습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었다(M=4.33, SD=0.62)고 응

답하였다. 특히 제공된 사례들 중에서 학습과제에 대한 모범사례는 과제

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M=4.33, SD=0.62)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사례기반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비교·대조

하는 활동이 학습내용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M=4.58,

SD=0.49)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학습자들은 우수한 사례의 성공

요인과 미흡한 사례의 실패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학습과제를 수행하고

효과적으로 동료평가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M=4.50, SD=0.50)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동료평가를 위한 사례분석 과정에서 동

료평가의 우수한 사례들 간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동료평가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M=4.42, SD=0.49)는 의견을 보였다. 그 밖에

도 온라인에서 서로의 과제를 공유하는 것이 학습과제 수행에 도움이 되

었다(M=4.00, SD=0.82)고 응답하였다.

한편 GPS(위치기반시스템)으로 과제를 통합하여 제시한 것이 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M=2.83, SD=0.99)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해당 지원방법이 매

듭 없는 학습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데 있어서도 상대

적으로 낮은 점수(M=3.00, SD=1.00)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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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분석을 위한 다양한 사례들은 나로 하여금 교수 학습 상황

에서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생

각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

3.92 0.64

5. 사례분석을 위한 안내질문은 다양한 맥락을 담은 여러 사례를

통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학습해야 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08 0.64

6. 사례분석을 위한 안내질문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33 0.62

7. 학습과제에 대한 평가 루브릭은 과제물의 평가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58 0.49

8. 학습과제에 대한 모범사례는 실제적인 문제를 찾아 해결안을 찾

는 학습과제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33 0.62

지원방법의 유용성

9.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실제적인 문제를 찾아 해결안을 찾는 학습과제를 수행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92 0.76

10. 온라인 플랫폼에서 서로의 과제들을 공유하는 것은 실제적인

문제를 찾아 해결안을 찾는 학습과제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00 0.82

11. GPS(위치기반시스템)을 통합한 지도(map)자료는 실제적인 맥

락에서 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83 0.99

12. GPS(위치기반시스템)을 통합한 지도(map)자료는 시공간의 제

약을 뛰어 넘어 학습하는 매듭 없는 학습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되었다.

3.00 1.00

13. ‘유의미한 학습을 위한 테크놀로지 활용 방법’에 대한 성공적

사례와 미흡한 사례의 성공 실패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교수 학습

상황에서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17 0.37

14. ‘유의미한 학습을 위한 테크놀로지 활용 방법’에 대한 성공적

사례와 미흡한 사례의 성공 실패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실제적인 문

제를 찾아 해결안을 찾는 학습과제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50 0.50

15. 동료평가에 대한 성공적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비교 대조하는

것은 전반적인 동료평가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58 0.49

16. 동료평가에 대한 성공적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비교 대조하는

것은 실제로 효과적인 동료평가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50 0.50

17. 동료평가에 대한 성공적 사례들 간의 공통점을 찾는 것은 전반

적인 동료평가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42 0.49

18. 동료평가에 대한 성공적 사례들 간의 공통점을 찾는 것은 실제

로 효과적인 동료평가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33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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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학습자 반응 세부 내용 빈도

강점

재미있었음

예전에 경험했거나 실제로 경험할 법한 상황을 담고 있

어서 재미있었다.
8

사례에 숨어있는 내용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다. 4

실재감 경험
GPS정보가 해당 문제를 어떤 순간에서 접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실재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3

효과적인

과제수행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통해 지양해야 할 점과

지향해야 할 점을 구분해서 알 수 있었다.
11

모범사례를 통해 과제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었다.
9

다른 사람의 과제를 사례로 참고하여 과제 수정에 도움

을 받았다.
5

루브릭을 통해 과제수행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었다. 7

효율적으로 학습 짧은 시간 안에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었다. 3

자기성찰 경험
동료평가의 미흡한 사례를 보며 과거 제대로 하지 못했

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었다.
4

약점

사례의 길이가

다소 김
사례가 다소 길고 상황설명이 너무 장황하다. 2

사례의 단일한

형식
사례가 글로만 되어있어 계속해서 집중하기 어려웠다. 3

사례의현실성 부족 우수사례가 너무 완벽하여 현실성이 다소 떨어졌다. 2

안내질문의

내용 중복
개인별 사례분석과 조별 사례분석의 일부내용이 중복된다. 8

사례분석의

난이도 낮음

학습내용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어 사례분석이 쉬웠다. 1

우수한 사례 간 공통점이 너무 뚜렷하다. 2

개선

방안

안내질문 개선
안내질문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1

안내질문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한다. 4

사례에 포함된

개념에 대한 설명
사례 속에 포함된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2

사례제공형식의

다양화

글뿐만 아니라 그림, 음성 ,영상 등의 다양한 형식을 활

용하여 사례를 개발한다.
1

<표 Ⅳ-16> 사례기반 지원방법의 강점, 약점, 개선방안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또한, 설문결과에 드러나지 않는 다양하고 심층적인 학습자 반응을 살

펴보기 위해 실시된 일대일 면담을 통해 지원방법의 유용성에 대한 학습

자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일대일 면담을 녹음한 파일을 전사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코딩하여 지원방법의 강점, 약점, 개선방안에 대해 반

복적으로 범주화한 결과 는 다음 <표Ⅳ-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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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듭 없는 학습에 기반한 수업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의 유용성에

대해 학습자가 가장 많이 언급한 강점은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비교·대조하는 과정에서 지양해야 할 점과 지향해야 할 점을 구분해서

알게 된 것이었다(11명). 또한, 모범사례가 과제의 형식이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도움이 되었다(9명)는 의견과 사례 속 상황이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이 있거나 현실성이 있어 재미있었다(8명)는 의견

이 그 다음으로 많이 제시되었다. 사례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배운 내

용을 적용해 볼 수 있었다는 점(7명)과 GPS정보를 통해 문제 상황에 대

한 실재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3명) 역시 강점으로 꼽혔으며, 동료평

가의 미흡한 사례를 보며 과거 미숙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

다(4명)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면담을 통해 밝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로 제시한 것보다 사례를 통해 정리가 되는 느낌, 일반화시키는

과정이 재미있었다(학생 G).

GPS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순간에 접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실재

감을 느끼게 해주어 매듭 없는 학습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학생 J).

사례분석을 통해서 머릿속에 없던 틀이 생겨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학생 F).

그냥 이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실제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좀 더 실제적인 상황에 접목시켜 볼 수 있어서

이해를 빠르게 하였다(학생 A).

동료평가의 미흡한 사례의 모습을 보며 제대로 동료평가하지 못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다(학생 B).

한편 사례기반 지원방법에 대한 약점으로는 개인별 사례분석과 조별

사례분석을 위한 안내질문의 내용이 일부 중복된다(8명)는 점이 가장 많

이 언급되었다. 또한, 학습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사례분석이 쉽고(1

명) 우수한 사례 간 공통점이 너무 뚜렷하여 우수한 사례 간 공통점을

찾는 과정이 다소 쉬웠다(2명)는 의견이 있었다. 사례 자체에 대한 약점

으로는 일부 사례의 길이가 다소 길다는 점(2명)과 사례가 글로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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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계속해서 집중하기 어려웠던 점(3명), 그리고 우수사례의 내용에 대

한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3명)에 대해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학습자들이 면담을 통해 밝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잘 구조화되어 있어서 사례분석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지루했던 것 같아요(학생 H).

사례 내용에 비해 사례의 형식이 다 글뿐이라 아쉬웠다(학생 K).

안내질문의 결과가 중복되었는데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비교하면서 알아차린 것을 우수한 사례만 보고 공통점을 찾는

것에서 한번 더 확인하는 느낌이었다(학생 I).

1주차 사례가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합쳐 거의 A4 4장이기

때문에 좀 길고 장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학생 E).

동료평가 사례의 경우는 우수한 사례가 너무 우수해서 교과서 같은 느낌이었고

실제로는 저렇게까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학생 F).

마지막으로 사례기반 지원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안내질문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4명)에 대해 가장 많은 학습자가 응답하였

다. 더불어 안내질문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1명)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또한, 사례 속에 등장하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보

충(2명)할 것과 글뿐만이 아닌 그림이나 영상 등의 다양한 형식을 활용

하여 사례를 개발하고 제공할 것(1명)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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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지원원리 및 상세 지침 예시

사

례

개

발

1. 실제성(Authenticity)의 원리

: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학교 밖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 간의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사실성, 복합성을 반영한 실제적인 내용을 사례에 포함한다.

1.1 학습자가 실제로 경험했거나 경험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내용을 사례에 포함하라

사례집이나 교사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에피소드(학급 내 갈

등, 교사의 실수 등)를 활용

1.2 비구조화되고 복잡한 특성이 드러난 사례를

개발하라

사례를 통해 알아야 할 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사례의 등장인물의 생각

이나 대화에 숨김

1.3 학습자가 깊이 있는 수준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과 관련된 도전적인 난이도의 사례를 개발하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윤리적인 문제나 해

결을 필요로 하는 갈등 상황을 포함

2. 다양성(Diversity)의 원리

: 스마트기기의 어포던스를 활용하거나 교실 안과 교실 밖을 포함한 여러 맥락

에서 사례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구성한다.

2.1. 학습해야 할 사실, 개념, 원칙 또는 문제해결 과정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지닌 사례를 개발하라

문제상황은 무엇이며, 과제는 어떻게 수행

되고 지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는

지, 그리고 실행의 결과는 무엇인지 포함

2.2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함께 개

발하라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테크놀로

지 활용법을 배울 때, 테크놀로지를 활용

하여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아진 수업과

그렇지 않은 수업 사례를 개발

2.3 여러 개의 사례를 개발하여 사례 라이브러리

(case libraries)를 구성하라

학습내용과 관련된 유사한 문제상황을 해결

한 사례 또는 이전에 수행되었던 유사한 과제

의 정보를 목록화하여 한 공간(웹)에 저장

2.4 스마트기기의 어포던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음성, 텍스트와 같은 다양한 표상방식을 사

용하라

사례를 글로 구성하고 중요한 장면을 삽

화로 넣거나, 생동감 있는 전달을 위해 등장

인물의 대화를 녹음하고 애니메이션으로 편집

<표 Ⅳ-17>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최종 사례기반 지원원리

4.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최종

사례기반 지원방법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 맥락에서 교수자

가 학습과정의 학습방법으로서 사례기반학습을 실시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원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사례기반 지원방법은 사례기반

지원원리, 절차별 사례기반 지원방법 및 사례기반 지원도구를 포함한다.

2차 전문가 검토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된 최종 사례기반 지원원리는

다음 <표 Ⅳ-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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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흥미(Interest)의 원리

: 외부의 상황에 방해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활동에 재미를 느끼고, 언제 어

디서든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속하도록 돕는 흥미로운 사례를 구성한다.

3.1 학습목표 및 학습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사례

를 제공하라

학습과제가 수업지도안을 개발하는 것이

라면 현직 교사들이 작성한 수업연구보고

서 혹은 교육포털사이트에 공유된 지도안

을 사례로 변형하여 사용

3.2 최근 이슈가 되는 내용 또는 유명한 소설이나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를 활용해 친숙한 상황을 사례에 포함하라

교육학 수업의 경우, 최근 이슈가 되는 자

유학기제나 인성교육 내용을 활용

3.3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심사에 따른 흥

미로운 주제를 선정하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사례를

개발하는 경우 동화나 위인전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사례를 개발

4. 연결성(Connectivity)의 원리

: 학교 안에서 배운 내용을 학교 밖을 포함한 다양한 맥락과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고 학교 밖에서 수행하는 과제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구성한다.
4.1 서로 다른 맥락을 연결시켜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며 끝맺음하는 사례를 개

발하라

‘과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당신이 교사

라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요?’와 같은

질문을 활용

4.2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물과 유사한 형태의 사례를 개발

하라

과제 결과물에 대한 전형으로서의 모범사

례를 개발

사

례

활

용

수

업

운

영

5. 적응성(Adaptability)의 원리

: 교실 안과 밖을 포함한 여러 상황에서 학습자가 보이는 반응과 상태를 확인

하고 이에 따라 사례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유연하게 활용한다.

5.1 학습자의 학습 속도에 따라 보충·심화 자료를

제공하라

사례분석이 빨리 끝나는 경우 추가로 논

의할 수 있는 문제를 제공

5.2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에 따라서 제

공하는 사례를 다르게 하라

사례학습 전에 사례 라이브러리(case

libraries)에 축적된 사례들 중 흥미를 가

진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에 해당하

는 사례를 제공

5.3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고려하여 사례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경험이 없는 학

생들에게는 활용가능한 기능을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공

6. 점진성(Gradualness)의 원리

: 서로 다른 맥락에서 학습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사례와 관

련된 자료를 점진적으로 활용한다.

6.1 사례 분석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사례를 통

해 배워야 하는 내용을 점진적으로 제시하라

처음부터 사례분석의 해답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 조언하고,

배워야 할 내용에 따라 안내질문을 단계

별로 나누어 제공

6.2 사례 분석을 위한 안내질문의 난이도를 점진

적으로 높여서 제공하라

앞단에는 ‘사례에 드러난 주요 문제상황은

무엇인가?’와 같은 단순 확인 질문을 던지

고 이후에는 ‘다음 상황이라면 어떻게 문

제를 해결할 것인가?’와 같은 고차원적 사

고를 유발하는 질문을 제공



- 95 -

6.3 사례 분석을 위한 안내질문의 개수를 점진적

으로 줄이도록 하라

처음 사례 분석 시에는 사례 속 등장인물,

시간에 따른 사건 개요, 주요 문제 상황을

묻는 안내질문을 제공하고, 다음 사례 분

석 시에는 주요 문제 상황을 묻는 안내질

문만을 제공

7. 점검과 피드백(Review and Feedback)의 원리

: 학습활동 간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위해 학습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즉

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7.1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사례기반

학습 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라

온라인 플랫폼의 알람과 같은 기능을 활

용하여 학습자의 활동이 업데이트 될 때

마다 이를 확인하고 기록

7.2 사례기반 학습과정을 점검하고 학습과정 및

학습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조별로 사례기반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을

미러링 기술을 통해 한눈에 확인하고, 학

습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

도록 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답함

7.3 학습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있어 루브릭을 활

용하고 각 항목 별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

라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루브릭을

제공하고 피드백 시 각 항목에 따른 점수

와 그 이유를 설명

8. 크로스오버(Crossover)의 원리

: 여러 종류의 학습활동 간 연결을 통해 범맥락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여러 종류의 학습활동을 혼합하여 운영한다.

8.1 학교 밖에서 학습자가 만든 사례의 다양한 맥

락을 시각화하여 제공하라

사례와 관련된 위치정보와 시간 등을 구

글맵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시각화하여 제

공

8.2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서로 다른 상황을 학

습을 위해 맥락화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라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장면을 사진이

나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하도록 함

학

습

자

활

동

9.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원리

:학교안과밖언제어디서나자유롭게사례및관련자료에접근이용이한학습환경을구축

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일상생활의 맥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9.1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할 수 있도록 하라

사례 라이브러리(case libraries)나 용어사

전과 같은 아카이브(Archive)나 웹사이트

의 검색기능 활용

9.2 학습자가 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기록하고 저

장할 수 있도록 하라

개인적으로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프로그램(Evernote, One Drive,

Edmodo의 라이브러리) 활용

9.3 학습자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

록 하라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Edmodo와

같은 교육용 플랫폼의 댓글 기능 활용

10. 학습자 주도성(learner initiative)의 원리

: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1 다양한 지원환경을 구축하여 학습자가 선호

하거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

여 사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라

다양한 운영체제(IOS, ANDROID) 또는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스마

트패드, 태블릿PC)에서 문제 없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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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세부 활동 세부지침 도구
적용

원리

수업

준비
사례 개발

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경험과 같

은 실제적인 맥락을 반영하면서도 적절한 난이

도를 가진 사례를 개발한다.
1 2주차

사례

원리1

원리3

학습목표와 관련된 하나의 주제에 대해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모두 개발한다.

원리2

원리3

<표 Ⅳ-18>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 절차별 최종 사례기반 지원방법

10.2 안내질문을 제공하고 이에 답하게 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사례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라

‘본 사례가 왜 우수한 사례인지 3가지 이

상 생각해보세요.’와 같은 질문으로 구성

된 자료 활용

10.3 관련성이 높은 사례들을 탐색하고 여러 사례

를 연결 지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라

개별 과제를 하나의 사례로 보고 소그룹

별로 자신의 사례를 설명하고 자신의 사

례에 빗대어 생각해볼 수 있는 갤러리워

크와 같은 활동을 운영

11. 비교와 일반화(comparison and generalization)의 원리

: 사례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고 사례기반추론을 통해 과제를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활동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11.1 구조적으로 동일하지만 표면적 특성이 다른

사례의 차이점을 발견하도록 하라

교수학습상황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만족도가 증가한 사례(우수한 사례)와 만

족도가 감소한 사례(미흡한 사례) 간 비교

를 통해 성공 실패 요인을 분석하도록 함

11.2 표면적 특성이 동일하나 구조적으로 다른 사

례 간 공통점을 발견하도록 하라

서로 다른 과제에 대한 동료평가의 우수

한 사례 간 비교를 통해 성공적인 동료평

가의 방법에 대해 스스로 정리하도록 함

11.3 사례 간 차이점을 익숙한 상황에 비유하거나

시각화하도록 하라

사례 간에 발견된 차이점을 보고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그려보게 함

12. 협력(collaboration)의 원리

: 개별화학습과 사회적 학습 간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학습자와 사례를

가지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이나 지원방법을 계획한다.
12.1 구성원들 간에 서로의 과정을 점검하고 피드

백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갤러리워크나 동료평가 실시

12.2 동일한 사례에 대해 다른 학습자와 함께 분

석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라

개인별로 정리한 사례의 특징을 공유하고

서로 다른 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논

의하도록 함

12.3 서로 다른 학습자가 과제를 공유·저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학습자가 과제로 제출한

것이 새로운 또 하나의 사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

웹사이트의 게시판이나 공유 플랫폼(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활용

마찬가지로 절차별 최종 사례기반 지원방법의 세부지침 및 도구는

<표 Ⅳ-18>과 같다. 최종 사례기반 지원도구는 [부록 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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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사례(1주차 사례분

석을 위한 사례, 2주차 사례분석을 위한 사례,

학습과제의 전형으로서의 모범사례)를 개발한다.

1 2주차

사례, 과제의

모범사례

원리2

원리4

사례

분석자료

개발

사례의 특징, 사례 간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 사례분석 안내질문을 개발한다.

사례분석을

위한

안내질문

원리10

원리11

사례분석이 빨리 종료될 시를 대비하여 사례분

석과 관련된 심화질문을 개발한다.
심화질문

원리5

원리6

수업 안내

및

사전훈련

1주차 내용학습을 위한 사전 읽기과제를 제시하

고 질문이 있는 경우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도록

안내한다.

원리9

수업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공유되는 게시판을

안내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사전훈련

을 실시한다.

원리9

평가 루브릭과 활용방법을 안내하여 학습과정에

참고하도록 한다.
평가 루브릭 원리7

내용

학습

학습내용에

대한 강의

학습내용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를 제공한다.

강의자료

(PPT)
원리2

학습자의

사례분석

활동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대립되는 사례(우수한 사

례와 미흡한 사례)를 핸드아웃으로 나누어주고

웹에 업로드하여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열어볼

수 있도록 한다.

1주차 사례 원리2

학습자가 핸드아웃 또는 웹에 올려져 있는 사례

를 보고 각 사례의 특징을 개인별로 정리하도록

안내한다.

1주차

사례분석을

위한

안내질문

원리10

조별로 개인이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사례 간

의 차이점, 그리고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에

대해 정리하도록 안내한다.

원리10

원리11

교수자는 조별로 사례를 분석하는 동안 교실을

움직이면서 어려운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에 대

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준다.

원리7

사례분석이 빨리 끝나는 조에게는 사례에 대해 심

화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추가질문을 제공한다.
추가질문 원리5

조별로 논의한 내용을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공

유한 후 교수자가 사례를 통해서 배울 점에 대

해 정리한다.

원리6

원리7

1차 과제

안내

학습과제(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

는 문제상황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찍은 사진과

글을 작성)에 대해 설명한다.

과제

안내자료
원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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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과제를 평가하게

될 루브릭을 미리 제공하고 각 항목에 대해 설

명한다.

과제 루브릭 원리7

과제 결과물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공한다. 모범사례 원리4

개별화

학습

과제 수행

지원

교육용 플랫폼, 문자나 SNS를 통해 주기적으로

학습과제에 대한 알림을 제공한다.
원리9

다른 사람의 과제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언

제든지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안내한다.

원리9

원리12

동료

학습

과제 정리

학습자 개개인이 과제를 수행한 위치 정보와 과

제의 내용을 하나의 구글맵에 나타내어 다양한

학습맥락이 생성되었음을 상기시킨다.

원리8

학습자의

사례

분석활동

동료평가 사례(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핸

드아웃으로 나누어주고 웹에 업로드하여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열어볼 수 있도록 한다.

2주차 사례 원리2

학습자가 핸드아웃 또는 웹에 올려져 있는 사례

를 보고 각 사례의 특징을 개인별로 정리하도록

안내한다. 2주차

사례분석

을 위한

안내질문

원리10

조별로 개인이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 간 차이점, 우수한 사례들

간의 공통점,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성공적인 동료평가 방법에 대해 정리하도록 안

내한다.

원리10

원리11

조별로 논의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고 이를 반

영하여 교수자가 성공적인 동료평가 방법 및 주

의사항에 대해 정리한다.

원리6

원리7

동료평가

실시

동료평가를 실시하기 전 학습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갤러

리워크를 운영한다.

원리12

동료평가 루브릭을 반영한 동료평가 문항을 구글

설문지로 만들고 개별 동료평가 링크를 부여한다.

동료평가

루브릭
원리12

갤러리워크에서 이야기한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

은 사람을 포함하여 개인별로 3명 이상의 다른

사람 과제에 대해 동료평가를 할 수 있도록 안

내한다.

동료평가

문항
원리7

동료평가 결과를 정리해서 학습자 개개인에게

제공한다.
원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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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과제

안내

동료평가 결과와 교수자 피드백을 참고하고 과

제 루브릭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1차 과

제를 수정(2차 과제)하도록 안내한다.

원리12

서로 다른 학습자의 과제를 과제에 대한 전형으

로서의 사례로 활용하여 2차 과제하는 데 참고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원리10

원리12

1차 과제와 2차 과제 사이에 개선된 점에 대한

성찰 내용을 최종 발표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안

내한다.

원리10

개별화

학습

과제 수행

지원

웹 상에 공유되어 있는 1차 과제 중 자신의 과

제와 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참고하여 수정하도

록 장려한다.

원리10

최종 과제 결과물에 대해 평가 루브릭을 활용하

여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원리7

교실 내

통합

학습자의

과제 발표

개인별로 과제 수행 과정, 최종 과제물, 과제를

하면서 느낀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원리12

서로의 과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원리12

학습자의

성찰

본인의 과제에서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생각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제공하여 비교해 보도록

한다.

성찰을

위한

모범사례

원리10

원리11

학습자 간에 사례기반학습과 매듭 없는 학습에

기반한 수업을 통해 배운 점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원리12

수업

마무리
종합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학습자가 수업이 끝난 이

후에도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충 심화 자

료를 제공한다.

원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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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교수자가 활용할

수 있는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

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은 선

행문헌 고찰, 전문가 검토, 학습자의 반응 평가를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최종으로 개발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의 특징과 효과를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

로 논의한 바와 사례기반 지원방법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

의 특징

본 연구에서는 크게 사례기반 지원원리와 매듭 없는 학습에 따른 수

업 절차별 지원방법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지원방법은 기존의 일반적인

사례기반학습의 원리나 전략과는 달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이라는 특정 맥락을 반영하였다. 개발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된 선행연구에서와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게 언급되는 주요 이슈가 존

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비교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이라는 특정 맥락을 고려하여 최종으로 개발된 사례기반

지원방법의 특징에 대해 논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학습자로 하여금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매듭 없는 학습을 경

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수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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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기반 지원원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 따른 수업

에서 교수자가 사례에 기반하여 학습자를 지원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원리이다. 이는 수업 전 사례를 선정·개발하는 과정에서부터 수업 중 사

례를 활용하고 수업시간 이외에 학습자로 하여금 매듭 없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례를 기반으로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포괄한다. 학습

자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매듭 없는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해 교수설계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Gainsburg, 2008) 본 연구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은 매듭 없는 학습의 어려움에 대한 처방성과 수업 활

용에의 실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더 나아가 지원방법이

적용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교수자가 바로 사용가능한 지원도구를 함

께 개발하였다. 사례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많이 제안되

어 온 반면 사례기반수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교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수업도구나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Choi & Lee, 2009).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를 기반으로 학습자

를 지원하고자 할 때 교수자가 고려해야 할 지원원리 및 절차별 지원방

법뿐만 아니라 각 수업 장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례, 사례 안내질문

등을 포함한 사례기반 지원도구를 함께 개발하였다.

둘째로, 매듭 없는 학습의 다양한 차원 중에서도 개별 학습과 동료학

습, 온라인과 오프라인 또는 학교 안과 학교 밖 간 단절을 강조한 FSL

모형을 선택하여 일반적인 사례기반학습의 절차를 반영하여 수업의 단계

및 활동을 구체화하였다. 해당 모형에서는 몇 단계의 학습활동이 한 주

기로 동시·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며 주기 사이의 과정 간 연결을 통해 학

습내용에 대한 맥락적 연결을 중요시한다(Wong, 2013b). 따라서 사례를

통해 학교 안에서 배운 내용과 학교 밖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내용

을 연결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사례 선정·개발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

해 정리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개별로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동료 학습자와 함께 사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나 논의할 점에 대해 이

야기를 나누면서 사회적인 학습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사례기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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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개발하였다. 지원도구의 경우에도 사례분석 안내질문을 개별 안

내질문과 조별 안내질문을 함께 제시하여 개별화 학습과 사회적 학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의 사례기반 지원방법은 매듭 없는 학습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스마트기기를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관련된 지원방법의 예로서 GPS를 사용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각자 스스로 만든 과제물에서 해당 아이디어를 떠올렸

거나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장소에 대한 위치정보룰 과제의 내용과 함께

정리하도록 하여 이를 하나의 지도에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학습자 반응에 의하면 이동성, 즉각성과 같은 스마트기기의 기본적

인 특성(임진형, 고선영, 2015)을 바탕으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학습경

험을 지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특정 문제에 대해 어떤 순간에서 그 문

제를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흥

미를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다는 것 자체에는 중점을 두지 않고, 학습에서의 단절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서 매듭 없는 학습을 위한 지원도구로서 스마트기기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

의 효과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 및 도구를 개발한 후 실제 매듭 없는 학습에 기반한 수업절차

에 이를 적용한 다음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리고 본 결과를 분석하여 학습자가 인식한 지원방법 및 도구에 대한 만

족도 및 인지적·정의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

을 통해 학습자의 인지적 능력 및 과제수행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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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의 반응에 의하면,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습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짧은 시간 내에 배운 내용을 적용해볼 수 있

어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사례 자체가

학습 내용, 개념, 원리들을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 학습자들이 내용을 잘

기억하도록 한다(Shulam, 1996; Richardson, 2000)는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 또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필요한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고(김서희,

2012; 박성희, 2011; Choi & Lee, 2009), 과제에 대한 성취도가 향상된다

(지예림, 정현미, 2014)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다만, 예외적

으로 한 학생은 면담을 통해 본 연구를 위해 진행된 수업 중 사례분석

과정에서 사례가 다소 구조화되어 있고 난이도가 쉬워 이를 통해 학습내

용에 대해 인지적 측면에서 향상된 정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임영택과

류완영(2009)은 사례를 구조화하여 제공하였을 경우 추론능력을 향상하

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

서 드러난 학습자의 반응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서, 이를 통해 사례의

구조화된 정도나 난이도에 앞서 학습자의 학습개념에 대한 선행지식 수

준이 사례기반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둘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

은 학습자의 학습동기, 자기효능감과 같은 정의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학습자 설문 및 면담을 분석한 결과, 앞서 제시한 바와 같

이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통해 개념에 대해 더 잘 알고 과제를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이를 통해 학습동기가 유지되거나 높아

지고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할 때에 문제해결력이나 과제수행 이외에 정서적 변

인인 동기나 인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손지영, 여승수,

2016)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사례기반학습이 기존 강의식

수업에 비해 학습동기를 향상시키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

였다는 연구(유문숙 외, 2010)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사전 사후 학습흥미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그 값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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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전 사후 학습흥미뿐만 아니라 1주차에서부터 3

주차까지 총 세 번에 걸쳐 상황흥미를 측정한 결과, 대체적으로 초기값

이 유지되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은

사전-사후 비모수 대응표본 검사결과 그 값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사례를 통해 추론하는 활동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증진될 수 있다

(이인숙, 2003; Bong & Skaalvik, 2003)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따

라서 학습자들은 본 연구를 위한 수업에서 제공된 사례를 기반으로 학습

을 하는 경우 학습흥미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며 면담의 결과

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하게 인식하였다.

셋째, 학습자들은 사례분석에서 제공된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향해야 하는 점과 지양해야 하는 점을 구별해서 알

게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례의 상황과 본인의 실제 경험을 비교하기

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시 말해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데 사례가 도움이 되었고, 이는 직접적인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실제적 사례와 이에 대한 반성적 사고

활동이 실제적인 경험을 토대로 자기를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여 해당 교육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손지영, 여

승수, 2016)는 연구결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

를 통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를 기반으로 학습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능력이 향상되는 것과 더불어 자

기성찰을 경험하여 매듭 없는 학습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사례기반학

습에 대한 인식 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

의 개선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 개발

을 위한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의 반응은 크게 매듭 없는 학습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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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자체와 사례기반 지원방법 및 도구의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되었

다.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및 면담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주장

을 토대로 제안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의 개선점은 사례의 다양성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사례의 다양성은 다시 사례 내용의 다양성과 사례 형식의 다양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습자 면담으로부터 사례에서 설명하는 개념이 좀 더

풍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사례를 제공하여 관

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Kolodner, 1993)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사례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학습 개념에 대한 선행지식 수준

에 따라 사례를 기반으로 한 학습 활동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난이도의 사례가 개발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사례 내용의 다양성과 함께 사례가 제공되는 방식 또한 다양성을 확

보할 필요가 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멀티미

디어를 활용하여 사례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McGraw, Lynch, Koc,

Budak, & Brown, 2007)이라는 연구결과와 함께 본 연구에서 일부 학습

자가 사례가 글로만 되어 있다는 점을 약점으로 꼽은 점을 종합하면, 다

양한 형식의 사례를 개발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

기반 지원방법은 효과적인 매듭 없는 학습을 위해 사례를 개발하고 활용

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교수

자의 입장에서 매듭 없는 학습의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사례를 개발 및

활용하여 수업을 운영하거나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법뿐만 아니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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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듭 없는 학습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외

에서 적용되고 있는 분야도 언어교육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국내의 일반

적인 교수학습 맥락에도 잘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

다. 마찬가지로 사례기반학습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법학대학, 의학대학,

간호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들어 교사교육을 위해 그 효

과성이 입증되고 있는데, 실제 사범대학에서도 사례기반학습이 잘 운영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실천적, 학

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매듭 없는 학습 맥락에서 사례를 기반으로 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처방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매듭 없는 학습에서 지향하는 바와 같이 교수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다

양한 맥락 간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어 왔지만(Looi

& Wong, 2014), 학교 안과 학교 밖 간의 연결을 위한 정보나 아이디어

를 얻는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해 교수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

다(Gainsburg, 2008). 또한, 사례기반학습을 위한 사례 원리를 개발한 연

구(연은경, 2013)가 존재하지만 개발된 사례를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일반적인 교수학습 맥락이 아닌 특정 맥락에서 사례기반

학습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나 전략은 부족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듭 없는 학습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는 데 있어 어

려운 점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 기반 지원방법을 도출

하였다. 예를 들어, 실제성이 높은 사례를 개발함으로써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사례분석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학습자의 과제에 대해 사례로서 배울 점을 생각하게 함으

로써 개인적 학습과 협력적 학습이 유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방

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사례 분석의 과정 및 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동료

평가 방법에 대해 스스로 터득하고 실제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역시 매듭 없는 학습을 위한 사례기반 지원방법

의 구체적인 지침 중 하나이다.

둘째, 본 연구는 사례기반 지원방법 및 도구가 적용된 수업을 통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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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로 하여금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학교에서 배운 것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을 연결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 중심의 실제적인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대일 면담의 내용

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기존의 수업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학습자로 하

여금 새로운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학습자가 학습이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습에서의 실제적인 맥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

다는 면담 결과를 통해 사례기반 지원방법 및 도구가 적용된 수업을 통

해 매듭 없는 학습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교수학습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매듭 없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스마트기기가 기존의 전통적인 교수매체와는 달리 학습활

동을 직접 지원하는 학습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한다(Jonassen, 2000).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스마트기기를 능동적으로 학습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탐구과제를 선정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자료를 저장·

공유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환경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안과 밖에서 포착하는 모든 상황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

기반 지원방법이 개발되었다.

셋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 지원방법 및

도구를 활용하면 학습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개발한 사례기반 지원방법과 이를 도구와 함께 적용한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사례기반 지원방법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

다. 매듭 없는 학습에 따른 수업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의 유용성에

대해 학습자가 밝힌 강점은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비교·대조하는

과정에서 지양해야 할 점과 지향해야 할 점을 구분해서 알게 된 것이었

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주어진 여러 사례들 중 학습과제에 대한 모범사

례를 전형으로 생각하여 과제의 형식이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뽑기도 하였다.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사례기반

지원방법에 대한 강점은 주로 사례분석과 관련된 것이었으므로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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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단계에서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된 구체적인 전략이나

도구가 학습의 효과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

방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고 학습자의 반응을 조사함으로써 그 효과성

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확인한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사례기반 지원방법 및 도구는 12명이 참여한 대학교 수

업에 적용되고 이에 따라 수정·보완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자의 서로

다른 특성과 학교 급간별 차이점에 대해서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사

례기반 지원방법이 적용된 수업에 참여한 일부 학습자는 사례를 분석하

는 과정에서 학습내용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즐겁게 참여하였다고

대답한 반면, 학습자 중 한 명은 이미 학습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

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고 대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볼 때 학습자의 학습내용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에 따라 사례 활용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매듭 없는 학습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외의 초·중등학교에서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Wong, Chin, Tan & Liu, 2010, Wong & Looi,

2010, Wong et al., 2011, Wong et al., 2012) 국내 초·중등학교에서는 어

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화별 차이에 대해서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특정 모형을 바탕으로 도출한 매듭 없는 학습 절차에

따라 사례기반 지원방법이 개발되었는데, 이를 적용한 수업의 반복 실행

을 통해 보편적인 사례기반 지원방법의 효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매듭 없는 학습의 절차는 FSL 모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모형은 4 단계의 학습활동을 한 주기로 동시·순환적으로 이루어지

며, 한 번의 주기가 끝나는 과정과 다음의 주기가 시작하는 과정 간 연

결을 통해 학습내용에 대한 맥락적 연결도 중요시한다(Wong, 2013b).

하지만 본 수업에서는 한 주기에 해당하는 4 단계의 학습활동만이 진행

되었기 때문에 학습자의 설문 및 면담 결과에 대해 보편적인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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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습자로 하여금 교수학습 과정에서 스마트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최근

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즉각적인 상호작용, 디지털

디바이스 간 호환, 그리고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의 기술적 연동이 가능해졌다(Bicen & Arnavur, 2015). 그

리고 이를 통해서 매듭 없는 학습에서 강조하는 학교 안과 밖 간의 경계

를 허물고 다양한 맥락에서 교수학습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학교 현장

에서는 학습자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밴드 등과 같은

SNS가 학습자 참여활동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스마트기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안내할 수 있

는 자료가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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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부록 2]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부록 3] 학습자 반응 평가 설문지

[부록 4]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최종 사례기반 지원방법

[부록 5] 수업자료 및 사례기반 지원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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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지원원리 A B C D E 평균

표준

편차
CVIIRA

사례

개발

1. 실제성(Authenticity)의 원리

: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현실 세

계를 반영한 실제적인 내용을 사례에 포함한다.

1.1 학습자가 실제로 경험했거나 경험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내용을 사례에 포함한다.
3 4 4 4 4 3.8 0.40 1.00

1.00

1.2 현실세계의 복잡한 상황이 얽힌 도전적

인 난이도의 사례를 개발한다.
4 3 4 4 3 3.6 0.49 1.00

1.3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례를

구성한다.

3 4 4 3 4 3.6 0.49 1.00

2. 다양성(Diversity)의 원리

: 학교 밖의 다양한 맥락에서 끊김(seam)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

를 구성한다.

2.1 상황, 과제, 산출물, 자원을 포함한 다양

한 요소를 사례에 포함한다.
4 4 4 4 3 3.8 0.40 1.00

1.00

2.2 하나의 주제에 대해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함께 개발한다.
3 3 4 4 2 3.2 0.75 0.80

2.3 여러 개의 사례를 개발하여 사례 도서관

(case libraries)을 구성한다.
3 3 4 3 4 3.4 0.49 1.00

2.4 학습자가 참고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의

어포던스에 따라서 영상, 음성, 텍스트를 포

함한 다양한 표상방식을 사용하여 개발한다.

3 4 3 3 4 3.4 0.49 1.00

3. 흥미(Interest)의 원리

: 외부의 상황에 방해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활동에 재미를 느끼고, 언제

어디서든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흥미로운 사례를 구성한다.

3.1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된 사례를 제공하

여 학습흥미를 유발한다.
3 3 4 2 4 3.2 0.75 0.80

1.00

3.2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사례를

개발한다.

3 3 4 3 2 3 0.63 0.80

3.3 사례학습 과정이 지루하지 않도록 스토

리(story) 형식의 사례를 개발한다.
3 3 4 4 4 3.6 0.49 1.00

<표 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원리에 대한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부록 1]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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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활용

4. 융통성(Flexibility)의 원리

: 교실 안과 밖을 포함한 여러 상황에서 학습자가 보이는 반응과 상태를 확인

하고 이에 따라 사례들을 유연하게 활용한다.

4.1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

(개념적 지식수준이나 흥미)에 따라서 제공

하는 사례를 다르게 한다.

3 3 3 3 4 3.2 0.40 1.00

1.00

4.2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경험 및 학습스타

일을 고려하여 사례를 적응적으로 활용한다.
3 4 3 3 4 3.4 0.49 1.00

4.3 학습자가 선호하거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사례를 분석 또는 개

발할 수 있도록 사례 제공시 다양한 지원환

경을 구축한다.

3 4 3 4 4 3.8 0.49 1.00

5. 점진성(Gradualness)의 원리

: 교실 안과 밖 사이의 경계에서 끊김(seam)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점진적으로 활용한다.

5.1 강의식 수업과 사례기반학습을 혼합하여

사례를 활용한 수업을 점진적으로 도입한다.
3 4 4 3 4 3.6 0.49 1.00

1.00

5.2 사례와 관련자료를 한 번에 집약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몇 차례 터울을 두고 제공한

다.

3 3 4 4 4 3.6 0.49 1.00

5.3 수업 초반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

였다가 나중에는 추상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3 3 4 2 4 3.2 0.75 0.80

5.4 사례 분석을 위한 안내질문을 점진적으

로 제거한다.
4 3 4 4 4 3.8 0.40 1.00

6. 점검과 피드백(Review and feedback)의 원리

: 매듭 없는 학습에서 수행하는 학습활동 간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위해 학습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6.1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

랫폼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사례기반학습 과

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3 4 4 4 4 3.8 0.40 1.00

1.00

6.2 학습자가 사례분석에 참고할 수 있는 안

내질문을 제공하여 그 과정을 점검하고 분석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4 4 4 3 4 3.8 0.40 1.00

6.3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루브릭

을 활용해 사례기반 학습의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한

다.

4 3 4 4 4 3.8 0.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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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시성(constancy)의 원리

: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와 관련 자료를

보고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환경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7.1 웹 기반 사례 도서관(case libraries)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사례를 검색

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3 4 3 3 3.4 0.49 1.00

1.00
7.2 게시판의 댓글이나 학습자의 활동을 수

시로 확인하여 관련된 자료 또는 출처를 제

공한다.
3 4 4 4 4 3.4 0.80 0.80

8. 학습자 주도성(learner initiative)의 원리

: 교실 안과 밖에서 모두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1 학습자가 학습방법이나 학습과제, 학습자원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4 4 4 4 4 4 0.00 1.00

1.00

8.2 교실 안에서의 수업이 끝난 이후 교실

밖에서도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한다.
3 4 4 4 4 3.4 0.80 0.80

8.3 학습자가 과제 수행 시 스마트기기의 다

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

여한다.
4 4 4 3 3 3.6 0.49 1.00

9. 비교와 일반화(comparing and generalization)의 원리

: 사례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고 사례기반추론을 통해 과제를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활동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한

다.

9.1 대립되는 사례의 각 특성, 유사점과 차이

점을 찾도록 한다.
4 4 4 4 4 4 0.00 1.00

1.00

9.2 대립되는 사례의 차이점을 비유하거나

시각화하도록 한다.
4 3 3 4 4 3.6 0.49 1.00

9.3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3 4 3 4 3.4 0.49 1.00

9.4 학습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혹은

비슷한 과제의 수행경험이 있는 학습자의 과

제 수행과정에 대한 모델링을 제공한다.
4 3 3 3 4 3.4 0.49 1.00

10. 협력(collaboration)의 원리

: 교실 안과 밖에서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분석하고 논의할 수 있는 협력적 활동을 실시한다.

10.1 학습자의 특성(인지적 수준이나 동기,

관심사)을 고려하여 조를 편성한다.
3 4 3 4 4 3.6 0.49 1.00

1.00

10.2 조별로 사례분석·개발 활동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도록 지원한다.
4 3 3 3 4 3.4 0.49 1.00

10.3 SNS나 온라인 게시판에서 조별로 의견

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4 4 3 3 4 3.6 0.49 1.00

10.4 조별로 하는 활동과 전체 학습자들이 모여

서 하는 활동을 함께 운영한다.
3 4 3 4 3 3.4 0.4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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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지원원리 및 상세 지침 A B C D E F 평균

표준

편차
CAI IRA

사

례

개

발

1. 실제성(Authenticity)의 원리

: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학교 밖에서 실제

로 경험하는 것 간의 괴리를 줄일 수 있도

록 사실성, 복합성을 반영한 실제적인 내용

을 사례에 포함한다.

3 4 4 4 4 4 3.83 0.37 1.00

1.001.1 학습자가 실제로 경험했거나 경험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내용을 사례에 포함하라
4 3 4 4 4 4 3.83 0.37 1.00

1.2 비구 조화되고 복잡한 특성이 드러난 사례를

개발하라
3 3 4 4 4 4 3.67 0.47 1.00

1.3 학습자가 깊이 있는 수준의 학습을 할 수 있

도록 학습내용과 관련된 도전적인 난이도의 사

례를 개발하라

4 3 4 4 4 4 3.83 0.37 1.00

2. 다양성(Diversity)의 원리

: 스마트기기의 어포던스를 활용하거나 교

실 안과 교실 밖을 포함한 여러 맥락에서

사례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

례를 구성한다.

3 3 4 3 4 4 3.50 0.50 1.00

1.00

2.1. 학습해야 할 사실, 개념, 원칙 또는 문제해결

과정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지닌 사례를 개발하

라

4 3 4 4 4 4 3.83 0.37 1.00

2.2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함께

개발하라

4 3 4 3 4 4 3.67 0.47 1.00

2.3 여러 개의 사례를 개발하여 사례 라이브러리

(case libraries)를 구성하라
4 4 4 4 4 4 4.00 0.00 1.00

2.4 스마트기기의 어포던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음성, 텍스트과 같은 다양한 표상방식을 사

용하라

4 3 4 3 4 4 3.67 0.47 1.00

3. 흥미(Interest)의 원리

: 외부의 상황에 방해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활동에 재미를 느끼고, 언제 어디서든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속하도록 돕는

흥미로운 사례를 구성한다.

3 3 4 4 4 4 3.67 0.47 1.00

1.00

3.1 학습목표 및 학습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사례

를 제공하라
4 4 4 3 4 4 3.83 0.37 1.00

<표 2>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원리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부록 2]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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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최근 이슈가 되는 내용 또는 유명한 소설이

나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를 활용해 친숙한 상황

을 사례에 포함하라

4 3 4 4 4 3 3.67 0.47 1.00

3.3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심사에 따른 흥

미로운 주제를 선정하라
3 4 4 4 4 4 3.83 0.37 1.00

4. 연결성(Connectivity)의 원리

: 학교 안에서 배운 내용을 학교 밖을 포함

한 다양한 맥락과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고 학교 밖에서 수행하는 과제에 도

움이 되는 사례를 구성한다.

3 4 4 4 4 4 3.83 0.37 1.00

1.004.1 서로 다른 맥락을 연결시켜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며 끝맺음하는 사례를 개

발하라

3 3 4 4 4 4 3.67 0.47 1.00

4.2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물과 유사한 형태의 사례를 개발

하라

4 3 4 3 3 4 3.50 0.50 1.00

사

례

활

용

수

업

운

영

5. 적응성(Adaptability)의 원리

: 교실 안과 밖을 포함한 여러 상황에서 학

습자가 보이는 반응과 상태를 확인하고 이

에 따라 사례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유연

하게 활용한다.

3 3 4 3 4 4 3.50 0.50 1.00

1.005.1 학습자의 학습 속도에 따라 보충·심화 자료

를 제공하라
4 3 4 4 4 3 3.67 0.47 1.00

5.2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에 따라서 제

공하는 사례를 다르게 하라
3 3 4 3 3 4 3.33 0.47 1.00

5.3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고려하여 사례를 포함

한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3 3 4 3 3 4 3.33 0.47 1.00

6. 점진성(Gradualness)의 원리

: 서로 다른 맥락에서 학습한 것들이 자연

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점진적으로 활용한다.

4 3 4 3 4 4 3.67 0.47 1.00

1.00
6.1 사례 분석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하는 내용을 점진적으로 제시하라
4 3 4 3 4 4 3.67 0.47 1.00

6.2 사례 분석을 위한 안내질문의 난이도를 점진

적으로 높여서 제공하라
4 3 4 3 4 4 3.67 0.47 1.00

6.3 사례 분석을 위한 안내질문의 개수를 점진적

으로 줄이도록 하라
4 2 4 4 4 4 3.67 0.7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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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점검과 피드백(Review and Feedback)

의 원리

: 학습활동 간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위해

학습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4 4 4 4 4 4 4.00 0.00 1.00

1.00
7.1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사례기

반학습 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라
4 3 4 4 4 4 3.83 0.37 1.00

7.2 사례기반 학습과정을 점검하고 학습과정 및

학습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4 4 4 3 4 4 3.83 0.37 1.00

7.3 학습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있어 루브릭을

활용하고 각 항목 별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

하라

4 3 4 4 4 4 3.83 0.37 1.00

8. 크로스오버(Crossover)의 원리

: 여러 종류의 학습활동 간 연결을 통해 범

맥락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

러 종류의 학습활동을 혼합하여 운영한다.

3 3 4 3 3 4 3.33 0.47 1.00

1.00
8.1 학교 밖에서 학습자가 만든 사례의 다양한

맥락을 시각화하여 제공하라
4 3 4 3 3 3 3.33 0.47 1.00

8.2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서로 다른 상황을 학

습을 위해 맥락화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라
3 3 4 3 4 4 3.50 0.50 1.00

학

습

자

활

동

9.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원리

: 학교 안과 밖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

례 및 관련 자료에 접근이 용이한 학습환

경을 구축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일상생활

의 맥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4 4 4 4 4 4.00 0.00 1.00

1.00
9.1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할 수 있도록 하라
4 3 4 4 4 4 3.83 0.37 1.00

9.2 학습자가 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기록하고 저

장할 수 있도록 하라
4 4 4 4 4 4 4.00 0.00 1.00

9.3 학습자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

록 하라
4 3 4 2 4 4 3.50 0.76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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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습자 주도성(learner initiative)의

원리

: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 학습자

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3 4 4 2 3 4 3.33 0.75 .83

1.00
10.1 다양한 지원환경을 구축하여 학습자가 선호

하거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

여 사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라

4 4 4 2 4 4 3.67 0.75 .83

10.2 안내질문을 제공하고 이에 답하게 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사례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라

4 3 4 3 3 4 3.50 0.50 1.00

10.3 관련성이 높은 사례들을 탐색하고 여러 사

례를 연결 지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라
3 3 4 2 3 4 3.17 0.69 .83

11. 비교와 일반화(comparison and

generalization)의 원리

: 사례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고

사례기반추론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활

동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3 3 4 3 4 4 3.50 0.50 1.00

1.00

11.1 구조적으로 동일하지만 표면적 특성이 다른 사례

의 차이점을 발견하도록 하라
3 3 4 3 4 4 3.50 0.50 1.00

11.2 표면적 특성이 동일하나 구조적으로 다른 사례 간

공통점을 발견하도록 하라
4 3 4 3 4 3 3.50 0.50 1.00

11.3 사례 간 차이점을 익숙한 상황에 비유하거

나 시각화하도록 하라
4 3 4 2 4 4 3.50 0.76 .83

12. 협력(collaboration)의 원리

: 개별화학습과 사회적 학습 간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학습자와 사례를 가지

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이나 지원방

법을 계획한다.

3 3 4 3 4 4 3.50 0.50 1.00

1.00
12.1 구성원들 간에 서로의 과정을 점검하고 피

드백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3 3 4 2 4 4 3.33 0.75 .83

12.2 동일한 사례에 대해 다른 학습자와 함께 분

석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라
3 3 4 4 4 4 3.67 0.47 1.00

12.3 서로 다른 학습자가 과제를 공유·저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학습자가 과제로 제출한

것이 새로운 또 하나의 사례로 활용될 수 있도

록 하라

4 3 4 4 4 4 3.83 0.3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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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Seamless learning)’에서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개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스마

트기기 활용 매듭 없는 학습에서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도출하고 그것을 활용

하는 것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알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설문지 내용

은 크게 1) 스마트기기 활용 매듭 없는 학습에 대한 인식, 2) 스마트기기 활

용 매듭 없는 학습에서의 사례기반 지원방법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됩니다.

본 설문조사는 약 15분 정도 소요되며, 본 설문지에 참여한 학생 중 몇 명

에게는 면담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나 이득은 없습니다. 이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스마트기기 활용 매듭 없는 학습을 위한 사례기반 지원방법을 개발하는 자료

로 활용될 것이며, 연구자는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

니다. 또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작성해주신 설문은 연구 진행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

의 각 문항들은 본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성의 있게 답해 주

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연구책임자: 조해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석사과정생 haereecho23@snu.ac.kr)

[부록 3] 학습자 반응 평가 설문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Seamless learning)에서

사례기반 지원방법 개발

- 학습자 반응 설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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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문항 1 2 3 4 5

1. 나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실제적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2. 나는 스마트기기 활용 매듭 없는 학습 학습활동을 통하여 매듭 없

는 학습에서 기대했던 바를 달성하였다.

3. 나는 스마트기기 활용 매듭 없는 학습 학습활동을 통해 만족스러

운 결과를 얻었다.

4. 나는 본 수업에서의 실제적인 과제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5. 나는 스마트기기 활용 매듭 없는 학습 학습활동을 통하여 문제해

결역량을 향상시켰다.

6. 나는 스마트기기 활용 매듭 없는 학습 학습활동을 통하여 유용한

것을 많이 배웠다.

7. 나는 스마트기기 활용 매듭 없는 학습 학습활동을 통하여 수업내

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8. 나는 본 수업에서 개인 학습과 협력 학습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

다고 생각한다.

9. 나는 본 수업이 여러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고 생각한다.

10. 나는 학교 안과 밖을 끊김없이 연결하는 매듭 없는 학습의 목적

이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와 닿았다.

1.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이 지난 3주 동안 수행한 스마트기기 활용 매듭 없는

학습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고, 본인이 생각하는 바와 얼마나 비슷한지 성실히 답하면 됩니다.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면 5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1에 표시하세요. 정

답이 있거나 좋고 나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편안하게 표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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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 2 3 4 5

1. 사례분석을 위한 다양한 사례들은 생각과 논의를 충분히 촉진하였

다.

2. 사례분석을 위한 다양한 사례들은 다음에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3. 사례분석을 위한 다양한 사례들은 나로 하여금 스스로 무언가를

더 찾게 만들었다.

4. 사례분석을 위한 다양한 사례들은 나로 하여금 교수 학습 상황에

서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

5. 사례분석을 위한 안내질문은 다양한 맥락을 담은 여러 사례를 통

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학습해야 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6. 사례분석을 위한 안내질문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7. 학습과제에 대한 평가 루브릭은 평과제물의 평가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8. 학습과제에 대한 모범사례는 실제적인 문제를 찾아 해결안을 찾는

학습과제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9.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

었던 것은 실제적인 문제를 찾아 해결안을 찾는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0. 온라인 플랫폼에서 서로의 과제들을 공유하는 것은 실제적인 문

제를 찾아 해결안을 찾는 학습과제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1. GPS(위치기반시스템)을 통합한 지도(map)자료는 실제적인 맥락

에서 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 ------------ 2 ------------ 3 ------------ 4 ------------ 5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2. 다음은 여러분이 지난 3주 동안 수행한 스마트기기 활용 매듭 없는 학습에서

적용된 지원방법의 세부지침 및 지원도구에 관한 인식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아

래의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고 본인이 생각하는 바와 얼마나 비슷한지 성실히

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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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GPS(위치기반시스템)을 통합한 지도(map)자료는 시공간의 제약

을 뛰어 넘어 학습하는 매듭 없는 학습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3. ‘유의미한 학습을 위한 테크놀로지 활용 방법’에 대한 성공적 사

례와 미흡한 사례의 성공 실패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교수 학습상황

에서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되었다.

14. ‘유의미한 학습을 위한 테크놀로지 활용 방법’에 대한 성공적 사

례와 미흡한 사례의 성공 실패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실제적인 문제

를 찾아 해결안을 찾는 학습과제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5. 동료평가에 대한 성공적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비교 대조하는 것

은 전반적인 동료평가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6. 동료평가에 대한 성공적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비교 대조하는 것

은 실제로 효과적인 동료평가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7. 동료평가에 대한 성공적 사례들 간의 공통점을 찾는 것은 전반적

인 동료평가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8. 동료평가에 대한 성공적 사례들 간의 공통점을 찾는 것은 실제로

효과적인 동료평가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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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성(Authenticity)의 원리
: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학교 밖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 간의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사실
성, 복합성을 반영한 실제적인 내용을 사례에 포함한다.

1.1 학습자가 실제로 경험했거나 경험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내용을 사례에 포함하라

사례집이나 교사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교수
학습상황에서의 에피소드(학급 내 갈등, 교
사의 실수 등)를 활용

1.2 비구조화되고 복잡한 특성이 드러난 사례를
개발하라

사례를 통해 알아야 할 점이 명시적으로 드
러나지 않도록 사례의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대화에 숨김

1.3 학습자가 깊이 있는 수준의 학습을 할 수 있
도록 학습내용과 관련된 도전적인 난이도의 사례
를 개발하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윤리적인 문제나 해결을
필요로 하는 갈등 상황을 포함

2. 다양성(Diversity)의 원리
: 스마트기기의 어포던스를 활용하거나 교실 안과 교실 밖을 포함한 여러 맥락에서 사례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구성한다.

2.1. 학습해야 할 사실, 개념, 원칙 또는 문제해결
과정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지닌 사례를 개발하
라

문제상황은 무엇이며, 과제는 어떻게 수행되
고 지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목적을 성취
하기 위하여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는지, 그
리고 실행의 결과는 무엇인지 포함

2.2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함께 개
발하라

교수학습상황에서의 효과적인 테크놀로지 활
용법을 배울 때,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
습자의 만족도가 높아진 수업과 그렇지 않은
수업 사례를 개발

2.3 여러 개의 사례를 개발하여 사례 라이브러리
(case libraries)를 구성하라

학습내용과 관련된 유사한 문제상황을 해결
한 사례 또는 이전에 수행되었던 유사한 과
제의 정보를 목록화하여 한 공간(웹)에 저장

2.4 스마트기기의 어포던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음성, 텍스트와 같은 다양한 표상방식을 사
용하라

사례를 글로 구성하고 중요한 장면을 삽화로
넣거나, 생동감 있는 전달을 위해 등장인물
의 대화를 녹음하고 애니메이션으로 편집

3. 흥미(Interest)의 원리
: 외부의 상황에 방해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활동에 재미를 느끼고, 언제 어디서든 학습
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속하도록 돕는 흥미로운 사례를 구성한다.

3.1 학습목표 및 학습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사례
를 제공하라

학습과제가 수업지도안을 개발하는 것이라면
현직 교사들이 작성한 수업연구보고서 혹은
교육포털사이트에 공유된 지도안을 사례로
변형하여 사용

3.2 최근 이슈가 되는 내용 또는 유명한 소설이나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를 활용해 친숙한 상황을
사례에 포함하라

교육학 수업의 경우, 최근 이슈가 되는 자유
학기제나 인성교육 내용을 활용

3.3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심사에 따른 흥
미로운 주제를 선정하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사례를 개
발하는 경우 동화나 위인전의 이야기를 소재
로 하여 사례를 개발

4. 연결성(Connectivity)의 원리
: 학교 안에서 배운 내용을 학교 밖을 포함한 다양한 맥락과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
고 학교 밖에서 수행하는 과제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구성한다.

4.1 서로 다른 맥락을 연결시켜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며 끝맺음하는 사례를 개
발하라

‘과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당신이 교사라
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요?’와 같은 질
문을 활용

4.2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물과 유사한 형태의 사례를 개발하라

과제 결과물에 대한 전형으로서의 모범사례
를 개발

[부록 4]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최종 사례기반 지원방법

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에서 최종 사례기반 지원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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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응성(Adaptability)의 원리
: 교실 안과 밖을 포함한 여러 상황에서 학습자가 보이는 반응과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따
라 사례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유연하게 활용한다.

5.1 학습자의 학습 속도에 따라 보충·심화 자료를
제공하라

사례분석이 빨리 끝나는 경우 추가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를 제공

5.2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에 따라서 제
공하는 사례를 다르게 하라

사례학습 전에 사례 라이브러리(case
libraries)에 축적된 사례들 중 흥미를 가진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례
를 제공

5.3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고려하여 사례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경험이 없는 학생
들에게는 활용가능한 기능을 자세하게 설명
하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공

6. 점진성(Gradualness)의 원리
: 서로 다른 맥락에서 학습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점진적으로 활용한다.

6.1 사례 분석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사례를 통
해 배워야 하는 내용을 점진적으로 제시하라

처음부터 사례분석의 해답을 제시할 것이 아
니라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 조언하고, 배워
야 할 내용에 따라 안내질문을 단계별로 나
누어 제공

6.2 사례 분석을 위한 안내질문의 난이도를 점진
적으로 높여서 제공하라

앞단에는 ‘사례에 드러난 주요 문제상황은
무엇인가?’와 같은 단순 확인 질문을 던지고
이후에는 ‘다음 상황이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와 같은 고차원적 사고를 유
발하는 질문을 제공

6.3 사례 분석을 위한 안내질문의 개수를 점진적
으로 줄이도록 하라

처음 사례 분석 시에는 사례 속 등장인물,
시간에 따른 사건 개요, 주요 문제 상황을
묻는 안내질문을 제공하고, 다음 사례 분석
시에는 주요 문제 상황을 묻는 안내질문만을
제공

7. 점검과 피드백(Review and Feedback)의 원리
: 학습활동 간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위해 학습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즉각적인 피드백
을 제공한다.

7.1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사례기반
학습 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라

온라인 플랫폼의 알람과 같은 기능을 활용하
여 학습자의 활동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
를 확인하고 기록

7.2 사례기반 학습과정을 점검하고 학습과정 및
학습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조별로 사례기반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을 미
러링 기술을 통해 한눈에 확인하고, 학습결
과를 발표하기 전에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답함

7.3 학습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있어 루브릭을 활
용하고 각 항목 별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
라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루브릭을 제
공하고 피드백 시 각 항목에 따른 점수와 그
이유를 설명

8. 크로스오버(Crossover)의 원리
: 여러 종류의 학습활동 간 연결을 통해 범맥락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러 종
류의 학습활동을 혼합하여 운영한다.

8.1 학교 밖에서 학습자가 만든 사례의 다양한 맥
락을 시각화하여 제공하라

사례와 관련된 위치정보와 시간 등을 구글맵
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시각화하여 제공

8.2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서로 다른 상황을 학
습을 위해 맥락화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라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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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원리
: 학교 안과 밖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례 및 관련 자료에 접근이 용이한 학습환경을 구
축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일상생활의 맥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9.1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
할 수 있도록 하라

사례 라이브러리(case libraries)나 용어사전
과 같은 아카이브(Archive)나 웹사이트의 검
색기능 활용

9.2 학습자가 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기록하고 저
장할 수 있도록 하라

개인적으로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프로그램(Evernote, One Drive, Edmodo의
라이브러리) 활용

9.3 학습자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
록 하라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와 같은 소
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Edmodo와 같은
교육용 플랫폼의 댓글 기능 활용

10. 학습자 주도성(learner initiative)의 원리
: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10.1 다양한 지원환경을 구축하여 학습자가 선호
하거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
여 사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라

다양한 운영체제(IOS, ANDROID) 또는 다양
한 종류의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스마트패드,
태블릿PC)에서 문제 없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 구축

10.2 안내질문을 제공하고 이에 답하게 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사례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
라

‘본 사례가 왜 우수한 사례인지 3가지 이상
생각해보세요.’와 같은 질문으로 구성된 자료
활용

10.3 관련성이 높은 사례들을 탐색하고 여러 사례
를 연결 지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라

개별 과제를 하나의 사례로 보고 소그룹별로
자신의 사례를 설명하고 자신의 사례에 빗대
어 생각해볼 수 있는 갤러리워크와 같은 활
동을 운영

11. 비교와 일반화(comparison and generalization)의 원리
: 사례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고 사례기반추론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
한 일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활동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11.1 구조적으로 동일하지만 표면적 특성이 다른
사례의 차이점을 발견하도록 하라

교수학습상황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만족
도가 증가한 사례(우수한 사례)와 만족도가
감소한 사례(미흡한 사례) 간 비교를 통해
성공 실패 요인을 분석하도록 함

11.2 표면적 특성이 동일하나 구조적으로 다른 사
례 간 공통점을 발견하도록 하라

서로 다른 과제에 대한 동료평가의 우수한
사례 간 비교를 통해 성공적인 동료평가의
방법에 대해 스스로 정리하도록 함

11.3 사례 간 차이점을 익숙한 상황에 비유하거나
시각화하도록 하라

사례 간에 발견된 차이점을 보고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그려보게 함

12. 협력(collaboration)의 원리
: 개별화학습과 사회적 학습 간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학습자와 사례를 가지고 협력
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이나 지원방법을 계획한다.

12.1 구성원들 간에 서로의 과정을 점검하고 피드
백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갤러리워크나 동료평가 실시

12.2 동일한 사례에 대해 다른 학습자와 함께 분
석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라

개인별로 정리한 사례의 특징을 공유하고 서
로 다른 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논의하도
록 함

12.3 서로 다른 학습자가 과제를 공유·저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학습자가 과제로 제출한
것이 새로운 또 하나의 사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

웹사이트의 게시판이나 공유 플랫폼(구글 드
라이브, 드롭박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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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세부 활동 세부지침 도구
적용

원리

수업

준비

사례 개발

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경험과 같

은 실제적인 맥락을 반영하면서도 적절한 난이

도를 가진 사례를 개발한다.
1 2주차

사례

원리1

원리3

학습목표와 관련된 하나의 주제에 대해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모두 개발한다.

원리2

원리3

활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사례(1주차 사례분

석을 위한 사례, 2주차 사례분석을 위한 사례,

학습과제의 전형으로서의 모범사례)를 개발한다.

1 2주차

사례, 과제의

모범사례

원리2

원리4

사례

분석자료

개발

사례의 특징, 사례 간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 사례분석 안내질문을 개발한다.

사례분석을

위한

안내질문

원리10

원리11

사례분석이 빨리 종료될 시를 대비하여 사례분

석과 관련된 심화질문을 개발한다.
심화질문

원리5

원리6

수업 안내

및

사전훈련

1주차 내용학습을 위한 사전 읽기과제를 제시하

고 질문이 있는 경우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도록

안내한다.

원리9

수업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공유되는 게시판을

안내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사전훈련

을 실시한다.

원리9

평가 루브릭과 활용방법을 안내하여 학습과정에

참고하도록 한다.
평가 루브릭 원리7

내용

학습

학습내용에

대한 강의

학습내용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를 제공한다.

강의자료

(PPT)
원리2

학습자의

사례분석

활동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대립되는 사례(우수한 사

례와 미흡한 사례)를 핸드아웃으로 나누어주고

웹에 업로드하여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열어볼

수 있도록 한다.

1주차 사례 원리2

학습자가 핸드아웃 또는 웹에 올려져 있는 사례

를 보고 각 사례의 특징을 개인별로 정리하도록

안내한다.

1주차

사례분석을

위한

안내질문

원리10

조별로 개인이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사례 간

의 차이점, 그리고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에

대해 정리하도록 안내한다.

원리10

원리11

교수자는 조별로 사례를 분석하는 동안 교실을

움직이면서 어려운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에 대

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준다.

원리7

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매듭 없는 학습 절차별 최종 사례기반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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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이 빨리 끝나는 조에게는 사례에 대해

심화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추가질문을 제공한

다.

추가질문 원리5

조별로 논의한 내용을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공

유한 후 교수자가 사례를 통해서 배울 점에 대

해 정리한다.

원리6

원리7

1차 과제

안내

학습과제(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

는 문제상황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찍은 사진과

글을 작성)에 대해 설명한다.

과제

안내자료
원리8

과제 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과제를 평가하게

될 루브릭을 미리 제공하고 각 항목에 대해 설

명한다.

과제 루브릭 원리7

과제 결과물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공한다. 모범사례 원리4

개별화

학습

과제 수행

지원

교육용 플랫폼, 문자나 SNS를 통해 주기적으로

학습과제에 대한 알림을 제공한다.
원리9

다른 사람의 과제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언

제든지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안내한다.

원리9

원리12

동료

학습

과제 정리

학습자 개개인이 과제를 수행한 위치 정보와 과

제의 내용을 하나의 구글맵에 나타내어 다양한

학습맥락이 생성되었음을 상기시킨다.

원리8

학습자의

사례

분석활동

동료평가 사례(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핸

드아웃으로 나누어주고 웹에 업로드하여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열어볼 수 있도록 한다.

2주차 사례 원리2

학습자가 핸드아웃 또는 웹에 올려져 있는 사례

를 보고 각 사례의 특징을 개인별로 정리하도록

안내한다. 2주차

사례분석

을 위한

안내질문

원리10

조별로 개인이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 간 차이점, 우수한 사례들

간의 공통점,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성공적인 동료평가 방법에 대해 정리하도록 안

내한다.

원리10

원리11

조별로 논의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고 이를 반

영하여 교수자가 성공적인 동료평가 방법 및 주

의사항에 대해 정리한다.

원리6

원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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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평가

실시

동료평가를 실시하기 전 학습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갤러

리워크를 운영한다.

원리12

동료평가 루브릭을 반영한 동료평가 문항을 구

글 설문지로 만들고 개별 동료평가 링크를 부여

한다.

동료평가

루브릭
원리12

갤러리워크에서 이야기한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

은 사람을 포함하여 개인별로 3명 이상의 다른

사람 과제에 대해 동료평가를 할 수 있도록 안

내한다.

동료평가

문항
원리7

동료평가 결과를 정리해서 학습자 개개인에게

제공한다.
원리7

2차 과제

안내

동료평가 결과와 교수자 피드백을 참고하고 과

제 루브릭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1차 과

제를 수정(2차 과제)하도록 안내한다.

원리12

서로 다른 학습자의 과제를 과제에 대한 전형으

로서의 사례로 활용하여 2차 과제하는 데 참고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원리10

원리12

1차 과제와 2차 과제 사이에 개선된 점에 대한

성찰 내용을 최종 발표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안

내한다.

원리10

개별화

학습

과제 수행

지원

웹 상에 공유되어 있는 1차 과제 중 자신의 과

제와 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참고하여 수정하도

록 장려한다.

원리10

최종 과제 결과물에 대해 평가 루브릭을 활용하

여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원리7

교실 내

통합

학습자의

과제 발표

개인별로 과제 수행 과정, 최종 과제물, 과제를

하면서 느낀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원리12

서로의 과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원리12

학습자의

성찰

본인의 과제에서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생각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제공하여 비교해 보도록

한다.

성찰을

위한

모범사례

원리10

원리11

학습자 간에 사례기반학습과 매듭 없는 학습에

기반한 수업을 통해 배운 점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원리12

수업

마무리
종합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학습자가 수업이 끝난 이

후에도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충 심화 자

료를 제공한다.

원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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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수업자료 및 사례기반 지원도구

가. 과제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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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제에 대한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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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주차 내용학습과 과제 수행을 위한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

1) 우수한 사례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최선생님과 과학을 가르치는 임선생님은 얼

마 전 선생님 전체회의에서 교장선생님이 한 이야기 때문에 고민이 늘었다.

올해 두 선생님이 근무하는 중학교가 서울시 우수학교로 선발되면서 동료선

생님과 학부모가 함께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수업시연주간>이 한 달 앞

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이나 과

학 수업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두 선생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최근 수학이나 과학을 싫어하고 일찌감치 포기해 버리

는 학생들이 늘은 데다가, 이런 추세가 수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수업 분위기가 저조해 졌기 때문이다. 선생님들도 기운이 빠진 상태로 걱정

근심이 쌓여가고 있다.

중학교 2학년인 민지는 수학 시간을 가장 싫어한다. 이상하게 생긴 기호

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 걸 보면 풀기도 전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고

최선생님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국영수를 잘해야 어떻게든 대학에 가기가

쉽다고들 말하지만 수학을 배워도 실제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수학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금성이는 이번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수업시간에 푸는 문제들 중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았지만 선생님

에게 하나하나 물어볼 기회가 없어 이번 중간고사도 역시나 일찌감치 포기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수업시간에 모르는 걸 다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지

만 금성이보다 훨씬 더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의 질문을 듣고 있으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최선생님은 무엇보다 아이들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싫어하여 수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엎드리거나 수학책이 학기 초부터

학기 말까지 깨끗한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또 수업시간에 너무 많은 학

생들이 질문하게 되면 누구의 질문을 받아 주어야 하는지 매번 걱정이 앞서

고, 어느 수준에 맞춰 수업자료를 준비해야 할지도 고민이다.

한편, 중학교 3학년인 수영이는 평소에 과학 과목을 가장 어려워한다. 이번

학기에는 생물을 중심으로 배우고 있는데 식물의 이름과 서식지, 특징 등을

교과서에 나온 그림과 연결시켜서 외우고 있자면 잠부터 쏟아진다고 힘들어

한다. 임선생님 역시 과학시간에 학생들이 너무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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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쭉 빠진다. 그래도 실험실로 오는 날은 졸려 보이는 학생들이 훨씬 적지

만 실험을 할 때 학생들이 너무 산만하게 굴어 혹시나 안전사고가 날까 걱

정하는 날도 많다.

최선생님과 임선생님은 수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두 선생님 모두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지루해하고 공

부하기 싫어하는 모습에 대해 걱정하였는데, 수업에서 배우는 개념이나 공

식이 본인의 실생활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

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특히 최선생

님의 고민을 들은 임선생님은 최선생님에게 요즘 학생들의 경우 수학학원에

가서 1년 이상이 되는 내용을 미리 배우고 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

들 간의 수준 차이가 심하다는 점이 큰 문제인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두 선생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수석선생님을 포함한 다

른 선생님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준비해보기로 결심했다. 우선 최

선생님은 수학시간에 학생들을 컴퓨터실에 불러 모아 수학교육용 게임을 하

도록 하였다. 우선 수학과목에 대한 흥미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

문에 미션을 하나하나 수행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의 요소가 필

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게임에서는 주인공인 학생이 게임 내 공간을 돌아다

닐 때 일차방정식이 적용된 일상생활에서의 사례가 등장한다. 예를 들어 주

인공이 편의점에 들어가게 되면 과자 봉투에 찍혀 있는 바코드가 깜빡인다.

학생이 이 바코드를 클릭하면 바코드에 적혀 있는 숫자가 일차방정식의 원

리로 구성되어 있음이 설명되고, 새로운 바코드가 등장하며 바코드의 마지

막 숫자를 계산해서 적는 것이 미션으로 주어진다. 이 게임에서 미션 수행

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시스템에 자동으로 점수가 기록되고, 게임이 끝난

후에는 점수에 따라 보충학습이나 심화학습 페이지가 뜨게 된다. 이 과정에

서 최선생님은 많은 학생들의 학습활동이 기록된 것을 살펴보고 분석한 후

많은 학생들이 틀린 문항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다른 문제들의 경우

에는 피드백을 달아 해당 문제를 틀린 학생들의 컴퓨터에 메시지로 전송하

였다.

한편 임선생님은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학생들

이 교실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주변 환경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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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교실 밖에 있어도 다양한 자료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고, QR코드와 같은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

간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업에 들어간 임선생

님은 졸려서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밖에 나가서 공부하자고 제안하였

다. 학생들은 모두 좋아하였고 수업시간에 빼앗던 스마트폰을 나누어 준다

고 하니 더 좋아하는 눈치였다. 임선생님은 학교지도를 나누어주고 QR코드

가 적혀 있는 판넬을 찾아 해당 식물의 사진을 찍고 QR코드를 통해 확인한

정보들을 읽고 조별로 정리해오라고 하였다. 혼란을 막기 위해 사진을 찍는

사람과 QR코드를 확인하는 사람, 그리고 특징을 정리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를 구성해주었다. 이렇게 수업시간이 끝나고 학생들에게는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식물의 QR코드를 확인하여 각 조에서 모은 자료들을 가지고

조별로 e-식물도감을 만드는 과제가 주어졌다. 선생님은 식물도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료나 링크를 학급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두었고 학생들은 조별

로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여 과제를 수행하였다.

수업시연주간이 모두 끝난 후 첫 회의 시간, 다른 선생님들이 최선생님과

임선생님 수업이 최고였다며 칭찬을 한다. 교장 선생님 역시 뿌듯하여 두

선생님이 진행한 수업을 조금 더 개선하여 <우수수업 공모전>에 발표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중간고사가 모두 끝난 뒤 최선생님과 임선생

님은 학생들의 수학, 과학 성적이 지난 학기에 비해 높아진 것을 보고 뿌듯

해 하였다. 몇몇 친구들은 선생님들 찾아와 수업자료를 더 달라고 요청하기

도 하였으며 다음번에도 이런 수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며 조르는 학생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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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흡한 사례

행복대학교 심리학과 김교수는 지난학기 강의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기타 의견란에 학생들이 적은 내용을 보고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소위 ‘팀플’이라고 하는 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

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적은 의견들에는 협력활동으

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학생이 많았다. 희정이는 조원들과 시간을 맞

추느라 과외를 두 번이나 미루면서 피해를 본 반면 민태는 조원들이 모일

때 항상 늦게 오거나 와서도 스마트폰만 만지작대다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

다. 또한 평소 조용한 성격으로 남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많은 윤주는 조별 토론을 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해

동료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자 윤주는 자신의 소심한 성격 때문

에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업이 끝날 때까지 점점 더 주눅

이 든 모습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다. 한편 가은이가 포함된 3조에서는 조원

들 간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어져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절충안을 찾지 못했는데 과제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각자 일부분을

분담하여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니 서로가 작성한 부분을 확인해보

고 수정을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다른 조에 비해 보고서 점수를 가장 낮

게 받았다. 열심히 참여했다고 생각했는데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게 된 3조의 재영이는 크게 실망하여 팀플에 대한 생각이 더

안 좋아졌다.

김교수는 이뿐만 아니라 개인별로 제출하게 한 과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

은 학생이 조별 활동점수가 낮은 경우를 보고 조별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제

는 교육학과의 배교수로부터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할 때 팀플이 있으면 일

단 피하려고 본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다. 이렇게 김교수는 많은 학생들이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함께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다. 김교수는 왜 학생들이 협력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인지,

자신의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협력활동을 지원했었는지 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최근 수업에서 몇몇 학생들이 조별로 만날 시간을 정하는데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를 본 김교수는 학생들끼리 일정을 맞추는 것의 어려움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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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김교수

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피곤함으로 학교에서 옛날부터 제공하던 학

습관리시스템(예. 서울대 etl)을 그대로 사용한 자신의 나태함에도 문제의 원

인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김교수는 팀플 때문에 불만이 많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면 팀플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협력활동을 할 수 있는지 고

민하기 시작했다.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보던 김교수는 최근 가상현실이 교

육에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뉴스 앵커는 최근 테크노밸리

주변에 생긴 VR체험실이 개관하기도 전에 한 달 예약이 꽉 찼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가상현실은 디지털 양식으로 구성된 인위적 공간을 말하며 마치

현실 세계와 같은 느낌을 갖게 해 주는 공간으로서 개인은 아바타를 통해

실제 삶과는 다른 또 하나의 삶을 영위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김교수는

‘핫’하다는 가상현실을 수업에 적용하면 학생들이 새로운 방식에 대한 호기

심으로 인해 더 재밌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

어 가상현실은 면대면으로 만날 필요가 없고 실시간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 김교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일정 조율의 문제가 해결

되어 학습자간에 더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부푼 기대를 안고 김교수는 다음 학기 수업을 위해 가상현실 프로그램인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를 구매하였다.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사용자가

다른 아바타와 상호 작용할 수 있고 개인이나 그룹 활동에 참가하며, 가상

자산과 서비스를 창조하고 다른 이와 거래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그저 가상

세계에서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파티를 즐기는

등 일상생활처럼 행동할 수 있다.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프로이드의 정신분

석학에 대해 배우며 학생들이 읽기자료를 읽고 질문을 하나씩 올리면 일정

기간동안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질문을 선택해 답변을 하는 형태

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학생들 모두 가상의 아바타를 만들게 하

였고, 보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아이디는 익명으로 만들도

록 지시하였다. 학생들은 언제든지 원할 때 질문 또는 답변을 올릴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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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수의 부푼 기대도 잠시, 많은 학생들이 세컨드 라이프 사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였다. 아바타는 모두 익명이며, 겉모습은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서 매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다. 또한 몇몇 학습자들은 가상세계에 너무 몰입

한 나머지 질문하거나 답글 다는 활동을 등한시하기도 하였다. 어느 하루는

수지가 김교수를 찾아가 그동안 쌓아 왔던 속상한 마음을 털어 놓았다. 수

지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글에 악의적으로 비방글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누가 올린지도 모르기 때문에 수지는 답답하기만 하다. 또 수

지는 다른 사람의 질문에 열심히 답하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답글을 거의 달지 않아서 속상하다고 이야기하였

다. 알고 보니 이번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50명이 넘었고, 토론 글이 업데

이트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 모든 학생들이 서로에게 답글을 모두 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였다. 심지어 학교에서는 세컨드 라이프를 할 수 있는

컴퓨터가 10대밖에 되지 않아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 학교에서 언제든지 세

컨드 라이프에 접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기존에 세컨드 라이프

를 써보지 않았던 학생들은 조작하는 것이 어려워 아바타를 만드는 것만 해

도 2주가 넘게 걸리기도 하였다.

김교수는 협력을 효과적이고 부담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최

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VR을 수업에 접목시켰으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학생들 중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는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학기 세컨드 라이프를 또 사용하려면 다시 적지 않

은 등록비를 내서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하므로 비용에 대한 부분도 망설여

졌다. 몇 주간 고민하던 끝에 김교수는 세컨드 라이프 프로그램을 그만두고

다시 예전 수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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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사례 (사례 1) 미흡한 사례 (사례 2)

김동우: 헬스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이는 개개인의 학습자들이 쉽게 활

용할 수 있는 교육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

데, 이에 동감하는 바이고 헬스기구 사용법을

스마트폰을 통해 볼 수 있다면 접근성이 높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간혹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주의를 빼앗겨 운동 중 사고가 날 수

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결안에

이러한 주의사항을 포함하여 ‘운동 중에는 절

대로 스마트폰을 손에 들지 않는다.’ 등의 반드

시 지켜야 하는 규칙을 함께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찾으신 상황은 좋은 문제상

황인 것 같습니다. 헬스장에서 헬스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아야

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는데 모른다

면 정말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평가

지표에 나오는 것 중에서 실제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요.

김미라: 저도 헬스를 가끔 가는데 하

나의 이미지로 그리고 영어로만 써있

고 PT는 너무 비싸서 쉽지 않았습니

다. 좋은 주제입니다.

유민주: 개인의 운동영상이나 장면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피드백을 받는 것은 좋은 아

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많은 운동 커뮤니티에

서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다만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전문가인지 비전문가인지, 옳은 피드백인지 아

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들 몇 명을 섭외하여 답변을 달

도록 하는 것 처럼 전문가 집단이 커뮤니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김재민: 모든 해결안들이 매우 좋네

요. 많은 자료를 찾으시느라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투자하신 것으로 보여

요. 해결안이 실현됙만 한다면 사람

들이 더 헬스장에 가고 싶어질 것 같

아요.

라. 2주차 동료평가를 위한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

※ 다음은 1차 과제 예시(“효과적 운동 기구 학습법 탐색”)에 대한 동료평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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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저희 헬스장에서는 헬스기구에 빨간

버튼을 설치해서 그걸 누르면 담당자가 와서

헬스기구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도 해요. 그리

고 '비콘'이라고 해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NFC를 사용하는 게 있는데 블루투스를 이용

해서 사람이 지나가면 기둥 내부에 설치된 비

콘이 신호를 보내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에

알림 팝업이 뜨는 거예요. 이 기능을 활용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헬스기구를 사용할

때 도움이 필요하냐는 팝업이 뜨게 해서 도움

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D 그리고 학습자에게 추천할 만한 운동계획을

알려줘서 (허리집중강화운동, 대근육 강화운동,

팔근육 강화운동, 레그레이즈-데드리프트-런지

등등) 학습자가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듯 합니다.

최미영: 많은 사람들은 가상 트레이

너라고 하면 별로 신뢰하지 않을 거

예요... 전 개인적으로 저번에 비슷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데 느낌이

영 별로더라구요. 다른 해결책도 많

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 자료를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혜림: 우리 어제 이거 하느라 힘들

었는데 그래도 해결책까지 열심히 찾

았네ㅎㅎ 일단 온라인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

긴 하다. 직접 기록해주고 짜주고 그

냥 다 해주는 거네? 점점 가상 트레

이너에게 의존하다가 운동하기를 포

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이영훈: 헬스장에서 운동 기구를 이

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투브 채널 등 운동

방법을 안내하는 비디오 클립들이 많

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기존 비디오

들은 한계가 너무 많아서 아예 고려

하지 않으신 건지 궁금하네요.

이민호: 저번 시간에 유의미학습을 위한 테크

놀로지 활용방법에 대해 배웠는데 제안해주신

해결책이 맞춤형학습이나 동기촉진과 관련성이

높은 것 같네요. 또 규모가 조금 큰 헬스장에

가본 사람이라면 다 경험할 법한 실제적인 문

제상황이네요. 다만 과제 구성요소에 문제상황

을 ‘질문’형태로 바꾼 문장이 있는데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

다. 또 해결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헬스장에서 소정의 대여비를 받고

컨텐츠가 포함된 태블릿 PC를 대여하여 운동

기구 앞에 설치해두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태

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설명을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방안

으로 제시해주신 것처럼 관련 커뮤니티를 만들

어 운동 기록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특히 혼자

하기 어려워하는 사용자를 배려한 것 같아 많

은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해결책을 찾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민: 평소에 과제를 열심히 하시

는 편이라서 이번에도 열심히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체육교육과이셔서 그런지 제가 생각

하지 못했던 장소인 헬스장에서 문제

상황을 발견하셨다는 점이 신선하다

고 생각했어요.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가상 트

레이너가 운동계획을 설계해주는 어

플리케이션을 꼭 개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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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영: 해결안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다양한

방면에서 풍부한 내용을 찾으셨다고 생각합니

다. 다만 현재 해결책의 구체성이 조금 더 보

완되면 좋을 것 같아 추가로 제안 하나를 드리

고 싶습니다다. 헬스장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배우는 것 자체는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 같은데 사용자 소유의 기기를 사

용하게 되면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고 동영상

의 사이즈와 호환이 되지 않는 예상치 못한 변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그 앱을 offline으

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 기능은 offline으로 동영상이나 글-

그림이나 아니메이션을 볼 수 있게 할 것입니

다. 특히 애니메이션은 동영상보다 사이즈가

작고 그럼보다 더 잘 설명될 수 있어서 효과적

으로 활용될 것 같아요.

우수한 사례 (사례 3) 미흡한 사례 (사례 4)

이시내: endnote 같은 프로그램을 배우는 게 특히

석사-박사 학생들한테 중요한 것 같고 학생들은 너

무 바쁠 수 있어서 online 환경에서 효과적인 강의

를 제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기해주신 상황은 일상생활에서 해결되어야 할 요

구가 있는 실제적인 문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엔드 노트라는 비교적 수요가 높은 오프라인 컨텐츠

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한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으

나, 지적하신 대로 그 콘텐츠의 양과 질이 한정적이

어서 아쉽다는 생각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중 ‘맞춤형 학습’을 위한 테크놀로지 활

용을 제시해주신 점에서 과제와 강의내용의 관련성

이 높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실습교육’

이라는 분야를 택하신 점도 독창적이라고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과제를 잘 수행하신 것 같아요.

김봉민: 저도 엔드노트 온라인 교육

을 실행하면서 느꼈단 점인데 문제

상황으로 잘 지적해주셔서 공감이 많

이 되었습니다. 개선이 꼭 필요한 좋

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해결책도 무

려 세 가지나 찾으셨으니 더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진영수: 솔직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는 충분한 예산만 확보된다면 이렇게

까지 해결책을 다양하게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endnote같이

은근히 복잡한 프로그램은 개인적으

로 독학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

다.

※ 다음은 1차 과제 예시(“온라인 실습교육“)에 대한 동료평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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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지: endnote 사례를 들어주셔서 공감이 되

고 실제적이면서도 실습교육을 온라인 교육으

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문제 상황 자체

가 신선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

지 의문점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전 과정을

모두 온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실습의 범위가 어디

까지인지를 분명히 하고 문제를 지금보다 더

명확하게 진술하면 좋겠습니다.

이재윤: 실습교육의 경우, 튜토리얼

형태로 많이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

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엔드

노트말고 멘들레이 사에서는 이미 잘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엔드노트 말

고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김희진: 엔드노트 교육을 받으러 도

서관에 간 적이 있는데 강사분 설명

이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었어

요. 그리고 화질도 너무 안 좋아서

보는 내내 눈이 아팠어요. 엔드노트

쓰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디서 배워야

할지 모르겠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자

료도 잘 안 나오고... 이 문제가 해결

되면 개인적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

요!

신민아: 과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배경, 문제 상황, 질문, 해결책 등이 조화롭게

글로 구성되어 있어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합니

다. 또한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기에 문제 상황 자체가 실제적이고 흥미롭습

니다. 다만 문제의 해결안을 다양한 시야에서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이 좀 더 구체

적이고 그 사례가 endnote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결안을

찾을 때 수업시간에 배웠던 테크놀로지가 학습

을 촉진하는 여러 방식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적용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본다면

관련성에 대한 부분도 보완될 것 같습니다.

임주리: 온라인에서의 엔드노트 교육

의 필요성과 실제적인 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제시된 것 같아요.

이수만: 전 남자라서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지루하고

지금처럼 제공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큰 어려움이 없다면

굳이 방식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나

요? 그리고 무조건 질문게시판을 개

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

아 보이진 않네요.

박용진: 해결안이 구체적이고 다양해서 쉽게 이해

할 수 있었고 문제와 해결안의 흐름이 논리적인 점

이 좋았어요.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학생들

이 겪었을 법한 실제적인 문제 상황을 던져 주신

점이 신선했어요. 다만 해결안 부분에서 독창성이

좀 더 보완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

금 제시되어 있는 해결책은 꼭 실습교육을 온라인

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것 같

기 때문이에요. 다른 관점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보

셨으면 좋겠고 다양한 ‘도토리온’이라는 예시를 적

어주셨는데 그림이나 자료 등 관련된 설명도 함께

제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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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사례분석

1. 각 사례 속에 등장하는 주요 문제상황은 무엇인가요?

2. 문제상황에 대해 교사들이 판단한 원인은 어떤 것인가요?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마. 1주차 사례분석을 위한 안내질문

※ 두 가지 사례를 읽고 다음 안내질문에 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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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사례분석

1. A 사례에서 문제해결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B 사레에서 문제해결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유의미한 학습을 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방법’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배울 수 있었나요?

※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여 다음 안내질문에 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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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사례분석

1. 사례 1과 사례 2에 드러난 동료평가의 특징을 정리하세요.

2. 사례 3과 사례 4에 드러난 동료평가의 특징을 정리하세요.

바. 2주차 사례분석을 위한 안내질문

※ 주어진 사례를 읽고 다음 안내질문에 답하세요.



- 156 -

조별 사례분석 1 (사례분석활동2)

1. 사례 1과 사례 2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2. 사례 3과 사례 4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여 다음 안내질문에 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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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사례분석 2 (사례분석활동3)

1. 사례 1과 사례 3 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2. 사례 1과 사례 3에서 성공적으로 동료평가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사례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동료평가의 방법에 대해 어떤 것을 알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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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거
완성도 실제성 관련성 독창성

점

수

부

여

원

칙

과제물에 필수적

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들이 모

두 포함되어 있

고, 요소들이 논

리적으로 구성되

어 있는지를 평가

한다.

과제물의 내용이

현실에서 경험할

만한 내용인지 또

는 일상생활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지를 평가한다.

과제물의 내용이

학습 내용과 관련

성이 높은지를 평

가한다.

과제의 형태와 내

용적 구성이 독창

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

되었는지를 평가

한다.

5점

과제물에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매우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제물의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과제물에 포함된

개념들은 모두

강의내용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과제의 형태가

참신하게

표현되었고,

과제의 내용이

매우 독창적이다.

4점 - - - -

3점

과제물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 중 일부가

빠져 있거나

구성요소 간의

논리가 다소

약하다.

과제에 포함된

내용들 중 현실

세계와는 약간

동떨어진 내용이

있다.

강의내용과

관련된 개념이

사용되었지만 그

개수가 적었다.

과제의 형태나

내용이 약간

독창적이다.

2점 - - -

1점

과제물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가 거의

들어있지 않고

매우 논리적이지

않다.

과제물의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과제물에 포함된

개념들이 모두

학습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다.

과제의 형태나

내용이

단조로워서 전혀

독창적이지 않다.

사. 과제물 평가 루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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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ve been studies on Seamless learning named by Chan

and his colleagues to get rid of a gap between schooling and reality.

Seamless learning aims to connect seams causing disconnection of

learning and puts stress on using smart devices including mobile

equipments for learning as a center of the individualized learning.

Seamless learning using smart devices may play a core role in

constructing a learning environment where learners interact with one

another at any time and anywhere, breaking a boundary between

inside and outside school.

However, most studies on seamless learning have been applied to



- 160 -

linguistic learning, mainly on effectiveness of instruction based on

principles of seamless learning. In addition,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how to support an instruction for linking inside with outside school

on a specific basis. Hence, studies on how to support seamless

learning using smart devices are required. If support for learning

based on a case is given, it is possible to provide learners with

authentic opportunities of practice even with a few tools, induce their

high level of participation and cultivate their perspective for seeing a

concept from various viewpoints. Cases may be an effective learning

tool but learners may have a lot of difficulties in knowing what to

learn from a case. Accordingly, instructors are needed to know how

to select a case used during class and how to guide learners

specifically to read and analyze a given case and learn through it.

Hence, using methodologies of design· development research, this

study developed methods for case based instructional support to help

learners with connecting what to learn at school with what to

experience in a daily life and have authentic learning experience using

smart devices. Case based instructional support includes both

principles of case based instructional support and strategies of case

based support by procedure of seamless learning, and methods and

tools of case based instructional support were corrected and

complemented from 2 expert reviews Besides, it designed and

implemented an instruction based on seamless learning reflecting case

based instructional support for application to an instruction. Methods

of instructional support were corrected· complemented by evaluating

responses of learners who participated in the instruction. Also,

internal validity on methods and tools of case based instructional

support was verified through the second expert review.

As a result, it derived 12 principles of case based instru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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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and 37 strategies by procedure to be used by instructors in a

seamless learning context using smart devices. Besides, 7

instructional support tools were developed to be used during class

according to instructional support strategies. As for principles of case

based instructional support, authenticity, diversity, interest and

connectivity were derived finally as principles of case development.

Also, adaptability, gradualness, and feedback, crossover, ubiquitous,

learner initiative, comparison and generalization were derived as

principles of case application. Derived methods and tools of

instructional support were verified on reliability and validity from

expert review.

As a result of examining learner responses after instruction

applying case based instructional support in seamless learning using

smart devices, it showed that they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instruction based on seamless learning. Furthermore, in general,

satisfaction at case based instructional support was higher. In

particular, learners said that case analysis was helpful for performing

a task effectively and that they could know what to pursue and what

to improve through the best or unsatisfactory cases. In addition,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mean by pre-post tests, it showed that their

interest in and self-efficacy of learning contents increased. It could be

also identified from learner interview. On the other hand, they

mentioned low level of difficulty in case analysis along with a single

case type as weak points.

This study developed detailed guidelines for case based

instructional support according to an instructional procedure organized

by seamless learning using smart devices as a specific instructional

·learning model so may be used as data for helping instructors with

designing and operating an instruction in a similar context. Beside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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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d specific guidelines for educational

application of smart devices and case based learning to be used on

domestic and foreign bases through prescriptive research on authentic

learning along with a new perspective of seamless learning.

keywords : Smart Devices, Seamless Learning, Case Based

Learning, Development Study

Student Number : 2015-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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