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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과정,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맞춤

형 수업을 설계하기 위한 환경적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맞춤형

수업(personalized instruction)은 개별 학습자 혹은 학습자 집단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학습 활동과 자원을 조정하여 최적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수업을 의미한다. 맞춤형 수업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습 동기를 갖도록 하며, 또한

전통적인 수업에서 소외되었던 평균과 동떨어진 학습자를 효과적

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콘텐츠의 지능화와

기기 성능의 향상, 온라인 학습환경의 발전과 보급 등의 이유로

활용 가능한 학습자 데이터의 양과 범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데이터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교사도 학습자 데이터를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교사들에게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교사의 교육적 의사결정을 도우려는 많은 시도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사에게 학습자 데이터가 주어진다고 해서 맞춤형 수업

을 잘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들은 업무 부담, 윤

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 데이터 활용 혹은 맞춤형 수업설계 역량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무

시하거나,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데 실패하거나,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데 실패하거나,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

하더라도 이를 맞춤형 수업설계로 연결하지 못 할 수 있다. 그렇

기 때문에 교사에게 학습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자를 진단하

고 수업을 설계하는 주체인 교사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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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

원할 필요가 있다. 교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

사가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수업

을 설계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데이터 활용 수업설계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천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연구 1과 연구 2

를 수행하였다. 연구 1은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

설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구

체적인 연구 문제는 1) 초등학교 교사는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

형수업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2) 초등학교 교사는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해 필요한 학습자 데이터의 내용과 제시 방식을 어

떻게 인식하는가, 3) 초등학교 교사는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한 맞

춤형 수업 방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로 구성되었다. 연구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과 맞춤형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20 명을 개별 면담하고 주제 분석을 실시하여

9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1의 결과에 따르면 첫째, 교사들은 학습자 데이터가 (1) 학

생을 진단하고 수업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2)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여러 현실적인 제한점이 있으며 (3) 맞

춤형 수업 역시 기존 학교교육체제 내에서 실천하기에 난점이 있

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교사들은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해 (4) 학

습자 특성과 (5) 수업에서의 학습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6) 직관적이고 유연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셋

째, 교사들은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7) 학급 평균 특성을 고

려한 수업, (8) 수준별 학습자 집단에 따른 과제 및 활동 설계, (9)

개별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지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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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에서는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탐색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반

영하여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해 교사가 필요로 하는 학습자 데이

터를 제공하고 교사가 이를 활용하여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는 과

정을 사고발화 방법(think-aloud methods)을 활용하여 실험실 맥

락에서 질적으로 탐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1) 교사는 학

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는가, 2) 교

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무엇인가, 3)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수

업과정안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였다. 연구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먼저 사전 설문을 실시해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데이터 활용에 대

한 인식과 인식론적 신념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이

사고발화와 연구 도구 조작에 익숙해지도록 연습 기회를 부여하였

다. 그리고 60 분 동안 가상의 6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과정, 결과를 보여주는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

학 교과의 ‘분수의 나눗셈’ 단원에 대한 맞춤형 수업을 한 차시 설

계하고 수업과정안을 작성하는 사례문제를 사고발화하며 해결하도

록 하였다. 수업설계가 종료된 이후 사후 면담을 실시해 설계 과

정을 복기하며 성찰하도록 하였고,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

업설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2의 결과에 따르면 첫째,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자

를 진단하는 활동이 맞춤형 수업설계 활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특히 교사가 단순히 주어진 데이터를 읽고 받아들이는 것

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해 질문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해석하여 교

육적 의미를 발견하는 깊이 있는 진단 과정이 맞춤형 설계를 촉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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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과정에서 분석과 설계 단계가 선형적으로 진행될 때보다 수업

설계 전 과정에서 짧은 주기로 반복적이고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때 교사가 학습자를 더 많이 고려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교사의 교직 경력과 인식론적 신념은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교사의 교직 경력이 높아질

수록 학습자 진단 활동을 덜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사실을 아는

것 보다 학습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을수

록 수업설계 과정에서 학습자를 더 많이 진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는 수업과정안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맞춤형 설계 활동과 점검 및 수정 활동

을 많이 할수록, 학습자 진단과 수업설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록 수업과정안의 질이 높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업설계 패러다임으로서

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교사의 특성과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공학적 시사

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천을 경험적으로 탐색하여 학습

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사에게 학습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지원이 필

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교

사의 데이터 활용과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이론을 확장하고, 추

후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지원하는데 처방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학습자 데이터, 맞춤

형 수업, 수업설계, 학습분석

학 번 : 2018-3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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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교에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을 단순히 기억하거나 터득하는 데서 벗어나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습득하고, 새로운 상황이

나 맥락 속에서 활용하고, 또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력, 창의성과

같은 역량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다(임철일,

2019; OECD, 2018). 학습자에게 이러한 핵심 역량을 효과적으로 길러주

기 위해서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에서 학습

자가 학습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학습하는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 수업이 변화해야 한다(이경호, 안선희,

2014).

학습자 중심 수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고유한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맞춤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춤

형 수업(personalized instruction)은 개별 학습자 혹은 학습자 집단의 특

성과 요구에 맞게 학습 활동과 자원을 조정하여 학습자가 최적화된 학습

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맞춤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수업을 일컫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맞춤형 수업의 정의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수준별 수업(differentiated instruction)과 개별화 수업(individualized

instruction)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맞춤형 수업을 사용하였다(김

선영, 2018; Spector, 2015). 맞춤형 수업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Smale-Jacobes et al., 2019)와 흥미와 동기(Järvelä, 2006)를 높이고 미

래 사회 역량(Kinash, 2014)을 개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한 전통적인 수업에서 소외되었던 평균에서 동떨어진 학생들의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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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Patrick et al., 2013). 2015 개

정 교육과정에서도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다양한 학습

진단을 구성하여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하였다(교육

부, 2015).

맞춤형 수업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

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맞춤형 수업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기존의 학교 수업은 근대적 산업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평균적인 학습자를 겨냥하여 설계되었다. 교사들은 주

로 상위 기관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과 지침,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여

학급의 일반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수업을 설계하였으며(김도헌, 1996;

Rose, 2016), 이러한 수업설계 방식은 적은 비용으로 적당한 수업을 설

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었다. 미래 사회의 구성원을 길러내기 위

해서는 기존의 수업설계 패러다임에서의 관행과 다르게 평균적인 학습자

가 아니라 개별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수업설계가 이루어져야 하

지만 한 명의 교사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여러 명의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일반적인 교실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학생의 변화를 점검하여 맞춤

화된 학습 활동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FitzGerald et al.,

2018; Jones et al., 2013).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새로운 수업설계 패러

다임에 따라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기보다 학습자에 대한 기존 지식을 바

탕으로 교육적 처치를 설계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Feldon, 2007;

Schwarz & Asterhan, 2011).

학습자 데이터는 교사가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을 효과

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방대한

데이터가 생성되고 유통되고 있으며, 데이터를 활용해 가치를 생산하는

일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김진호 외, 2017). 디지털 기기의 성능이 향

상되고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생성되고 수집되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학습자 데이터가 양적·질적으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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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다(성은모 외, 2016).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국내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시

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보

급하는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 수업지원 시스템인 ‘똑똑 수학탐험대’에

서는 교사가 학급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학습자 데이터가 교사가 학습자에 대한 새

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적으로 보다 의미있는 의

사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Ahmed, 2019;

Mandinach & Gummer, 2016).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은 학교 현장에 도입된

학습자 데이터의 교육적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Lai &

Schildkamp, 2013; Marsh, 2012).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 데이터가 효과

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를 진단

하고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는 주체인 교사를 이해해야 한다. 교사는 다

양한 이유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실천하지 않거나 못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주어지더라도 교사는 업무 부담(Ballet

& Kelchtermans, 2009; Pelletier & Sharp, 2009)이나 윤리적 문제에 대

한 우려(이현경 외, 2020)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데이터를 무시하고 활용

하지 않을 수 있다. 교사가 데이터를 활용하려 하여도 데이터에서 교육

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데 실패하거나(Herodotou et al., 2017;

van Leeuwen et al., 2015) 데이터에서 발견한 교육적 의미를 맞춤형 수

업으로 연결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van Leeuwen, 2019). 그렇기 때문

에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수업을 잘 설계할 수 있도

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는 교사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학교에서 혁신을 수용

하려 할 때 물리적인 인프라나 제도적인 지원과 같은 환경적인 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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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적으로 해결되더라도 교사의 인식이나 태도, 신념, 역량과 같은 내적

요인이 혁신을 수용하는 최종적인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Ertmer,

1999). 만약 학교에서 수업설계를 위해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더라도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자

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거나, 주어진 학습자 데이터가 맞춤형 수업

설계에 활용하기에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적절한 맞춤형 수업설

계 방안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교사는 바람직한 방식으로 학습자 데이터

를 활용하여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고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교사의 인식이나 요구를 이해하지 않고 제시된 처방은 교사의 수업

설계 관행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예컨대,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

발된 많은 대시보드들 역시 교육적 가치나 현장의 요구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기보다는 그저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되어 실제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Dyckhoff et al., 2013; Slade & Prinsloo, 2013).

이와 같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교사의 인식

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이를 경험적으로 탐색하는 연구

는 매우 드물다. 선행 연구들은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교사의 전반적인 인식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교사용 대시보드에

대해 교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순히 확인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

다(Holstein et al., 2018). 또한 몇몇 연구자들은 교수자가 수업설계를 위

해 필요로 하는 학습 정보를 조사하기도 하였지만(신종호 외, 2015), 이

러한 연구는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교수자의 일부

인식에만 초점을 맞출 뿐 교사의 수업설계 실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주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는 교사의 인식에 대해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자를 진단하고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을 총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교사들이 실제로 어떻게 학습자 데이터를 활

용해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는지, 어떠한 요인이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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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행동이 수업설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전반

적인 이해가 있어야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구체

적이고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

론 몇몇 연구들이 교사의 데이터 활용 과정(Mandanach & Gummer,

2016) 혹은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최영인 외, 2019)을 처방

한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처방은 대체로 이론에 기반을 두고 연역적으로

도출된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제안된 처방이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

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개선하였는지에 대해서

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실제로는 교사들이 합리적이고 이론적

인 처방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해 학습 활동과 내용

을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한다는 것을 고려하면(김도헌, 1996; 길양숙,

2008; Young et al., 1998; Zahorik, 1975), 교사의 실천적인 학습자 데이

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이 기존의 이론적인 처방과는 차이가 있으

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교사에게 학습자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교사가 이를 활용해 어떻게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는 거의 없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교사들이 수업설계 과정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

용하는지보다 실시간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중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

는지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Martinez-Maldonado, 2019). 수업설

계 과정을 탐색한 경우에도 수업설계 과정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경우는

드물었다. 예를 들어, Wise 와 Jung(2019)은 대학 교수자들이 학습자 데

이터를 활용해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탐색하였으나, 수업설계 과

정을 직접 관찰하지 못하고 사후적인 면담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기 때문

에 교수자가 실제로 어떠한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떻게 수업을 설

계하였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수업설계

과정과 수업설계 결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검

증한 경우도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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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새로이 전환되는 수업설계 패러다임 하에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설계과정

을 실증적으로 기술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기술적인 기초 연구의 출발

점을 초등학교로 둔 이유는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는 학습분석 분야의 연

구들이 대부분 고등교육 맥락에서 수행되어(Du et al., 2021) 상대적으로

부족한 초등교육 맥락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이

해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의 학교체제와 초등교육에서의

학교체제는 다른 상황적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교육 현장으로 학습

자 데이터가 점차 보급되는 현재 시점에서 교사의 인식과 실천을 바탕으

로 초등교육에서 교사를 지원할 때 특수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중등학교 교사에 비해 교과

의 구애를 덜 받고 상대적으로 수업 운영의 자율성이 높은 편이라 학습

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있어 초등학교

교사가 더욱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독립된 연구를 실

시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

설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연구 1과 초등

학교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 2로 구성된다. 연구 1에서는 교과나 대면 혹은 비대

면 수업 방식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면담을 실시하여 학습자 데이터 기

반 맞춤형 수업설계의 필요성,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해 필요한 학습자

데이터의 내용과 제시 방식,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방안

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2에서는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을 조

사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학 교과 대면

수업을 한 차시 설계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실 맥락에

서 사고발화 방법(think-aloud methods)을 적용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특성,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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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인,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수업과정안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과 관찰, 면담을 통해 질적으로 탐색하였다. 수학 교

과를 설계 과제로 선정한 이유는 다른 교과에 비해 학습 내용 간 위계성

이 강해 부진이 누적되는 경향이 있으며(박주경, 오영열, 2013), 학생의

흥미와 자신감의 하락 폭도 큰 편이라(이현숙, 이창묵, 2015) 맞춤형 수

업을 설계하기에 도전적인 과제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연

구를 통해 교사의 데이터 활용과 수업설계에 대한 이론을 확장하고, 수

업 개선의 핵심 주체인 교사의 요구와 실천에 대해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지원하는데 처방적인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 8 -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수업설계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 1과 연구 2를 수행

하였다. 첫 번째 연구인 연구 1을 통해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습자 데

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해 어떠한 전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교과나 대면 혹은 비대면 수업 방식 등에 제

한을 두지 않고 면담을 통해 교사의 전반적인 인식을 탐색하였다. 연구

2에서는 교사들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실천에 대한 보

다 구체적인 탐색이 이루어졌다. 연구 2에서는 교사가 주어진 학습자 데

이터를 활용하여 수학 교과 대면 수업 한 차시를 실제로 어떻게 설계하

는지를 실험실 맥락에서 설문, 관찰, 면담을 통해 질적으로 조사하여 교

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을 탐색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는 독립적으로 수행되었으나 연구 1에서 확인한 학습자 데이터의

내용과 제시 방식에 대한 교사의 요구는 연구 2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도구를 개발하는 데 활용되었다. 연구 1과 연구 2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

는 다음과 같다.

가. 연구1: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1. 초등학교 교사는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의 필요성을 어떻

게 인식하는가?

2. 초등학교 교사는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해 필요한 학습자 데이터의

내용과 제시 방식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3. 초등학교 교사는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수업 방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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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2: 초등학교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

춤형 수업설계 과정

1. 초등학교 교사는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는가?

2. 초등학교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초등학교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수업과정

안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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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이 연구의 목적은 새로이 전환되는 수업설계 패러다임 하에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설계과정

을 실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

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이 연구는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천을 연구함으로써 교사의 데이터 활용과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연구 분야에 이론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교

사가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떻게 학습자를 진단하는지 그 과정을

깊이 있게 총체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드물다. 예를 들어, 선행 연구들은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단편적으로

확인하거나(Holstein et al., 2018), 교사의 실천 과정에 초점을 두기 보다

데이터를 활용한 일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처방적으로 제시하는데 그쳤

다(Mandanach & Gummer, 2016). 특히 수업설계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

들이 70 년대에 활발히 이루어지며 수업설계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천

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으나(Zahorik, 1975), 그 이후로 새로운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술의 발전과 수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환경적

기반이 갖추어지고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현재 시점에서 학습자 데이

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천을 이해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결과물은 교사의 데이터 활용과 수업설계에 대한 기존 연구

분야를 확장하고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천을 탐색한 실증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선행 연구들은 주

로 교사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며 수업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처방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Dick et al., 2015; Mandanach &

Gummer, 2016). 하지만 교육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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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을 둔 이해를 바탕으로 처방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교사들이 교육적 처방에 따라 수업을 설계하지 않는다고 지적

한다(김도헌, 1996; Moallern, 1998). 또한 이해에 기반을 두지 않은 처방

은 교육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교수학습을 개

선하기 위해 개발된 많은 대시보드들이 현장의 교육적 요구와 맥락을 고

려하여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되어 교수학습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Dyckhoff et al., 2013; Slade & Prinsloo 2013). 이에 본 연구는 현직 초

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이론적 이해에 대한 실증적

인 근거와 바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실천에 대한 이 연구의 결과는 추후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처방적인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학습자 데이

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와 관련된 많은 처방은 교사의 인식과 실천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이 고등

교육 맥락에서 수행되어(Du et al., 2021), K-12 교실에서의 학습자 데이

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장에 대한 이해 없

이 개발된 처방은 교육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현장에

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확산되기도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이 현상에

대한 이해에 있기는 하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후 수행되는 응용 연구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맞춤형 수

업설계를 위한 학습자 데이터의 내용과 제시 방식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

의 인식을 바탕으로 교실 상황에서 교사의 수업설계를 지원하는 학습분

석 기반의 대시보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의 학습자 데이

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모형과 원리를 개발하여 현장 교사들이 수월하게

수용할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개발된

모형과 원리를 바탕으로 예비 교사 및 현직 교사 교육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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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맞춤형 수업

맞춤형 수업(personalized instruction)은 개별 학습자 혹은 학습자 집

단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학습 활동과 자원을 조정하여 학습자가 최적화

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맞춤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수업을 일컫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맞춤형 수업은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으나(Spector, 2015),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수업을 광의의 의

미로 사용하였다. 광의의 의미에서 맞춤형 수업은 때때로 비공식적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맞춤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맞춤형 학습

(personalized learning)이라는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며, 맞춤형 수업에

수준별 수업(differentiated instruction)과 개별화 수업(individualized in-

struction)이 포함되기도 한다(김선영, 2018; Spector, 2015). 국문 학술용

어로서 ‘맞춤’ 역시 포괄적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김선영(2018)의 연구에

서는 personalized learning을 수준별 수업과 개별화 수업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고 하였으며, 최영인과 동료들(2019)의 연구에서도 초록에서 맞

춤형 수업설계의 번역어로 differentiated instructional design 과 person-

alized instructional design 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협의의 의미에서 맞춤형 수업은 수준별 수업, 개별화 수업과 개념

적으로 구분되며, 학습자가 맞춤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적합한 학습 경로

에 따라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자 중심 접근을 취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Bray & McClaskey, 2014).

나. 학습자 데이터

학습자 데이터(learner data)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교수학습 환경에

서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과정, 결과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수집된 데이

터 혹은 정보를 의미한다. 개념적으로 데이터와 정보(information)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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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포함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되나(McDonough, 1963), 의미는 맥

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데

이터와 정보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학습자

데이터는 다양한 수준, 원천, 속성의 데이터를 모두 포함한다. 이를테면

학습자 데이터에는 전체 학급, 학습자 군집, 개별 학습자 수준의 데이터

가 모두 포함된다(최영인 외, 2019; Mottus et al., 2018). 그리고 데이터

수집 원천으로부터 1차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의미를 생성하

기 위해 2차적으로 가공된 데이터도 학습자 데이터에 해당한다(성은모

외, 2016). 수치화된 양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행동에 대한 질적

데이터 역시 학습자 데이터에 해당한다(Fjørtoft & Lai, 2021).

다.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는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

해 학습자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맞춤

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교실 수업을 설계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는 교사가 경험적으로 파악한 학습자에 대

한 정보에 기초해 직관적으로 수업을 설계하던 기존의 수업설계 관행과

다르게 체계적으로 수집된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해 근거에 기반을 두고

수업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업설계 관행과 구분된다. 또한 학습

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는 학습 시스템에서 데이터에 기반을 두

고 자동화된 맞춤형 처방을 1:1 로 제시하는 개인 지도를 설계하는 것과

다르게 교사 한 명이 여러 명의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일반적인 교실 상

황의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

춤형 수업설계에서는 여전히 교실의 제한적인 자원과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최영인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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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맞춤형 수업과 학습자 데이터

가. 맞춤형 수업의 개념 및 실천 방안

1) 맞춤형 수업의 개념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하에서 맞춤형 수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학습자 중심 수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

해서는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맞춤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

이 중요하기 때문이다(홍선주 외, 2018; Kisel et al., 2019; World

Economic Forum, 2016). 선행 연구들은 맞춤형 수업과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Smale-Jacobes et al.,

2019; Tomlinson et al., 2003). 학교 수준에서 맞춤형 수업의 효과를 탐

색한 연구에 따르면 성취도가 높은 학교에서는 맞춤형 수업이 더 많이,

더 철저히 이루어진다(Lee, 2014). 또한 맞춤형 수업은 학습자가 학습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김민정 외, 2011; Subban, 2006),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며(Järvelä, 2006), 소속감을 가지도록(Solberg et al., 2014)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맞춤형 수업은 미래사회를 위한 역량 개발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Kinash, 2014). 또한 맞춤형 수업은 학습자

에게 높은 수준의 선택권을 제공해 학습 경험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

기 때문에 전통적인 수업에서 소외되었던 평균에서 동떨어진 학생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학생 간의 성취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Pane et al., 2015; Patrick et al., 2013).

이에 맞춤형 수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

해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다양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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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진단을 구성하여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 바 있다(교육

부, 2015). 또한 2009 년부터 2018 년까지 수행된 맞춤형 수업 혹은 맞춤

형 학습에 대한 179건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Li 와

Wong(2019)은 2014 년 이후로 이루어진 연구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연

구에 비해 120%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는 최근 맞춤형 수

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맞춤형 수업은 개별 학습자 혹은 학습자 집단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학습 활동과 자원을 조정하여 학습자가 최적화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

록 맞춤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수업을 일컫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맞춤형

수업은 광의의 의미와 협의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먼저 광의의 의미

에서 맞춤형 수업은 때때로 비공식적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맞

춤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맞춤형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이라는 용어

와 혼용되기도 하며, 맞춤형 수업에 수준별 수업(differentiated in-

struction)과 개별화 수업(individualized instruction)이 포함되기도 한다

(김선영, 2018; Spector, 2015). 국문 학술용어로서 ‘맞춤’ 역시 포괄적으

로 사용된다. 예컨대 김선영(2018)의 연구에서는 personalized learning을

수준별 수업과 개별화 수업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고 하였으며, 최영인

과 동료들(2019)의 연구에서도 초록에서 맞춤형 수업설계의 번역어로

differentiated instructional design 과 personalized instructional design

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협의의 의미에서 맞춤형 수업은 수준별 수업이나 개별화 수업과 교수

학습의 주체를 누구로 보는지, 학습자 집단이나 개별 학습자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Bray & McClaskey, 2014). 먼저

수준별 수업은 교실 내 학생의 학습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별 학생

과 학습 집단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교육 내용(content), 과

정(process), 결과(product)를 조정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을 의미한다. 수

준별 수업의 핵심은 지속적인 평가와 조정을 통해 개별 학습자의 요구에

반응(response)하는 것이다(Tomlinson, 1995; Tomlinson & Allen, 2000).

맞춤형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준비도(readiness), 흥미(interest), 학습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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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와 같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 다양화, 유연한 집단 구성, 지

속적인 평가와 조정 등과 같은 전략을 통해 학습자에게 차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Tomlinson, 1995). 수준별 수업이 맞춤형 수업과 구분

되는 지점은 일반적인 수업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학습 경험의 설계와 운

영을 주도하며, 동일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수준별 수업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들을 효

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학습자를 적절한 집단으로 분류(clustering)하는

것을 강조한다(최영인 외, 2019).

개별화 수업은 개별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학습 내용, 학습 활동, 학

습 자원 등을 제공하는 수업을 의미한다. 개별화 수업에서도 수준별 수

업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학습 목표를 지닌 학습자 집단을 상정하지만,

개별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집단이 아니라 개별

학습자 단위로 학습 내용, 활동 및 속도, 관련 학습 자원 등을 적응적으

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준별 수업과 구분된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교육 계획을 세워 처치를 제공하거나 적응적 학습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별적인 튜터링을 제공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

다(Spector, 2015). 개별화 수업이 개별 학습자에 초점을 둔다는 면에서

수준별 수업보다 학습자 중심적인 수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개별화 수

업에서도 여전히 교사가 학습자보다 학습 경험의 설계와 운영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수업은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요구에 따라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라 적응적으로 학습하는 수업을 의미한다. 맞

춤형 학습의 주체는 교사가 아니라 학습자이다. 맞춤형 수업에서 학습자

들에게는 동일한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각기 다른 학습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또한 학습자는 자신의 목표에 따

라 다른 학습 활동과 자원을 선택할 권한을 가진다. 맞춤형 수업은 교수

자 중심의 전통적인 교수설계 패러다임을 학습자 중심으로 확장하여 다

양한 기술 기반 학습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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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여 발전시키고 공유하는 등 의미 있는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Kallick & Zmuda, 2017).

2) 맞춤형 수업의 실천 방안

맞춤형 수업에는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여러 특징적인 실천 방안이 있

다. 먼저 맞춤형 수업에서는 개별 학습자의 목표, 특성, 관심, 수준 등의

차이나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고려하여 개인의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화된 학습 계획이 강조된다(Kallio & Halverson, 2020;

Lee, 2014). 즉, 맞춤형 수업에서는 학습자별로 개인화된 학습 경로가 생

성되어 개인화된 학습 목표와 학습 속도, 내용,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다(Pane et al., 2015; Patrick et al., 2013; Tanenbaum et al., 2013).

예를 들어, 학습자의 고유한 학습 요구에 따라 학습 속도를 조절하거나

학습 선호도에 따라 차별화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Shin,

2021), 시간에 따라 학습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성장을

기준으로 학습 진도를 나갈 수 있다(Lee, 2014). 또한 학습자는 다양한

형태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숙달 수준을 나타낼 수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맞춤화된 학습 계획을 통해 학습자는

학습에 있어 개인적 관련성(personal relevance)을 느낄 수 있으며(Jones

et al., 2013), 학습 동기와 소속감이 높아진다(Solberg et al., 2014).

다음으로 맞춤형 수업은 역량 중심의 학습 과정을 지향한다. 맞춤형

수업의 목표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고차적인 사고와 역량을 개발

하는 데 있다(Shin, 2021). 맞춤형 수업에서는 종종 학습자가 더 깊이 있

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기반 학습 혹은 문제

기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수업이 조직된다(Barron et al., 1998). 학습자

는 진정성 있고 복잡하며 구조화되지 않은 개방형 과제를 수행하며, 실

제 세계를 탐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Lee, 2014). 프로젝트 기반 학습

혹은 문제 기반 학습은 개별 학습자 단위뿐만 아니라 소그룹 단위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학습자는 교사와 다른 학습자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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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협력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학습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Jenkins et al., 2007).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경로를 조정하도록 돕기 위해 맞춤형 수업에서

는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기적으로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숙달 정도를 평가하여 교실에서 개별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학습 경

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Kallio & Halverson,

2020). 이를 위해 맞춤형 수업에서 평가는 상대적인 성취를 비교하는 규

준 참조 평가(norm-referenced assessment)가 아니라 학습자의 기술과

능력, 역량을 평가하는 준거 참조 평가(criterion-referenced assessment)

가 이루어져야 한다(Lee, 2014). 또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학습

요구를 이해하고 학습 상황을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Lee, 2014; Shin,

2021). 하지만 과제의 완료 여부나 단순한 정답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

라 학습자가 어떠한 학습 과정을 거쳐 어떠한 성취를 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기반 활동을 루브릭에 근거하여 평

가하거나(Hmelo-Silver et al., 2007), 적응적 평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여 학습 과정을 추적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Shute & Ramihi, 2017).

맞춤형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필요에 맞게 학

습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맞춤형 수업이 수준별 수업이

나 개별화 수업과 같은 유관 개념과 구분되는 지점은 학습자가 맞춤화된

학습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화된 학습은 학습자의 자

율성에 크게 의존한다(Bingham, 2016). 이에 Jones 와 동료들(2013)은 맞

춤형 학습의 주요 실천 방안으로 선택(choice)과 학습자 책임감(learner

responsibility)을 제안한 바 있다. 맞춤형 수업에서 학습자는 학습에 대

한 관심과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시작하고 추진하여 주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성장을 위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Shin, 2021). 또한 교사는 학습자

와 협력하여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학습 경로로 학습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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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 활용은 맞춤형 수업의 주요 실천 방안으로 간

주된다. 선행 연구들은 디지털 자료와 온라인 커리큘럼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Pane et al., 2015;

Patrick et al., 2013).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활용해 개별 학습자의 학

습 경험을 보다 손쉽게 맞춤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학습자들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Demski, 2012;

Koufman-Frederick et al., 2017). 현재 맞춤형 수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기술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철일(2019)은

국내외 맞춤형 학습 서비스 동향을 분석하여 1) 공개교육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예: Merlot), 2) 학습분석 기반의 대시보드(예: Course

signal, Calcental), 3)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서비스(예: KnowRe, Khan

Academy, AI teacher Sam), 4) 혁신 학교의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

(예: Minerva School), 5) 감성 컴퓨팅(예: T-ede) 기술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교사가 학습자의 학습 계

획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데이터가 풍부한 디지털

환경으로 통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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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Jones et al(2013) Kallio & Halverson(2020) Lee(2014) Shin(2021)

맞춤화된
학습 계획

Ÿ 개인적 관련성 Ÿ 맞춤화된 학습 계획
Ÿ 개별 차이를 고려한
맞춤화된 학습 계획

Ÿ 역량 기반 진도

Ÿ 개별화
Ÿ 수준별

역량 기반
학습

Ÿ 프로젝트 기반 학습
Ÿ 프로젝트 혹은 문제
기반 학습

Ÿ 고차원적 사고 기술
및 역량 개발

지속적인
평가

Ÿ 역량 기반 평가
Ÿ 지속적 형성 및 총괄
평가를 위한 준거 참
조 평가

Ÿ 지속적인 평가 및 데
이터 수집 통합

학습자 주도
Ÿ 선택
Ÿ 학습자 책임감

Ÿ 학생 주도
Ÿ 학생 권한 부여

테크놀로지
활용

Ÿ 데이터 기반 학습 기
술 통합

Ÿ 기술 강화

<표 Ⅱ-1> 맞춤형 수업의 실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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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춤형 수업 실천의 어려움

맞춤형 수업에 대한 여러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

장에서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맞춤형 수업

을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이 중요하다. 하지만 맞춤형 수업의 가장 도전적인 난제는 교실에서 지

속적으로 학습자의 변화를 점검하고, 적절한 학습 활동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FitzGerald et al., 2018; Jones et al., 2013).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습자를 담당해야 하는 일반적인 교실 환경에서 교사가 여러

학습자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맞춤형 수업설계를 준비하고 실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들은 교실 환경에서 여러 학생

을 진단하는 일은 높은 인지 부하를 유발한다고 지적한다(Paas et al.,

2003). 교사의 인지부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교사는 현재 상황을 정확

하게 파악하고 학습자를 진단하여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기 보다는 학습

자에 대한 기존의 지식을 사용하여 교육적 처치를 설계하는 전통적인 설

계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Feldon, 2007; Schwarz & Asterhan, 2011).

다음으로 선행 연구들은 교사의 전문성 역시 맞춤형 수업 실천의 장

벽이 된다고 지적한다. 교사들은 교실에서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

정을 다변화하거나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는 등 맞춤화 전략을 거의 사용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적은 준비가 필요한 전략을 사용한다(Graham et

al., 2008; McLeskey & Waldron, 2011). 중학교 수학 수업지도안 337편

을 분석한 김구연과 전미현(2017)은 수집된 지도안 대부분이(97.5%) 현

행 수학 교과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학생의 수학적 사고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거나 대비하지 않고 교과서의 학습 목표와 과제를 그대로 수용하

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Tomlinson(1995) 역시 경력이 많

은 교사라고 할지라도 맞춤형 수업을 실천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기

도 하였다. 다음으로 맞춤형 수업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맞춤형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사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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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수업 실시 경험이 거의 없고 어떻게 맞춤형 수업을 실시해야 하

는지 모를 경우 맞춤형 수업은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학습자 진단의 어려움이나 교사 개인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외에

도 교실에서 맞춤형 수업을 실천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기존의 학

교교육체제가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교의

요구와 지원 등과 같은 요소를 수업설계 시 고려한다(Gwyn–Paquette

& Tochon, 2002). 성공적인 맞춤형 수업을 위해서는 교사 개인 역량 이

상의 지원이 필요하다(Lee, 2014). Kallio 와 Halverson(2020)은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거시적 리더십 과제로 1) 학습자의 선택을 지원하

기 위한 학습 환경을 재구성하고, 2) 맞춤형 수업을 위한 기술 생태계를

정립하고, 3) 학생의 관심과 주체성, 관계를 우선시하도록 교육 시간을

재설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물리적인 교실 환경, 수업 시수와 같은 제도적인 여건, 학생과 학부모

의 기대 등과 같은 요소는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맞춤형 수업의 주요 실천 방안 중 하

나는 테크놀로지의 활용이다. 하지만 교실 환경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

하기 어렵다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기 어려울 것

이다. 선행연구들은 교실 내에 충분한 테크놀로지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교사들은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테크놀로지 기

반의 학습자 중심 교수법을 채택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고 지적한다(Jong

& Tsai, 2016; Kim & Tan, 2011; Lee & Lin, 2005). 또한 약 30 개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맞춤형 수업을 정성적으로 조사한 Bingham과 동

료들(2016)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된다. 교사들은 맞춤형 수

업을 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기 위한 물리적인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

았고, 필요한 디지털 콘텐츠가 잘 설계되지 않았을 때 불만스러워 하였

다. 또한, 기존의 수업 관행과 동료나 학부모, 학생의 기대와 같은 요인

도 맞춤형 수업의 실천을 방해할 수 있다. Kim 과 동료들(2013)의 연구

에 따르면 교사들이 학습자 중심 수업의 가치에 동의하더라도 학습자가

고부담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학습자 중심 수업을 실시하는 대

신 기존의 지식 전달식 수업 관행을 채택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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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한 학습자 데이터

1) 학습자 데이터의 개념 및 분류

학습자 데이터는 합의된 학술 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인 용례를 보았을

때 교육 맥락에서 학습자에 대해 수집된 데이터 혹은 정보를 의미한다.

학습자 데이터는 학생 데이터(student data) 혹은 학생 수준 데이터

(student-level data)라는 용어로 대체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콘텐츠

의 지능화와 기기(device) 성능의 향상, 온라인 학습 환경의 발전과 보급

으로 인해 디지털화된 학습자 데이터가 증가하며 학습자 데이터의 범주

와 양이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다(김진호 외, 2017). 이로 인해 전통적

인 교실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 외에도 온라인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차

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방대해진 학습자 데이터를 어떻게 교

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Piety, 2019).

학습자 데이터는 다양한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그 내용에 따라

서 학습자의 특성, 학습 과정, 학습 결과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습자의 특성은 학습자에게 내재된 고유한 특성을 의미

한다. 오래 전부터 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자에 대한 데이터나 정보라는

관점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학습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습자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자 특성에 대한 변인

(variable)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그 관계를 살펴

보거나 학습 과정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탐색하려고 시도

해왔다. 학습자의 여러 특성 중 주로 능력이나 지식 같은 인지적인 특성

과 동기, 감정, 노력 같은 정의적인 특성이 학습과 관련된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으며(김정환, 박도영, 2000; Entiwistle & Peterson, 2004;

Snow et al., 1996), 선행 연구에 따라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

적/인종적 배경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동료와의 관계, 협력과

경쟁에 대한 경향성 등과 같은 사회적 특성이 주요 변인으로 포함되기도

하였다(Reeves & Brackett, 1998; Smith & Ragan, 1999). 대시보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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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학습 준비 정보(임규연 외, 2018), 프로필(Hernández-Leo et al.,

2018), 학습자 관련 정보(Schwendimann et al., 2017)의 형태로 학습자

특성 데이터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학습 과정 데이터는 특정 수업이나 학습 활동에 학습자가

어떻게 참여하여 학습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전통적인 교실

환경에 비해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학습자의 학

습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정교하게 수집할 수 있다. 기 개발된 대시보드

에서 제시하는 정보의 유형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학습 과정

에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가 대시보드를 통해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임규연 외, 2018; 진성희, 유미나, 2015; Hernández-Leo et al.,

2018; Schwendimann et al., 2017). 예를 들어, 학습자가 언제 얼마나 학

습을 하였는지,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는 어떠한지, 어떠한 기기를

통해 학습 환경에 접근하였는지 등과 같은 참여 정보나 교수자, 동료 학

습자, 학습 자료와의 상호작용 정보 등이 대시보드에서 제시되는 학습

과정에 대한 데이터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자들이 어떠한 학습

경로를 따라 학습하며 학습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보다 손쉽

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습 결과 데이터는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성취하였는지 나타내는 데

이터이다. 학습 과정 데이터와 비교하였을 때 기존 학교교육체제에서 중

요하게 다루어지고, 수집되고, 관리되어 온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예컨

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은 고부담 평가의 결과는 엄격하게 수집되

고 관리되어 왔으며, 상급학교 진학이나 장학 등과 같은 중요한 교육적

의사결정에 활용되어 왔다(Piety, 2019). 온라인 학습환경에서는 보다 작

은 단위, 예컨대 수업이나 활동 단위의 산출물이나 성과에 대한 정보가

보다 손쉽게 수집될 수 있다(임규연 외, 2018; 진성희, 유미나, 2015;

Schwendimann et al., 2017). 또한 학습 결과 데이터로 성취도와 같은

인지적 학습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으로 인한 정서 상태(임규연 외, 2018)

혹은 만족감(Hernández-Leo et al., 2018)도 학습 결과를 나타내는 데이

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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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진성희, 유미나(2015) 임규연 외(2018)
Hernández-Leo et al.

(2018)
Schwendimann et al.

(2017)

학습자 특성 Ÿ 학습 준비 정보 Ÿ 프로필 Ÿ 학습자 관련 정보

학습 과정

Ÿ 학습 시간 Ÿ 학습 참여 정보 Ÿ 과정 Ÿ 행동 관련 정보

Ÿ 체크포인트 Ÿ 맥락 관련 정보

Ÿ 학습 자료 Ÿ 콘텐츠 관련 정보

Ÿ 상호작용 Ÿ 상호작용 정보 Ÿ 상호작용 관련 정보

학습 결과
Ÿ 학생산출물 Ÿ 학습 성과 정보 Ÿ 수행 Ÿ 결과 관련 정보

Ÿ 시험 및 과제 결과 Ÿ 만족감

<표 Ⅱ-1> 대시보드에서 제시하는 학습자 데이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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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수준으로 데이터를 통합하였는지에 따라 학습자 데이터가 분

류되기도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수준에 따라 학습자 데이터를

전체 학급 수준의 데이터, 학습자 군집 수준의 데이터, 개별 학습자 수준

의 데이터로 분류한다(최영인 외, 2019; Mottus et al., 2018). 전체 학급

수준의 데이터는 학급 전체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전체 학급의

특성이나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균 혹은 분포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이에 해당한다. 전체 학급의 평균적인 선수학습지식 수준이나, 학습동기

의 분포에 대한 데이터가 전체 학급 데이터이다. 학습자 군집 수준의 데

이터는 맞춤화된 교수적 처방이 필요한 학습자 군집 단위의 데이터를 의

미한다.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학습자를 군집화 하여(clustering)

군집의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예컨대 학습 동기와 성취도가 낮은

학습자 집단의 성취도 평균 같은 데이터가 학습자 군집 데이터에 해당한

다. 개별 학습자 수준의 데이터는 학습자 개인의 학습 이력이나 특성, 성

장 과정, 비교 정보, 특이 사항 등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개별 학습

자 데이터를 전체 학급 혹은 군집 수준에서 통합을 하면 전체 학급 데이

터와 학습자 군집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학습자 데이터 수준은 어떠

한 수준에서 맞춤화된 교육적 처방을 설계하는지와 연관되어 있다(최영

인 외, 2019; Wise & Jung, 2019). 최영인과 동료들(2019)은 전체 학급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 과정, 결과를 다양화하

는 거시 설계를 실시하고, 학습자 군집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반영

해 군집 특성을 고려해 교육 활동을 계획하는 미시 설계를 실시할 수 있

다고 하였다. Wise 와 Jung(2019)의 연구에서도 데이터 해석에 대한 교

수자의 반응으로 전체 학급 단위의 스캐폴딩과 학습자 군집 혹은 개별

학습자 단위의 스캐폴딩이 제시된다고 하였다.

학습 분석의 관점에서 데이터의 생성 방식에 따라 학습자 데이터를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성은모와 동료들(2016)은 학습분석학의 관점에서

학습자 데이터를 생성 방식에 따라 학습 흔적 데이터(learning trace da-

ta), 학습자 생성 데이터, 교수자 및 튜터 생성 데이터, 학습 분석 데이터

로 분류하였다. 학습 흔적 데이터는 사용자 ID, 활동 시각, 활동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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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2차적인 계산 없이 학습자가 온라인 학습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행위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학습자 생성 데이터는 학습

자가 직접 생성한 코멘트, 채팅 메시지, 과제 보고서 등을 뜻한다. 교수

자 및 튜터 생성 데이터는 교수자나 튜터가 직접 작성한 댓글이나 피드

백, 퀴즈 문항, 점수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학습분석 데이터는 계산

모델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2차적으로 산출된 누적 접속 시간,

평균 접속 시간, 자주 사용된 단어 등과 같은 데이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 데이터를 구분하기도 한다.

Fjørtoft 와 Lai(2021)는 학습자 데이터를 수치(numerical) 데이터와 내러

티브 데이터로 분류하였다. 수치 데이터는 양적인 데이터로 일반적으로

수학적 표상, 그래프나 도표와 같은 시각적 표상으로 보고된다. 반면 내

러티브 데이터는 학습자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질적으로 기술한

데이터이다. Fjørtoft 와 Lai(2021)는 이러한 데이터의 표현 속성이 데이

터가 해석되고 작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수치 데이터는 그 자체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라고 인식을 하지만

내러티브 데이터는 데이터 생성자의 주관이 반영된 편향적인 데이터라고

인식할 수 있다. 데이터 객관성에 대한 이러한 단순한 믿음은 데이터 근

시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Harris, 2012). 또한 수치 데이터와 내러티브

데이터는 서로 상충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Fjørtoft & Lai,

2021). 예컨대 학습자의 읽기 능력에 대한 평가 점수와 학습자의 읽기

행동에 대한 서술적 증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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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학습자 데이터의 내용과

제시방식

학습자 데이터는 다양한 층위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모든 학습

자 데이터가 수업설계에서 동일하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학

습자 데이터는 무엇일까? 선행 연구들은 수업설계를 위해 학습자의 인지

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처방한다. 예를 들어, 체제적

접근에 입각한 대표적인 수업설계모형인 Dick 과 동료들(2015)의 모형에

서는 학습자를 분석하기 위해 출발점 기능,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 교육

과 능력 수준과 같은 인지적 특성과 내용에 대한 태도, 잠재적 전달 시

스템에 대한 태도, 훈련 기관에 대한 태도, 학습 동기, 일반적인 학습 선

호도와 같은 정의적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또한 Tomlinson 과 동료들(2003)은 교사가 개별 학습자와 학

습자 집단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반응적으로 교육 내용, 과정, 결과를 조

정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인 준비 수준(readiness levels)과

정의적 특성인 관심사(interests)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여기에 학

습 양식(modes of learning)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학습자의 특성으로

포함하였다. Roy와 동료들(2013)은 여러 학습자가 함께 수업을 듣는 다

인수 교실 환경에서 수업을 실시할 때 보통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능력

의 차이라고 하며, 수업설계를 위해 인지적 특성 간 차이를 고려하는 것

이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교수자용 대시보드는 교사의 수업설계와 수업 실행을 지원하기위해 학

습자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용 대시보드

의 목적상 교수자용 대시보드에 제시되는 학습자 데이터는 교수자가 교

육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하는 정보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개발된 대시보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분석한 진성희와

유미나(2015)의 연구에 따르면 교수자용 대시보드에는 학생들의 학습 활

동을 점검하는 유형, 교수자의 개입과 피드백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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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학습 평가를 지원하는 유형이 있다. 이 중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대해

점검하는 유형의 대시보드와 학습 평가를 지원하는 유형의 대시보드를

통해 수업설계를 위해 학습자를 진단할 수 있으며, 교수자의 개입과 피

드백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대시보드를 통해 처방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학습 활동을 점검하는 유형의 대시보드에는 대체로 학습

자의 참여도, 학습 시간, 학습 자료 활용 빈도가 제시되었으며, 교수자의

개입과 피드백을 지원하는 유형의 대시보드에는 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학생이나 향후 중도 탈락이나 실패가 예측되는 학생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수업설계모형 연구와 맞춤형 수업에 대한 연구, 교수자용 대시보드에

대한 연구는 수업을 설계할 때 어떤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이론적으

로 어떠한 정보를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는 처방적인 지식을 제

공하나, 교사들이 실제로 어떠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사용하는지에 대

한 이해를 제공하지 못 한다. 특히 전통적인 수업설계 연구에서 고려해

야 한다고 처방하는 학습자 데이터는 관찰이나 면담과 같은 질적인 방법

혹은 설문이나 검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Dick

et al., 2015; Mor et al., 2015), 학습자 데이터가 수집되는 새로운 방식인

학습 흔적 데이터나 학습분석 데이터 같은 데이터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대시보드에서 제시하는 정보가 과연 교육적으로 활용할만

한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 실제로 교육적으로 활용되는 정보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대시보드에서 제시되는 정보들이 교육적 가치를 염두에 두

고 선택 되었다기 보다는 기술적으로 제공이 용이하여 제공된다는 비판

을 받는 경우가 많다(Dyckhoff et al., 2013; Slade & Prinsloo, 2013). 이

렇게 제시되는 데이터는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수업설계에 필요한

학습자의 특성이나 학습 과정, 결과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데이터가 아닌

경우도 있다(Tempelaar et al., 2015). 그렇게 때문에 현재 개발된 많은

대시보드들이 실제 교육 맥락을 고려하여 교수학습을 지원하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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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판에 직면한다(Eradze et al., 2017; Jivet et al., 2017; Lodge &

Lewis, 2012).

그렇다면 교사들은 실제로 수업설계를 위해 어떠한 학습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가? 선행연구들은 교사들이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와 같은 인

지적 특성이나 정의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한다고 보고하였다

(박기용, 2008, 2010; 선우진 외, 2021; 정혜영, 2001). 또한 교사들은 학

습자의 인지적 특성이나 정의적 특성 외의 다양한 특성을 수업을 설계

할 때 함께 고려한다. 예를 들어, 교수효과성 측면에서 교사들이 학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장진희와 동료들(2014)의 연구에 따르

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습태도, 개인별 학습 양식과 요구, 교사-학생

관계, 정보처리능력, 학급 풍토, 신체 능력과 자존감, 학습 시 또래 관계

를 중심으로 학생을 이해한다. 교수자용 대시보드 설계를 위해 대학 교

수자가 필요로 하는 학습 정보를 조사한 신종호와 동료들(2015)의 연구

에 따르면 대학 교수자들은 대개 학습자의 인지적인 특성이나 수업에서

학습 과정이나 참여 수준 등에 대한 정보에 관심을 가졌다. 예를 들어,

대학 교수자들은 수강생의 이전 수강 과목, 이전 학기 성적, 학생 간 상

호작용 정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싶어 하였으며, 담당 과목 수강생

전체의 학습 이해 수준, 과제 제출 현황, 출석 현황 정보에 대한 요구 수

준이 높았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 외에도 정의적

특성이나 기타 다양한 특성을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해 고려하는 것과 달

리 대학 교수자들은 주로 인지적인 특성이나 수업 참여에 초점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의 맥락에 따라 교사가 필요로 하는 학습자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수업설계를 위해 어떠한 내용의 학습자 데이터가 제시되어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학습자 데이터가 어떠한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적합한지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수집되는 학습자

데이터가 점점 방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정보

의 유용성을 높이고 오해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Ali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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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데이터를 찾고 적절히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으면 데이터가 교사

의 인식과 판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가할 수 있다(Hoogland et al., 2016).

교사를 위한 학습분석의 역할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한 Wise 와

Vytasek(2017)는 교사를 위한 효과적인 학습분석 지원 도구 설계 원리

로 1) 조정(coordination), 2) 비교(comparison), 3) 맞춤화(customization)

를 들었다. 먼저 조정의 원리는 학습분석이 교육 맥락에서 필수적인 부

분으로 통합되어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다음으로 비교의 원리는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참조 프레임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리이

다. 교사의 데이터 활용 수업설계 과정을 면담을 통해 조사한 Wise 와

Jung(2019)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기준에 비추어 데이터를 해석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맞춤

화의 원리는 상황에 맞는 학습분석 도구가 필요하다는 원리이다. 학년,

교과, 교실 환경 등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따라 교사가 수업설계를 위해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토론 수업을 설계하고

자 하는 교사는 수업설계를 위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데이터

를 필요로 할 수 있으나,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는 교

사는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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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가.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의 개념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

저 수업설계의 개념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술 용어로서 수업설

계는 여러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먼저 수업설계로 번역되는 대표적인

개념은 instructional design 이다. instructional design 은 교수학습 상황

에서 학습자와 관련 이해 관계자,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수학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설계 분야이다. instructional design 은 교수설계

라고도 번역되는데, 최근에는 구어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교수라는 표현

대신 instruction 을 보다 일상적이고 현장에 가까운 표현인 수업으로 번

역하는 경향이 있다.

수업설계는 교육공학의 핵심적인 연구 분야로 보통 광의의 의미와 협

의의 의미로 사용된다. 넓은 의미의 수업설계에서는 학습을 최적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절차가 강조된다. 즉, 광의의 의미의 수업설계

란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일관성 있고 신뢰롭게 개발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뜻한다(Gustafson & Brnach, 2007). 이 과정에

서 여러 교수학습 이론과 원리를 적용하게 되므로 수업설계는 ‘일반적인

교수학습의 원리를 교수 자료와 학습을 위한 계획에 적용하는 체계적인

과정’ 또는 ‘교수자료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과정’(Willis, 2009)으로 정의

되기도 하며, 학습자의 학습과정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석, 계획, 개발,

실행, 평가할 수 있도록 과학적 처방을 제공해주는 이론과 모형 역시 수

업설계라고 불리기도 한다(임철일, 1996).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수업설

계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또는 교수 자료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라

는 의미로 사용된다(박성익 외, 2012). 즉, 분석(analytic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라는 일반적인

수업설계 절차 중 하나의 하위 단계인 설계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다.

이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 사전에 설계 도면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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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수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교수학습 구조에 대

한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계획을 체계화된 형태의 산출물로 만들어내는

단계를 의미한다.

수업설계로 빈번히 번역되는 또 다른 개념은 teacher planning이다.

teacher planning은 학술적으로 완전히 합의된 용어라고 보기에 어렵다.

실제로도 teacher planning은 teaching planning, instructional planning,

lesson planning, teaching design, instructional design 과 같은 유사 용

어와 혼재되어 사용된다. 해당 개념의 번역어로 planning을 직역한 수업

계획이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으로 채택되나,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체계적으로 수업을 계획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수업설계라

고 번역되기도 한다(정석기, 2008). teacher planning으로서의 수업설계

는 instructional design 으로서의 수업설계보다 교실 중심적인 개념이다.

이때의 수업설계(teacher planning)는 전문적인 교수설계자가 많은 시간

과 비용을 들여 다른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대규모 교수 프로그램을 설

계하는 맥락을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대개 시간과 비용이 한정되어 있

으며, 교수자와 교수설계자가 같은 일반적인 교실 상황에서 교수학습을

설계하는 활동을 상정한다. 그리고 수업이라는 어감이 주는 느낌과 다르

게 수업설계는 한 차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년, 학기, 주간,

일간, 장기, 단기에 해당하는 설계와 계획까지도 수업설계의 범위에 해당

한다(Yinger, 1980). 또한 수업설계의 과정은 수업 실행 전에 끝맺음 되

는 것이 아니라 수업 후의 반성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과정이다(길양숙, 2008; Moallem, 1998).

정리하자면 수업설계에는 크게 과학적인 처방으로서의 교수 프로그램

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instructional design 으로서의 의미와 교사가 교실 맥락에 맞게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수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teacher planning으로

서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들이 학습자 데이터

를 활용하여 맞춤화된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탐색하는데 있

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수업설계는 instructional design 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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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설계 보다는 교사의 실천적인 사고 과정과 설계 행동에 초점을 두는

teacher planning으로서의 수업설계에 가깝다. 다만 실험실 상황 상 수

업계획을 실행하여 실행 중에 수업설계를 변경하고 수업에 대한 평가가

다시 수업설계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과정을 모두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

를 고려하여 수업 실행의 전 단계로 수업설계의 범위를 좁게 한정하고자

한다.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는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

자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학습자 혹은 학습자 집단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학습 활동과 자원을 조정하여 학습자가 최적화된 학습을 경

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실 수업을 설계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학습

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는 수업설계를 위해 활용하는 데이터의

특성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화된 학습 활동을 설계하는 과정 측면에

서 교사의 전통적인 수업설계 관행과 구분된다.

먼저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수업에서 주된 활용 대상으로 상정하

는 학습자 데이터는 기존에 교사들이 수업설계를 위해 활용하던 데이터

와 다르게 합리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라는 특성이 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이미 수업을 위해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하는 활동

을 한다(Borko & Shavelson, 1990).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수업설계를 위

해 활용하는 정보는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수집되

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인식을 통해 주변 환경으로부

터 파악되는 정보이다. 이를테면 교실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관찰이

나 학생과의 대화로부터 얻어지는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Vanlommel et

al., 2017). 반면 합리적인 데이터 수집 방식은 의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설문 조사나 구조적인 관찰이 대표적인 예

이다(Earl & Louis, 2013; Mandinach & Jimerson, 2016). 이와 더불어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행동이 로그

데이터 형태로 수집되기도 한다.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서는 교사가 경험적으로 파악한 학습자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온라인 혹

은 오프라인 교수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과정, 결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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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체계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

통적인 수업설계와 구분된다.

다음으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는 수업설계 과정에서

전통적인 교사의 수업설계 과정과 차이를 보인다. 합리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활용하는 과정은 큰 인지적 부하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상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 과정은 직관적으로 일어난다

(Kahneman & Frederick, 2005). 교사의 수업설계 관행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은 교사들이 수업설계의 개별 요소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

한 후 이를 종합하여 해결책을 찾으며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의 경험과 신념,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업설계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해 수업을 설계하고 구체화한다고 보고한다(김도헌, 1996; Moallern,

1998). 즉, 교사들은 수업설계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습

자의 특성이나 학습 과정, 결과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직관적으로 수업

을 설계한다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

계에서는 학습자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해석하고, 교육적 의미

를 발견하여 처치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수업을 설계하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육적 의

미를 발견하고, 데이터에 근거하여 맞춤화된 교수적 처방을 설계해야 한

다. 맞춤형 수업을 위해 교사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목표에 맞

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인화된 지원을 제공하고 의미 있는 학습을 경험

하도록 수업을 구조화해야 한다(Kallio & Halverson, 2020; Lee, 2014).

학습자에게 많은 자율성이 부여된 상황에서 학습자를 점검하고 적절히

지원하는 일은 도전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교사들에게 단순히 새로운 유

형의 그리고 더 많은 양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고 해서 더 나은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Spillane, 2012). 학습자 데이터를 활

용해 보다 최적화된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지속적

으로 의미 있게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전통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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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설계에서 관찰되지 않는 방식이다(Kitto et al., 2018; Wise &

Vytasek, 2017).

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의 과정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이루어

지는 합리적인 과정을 유추해볼 수 있다. 현재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 실증적인 결

과를 보고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활용에 관심

을 가지는 선행 연구들은 교사용 대시보드에 대해 교사가 어떻게 생각하

는지 단순히 확인하거나(Holstein et al., 2018), 수업설계 보다는 실시간

으로 진행되는 수업 중에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초점을 두거나(Martinez-Maldonado, 2019), 교사의 수업설계 과정을 사

후적인 면담을 통해 확인하려는 접근(Wise & Jung, 2019)을 취하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통해 규명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의 과정이 실제 교사의 실천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

두에 두어야 한다.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은 [그림 Ⅱ-1]과 같이 학습

자 진단, 수업설계, 수업 관련 정보 검토 요소로 구성된다. 학습자 진단

과 수업설계는 전통적인 수업설계 모형에서 각각 분석과 설계 단계에 해

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DDIE 모형(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에서도 분석과 설계 단

계가 구분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구분은 학습분석의 단계를 제안한 선

행 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Clow(2012)는 학습

분석의 절차로 1) 학습자 식별, 2) 데이터 수집, 3) 데이터 분석, 4) 개입

을 제안하였고, Verbert 와 동료들(2014)은 1) 데이터 인식, 2) 성찰, 3)

이해, 4) 영향을 제안한 바 있다. 제안된 단계 중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

지 식별하고 질문에 따라 데이터를 해석하는 단계는 학습자 진단에 해당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인 개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단계가 수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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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들이 대시보드를 활용해 어떻게

수업을 설계하는지 면담을 통해 조사한 Wise 와 Jung(2019)의 연구에서

도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자를 진단하는 감각 형성(sense-making) 단계

와 교육적 처치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교육학적 반응(pedagogical re-

sponse) 단계로 학습 분석 결과를 교사가 활용하는 과정을 분류하여 제

시하기도 하였다.

진단과 수업설계는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 Ⅱ-1]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순환한다(Mandinach

& Gummer, 2016; Wise & Jung, 2019).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나, 설계된 수업은 다시 데이터에 비추어 검토된다. Xhakaj와 동

료들(2017)은 교사가 대시보드를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 중 44.6%가 수

업설계에 통합되었다고 보고한다. 또한 학습분석의 절차를 제안한

Clow(2012)와 Verbert 와 동료들(2014) 역시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하

는 데서 학습분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의 결과를 교육적 처방으로

연결하는 것까지 학습분석의 절차로 제안한다. 또한 학습분석을 통해 이

루어진 개입의 결과는 다시 새로운 분석의 대상이 된다. 이는 학습자 데

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의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과 수업설계가 단절

되어 구분된 절차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연결된

관계임을 시사한다.

또한 학습자 진단과 수업설계는 [그림 Ⅱ-1]과 같이 수업 관련 정보

검토와 상호작용한다. 교사는 교육과정, 페다고지, 맥락을 고려하여 데이

터를 해석하고 수업을 설계한다(Mandinach & Gummer, 2016; Verbert

et al., 2014; Wise & Jung, 2019). 교사는 진공 속에서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둘러싼 다양한 정보를 고려하여 자신의 교육학적 지

식과 관점에 비추어 수업을 설계한다. 수업 관련 정보 검토의 결과는 학

습자 진단과 수업설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학습자 진단과 수

업설계가 수업 관련 정보 검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학습

자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자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교수학습에 대한 교사

의 관점이 변화하거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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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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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 진단

학습자 진단은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해 질문을 생성하

고,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를 해석하여 학습자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단계

이다. 학습자 데이터 수준은 어떠한 수준에서 맞춤화된 교육적 처방을

설계하는지와 연관되어 있다(최영인 외, 2019; Wise & Jung, 2019). 교

실 수업 환경에서 다양한 수준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이를

수업설계의 각 단위로 연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학습자 데이터를 활

용한 진단의 결과로 교사들은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학습자 집단의 수준을 확인하고, 문제를 겪는 학습자를 파악할

수 있다(van Leeuwen, 2019).

학습자 진단을 위해 먼저 학습자에 대한 질문을 생성해야 한다. 질문

생성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기에 앞서 어떠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 명확히 하게 된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 데이터 활

용의 시작 지점은 데이터를 통해 해결할 문제와 질문을 생성하는 일이다

(Hansen & Wasson, 2016; Mandinach & Gummer, 2016; Timperley et

al., 2007). 다만 기대와 다르게 교사들은 탐구를 위한 질문으로 분석이

용이한 질문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하고 있는

지 혹은 자신이 학생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 바가 맞는지 확인하려는 일

반적인 호기심에 기초하여 문제를 규명한다(Tarmazdi et al., 2015; Wise

& Jung, 2019). 문제 규명은 학습자 진단 과정에서 한 차례만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이해와 해석 과정을 순환하며 반복적으로 이루어

지기도 한다(Wise & Jung, 2019). 이를테면 데이터를 분석하였을 때 학

생들이 특정 자료를 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면 학생들이 왜 특정 자

료를 읽지 않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생성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학습자 데이터를 읽는 단계이다. 문제가 규명되면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가 무엇인지 의식적으로 식별하고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Verbert et al.. 2014). 이를 위해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여 접근하고, 필요할 경우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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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데이터의 질을 판별하고, 데이터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역량이 요

구된다(Mandinach & Gummer, 2016). 교사들이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

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취하는지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다만 관련하

여 몇몇 보고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이를테면 전체적인 데이터의 구조를

먼저 조망하는지, 아니면 질문과 관련된 핵심 데이터에 먼저 초점을 맞

추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는 분분하다(Molenaar & Knoop-van

Campen, 2019; van Leeuwen et al., 2017; Wise & Jung, 2019). 또한

Wise 와 Jung(2019)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많은 교사들이 데이터를 읽

는 단계에서 데이터를 해석할 때 참조할만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

에 다른 학습자나 전체 학급과, 혹은 학생 자신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

해 데이터로부터 의미를 추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진단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단계이다. 데이터에 대

한 파악이 끝나면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분석하여 일관된 패턴을 확인하

고 교실 맥락과 연결해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

사들은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하고, 요약하고, 설명하고, 통계적 분석을

실시해 내포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Mandinach & Gummer,

2016).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은 단순하게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해석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원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

적으로 이해하고 맥락과 연결 지어 교육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이 되

어야 한다(Dazo et al., 2017; Herodotou et al., 2017). 예를 들어, 특정

과제를 학생들이 많이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과제 제출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과제가 너무 어려웠던 것인지, 학교에 다른 행사가

있어 과제를 방해하진 않았는지 등과 관련된 다른 데이터와 외부적인 맥

락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데

이터를 활용하더라도 데이터는 교사가 어떠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이해하

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데이터로부터 발견되는 의미가 달라지며, 이 과정

에서는 교사의 직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Datnow et al., 2017;

Mandinach & Gummer, 2016). 또한 데이터 해석 과정에서는 인지적 반

응 외에도 교사의 정서적 반응이 유발되기도 한다(Wise & Jun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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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설계

수업설계는 학습자에 대한 진단 결과를 맞춤화된 교육적 처방으로 변

환하는 단계이다. 수업설계 단계에서 교사는 맞춤화된 학습 활동을 설계

하고, 점검하고, 수정하는 순환적인 과정을 거쳐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게

된다. 먼저 교사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학습 활동을 설계

한다. 예를 들어, 학급의 전반적인 수준을 고려하여 전체 학급이 함께 참

여하는 활동을 설계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 학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설계할 수 있다(van Leeuwen, 2019). 김도헌(1996)의 연구에 따

르면 교사들은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으로 수업설계를 시

작한다고 한 바 있다. 다음으로 설계한 맞춤형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특

성과 요구에 부합하는지, 교실 현장에서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지 점검

하게 된다. 이는 Dick, Carey, Carey(2015)가 제안한 형성평가와 유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한 학습

활동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설계된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려울 경우 자료의 수준을 낮추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활동을 마무리 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활동의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수업설계를 수정할 수 있다.

수업설계의 단위는 전체 학급 활동, 학습자 군집 활동, 개별 학습자

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전체 학급 활동은 교사는 학급의 학습자

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의 내용과 활동을 의미한다. 학습자 데이

터를 활용해 수업을 설계하고 수행하도록 하는 선행 연구들에서는 학습

자 데이터를 활용해 수업의 모든 요소를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맞춤화하

도록 하지 않는다(최영인 외, 2019; Wise & Jung, 2019). 수업의 모든

장면에서 학습자가 각기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급 단위

로 함께 참여하게 되는 활동이 있다. 최영인과 동료들의 연구(2019)에서

는 이러한 설계를 수업의 거시 설계라고 지칭하면서, 전체 학급을 대상

으로 하는 수업을 설계할 때에는 학급 내의 학생 내 차이에만 초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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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를테면 해당 학급이 동 학년 다른 학급과 비교하여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Wise 와 Jung(2019)는 학급 단위의 설계는 수업의 전체 진

행 구성이나 시간 관리 등과 관련된 조정(orchestration)을 설계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또한 교실에서의 대시보드 사용 사례를 연구한 선행 연

구들은 교사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전체 학급 단위의 피드백을 제공하려

고 시도한다고 보고하였다(Molenaar & Knoop-van Campen, 2019;

Tanet al., 2018).

다음으로 교사는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자 군집에 대한 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 실제 교실 맥락에서 학습자 개개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의 특성

과 요구를 반영하여 수업을 설계하는 일은 대개 학습자를 군집으로 분류

하여 군집에 대한 맞춤화된 처치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러한 맞춤형 수업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학습의 내용, 과정, 결과를 학습

자의 다양한 필요에 맞추는 것을 핵심적인 요소로 제안하였다(Lewis &

Batts, 2005; Nordlund, 2003; Tomlinson & Allan, 2000). Admiraal 과 동

료들(2019)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저성취 학생과 고성취 학생을 구분하여

저성취 학생이 교사나 고성취 학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수

업을 계획하였다. 이는 성취도에 따라 학습자를 분류하고, 수준에 따라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영인과 동료들(2019)의 연구에

서는 진단 결과로부터 차별화된 교수적 처방이 필요한 학습자 군집을 규

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군집 별로 적절한 처치를 설계하는 것을 수업

의 미시설계라고 하였다. 학습자 군집 활동은 Wise 와 Jung(2019)의 연

구에서는 타겟 집단에 대한 스캐폴딩의 형태로 나타났다.

개별 학습자를 위한 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 맞춤형 수업에서는 학습

자가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학습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교사는 개별 학습자의 독특한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

가 있으며, 이는 수업설계 단계에서 개별 학습자를 위한 학습 활동과 지

도 전략의 형태로 계획된다. Xhakaj와 동료들(2017)의 연구에 따르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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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형 학습 시스템을 활용해 교사는 개인 수준에서 수업 중이나 수업 후

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일대일로 지도하도록 계획하고, 워크시트를

준비하였다. 교실 내에서 대시보드 활용 사례를 보고한 다른 연구들에서

도 교사들이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개인 수준의 피드백을 제공하였다고

보고한다(Molenaar & Knoop-van Campen, 2019; Tan et al., 2018).

3) 수업 관련 정보 검토

학습자 진단과 수업설계 활동은 교육과정, 페다고지, 맥락을 고려하는

수업 관련 정보 검토 활동과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Mandinach 와 Gummer(2016)는 내용에 대한 지식, 학습자에 관한 지식,

교육적 맥락에 대한 지식 등과 같은 교사의 기본 지식이 데이터 활용 과

정에서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교수학습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깊이

있게 탐색하고 고려하는 것은 보다 정확하게 학습자를 이해하고 적절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Putnam & Borko 2000; van Es &

Sherin 2002). 또한 학습자 진단과 수업설계 결과가 교사가 교육과정, 페

다고지, 맥락을 고려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수업 관련 정보 중 우선적으로 교사들이 검토하는 정보는 교육과정이

다. 교과서의 내용이나 표준 교육과정은 교사가 데이터를 활용하고 수업

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 중 하나이다(Barak &

Shakhman, 2008; Peters-Burton, 2012).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학습 과정

과 결과를 해석할 때 주요한 준거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하는지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초등학교 현직교

사와 교생들이 사회 수업을 설계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심층

면담을 통해 조사한 정혜영(2001)은 현직교사와 교생 모두 내용 선택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며, Peterson 과 동료들(1978)의 연구

에서도 교사들이 학습 내용을 선정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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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페다고지 역시 수업 관련 정보로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

다. 교사가 교수학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신념, 인식과 같은 교

육학적 관점은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고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는데 영

향을 미친다(Churchill, 2006; Clark & Yinger, 1987). 교사는 자신의 경

험과 신념,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업설계 요소를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한다(Moallem, 1998). Molenaar 와 Knoop-van Campen(2019)은 교

사가 데이터를 활용할 때 학생과 수업에 대한 기존의 교육학적 지식을

활성화하여 사용한다고 보고하였으며, Wise 와 Jung(2019)의 연구에서도

교사가 자신의 사전 지식과 경험에 따라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데이터

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교사가 교육을 무엇이

라고 정의하는지에 따라 어떤 수업을 설계하는지가 달라진다. 예컨대 지

식을 전달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인식하는 교사는 교사 중심의 수업을 설

계하는 경향이 있다(Peters-Burton, 2012).

교사는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해 수업의 맥락을

고려하게 된다. 맥락에는 물리적인 교실 환경뿐만 아니라 학교 문화, 제

도적 환경까지 모두 포함된다. 예컨대,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적

합한 기술적 환경이 교실 내에 갖추어져 있는지, 지원적인 학교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지,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

과 같은 요소들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를테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교실 내에 충분

한 테크놀로지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교사들은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테크놀로지 기반의 학습자 중심 교수법을 채택하

는 것을 꺼리게 된다(Jong & Tsai, 2016; Kim & Tan, 2011; Lee &

Lin, 2005). 또한 교사들은 학교의 요구와 지원 등과 같은 요소를 수업설

계 시 고려한다(Gwyn–Paquette & Tochon, 2002). 기존 학교교육체제

역시 고려 대상이다. Kim 과 동료들(2013)은 교사들이 학습자 중심 교육

의 가치에 동의하더라도 학습자가 고부담 평가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식 전달식 수업 관행을 채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밖에도

법적, 제도적, 윤리적인 맥락 역시 수업설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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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이현경과 동료들(2020)은 학습분석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데이터 활용에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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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의 특성과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가.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특성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이 교사들 간에 차이가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가 어떻게 학습분석 대시보드를 탐색하는지 조

사한 Zheng과 동료들(2021)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대시보드를 활용해

소그룹 간의 차이를 비교할 때 학생들 간 대화를 주로 살펴보는 패턴과

모든 표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그룹을 이해하려고 하는 패턴이 구분된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교사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다

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van Leeuwen 과 동료들(2021)의 연구에서도 교사

들 간에 대시보드를 사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

였다. Molenaar 와 Knoop-van Campen(2019)은 대시보드 사용량에 따라

학습자와 학급에 대한 교사의 지식과 활용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

였다. 연구 결과, 대시보드 사용량에 따라 학습자와 학급에 대한 지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대시보드를 적게 사용한 교사는 주로

개별 학습자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중간 수준과 높은 수준의 대시보드 사

용량을 보인 집단의 교사는 학습 과정을 분석하고 보다 빈번히 학습 과

정을 점검하고 과제와 절차에 대한 피드백을 더 많이 제시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같은 학습자 데이터가 주어진다고 하더

라도 교사별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사 간 차이에는 교사의 특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

만 교사의 특성과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간의 관계

를 체계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관련 있는 요인을 찾기 위한

초기적인 탐색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거의 유일하게 교사의 대시보드

활용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van Leeuwen 과 동료들

(2021)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특성은 대시보드 활용 방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 다만 이 연구자들은 경험, 연령, 성별, 자기효



- 47 -

능감과 같은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이 대시보드 활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

는지 조사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보다는 교사의 교

육학적 지식, 데이터 리터러시 등과 같이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복잡한

특성이 대시보드 활용 방식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직접적

으로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지만, 데이터 활용 혹은 수업설계와 관련된

교사의 특징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관련 요인을 꼽아볼 수 있다. 먼

저 교사의 교직 경력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교육적 경험은 새로운 테크놀

로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dmiraal et al., 2017). 다만

교사의 교직 경력이 학습자 데이터 활용 수업설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Mueller 와 동료들(2008)은

젊은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테크놀로지에 더 숙련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교육 경험이 적기 때문에 교실

관리 등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하였

다. 초보 교사와 경력 교사의 대시보드 활용을 비교한 Kasepalu 와 동료

들(2021)의 연구에 따르면 초보 교사와 경력 교사는 데이터 해석 결과에

차이가 있었으며,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

으로, 초보 교사들은 경력 교사에 비해 협력 활동이 더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초보 교사들은 평가를 위해 대시보드를 활용하는 것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대시보드에서 제시하는 데이터가 이들의 판

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교사의 경력이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

자 진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협력활동이

라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교사의 실제 수행을 체계

적으로 분석하지는 못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학습자 데이터에 대해 교사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학습자 데이터 기

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

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을 지녀야 한다. 학습자 데이터가 수업을 설계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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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학습자에게도 도움이 되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Marsh, 2012).

Mandinach 와 Gummer(2016) 역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data-driven decision making) 분야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보고된다(Lai & Schildkamp, 2013; Reeves & Burt, 2006). 데

이터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방

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평가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인 태도는 학습자의

평가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Reeves & Burt,

2006). 이현경과 동료들(2020)은 교사들이 학습분석을 교실에서 활용할

때 프라이버시 침해, 부정확한 분석과 처치, 감시와 검열, 과도한 경쟁,

저성취 학생에 대한 차별, 불명확하고 부적절한 책임 소재와 같은 윤리

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 윤리적 이슈에 대

한 이러한 인식은 기존의 학교교육체제와 충돌을 일으키며, 학습분석이

학교에 도입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처럼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 활용에

대해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

업설계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교사의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인식하는 교사는 교사 중심의 수업을 설계하는 경향이 있다

(Peters-Burton, 2012). 교사의 신념 중 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념

은 지식과 학습에 대한 신념, 즉 인식론적 신념(epistemological beliefs)

이다. 인식론적 신념에는 여러 차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Chan 과

Elliotte(2004)는 Schommer(1990)의 인식론적 신념에 대한 연구를 확장

하여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 지식의 확실성(certainty knowl-

edge), 권위/전문가의 지식(authority/expert knowledge), 고정된/타고난

능력(fixed/innate ability), 학습 노력/과정(learning effort/process)이라는

네 가지 인식론적 신념의 차이를 도출하였다. 또한 인식론적 신념은 순

진한(naive) 신념과 세련된(sophisticated) 신념으로 그 수준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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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내용

지식의 확실성
지식은 일시적인 것이며 변화한다.
↔
지식은 애매하지 않고 확실하며 불변한다.

권위/전문가의 지식
지식은 개인의 경험과 판단에서 비롯된다.
↔
지식의 원천은 권위자와 전문가이다.

고정된/타고난 능력
개인의 능력은 선천적이지 않으며 변할 수 있다.
↔
개인의 능력은 선천적이며 변하지 않는다.

학습 노력/과정

학습에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학습 과정 보다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실을 아는
것 보다 학습 과정이 더 중요하다.

<표 Ⅱ-2> 인식론적 신념 차원(Chan & Elliott, 2004)

선행 연구들은 인식론적 신념이 수업설계 혹은 수업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Deng과 동료들(2014)는 지식의 원천이 권위에

있다고 믿는 예비 교사가 전통적인 교육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Kang(2008)은 예비 교사가 자신의 인식론적 신념과 일치하

는 학습 목표를 설정한 것을 발견하였다. Yim 과 Cho(2016)는 예비 교사

가 지식의 원천에 대한 세련된 신념을 가질수록 구성주의적 학습법에 긍

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학습자의 능력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믿을수록

구성주의적 교수법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조윤정과

양명희(2006)의 연구에서도 학습 노력/과정에 대한 세련된 신념을 가진

교사는 학생들의 숙달과 노력을 강조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나 순진한

신념을 가진 교사는 비교와 경쟁을 유발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경향

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조자경과 동료들(2009)의 연구에서도 교사

의 인식론적 신념은 구체적인 수업설계 방법과 학습 평가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인식론적 신념이 교사의 교육적 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보았을 때,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역시 인식론

적 신념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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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해 필

요한 교사 역량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은 수업과정안의 질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에게 데이터가 주어진다고 해서 교사가

항상 질 높은 맞춤형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교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활용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Lai

& Schildkamp, 2013; Marsh, 2012). 교사들은 데이터가 주어지더라도 이

를 무시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데이터에서 교육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

하거나, 이를 교육적인 처방으로 연결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 학습자 데

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이 수업설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

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부족하나 선행연구를 통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

춤형 수업설계 과정에서 교사들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를 극복하지 못 하면 결국 데이터에 근거하여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 하는 첫 번

째 원인은 교사들이 학습자 데이터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학습자 데이터

가 주어져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먼저 교사에

게 주어지는 데이터가 교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아닐 수 있다. 기

개발된 대시보드에 대한 주요 비판 중 하나는 대시보드가 제공하는 정보

가 교육적 이유에서 선택되기보다 그저 기술적으로 제공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선택된다는 점이다(Dyckhoff et al. 2013; Slade & Prinsloo

2013). 이러한 정보는 교사가 필요로 하는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학습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내지 못 한다(Eradze

et al., 2017; Jivet et al., 2017). 데이터의 가치를 떠나 데이터를 활용하

는 과정 자체가 교사에게 많은 인지적 부담을 유발하기 때문에 무시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경우 교사들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에 따라

학습자를 진단하기보다 휴리스틱(heuristic)에 따라 학습자를 진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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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선택한다. 특히 업무 부담이 높은 교사는 업무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휴리스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Ballet & Kelchtermans, 2009;

Pelletier & Sharp, 2009). 이러한 원인 외에도 교사들은 학습자 데이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Reeves & Burt, 2006), 윤리적인 문제에 대

한 우려(이현경 외, 2020) 등의 이유로 학습자 데이터 활용을 포기할 수

있다.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여도 데이터를 활용할 역량이 부족하

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 하기도 한다.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할 역량이 없으면 데이터에서

교수학습에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지 못할 수 있다. van Leeuwen 과

동료들(2015)은 협력 그룹의 인지적 문제를 점검하도록 돕는 도구가 교

사가 협력 그룹을 진단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 집단은 문제가 있는 그룹을 유의미하게 더 잘 감지하지는 못

하였다. 이처럼 데이터가 주어지더라도 데이터에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

는 정보를 발견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 데이터에서 미처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통찰을 얻기보다 주관적인 가정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해석하여 학습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자기실현 예언

을 실현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Agirdag et al., 2013). 반면 데이터

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교사들은 다양한 원천에서 수집된 학습자 데

이터를 검토하고, 대안적인 해석을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기준을 수

립하는 전략을 취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Mandinach & Gummer, 2016).

데이터를 활용하더라도 맞춤화된 수업이 설계되지 않을 수 있다. 교사

들은 학습자에 대한 진단 결과를 수업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대기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Wise 와 Jung(2019)의 연구에서는 학습자 데이터

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였으나 수업설계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향후 수업을 위해 남겨두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교사들은 여러 이유에서

진단 결과를 수업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보류할 수 있다. 먼저 데이터를

의미 있게 해석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단 결과를 수업설계에 반



- 52 -

영하지 않을 수 있다(Herodotou et al., 2017).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다거나, 축적된 데이터를 판단할 준거가 없다거나, 다른 원천에서 수

집된 데이터와 진단 결과가 충돌할 경우 진단 결과가 수업설계로 이어지

지 않을 수 있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투명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학습자가 자신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

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사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진단 결과를 반영하

여 처치하는데 주저하게 되기도 한다(Wise & Jung, 2019).

데이터를 활용해 수업설계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리터러시 이상의 능력이 요구된다(Mandinach & Gummer, 2016).

즉, 교사는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Means

et al., 2011). 하지만 많은 교사들은 학생의 능력에 따라 수업을 적응화

하지 못하며 맞춤화된 수업을 설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Al-Lawati &

Hunsaker 2007; Latz et al. 2009). 포털 사이트에서 수집한 중학교 수학

수업지도안 337편을 분석한 김구연과 전미현(2017)에 따르면 수업지도

안의 약 97.5%는 현행 수학 교과서를 기반으로 작성된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교사들이 수학 수업을 설계할 때 수학 교과서의

학습 목표와 과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생의 수학적 사고

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거나 대비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더군다나 시

간이 흐르고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맞춤화된 수업을 설계하

는 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Tomlinson, 1995). 경험이 풍부한 교사

도 교실에서 수업을 맞춤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맞춤화된 수업을

설계하는 일은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일원화된 수업을 설계하는 일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Hertberg-Davi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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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1: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1. 연구 목적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에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수업

(personalized instruction)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학생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

는 것을 권장한 바 있다. 맞춤형 수업은 개별 학습자 혹은 학습자 집단

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최적화된 학습 경험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수업을 의미한다. 맞춤형 수업은 학습자의 성취도와 학습 동기를 향상시

킨다(김민정 외, 2011). 그리고 전통적인 수업에서 소외되었던 평균에서

동떨어진 학생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atrick et al., 2013).

맞춤형 수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업설계의 패러다

임이 변해야 한다. 교사 한 사람당 여러 명의 학습자를 담당해야 하는

일반적인 교실 환경의 특성상 교사들은 평균적인 학습자를 겨냥해 국가

교육과정이나 교사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여 수업을 설계하여 왔다(Rose,

2016).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학습자 중심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

별 학습자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 필요와 관심에 맞는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Pane et al., 2015; Patrick et

al., 2013). 그리고 학습자 데이터가 이러한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학습자의 특성, 학습 과정, 학습 결

과에 대한 데이터가 양적으로 팽창되고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 기술의 보급으로 교사가 축적된 학

습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욱 손쉬워지고 있다. 즉,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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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교사들이 맞춤형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적 기반이 갖춰지

고 있다.

하지만 교사에게 단순히 데이터를 준다고 해서 맞춤형 수업이 잘 이루

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 데이터를 주더라도 교사들이 학습자 데이터

를 활용해 학습자를 진단하고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

다고 느끼거나, 주어진 데이터의 내용이나 제시 방식이 유용하지 않다고

인식하거나, 맞춤형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면 학

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

어, 맞춤형 수업이 학생을 차별하고 낙인효과를 유발하는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기존 수업설계 방식을 유지할 것이

다(이현경 외, 2020). 또한, 적절한 맞춤형 수업 방안을 인식하지 못 하는

교사는 데이터를 의미 있는 교육적 처치로 변환하지 못할 수 있다(van

Leeuwen, 2019).

따라서 교사들이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수업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교사의 인식을 먼저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혁신을 수용하려 할 때 물리적인 인프라나 제도

적인 지원과 같은 환경적인 제약이 해결되더라도 교사의 인식이나 태도,

신념과 같은 내적인 요인이 혁신의 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Ertmer, 1999).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교사의 인

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를 경험적으로 탐색하는 연

구는 매우 드물다. 선행 연구들은 학습자 데이터가 학습자의 학습 과정

과 결과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조영환 외, 2019), 교사에게 제시할 학습

자 데이터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교사가 어떻게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최영인 외, 2019)에 초

점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연구에서 교수자가 수업설계를 위

해 어떠한 학습 정보가 있어야 하는지 조사하기도 하였으나(신종호 외,

2015), 대개 고등교육 맥락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초등학교의 특수한 맥

락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교사의 전반적인 인식을 조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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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활용과 맞춤형 수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가 있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기초 연구로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해 더욱 풍부하게 답변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

다. 본 연구는 교사의 목소리를 통해 현장의 요구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는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둘째, 초등학교 교사는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해 필요한 학습자 데이터

의 내용과 제시 방식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셋째, 초등학교 교사는 학습자 데이터에 기반을 둔 맞춤형 수업 방법

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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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연구 절차

이 연구는 크게 여섯 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규명하고 구체적인 연구방

법을 계획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맞춤형 수업 및 학습자 데이터에

대한 선행문헌을 검토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현직 교사로부터 검토를 받았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계획한 연구절차 및 연구도구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았다(IRB No. 2101/003-011).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교사가 공

고문을 게시하여 면담에 참여할 교사를 모집해 온라인 개별 면담을 실시

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성찰적 주제분석(reflective

thematic analysis)을 통해 분석하고,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참여자 확인

(member check)을 받아 타당화하였다. 전체적인 연구 단계별 절차와 세

부 연구 활동은 [그림 Ⅲ-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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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연구 절차 연구 활동

연구 문제 및
방법 정의

연구문제 규명 및
연구방법 계획

Ÿ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확인
Ÿ 연구문제 진술
Ÿ 연구방법 계획

↓

관련 문헌
검토

선행 문헌 고찰
Ÿ 맞춤형 수업 관련 문헌 탐색
Ÿ 학습자 데이터 관련 문헌 탐색

↓

연구도구
개발

면담지 개발
Ÿ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
계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를 위
한 반구조화된 면담지 개발

↓

면담지 검토 Ÿ 현직 교사 3인의 면담지 검토

↓

생명윤리심의 생명윤리심의 승인
Ÿ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승인(IRB
No. 2101/003-011)

↓

자료 수집

연구 참여자 모집

Ÿ 교사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커
뮤니티에 공고문 게시

Ÿ 참여 희망자 중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 5명을 대상으로 10분 간 사전
면담을 실시해 참여 우선순위 부여

Ÿ 학습자 데이터 및 맞춤형 수업설계
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 20
명 모집

↓

면담 실시
Ÿ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60분 간 온
라인 개별 면담 실시

↓ Ÿ

자료 분석

면담 자료 분석 Ÿ 성찰적 주제분석 실시

↓

연구 결과 도출 및
타당화

Ÿ 참여자 확인 실시

[그림 Ⅲ-1] 연구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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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자

연구를 위해 학습자 데이터 활용과 맞춤형 수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가 있으며 5년 이상 재직한 초등학교 교사 20 명을 모집하였다. 질적 연

구에서는 참여자의 경험이 연구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연구 목

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포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Patton, 1980). 초등학교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교과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해 어떻

게 인식하는지 답변할 수 있으며, 중등학교에 비해 비교적 평가 부담이

낮고 일반적으로 담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운영 자율성이

높아 맞춤형 수업을 위해 보다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업설계 경험을 갖추고 있어 보다 풍부한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교사를 모집하고자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

업설계에 관심이 있으며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를 모집하

였다.

참여 조건에 해당하는 교사를 모집하기 위해 교사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며, 총 22 명의 교사들이 참여 의

사를 보였다.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들에게 학습자 데이터 활용과 맞춤형

수업설계 관련 경험을 기술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통해 학습자 데이터 및

맞춤형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였다. 참여

희망자 중 관련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는 5명이었는데, 각 교사와

10 분가량 유선으로 사전 면담을 실시하여 이해 수준을 확인하였다. 사전

면담 결과, 비교적 학습자 데이터 활용과 맞춤형 수업의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교사 커뮤니티 등을 통해 꾸준히 관심을 유지해 왔으며

연구 참여 의지가 높은 교사 3명(교사 10, 교사 13, 교사 14)을 연구 참여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참여에 따른 보상으로 10,000 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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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별 학력
소속
교육청

교직경력
(년)

관련 경험

교사1 남자 학사 경기 11 Ÿ 맞춤형 수업 관련 연수 참여

교사2 남자 석사 경기 11
Ÿ 교육공학 석사 졸업
Ÿ 맞춤형 수업 실시 경험

교사3 남자 학사 서울 6
Ÿ 컴퓨터교육 석사과정 재학
Ÿ 데이터 활용 관련 연수 참여
Ÿ 학습자데이터기반맞춤형수업실시경험

교사4 남자 석사 충남 10
Ÿ 교육공학 석사 졸업
Ÿ 학습자데이터기반맞춤형수업실시경험

교사5 여자 학사 경기 6 Ÿ 맞춤형 수업 실시 경험

교사6 여자 학사 경기 8 Ÿ 교육공학 석사과정 재학

교사7 여자 학사 경기 5 Ÿ 교육공학 석사과정 재학

교사8 여자 학사 경기 9
Ÿ 교육공학 석사과정 재학,
Ÿ 맞춤형 수업 관련 연수 참여

교사9 여자 학사 광주 15 Ÿ 맞춤형 수업 관련 업무 담당

교사10 여자 석사 서울 15 Ÿ

교사11 여자 석사 서울 5 Ÿ 컴퓨터교육 석사 졸업

교사12 여자 석사 서울 9
Ÿ 교육공학 석사 졸업
Ÿ 데이터 활용 관련 연수 진행
Ÿ 맞춤형 수업 관련 연수 참여

교사13 여자 학사 서울 8 Ÿ

교사14 여자 학사 서울 6 Ÿ 　

교사15 여자 석사 서울 7 Ÿ 맞춤형 수업 관련 연수 참여

교사16 여자 학사 서울 7 Ÿ 맞춤형 수업 관련 연수 참여

교사17 여자 석사 서울 6 Ÿ 맞춤형 수업 실시 경험

교사18 여자 학사 서울 8
Ÿ 교육공학 석사과정 재학
Ÿ 맞춤형 수업 관련 연수 참여

교사19 여자 석사 서울 6 Ÿ 맞춤형 수업 실시 경험

교사20 여자 학사 인천 5 Ÿ 교육공학 석사 졸업

<표 Ⅲ-1> 연구 1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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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된 20 명의 초등학교 교사 중 대부분은 여성(16 명, 80%)이었다.

참여자 중 석사학위자는 8명(40%)이었으며, 수도권 소재 교육청(서울,

인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는 18 명(90%)이었다. 모집된 연구 참여자

들의 평균 교직 경력은 8.15 년(SD=3)이었고, 학습자 데이터 활용이나

맞춤형 수업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과반 이상(17 명, 85%)이었

다. 구체적인 참여자 정보는 위 <표 Ⅲ-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자료 수집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통해 2021 년 2월 중에 60 분 간 1 회씩

온라인으로 반구조화 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 활용된 면담지

는 <표 Ⅲ-2>와 같이 학습자 데이터 활용 혹은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

한 일반적인 경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인식, 맞

춤형 수업설계를 위한 학습자 데이터의 내용과 제시 방식에 대한 요구,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방안을 묻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

되었다. 그리고 면담지에 붙임 자료로 학습자 데이터 제시 사례를 첨부

하였다. 면담지는 참여자가 질문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도록 면

담 전에 미리 메일로 제공하였다. 면담지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면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참여자가 학습자 데이터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면담지의 붙임 자료를 활용해 학습자

데이터의 개념을 설명하고 학습자 데이터 제시 사례를 보여준 이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후 참여자가 면담지의 개방형 질문에 자유롭게

생각을 답하도록 하였다. 필요한 경우 답변에 대한 후속 질문을 하여 참

여자가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과정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ZOOM의 회의 기록 기능을 활용해 모두 녹화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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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 예시

학습자 데이터 활용
혹은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

Ÿ 학습자 데이터를 교수학습을 위해 활용해본 경험
이 있나요?

Ÿ 평소에 어떻게 수업을 설계하나요?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인식

Ÿ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무엇이라
고 생각하나요?

Ÿ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한 학습자 데이터의
내용과 제시 방식에

대한 요구

Ÿ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어떤 학습자 데이
터가 필요하나요?

Ÿ 맞춤형 수업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학습자 데이터
가 어떻게 제시되는 것이 좋을까요?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방안

Ÿ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경험이 있
다면 설명하여 주세요.

Ÿ 어떻게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수업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표 Ⅲ-2>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조사를 위한 면담지

라.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육공학 전공자인 두 명의 연

구자가 Braun 과 Clark 가 제안한 성찰적 주제분석(reflective thematic

analysis)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Braun & Clarke, 2012; Braun &

Clarke, 2013; Braun et al., 2019; Braun & Clarke, 2021). 주제분석의 계

보 자체는 20세기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Braun 과 Clarke(2006)가

주제분석에 대한 첫 간행문을 발표한 이후 교육 연구 분야에서 주제분석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 Braun 과 Clarke 는 여러 저작물을 통해

주제분석에 대한 보편적인 오해와 잘 못된 접근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주제분석을 성찰적 주제분석으로 재개념화 하고 논의하였다(Bra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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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ke, 2021). Braun 과 동료들(2019)은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이

나 신뢰성이나 코딩 스킴에 기반을 둔 주제분석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

과 다르게 성찰적 주제 분석에서는 정확한 코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거

나, 여러 코더 간의 합의를 추구하거나, 신뢰도 계수를 활용하는 실증적

인 접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질적인 접근을 취한다고 강조하

였다. 성찰적 주제분석은 연구자의 성찰성과 주관성, 창의성을 통해 데이

터를 풍부하게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러 연구자가 분석 과정에

참여하는 이유도 연구자 간 합의를 통해 단일하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

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감지하고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

정과 해석을 탐색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Braun 과 Clarke(2021)이 제안한 주제분석의 여섯 가지

단계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지침은

Byrne(2021)의 성찰적 주제분석에 대한 예제를 참고하였다. 주제분석은

1) 데이터 친숙화 및 친숙화 노트 작성(data familiarisation and writing

familiarisation notes), 2) 체계적 데이터 코딩(systematic data coding),

3) 코딩되고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초기 주제 생성(generating initial

themes from coded and collated data), 4) 주제 개발 및 검토

(developing and reviewing themes), 5) 주제에 대한 정제, 정의 및 명명

(refining, defining and naming themes), 6) 보고(writing the report)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때에 따라 이전 단계로 돌아가거나 한 단계를 여

러 번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다.

첫째, 데이터 친숙화 및 친숙화 노트 작성 단계에서는 면담 내용을 모

두 전사하였다. 그리고 전사 자료를 반복하며 읽으며 전체적인 데이터의

구성과 흐름을 파악하고 주요 아이디어를 메모하였다. 둘째, 체계적 데이

터 코딩 단계에서는 전사 자료를 두 연구자 간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해 Google Spreadsheets 의 공동작업 문서로 옮겨서 코딩하였다.

발화 순서대로 발화 내용을 셀로 옮기고, 발화 내용에서 아이디어를 기

준으로 코드를 도출하였다. 코드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발화 내용에

색상으로 표시하였다. 이후 두 연구자가 작성한 초기 코드를 교환하여



- 63 -

코드가 발화 내용을 잘 대표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셋째, 코딩되고 수

집된 데이터로부터 초기 주제를 생성하는 단계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지

닌 코드를 결합하여 초기 주제를 생성하였다. 각 연구자가 각자 코드를

묶어 초기 주제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초기 주제가 서로 다른 내용의 코

드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다른 초기 주제로 구성되었으나 함의가

유사한 경우가 없는지 점검하여 25 개의 초기 주제를 생성하였다. 넷째,

주제 개발 및 검토 단계에서는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주제가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지니는 의미를 검토하였다. 연구 문제에 부합하지 않는 주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제 개발과 검토는 크게 3차례

에 걸쳐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1 차 검토에서는 15 개, 2 차 검토에서는

13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3 차 검토에서는 9개의 주제가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다섯째, 주제에 대한 정제, 정의 및 명명 단계에서는 생성된

주제가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주제에 이름을 붙이고 정의하고

하위 주제를 주제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였다. 도출된 9개의 주제에 대한

하위 주제는 총 21 개였다. 마지막 보고 단계에서는 주제를 생생하게 잘

드러낼 수 있는 적합한 발화를 선택하여 연구 문제에 답할 수 있는 형태

로 연구 결과를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 확인(member check)을

실시하였다(Creswell, 2014).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메일을 통해 연구 결

과를 정리한 문서를 전달하여 검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회신하도록 요

청하였다. 연구 결과에는 최종적으로 도출된 주제와 하위주제를 정리한

표와 주제별 설명을 포함하였다. 회신한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결과가

자신의 면담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타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몇몇

참여자는 일부 표현이 현장에서 교사들이 사용하지 않는 표현임을 지적

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교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위

주제의 명칭을 수정하였다(예: 동료교수 → 또래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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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연구 결과, 연구 문제 별로 각 3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학습자 데이

터 기반 맞춤형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1) 학습자 데이터 활용의

유용성, 2) 학습자 데이터 활용의 제한점, 3) 맞춤형 수업설계 실천 상의

문제, 맞춤형 수업을 위해 필요한 학습자 데이터에 대한 주제로 1) 학습

자 특성 데이터 제공, 수업에서의 학습 과정과 결과 데이터 제공, 3) 직

관적이고 유연한 형태의 데이터 제공,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수업설계 방안에 대한 주제로 1) 학급 평균 특성을 고려한 수업설계, 2)

수준별 학습자 집단에 따른 과제와 활동 설계, 3) 개별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지도 준비가 도출되었다. 주제에 따른 구체적인 하위 주제는 <표

Ⅲ-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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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주제 하위주제
응답
인원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수
업의
필요성

학습자 데이터 활용의
유용성

Ÿ 학습자에대한정확하고정교한진단보조
Ÿ 교사의 학습자 이해와 진단 부담 경감
Ÿ 수업성찰 및 개선에 활용

19
16
8

학습자 데이터 활용의
제한점

Ÿ 교사들의 낮은 데이터 활용도
Ÿ 데이터활용에따른윤리적문제발생우려

19
16

맞춤형 수업설계
실천 상의 문제

Ÿ 맞춤형수업의필요성에대한인식부족
Ÿ 맞춤형 수업 실천에 대한 환경적 제약
Ÿ 맞춤형수업을위한지식과기술의부족

15
11
8

맞춤형
수업설계
를 위해
필요한
학습자
데이터의
내용과
제시
방식

학습자 특성
데이터 제공

Ÿ 인지적 특성
Ÿ 정의적 특성
Ÿ 생활 관련 특성

20
17
19

수업에서의학습과정과결과
데이터 제공

Ÿ 학습과정
Ÿ 학습결과

16
19

직관적이고유연한형태의
데이터 제공

Ÿ 높은 직관성
Ÿ 높은 유연성
Ÿ 높은 사용성 및 접근성

16
15
11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수업설계
방안

학급평균특성을고려한
수업설계

Ÿ 전체 학급 활동 설계
Ÿ 수업 운영 설계

14
11

수준별학습자집단에따른
과제와 활동 설계

Ÿ 수준별 활동지 배부
Ÿ 또래교사 활동 설계

13
10

개별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지도 준비

Ÿ 도움이 필요한 학생 개별 지원 15

<표 Ⅲ-3> 연구 1 연구문제에 따른 주제 및 하위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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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수업의 필요성

초등학교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수업의 필요성에 대해 어

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교사들은 학습자를

진단하고 수업을 설계하고 개선하는데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한 편,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실제로 수업설계를

위해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학습자 데이터가 윤리

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학습자 데이터

활용뿐만 아니라 맞춤형 수업설계 역시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

기에 여러 문제와 난점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1) 학습자 데이터 활용의 유용성

초등학교 교사는 학습자 데이터가 교사가 학습자를 이해하고 수업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교사는 학습자 데이터가 교사가 학습자를 보다 정확하고 정교하게 진단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교사들은 학습자 데이터를 통

해 학습자의 다양한 면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성장

에 대한 연속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를테면 교사는 여러

영역에 걸쳐져 있는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교사 12)을 데이터를 통해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글씨를 잘 못 쓰지만 미술을 잘 하거나(교

사 12), 수업 참여도는 높으나 학업 성취가 높은 경우(교사 20)와 같이 학

습자의 다각적인 특성을 데이터가 잘 보여줄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교

사가 관찰로 확인하기 어려운 여러 학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변

화를 “학년 간 연결성 있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자를 정교하게 파악”(교

사 18)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은 학습자 데이터가 “감

정”적이지 않고(교사 7, 교사 8) “객관적”(교사 9, 교사 16, 교사 20)이기 때

문에 교사가 학습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데 학습

자 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 20



- 67 -

은 수업 참여도가 높아 성취도도 높으리라 판단했던 학습자의 실제 성취

도가 높지 않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교사의 잘못된 판단을 객관적인 데이

터를 통해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제가 그동안은 이제 양적 데이터라기보다는 좀 그냥 질적인 혹은 그냥 

관찰을 통한 학생들을 보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단면만 보는 거더

라고요. … 교사의 감정이 배제된 데이터를 보게 되다 보니까 내가 생

각했던 것보다는 이 학생이 이 친구랑 더 많이 친하고 인기가 많구나 

…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놀랍고 교사가 아무리 학생들한테 관심

을 많이 갖는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유용

하게 썼던 것 같아요. (교사 8)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딱 보기에도 제가 놓치는 부분이 보일 수도 있

을 거고요. 왜냐하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아이인데 어느 날 혹시나 

해서 보니까 어머 얘가 왜 이렇게 안 냈지 이런 친구들도 생각보다 있

거든요. … (데이터가) 제가 놓치는 부분을 챙겨주는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 같고 (교사 13)

둘째, 교사는 학습자 데이터가 학습자 이해와 진단에 대한 교사의 부

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느꼈다. 교실에서 교사는

여러 명의 학생을 담당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에게 관심을 쏟기 어렵다.

교사 9는 특히 학생 수가 30 명 가까이 되는 과밀 학급에서는 특히 학습

자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교사들은 데이

터가 많은 수의 학생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교사는 교실에서 관찰을 통해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

여 왔으나 관찰만으로 학습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학습자의 성향 상 “표현도 안 해주”거나(교사 15),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을 만날 기회”(교사 2)가 적은 경우 학습자를 진단하는데 어려움

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가 학생을 진단하고 파악하

기 위해 드는 노력과 부담을 덜어준다고 인식하였다. 이를테면 학생을

진단하기 위한 채점이나 자료 관리 등에 대한 업무 부담을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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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석에 따른 자동화가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교사 3, 교사 8).

중간쯤에 표현도 잘 하지도 않거나. 아니면 그냥 무난하다고 표현하는 

그런 학생들 … 맞는 게 뭔지를 파악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표현도 안 해주고 그

런 평가 같은 걸 했을 때도 그냥 괜찮다 이렇게만 해 주면 괜찮다라는 

걸 알고 그걸 믿고 넘어가니까. (교사 15)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수가) 적어도 20 명 정도일 것 같아요. 이게 

24 명은 그것도 일일이 매 과목마다 얘는 어떤지 체크하고 이거. 그런

데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에 따른 걸 하

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교사 13)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보거나 시험을 봤을 때 종이로 보고 그 종이를 

쌓아만 두지 보게 되는 일은 잘 없거든요. 진짜 학생들이랑 1 년 동안 

활동을 하고 나면 모두 다 등교를 했을 때는 몸의 절반 정도 높이까지 

자료들이 쌓여요. 그거를 보기가 힘들잖아요. … 학생들이 제출한 내용

들이 전산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을 때 파일 검색도 쉽고 일단 

찾기도 쉽고. 그다음에 학생 점수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딱 나오잖아

요. (교사 3)

마지막으로 교사는 학습자 데이터를 통해 수업에 대해 성찰하고, 개선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 데이터가 유용하다고 인식하였다. 교사는 “신

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수업설계에 도움”(교사 12)이 된다고 하였으며,

“학습자에 대해 파악하고 수업을 조직화”(교사 16)하는 데 데이터를 활용

하는 등 수업설계 전반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 데이터 활용이 도움이 된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 특성 정보를 통해 교사의

수업에 대해 성찰”(교사 17)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수업이 학습자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교사 6) 확인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교사들은

데이터를 활용한 성찰과 환류의 과정을 통해 수업설계를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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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식하였다. 이를테면 이전 수업의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 수업을 설

계하고(교사 11, 교사 18), “학생들의 수준을 너무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

거나” 학습자 선호를 고려하지 않은 수업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교사 17).

선생님이 교수 설계하고 자기의 학습 내용을 변경하든지 이런 설계 부

분 변화를 줄 수 있는 자료를 쓴다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사 4)

어떤 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이 애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 다른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활용 범위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게 더 많아질 것 같고. (교사 6)

2) 학습자 데이터 활용의 제한점

초등학교 교사들은 수업설계를 위해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실제 교실에서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

는데 제한점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선 교사들은 여러 현실

적인 이유로 인해 수업설계를 위해 학습자 데이터를 실제 교실에서 활용

하기 어려워 데이터가 주어지더라도 실제로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인

식하였다. 교사들은 데이터가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주지 않으리라고 생

각하였다. 데이터를 활용하더라도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기존 이해와 진

단을 단순히 재확인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아 데이터 활용 유인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초등학교라는 본 연구의 맥락과 관련이 있는

인식이다. 교사들은 학급 학생들과 하루 종일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금방”, “한눈에 파악”(교사 10)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경

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학습자 데이터 활용이 오히려 “번거로”울 수(교

사 18)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업

무 부담을 가중시키리라는 우려도 활용도를 낮추는 원인으로 인식되었

다. 예컨대 교사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익히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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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한다는 점에서 그게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짐 아닌 짐이 되는 것”

(교사 12) 같다거나, “업무처럼 막 뭔가 보고서를 써야 되고 결과물을 내

는 거는 안 좋은 것”(교사 16) 같다고 언급하며 예상되는 추가 업무에 대

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은 데이터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교사에게 데이터를 해석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 3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이 없다면 데이터를 이해하고 신뢰하기가 어

려워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경력이 아주 많으시고 본인이 이제 베테랑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도구를 오히려 번거로워하시더라고요. (교사 18)

아이와 눈 맞춰서 소통을 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

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인데 … 나는 데이터를 만들고 보고 이러느라고 

시간이나 정성을 연구자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그걸 투자하는 필요 이상

의 과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교사 10)

데이터를 분석할만한 기술과 지식이 없으면 이 데이터가 진짜 얼마나 

정확한 거고 얼마나 잘 모인 거고 그거를 학생을 봤을 때 일단 뭐 평

균이든 아니면 중위값이든 아니면 정규 표본을 따르는 거를 바탕으로 

얘는 95% 넘게 있네 아니면 표준편차를 보니까 얘는 68% 정도 있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없어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좀 더 

관심을 더 안 가질 것 같긴 해요.(교사 3)

다음으로 교사는 학습자 데이터 활용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

다. 특히 교사들은 학습자 데이터가 잘 못 활용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교사들은 먼저 데이터로

인해 학생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걱정하

였다. 이를테면 교사들은 데이터를 “정답처럼 생각”(교사 6)하고, 학습자

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교사 7)을 가지게 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특

히 학생 간의 비교 정보가 “상대주의를 더 부각”(교사 16)시키거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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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말리온 효과”(교사 5)를 일으키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러한 우려와 함

께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해 불신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데이

터의 원천에 따라 로그 기록과 실제 학습활동이 다를 수 있다는 점(교

사 11, 교사 12)과 자기보고식 설문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교사 3,

교사 16, 교사 17)이 지적되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

도 지적되었다. 교사 20 과 교사 15 는 축적된 학습자 데이터가 유출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교사 14, 교사

17 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학습자와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

였다. 교사들은 학습자 데이터 활용에 따른 윤리적 위험성에 대한 책임

문제를 인식하였다. 교사 18 은 학습자 데이터 관리에 대한 책임이 교사

에게 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데이터 활용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교사 1은 데이터에 대한 교사의 해석

결과가 학습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경우, “골치 아프고 피곤”

한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그런 너무 객관화된 정보들을 받으면 그게 약간 활자로 딱 된 걸 받으

면 아무래도 얘는 이런 애라고 딱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고 약간 그렇

다고 정답처럼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교사 6)

만약에 창의성이라는 부분이 있었을 때 … 진짜 아이들의 그게 창의성

이라는 말로 수치화에서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타당한 자료인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 (교사 15)

교사가 보면 좋긴 하겠지만 아이의 동의를 받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요. 수업에서 사실 결과물이 목표가 아니고 아이들이 배우는 게 목표인

데 결과물을 남겨 놓는 거잖아요. … 싫은 아이들은 안 볼 수 있게 해

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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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빠져

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

요. … 누가 문제제기를 하면. 약간 내가 그런 위험부담까지 감수하면

서 해야 해? (교사 18)

3) 맞춤형 수업설계 실천 상의 문제

초등학교 교사들은 맞춤형 수업설계를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기에 여러

문제와 난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먼저 교사들은 초등학교에서 맞

춤형 수업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초등학교라는 교

육 맥락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맞춤형 수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

라고 생각하였다. 교사들은 중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에서는 성적의 중

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고(교사 1, 교사 10), 학습보다 생활지도가 강조되며

(교사 7),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교사 5). 또한 교사 17 은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활동을 이끌어갈 수도 없고”, 주도성이 부족한 학습자에게 학습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 자체가 서로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

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들은 학습자에게 맞춤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시간을 쏟기보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

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교사들은 공교육의

특성상 도움이 필요한 특정 학습자에게 너무 많은 관심과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 다수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많은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수업의 타

겟을 “하위권과 중위권을 위주로(교사 13)” “평균에 두고(교사 6)” 수업을

설계한다고 하였다.

사실 맞춤형과 적응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정책 대부분이 학업 

성취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에서는 학업 성취에 대

해서 일일이 지도하는 것보다 생활지도에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들거든

요. 갈등을 중재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사 7)



- 73 -

웬만하면 수준이 낮은 친구한테 맞추기는 해요. 의무교육이니까. (교사

12)

다음으로 교사는 맞춤형 수업을 실천하기에 학교 시스템 상 환경적인

제약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해서는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업에 대해 고민하고 설계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

지만(교사 7), 생활지도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교사 1). 또한 수업 시간 자체가 짧아 수

업 중에 학습자 개개인을 파악하기에도 “시간이 부족(교사 6)”하고 “한정

된 정규 수업 시간 안에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도를 실시하는 게 현실적

으로 너무 쉽지가 않고(교사 19)”,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도 되게 어려운(교사 8)” 상황이라고 하였다. 또한 맞춤형 수업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를 “나랑 비교돼서 좀 불편(교사 3)”하게 여기는 보수적인

교원 문화 역시 맞춤형 수업설계 실천을 저해하는 환경적 제약 요건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나아가 실제 현장에서 맞춤형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

서는 학습자 데이터를 축척하고 관리할 수 있는 ICT 인프라 지원의 필

요성 역시 강조되었다(교사 3, 교사 6, 교사 7, 교사 12, 교사 14).

아시다시피 이게 수업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뭔가 개별적으로 지

도할 수 있는 자료나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

적으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잘 참여

하고 수업에 몰입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교사 19)

제가 있는 집단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거부 그냥 논리

가 없는 그런 문화가 많아요. …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것을 일단 어떤 

논리를 갖다 대면 거부하고 안 좋다는 식으로 여론을 만드는 새롭게 

도전해 보겠다는 의식이 조금 제 기준에 봤을 때는 그런 게 많이 느껴

져서요. (교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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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의 구비 정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통계 보니까 

거의 학생 5 명이 하나의 디바이스를 평균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

요. 학교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한 명당 하나의 디바이스가 주어지는 

그런 미래 사회가 된다면 교사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은데. 

(교사 7)

마지막으로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할 경우 이를

실천하기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교사 19 는 성취 수준에 차이가 나는 학

습자들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을 하고 어떤 지도를 해 줘야지 가장 효율

적일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있으나 “경험이 많이 없”어 어려움

을 느끼고 있었다. 교사 11 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업설계 경험과 관

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교사 7, 교사 18 은 수업설계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특히 교사 15 는 교육과정 재구성과 개별 학

습자 지도로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교사

들은 맞춤형 수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ICT 활용 역량이 필요

하다고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 4는 “실시간 처방”을 위해 테크놀로

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교사 18 역시 “테크놀로지와도 친숙해야”

맞춤형 수업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배포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

다.

자기가 스스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거나 학교 안에서 학급 안에서 있

는 그런 내용들을 재구성해서 약간 평가 결과나 나와 있는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서 좀 더 유동적으로 변화해서 학급 학생들이나 아니면 개

별적으로 애들의 개별 학습을 돕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데 쓸 수 있

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그

럴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되어야... (교사 15)

데이터를 봤을 때 교수 설계를 변화하려면 크게 두 개가 있을 것 같아

요. 수업 시간 안하는 애 실시간 처방이랄까요?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교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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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해 필요한 학습자 데이터의

내용과 제시 방식

초등학교 교사가 맞춤형 수업을 위해 필요한 학습자 데이터의 내용과

제시 방식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탐색하였

다. 교사들은 학습자 특성과 수업에서의 학습 과정과 학습 결과에 대한

내용의 학습자 데이터가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해 학습자 데이터가 직관적

이고 유연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1) 학습자 특성 데이터 제공

초등학교 교사들은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학습자의 인지적, 정

의적, 생활 관련 특성에 대한 학습자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먼저 연구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은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을 나타내는 데

이터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학습자의 성취도 데

이터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성취도 데이터 중에서도 단순히 성취도 평

가를 통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결손 지점, 즉 학습자가 “특별히 어려움

을 느끼는 부분”(교사 18)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

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학습자의 수준과 교과 별 취약 영역을 파악해

“더 재미있고 의미”있는(교사 19) 맞춤형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고 인식

하였다. 특히 수학 교과와 같이 “계열성이 명확한 과목에 대해서는”(교

사 15) “한 번 누락이 생기면 그거를 즉시 메워주지 않으면 자꾸 결손이

커지니까”(교사 9) 학습자의 누적 데이터를 통해 학습 결손 지점을 파악

하고, 그에 적합한 교수적 처방을 내리고자 하였다. 또한 저성취 학습자

의 성취도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는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학

습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였다. 고성취 학습자의 데이터에 대

한 요구 역시 있었는데,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피드백을 주는 한편

고성취 학습자를 저성취 학습자에게 “붙여준다던지”(교사 6)하여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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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교사도

있었다.

수학의 경우에는 되게 위계적인 교과고 그리고 뭔가 숙제를 시켰을 때 

이 문제 틀렸다고 해서 이 문제가 어떤 개념이 부족하고 또 어디서부

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위계적으로 피드백 해주는 게 

되게 매 시간마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필요

할 것 같고. (교사 7)

평균이랑 그리고 하위 몇 퍼센트 아니면 상위 몇퍼센트 아이나 아이면 

시험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자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사 14)

다음으로 교사들은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학습자의 정의적 특

성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교사들은 학습자의 성격과 기질에

대한 특성을 수업설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학습이 덜” 일어나기 때

문에 학습자의 외향성과 내향성을 고려하여 그룹 활동을 설계하거나(교

사 10), 내향적인 학습자에게 “발언 기회를 더 준다거나”(교사 7), 사교적

이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또래교사 역할을 부여(교사 17)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 밖에도 학습자

의 성실도(교사 17)나 도전적인 성향(교사 8) 등을 고려하여 후속 과제의

수준을 정할 수 있다. 학습자가 교과나 학습 활동에 대해 가진 동기나

선호도나 흥미를 느끼는 요소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예를 들어, 교사들

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과목에 대한 반응”(교사 1)이나, “더 좋아하고 더

재미있어 하는” 학습 활동 유형(교사 16), “주로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

는 유튜브 채널”(교사 6) 등 에 대한 정보를 수업설계 시에 반영할 수 있

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학습자의 감정과 정서 상태도 수업설계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인식하였다. 학습자의 감정이나 정서 상태에 따라 학습

참여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어떤 컨디션,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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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분 상태”(교사 7)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업에서 학생을 지도

하는 방향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상위권 정도 친구들인데 얘는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쉬는 시간을 뺏

기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싫어)하지 않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이게 데

이터로 딱 표시가 되면 좋겠는데. (교사 17)

학생의 좋아하는 학습 유형? 예를 들어 조별활동을 좋아한다거나 강의

식을 좋아한다거나. 강의식은 대부분 안 좋아하겠지만요. 그런 것도 괜

찮은 것 같고 그 좋아하는 과목에 대한 반응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과

목에 대한 반응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교사 1)

애들이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되게 기분 안 좋을 때도 있는데 똑같은 

걸해도 기분 좋을 때 하는 거랑 또 안 좋을 때랑 다르니까. 근데 그것

도 그렇고 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게 되게 집중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니까 그것도 되게 수치화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교사

16)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생활 관련 특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과 학급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수업 외적으로

도 생활지도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수업설계를 위해서도 학습자의 전반

적인 생활에 대한 특성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가정

환경은 학습자의 학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중요

하게 고려하는 정보였다. 예를 들어, 교사 17 은 가정에서 보호자의 지도

를 받기 어려운 학습자들에게는 집에서 하는 과제 보다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

은 나름의 방법대로 학기 초에 학습자의 가정환경을 조사하나 민감한 정

보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가정환경에 대해 “교육 목적으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교사 6)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학생들 간의 교우관계 역시 교사들이 수

업설계를 위해 필요로 하는 학습자 데이터 중 하나였다. 교사들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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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자가 함께 학습하는 교실수업 환경에서 학습자 간의 친소 관계는

학급의 학습 분위기, 협력 학습의 성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

였다. 하지만 교우관계는 “파악하려면은 신경을 써서” 관찰하거나(교사

16), 직전 학년 담임교사에게 따로 연락해 확인하는 등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교사 1). 따라서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해 학습자

간 친소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수업 같은 거 할 때 요새 되게 가정의 모습이 다양해졌거든요. 한부모 

가정도 많고 조손가정도, 다문화 가정도 많아서 뭔가 예시 들거나... 그

런 거 주의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교사 10)

초등학교는 생활을 같이 하는 거라서 친구랑 싸웠다 이러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집중도 안 되고. … 그 학생들은 그런 거에 

좀 서투른게 많아서 참여를 이상하게 한다거나 자기 혼자 튀고 싶어 

한다거나 그런 게 많아서 그런 학생들한테는 다른 학생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게 뭐 또래교사 목걸이 같은 걸 줘서 얘가 잘 하고, 약간 서툴

지만 남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애들한테 알려줘서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게 하고 서로 상보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교사 6)

2) 수업에서의 학습 과정과 결과 데이터 제공

초등학교 교사들은 수업에서의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맞

춤형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먼저 교사들은 실시

된 수업과 학습 활동에서 학습자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학습하였는지 데

이터를 통해 파악할 수 있기를 원하였다. 특히 수업에서 “정확한 피드

백”(교사 4, 교사 8)을 제공하기 위해 이전 수업에서 “학생이 그 답을 내

기까지의 사고 과정”(교사 1)이나, 어떤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었는지(교

사 12), 학급 학생들이 주로 “틀리는 부분”(교사 4) 등의 인지적 학습과정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수업 참여도에 대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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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역시 수업설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되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

업에 얼마나 집중하여 참여하였는지 발표나 발언 빈도, 시선 처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다. 예를 들어, 교사 14 는 수업의 성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습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선

수학습으로 인한 결과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업에 있어서 아이

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활동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였

다. 참여도에 있어서 특히 협력 활동 참여도에 대한 요구도 높았는데, 이

는 여러 그룹 내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협력 과정을 교사가 수업 중에 모

두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협력 활동 시에 모둠 내 주도

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또 발화를 많이 했고”, “누가 더 핵심 단어

를 많이” 썼는지 등(교사 10)과 같은 그룹 내 상호작용 양상에 대한 데이

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수학 같은 경우에 서술형이 있지만 저도 이 학생이 그 답을 내기까지

의 사고 과정을 사실 평가하기가, 알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수

학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이든 정답을 내기까지의 사고를 좀 알 수 있

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사 11)

데이터를 뭔가 정말 받게 된다면 제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교류한, 상

호작용한 것을 확인하는 정보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적인 것도 

중요한데 이 수업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활동적인걸 보고 

싶은 거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집중해서 참여했는지 잘 알 수 있으니

까요. (교사 14)

아이들끼리 상호작용할 때 그리고 어떤 친구랑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

에 누구랑 그때 오가는 대화들이 뭔지를 이거 수집을 해서 이런 대화

가 많이 있더라 키워드 같은 걸 뽑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 … 애들이 

실제로 무슨 대화가 오고가고 이런 걸 하고 있는지를 학생 한 명마다 

누구랑 봤는지 뭐 데이터 발언을 몇 번 했는지 이런 걸 자동 체크를 

해서 주면. (교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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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수업 및 활동에서 학습자가 어떤 학습결과를 얻었는지에 대

해서도 수업설계를 위해 알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먼저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그리고 학습 목표에 잘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퀴즈 정오답 내역과 같은 데

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교사 14) 점검하고,

특히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세부 성취기준이나(교사 1), 교사의 기준(교

사 8)에 비추어 학습자가 수업을 통해 목표에 잘 달성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습자의 수업 만족도 데이터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기존에 교사는 학습자의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수업

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를 파악하였는데, 이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

였다. 예컨대, 교사 4는 교사가 학습자의 “표정으로” 파악한 학습 결과는

“심리적 만족”에 그치는 것이지 학습 성과에 대한 “실질적 데이터”가 아

니라고 하였다. 교사 4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자 만족도를 파악하게 된다

면, 수업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성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교사 7 또한 “선생님의 수업이 어땠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걸 설계에 반영을 해야” 서로에게 만족도가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시보드의 데이터나 정보가 학습 설계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라

면 그걸 연결하는 구심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성취기준 

같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막 의무적으로 달성해

야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교사 7)

제가 하고 나서 이게 제가 저한테 오는 피드백이 없었어요. 보람이 있

다 이런 걸 애들 표정으로 봤었지 이거는 심리적 만족이지 아이들에 

대한 실질적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서 왜냐하면 시험을 보면 너무 못

하는 거예요. (교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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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관적이고 유연한 형태의 데이터 제공

초등학교 교사들은 맞춤형 수업을 위해 학습자 데이터가 직관적이고

유연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우선 교사들은 직관적으

로 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자 데이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교사들은 “자료를 활용하려면 파악이 쉬어야 한

다고 생각”(교사 11)하였으며, 학습자 정보를 집약적으로 간결하게 볼 수

있도록(교사 16) 학습자 데이터가 높은 축약성과 가독성을 지녀야 한다

고 인식하였다. 특히 정성적 데이터보다 정량적 데이터가 전체적인 경향

성을 파악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선호되었다(교사 5). 하지만 “수치화

되어 있지 않은 나열식 데이터”는 확인이 어렵고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

하기도 어려우므로(교사 15), 한눈에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표나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교사 17)이

라고 인식하였다.

일단은 딱 봤을 때 뭐지 한마디로 딱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좋

은 정보 필요한 정보 아니면 유심히 봐야할 정보를 간략하게 말해줄 

수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생각이 시작될 것 같아요. (교사 4)

제가 직접 데이터를 이렇게 제공받지 않아도 수기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가장 차이점?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수기로 하는 것

과 가장 차별성을 보이는 게 저는 이렇게 시각화로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사 19)

교사들은 또한 제공된 데이터가 높은 유연성을 지니고 있기를 바라였

다. 데이터를 활용해 수업을 설계하는 주체인 교사들에게 데이터에 대한

편집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 5 는

“컴퓨터가 너무 애를 너무 나쁘게 보고 있어 했을 때 그거 삭제할 수 있

게”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는 교사가 주어지는 데이터의 종류나 시

각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교사 1은 필요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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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가 “선생님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교사에게

학습자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사 15 역시

“시스템에서 판단해서 제공을 해주면 교사랑은” 혹은 “학급에 따라서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습자 데이터에 대한 교사의 선택권을 요구하

였다. 구체적으로 필터링 기능 등을 활용하여 교사가 직접 데이터를 조

작하고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전체 학습자

데이터와 세부 학습자 데이터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데이터를

먼저 제공하고(교사 6), 클릭 시 학습자의 세부 데이터를 제공(교사 18)하

는 방식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데이터를 교사가 더 입력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대

시보드를 만들어갈 수 있게 열어두면 입력할 수 있도록 하면 기계가 

분석해준 것도 있고 교사가 정리한 것도 뭔가 체계적으로 딱 정리가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교사 2)

주도성을 많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교를 원하는 선생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추적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금 이걸 얼마나 알고 있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교사도 있고 좀 세부적인 거를 보고 싶어 하는 

교사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각각의 교과 그리고 단원 차시마다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사 8)

저는 학생에 대한 그걸 선택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택하는

게 좋지 제가 필요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굉장

히 인지적인 부담을 갖고 싶지 않아요. (교사 12)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학습자 데이터가 높은 사용성과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지금까지의 학습자 데이터는 “부서별로 분산

(교사 20)”되어 수집되고 관리되었기 때문에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

다. 교사들은 향후 학습자 데이터를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게 활용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교사 7)”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일된 도

구(교사 6)”를 사용하여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플랫폼을 일원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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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9)”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도

구가 익히기에 “쉽고 적은 시간이 들어야(교사 18)”하며, “데이터를 파악

하고 활용하기 쉽게 접근성을 높여서(교사 16)”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였

다.

지금 막 엄청 많은 곳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그걸 하나로 하나의 데이

터베이스로 통합을 해서 만약에 우리 반 아이들이 뭐 뭐에 대해서 참

여율이 낮고 뭘 했을 때 관련된 자료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준비된 자

료들을 다 열람해서 즉석에서 조금 많은 어려움 없이도 접해서 활용할 

수 있게 양질의 교육 자료를 하나의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탑재

해 주시거나. (교사 15)

사용하는데 불편함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려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용하

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그 품이 너무 크면 아무리 유의미해도 (사용하

지 않을 거에요). (교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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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수업설계 방안

초등학교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수업설계 방안에 대

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습

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급의 평균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할

수 있고, 수준별 학습자 집단에 따라 과제와 활동을 적응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수업에서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1) 학급 평균 특성을 고려한 수업설계

교사들은 학습자 데이터를 통해 학급의 평균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이

를 고려하여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 수업운영 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교수전략

이나 방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학급의 특성에 맞춤화된 수업

을 설계하겠다는 의미이다. 먼저 교사들은 담당하는 학급의 특성에 맞게

모든 학급 학생들이 동일하게 참여하는 전체 학급 활동을 설계할 수 있

다고 인식하였다. 교사들은 이를 위해 학급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흥미로

워하는 요소를 고려해 동기를 유발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학급 학생들의 일반적인 관심사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 학생

들의 관심을 끌고 유대감을 쌓을 수 있다고 하였다(교사 6, 교사 11). 또

한 학급이 선호하는 학습활동 유형을 안다면 이를 반영해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 6 은 “정적인 걸” 좋아하는 학급

과 “활동하면서 에너지를 쏟아야지 엄청 즐거워하는” 학급이 있을 수 있

는데 담당하는 학급의 “특성에 맞춰서 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고 하였

다. 이 밖에도 지난 시간에 전체적으로 학급 학생들이 많이 이해하지 못

하거나 어려워하는 영역이 있을 경우 “많이 틀렸던 문제”(교사 19)에 대

해 “공통된 거 얘기”(교사 4)해주는 전체 피드백을 다음 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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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반 학생이라고 한다면 A 반 학생들은 아이돌에 환장을 한다 이거를 

파악을 했으면 이제 그거에 관련한 걸로 동기 유발도 하고, 개념 설명

할 떄 그걸 활용해서 예제를 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거 위

주로 쭉 흘러가는 것 같아요. (교사 6)

예를 들면 우리 반 애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만들기를 더 좋아한

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영상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영

상 자료를 더 찾으려고 하고 선호도에 많이 맞춰서 설계를 할 때... 

(교사 12)

항상 카훗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면 애들 도움이 필요한 친구? 그다

음에 애들의 정답률 그다음에 애들이 뭐가 틀렸는지 이런 것도 나오는

데 그런 거 가지고 공통적으로 많이 틀린 것 같이 얘기해 주고요. (교

사 4)

다음으로 교사는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급의 평균적인 경향성을

고려하여 수업 운영을 설계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들

은 수업에서 학급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정하거나 자리를 배치할

때 학급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다이내믹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교사들은 수업을 위해 학생의 특성과 관계를 고려하여 모둠을 구성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 18 은 교우관계가 수

업을 설계할 때 직접적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모둠 구성”과 같은 “수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우관계 외에도

교사들은 학습 수준(교사 1, 교사 14, 교사 17), 의사소통 스타일(교사 2),

성격(교사 14, 교사 17), 특기(교사 14, 교사 7), 신체적 조건(교사 18) 등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자리를 배치하거나 모둠을 구성한다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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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붙어서 좋은 작용을 한다 하면은 좀 붙여주는 편이고 얘랑 

얘랑 만나서 안 좋은 작당을 한다, 혹은 싸울 위험이 크다던지 아니면 

얘네들은 너무 소극적인 애들이라서 상호작용이 얘네들끼리는 힘들 것 

같다 그런 거를 섞어서 하는 편이에요. (교사 6)

저는 최대한 골고루 아이들이 많이 교실에서 대류가 일어나기를 원하

는데 제가 이 자리에 누구를 하나 앉혔고 안 앉혔고, 잠깐만 지금 보면 

얘는 좀 뒤쪽에 좀 많이 앉아서 앞으로 끌어와야 하는데. (교사 13)

2) 수준별 학습자 집단에 따른 과제와 활동 설계

교사들은 학습자 데이터를 통해 수준별 학습자 집단에 따라 맞춤화된

활동지와 또래교사 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먼저 교사는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하여 맞춤형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학습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고 학

습자의 수준에 따라 수업 중에 다른 자료를 제공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

이다. 예컨대, 교사 7은 수업설계는 “중간쯤에 맞추”지만, 과제를 제시할

때는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한 단계 높은 문제를 주고”, “조금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좀 더 개념적인 문제를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학습자 데

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고성취 학습자에게는 보다 도전적

인 과제를 제시하고 저성취 학습자에게는 수준에 맞게 조정된 쉬운 과제

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학과 같은 위계적인 교과에서 수준별 과

제를 활용하겠다는 교사가 많았다. 또한 일부 교사들은 학습자의 수준을

진단하여 교사가 정해둔 자료를 제공하기보다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

(교사 5)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수업시간에 대놓고” “차별적인 처치”(교사 18)를 제공하는 것이 낙인효

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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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수업할 때 적용을 좀 해봤어요. 말 그대로 자료를 좀 다르

게 주는거? 그리고 과제를 좀 다르게 제시하는거? 그러니까 잘하는 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도전적인 과제를 주고, 디지털 역량이 좀 약한 학

생에게는 추가적인 도움 자료를 줘서 따라하게 이렇게 해보고... (교사

2)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나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수준별로 학습지

를 줘요. 학습지는 스스로 선택을 하게 해요. (교사 5)

다음으로 교사들은 성취도가 높은 학습자가 교사 역할을 하며 성취도

가 낮은 학습자를 돕는 또래교사 활동을 맞춤형 수업을 위한 주요한 전

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가 한 교실에서 동일한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고성취 학습자는 “너무 빨리 활동을 끝마치는 경

우가 대부분”(교사 19)이다. 교사들은 별도의 학습 자료를 준비하여 고성

취 학습자에게 적합한 난이도의 자료를 제시하는 방안을 활용하기도 하

지만, 몇몇 교사들은 고성취 학습자가 다른 학생들을 돕도록 하는 방안

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 13 은 저성취 학

습자는 “선생님에게 설명 듣는 것 보다 또래한테 설명 듣는 걸 훨씬 좋

아”한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사 1과 교사 15 역시 “같은 수준”(교사 1)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또래교사를 통한 학습이 저성취 학습자에게는 더 효과

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다만 교사 13 에 따르면 또래교사 활동은 “단순히

상위권” 학습자와 저성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

는 걸 좋아하”는 “중상위권 정도” 학습자와 저성취 학습자의 교우 관계

를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성취도뿐만 아니라 학생의

다른 특징을 고려하여 또래 교사 활동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성취 수준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은 좀 어려워하거나 그런 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게 하는 방법을 하거나 …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이 너희가 아는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어줬으

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교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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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하면 아이들이 낯가리고 그래서 못하는데 친구

들이 도와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가르쳐주는 아이들도 신나서 

교실 돌아다닐 수 있긴 하니까. (교사 5)

3) 개별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지도 준비

초등학교 교사는 도움이 필요한 학습자에게 개별적으로 맞춤형 지도

를 준비하여 제공하는 것이 맞춤형 수업을 실천하는 방안이라고 인식하

였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학습자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많이

제시되었다.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성취 학생에게 학습 결손이 일

어난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제의 양을 줄여 주거나, 단순한 형태로

과제를 제구조화 해주거나, 과제 해결을 위한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

거나, 수업이 끝나고 추수 지도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여

맞춤형으로 지도를 하는 방안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 4 의 경우,

퀴즈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정오답률, 접속 시간 및 도전 횟수, 최

종 점수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좀 어

려운 애들만 골라서” 지원 계획을 설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사 15 의

경우 평가나 퀴즈 결과가 월등히 저조한 경우, 데이터 수집 및 진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수 지도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계속적

으로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고 하였

다. 교사 13 은 추후에 학업 성취도 평가 문항 별 정오답 여부에 따라 학

습자의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공된다면, 이를 활용해 학

습자에게 개별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알파벳도 모르거나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챗봇 의미가 없어서 제가 

따로 그냥 오늘은 이거 단어 한 개라도 더 해 보자 이렇게 그냥 내용 

자체를 다르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냥 스캐폴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제 재구조화 같은 거. 난이도 조작? (교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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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개인적으로 가졌던 것 같아요. 수업 시에 보충 지도를 한다던

가 개발 상담을 한다던가... 아 한 가지 더 있다면 그 과제량을 줄여줬

거나 아니면 과제를 단순화시켜서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교사 11)

학습 결손이 있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개별 

지도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수업 중에 그 아이한테 조금 더 가서 이렇

게 얘기를 하면 해준다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을 5 분 정도 더 빼서 따

로 나와서 좀 이렇게 지도를 해준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교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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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학습자 데이터를 더 손쉽게 수집하고, 분석

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학교 교육에서 실천하기 어려웠던 맞

춤형 수업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적 기반이 갖추어지고 있다. 학습자 데

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의 효용성을 인식하고 맞춤형 수업을 위해 효

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학습자

데이터 활용 수업설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탐색하였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습자 데이터가 학생을 진단하고 수업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하기에는 교사의 지식

과 기술 부족, 학교 교육 제도와 인프라 미비, 윤리적 문제와 같은 여러

제한점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교사 개인적 특성과 교육

환경 특성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교사 개인적 특성 측면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개인의 신념

과 지식이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일부 교

사들은 초등학교에서는 성적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생활지도가

강조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교실에서 하루 종일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

며 경험적으로 이미 학생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 데이터

가 꼭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에서 맞춤

형 수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는 여러 선행

연구가 맞춤형 수업이 학습 동기와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

고 보고한 것과 상반되는 인식이다(김민정 외, 2011).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과 수업에 대한 이러한 신념은 교사가 맞춤형 수업을 실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금선영 외, 2020).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 중 생활지

도에 방점을 두고,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수업이 불필요하다는 신념은 학

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는 데 제한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교사의 전문

성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선영 외(2020)의 연구에 따르면, 원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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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원격수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

시켜 교사의 능동적 참여를 제한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교사의 지식과 기술의 부족을 학습자 데이터 활용 맞춤형 수업의 제한점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의 개인적 특성과 별개로, 학교 교육 제도와 인프라와 윤리적 문

제 또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의 제한점으로 인식되었다.

학습자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과 제한점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학교가 일

종의 체제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유

용하고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학교 현장에 새로이 도

입되는 기술이 기존 학교교육체제와 충돌하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학습분석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학교 교육에 도입되었

을 때 학습분석 시스템이 기존의 관련 법규나 정보윤리와 충돌하며 윤리

적인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를 새로이 야기할 수 있다(이현경 외, 2020).

Ertmer(1999)는 학교에서 혁신을 수용하려고 할 때 자원에 대한 접근 부

족, 불충분한 시간, 부적절한 지원, 반응적이지 않은 정책 등과 같은 요

소가 1차적인 장벽이 된다고 하였다. 학습자 데이터 역시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체제와의 충돌로 인해 학교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

다. 여기에는 교직 문화도 포함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사는 다른 교사와

차별화되지 않고 동료 교사들과 동질성을 유지하려는 특징이 있는데, 이

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는 교사의 실천을 저해하는 제한점이 될 수 있다

(금선영 외, 2020).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의 의견을 수용하

여 기존 학교교육체제와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습자 데

이터를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해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생활과 관련된 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

다. 수업설계를 위해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널리 권장되는 사실이다. 선우진과 동료들(2021)은 초등학교 교사

40 명이 자유기술한 인식조사지를 분석하여 교사들이 학생의 오개념, 선

수학습, 사고과정 등과 같은 인지적 특성과 학습자의 성향과 흥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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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의적 특성을 수업설계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고하기도 하

였다. 본 연구에서 교사들은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과 더불어 학

생의 가정환경이나 교우 관계와 같은 생활상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실제 수업설계 과정에서 교사들이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 외에도 생활과 관련된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보호자가 지도하기 힘든 가정환경의 학습

자에게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주로 내주거나, 모둠을 구성할 때

사이가 안 좋은 학습자를 분리하는 등 맥락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초등교육에서는 지식 전달보다 인성 함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정혜영,

2003). 다만 이러한 정보는 주로 디지털 학습 환경 밖에서 수집되는 정

보로, LMS의 로그 데이터를 가공하여 정보를 제시하는 기존 시스템에

서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학습자의 상황적이고 맥락적인 특징에 대한 정

보는 잘 제시되지 않는다(Piety, 2019). 내러티브 데이터는 수치적인 데

이터를 보완하고, 학생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게 돕는 어포던스

(affordance)가 있기 때문에 실제 교사의 수업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두

유형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Fjørtoft & Lai, 2021).

교사들은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사회정서적 특성과 학업

성취 수준을 고려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특기할만한

점은 교사들이 인식하는 실천 방안이 대개 현재 자신이 실행하고 있는

교육 관행에 국한되어 기존의 관행을 보완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맞춤형 수업을 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생을 진단하거나

수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테크놀

로지를 활용하면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진

단하고, 다양한 요구를 지닌 학생들에게 맞춤화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

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개별 학습자에게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 활용이 강조된다(Pane et al., 2015; Patrick et al.,

2013). 예를 들어, Fazal 과 동료들(2020)은 블렌디드 학습이 교사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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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학습에 대한 거의 즉각적인 피드백과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활

용해 수업을 맞춤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오석환과 김현진

(2021)은 고등학교에서 개인별 학습 과정에 맞게 적응적으로 문항을 제

시하고 학생의 질문에 반응하는 AI를 활용하여 실시한 맞춤형 수업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흥미,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

견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참여자들이 학습자 데이터

활용 맞춤형 수업설계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일반적인 맞춤

형 수업설계 경험에 근거하여 답변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교사들은 학습자 데이터를 제공 받는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나타냈다. 첫째로 교사가 맞춤형 수업 지원 시스템에서 학습자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FTT(Fuzzy Trace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추론이나 문제해결과정에서 핵심정보를 직관적으로 활용한다

(Cho et al., 2018). 따라서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많은 인

지적 부담이 들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의 직관적 의미성이 높은 메시

지 설계 원리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Cho et al,

2018). 둘째, 데이터 선택 및 편집 기능을 제공받기를 원했다. 교사의 특

성에 따라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나 선호하는 제시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설계하고자 하는 수업의 형태에 따라 고려해

야 하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가 직접 상황에 맞게 데

이터를 선택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교사의 특성에 따라 고도로 맞춤화된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

한 바 있다(MacFayden & Dawson, 2010). 셋째, 학습자 데이터에 대한

높은 사용성과 접근성을 요구하였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자에 대한 다

양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부서별로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관리되

고 있다. 이에 따라 적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서 활용하기 어려운 실

정이다. 그러나 최근 학습자 데이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부

주도로 통합 플랫폼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추후 학

교 현장에서도 맞춤형 수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 통합된 데이터에 대한

교사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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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새로운 수업설계 패러다임인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

업설계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인식을 경험적으로 조사하였다. 학습자 데이

터 기반 맞춤형 수업을 실행하는 데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지만, 교사들

은 학습자 데이터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맞춤형 수업을 위해 다양한 방식

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교사의 교육

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데이터 기반의 지원 도구들이 개발되

고 학교 현장으로의 보급을 앞두고 있으며, 교사들에게도 데이터를 활용

하여 맞춤화된 수업을 설계하는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수

업설계의 주체인 교사들이 학습자 데이터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

지 못하면 학습자 데이터는 아무런 교육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

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교사 개인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연수

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사가 새로운 교수설계 패러다임을 반영해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금선영

외, 2020). 교육 환경 측면에서는 학교 현장의 제도를 개선하고, 풍부한

ICT 인프라와 물리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교사가 쉽고 효과적으로

맞춤형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발견

한 데이터의 내용과 제시 방식에 대한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수업 지원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맞춤형 수업 지원 시스

템을 통해 교사가 주어진 학습자 데이터를 맞춤형 수업설계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였어도 이를

교육적 처방으로 연결하지 못 하거나(van Leeuwen, 2019), 기존의 익숙

한 수업설계 관행을 반복할 수 있다. 교사의 맞춤형 수업설계를 지원하

기 위해서는 맞춤형 수업 지원 시스템 차원에서 교육적 처치에 대한 제

안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습자 데이터 활용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

구의 결과가 중등교육 혹은 고등교육과 같은 다른 맥락에서 그대로 적용

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맥락의 영향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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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는 대부분 담임제로 운영되어

교사가 학급 학생들과 생활을 함께하고, 성적에 대한 부담이 낮으며, 생

활 지도에 방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여러 학급의 학생을 가르치거나 대

규모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이 더 높은 경우 등의 맥락에서는 학습자 데이터 활용 맞춤형 수업

설계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이 본 연구에서 보고한 것과 다를 수 있으므

로 다양한 교육 맥락에서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일반적인 초등학교 교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

라 학습자 데이터 활용 맞춤형 수업설계에 관심이 있는 평균 이상의 교

사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평균적인 교사의 인식과 실천과는

일정 수준 거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직 학교 현장으로 학습

분석 기술이 완전히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경험이 부족한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개

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과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해 응답하

였으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해 총체적인 인식을 갖

추고 응답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사를 대상

으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교

사의 인식과 실제 맞춤형 수업 간의 관련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추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교사가 학습자를 진단하고 맞춤형 수업을 효과적으

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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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2: 초등학교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1. 연구 목적

맞춤형 수업은 개별 학습자 혹은 학습자 집단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학습 활동과 자원을 조정하여 최적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수업이다.

학업 성취도와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고(김민정 외, 2011) 전통적인 수업

에서 소외되었던 학습자도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atrick et al., 2013). 맞춤형 수업에 대

한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에게 많은 자율성과 선택권을 부여

할수록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도

전하기 어려운 과제로 여겨져 왔다(FitzGerald et al., 2018; Jones et al.,

2013).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과정, 결

과에 대한 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김진

호 외, 2017; 성은모 외, 2016)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기 위한 환경적 기

반이 조성되고 있다.

교사에게 학습자 데이터가 주어진다고 해서 맞춤형 수업을 잘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데이터 활용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

이 제기되기도 한다(Lai & Schildkamp, 2013; Marsh, 2012; Slavin et

al., 2013). 교사들은 업무 부담(Ballet & Kelchtermans, 2009; Pelletier &

Sharp, 2009),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이현경 외, 2020) 등과 같은 다

양한 이유로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데이터에서 의

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데 실패하거나(van Leeuwen et al., 2015), 데이

터에 근거하여 학습자를 진단하더라도 이를 맞춤형 수업으로 연결하지

못할 수 있다(Al-Lawati & Hunsaker, 2007; Latz et al., 2009).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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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

해서는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그 과정에는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이 실제로 수업

설계의 질과 관련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많지 않다. 몇몇 선행 연구에서 교사들

이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어떻게 활용하는지 탐색한 경우가 있으나, 수업

설계 과정을 직접 관찰하기보다 면담을 통해 사후적으로 이를 파악하거

나(Wise & Jung, 2019) 수업 전에 수업을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수업

중에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

다(van Leeuwen et al., 2015).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를 이해하고 맞춤형

수업으로 연결하는 내적인 과정을 관찰을 통해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업 중에 학습자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식과 수업 전

에 데이터를 확인하여 적합한 학습 활동이나 자원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전의 수업설계 과정이 어떻

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서도 초기적인 탐색만 이

루어진 상태이고(van Leeuwen et al., 2021), 과정과 결과 간의 관계 역

시 경험적으로 확인된 경우가 거의 없다.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

업설계 과정이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수업설계의 과정을 지원하는 것

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향 요인과 결과와의 관계에 대해서

도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고발화 방법(think-aloud methods)을 사용하여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을 질적으로 탐색하고, 그 과

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그 과정이 맞춤형 수업설계의 질에 미치는 영

향을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를 활

용해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이해가 추후 학습자 데이터를 제공하는 교사용 대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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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설계와 교사교육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

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교사는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는가?

1-1. 초등학교 교사는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해 어떠한 학습자 데이

터를 활용하는가?

1-2. 초등학교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

1-3. 초등학교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는 어떠

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2. 초등학교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1. 초등학교 교사가 맞춤형 수업설계에서 활용한 학습자 데이터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2. 초등학교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3. 초등학교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

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4.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3. 초등학교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수업과정

안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1. 초등학교 교사가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해 활용한 데이터의 특

성이 수업과정안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3-2. 초등학교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활동이

수업과정안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3-3. 초등학교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이

수업과정안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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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발화하도록

하여 내적인 사고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방법

인 사고발화 방법(think-aloud methods)을 사용하여 실험실 맥락에서 연

구 참여자의 수행 과정을 분석하여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여섯 단계의 과

정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규명하고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계획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

서는 맞춤형 수업 및 학습자 데이터에 대한 선행문헌을 검토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료 수집 도구(설문지, 사고발화 및 연구도구 연습 과

제, 수업설계 과제, 면담지)와 자료 분석 도구(비디오 코딩 스킴, 수업과

정안 평가 루브릭)를 개발하고 전문가와 현직 교사에게 검토 받은 후 파

일럿 테스트를 통해 개발된 연구도구의 사용성을 확인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계획한 연구절차 및 연구도구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았다(IRB No. 2104/003-003). 다섯 번째 단계에서

는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여 설문,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제 수행에 따른 사고발화(think-aloud) 및 행동 관찰,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과정은 Charter(2003)의 제안에 따라 사고

발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습 기회를 부여하고, 삼각측량(triangulation)을

위해 다양한 원천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전처리하여 그 특성에 따라 양적으로 혹은 질

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질적 분석 결과는 참여자에게 타당화를 받았다. 각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활동은 [그림Ⅳ-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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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연구 절차 연구 활동

연구 문제
및 방법
정의

연구문제 규명
및 연구방법
계획

Ÿ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확인
Ÿ 연구문제 진술
Ÿ 연구방법 계획

↓

관련 문헌
검토

선행 문헌
고찰

Ÿ 맞춤형 수업 관련 문헌 탐색
Ÿ 학습자 데이터 관련 문헌 탐색

↓

연구도구
개발

자료 수집
도구 개발

Ÿ 데이터에 대한 인식 및 인식론적 신념에 대
한 설문지 개발

Ÿ 웹페이지 형태의 사고발화 및 연구도구 조작
연습 과제 개발

Ÿ 웹페이지 형태의 수업설계 과제 개발
‘분수의 나눗셈’단원의 한 차시 수업 설계
과제 개발
학습자 데이터 내용 선정 및 제시 방식 개
발(연구1 결과 반영) 및 가상의 6학년 1개
학급에 대한 학습자 데이터 생성

Ÿ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성찰 및 인식에 대한 면담지 개발

↓

자료 분석
도구 개발

Ÿ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비디오
코딩스킴 개발

Ÿ 수업과정안 평가 루브릭 개발

↓

연구도구 검토

Ÿ 전문가 검토(4인): 수업설계 과제, 학습자 데
이터, 비디오 코딩스킴, 수업과정안 평가 루
브릭

Ÿ 현직 교사 검토(3인): 학습자 데이터

↓

파일럿 테스트
실시

Ÿ 현직 교사 3인 대상 파일럿 테스트 실시
Ÿ 연구도구 및 연구수행 계획의 수정 및 보완

↓

생명윤리
심의

생명윤리심의
승인

Ÿ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승인(IRB No.
2104/003-003)



- 101 -

단계 연구 절차 연구 활동

↓

자료 수집

연구 참여자
모집

Ÿ 교사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고문 게시

Ÿ 참여 희망자 중 참여대상에 해당하는지 모호
한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10분 간 사전면담
을 실시해 참여 우선순위 부여

Ÿ 학습자 데이터 및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초등학교 교사 20명
모집

↓

자료 수집
실시

Ÿ 사전 설문 실시(10분): 데이터에 대한 인식,
인식론적 신념 수집

Ÿ 사고발화 및 연구도구 조작 연습(20분)
Ÿ 수업설계 과제 수행(60분): 사고발화 및 행동
관찰, 수업설계 비디오 및 수업과정안 수집

Ÿ 사후 면담 실시(40분):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에 대한 인식 수집

↓

자료 분석

자료 전처리
Ÿ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비디오
코딩

Ÿ 수업과정안 평가

↓

양화된 자료
및 질적 자료

분석

Ÿ 양화된 자료 분석
기술통계 및 Pearson 상관분석
단순선형회귀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Ÿ 질적 자료 분석
CORDTRA 다이어그램 분석
성찰적 주제분석

↓

질적 자료
분석 결과
타당화

Ÿ 참여자 확인 실시

[그림 Ⅳ-1] 연구2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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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자

연구를 위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수업에 관심이 있으며 5년 이

상 재직한 초등학교 교사 20 명을 모집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

여자로부터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험

을 지닌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Patton, 1980). 초등학교는 중

등학교에 비해 비교적 평가 부담이 낮고 일반적으로 담임제로 운영되어

교사의 수업운영 자율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맞춤형 수업

을 수월하게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다. 또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업설계 경험을 갖

춘 교사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과제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따라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관심이 있

으며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를 모집하였다.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교사를 모집하기 위해 교사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며, 총 32 명의 교사들이 참여 의

사를 보였다.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들에게 학습자 데이터 활용과 맞춤형

수업설계 관련 경험을 기술하도록 요청하여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였다. 참여 희망

자 중 관련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는 16 명이었다. 면담 참여자 선정

을 위해 유선으로 사전 면담을 요청하였고, 사전 면담에 응한 9명의 교

사 중 비교적 학습자 데이터 활용과 맞춤형 수업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되는 교사 4명(교사 O, 교사 P, 교사 R, 교사 S)를 연구 참

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참여에 따른 보상으로 30,000 원

을 제공하였다.

모집된 참여자 대부분은 여성(17 명, 85%)이었다. 석사학위 소지자가

3명(15%) 포함되어 있었다. 수도권 소재 교육청(서울, 인천, 경기도교육

청) 소속 교사는 14 명(70%)이었고, 부산, 대전, 울산, 강원, 경북, 충남교

육청 소속 교사도 각 1 명씩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교직경력은

9.6 년(SD=4.37)이었다. 학습자 데이터 활용이나 맞춤형 수업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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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15 명(75%)이었고,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수

업에 관심은 있으나 관련 경험은 없다고 보고한 교사는 5명(25%)이었

다. 구체적인 참여자 정보는 <표 Ⅵ-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사 성별 학력
소속
교육청

교직경력
(년)

관련 경험

교사A 남자 석사 충남 7 Ÿ 교육공학 석사 졸업

교사B 여자 학사 대전 8
Ÿ 교육공학 석사 재학
Ÿ 맞춤형 수업 실시 경험

교사C 여자 학사 경북 7 Ÿ 데이터 활용 관련 연수 참여

교사D 여자 학사 서울 5 Ÿ 교육공학 석사 재학

교사E 여자 학사 서울 6 Ÿ 교육공학 석사 재학

교사F 여자 학사 부산 15 Ÿ 맞춤형 수업 실시 경험

교사G 여자 학사 서울 5 Ÿ 교육공학 석사 재학

교사H 여자 학사 경기 7 Ÿ 맞춤형 수업 실시 경험

교사I 여자 학사 인천 6 Ÿ 교육공학 석사 재학

교사J 여자 석사 경기 11 Ÿ 컴퓨터교육 석사 졸업

교사K 남자 학사 경기 6
Ÿ 교육공학 석사 재학
Ÿ 데이터 활용 연수 운영

교사L 남자 학사 경기 15 Ÿ 맞춤형 수업 실시 경험

교사M 여자 석사 서울 9 Ÿ 학습자데이터기반맞춤형수업참관

교사N 여자 학사 경기 17
Ÿ 맞춤형 수업 관련 연수 참여
Ÿ 맞춤형 수업 실시 경험

교사O 여자 학사 서울 10

교사P 여자 학사 강원 19

교사Q 여자 학사 경기 6 Ÿ 맞춤형 수업 실시 경험

교사R 여자 학사 서울 7

교사S 여자 학사 인천 17

교사T 여자 학사 울산 9 Ÿ 학습자 데이터 관련 업무 담당

<표 Ⅳ-1> 연구 2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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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코로나 19 로 인하여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ZOOM을 활용

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과제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정숙한 환경

에서 연구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사전에 네트워크 등 기술적인 문

제가 없는지 확인한 이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설문, 관찰,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1) 설문

연구 참여자가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지식과 학습에 대해 어떤 신념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온라인 설문 링크를 전달하여 설문에 응답

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에는 약 10 분가량 소요되었다.

설문지는 <표 Ⅵ-2>와 같은 구성으로 Google Forms 를 활용하여 온

라인 형태로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학습자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Wayman 과 동료들(2017)이 개발한 데이터 활용 태도, 효능감, 유용성

문항을 연구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데이터 활용 태도 4문

항, 데이터 활용 효능감 4 문항, 데이터 유용성 5문항으로 총 13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변인의 Chronbach’s α 계수는 .86 에서 .95 사이에 분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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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시 문항 Cronbach’s α

데이터
활용
인식

태도

Ÿ 나는 교육 실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은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10, 11, 12, 13 .86

효능감
Ÿ 나는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수업을 잘 조정할
수 있다.

1, 2, 3, 4 .95

유용성
Ÿ 데이터는 모르고 있었
던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6, 7, 8, 9 .93

인식론적
신념

지식의
확실성*

Ÿ 과학자들이 꾸준히 연
구한다면 거의 모든 것
에 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2, 9, 13, (17) .74

권위/
전문가의
지식*

Ÿ 나는 전문가의 의견을
의심하지 않는다.

1*, 8*, 12*, 21,
27, 30

.88

고정된/
타고난
능력*

Ÿ 학습 능력은 선천적이
며 타고난다.

4, 7, 11, 20,
24, 25

.71

학습 노력/
과정

Ÿ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든다.

3, (5), 6, 10,
14, 15, 16*, 18,
19, (22), (23),
(26), (28), (29)

.68

* 역코딩, ( ) 삭제

<표 Ⅳ-2> 연구 2 설문지 구성과 변인별 신뢰도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의 인식론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Chan 과

Elliott(2004)이 개발한 문항을 연구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인식론적 신념의 하위 차원으로 지식의 확실성, 권위/전문가의 지식, 고

정된/타고난 능력, 학습 노력/과정 차원의 신념이 측정되었다. Chan 과

Elliott(2004)가 개발한 설문지에서는 지식의 확실성, 권위자/전문가의 지

식, 타고난/고정된 능력은 높을수록 순진한 신념을 나타내고 학습 노력/

과정은 높을수록 세련된 신념을 나타낸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지식의

확실성, 권위자/전문가의 지식, 고정된/타고난 능력을 역코딩하여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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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세련된 신념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차원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을 제외하고 지식의 확실성 3문항, 권위/전문가

의 지식 6문항, 고정된/타고난 능력 6 문항, 학습 노력/과정 8문항으로

구성된 총 23 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보완된 Chronbach’s α계수는

.68 에서 .88 사이에 분포하였다.

2) 관찰

설문이 완료된 이후 연구 참여자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

설계 과정을 관찰하고,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비디오와

최종적으로 작성된 수업과정안을 수집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에

게 제시된 사례 문제를 읽고 60 분 동안 사고발화하며 주어진 학습자 데

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여 수업과정안을 작성하도록 요청

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사고발화를 멈출 경우 계속 사고발화를 이어 하

도록 촉진하였다. 수업설계에는 평균적으로 52.8 분(SD=8.13)이 소요되었

다. 연구 참여자에게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ZOOM의 화면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그림 Ⅵ-2]와 같이 과제 수행 화면을 연구자에게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는 공유 화면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과제 수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필드 노트를 작성하였다. 모든 수행 과정은

ZOOM의 기록 기능을 사용하여 녹화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작성된

수업과정안 문서를 [그림 Ⅵ-3]과 같이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여 수집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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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과제수행 화면 예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제는 Google sites 로 개발된

연구용 웹페이지를 통해 제시하였다. 웹페이지는 <표 Ⅵ-3>과 같이 과

제 수행의 맥락을 제시하는 사례 문제가 포함된 ‘수업설계 배경’ 페이지,

과정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문서 작성 도구인 Google docs 와 연결된

‘수업과정안 작성’ 페이지, 학습자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6 학년 1반

데이터’ 페이지, 수업설계와 관련된 자료를 탐색할 수 있는 ‘수업설계 자

료’ 페이지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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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수업과정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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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설명

수업설계 배경 Ÿ 과제 수행의 맥락을 나타내는 사례 문제 제시

수업과정안 작성 Ÿ 공동작업문서로 연결된 수업과정안 양식 제시

6학년 1반 학급 데이터
Ÿ 가상의 학급인 6학년 1반에 대한 학급과 군
집 수준의 학습자 데이터 제시

01. 구민준
…
30. 허지민

Ÿ 가상의 학급인 6학년 1반의 학습자별로 개별
페이지에서 개별 학습자 수준의 학습자 데이
터 제시

수업설계
자료

이전차시
수업과정안

Ÿ 직전 두 차시 수업과정안 제시

교육과정
Ÿ 5~6학년군 수와 연산 영역 2015 개정교육과
정 제시

교과서
Ÿ 6학년 1학기 1단원 ‘분수의 나눗셈’ 수학 교
과서 및 수학익힘책 제시

교사 커뮤니티
Ÿ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아이스크
림 링크 제시

<표 Ⅳ-3> 연구 2 연구용 웹페이지 구성

먼저 수업설계 배경 페이지에서는 교사의 과제에 대한 몰입을 돕기

위해 [부록 3]과 같이 사례 문제를 제공하였다. 사례 문제는 새로 전근

온 연구학교에서 학기 초에 갑작스럽게 담당하게 된 6학년 학급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한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해 ‘분수의 나눗셈’ 단원의 한 차

시 대면 수업을 위한 과정안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교사들에게 다차시

수업을 설계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교사들의 수업설계가 일반적으

로 차시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차시 수업의 경우 차시

간 연계성 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설계 과

정을 탐색하는 기초 연구로서 우선 기본적인 수업설계 단위인 단차시 수

업설계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사례 문제에는 전근 온 학교의 특성,

교실 환경 등과 같은 상황에 대한 맥락적인 정보를 포함하였으며, 문제

는 텍스트 형태로 기술하여 제시하였다. 사례를 활용하면 연구 참여자가

주어진 상황 맥락에서 어떻게 느끼고 행동할 것인지를 조사하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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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하는지 탐색할 수 있다(Skilling & Stylianides, 2020). 예를 들어, 학

습자의 소그룹 협력 활동을 예비 교사가 어떻게 지원하는지 탐색한 van

Leeuwen 과 동료들(2015)의 연구에서도 사례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상황

에서 참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질적으로 탐색한 바 있다.

6 학년 수학 수업을 설계하도록 한 이유는 비교적 도전적인 설계 과제

이기 때문이다. 수학 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 학습 내용 간 위계성이

강해 학습 결손이 누적되므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며(박주경, 오영열, 2013) 한국 학생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고 그 하락 폭도 큰 편이다(이현

숙, 이창묵, 2015). 특히 분수(fraction)는 학습자가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

지 못한 상태에서 기호화와 계산 절차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많은 학습

자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개념으로 주의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정은

실, 2006; 문범식, 이대현, 2014; Reys et al., 2009). 또한 ‘분수의 나눗셈’

단원은 교육과정상 6학년 1학기 1단원에 편제되어 있어 사례 문제에서

제시하는 학생에 대해 파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상황 맥락과도

일치하므로 적합한 수업설계 과제라고 판단하였다.

수업과정안 작성 페이지에서는 교사의 수업설계 과정을 돕기 위해

[부록 4]와 같이 수업과정안 양식을 제공하였다. 웹에서 수업과정안을 간

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수업과정안은 Google Docs 로 개발하여 해당

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수업과정안 문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과정안 양식은 설계의 대상, 교과, 단원, 학습목표, 준비물과 같은 수

업의 기본적인 개요에 해당하는 부분과 도입, 전개, 마무리 단계 별로 교

수학습 활동, 시간, 학습자료 및 준비물, 지도상 유의점을 작성하는 부분

으로 구분하였다. 교사들에게는 주어진 수업과정안 양식을 편집하거나

본인이 선호하는 다른 수업과정안 양식이 있을 경우 다른 양식을 활용하

는 것을 허용하였다.

6 학년 1 반 데이터 페이지에서는 [부록 5]와 [부록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위 페이지에서 전체 학급 및 군집 단위와 개별 학습자 단

위로 학습자의 종합 특성, 선수학습지식 수준, 수학 학습동기, 차시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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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차시별 참여도, 군집 정보를 제공하였다. 전체 학급 페이지에서는

항목별로 전체 학급과 학습자 군집의 데이터를 요약하여 제시하였으며,

개별 학습자 페이지에서는 학생의 항목별 데이터를 학급 평균과 비교하

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전체 학급 페이지에서는 [그림 Ⅳ-4]와 같이

선수학습지식에 대한 학급 평균과 시스템에서 분류한 학습자 군집에 따

른 평균을, 개별 학습자 페이지에서는 [그림 Ⅳ-5]와 같이 학급 평균과

개별 학습자의 점수를 그래프와 텍스트 형태로 제시하였다. 각 항목별로

제시된 구체적인 학습자 데이터는 <표 Ⅳ-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4] 전체 학급 페이지의 선수학습지식 수준

[그림 Ⅳ-5] 개별 학습자 페이지의 선수학습지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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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데이터 출처

종합 특성
Ÿ 기질 및 성향, 관심사, 교우 관계, 기타
특이사항에 대한 질적 기술

Ÿ 전년도 담임
교사의 관찰

선수학습
지식 수준

Ÿ 교육과정상 선수 단원(3학년 1학기 분수
와 소수, 3학년 2학기 나눗셈, 5학년 1학
기 약분과 통분, 5학년 2학기 분수의 곱
셈)의 단원평가 결과 점수

Ÿ 시험

수학
학습동기

Ÿ 자신감 및 흥미에 대한 설문 결과 Ÿ 설문

차시별
이해도

Ÿ 이해도 환산 점수 및 차시 형성평가 문항
별 정오답

Ÿ 시험

차시별
참여도

Ÿ 온·오프라인 참여 행동에 기반을 둔 참여
도 환산 점수

Ÿ 시스템

학습자
군집 정보

Ÿ 선수학습지식 수준 및 수학 학습동기를
기준으로 군집화된 상위, 중위, 하위, 주
의 집단 분류 정보

Ÿ 시스템

<표 Ⅳ-4> 제시된 학습자 데이터의 구성

학습자 데이터의 내용과 제시 방식은 연구 1의 결과에 근거하여 교사

의 요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내용 측면에서 학습자의 인지적

(선수학습 지식 수준), 정의적(수학 학습동기, 종합 특성), 생활 관련 특

성(종합 특성)에 대한 정보와 수업에 대한 학습 과정과 결과(차시별 이

해도, 차시별 참여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성하

였다. 다음으로 학습자 데이터 제시 방법 측면에서는 우선 교사가 데이

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텍스트 형태로 데이터를 제

시하고,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된 군집에 따른

정보를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연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

도록 원데이터(raw data)를 함께 제시하였다. 원데이터 형태의 자료는

연구 참여자가 다운로드 받거나 Google sheets 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데이터의 사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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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전문가 2인의 검토를 받아 사용성을 확인하였다. 검토 의견을 반영

하여 페이지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각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

다.

제시할 학습자 데이터의 내용과 제시 방식이 확정된 이후 가상의 학

습자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연구 1 에서 일부 교사들이 과밀 학급에서 학

습자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을 참고하여 30 명의 학습자로 구성

된 가상의 과밀 학급을 상정하였다. 가상의 학습자의 프로파일을 구상하

고, 학습자별로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학습자 데이터는 초등학생의 수학

학습에 대한 선행 문헌(박주경, 오영열, 2013; 이현숙, 이창묵, 2015)을

검토하여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그리고 데이터의 실제성

을 어느 정도 담보하기 위해 현직 교사 4명의 검토를 받아 조정하였다.

생성된 학습자 데이터의 구조와 예시는 <표 Ⅳ-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업설계 자료 페이지에서는 수업설계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교사들이 수업설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

인 내용은 [부록 7]~[부록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전 두 차시에 실시

된 수업과정안, 분수의 나눗셈 단원과 관련된 초등학교 5~6 학년군 수학

교육과정, 6 학년 1학기 1단원 수학교과서 및 수학익힘책,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인 아이스크림(https://www.i-scream.co.kr/) 및 인디스쿨

(https://indischool.com/) 링크를 제공하였다. 이 밖에도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참고 자료를 활용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거나, 제시되지

않은 다른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모두 허용하였다. 다

만 연구자가 제공하지 않은 자료를 활용할 때에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장면을 관찰할 수 있도록 화면을 공유하거나 자료를 카메라로 비추도록

하였다.

https://indisch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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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종합특성 선수학습지식 수준
수학
학습동기

3차시 2차시

출석
번호

이름 성별 집단 기질 및 성향 관심사 교우관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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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흥미이해도참여도

문항별 정오

이해도참여도

문항별 정오
분수
와
소수

나눗셈
약분
과
통분

분수
의
곱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 구민준 남
중위
집단

매사에 의욕이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많은
친구와 사귀고
공동의 일에
기여함.

게임

리더십이 있고
남녀학생
모두와
친하지만

장난기가 많아
가끔

여학생들과
갈등이 생김.

85 80 54 55 40 60 58 66 O X X 64 74 O O X

2 김민초 남
상위
집단

유머 감각이
뛰어나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함.

리더십이 있음.

게임,
야구,
축구,
유투브
시청

남학생들과
두루 친하고,
리더 역할을

함.

90 95 93 100 96 90 100 98 O O O 100 100 O O O

4 김이솔 여
중위
집단

글짓기와
말하기를 잘
하여 자기
주장을

조리있게 함.
미적 감각이
뛰어남.

아이돌

친했던
친구들과 크게
다투고 서로
말을 하지

않게 되었으며,
특히 친한
친구 그룹이
없어졌음.

74 73 64 65 64 70 74 67 O O X 86 84 O X O

5 김태엽 남
주의
집단

말수가 없고
의기소침해져
있으며, 교사가
말을 걸어도
잘 대답하지
않음.

눈에 띄는
관심사가
없음.

친한 친구들이
먼저

다가오기도
하나,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거의
없음.

부모님 별거로
할머니댁으로
이사하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문제를 겪는
것으로 보임.

90 70 68 32 20 20 11 25 X X X 21 26 O X X

<표 Ⅳ-5> 제시된 학습자 데이터의 구조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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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담

면담지를 활용하여 수업설계 직후에 40 분간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지는 <표 Ⅳ-6>과 같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인식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활용한 학습자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거나 작성한 수업과

정안을 확인하며 수업설계 과정을 복기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후

속 질문을 하여 행동의 목적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면담 내용은 모두 ZOOM의 기록 기능을 활용하여 녹화하고 전사하였

다.

구분 질문 예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Ÿ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였나요? 왜 그렇게 설계하였나요?

Ÿ 맞춤형 수업설계가 특히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
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Ÿ 맞춤형 수업설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인식

Ÿ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무엇이라
고 생각하나요?

Ÿ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표 Ⅳ-6>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및 인식에 대한 면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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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료 분석

본격적인 자료 분석을 실시하기 이전에 먼저 수집된 관찰 자료인 과

제 수행 비디오를 양화하였다. 이를 위해 수집된 비디오를 1분 단위로

분절하여 총 1056 개의 분석 유닛을 생성하였다. 코딩스킴에 따라 분석유

닛 별로 해당하는 발화 및 행동이 관찰되는지를 판단하여 코딩하였다.

사고발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후 면담 결과를 참고

하여 판단하였다(Charter, 2003). 한 유닛에서 여러 행동과 발화가 이루

어져 여러 코드에 동시에 속할 경우 중복 코딩을 하였다. 예를 들어, 어

떤 분석 유닛의 초반 동안 교사가 20 초 간 ‘질문 생성’ 활동을 하다가

후반 40 초에서 ‘데이터 해석’ 활동을 하였다고 했을 때, 해당 분석 유닛

에서 ‘질문 생성’과 ‘데이터 해석’ 활동이 모두 일어난 것으로 코딩하였

다. 두 명의 코더가 Cohen’s Kappa 계수가 최종적으로 .8 이상이 될 때

까지 개별적으로 코딩을 하였다. 최종적으로 Cohen’s Kappa 계수는 .80

에서 .99 사이에 분포하였다. 불일치한 코딩은 코더 간 합의를 통해 수정

하였다.

코딩 결과는 코드 별로 각 교사가 소요한 수업설계 시간으로 나누어

수업설계 시간 대비 수업설계 활동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 비율을 구하

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빈도로 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이유는 교사별로

수업설계 시간에 차이가 있어 활동 빈도가 같은 의미를 지니지 않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50 분 동안 수업을 설계한 교사의 ‘전통적 설계’ 코드

의 빈도가 25 라고 하였을 때 해당 교사가 전체 수업설계 시간 중에 수

행한 ‘전통적 설계’ 활동의 비율은 50 으로 계산된다. 만약 30 분 동안 수

업을 설계한 교사의 ‘전통적 설계’ 코드 빈도가 15 라면, 빈도 상으로는

앞선 교사와 10 의 차이가 있으나 해당 활동에 대한 비율은 50 으로 동일

하다. 수업설계 시간 대비 수업설계 활동의 비율은 연속변수라고 할 수

있다.

코딩스킴은 선행 문헌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가 활용하는 데이터의

특성을 코딩하기 위한 스킴과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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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코딩하기 위한 스킴으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교육공학 전문가 4인의

검토를 받아 최종 코딩 스킴을 도출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가 활용하

는 데이터의 특성은 <표 Ⅵ-7>과 같이 데이터의 수준과 내용으로 구분

된다. 데이터의 수준은 데이터의 통합 수준에 따라 전체 학급, 학습자 군

집, 개별 학습자 수준의 데이터로 구성되며(최영인 외, 2019; Mottus et

al., 2018), 데이터의 내용은 전통적으로 학습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진 학습자 특성의 분류 체계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인지

적, 정의적, 사회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김정환, 박도영, 2000; Reeves

& Brackett, 1998; Smith & Ragan, 1999).

다음으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활동 코드는 <표 Ⅵ

-8>와 같이 학습자 진단, 수업설계, 수업 관련 정보 검토로 분류하였다.

학습자 진단 활동에는 질문 생성, 데이터 읽기, 데이터 해석 코드를 포함

하였다(Mandinach & Gummer, 2016; Wise & Jung, 2019). 수업설계 활

동은 크게 설계와 점검 및 수정으로 분류하였다. 설계는 맞춤형 설계와

전통적 설계로 구분되는데, 맞춤형 설계는 전체 학급, 학습자 군집, 개별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학습 활동이나 지도 전략을 설계하는 활동

이고, 전통적 수업설계는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

없이 이루어지는 설계 활동이다(최영인 외, 2019; Wise & Jung, 2019).

수정과 점검은 실제 데이터 코딩 과정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

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고 한 코드로 통

합하였다. 수업 관련 정보 검토 활동으로는 교육과정, 페다고지, 맥락 고

려 코드를 포함하였다(Mandinach & Gumm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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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설명 예시

수준

전체
학급

전체 학급의 평균이나
분포,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

Ÿ 학급 전체의 성별 분포
Ÿ 학급의 이해도 평균

학습자
군집

특정 기준에 따라 구분된
대상 집단의 평균이나
분포,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

Ÿ 하위 집단의 형성평가 결과
Ÿ 여학생 집단의 관심사

개별
학습자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

Ÿ 특정 개별 학습자의 형성평
가 점수

Ÿ 특정 개별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

내용

인구통계학적
특성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데이터

Ÿ 성별
Ÿ 문화적 배경
Ÿ 사회경제적 지위

인지적
특성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과
관련된 데이터

Ÿ 선수학습지식 수준
Ÿ 차시별 이해도
Ÿ 형성평가 결과

정의적
특성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과
관련된 데이터

Ÿ 기질 및 성향
Ÿ 수학 자신감
Ÿ 수학 흥미

사회적
특성

학습자의 사회적 특성과
관련된 데이터

Ÿ 교우관계

<표 Ⅳ-7> 데이터 특성 코딩 스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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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설명 예시

학습자
진단

질문 생성
데이터를 통해 해결할 문제와
질문을 생성하는 행동 혹은 발화

Ÿ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개념을 어려워했지?
Ÿ 팀 활동인데 교우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나?

데이터 읽기
주어진 데이터를 식별하여 그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행동

혹은 발화

Ÿ 이 부분은 학습동기에 대한 내용이구나.
Ÿ (전차시 형성평가 정오표 확인)전체적으로 3번 문항을
많이 틀렸네.

데이터 해석

데이터를 맥락과 연결하여
교육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학습자를 진단하는 행동 혹은

발화

Ÿ 학생들이 많이 틀린 3번 문항은 문장제인걸 보니 문장
을 수식으로 변환하는 걸 어려워하는 것 같네.

Ÿ 지난 차시 수업을 수학익힘책 풀이 위주로 해서 저성취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 같다.

수업
설계

맞춤형 설계

전체학급 활동

학급의 평균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학급 학생이 동일하게
참여하는 활동 및 지도전략을
설계하는 행동 혹은 발화

Ÿ (관심사가 게임인 학생이 과반을 넘는 것을 확인)게임
을 좋아하는 학생이 많으니 게임 활동을 넣어봐야겠다.

Ÿ 전체적으로 선수학습 지식이 낮은 것 같은데 도입부에
서 5학년 내용을 다루고 넘어가야겠다.

학습자군집활동

특정 기준에 따라 구분된 학습자
군집 별로 맞춤화된 활동 및
지도전략을 설계하는 행동 혹은

발화

Ÿ 상위권 학생들은 문제를 먼저 풀고 또래교사가 되어 다
른 학생들을 도와주도록 해야겠네.

Ÿ 소심한 애들은 적극적인 애랑 짝을 지어줘야지.

개별학습자활동
개별 학습자를 고려한 개인화된
학습활동 및 지도전략을 설계하는

행동 혹은 발화

Ÿ 은선이는 한국어가 서투니까 내 자리 옆으로 자리를 바
꿔서 계속 봐줘야겠어.

Ÿ 민초는 소극적인 편이니 친한 친구인 명선이와 짝을 지
어줘야 말을 할거야.

<표 Ⅳ-8>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활동 코딩 스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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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설명 예시

전통적 설계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활동 및 지도전략을
설계하는 행동 혹은 발화

Ÿ (교과서를 확인)교과서 제시 순서대로 해야겠다.
Ÿ (다른 교사의 수업설계안을 확인)잘 짜져 있어서 이거
그대로 해도 되겠는데?

점검 및 수정
설계된 맞춤형 수업을 학습자
데이터에 비추어 점검하고
수정하는 행동 혹은 발화

Ÿ 문장제 문제를 못 풀었던 것 같은데 문제풀이 연습기회
를 더 주도록 수정해야겠다.

Ÿ 우영이는 태엽이랑 충돌이 있을 것 같으니, 모둠 구성
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좀 바꿔줘야겠다.

수업
관련
정보
검토

교육과정 고려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학습
내용, 학습 분량, 학습 순서 등의
정보를 고려하는 행동 혹은 발화

Ÿ (학습할 차시의 학습 내용 확인)분수의 나눗셈에서 몫
이 1보다 작은 경우를 다뤄야 하는구나.

Ÿ (선수 단원 확인)1보다 큰 경우는 직전 단원에서 이미
했네.

페다고지 고려

일반적인 학습자의 특성, 교육학
이론 등에 대한 교사의 교육학적
지식과 관점을 고려하는 행동

혹은 발화

Ÿ 6학년 애들은 질문을 하기 싫어 하잖아.
Ÿ 분수는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구체적 조작물을 가지고
보여주는 게 이해하기에 좋지.

Ÿ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활동을 주도하는게
좋은데.

맥락 고려

학교 특성, 교실 환경,
사회적문화적 상황 등 맥락적
요인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는

행동 혹은 발화

Ÿ 이 학교는 학력 격차가 심한 학교라고 했었지.
Ÿ 태블릿 PC를 대여할 수 있고, 교실에서 인터넷 사용에
문제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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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의 결과로 산출된 수업

과정안의 질을 맞춤형 수업과정안 평가 루브릭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루브릭의 각 평가 요소는 <표 Ⅳ-9>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맞

춤형 수업의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Jones et al.,

2013; Kallio & Halverson, 2020; Lee, 2014; Shin, 2021). 각 요소별로 맞

춤화 전략이 잘 실행되었으면 3점, 부분적으로 실행되었으면 2점, 실행

되지 않았으면 1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평가 점수는 5점에서 15 점 사

이에 분포하였다. 도출된 수업과정안 평가 루브릭은 교육공학 전문가 4

인의 검토를 받았다. 교사들에게 수업과정안 문서를 상세히 작성하거나

편집하는 데 공을 들이기보다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자를 진단하

고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 자체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

에 교사별로 수업과정안이 상세화된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수업

과정안 문서 자체만을 평가하기 보다는 수업설계 과정을 복기한 면담 결

과를 보완 자료로 참고하여 평가하였다. 두 명의 코더가 루브릭을 활용

해 개별적으로 평가하였으며, Cohen’s Kappa 계수는 .88 에서 .95 사이에

분포하였다. 불일치하는 평가 결과는 Cohen’s Kappa 계수 산출 이후 코

더 간 합의를 통해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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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맞춤화 전략 예시

맞춤화된
학습 계획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학습 계획이

맞춤화 되었는가?

Ÿ 전체 학급, 학습자 군집, 개별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규명함

Ÿ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다른 학습
목표 설정을 계획함

Ÿ 학습 목표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학습
속도, 학습 내용, 학습 활동, 학습 자료
등을 설계함

역량 기반
학습

학습자의 고차적
사고 및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이
설계되었는가?

Ÿ 프로젝트 기반 학습, 문제 기반 학습 등
과 같이 실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설계함

지속적인
평가

학습자를 준거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
설계되었는가?

Ÿ 학습자가 다양한 형태의 학습 산출물을
도출하는 것을 허용함(예: 글, 그림, 발표)

Ÿ 적절한 평가 방식을 설계함(예: 구두평가,
쪽지시험, 동료평가)

Ÿ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계획함
(예: 분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 할 경우
남겨서 지도)

학습자
주도

학습자에게
스스로 학습
목표와 학습
경로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가?

Ÿ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도
록 함

Ÿ 학습자가 자신의 목표에 맞는 학습 속도,
학습 내용, 학습 활동, 학습 자료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테크놀로지
활용

맞춤화 수업을
위해 적절한
테크놀로지가
활용되었는가?

Ÿ 학습자 진단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염두
에 두고 테크놀로지를 선정함

Ÿ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따라 자동화된 피
드백을 줄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선정함

<표 Ⅳ-9> 맞춤형 수업과정안 평가 루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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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처리가 완료된 이후 연구문제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비디오 코딩 결과를 분석하여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

춤형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에서 교사가 활용한

학습자 데이터의 특성과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활동 코드

빈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개별 교사의 수업설계 활동 비율의 평균과 표

준편차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각 코드 간

상관관계를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두 명의 연구자가 CORDTRA(Chronol

ogically-Ordered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and Tool-Related Activ

ity) 다이어그램을 활용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

형을 확인하였다. 도출된 유형은 참여자 확인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였

다. 도출된 유형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모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개체 간 효과 검정을 위해 독립표

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교사의 교직 경력 정보, 데이터 활

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인식론적 신념에 대한 설문 결과를 활용하여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

하였다. 먼저 교사의 교직 경력이 교사가 활용한 학습자 데이터의 특성

과 수업설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형에

따라 교직 경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Mann-Whitney 검정을 실

시하였다. 교직 경력이 정규성 가정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교사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과 인식론적 신념

이 수업설계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사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과 인식론적 신념에 과정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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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

인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면담 자료를 활용하였다.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면담

자료를 Braun 과 Clarke 가 제안한 주제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Braun & Clarke, 2012; Braun & Clarke, 2013; Braun et al., 2019;

Braun & Clarke, 2021). 면담 분석 과정에는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

육공학 전공자 두 명이 참여하였다. 전사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며 전체

적인 데이터 구성과 흐름을 파악하여 데이터와 친숙해진 이후 아이디어

단위로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코딩하였다. 그리고 비슷한 의미를 지닌 코

드를 결합하여 초기 주제를 생성하였다. 초기 주제가 전체 데이터 상에

서 교직 경력, 학습자 데이터에 대한 교사의 인식, 인식론적 신념 요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교사의 수업설계 과정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제를 개발하고 검토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주제를

연구 문제에 맞게 정제하고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정의하였다. 최종

분석 결과를 적합한 인용구를 선정하여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과정안 평가 결

과를 활용하여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수업과정안의 질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교사가 활용한 데이터의 특성과 수행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

설계 활동이 수업과정안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형

간 수업과정안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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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가.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의 특성

1)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서 활용한 학

습자 데이터의 특성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에서 교사가 어떠한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각 교사가 수업설계 시간 대비 얼

마나 해당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활동을 많이 하였는지에 대한 비율

을 중심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교사는 학습자 군집

(M=17.16, SD=10.16), 개별 학습자(M=15.11, SD=9.96), 전체 학급

(M=14.20, SD=7.05) 수준의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였다. 학습자 데이터의

내용에 있어서는 인지적 특성(M=21.48, SD=8.47), 정의적 특성(M=12.28,

SD=7.52), 사회적 특성(M=5.85, SD=6.75), 인구통계학적 특성(M=4.48,

SD=3.21) 순으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였다.

구분
빈도 비율

M SD M SD

수준

전체 학급 7.30 3.40 14.20 7.05

학습자 군집 9.00 5.41 17.16 10.16

개별 학습자 8.05 5.54 15.11 9.96

내용

인구통계학적 특성 2.20 1.28 4.48 3.21

인지적 특성 11.40 5.20 21.48 8.47

정의적 특성 6.45 4.12 12.28 7.52

사회적 특성 2.85 2.89 5.85 6.75

<표 Ⅳ-10>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서 활용한 학습자 데이터

특성 기술통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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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 상관분석 결과, 데이터 수준 내에서는 학습자 군집 수준과

전체 학급 수준(r=.64, p=.003), 개별 학습자 수준(r=.53, p=.015) 간에 정

적인 상관이 있었다. 데이터 내용 내에서는 사회적 특성이 인구통계학적

특성(r=.71, p<.001) 및 정의적 특성(r=.52, p=.020)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었다. 데이터 수준과 내용 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었다.

전체 학급 수준의 데이터는 인구통계학적 특성(r=.52, p=.018), 인지적 특

성(r=.54, p=.014), 사회적 특성(r=.46, p=.042)과, 학습자 군집 수준의 데

이터는 인지적 특성(r=.61, p=.004) 및 정의적 특성(r=.72, p<.001)과, 개

별 학습자 수준의 데이터는 인지적 특성(r=.59, p=.007), 정의적 특성

(r=.45, p=.045), 사회적 특성(r=.63, p=.003)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구분 1 2 3 4 5 6

수준

1. 전체 학급 　 　 　 　 　

2. 학습자 군집 .64** 　 　 　 　

3. 개별 학습자 .34 .53* 　 　 　

내용

4. 인구통계학적 특성 .52* .30 .40 　 　

5. 인지적 특성 .54* .61** .59** .07 　

6. 정의적 특성 .24 .72** .45* .16 .26

7. 사회적 특성 .46* .43 .63** .71** .06 .52*

*p<.05, **p<.01

<표 Ⅳ-11>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서 활용한 학습자 데이터

특성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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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활동의 특성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활동 중 학습자 진단 활동은 평

균적으로 전체 수업설계 시간 중 31.54%(SD=11.58) 동안 일어났다. 학습

자 진단 활동으로 가장 많이 관찰된 활동은 데이터 읽기(M=27.65,

SD=11.38) 활동이었으며, 데이터 해석(M=13.64, SD=10.26), 질문 생성

(M=4.61, SD=4.93) 순으로 많이 관찰되었다. 수업설계 활동 중 가장 많

이 일어난 행동은 전통적 설계(M=59.37, SD=12.27) 활동이었으며, 맞춤

형 설계(M=17.07, SD=10.73), 점검 및 수정(M=9.49, SD=8.36) 활동이

뒤를 이었다. 맞춤형 설계에서는 학습자 군집 활동(M=8.62, SD=7.79),

개별 학습자 활동(M=5.86, SD=7.73), 전체 학급 활동(M=4.68, SD=3.72)

설계 활동 순으로 많이 일어났다. 수업 관련 정보 검토 활동은 평균적으

로 전체 과제 수행 시간의 31.59(SD=13.63)를 차지하였다. 교사는 수업

설계를 위해 교육과정(M=24.45, SD=16.48), 맥락(M=4.80, SD=3.79), 페

다고지(M=3.68, SD=3.98) 순으로 많이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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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M SD M SD

학습자 진단 16.55 6.25 31.54 11.58

질문 생성 2.35 2.16 4.61 4.93

데이터 읽기 14.55 6.55 27.56 11.38

데이터 해석 7.15 5.27 13.64 10.26

수업설계

맞춤형 설계 8.80 5.34 17.07 10.73

전체 학급 활동 2.45 1.93 4.68 3.72

학습자 군집 활동 4.45 3.76 8.62 7.79

개별 학습자 활동 2.95 3.66 5.86 7.73

전통적 설계 20.75 6.41 39.37 12.27

점검 및 수정 5.10 4.76 9.49 8.36

수업 관련 정보 검토 16.95 8.13 31.59 13.63

교육과정 고려 13.40 9.39 24.45 16.48

페다고지 고려 1.80 1.82 3.68 3.98

맥락 고려 2.45 1.90 4.80 3.79

<표 Ⅳ-12>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활동 기술통계분석 결과



- 129 -

Pearson 상관분석 결과, 학습자 진단 활동에서는 질문 생성이 데이터

해석(r=.64, p=.003) 활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수업설계 활동에

서는 맞춤형 설계 행동 중 학습자 군집 활동 설계 활동이 전통적 설계

활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r=.57, p=.009)을 보였다. 수업 관련 정보 검토

활동에서는 교육과정 고려와 맥락 고려(r=-.46, p=.042) 활동이 부적 상

관관계에 있었다. 학습자 진단 활동과 수업설계 활동 간의 관계를 살펴

보면, 학습자 진단 활동은 맞춤형 설계 활동(r=.45, p=.048)과 유의한 정

적 상관이 있었다. 학습자 진단 활동 중 질문 생성과 데이터 해석 활동

이 맞춤형 설계 활동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질문 생성(r=.75, p<.001)과

데이터 해석(r=.63, p=.003) 활동 모두 개별 학습자 활동 설계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또한 질문 생성(r=-.46, p=.039)과 데이터 해석(r=-.47,

p=.037) 활동은 전통적 수업설계 활동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학습자 진

단 활동과 수업 관련 정보 검토 활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질문 생성

활동은 페다고지 고려(r=.46, p=.042) 활동과, 데이터 해석 활동은 맥락

고려(r=.50, p=.025) 활동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업설계 활

동과 수업 관련 정보 검토 활동 간의 관계에서는, 맞춤형 수업설계 활동

이 수업 관련 정보 검토 활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전체 학급 활

동 설계는 맥락 고려(r=.46, p=.041) 활동과 정적 상관이, 학습자 군집 활

동 설계는 교육과정 고려(r=-.50, p=.025) 활동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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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학습자 진단 　 　 　 　 　 　 　 　 　 　 　 　 　

2. 질문 생성 .72** 　 　 　 　 　 　 　 　 　 　 　 　

3. 데이터 읽기 .87** .44 　 　 　 　 　 　 　 　 　 　 　

4. 데이터 해석 .67** .64** .39 　 　 　 　 　 　 　 　 　 　

수업설계 　 　 　 　 　 　 　 　 　

5. 맞춤형 설계 .45* .44* .21 .60** 　 　 　 　 　 　 　 　 　

6. 전체 학급 활동 .46* .29 .20 .41 .55* 　 　 　 　 　 　 　 　

7. 학습자 군집 활동 .02 -.09 -.07 .21 .73** .28 　 　 　 　 　 　 　

8. 개별 학습자 활동 .61** .75** .43 .63** .67** .25 .05 　 　 　 　 　 　

9. 전통적 설계 -.39 -.46* -.28 -.47* .17 .04 .57** -.39 　 　 　 　 　

10. 점검 및 수정 .18 -.06 .24 -.02 .05 .19 -.01 -.07 .28 　 　 　 　

11. 수업 관련 정보 검토 -.10 .04 .04 -.19 -.31 -.03 -.42 -.05 -.23 .14 　 　 　

12. 교육과정 고려 -.22 -.15 .06 -.37 -.50* -.20 -.50* -.22 -.16 .12 .92** 　 　

13. 페다고지 고려 .17 .46* -.14 .34 .37 .34 .16 .32 -.12 .00 -.02 -.34 　

14. 맥락 고려 .27 .21 -.01 .50* .64** .46* .44 .40 -.01 -.03 -.17 -.46* .35

*p<.05, **p<.01

<표 Ⅳ-13>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활동 간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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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형에

따른 차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형을 CORDTRA 다이어

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가 교사별로 도출된 학습자 데

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에 대한 CORDTRA 다이어그램을 검토

하여 수업설계 과정에서 학습자 진단 활동과 맞춤형 설계 활동이 연속적

으로 일어나는 경우 교사의 발화와 행동을 토대로 두 활동이 의미 단위

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한 에피소드로 규명하였다. 단순히 시간적

인 순서상 학습자 진단 활동이 맞춤형 설계 활동에 선행한다고 하여 에

피소드로 규명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 진단 활동의 결과가 맞춤형 설계

활동에 반영된 경우에만 에피소드로 규명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 N의

경우 36~37 분에 학습자 진단 활동이 일어나고, 이어서 42 분에 맞춤형

설계 활동이 일어나지만 진단의 결과가 후속으로 일어난 맞춤형 설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에피소드로 분류하지 않았다. 규명된

에피소드는 CORDTRA 다이어그램에 빨간 색 박스로 표시하였으며,

<표 Ⅳ-14>에서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교사들에게서 3.3

개(SD=1.95)의 진단-설계 에피소드를 발견하였다. 각 에피소드의 행동

및 발화 예시는 아래와 같다.

(3 차시 이해도를 살펴보며) 애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초인데 갭이 너무 커서 이거 갭을 (생각

하면) 활동 위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얘네를 조금 문제풀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의집단 학생을 지목하며)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

예 활동을 분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위집단 학생을 지목하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따로 문제를 주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별도

로 독서를 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고. (교사 A, 에피소드 1 일부)

(개별 학습자별로 종합 특성을 살펴보며) 이 친구 공부는 잘 못하지만 

어쨌든 친구를 잘 도와줘. 주의 집단이 아무래도 가장 필요하니까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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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은우를 누가 도와주면 좋겠네. 은선, 은우, 태엽. 전체 활동은 별거 

없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예준이나  이런 현채 같은 애랑. … 그런

데 너무 상위 그룹 애들만 붙여주면 속상할 수 있지. 하영이가 남학생, 

여학생 상관없이 (잘 지내니까) 하영이를 옆에 앉혀서 도움을 줄 수 있

도록 해야지. (교사 H, 에피소드 2 일부)

연구자들이 규명한 에피소드의 출현 빈도와 간격을 기준으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형을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설계 유형은 반복적 설계 유형이다. 반복적 설계 유형에서는 진단-

설계 에피소드가 상대적으로 더 빈번히 발생하고, 에피소드 간의 발생

간격이 좁다. 반복적 설계 유형에 해당하는 교사는 11 명이며, 교사별로

평균적으로 4.82 개(SD=1.19)의 에피소드가 관찰된다. 반복적 설계 유형

에서는 진단-설계 에피소드가 전체 과정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각 에피소드 간의 간격도 상대적으로 좁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자에 대한 분석과 설계 과정이 선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

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복적 설계 유형의 데이터를 활용

해 학습자를 진단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 다시 학습자 데이터로 돌

아와 학습자를 진단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을 짧은 단위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거치며 수업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한다.

이러한 반복적 설계 유형의 수업설계 과정상의 특징은 <표 Ⅵ-9>의

CORDTRA 다이어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 F는 수업

설계 초반부에는 주어진 학습자 데이터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

때의 진단 활동은 맞춤형 수업설계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수

업설계 과제를 시작하고 15 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단-설계 에피소드

가 출현하기 시작한다. 비교적 짧은 간격으로 학습자를 진단하고 이를

맞춤형 수업설계로 반복적으로 연결하게 된다. 총 9번의 진단-설계 에

피소드가 등장하고서야 수업설계가 마무리된다. 24~31 분의 간격을 제외

하고는 각 에피소드 간 간격은 5분 이내이다. 교사 H의 경우, 첫 번째

에피소드와 두 번째 에피소드 간의 간격이 넓긴 하지만 두 번째 에피소

드 이후 반복적으로 학습자 진단과 맞춤형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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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에피소드 2~에피소드 5 의 발생 간격은 1분이다. 반복적 설계

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교사들의 CORDTRA 다이어그램은 [부록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선형적 설계 유형이다. 선형적 설계 유형에서는 진단

-설계 에피소드가 상대적으로 더 적게 발생하고, 에피소드 간의 발생 간

격이 넓다. 선형적 설계 유형에 해당하는 교사는 9명이며, 교사별로 평

균적으로 1.44 개(SD=0.68)의 에피소드가 관찰된다. 선형적 설계 유형에

서는 학습자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과정과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이 상대

적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진다. 이는 전통적인 수업설계 모형인 ADDIE

모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선형적 설계 유형의 교사들은 반복적 설

계 유형의 교사들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학습자 진단을 수업설계와 연결

하지 않는다. 선형적 설계 유형의 교사들에게서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

습자를 진단하더라도 이를 맞춤형 설계 활동과 연결하지 못 하는 경우나

학습자 진단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수학습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이러한 선형적 설계 유형의 수업설계 과정상의 특징은 <표 Ⅵ-9>에

서 확인할 수 있다. 교사 N의 경우 수업설계 과정 초반에 꽤 긴 시간을

할애하여 주어진 데이터를 확인하지만, 주어진 데이터를 파악하고 해석

하여 학습자를 진단한 결과 중 일부만 맞춤형 설계 활동과 연결되는데

그친다. 교사 N의 수업설계 과정에서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25 분이 지난 45 분이 되어서야 두 번째 진단-설계 에피소드가 시작된다.

교사 S의 경우 58 분의 수업설계 과정 동안 진단-설계 에피소드가 관찰

되지 않았다. 교사 S 역시 수업설계 초반부에 주어진 데이터를 파악하고

해석하여 가상의 학급과 학습자를 진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 결과

가 맞춤형 설계로 반영되지 못 하였다. 교사 S는 학습자를 반복적으로

진단하기보다 수업 관련 정보를 검토하는 활동을 하며 교육과정을 분석

하여 가르쳐야할 학습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이후 이루어

진 수업설계 활동 역시 교육과정이나 페다고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선형적 설계 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교사들의 CORDTRA 다이어그램은

[부록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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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CORDTRA 다이어그램

반복적
설계

교사F

교사H

선형적
설계

교사N

교사S

<표 Ⅳ-14>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형별 CORDTRA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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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규명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형에 따라

활용한 학습자 데이터의 특성 비율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변

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의 수업설계 과정 유형은 교사가

활용한 학습자 데이터의 수준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F(3, 16)=.810, p=.507, partial η2=.13), 교사가 활용한 학습자의 내용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F(4, 15)=.204, p=.932, partial η2=.05).

구분

반복적 설계
(n=11)

선형적 설계
(n=9)

M SD M SD

수준 전체 학급 16.14 5.25 11.66 8.43

학습자 군집 18.21 8.06 15.61 12.57

개별 학습자 14.68 10.89 15.50 9.40

내용 인구통계학적 특성 4.66 3.80 4.20 2.52

인지적 특성 21.15 7.26 21.54 10.16

정의적 특성 12.29 6.98 12.26 8.57

사회적 특성 6.85 8.48 4.58 3.84

<표 Ⅳ-15>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형별 활용한 학습자

데이터 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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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형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다변

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수업수

업설계 과정 유형은 교사의 다섯 가지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

설계 활동(학습자 진단, 맞춤형 설계, 전통적 설계, 점검 및 수정, 수업

관련 정보 검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F(5, 14)=.5.92, p=.004, partial

η2=.68). 개체 간 효과 검정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두 과정 유형 간에는 맞춤형 설계(t(17.49)=3.39, p=.003)와 점검 및

수정(t(18)=2.19, p=.04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복적

설계 유형(M=17.99, SD=7.43)의 교사가 선형적 설계 유형(M=10.02,

SD=6.79)의 교사보다 맞춤형 수업설계를 수업설계 시간 대비 더 많이

수행하였다. 그리고 반복적 설계 유형(M=12.80, SD=9.57)의 교사가 선형

적 설계 유형(M=5.30, SD=4.05)의 교사보다 점검 및 수정을 수업설계

시간 대비 더 많이 수행하였다. 학습자 진단(t(18)=1.80, p=.089)과 수업

관련 정보 검토(t(18)=-.74, p=.47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

다.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형은 맞춤형 설계의 하

위 활동(전체 학급 활동, 학습자 군집 활동, 개별 학습자 활동)에 대해서

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F(3, 16)=5.13, p=.011, partial η2=.49). 독립

표본 t-검정 결과, 맞춤형 설계의 하위 활동 중 전체 학급 활동

(t(18)=3.74, p=.002)에서 과정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복적 설

계 유형(M=6.85, SD=3.10)의 교사가 선형적 설계 유형(M=2.03,

SD=2.24) 보다 수업설계 시간 대비 전체 학급 활동 설계를 더 많이 하

였다.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형은 학습자 진단 활동

의 하위 활동(질문 생성, 데이터 읽기, 데이터 해석)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F(3, 16)=1.68, p=.212, partial η2=.24). 그리고 학

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형은 수업 관련 정보 검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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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활동(교육과정 고려, 페다고지 고려, 맥락 고려)에 대해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F(3, 16)=2.45, p=.101, partial η2=.32).

구분

반복적 설계
(n=11)

선형적 설계
(n=9) t p

M SD M SD

학습자 진단 35.52 10.41 26.67 11.60 1.80 .089

질문 생성 5.85 5.57 3.09 3.75 1.27 .221

데이터 읽기 28.61 12.12 26.28 10.99 .45 .661

데이터 해석 17.99 7.43 8.33 11.10 2.33 .032

수업설계

맞춤형 설계 22.84 10.02 10.02 6.79 3.39 .003

전체학급활동 6.85 3.10 2.03 2.54 3.74 .002

학습자군집활동 11.04 8.02 5.67 6.78 1.59 .128

개별학습자활동 7.96 9.56 3.28 3.73 1.49 .159

전통적 설계 38.81 10.21 40.04 15.04 -.22 .830

점검 및 수정 12.80 9.57 5.30 4.05 2.19 .042

수업관련정보검토 29.54 11.85 34.10 15.91 -.74 .471

교육과정 고려 19.18 15.19 30.89 16.50 -1.65 .116

페다고지 고려 5.23 4.65 1.74 1.68 2.31 .038

맥락 고려 6.29 4.08 2.91 2.46 2.29 .035

<표 Ⅳ-16>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형 간 수업설계

활동의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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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서 활용한 학

습자 데이터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직 경력이 교사가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활용하는 학습자

데이터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교직 경력이 학습자 군집 수준(F(1, 18)=5.97, p=.025)

과 정의적 특성 내용(F(1, 18)=4.51, p=.048)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교직 경력이 높아질수록 학습자 군집에 대한

데이터를 덜 활용하고(t=-2.44),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덜 활용하였다(t=-2.12).

구분 β t F p

수준

전체 학급 -.30 -1.32 1.74 .204

학습자 군집 -.50 -2.44 5.97 .025

개별 학습자 -.21 -.89 .79 .384

내용

인구통계학적특성 -.19 -.82 .67 .424

인지적 특성 -.10 -.44 .20 .664

정의적 특성 -.45 -2.12 4.51 .048

사회적 특성 -.38 -1.75 3.08 .096

<표 Ⅳ-17> 교직 경력이 데이터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선형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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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활용 인식의 하위 변인(태도, 효능감, 유용성)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 10 이하로 변인 간 공선성이 높지 않아 다중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VIF=1.50~2.04).

분석 결과, 데이터 활용 인식은 활용하는 데이터의 특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먼저 데이터 활용 인식은 학습자 군집 수준의 데

이터 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F(3, 16)=3.41, p=.043). 교사는 데이

터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인식할수록 학습자 군집 수준의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였다(t=.250, p=.024).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델은 아니었으나

(F(3, 16)=2.29, p=.117), 데이터 활용 유용성에 대한 인식과 인지적 특성

에 대한 데이터 간에 유의한 관계를 확인하였다(t=.221, p=.042).

구분
태도 효능감 유용성

F p
β t p β t p β t p

수준

전체 학급 -.33 -1.00 .330 -.17 -.60 .554 .46 1.37 .188 .71 .560

학습자 군집 .07 .26 .800 -.35 -1.46 .163 .70 2.50 .024 3.41 .043

개별 학습자 -.41 -1.26 .225 -.10 -.35 .734 .49 1.46 .164 .82 .501

내용

인구통계학적특성 .07 .19 .849 .07 .22 .828 -.13 -.36 .723 .05 .985

인지적 특성 -.26 -.88 .391 -.51 -1.99 .064 .66 2.21 .042 2.29 .117

정의적 특성 .23 .76 .459 -.27 -1.00 .334 .42 1.34 .200 1.72 .204

사회적 특성 -.24 -.71 .486 .23 .78 .445 .15 .45 .661 .38 .767

<표 Ⅳ-18> 데이터 활용 인식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서

활용한 학습자 데이터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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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인식론적 신념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미치

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식론적 신

념의 하위 변인(확실성, 권위/전문가, 능력, 노력/과정) 간의 다중공선성

을 확인한 결과, VIF 10 이하로 변인 간 공선성이 높지 않아 다중선형회

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VIF=1.18~1.28).

분석 결과, 인식론적 신념은 활용하는 데이터의 특성에 영향을 미쳤

다. 인식론적 신념은 학습자 군집 수준의 데이터 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F(4, 15)=5.65, p=.006). 권위/전문가의 지식(t=2.44, p=.028)과 학

습 노력/과정(t=2.97, p=.010) 대해 세련된 신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학습

자 군집 수준의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델은

아니었으나, 학습 노력/과정에 대한 인식론적 신념과 전체 학급 수준의

데이터(t=2.69, p=.17), 인지적 특성에 대한 데이터(t=2.40, p=.030) 간 에

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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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확실성 권위/전문가 능력 노력/과정

F p
β t p β t p β t p β t p

수준 전체 학급 .15 .66 .521 .09 .42 .683 .12 .51 .618 .60 2.69 .017 2.41 .095

학습자 군집 .18 .97 .345 .43 2.44 .028 .33 1.81 .090 .54 2.97 .010 5.65 .006

개별 학습자 -.02 -.07 .944 .05 .20 .846 .22 .83 .417 .29 1.10 .288 .74 .578

내용 인구통계학적특성 .29 1.09 .294 -.02 -.06 .952 -.26 -1.00 .335 .44 1.72 .107 .85 .514

인지적 특성 .34 1.51 .153 -.12 -.54 .597 .11 .49 .634 .54 2.40 .030 2.42 .095

정의적 특성 .07 .27 .793 .23 .95 .355 .26 1.02 .326 .36 1.48 .160 1.31 .310

사회적 특성 .03 .10 .925 .18 .68 .508 .21 .75 .467 .19 .69 .499 .45 .768

<표 Ⅳ-19> 인식론적 신념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서 활용한 학습자 데이터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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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활동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직 경력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활동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직 경

력이 학습자 진단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였다(F(1, 18)=4.48, p=.049). 경력이 높은 교사는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

해 학습자 진단 활동을 덜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t=-2.12).

구분 β t F p

학습자 진단 -.45 -2.12 4.48 .049

질문 생성 -.29 -1.30 1.68 .211

데이터 읽기 -.18 -.78 .61 .445

데이터 해석 -.44 -2.08 4.33 .052

수업설계 -.22 -.93 .87 .363

맞춤형 설계 -.31 -1.36 1.85 .190

전체 학급 활동 -.38 -1.75 3.07 .097

학습자 군집 활동 -.25 -1.09 1.19 .290

개별 학습자 활동 -.10 -.44 .20 .664

전통적 설계 .06 .26 .07 .799

점검 및 수정 -.26 -1.16 1.34 .263

수업 관련 정보 검토 .15 .64 .42 .527

교육과정 고려 .34 1.52 2.30 .146

페다고지 고려 -.39 -1.79 3.22 .090

맥락 고려 -.32 -1.44 2.07 .167

<표 Ⅳ-20> 교직 경력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선형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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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은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

설계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F(3, 16)=.18~3.24,

ps=.05~.91). 다만 데이터 활용 태도와 개별 학습자 활동 설계(t=-2.14,

p=.048), 데이터 활용 유용성과 데이터 해석(t=-2.28, p=.037) 간에는 유

의한 정적 관계가 발견되었다. 또한 데이터 활용 효능감과 맥락 고려

(t=-2.14, p=.048) 간에도 부적인 관계가 확인되었다.

구분
태도 효능감 유용성

F p
β t p β t p β t p

학습자 진단 -.36 -1.18 .253 -.09 -.34 .742 .69 2.21 .042 1.69 .209

질문 생성 -.30 -.89 .388 .17 .57 .576 .21 .59 .561 .36 .783

데이터 읽기 -.37 -1.17 .259 -.16 -.58 .567 .64 1.99 .064 1.32 .302

데이터 해석 -.31 -1.03 .318 -.04 -.15 .883 .69 2.28 .037 2.00 .155

수업설계 .03 .09 .927 .19 .66 .522 .11 .33 .747 .49 .692

맞춤형 설계 -.38 -1.21 .244 .18 .64 .530 .49 1.53 .146 1.25 .325

전체 학급 활동 -.16 -.49 .634 .11 .38 .709 .42 1.29 .214 1.00 .417

학습자군집활동 .03 .10 .924 .02 .06 .951 .44 1.39 .183 1.51 .251

개별학습자활동 -.66 -2.14 .048 .17 .63 .537 .27 .85 .410 1.58 .233

전통적 설계 .37 1.12 .277 .12 .42 .679 -.23 -.69 .501 .63 .607

점검 및 수정 -.21 -.66 .518 .30 1.06 .303 .28 .87 .397 1.02 .408

수업 관련 정보 검토 -.23 -.71 .485 .39 1.34 .200 .03 .08 .941 .69 .572

교육과정 고려 -.21 -.62 .543 .13 .42 .683 .01 .04 .967 .18 .911

페다고지 고려 .21 .68 .507 .51 1.90 .075 -.40 -1.29 .215 1.65 .217

맥락 고려 -.23 -.84 .412 .52 2.14 .048 .32 1.13 .276 3.24 .050

<표 Ⅳ-21> 데이터 활용 인식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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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적 신념은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활동에도 영향

을 미쳤다. 인식론적 신념은 학습자 진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F(4,

15)=6.54, p=.003). 고정된/타고난 능력(t=2.39, p=.031)과 학습 노력/과정

(t=3.32, p=.005)에 대한 세련된 신념을 가질수록 학습자 진단을 많이 하

였다. 학습자 진단의 세부 행동 중에서는 인식론적 신념이 데이터 읽기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F(4, 15)=5.44, p=.007). 학습 노력/과정에 대한

세련된 인식을 가질수록 데이터 읽기를 더 많이 하였다(t=3.41, p=.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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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확실성 권위/전문가 능력 노력/과정

F p
β t p β t p β t p β t p

학습자 진단 .06 .32 .755 .31 1.82 .088 .42 2.39 .031 .57 3.32 .005 6.54 .003

질문 생성 -.01 -.04 .971 .44 1.84 .086 .13 .52 .611 .33 1.36 .194 1.40 .282

데이터 읽기 .10 .55 .588 .13 .73 .475 .33 1.77 .097 .63 3.41 .004 5.44 .007

데이터 해석 .09 .39 .699 .26 1.13 .276 .30 1.26 .227 .42 1.82 .090 2.00 .147

수업설계 .15 .54 .596 -.08 -.31 .761 -.25 -.89 .386 .07 .26 .795 .22 .924

맞춤형 설계 .22 .80 .437 .13 .49 .634 -.04 -.15 .881 .20 .71 .487 .35 .837

전체 학급 활동 -.17 -.61 .549 .17 .63 .537 .17 .60 .555 .18 .68 .509 .44 .780

학습자군집활동 .39 1.44 .171 .04 .15 .880 -.21 -.80 .436 .07 .27 .794 .72 .593

개별학습자활동 .11 .39 .701 .07 .27 .789 .14 .50 .628 .22 .82 .425 .38 .819

전통적 설계 .17 .69 .501 -.15 -.60 .555 -.42 -1.67 .115 -.20 -.80 .438 1.31 .312

점검 및 수정 -.29 -1.11 .286 .04 .16 .871 .25 .96 .353 .19 .73 .476 .94 .469

수업 관련 정보 검토 -.51 -1.96 .068 .19 .77 .453 .18 .68 .509 -.24 -.93 .366 1.01 .435

교육과정 고려 -.39 -1.45 .168 .02 .06 .955 .05 .19 .851 -.23 -.85 .407 .64 .642

페다고지 고려 -.23 -.83 .417 .18 .69 .503 .07 .25 .808 .17 .62 .542 .43 .787

맥락 고려 -.17 -.68 .507 .45 1.86 .083 .40 1.56 .140 -.19 -.77 .455 1.23 .340

<표 Ⅳ-22> 인식론적 신념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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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형에 교사의 교직 경력,

데이터 활용 인식, 인식론적 신념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이

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관측값

예측값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형 분류정확 %
반복적 설계 선형적 설계

학습자데이터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형

반복적설계 10 1 90.9

선형적설계 2 7 77.8

85.0

-2LL=13.100a
χ2((절편모형-이론모형)=14.43(df=8, p=.071), Nagelkerke R2=.687

<표 Ⅳ-23>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형 분류표

상수만 포함된 경우의 –2LL값과 연구자의 이론모형에 의한 변수가

포함된 경우의 –2LL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χ2값이 14.43 이고 유의확률

이 .071 이었다. 교직 경력, 데이터에 대한 인식, 인식론적 신념에 의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형을 예측하는 모형은 유의

수준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

형 수업설계 과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

성을 분석하였을 때에도 유의수준 .05 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확인된 요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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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 S.E. Wald df p Exp(B)

교직 경력 .99 .60 2.75 1 .097 2.69

데이터
활용 인식

태도 8.28 6.09 1.85 1 .174 3954.13

효능감 -7.25 4.78 2.30 1 .129 .00

유용성 -3.54 4.61 .59 1 .443 .03

인식론적
신념

확실성 3.09 2.57 1.45 1 .229 22.03

권위/전문가 3.54 2.66 1.77 1 .184 .03

능력 3.54 2.66 1.77 1 .184 .03

노력/과정 7.15 5.01 2.04 1 .153 .00

<표 Ⅳ-24> 교직 경력, 데이터 활용 인식, 인식론적 신념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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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따른 교사의 인식

면담을 통해 교직 경력, 데이터에 대한 인식, 인식론적 신념에 따라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였다. 먼저 면담 응답에서 경력이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 간에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

다. 경력이 높은 교사는 기존의 수업설계 관행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

이 있었다. 이를테면 경력이 높은 교사들은 학습자 군집 특성이나 개별

특성을 고려하는데 시간을 쏟기 보다는 전체 학급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전반적인 학급의 특성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예를

들어, 19 년차 경력의 교사 P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별적인

아이들을 들어가서 아예 보질”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학습자 진단 활동

도 비교적 소극적으로 일어났다. 17 년차인 교사 S는 “아이들에 대한 파

악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특별히 보지 않았다고 응답하

였다. 17 년차 경력의 교사 N 역시 선수학습지식 수준이나 학습 동기 같

은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은 “가르치면” “대충 알” 수 있는 정보이

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정보라고 인식하고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지 않았다.

저는 학교 수업에서 개별 수업을 하기 되게 개별적인 맞춤형 수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급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30 명이나 되잖아요. … 그냥 제가 전체 학습을 

하는 거는 맞춤형 수업으로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교사 J, 11 년차)

교실에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늘 파악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 저희

는 이렇게 가시화되는 데이터 자료가 없다 뿐이에요 없다 뿐이지. 실제

로 교실에서는 선생님 머릿속에 가시화가 되어 있죠. … 중위 집단 상

위 집단 아이들은 어느 정도 평균치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교사 P, 

19 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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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력 교사와 다르게 경력이 낮은 교사들은 학습자에 대한 진단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학습자 데이터로 접근하여 학생을 다

시 진단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예컨대 6년차 교사 E는 “앞

에서 판단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습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였다고 하였다.

제가 판단한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해서 봤던 것도 같고요. … 그 정보

가 내가 앞에서 판단한 정보가 맞나. 그게 그렇게 봤던 게 맞나 하고 

자꾸 봤던 것 같아요. 얘네들이 몇 명이었지 정말 자신감이 부족한 거

였나. 흥미가 부족했던 거였나 하고 다시 확인해 보려고. 1 차적으로 

확인해 왔던 정보를 다시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교

사 E, 6 년차)

다음으로 면담을 통해 교사가 데이터 활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에 따라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양적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지가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영향을 미쳤다. 학습자 데이터 유용성에 대한 인식은 데이터에 대한 신

뢰와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어, “내가 보는 게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여 데이터를 활용해 “생각했던 걸 재확인”하거나 “몰랐던 걸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 I는 수업설계 과정에서 진단-설계 패턴을 반

복적으로 수행한다. 이와 다르게 “글로만 보는 거랑” “실제” 학습자를 경

험하였을 때 “확실히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 교사 N은 수업설계를 위

해 학습자 진단 결과가 맞춤형 수업설계로 거의 이어지지 않았고 설계한

활동도 “학생을 알기”위한 진단 활동 위주로 설계되었다.

조금 더 눈에 보이니까 좀 더 많이 생각하고 많은 걸 좀 고려해 보려

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 내가 보는 게 틀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걸 보니

까 제가 생각했던 걸 재확인할 수도 있고 몰랐던 걸 볼 수도 있으니까 



- 150 -

좀 보면서 제가 얘네들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졌던 생각이랑 

합쳐서 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사 I)

글로만 보는 거랑 실제 아이들을 이렇게 했을 때랑은 확실히 차이가 

거든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랄까. 왜 글로만 읽었을 때는 

굉장히 걱정되는 포인트가 있는 아이들인데, 막상 저하고는 이제 합이 

잘 맞아 가지고 수업이 되게 잘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 

수업보다는 아이들을 좀 아는 거에 초점을 맞춘 지도안이에요. (교사

N)

통계적으로 데이터 활용 효능감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

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면담에서는 교사의 테크놀로지

활용 효능감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예컨대 데이터 활용이 “익숙지가 않아” “너무 낯설”고

“불편”하다고 느낀 교사 S는 주어진 학습자 데이터를 탐색하여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기 보다는 주어진 교과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을 설계하였다.

지도서도 좀 종이로 보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pdf 로 많이 보기는 보더

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게 익숙지가 않아요. 종이로 넘겨

야지 종이. 넘기면서 밑줄도 치고 메모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낯

설어 가지고. 그게 다 불편해. 이 컴퓨터 조작하는 것도 마우스도 없어

가지고 다 복사도 붙이는 것도 안 되고 막. (교사 S)

이와 대조적으로 평소에도 수업 시간에 테크놀로지를 많이 활용한다

는 교사 A의 경우,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자를 반복적으로 진단했을 뿐

만 아니라 맞춤형 수업을 위해 학습자가 태블릿 PC에서 Khan

Academy로 자신의 수준에 따라 학습하도록 하는 활동을 설계하기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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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6 학년 학급도) 한 5 명 정도가 하위권에 

있긴 하거든요. 약간 비슷한 상황인데. 일단은 저는 계속 Khan 

Academy 를 풀렸어요. …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이 갭을 메우기가 굉

장히 쉽지 않고 이제 교사 한 명이 사실 3 명, 5 명을 커버한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 그래서 일단은 이 시스템 힘을 좀 빌어서 문제

를 그래서 저는 그런 용도로 Khan Academy 를 좀 쓰고 있고. (교사

A) 

마지막으로 면담에서 교사의 지식과 학습에 대한 신념이 학습자 데이

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사 간 차

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

고 있는지였다. 교과서가 “교육과정의 기본”이고 “기본 내용을 가르치는

거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교사 P)하고 “교육과정 진도표”에

“진도를 맞춰서”(교사 S) 수업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교사들은 상

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과정을 고려하였으며 교과서에 제안

하는 학습 활동을 거의 그대로 채택하여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들은 학

습자가 낙오하지 않도록 정해진 성취목표를 잘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 P는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

들만 고려”하고 “아주 잘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아이들의 몫”이

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다른 지역은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지역은 아직 주간학

습 안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거기에서 진도를 맞춰서 몇 쪽 

몇 그쪽이면 거기 진도를 맞춰서. … 일선 학교에서 교육과정 진도표대

로 하거든요. 제가 교육과정 짜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부장님 교육과

정 짜서 주시면 진도에 따라 저희는 딱 진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교사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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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기본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을 가르치는

데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만 고려를 해요. 아주 잘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심화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아이들의 몫이라고 생각

을 하고 저희가 책임져야 될 거는 기본 교육 과정. 교과서가 가장 교육 

과정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 내용을 가르치는 거에 가장 중점

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사 P)

반면 교과서나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하는 교사는 학습자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적합한 학습 자료를 준비

하거나 학습자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구상하였다. 예

를 들어, 교사 G는 교과서에서 제시된 문제로는 학습자가 “개념을 충분

히 익힐 수 없을 것”(교사 G) 같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수준의 문제가 포

함된 별도의 학습지를 준비하여 제공해주려는 계획을 세웠다. 교사 D의

경우 교과서를 “고리타분”하기 때문에 교과서대로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였다. 교사 D는 교과서를 분석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대

신 교사용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학

습 자료를 검토하여 재구성하였다.

교과서 내용이 좀... 교과서 문제가 네 가지, 네 문제가 있는데 이 네 

문제로는 개념을 충분히 익힐 수 없을 것 같아서 보충 심화 문제가 포

함되어 있는 학습지를 좀 제공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 이때 좀 개별 지

도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교사 G)

교과서에 있는 거는 생각보다 고리타분하고. … 때문에 저는 교과서는 

솔직히 잘 안 보는 편이에요. 평소에도 수업 준비를 할 때 그냥 쓱 보

고 아 뭘 가르쳐야 되는구나 정도만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수업 자

료 준비하는 스타일입니다. …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흥미로울 것 같은 

주제. 예를 들어서 게임인데 딱 애들이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약간 적

당히 게임이 재미있으려면 경쟁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성취 욕구를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런 

걸로 했고요(교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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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수업과정

안의 질에 미치는 영향

1)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서 활용한 학

습자 데이터의 특성이 수업과정안의 질에 미치는 영

향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해 활용한 데이터

의 특성이 수업과정안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데이터 수준의

하위 코드(전체 학급, 학습자 군집, 개별 학습자) 간의 다중공선성

(VIF=1.40~2.08)과 데이터 내용의 하위 코드(인구통계학적 특성, 인지적

특성, 정의적 특성, 사회적 특성) 간의 다중공선성(VIF=1.11~3.11)을 확인

한 결과, VIF 10 이하로 변인 간 공선성이 높지 않아 다중선형회귀분석

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데이터 수준

(F(3,16)=.41, p=.749)과 데이터 내용(F(4,15)=1.44, p=.268)은 수업과정안

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

구분 β t p F p

수준 전체 학급 .10 .32 .750 .41 .749

학습자 군집 .02 .05 .962

개별 학습자 .20 .71 .488 　 　

내용 인구통계학적 특성 -.35 -1.05 .310 1.44 .268

인지적 특성 .51 2.21 .043

정의적 특성 -.18 -.63 .538

사회적 특성 .20 .52 .608 　 　

<표 Ⅳ-25>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서 활용한 학습자 데이터

특성이 수업과정안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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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활동의 특성이

수업과정안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활동이 수업설계 과정안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하위 코드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학습자 진단 활동의 하위 코드(질문 생성, 데이터 읽기, 데이

터 해석) 간의 다중공선성(VIF=1.27~1.81), 수업설계 활동의 하위 코드

(맞춤형 설계, 전통적 설계, 점검 및 수정) 간의 다중공선성

(VIF=1.03~1.11), 수업 관련 정보 검토 활동의 하위 코드(교육과정 고려,

페다고지 고려, 맥락 고려) 간의 다중공선성(VIF=1.2~1.34)은 VIF 10 이

하로 코드 간 공선성이 높지 않아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

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 진단 활동(F(3,16)=1.28, p=.316)

과 수업 관련 정보 검토 활동(F(3,16)=.15, p=.930)은 수업과정안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수업설계 활동은 수업과

정안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F(3,16)=5.75,

p=.007). 수업설계 활동 중 맞춤형 설계(t=2.49, p=.024)와 점검 및 수정

활동(t=3.23, p=.005)이 수업과정안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

만 맞춤형 설계의 하위 활동인 전체 학급 활동, 학습자 군집 활동, 개별

학습자 활동 설계는 수업과정안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F(3,16)=1.52,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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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β t p F p

학습자 진단 1.28 .316

질문 생성 -.18 -.58 .568

데이터 읽기 .32 1.26 .227

데이터 해석 .32 1.09 .292

수업설계 5.75 .007

맞춤형 설계 .44 2.49 .024

전통적 설계 -.11 -.61 .551

점검 및 수정 .58 3.23 .005

수업 관련 정보 검토 .15 .930

교육과정 고려 -.01 -.02 .982

페다고지 고려 .16 .60 .554

맥락 고려 -.12 -.41 .686

<표 Ⅳ-26>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활동이 수업과정안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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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형에

따른 수업과정안의 질의 차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형에 따라 수업과정안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수업

과정안의 질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 데이터 기

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18)=3.76, p=.001). 반복적 설계 유형(M=13.27, SD=2.57)의 교사들이

설계한 수업과정안이 선형적 설계 유형(M=9.44, SD=1.81)의 교사들이

설계한 과정안보다 맞춤화 전략이 더 많이 반영되어 있었다.

구분
전체

반복적 설계
(n=11)

선형적 설계
(n=9) t p

M SD M SD M SD

수업과정안의질 11.55 2.95 13.27 2.57 9.44 1.81 3.76 .001

<표 Ⅳ-27>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형 간 수업과정안의

질의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반복적 설계 유형에 속하는 교사 H의 수업과정안을 한 예시로 살펴보

면 다양한 맞춤화 전략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 H

의 수업설계 과정안에는 도움이 필요한 학습자가 규명되어 있으며, 개별

지도 전략이 제시된다(예: 지우, 호영, 예진, 강현, 장혁 학생 옆에 다가

가 수업 이해도 확인하기). 또한 데이터를 통해 파악한 전체 학급의 공

통적인 관심사인 웹툰과 게임을 도입 단계의 전시학습 상기 활동에 활용

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려는 전략이 적용되어 있다. 교사 H는 교

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활동인 ‘실 나누기’ 활동을 그대로 활용하

기 보다는 보다 학생들의 실생활에 가까운 피자 나눠먹기 활동을 설계하

였다. 그리고 문제풀이 활동을 먼저 끝 낸 학습자들이 보충 학습지를 선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였다. 활동의 학습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돕기 위한 지도 전략을 계획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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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평가 계획을 세웠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태블릿 PC에서 멘티미터와

같은 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형성평가 결과를 모아서 확인하려는 테크

놀로지 활용 전략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선형적 설계 유형에 속하는 교사 N의 수업과정안을 살펴보

면 교사 H와 다른 특징을 보인다. 교사 N도 일부 맞춤화 전략을 적용하

기는 하였으나 교사 H에 비해 상대적으로 맞춤화 전략을 다양하게 활용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교사 N은 성취 수준에 따라 모둠을 구성하고

또래교수를 할 수 있는 학생을 모둠 내에서 정하도록 계획 하였다. 그리

고 데이터를 활용해 진단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수업과정안에 명시하

고, 교사의 옆자리로 자리를 배치하는 전략을 세웠다. 주의집단이나 하위

집단이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쉬운 문제를 더 준비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교사 N의 수업과정안에는 학습자의 성취수준 외의 다른

특성이 수업과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수학교과서와 수학익힘책,

보충학습지를 활용한 문제풀이 활동이 수업의 주된 활동이었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선택권을 주기 보다는 교사가 학습자의 수준을 진단하여 후

속 활동을 제시하였다(예: 주의집단, 하위집단 문제 유형을 더 쉽게 5문

제만 풀게). 지속적인 평가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며, 효율적으로 맞춤

형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 고려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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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반복적 설계 유형 수업과정안 예시(교사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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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선형적 설계 유형 수업과정안 예시(교사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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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학습자가 자신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적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도가 있어 왔으나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을 담

당해야 하는 일반적인 교실 환경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

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학습자를 보다 쉽게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

게 되면서 맞춤형 수업을 실천하기 위한 환경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홍선주 외, 2018). 하지만 데이터가 주어진다고 해서 교사들이 맞춤형

수업을 성공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들은 다양한 이유

로 데이터를 무시하거나(이현경 외, 2020; Ballet & Kelchtermans, 2009),

데이터에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지 못하거나(van

Leeuwen et al., 2015), 학습자 진단 결과를 맞춤형 수업설계에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Al-Lawati & Hunsaker 2007; Latz et al., 2009).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는 우선 교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는지, 교사의 어떤 특성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을

탐색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

업설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데이터의 수준 측면에서 학습자 군집 수준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내용 측면에서는 인지적 특성과 정의

적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학습

자 군집 데이터가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을 기반으로 산출

된 군집임을 고려했을 때, 교사들이 수업설계 과정에서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을 중요하게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

가 학습자의 능력이나 흥미와 같은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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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업을 설계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박기

용, 2008, 2010; 선우진 외, 2021; 정혜영, 2001). 또한 교사의 실제 학습

자 데이터 양상이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을 설계해야 한다는 교수적 처방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Tomlinson et al., 2003; Roy et al., 2013). 이 밖에 학습자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이나 사회적 특성은 활용되기는 하였으나 수업설계 과정에서는

인지적 특성이나 정의적 특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차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수학이라는 위계성이 강한 교과의

특징이 과대하게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선수 개념

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 하다면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교사들이 다른 교과에 비해 보다 인지적 특성을 많이 고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업설계 맥락에서 교사들이 어떠한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를 진단하는 활동이 맞춤형 수업설계 활동과 정

적인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데이터 활용의 효과성에 대해 의

문을 제기한 선행 연구(Lai & Schildkamp, 2013; Marsh, 2012)와 다른

결과이다. 교사들이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자를 진단하는 활동

을 많이 할수록 맞춤형 설계 활동, 특히 개별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활동 설계가 많이 일어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진단 활

동이 보다 의미 있게 이루어지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교사

가 주어진 데이터를 단순히 읽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해

질문을 생성하고 데이터의 교육적 의미를 밝히는 깊이 있는 진단 활동을

수행할 때 맞춤형 설계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전통적 설계 활동은 적

게 이루어진다. 즉, 맞춤형 수업설계을 촉진하는 학습자 진단 활동은 데

이터를 활용해 학습자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교사의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깊이 있는 탐구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학적 지식과 신념, 태도, 맥락과 상

호작용하며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페다고지 고려와 질문

생성 활동 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고, 맥락 고려 활동과 데이터 해석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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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교사들이 데이터

와 맥락을 연결 지어 데이터를 해석한다고 하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Dazo et al., 2017; Herodotou, et al., 2017).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에서 진단-설계 에

피소드가 얼마나 많이, 자주 일어나는지 역시 주목해야 하는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유형으로 반복

적 설계 유형과 선형적 설계 유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복적 설

계 유형에서는 전통적인 수업설계에 대한 처방 연구에서 제안하는 과정

과 구분되는 설계 과정이 관찰되었다. 대표적인 수업설계 모형인 Dick,

Carey, Carey(2015)의 모형에서는 수업설계의 초반부에 학습자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후 선형적인 과정을 거쳐 수업을 설계하게 된다. 교수 분

석 역시 학습자 분석만큼 주요한 단계로 제안된다. 이와 달리 반복적 설

계 유형의 교사들은 전통적인 수업설계에 대한 처방 연구에서 제안하는

것보다 수업설계 과정에서 학습자를 더 많이, 더 빈번히 고려하여 수업

을 설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과정상의 특징은 체계적으로 수집

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패턴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수업설계에 대한 기술적 연구에서 보고하는 총체적이고 직관적인 설계

과정(김도헌, 1996; Moallern, 1998)과도 구분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의 교직

경력은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직 경력이 높아질수록 학습자 진단 활동을 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교사의 경력이 교사의 교육

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Mueller et al.,

2008; Kasepalu, 2021), 교사의 경험이 대시보드 활용 행동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보고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van Leeuwen et al., 2021).

Mueller 와 동료들(2008)은 젊은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테크놀로지에 더

숙련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

다. 본 연구에서 경력이 낮은 교사들이 학습자 데이터를 수업설계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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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활용하는 것을 더 잘 수용하였기 때문에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더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van

Leeuwen(2021)이 지적한 것과 같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

계와 같은 복합적인 행동에는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이 영향을 미치기 보

다는 교육학적 지식, 데이터 리터러시 등과 같은 복잡한 특성이 매개되

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단순히 교직 경력 자체의 문제라기보

다는 교직 경력이 높은 교사일수록 교사 중심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사의 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교사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인식할수록 학습자 군집 수준의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

였다. 선행 연구들 역시 데이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데이터 기반 의

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다(Lai & Schildkamp, 2013;

Mandinach & Gummer, 2016; Reeves & Burt, 2006). 면담을 통해 데이

터 유용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데이터를 신뢰하는 교사들은 데이터가 학습자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수업설계 과정에서 데

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였지만 데이터가 실제 학습자의 모습을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자를 진단하

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교사들의 반응은 선행 문헌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이현경과 동료들(2020)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학습

분석을 교실에서 활용할 때 시스템 상에서 학습자에 대한 부정확한 분석

과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윤리적인 문제로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이러한 부정확한 분석과 처치에 대하여 교사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교사가 데이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을 경우 데이터가 주어지더라도 교실에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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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인식론적 신념도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다. 교사들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

실을 아는 것 보다 학습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수업설계 과정에

서 학습자를 더 많이 진단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인식론적 신념은

수업설계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학습 노력/과정에

대한 세련된 신념을 가진 교사가 학생의 숙달과 노력을 강조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다른 결과이

다(조자경 외, 2009).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학습자 진단은 맞춤형 수

업설계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

되지는 않았어도 여전히 주요한 영향 요인에서 인식론적 신념을 배제하

기는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면담 분석을 통해 교과서에 대해 상이

한 신념을 가진 교사들이 수업을 설계하는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교과서의 내용을 학습자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자료와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한 반면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거나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보다 적

극적으로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학습 자료를 구성하려는 경향이 있었

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인식론적 신념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수업과정안의 질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

춤형 수업설계가 수업과정안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맞춤형 설계 활동과 점검 및 수정 활동을 많이 할수록, 학습자

진단과 수업설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수업과정안의 질이 높았다.

이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자를 진단하더라도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수업설계 과정에서 학습자 진단과 수

업설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야 맞춤형 수업을 잘 설계할 수 있다는 것

을 뜻한다.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리터러시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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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요구된다(Mandinach & Gummer, 2015). 하지만 많은 교사들은

학생의 능력에 따라 수업을 적응화하지 못하며 맞춤화된 수업을 설계하

는데 어려움을 겪는다(Al-Lawati & Hunsaker 2007; Latz et al., 2009).

시간이 흐르고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맞춤화된 수업을 설계

하는 능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Tomlinson, 1995). 교사가 학습자 진

단 결과를 맞춤형 수업설계로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가 유의미한 방식으

로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자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학습자 데이터

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단순히 데이터를 읽고 파

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질문을 생성하

고 주변 맥락과 연결하여 데이터를 해석하는 탐구 과정을 거쳐 학습자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깊이 있는 학습자

진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습자 데이터를 제시한다면 교사

의 맞춤형 수업설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데이

터를 제시할 때 단순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데이터에

서 교육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교사의 데이터에 대한 질문 생성과

해석을 돕는 프롬프트나 교육적 처치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는 조언형 대

시보드(advising dashboard)를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van

Leeuwen et al., 2019). 또는 교사가 맥락적 정보를 함께 고려하여 데이

터를 해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원천에서 수집된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수치 데이터와 내러티브 데이터는 서로 상충

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는데(Fjørtoft & Lai, 2021), 이러한 상

충을 통해 교사는 보다 풍부하게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들에게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안내해야 한다. 교사들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

계를 실천하고자 하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다. 학습자 데이

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는 교사의 일상적인 수업설계 관행(김도헌,

1996)이나 기존의 수업설계에 대한 처방(Dick et al., 2015)과는 다르게

수업설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자를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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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빈번히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업설

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맞춤화된

지원을 설계하고, 이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맞춤형 수업

설계를 학교에서 시행할 때 지적되는 실천상의 난점 중 하나는 교사의

전문성 부족인데(BIngham et al., 2016),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

업설계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교사가 많

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교사들이 새로운 수업설계 과정에 대

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업설계 원리, 전략, 지침을 개

발하여 제안해야 한다.

셋째, 교사들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하여 긍정적

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Mandinach

& Gummer, 2015). Ertmer(1999)는 교사의 인식과 신념과 같은 내적 요

인이 물리적 인프라나 제도적인 지원과 같은 환경적 문제가 해결되더라

도 학교가 혁신을 수용하는데 있어 최종적인 장벽이 될 수 있다고 하였

다.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

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교수학습

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전략이

라는 것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거나, 교원 공동체를

지원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수업을 설계해보도록 하는 학습 경

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실험실에서 관찰을

통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을 탐색하였다. 실제적인

사례 문제를 교사에게 제공하였으나, 실험실과 다르게 실제 교실 상황에

서 교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이는 사례를 활용한 연구에서 빈번하

게 지적되는 한계이다(Skilling & Stylianides, 2020). 또한 실험실 연구의

한계로 수업설계의 중요한 요소인 환류 과정이 관찰되지 못하였다. 많은

수업설계 모형들은 수업 실행 이후 다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업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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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는 환류 과정을 강조한다(Dick et al., 2015).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환경의 특성상 수업 설계의 결과를 다시 다음 차시의 수업설계에

반영하는 환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찰하지 못 하였다. 이에

추후 실제 학교교육체제 내에서 교사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여 맞

춤형 수업을 설계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맥락의 수학 수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교급과 교과의 특수한 맥락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초등교육에서는 지식 전달 보다 인성 함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회

적 인식이 있으며(정혜영, 2003), 실제로 초등 교사는 중등학교 교사 보

다 생활지도나 특별활동 지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향이 있다

(한유경 외, 2008). 또한 수학 교과의 경우 다른 교과에 비해 위계성이

강하며 부진율이 높은 편이이라는 특성이 있다(박주경, 오영열, 2013). 중

등교육이나 고등교육, 혹은 다른 교과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른 결

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후속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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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종합 논의 및 결론

1. 종합 논의

가. 새로운 수업설계 패러다임으로서의 학습자 데이

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맞춤형 수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업설계 패러

다임이 요구된다. 기존 수업설계 패러다임 하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경험

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업설계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수업

을 설계하였다(김도헌, 1996; Moallern, 1998).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수업설계 방식을 통해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는 일은 매우 도전적인 일로

간주되어 왔다. 맞춤형 수업에서는 학습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과 자율

성을 허용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

여 주도적으로 학습하도록 지원한다(Jones et al., 2013; Kallio &

Halverson, 2020; Lee, 2014; Shin, 2021).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수업을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개별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

고 이에 근거하여 맞춤화된 지원을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습자를 담당해야 하는 일반적인 교실 환

경에서 교사가 여러 학습자를 동시에 면밀하게 고려하여 맞춤형 수업을

준비하고 실시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FitzGerald et al., 2018; Jones et

al., 2013). 선행 연구들은 여러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교실에서 여러

학생을 진단하는 일은 높은 인지 부하를 유발하며(Paas et al., 2003), 지

나치게 높은 인지 부하는 교사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보다 학습

자에 대한 기존 지식을 사용하여 교육적 처치를 설계하도록 한다고 지적

하였다(Feldon, 2007; Schwarz & Asterhan, 2011). 특히 학습자가 동일

한 학습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맞춤형 학

습을 하게 되는 맞춤형 수업 상황에서 교사가 학습자를 파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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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해야 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수업에 비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인지 부하로 인해 학습자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교사는 맞춤형

수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학습자 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수집하고, 분석

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교사는 학습자 데이터를 수업설계를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교사들에게 학습자 데이터를 제공하여 교

사의 교육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Schwendimann et al., 2017; Yoo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

역시 학습자 데이터가 맞춤형 수업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고 기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사들은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면 학습

자를 정확하고 정교하게 진단하고, 학습자 진단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선행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예를 들어, Dyckhoff와 동료들(2012)의 연구에서 교

사는 학습자 진단 도구가 학습 자료나 교수 전략이 학습자의 행동 변화

를 이끌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몇몇 기술적 연구에서는 교사용 대시보드가 학습자의 이해 정도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

었다고 보고한다(Melero et al.., 2015; Schwarz & Asterhan, 2011).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자를 진단하면, 맞춤형 수업설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 연구들은 학습자 데이터가 교사의 수업

설계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예를 들어, Xhakaj와 동료들

(2017)의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진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교사가 기

존 수업설계 아이디어를 확인하거나 폐기하여 수업설계를 조정하도록 도

왔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대시보드를 사용하는 교사는 그렇지 않은 교

사보다 저성취 학생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보고된다

(Martinez-Maldonado et al., 2015). Schwarz 와 Asterhan(2011)은 학습

분석 도구가 교사에게 학습자 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여 적절한 시간

에 적절한 개입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신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

적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학습자 데이터가 교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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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으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을

탐색하여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자 진단 활동이 맞춤형 수업설계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

활용 행동이 맞춤형 설계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주어진 데이

터를 파악하는 정도로 표면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

터에 대해 깊이 질문하고 교육학적 지식과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데이

터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고차적인 탐구 과정을 통해 학습자를 진단할

맞춤형 수업설계가 촉진된다. 또한 학습자 진단 활동과 맞춤형 설계 활

동이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맞춤

형 설계가 잘 이루어진다. 즉, 진단-설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수업설계 과정에서 짧은 주기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적으로 설계하는 유형의 교사가 수업설계

과정에서 맞춤형 설계 활동을 더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설계한 수업과정

안의 질도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수업설계는 새로운 수업설계 패러다

임이다. 일반적인 교실 환경에서 실천이 어려웠던 맞춤형 수업설계를 학

습자 데이터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맥락이지만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자 진단

활동이 실제로 맞춤형 수업설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실증

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의 과정이

전통적인 수업설계 모형에서 제시하는 것과 다르게 학습자 진단과 맞춤

형 설계가 훨씬 짧은 주기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는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전통적인 수업설계

관행과 구분되는 수업설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전통적인 교실 수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업설계 패러다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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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의 특성과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

설계 간의 구조적 관계

수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

서 혁신을 수용하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장벽을 개념화한

Ertmer(1999)에 따르면 혁신의 1차적인 장벽은 자원에 대한 접근 부족,

불충분한 시간, 부적절한 지원, 반응적이지 않은 정책과 같은 교사 외적

인 장벽이고 2차적인 장벽은 교사의 태도, 자신감, 신념 등에 의한 교사

내적인 장벽이다. 1 차적인 장벽은 대체로 시간이 흐르면서 자원이 투입

되어 해결이 되나 2차적인 장벽을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교사의

테크놀로지 사용을 설명하는 테크놀로지 사용을 설명하는

UTAUT(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모델

에서도 교사의 특성이 테크놀로지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예

컨대, 교사의 성별, 연령, 테크놀로지 사용 경험 등과 같은 요소가 테크

놀로지 사용과 관련이 있다(Venkatesh et al., 2013). 다만 이론적으로 교

사의 특성은 테크놀로지 사용과 관련이 있으나 실제 경험적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성별과 관련하여 여교

사는 남교사보다 테크놀로지에 대한 효능감이 낮기 때문에 테크놀로지를

덜 사용된다고 보고되는 연구(Lin et al., 2013)가 있는 한편 다른 연구에

서는 성별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Teo, 2010; Wong et al., 2012). 이

는 테크놀로지 사용에는 교사의 단일한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라 여러 특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수업설계의 주체인 교사의 특성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

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면담을 통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해 교사들 어떻게 인식하는지 전반적으로 탐색하

고, 설문과 양적 분석을 통해 그 구조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 우선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데이터 혹은 맞춤형 수업설계 경험, 데이터

유용성에 대한 인식, 학습 과정과 노력에 대한 신념은 학습자 데이터 기

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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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선행 연구를 통해 증명되지 않은 관계이다. 교사

의 특성과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

해 실증적으로 탐색한 선행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수행

된 소수의 경험 연구들에서는 데이터 활용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

다. 예를 들어, van Leeuwen 과 동료들(2021)의 연구에서는 경험, 연령,

성별,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교사의 특성이 교사의 대시보드 사용 행동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van Leeuwen 과

동료들(2021)의 연구 역시 교사의 특성과 학습자 데이터 활용 간의 관계

를 탐색한 연구로 수업설계 행동과의 연관성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경력과 인식, 신념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

형 수업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유의한 영향 관계를 확인하였다.

van Leeuwen 과 동료들(2021)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특성이 데이터 활용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유의한 영향

관계가 확인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교사의 특징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수행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성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테면 교사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은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자 진단에 성별이나 자기효능감 같은 변인보다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면담 분석을 통해 학습자 데이터 기

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을 더 발견하

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측면에서 학습

자 데이터에 대한 신뢰나 테크놀로지 활용 효능감도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인

식론적 신념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지식과 학습에 대한 교사의 신념이 학

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맞춤형 수

업을 설계하는데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에 대한 신념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면담을 통해 발견한 이러한

요인들은 추후 교사의 특성과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간의

관계를 탐색할 때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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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경험과 인식, 신념과 같은 내적 요인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

춤형 수업설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실천하는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면담을 통해 교사들이 데이터가 학

습자를 진단하고 수업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기에 윤리적 문제 등과 같은 여러 제한

점이 있으며 맞춤형 수업 역시 기존 학교교육체제 내에서 실천하기에 여

러 난점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선행 연구

를 통해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이현경 외, 2020; van Leeuwen et al.,

2015; Xhakaj et al., 2017).

이러한 상반된 인식은 기존의 학교교육체제와 새로운 수업설계 패러

다임인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으

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 참여한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은 초등학

교 맥락에서 맞춤형 수업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지식 전달보다 인성 함양에 초점을 둔다고 여겨지는 초등학교체제

내에서 교사 스스로가 맞춤형 수업보다는 생활 지도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거나(정혜영, 2003),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에

서는 학생들의 개별 특성과 요구를 맞추는 것보다는 성취목표를 달성하

지 못하여 낙오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

다. 학교교육체제가 교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선행 연구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싱가포르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

한 Kim 과 동료들(2013)은 교사들이 학습자 중심 교육이 필요하고 중요

하다고 인식하더라도 학습자가 고부담 평가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학교교육체제 내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교

사들이 기존의 지식 전달식 수업 관행을 그대로 채택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Ertmer(1999)는 학교 혁신의 장벽을 교사 외적인 환경적 요인과

교사 내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나, 교사의 혁신에 대한 인식이나 실제

적인 의사결정은 교사의 외적인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교사의 경험, 인식, 신념이 학습자 데이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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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탐색하기 위해서는 기

존 학교교육체제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

을 시사한다.

다. 교육공학적 시사점

1)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지원 도구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적합한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사의 학습자 진단 활동을 지원하는 대

시보드와 학습자 진단 및 맞춤형 설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수업설계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교사의 깊이 있는 학습자 진단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설계해야 한다. 기존 대시보드 설계 관련 연구들은

교사들이 대시보드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파악하도록 하

기 위해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Hoogland 와 동료들(2016)도 교사들이 대시보드에서 필

요한 정보를 쉽게 찾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설계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시보드 설계에서 이러한 관점은

대시보드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재적 인지부하(extraneous cognitive

load)에 초점을 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인지부하 이론에서 외재적 인

지부하는 과제 자체의 복잡성이나 난이도에 의해 발생하는 부하가 아니

라 자료 제시 방법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인지부하로, 효과적인 학습과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낮추어야 하는 인지부하이다. 예를 들어, 학습분석

기반 온라인 토론활동의 시각화 원리를 개발한 유미나(2017)는 대시보드

를 통해 온라인 토론의 참여도, 학습자 간 상호작용, 토론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적성(traceability), 비교성(comparability), 축약성

(implicity), 전체-세부성(overview+detail)의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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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데이터의 제시 방식으로 인해 유발되는 불필요한 인지 부하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 대시보드 설계에서 교사들이 학습자 진단 활동을 보

다 풍부하고 깊이 있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

하다. 즉, 교사들이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자를 진단할 때 대시

보드가 유발하는 외재적인 인지부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나 학습자 진

단 활동 자체에서 유발되는 본유적 인지부하(germane cognitive load)에

초점을 둘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주어진 학습

자 데이터를 단순히 표면적으로 파악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

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맞춤형 설계가 촉진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시보드 설계에 처방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예컨대, 교사가 데이터에

대해 질문을 생성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에 프롬프트를 삽입하는 것을 고

려해볼 수 있다(예: 이번 수업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해당 학생이 도움

이 필요한 학생으로 분류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교사가 주어진

정보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천에서 수집된 정보와

비교하며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수치 정보 외에도 보다 질적이고

맥락적인 내러티브 정보를 함께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Fjørtoft & Lai, 2021).

둘째, 교사가 학습자 진단 결과를 맞춤형 설계로 쉽게 연결할 수 있도

록 지원할 수 있는 학습자 진단-맞춤형 설계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 대시보드 관련 연구들은 대시보드가 제시하는 정보가 어떻게

실행 가능한 지식으로 변환되는지에 대해 점차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

나(Molenaar & Knoop-van Campen, 2019), 교사가 진단과 설계를 통합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접근은 드물

다. 대체로 학습자 진단을 지원하기 위한 대시보드와 수업설계를 디지털

화하여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이 따로 개발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UCL에서 개발하여 운영하는 Learning Designer

(https://www.ucl.ac.uk/learning-designer/) 플랫폼에서는 수업설계와 수

https://www.ucl.ac.uk/learning-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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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정안 공유를 지원하나 학습자 진단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또한 설계

한 과정안을 실제 실행하였을 때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의 특성이 어떠하

였고, 학습자가 수업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학습을 하였으며 학습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기록하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

[그림 Ⅴ-1] Learning Designer의 수업설계 화면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진단과 맞춤형 설계의 단계가 일회성으로 분절

적으로 일어나고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짧은 주기로 여

러 차례 반복적으로 수행될 때 수업과정안의 질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학습자 진단과 맞춤형 수업설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수업설계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습지원시스템에서 수집된 학습자 데이터와 교사가 오프라인에서

수집한 학습자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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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수업설계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해당 플랫폼에서 교

사가 맞춤형 설계 과정 중에 반복적으로 학습자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

록 참고할 수 있는 학습자 데이터를 추천하거나, 학습자 진단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해당 플랫

폼 내에 교사의 수업설계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추후 맞춤형 설계에 대한

자동화된 제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역량 개발을

위한 교사교육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

안 중 하나는 교사에게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자를 진단하고 적절

하게 맞춤형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다. 학습자 데

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는 기존의 패러다임과 다른 수업설계 패러다

임으로,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업설계에서 요구하던 역량

과는 다른 역량이 요구된다(Mandinach & Gummer, 2016). 하지만 모든

교사가 데이터가 주어진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

형 수업설계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가 주어지더라도 교

사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거나, 데이터를 의미 있는 방식으

로 해석하지 못하거나, 맞춤형 수업으로 진단 결과를 연결하지 못할 수

있다.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

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실천할 때 교

사의 역량 부족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연구 1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습자 데이터가 유용하지만,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거나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알지 못하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교실에서 실천하기 어려울 것이

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연구 2에서는 학습자 데이

터가 주어지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 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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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하였다. 어떤 교사들은 학습자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자를 진단하고 이를 맞춤형 설계로 연결하려고 하였으나, 어떤 교사

들은 주어진 데이터를 살펴보기만 하고 기존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가 데이터 활용과 맞춤형 수업에 관심이 있

는 5년 이상의 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참여자

들은 평균 이상의 데이터 활용 혹은 맞춤형 설계 능력을 갖춘 교사일 것

이라고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교사 집단에서는 학습자 데이

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어려워하는 비율이 더 높을 수 있다.

[그림 Ⅴ-2]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역량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수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크게 세 가지 역량이 요구된다. 첫 번째 역량은 데이

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다. 교사들은 다양한 원천에서 수집된 학

습자 데이터를 검토하고, 대안적인 해석을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기

준을 수립하는 전략을 통해 데이터를 풍부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

어야 한다(Mandinach & Gummer, 2016). 이러한 역량이 없다면 데이터

가 주어지더라도 교사들은 학습자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협력 그룹의 문제를 점검하도록 하는 도구가 교사의

그룹 진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van Leeuwen 과 동료들(2015)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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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도구를 활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정보 감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주어진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해석하지 못

하고 새로운 자신의 주관적인 가정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편협하게 데이

터를 활용한다면 학습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자기실현 예언을

실현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역량은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데

이터를 활용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Means et al., 2011). 하지만 많은 교사들은 학습

자의 능력에 따라 맞춤화된 수업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Al-Lawati & Hunsaker 2007; Latz et al., 2009). 중학교 수학 수업과정

안 337편을 수집하여 분석한 김구연과 전미현(2017)의 연구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수업과정안이 학습자의 특성이나 요구에 따라 수업을 맞춤화하

는 것이 아니라 수학 교과서의 학습 목표와 과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

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는 역량은 자연스

럽게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Tomlinson, 1995) 교

사의 맞춤형 수업설계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역량은 학습자 데이터 활용 역

량과 맞춤형 수업설계 역량 이상의 역량이 필요하다. 학습자 진단 결과

를 맞춤형 수업설계로 잘 연결시킬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데이

터를 활용하여 학습자를 잘 진단할 수 있어도 데이터에 기반을 둔 진단

결과를 맞춤형 수업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수업설계 전반에

걸쳐 학습자 진단과 맞춤형 설계 활동을 반복적으로 연결한 교사들의 수

업과정안의 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수학 수업 설계 과정을 현상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어 구체적인 처

방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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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수업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처방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추후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후속 연구를 통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역량을 구

체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이를 예비교사 및 교사

재교육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한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한 교사도 학교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지원하는 학

교교육체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학교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체제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 학교는 일종의

체제이기 때문에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실천하

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이 있어도 기존의 학교교육체제와 충돌한다면 새

로운 형태의 수업설계를 실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예

컨대, Kim 과 동료들(2013)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학습자 중심 교육의

가치에 동의하더라도 학습자가 고부담 평가에 대비해야 하는 학교교육

환경에서는 교사들이 평가를 위해 기존의 지식 전달식 수업 관행을 유지

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수업설계 패러다임의 변화는 교사 개

인의 노력이나 역량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교사들이 성공적으로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화된 수업을 설계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역량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Lee, 2014). 학습

분석의 윤리적 이슈와 실천방안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을 활동이

론을 바탕으로 분석한 이현경과 동료들(2020)의 연구에서도 기존의 학교

교육체제에서 각 요소들 간의 상충으로 인해 윤리적 이슈가 발생한다고

교사들이 인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관련 법규 및 정보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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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학습분석시스템의 충돌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명

확하고 부적절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학교교육체제에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

업설계가 어떠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예상할 필요가 있다.

Ertmer(1999)는 학교에서 혁신을 수용하려고 할 때 자원에 대한 접근 부

족, 불충분한 시간, 부적절한 지원, 반응적이지 않은 정책 등과 같은 요

소가 첫 번째 장벽이 된다고 하였다. 예컨대,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기존 학교교육체제 내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 교육과정이나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법규나 규정과 같은 규칙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와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Kallio 와

Halverson(2020)은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거시적 리더십 과제로

학습자의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 환경을 재구성하고, 2) 맞춤형 수

업을 위한 기술 생태계를 정립하고, 3) 학생의 관심과 주체성, 관계를 우

선시하도록 교육 시간을 재설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

는 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교사들에 비해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

는데 주의를 덜 기울이고 수업설계 역시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활동을 중

심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많은 교사들이 학습자 데이터를 수업설계를 위

해 활용할 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

다. 이와 함께 ICT 인프라의 부족, 업무 부담, 수업설계 혹은 수업 시간

의 부족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도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

계 실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교에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체제가 함께 지원적으로 변화해

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효과적인 지원 도구의 개발과 보급, 교사 역량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학습

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보급되어 수업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

려울 것이다. 이를 위해 예컨대, 학습자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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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의 정비, 교사가 수업설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 조성,

유연한 교육과정 제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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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수업설계 패러다임인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

형 수업설계에 대해 교사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하고,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탐색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 역시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해 학습자 데이터가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과정에 대한 정보가 직관

적이고 유연한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학습자 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수집하고, 분석하

고,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교실 환경에서도 맞춤형 수업을 수월하게 설

계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학습자 데이터를 교사에게 어떻게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Schwendimann et al., 2017; Yoo et al., 2015). 또한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학습자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

하려는 시도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Roberts-Mahoney et al., 2016).

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Lai &

Schildkamp, 2013; Marsh, 2012). 맞춤형 수업설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

기 위해서는 수업설계의 주체인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업설계에 필

요한 내용과 형태의 학습자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에게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교사가 맞춤형 수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기대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자를 진단하는지에 따라서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는 활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물론 학습자를 보

다 잘 이해하기 위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발견된 정보를

교사에게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데이터가 주어지더라도 교

사가 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수업에 의미 있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Mandinach & Gummer, 2016).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주어

진 데이터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 데이터에 대해 질문하고 맥락과 연

결하여 데이터에서 교육적 의미를 발견하는 깊이 있는 탐구 과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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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를 진단할 때, 학습자 진단과 수업설계 패턴이 수업설계 전 과정

에서 짧은 주기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맞춤형 수업설계가 더 잘 이루

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교사의 실질적인 수업설계 관행을 변화

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한다.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자를 수업설계의 중심에 두고

맞춤형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

고 수업설계를 위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수업설계 패러다임을 따르는 것은 교사만의 책

임이 아니다.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자를 진단하고 학습자

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여도 학교교육체제

의 지원이 없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수업을 설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Kim et al., 2013). 본 연구에서도 교사들은 초등학교체제의 영향

을 받아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무용하거나 위험

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초등학교의 목표와 문화에 비추어 볼 때 맞춤

형 수업설계의 효용이 낮거나 실천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하

였다.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 맞춤형 수업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

기 위해서는 교사 차원의 지원과 함께 학교체제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인식과 실천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보통신기술

의 발달로 교사의 교육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데이터 기반의

지원 도구들이 개발되고 학교 현장으로의 보급을 앞두고 있으며, 교사들

에게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화된 수업을 설계하는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수업설계의 주체인 교사들이 학습자 데이터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학습자 데이터는 아무런 교육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

춤형 수업설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는지를 경험적으로 탐색

하는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교사가 학습자를 진단하고 맞춤형 수업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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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교사의 인식

과 실천 과정을 경험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일부

제한점을 지닌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교사들의 수행 과정

을 비교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실제 교실 맥락에서 교사가 어떻게 학습자

데이터 활용 수업설계를 하는지 탐색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비네트 활용 연구에서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Skilling & Stylianides, 2020). 실제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에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실행해야 한다면 교사는 실험실에서와

다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본 연구에서 주어진 가상의

학습자들에 대해 교사는 주어진 학습자 데이터 외에 다른 정보가 없었지

만 실제 교실 맥락에서는 교사가 경험적으로 파악한 학습자에 대한 정보

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험적인 정보는 교사에게 제공된 학습자 데이터와

본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실제

학급에서는 교사의 수업설계가 수업 실천을 통해 연결된다. 수업설계의

결과를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이후 수업설계에 그 결과를 반영하는 순

환적인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맥락의 한계로

그러한 순환 과정이 관찰되지 못하였다. 추후 실제 교실 맥락에서 교사

들이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해 어떻게 수업을 설계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인원과 대표성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유목적 표집을 하였다. 연구에 참여

한 교사들이 일반적인 초등학교 교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데

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관심이 있는 평균 이상의 교사들이다. 그

렇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평균적인 교사의 인식과 실천과는 일정

수준 거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본 연구에서 보고된 것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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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균적인 교사들은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더 부정적

인 인식을 지니고 있을 수 있으며, 수업설계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반적인 교사 집단의

반응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2에서 질적 자료를 양화

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사고발화 방법이라는 연구방법의 한계

로 교사 20 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에 대한 통계적

인 검증력이 부족하다. 연구 2의 분석 결과를 활용할 시 현상의 일부만

을 조망할 뿐 전체 교사 집단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맥락에서 수행되었으며 수학 교과의 설계

과정을 관찰하였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및 수학 교과의 특수한 맥락이

연구 결과에 반영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초등학교는 중등교육이나 고

등교육과는 다른 특수한 맥락이 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담임제로 운

영되며, 수업시간이 짧은 편이다. 또한 상위학교 진학을 위한 부담이 덜

해 상대적으로 학업에 대한 부담이 낮다. 이러한 초등학교의 특수한 맥

락이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수업설계 과정을 관찰하기

위하여 수학 수업을 설계하도록 하였다. 수학 교과 역시 다른 교과목에

비해 위계성이 강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다룬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교과의 특성이 교사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쳤을 가

능성이 있다. 예컨대, 국어나 사회 교과의 수업을 설계할 때 보다 교사는

수학 교과를 설계할 때 선수학습수준을 더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러한 교과 특수성으로 인해 MacFayden 과 Dawson(2010)은 대시보드가

교과목 수준에서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의 특수한 맥락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다른 맥락에서

는 다른 결과가 확인될 수 있다. 이에 추후 보다 다양한 학교급, 교과에

서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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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

인식 조사를 위한 면담지

학습자 데이터(붙임 참조)

Ÿ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교수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특성, 학습 과정,

학습 결과에 대하여 수집된 데이터(예: 퀴즈 점수, 위두랑 접속 기록, 생

활기록부의 전년도 담임 의견)

1. 학습자 데이터 활용 혹은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

1-1. 수업설계의 절차

Ÿ 평소에 어떻게 수업을 설계하나요(예: 교사용 지도서 확인, 수

업자료 수집, 활동 개요 구성)?

Ÿ 수업을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은 무엇인가요?

1-2. 수업설계를 위한 학생 진단

Ÿ 학습자 데이터를 교수학습을 위해 활용해본 경험이 있나요?

Ÿ 선생님의 면담 내용은 수업설계를 위한 학습자 데이터에 대한 초

등교사의 요구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Ÿ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선생님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Ÿ 가능하다면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이유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Ÿ 면담 내용은 연구를 위해 녹음됩니다. 선생님께서 녹음을 원치 않

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216 -

Ÿ 수업을 설계할 때 학생들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나요(예: 학습

수준, 학습 동기, 교우 관계)?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Ÿ 학생의 특성은 어떻게 파악하나요(예: 관찰, 상담, 설문, 평가,

검사)?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나요?

Ÿ 학습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

나요?

1-3. 수업설계 시 학생 진단 결과의 반영

Ÿ 맞춤형 수업을 설계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설계하

였나요?

Ÿ 수업을 설계할 때 파악한 학생의 특성을 주로 어떻게 반영하나

요(예: 수준별 활동지, 차별화된 후속 활동, 활동 유형 선정, 동

기유발 자료 선택)?

Ÿ 파악한 학생의 특성을 수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나요?

2.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인식

2-1.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일반적 인식

Ÿ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요?

Ÿ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

각하나요?

2-2.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진단

Ÿ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면 학생을 더 잘 이해하고 파악

할 수 있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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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한 수업설계

Ÿ 교사가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면 수업을 더 잘 설계할 수 있

게 될까요?

3. 맞춤형 수업설계를 위한 학습자 데이터의 내용과 제시 방식

에 대한 요구

3-1. 학습자 데이터의 내용

Ÿ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어떤 학습자 데이터가 필요하나

요?

Ÿ 선생님께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린다면, 선생님께서 선

호하는 학습자에 대한 정보의 수준은 어떠한가요?

구분 낮은 수준의 정보 높은 수준의 정보

설명

낮은 수준의 정보일수록 가공되

지 않은 데이터에 가깝고 해석이

가미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한다.

높은 수준의 정보일수록 데이터

를 가공하여 의미를 부여하게 된

다. 여러 데이터가 결합하여 새로

운 발견이 이루어진다.

예시

Ÿ 홍길동 학생은 최근 일주일

동안 위두랑에 평균 1.23 일

간격으로 4번 접속하였으며,

접속시 평균 23 분간 머물렀

다. 작성한 게시글은 3건, 답

글은 1건 이었다. 총 3건의

과제 중 미제출한 과제는 0건

이다.

Ÿ 홍길동 학생의 학급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온라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편이다. 다만

동료 학생들의 게시글에 답변

을 많이 달지 않는 경향이 있

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 시 동

료 학생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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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습자 데이터의 제시 방식

Ÿ 맞춤형 수업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학습자 데이터가 어떻게 제

시되는 것이 좋을까요?

Ÿ 교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스스로 편집하고 맞춤화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선생님께서는 학습자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싶

으신가요?

4.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방안

Ÿ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경험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세요

Ÿ 어떻게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수업을 설계할 수 있을

까요?

5. 마무리

Ÿ 면담과 관련하여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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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5(1), 25-57.



- 223 -

[부록 2] 교사의 데이터 활용 인식 및 인식론적 신념에 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은 교사의 학습자 데이터 활용 수업설계 과정을 탐색하는데

앞서 귀하의 데이터 활용 및 지식과 학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

이 목적입니다. 질문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거나 답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은 본 연구

를 위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문항에 응답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약 10 분입니다. 응답 결

과를 분석할 때는 본인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문 결과를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

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현경 연구원

(maso28@snu.ac.kr)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연구 책임자: 이 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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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설문에 응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을 잘 읽고 모두 응답해 주세요.

1.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2.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1□ 학사 2□ 석사 2□ 박사

3. 재직 기간은 몇 년입니까? 년

4. 소속 교육청은 어디입니까? 교육청

※ 다음은 데이터 활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세요.

5. 자신이 아래 문장에 얼마나 해당하는지 선택하여 주세요.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데이터를 활용해 학생의 학습 요
구를 잘 진단할 수 있다.

1□ 2□ 3□ 4□ 5□

2) 나는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수업을 잘
조정할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데이터를 활용해 수업을 잘 설계
할 수 있다. 1□ 2□ 3□ 4□ 5□

4) 나는 데이터를 활용해 학생의 학습 목
표를 잘 설정할 수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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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지식과 학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세요.

6. 자신이 아래 문장에 얼마나 해당하는지 선택하여 주세요.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데이터는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는 것을
돕는다. 1□ 2□ 3□ 4□ 5□

6) 데이터는 모르고 있었던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 2□ 3□ 4□ 5□

7) 데이터는 학생이 어떤 개념을 배우고
있는지 교사가 이해하도록 돕는다. 1□ 2□ 3□ 4□ 5□

8) 데이터는 교사가 학생의 학습 목표를
규명하도록 돕는다. 1□ 2□ 3□ 4□ 5□

9) 교사가 데이터를 통해 수업에 대한 정
보를 얻는 것은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 1□ 2□ 3□ 4□ 5□

10) 나는 교육 실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1) 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12) 나는 유용한 데이터를 찾는다. 1□ 2□ 3□ 4□ 5□

13)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나를 더 나은
교사가 되도록 한다. 1□ 2□ 3□ 4□ 5□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끔 나는 전문가에 의해 쓰여진 교과
서의 사실들을 믿지 않는다.

1□ 2□ 3□ 4□ 5□

2) 과학자들이 꾸준히 연구한다면 거의 모
든 것에 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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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타인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
은 노력이 필요하다.

1□ 2□ 3□ 4□ 5□

4) 학습 능력은 선천적이며 타고난다. 1□ 2□ 3□ 4□ 5□

5)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든다.

1□ 2□ 3□ 4□ 5□

6) 모든 사람은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배
워야 한다.

1□ 2□ 3□ 4□ 5□

7) 학습하기 좋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제한
된 학습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1□ 2□ 3□ 4□ 5□

8) 전문가의 조언조차도 자주 의구심을 가
져야 한다.

1□ 2□ 3□ 4□ 5□

9) 모든 학습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는다.

1□ 2□ 3□ 4□ 5□

10) 만약 어떤 것을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이를 이해하기 위해 계속 노력
해야 한다.

1□ 2□ 3□ 4□ 5□

11) 사람의 선천적 능력은 배우고자 하는
것을 제한한다.

1□ 2□ 3□ 4□ 5□

12) 전문가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1□ 2□ 3□ 4□ 5□

13)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한다
면 결국 진리에 도달할 것이다.

1□ 2□ 3□ 4□ 5□

14) 어느 누구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어려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1□ 2□ 3□ 4□ 5□

15) 지혜는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
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1□ 2□ 3□ 4□ 5□

16) 매우 영리한 학생은 학교에서 학습을
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
다.

1□ 2□ 3□ 4□ 5□

17) 과학지식은 확실하며 변하지 않는다. 1□ 2□ 3□ 4□ 5□

18) 학습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는가는
당신의 노력에 달려있다.

1□ 2□ 3□ 4□ 5□

19) 지식의 획득보다 이해 과정에 초점을
둘 때 더욱 잘 배울 수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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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평균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
기 시작한 학생은 학창생활 동안 평균
적인 수준을 유지한다.

1□ 2□ 3□ 4□ 5□

21) 나는 전문가의 의견을 의심하지 않는다. 1□ 2□ 3□ 4□ 5□

22)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배우는 것이
거의 없다.

1□ 2□ 3□ 4□ 5□

23) 학습하는 법을 아는 것이 습득된 사실
을 아는 것보다 중요하다.

1□ 2□ 3□ 4□ 5□

24) 어떤 아이들은 특정 교과를 잘 학습하
지 못하게 태어난다.

1□ 2□ 3□ 4□ 5□

25) 인간의 학습능력은 태어나면서부터 고
정되어 있다.

1□ 2□ 3□ 4□ 5□

26) 사람이 끈질기게 노력하면 학습하는 내
용을 이해할 수 있다.

1□ 2□ 3□ 4□ 5□

27) 나는 강연자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에
정통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내 자
신의 판단보다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8) 능력은 태어나면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
에 자신을 좀 더 영리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1□ 2□ 3□ 4□ 5□

29)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 대한 사고 과정
을 이해하는 것은 지식이나 사실을 얻
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1□ 2□ 3□ 4□ 5□

30) 전문가가 말하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이
다를지라도 나는 전문가를 믿는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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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수업설계 배경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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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수업지도안 작성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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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6 학년 1 반 데이터: 전체 학급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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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6 학년 1 반 데이터: 개별 학습자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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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수업설계 자료: 직전차시 수업과정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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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수업설계 자료: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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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수업설계 자료: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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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수업설계 자료: 교사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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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및 인식에 대한

면담지

0. 기본 정보

Ÿ 60 분 동안 6 학년 1학기 분수의 나눗셈 단원의 수업을 설계하

였습니다. 선생님께 얼마나 익숙한 내용이었나요?

1.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

Ÿ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해 6학년 1반을 어떻게 진단하였나요?

선생님의 진단 결과를 설명하여 주세요.

Ÿ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였나

요? 왜 그렇게 설계하였나요? 학습자 진단 결과가 반영된 부분

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세요.

Ÿ 맞춤형 수업설계가 특히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

떤 부분인가요?

Ÿ 맞춤형 수업설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Ÿ 만약 실제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있으신 학급이었다면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

까요?

Ÿ 선생님의 면담 내용은 선생님의 수업설계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Ÿ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선생님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Ÿ 필요할 경우 연구용 웹사이트로 돌아가 학습자 데이터를 다시 살

펴보거나 선생님이 작성한 수업과정안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Ÿ 면담 내용은 연구를 위해 녹음됩니다. 선생님께서 녹음을 원치 않

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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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에 대한 인식

Ÿ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요?

Ÿ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

각하나요?

Ÿ 학습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설계를 하면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 244 -

[부록 12] 반복적 설계유형 CORDTRA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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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선형적 설계유형 CORDTRA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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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rception and design

proces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for personalized

instruction using learner data

Lee, Hyunkyung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development of ICT, data on the characteristics of

learners, learning process, and learning outcomes can be more easily

collected and analyzed, building an environmental foundation for

designing personalized instruction. Personalized instruction refers to

instruction that provides an optimized learning experience by

adjusting learning activities and resourc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individual learners or groups of learners.

Personalized instruction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learners' academic achievement and motivation, and to effectively

support learners who are far from the average and who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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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ed from traditional classes. Recently, the amount and category of

learner data that can be used are increasing significantly due to the

intelligentization of content, improvement of device performance, and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online learning environments.

For this reason, many attempts are being made to help teachers

make educational decisions by providing learner data.

However, giving teachers learner data doesn't mean they can

design well-personalized instruction. Teachers could ignore given

learner data for diverse reasons, such as a lot of workloads, ethical

concerns, and lack of capacity to utilize data or to design personalized

instruction. They also could fail to discover meaningful information

from learner data, or even if meaningful information is found, it may

not be possible to connect it to personalized instruction. Therefore,

providing learner data to teachers is important, but in order to

change teaching and learning, it is needed to support teachers who

use data to diagnose learners and design instruction to design

personalized instruction using learner data in an educationally

meaningful way. In order to effectively support teachers, it is first

necessary to understand how teachers perceive personalized

instructional design based on learner data and through what process

they use learner data to design personalized instruction.

For this purpose, in this study, Study 1 and Study 2 were

conducted to empirically explore teachers'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personalized instructional design based on learner data. Study 1 was

conducted to explore how teachers perceive personalized instructional

design based on learner data. Specific research questions consist of 1)

how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cognize the need for personalized

instructional design based on learner data, 2) how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cognize the content and presentation method of learner



- 252 -

data necessary for personalized instructional design, 3) how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cognize personalized instruction methods.

In this study, 20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knew basic concepts

of data using and personalized learning were interviewed and

thematic analysis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teachers thought that learner data can be

useful for instructional design, but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such

as ethical issues when using it in classrooms, and personalized

learning is also difficult to practice in the existing school education

system. Next, they recognized that the data on the characteristics of

learners and the learning process and results in the class should be

provided in an intuitive and flexible form for personalized learning

design. Finally, using learner data, they recognized that it was

possible to design adaptive learning activities for whole-class,

targeted groups according to level, and individual learners for

personalized learning.

In Study 2, I qualitatively investigated how teachers design

personalized instruction based on learner data in a laboratory. In

Study 2, by reflecting the results of Study 1, the process that

provides the learner data needed by the teacher for customized lesson

design and that using them the teacher design personalized

instruction, is explored using think-aloud methods. Specific research

questions are: 1) how teachers design personalized instruction based

on learner data, 2) what factors influence the teacher’s personalized

instructional design based on learner data, 3) what effects teacher’s

personalized instructional design based on learner data has on the

quality of the personalized instructional design.

In order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 a pre-survey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teacher's perception about data us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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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temological beliefs, which are factors that can influence teachers'

personalized instructional design based on learner data. In addition,

the study participants were given an opportunity to practice so that

they could become accustomed to the think-aloud method and

operating research tools. Next, teachers were asked to design one

lesson about the 'Division of Fractions' unit of the math subject for

a virtual 6th grade class using learner data that show the

characteristics of learners, learning process, and learning outcomes.

After the lesson design was completed, a follow-up interview was

conducted to review and reflect on the design process, and to

investigate how teachers perceive personalized instructional design

based on learner dat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tudy 2, first, the activity of diagnosing

learners using learner data was closely related to the personalized

instructional design activity.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in-depth diagnostic process, in which the teacher did not simply read

and accept the given data, but generated questions about the data

and interpreted the data to discover educational implications,

facilitated the personalized instructional desig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teacher considers the learner more when the entire

lesson design process is repeated and cyclical in a short cycle than

when the analysis and design phases are carried out linearly in the

learner data-based personalized instructional design process. Second,

teachers' teaching career and epistemological belief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learner data-based personalized instructional design. The

higher the teacher's teaching career, the less the learner diagnosis

activity. Third, personalized instructional design based on learner data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quality of the lesson plan. The more

personalized instructional design activities, inspection and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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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were conducted, and the more learner diagnosis and lesson

design were repeated, the higher the quality of the course plan.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we discussed personalized

instructional design based on learner data as a new instructional

design paradig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characteristics and learner data-based personalized instructional

design, and implications in educational technology field.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empirically explored teachers'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personalized instructional design based on learner

data, and showed that in order to effectively support personalized

instructional design based on learner data, support beyond simply

providing learner data to teachers is necessa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expand the theory of teachers' data using and

personalized instructional design, and contribute to providing

prescriptive implications to support learner data-based personalized

instructional design in the future.

Keywords : personalized instructional design using learner

data, learner data, personalized instruction, instructional design,

learning analytics

Student Number : 2018-3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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