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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새로운 지식이 생겨나고 그 지식이 다시 쓸모없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새로운 지식이 빠르게 생겨나

고, 수정되며, 소멸되는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이 모든 지식을 습득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네트워크상의 정보 및 사람과 연결

을 형성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연결을 찾아갈 수 있는 역량이 보

다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학습이론으로 등장한 연결주의는 정보가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는 정보의 노드(node) 간의

연결이 곧 지식이라고 본다. 따라서 지식은 획득될 수 있는 어떤

것(thing)이 아니며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노드 간의 연결의 패

턴을 확인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연결주의 학습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형식적이고 발생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결주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원리를 탐색하는 연구는 제한적이다. 성공적인 연결주의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자율성과 촉진자가 제공하는 구조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때 촉진자는 전통적인 교수-학

습 장면에서와 같이 학습내용에 대한 유일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학습자의 연결 형성을 지원하는 촉진자로서 적절한

개입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결주의가 적용된 개인학습환경 설계원리

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한 원리에 대해 두 차례의 전문가 타

당화를 거쳐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설계원리를 수업에 적용하여

학습자 및 교수자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주의가 적용된 개인학습환경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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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는 무엇인가? 둘째, 연결주의가 적용된 개인학습환경 설계원

리의 내적 타당성은 어떠한가? 셋째, 연결주의가 적용된 개인학습

환경 설계원리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연구 방법론의 절차를 따

라 설계원리를 개발하였다. 먼저 연결주의 및 개인학습환경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대표적인 cMOOC 세 가지에 대한 경험적 탐

색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설계원리를 개발하였다.

이후 초기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검사를 실시하고 CVI

와 IRA를 중심으로 결과를 분석해 설계원리의 내적 타당성을 확

보하였다. 이후 외적 타당화를 위해 설계원리를 수업에 적용하였

으며 적용이 끝난 이후 학습자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반응검사를

실시하였다.

설계원리가 적용된 수업에 대해 학습자는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사람과 지식 및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고,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지식

을 보충할 수 있었으며, 형식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학습이 가능

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몇몇 학습자는 자율적인 탐구활동보다는

구조화된 강의를 제공해줄 것을 원했으며 네트워크상에 자신의 활

동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학습자도 있었다. 친숙

하지 않은 테크놀로지의 사용으로 인해 학습의 효율이 떨어졌다는

응답도 있었다. 교수자의 경우 본 설계원리가 학습자에게 적절한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점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자율성과 균형을 이루는 구조화된 지원을 제공하고자 했던 본 설

계원리의 개발 목적과 부합한다. 반면 교수자는 외부의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였다.

학습자 및 교수자 반응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연결주

의가 적용된 개인학습환경 지원 설계원리가 도출되었다. 최종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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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리는 ‘적극적 개방의 원리’, ‘창작물 공유 촉진의 원리’, ‘자율성

의 원리’, ‘정보 리터러시 개발의 원리’, ‘풍부한 자원 제공의 원리’,

‘교수 실재감의 원리’, ‘분산된 활동 종합의 원리’ 총 7개이며, 총

21개의 세부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의 결과로

연결주의의 개념모형이 개발되었으며, 수업 전, 중, 후의 단계에

따른 설계원리의 적용 양상이 도출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연결주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며 연결주의 학습 실현의 난점은 무엇인지, 형

식교육 장면에 연결주의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이슈에는 어떤 것

이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최소 한 학기 단위

이상의 프로젝트 형태로 본 설계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장기적

인 관점에서 연결의 형성을 확인하고, 보다 다양한 웹 2.0 및 소셜

네트워킹 도구를 활용하여 개인학습환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

원해야 하며, 형식교육 맥락 외에도 비형식·무형식교육 맥락에 대

한 적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연결주의에서 말하는 연결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리한

개념모형을 제안하고 있으며, 연결주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

기 위해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자율성과 구조화된 지원이 균형을

이룬 개인학습환경 설계원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연결주의, 개인학습환경, cMOOC, 웹 2.0, 블로그

학 번 : 2016-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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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식의 반감기(half-life of knowledge)’라는 말이 있다. 새로운 지식이

생겨나고 그 지식이 쓸모없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다(Gonzalez, 2004). 지식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수

명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이 모든 지식을 독립적

으로 획득하고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Siemens, 2004). 이때 연결

주의(Connectivism)는 다른 사람 및 정보와 연결을 형성하고 연결의 네

트워크를 자유롭게 오가는 능력이 학습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본다

(Downes, 2007; 2011, Siemens, 2004). 행동주의, 인지주의와 같은 기존

의 학습이론이 학습을 지식의 ‘획득’이라고 본다면, 연결주의에서 학습은

네트워크에 분산된 지식에 참여하는 ‘참여’의 비유로 설명될 수 있다

(Kop, 2011).

연결주의에 따르면 지식은 획득될 수 있는 어떤 것(thing)이기보다는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 간의 연결을 통해 형성된다(Siemens,

2011). 이때 정보들 간의 유용한 연결의 패턴을 확인하고 해석하는 과정

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Siemens, 2011). 정보와 지식이 네트워크상에

분산되어 있다는 개념은 지식과 인지가 한 개인의 정신에만 제한되어 있

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인과 그들이 사용하는 인공물(artifacts), 도구

(tools)에 걸쳐 분산되어 있다고 보는 ‘분산인지(distributed cognition)’의

개념에서 출발한다(Hutchins, 1991). 인간의 정신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인공물과의 분산된 네트워크로 확장될 수 있으며(extended minds), 이로

써 그 잠재력(potential)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Fischer,

2006). 분산인지 개념에 따르면, 독립적인 개인의 인지보다는 다른 사람

이나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인의 인지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결주의 학습은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Personal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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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PLE)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Anders, 2015; Wang et al.,

2017). 예컨대, 연결주의 학습원리가 적용된 cMOOC(connectivist

MOOC) 강좌에서는 강좌의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이 아닌 학습자의 개인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킹 도구를

기반으로 참여가 이루어진다. 강좌의 웹사이트도 있지만, 이는 학습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읽기 자료를 제공하거나 분산된 학습자의 활동을

종합하는 피드를 제공하는 등의 최소한의 역할을 하며, 실제 cMOOC에

서의 학습 활동은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다는 것, 소셜 미디

어를 통한 토론, 비디오 채팅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웹상의 네트워크에

서 분산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Anders, 2015). 학습자는 분산된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지식을 창조, 조직, 공유하면서 보다 많은 네트워킹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Dabbagh & Fake, 2017; Wang, Chen, &

Anderson, 2014; Wang et al., 2017).

굳이 cMOOC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연결주의 학습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블로그와 유튜브(YouTube), SNS

등을 통해 비형식·무형식적으로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을 형성한다. 이는 이미 현재의 우

리 사회에 도래한 학습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미래 사회에 보다 걸맞는

학습의 양상이다. 새로운 지식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수정되고 소멸되는

미래사회에는 개인이 모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발달된 인

터넷 및 모바일 기술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새롭게 업데이트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상의 사람 및 정보와 연결을 형성

하고, 필요할 때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는 사람 및 정보를 찾을 수 있

는 역량이 보다 중요해진다.

그러나 연결주의가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화된 설계원리를 제안하

는 시도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결주의 학습은 처방적

(prescriptive)이기보다는 발생적(emergent)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Anders, 2015), 설계원리를 통해 체계화된 지원을 제공하기보다는 무형

식학습의 형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거나 비형식학습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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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OOC의 형태로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발생적 성격을 가진 연결주의 학습 또한 체계화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cMOOC 강좌

는 학습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구조

화가 부족하여 학습자의 중도 탈락(dropout)이나 소극적 참여로 일컬어

지는 잠복(lurking)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Kop & Fournier, 2010; Kop,

2011; Tschofen & Mackness, 2012).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

다 성공적인 연결주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촉진자가 어떠한 지원을 제

공할 수 있는지 제안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성공적인 연결주의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자율성과 촉

진자가 제공하는 구조화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요구된다. 구조화된 지원

없이 학습자의 자율성에만 크게 의존하다보면, 아무리 성숙하고 “잘 교

육받은” 학습자라 하더라도 학습의 방향을 잃게 되거나 학습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Anders, 2015; Tschofen & Mackness, 2012).

이에 학습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적절한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균형

을 이루는 방안을 탐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Drexler, 2010;

McLoughlin & Lee, 2010). 촉진자는 전통적인 교수-학습 장면에서와 같

이 학습내용에 대한 유일한 전문가이자 정보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발생적 학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개입과

제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Williams, Karousou, & Mackness, 2011).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의 자율성과 촉진자의 구조화된 지원이 균형을

이룸으로써 성공적인 연결주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

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결주의가 적용된 개인학습환경 설

계원리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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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연결주의가 적용된 개인학습환경 설계원리를 개발하고자 한

다. 선행문헌 고찰과 cMOOC에 대한 경험적 탐색을 통해 초기 설계원리

를 개발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설계원리의 내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후 설계원리를 수업에 적용하고 이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알아봄으로써 설계원리의 외적 타당성을 확인한다. 타당화 결과를 반영

하여 최종 설계원리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주의가 적용된 개인학습환경 설계원리는 무엇인가?

둘째, 연결주의가 적용된 개인학습환경 설계원리의 내적 타당성은 어

떠한가?

셋째, 연결주의가 적용된 개인학습환경 설계원리에 대한 학습자와 교

수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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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가. 연결주의

본 연구에서는 지식과 학습에 대한 Siemens(2011)의 설명을 통해 연결

주의를 정의한다. 정보는 하나의 노드(a node)로서 연결의 최소 단위를

구성하며, 지식은 이러한 정보의 노드들이 특정한 맥락 안에서 서로 연

결될 때 형성된다. 이때 학습은 유용한 연결의 패턴을 인식하고 해석하

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Siemens, 2011). 행동주의, 인지주의와 같은 기

존의 학습이론이 학습을 지식의 ‘획득(acquisition)’이라고 본다면, 연결주

의에서 학습은 네트워크에 분산된 지식에 참여하는 ‘참여(participation)’

의 비유로 설명될 수 있다(Kop, 2011).

나. 개인학습환경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이루어진 정의를 종합하여 개인학습환경

을 ‘학습자가 연결주의 학습을 위해 자신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콘텐

츠를 생산, 조직,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웹 2.0 및 소셜 미디어

도구’로 정의한다. 개인학습환경을 사람, 리소스, 하위공간, 앱을 종합하

여 제시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존재하지만(Dabbagh

& Fake, 2017; Fournier & Kop, 2011; Gillet, 2013; Haworth, 2016;

Kop, 2011), 본 연구에서는 개인학습환경을 단일한 플랫폼으로 보기보다

는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는 웹 2.0 및 소셜 미디어 도구

이자 연결주의 학습의 기반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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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연결주의

가. 연결주의의 등장 배경

학습은 테크놀로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디지털

시대(digital age)가 도래함에 따라 교수학습 장면은 그 어느 때보다 급

진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형식교육

을 벗어나 온라인과 모바일 등의 가상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형식학

습이 학습의 많은 장면을 차지하게 되었고, 학습과 일상은 더 이상 분리

되지 않게 되었다. 학습자에 의해 이루어졌던 인지적 작동의 많은 부분

이 테크놀로지의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빠르게 진화하는 정보의 생태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최신의 지식 상태를 유지할 줄 아는 능력은 학습의

새로운 이슈가 되었다(Siemens, 2012).

테크놀로지가 교수-학습에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학습이론 또한 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생겨났다(Siemens, 2004). 대표적으로 캐

나다의 학자 Siemens(2004)와 Downes(2005)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학

습이론으로 ‘연결주의(Connectivism)’를 제안하였다. 이들은 지식이란 물

리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thing)이 아니며(Downes, 2007), 네트워크상

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의 노드 간에 연결(connection)이 이루어질 때 지

식이 생성되며, 유용한 연결의 패턴을 확인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학습

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Siemens, 2011).

정보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되어 있다는 설명은 분산인지(distributed

cognition)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Siemens, 2011). 분산인지 개념에서

는 지식과 인지가 한 개인의 정신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인과 그들이 사용하는 인공물(artifacts), 도구(tools)에 걸쳐 분산되어

있다고 설명한다(Hutchins, 1991). 분산인지는 확장된 정신(extended

minds)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정신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인공물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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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네트워크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그 잠재력(potential)에 도달

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Fischer, 2006).

이러한 분산인지 개념이 교육에 주는 함의는 교수학습의 방향이 도구

없이(tool-free) 이루어지는 개인의 인지를 강조하기보다는 자원의 기발

한 사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ea, 1993).

이러한 맥락과 일맥상통하게, 전통적인 학습이론이 학습을 개인 내적인

과정으로 본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개인 바깥에서 전문화된 정보의 노

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연결주의 학습이론이 제안

되었다(Siemens, 2004).

나. 연결주의의 개념 및 특징

연결주의는 지식이 획득되고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것(thing)이기보다

는 연결의 네트워크 속에 분산되어 있고, 정보 노드가 특정한 맥락 안에

서 서로 연결될 때 지식이 형성된다고 본다(Siemens, 2011). 학습은 정

보의 노드 간에 유용한 연결의 패턴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루

어지므로(Siemens, 2011), 학습을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유롭

게 오가는 능력이 요구된다(Downes, 2007; 2011). 행동주의, 인지주의와

같은 기존의 학습이론이 학습을 지식의 ‘획득(acquisition)’이라고 본다면,

연결주의에서 학습은 네트워크에 분산된 지식에 참여하는 ‘참여

(participation)’의 비유로 설명될 수 있다(Kop, 2011).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따라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등장한 또

다른 학습이론으로 네트워크 학습(networked learning)이 있다(Goodyear

et al., 2004). 네트워크 학습이란 “학습자-다른 학습자, 학습자-튜터, 학

습공동체-학습자원 간 연결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이 사용

되는 학습”(Goodyear et al., 2004)을 의미한다. 이 정의는 학습에 대한

일련의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즉 학습과 지식의 구성은 학습자, 교수

자, 자원 간의 연결과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비판적인 대화와 질

문으로부터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네트워크 학습 이론은 학습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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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이고 관계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지식과 정체성은 상호작용과 대

화를 통해 구성된다는 관점을 가진다(Gros, 2015).

연결주의 학습은 네트워크 학습과 많은 점에서 유사하지만, 학습이 개

인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Gros, 2015). 즉,

연결주의에서는 자원과 아이디어를 찾기(retrieve)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필터링하고(filter), 찾고(find), 활용하는(utilize) 개인의 능

력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 대화와 협력이나 지식의 상호적 구성이 학습

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Gros, 2015).

이러한 특징은 연결주의가 학습이론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낳는다(Bell, 2011; Verhagen, 2006). 예컨대, 연결

주의에서는 온라인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에 노출되는 것이 학

습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한 상호작용과 내적인 학습 과정의 본질, 개념의 발달에

대한 설명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20세기 행동주의자들이

학습의 과정 그 자체보다는 학습의 조건과 결과에 대해서만 설명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black-box-thinking’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받는다(Jacobsen, 2017).

연결주의가 하나의 학습 이론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서는 여전히 많은 비판과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만, 연결주의가 하나

의 교육학적 관점 혹은 하나의 현상으로서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에 기여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Kop & Hill,

2008; Verhagen, 2006). 주요 학습 이론들은 학습자 개인 안에서 이루어

지는 학습에 초점을 두면서 개인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학습의 측면에 대

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면, 연결주의는 학습자가 다른 사람 또는 정보와

형성하는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Al-Shehri, 2011). 이는 학습자와 학

습 커뮤니티 사이에 흐르는 지식과 정보의 흐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디

지털 시대의 학습을 보다 잘 반영한다(Garcia et al., 2015).

Siemens(2004)는 <표 Ⅱ-1>과 같이 연결주의의 여덟 가지 원리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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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였다. 학습과 지식은 다양한 의견 속에 존재하며, 네트워크에 분산되

어 있는 정보를 네비게이팅하고 연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

어진다. 정보는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 타당성과 정확성 또한 시

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최신의 정보를 찾고 부차적이

고 관련 없는 정보는 걸러낼 수 있는(filtering) 능력은 중요하다. 즉, “더

알 수 있는 능력은 실제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Siemens, 2004). 학습자는 다양한 지식 영역의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오

갈 수 있는데, 지식의 주변부는 그 경계가 흐리기 때문에 학제간의 연결

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연결을 발견할 줄 아는 능력은 핵심적인 기술

이다(Siemens, 2004).

연결주의에서 가정하는 학습자는 교사로부터 전달되는 내용을 수동적

으로 수용하는 학습자가 아닌 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구성해나

가는 적극적인 학습자이다. 형식교육 장면에서 학습 내용과 방법을 결정

하는 것은 교수자의 책임이라면, 연결주의 학습에서는 학습자가 자율적

으로 자신의 학습 목표와 내용, 방법 및 도구를 선택하고 자신의 학습

과정을 구성해나간다(Saadatmand & Kumpulainen, 2014). 또한, 학습자

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식을 생산

한다(Siemens, 2008). 학습자의 자율성과 적극적 지식 생산에 대한 강조

연결주의의 원리

1 학습과 지식은 다양한 의견 속에 존재한다.

2 학습은 전문화된 노드 또는 정보를 연결하는 과정이다.

3 학습은 인간이 아닌 기구(non-human appliance) 안에 있을 수 있다.

4 더 알 수 있는 능력은 실제로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5 계속적인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결을 육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6 영역, 아이디어, 개념 간의 연결을 볼 수 있는 능력은 핵심적인 기술이다.

7 최신의 지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모든 연결주의 학습 활동의 의도이다.

8 의사결정 그 자체는 하나의 학습 과정이다.

<표 Ⅱ-1> 연결주의의 8가지 원리(Siemen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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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결정학습(self-determined learning) 또는 휴타고지(heutagogy)와

일맥상통한다. 자기결정학습은 학습에 대한 주권을 학습자에게 완전히

양도함으로써 학습자가 학습의 목표와 과정을 결정한다는 특징이 있으

며, 고차적 역량과 비판적 사고, ‘학습하는 법’에 대한 학습을 의미한다

(Anders, 2015). 반면, 비슷한 개념으로 여겨지는 자기주도학습

(self-directed learning)은 교수자의 지도와 지원 아래 학습자가 학습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고, 역량과 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연결주의 학습은 네트워크상에 분산된 정보 노드 간에 연결의

패턴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이 곧 학습이라고 보는 만큼, 학습자의 정

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를 강조한다. 정보 리터러시란 대규모

의 정보에 둘러싸인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찾고, 접근하고, 관리하고,

평가하고, 창조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Kultawanich, Koraneekij, &

Na-Songkhla, 2014). 연결주의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자율성이 강조되면

서 유효한 정보와 지식을 판단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통한

(knowledgeable) 사람을 찾는 책임이 학습자에게 돌아가게 된다(Kop,

2011). 따라서 연결주의 학습은 온라인상의 공개된 학습 환경에서 질문

하기(inquiring), 자원 찾기(resourcing), 정보를 조직화하기(organizing),

비판하기(criticizing), 재구조화하기(reconstructing)와 같은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Kultawanich, Koraneekij, & Na-Songkhla, 2014).

연결주의에서 학습자에게 새로운 역할과 역량이 강조되는 것처럼, 교

수자에게도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전통적인 역할과는 다른 새로운 역할이

기대된다. 교수자는 더 이상 권위 있는 인물 또는 지식의 절대적인 원천

이 아니며 네트워크 참여자와 동등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료

(pe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Garcia et al., 2015). 학습의 내용과 방법

은 교수자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자율적

으로 구성해나간다(Saadatmand & Kumpulainen, 2014). 따라서 교수자

는 형식적인 교수(teaching)를 제공하기보다 학습과정에서 촉진자의 역

할을 하거나 혹은 완전히 부재하기도 한다(Kop,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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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결주의와 cMOOC

연결주의 학습원리가 적용된 실제적인 강좌의 예로

cMOOC(connectivist MOOC)이 있다. 2008년 ‘Connectivism and

Connective Knowledge (CCK08)’를 시작으로 하여 cMOOC은 연결주의

와 연결주의적 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설계 및 개발되었다

(Siemens, 2011).

cMOOC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활동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

다(Downes, 2011). 첫째는 ‘종합(aggregation)’으로, 분산되어 있는 자원

을 종합하는 과정이다. 종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추천 리딩, 아티클, 비

디오, 블로그 포스트 등 강좌와 관련된 모든 것이다. cMOOC에서는 강

좌의 중심이 되는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고, 각 사람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자신만의 관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므

로, 강좌는 종합을 통해 하나의 시작점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는 ‘리믹싱(remixing)’으로, 자료를 서로 연관시키는 것이다. 자료들

간의 용어, 출처, 주제, 또는 카테고리와 같은 공통점을 찾음으로써 무엇

과 무엇이 어울리는지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셋째는 ‘리퍼포징

(repurposing)’으로, 콘텐츠에 대해 단순히 수용과 필터링의 과정만을 거

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이해를 구성하는 것이다. 넷째는

‘피딩 포워드(feeding forward)’로, 자신의 작업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

는 것이다. 공유를 통해 학습자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

게 되며, 공유 그 자체가 공유를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보상으로서의 역

할을 할 수 있다(Downes, 2011).

Kop(2011)은 <표 Ⅱ-2>와 같이 연결주의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네 가

지 주요 활동의 유형을 학습자의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종합

(aggregation) 활동은 학습자가 다양한 읽을거리, 볼거리, 놀거리를 수집

하고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relation)는 이러한 자원을 읽고, 보

고, 가지고 논 후에 이를 성찰하고 자신이 이미 알고 있거나 경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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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시키는 활동이다. 창조(creation)는 이러한 성찰 및 의미 형성 활

동 이후에 학습자가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여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거나 소셜 북마킹 사이

트에 새로운 사이트를 추가하는 것, 새로운 토론 주제를 제시하는 것 등

이 예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공유(sharing)는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작업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학습에 있어 필수적인

활동이다.

Wang, Chen, 그리고 Anderson(2014)은 <표 Ⅱ-3>과 같이 연결주의

학습을 위해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활동을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Wang, Chen, & Anderson, 2014). 첫째, 운영적

상호작용(Operational interaction) 단계에서 학습자는 학습에 참여하기

위해 블로그, 위키, 소셜 미디어 등과 같은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한다.

둘째, 길찾기 상호작용(Wayfinding interaction) 단계에서 학습자는 적절

한 사람 또는 정보 리소스의 노드를 확인함으로써 네트워크 지형을 네비

게이트하는 것을 학습한다. 셋째, 의미 만들기 상호작용(Sensemaking

interaction) 단계에서 학습자는 정보를 종합하고, 의사결정하고, 성찰하

고, 협력적으로 정보의 일관된 이해를 구축한다. 넷째, 혁신 상호작용

(Innovation interaction) 단계에서 학습자는 창작물(artifacts)을 생산 및

수정하며, 성찰한다(Wang, Chen, & Anderson, 2014). CIE 프레임워크에

활동 내용

종합(aggregation) 다양한 자원을 접하고 수집한다.

관계(relation)
어떤 콘텐츠를 읽고, 보고, 들은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또는

사전 경험과 연관시키거나 성찰한다.

창조(creation) 성찰이나 의미 형성 단계 이후 스스로의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공유(sharing)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결과물을 타인과 공유한다.

<표 Ⅱ-2> 연결주의 학습의 네 가지 주요 활동(Kop,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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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더 낮은 수준의 상호작용일수록 더 낮은 수준의 인지적 참여를

요구하며, 더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즉, 운영적

상호작용은 가장 낮은 수준의 인지적 참여를 요구하며 다른 세 단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위한 기반이 되며, 혁신 상호작용은 가장 높은 수

준의 인지적 참여를 요구한다(Wang, Chen, & Anderson, 2014).

상호작용 단계 상호작용 내용

운영적 상호작용

(Operational

Interaction)

학습자는 학습에 참여하기 위해 블로그, 위키, 소셜 미디어

등과 같은 테크놀로지 도구를 사용하여 상호작용의 공간을

구축한다.

길찾기 상호작용

(Wayfinding

Interaction)

학습자는 복잡한 정보 환경을 네비게이트하고 적절한 사람

또는 정보 리소스의 노드와의 연결을 구축한다.

의미 만들기

상호작용

(Sensemaking

Interaction)

학습자는 정보를 종합 및 공유하고 통합하고, 토론 및 협상

하고, 성찰하고, 의사결정함으로써 정보의 일관된 이해를 구

축한다.

혁신 상호작용

(Innovation

Interaction)

학습자는 개인학습환경(PLE)에서 창작물(artifacts)을 생산

및 리믹스하며, 공유한다.

<표 Ⅱ-3> 연결주의의 상호작용(Wang, Chen, & Anders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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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학습환경

가. 개인학습환경 개념의 등장 배경

개인학습환경(Personal Learning Environment, PLE)의 개념은 2000년

대 초반 온라인 학습 환경의 설계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들 사이의 논의에서 등장했다(Friesen & Lowe, 2012; Martindale &

Dowdy, 2010). 개인학습환경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기존의 학습

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이 가지는 한계, 무형

식학습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소셜 소프트웨어의 성

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Martindale & Dowdy, 2010).

LMS는 가상학습환경(Virtual Learning Environment, VLE)으로 등장

하여 교육 기관과 기업에서 교육 내용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접근을 통

제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기업의 경우 보통 사원들의 훈련 이수

에 대한 기록을 추적 및 기록하고, 필요시 의무 사내 교육 훈련을 제공

하기 위해 LMS를 사용한다(Avgeriou, Papaslousros & Retalis, 2003,

Martindale & Dowdy, 2010 재인용).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최근 몇 년간

LMS의 채택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제는 초중등교육 기관에서도 학습 관

리 시스템의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다(Martindale & Dowdy, 2010).

그러나 LMS는 기관에 의한 통제를 받고, 따라서 기관의 학습을 지원

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한계가 있다(Fournier & Kop, 2010). LMS는 강

좌의 맥락에 집중되어 있으며 모든 자원은 강좌의 전반적인 구조 안에

포함되고 연결된다. 따라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는 학습 경험의 통제

에 있어서 비대칭적인 관계를 내포하게 된다. 즉, 학습자의 역할은 LMS

에 의한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모든 학습자는 콘텐츠를

똑같은 방식으로 경험하고 상호작용한다(Martindale & Dowdy, 2010).

이에 학습자의 통제 아래 있으면서도 개별 학습자의 고유한 학습 경험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서 개인학습환경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촉진되었다(Fournier & Kop,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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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식학습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개인학습환경 개념의

등장에 영향을 미쳤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교실 밖에서,

직장과 집에서 온라인과 모바일 등의 가상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형

식학습이 우리의 학습에서 많은 장면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학습은 이제

일반적인 삶의 기능이 되었다(Andersen & Ponti, 2014). 우리는 형식 교

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의 토론이나 실천

공동체, 스터디 그룹 등 다양한 장면에서 무형식적으로 학습한다. 이때

개인학습환경은 웹을 통한 학습자의 무형식 학습 과정을 지원해준다고

볼 수 있다(Martindale & Dowdy, 2010).

이와 함께 웹 2.0 도구의 발달은 개인학습환경의 등장을 촉진했다. 웹

이 정보의 자원이자 매체로 진화하면서 웹 도구 또한 진화하였다. 웹 2.0

이라는 용어는 정보의 소스로서의 웹이 “읽고/쓰는” 매체로 변화하였음

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O’Reilly, 2005). 웹 2.0 기술의 발달로 인

해 학습자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조직하고, 콘텐츠로부터 의미를 구성하

기 위해 소셜 소프트웨어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도구

를 사용하여 학습자는 자신에게 의미를 가지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 콘

텐츠와 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Martindale & Dowdy, 2010).

나. 개인학습환경의 개념 및 특징

최근의 연구는 개인학습환경에 대한 저마다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개인학습환경에 대해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없다(Martindale &

Dowdy, 2010). 다만 여러 연구에서 이루어진 정의가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은 개인학습환경이 학습자에게 학습 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준다는

것이다. 개인학습환경은 흔히 LMS와 대조적으로 설명되는데, 강좌 중심

적 특징을 가진 LMS와 달리 개인학습환경은 학습자 중심적인 특징을

가진다(EDUCAUSE, 2009). 개인학습환경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학습 환

경을 조직하고,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하고, 모양을 잡는(shaping)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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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며, 학습의 내용 또한 학습자 개인의 방식대로 리믹스되고

(remixed) 재목적화된다(repurposed). 이렇게 산출된 결과물은 다시 다른

학습자에 대한 인풋(input)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심화적인 리믹싱

(remixing), 재목적화(repurposing)의 결과를 낳는다(Downes, 2005).

현재로써 개인학습환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단일한 환경 또

는 적용은 존재하지 않는다(Martindale & Dowdy, 2010). <표 Ⅱ-4>에

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이루어진 개인학습환경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고

있다. 정의를 요약하면 개인학습환경이란 ‘학습자가 연결주의 학습을 위

해 자신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콘텐츠를 생산, 조직, 공유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하는 웹 2.0 및 소셜 미디어 도구’로 정리될 수 있다.

정의 연구자

학습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수집한 소셜 소프트웨

어 어플리케이션의 집합

Schaffert &

Hilzensauer. (2008)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이어나가고 교육 목표를 추구하기 위

해 활용하는 개인적 교육 플랫폼을 구성하는 도구, 공동체, 서

비스

EDUCAUSE.

(2009)

전체적인 학습 풍경(landscape)이자 학습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도구의 모음. 학습자가 콘텐츠를 생산하고, 조직하고,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소셜 미디어가 제공하는 도구들의 결과

Martindale &

Dowdy. (2010)

개별 사용자의 목표를 중심으로, 개인의 지속적인 사회적· 전문

적 활동뿐만 아니라 형식적·무형식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분

산된·휴대가 용이한 도구 및 자원의 개별화된 집합을 활용함으

로써 맞춤화된 과정 또는 페다고지적 접근

Johnson, Adams, &

Haywood. (2011)

정보의 흐름과 편집 및 출판 도구를 통합하고 학습자를 위한

스캐폴딩, 의사소통, 지원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형식 교육 바깥

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네트워크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학적 플

랫폼

Kop(2011)

<표 Ⅱ-4> 기존 연구에서 이루어진 개인학습환경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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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학습환경을 하나의 시스템 또는 플랫폼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존재

한다(Dabbagh & Fake, 2017; Fournier & Kop, 2011; Gillet, 2013;

Haworth, 2016; Kop, 2011). 에컨대, 캐나다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 NRC)의 정보통신기술 연구소에서 2010년

부터 시작된 개인학습환경에 대한 연구는 개인학습환경을 사람, 리소스,

하위공간, 앱을 종합하여 제시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다

(Kop, 201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학습환경을 단일한 플랫폼으로

보기보다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위해 활용하는 웹 2.0 도구 및 소셜

네트워킹 도구라고 보며, 더 나아가 연결주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기반으

로서 접근한다.

개인학습환경에서 학습자는 ‘프로슈머(prosumer)’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의 등장 이후 10년 간 학습자의

역할은 자료를 탐색하고, 읽고, 사용하는 소비자에 제한되어 있었으며 콘

텐츠의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다. 그

러나 웹 2.0 및 소셜 미디어 도구를 포함하는 개인학습환경을 통해 학습

자는 블로그 포스팅, 위키 페이지에 대한 기여, 다른 사람의 블로그 포스

팅에 대한 코멘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의 생산에 참여할 수 있

게 되었다(Schaffer & Hilzensauer, 2008). 즉, 학습자가 정보의 소비자이

면서 생산자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인학습환경을 통해 학습자는 보다 다양한 동료 학습자 및 전문가로

부터 학습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LMS를 통한 학습은 강좌에 참여하

는 교사 및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개인학습환경을

통해서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다른 학습자, 친구 또는 동료, 심지어는 사

적으로 알지 못하는 개인으로부터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온

라인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동료 학습자 또는 전문가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이를 자신의 학습 활동 또는 자원에 통합할 수 있으며

(EDUCAUSE, 2009), 온라인상의 다양한 기관 및 사람으로부터 생산된

단일 학습자의 학습과 정보 선호 및 필요에 따라 조직되는

Web 2.0 및 소셜 네트워킹 도구의 느슨한 집합

Friesen & Low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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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교육자료(Open Education Resource, OER)를 학습의 주요한 자원으

로서 활용할 수 있다(Schaffer & Hilzensauer, 2008). 따라서 개인학습환

경을 통한 학습은 웹상에서 학습 콘텐츠의 무한한 ‘바자회(bazaar)’에 참

여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한다(Schaffer & Hilzensauer, 2008).

개인학습환경은 내용의 저장소(repository)를 유지하고 필요한 콘텐츠

를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포트폴리오 시스템으로서의 역

할을 할 수 있다(Anderson, 2006). 몇몇 이론가들 사이에서는 학생이 교

육적 목표를 추구해나가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그 과정에 대한 기록

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개인학습환경을 디지털 포트폴리오와 융합

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Johnson, Adams, & Haywood,

2011). 예컨대, 고등교육에서 중요한 실제적(authentic) 평가 도구로서 e-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WordPress와 같은 블로깅 플랫

폼을 사용하도록 한 연구도 존재한다(Rosen & Nelson, 2008, Dabbagh

& Kitsantas, 2012 재인용).

개인학습환경은 학습자에게 학습에 대한 통제권을 줌으로써 자기주도

학습(self-directed learning) 및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을

지원한다(Dabbagh & Fake, 2017; Dabbagh & Kitsantas, 2012).

Dabbagh과 Kitsantas(2012)는 학생의 자기조절학습을 지원하는 개인학

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세 단계의 교육학적 프

레임워크를 다음의 <표 Ⅱ-5>와 같이 제안하였다.

수준 1: 개인적 정보

관리

수준 2: 사회적

상호작용 및 협력

수준 3: 정보 종합

및 관리

블로그

학습 목표를 세우고

강좌 과제를 계획하기

위한 사적인 저널로서

블로그를 사용하게 하

라

기본적인 상호작용 및

공유를 위해 블로그

코멘트 기능을 활용하

고, 피드백을 위해 위

키의 협력적 수정 및

코멘트 기능을 활용하

게 하라

추가적인 콘텐츠를 가

져오기 위해 어떻게

블로그의 환경을 설정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블로그를 RSS 서비스

에 추가할 수 있는지

시연하라

<표 Ⅱ-5> 개인학습환경에서 자기조절학습을 지원하는 소셜 미디어

사용 프레임워크(Dabbagh & Kitsanta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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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컨텐츠를 조직하고 관

리하기 위한 사적인

공간으로서 위키를 사

용하게 하라

강좌 과제를 위한 피

드백과 협력을 가능하

게 하는 캘린더 공유

기능을 사용하게 하라

시간 계획 및 관리와

관련한 자기 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

그룹 캘린더를 아카이

브에 보관하는 방법을

시연하라

구글

캘린더

(Google

Calendar)

개인의 계획을 위해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

게 하라

강좌의 과제를 위한

피드백과 협력을 가능

하게 하는 캘린더 공

유 기능을 사용하게

하라

시간 계획 및 관리와

관련한 학생의 자기

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그룹 캘린더를

아카이브에 보관하는

방법을 시연하라

유튜브(You

Tube) 또는

플리커(Flic

kr)

강좌 내용과 관련된

개인적 미디어 아카이

브를 구성하기 위해

유튜브 또는 플리커를

사용하게 하라

미디어 아카이브의 공

유 기능을 사용하고

동료에 의해 만들어진

비슷한 미디어 아카이

브에 참여하게 하라

개인 아카이브를 개선

하기 위해 몇몇 미디

어 아카이브로부터 미

디어를 종합하는 방법

을 시연하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링크드인(Linkedin)에

학문적·직업적 프로필

을 생성하게 하라

직업적(professional0

목표와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결되게

하라

자신의 프로필과 사회

적 실재감을 재구조화

하기 위한 자기 성찰

을 하게 하라

소셜

북마킹

도구

강좌의 콘텐츠를 조직

화하기 위해 소셜 북

마킹 도구(예:

Delicious)를 사용하게

하라

구체적인 학습 주제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

된 공유된 북마크 리

스트를 생산하고 다른

학우들과 협력하게 하

라

바람직한 학습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

인·그룹 북마크에 대

해 자기 성찰을 하도

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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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주의가 적용된 개인학습환경 지원 설계원리

연결주의에 따르면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의 노드 간에 유용

한 연결의 패턴을 확인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때

개인학습환경은 연결주의 학습이 일어나기 위한 기반이 된다. 예컨대, 연

결주의 학습원리를 반영하고 있는 cMOOC의 경우 LMS와 같은 단일한

학습 공간이 아닌 참여자들의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분산된

환경에서 강좌가 운영된다(Anders, 2015; Skrpnyk et al., 2015). 개인학

습환경에서는 정보의 흐름이 강좌의 촉진자를 중심으로 중앙화되기 보다

분산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므로(Skrpnyk et al., 2015), 네트워크상의

보다 다양한 정보 및 사람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프로슈머로서 정보를 소비함과 동시에 생산하고 이를 개인학습환경에 공

유함으로써 보다 많은 네트워킹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Dabbagh &

Fake, 2017; Wang, Chen, & Anderson, 2014; Wang et al., 2017).

그러나 연결주의 학습원리가 적용된 개인학습환경 설계원리를 구체적

으로 제안하는 연구는 제한적이다. 연결주의에 따라 개인학습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통제권은 학습자에게 있지만, 적절한 교수적 지원

(instructional support) 없이 학습자의 자율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MacLoughlin & Lee, 201). 예컨대, cMOOC에서 대다수의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기보다는 수동적인 소비자로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읽거나 보는 등의 활동만을 하는 잠복자(lurkers)로 남

는다는 문제는 여러 연구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뤄진다(Kop, 2011; Kop

& Fournier, 2010; Rodriguez, 2013). 네트워크상에서의 잠복(lurking) 행

위는 하나의 합법적이고 주변적인 학습전략으로서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

만(Kop & Fournier, 2010; Mackness et al., 2013), 새로운 창작물을 생

산함으로써 노드(node)의 생성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임승차

(free-riding)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조명되기도 한다

(Tschofen & Mackness, 2012). 뿐만 아니라, cMOOC은 구조화의 부족

때문에 초보 학습자가 학습의 방향을 잃고 학습을 지속해나가는 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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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겪는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Anders, 2015).

이에 학습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구조화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탐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Drexler,

2010; MacLoughlin & Lee, 2010). 촉진자는 전통적인 교수-학습 장면에

서처럼 정보의 유일한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학습을 효

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개입과 제한을 제공할 수 있다

(Williams, Karousou, & Mackness, 2011). 학습자의 참여(engagement)

수준을 높이고 초보 학습자가 학습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촉

진자는 일정 수준의 조정(coordination)과 학습 방향을 제시해주는 과제

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Kop, 2011).

Drexler(2010)는 연결주의의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잘 구조화

된 개인학습환경(well-structured personal learning environment)’의 설

계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블렌디드 러닝의 형식으로 미국 고등학교 맥락

에 적용하였다. 이때의 관심은 교사의 통제와 학생의 자율성 간 효과적

인 균형을 이루는 개인학습환경 구성 모형을 탐색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주제와 관련된 블로그 및

다양한 자원을 탐색하였다. 또한 학습자 한 명 당 적어도 한 명의 내용

전문가를 찾아 실시간 미팅을 진행하였다. 이때 교사는 학습 과정에 대

한 스캐폴딩을 제공하기 위해 매주 학생이 따라야 할 최소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매주 주어지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개별

학생들의 개인학습환경에 대해서도 루브릭 기반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Drexler, 2010). 잘 구조화된 개인학습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도

구 및 학습자의 활동은 다음의 <표 Ⅱ-6>과 같다.

웹

어플리케이

션(applicati

on)

수업에서

사용된 도구
학습자 활동

<표 Ⅱ-6> 잘 구조화된 개인학습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 및

학습자의 활동(Drexl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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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북마킹

(RSS)

Delicious

(http://delicio

us.com)

Ÿ 계정을 만든다

Ÿ 서로의 계정을 구독한다

Ÿ 선택한 주제의 내용을 반영하는 10개의 믿을만한

웹사이트를 즐겨찾기 하고 읽는다

Ÿ 매주 적어도 3개의 추가적인 사이트를 추가하고

읽는다

뉴스 및 블로

그(RSS)

Google Alert

(http://www.

google.com/al

erts)

Ÿ 선택된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의 Google Alert를

생성한다

Ÿ 매일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는 주제와 관련된 뉴스

및 블로그를 읽는다

Ÿ 리더(reader)를 통해 적절한 블로그를 구독한다

뉴스 및 블로

그 리더

(RSS)

G o o g l e

Reader

(http://www.

blogger.com)

Ÿ 선택된 주제에 맞는 블로그를 찾는다

Ÿ 업데이트를 추적하기 위해 블로그를 구독한다

개인 블로그

(RSS)

Blogger

(http://www.

bloger.com)

Ÿ 개인 블로그를 개설한다

Ÿ 매일 새롭게 발견한 콘텐츠와 개인학습환경의 사

용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개인적 성찰을 포스팅한

다

Ÿ 리더를 통해 서로의 블로그를 구독한다

인터넷 검색

G o o g l e

Scholar

(http://schola

r.google.com)

Ÿ Google Scholar와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술

자료를 검색한다

Ÿ 적절한 사이트를 즐겨찾기 한다

Ÿ 비디오 컨퍼런스를 위해 전문가와 접촉한다

팟 캐 스 트

(RSS)

iTunesU

(http://www.

apple.com/itu

nes/whatson/

itunesu.html)

Ÿ 주제와 관련된 iTunesU 팟캐스트를 검색한다

Ÿ 가능하다면 적어도 2개의 팟캐스트를 구독한다

비디오 컨퍼

런싱

Skype

(http://everno

te.com/)

Ÿ 적어도 한 명의 내용 전문가를 확인하고 수업에서

Skype를 하기 위해 초청하라

콘텐츠 수집

및 디지털 노

트

Evernote

(http://everno

te.com/)

Ÿ 계정을 만든다

Ÿ 다른 도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콘텐츠를 Evernote

를 사용하여 필기한다

콘텐츠 종합

Wikispaces

(http://www.

wikispaces.co

m)

Ÿ 수업 위키의 개인 페이지에 기말 프로젝트를 포스

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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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에게 보다 구조화된 활동을 제시하는 과제 기반의

MOOC(Task-based MOOC)이 운영되기도 한다. 과제 기반의 cMOOC은

기존보다 더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Mackness et al., 2013). 과제 기반 cMOOC의 한 예로 영국의 Oxford

Bookes University는 ‘과제 중심의 작은 cMOOC(Small Task-Oriented

Connectivist MOOCs)’ 형태의 강좌 ‘First Steps in Learning and

Teaching in Higher Education(FSLT12)’를 운영하였다. 이 강좌는 총

206명의 참여자가 등록하고 이 중 60여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기

존의 MOOC에 비해 소규모로 운영되었고, 세 명의 튜터와 세 명의 기술

자, 그리고 롤모델로서 다수의 MOOC 베테랑이 초보 MOOC 학습자를

지원하였다. 이들은 개별적 혹은 전체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토론을 모니

터링하거나 완료된 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주면서, 전통적인 cMOOC 강

좌에서보다 높은 실재감(presence)을 제공하였다(Mackness et al., 2013).

연결주의 학습에서 학습자에게 높은 수준의 실재감(presence)을 제공하

는 것은 중요하다(Kop, 2011). 강좌의 참여자 또는 촉진자로부터 블로그

포스트나 토론 포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가 높은 수

준의 실재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Kop,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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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설계 · 개발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연결주의 학습원리가 적용된 개인학습환경 지원을

위한 설계원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Richey와

Klein(2007)이 제안한 설계 · 개발 연구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설계 ·

개발 연구는 교수 설계와 테크놀로지 분야의 고유한 탐구 방법 중 하나

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기존의 실천을 타당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

(Richey & Klein, 2014). 이 중 Type Ⅱ의 모형 연구(model research)는

새로운, 혹은 개선된 모형을 개발하고 타당화 과정을 통해 일반화 가능

성을 탐색하는 연구방법으로써, 설계 모형뿐만 아니라 설계 원리, 전략,

지침 등을 개발하는 데에도 활용된다(Richey & Klein, 2007).

Type Ⅱ의 모형 연구는 모형 개발, 모형 타당화, 모형 사용이라는

세 가지 주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모형 개발 연구의 결과물로는 교수

설계의 과정 또는 교수설계 과정의 일부를 설명하는 향상된, 혹은 새로

운 모형이 개발된다. 모형 타당화 연구의 경우 모형 개발 연구에 비해

주목을 덜 받고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 모형 사용의 효과성을 경험적으

로 증명하는 외적 타당화나, 모형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내적 타당

화의 과정이 여기에 속한다. 모형 사용 연구는 모형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를 강조하는 연구로, 주로 모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초점

을 두고 다양한 교수설계의 맥락과 모형의 효과성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Richey & Klein, 2014). 본 연구는 연결주의 학습원리가 적

용된 개인학습환경 설계원리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기 위해 모형 개

발, 모형 타당화 연구를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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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전체적인 연구 절차는 [그림Ⅲ-1]과 같다. 첫째, 이론적 탐색 및 경험

적 탐색을 통해 연결주의가 적용된 개인학습환경 지원 설계원리를 도출

한다. 이론적 탐색으로는 ‘연결주의(connectivism)’, ‘cMOOC’, ‘개인학습

환경(personal learning environment)’, ‘웹 2.0(Web 2.0)’, ‘네트워크 학습

(networked learning)’을 핵심 용어로 선정하여 관련된 선행문헌을 검토

및 분석한다. 경험적 탐색으로는 연결주의가 적용된 대표적 cMOOC 3가

지의 운영방식을 분석한다. 이론적 탐색 및 경험적 탐색의 결과를 종합

하여 연결주의가 적용된 개인학습환경 지원 초기 설계원리를 도출한다.

둘째, 초기 설계원리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적 타당도 검사를

실시한다. 원격교육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설계원리 전반과 개별 세부

전략의 타당도 및 수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집한다. 타당도 검사 결과

를 반영하여 초기 설계원리를 수정하고 이에 대해 2차 타당도 검사를 받

는다. 2차 타당도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원리를 재수정한다.

셋째, 수정된 설계원리를 A대학교 교직 과목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에

적용한다. 강좌는 한 학기 동안 스마트 교육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계원리는 수업의 초반부에 적용되어, 스마트 교육을

주제로 한 개인학습환경 설계를 지원한다.

넷째, 설계원리의 외적 타당화를 위해 설계원리가 적용된 수업의 학습

자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반응검사를 진행한다. 학습자에게는 설계원리가

반영된 수업에 대한 만족도 검사와 설계원리 전반의 강점, 약점, 개선점

에 대해 묻는 면담을 진행하며, 교수자에게는 설계원리 전반 및 개별 설

계원리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해 묻는 면담을 진행한다.

다섯째, 외적 타당화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 설계

원리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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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연구활동

초기

설계원리

도출

Ÿ 이론적 탐색: 선행문헌 분석

- 개인학습환경(Personal Learning Environment), 웹

2.0(Web 2.0), 연결주의(Connectivism), cMOOC, 네

트워크학습(Networked Learning)

Ÿ 경험적 탐색: cMOOC 운영방식 분석

- CCK11, DLMOOC, PLEK12

↓

내적 타당화

(전문가

타당화)

Ÿ 1차 타당화

- 대상: 원격교육 전문가 5인

- 자료 수집: 타당도 검사, 면담

Ÿ 2차 타당화

- 대상: 원격교육 전문가 3인

- 자료 수집: 타당도 검사, 면담

↓

설계원리

적용

Ÿ A대학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수업에 개인학습환경

설계원리 적용

↓

외적 타당화

Ÿ 자료 수집

- 학습자 반응검사: 만족도 검사, 면담

- 교수자 반응검사: 면담

↓

최종

설계원리

도출

Ÿ 외적 타당화 결과 반영하여 최종 설계원리 도출

[그림 Ⅲ-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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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및 분석

가. 초기 설계원리 도출

1) 선행문헌 고찰

선행문헌은 web of science(http://wevofknowedlge.com/WOS), 구글

스칼라(http://scholar.google.co.kr) 등을 통하여 검색하였다. 본 연구주제

의 핵심어로서 ‘연결주의(connectivism)’, ‘cMOOC’, ‘개인학습환경

(personal learning environment)’, ‘웹 2.0(Web 2.0)’, ‘네트워크학습

(Networked Learning)’을 조합하여 선행문헌을 검색하고, 연구와 관련성

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선행문헌으로는 학술

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참고하였으며, 연결주의에 대한 많은 논의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결주의를 주창한

Siemens와 Downes를 포함해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 있게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개인 블로그 게시글 또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 cMOOC 운영방식 분석

연결주의가 적용된 cMOOC 강좌의 운영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대표적

인 cMOOC 강좌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강좌는 CCK11,

DLMOOC, PLEK12로, 강좌를 운영하는 기관 및 촉진자가 상이하여 각

각의 고유한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

어졌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cMOOC의 운영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개별 강좌의 웹페이지를 네비게이팅하면서 강좌의 메뉴와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을 표로 만들어 정리하였다. 이후 세 가지 cMOOC

강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을 도출하였다.

나. 내적 타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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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참여자

전문가 선정 기준은 기존 연구에 따라 관련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

자로서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거나 발표한 경험이 있는 자(Grant &

Davis, 1997) 또는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Ericsson & Charness, 1994)로 한다. 본 연구의 주제는 원격교육의 맥

락과 크게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원격교육 관련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이면서 관련 주제의 논문을 게재하거나 발표한 경험이 있는 자 또

는 원격교육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를 전문가로

선정하였다. 타당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의 수는 최소 3명에서 10명 정

도가 적절하므로(Rubio et al., 2003) 5명의 전문가 풀을 모집했다. 이들

에게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타당화 참여 의사를 묻는 개별적

인 메일을 보내고, 참여 의사를 밝힌 전문가를 대상으로 타당화를 진행

하였다.

2차 내적 타당화의 경우에는 1차 타당도 검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동

의한 자에 한해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타당화를 받고자 하는 설계원리가

1차 내적 타당화 검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것이므로, 2차 내적 타

당화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초기 설계원리와 수정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차 내적 타당화에 참여한 전문가 총

5명 중 3명이 2차 내적 타당화에 참여하였다. 1, 2차 내적 타당화에 참여

한 전문가의 프로필은 다음의 <표 Ⅲ-1>과 같다.

전문가 직업 경력 최종학력 1차 2차

A 연구교수 15년
박사

(교육공학)
ü

B 조교수 15년
박사

(교육공학)
ü ü

C 교사 10년 박사 ü ü

<표 Ⅲ-1> 전문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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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설계원리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화 도구를 활용하여 검

사를 실시한다. 전문가 타당화 검사 도구는 (1) 연구에 대한 소개 (2) 설

계원리의 타당화를 위한 질문의 두 부분으로 구성한다. 설계원리의 타당

화를 위한 질문은 나일주, 정현미(2001)와 성은모(2009)가 사용한 문항을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전반적인 설계원리의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를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개

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개방형 문항을 추가하였

다. 개별 설계원리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4점 척도(1점: 전혀 타당하지 않

다, 2점: 타당하지 않다, 3점: 타당하다, 4점: 매우 타당하다)로 응답하도

록 하였고,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추가 의견을 기록할 수

있도록 개방형 문항을 추가하였다. 전문가의 의사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 작성을 요청하고 면담을 진행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듣는

다. 면담 시에는 녹취에 동의한 전문가에 한해 녹음을 진행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는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양적자료인 타당도

검사 결과는 각 영역별·문항별 전문가의 응답을 코딩하고 영역별·문항별

로 평균과 표준편차,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 평

(교육공학)

D 연구원 15년
박사

(교육공학)
ü ü

E 초빙교수 10년
박사

(교육공학)
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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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간 일치도 지수(Inter-Rater Agreement: IRA)를 구한다. 평균, 표준

편차, CVI, IRA의 값은 엑셀의 계산 기능을 사용하여 구한다.

CVI 값은 각 설문항목에 대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전문가의 비율을

나타내며,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전문가의 수를 전체 전문가의 수로 나누

어 도출한다. 4점 척도로 구성된 타당화 항목에 대해 전문가 평정 값이

3, 4인 경우는 긍정적 평가로 간주하여 1점으로 처리하고, 전문가 평정

값이 1, 2인 경우에는 부정적 평가로 간주하여 0점으로 처리한다. 일반적

으로 CVI 평균이 .80 이상이면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Grant &

Davis, 1997; Lynn, 1986).

IRA 값은 여러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며, 평가자 간

에 동일하게 평가한 항목의 수를 전체 항목의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Rubio et al., 2003). IRA 값이 0이면 평가자 간의 의견이 완전히 불일

치 한다는 의미이며 IRA 값이 1이면 평가자 간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

다고 판단할 수 있다. IRA는 그 값이 .80 이상이면 전문가들의 평가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Rubio et al., 2003).

질적자료인 면담 결과는 녹음자료를 전사하고 이를 코딩 템플릿에 따

라 설계원리 전반의 개선사항, 개별 세부전략의 개선사항으로 범주를 구

분하여 코딩한다. 세부전략의 개선사항의 경우 개별 전략에 따라 하위범

주로 다시 한 번 코딩한다.

다. 외적 타당화

1) 연구 참여자

설계원리의 외적 타당화를 위해 설계원리를 적용한 수업의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타당화 검사를 실시하였다. 2017년 A대학교에서 운

영된 교직과목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의 교수자 1명과 학습자를 대상으

로 반응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업의 수강생은 총 10명이며, 이 중 학습자

반응검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수강생 7명을 대상으로 학습자 반응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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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실시하였다. 반응검사에 참여한 학습자 프로필은 다음의 <표 Ⅲ

-2>와 같다.

성별

남자 4

여자 3

전공

국어교육과 1

불어교육과 2

물리교육과 1

의류학과 2

기악과 1

학년

학부 3학년 3

학부 4학년 3

석사과정 2학기 1

<표 Ⅲ-2> 학습자 프로필

2) 자료 수집

평가에 참여하는 교수자는 1명이므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

고 면담을 통해 심층적인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활용하여 약 1시간 정도 진행하고, 설계원리가 적용된 수업 전

반 및 개별 설계원리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학습자 대상의 반응검사는 크게 설문과 면담으로 실시한다. 설문의 경

우 개인학습환경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수업의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차원에서 묻는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약간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약간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의 선택형 문항 6개

와 수업 전반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한 개방형 문항 3개로 구성한다.

수업 전반의 강점, 약점, 개선점을 묻는 개방형 문항에 대한 학습자의 응

답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면담의 경우 개별 설계

원리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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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이때 학습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설계원리를 인쇄하여 제공한

다. 설문 및 면담은 각 30분 정도 소요되며 면담 시 연구 참여자의 사전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녹음을 진행한다.

3) 자료 분석

자료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분석한다. 양적자료인 학

습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한다. 6개 각각의 선택형

문항에 대해 전체 참여자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다.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은 설문 응답 결

과를 엑셀 파일에 코딩 후 엑셀의 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계산한다. 개방

형 문항의 응답 결과는 엑셀파일에 그대로 전사하고 질적자료인 면담결

과를 보충하기 위해 활용한다. 질적자료인 면담자료는 녹음 파일을 전사

한 후 코딩 템플릿에 따라 설계원리 전반의 강점, 약점, 개선점, 개별 설

계원리의 강점, 약점, 개선점으로 범주를 구분하여 코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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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초기 설계원리 및 전략 개발

가. 경험적 탐색

연결주의가 적용된 개인학습 환경 지원 설계원리를 개발하기 위해,

cMOOC의 운영방식을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cMOOC 세 가지로 각각 운

영기관 및 촉진자가 상이한 CCK11, DLMOOC, PLEK 12를 선택하고,

강좌별로 메뉴 및 세부 내용을 표로 분석하였다. 이후 세 강좌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난 특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다.

1) CCK11

CCK111)은 ‘연결주의와 연결적 지식(Connectivism and Connective

Knowledge)’의 개념에 대한 탐구 및 적용을 목적으로 운영된 공개강좌

로, George Siemens와 Stephen Downes가 강좌의 촉진자로 2011년 1월

17일부터 4월 11까지 12주 간 운영하였다. 강좌를 위한 웹페이지는

gRSShopper를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이 강좌는 매일 학습자에게 데일리

뉴스레터(Daily Newsletter)를 제공함으로써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개

별 학습자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는 특징이 있다. 또

한, 여러 웹 사이트의 뉴스나 업데이트 사항을 자동으로 반영하여 종합

적으로 제시해주는 RSS(Rich Site Summary 혹은 Really Simple

Syndication)를 활발히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CCK11의 운영방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Ⅳ-1>과 같다.

1) http://cck11.moo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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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메뉴 세부 내용

CCK11

강좌 안내

(This Course)

Ÿ 연결주의 강좌에 대한 소개 (About this Course)

- 비디오 및 텍스트 활용

- 사용되는 테크놀로지 안내(블로그, Second Life, RSS

Readers, UStream 등)

- 촉진자(Facilitators) 안내

Ÿ 강좌 개요 (Course Outline)

- 주차별 주제에 대한 안내

Ÿ 강좌 운영 원리 (How This Course Works)

- Aggregate

- Remix

- Repurpose

- Feed Forward

Ÿ 사생활 및 보안 (Privacy and Security)

참여

(Participating)

Ÿ 백채널 채팅 (Join a Backchannel Chat)

- 실시간 온라인 채팅

Ÿ 토론 (Read Discussion Threads)

- 학습자 블로그에 올려진 질문 포스팅에 대한 링크 모

음

Ÿ 데일리 뉴스레터 (Read Daily Newsletter)

- 촉진자 포스트(Facilitator Posts): 촉진자의 블로그 포

스트 일부를 보여주고, 클릭하면 연결되는 링크 제공

- 참여자 블로그 포스트(Participants’ Blog Posts): 참여

자에게 제출된 블로그 목록 중 ‘CCK11’라는 키워드

혹은 태그를 언급한 포스팅의 목록으로, 제목, 앞부분

내용, 해당 글로 연결되는 링크 제공

- 새로운 토론(New Discussion Threads): 토론 주제를

제시하는 참여자의 블로그 포스트 링크 제공

- 트위터 포스트(Twitter Posts): 트위터에 ‘#CCK11’이

라는 태그를 사용한 트윗의 전문 및 링크 제공

Ÿ 뉴스레터 아카이브 (Newsletter Archives)

Ÿ 블로그 추가 (Add a New Blog Feed)

<표 Ⅳ-1> CCK11의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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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LMOOC

DLMOOC2)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K-12 교육자를 대상으로 하

여 ‘깊이 있는 학습(Deeper Learning)’의 협력적 탐구와 실천적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강좌이다. 강좌의 운영은 High Tech

High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eer to Peer University, MIT

2) http://dlmooc.deeper-learning.org/

- 자신의 RSS URL을 공유하면, 촉진자가 확인한 후

강좌 피드 페이지에 추가

- 이후에는 ‘#CCK11’ 태그를 사용한 블로그 포스팅을

할 경우 자동으로 뉴스레터에 반영

Ÿ 블로그 리스트 (View List of Blogs)

- 강좌 참여자의 블로그 리스트

Ÿ 실시간 세미나 녹화본 (Recordings)

피드

(Feeds)

Ÿ 공지 RSS (Announcements RSS)

Ÿ 블로그 포스트 RSS (Blog Posts RSS)

강좌 콘텐츠

(Contents)

Ÿ Week 1: What is Connectivism?

- 개요(Overview): 연결주의가 무엇인지 한 문단으로

설명

- 읽기자료(Readings): 블로그 포스팅, 동영상, 학술논문

등

- 세미나(Seminars): 주제에 대한 전문가 초청 라이브

세션 및 촉진자 주도의 토론 운영

- 활동(Activities)

1. 해당 차시 읽기자료 및 녹화본 보기

2. 블로그 개설하기

3. ‘#CCK11’ 태그 활용하여 포스팅 및 RSS 피드 공유

하기 ➜ 강좌 관련 콘텐츠를 구분하고 뉴스레터에

종합하여 제시하도록 하는 역할

…

Ÿ Week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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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Lab 등의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2014년 1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9주 간 운영되었다. 강좌는 설치형 블로그 서비스인

WordPress를 통해 개발되었다. DLMOOC의 특징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G+ Community를 통해 학습자의 활동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학습자는 주차별 활동(Put it into practice)의 결과와 그

에 대한 성찰을 강좌의 G+ Community에 올림으로써 구성원과 공유하

였다. 또한, 매주 간단한 질문을 제시하고 트위터에서 특정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겨보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특

징적이다.

DLMOOC의 운영방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Ⅳ-2>와 같다.

강좌명 메뉴 세부 내용

DLMOOC

블로그

(Blog)
Ÿ 촉진자의 공지사항

안내

(About)

Ÿ 강좌 개요(About)

- 강좌의 목적

- 강좌 대상자

Ÿ 강좌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Why should I take this

MOOC anyway?

Ÿ FAQs

- ‘MOOC란 무엇인가?’, ‘이 MOOC의 운영기간은 언제

인가?’, ‘강좌의 실라버스가 있는가?’, ‘Deeper

Learning이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 제공

Ÿ 촉진자 소개 (Our team)

Ÿ Deeper ;earning

- Deeper learning의 개념에 대한 텍스트 및 동영상 제

공

실라버스

(Syllabus)

Ÿ 주차별 주제

Ÿ 패널리스트

G+ Ÿ DLMOOC에서 운영하는 SNS 그룹

<표 Ⅳ-2> DLMOOC의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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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LEK12

PLEK123)는 K-12 교육에서의 탐구와 개인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해

개인학습환경(Personal Learning Environment)의 사용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온라인 강좌로, University of Florida의 College of

Education에서 2011년 2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운영하였다. 이 강좌의

특징은 주차별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Google Docs 페이지를 활용한다

는 점이다. 매 주마다 해당 주차의 Google Docs 페이지를 생성하고, 그

3) http://community.education.ufl.edu/community/pages/view/77059/plek12-welcome

Community - 제시되는 활동(Put it into practice) 수행 및 성찰

Live Ÿ 주차별로 이루어진 라이브 세션의 아카이브

주차별

참고자료

(Weekly

materials)

Ÿ Week 1: Introduction to this Course; Deeper Learning

- 실시간 이벤트(Live events)

: 패널 토론(Panel discussion) 또는 현장의 이야기

(Lens into the Classroom)

- 참고자료(Suggested resources): 블로그 포스팅 등

- 주차별 트윗(Tweet of the week #1): ‘자신의 젊은

시절 중요한 학습 경험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이

무엇이며 왜 중요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대답을 ‘#WhatisDL’, ‘dlmooc’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트윗

- 활동(Put it into practice #1): 개인 활동(On your

own) 및 그룹 활동(With a group) 제시

- 추가 자료(Additional resources): 동영상, 블로그 포

스팅 등

…

Ÿ Week 9

DL story

bank

Ÿ 나 또는 나의 학생이 ‘deeper learning’에 참여했던 이야

기 공유

Blog hub Ÿ 참여자가 제출한 블로그 피드를 종합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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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비판적 질문, 주차별 읽기자료, 참고자료, 개인학습환경 활동, 라이

브세션 등에 대한 안내 및 링크를 제공한다. 또한, 학습자의 개인학습환

경 활동의 경우 별도의 ‘자원 저장소(Resource Repository)’로서 Google

Docs 페이지를 만들어 활동이 이루어진 블로그의 링크를 학습자 각자가

공유하게 한다.

PLEK12의 운영방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Ⅳ-3>과 같다.

강좌명 메뉴 세부 내용

PLEK12

주차별

콘텐츠

(Weekly

Content)

Ÿ Week 1: Introducing to MOOCs and PLEs

- 비판적 질문(Critical questions): ‘MOOC은 무엇인가?’

‘MOOC에서 어떻게 학습하는가?’ 등의 몇 가지 질문

제시

- 주차별 읽기자료(Weekly Readings): Slideshare

- 참고자료(Suggested Readings): 학술 논문 등

- 개인학습환경 활동(PLE Activity): 성찰 작성, 주제 탐

구 등

- 라이브 세션(Live Session)

...

Ÿ Week 8

실라버스

(Syllabus)

Ÿ 강좌 강의계획서

- 강좌 개요

- 강좌의 목적

- 주차별 주제 및 라이브 세션 일정, 과제 일정

라이브 세션

및 아카이브

(Live

Session &

Archive)

Ÿ 지난 라이브세션 녹화본 제공

자원 저장소

(Resource

Repository)

Ÿ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 및 활동을 공유하는 Google

Docs 페이지

- 소셜북마킹서비스(Diigo) 그룹 url 주소 링크

- 학습자 블로그 및 트위터 url 주소 링크

<표 Ⅳ-3> PLEK12의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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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MOOC 운영방식의 공통적 특징

지금까지 대표적 cMOOC의 예로 CCK11, DLMOOC, PLEK12의 운영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 세 가지 cMOOC의 운영방식에서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의 <표 Ⅳ-4>와 같다.

- 트위터 아이디 및 학교, 지역 제출 양식 및 종합 엑셀

파일

- 주차별 활동 링크

트위터

(Twitter:

#plek12)

Ÿ 트위터로 연결되어, 강좌 태그(#plek12)를 사용한 트윗

제시

공통적 특징
cMOOC 예시

CCK11 DLMOOC PLEK12

강좌 안내
Ÿ 강좌 중앙 웹페이

지를 통한 안내

Ÿ 강좌 중앙 웹페이

지를 통한 안내

Ÿ 실라버스 제공

Ÿ 실라버스 제공

전문가 연결

Ÿ 매주 촉진자의 블

로그 포스팅 작성

및 데일리 뉴스레

터를 통해 링크

제공

Ÿ 매주 초청 전문가

의 라이브 세션

운영

Ÿ 매주 촉진자 주도

의 토론 세션 운

영

Ÿ 비정기적으로 패

널 토론 혹은 현

장 이야기(Lens

into the

classroom)를 듣

는 라이브 세션

운영

Ÿ 비정기적으로 초

청 전문가 및 촉

진자의 라이브 세

션 운영

풍부한

참고자료 제공

Ÿ 주차별로 3개~8개

의 블로그 포스

Ÿ 주차별로 5개 내

외의 블로그 포스

Ÿ 주차별로 7개 내

외의 블로그 포스

<표 Ⅳ-4> CCK11, DLMOOC, PLEK12 운영방식의 공통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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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세 가지 cMOOC 모두 강좌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강좌 중앙의 웹페이지 혹은 실라버스를 활용하여 강좌의 개요와

주차별 주제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였으며, 강좌의 전반적인 일정에 대해

안내하고 있었다.

둘째, 전문가와의 연결을 촉진한다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 강좌의 촉진

자가 강좌 주제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하여 데일리 뉴스레터를 통

해 학습자에게 링크를 전달하거나, 강좌 촉진자가 운영하는 라이브 세션

을 통해 강좌에 대한 안내 또는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외부의 인사를 초청하여 매주 또는 비정기적으로 라

이브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셋째, 풍부한 참고자료를 제공한다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 세 가지

cMOOC 모두 주차별 주제에 대한 참고자료를 3개 이상 제공하고 학습

자가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참고자료의 형태는 블로그 포

팅, 동영상, 학술

논문 등 제공

팅, 동영상, 학술

논문 등 제공

팅, 동영상, 학술

논문 등 제공

개인학습환경

활동 제시

Ÿ 초반 4주까지 ‘네

트워크 용어 및

관련 개념 찾기’,

‘네트워크 다이어

그램 만들기’, ‘연

결주의에 대해 성

찰하기’ 등의 활

동이 주어지며,

학습자는 개인 블

로그 또는 소셜

북마킹 도구에 이

를 공유

Ÿ 주차별 질문에 대

해 트위터에 답변

하기(Tweet of

the week)

Ÿ 배운 내용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보

는 활동(Put it

into practice) 후

트위터, 블로그,

G+Community 등

에 공유하기

Ÿ 매주 ‘PLE 정의

하기’, ‘PLE 표

만들기’, ‘탐구 주

제 선정하기’ 등

의 활동이 주어지

며, 학습자는 개

인 블로그에 이를

공유

학습자의

분산된 활동

종합

Ÿ 데일리 뉴스레터

Ÿ 블로그 포스트

RSS

Ÿ G+ Community

Ÿ Blog Hub
Ÿ 자원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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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팅, 동영상, 학술논문 등으로 다양하였다.

넷째,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개인학습환경 활동을 제시한다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 주차별 주제에 따라서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제시

하고, 이를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학습자의 분산된 활동을 종합해주는 콘텐츠 혹은 환경을 지원

한다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 예컨대, 강좌 태그를 포함하고 있는 블로그

포스팅 또는 트위터의 트윗을 종합하여 제시하는 데일리 뉴스레터를 제

작하여 매일 배포하거나, G+Community와 같이 그룹 SNS를 통해 학습

자의 활동을 공유하게 하였다. 또는, Google Docs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개인학습환경 활동의 링크를 공유할 수 있는 저장소를 마련하기

도 하였다.

나. 초기 설계원리 및 전략

연결주의가 적용된 개인학습환경 지원 설계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선행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연결주의 학습의 특징, 연결주의 학습에

서 학습자가 겪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개인학습환경의

특징, 개인학습환경을 기반으로 한 학습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세부전략을 도출하였다. 또한 연결주의를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된

cMOOC 강좌 세 가지를 선정하여 운영방식을 분석하고, 세 가지

cMOOC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반영한 세부전략을 도출하였

다. 이렇게 도출된 세부전략은 연관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끼리 연

구자가 임의적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을 하나의 설계원리로서 이름 붙였

다.

이때, 세부전략은 촉진자의 활용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된다. 먼저, 개인학습환경에서 학습자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나타

내는 ‘활동’ 부분이 있다. 촉진자는 이 활동을 학습자에게 과제로서 제시

할 수 있다. 다른 한 부분은 촉진자가 학습자의 활동을 비롯하여 학습자

의 개인학습환경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원’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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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설계원리 및 세부전략은 촉진자의 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내용과 표현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설계원리는 총 네 가지로, ‘미디어 및

정보 리터러시(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의 원리’, ‘연결

(Connectedness)의 원리’, ‘자율성(Autonomy)의 원리’, ‘창작물(Artifact)

의 원리’이다. 세부전략은 총 22개로, 각각을 ‘활동’과 ‘지원’으로 구분하

였다. 구체적인 설계원리 및 세부전략은 아래의 표 <Ⅳ-5>와 같다.

연결주의 학습원리가 적용된 개인학습환경 지원 설계원리 및

세부전략

구분

(활동/

지원)

1. 미디어 및 정보 리터러시(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의 원리

: 학습자는 효과적인 도구를 선택하고, 웹상의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

석할 수 있어야 한다.

1.1. 강좌 초반에 웹 2.0 도구의 선택, 적용,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하라. (Dabbagh & Fake, 2017; Drexler, 2010; Wang et al., 2017)
지원

1.2. 웹 2.0 도구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라. (Drexler,

2010)
지원

1.3. 새로운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라. (예: 정보에 대한 비판적 토론 등) (Drexler, 2010; Garcia, et al.,

2015; Kop & Fournier, 2010; Kop, 2011; Wang, Chen, & Anderson, 2014)

지원

2. 연결(Connectedness)의 원리

: 학습은 전문화된 노드 또는 정보를 연결하는 과정이다.

2.1. 강좌의 태그를 활용하게 하라. (예: 과제 하단에 강좌 태그 추가하기

등) (Anders, 2015; Wang et al., 2017).
활동

2.2. 강좌 밖 전문가와의 연결을 지원하라. (예: 전문가 개인 블로그 목록

제공, 전문가와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실시 등) (Drexler, 2010; Garcia et

al., 2015)

지원

2.3. 강좌 밖 학습자를 개인학습환경에 초대하도록 격려하라. (Garcia et al.,

2013)
지원

<표 Ⅳ-5> 초기 설계원리 및 세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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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매주 학습자의 주요 활동을 종합하여 소개하는 데일리 뉴스레터(Daily

Newsletter)를 제작하여 제공하라. (Downes, 2011; Skrypnyk et al., 2015;

Wang et al., 2017)

지원

2.5. 개인학습환경의 링크를 한 곳에 모아둘 수 있는 저장소(repository)를

제공하라. (예: Google Docs) (Anders, 2015)
지원

3. 자율성(Autonomy)의 원리

: 무엇을 어떻게 학습할지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과정 그 자체는 학습이다.

3.1. 관심 주제를 학습자 스스로 선택하여 탐구하게 하라.

(Drexler, 2010; Skrypnyk et al., 2015; Tschofen & Mackness, 2012)
활동

3.2.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라. (Anders, 2015; Downes, 2011) 지원

3.3. 제공되는 모든 자원을 읽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학습자가 알

게 하라. (Downes, 2011; Kop, 2010)
지원

3.4. 학습의 도구를 학습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라.

(Haworth, 2016; Skrypnyk et al., 2015)
지원

3.5. 학습자의 내·외적인 동기를 지원하라. (예: 내적-새롭고 흥미로운 내

용의 자료 제공, 외적- 평가 실시) (Drexler, 2010; Kop, 2011; Mackness et

al., 2013; Martindale & Dowdy, 2010)

지원

3.6. 편안함, 신뢰감, 공동체 의식을 지원하라. (예: 면대면에서 주제탐구

결과의 주기적인 공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Garcia et al., 2015; Kop, 2011)

지원

3.7.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 학습자가 따라야 할 최소한의 기대사항을 문

서화하여 제공하라. (Drexler, 2010)
지원

4. 창작물(Artifact)의 원리

: 학습의 창작물을 생산 및 리믹싱함으로써 가장 높은 수준의 인지적 상호

작용 및 참여가 이루어진다.

4.1. 정보와 자원을 종합하는 과제를 제시하라. (Downes, 2011; Kop, 2011; Wang,

Chen, & Anderson, 2014; Wang et al., 2017)
활동

4.2. 학습 과정에 대해 성찰하는 과제를 제시하라.

(Drexler, 2010; Kop, 2011; Wang et al., 2017)
활동

4.3. 새로운 지식과 이전 지식 및 경험을 관련짓는 과제를 제시하라. (Kop,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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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4. 디지털 창작물을 웹에 공유함으로써 지식에 기여하게 하라. (Anderson,

2012; Kop, 2011; Siemens, 2004; Wang, Chen, & Anderson, 2014)
활동

4.5. 동료 학습자의 창작물에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격려하라. (Kop, 2011;

Wang et al., 2017)
지원

4.6. 리믹싱, 리퍼포징 등의 개념을 사례와 함께 가르쳐라. (Downes, 2011) 지원

4.7. 학습자의 창작물에 대해 비판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Garcia et al., 201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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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타당화

가. 1차 전문가 타당화

선행문헌 검토 및 cMOOC 강좌의 경험적 탐색을 통해 개발된 초기

설계원리와 세부전략의 내적 타당화를 위해 전문가 대상의 타당도 검사

를 실시하였다. 원격교육의 전문가 5인이 설계원리 전반과 개별 세부전

략의 타당도를 묻는 4점 척도 문항(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었

다. 그 결과는 <표 Ⅳ-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설계원리 전반의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에

대해 평균적으로 2.4에서 2.8점의 평가를 내렸다. 2점이 ‘그렇지 않다’, 3

점이 ‘그렇다’를 의미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전문가들은 본 설계원리

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입장을 가지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타당성을 제외한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의 CVI가 모두 .8이하인 점과 IRA값 역시 .8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설계원리가 전반적으로 연결주의 학습원리를 적

절히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성

과 보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사용된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가 어

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영역
전문가

평균 SD CVI IRA
A B C D E

타당성 3 3 2 3 3 2.8 .45 .8

.2

설명력 3 3 2 2 3 2.6 .55 .6

유용성 2 2 2 3 3 2.4 .55 .4

보편성 2 2 2 3 3 2.4 .55 .4

이해도 3 3 3 2 2 2.6 .55 .6

<표 Ⅳ-6> 초기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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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원리 세부전략 평균 SD CVI IRA

1.

미디어

및 정보

리터러시

의 원리

1.1. 강좌 초반에 웹 2.0 도구의 선택, 적용,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라. 
3.4 .55 1.0

.82

1.2. 웹 2.0 도구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충분

한 시간을 제공하라.
3.2 .45 1.0

1.3. 새로운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비판

적으로 분석하는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라. 

(예: 정보에 대한 비판적 토론 등)

2.6 .55 .6

2.

연결의

원리

2.1. 강좌의 태그를 활용하게 하라. (예: 과제 

하단에 강좌 태그 추가하기 등)
3.6 .55 1.0

2.2. 강좌 밖 전문가와의 연결을 지원하라. 

(예: 전문가 개인 블로그 목록 제공, 전문가

와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실시 등) 

4.0 .00 1.0

2.3. 강좌 밖 학습자를 개인학습환경에 초대

하도록 격려하라. 
3.8 .45 1.0

2.4. 매주 학습자의 주요 활동을 종합하여 소

개하는 데일리 뉴스레터(Daily Newsletter)를 

제작하여 제공하라. 

3.4 .55 1.0

2.5. 개인학습환경의 링크를 한 곳에 모아둘 

수 있는 저장소(repository)를 제공하라. (예: 

Google Docs) 

4.0 .00 1.0

3.

자율성의

원리

3.1. 관심 주제를 학습자 스스로 선택하여 탐

구하게 하라. 
3.4 .55 1.0

3.2.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라. 3.2 .84 .8

3.3. 제공되는 모든 자원을 읽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학습자가 알게 하라. 
2.4 1.14 .4

3.4. 학습의 도구를 학습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라. 
3.6 .89 .8

3.5. 학습자의 내·외적인 동기를 지원하라. 

(예: 내적-새롭고 흥미로운 내용의 자료 제

공, 외적- 평가 실시)

2.6 .89 .4

3.6. 편안함, 신뢰감, 공동체 의식을 지원하

라. (예: 면대면에서 주제탐구 결과의 주기적

인 공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2.8 1.30 .6

3.7.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 학습자가 따라 3.2 .84 .8

<표 Ⅳ-7> 초기 설계원리의 세부전략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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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략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검사 결과는 <표 Ⅳ-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세부전략에 대한 평균은 2.4와 4.0 사이에 분포하였다. CVI

값은 두 개의 문항이 .4, 또 다른 두 개의 문항이 .6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8 이상으로 확인되어, 일부 재검토해야 하는 문항을 제외하고는 전

문가들의 긍정적인 응답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IRA 값 또한 .8 이상으로, 전문가 간의 긍정적 응답에 대한 일치도도 높

다고 판단되어 전문가 검토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

지만 전체 22문항 중 2점(그렇지 않다) 이하의 응답을 하나라도 받은 문

항이 4개 있었기 때문에 해당 문항을 중심으로 세부전략을 재검토할 필

요가 있었다.

심층 면담을 통해 확인한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는

크게 표현상의 문제와 내용상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표현상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계원리의 이름에서 방

향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섯 명의 전문가 모두 설계

원리의 방향성을 담은 용어를 사용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즉, ‘미디어 및

정보 리터러시의 원리’, ‘연결의 원리’, ‘자율성의 원리’, ‘창작물의 원리’와

야 할 최소한의 기대사항을 문서화하여 제공

하라

4.

창작물의

원리

4.1. 정보와 자원을 종합하는 과제를 제시하

라.
3.2 .84 .8

4.2. 학습 과정에 대해 성찰하는 과제를 제시

하라.
3.4 .55 1.0

4.3. 새로운 지식과 이전 지식 및 경험을 관

련짓는 과제를 제시하라.
3.0 .71 .8

4.4. 디지털 창작물을 웹에 공유함으로써 지

식에 기여하게 하라. 
3.8 .45 1.0

4.5. 동료 학습자의 창작물에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격려하라.
3.2 .84 .8

4.6. 리믹싱, 리퍼포징의 개념을 사례와 함께 

가르쳐라.
3.0 1.22 .8

4.7. 학습자의 창작물에 대해 비판적인 피드

백을 제공하라. 
3.4 .5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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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설계원리의 이름 자체가 연결주의 학습원리에 대한 정의 수준에 그

칠 뿐, 설계자가 참고할 만한 방향(direction)이 없이 진술되어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설계자가 연결주의 학습원리가 적용된 개인학습환경을 지

원하기 위해 수업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주

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둘째, 진술방식에 있어 ‘활동’과 ‘지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

이 있었다. 모든 세부전략은 설계자의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는데, ‘지원’

의 경우 설계자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를 지원하라’, ‘~를 제공하라’와

같은 방식으로 진술되어야 하는 반면, 활동의 경우는 학습자가 수행하는

것이므로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학습자가) ~하게 하라’와 같은 방식으로

진술되는 것이 올바르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 방식에 있어 현재의 세부

전략은 둘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활동으로 분류되

어 있는 세부전략인 ‘학습 과정에 대해 성찰하는 과제를 제시하라(4.2)’의

경우 ‘학습과정에 대해 성찰하게 하라’로 수정되는 것이 올바르다.

셋째, 세부전략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세부

전략 서술시 의미가 모호한 단어 또는 표현을 사용하였거나 추가적인 서

술을 불필요하게 많이 함으로써 비롯된 문제였다.

넷째, 용어의 일관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세부전략 전반에 걸쳐 유사한

의미를 가진 여러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일관성 있게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상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의 대

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설명력에 대해 2점(그렇지 않다)으로 응답

한 전문가 C와 D는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범주를 구성하기 위해 먼

저 개념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연결주의 학

습원리에서 말하는 ‘연결’이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연

결의 대상을 나타내거나 연결주의의 구성요소를 구체화한 개념모형을 만

들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원리와 세부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둘째, 설계원리에서 연결주의의 특색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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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과 보편성 문항에서 공통적으로 2점으로 응답한 전문가 A와 B는 연

결주의의 특색을 강조한 설계원리가 도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즉, 구

성주의, 인지주의, 또는 그밖에 학습에 있어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전략보

다는 연결주의 학습에 특화된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설

계원리가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려면, 일반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전략과 구분되는 연결주의 학습원리만의 특징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설계원리의 수준 및 위계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특히, 연결주의 학습에서 연결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연

결의 원리’가 하나의 독립된 설계원리가 된다면 다른 설계원리와 위계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설계원리의 수준 및 위계와 관련하여,

‘창작물의 원리’ 또한 그 안에 포함된 세부전략이 또 다시 두 개의 원리

로 구분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컨대, ‘디지털 창작물을 웹에 공

유함으로써 지식에 기여하게 하라(4.4)’, ‘동료 학습자의 창작물에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격려하라(4.5)’, ‘학습자의 창작물에 대해 비판적인 피드

백을 제공하라(4.7)’와 같은 세부전략은 창작물의 원리 안에 포함되어 있

지만 타인과의 공유 및 기여를 특징으로 한 내용으로 별도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새로운 설계원리 또는 세부전략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

다. ‘자율성의 원리’의 경우, 학습자의 자율적인 선택 또는 활동을 강조하

는 세부전략 외에도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대해 메타인지적으로 돌아

볼 수 있게 하는 활동이 요구되지만, 이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는 설계원

리 및 세부전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세부전략의 구체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세부전략

은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구체성을 띠고 있어야 하며, 하나의

문장으로 구체성을 드러내기가 어렵다면 예시를 들어 보다 친절하게 설

명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에 따른 설계원리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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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문가 타당화 의견을 반영하여 <표 Ⅳ-8>에 정리된 것과 같이

설계원리와 세부전략을 수정하였다.

구분 검토 의견 수정 사항

표현

설계원리의 이름에서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음

§ 설계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계원리 재진술

진술방식에 있어

활동과 지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설계자의 입장에서 활동의 진술방식은 ‘(학습자

가) ~하게 하라’, 지원의 진술방식은 ‘~을 제공

하라’, ‘~을 지원하라’와 같이 통일함으로써 둘

사이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함

세부전략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음

§ 의미전달이 분명하지 않은 세부전략의 표현 수

정 및 삭제

(예: 3.3. 제공되는 모든 자원을 읽고, 보는 것

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학습자가 알게 하라.

➜ 삭제

3.7.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 학습자가 따라야

할 최소한의 기대사항을 문서화하여 제공하라

➜ 학습자가 주차별로 해야 할 활동을 문서화

하여 제공하라)

§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서술의 경우 삭제

(예: 4.4. 디지털 창작물을 웹에 공유함으로써

지식에 기여하게 하라 ➜ 디지털 창작물을 웹

에 공유하게 하라.)

용어가 일관성 있게

사용되지 않음

§ 세부전략 전반에 걸쳐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용어의 경우 하나의 용어로 통일

(예: ‘웹 2.0 도구’ ➜ ‘개인학습환경’)

내용

연결의 대상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 선행문헌 및 전문가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연

결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개념모형 개발

연결주의의 특색이 § 구성주의, 인지주의 및 그밖에 일반적인 학습에

<표 Ⅳ-8> 전문가 검토 의견 및 수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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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결주의의 개념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연결주의 학습원리에서 연결의 주체와 객체가 무엇인지 밝히

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전문가 면담 결과와 선행문헌 분석 결과를 참고

하여 연결의 주체와 객체를 정의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Ⅳ- 1]과 같다.

개념모형에서 연결주의 학습원리에 따라 학습자는 전문가, 타 학습자,

[그림 Ⅳ-1] 연결주의의 개념모형

드러나지 않음
서 강조되는 전략은 삭제하고 연결주의에 특화

된 전략 강조

설계원리의 수준 및

위계가 맞지 않음

§ 모든 설계원리를 ‘A-B 연결의 원리’로 통일함

으로써 설계원리 간 수준을 맞춤

새로운 설계원리가

추가되어야 함

§ 학습에 대한 메타인지적 활동을 다루는 ‘메타인

지적 점검의 원리’를 새로운 설계원리로 추가함

세부전략의 구체성

결여
§ 세부전략의 구체적인 예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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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도구와 연결을 형성한다. 먼저, 전문가 및 타 학습자와의 연결이다.

Drexler(2010)에 따르면, 연결된 학습자(networked student)가 형성하는

사회적 연결(social contacts)에는 교사, 내용전문가, 학급동료, 교실 바깥

의 학습자가 포함된다. 이는 다시 크게 ‘전문가’와 ‘타 학습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문가는 교사와 내용전문가, 타 학습자는 학급동료와 교실

바깥의 학습자를 포함한다. 블로그와 같은 개인학습환경은 온라인의 특

성 때문에 강좌의 경계를 넘어서 외부의 전문가 및 학습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므로 수많은 노드 간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

과정이 보다 다차원적이 될 수 있다(Garcia et al., 2015).

다음으로, 학습자는 자원과 연결을 형성한다. 복잡한 정보 환경을 네

비게이트하면서 네트워크상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 자원의 노드

(node)와 연결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종합하고 성찰

하면서 일관된 이해를 구축하고, 기존의 자원을 종합 및 리믹싱

(remixing)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관점을 표현한다(Wang,

Chen, & Anderson, 2014; Wang, Anderson, Chen, & Barbera, 2017).

특히, 기존 학습원리와의 차이점은 창작을 강조한다는 점이다(Downes,

2011; Wang, Chen, & Anderson, 2014). 학습의 창작물(learning artifact)

을 만드는 것은 학습자에게 가장 깊은 인지적 참여를 요구하고, 동시에

이를 공개된 네트워크상에 공유함으로써 학습자는 더 많은 연결의 기회

를 가지게 된다(Downes, 2011).

마지막으로, 학습자는 도구와 연결을 형성한다. 여기서 도구란 학습

자가 네트워크상의 사람 및 자원과 연결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

는 다양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기능 등을 의미한다. 학습관리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s, LMS)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온라

인 학습과 비교하여, 연결주의 학습은 개인학습환경(Personal Learning

Environment, PLE)에 기반해 보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학

습자는 보다 넓은 연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Wang, Chen, &

Anderson, 2014). 그밖에도 연결주의 학습 활동인 정보의 종합, 사회적

연결, 콘텐츠 생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의 다양한 어포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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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용될 수 있다. 보다 심화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자는 도구와

연결을 형성한다(Wang, Chen, & Anderson, 2014).

이때, 연결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에 대해 메타인지의 조절

(regulation of metacognition)을 실시한다. 연결주의 학습에서는 학습의

과정과 경로에 대한 주권이 학습자에게 완전히 양도됨으로써 학습자 스

스로 무엇을 학습하고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Anders, 2015). ‘인지에 대한 인지’를 의미하는 메타인지는 자기조절학습

의 핵심적인 능력으로, 메타인지의 조절은 평가(evaluating), 점검

(monitoring), 계획(planning) 활동을 포함한다(Kluwe & Friedrichsen,

1985).

개념모형을 도출한 후에는, <표 Ⅳ-9>에 정리된 것과 같이 설계원리

와 세부전략을 수정하였다. 우선 개념모형에서 구체화된 연결의 대상별

로 설계원리의 범주를 구체화하여, ‘학습자-타 학습자 연결의 원리’, ‘학

습자-전문가 연결의 원리’, ‘학습자-자원 연결의 원리’, ‘학습자-도구 연

결의 원리’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적 타당화 결과 전

문가가 지적하였던 연결주의에 특화되어 있고 설계자가 참고할 만한 방

향성을 내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모든 설계원리를 ‘A-B 연결의 원

리’로 통일함으로써 설계원리 간 수준 및 위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 사

항에 대해서도 반영할 수 있었다. 개념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메타인

지적 점검의 원리’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세부전략의 구체성이 결여되

어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세부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시켰

다.

개념모형을 바탕으로 설계원리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한 후에는 전

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전략의 진술방식 및 표현을 수정하였다. ‘활

동’과 ‘지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

자의 입장에서 설계원리를 서술하되 학습자가 수행하는 ‘활동’의 경우

‘(학습자가) ~하게 하라’, 촉진자가 수행하는 ‘지원’의 경우 ‘~을 제공하

라’, ‘~을 지원하라’와 같이 서술방식을 통일함으로써 둘 사이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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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세부전략의 경우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세부전략을 진술하였다. 예컨

대,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 학습자가 따라야 할 최소한의 기대사항을

문서화하여 제공하라(3.7)’의 경우 ‘학습자가 주차별로 해야 할 활동을 문

서화하여 제공하라’와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이해가 쉬운 표현으로 수정

하였다. 또한,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서술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핵심적

인 내용만 남기고 삭제하였다. 예컨대, ‘디지털 창작물을 웹에 공유함으

로써 지식에 기여하게 하라(4.4)’의 경우 ‘디지털 창작물을 웹에 공유하게

하라’로 보다 간단하게 수정하였다.

설계

원리
세부전략

1 .

학 습

자-타

학 습

자 연

결 의

원리

활

동

(학

습

자)

1.1.1. 학습목표를 타 학습자와 공유하게 하라.

1.1.2. 학습의 창작물을 개인학습환경에 공유하게 하라. (예: 블로그 전

체 공개 포스팅)

1.1.3. 타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에 탑재된 창작물에 피드백을 주게 하

라. (예: 블로그 포스팅에 댓글)

지

원

(촉

진

자)

1.2.1. 비슷한 학습목표를 가진 학습자를 그루핑(grouping)하여 협력하

게 하라. (예: 공동의 개념지도 작성)

1.2.2.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 활동을 종합한 자료를 제작하여 정기적

으로 배포하라. (예: 주간 뉴스레터)

2 .

학 습

자-전

문 가

연 결

의 원

리

활

동

2.1.1. 수업 주제와 관련된 강좌 밖 전문가의 개인학습환경을 네비게이

팅하게 하라.

지

원

2.2.1. 수업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개인학습환경 목록을 제공하라.

2.2.2. 수업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섭외하여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

에 탑재된 창작물에 피드백을 남기게 하라. (예: 블로그 포스팅

에 댓글)

3 . 활 3.1.1. 수업 주제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자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하

<표 Ⅳ-9>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설계원리 및 세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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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차 전문가 타당화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설계원리 및 세부전략에

대해 2차 전문가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2차 전문가 타당화는 1차 타당화

에 참여한 전문가 중 참여에 동의한 자에 한해 실시되었다. 그 결과, 1차

타당화에 참여한 총 5명의 전문가 중 3명이 2차 타당화에 참여하였다. 2

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Ⅳ-10>과 같다.

학 습

자-자

원 연

결 의

원리

동

라. (예: 비판적 성찰 글 작성)

3.1.2. 수업 주제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다양한 자원을 리믹싱(remixing)

하여 창작물을 만들게 하라. (예: 자유 주제 탐구)

지

원

3.2.1. 수업 주제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다양한 자원을 찾아 링크를 제

공하라.

3.2.2. 리믹싱(remixing)을 통한 창작물의 예시를 제공하라.

4 .

학 습

자-도

구 연

결 의

원리

활

동

4.1.1. 개인학습환경을 구축하게 하라. (예: 블로그 생성)

4.1.2. 개인학습환경에서 수업 주제와 관련된 태그(tag)를 활용하여 포

스팅하게 하라. (예: #스마트교육, #교육공학)

지

원

4.2.1. 개인학습환경 구축 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예시를 제공하

라.(예: 블로그 서비스-네이버, 이글루스, 티스토리)

4.2.2.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 링크를 공유하는 저장소(repository)를 마

련하라. (예: Google Docs)

5 .

메 타

인 지

조 절

의 원

리

활

동

5.1.1. 수업 초반에 자신의 학습목표를 세우게 하라.

5.1.2.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해 성찰하게 하라. (예: 성찰일지 작성)

5.1.3. 수업 주제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다양한 자원 간의 관계를 확인

하게 하라. (예: 개념지도 작성)

지

원

5.2.1. 학습자가 주차별로 해야 할 활동을 문서화하여 제공하라. (예:

강의계획서, Google 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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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원리 전반의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에 대해 전문

가는 평균 3.7에서 4.0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전체 전문가

중 긍정적인 응답을 한 전문가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CVI

값이 모든 문항에 대해 1.0으로 나타났고, IRA 값 또한 1로 나타나 설계

원리가 전반적으로 전문가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다만, 설명력과 이해도에 있어 전문가 D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었다는 점에서 설계원리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서술되어있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세부전략에 대한 2차 전문

가 타당화 검사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각 세부전략에 대한 평균은

3.7에서 4.0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

으며, CVI값은 모든 문항이 1.0로 확인되어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응답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IRA 값 또한 1로 나타나 전문

가 간의 긍정적 응답에 대한 일치도 또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역
전문가

평균 SD CVI IRA
B C D

타당성 4 4 4 4.0 .00 1.0

1

설명력 4 4 3 3.7 .47 1.0

유용성 4 4 4 4.0 .00 1.0

보편성 4 4 4 4.0 .00 1.0

이해도 4 4 3 3.7 .47 1.0

<표 Ⅳ-10> 수정된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설계

원리
세부전략

평

균
SD

CV

I

IR

A

1 .

학 습

자-타

활

동

(학

1.1.1. 학습목표를 타 학습자와 공유하게 하라. 4.0 .00 1.0

11.1.2. 학습의 창작물을 개인학습환경에 공유하게

하라. (예: 블로그 전체 공개 포스팅)
4.0 .00 1.0

<표 Ⅳ-11> 수정된 세부전략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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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습

자 연

결 의

원리

습

자)

1.1.3. 타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에 탑재된 창작

물에 피드백을 주게 하라. (예: 블로그 포

스팅에 댓글)

4.0 .00 1.0

지

원

(촉

진

자)

1.2.1. 비슷한 학습목표를 가진 학습자를 그루핑

(grouping)하여 협력하게 하라. (예: 공동의

개념지도 작성)

3.7 .47 1.0

1.2.2.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 활동을 종합한 자

료를 제작하여 정기적으로 배포하라. (예:

주간 뉴스레터)

4.0 .00 1.0

2 .

학 습

자-전

문 가

연 결

의 원

리

활

동

2.1.1. 수업 주제와 관련된 강좌 밖 전문가의 개

인학습환경을 네비게이팅하게 하라.
4.0 .00 1.0

지

원

2.2.1. 수업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개인학습환

경 목록을 제공하라.
4.0 .00 1.0

2.2.2. 수업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섭외하여 학

습자의 개인학습환경에 탑재된 창작물에 피

드백을 남기게 하라. (예: 블로그 포스팅에

댓글)

3.3 .47 1.0

3 .

학 습

자-자

원 연

결 의

원리

활

동

3.1.1. 수업 주제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자원을 비

판적으로 성찰하게 하라. (예: 비판적 성찰

글 작성)

3.7 .47 1.0

3.1.2. 수업 주제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다양한 자

원을 리믹싱(remixing)하여 창작물을 만들

게 하라. (예: 자유 주제 탐구)

4.0 .00 1.0

지

원

3.2.1. 수업 주제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다양한 자

원을 찾아 링크를 제공하라.
4.0 .00 1.0

3.2.2. 리믹싱(remixing)을 통한 창작물의 예시를

제공하라.
4.0 .00 1.0

4 .

학 습

자-도

구 연

결 의

원리

활

동

4.1.1. 개인학습환경을 구축하게 하라. (예: 블로

그 생성)
4.0 .00 1.0

4.1.2. 개인학습환경에서 수업 주제와 관련된 태

그(tag)를 활용하여 포스팅하게 하라. (예:

#스마트교육, #교육공학)

3.7 .47 1.0

지

원

4.2.1. 개인학습환경 구축 시 활용할 수 있는 서

비스의 예시를 제공하라.(예: 블로그 서비

스-네이버, 이글루스, 티스토리)

3.7 .4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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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략에 대해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은 크게 표현상의 문제 세 가지

가 있었다. 첫째, 설계원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즉, ‘A와 B 연

결의 원리’와 같이 설계원리의 이름만 제시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

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기재해야 한다.

둘째, 설계원리의 표현 방식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 ‘타 학습자’ 대신 ‘동료 학습자’, ‘학습의 창작물’ 대신 ‘학습을 통해

산출된 창작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이

해하기 쉽도록 표현 방식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몇몇 비문의 표현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활동’과 ‘지원’의 주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행동의 진술방식

을 통일해야 한다. 이는 1차 전문가 타당화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이지

만, 1차 전문가 타당화를 거치며 새롭게 추가된 세부전략의 경우 진술방

식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여 같은 지적을 받았다. 예컨대, ‘비슷한 학습목

표를 가진 학습자를 그루핑(grouping)하여 협력하게 하라(1.2.1.)’, ‘수업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섭외하여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에 탑재된 창작

물에 피드백을 남기게 하라(2.2.2.)’는 촉진자가 주체로서 수행하는 ‘지원’

에 해당하지만, 지원보다는 학습자의 활동을 나타내듯이 진술이 이루어

4.2.2.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 링크를 공유하는

저장소(repository)를 마련하라. (예:

Google Docs)

4.0 .00 1.0

5 .

메 타

인 지

조 절

의 원

리

활

동

5.1.1. 수업 초반에 자신의 학습목표를 세우게 하

라.
3.3 .47 1.0

5.1.2.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해 성찰하게 하라.

(예: 성찰일지 작성)
3.7 .47 1.0

5.1.3. 수업 주제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다양한 자

원 간의 관계를 확인하게 하라. (예: 개념

지도 작성)

3.7 .47 1.0

지

원

5.2.1. 학습자가 주차별로 해야 할 활동을 문서화

하여 제공하라. (예: 강의계획서, Google

Docs)

3.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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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라.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에 따른 설계원리의 수정

2차 전문가 타당화 의견을 반영하여 <표 Ⅳ-12>에 정리된 것과 같이

설계원리와 세부전략을 수정하였다.

우선, 각 설계원리의 이름과 함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설명이 포함

되어 있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원리의 이름 아래에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였다.

구분 검토 의견 수정 사항

표현

설계원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설계원리의 이름과 함께 구체적인 설명 포함

설계원리에 사용된

표현이 어려움

§ (예: 타 학습자 ➜ 동료 학습자,

학습의 창작물 ➜ 학습을 통해 산출된 창작물)

진술방식에 있어

활동과 지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학습자가 수행하는 활동의 서술방식은

‘(학습자가) ~하게 하라’, 설계자가 제공하는

지원의 서술방식은 ‘~을 제공하라’, ‘~을

지원하라’와 같이 통일함으로써 둘 사이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함

(예: 비슷한 학습목표를 가진 학습자를 그루핑

(grouping)하여 협력하게 하라(1.2.1.)

➜ 비슷한 학습목표를 가진 학습자를 그루핑

(grouping)하라.

수업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섭외하여 학습자

의 개인학습환경에 탑재된 창작물에 피드백을

남기게 하라(2.2.2.)

➜ 수업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섭외하고 학

습자의 개인학습환경에 탑재된 창작물에 피드

백을 요청하라.)

<표 Ⅳ-12> 전문가 검토 의견 및 수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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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계원리에 사용된 표현이 다소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하여, 몇 가지 표현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다. 예컨대,

‘타 학습자’를 ‘동료 학습자’로, ‘학습의 창작물’을 ‘학습을 통해 산출된 창

작물’로 변경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부전략의 진술방식에 있어 활동과 지원의 구분이 명확

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술방식을 수정하였다. 설계원

리는 설계자가 따라야 할 원리이므로 설계자의 입장에서 활동과 지원의

진술방식을 통일하였다. 예컨대, ‘비슷한 학습목표를 가진 학습자를 그루

핑(grouping)하여 협력하게 하라(1.2.1.)’는 ‘비슷한 학습목표를 가진 학습

자를 그루핑(grouping)하라’로, ‘수업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섭외하여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에 탑재된 창작물에 피드백을 남기게 하라(2.2.2.)’

는 ‘수업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섭외하고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에 탑

재된 창작물에 피드백을 요청하라’로 변경하였다.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설계원리 및 세부전략은

다음의 <표 Ⅳ-13>과 같다.

설계원리 및 세부전략

1. 학습자-동료 학습자 연결의 원리

학습자가 학급동료 및 교실 바깥의 학습자와 연결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활

동

(학

습

자)

1.1.1. 학습목표를 동료 학습자와 공유하게 하라.

1.1.2. 학습을 통해 산출된 창작물을 개인학습환경에 공유하게 하라. (예: 블로

그 전체공개 포스팅)

1.1.3. 동료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에 탑재된 창작물에 피드백을 주게 하라.

(예: 블로그 포스팅에 댓글)

지

원

(촉

진

자)

1.2.1. 비슷한 학습목표를 가진 학습자를 그루핑(grouping)하라.

1.2.2.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 활동을 종합한 자료를 제작하여 정기적으로 배포

하라. (예: 주간 뉴스레터)

<표 Ⅳ-13> 1차전문가타당화 결과를반영하여수정된 설계원리및세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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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전문가 연결의 원리

학습자가 교사 및 내용전문가와 연결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활

동

2.1.1. 수업 주제와 관련된 강좌 밖 전문가의 개인학습환경을 네비게이팅하게 하

라.

지

원

2.2.1. 수업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개인학습환경 목록을 제공하라.

2.2.2. 수업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섭외하고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에 탑재된

창작물에 피드백을 요청하라. (예: 블로그 포스팅에 댓글)

3. 학습자-자원 연결의 원리

학습자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 자원을 네비게이트하고, 이들을 종합 및 성
찰함으로써 일관된 이해를 구축하고, 기존의 자원을 종합 및 리믹싱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표
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활

동

3.1.1. 수업 주제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자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하라. (예:

비판적 성찰 글 작성)

3.1.2. 수업 주제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다양한 자원을 리믹싱(remixing)하여 창

작물을 만들게 하라. (예: 자유 주제 탐구)

지

원

3.2.1. 수업 주제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다양한 자원을 찾아 링크를 제공하라.

3.2.2. 리믹싱(remixing)을 통한 창작물의 예시를 제공하라.

4. 학습자-도구 연결의 원리

학습자가 네트워크상의 사람 및 자원과 연결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기
능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활

동

4.1.1. 개인학습환경을 구축하게 하라. (예: 블로그 생성)

4.1.2. 개인학습환경에서 수업 주제와 관련된 태그(tag)를 활용하여 포스팅하게

하라. (예: #스마트교육, #교육공학)

지

원

4.2.1. 개인학습환경 구축 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예시를 제공하라.(예: 블

로그 서비스-네이버, 이글루스, 티스토리)

4.2.2.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 링크를 공유하는 저장소(repository)를 마련하라.

(예: Google Docs)

5. 메타인지적 점검의 원리

학습자가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학습 과정에 대해 메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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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활

동

5.1.1. 수업 초반에 자신의 학습목표를 세우게 하라.

5.1.2.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해 성찰하게 하라. (예: 성찰일지 작성)

5.1.3. 수업 주제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다양한 자원 간의 관계를 확인하게 하라.

(예: 개념지도 작성)

지

원

5.2.1. 학습자가 주차별로 해야 할 활동을 문서화하여 제공하라. (예: 강의계획

서, Google 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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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의 설계 및 실행

가. 수업의 설계

설계원리에 대한 두 차례의 내적 타당화를 거친 후 외적 타당화를 위

해 설계원리를 반영한 총 5차시의 수업 교안을 개발하였다. 수업 설계안

에 설계원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수자와 협의하여 교안을 개발

하였다. 우선 연구자가 교육프로그램의 설계안과 수업자료를 교수자에게

설명하고 교수자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거쳐 교안

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5차시에 걸쳐 개발된 수업 교안은 [부록 1]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설계원리를 적용한 수업은 A대학교 사범대학의 교직과목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으로, 한 학기 동안 스마트 교육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강좌

는 초반에 스마트 교육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중반부터 스마

트 교육 기반의 교안 및 파워포인트 자료를 개발하며, 후반에는 마이크

로티칭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계원리

는 수업의 초반부에 적용되어 스마트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자 하였다.

본 설계원리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연결을 가정하고 있으

므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상황에 보다 적절하지만, 설계원리를

적용한 강좌의 경우 오프라인의 대학에서 운영되는 정규 강좌이므로 이

에 맞게 수업을 설계하였다. 즉, 학습자는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노트북,

스마트폰 등 각자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학습 활동을 수행하

였으며, 교수자는 학습자가 해야 할 활동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역할

을 했다. 오프라인 수업과는 별개로 온라인상에서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경우 학습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수

업시간 총 2시간 중 약 1시간을 떼어 학습자가 개인학습환경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할당하였으며, 주어진 시간 내에 활동을 끝마치지 못

했을 경우 수업시간 이후에 과제를 이어나가게 하였다. 설계원리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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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교수자가 수행한 단계별 세부활동 및 상세지침은 다음의 <표 Ⅳ

-14>와 같다.

단

계
범주 지원 내용 도구

설계

원리

수

업

전

개인학습

환경 공

유 페이

지 구축

Ÿ 링크를 가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수정

할 수 있는 개인학습환경 공유 페이지를

구축한다.
G o o g l e

Docs

학습자-

도구 연

결(4.2.2)

Ÿ 개인학습환경 공유 페이지에 주차별로

학습자가 해야 할 활동과 그 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표로 만들어 제시한다.

메 타 인

지적 점

검(2.2.1)

전 문 가

및 자원

탐색

Ÿ 스마트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의 개인학

습환경을 탐색하고, 링크를 Google Docs

페이지에 공유한다.

검 색 엔 진

( G o o g l e ,

Naver 등),

학술자료 검

색 엔 진

( R I S S ,

G o o g l e

Scholar 등)

학습자-

전 문 가

연 결

(5.2.1)

Ÿ 스마트 교육과 관련된 온라인상의 다양

한 자원을 탐색하고, 링크를 Google

Docs 페이지에 공유한다.

학습자-

자원 연

결(3.2.1)

예시 자

원 탐색

및 제작

Ÿ 학습자에게 제시될 활동의 창작물 예시

를 제작하거나 기존 자원을 찾아 Google

Docs 페이지에 공유한다.

촉진자 블로

그

학습자-

자원 연

결(3.2.2)

수

업

중

개 인 의

학습목표

설정

Ÿ 학습자로 하여금 수업을 통해 무엇을 배

우고 싶은지 Google Docs 페이지에 한

문장으로 작성하고, 동료 학습자와 공유

하게 한다.

G o o g l e

Docs 페이

지

메 타 인

지적 점

검

(2.1.1),

학습자-

타 학 습

자 연결

(6.1.1)

학 습 자

개인학습

환경 구

Ÿ 학습자에게 블로그 생성시 활용할 수 있

는 서비스의 예시를 제공한다.

블로그 서비

스(이글루스,

네이버, 티

스토리)

학습자-

도구 연

결(4.1.1,

4.2.1)

<표 Ⅳ-14> 설계원리가 적용된 단계별(수업 전-중-후)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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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Ÿ 블로그를 생성하게 한다.

네트워크

네비게이

팅

Ÿ 제시된 스마트 교육 전문가의 개인학습

환경을 자유롭게 네비게이팅하게 한다.

학습자-

전 문 가

연 결

(5.1.1)

온라인상

의 자원

간 구조

확인

Ÿ 비슷한 학습목표를 가진 학습자끼리 팀

을 이루게 한다.

학습자-

타 학 습

자 연결

(6.2.1)

Ÿ 온라인상의 다양한 자원을 탐색하면서

수업 주제에 대한 개념지도(concept

map) 작성해보게 한다.

d r a w . j o
(https://www.dr

aw.io)

메 타 인

지적 점

검(2.1.3)

학습활동

성찰

Ÿ 학습자가 개념지도 작성 활동에 대해 성

찰하는 글을 작성하게 한다.

학습자 개인

블로그

메 타 인

지적 점

검(2.1.2)

Ÿ 적절한 태그를 활용하여 성찰 글을 블로

그에 공유하게 한다.

학습자-

타 학 습

자 연결

(6.1.2)

학습자-

도구 연

결(4.1.2)

온라인상

의 자원

에 대한

비 판 적

성찰

Ÿ 수업 주제에 대한 온라인상의 다양한 자

원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그 내

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글을 써

보게 한다.

학습자 개인

블로그

메 타 인

지적 점

검(3.1.1)

Ÿ 적절한 태그를 사용하여 비판적 성찰글

을 블로그에 공유하게 한다.

학습자 개인

블로그

학 학 습

자-타학

습자 연

결(6.1.2)

습자-도

구 연결

(4.1.2)

자유 주

제 탐구

Ÿ 학습자 스스로 관심 주제를 선정하고 온

라인상의 다양한 자원을 2개 이상 종합

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관점을 제시

하는 주제 탐구를 실시하게 한다. 이때

수업 전 미리 준비한 리믹싱(remixing)을

통한 창작물의 예시를 참고하게 한다.

학습자-

자원 연

결(3.1.2,

3.2.2)



- 66 -

나. 수업의 실행

1) 수업 전

수업 전에는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의 환경을

구축하였다. 기존의 수업이 강좌별로 구축된 LMS를 활용하였던 것과 달

리, 본 수업에서는 Google Docs 페이지를 활용하였다. Google Docs 페

이지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동으로 문서를 수정할 수 있

으며, 강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링크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본 수업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Google Docs를 활용하였다.

먼저, 학습자가 주차별로 수행한 활동의 링크를 공유하는 저장소로서

Google Docs를 활용하였다. Google Docs 페이지는 공동문서작업도구로

서 링크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어느

Ÿ 적절한 태그를 활용하여 주제탐구의 결

과물인 창작물을 블로그에 공유하게 한

다.

학습자 개인

블로그

학습자-

타 학 습

자 연결

(6.1.2)

습자-도

구 연결

(4.1.2)

Ÿ 동료 학습자의 창작물에 두 개 이상의

댓글을 남기게 한다.

학습자-

타 학 습

자 연결

(6.1.3)

수

업

후

학습자의

분 산 된

활동 종

합

Ÿ 매주 학습자가 블로그에서 수행한 활동

을 종합하고 간단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뉴스레터를 만들어 배포한다.

파워포인트,

메신저(카카

오톡 등)

학습자-

타 학 습

자 연결

(6.2.2)

피 드 백

제공

Ÿ 강좌 외부의 학습자 및 전문가에게 개인

학습환경 공유 페이지의 링크를 공유하

고, 학습자의 블로그에 탑재된 창작물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G o o g l e

Docs 페이

지 URL 주

소

학습자-

전 문 가

연 결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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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나 접속하여 자신이 수행한 활동의 링크를 공유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주차별로 학습자가 해야 할 활동에 대해 표를 만들어 안내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때 각 활동마다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또한 링크를 통해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Ⅳ-2]와 같이 가로 행은

‘활동’과 ‘자원’으로, 세로 열은 주차별 예정된 활동으로 구분된 표를 만

들었다. 그리고 ‘스마트 교육’이라는 본 수업의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개인학습환경 및 자원을 탐색하여 링크를 공유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수

행하게 될 개념지도 작성 활동, 비판적 성찰 글 작성 활동, 자유 주제 탐

구 활동의 결과물을 제작하거나 기존 자원을 찾아 마찬가지로 Google

Docs 페이지에 공유하였다.

2) 수업 중

[그림 Ⅳ-2] 수업에서 활용된 Google Docs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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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수업에서는 각자 학습 목표를 세우고 이를 동료 학습자와 공유

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학습자는 수업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한 문장으로 Google Docs 페이지에 작성하였다. 동일한 Google Docs 페

이지에 학습목표를 작성함으로써 다른 학습자와 학습목표를 공유할 수

있었다.

이후에는 학습자 각자가 개인학습환경을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5차

시에 걸친 비교적 짧은 적용 기간 동안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게 한다면

학습자에게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개인학습

환경으로서 블로그를 활용하게 하였다. 블로그 생성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예시(네이버, 티스토리, 이글루스 등)를 제공하고 학습

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생성한 블로그 주소는 Google Docs 페이

지에 공유하도록 하였다.

블로그를 생성한 후에는 Google Docs 페이지를 통해 제공된 스마트

교육 전문가의 개인학습환경 목록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네비게이팅하도

록 하였다.

2차시 수업에서는 온라인상의 자원 간의 구조를 확인하는 활동을 수행

하였다. 활동을 위해 촉진자는 지난 수업에서 공유되었던 학습목표를 바

탕으로 비슷한 학습목표를 가진 학습자끼리 팀을 구성해주었다. 팀은 크

게 ‘스마트 교육의 효과에 대해 알고 싶다’는 학습목표를 가진 팀과 ‘스

마트 교육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 알고 싶다’는 학습목표를 가진 팀 두

개로 나뉘었다. 각 팀별로 스마트 교육과 관련된 온라인상의 다양한 자

원을 탐색하면서 스마트 교육에 대한 개념지도를 작성해보게 하였다. 이

때 ‘draw.jo’라는 개념지도 작성 지원 온라인 도구를 안내하고 도구를 활

용하여 공동으로 개념지도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에는 개념지도 작성 활동에 대해 성찰 글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

다. 자신의 팀에서 만든 개념지도를 그림 파일로 추출하여 개인 블로그

에 공유하고 그림 아래에 개념지도 작성 활동에 대한 성찰 글을 작성하

게 하였다. 이때 수업 주제와 관련된 적절한 태그를 사용하여 성찰 글을

블로그에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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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수업은 휴강인 관계로 과제로 대체되었다. 과제는 스마트 교육

에 대한 온라인상의 다양한 자원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비판적으

로 성찰하는 글을 작성해보는 활동이었다. 작성된 글은 적절한 태그를

사용하여 블로그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4차시 수업은 자유 주제 탐구 활동이 이루어졌다. 학습자 스스로 관심

주제를 선정하고, 온라인상의 다양한 자원을 2개 이상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관점을 제시하는 주제 탐구를 실시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때, 수업 전에 미리 제작해두었거나 찾아두었던 리믹싱(remixing)을 통

한 창작물의 예시를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주제 탐구 활동은 학습자가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5차시 수

업까지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 탐구의 결과물은 창작물

은 적절한 태그를 활용하여 블로그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

다. 또한 동료 학습자의 창작물에 두 개 이상의 댓글을 남기게 하였다.

3) 수업 후

매 차시 수업 후에는 주간 뉴스레터(Weekly Newsletter)를 제작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였다. 연결주의 학습원리에 따르면, 분산되어 이루어지

는 학습자의 활동을 종합함으로써 콘텐츠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을 지원하는 것은 촉진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cMOOC의 경우 데일

리 뉴스레터(Daily Newsletter)를 통해 트위터, 블로그 등에서 분산되어

이루어진 학습자의 활동을 종합함으로써 학습자가 서로의 콘텐츠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Downes, 2011; Skrypnyk et al., 2015; Wang et

al., 2017). 본 강좌에서는 [그림 Ⅳ-3]과 같이 주간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주차별로 이루어진 학습자의 활동을 종합하고 각 활동의 링크를 제공하

였다. 이때, 각 학습자의 활동에 대해 촉진자의 간단한 코멘트를 추가함

으로써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제작된 주간 뉴스레터는 매주 온라인 메신

저를 통해 학습자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강좌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학습자의 블로그에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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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된 창작물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

공학 전공 대학교수 및 교육공학 전공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생에게

Google Docs 페이지의 링크를 제공하고 댓글을 달아줄 것을 요청하였

다.

[그림 Ⅳ-3] 매주 학습자에게 제공된 뉴스레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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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적 타당화

가. 학습자 반응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 중 참여에 동의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에 대

한 학습자 반응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는 총 10명이었

으며, 이 중 7명의 학습자가 반응검사 참여에 동의하였다. 학습자 반응검

사는 크게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과 설계원리가 적용

된 수업 전반 및 개별 설계원리의 강점, 약점, 개선점을 묻는 심층면담으

로 이루어졌다.

1) 학습자 만족도

수업 만족도 검사는 수업의 효과성(1~2번 문항), 효율성(3~4번 문항),

매력성(5~6번 문항)을 묻는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습자는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

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 응답하였다. 학습자의 응답 결

과는 아래의 <표 Ⅳ-15>와 같다.

평가 문항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1. 개인학습환경 활동을 통해 교실 밖의 다양한 사
람과 연결되었다.

2.71 1.03 1 4

2. 개인학습환경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자원 및 정보
와 연결되었다.

4.29 0.45 4 5

3. 개인학습환경 활동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3.43 0.90 2 5

4. 짧은 시간 동안 깊이 있게 주제를 탐구할 수 있
었다.

3.43 1.05 1 4

5. 개인학습환경 활동은 흥미로웠다. 3.43 0.73 2 4

<표 Ⅳ-15> 본 수업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결과 (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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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설문 문항의 평균은 4.29에서 1.71로 문항에 따라 큰 결과의 차이를

보였다. 학습자는 개인학습환경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자원 및 정보와 연

결되었다고 응답한 반면(M=4.29, SD=0.45), 교실 밖의 다양한 사람과 연

결되었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었다

(M=2.71, SD=1.03). 특히,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개인학습환경 활동을 이

어나갈 것인지를 묻는 문항은 가장 낮은 점수(M=1.71, SED=.70)를 받았

고 최대값 또한 3점(보통이다) 이하로 나타나, 학습자가 개인학습환경 활

동에 대해 느끼는 매력 또는 흥미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 설계원리가 적용된 수업 전반에 대한 학습자 반응

수업 전반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수업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해 묻는 개방형 문항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

우 설문에 뒤이어 실시된 심층면담에서 학습자의 응답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수업 전반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 Ⅳ-16>과 같다.

6.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개인학습환경 활동을 이
어나갈 것이다.

1.71 0.70 1 3

범주 학습자 반응

강점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사람과 지식 및 의견 공유

활용 가능한 정보의 다양성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지식 보충

형식의 제약 없는 자유로운 학습

약점
네트워크상에 활동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친숙하지 않은 테크놀로지

<표 Ⅳ-16> 수업 전반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한 학습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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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업 전반의 강점

(1)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사람과 지식 및 의견 공유

학습자는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사람과 지식 및 의견을 공유할 수 있

다는 점을 수업 전반의 강점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온라인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 및 자원과 연결을 형성하는 것을 곧 학습이라고

보는 연결주의 학습 원리에서 지향하는 바로, 학습자는 강좌의 교수자

및 수강생뿐만 아니라 강좌 밖의 전문가 및 학습자와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 및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지식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

이 좋았어요. (학습자 G)

(2) 활용 가능한 정보의 다양성

학습자는 활용 가능한 정보가 다양하다는 점을 수업의 강점으로 언급

하였다. 이는 연결주의 학습에서 교수자는 더 이상 지식의 절대적인 원

천이 아니라는 선행연구(Garcia et al., 2015)의 주장과 일치한다. 학습자

는 교수자가 전달하는 지식 및 자료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교수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준비한 자료에 국한되지 않고, 인터넷

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보다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개선점

짧은 수업 적용 기간

블로그 활동의 목적에 대한 사전 안내 제공

수업 주제(스마트 교육)에 대한 사전 강의 실시

온/오프라인 환경의 특징 적절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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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업의 다양성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습자 E)

(3)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지식 보충

본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활동에 대해 강좌의 교수자 및 수강생을 비롯

하여 강좌 밖의 전문가 및 학습자가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매주 뉴스레

터를 통해 강좌의 촉진자가 학습자의 블로그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

하였으며, 촉진자는 학습자가 블로그에 올린 글에 대해 강좌의 수강생뿐

만 아니라 강좌 밖의 전문가 및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요청하였다. 학습

자는 피드백을 통해 개인의 부족한 지식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을 수업

의 강점으로 언급하였다.

서로 댓글을 통해 활발한 피드백이 이루어졌는데.. 집단의 지식으로 개

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학습자 C)

(4) 형식의 제약 없는 자유로운 학습

전통적인 수업과 비교하여, 본 수업은 상대적으로 학습자에게 보다 많

은 자율성을 제공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학습자는 개인 블로그에서 학습

활동을 수행하며, 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였다. 수업에서 지

정된 교재나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지식은 없으며, 주어지는 참고자료

중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는 자료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다. 학습자 스

스로 관심 주제를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탐구하고, 과제를 수행할 때 반

드시 따라야 할 형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습자는 형식의 제

약 없이 자유로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강점으로 언급하였

다.

블로그를 쓴 거는 저는 좋은 거 같은 게.. 어쨌든 자기만의 공간이잖아

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상 대학 와서 글을 써

본 경험이 거의 뭐 레포트 쓸 때 아니면 거의 없는데, 어쨌든 블로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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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형식의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는 좋았고.. (학습

자 D)

나) 수업 전반의 약점

(1) 네트워크상에 활동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본 수업에서는 학습자 개인의 블로그를 기반으로 학습 활동이 이루어

졌다. 강좌의 교수자 및 수강생만 접근할 수 있는 기존의 LMS와 달리,

학습자 개인 블로그는 네트워크상에서 누구나 검색 등을 통해 접근이 가

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학습자는 인터넷 환경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이 때문에 블로그에 글을 작성할 때

에도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모습을 보

였다.

개인정보 노출이 될 만한 그런 껀덕지가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예를 들면 카페 같은 거에 댓글 같은 거 남겨도, 카페에 딱 닉네임 클릭

해서 이 사람의 블로그 보기.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 환경

때문에 맨 처음엔 약간 좀 거부감이 들었던 거 같아요. (중략) 나의 신상

이라든지 그런 개인정보에 관한 게 하나도 안 들어간 깨끗한 상태의 블

로그에서 하고 싶었어요. (중략)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더라도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학습자 A)

또한, 글의 성격 상 성찰적인 글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

기도 했다. 개념지도를 작성하거나 주제탐구를 하는 등의 과제를 공유하

는 것은 괜찮지만, 자신의 활동 및 학습에 대해 메타인지적으로 돌아보

는 성찰 글을 네트워크상에 공개하는 것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성찰

이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쉽다는 것이다.

이런 과제 글 같은 거는 괜찮은데.. 성찰 글 같은 거는 약간 부담을 느

낀다고 해야 되나? 내가 성찰하는 걸 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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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도 있고. 의식적으로 성찰을 하려는 순간 되게 피상적이 되는 것

같아요. (학습자 A)

개인 성향 상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글이 노출되고 피드백을 받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학습자도 있었다. 이 학습자는 자신의 글쓰

기에 대한 자신감이 낮았는데, 자신감의 수준이 낮으면 동기의 측면에서

연결주의 학습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Kop,

2011)

저는 제 성격상 (블로그에 글을 공유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또 제가 글을 못 쓴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뭔가 제 글을 다

른 사람이 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거를 전체공개하고 또

그걸 보고 댓글을 달고 이러니까.. (학습자 G)

(2) 친숙하지 않은 테크놀로지

본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활동을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도

구를 제공하였다. 예컨대, 개념지도 작성 활동을 도와주는 온라인 도구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스마트 교육에 대한 개념지도를 작성하게 했다.

그러나 학습자는 처음 사용해보는 테크놀로지가 익숙하지 않았다고 응답

했으며, 친숙하지 않은 도구의 활용으로 인해 오히려 활동의 효율이 떨

어졌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연결주의 학습에 장

벽을 형성할 수 있으며(Kop, 2011),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적절한 테크놀

로지를 선택하고 테크놀로지에 익숙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및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툴을 썼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패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학습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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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건데, 오히려 이거를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허비될 수도 있을 거 같은? 안 익숙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학습

자 F)

다) 수업 전반의 개선점

(1) 짧은 수업 적용 기간

학습자는 블로그 활동이 이루어진 수업의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을

수업의 약점으로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원리의 외적 타당화를

위해 총 5차시에 걸쳐 수업에 설계원리를 적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학습자는 블로그 활동이란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5차시라는 짧

은 기간 동안만 블로그 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학

습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개인학습환경을 구축해가는 데 소요되

는 일정한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한 학기 단위의 수업을 설계해야 할 것

이다.

저는 처음에 블로그 활동한다고 했을 때, 저는 한 학기 동안 계속 하면

서 뭔가 그럴싸한 블로그를 만들겠거니 하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글을 세 개 밖에 안 썼고, 그래서 좀 아쉬웠고,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진

짜 좀 제대로 해가지고, 한 학기 내내 큰 프로젝트처럼 하면 좋을 것 같

아요. (학습자 D)

블로그 활동 하는 게 상당히 대형 프로젝트인데, 수업시간 50분씩 활용

해서 4번 만에 끝내는 건 5번인가? 좀 대형 프로젝트 대비 들이는 시간

이 적어서 성과가 아무래도 너무 적지 않았나 생각이 들구요. (학습자 C)

(2) 블로그 활동의 목적에 대한 사전 안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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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수업 초기에 블로그 활동의 목적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것을

개선점으로 언급하였다. 실제로 본 수업에서 연구자는 파워포인트 3장

분량으로 연결주의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블로그 활동의 목적을 설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는 블로그 활동의 목적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점을 개선점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연

구자가 연결주의와 블로그 활동의 목적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사전 안내

를 제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한 가지 전반적인 데에서 아쉬웠던 점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조교

님 그 논문에 쓰인다는 그 사실만 알았지, 이 블로그 활동을 왜 하는지

목적을 모르는 상태로 진행.. (학습자 D)

(3) 수업 초반에 수업 주제(스마트 교육)에 대한 강의 실시

수업 초반에 본 수업의 주제인 스마트 교육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는

것이 수업의 개선점으로 언급되었다. 본 수업에서 교수자는 지식을 전달

하기 보다는 학습자가 보다 많은 사람 및 정보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는 스마트 교

육을 개괄적으로 안내하는 강의가 제공되어 수업 주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약간 이런 거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거든요? 처

음에는 스마트 교육의 정의를 내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종류의 것이

있고,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 혹은 적용되지 않고 어느 단계에 있다.

그런데 한계가 이런 게 있고,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은 이런 게 있다, 아

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볼 거다 라고 방향을 제시해주면 좋았을텐

데,. (학습자 C)

온라인 강의 등 학습자가 관련 기초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이 처음

에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학습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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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오프라인 환경의 특징 적절히 활용

본 설계원리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연결을 가정하고 있으

므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상황에 보다 적절하지만, 설계원리를

적용한 강좌의 경우 오프라인의 대학에서 운영되는 정규 강좌이므로 이

에 맞게 수업을 설계하였다. 즉, 학습자는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노트북,

스마트폰 등 각자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학습 활동을 수행하

였으며 주어진 시간 내에 활동을 끝마치지 못했을 경우 개별적으로 수업

시간 이후에 과제를 이어나가게 하였다.

학습자는 교실에 모여 온라인으로 활동을 수행하면서 오프라인의 특징

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예컨대, 비슷

한 학습목표를 가진 학습자끼리 팀을 이루어 개념지도를 작성한 활동의

경우,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기보다 오프라인의 특징을 살려 종이와 펜을

활용하여 개념지도를 작성했다면 팀 구성원 간 보다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이 언급되었다. 또한, 온라인 도구가 익숙하지 않

거나 인터넷 연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오프라인의 특징이 대안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온·오프라인의 특징을 적절히 활용

한 수업을 계획하는 것이 수업 전반의 개선점으로 언급되었다.

어차피 한 공간에 있으니까, 서로 얘기하면서 했으면 좀 더.. 왜냐면 이

것도 처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다루는 것도 조금 익숙하지 않고

한데, 또 말도 안 하고 혼자 하니까 이게 보이긴 하지만 바로바로 말 하

면서 하는 더 효과적이었을 거 같아요. (학습자 G)

오프라인에서도 같이 토의를 하면서 했었으면 제가 인터넷이 안 됐어

도 뭔가 그 작성하는 데에 좀 참여를 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그냥 말없

이 오프라인이 아니라 그냥 온라인상에서만 이렇게 되니까, 장소를 한 군

데에 모아놓는 의미가 약간 퇴색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

요. (학습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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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 세부전략에 대한 학습자 반응

개별 세부전략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세부전략별 강

점, 약점, 개선점을 묻는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개별 세부전략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한 학습자의 응답을 전략별로

범주화하여 코딩하였다. 이후 세부전략 전반에 걸쳐 강점, 약점, 개선점

각각에 대해 높은 빈도를 보인 응답을 선택적으로 재범주화하였다. 개별

세부전략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한 학습자 반응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 Ⅳ-17>과 같다. 개별 세부전략 전체에 대한 학습자 응답의

코딩 결과는 [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범주 학습자 반응 세부 전략

강점

활동을 위해 제공된 다양한 참고자료 활용

전략 2.2.1.

전략 3.2.1.

전략 3.2.2.

뉴스레터를 통한 동료 학습자와의 연결 전략 1.2.2.

전문가 피드백을 통한 관점의 확장 및 자신감 향상 전략 2.2.2.

강의계획서 및 저장소로서의 Google Docs 페이지
전략 4.2.2.

전략 5.2.1.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 전략 5.1.2.

약점

활동을 위한 사전 지식의 부족

전략 3.1.1.

전략 3.1.2.

전략 5.1.1.

자유 주제 선정의 어려움 전략 3.1.2.

개선점
수업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 습득을 위한 활동

전략 3.1.1.

전략 3.1.2.

전략 5.1.1.

자원을 주제에 따라 유형화하여 제시 전략 2.2.1.

<표 Ⅳ-17> 개별 세부전략의 강점에 대한 학습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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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별 세부전략의 강점

(1) 활동을 위해 제공된 다양한 참고자료 활용

본 수업의 촉진자는 학습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참고자료

를 탐색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예컨대, 스마트 교육을 활발히 적

용하고 있는 현장 교사와 같은 전문가의 블로그 또는 개인 홈페이지의

목록을 제공하고, 스마트 교육을 주제로 한 비디오, 아티클, 학술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 전문가 목록 및 참고자료는 하이

퍼링크를 활용하여 제공함으로써 필요시 학습자가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대해 학습자는 스마트 교육에 대한 정의 또는 스마트 교육에 대

한 전반적인 논의를 파악하는 등 스마트 교육에 입문하는 데 참고자료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유 주제 탐구를 위한 주제를 선정

할 때 제공된 참고자료를 통해 아이디어를 환기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

다.

진짜 막막했을 때, 이런 거라도 보면서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렇게 진

행되고 있구나, 이런 논쟁거리가 있구나 처음에 알 수 있어서 저는 좋았

습니다. (학습자 D)

저는 약간 처음에 아이디어 환기용으로는 좋았던 거 같아요. 제가 이걸

보고 주제를 잡았던 거거든요? 스마트 교육 미국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

나요? 이거 보고 외국의 스마트 교육을 했던 거 같은데, 아무래도 스마트

교육의 개념도 생소하고 그러다보니까 주제를 잡는 게 어려운데, 이런 글

전략 3.2.1.

참고자료의 종류 다양화 전략 5.2.1.

뉴스레터의 목적에 대한 사전 안내 제공 전략 1.2.2.

강좌 공통 태그 활용 전략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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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읽어 보면서 주제를 생각해보기엔 좋았던 거 같고.. (학습자 F)

또한, 본 수업에서 촉진자는 학습자가 수행한 활동의 결과로 산출될

창작물의 예시를 사전에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이는 학습자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되, 촉진자가 제공한 예시의 형식에 제한

을 받지 않도록 학습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하였다.

이에 대해 학습자는 촉진자가 제공한 예시를 통해 창작물의 형식을 참

고하면서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하였다.

아무 것도 없이 쓰라고 했으면 막막했을 거 같은데, 가이드라인처럼 적

용됐던 거 같아요. (학습자 B)

형식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링크 걸고, 비판적 성

찰 할 때는 링크 밑에 비판 글 한 문단 정도 쓰면 되겠다 하고 심적인

부담을 많이 덜어주셨죠. (학습자 C)

하신 예시, 농촌 그거 제시해주셔서 좋았어요. 뭔가 예시를 주는 게 좋

은 거 같아요. 막막한데 예시가 하나 있으면 저런 식으로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중략) 과제의 방향 같은 걸 알 수 있으니까, 예시

가 있으면. 그래서 좋았던 거 같고.. (학습자 G)

(2) 뉴스레터를 통한 동료 학습자와의 연결

매주 학습자에게 제공된 뉴스레터는 개별 학습자의 블로그에서 분산적

으로 이루어진 활동을 종합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촉진자는 뉴스레터를

통해 개별 학습자가 작성한 글을 2~3 문장 정도로 간단히 소개하고, 촉

진자의 피드백과 함께 해당 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학습자는 동료 학습자의 블로그에 일일이 들어가 보지 않고

도 다른 학습자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흥미로운 글이

있을 때는 선택적으로 블로그에 들어가 글을 읽어볼 수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본 설계원리가 적용된 수업의 수강생은 1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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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인원이 보다 많은 수업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보다 유용할 것이

라는 의견 또한 있었다.

뉴스레터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읽어야 할 글이 뭘지,

더 흥미가 가는 글이 뭘지 선택해서 읽을 수도 있고.. (학습자 A)

다 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게 블로그가 각각 개인 블로그니까 그거

에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보기 힘든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더 관심 있

으면 링크까지 달아주셔서 들어갈 수 있던 점이 좋았던 거 같아요. (학습

자 F)

인원이 많은 수업에서 하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중략) 사실 이 수업

같은 경우는 맘만 먹으면 다 둘러볼 수 있는 인원이라서.. 많은 수업이라

면 뉴스레터 정리해서 보는 게 훨씬 시간 절약도 되고 좋은 거 같아요.

(학습자 D)

특히, 촉진자의 코멘트는 다른 학습자의 블로그에 들어가 보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컨대, “특히 스마트 교육을 정의한 부분은

모두 꼭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단순히 소

개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통찰을 잘 작성해주셨으니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한 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와 같이 다른 학습

자의 글을 읽어 보도록 유도하는 적절한 코멘트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볼 만한 것 같으니까 한 번 보면 좋을 거 같아요, 이 부분

에서 들어가서 본 거 같아요. 그 말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보내

주신 거에서 찾아봤던 거 같아요, 들어가서. (학습자 F)

또 코멘트 달아주시고 해서 그것만 봐도 좀 이해를 하고, 더 관심 있으

면 링크까지 달아주셔서 들어갈 수 있던 점이 좋았던 거 같아요. 코멘트

와 바로 갈 수 있는 링크. (학습자 G)



- 84 -

(3) 전문가 피드백을 통한 관점의 확장 및 자신감 향상

촉진자는 사전에 교육공학 분야의 교수 및 대학원생을 섭외하여 학습

자의 블로그 활동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활동을 종합한 Google Docs 페이지 링크를 공유함으로써 학습

자의 블로그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전문가는 학습자 블로그에 탑재된

창작물에 대해 댓글의 형태로 자유롭게 피드백을 주었다.

학습자는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었다고 응

답했다. 특히, 더 생각해보아야 할 점에 대해서 제시해주거나 학습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한계에 대해 지적해준 측면을 강점으로 인식하였

다.

생각하는 폭을 넓힐 수 있다 해야 되나? 그래서 좋았던 거 같아요. (학

습자 B)

저는 한계 지적해준 측면에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학습자 C)

학습자에게 전문가의 피드백은 활동에 대한 일종의 인정으로 인식되었

다. 학습자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었을

때 학습자는 전문적 지식 없이 글을 쓴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었다. 또

한 이를 블로그라는 개인적인 공간에 탑재하면서 내 생각으로만 그쳐버

린다는 고립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전문가가 피드백을 달아줌으로써

학습자는 자신의 글도 하나의 관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

고, 자신의 글이 하나의 논의의 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를 찾았다.

내 관점이 아주 작지만, 그래도 이 분들이 완전히 허황되게 바라보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이런 관점이 어떻게 해서 맞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생

각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예 정말 교육공학

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글을 쓰면서도 사실 이게 맞는 말인가 약간, 교



- 85 -

수님이 보시면 엄청 웃긴 거 아닐까 했는데 진지하게 달아주시니까 생각

이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구나 약간 그런 느낌? (학습자 F)

내가 한 활동이 그냥 한 번 하고 증발해버리는 일회성이 아니고 누군

가에 의해서 봐졌구나 이런 게.. 블로그라는 건 되게 개인공간의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되게 일기 형식의 느낌이었다면, 계속 글 쓰는 동안 댓글

이 달림으로써 정말 공개된 논의의 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구나 라는 느

낌이 좀 들었어요. (학습자 F)

특히, 전문가의 피드백은 동료 학습자의 피드백과는 달리 신뢰할 만하

고 배울 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연결주의 학습을 위해 집단적

그룹 블로그(collective group blog)를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블로그에

참여한 학습자는 동료 학습자의 피드백은 때때로 지나치게 공손하여 비

판적인 리뷰로 이어지지 못한 반면 수업의 스태프(academic staff)가 건

설적이고 비판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고 응답했다(Garcia

et al., 2015). 위 선행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습자에게 전문가의 피

드백은 동료 학습자의 피드백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인식

되고 있었다.

뭔가 앞에서는 그냥 같은 학습자끼리 한 건데, 이거는 좀 전문가가 피

드백을 해주는 거니까, 좀 더 신뢰할 만 하고,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학습자 G)

(4) 강의 계획서 및 개인학습환경 공유 환경으로서의 Google

Docs 페이지

본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의 환경으

로 Google Docs 페이지를 활용하였다. 먼저, 주차별로 학습자가 해야 할

활동에 대해 안내하는 강의계획서로서의 역할을 했다. 총 4차시로 진행

된 수업에 대해, 각 차시의 활동과 그 때 참고할 수 있는 자원을 표로

만들어 제시하였다. 또한 매 수업시간마다 Google Docs 페이지를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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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활동을 수행하게 하여 전체 학습자가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자는 Google Docs 페이지가 강의계획서와 같이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응답했다. Google Docs

페이지는 주차별 활동과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 활동

의 진행 과정에 대해 알 수 있었다는 점이 강점으로 제시되었다.

수업 전반적인 내용을 한 눈에 흐름을 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던

거 같아요. (중략) 일단 언제까지 이 활동이 어떤 과정으로 되는지에 대

해서 알 수 있어서. (학습자 A)

강의계획서처럼 주별로 있으니까, 그 주에 뭐 했는지 무슨 활동 했는지

한 번에 보기 쉬웠던 거 같아요. (중략) 딱 틀어주셨을 때 이렇게 처음에

봤던 거 같아요. 몇 주차에 뭐 했고.. (학습자 G)

두 번째로, Google Docs 페이지는 학습자가 주차별로 수행한 활동의

링크를 공유하는 개인학습환경 공유 환경으로서 활용되었다. Google

Docs 페이지는 권한이 부여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정할 수 있는 공동

문서 작업 도구이므로, 학습자가 어느 때나 접속하여 자신이 수행한 활

동의 링크를 공유할 수 있다.

학습자는 개인학습환경 공유 환경으로서 Google Docs 페이지의 활용

이 다른 학습자의 블로그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고 응답했다. 개별 학

습자가 수행한 블로그 활동의 링크를 한 곳에 모아둠으로써 원하는 때에

곧바로 다른 학습자의 글을 찾아 들어갈 수 있었고, 한 화면에 모든 링

크가 공유되어 있어 네비게이션 구조가 단순하므로 개별 학습자의 글을

클릭해서 보고 다시 나와야 하는 기존의 LMS보다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하였다.

우리가 글을 쓰는 게 하나의 사이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블로

그에서 하는 거니까 그걸 모으려면 링크가 필요한데, 아무 때나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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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라서 좋았고, (학습자 D)

개별 목록이 생성돼서 들어가서 보고 나오고 이 시스템이 아니라 한

화면에서 딱 있다 보니까, 뭔가 더 학습환경이 온라인이지만 공유돼있는

느낌을 받았었고, 다른 사람의 글로 접근성도 좀 더 쉬웠던 거 같아요.

뭔가 OOO(A대학교의 LMS)보다 훨씬 가시적이고, 한 눈에 보이고. (학

습자 F)

(5)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

학습자는 스마트 교육에 대한 관심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기존

에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자원을 탐색 및 종합하여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

는 글을 작성해보는 리믹싱(remixing) 활동을 수행했다. 리믹싱은 기존

의 자원을 사용하여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는 것으로, 연결주의 학습의

주요한 활동 중 하나이다(Wang, Chen, Anderson, 2014). 리믹싱은 학습

자에게 깊은 인지적 참여를 요구하는 활동으로, 리믹싱을 통한 창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학습자는 다른 기술, 정보, 사람과 더 심화적인 연결을 형

성해야 한다(Wang, Chen, Anderson, 2014).

리믹싱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탐색이 이루어졌

다고 응답했다. 자신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주제와 스마트 교육 간의 관련성을 찾기 위해 스마트 교육의 개념에 대

한 고민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었다. 또한, 여러 가지 자원을 종합하여 하

나의 관점을 가진 완결성 있는 글을 쓰면서 스마트 교육에 대해 진지하

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

원래 스마트 교육 이게 스마트 기기만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그.. 거기

서는 이제 미래 역량을 대비한 교육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코딩도 4차 산

업혁명하면서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다 포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어

요 (학습자 E)

제가 글을 자유롭게 찾아보는 거였잖아요. 주제도 아예 잡아서. 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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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완결성, 나름 갖춰진 글을 만들려다 보니까. 두 가지 글을 참고했

는데, (중략) 그 둘을 어떻게 하나의 글로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

민해보면서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것

같고.. (중략) 모든 활동 중에 제일 의미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스스로

자료를 찾아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글을 구성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제일

힘들고 제일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어요. (학습자 F)

나) 개별 세부전략의 약점

(1) 활동을 위한 사전지식의 부족

본 수업에서는 스마트 교육에 대한 교수자의 직접적인 강의를 제공하

지 않고, 학습자 스스로 스마트 교육에 대해 탐색해보게 하였다. 예컨대,

스마트 교육과 관련된 온라인상의 자원을 비판적으로 성찰해보거나, 스

마트 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고 주제에 대해 탐색해보는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학습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권한을 학습자에게

위임하였다. 이때 강좌의 촉진자는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참

고자료를 제공하고,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대해 다수의 학습자가 스마트 교육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활동을

수행해야 했던 것을 약점으로 제시하였다. 예컨대, 온라인상의 자원에 대

한 비판적 성찰 활동을 수행할 때 스마트 교육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있

지 않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거를 비판할 만한 지식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고, 오히려 더 왜곡

된 지식을 형성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 제가 그냥 멋도 모르고 있어

보이는 말 나열하는 게 아닌가, 비판이 아니라, 쓰라고 하니까, 비판을 위

한 비판. (학습자 C)

이게 스마트 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잖아요. 근데 제가 선택한 글에

서 말한 구글 클래스룸이나 이런 게 스마트 교육의 범주 안에 있다는 것

도 사실 잘 와 닿지가 않았거든요. (중략) 스마트 교육에 대한 개념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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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잡혀 있었던 거 같아서, 그냥 정말 제가 읽은 구글 클래스룸에 대한

장단점 분석 정도이지, 스마트 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이렇게까지는 못

갔던 거 같아요. (학습자 F)

또한, 초기에 학습목표를 설정하거나 주제 탐구 활동을 위한 주제를

선정할 때에도 스마트 교육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 구체적이기보다는

어느 분야에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목표 및 주제를 세웠다는 점이

약점으로 제시되었다.

저는 스마트 교육에 대해 살면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 수업

에서 처음 들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거를 찾아봐야 되나

이런 게 너무 막막해서, 처음에는. 대충 뭐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뭔가

배우고 난 상태였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알아보고 싶다 그런 게

있었을 거 같은데, 그게 아니어서 처음에 그냥 올려주신 링크 대충 보면

서 별로 이렇게 막.. (학습자 D)

뭔가 사전지식이 있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했을텐데, 저도 잘 몰라서

그렇게 정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예시 제시해 주셔가지고 그거 보고

좀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사전에 스마트 교육에 대한 지식이나 그

런 경험들이 있으면 좀 더 학습 목표가 더 생산적이지 않았을까? (학습

자 G)

스마트 교육이 뭔지 잘 모르는 거는 맞고, 그러다 보니까 제 주제가 아

마 어떻게 보면 너무 보편적인 주제이긴 하잖아요, 참신한 건 아니고. 스

마트 교육의 종류와 효과, 그래서 이 정도 밖에 세울 수가 없었던? 자세

히 알면 그 주제에 맞는 좀 더 참신한 다른 연구 주제가 나왔을 수도 있

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니까 그냥 무난하게, 솔직히 근데 스마트 교육

이 아니어도 어떤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주제이니까 그렇게 잡게 된

것 같아요. (학습자 F)

(2) 자유 주제 선정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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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업에서 학습자는 스마트 교육과 관련된 관심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주제에 대해 탐구해보는 활동을 하였다. 주제 탐구 활동은 총

2차시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주제탐구가 이루어지는 첫 수업시간에 학습

자로 하여금 주제를 선정하여 공유하게 하고, 이후 수업 외 시간에 자발

적으로 주제 탐구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는 주어진 시간 내에 주제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

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주제를 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평상

시에 관심 있던 주제보다는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주제를 선정하는 등의

양상을 보였다. 또한 아무런 배경 없이 학습자 스스로 관심 주제를 선정

하게 하기 보다는 기존의 자원 중 관심이 가는 것을 바탕으로 확장 및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주제 탐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처음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할지 그거 선택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가

지고. (중략) 그냥 스마트 교육만 치고 기사들 보다가.. (학습자 B)

처음에 주제를 잡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그냥 뭐..

(중략) 뭐 써야 되지? 그래서 막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글 쓰

는데.. 창의성 교육에 대해서 뭔가 아는 상황도 아닌데 억지로 뭐 여러가

지 긁어가지고.. (학습자 D)

주제를 처음에 좀 한정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 주셨

잖아요, 전문가 블로그. 이런 거 외에도 찾아보라 하는 거 말고, 여기서

조금 더 주시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위주로 쓰되 만약 더 관심이 있

으면 더 확장시켜서 써도 된다. (중략)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대

로 쓰는 거 말고. (학습자 C)

다) 개별 세부전략의 개선점

(1) 수업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 습득을 위한 활동

앞서 학습자는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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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약점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는 사전 지식을 습득

하기 위한 사전 활동을 추가하는 것을 개선점으로 제안하였다. 예컨대,

비판적 성찰 글을 작성하는 활동에 앞서 스마트 교육의 현황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사례를 공유하는 활동을 추가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사전 활동이 있었으면 더 비판적으로 더 깊게 사고할 수 있었겠다 라

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약간 좀 갑자기 단계를 뛴 느낌? (중략) 비판

적 사고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사전 지식? 아니면 무슨 현황, 이런 게

좀 앞에 사전 활동이 있었으면 좀 더 비판적 사고의 폭이 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피상적인 글 수준밖에 작성을 못하겠더라고요. (중

략) 스마트 교육이 지금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 동영상

같은 거를 한 번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스마트 교육을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든지.. 적용되는 스마트 교육에 대한 사전

활동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학습자 A)

마찬가지로, 주제 탐구 활동을 위한 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 교수자가

스마트 교육에 대한 현장 강의를 제공하거나 기존의 인터넷 강의를 플립

러닝 형태로 수강하도록 한다면 스마트 교육과 관련하여 탐구해보고 싶

은 주제가 보다 잘 떠올랐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뭔가 관련 지식이 좀 부족했던 거 같아요. (중략) 강의나 아니면 스누

온처럼 좀 그런 인터넷 강의? 그런 게 있었으면 좀 더 지식 기반이 좀

생겨서 주제 정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학습자 G)

수업 초반에 학습목표를 세울 때에도, 미리 스마트 교육과 관련된 자

원을 살펴봄으로써 스마트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다면 관

심사를 찾기 더 용이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뭔가 이런 걸 좀 읽어봐서,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한 번 쭉 둘러본 다

음에 그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기고 공부하고 싶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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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면 좀 더 잘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데.. (학습자 E)

(2) 자원을 주제에 따라 유형화하여 제시

본 수업의 촉진자는 수업이 진행되기 전 스마트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을 탐색하고 이를 Google Docs에 미리 공유하여 학습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컨대, 스마트 교육 전문가의 블로그 또는 개인 페이

지 목록을 제공하거나, 스마트 교육과 관련된 동영상, 아티클, 학술논문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이 참고자료로서 제공되었다.

학습자는 앞서 전략의 강점으로 제시되었던 것과 같이 촉진자가 제공

한 자원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자원을 주제에 따라 유형화하여 제시한다면 참고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용이했을 것이라는 점이 제안되었다. 예컨대, 전문가의 목록

을 제시할 때 전문가의 개인학습환경 자체를 제시하기보다는 전문가가

작성한 글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주제별로 유형화하여 제시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참고자료 또한 기존에는 ‘비디오’, ‘아티클’, ‘학술자원’과 같

이 자료의 형식에 따라 구분하면, 주제에 따라 유형화하는 방식이 제안

되었다.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던 게. 이게 다 포털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자기

개인 사이트도 있고, 양식이 다 다르잖아요. 어디를 들어가야지 내가 궁

금한 그 자료를 어떤 식으로 카테고라이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올려

놨는지 그게 처음에 딱 봤을 때 파악이 안 되니까.. (중략) 세부 링크 같

은 거를 그 사람 블로그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하지 말고, 그 주제에

카테고리를 붙여가지고 주제별로 나누어 주셨으면, (중략) 예를 들면 스

마트 교육 기기 활용, 새로운 기기 활용, 수업 방법 하면 방법에 대한

거.. (학습자 A)

비디오, 아티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제별로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고.. (학습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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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촉진자가 제시하는 참고자료 외에도 학습자 스스로 참고자료를

찾아 공유하되 유형화하게 함으로써 자원 간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자기가 관심 있는 아티클을 찾아서 링크를 하게 그런 것들을 만들고,

나름대로 카테고리화 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기가 찾은 것들 또

는 다른 사람들이 링크해둔 글들을 참고해서 쓰게 하는 식으로.. (E)

(3) 참고자료의 종류 다양화

본 수업에서는 수업 주제와 관련된 블로그 포스팅, 동영상, 학술논문

등을 탐색하고 강좌의 Google Docs 페이지를 통해 링크를 공유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는 참고자료의 종류를 보다 다양화하여 제공할 것을 개선

점으로 제안하였다. 예컨대, 스마트 교육과 관련된 아주 미시적인 주제를

다루는 자료까지 포함하여 보다 많은 자료를 제공한다면 학습자의 생각

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더 많이 줬으면 더 나았을 가능성이 높아질 거 같아요. (중략) 되게 마

이너한 이런 주제들도 시도가 있었다. 그게 작은 주제여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게 있었다 라고 저변을 많이 넓혀주시면, 이게 그렇게 조그만 주제

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좋을 거 같아요. (학습자 C)

또한,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와 같은 글 외에도 글쓴이의 특정 관점이

포함된 글을 제공해준다면 스마트 교육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글이 되게 정말 건조한 느낌의 글들? 그래서 좀 이런 글들을 보면 얻

을 수 있는 게 약간 정말 객관적인 자료나 그런 것뿐인데, 어떤 논점이나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게 잘 드러난 글이 포함되면 좋을 거 같아요.(학습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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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드시 스마트 교육을 주제로 한 글이 아니더라도 교육 전반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해주는 글이 포함된다면 스마트 교육에 대한 이해

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저는 오히려 스마트 교육이 주제가 아니어도, 다른 교육의 분야에서 이

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글을 제시해주고, 그럼 스마트 교육은

이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환기시켜줄 수

있는 글들이 포함됐으면 좋을 거 같아요. 굳이 스마트 교육에 대한 글이

아니어도, 뭐랄까 그냥 어떤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글들 이런 게 포함되면 오히려 자료도 더 좋은 자료도 많을

거 같고,. (학습자 F)

(4) 뉴스레터의 목적에 대한 사전 안내 제공

본 수업에서는 매주 학습자에게 뉴스레터를 배포하여 개별 학습자의

활동을 종합하고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또한 해당 글로 연

결되는 링크를 제공하여 동료 학습자의 글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그

러나 이와 같은 뉴스레터의 목적에 대한 사전 안내가 부재하여, 전달된

뉴스레터를 확인하지 않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학습자가 있었다.

사실 뉴스레터는 제가 마지막에만 거의 봤는데요. 그 전에는 뭔지 몰라

서.. (학습자 E)

아 그냥 보내주시는구나 했던 거 같아요. 처음에 보내주셨을 때.. 주간

이걸 보내주시는구나.. (중략) 뭐의 일환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것 때

문에 하시는 건지 몰랐어요. (학습자 G)

(5) 강좌 공통 태그 활용

본 수업에서는 학습의 결과로 산출된 창작물을 개인 블로그에 탑재함

으로써 네트워크상에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이때 적절한 태그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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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안내하였다. 이에 대해 학습자는 개별 글의 키워드로 구성된 태그

외에도 강좌 공통의 태그를 활용함으로써 강좌 내부 구성원간의 연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실제로 많은 cMOOC 강의에서 강

좌의 공통 태그를 활용하여 트위터 등의 SNS에 글을 올리도록 함으로

써, 같은 태그를 사용한 글 목록을 RSS 피드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

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수업에서는 강좌의 수강생이 많지 않은 관

계로 강좌 공통 태그를 필수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습자는

모든 수강생들한테 edutech17이라는 태그를 부여를 하면 굳이 이렇게

뉴스레터로 거기다가 하나하나 링크를 안 달더라도 태그 edutech17이라

고 하면 그 관련 글들이 쫙 뜨니까, 태그 설정된 글이 쭉 뜨니까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약간 좀 더 덜 힘드셨고, 저희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공통된 키워드 태그가 있었으면.. 그

수업에서 활용할 때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A)

나. 교수자 반응

교수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활용하여 설계원리가 적용된

수업 전반의 강점, 약점, 개선점과 개별 설계원리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시에는 교수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설

계원리와 함께 수업에서 활용된 Google Docs 페이지를 인쇄하여 제공하

였다. 반응검사는 일대일 심층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약 1시간이 소

요되었다.

1) 설계원리가 적용된 수업 전반에 대한 교수자 반응

수업 전반에 대한 교수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수업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수업 전반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한 교수자의 반응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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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8>과 같다.

가) 수업 전반의 강점

(1) 학습자에게 적절한 가이드 제공

교수자는 본 설계원리가 학습자에게 적절한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자연

스럽게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을 강점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본 설계원리를 개발한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교수자의 응답을

통해 본 설계원리가 연결주의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 어떻게 구조화된 지

원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성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되게 좋은 거 같아요. 학생들을 아주 친절하게 가이드해주면서, 연결은

자연스럽게 다 해주고. (교수자)

(2) 교수자 및 전문가에게 성찰의 기회 제공

본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개인학습환경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해 강좌의

교수자가 뉴스레터 및 댓글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외부의 전문

가가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 활동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는 과정에서 교수자는 활동을 수행하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수자인 자신도 스마트 교육에 대해 성찰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

범주 교수자 반응

강점
학습자에게 적절한 가이드 제공

교수자 및 전문가에게 성찰의 기회 제공

약점 전문가 섭외의 어려움

개선점 수업 전, 중, 후에 따라 강조되어야 할 원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표 Ⅳ-18> 수업 전반에 대한 교수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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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전문가들한테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찰이라는 게 꼭 학

습자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그리고 교수자인 저에게도

성찰적인 기회를 만들어준 거 같아요. (교수자)

나) 수업 전반의 약점

(1) 전문가 섭외의 어려움

본 수업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섭외하여 학습자가 수행한 개인학습환경

활동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강

좌의 개인학습환경 활동 공유 환경인 Google Docs 페이지 링크를 공유

하고, 학습자의 블로그 활동에 대해 댓글을 달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러나 외부의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이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으며, 실제로 요청에 응한 전문가 또한 많지 않았다.

교수자는 직접 학습자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지만, 전문가한테 댓글을

달아달라고 일일이 부탁하는 것이 어렵죠. 교수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

고... (교수자)

다) 수업 전반의 개선점

(1) 수업 전, 중, 후에 따라 강조되어야 할 원리에 대한 가이

드라인 제시

교수자는 수업 전, 중, 후에 따라 어느 원리가 집중적으로 적용되어야

할지를 안내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면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

을 제시했다. 기존의 설계원리는 설계자가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 따라 참고하기가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었다. 설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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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수업에 적용할 때 어떠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지 수업 전, 중, 후

에 따라 정리하여 교수자에게 제공하기는 했으나, 수업 전, 중, 후의 각

단계에서 특별히 어떤 설계원리가 강조되어야 하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었다. 이에 교수자는 수업 전, 중, 후라는 시간적 흐름

에 따라 설계원리를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었으면 좋

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수업 전, 중, 후로 어떤 원리가 집중적으로 적용돼야 될지, 타임라인을

따라가면서 어느 시점에 어떤 원리가 적용돼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지금은 약간 임의로 배치한 느

낌이 좀 있었어요. (중략) 수업 전에는 특히 어떤 원리가 집중돼야 되고,

수업 중에는 어떤 원리가 특히 집중돼야 되고, 수업 후에는 어떤 원리가

집중돼야 되는지. (교수자)

2) 개별 세부전략에 대한 교수자 반응

개별 세부전략에 대한 교수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심층면담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개별 세부전략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

한 교수자의 반응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 Ⅳ-19>와 같다.

가) 개별 세부전략의 강점

(1) 뉴스레터를 통해 제공하는 피드백이 학습자의 메타인지

범주 교수자 반응 세부전략

강점

뉴스레터를 통해 제공하는 피드백이 학습자의 메타인지 촉

진
전략 1.2.1.

강의계획서로서 Google Docs 페이지 전략 4.2.2.

개선점 뉴스레터를 통해 다음 차시 활동에 대한 프롬프트 제시 전략 1.2.2.

<표 Ⅳ-19> 개별 세부전략에 대한 교수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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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교수자는 매 주 수업 이후 학습자의 활동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피드백

을 제공하는 뉴스레터가 학습자의 메타인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뉴스레터를 통해서 다른 학습자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고,

촉진자가 제공하는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제가 받은 강렬한 인상은 뉴스레터. 뉴스레터를 읽으니까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한 눈에 보이면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내가 더

뭔가 이렇게 자원이나 전문가나 도구와 연결해야겠다고 자극을 받을 수

도 있었을 것 같고, 내가 그런 웹 자원들과 연결되는 게 잘 하고 있는지

부족한지를 모니터링해주는 거잖아요. 메타인지를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

준 것 같아요, 뉴스레터가. (교수자)

(2) 강의계획서로서 Google Docs 페이지

본 수업에서는 주차별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안내하기 위한 강의계획서

이자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으로서 Google Docs 페이지가 활용되었

다. 이에 대해 교수자는 Google Docs 페이지를 미리 세팅해놓음으로써

학습자가 학습 활동에 대한 안내와 자원을 참고할 수 있게 했던 점을 강

점으로 언급하였다.

Google Docs로 미리 세팅해주고 Google Docs를 업데이트하면서 항상

이걸 참고할 수 있게 해준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교수자)

나) 개별 세부전략의 개선점

(1) 뉴스레터를 통해 다음 차시 활동에 대한 프롬프트 제시

본 수업에서는 분산적으로 이루어진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 활동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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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매 주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학습자에게 배포하였다. 교수자는 기존에 뉴스레터가 포함하고 있는 기

능 외에도 뉴스레터를 통해 다음 차시 활동에 대한 프롬프트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개산점으로 언급하였다.

다음 차시 활동을 위한 생각해보기 위한 프롬프트, 퀘스쳔 이런 거를

딱 던져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교수자)

5. 최종 설계원리

본 연구에서는 연결주의가 적용된 개인학습환경 지원 설계원리 및 세

부전략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탐색과 경험적 탐색을 거쳐 초기

설계원리를 개발하였으며, 설계원리의 내적 타당화를 위해 두 차례의 전

문가 타당화를 거쳐 초기 설계원리를 수정하였다. 이후 외적 타당화를

위해 설계원리를 적용한 수업을 설계 및 실행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반응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결주의가 적용된 개인학습환경 지원 설계원리를 최종적으로 수정하

기 위해 참고한 학습자 및 교수자의 반응과 그에 따른 수정 및 보완사항

은 다음의 <표 Ⅳ-20>과 같다.

구분 학습자 및 교수자 반응 수정 및 보완 사항

수업

전반

짧은 수업 적용 기간
§ 수업을 최소 한 학기 단위의 프

로젝트 형태로 진행

블로그 활동의 목적에 대한 사전 안

내
§ 세부전략 추가

온·오프라인 환경의 특징 적절히 활

용

§ 설계원리 적용 시 온·오프라인 환

경의 특징을 반영한 활동 설계

수업 전-중-후에 따라 강조되어야

할 원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수업 전-중-후에 따른 설계원리

의 적용 양상 추가

수업 참고자료의 종류 다양화 § 세부전략 수정 및 예시 추가

<표 Ⅳ-20> 학습자 및 교수자의 반응에 따른 수정 및 보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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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개발된 최종 설계원리는 다음

의 <표 Ⅳ-21>과 같다.

전
자원을 주제에 따라 유형화하여 제

시
§ 기존의 세부전략 수정

수업

중

수업 주제(스마트 교육)에 대한 사전

강의 실시
§ 세부전략 추가

친숙하지 않은 테크놀로지
§ 테크놀로지에 친숙해질 수 있도

록 수업 중 충분한 시간 제공

강좌 공통 태그 활용 § 세부전략의 예시에 추가

수업

후

뉴스레터의 목적에 대한 사전 안내

제공
§ 뉴스레터 배포 시 안내

뉴스레터를 통해 다음 차시 활동을

위해 생각해볼 만한 질문 및 프롬프

트 제시

§ 세부전략의 예시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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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원리 및 세부전략
1. 적극적 개방의 원리

: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 활동에 동료 학습자 및 강좌 밖 전문가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1.1. 동료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에 탑재된 창작물에 피드백을 주게 하라.

예시 Ÿ 동료 학습자의 블로그 글에 적어도 두 개의 댓글을 달도록 안내

1.2. 수업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섭외하고 학습자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라.

예시
Ÿ 전문가에게 개인학습환경 공유 환경의 URL 주소를 안내하고 학습자의 글에 대해 피드백을 줄 수 있도

록 요청

2. 창작물 공유 촉진의 원리

: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산출된 창작물을 개인학습환경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2.1. 학습을 통해 산출된 창작물을 개인학습환경에 공유하게 하라.

예시 Ÿ 과제로 제시된 활동의 결과물을 블로그 또는 SNS를 통해 공유하도록 안내

2.2. 태그(tag)를 활용하여 개인학습환경에 창작물을 공유하게 하라.

예시 Ÿ 강좌 대표 태그(예: #edutech17, #교육공학17) 또는 수업 주제 관련 태그(예: #스마트교육)의 예시 제공

3. 자율성의 원리

: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표 Ⅳ-21> 최종 설계원리 및 세부전략

학습자-학습자

연결

학습자-전문가

연결

학습자-자원

연결

학습자-도구

연결

메타인지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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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3.1. 학습자 스스로 학습 주제를 선정하게 하라.

예시 Ÿ 학습자에게 ‘자유 주제 탐구’ 과제 제시

3.2. 학습자 스스로 개인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도구를 선택하게 하라.

예시

* 개인학습환경 구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 예시 제공

(예: 블로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소셜 북마킹 도구 등)

* 개인학습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예시 제공

(예: 블로그 서비스-네이버, 이글루스, 티스토리 등)

3.3.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해 성찰하게 하라.

예시 각 활동을 마친 후, 개인학습환경 또는 개인학습환경 공유 환경에 활동에 대한 성찰 글 작성 과제 제시

4. 정보 리터러시 개발의 원리

: 학습자가 온라인상에서 유효한 정보를 찾고, 조직화하고, 비판하고,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1. 온라인상의 다양한 자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게 하라.

예시 Ÿ 온라인상의 다양한 자원을 참고하여 수업의 주제에 대해 개념지도를 작성해보는 과제 제시

4.2. 온라인상의 자원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하라.

예시 Ÿ 수업 주제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자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비판적 성찰 글을 작성해보는 과제 제시

4.3. 온라인상의 다양한 자원을 리믹싱(remixing) 및 리퍼포징(repurposing)하여 학습 창작물

을 만들게 하라.

예시
Ÿ 수업주제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다양한 자원을 2가지 이상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관점을 제시

하는 주제 탐구 과제 제시

학습자-학습자

연결

학습자-전문가

연결

학습자-자원

연결

학습자-도구

연결

메타인지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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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풍부한 자원 제공의 원리

: 수업에서 참고할 만한 다양한 자원을 탐색하고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5.1. 수업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개인학습환경 목록을 제공하라.

예시
Ÿ 온라인상에서 수업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3명 이상의 개인학습환경을 탐색하고 개인학습환경 공유 환

경에 링크 공유

5.2. 수업 주제와 관련된 자원을 포함하여 온라인상의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라.

예시
Ÿ 온라인상에서 수업 주제와 관련하여 미시적·거시적 주제의 다양한 자원을 탐색하고, 수업주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자원을 탐색하여 제공

5.3. 온라인상의 자원을 주제에 따라 유형화하여 제시하라.

예시 Ÿ 전문가의 개인학습환경 및 온라인상의 자원을 소주제에 따라서 유형화하여 제시

5.4. 학습을 통해 산출된 창작물의 예시를 제공하라.

예시

Ÿ 비판적 성찰글의 예시를 제작하거나 기존의 자원을 찾아 촉진자의 블로그에 공유하고 개인학습환경 공

유 환경에 링크 공유

Ÿ 리믹싱 및 리퍼포징을 통한 창작물의 예시를 제작하거나 기존의 자원을 찾아 촉진자의 블로그에 공유

하고 개인학습환경 공유 환경에 링크 공유

6. 교수 실재감의 원리

: 학습자가 교수자로부터 적절한 안내 및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한다.

6.1. 연결주의의 의미 및 개인학습환경 활동의 목적에 대해 안내하라.

예시 Ÿ 연결주의의 의미와 개인학습환경 활동의 목적에 대해 안내하는 자료를 만들고, 개인학습환경 공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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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전문가

연결

학습자-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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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게시

6.2. 수업 주제에 대한 기초적인 강의를 제공하라.

예시 Ÿ 수업 주제와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의 강의 제공

6.3.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에 탑재된 창작물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라.

예시 Ÿ 뉴스레터를 통해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 활동을 소개하고 간단한 피드백 제공

6.4. 학습자가 주차별로 해야 할 활동을 안내하라.

예시
Ÿ 개인학습환경 공유 환경을 통해 주차별로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활동 및 설명을 표로 만들어 제시

Ÿ 뉴스레터를 통해 다음 시간 활동에 대한 프롬프트 제시

7. 분산된 활동 종합의 원리

: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에서 분산적으로 이루어진 활동을 종합해주는 콘텐츠 및 환경을 제

공한다.

7.1.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 활동을 종합한 자료를 제작하여 정기적으로 배포하라.

예시
Ÿ 데일리 뉴스레터(Daily Newsletter) 또는 위클리 뉴스레터(Weekly Newsletter)를 제작하여 학습자의 블

로그 활동을 간단히 소개하고 해당 활동으로 연결되는 링크 제공

7.2. 누구나 접근 및 참여할 수 있는 개인학습환경 공유 환경을 구축하라.

예시

Ÿ 공동 문서 작업 도구인 Google Docs를 활용하여 페이지를 구축

Ÿ 소셜 미디어의 그룹 페이지 구축

Ÿ RSS Reader 소프트웨어 구축

7.3. 개인학습환경 공유 환경에 자신의 개인학습환경 활동을 공유하게 하라.

예시

Ÿ Google Docs 페이지에 학습자가 자신의 이름과 함께 활동의 링크를 공유할 수 있게 함

Ÿ 소셜 미디어의 그룹 페이지에 학습자가 자신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게 함

Ÿ 수업 초반에 학습자가 자신의 RSS 피드 주소를 등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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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전, 중, 후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계원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Ⅳ-22>와 같다.

단

계
범주 지원 내용 도구

설계

원리

수

업

전

개인학습

환경 활

동 공유

환경 구

축

Ÿ 링크를 가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개인학습환경 공유 환경을 구축한다. Google Docs

페이지, SNS

그룹 페이지,

RSS Reader

원리 7

Ÿ 개인학습환경 공유 페이지에 주차별로 학습자

가 해야 할 활동과 그 때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을 표로 만들어 제시한다.

원리 6

전 문 가

및 자원

탐색

Ÿ 수업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개인학습환경을

탐색하고, 링크를 개인학습환경 공유 환경에

공유한다.

검 색 엔 진

( G o o g l e ,

Naver 등),

학술자료 검

색엔진(RISS,

G o o g l e

Scholar 등)

원리 5

Ÿ 온라인상에서 수업 주제와 관련된 미시적·거시

적 주제의 다양한 자원을 탐색하고, 수업주제

와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자

원을 탐색한 뒤 주제에 따라 유형화하여 개인

학습환경 공유 환경에 공유한다.

원리 5

예시 자

원 탐색

및 제작

Ÿ 학습자에게 제시될 활동의 창작물 예시를 제작

하거나 기존 자원을 찾아 개인학습환경 공유

환경에 공유한다.

촉진자 개인

학습환경
원리 5

강좌 개

요 소개

Ÿ 연결주의의 의미와 개인학습환경 활동의 목적

에 대해 안내하는 자료를 만들고 개인학습환경

공유 환경을 통해 게시한다.

파워포인트 원리 6

수

업

중

사전 강

의

Ÿ 수업 주제와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의 강의를 제공한다.
원리 6

학 습 자

개인학습

환경 구

축

Ÿ 학습자에게 개인학습환경 생성시 활용할 수 있

는 도구 및 서비스의 예시를 제공한다.

블로그(네이

버, 이글루스,

티 스 토 리

등), SNS(페

이스북, 트위

터 등)

원리 5

Ÿ 학습자 스스로 원하는 도구 및 서비스를 선택

하여 개인학습환경을 생성하게 한다.
원리 3

온라인상

의 자원

간 구조

Ÿ 온라인상의 다양한 자원을 탐색하면서 수업 주

제에 대한 개념지도(concept map) 작성해보게

한다.

개념지도 작

성 온라인 도

구

원리 4

<표 Ⅳ-22> 설계원리가 적용된 단계별(수업 전-중-후)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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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Ⅳ-22>에 기반하여, 수업 전, 중, 후 단계에 따라 강조되는

설계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Ⅳ-23>과 같다. 먼저, 수업

확인
Ÿ 적절한 태그를 사용하여 개념지도를 개인학습

환경에 공유하고, 링크를 공유하게 한다.

학습자 개인

학습환경, 개

인학습환경

공유 환경

원리

2, 7

온라인상

의 자원

에 대한

비 판 적

성찰

Ÿ 수업 주제에 대한 온라인상의 다양한 자원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그 내용에 대해 비

판적으로 성찰하는 글을 써보게 한다.

학습자 개인

학습환경
원리 4

Ÿ 적절한 태그를 사용하여 비판적 성찰글을 개인

학습환경에 공유하고, 링크를 공유하게 한다.

학습자 개인

학습환경, 개

인학습환경

공유 환경

원리

2, 7

자유 주

제 탐구

Ÿ 학습자 스스로 관심 주제를 선정하고 온라인상

의 다양한 자원을 2개 이상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관점을 제시하는 주제 탐구를

실시하게 한다. 이때 수업 전 미리 준비한 리

믹싱(remixing)을 통한 창작물의 예시를 참고

하게 한다.

원리

3, 4

Ÿ 적절한 태그를 활용하여 주제탐구의 결과물인

창작물을 개인학습환경에 공유하고, 링크를 공

유하게 한다.

학습자 개인

학습환경, 개

인학습환경

공유 환경

원리

2, 7

Ÿ 동료 학습자의 창작물에 두 개 이상의 댓글을

남기게 한다.
원리 1

수

업

후

학습활동

성찰

Ÿ 학습자가 자신의 매 차시 학습활동에 대해 성

찰하는 글을 작성하게 한다.

학습자 개인

학습환경, 개

인학습환경

공유 환경

원리 3

학습자의

분 산 된

활동 종

합

Ÿ 매주 학습자가 블로그에서 수행한 활동을 종합

하고 간단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뉴스레터를 만

들어 배포한다.

파워포인트,

메신저(카카

오톡 등)

원리

2, 7

피 드 백

제공

Ÿ 강좌 외부의 전문가에게 개인학습환경 공유 환

경의 링크를 공유하고, 학습자의 블로그에 탑

재된 창작물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

청한다.

개인학습환경

공유 환경

URL 주소

원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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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걸쳐 ‘교수실재감의 원리’와 ‘분산된 활동 종합의 원리’가 강조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좌의 촉진자는 수업 전, 중, 후에 걸쳐 언

제나 학습자가 교수자로부터 적절한 안내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수업 전, 중, 후에 걸쳐 언제나 학습자의 분산된

활동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수업 전에는 연결주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풍부한 자원을 탐색하고,

이 자원에 학습자가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가 개인학습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수업이 시작된다고 보며, 수업

중에는 모든 설계원리가 강조되어야 한다.

수업 후에는 ‘자율성의 원리’와 ‘적극적 개방의 원리’가 강조된다. 학습

자에게 주어지는 자율성에는 성찰이 수반된다. 강좌의 촉진자는 수업 후

학습자에게 학습과정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수업 중 이루어진 활동에 대해 동료 학습자와 외부의 전문가가 접

근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설계원리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1. 적극적 개방의 원리

2. 창작물 공유 촉진의 원리

3. 자율성의 원리

4. 정보 리터러시 개발의 원리

5. 풍부한 자원 제공의 원리

6. 교수 실재감의 원리

7. 분산된 활동 종합의 원리

<표 Ⅳ-23> 수업 전, 중, 후에 따른 설계원리 적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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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1. 논의

가. 성공적인 연결주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첫째, 성공적인 연결주의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관심과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설계원리가 적용된 수업에 대한 학습자 반응검사 결과,

학습자는 블로그 포스팅이나 다른 학습자의 글에 대한 피드백 등을 자발

적으로 할 유인이 없다고 응답했다. 본 설계원리가 적용된 수업은 교직

선택과목으로, 학습자가 수업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동료 학습자의 글에 피

드백을 남긴 학습자는 전체 학습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모든 학

습자가 주어지는 과제 이상의 활동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이는 학습자의

자발성이 연결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암시한다.

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과 비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간의

가장 큰 차이는 학습자의 내적인 동기의 수준이다. 형식교육 장면에서는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또는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서와 같은 외적인 동기가 작용하기 쉽지만, 비형식교육 장면에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기인한 동기의 수준이 훨씬 높다(Kop, 2011). 본 연구에서

동료 학습자의 글에 피드백을 남기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습자의 경우에

도 기존에 자신의 관심 주제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즉, 누가 시키지 않아도 관심 주제에 대해서는 자발

적인 연결주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수업을 통해

연결주의 학습을 구현하고자 할 경우에는 형식교육보다는 비형식교육 장

면에서 주제에 대해 관심 있는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에서

보다 연결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결주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적 특징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본 설계원리에서는 온라인상의 사람 및 자원과의 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였다. 예컨대, 학습자의 분산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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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기 위해 공동 문서 작업 도구인 Google Docs 페이지를 활용하고,

링크를 통해 개별 학습자의 블로그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게 하였다. 또

한, 블로그에 글을 작성할 때 적절한 태그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이 같은 태그를 통해 연결되어 서로의 개인학

습환경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그밖에도, 개인학습환경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예컨

대, 네이버 블로그는 동일한 태그를 사용한 글의 목록이 자신의 글 밑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한 관심사를 가

진 타인의 글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글 중간에 하이

퍼링크를 삽입했을 때 자동으로 해당 글의 개요를 포함한 작은 박스가

나타나 글에 대한 신속한 이해와 연결의 가능성을 촉진한다. 이처럼 적

절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연결의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했을 때, 설계자는 연결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적 특징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별 새로

운 기능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자가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 중요하다. 학습자 반응검사 결과, 학습자는 개인학습환경을 통해 자신

이 수행한 활동을 공유한다고 해도 아무도 이를 보지 않는다면 활동의

의미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신의 블로그 활동에 대해 전문가가

댓글을 달아주었을 때 자신의 글이 공적인 논의의 장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였다. 즉, 학습자는 네트워크상에 자신의

활동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

지 않았으며, 공유 이후 다른 사람이 자신의 활동을 보고 있다는 것을

어떠한 경로로든지 확인했을 때 비로소 연결된 느낌을 가졌다. 따라서

촉진자는 학습자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혹은 주제에 관심

있는 다른 학습자로부터 피드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습

자가 스스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댓글과

같은 직접적인 댓글이 아니더라도 개인학습환경의 방문자 수나 조회수,

유입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블로그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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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절한 기술적 요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결주의 학습 실현의 난점

첫째, 네트워크에 활동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학습자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 중 몇몇은 공개된 네트워크상에서 자신

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학습자 면담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거부감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공유하게

되는 글의 성격, 개인적인 성향과 같은 다양한 이유에서 기인하였다.

먼저, 네트워크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나이, 성별, 학교 등과 같

은 신상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학습자가 있

었다. 특히 수업 상황에서 과제의 형태로 공개된 공간에 글을 남겨야 하

는 상황에서는 일정한 강제성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해결책으로는 기존에 사용 중인 개인학습환경과 별

도의 개인학습환경을 새롭게 구축하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안이 있다.

기존에 학습자가 사용하고 있던 블로그나 SNS 계정은 사적으로 사용되

면서 여러 개인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여기에 학습

의 창작물을 올림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와 공유하게 한다면 개인

신상정보의 노출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개인학습환경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수업 또는 학습을 목적으로 한 개인

학습환경을 새롭게 구축하는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에 대

한 학습자의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유하는 글의 성격에 따라서 보다 성찰적인 글의 경우 공

개된 공간에 작성하는 것이 꺼려진다는 학습자의 의견이 있었다. 이를

고려한 해결방안으로는 글의 성격에 따라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성찰적인 글의

경우 강좌의 LMS 또는 SNS의 그룹 페이지와 같이 폐쇄된 공간에 공유

하여 강좌 구성원 간에만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과

제는 개인 블로그에 공유함으로써 강좌 밖의 더 많은 학습자와 공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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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 공간을 다르게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성향 상 공개된 공간에 자신의 글이 공유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 거부감의 여러 원인 중에서도 특히 이러한

개인적 성향을 가진 학습자는 연결주의 학습에 참여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개인적인 성향은 형식적·비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상황뿐만 아니라 무형식적 학습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인적

성향 상 자신의 글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면, 일상에서 YouTube 동영상에 댓글을 달거나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SNS에서 태그를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같이 무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결주의 학습 또한 적극적으로 실천할

가능성 또한 높지 않을 것이다.

연결주의 학습 실현의 두 번째 난점은 학습자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자

율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전통적인 수업과 비교하여

본 연구의 설계원리가 적용된 수업에서는 학습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자율성을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학습자는 이중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존

의 대학 수업에서 보고서 형식에 맞춘 글만을 작성해왔던 것과 달리 형

식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할 수 있었다는 점은 강점으로 언급

되었지만, 자유 주제 탐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관심 주제를 선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학습자도 많았다. 학습자는 주제를

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평상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

제보다는 참고자료를 살펴보고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주제를 선정했다.

교수자가 주제를 제한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학습자도 있었

다. 형식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언급

한 학습자 또한 관심 주제를 선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

다. 학습자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자율성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혹

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관련 주제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자신에

게 주어지는 자율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인지에 대해 고려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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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난점은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 활동이 네트워크상에 보다 자

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는 학습자가 보다 다양하고 많은 사람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

원을 제공하였다. 예컨대, 동료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 활동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피드백을 달도록 안내하거나, 외부의 전문가에게 개인학습환

경 활동 공유 환경의 URL 주소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개인학습환경 활

동에 대해 피드백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촉진자가 직

접적으로 연결의 매개 역할을 하고자 했던 시도는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

한 연결을 촉진하지 못했으며, 촉진자 자신에게는 부담이 되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결주의 학습의 모습을 떠올려보

면, 누군가가 관심 주제와 관련된 정보나 사람을 억지로 연결시켜주지

않아도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관심 주제를 검색하여 관련된 블로그를 찾

고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학습환경

활동 또한 관심 주제를 검색했을 때 학습자에게 보다 잘 포착될 수 있도

록 노출되어 있거나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검색을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서핑 도중 자연스럽게 발견될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다면 연결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파워 블로거가 사용하는 포스팅 노출 방식이나 유튜브

에서 제공되는 관심 동영상 추천 서비스 등은 개인학습환경의 자연스러

운 노출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형식교육 장면에 연결주의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이슈

비형식·무형식학습의 형태의 연결주의 학습을 대학 정규수업이라는 형

식교육 장면으로 가져오면서 발생하게 되는 몇 가지 이슈가 있다. 첫째,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자율성의 정도에 대한 이슈이다. 본 연구의 설계원

리는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학습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하게 하라는 세부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학습자는 스마트교육이라는

주제 안에서 자신의 세부 관심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탐구 활동을 실시하

였다. 그러나 일정한 교육과정과 학습목표가 존재하는 형식교육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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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학습자에게 얼마만큼의 자유를 줄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이다. 처방적이기보다는 발생적(emergent)이라는 연결주의 학습의 특성

상 학습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학습자에게 자율성을 제공하면서도, 형식

교육의 특성상 일정한 학습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두 가지의 상충되는

목표가 공존하는 것이다. 적절한 자율성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학습목표의 달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둘째, 학습목표의 달성과 관련하여, 형식교육 장면에서는 평가가 또 하

나의 중요한 이슈이다. 무형식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연결주의 학습

이라면 학습의 결과물에 대해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

다. 그러나 형식교육 장면에서 연결주의 학습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무

엇이 되어야 하는지는 학습목표의 달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미국 고등학교 맥락에 연결주의 학습을 적용한 Drexler(2010)의 연

구에 따르면, 매주 적어도 세 개의 믿을만한 자원을 찾아 소셜 북마킹

계정에 공유할 것, 매주 적어도 세 개의 블로그를 구독하고 반응할 것,

적어도 두 개의 팟캐스트를 구독하고 들을 것, 해당 분야의 내용전문가

와 정중하게 연락하여 비디오 컨퍼런스를 요청할 것, 계속해서 자원에

대한 노트를 남길 것, 매일 적어도 한 문단의 성찰을 개인 블로그에 포

스팅할 것을 기준으로 루브릭을 만들어 개인학습환경을 평가했다. 즉 연

결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구독(subscribtion)이나 포스팅 여부로 평가

한 것이다. 그러나 연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단순히

연결의 물리적 상태, 즉 블로그나 팟캐스트의 구독 여부나 포스팅 여부

가 된다면 연결주의에서 말하는 학습의 의미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학습

자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된 정보들 사이에서 유용한 연결의 패턴을 확인

하였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확인한

연결의 패턴을 보여주는 창작물이 얼마나 새롭고 기발한지, 또는 유용한

지 등이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며, 이때 루브릭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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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제언

가.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연결주의가 적용된 개인학습환경 설계원리를 개발하기

위해 연결주의 및 개인학습환경에 대한 선행문헌 검토와 cMOOC에 대

한 경험적 탐색을 통해 초기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이후 두 차례에 걸

친 전문가 타당화와 설계원리 수정의 과정을 통해 설계원리의 내적 타당

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설계원리를 A대학교의 교직 수업에 총 5차시에

걸쳐 적용하고, 수업 및 개별 세부전략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반응

을 살펴봄으로써 설계원리의 외적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설계원리가 적용된 수업에 대해 학습자는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사람

과 지식 및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고,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다

고 응답하였다. 또한,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지식을 보충할 수 있

었으며, 형식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학습이 가능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네트워크상에 자신의 활동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학습

자도 있었으며 익숙하지 않은 도구의 사용으로 인해 학습의 효율성이 낮

아졌다고 응답한 학습자도 있었다.

교수자는 본 설계원리가 학습자에게 적절한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점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자율성과 균형을 이루는 구조화된

지원을 제공하고자 했던 본 설계원리의 개발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다.

반면, 교수자는 외부의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와 교수자의 반응을 반영하여 최종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최

종 설계원리는 ‘적극적 개방의 원리’, ‘창작물 공유 촉진의 원리’, ‘자율성

의 원리’, ‘정보 리터러시 개발의 원리’, ‘풍부한 자원 제공의 원리’, ‘교수

실재감의 원리’, ‘분산된 활동 종합의 원리’ 총 7개이며, 총 21개의 세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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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연결주의의 개념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연결주의가 디지털 시

대의 새로운 학습이론으로 제안된 이래로 연결주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연결주의를 체계적인 모형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가 부족하였다. cMOOC 또는 연결주의 학습에서 이루어

지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연구가 존재하지만(Downes, 2011;

Kop, 2011; Wang, Chen, & Anderson, 2014), 연결주의 학습원리의 기반

이 되는 개념을 설명하는 시도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주의에

서 말하는 연결의 대상이 정리하는 개념모형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결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개념모형의 발전을 위한 추후 연구의 가능

성을 확장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연결주의 학습에서 강조되는 학습자의 자율성을 지원하면서도

이와 균형을 맞추어 어떻게 구조화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

으로 안내하고 있다. 새로운 지식이 계속해서 새롭게 생겨나고 수정되고

소멸되는 미래사회에는 필요한 정보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필요

할 때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을 찾을 수 있는 역량이 보다 더

중요하다(Downes, 2011). 그러나 연결주의가 적용된 개인학습환경의 체

계화된 설계원리를 제안하는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

대, 연결주의가 적용된 대표적 강좌인 cMOOC은 학습자의 자율성을 강

조하는 반면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구조화가 부족하여 학습자의

중도 탈락(dropout) 또는 잠복(lurking)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Kop &

Fournier, 2010; Kop, 2011; Tschofen & Mackness, 2012). 그러나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성공적인 연결주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촉진

자가 어떠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제안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결주의가 적용된 개인학습환경을 설계하기 위

해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자율성과 촉진자가 제공하는 구조화 사이에 적

절한 균형을 이룬 설계원리를 제안하고 있다.

나.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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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개발된 설계원리를 단기

간 동안만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원리의 외적 타당화를 위해

설계원리를 반영한 수업 설계안을 개발하고 설계안에 따라 수업에 적용

하였다. 설계원리가 적용된 수업은 A대학교의 교직 수업으로, 기존에도

일정한 주제 및 형식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설계원리를 적용할

때에도 기존의 수업 형식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5차시에 걸쳐 적

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하나의 테마를 가진 개인학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며, 연결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인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5차시에 걸친 활동만으로는

개인학습환경 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기에 부족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최소 한 학기 이상의 기간을 두고 본 설계원리

를 적용함으로써 연결의 가능성이 보다 확장될 수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

에 따른 학습자 및 교수자의 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학습환경으로서 블로그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차

시에 걸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설계원리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게 했을 때 학습자에게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개인학습환경으로서 블로그를 활용하

게 하였다. 그러나 개인학습환경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위해 활용

할 수 있는 웹 2.0 및 소셜 네트워킹 도구를 의미하며, 연결주의 학습을

위해 학습자는 다양한 도구 중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도구를 선택하여 활

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결주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기반으로서 개인학습

환경은 블로그뿐만 아니라 소셜 북마킹 사이트, 유튜브, SNS 등의 다양

한 웹 2.0 및 소셜 네트워킹 도구를 포함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최소 한

학기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계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개인학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웹 2.0 및 소셜 네트워킹 도

구를 소개하고, 학습자가 이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블로그 외에도 다양한 도구가 어떻게 연결

주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설계원리가 대학 교육 맥락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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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발된 설계원리는 대학 교육을 포함한 형식교육 맥락 외에도

cMOOC이나 CoP와 같은 비형식교육 맥락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YouTube나 개인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형식학습에 있

어서도 연결주의 학습이 더 잘 일어나기 위해 어떻게 개인학습환경을 설

계할 수 있을 것인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

학에서 운영되는 수업에 설계원리를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수업 적용을

위한 교안과 수업을 위한 활동이 개발되었다. 또한 설계원리의 외적 타

당화를 위해 수업에 참여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로 도출

된 최종 설계원리 및 논의사항에는 형식교육의 맥락이 반영될 수밖에 없

었다. 본 연구는 형식교육의 맥락에 연결주의 학습의 적용을 시도해보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앞서 성공적인 연결주의 학습에 영향을 주

는 요인에서 설명하였듯이 형식교육 상황은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기의 보장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후속연구에서는 설계원리의 적

용 범위를 확장시켜 cMOOC이나 CoP와 같은 비형식교육 맥락, 또는 무

형식 학습이 이루어지는 YouTube나 개인 블로그, SNS 같은 개인학습

환경에 본 설계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설계원리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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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개별 세부전략 전체에 대한 학습자 응답 코딩 결과

개별 세부전략 범주 세부 범주
빈

도

1.

학

습

자

-

동

료

학

습

자

연

결

의

원

리

1.1.1.

학습목표를

동료 학습자

와 공유하게

하라.

강점 - -

약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학습목표를 작
성하게 됨

1

개선점
다른 사람의 학습목표가 동시적으로 공
유되는 환경 개선

1

1.1.2.

학습을 통해

산출된 창작

물을 개인학

습환경에 공

유하게 하

라.

강점

형식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음

1

글을 쓸 때 조금 더 신경 쓰게 됨 1

피드백에 대한 체감이 더 큼 1

다른 학습자와의 연결이 보다 용이함 1

약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1

개인 성향 상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글
이 노출되는 것에 거부감

1

개선점 - -

1.1.3.

동료 학습자

의 개인학습

환경에 탑재

된 창작물에

피드백을 주

게 하라.

강점

동료 학습자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글
쓰기 방식 성찰

1

다른 학습자의 글에 달린 피드백을 통해
글 이해 및 관점 확장에 도움

1

약점

인터넷에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음 1

과제의 일부일 뿐 자발적으로 피드백을
남기게 되지 않음

1

개선점 - -

1.2.1.

비슷한 학습

목표를 가진

학습자를 그

루핑하라.

강점
학습자의 관심사를 분류함으로써 세부
주제를 알게 됨

1

약점 학습목표 유형이 많이 나뉘지 않음 1

개선점 - -

1.2.2.

학습자의 개

인학습환경

활동을 종합

강점

많은 글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흥미로
운 글을 선택적으로 읽을 수 있음 (종합)

4

촉진자의 코멘트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개
인학습환경에 들어가보게 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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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를

제작하여 정

기적으로 배

포하라.

자신의 글에 대한 촉진자의 코멘트를 통
해 이후 활동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
음(코멘트)

1

누군가 보고 있다는 사실에 동기 부여 1

약점 뉴스레터의 목적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2

개선점 - -

2.

학

습

자

-

전

문

가

연

결

의

원

리

2.1.1.

수업 주제와

관련된 강좌

밖 전문가의

개인학습환

경을 네비게

이팅하게 하

라.

강점 - -

약점 네비게이팅의 목적이 없는 느낌 2

개선점 네비게이팅과 관련된 활동 추가 1

2.2.1.

수업 주제와

관련된 전문

가의 개인학

습환경 목록

을 제공하

라.

강점 글을 쓰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3

약점 의외의 연결의 가능성 차단 1

개선점

전문가를 주제별로 유형화하여 제시 1

전문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제공 1

학습자 스스로 전문가를 찾아 공유하도
록

1

2.2.2.

수업 주제와

관련된 전문

가를 섭외하

고 학습자의

개인학습환

경에 탑재된

창작물에 피

드백을 요청

하라.

강점

전문가의 의견이 생각의 폭을 넓혀줌 3

학습자 피드백보다 더 신뢰가 됨 2

누군가 내 글을 봄으로써 활동이 의미
있어짐

1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글쓰기
방식 성찰

1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한 자신감 향상 1

약점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피
드백이 아니었음

1

개선점
동일한 여러 개의 강좌 간 상호작용의
환경 구축

1

3.

학
3.1.1. 수업 주제와 강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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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자

-

자

원

연

결

의

원

리

관련된 온라

인상의 자원

을 비판적으

로 성찰하게

하라.

약점

주제에 대한 선행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함

5

비판할만한 자원을 찾기 어려웠음 2

개선점
스마트 교육에 대한 실제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사전활동 필요

1

3.1.2.

수업 주제와

관련된 온라

인상의 다양

한 자원을

리믹싱하여

창작물을 만

들게 하라.

강점

스마트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
이루어짐

2

인터넷을 통한 학습의 장점 활용 1

약점
주제를 정하기 어려웠음 5

자원을 찾기가 어려웠음 3

개선점
사전에 스마트 교육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강의 또는 활동 필요

1

3.2.1.

수업 주제와

관련된 온라

인상의 다양

한 자원을

찾아 링크를

제공하라.

강점 글을 쓰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3

약점
다른 사람과 주제가 겹칠까봐 일부러 참
고하지 않음

1

개선점

마이너한 주제의 자원 제공 1

참고자료를 주제별로 유형화하여 제시 1

자원은 최소한으로 제시하고 학습자 스
스로 참고자료를 찾아 공유할 수 있게

1

특정 관점이 드러난 글 제공 1

수업의 주제(스마트 교육) 외에도 교육
전반의 다양한 자료 제공

1

3.2.2.

리믹싱을 통

한 창작물의

예시를 제공

하라.

강점 형식을 참고하면서 부담을 덜 수 있었음 5

약점 - -

개선점
촉진자가 개발한 자료와 함께 기존 자료
를 예시로 제공

1

4.

학

습

자

-

4.1.1.

개인학습환

경을 구축하

게 하라.

강점 - -

약점
기존에 운영 중인 블로그가 있는 경우
새로운 테마의 포스팅을 하는 데 거부감

1

개선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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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

연

결

의

원

리

4.1.2.

개인학습환

경에서 수업

주제와 관련

된 태그를

활용하여 포

스팅하게 하

라.

강점 글에서 키워드를 뽑아본다는 의미 3

약점

태그를 통한 유입자 수의 변화를 확인하
기에는 단기간

2

공동의 태그(예: 교육공학, 스마트교육
등)를 사용하는 사람이 제한적

1

태그 주제 선택이 어려웠음 1

개선점 강좌 공통 태그 활용(예: Edutech17) 2

4.2.1.

개인학습환

경 구축 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의 예시를

제공하라.

강점 다양한 대안적 예시를 주어서 좋았음 2

약점 - -

개선점 각 서비스 예시와 함께 장단점 제시 1

4.2.2.

학습자의 개

인학습환경

링크를 공유

하는 저장소

를 마련하

라.

강점

다른 사람의의 개인학습환경에 대한 접
근 용이

3

즉시 수정 가능한 Google Docs 페이지
의 유용성

2

약점 - -

개선점

전체 일정에 대한 안내 2

저장소에 대한 접근성 향상(예: 주소 간
소화, 공지 띄우기 등)

1

5.

메

타

인

지

적

점

검

의

원

리

5.1.1.

수업 초반에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세우

게 하라.

강점 - -

약점 사전지식이 없어 목표를 세우기 어려움 4

개선점

수업의 활동 및 자원에 대해 둘러볼 수
있는 시간 제공

3

학슴 목표와 연계된 활동 추가 1

스마트 교육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
는 사전활동 필요

1

학습 진행과정 중에 학습목표 설정 1

학습목표의 지속적인 수정 1

5.1.2.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해
강점

활동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음 2

교수자의 입장에서 학습자의 상태 파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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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하게 하

라.

가능

약점
글의 성격상 블로그 등 오픈된 공간에
공유하는 것에 거부감

1

개선점

학습자의 자율성에 의존하기보다 주도자
가 있었으면

1

성찰일지 작성 활동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전 안내

1

성찰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매
과제 시 작성

1

5.1.3.

수업 주제와

관련된 온라

인상의 다양

한 자원 간

의 관계를

확인하게 하

라.

강점

도구의 활용이 활동을 도움 1

자원 간 관계를 시각화하여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었음

1

약점

온라인상의 자원 간의 관계 파악보다는
머릿속 개념 정리

2

친숙하지 않은 테크놀로지 2

활동을 위해 보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 1

제공된 자원이 한정적이었음 1

개선점

이후 연계 활동 추가 1

개념지도 작성 대신 위키 작성 활동 1

혼자서 정리해보는 것이 더 나음 1

5.2.1.

학습자가 주

차별로 해야

할 활동을

문서화하여

제공하라.

강점 수업 전반의 흐름에 대한 파악 용이 3

약점 - -

개선점
참고자료는 미리 제공하기보다 해당주차
에 제공함으로써 흥미 유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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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veloping the

Design Principles of Personal

Learning Environment for

Connectivism

Jung, Daeu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se days, new knowledge develops and becomes

useless in a very short term. In the digital era where new

knowledge is rapidly generated, modified and decimated, it is

impossible for individuals to acquire all the knowledge. This

makes it more important to connect with information and people

in network and to identify appropriate connections when needed.

Connectivism, which was suggested as a new learning

theory in the digital age, considers knowledge as a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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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information nodes distributed in the network.

According to connectivism, people can learn by recognizing and

interpreting useful patterns between the nodes.

While connectivist learning happens in an informal way

in our daily lives, few studies have explored the design

principles that support connectivist learning. For successful

connectivist learning, a proper balance between the autonomy

given to learners and the structured support provided by a

facilitator is necessary. For example, the facilitator can provide

adequate interventions to help learners make great connections,

rather than deliver learning materials as an expert.

In this study, the design principles of personal learning

environment for connectivism were developed. Specific research

issue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design principles of

personal learning environment for connectivism? Second, what

is the intrinsic relevance of the design principles? Third, what

is the reaction of learners and an instructor to the principles?

The design principles were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f the development study methodology. First of all,

preliminary design principle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view of the earlier studies and the analysis of

three representative cMOOCs. After then, the initial design

principles were evaluated by experts to ensure the internal

validity of them. Afterwards, the revised design principles were

applied to a class to ensure the external validity of them.

Lastly, the final design principles were developed reflecting the

students’ and the instructor’s responses to th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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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design principles were applied to the class, the

learners were able to share their knowledge and opinions

through the network with experts and other learners inside and

outside of the classroom. In addition, they supplemented their

limited knowledge with the feedback of the experts and other

learners. They also learned what they were interested in and

found their own way to learn without any given formality.

However, some learners required more structured instruction

rather than their autonomous exploring activities. Also, they

complained about the inefficiency because of the use of tools

that were not familiar with them. Additionally, there were some

learners who felt unhappy about sharing the results of their

activities in open online spaces.

Reflecting the responses of the learners and the teacher,

the final design principles were developed. They include seven

components: the principle of encouraging openness, the principle

of facilitating the sharing of artifacts, the principle of

supporting autonomy, the principle of developing information

literacy, the principle of providing abundant online resources,

the principle of supporting teacher presence, and the principle of

aggregating distributed activities. In addition, the steps to which

the design principles were applied (before, during, and after the

class) were develope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factors that can affect

the successful connectivism, the difficulties of realizing

connectivism, and some issues when connectvism is applied to

the formal educational context were discussed. Furthermor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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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suggested for the future work that the formation of a

connection should be identified in a longer term by applying the

principles for more than one semester, that a more diverse Web

2.0 or social networking tools should be utilized, and that the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not only to formal educational

contexts but also to informal or non-formal learning situations.

This research will add to the body of knowledge of

connectivism in the sense that it proposes a conceptual model

of connectivism. Further, i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by suggesting the design principles of personal

learning environment that provide structured activities while

supporting learners’ autonomy.

keywords : Connectivism, Personal Learning Environment,

cMOOC, Web 2.0, Blog

Student Number : 2016-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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