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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유러닝교실’에서
교수학습실천의 변화와 문제점

임 병 노 (경희대학교)
박 인 우†(고려대학교)

<요 약 >
본 연구는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미래형 교실(‘유러닝
교실’)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과연 이들 교실에서 기대한 바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교수학습활동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러닝교실’ 사업은 ICT기술을 활용하여 교수
-학습의 혁신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교과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유러닝교실’이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교실에서의 교수-학습 실천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반 교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학교 보고서나 단편적인 연구에서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러닝교실’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실천방식이 어떤 변화를 보
이는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학습능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하여 ‘유러닝
교실’ 활동이 활발한 3개 초등학교와 그렇지 않은 3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유러닝교실’은 교수-학습행위 실천과 교실 분위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일반교실에 비
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특히 교실에서 교수자의 행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이 일반교실에 비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실 분위기 면에서 협력적, 안정적, 허용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 학습자들이 인식하였다. 그렇지만, 학습자 자신에 대한 성찰 면에서 목표
지향성이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은 ‘유러닝교실’에 의해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결과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유러닝교실’에서 교수-학습 실천양식의 변화
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주제어 : 유러닝, 미래교실, 테크놀로지기반 교실환경, 교수학습실천, 자기주도학습, 구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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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이러닝을 대신하여 교육 분야에서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교수학습활동인 유러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유러닝은 개방적 학습 자원을 학습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
는 통합적 학습체제 또는 학습자가 개인적 장애, 시간, 장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과 환경, 개인의 삶이 통합된 학습체제(임병노, 2009)를 말한다. 이러한 유러닝이 구
현되는 물리적 공간이 유비쿼터스 기반의 선진교실(이하 ‘유러닝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러
닝교실’이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교수-학습 활동이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가 갖추어진 교실을 말하며 테크놀로지기반의 학습환경
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테크놀로지기반 학습환경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사업의 주체(교과부, 시도교육청), 사업의 형태(정책연구학교, 실험학교, 시범학교,
연구학교), 시행주제(u-러닝, e-러닝, 디지털 교과서, ICT활용, ICT활용 국제교류, NEIS활용)에 따
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질 놓은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그 중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에 30개의 유러닝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20개의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교육
과학기술부의 이러한 선도적인 노력에 힘입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구학
교 및 선도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목표들을 교
수학습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박인우, 임병노, 유헌창, 김현진, 정종원, 2009).
이처럼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환경의 도입이 교수학습개선을 목표로 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
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학습환경 구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수학습측면에서의 변화에 대

<표 1> 테크놀로지 기반 교실의 주요 목표
영역

주요 내용
-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개별형,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학습자 측면

- 사교육 과열을 해소하기 위한 테크놀러지 기반 학습체제의 제공과 효과성 검증
- 테크놀로지를 통한 학습몰입 및 유의미한 학습경험의 제공
- 테크놀로지 기반 교수매체 개발과 운영

교수자 측면

- 교과별 특성에 따른 테크놀로지의 활용방안
- 학습자의 학습상황 및 학습결과의 관리
- 학교수준에서의 통합적인 학습자원 관리

교수-학습
활동 측면

- 개별학습과 협력학습의 조화로운 공존
-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의 다양성 증대
- 테크놀로지를 통한 상호작용의 증가와 교육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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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증적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유사한 연구로 유러닝의 이해나 로드맵, ‘유러닝교
실’ 모형에 대한 연구, 교실환경 모델 개발 및 적용 연구, 효과성 분석에 대한 연구, 미래교실
공간설계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나 ‘유러닝교실’의 도입으로 인한 교수학습측면에서의 영향을
전체적으로 살피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 ‘유러닝교실’이 가져온 변화와 관련하여 한선관 외
(2007)의 유러닝 효과성 분석 및 운영 모델 개발 연구는 몇몇 특정 사례의 분석에 그치고 만
한계가 있으며 이인숙, 권혁준, 서정희(2007)의 연구는 매킨토시 기반의 유러닝 연구학교의 효과
성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유러닝교실’의 구축으로 인한 결과를 분석하는데 학습성취도나 학습자의 만
족도, 자기주도학습능력 등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유러닝교실’의 구축
과 같은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단순히 학업성취도나 만족도 등으로 판단하려는
것은 교수학습이라는 복잡한 현상 중 지극히 단편적인 부분만을 이해하는데 그치고 말 가능성
이 높다. 교실 공간은 교사와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물리적공간
의 변화가 교수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교실 분위기를 크게 바꾸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비쿼
터스 학습환경에서 점증하는 시각적 문화의 영향, 모바일기기들이 비디오나 멀티미디어 등과 결
합하여 상호작용이 극대화되는 현상, 사회적 네트워킹 도구들의 협력학습지원 등 새로운 변화들
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는 학습의 본질과 형태가 변화하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
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수나 수업설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며 교사의 적절한 수업행동
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유러닝교실’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도입적 측면(input), 과정적 측면(process), 결과적
측면(output)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도입적 측면은 ‘유러닝교실’환경과 교육과정, 교수자료, 교수
자 준비정도와 학습자의 사전지식으로 살펴볼 수 있고, 과정적 측면은 교수학습 실천양식과 교
실분위기, 결과적 측면은 만족도, 학업성취도, 메타인지적 능력, 자기도주도적 학습능력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유러닝교실’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는 주로 결과적 측면, 그 중에서도 학습자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
지 학업성취가 어떠한지에 대해 관심을 두어왔다. 그러나 ‘유러닝교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만족도나 학업성취도 분석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등한시해온 결과
적 측면(학습자의 목표지향성, 자기주도성의 변화)과 더불어 과정적 측면, 즉 교사 및 학습자가
교실에서 보이는 실천 양태를 중심으로 ‘유러닝교실’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인 ‘유러닝교실’ 구축 노력의 이슈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문제 해
결 및 개선 방안의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유러닝교실’에서 교수자의 실천방식은 어떠한가?
- ‘유러닝교실’에서 학습자의 실천방식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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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러닝교실’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유러닝교실’과 일반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학습실천은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테크놀로지 활용이 교수학습에 미치는 영향
오랫동안 테크놀로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 온 학자들은 테크놀로지가 교수학
습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예를 들어, Baker, Gearhart, & Herman, 1990;
Becker & Riel, 2000; Bork, 1985; Boster et al., 2004; CEO Forum on Education and Technology, 2001;
Dwyer, Ringstaff & Sandholtz, 1991; Jaber, 1997; Means, Chelemer, & Knapp, 1991; Means et al., 1993;
Paper, 1980; Ragosta, 1983; Sheingold & Hadley, 1990). 이들 학자들에 의하면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활발한 교실에서는 지식구성, 학습자 중심, 개별화 학습이 전통적인 교실에 비하여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한다. 컴퓨터의 활용을 통하여 학생들은 협력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
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테크놀로지는 학생들이
보다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도우며, 인터넷은 학생들이 지구 곳곳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배울 수 있는 학습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Negroponte, Renick, &
Cassell, 1997). 테크놀로지 환경의 교실에서 교사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적 학습기회를 제공
하거나, 실제세계를 모사한 학습경험이나 실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처
럼 과제를 수행하고,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고, 색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도록 돕고(Means et al. 1993), 학생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실제적
복잡성을 부여해서 학생들을 동기부여하기도 한다(Baker et al.,1990).
한편, 테크놀로지 환경의 교실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역할, 학습 주도권에서의 변화가 보인다
는 연구결과가 많다. Means(1993)는 테크놀로지 환경의 교실에서 학습자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제
공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역할이 강의보다는 촉진적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1985년에
시작된 ACOT(Apple Classrooms of Tomorrow)를 추적 연구한 Sandholtz, Ringstaff, & Dwyer(1997)는 테
크놀로지가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맺고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에 따른 교실환경과 교수학습실천의 변화와 관련한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ACOT 교실에서 학생들은 테크놀로지를 데이터를 모으고, 조직하고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하
였으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표를 멋지게 하는데 활용 등 학생
의 역할이 교육받는 객체에서 학습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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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T 교실에서 학생들은 자발적인 학습자로 상호 협력하고 과제해결을 위해 활발하게 상호
작용하였다.
교사의 역할이 내용전달자 또는 전문가에서 협력자나 안내자로 변화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간의 협력이 늘면서 교사 간에도 상호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졌다. 교사들이 팀을
이루기 시작했으며 여러 교과 교사 간 활동도 증가하였다.
교실은 전통적인 학습과 새로운 학습이 교차하는 공간이 되었으며 교실의 물리적 배치도 학
생들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갔다.
테크놀로지의 활용으로 가능해진 학생중심의 교수학습환경은 교수자들이 자신의 교수방법과
학생들의 학습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도록 유도하고 있다(Dwyer et al., 1991; Jaber, 1997), ‘유
클래스’, 미래교실과 같은 테크놀로지 환경이 잘 갖추어진 교실은 교수자들의 변화와 함께 점점
더 구성주의적 교실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테크놀로지 환경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습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협력적인 학습과
제를 제시하여 서로 돕도록 하고, 학습자중심의 교실 수업을 실천하기 때문이다(Becker, 2000). 많
은 학자들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구성주의 전략에 대해 논의하면서 테크놀로지와 구성주의
간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였다(Duffy & Cunningham, 1996; Jonassen & Reeves, 1996;
Taylor, 1980). 테크놀로지와 구성주의 모두의 관심은 학습자 몰입 학습환경의 창출이며 이런 환
경에서 학습자들은 지식구성을 위한 도구들과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각종 자원들을 바탕으로
협력해서 문제해결에 노력하게 된다(Hannafin & Hill, 2002). Jonassen(1991)은 구성주의에 입각한
수업설계의 원리로 실제적 환경, 실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교사는 이
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전략들을 분석하고 학습을 돕는 코치의 역할을 한다고 하
였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가 세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해석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와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박인우(1998)는 구성주의적 실천을 위해 교사들의 역할을 제시하였는데 요
약하면, 의미 있는 과제의 제시, 학습자의 의미구성 활동 지원하는 보조자 역할, 복잡하고 실제
적인 환경 제공하고 학습자간,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적 환경 하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성찰
적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테크놀로지기반 환경에서 교수자는 촉진적 역할을 담당하며, 학습자의 자발적 탐구를 위한 환
경을 조성하고 학습의 사회적, 협력적 속성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지식을 구성하도록 도우며, 문
제기반의 프로젝트성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 구성주의적 실천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테크놀로지 환경의 교실에서 구성주의적 실천의 성패여부는 사실상 교사의 역량에 달려있다.
Witfelt(2000)는 교사가 구성주의적 실천에서 성공하려면 감독자로서의 능력, 학생 활동에 대한
지원자와 촉진자로서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상담자, 교과전문가, 영감을 주거나 격려하는 사
람, 그룹활동 조정자, 비판적 격려자, 학습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하는 평가자의 역할을 해
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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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러닝 정의와 특징
유러닝은 유비쿼터스 기술과 철학을 교육분야에 적용한 것으로 학습자가 개인적 장애, 시간,
장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과 환경, 개인의 삶을 통합한 학습체제(임병
노, 2009)로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한 방식으로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상적 학습
체제를 말한다. 유러닝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었지만 단순히 모바일학습을
넘어선 학습자 친화적, 적응적 학습환경이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테크놀로
지의 발전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무선원격통신기술의 발전, 개방적 네트워크, 컴
퓨터 성능의 향상, 모바일기술의 발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서비스 지향적 아키텍처의 등장
등 테크놀로지의 혁명적 발전은 일상적 삶속에 내재화된 개별화 학습환경을 가능하게 하고 있
다. 유러닝은 이러한 기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Ogata & Yano,
2004).
․ 학습데이터의 영구성과 접근성: 학습자의 자료나 학습과정이 영구적으로 보관, 기록되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다.
․ 정보접근의 직접성과 신속성: 학습자는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으
며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
․ 상호작용성: 학습자들은 실시간, 비실시간으로 전문가, 교사나 동료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 상황맥락성과 적응성: 학습이 일상 속에 내재되어 미처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필요한 지식이 자연스럽고 실제적인 형태로 제시
되어 학습자들이 문제상황의 특성과 관련된 해결책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정보기술의 발전, 정보의 폭증과 함께 유러닝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유러닝은 점차
스마트한 방식으로 학습자의 필요에 적응해가고 있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엄청난 양의
정보가 양산되고 접근성이 확대되어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정보에 접
근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단순히 정보에 접근할 수 있
는가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한 시간에 정확한 정보를 올바른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가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적시에 제공해주는 테크놀로지의
활용, 즉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이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러닝은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개인
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료나 지역사회, 학습커뮤니티라는 맥락을 바탕으로 일어난다.
이런 의미에서 유러닝은 컴퓨터보조 협력학습환경(CSCL)이기도 하다(O’Malley, 1994).
유러닝은 개별적인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지식구성의 사회인
지적 과정과 공유에 초점을 두는 협력적 학습환경이다. 유러닝기반의 협력학습환경에서 학습자
들은 누구와 협력할 것인지, 필요한 정보와 요구되는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적시에 파악하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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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결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테크놀로지는 학습자가 존재하는 맥락(시간과 장소)을 파악하고 어
떤 자료와 서비스가 유용한지, 누가 학습자의 필요에 맞는 협력자가 될지를 파악하여 이에 필요
한 정보와 학습도구, 서비스, 협력자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Ogata, & Yano, 2004; Zhang,
Jin, & Lin, 2005; Takahata, Shiraki, Sakane, & Takebayashi, 2004). 유러닝환경은 모바일학습이나 이
러닝에 비하여 보다 상황맥락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며 학습자 적응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
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습자는 학습과정에 보다 몰입하여 학습과
정을 굳이 의식하지 않고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투명한’ 학습(transparency learning)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투명한’ 학습 하에서 학생들은 배우기 위해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그저
그 환경에 존재해있기만 하면 된다. 학습자료와 학습해야 할 문제가 학습환경내의 사물에 내재
되어 있어 조작하고, 몰입하여 작업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은 학습지원의 투명성(내재성)과 학습형태의 이동성을 중심으로 기존의 테크놀로지기반 학
습형태와 유러닝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Lyytinen & Yoo, 2002).
기존의 이러닝은 주로 데스크탑 컴퓨터라는 고정된 장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동성과 학습
지원의 맥락화 또는 내재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여기서 내재성이란 학습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자연스럽게 학습이 일어나도록 지원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
러닝 환경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지만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반면에 M러닝, 즉 모바일학습은 이러닝과 달리 휴대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학습자가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동영상강의를 시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그쳐, 학습자가 존재
하고 있는 시간과 장소, 즉 학습자가 처해있는 구체적인 상황맥락을 인식해서 필요한 서비스와

[그림 1] 내재성과 이동성으로 본 학습형태의 차이
(Lyytinen & Yoo, 2002 수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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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한편,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같이 학습환경이 잘 갖추어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P러닝(Pervasive Learning)은 이들 공간에서 제공하는 도구나 자원, 서비스들을 기타 장
소에서 활용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유물을 RFID와 스마트폰의 앱을 활
용하여 학습하는 경우 학습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다양한 학습서비스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나 박물관 공간 밖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학습형태와 비교해
볼 때 유러닝은 유비쿼터스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하여 상황맥락적이며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
는 스마트하고 협력적인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3. ‘유러닝교실’의 효과성 연구
테크놀로지기반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목적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교실환경을 구
축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학습환경은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Hiemstra(1991)은 학습환경이란 “교육
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 심리적 또는 정서적 상
태, 그리고 사회적 또는 문화적 영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학습환경에 대한 연구,
그 중에서도 최신 기술에 기반한 교실환경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야 이루어졌다. 박인우, 김갑수,
김경, 전주성(2006)은 유러닝이 가능한 선진교실 구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미래교실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교육수요자의 요구조사를 통하여 미래 교실환경 모델을 제
안하고 미래교실 모델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이들은 u-시대의 교실인 선진교실은 교수-학습모
형, 시설(학습공간), 그리고 기술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구성될 것이며 3단계에 걸쳐서 발전해
갈 것으로 보았다. 3단계란 다음과 같다.
․ u-기반형 학습공간(~2010년): 유비쿼터스 기술이 교실에 통합되어 교사와 학생들이 자유롭
게 사용하는 교실
․ 맞춤형 학습공간(~2012): 학습자 및 교수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 환경 등이 제공되는 교실
․ 지능형 학습공간(~2015): 유비쿼터스 기술이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개입이 없어도 교수-학
습 상황에 적합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교실
한편, 유러닝의 효과성을 검증한 기존의 연구로 권성호, 강경희, 서정희, 이상하(2006), 이인숙
외(2006), 한선관 외(2007) 등의 연구가 있다. 유러닝 연구학교의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성을
살펴본 권성호의 연구에서는 유러닝을 통한 학습활동을 통해 교사-학습자, 학습자-학습자간의 상
호작용이 더욱 활발하였으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개별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개인
용 학습단말기에 대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러닝의 효과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학업성취도의 영역보다는 ICT 활용능력과 같은 특기적성 영역에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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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숙 외(2006)의 연구에서는 효과성을 교과 학업성취도, 학교 구
성원에 대한 만족도/효능감으로 구별하여 사전․사후검사 연구 설계를 통하여 효과성을 검증하
였다. 연구결과, 유러닝을 통한 학업성취도의 변화는 시범운영학교와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학습자들
이 느끼는 만족도/효능감/동기수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관 외(2007)의 연구에서는
효과성 검증을 위해 먼저 보고서를 통한 분석과 인터뷰 및 관찰을 통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유러닝 효과성 연구는 AT&T 교실을 연구한 Kratcoski 외(2006)에 의하여 이루
어졌다. 이들은 4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05-2006년 걸쳐 6주 동안 연구를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이 사용되었으며 데이터는 교사와 학생 인터뷰, 학생들의 작업 결과물, 그리고 현장 관
찰 일지로부터 얻어졌다. 이 연구는 선진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행위들을 교사와 학생의
시각에서 보는 것과 함께 질적연구를 통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 도출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유러닝교실’이 새로운 교수학습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에 의해 선진교실(또는 ‘유러닝교실’) 운영학교로 지정된 6개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습활동 양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 학생들은 조사 당시 컴
퓨터 등이 잘 갖추어진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초등학교 5~6학년생이었다. 이들 학교들을
분석한 결과, 3개교는 해당 교실이 이미 오래 전에 설치되어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었던 반면 나
머지 학교는 선진교실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실상 경험이 없었다. 이처럼 해당 교실이
오래 전에 설치되어 활용되어 온 초등학교 3개교의 교실을 ‘유러닝교실’로 분류하고, 아직 경험
이 없거나 경험 정도가 낮은 3개교의 교실을 ‘일반교실’로 분류하여 양 집단의 차이를 비교, 분
석하였다1)(<표 2> 참조).
‘유러닝교실’에 설치된 기자재 및 공간구성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실
에서 무선인터넷, 블루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보안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다. 둘째,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맥킨토시나 타블릿노트북컴퓨터(TPC)를 지급받아 활용하고
1)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한 기간, 교사면담, 교실관찰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유러닝교실’ 여부를 판단하였
다. 그 결과 ‘유러닝교실’의 학생들은 이 교실에서 1년 반에서 3년 정도 공부를 하고 있었으며 담당 교
사가 활동적으로 지도하고 있었고 ‘일반교실’의 경우는 이제 겨우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어서 학생들이
이 교실에서 공부한 경험이 매우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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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학교 및 응답자현황
구분

‘유러닝교실’

일반교실

학교

응답자수

학년

비고*

A

27

6학년

Mac

B

29

6학년

TPC

C

29

6학년

TPC

D

42

6학년

-

E

68

6학년

-

F

50

5학년

-

합계

245

* Mac: 매킨토시, TPC: 타블릿 노트북컴퓨터

있었다. 셋째, 교사용 기자재로 전자칠판, 전자교탁, 빔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학생 컴퓨터를 통
제할 수 있었으며 화상 컨퍼런싱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다. 넷째, 교실의 공간은 모둠학습이
가능하도록 책걸상 이동이 쉽도록 만들어졌으며 교실 뒤편에 개인사물함이 있어 노트북컴퓨터
를 보관, 충전할 수 있게 되어있다.
2. 연구도구
학생용 설문지는 기존의 연구 중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교실학습을 비교 연구한 전효선,
오상철, 박진용, 권순달, 정미경, 김이성(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의 특성에 맞
게 필요한 항목을 추출하여 개발하였다. 전효선 외(2007)의 연구에서 개발된 설문지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학습환경, 학습신념, 성취목표, 흥미와 요구, 수업방법, 학습활동, 교실학습참여의 8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습자의 교실학습에 대한 인식을 보고자
하였으므로 교실에서의 다양한 실천과 사태 등을 포함하고 있어 매우 광범위하였다. 따라서 이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문항들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러닝교실’에서의 교수-학습 실천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효선 외(2007)
의 설문지에서 이와 관련된 항목을 중점적으로 사용하였다. 새로 구성한 설문항목의 범주별 타
당도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검토를 통하여 확보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
시하여 범주의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요인간의 상관을 고려하여 주축요인추출
2

방법과 사교회전이 사용되었다. 요인분석을 위한 기본가정(KMO=.930, Bartlett의 구형 검정, χ

= 5910.05, p<.000)은 충족되었으며, 요인의 수는 스크리 도표 확인과 고유값(1.0)을 모두 사용하
였다. 각 범주별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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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 세부항목
요인

내용

문항수

신뢰도*

고유값

설명변량

교수-학습행위

교수자 실천에 대한 학생의 인식

10

.91

12.51

32.93

학습자 실천에 대한 학생의 인식

5

.89

1.07

2.80

협력적 분위기

4

.80

1.78

4.68

안정적/허용적 분위기

5

.86

1.22

3.21

실천에 대한
학생의 인식
교실분위기

학습자
자신에 대한 성찰

목표

성취

3

.78

2.08

5.47

지향성

수행

3

.64

1.45

3.80

8

.85

3.38

8.90

38

.86

-

61.79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체
* Cronbach α 값

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유러닝교실’에서의 교수학습실천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문헌조사, 유러닝 연구
학교 방문 및 관찰, 학생 대상 설문, 자료 분석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설문의 결과 처리는 ‘유러
닝교실’과 일반교실에서 공부한 학생들로부터 설문을 받아 각 설문의 범주별로 개별항목별로 기
술통계처리를 하였으며 각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간의 평균 비교를 위해서 SPSS14 for
Windows의 일원분산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유러닝교실’에서의 교수학습실천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유러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실(‘유러닝교실’)과 시설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지만, 관련 활동이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교실(일반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교
수-학습행위 실천에 대한 학생의 인식, 교실분위기, 학습자 자신에 대한 성찰 등의 항목으로 나
누어 살펴보았다. 이하에서 항목별 세부 문항에서 두 교실의 학생들이 느낀 인식 차이를 검증하
였다.

- 247 -

임병노․박연우 (2010)

1. 교실에 따른 항목별 인식의 차이
‘유러닝교실’에서의 교수학습실천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에서 ‘유러닝교실’은 교수학습행위 실천과 교실 분위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일반교실에 비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중에서 특히 교실에서 교수자의 행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 일반교실에 비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실 분위기 면에서 협력적, 안정적, 허용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으로 학습자들이 인식하였다. 그렇지만, 학습자 자신에 대한 성찰 면에서 목표지향성이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등은 ‘유러닝교실’에 의해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교실에 따른 설문 항목별 인식의 평균(표준편차)
‘유러닝교실’

일반교실

t-

(135명)

(110명)

검증

교수자 실천에 대한 학생의 인식

4.05(.55)

3.38(.77)

7.73*

학습자 실천에 대한 학생의 인식

3.59(.83)

2.98(.86)

5.62*

협력적 분위기

3.70(.79)

3.26(.72)

4.45*

안정적/허용적 분위기

3.65(.67)

2.90(.92)

7.08*

영역

내용

교수-학습행위
실천에 대한
학생의 인식
교실분위기

학습자
자신에 대한 성찰

목표

성취

3.69(.96)

3.72(.88)

-.32

지향성

수행

3.67(.89)

3.46(.85)

1.82

3.16(.77)

3.10(.70)

.67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 p<.05

2. 설문항목별 세부문항에서의 인식 차이
가. 교수-학습행위 실천에 대한 학생의 인식
1) 교수자 실천에 대한 학생의 인식
‘유러닝교실’은 첨단의 매체가 제공되기 때문에 교사의 교수행위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일반교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유러닝교실’의 학습자들은 교사의 교수행위에 대해 매
우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유러닝교실’에서 특히 교사들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여
해결하도록 이끌어 주었으며, 학생들의 응답에 대해 보충 설명도 매우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해에 대한 확인, 재설명, 개별 지도, 심층적 질문, 응답 시간 허용, 학습법의 교수 등
에 있어서 일반교실에 비해 ‘유러닝교실’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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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교실별 교수자 실천에 대한 학생의 인식 평균(표준편차)
‘유러닝교실’

일반교실

(135명)

(110명)

3.63(1.02)

3.24(1.05)

2.96*

4.12(.79)

3.45(1.07)

5.50*

선생님은 우리가 서로 돕고 가르쳐 주도록 이끌어 주신다.

4.15(.80)

3.31(1.05)

6.89*

선생님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신다.

4.00(.88)

3.48(1.01)

4.23*

선생님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신다.

4.01(.87)

3.30(1.05)

5.68*

선생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

4.05(.84)

3.46(.96)

5.08*

4.25(.90)

3.57(.90)

5.88*

선생님은 우리의 대답에 대한 보충 설명을 잘 해주신다.

4.24(.88)

3.53(.91)

6.19*

선생님은 우리의 대답에 대한 칭찬을 잘 해주신다.

4.11(.83)

3.25(1.07)

6.89*

3.99(.90)

3.25(1.06)

5.96*

설문문항
선생님은 교실을 자주 돌아다니시며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일일이 확인하신다.
선생님은 우리가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다시 설
명해 주시거나 개별적으로 도와주신다.

선생님은 정답을 바로 알려주시기 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여 해결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선생님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
신다.

t- 검증

* p<.05

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유러닝교실’은 교수자의 교수 행위에 긍정적으로 영
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학습자 실천에 대한 학습자 인식
교수자와 마찬가지로 ‘유러닝교실’ 환경은 학습자에게 단말기를 제공하고 다양할 활동을 직접
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실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교수자 실천에 비해 학습자 실천에 대해서 ‘유러닝교실’의 학습자들은 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일반교실과 비교해 볼 때,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유러닝교실’에서 학습자들은 실생활 관련활동, 직접적 참여 활동, 스스로
선택 및 참여 가능한 활동, 호기심 유발 활동, 자율성 존중 등의 측면에서 일반교실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실에서 매우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이
‘유러닝교실’ 환경에 의해 자율적, 직접적, 실생활과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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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교실별 학습자 실천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평균(표준편차)
설문문항
이 교실에서는 수업 시간에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학습 활동
을 많이 한다.
이 교실에서는 수업 시간에 손과 몸을 움직이며 직접 해보는
학습 활동을 많이 한다.
이 교실에서는 우리 스스로 선택 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이 많다.
이 교실에서는 새롭고 도전적이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학
습 활동이 많다.
이 교실에서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존중해준다.

‘유러닝교실’

일반교실

(135명)

(110명)

3.68(.90)

3.28(.98)

3.32*

3.27(1.04)

2.73(1.07)

4.03*

3.54(1.04)

2.90(1.01)

4.87*

3.67(1.11)

2.94(1.11)

5.18*

3.80(1.01)

3.07(1.06)

5.48*

t-검증

* p<.05

나. 교실 분위기
1) 협력적 분위기
‘유러닝교실’ 환경은 학습자 간의 협력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료의 공유, 공동 작업 공간, 게
시판 등이 제공된다. 따라서 ‘유러닝교실’은 일반교실에 비해 학습자들이 협력적인 활동을 더 많
이 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 ‘유러닝교실’의 학습자들은 협력적 분위기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일반교실의
학습자와 비교해 볼 때에도 협력적 분위기에 속하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 특히, ‘유러닝교실’에서 학습자들은 협력해서 공부하는 일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유
러닝교실’ 환경은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7> 교실별 협력적 분위기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평균(표준편차)
‘유러닝교실’

일반교실

(135명)

(110명)

수업 중 팀 활동에서 팀워크가 좋다.

3.67(.95)

3.16(1.01)

4.04*

이 교실에서는 협동해서 공부하는 일이 많다.

3.96(.99)

3.43(.92)

4.28*

3.64(1.09)

3.29(.92)

2.88*

3.52(1.09)

3.17(.92)

2.69*

설문문항

이 교실에서는 수업방법이나 학습활동에 대해 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교실에서는 토론을 통하여 수업하는 일이 많다.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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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정적/허용적 분위기
‘유러닝교실’ 환경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습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허용적 분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유러닝교실’ 환경에서 학습한 학습자들은 이 항목 내의 세
부항목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세부 문항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학습자
들은 ‘유러닝교실’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으며, 다른 교실에 비해 공부하기 좋다는
항목에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공부가 저절로 된다거나 공부할 때 행복하다는 항목에 대
한 인식은 이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 그렇지만, 전체 항목에서 ‘유러닝교실’의 학습자들은 일반
교실의 학습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
를 고려할 때 ‘유러닝교실’ 환경은 안정적이고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8> 교실별 안정적/허용적 분위기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평균(표준편차)
‘유러닝교실’

일반교실

(135명)

(110명)

4.03(.78)

3.19(1.11)

6.68*

이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다른 교실보다 좋다.

4.23(1.00)

3.10(1.31)

7.43*

이 교실에서는 공부가 저절로 된다.

3.11(.95)

2.69(1.05)

3.29*

나는 이 교실에서 공부할 때 행복하다.

3.25(1.00)

2.65(1.12)

4.40*

나는 이 교실에서의 공부가 재미있다.

3.61(1.09)

2.89(1.18)

5.00*

설문문항
이 교실의 분위기는 편안하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분위
기이다.

t-검증

* p<.05

다. 학습자 자신에 대한 성찰
1) 목표지향성: 성취목표와 수행목표
‘유러닝교실’ 환경이 궁극적으로 학습자 특성에도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목표지향성
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확인하였다. 목표지향성은 성취목표와 수행목표로 구분된다. 본 연구
에서 학습자의 목표지향성은 교실환경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러닝교실’에서의 학습 경험이 학습자의 특성을 바꿀 만큼 충분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임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학습자의 변화에 대해서
는 장기적으로 연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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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교실별 목표지향성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평균(표준편차)
‘유러닝교실’

일반교실

(135명)

(110명)

다른 학생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3.53(1.11)

3.66(1.02)

-.99

나는 뛰어나게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3.66(1.22)

3.65(1.05)

.03

나는 공부를 잘 해서 칭찬을 받고 싶다.

3.87(1.12)

3.85(1.07)

.14

나는 혼자 힘으로 학습하는 것을 좋아한다.

3.53(1.09)

3.32(1.05)

1.51

3.64(1.12)

3.64(1.07)

.77

3.85(1.07)

3.55(1.09)

2.15*

설문문항

성취
목표

수행

나는 내 자신의 아이디어로 학습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

목표

한다.
공부할 것을 내가 정할 때, 공부가 더 잘된다.

t-검증

* p<.05

<표 10> 교실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평균(표준편차)
‘유러닝교실’

일반교실

(135명)

(110명)

나는 수업 시간에 공부에 집중한다.

3.57(.95)

3.45(.81)

1.11

나는 공부하다가 실수한 것이 없는지 살펴본다.

3.24(1.05)

3.20(.93)

.35

2.76(1.05)

2.75(.94)

.07

나는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읽는다.

3.58(1.26)

3.30(1.09)

1.82

나는 수업이 정시에 시작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다.

3.01(1.15)

3.10(.97)

-.62

나는 수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3.33(1.01)

3.31(.96)

.13

나는 수업시간에 선생님께 질문을 많이 한다.

2.59(1.14)

2.59(1.15)

.01

나는 토론시간에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많이 주고 받는다.

3.19(1.16)

3.06(1.11)

.83

설문문항

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책
들을 찾아 읽는다.

t-검증

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유러닝교실’ 환경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교실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관련된 모든 문항에 대
해서 ‘유러닝교실’과 일반교실의 학습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앞서 목
표지향성과 마찬가지로 교실 환경이 학습자 특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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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이상에서 ‘유러닝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를 기초로 교수학습실천방식
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내용을 1) 교수-학습실천방식의 변화, 2) ‘유러닝교실’의 문제점으로
크게 구분하여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1. 교수-학습 실천방식의 변화
설문조사 결과 ‘유러닝교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일반교실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었다. 먼
저, ‘유러닝교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지도하거나 학생들이
서로 돕고 가르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깊은 생각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거나 대답할 기회를 골
고루 주기도 하는 등 교사의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유러닝
교실’에서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
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격려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반교실과 비교할 때 ‘유러닝교실’에
서 가장 눈에 띄는 교사행동은 교사가 학생들의 토론과 대화를 유도하거나 정답을 찾도록 격려
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은 박인우(1998), Brooks와 Brooks(1993) 등의 구성주의적 교사의 특징
으로 지적된 것으로 ‘유러닝교실’이 일반교실에 비하여 구성주의적 실천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을 지도할 때 자주 돌아다니며 학습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은 많
이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의 설문응답에서 보이듯이 ‘유러닝교실’이나 일반교실 모두에서 교사가
돌아다니면서 개별지도하는 행위는 많지 않았다.
한편,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은 학습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테크놀로지
가 풍부한 교실이 그렇지 않은 교실에 비해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Baker et al., 1990; Bork, 1985; Dwyer at al., 1991; Jaber, 1997; Means et al. 1991, 1993; Papert,
1980; Ragosta, 1982; Sheingold & Hadley, 1990). 이번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었는데 ‘유
러닝교실’에서 질의응답, 협동, 토론이 일반교실에 비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협동을
통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유러닝교실’이 일반교실에 비하여 다양한 학
습활동을 할 수 있는 도구나 장비,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 교사가 협동학습을 어렵지 않게 이
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동학습은 학생들간의 신뢰와 협력적인 분위기가 없다면 아
무리 좋은 장비와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로 진행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유러닝교실’은
협력적인 교실 분위기(사회심리적 환경)이 일반교실에 비하여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러닝교실’에서 학생들은 자료공유나 협력, 팀워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
게 보면 ‘유러닝교실’의 물리적인 환경과 협력적인 사회심리적환경의 적절한 조화가 학생들의
협력활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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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적 교육실천의 큰 특징인 학습자중심교육이 ‘유러닝교실’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면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다. 실제적 과제, 실천적 학습, 참여적 수업, 자
율적 학습활동 등 학습자중심 교육활동의 주요 형태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목표지향성에
있어서도 일반교실의 학습자들과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것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테
크놀로지 활용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교사가 학습내용,
과제, 평가를 통제하는 수업도 가능하며(실제로 ‘유러닝교실’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이다), 학생들
이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내용과 학습진행을 통제하는 수업도 가능하다. 현재 ‘유러
닝교실’에서 학습자중심수업의 정도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이나 자율적 학습능력에 대
한 자기 평가에서 잘 드러나 있다. 학생들의 보고한 내용 중 ‘학습활동에 대한 자기점검’은 일
반교실의 학생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자율적 학습에 대한 선호’, ‘자기주도적학습’ 등의 항목
에서는 일반교실의 학생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유러닝교실’이 일반교실에 비해 자율적인 학습
활동을 장려하는 사회심리적 학습환경으로 보이지만 자율적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고
하여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학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중심학습은 교사가
단순히 환경을 조성하거나, 계획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적 의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러닝
교실’에서의 실천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고 학습자줌심교육을 실현하는데 있
어서는 효과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유러닝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습태도, 학습에 대한 열정, 학습내용 이해를 위한 노력
정도에 대한 응답을 보면 일반교실의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학습에 대한 흥미
와는 별도로 학습태도나 자세, 열정은 오랜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유러닝교실’의 학생들이 학습동기나 흥미가 일반교실의 학생들에 비해 높았으나 학습태도나 자
세,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러닝교실’이 학습스킬을 익히는데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학습스
킬(자기학습점검, 반복적 활용, 보조자료 활용, 수업목표인식, 자발적 질문 등)에 대해 학생들에
게 자기평가하도록 한 결과가 일반교실보다도 낮게 나타난 것을 보면 현재 ‘유러닝교실’이 주어
진 내용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학습하지만 학생들의 학습스킬향상을 위해 별도의 노력이 없음
을 알 수 있다. 다양한 학습활동, 교사의 지도,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학생들이 학습스킬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학습스킬의 향
상은 목적의식적인 수업설계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유러닝교실’에서 교수학습실천의 문제점
본 연구를 통하여 ‘유러닝교실’은 교실의 분위기가 일반교실에 비하여 협력적이고 우호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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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지만 학습자중심교육, 자기주도적학습 등 구성주의적 교육의 특징은 잘 나타나지 않
고 있었다. ‘유러닝교실’에서의 교수학습실천을 분석한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주요한 것만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러닝교실’에서 학습자중심학습의 실천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중심학습은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는 학습환경, 다양한 학습도구들, 협력적 학습환경, 적절한 교수
설계와 더불어 학습자의 학습스킬 및 태도 등이 어우러져서 가능하다. ‘유러닝교실’이 일반교실
에 비하여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환경, 다양한 학습도구 등이 갖추어져 있지만 아직 교사의 인식
및 경험 부족, 적절한 교육과정이나 교수설계 미흡, 학생들의 학습스킬 미흡 등으로 인하여 학
습자중심학습이 주요 학습형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구성주의적 실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러닝교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교사에 대한 훈련, 교육과
정 개편, 학습자 중심의 교수설계,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 등 학습자중심학습의 실현을 위해
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다.
다음으로 목표지향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한 인식에서 ‘유러닝교실’에서 다년간 경험
한 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차이가 없었다. 이는 현재 ‘유러닝교실’에서의 학습 경험이 학습자의
특성을 바꿀 만큼 충분하지 않거나 교사의 목적의식적인 수업활동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교사의 목적의식적 수업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임병노 외(2008)는 교사의 ‘학습법’(Learning how to
learn) 지도가 학생들의 학습스킬 향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였는데 충분히 음미할 가치
가 있다. 학생의 학습스킬 향상이 ‘충분한 학습 경험’의 결과인가 아니면 ‘교사의 목적의식적 수
업활동’의 결과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현 상태의 개선을 위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교과통합적으로 또는 별도의 교육과
정을 통하여 학습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006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작성한 ‘미래교육 시나리오를 통한 유비쿼터스 교육 전망’에
서 제시한 미래에 기대되는 교육의 모습으로 수준별 맞춤형 학습, 협력학습, 실제적 학습, 학교,
가정, 지역사회 연계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없는 학습을 열거하고 있다.
이런 교육적 실천방식은 현재의 교육적 실천과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러닝교실’이 미래에 기대되는 교수학습실천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 이루어지
는 교육실천의 복사판에 불과한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 본다면 ‘유러닝교실’이 미래교육의 특징 일부를 구현하고 있으며 교수
자의 실천여부에 따라 보다 긍정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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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technology-enhanced classrooms on teaching
and learning practices

Lim, Byunro (Kyung Hee University)
Park, Innwoo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u-classroom’(a classroom enhanced by 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 on teaching and learning practices. Currently, ‘u-classroom’ projects are being done by MOE
and Provincial Educational Bureau, which purposes are to understand the future classroom and to develop
the prototype of technology-enhanced classroom environments. Up to now, many studies focus on the
satisfaction degree and academic achievement, but researchers hardly inquire the actual process of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classroom and what is really going on in this ‘adventurous’ classrooms. This study
compares the ‘u-classroom’ with traditional classrooms in terms of teaching practices, learning process,
classroom's social and psychological environment, and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The survey method
was used to collect data from students in six classrooms(3 u-classrooms, 3 traditional classrooms). The
T-test was used to identify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differences. The results show that the teaching
practices and learning processes of u-classroom were more constructivist than traditional classrooms, but
students' learning skills and SDL were not meaningful compared to those of the traditional classrooms. The
issues and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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