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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습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학습분석학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

발히 수행되고 있다. 바람직한 교수학습의 구현을 위해 체계적인 교수학습은 필수적인 만큼 이러한 학습분석학은 교

육현장의 교수학습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수학습개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좋은수업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었지만 현장에서 좋은수업을 구현하기위해 교수자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분석학을 통한 교수학습개선을 위해 필요한 학습데이터의 종류

를 좋은수업의 개념을 바탕으로 탐색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좋은수업 연구들에 주로 인용되는 대표적인 연구

자들의 좋은수업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좋은수업의 종합 모델을 선정한 후 이를 구현하기위한 세부 학습데이터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환경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 학습정보와 세부학습정보 및 정보의 

속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최초로 학습분석학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기위한 학습데이터를 규명하였다는 

것과 교육현장의 교수학습개선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한다는 의의가 있다. 학습분석학의 실제적인 적용을 통한 

교수학습 현장개선을 위해서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주요어 : 학습분석학, 학습데이터, 교수학습, 좋은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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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육이 학습자의 인지, 정서, 행동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생각해볼 때 교수학습활동을 위

한 좋은 수업의 구현은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까지 교육현장에서의 바람직한 학

습의 구현을 목적으로 교수자의 수업전문성 향상과 교수학습개선을 위해 좋은수업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왔다(곽병선, 2001; 김무길, 2011; 노명완, 2001; 서경혜, 2004; 손승남, 2006; 임상훈, 유

영만, 2018; Borich, 2011; Ingersoll, Merill, & May, 2014). 이처럼 좋은수업에 대한 관심과 연구

는 오래전부터 줄곧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교사 중심의 교수활동이 중심이 되던 

학교현장의 수업이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습활동을 강조하면서 좋은수업의 관점 또한 바뀌고 있다. 

김대석, 박우식(2018)에 따르면 학습자의 참여와 학습을 강조하는 경향은 이미 좋은수업의 기준에 

반영되고 있으며, 최근 현장의 수업기준도 학습자 중심으로 보완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변한다는 

것은 기존의 교사중심의 수업이 저평가 되거나 등한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수업의 특징으로써 

학습자의 참여와 학습 촉진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교수학습은 학습자의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그 결과와 중심에는 학습자의 학습이 있다. 

교수자의 교수활동은 학습자의 학습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교수자는 학습의 결과에 대한 책

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학습이 보장될 수 있는 교수행위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교수자의 교수활동은 매우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한다. 하지만 조규진, 김도기, 김명수(2011)는 기존

의 좋은수업 연구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만한 좋은 수업에 대한 체계적인 틀과 준거를 제공

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최승현 외(2006)는 교실 수업에서의 교수학습은 어느 

특정 변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교사, 수업환경, 수업매체, 과제특성, 학교환경 등 수많

은 변인들이 총체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지며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보는 등 

교수학습현장에서의 좋은수업의 구현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녹록치 않은 일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학습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학습

분석학(Learning analytics) 연구가 국내외에서 최근 활발히 수행되고 있어 교수학습 개선에 단초를 

제공한다. 학습분석학은 학습활동 및 학습활동이 발생하는 상황을 추적하고 알고리즘 분석 또는 정

보 시각화 등을 통해 인지와 성찰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며(Pechenizkiy et al., 2011), 이러한 학

습분석학은 현대 교육이 직면 한 많은 과제를 해결할 잠재력이 있다고 흔히 여겨진다

(Haythornthwaite et al., 2013).

안미리 외(2016)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분석학이 급변하는 다양한 교육환경에서 학

습자의 낙오를 방지하고 성과를 예측하며, 학습자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자와 교육기관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되고 있다고 하며 학습분석학은 학습자가 학습하는 과정

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학습자의 상태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추출하여 분석함으로써 학습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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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개별화 학습, 개별맞춤형 교수,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개선 등의 다양한 측

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고등교육 이외에도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치

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교수학습 현장에서 바람직한 교수학습의 구현을 위해 체계적인 교수학습은 필수적인 만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학습분석학은 교육현장의 교수학습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학습분석학은 X선 또는 MRI 스캔이 의료 진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과 같이 교수자, 학습

자, 관리자 등 교육과 관계된 모두에게 학습자의 활동을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여 풍부한 

진단 정보를 제공하기에(Brown, 2011) 교수자가 교육현장에서 좋은수업을 구현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좋은수업을 통한 교수학습개선을 위해 학습분석학이 활용되는 것은 그동안 이상향으로 여

겨지던 좋은수업의 실제 교육현장구현이라는 의미를 지니기에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학습

자의 학습활동을 촉진하는 좋은수업의 현장구현을 위해서는 교수자에게 체계적인 교수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없이는 자칫 또 하나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분석학을 교수학습 현장 적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학습데이터가 우

선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분석학을 통한 교수학습개선을 위해 필요한 학습데이터의 종류를 좋은수

업의 개념을 바탕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배경

1.� 학습분석학의� 교수학습� 적용

학습분석학은 교수학습의 맥락에서 사용자의 행동을 평가하고, 나아가 이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이해당사자들에게 교수활동과 학습, 효과적인 조직화 및 의사 결정을 개선하

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습분석학은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자

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교수자에게 교육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렌

즈와 같다. 이러한 학습분석학은 학습자에 대한 데이터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

으며, 양적 지표에 초점을 맞춘 관리 접근법과 연계되어 있으며, 때로는 가르침에 대한 교육적 의미

와 대립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습분석학은 교사가 학생들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제한된 자원을 효과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한다(Clow, 2013). 또한 학습분석학은 연구자와 최종 사

용자가 볼 수 있는 교육 데이터의 보이지 않는 패턴을 만들고, 일상적인 교육 관행에 맞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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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 프로세스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Greller & Drachsler, 2012).

이와 같은 학습분석학을 교수학습 현장에 적용한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실수업에 학습분석학을 접목한 연구의 일환으로 스탠포드 대학의 사례를 볼 수 있다. 

Thille & Zimmaro(2017)는 어떻게 통합 학습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여 강사와 학생들을 증거에 근

거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 학습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스탠포드 대학의 OLI (Open Learning Initiative)에서 이벤트나 성과 데이

터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과정 데이터를 캡처하는 데 중점을 둔 통합 학습 분석 시스템 

OARS(Open Analytics Research Service)를 개발했다. 이때 학습 과정 데이터는 학습자의 최종 결

과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기록하는 작업 또는 평가와 학생의 

상호 작용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OARS는 교수자, 수업설계자 및 연구자에게 기술맵과 학

습 모델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처음 시작시에 사용자는 OARS 인터페이스를 

통해 예측 모델 중 Bayesian Knowledge Tracing 모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시스템은 추가 모델

을 포함하도록 확장되도록 설계되었다. OARS는 OLI 코스웨어에서 학습자 활동에 의해 생성된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동적으로 분석하고 교수자용 대시보드는 강의의 각 학습 목표에 대해 언제라도 

학생 학습 상황을 강사에게 제공한다. 이때 시스템은 학습자가 이전에 보지 못한 특정 문제 또는 

특정 학습 목표를 평가하는 질문에 올바르게 응답 할 가능성을 예측한다. 교수자는 교수자용 대시보

드를 사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자를 식별하고 대시보드에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권장 

사항 또는 교육 개입을 제공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OARS 시스템이 효과적인 적응형 

및 개인화된 학습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안적이고 투명한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기회 창출, 개방형 접근성 예측 및 설명 모델 생성, 

증거 기반 의사 결정 지원, 지속적인 개선 주기 구현 등의 주제로 학습자의 학습 프로세스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 학습 분석 시스템 구현의 성공과 과제 그리고 분석을 사용하여 강사 및 학생을 증거에 

근거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 학습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사한 맥락으로 학습분석학의 교수학습 현장 접목을 위한 미시건 대학의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을 살펴볼 수 있다. Steven et al.(2017)에 따르면 University of Michigan(U-M)의 LATF(the 

Learning Analytics Task Force)는 학습 분석 연구 커뮤니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가 된 연구자와 8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재정적 지원 (최대 $ 150,000)과 기술 지원

을 모두 제공하는 ELA(Exploring Learning Analytics) 보조금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ELA 보조금

은 캠퍼스에서의 교육 및 학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U-M 학습 분석 커뮤니티에 지능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U-M의 학술 활동에서 생성 된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그 결과 지원을 

받은 8가지 프로젝트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과 학습자의 학습 및 성과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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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서부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새로운 도구 및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예를 들어 

“Customized Course Advising”프로젝트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의 학생들의 수학 배치 시험 점수를 

비판적으로 분석 한 결과 Math AB Advanced Placement 시험에서 4 점을 받은 공학 신입생이 미적

분II에 첫 학기 등록시 50 %가량이 A 또는 B 등급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몇몇 ELA 

프로젝트는 게임 코스 환경을 위한 새로운 학습 관리 시스템인 ECoach, Student Explorer 및 

GradeCraft를 포함한 분석 기반 도구 개발의 사용 및 결과를 조사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ELA 프

로젝트는 특별히 LATF의 다른 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학습분석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짝을 이룰 때 

U-M의 학습 분석 연구 분석 및 도구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학습자의 학습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탐구하고 발견하도록 하는 것은 고등

교육 기관의 문화를 지속적이고 증거에 입각한 교수학습 과정이 되도록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학습분석학과 교수학습 전문성(SoTL)을 접목한 호주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Bronnimann et al.(2018)은 교수학습의 전문성에 대한 학습분석학의 적용연구에서 호주의 교육부 지

원사업인 “Learning Analytics: Assisting Universities with Student Retention”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연구결과 학습분석학을 통해 새로운 방법으로 교육학적 문제를 탐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교수학습 전문성의 원칙을 사용하고 학습분석학을 활용하면 학생 경험

의 향상과 궁극적으로는 학습과 강의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Australian Indigenous Languages Support Program 의 사례를 통해 학습분석학을 사용하여 프로그

램을 반영하고 프로그램 재개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방법에 대한 예를 제공했다. 해당 사례 연구

의 초점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정이며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학습분석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별히 이 연구에 참가한 프로그램 팀은 학생 등록, 성공, 보

유를 감시하기 위해 크고 작은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기로 결정했으며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학습 분

석 데이터의 사용이 반성적 실행에 대한 근거 기반을 넓힌 것이라고 보았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학습분석학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전에 이용할 수 없었던 데이터와 통찰력에 대한 접근을 제공

하고 교수학습 전문성 작업을 지원하고 확장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으며, 동시에 교수학습 전문성 접근은 구조화된 방식으로 학습 분석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성공과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다음으로는 혼합학습(Blended learning)에서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조기 예측을 위해 학습분석학

을 적용한 대만의 사례이다. Lu et al.(2018)은 대만 북부 소재의 대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MOOC와 OAS가 혼합된 미적분학 코스에서 학생들의 최종 학업성취도를 조기에 예측하기 위해 

학습분석학과 교육 빅데이터 접근법을 적용했다. 연구자들은 이 과정에 참석한 학생들의 프로필에

서 비디오 보기 행동, 수업 외 연습 행동, 숙제 및 퀴즈 점수, 방과후 과외 등의 21개의 변수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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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리한 5개의 데이터 세트를 평가하기 위해 

주성분회귀(principle component regression) 분석을 적용하였다. 실험결과 학기 중 3분의 1이 경과

했을 때 높은 안정성과 정확성으로 과정의 1주 내지 6주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세트로 학생들

의 최종 학업 성적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예측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회귀 

모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중요한 요인을 파악하였다. 

한편 교수학습을 책임지고 있는 교수자에 대한 학습분석학 관련 연구도 살펴볼 수 있다. 

Majumdar & Iyer(2016)은 코호트 분석을 위한 시각적 분석 도구인 iSAT(Interactive Stratified 

Attribute Tracking)을 활용하여 교수자가 어떻게 iSAT을 사용하여 교수 학습 활동 중 학생 집단의 

변화를 시각화하는가를 보여 주었다. 예컨대 교수자는 대화형 시각적 분석(Interactive visual 

analytics)을 통해 자신의 교수 학습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학습자들의 역동성과 활동을 이

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료 교수법(PI) 활동에서 교수자가 iSAT을 통해 사전 및 사후 논의 단계에

서 클릭자 반응의 분포를 시각화하기 위해 히스토그램을 사용하고, 다양한 투표 단계에서 참가자들

의 반응을 추적하기 위해 클릭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통해 PI 이후의 활동을 계획

할 때 학습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iSAT을 통해 교수자가 교수학습 상황이 

다르면 그에 따라 패턴을 적절히 해석하여 동질 집단을 식별하고 경향을 추정하고 정보에 입각 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며 교수자들이 iSAT을 활용할 경우 교수 학습 상황에서 코호트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끝으로 데이터를 교육에 활용하는 교사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Prenger & Schildkamp (2018)는 네덜란드의 초등학교 환경에서 어떤 심리적 요인이 교사들

의 데이터 사용에 기여하는지를 탐구하기위해 경로분석연구를 수행하였다. 설문지 기반 정량적 방

법론을 사용한 이 연구의 변인으로 정서적 태도(affective attitude)와 도구적 태도(instrumental 

attitude), 인지된 통제력(perceived control), 사회적 기준(social norms),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집단적 효과(collective efficacy), 그리고 데이터 사용에 관한 의도(intentions)와 같은 심리 구조가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데이터 사용에 대한 인지된 통제력, 도구적 태도 및 의도가 모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도는 영향을 미치는 태도와 데이터 사용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히 연구자들은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교육적 데이터 사용

이 24%의 설명된 분산으로 도구적 태도, 인지된 제어력 및 데이터 사용 의도에 의해 예측되었으며, 

이는 교육 데이터 사용의 거의 4분의 1의 차이가 데이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심리적 요인

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교수자를 위한 학습분석학 도구개발연구(Dyckhoff et al., 2012)와 교수자가 학습분석

학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모델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McKee, 2017), 유아의 작문 기술

향상을 위한 학습분석학 연구(Steinhauer et al., 2017), 언어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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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학 연구(Reinders, 2018) 등 다양한 교수학습상황과 관련하여 학습분석학 연구들이 최근에 활

발히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학습분석학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학습정보가 교수학습에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것과 같은 심층적인 연구들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Dawson 

et al.(2019)는 학습분석학의 영향력을 확인하기위해 2011-2018 LAK 컨퍼런스 및 학습 분석 저널

에 발표된 연구를 검토한 결과 비록 학습분석학이 최근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지만 지금까지 학습분

석학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으며, 학습분석학 연구가 분석의 초점과 정교함

의 영역에서 발전했지만 실제 이론 및 프레임워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금까지 교육을 구성하는 다분야의 연구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소규모 기술 중심의 

탐구 연구의 계속적인 우세 때문이라고 가정하며 이 분야가 학습 및 학습 환경을 이해하고 최적화하

는 데 있어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탐구 모델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 수준의 

연구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유사한 맥락으로 Gašević et al.(2015)는 교육에는 데이터가 풍부하다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학습의 내부 및 외부 조건을 포착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매우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학습 

내적 조건에 해당하는 성과 목표 지향성, 인지 부하 또는 인식적 신념과 같은 측정은 추적 데이터를 

통한 수집 및 측정과 관련하여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2.� 좋은수업의� 정의� 및� 연구현황

보다 좋은 교수활동을 위한 여러 연구들이 ‘좋은수업’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우선 좋은수업은 ‘좋은’이라는 용어가 지닌 의미의 모호성과 해석자의 주관

성 등으로 인해 쉽게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볼 때  좋은 수업의 범주에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에 대한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좋은수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조규진 외

(2011)는 좋은수업이 수업의 효과성, 재미있는 수업, 재미를 느끼며 충실한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적

으로 의미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해주는 수업, 구성주의적 관점의 수업, 학생 참여적이고 성취 중심적

인 수업, 지적 정서적 만족과 변화와 성숙을 일으키고 구성원간의 소통이 있는 수업, 학습자 중심의 

수업 외에도 교사 능력 중심의 수업도 좋은 수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Brophy & 

Porter(1987)는 전문적 지식에 기반을 둔 사려 깊은 실천으로 좋은 수업을 정의하고 학생의 학습을 

잘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외의 여러 연구자들의 좋은수업의 정의에 대해 엄미리 외(2009)

가 정리한 내용을 재구성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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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좋은수업의�정의

연구자 ‘좋은수업‘의 정의

송상헌(2000)
교사가 수업을 통해 기대했던 학습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어 학습자들이 지적, 정의
적인 충족감을 느끼면서 다음수업시간이 기다려지는 수업

김주훈 외(2003)
학습자가 재미를 느끼고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학습환경을 제공해 주며, 교사와 
학습자 간의 충실한 상호작용이 일어나 교수학습 효율을 극대화한 수업

김재춘, 변호종
(2005)

교육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경험의 의미를 확대시켜줄 수 
있는 수업

김창환(2006)
학습자의 발달이란 목적아래 교수자와 학습자의 우호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내에서 
교수자가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면서 학
습자들이 폭넓은 경험을 쌓게 하는 수업

김무길(2011)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나 실물자료를 활용하는 수업, 
소집단 학습설계나 체계적 수업전략 등 방법적 측면이 잘 연구된 수업, 전통적 
교과중심 혹은 통제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식
을 구성해가는 수업 

Morgan &  
Morris(1999)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학생을 
친근하게 대해 주며 수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업

Stone(2002)
교사는 해당 교과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배우려는 욕구를 학생들 마음
속에 스며들게 하는 수업

좋은수업의 정의는 시대별로 좋은수업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에 좋

은수업이 지향하는 바를 한눈에 살펴보기 위해 좋은수업의 시대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의 변천

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좋은수업의�개념변천

구분 연대 특징

국내

1990년대 이전 학업성취, 태도, 동기 등 수업의 효과(effectiveness)에 중점

1990년대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

2000년대 교육현장에서 면담이나 조사연구를 통해 좋은 수업에 대한 의미를 도출 

해외

1950년대 교사의 말투와 표정 및 열정과 목소리 톤

1970년대 구조화된 교사중심의 설명

1980년대 교육내용의 효과적인 전달

1990년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교사학생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유
대형성 학습자의 수업참여와 결정 및 비판적사고와 문제해결 능력함양

2000년대 학습자이해, 학습자와 의사소통, 학습자와 유대관계형성

권나윤, 박신영(2017)은 그동안 좋은 수업에 관한 연구가 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최근에는 대학

교를 대상으로 수업의 효과성과 좋은 수업의 의미 및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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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예컨대 좋은 수업의 의미를 고찰하는 이론적 연구, 좋은 수업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분석, 

좋은 수업의 관점과 특징에 대한 인식 분석, 교과별 좋은 수업의 특성 분석 등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고 보았다.

특별히 최근 수행된 좋은수업 연구들(권나윤, 박신영, 2017; 심미자, 2012; 임상훈, 유영만, 

2018; 조규진 외, 2011; Steven, 2018)에 비추어볼 때 연구자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좋은수업

에 대한 대략적인 연구의 흐름은 교수활동의 효과성에 중심을 두는 행동주의에서 학습자의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성주의 관점으로의 전환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활동을 좋은수업의 핵심적인 가치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융복합 수업, 팀티칭 

수업, 협동학습 적용 수업, PBL 적용 수업, 창의적 교수법 적용 수업 등 학습자 중심의 현장과 연계

된 다양한 수업 방식을 권장하는 최근 우리나라의 일선 교육현장의 모습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좋은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좋은수업의 연구가 학습자의 학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수자의 교수활동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어 실제적인 교육현장에 기여할 수 있

어야 한다는 점이다. 좋은 수업의 조건을 탐색한 조규진 외(2011)의 연구에 따르면 좋은 수업에 대

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볼 때에 수업에 대한 이론적, 당위적 논의로서 좋은 수업의 의미를 고찰하

는 연구, 학교 수업의 내실화를 강조 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의 연구, 좋은 수업에 대한 학생, 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 등이 있을 뿐 기존의 좋은수업 연구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만한 좋은 

수업에 대한 체계적인 틀과 준거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좋은수업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간 국내외에 걸쳐 오랫동안 수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좋은수업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볼 때 좋은수업의 조건과 관련한 개념적 요인이 주

로 연구된 것에 비해 정작 좋은수업을 구현하기위해 현재의 교수자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

루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Ⅲ.� 좋은수업� 구현을�위한� 학습분석학의�데이터�탐색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교수활동을 대변하는 좋은수

업 연구에 나타난 교수자에게 필요한 학습자의 정보를 살펴보고 교수학습개선에 필요한 학습자의 

학습정보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좋은수업 연구들에 주로 인용되는 대표적인 연구자들의 좋은수업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좋은수업의 종합 모델을 선정한 후 이를 구현하기위한 세부 학습데이터를 탐색해 보았다.

구체적인 연구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별 좋은수업의 특징과 구성요소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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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좋은수업의 종합 모델 설정과 교수자에게 필요한 학습정보의 속성 정리

셋째, 좋은수업의 구성요소별 학습정보의 정리

넷째, 좋은수업에 나타난 세부 학습 정보 및 속성 정리

1.� 연구자별� 좋은수업의� 특징과� 구성요소� 탐색

좋은수업의 구현을 위한 학습분석학의 데이터 탐색을 위해 우선 국내외의 좋은수업에 대한 연구

에서 주로 인용되는 대표적인 연구를 선정한 후 이에 대한 특징과 해당연구에서 제안하는 좋은 수업

의 구성요소를 정리하였다.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연구자별�좋은수업의�특징과�구성요소

연구자 연구의 특징 좋은수업의 구성요소

조난심 외
(2001)

학교단위에서 교육과정
과 수업운영의 내실화
를 기하기 위한 운영방
안에 초점

1. 의미 있고 균형 잡힌 수업
2. 다양한 상호작용적 수업
3. 높은 집중률을 유지하는 협동적 학습 분위기 
4. 학습에 도움을 주는 학생평가를 실시하는 수업
5. 학습자를 만족시키는 수업

김주훈 외
(2003)

조난심(2001)의 후속연
구로 교실과 교과단위
에서 수업을 내실화하
기 위한 방안을 연구

1. 학습자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수업
2. 수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학습동기 유발
3. 학생들의 실생활이나 경험과 밀착된 교육내용 구성
4.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강조
5.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는 활동 위주의 교수학습 방법 강조
6. 통합적 학습 경험을 중시하여 학생 들이 보다 의미있고 창의

적인 경험을 갖도록 함
7. ICT의 효율적으로 사용
8. 교수학습과정에서 오개념을 활용
9. 협동학습의 광범위한 활용
10. 학습도우미의 적극적인 활용

서경혜
(2004) 

좋은수업에 대한 현장 
교사와 학생의 관점과 
개념을 이해하는데 목
적을 둔 연구로 연구자
는 교사와 학생의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수업
에 대한 네 가지 관점
을 제시

1. 전달(transmission): 교사가 교과내용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수업

2. 구성(contructivist): 학생들이 자신의 현재지식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수업

3. 관계(relationship): 교사와 학생들이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며 
서로존중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수업 

4. 결과(product): 계획한 대로 수업을 진행하여 의도한 수업목
표를 성취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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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남
(2006) 

해석학적 문헌연구를 
기초로 좋은수업의 조
건을 탐색한 연구로 좋
은수업이 특정한 방법
이나 형식에 의해 좌우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적으로 판단해야할 사
안이라고 봄 

1. 수업구조의 명료화
2. 몰두시간의 극대화
3. 학습촉진적 분위기
4. 교육내용의 명료성
5. 의미지향적 의사소통
6. 방법적 다양성
7. 개별적 촉진활동
8. 지능적학습(학습전략활용)
9. 성취기대와 수행평가
10. 준비된 공간

조규진 외
(2011)

교육현장에서 수업장학, 
수업설계, 수업평가, 수
업개선 등 다양한 영역
에서 좋은 수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거를 제시 

1. Good Design(좋은 수업을 위한 짜임새 있는 수업설계)
2. Good Telling(효과적인 언어적 전달력)
3. Good Showing(효과적인 시각, 청각적 전달력)
4. Good Involving(적극적인 학생의 참여와 상호작용)
5. Good Understanding(수업내용에 대한 이해와 수업 목표의 도달)

Borich
(2011)

좋은 수업은 교사에 의
해 좌우되므로 교사의 
교수 능력이 중심이 된 
수업이 구성되어야 한
다고 봄

1. 수업의 명료성
2. 수업방법의 다양성
3. 과업지향적인 수업
4.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참여
5. 학습에서의 성공률이 높은 수업
6. 학습자의 견해와 기여를 활용하는 수업
7. 체계화된 요약 및 정리
8. 수업내용 및 학습과정에 관한 질문
9. 심화 및 구체화 진술
10. 교사의 태도 및 학습자와의 관계

Brophy & 
Porter
(1987)

좋은 수업을 전문적 지식
에 기반을 둔 사려깊은 
실천(thoughtful practice)
로 정의하고 이것의 핵
심을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봄

1. 학생들이 갖고 있는 오개념을 허용하거나 예상하는 수업 
2. 학생들에게 메타인지 전략을 가르치는 수업
3.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준의 학습목표를 제시하는 수업
4. 다른 교과 영역과의 통합적 학습경험이 제공되는 수업  

Meyer
(2004) 

민주적 수업문화의 범
위 내에서 교육적 이상 
을 지향하고 교사와 학
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
해 경험의 의미와 인식
의 폭을 넓혀주 며 궁
극적으로 모든 학생들
의 지속적인 능력개발
에 기여하는 수업 

1. 분명한 성취기대
2. 명료한 구조화
3. 학습몰두시간
4. 내용적인 명료성
5. 의미생성적인 의사소통
6. 교수학습방법의 다양성
7. 적절한 연습
8. 개별적 촉진
9. 학습촉진적 분위기
10. 준비된 환경

Murphy, 
Delli & 
Edwards
(2004)

2학년 학생과 예비교사, 
현직교사의 좋은선생님
과 좋은 수업에 대한 
신념을 비교함

1. 학생에 대한 '배려(caring)
2. 조직화된 수업(Organized) 
3. 태도(polite)
4. 인내심(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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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melman, 
Daniels, & 
Hyde
(1998)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기반을 두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지식구성활동
을 지원하는 수업을 좋
은수업으로 봄

1. 학습자 중심(student-centered): 학습자의 관심, 질문, 지식으
로부터 출발

① 경험적 수업(experimental): 체험학습경험제공
② 총체적 수업(holistic): 학습자에게 총체적 학습경험 제공
③ 실제적 수업(authentic):실제적이며 복합적인 경험을 제공
④ 도전적 수업(challenging): 학습자에게 도전적인 학습경험제공
2. 인지적(cognitive): 학습자의 고차원의 사고와 메타인지 활동을 

통한 학습을 강조
⑤ 발달적 수업(developmental): 학습자의 발달적 특성에 적절한 

학습활동 제공
⑥ 구성주의적 수업(constructivist): 학습자의 지식구성활동을 적

극 지원
⑦ 표현적 수업(expressive):다양한 표현양식을 배우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
⑧ 반성적 수업(reflective):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경험을 반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
3. 사회적(social): 학습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격려
⑨ 협동수업(collaborative):학생들 간의 협력활동을 격려
⑩ 민주적 수업(democratic): 민주적 교실환경 조성하여 학습자

가 민주시민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

Tileston
(2007) 

학습을 촉진하는 요인
과 학습을 방해하는 요
인을 밝히는 현장연구
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10가지 수업 실제를 제
안함

1. 풍요롭고 정서적으로 지지적인 환경 조성
2. 다른 학습 스타일을 다루는 다양한 교수 전략 사용
3. 학생들이 이전 학습과 경험에서 새로운 학습과 훈련을 연결하
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 사용
4. 장기 기억을 위한 가르침을 1차적인 목표로 하기 
5. 고차원적 사고력을 학습에 통합하기
6. 수업의 일체적 부분으로 협동적 학습 활용하기
7.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또는 신념에 관계없이 모든 학

습자 사이의 격차 해소
8. 다양한 진실한 평가를 통한 학습 평가
9. 학습의 실제 적용 촉진
10. 고품질 교육을 위한 기술의 원활한 통합 

Rosenshine
(2010)

인지과학연구, 선도 교
사(master teachers) 연
구, 인지적 지원 연구의 
세가지 요인에 기반하
여 위계적이지 않은 10
가지의  연구기반 교수
원칙을 제안함 

1. 이전 학습에 대한 간단한 확인 후 수업을 시작
2. 각 단계 후 학생 실습과 함께 작은 단계로 새로운 자료를 제시
3. 많은 질문을 하고 모든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
4. 모델을 제시
5. 학습자의 연습을 안내
6. 학생 이해 확인
7. 높은 성공률 획득
8. 어려운 작업을 위한 비계(scaffolding)제공
9. 독립적인 연습을 요구하고 모니터하기
10. 주간 및 월간 검토에 학생들 참여시킴



학습분석학의�교수학습현장적용을�위한�학습데이터�탐색� � 1193

2.� 좋은수업의� 종합� 모델� 설정과� 교수자에게� 필요한� 학습정보의� 속성� 정리

두 번째 단계로 연구자별 좋은수업의 특징과 구성요소를 비교 분석한 이후 좋은수업의 종합 모델

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교실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들을 학습자 특성, 교수방법, 

교육내용, 수업환경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각 요인들이 실제 수업장면에서 어떻게 적용 및 실천되

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 소연희(2006)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좋은수업의 종합 

모델을 구성하였고 각 요인에 대한 좋은수업의 구성요소별로 교수자에게 필요한 학습정보의 속성을 

정리하였다. 

각 요인별로 좋은수업의 구성요소를 살펴볼 때, 우선 학습자 특성요인으로 교수자는 학습자의 수

준과 능력, 성향을 고려한 수업을 해야 하며 학습자의 인지구조를 고려한 수업, 학습자를 만족시키

는 수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학습자의 다양한 기초학습역량 및 학습자의 선행지식과 

오개념 및 인지구조를 비롯하여 학습자의 학습만족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교육내용과 관련해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실생활이나 경험과 밀착된 교육내용을 도입하

되 수업내용과 방법 및 매체 평가 등이 일관성 있게 설계된 짜임새 있는 수업을 해야 하며 메타인지 

전략을 가르치는 수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좋은수업을 구현하기위해 교수자는 학습자의 선행지식, 

경험, 성장배경, 환경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더불어 학습자의 인지, 정서, 행동 상태 및 학습환

경에 대한 확인과 학습자가 어떠한 메타인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교수방법과 관련하여 교수자는 수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하며,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교과내용을 전달해야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수방법과 전략을 사용해야하고 

성장이 있는 도전적 학습경험을 학습자에게 제공해야한다. 또한 다양한 상호작용 유발을 위한 협동

적 수업과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는 경험 위주의 활동 구성 및 각종 교구 및 최신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동기 유형과 정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수

업내용의 효과적인 전달과 적절한 교수방법 설계를 위해 학습자의 학습스타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모둠구성 및 모둠활동을 위한 학습자 정보가 필요하며 학습자에 맞는 교구와 기술을 활용

하기위해 학습자의 ICT 기초역량, 선호도, 학습양식 등을 확인해야한다. 

끝으로 수업환경과 관련하여 교수자는 풍요롭고 정서적으로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돕고,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반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반성

적 수업을 통해 계획한 수업목표를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환경을 위해 학습도

우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실천하기위해 교수자는 학습자의 정서를 비롯

하여 수업내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도와 도달도 및 자기주도학습 상황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도 파악해야한다. 

위와 같은 좋은수업에 관한 종합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하기위해 교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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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각 영역별 학습정보의 속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좋은수업의�종합�모델과�교수자용�학습정보의�속성

요인 좋은수업의 구성요소 교수자에게 필요한 학습정보의 속성

학습자
특성

학습자의 수준과 능력, 성향을 고려
한 수업

학습성향, 사교육 정보, 학습방해요인 등 학습자
의 다양한 기초학습역량 확인 필요 

학습자의 인지구조를  고려한 수업
학습자의 선행지식과 오개념 및 인지구조 파악 
필요

학습자를 만족시키는 수업 학습자 만족도 확인 필요

교육내용

학생들의 실생활이나 경험과 밀착된 
교육내용 도입

학습자의 선행지식, 경험, 성장배경, 환경 등 확
인필요

수업내용 방법 매체 평가 등이 일관
성있게 설계된 짜임새 있는 수업 

학습자의 인지, 정서, 행동 상태 및 학습환경 확
인 필요

학생들에게 메타인지 전략을 가르치
는 수업

학습자의 메타인지 전략 확인 필요

교수방법

수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학습동
기 유발

학습자별 학습동기 유형, 정도 등 확인필요

명확하고 효과적인 교과내용 전달
수업내용을 수용하는 학습자의 준비상태 및 학
습유형 등 확인필요

다양한 교수방법 및 전략의 사용
적절한 교수방법의 설계를 위한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 확인 필요

성장이 있는 도전적 학습경험 제공
고차원적 사고력을 학습에 통합하기위해 학습자
의 학습상황 및 학습스타일 메타인지 능력 등 
학습역량 확인필요

다양한 상호작용 유발을 위한 협동적 
수업

모둠구성 및 모둠활동을 위한 학습자 정보 필요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는 경험 위주의 
활동 구성

학습자의 학습양식 확인 필요

각종 교구 및 최신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 

학습자의 ICT 기초역량, 선호도, 학습양식 등 
확인필요

수업환경

풍요롭고 정서적으로 지지적인 환경 
조성

학습자의 스트레스, 무기력 등 정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필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격려 및 
지원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상황과 방법 확인 및 
안내할 수 있는 정보 필요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반성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는 반성
적 수업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경험을 반성할 수 있는 역
량이 있는가에 대한 확인필요

계획한 수업목표를 성취한 수업 
수업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도 및 도달도 확
인필요

학습도우미의 적극적인 활용 학습자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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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좋은수업의� 구성요소별� 학습정보의� 정리

앞의 <표 4>에 나타난 좋은수업의 종합 모델을 교수자가 교수현장에 적용하기위해서는 보다 구체

적인 학습데이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에 교수자에게 필요한 학습정보의 속성을 탐색해본 결

과 교수자는 학습자의 메타인지, 지능, 학습동기, 학업스트레스, 학습된무기력, 학습양식, 학습성향, 

학습선호도, 학습태도, 학업성취도, 학습만족도, 과목별 선호도, 사교육 정보, 선행학습정보, 학습방

해요인, 학습도움요인에 대해 알아야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학습정보들

은 교수활동의 상황에 따라 동시에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한 정보가 여러 교수활동의 

단계에 적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수활동별로 어떠한 학습데이터가 필요한지에 대해 학습데이터별

로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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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좋은수업의�구성요소별�학습정보의�정리

영역
학습정보

좋은수업 구성요소
메타 인지 지능 학습 동기

학업
스트레스

학습된
무기력

학습 양식 학습 성향
학습 

선호도
학습 태도

학업 
성취도

학습 
만족도

과목별 
선호도

사교육 
정보

선행학습
정보

학습
방해요인

학습
도움요인 

학습자
특성

학습자의 수준과 능력, 성향을 고려
한 수업

○ ○ ○ ○ ○ ○ ○ ○ ○ ○ ○

학습자의 인지구조를  고려한 수업 
운영

○ ○ ○

학습자를 만족시키는 수업 ○ ○

교육
내용

학생들의 실생활이나 경험과 밀착
된 교육내용 도입

○ ○ ○ ○

수업내용, 방법, 매체, 평가 등이 일
관성있게 설계된 짜임새 있는 수업 

○ ○ ○ ○ ○ ○

학생들에게 메타인지 전략을 가르
치는 수업

○

교수
방법

수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학습
동기 유발

○ ○ ○

명확하고 효과적인 교과내용 전달 ○ ○ ○ ○ ○

다양한 교수방법 및 전략의 사용 ○ ○

성장이 있는 도전적 학습경험 제공 ○ ○

다양한 상호작용 유발을 위한 협동
적 수업

○ ○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는 경험 위주
의 활동 구성

○ ○ ○

각종 교구 및 최신 기술의 효율적
인 활용 

○ ○

수업
환경

풍요롭고 정서적으로 지지적인 환
경 조성

○ ○ ○ ○ ○ ○ ○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격려 및 
지원

○ ○ ○ ○ ○ ○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반성할 수 있
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는 
반성적 수업

○

계획한 수업목표를 성취한 수업 ○

학습도우미의 적극적인 활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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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좋은수업에� 나타난� 세부� 학습� 데이터의� 정리

<표 5>에 정리된 좋은수업의 구성요소별 학습데이터가 학습분석학을 통해 교수학습현장에 적용

되기 위해서는 각 학습정보별로 실제적인 세부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

습 개선을 목적으로 학습자의 종합적인 학습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한 김태기, 

송수원(2018)의 연구에 나타난 학습정보를 수정 보완하여 세부 학습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이를 위

해 앞서 제시된 좋은수업의 종합모델에 나타난 구성요소별 학습정보를 각각 교육현장에 적용가능하

며 정형화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정리한 후 이에 대한 속성을 제시하였다.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좋은수업에�나타난�세부�학습�정보�및�속성�정리

영역 학습정보 세부 학습정보
학습정보의 

속성
비고

인지

메타인지 메타인지 지식 정도, 메타인지 조절 능력 규준지향 긍정적요인

지능

성공지능(분석적, 창의적, 실천적) 준거지향

다중지능(언어, 논리수학, 공간지각, 음악, 신체
운동, 자기성찰, 인간친화, 자연친화)

준거지향

정서

학습동기

전반적인 학습동기유형 및 정도(무동기, 내재적
동기화, 외재적동기화(외적조절, 부과된조절, 확
인된조절, 통합된조절)), 과목별 동기화 유형 및 
정도 

규준지향 긍정적요인

학습성공과 학습실패에 대한 귀인유형(능력, 노
력, 운, 과제난이도)

규준지향

학업스트레스
수업스트레스, 공부스트레스, 시험스트레스, 성적
스트레스, 부모기대스트레스, 교사기대스트레스 

규준지향 부정적요인

학습된무기력 자신감결여, 지속성결여, 통제력결여 규준지향 부정적요인

행동

학습양식
독립 대 의존, 참여 대 회피, 협동 대 경쟁 준거지향

발산형, 동화형, 수렴형, 조절형 준거지향

학습성향 시각형, 청각형, 촉각형, 체험형 규준지향

학습선호도 빛, 온도, 소음 준거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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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학업성취도
과목별 학업성취도, 선행조직자, 출발점행동, 종
착점행동

규준지향,
준거지향
모두 가능

평가의 시기와 
속성에 따라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적용
되어야 함

학업성취도 
변화

과목별 학업성취도 변화(향상중, 정체중, 하락중) 준거지향

학습만족도 과목별/시기별 만족도 준거지향

학습자료
과목별 문제집, 인터넷 강의 등의 진도, 일/주/
월 단위별 학습분량 및 과목별 이해/암기/문제풀
이능력 정도

준거지향

과목별 선호도 과목별 호/불호 여부 준거지향

사교육 여부 사교육의 여부, 과목, 빈도, 유형, 이유, 만족도 준거지향

선행학습 선행학습의 여부, 과목, 빈도, 유형, 이유, 만족도 준거지향

학습방해요인 개인내/외적 요인 준거지향

학습도움요인 개인내/외적 요인 준거지향

<표 6>의 학습데이터는 교수·학습 설계를 위해 학습자 정보가 필요한 교육 현장의 교수자에게 

교수활동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인지, 정서, 행동, 환경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생각

해볼 수 있다. 인지적 영역은 학습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을 나타내는 메타인

지와 지능으로 구성되며, 정서적 영역은 학습을 하고자 하는 긍정적, 부정적 마음에 대한 것으로 학

습동기와 학업스트레스 학습된무기력으로 구성되고, 행동적 영역은 학습자의 학습활동의 양상을 나

타내며 학습양식, 학습성향, 학습선호도, 학습태도 등으로 구성된다. 끝으로 환경적 영역은 학습자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요인으로써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 변화, 학습만족도, 학습자료, 과목별 

선호도, 사교육 여부, 선행학습, 학습방해요인, 학습도움요인으로 구성된다. 

이때 각 학습데이터별 세부데이터는 학습자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정보, 학습자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은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 상대적인 비교가 필요한 규준지향적 성격의 정보와 상대적 비교가 필요하지 

않은 준거지향적 성격의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규준지향적 정보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요인과 학습에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긍정적요인은 메타인지 지

식, 메타인지 조절, 내재적 동기화, 외재적 동기화의 네 가지 변인이며, 부정적요인은 수업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 성적 스트레스, 부모기대 스트레스, 자신감결여, 지속성결여, 통제력

결여, 음식물섭취, 이동성 등의 열 가지 변인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규준지향적 정보가 아닌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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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정보들은 준거지향적 정보로 파악할 수 있다. 

데이터의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긍정적 규준지향의 상대평가지수로 파악되는 학습정보는 높

을수록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반대로 부정적 규준지향의 상대평가지수에 기반한 정보

는 낮을수록 학습자의 학습에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와의 비교를 할 수 없는 

준거지향 방식의 요인은 학습자 고유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람직성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 

특별히 선호자리, 선호집중시간, 선호학습환경 등의 정보는 이 세 변인을 함께 고려할 경우 학습

자 개인과 집단별로 최적의 학습장소를 찾을 수 있는 등 실질적인 학습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를 참고해서 적절한 학습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학습을 제공할 수 있

게 되므로 보다 쉽고 편하게 좋은 학습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Ⅳ.� 논의�및� 결론

이 연구는 학습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학습분석학을 활용하여 교육현장의 

체계적인 교수학습이 구현되도록 이에 필요한 학습데이터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분석학을 통한 교수학습개선을 위해 필요한 학습데이터의 종류를 좋은수

업의 개념을 바탕으로 탐색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좋은수업 연구들에 주로 인용되는 대표적

인 연구자들의 좋은수업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좋은수업의 종합 모델을 선정한 후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학습데이터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환경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 학습정보와 세부학습정보 및 정보의 속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최초로 학습분석학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기위한 학습데이터를 규명하였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기존의 학습데이터 규명과 관련하여 성은모, 진성희, 유미나(2016)의 학습자의 자기주

도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 데이터 탐색 연구가 있었으나 이 연구는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온라인학습

시스템상의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활동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안한 연구이다. 그리고 초중등학교에 

적용하기 위한 학습분석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무엇을 측정 할지에 대한 학습활동 지표 도출, 학습

분석 모델 개발, 학습분석 활용방안을 구안하고자 한 나일주, 임철일, 조영환(2015)의 연구 역시 디

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실수업에서 어떠한 학습활동을 데이터로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인 교수학습 현장의 학습자의 학습을 도모하기위한 목적으로 학습데이터를 규명한 본 연구와

는 차별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환경적 영역과 관련한 학습

정보는 일반적인 교수학습 현장에 대한 학습분석학 연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교육현장의 교수학습개선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한다. 좋은수업, 학습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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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업 등의 교수학습개선을 위한 기존의 수많은 이론적 논의가 보다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다. 즉, 스마트러닝과 소프트웨어교육 등 다양

한 I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방식들이 학습분석학을 통해 교육현장에 접목될 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분석학을 활용하여 학습데이터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

인 교육을 위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별히 이러한 학습데이터는 일반적인 교육현장에

서 수업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기에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측정하

기 어려운 일반적인 교육현장의 실제적인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학습분석학의 교수학습현장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데이터를 규명한 것으로, 학습분

석학의 실제적인 적용을 통한 교수학습 현장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첫째, 본 연구결과로 제시된 학습데이터의 실제적인 현장적용의 방법과 이에 따른 효과성 분석연

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학습분석학 연구와 차별된 일반적인 교수학습현장의 학습 데이

터 추출 방식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수 있다.

둘째, 학습분석학의 다양한 데이터 분석방식을 통한 추가적인 학습데이터 규명과 데이터 활용방

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데이터 외에도 교수자, 학습자, 학습환경 등과 관련한 

다양한 위치정보, 부동산 정보, 사교육기관정보 등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요인의 규명과 

적용방안 연구를 통해 더 많은 교육환경 개선의 가능성이 예견된다. 

셋째, 학습데이터의 실제적인 교수학습 현장 적용을 위한 대시보드(dashboard) 개발 등의 후속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LMS와의 연동 가능성 및 연계 데이터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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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Learning�Data�for�the�Application�of�Learning�Analytics�

to� the� regular� teaching� and� learning� setting
1)

Kim,� Tai� Ki*

Recently, learning analytics research has been actively conducted around the world that can 

help learning more systematically and scientifically by analyzing learning data. As systematic 

teaching is essential for the implementation of desirable teaching learning, such learning analytics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eaching learning in the educational field. Although effective 

teaching research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so far in relation to improvement of teaching 

and learning, it is difficult to find a research that deals practically necessary information to the 

instructor in order to implement good classes in the field. In this study, learning data exploration 

based on the concept of effective teaching has been conducted for the application of learning 

analytics to the regular teaching and learning setting. To this end, a comprehensive model of 

good class based on the components of effective teaching of representative researchers was selected, 

and looked at detailed study data to implement it. The research results divided into cognitive, 

emotional, behavioral, and environmental areas, and presented learning information by area and 

detailed learning information and information properties. This study implies that it has identified 

the learning data for applying learning analytics to the regular educational setting and suggests 

new possibilities for improving teaching and learning field studies. Further follow-up research 

is required for the improvement of teaching learning field studies through practical application 

of learning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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