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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어떤 방식으로 교수- 학
습 및 상호작용 활용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가 지각하는 가상수업의
교육 효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가상수업에서 운영자의 역할은 무
엇이며, 운영자의 특정 행동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고
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방송대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들 중 국어국문학 강좌 “고전시가
강독”을 수강하는 15명을 대상으로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연구방법으로는 학습자
의 학습결과 프로파일 분석과 설문 조사, 심층 면접 등이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대인간 상호작용은 기대했던 것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교수
자의 적극적인 관심, 즉각적이면서도 시의적절한 피드백, 온라인 토론 운영전략, 물리
적.·심리적 지원 활동 등이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및 교육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가상수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교수자의 경우 멀티미디어 자료와 다양한
상호작용 도구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학습자의 경우 학습활동에의 능동적
인 참여 촉진,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 및 기능 향상, 교과목에 대
한 흥미 증진 등을 지적하였다.
향후 보다 효과적인 가상수업의 개발·운영을 위해서 1) 적절한 가상교육 플랫폼의
선정 및 활용, 2) 온라인 상호작용 증진전략 탐색, 3) 교수자 및 학습자 지원체제 구축,
4) 가상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도구 개발 등이 제안되었다.

Ⅰ. 연구 의 필 요성 및 목적

컴퓨터와 인터넷, 네트워크 체제 같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가상의 공간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 교수- 학습 활동 및 제반 학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상교육체제는 21세
기 정보화 사회, 평생교육 사회에 적합한 교육체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의 접근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고등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안적인 교육체제
로 인식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이미 교육체제의 재구조화를 통해 산업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등교육기관에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가상교육체제를 성공적으로 개발·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에 일반 대학, 원
격 대학, 각종 연구소 및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컴퓨터 통신망이 만들어내는 가상 공간에
서 교수- 학습활동이나 대인간 상호작용, 수업관리 및 평가 등 교육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운영되는 가상교육체제 구축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1998년도부터는 부울가
상대학, 열린 사이버 대학, 서울 사이버디자인 대학, 한국 가상캠퍼스 등과 같은 교육부 지
정 가상대학 프로그램 시범(실험) 운영 기관들의 가상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상교육 및 가상수업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형태
의 풍부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느 누
구와도 활발한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수업은 기존의 교육방식과
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교육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가상공간에서 학습내용과 관
련된 다양한 견해와 최신의 정보를 수시로 참조할 수 있다는 점,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
디오 등 풍부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학습환경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 웹채팅
이나 리얼 오디오, 화상강의와 같은 동시적 상호작용과, 전자게시판, 컴퓨터 컨퍼런싱 같은
비동시적 상호작용 도구들을 활용하여 강력하면서도 고도의 상호작용 활동을 가능케 한다는
점,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나 심지어 전 세계의 학습자들과 활발한 협력 학습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을 가능케 한다는 점 등은 가상수업의 교육적 장점으로 손꼽을 만하다(임정
훈, 1998). 이러한 장점들로 인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은 학습에의 다양한 참여 기회
를 제공해 줌으로써 기존의 일방향적 매체들을 활용한 원격교육보다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
한 흥미와 만족도를 높여주고 또한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는 등 수업의 질적 향상에 많은 기
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가상수업을 개발·운영하고 난
뒤 수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 예컨대 교수자 입장에서 본 가상수업의 의의라든가 프로그램
에 대한 만족도 및 학습자가 지각하는 가상수업의 교육효과 등의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그
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은 교수자 및 학습자에게 기존의 전통적인 교실수업
에서와는 다른 형태의 역할을 요구한다. 교수자의 경우, 전통적인 교실수업 현장에서는 직접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내용을 선정·조직·계열화하여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하였다. 반면에, 가상수업에서 교수자는 더 이상 교육내용 전수자가 될 수 없으며, 학습자들
의 학습활동을 보조하고 도와주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학습자의 경우도, 과
거의 수동적인 정보수용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비순차적이
면서도 비구조화된 다량의 정보원으로부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해 내고, 또한
다른 학습자들과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하는 능동적인 정보탐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컴퓨터 매개 통신 체제나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체제에서는 일반 교실수업에
서와는 달리 ‘운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수업에서는 통

신망의 운영자, 혹은 수업의 운영자 역할이 특히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는데, 운영자가 어떻
게 통신망을 관리·운영하느냐에 따라, 혹은 수업 운영자가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유형의 피드백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상호작용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
라 교육 효과도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가상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운영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몇몇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Kaye, 1990; 정인
성, 1994; 임정훈 외, 1997), 실제로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수업의 운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밝혀 보고자 한 연구는 찾아
보기 쉽지 않다.
이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수업 운영자가 교수- 학습과 관련하여 주로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지를 밝혀
보고 또한 교수자와 학습자가 지각하는 가상수업의 교육 효과 등을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가상수업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에서 교수자가 지각하는 가상수업에서의 교수자 역할과
가상수업의 교육적 의의 및 한계는 무엇이며, 교수자의 어떤 수행 행동이 교육 효과에 영향
을 미치는가?
둘째,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에서 학습자의 학습활동은 어떤 행동 특성을 나타내며, 학
습자가 지각하는 가상수업의 교육 효과는 무엇인가?
셋째,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에서 운영자의 역할은 무엇이며, 학습자들의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자의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Ⅱ. 이론 적 배경

1.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의 교육적 특징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에 의하여 구현된 가상의 공간 또는 사이
버 공간에서, 인터넷의 다양한 상호작용적 특성을 살려서 실제 교실수업에서 일어나는 상호
작용 활동 및 여러 가지 교수-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새로운 수업 형태이다. 가상수업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웹 상에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학습자료들을 탐색하며,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교수자와 다른 학습자들과 전자 메일(electronic m ail), 전자
게시판(electronic bulletin boards ), 컴퓨터 컨퍼런싱(com puter conferencing ), 실시간 웹 채
팅(w eb chatting ), 리얼 오디오(real audio), 화상회의시스템(video conferencing sys tem ) 등
을 활용하여 다양한 상호작용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은 구성주의적 학습원리들,
예컨대 능동적인 학습, 실제적인 학습, 상호작용적이면서 협동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매
체이므로, 이 같은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은 교수- 학습 활동에 있어서 기존의 수업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독특한 교육적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은 어떤 통신 수단보다도 많은 양의 최신정보를 빠른 시
간 내에 교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체제와 같이 외부 정보의 습득이 뒤지기 쉬운 사회
에 효과적인 정보 교류의 수단을 제공한다(Chung, 1991).
둘째,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은 기존의 일방향 매체들과는 달리 고도의 상호작용적 의
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준다(Rom is zow ski & Mas on, 1996). 가상수업에서 학습자들은 컴퓨
터 통신을 이용하여 다른 학습자나 교수자, 혹은 다른 전문가들과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고,
온라인 토론 등을 통해 창의적이면서도 활발한 상호작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교실수업 체제나 면대면 수업, 혹은
전화 통화에서와 같은 동시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비동시적 상호작
용을 가능하게 해 준다(Rom iszow s ki & Mas on, 1996). 이러한 특성은 종래의 학습과정과는
구별되는 형태의 상호작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다중 연결망을 통한 학습을 유도한다.
넷째,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은 고도의 동시적/ 비동시적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학습 체
제를 가능하게 해 준다(Harasim, 1989; Hiltz, 1990; Rom is zow ski & Mas on, 1996). 가상수
업에서 학습자들은 기존의 학습 형태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수많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협력 학습
을 통해 새로운 사고 방식이나 새로운 전략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관점을
수정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도 있게 된다.
다섯째,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은 독특한 사회심리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면대면 수업에서 어려운 긍정적 학습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정인성, 1993). 가상
수업에서 사용자들은 직접적 대면이 아닌 매개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사회·
경제적 배경, 성의 차이 등 외부 조건이나 사람들의 선입견 등에서 오는 사회심리적 부담
없이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 사람과 만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참여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은 다른 매체들의 활용보다 교육의 비용효과 면에
서 보다 경제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가상수업에서는 각종 전자도서관이나 학습자원센
터의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디지털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시설
구축 비용 없이도 기존의 전화선이나 통신 전용선 등 공중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대하고 유익한 정보를 값싸게 활용할 수 있어서 또한 경제적이다.
이밖에도 Chung(1991)과 Levin(1994) 등은 컴퓨터 매개 통신 같은 가상수업이 교육의 측
면에서 갖는 의의 및 주요 특성으로 기능적 학습환경의 제공, 문제해결능력의 신장, 자연스
러운 외국어 학습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이 갖고
있는 교육적 특성 및 잠재 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2. 가상수업에서의 상호작용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격교육에서
제한된 상호작용 기회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상호작용, 즉 쌍방
향 상호작용, 동시적/ 비동시적 상호작용, 그리고 고차적 수준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 준
다는 점이다. Bates (1995)는 열린 원격교육에서 상이한 테크놀로지들의 강점과 약점을 매체

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보면 컴퓨터 매개 통신에 기반한 가상수
업의 경우 학습자료와의 상호작용은 보통 정도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성은 특히 우수한 편으
로 지적하였다.
가상수업에서의 상호작용의 유형으로는 전자 메일이나 우편함, 게시판, 컴퓨터 컨퍼런싱
등을 통한 교수자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온라인 네트워크상에 제시된 학습내용 및 디지털
자료들과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온라인 토론, 대화방 dns udd, 게시판 등을 이용한 학
습자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상호작용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
의미를 학습자의 내적 사고과정으로 보거나 학습자의 특정 행동에 반응하는 시스템의 즉각
적, 역동적, 적응적 피드백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컴퓨터 매개 통신에 기반한
가상수업에서의 상호작용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Harasim, 1990; 정인성
외, 1994).
우선, 가상공간에서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서로의 사회적 지위, 용모, 연
령 등을 직접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면대면 상황에서 사회적
지위나 신분, 연령에 따라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기회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
도 가상공간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익명성을
이용하여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에 임하는 태도에서 진지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토한
상호작용의 내용이나 주제 자체가 한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가상수업에서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시판 등에서 이루
어지는 모든 상호작용의 내용들이 다른 학습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
럴 경우 교수자와 특정 학습자, 혹은 특정 학습자들간의 상호작용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
이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호작용의 내용이나 주제
가 일부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가상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은 시간상의 제약이나 공간상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다. 예컨대, 일상적인 면대면 상황에서의 의사소통과는 달리, 실시간에 원하는 상대방과 상
호작용을 할 수 있음을 경우에도 일정한 통신망 공간에 자신의 의견을 올려놓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확인한 뒤 피드백을 줄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이러한 비동시적 상호
작용의 특성은 가상 수업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다.
한편, 컴퓨터 매개 통신에 기반한 가상수업에서는 특별한 하드웨어 장비나 장치 없이도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내용을 저장, 편집할 수 있음은 물론, 원하는 경우에 그것을 영구히 보
존할 수도 있다. 면대면 상황이나 기타 전화 등을 통한 상호작용의 경우에는 내용을 따로
기록하지 않는 한 저장하거나 재사용하기 어려운 반면, 가상수업에서의 상호작용 내용은 자
동 기록되고 저장되며, 수정 및 보완을 하여 재사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가상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공개된 정보 교환과 상호작용의 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적절히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 왜냐
하면 가상수업의 운영자가 정보를 어떻게 조직하고 제공하는가, 혹은 학습자의 활동을 얼마
만큼 지원해 주는가, 그리고 학습자의 요구사항이나 제안들에 어느 정도 대응하는가 등에
의하여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의 빈도와 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가상수업에서의 교수자와 학습자 활동 및 운영자의 역할
전통적인 수업 현장은 주로 교수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교수자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내용을 선정 및 조직하며, 적절히 계열화하여 학습
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가
상수업의 경우에는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수업 형태가 바뀌게 되
어,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학습활동을 보조하고 도와주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
수자는 학습자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시의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학습의 방향을 안내해
주고, 정보의 바다 속에서 학습자가 원하는 정보를 바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보조해 주고 촉진시켜 주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경우, 과거 전통적인 교수- 학습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비순차적이면서도 비구조화된 다량의 정보원으
로부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해내고, 또한 다양한 상호작용 지원 도구들을 활용
하여 동료 학습자들과 의사교류를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 속
도를 스스로 조절하고, 학습의 분량도 결정하며, 학습의 내용과 계열 역시 자신이 스스로 선
택하는 자기조절학습(s elf- regulated learning)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가상수업에서 학습자
는 능동적인 정보처리자로서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보다 나은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가상수업 환경이 전자 우편이나 컴퓨터 컨퍼런싱, 게시판, 온라인 토론방 등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 환경과 도구를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학습자가 이러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학습자들이 능
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전자 우편으로 서신을 주고받고, 게시판에서 다른 사
람들의 관점이나 아이디어들을 읽고 해석하며, 컴퓨터 컨퍼런싱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적극
적으로 개진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해야만 그로부터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게 되어
교육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에서 운영자는 해당 강좌의 교수나 강사, 조
교, 혹은 시스템 관리자 등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운영자가 어떻게 통신망을 관리, 운
영하느냐에 따라 상호작용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교육 효과에도 많은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가상수업에서 운영자는 크게 기술적 지원과 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는 시
스템 운영자와 수업의 전체적인 관리와 학습자의 각종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코스 운영자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교수자가 코스 운영자의 역할을 함께 맡는 경우도 있
다. 특히 코스 운영자는 컴퓨터 통신을 통한 상호작용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용자의
의견이나 제공된 정보를 분류하고, 정리하며, 주제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이슈를
발의하기도 한다. 그리고 적절하지 못한 의견들을 골라내기도 하고 진행된 상호작용의 패턴
을 파악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Kaye, 1990).
정인성 등(1994)은 PC 통신을 활용한 컴퓨터 매개 통신 시스템에서 상호작용을 증진시키
기 위한 운영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운영자가 수행해야할 역할로 정보의 제공과 조직,
하위 메뉴의 정리와 적극적 관리, 컴퓨터 통신 활용 교육과 이용자 활용 지원, 이용 학습자
의 견해 수렴, 면대면 만남의 지원 등을 지적하였다. S arah 등(1996)은 원격 학습자들을 위
한 상호작용적 학습 환경으로서 ‘학습 정류장’이라는 컴퓨터 매개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문가 집단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학습 내용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학습 정류장’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조언자, 정보제공자, 학습 과정 분석·평가자,
튜터, 그리고 동기 유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만약에 시스템 자체가 이
러한 역할들을 모두 훌륭히 소화해 낼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시스템 운영자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여 수업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4. 가상수업의 교육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가상수업의 교육 효과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미국 뉴저지 공과대학의 ‘가상수업
(Virtual Classroom )'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대학에서는 1985년부터 1987년까지 3년간
다양한 강좌를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온라인으로 구성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상수업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학생들은 온라인 강좌를 통해 제공되는 컴퓨터 통신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습하였고 교수나 강사와 질의 및 응답을 하였으며, 온라인 학업상담
과 지도를 받을 수도 있었다. 또한 학생들과 교수, 강사가 함께 동일한 과제를 중심으로 컴
퓨터 통신의 주제 토론 기능을 활용하여 협동적 학습을 진행하였다.
‘가상수업’ 프로젝트의 평가를 위한 핵심적 질문은 첫째, “가상 수업이 교수 전달을 위하
여 활용 가능한 선택 조건인가? 즉, 가상 수업은 최소한 기존의 전통적인 면대면 수업에서
나타난 결과만큼의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는가?”였고 둘째, “이같이 새로운 교수- 학습 환
경 하에서 특별히 우수하다거나 특별히 빈약한 결과들은 어떤 변인들과 결합되어 있는가?”
였다. Hiltz(1990)에 의하면,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가상수업을 받은 학습자들이 교과의 특성
이나 학습자 특성에 따라 전통적인 교실수업에서의 학습자들보다 학습효과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에의 참여도가 점차 증진되었고, 컴퓨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었으며,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술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준이
높고 멀리 떨어져 사는 학생들에게 제공된 코스, 그리고 가상수업과 전통적 수업이 결함된
코스일수록 학생들은 가상수업이 학습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 또한, 이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통제력 정도, 태도, 선수학습, 물리적·환경적
특성, 코스의 특성, 전달체제의 유형 등이 가상수업에서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
인들이라는 점으로 발견되었다.
S iegel 등(1986)은 컴퓨터 매개 통신을 활용한 협력 학습이 의사소통의 효율성, 참여도, 대
인 행동, 집단 선택 등과 같은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컴퓨터 매개 통신 집단이 면대면 토론을 한집단보다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상호작용 활동을
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면대면 집단에서는 토론에 대한 참여도가 불평등하고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컴퓨터 통신을 활용한 집단에서는 토론에 균등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상수업에서 컴퓨터 컨퍼런싱을 활용한 두 개의 대학원 수업 코스를 질적인 방법
과 양적인 방법 모두를 사용하여 분석한 Harasim (1987)은 학생들이 컴퓨터 통신 시스템이
라는 매체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밝혀냈다. 즉, 학습
자들은 코스 자체가 요구하는 것보다 온라인 수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온라인
매체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들을 컴퓨터 컨퍼런싱의
유용성으로서 상호작용의 증가, 집단에 대한 접근의 증가, 민주적인 환경, 접근의 편의성, 교
수 과정에 대한 자신의 통제감 인식, 참여에 대한 동기 유발 등을 들었으며, 비유용성으로는
정보의 과부하에 대한 느낌, 지연된 반응을 야기하는 매체의 비동시성, 온라인 토론 기술 부
족에 따른 어려움, 불편한 접근의 증가,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악영향에 대한 두려움
등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에 비추어 볼 때, 가상수업은 비록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 학
습자들에게 컴퓨터 통신이나 교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해 주고 상호작용에
의 참여도를 높여주며, 또한 학업성취와 컴퓨터 및 컴퓨터 통신에 대한 기술의 향상, 문제해
결 능력 신장,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집단의식 향상 등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 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운영 교과목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방송대학교 국어 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15명이었다. 연구 초
기에는, 수강생이 많을 경우 교수자가 학생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상호작용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5명 정도로 수강생을 한정하고자 하였
다. 그런데 수업 초기에 많은 학생들의 호응으로 50명이 넘는 학습자들이 수강신청을 하였
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강 포기자들이 늘어나 최종적으로 15명만이 본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을 수료하였기에, 이들을 최종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15명 중 서울에 소재하는
학습자는 5명이었고, 광주·전남이 4명, 경기가 2명, 충북이 2명, 그리고 경남과 전북은 각각
1명이었다.
가상수업 운영을 위한 교과목은 국어국문학과의 전공 교과목인 ‘고전시가강독’이었다. 본
교과를 담당한 교수자는 그동안 방송대에서 PC 통신으로 해당 과목과 관련된 많은 보충학
습 정보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PC 통신을 통해 학생들과 상호작용한 경험을 갖고 있었
으며,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사전 경험도 풍부하였다. 고전시가강독 강좌는 텍스트와
함께 관련 이미지 자료 제공을 통한 연계 학습이 용이하고, 전자도서관이나 각종 학습자원
센터와의 하이퍼링크를 통한 확산적 학습활동이 수월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방
송대의 학점 인정 제도의 특성상 중간고사 과제물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등도 가상수업 교
과목으로의 선정에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2. 연구 방법
본 가상수업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교수- 학습
과정에서 일어난 상호작용 빈도, 참여도, 학습진척 상황에 대한 학습결과 프로파일 분석, 학
습자의 태도나 학습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 운영자를 대상으
로 가상수업에서 수행한 교수- 학습 활동과 상호작용 활동 내용 및 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 등이 사용되었다. 인터뷰의 경우, 서울 시내에 소재한 학
습자들의 경우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지방에 소재한 학습자들을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3. 가상수업 운영 도구

1) 가상교육 플랫폼
본 연구에서 가상수업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가상교육 플랫폼은 삼성 S DS 의
‘가상학교 저작지원 시스템’이었다. ‘가상학교 저작지원 시스템’은 교수자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웹 기반 수업 시 교수자가 편리하게 교안이나 문제, 목차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며, 학생들의 리포트 채점 및 관리 등 교수활동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다. 학습자 측면에서도 자신의 학습 과정이나 진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고 보고서나 편지 송수신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검색 엔진을 통해
학습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인터넷 정보 D/ B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다양한 기
능은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에서 상호작용 활동을 촉진시켜 주며, 따라서 학습 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운영자 모드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 가상수업 관
리 등 학사관리의 편의성도 도모하고 있다.

2) 가상수업용 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의 가상수업용 교육 프로그램은 ‘가상학교 저작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웹 코스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1997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운영되었다. 학습자들은 2
학기 개강 후 9월 초 수강신청을 통하여 본 가상수업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2월 말 2학기
종강과 함께 가상수업을 종료하였다.
가상수업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시, 강의자료나 학습자료는 직접 강의 담당 교수가 시스
템에서 지원하는 저작기능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가상학교 저작지원 시스템’에서는 코스
저작을 지원할 수 있는 교재 작성, 문제 작성, 목차 작성 템플레이트를 갖추고 있어서,
HT ML 문서 작성이나 JAVA 프로그래밍 등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도 교수자가 비교적
손쉽게 교재를 작성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수강신청 승인을 받아 본 가상수업에 들어오면, 우선 가상수업을 담당하는 교수가 소개되
고, 학습자들은 우측 하단에 제시되어 있는 네비게이션 버튼 중 ‘진행’버튼을 눌러 본격적인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수업의 진행은 학습자들이 네비게이션 버튼을 활용하거나 팝업 메뉴 형태의 목차를 불러
내어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수자나 학습자는 필요
에 따라 우측에 위치한 검색, Q/ A , 게시판, 편지, 보고서, 용어집, 토론실, 학습진도관리 등
의 구성요소들을 활용하여 교수- 학습 활동을 수행하였다. 교수자의 경우 주로 Q/ A나 편지,
전자 우편,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교수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학습자의 경우 네비게이션 버
튼, 목차메뉴, 용어집, 검색엔진 등 사용하여 학습활동을 수행하고, Q/ A와 편지, 전자 우편,
게시판, 토론실, 보고서 기능을 사용하여 교수자나 다른 학습자들과 상호작용 활동을 수행하
였다.
한편, 본 가상수업에서 코스 운영자는 학습자들이 수업 활동 전 수강신청과 관련된 문제나
수업 진행 과정 중 수업 운영 부분과 관련하여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했을 때 즉
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답변을 제시해 주는 활동, 전체 학습자들에게 공지해야 할 사항을 게
시판에 제공하는 활동, 수업진행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는 활동,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여
인터넷 접속이 잘 되지 않을 때 상황에 대하여 안내해 주는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본
수업 진행 과정 중 국어국문학과 졸업생으로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이 인터넷 검색
중 본 수업 사이트를 발견하여 적극적인 수업 참여 의지를 밝힘으로써 수업 활동에 참여를
허용하였는데, 이것은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열

린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보여 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가상수업에서의 교수자 활동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에서의 교수자 활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수자가 자신이 실제
로 수행한 활동에 대하여 반추해 보았을 때 스스로 지각하는 교수자 역할은 무엇인지, 학습
자들과는 어떤 상호작용 활동을 수행하며 상호작용의 어떤 요인들이 가상수업에 영향을 미
치는지, 그리고 교수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상수업의 의의와 한계점은 어떤 것인지 등 크
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가상수업에서의 교수자 역할
가상수업에서 교수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수업 중 교수자가 수행
한 일은 어떤 것들이었고, 수업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교수자가 수행해야 할 주요 활동은 어
떤 것들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은 교수자가 밝힌 본 가상수업에서의 주요 교수자
활동 내용들이다.

◈ 준비 과정 : 교재 연구, 강의 교안 작성, 각종 기자재를 활용한 이미지 자료 개발,
가상교육 플랫폼 사용법 학습, 조교 훈련
◈ 진행 과정 : 편지, 토론실, 게시판 기능 등을 활용한 학습자와의 온라인 대화, 질의
사항에 대한 응답, 학습 진도 관리, 리포트 제시 및 제출 여부 확인,
전자 우편을 활용한 피드백, 지속적인 강의 내용 수정 및 보완
◈ 평가 과정 : 리포트 제출 여부 확인 및 채점, 토론실 안전 발의 사항 확인 및 토론
내용의 질 점검, 질의 사항 게시 여부 확인, 로그인 접속 정보 및 학
습진도 내용 확인

위의 교수자 활동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에서 교수자는 끊임없
이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학습자와 상호작용 활동을 수행하며,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
하여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수자와의 인터뷰에서 교수자는 전통적인
교실 수업과 달리 가상수업은 하루도 빠짐 없이 학습자들의 학습상황을 체크해야 하고 문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다고 강조하였다. 사실, 본 수업에는 최종 참여자가 약 15명 정도였기 때문에 교수자가 일일
이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지만, 예컨대 학습자가 30명 이상이 되면 교
수자가 개별 학습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수업과
정을 교수자가 관리하기 보다는, 학생수에 비례한 일정한 수의 온라인 튜터를 두어 많은 부
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상수업에서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와 학습활동을 촉진시켜 준 교수자의 활동으로
서 교수자는 끊임없는 자료 보충과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 지속적인 자극 제공, 학생에게

교수자의 신뢰도를 높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예컨대 개별적인 면담이나 편지쓰기,
질의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 제공 등이었다고 지적하였다. 가상수업은 강제성이 부과되
지 않고 각자 편한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수업활동을 수행하므로 학습자들의 수업 참
여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학습활동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학습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학습활동에
대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활동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활동을 수행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교수
자는 상호작용 활동 수단으로서 질의/ 응답, 토론방 운영, 편지 보내기, 보고서함 활용, 전자
우편, 게시판 순으로 자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수자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에
서 학습자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이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와 학습에
대한 흥미 유발·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질문이 제기되었을 때 가급적이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시해 주고자 한 점입니다. 과거에 PC 통신을 통해서 보충
학습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때의 경험이나 지역 학습관에서의 출석 수업 등
에서 학습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교수자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야말로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높여줄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의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여 질의/ 응답란이나 게시판, 전자
우편을 확인해 봐야지요. 저로서도 때로는 상당히 번거롭고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았
지만, 가능하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해 주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교수자가 적극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상호작용 활동에의 참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
하고, 전체적으로는 기대한 만큼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학습자들의 컴퓨터 조작 능력이 그리 높
지 않았다는 점, 아직 많은 학습자들이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에서의 학습을 단순히 웹
상에 올려져 있는 교재 내용을 통해서만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 가상공간에
서 교수자와 상호작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열린 태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 대부분의 학
습자들이 토론 문화에 그리 익숙하지 않다는 점, 모뎀과 전화선을 이용한 접속으로 인해 속
도와 비용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속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토론방에서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전개되지 못한 이유로는 교수자가 적절한 토론운
영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수업에서 교수자는 각 단원마다 학
습자들이 토론할 만한 주제 중심으로 토론방을 개설하여 놓고 학습자들의 토론 활동을 유도
하였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리더가 존재하지 않고 자유토론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토론
이 어떤 일정한 방향을 갖고 전개되지 않거나 혹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주로 개별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의 토론을 계획할 때에는 교수자가 토론 주제를 목표 지향
형 주제와 의견 주제형 주제로 나누어 제시한 뒤 목표 지향형 주제에는 교수자 자신도 참여
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의 방향을 유도해 준다든지, 토론 활동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가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한다든지, 혹은 우선 소집단으로 토론팀을

구성해서 토론을 하고 난 뒤 다시 대집단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토론운영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활동을 더욱 촉진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3) 교수적 측면에서의 가상수업의 의의와 한계
교수적 측면에서의 가상수업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교수자는 교안 구성의 효과성 면에
서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활용하여 학습자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나 기존 일방향 매체들
과는 달리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상호작용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
가했으나, 수업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는 교수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 특히, 전통적인 교실수업 방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상수업이 약 세 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운영한 가상수업은 향후
한국방송대학교의 가상교육체제 개발·운영을 위한 시범적인 연구의 성격이 짙었기 때문에
인터넷 학습용 교안 개발을 위한 연구비나 자료제작 장비 지원, 행정적 협조 사항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수업관리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효과적인
가상 수업 개발·운영을 위해서는 가상수업 담당 교수자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
이 절실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자는 교재 구성에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나 기존의 원격교육에서의 일방향적인 수업과 달리 쌍방향적인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게시판, 편지, 토론방, 보고서함 등과 같은 수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활용
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매우 의의 있는 것처럼 하나의 가상수
업이 아닌 여러 과목을 동시에 운영할 때에는 ‘가상교육 플랫폼’의 활용을 통한 교재 개발
및 운영 방식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2. 가상수업에서의 학습자 활동
가상수업에서의 학습자 활동에 대해서는 본 과정을 끝까지 수료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점들을 학습진행 과정 전반, 교수자 및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활동, 프로그램 사용의 편의성, 학습자가 지각하는 가상수업의 교육 효
과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습 진행 과정 전반
학습의 진행 과정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학습자들은 본 가상수업이 전통적인 수업방식에
비해서 시간과 노력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학습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하여 전반적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학습자들이 가상수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접속한다든가, 비싼 통신 요금을 물어야 한다든가, 따로 시간을
내어 자료를 검색하거나 토론에 참여한다든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든가 하는 활동
은 기존의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학습에 대
하여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상교육 플랫폼의 사용
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학습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상수업의 운영 이전에 학습자들을 대상
으로 충분한 사전 연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습 분량과 학습내용 제시 방식에 대해서도 몇몇 학습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학습내용을 주별로 나누어 각각의 주에 학습할 적절한 분량을 제시하지 않고 장,
절, 항 등으로 구분하여 전체 내용을 개발한 다음 일반 인쇄 자료의 목차처럼 일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학습자가 자신이 원하는 학습내용을 마음대로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몇 주째에 어떤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효율
적으로 시간을 관리해 가며 학습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반응
은 추후 가상수업을 개발·운영할 때에는 반드시 주별 학습분량을 적절히 조절하되, 학습자
의 특성이나 강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내용을 제시하거나 주별로 나누어서 제시
하는 등의 제시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2) 교수자 및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활동
주지하다시피 가상수업의 장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상호작용 활동이 가능하다
는 점이지만, 본 연구에선 학습자들은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전자 우편, 편지기능, 질의/ 응답 기능, 게시판 기능, 토론방 기능
등을 활용하여 교수자나 혹은 동료 학습자들과 상호작용 활동을 수행하였다. 질의/ 응답 기
능은 학습자가 특정의 학습내용에 대하여 교수자에게 질의를 하면 교수자가 질의 사항을 확
인하는 즉시 답변을 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자신의 궁금한 점을 즉각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학습자들이 이 기능을 사용하였다.
온라인 토론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큰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의 장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언제 어디서
든지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과 비동시적인 상호작용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교수자에 의하여 여러 주제에 대한 토론방이 개설되었으나 토론 활동에 참여한 학습자는 소
수에 그쳤다. 학습자들의 반응에 따르면, 토론 문화에 익숙해 있지 않다는 점, 사전에 다른
학습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누구와 어떤 토론을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는 점, 토론
주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토론 방법 자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 등이 토론
참여의 저해 요소들이었다.
“사실, 토론방에서 교수님이나 다른 학습자들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이 생각했
던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출석 수업에서도 교수님께 질문하는 경우
가 거의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토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도 하
고요. 더군다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보니,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토론을 전개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구요.
그래서 토론에 대한 친절한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 학습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앞에서 ‘교수자의 상호작용 활동’ 부분에서 지적한 바와 같
이 가상수업에서 토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토론 운용 전략의 도입이 필요함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 예컨대 사전에 공개 게시판에 토론 방법과 예시를 알려준다든가, ‘자기
소개’와 같이 개인 신상 정보 연람 코너를 만들어 이 수업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든가, 교수자가 토론 과정에 적극 참여하
여 토론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자신의 의사도 적극 개진한다든가, 사전에 학습자들을 몇 개
의 그룹으로 편성하여 그룹간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학습과제로

협동 학습을 통하여서만 산출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한다든가 하는 방법 등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만족도
학습자들의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글자 간격이 너무 조밀한 점, 화면의 한 페이지 분량이 지나치게
긴 점, 네비게이션 버튼의 활용방법이 애매하다는 점, 목차가 계열적으로 설계된 점, 본 학
습 영역과 토론방이나 게시판 등 다른 부수적인 학습 영역과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추후 가상수업을 설계하거나 개발할 경우에는 전자 텍스트
의 읽기 용이성(readability)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네비게이션 버튼의 용도를 명확히 알
려 주어야 하며, 목차 설계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텍스트간의 수월한 이동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텍스트와 의미적으로 서로 관련된 그래픽이 제시되어 내용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거나, 검색이나 용어집 같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
이 제시된 점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4) 학습자가 지각하는 가상수업의 교육 효과
학습자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상수업의 교육적 의의로서, 많은 학습자들은 가상수업을 통
해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해 보다 많이 알게 되었고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는 점, 기존의 강의 중심의 일방향적 수업방식에서 수시로 질문을 제기하거나 토론에 참여
할 수 있는 등 쌍방향적 원격교육이 가능하였다는 점, 교수자나 동료 학습자에게 보다 친근
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새로운 수업방식을 경험함으로써 비교적 흥미 없
는 과목이라고 알려진 고전시가강독이라는 과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가상수업을 통해 학습의
주체가 교수자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 점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불만스러웠던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가상수업 자체에 대
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학습자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원격 교육 방법이나 출
석수업, 원격 영상강의 수업 등보다는 가상수업이 훨씬 더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였다고 하
였으며, 가상수업 방식으로 운영된 덕분에 고전시가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
다고 하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앞으로 방송대에서 본 연구와
같은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이 개설된다면 또 다시 수강 신청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3. 가상수업에서의 운영자 활동
일반적으로 원격교육기관에서 컴퓨터 통신망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해당강좌의 교수나 강
사, 조교, 또는

튜터 등이 담당하며, 이들은 컴퓨터 통신을 통한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여러 개의 과목을 동시에 관리하고 운영할 때에는 운영자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지만, 과목일 경우에는 운영자가 수행하는 활동과 교수자의 활동이 상당 부분 겹
치게 된다. 본 가상수업의 경우에도 코스 운영과 관련된 부분 중 일부는 교수자가 맡아서

수행하였다. 말하자면, 교수자가 교수의 기능과 운영자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코스 운영자는 수업체제 개발 초기에 학교 설정이나 관리과목 관리, 수강신청 및
접수 등에 대한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며, 수업활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운영과 관련하여 전체
학생들에게 알려야 할 공지사항을 게시하거나 학습 내용 이외의 학사 관리와 관련된 질의사
항에 응답해 주는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운영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가상수업을 개발·운영하기 위해서는 코
스 운영자 외에 반드시 시스템 운영자를 다로 두어 통신망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가상수업의 경우에서도, 수업 운영 도중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수업이 며칠간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만약 시스템 운영자가 따로 본 수업을 위한 시스템을 수시로
감시·점검하고 있었다면 이 정도 문제는 즉각 해결이 되었겠으나, 신속히 통신망이 복구되
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가상수업체제를 개발·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스템 운영자를 따로 두어 돌발적인 시스템 장애 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만
보다 원만한 수업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코스 운영자의 역할 중 강조할 만한 또 다른 점은, 학습자들과 일상적이면서도 개별
적인 상호작용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가상수업에서의 대인간 상호작용 활동은 주로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
습자들이 개인적으로 수업 이외의 기타 관심 사항이나 다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
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스 운영자가 전자 우편이나 편지
보내기 기능을 활용하여 개인의 일상 생활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학습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
에 대한 해결 방법을 친절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코스 운영자는 학습자들의 학습진척 상황을 주마다
점검하여 수업에의 참여가 부진한 학습자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화 면담을 통해 참여
를 독려하는데, 자율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가상수업의 경우에는 운영자의 이러
한 역할도 수업 참여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 효과적 인 가상 수업의 개발 및 운 영을 위 한 제 언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은 향후 정보통신공학의 지속적 발달과 함께 중요한 교육방식
중 하나로서 보다 다양화되고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가상수업을 개발·운영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요인
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또한 실제 운영 단계에서도 교수- 학습 활동과 상호
작용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 보다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가상수업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
들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적절한 가상교육 플랫폼의 선정 및 활용

가상교육 플랫폼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수업 코스를 설계하고 개발하며, 가상
공간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수업활동과 학사 및 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
는 통합적인 가상교육 전용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상수업을 위해서는 그 가상
수업 코스 자체만을 위한 가상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야 하며, 그 안에서 학습내용 습득 및
각종 교수- 학습 활동, 관련자료 검색, 학사 관리 및 평가 관리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가상수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가상교육 플랫폼
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상수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의 특성이나 목적
에 따라 적절한 플랫폼을 선정·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경우에 따라 직접 개발하
여 활용할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 초기 개발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가상교육을 위한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주요 특성은, 교안 작성이나 학
습자료 개발과 같은 저작 기능은 물론이고 가상수업의 교수나 운영자를 위하여 가상공간에
서의 교수- 학습 활동 및 운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추가 기능 - 예컨대 실
시간 상호작용 기능, 학습자료 저장 및 활용 기능, 노트 테이킹 기능, 코스 관리 및 평가 기
능 등 - 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첨단 정보통신공학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교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을 구성하거나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
므로 교수활동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능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의 수업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 활동을 지원해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의 수업 진행 과정을 점
검하고 평가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유용한 평가·관리 기능이 추가되면 보다 수월하게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수업과는 달리 인터넷을 활
용한 전자텍스트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중요 내용을 메모하거나 학습자료를 따로 저장
하여 두었다가 출력하여 학습하는 등의 부가기능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코스 관
리자나 운영자의 입자에서는, 한 두 개의 코스를 운영하거나 학습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것
이 아니라 여러 개의 코스를 관리·운영·점검하게 되므로, 모든 코스의 관리·운영 및 평
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 기능이 제공되는 플랫폼이 훨씬 더 유용할 것이다.

2. 온라인 상호작용 증진전략 탐색
가상수업의 핵심적인 특성 중의 하나는 바로 교수자와 학습자, 혹은 학습자와 학습자간에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로 가상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활동이 그
리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상수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의미 있는
학습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온라인 상에서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활동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전략들이 탐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가상수업에서의 일련의 활동들을 교육의 과정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
다. 즉, 학습자들의 로그인 정보, 상호작용 빈도, 게시판 활용 정도, 토론에서 발의한 안건
개수 및 질의 개수, 전자 우편 활용 정도 등 다양한 수업 활동들을 평가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가상수업의 결과를 기존의 교실 수업과 마찬가지로 리
포트나 시험 성적 정도로만 평가할 경우, 가상공간에서의 상호작용 활동의 증진은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 인터넷을 활용한 컴퓨터 매개 통신 체제는 상호작용을 위한 강력한 도구를 제
공해 주긴 하지만, 이러한 체제의 사용이 상호작용 그 자체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Romiszow s ki와 Mason(1996)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밖에 체계적이고도 시의 적절한 피드백의 사용, 다양한 토론운영 전략 활용, 과제해결
방식의 다양화, 협력 학습의 유도 등도 상호작용의 증진을 위한 방안들로서 고려될 만한 교
수설계요소들이다.

3. 교수자 및 학습자 지원 체제 구축
가상수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상수업의 개발을 위해 학습내용 텍스트, 각종 그래픽·이미지 자료, 동
화상이나 음성 자료 등이 필요한데, 가상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자가 이러한 모든 자료들을
직접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교수자가 가상수
업 프로그램을 보다 수월하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료제작
지원이나 수업의 운영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연수 및 상담, 시스템관리 및 운영 지원과
같은 지원체제가 적절히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 지원체제의 구축은 더욱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기업체 사원을 대상으로 하
여 가상수업의 성공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인을 탐색한 최근의 한 연구(정인성 외, 1997)
에 의하면, 가상수업의 성패를 좌우한 변인은 다름 아닌 ' 물리적인 지원' 이었다. 즉, 시스템
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필요한지, 가상수업에 어떻게 접근해
야 하는지, 가상공간을 항해하다가 기술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관리자나 운영자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도움을 주는가 하는 것이
가상수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대학 신입생들에게부터 ‘컴퓨터와 정보통신’ 같은 필수 교양강좌를 듣게 한다든지, 특정
통신망 이용을 권장하고 그 통신망 사용료를 학교측에서 일부 부담해 준다든지, 무료 인터
넷 교육 강좌를 상설로 개설한다든지, 가상수업에 대한 상설 학생 상담 코너를 개설하여 질
의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을 방문 지원해 준다든
지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가상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4. 가상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도구 개발

최근 가상교육 분야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 한 가지는, 가상수업의 결과에 대한 질을 평
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즉, ‘가상수업 방식은 기존의 전통적
인 교실수업 방식보다 질적으로 더 나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누구
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근래 들어서 많은 고
등교육 기관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가상수업에서의 학업성취
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보다 효과적인 가상수업과 그렇지 않은 가상수업의 질적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가상수업에서의 효과적인 교수설계전략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습자들은 가상수업에서 어떤 유형의 교수- 학습 활동을 선호하고 만족을 나타내는지 등과
같은 가상수업 결과의 평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가상수업 결과의 평가는 크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과정 및 학습결과 평가와, 교
수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상교육 프로그램 평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정인
성 외, 1998). 학습자의 학습과정의 평가를 위해서 가상수업 중에 진행된 대인간의 상호작용
참여도나 수준, 질 등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될 경우, 교수자나 온라인 조교는
이러한 도구의 활용을 통해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참여 수준을 파악한 뒤 개별 학습자에 따
라 적절한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결과의 평가
를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형성평가나 간략한 퀴즈를 통한 테스트, 또는 상호작용의 양이
나 수준 등을 평가의 요소로 포함시킨 평가도구, 학습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확인
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평가 도구에는 가상수업으로 인한 교육
적 부가 효과, 이를테면 인터넷 정보 활용 및 검색 능력, 컴퓨터와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습득, 토론 능력 향상 등과 같은 부수적 효과까지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수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수업 프로그램 운영 결과 평가를 위해서는 프
로그램 운영 결과 전자우편, 전자 게시판, 컴퓨터 컨퍼런싱, 온라인 토론 등을 활용한 상호
작용 증진 전략은 성과가 있었는지, 학습내용 및 과제에 대한 피드백은 효과가 있었는지, 학
습집단 조직 및 운영은 원만히 이루어졌는지, 교수자와 관리자가 지각하는 코스 만족도는
어떠한지, 프로그램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
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활용되어야만 가상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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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설 문 및 인터뷰 문항>

- 학습자용 -

1. 학습 자 의 개 인적 특 성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 성별, 연령, 방송대 재학 기간
2) 컴퓨터 활용 능력(컴퓨터에 관한 자신의 수준- 초급/ 중급/ 고급)
3) PC 통신 활용 경험 정도/ 수준(초급/ 중급/ 고급) (PC 통신 사용기간)
4) 인터넷 사용 정도/ 수준(초급/ 중급/ 고급) (인터넷 사용 기간)
5) 컴퓨터/ PC 통신 활용 양태
① 하루 PC 사용 시간(1시간/ 2～3/ 3～4/ 4시간 이상)
② P C 주요 사용 장소(집/ 회사/ 지역학습관/ 기타)
③ P C 사용 목적(워드/ 통신/ 학습/ 인터넷/ 그래픽/ 오락)
④ P C 통신 사용 정도(매일/ 일주일 기준 몇 회)
⑤ P C 통신 사용 목적(채팅/ 정보 열람/ 전자우편/ 방송대 보충학습/ 인터넷 사용)
2. 교수 - 학 습 과 정
1) 가상수업 내용은 기존 교과서와 방송강의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까?
2) 제시된 학습 분량은 한 학기 수업을 위해 적당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3) 제시된 학습 내용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4) 예시된 연습 문제는 학습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5) ‘Q & A' 는 학습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6) ' 게시판‘에 게시된 자료들은 수업의 진행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7) 토론방에 제시된 주제는 참여하기에 수월하였습니까?
8) 제시된 ‘용어 해설’은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3. 상호 작 용
1) 교수자나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Q & A

② 보고서

③ 토론방

④ 전자우편

⑤ 편지

⑥ 게시판

⑦ 기타

2) 상호작용을 위한 아래의 요소들은 총 몇 번이나 사용하셨습니까?
① Q & A

② 보고서

③ 토론방

④ 전자우편

⑤ 편지

⑥ 게시판

3) 교수자나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하기에 수월하도록 시스템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교수자에게 의문 나는 사항을 질문하기가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운영자에게 의문 나는 사항을 질문하기가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교수자/ 운영자에게 한 질문은 빠르게 응답되었습니까?
7) 학습내용을 탐색하는 것 외에, 교수자에게 질의를 하거나 게시판, 토론방 등 상호작용
활동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였습니까?
8) 아래의 요소들 각각이 교수자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잇점과
제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Q & A

② 보고서

③ 토론방

④ 전자우편

⑤ 편지

⑥ 게시판

9) 만약 이번 시범 수업에서 상호작용 활동에 별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참여하
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0) 수업 과정 중, 상호작용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거나 더 소극적으로 하는데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보다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프로 그 램 사 용의 편 의 성 및 만 족 도
1) 가상수업용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기 쉽도록 구성되었습니까?
2)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의 양이 적절합니까?
3) 프로그램 상에 제시된 그래픽 아이콘이나 버튼들은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알
기 쉽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까?
4) 필요할 때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까?
5) 전체 프로그램 상에서 자신의 학습경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
까?
6) 한 화면에 제시되는 정보의 양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7) 전체 프로그램이 화면 구성이나 내용 면에서 일관성 있도록 구성되었습니까?
8) 텍스트와 그래픽, 각 아이콘 등의 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9) 본문 내용을 구성하는 글자 크기는 읽기에 적당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0)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은 읽기에 적당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1) 그래픽은 본문 내용과 의미상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5. 학습 자 가 지 각하 는 가 상 수업 의 교 육 효과
1) 학습 효과에 대한 인식
①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은 집에서도 가능한 수업방식이므로 평생교육의 실현 차원
에서 매우 유익한 수업방법이다.
②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을 하다 보면 컴퓨터를 보다 친숙하게 다룰 수 있다.
③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을 하다 보면 인터넷에 대하여 좀 더 많이 알 수 있다.
④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을 통해서 기존의 수업방식보다 교수자나 다른 학습자와
더욱 많은 상호작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⑤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은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들과 새로운 인간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준다.
⑥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은 정보화 마인드를 기르고 컴퓨터 통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 준다.
2) 학습에 대한 흥미/ 만족도

① 가상수업 방식을 활용한 ' 고전시가강독' 은 그 내용이 흥미로웠다.
② 전반적으로 가상수업에 대하여 만족한다.
③ 가상수업용 ‘고전시가강독’ 강좌가 내년에도 개설된다면 후배들에게 이 과목의 수강
을 권하고 싶다.
④ 이번 학기가 끝난 뒤에도 시간이 나면 미처 해 보지 못한 영역을 중심으로 ‘고전시
가강독’ 학습을 계속 해 보고 싶다.
⑤ 앞으로 방송대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 강좌를 개설하면 또 수강하고 싶다.
6. 기타 질 의 사항
1) 이번 가상수업을 수강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번 가상수업을 수강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3) 앞으로 방송대에서 가상수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이번 가상수업을 수강하고 난 뒤의 소감(느낀 점)을 종합적으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
시오.

- 교수자용 -

1. 교수 자 가 지 각하 는 가 상 수업 에 서 의 교수 자 역 할
1) 이번 가상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수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① 수업 준비 과정에서 :
② 수업 진행 과정에서 :
③ 수업 평가 과정에서 :
2) 이번 가상수업에서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와 학습활동을 촉진시켜 준 교수자의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가상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교수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2. 교수 설 계 와 관련 된 요 소
1) 이번 ‘고전시가강독’ 강좌를 가상수업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적합하였다고 생각되면 어떤 점에서 적합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
면 어떤 점에서 부적합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2) 만약에 다시 가상수업 코스를 개설하신다면, 어떤 코스를 개설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왜 그 코스를 개설하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 이번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교과목이라야 가상
수업용 코스로 개발하기 적합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4) ‘고전시가강독’을 가상수업으로 교수설계를 하실 때 가장 역점을 두고 구현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5) ‘고전시가강독’을 재택수업용으로 교수설계를 하실 때 제약 요소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
이었습니까?
6) 교수자가 의도하는 대로 원만하게 교수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저작지원
시스템이 갖추고 있어야 할 주요 특성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 학습 자 와 의 상호 작 용
1)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신 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Q & A

② 보고서

③ 토론방

④ 전자 우편

⑤ 편지 보내기

⑥ 게시판

⑦ 기타(전화 응답)
2) 학습자들의 질의 사항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교수자의 피드백 제공
시기에 따라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나 학습에 대한 관심도가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
까?
3) 학습자의 질의 사항에 대한 응답이나 과제 처리에 드는 시간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아래의 요소들 각각이 교수자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잇점과
제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Q & A

② H고서

③ 토론방

⑤ 전자 우편

⑦ 편지 보내기

⑧ 게시판

5) 만약 이번 가상수업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처럼 교수자와
학습자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한 제약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6) 일반적인 가상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보다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교수 적 측 면 에서 의 의 의
1) 이번 가상수업이 교수적 측면에서 기존의 다른 수업 유형들과 달리 가질 수 있는 특성
이나 유용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안 구성의 효과성 및 효율성 면에서 :
② 강의 진행의 수월성 면에서 :
③ 상호작용의 다양성 면에서 :
④ 수업 운영 및 관리의 편의성 면에서 :
⑤ 강의 준비의 수월성 면에서 :
2)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 방식과 일반 방송수업 방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수업
방식이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 가상수업 운영 결과, 교수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다른 수업 방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적어주십시오.
5. 기타 질 의 사항
1) 교수자가 생각하시기에, 가상수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2) 이번 가상수업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3) 이번 가상수업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유용했다고 생각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4) 앞으로 방송대학이 가상수업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려면 어떤 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가상수업을 준비하려는 교수에게 학교에서 반드시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
떤 것들이 있습니까?

- 운영자용 -

1. 가상수업에서 운영자는 어떤 역학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이번 가상수업을 운영하면서 수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① 수업 준비 과정에서 :
② 수업 진행 과정에서 :
③ 수업 평가 과정에서 :
3. 수업 중 학습자들이 운영자에게 물어 온 질문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4. 학습자들의 질문에는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운영자의 피드백 제공 방
식이나 시기에 따라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나 학습활동이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5. 이번 가상수업에서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와 학습활동을 촉진시켜 준 운영자의 활동은 무
엇이었습니까?
6. 이번 가상수업의 운영 결과, 가상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운영자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
한 일은 무엇이라고 느끼셨습니까?
7. 운영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향후 가상수업에서 교수- 학습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체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Abs tract>

A s tudy on teaching - learning activ ities
and educational effec ts in v irtual
clas s room

Junghoon Leem

T he purpose of this study w as to inves tigate teaching- learning activities, interaction
betw een instructor and students, the role of course manag er, and educational effects in
v irtual clas sroom using internet. Virtual education is a new educational system that

adopt computer and telecom munication technologies to org anize, develop, m anag e, and
adm inister

learning.

asynchronously by

T he
us ing

instructor

and

s tudents

com puter conferencing

can

interact

synchronous ly

or

system , rear audio, w eb chatting ,

electronic m ail, bulletin board, on- line dis cus sing lists, and can im plement various types
of teaching & learning activities in cyber s pace.
In the virtual clas sroom of this s tudy, the ins tructor im plem ented teaching activities
s uch as org anizing learning contents, prov iding ' just- in- tim e'

feedback to learners,

interacting w ith learners , m onitoring learning proces s, and ev aluating learning outcom es.
In case of s tudents, they performed learning activ ities s uch as reading the electronic
m aterial, and nav ig ating hyperspace to find data that they w ant, discussing w ith
ins tructor or other students , and subm itting report or assignm ent to ins tructor. Course
m anag er carried out the role of inform ation provider, and facilitator to accelerate and
m aintain learning motivation.
As the educational im plications and effects of virtual education, it w as pointed out
that learning throug h the hig h interactiv e & multi- w ay com munication, formation of
pos itive attitude concerning computer, internet, s ubject m atter, and im provem ent of
interes t in learning w ere pos sible.
According to the finding s

of this

study, four future tasks

w ere s ug ges ted for

developing and im plem enting of virtual education program .
1) S election and application of the platform for virtual education
2) S tudy on the strategies for on- line interaction im provement
3) Establishment of support sys tem for instructor and s tudents
4) Developm ent of evaluation instrum ents for quality assurance in v irtual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