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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학연구’에 나타난 학업성취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김 종 두†(서원대학교 교육연구소)
<요 약>

이 연구는 웹 기반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성에 대해 경험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나
아갈 웹 기반 교육에 대한 변화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교육공학
연구’에 나타난 논문으로 한정하였으며, 학업성취 관련 논문을 추출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분석 항목은 연구방법, 기간, 대상, 인원, 학업성취의 5가지 변인을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모든 연구들이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진행과정은 연구자와 석사과정 대학원생 6명이 함께 9개월 동안 분석하였으며, 주관적 판단
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메타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를 간단히 보면, 첫째, 연구방
법은 실험연구(67.6%)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웹 기반 교육에 대한 연구가 실
험연구로 편중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진행과정에서 연구자에 의한 상황이
나 조건의 통제가 가능해 진다. 둘째, 연구기간을 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2개월 미만(70.6%)
의 기간을 통한 실험연구를 위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환경 상 장기간 실험연구를
한다는 것은 통제변수의 변동 가능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 진다. 셋째, 연구 대상은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대
학생 이상의 집단(70.6%)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모든 대상에서 골고루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인원을 소집단, 중집단, 대집단으로 분류하
였을 때, 중집단과 대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율이 79.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섯
째, 학업성취에 대한 긍정적 결과(61.8%)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주관적 판단의 오류
를 보완하기 위한 메타분석에서도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면
대면 수업보다 효과적인 내용추출과 자료 및 방법을 개발하여 웹 기반 교육을 적용한 수업
을 통해 학교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웹 기반 교육, 학업성취, 가능성, 한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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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교육현장에 컴퓨터가 도입되어 교육에 활용되기 시작한 1990년을 기점
으로 볼 때, 15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많은 부분에서 기술적 진보가 있었으며, 그
에 따라 교육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변화와 진보를 가져왔다. 대
표적으로 컴퓨터를 수업에 활용하는 컴퓨터 보조수업(CAI) 형태가 초기의 변화를 주도
하였으며, 그 후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제1단계 교육정보화 사업이 완료(2000년)되고,
교육전산망이 구축되어 대학에서 활용이 시작되면서 교수형태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
나기 시작하였다.
2001년 이후, 가정까지 광케이블 망이 구축되면서 웹 기반 교육은 엄청난 속도로 확
대되기 시작하였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웹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이버 대학이 17
개가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오프라인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연합으로 사이버대학
을 운영하며, 오프라인 교육과 병행하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교
육적 성과나 효과에 대한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주장은 별로 보이
지 않는다. 아마도 그 실시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웹 기반 교육(Cyber education)은 궁극적으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원하
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추구한다. 컴퓨터와 웹이 교육에 도입ㆍ활용되는
웹 기반 교육 환경에서는 기존의 전통적 교육방식과 비교해 볼 때, 많은 변화들이 일어
나게 된다. 강의를 통한 설명식 수업, 일방적 전달, 수동적 학습, 이론 중심의 오프라인
교육환경에서 개별학습, 실천학습, 능동적 학습, 글로벌(global) 학습 등의 변화로 나타나
게 되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학교제도의 변화는 물론이고 학교와 가
정,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변화시키며, 교사/학생의 역할 및 관계뿐만 아니라 학생
간의 관계도 변화시킨다. 더 나아가서 교사와 학생의 역할이 가르침을 주고받는 관계에
서 함께 학습경험을 나누는 공동참여자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 또한 지
식전달 위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학생도 연령층, 교육수준, 계층, 지역,
종족의 측면에서 다양해 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교육의 형태와 내용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과 발전을 추구하는 e-learning/networklearning 개념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웹 기반 교육은 웹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수-학습 형태로 정의하고, 그와 관련된 학업성취 관련 연구들을 추출하여 그
가능성과 한계성을 검토해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즉, 그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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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들을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교수-학습의 인지적 방향에 대한 제시가 필요
한 시점이 되었다. 많은 연구지와 연구결과들이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교육 관련분야
의 대표적인 연구지에 나타난 연구의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그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 기반 교육이 학교교육에 도입되어 강조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가능성과 한계성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가능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는 강의식 교육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교사의 일방적 수업, 지식 주입, 통제된
학습 상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 왔다. 반면에 한계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강의식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면대면(face-to-face)을 통한 인
성교육, 지식 전달용이, 학습태도 등의 문제들을 웹 기반 교육으로는 해결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는 논리를 강하게 제기한다.
웹 기반 교육은 아직까지 교육과정에 폭넓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제도가 이루어야할 최종목표도 아니며, 강의실 수업중심의 토대
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웹 기반 교육은 단지 커뮤니케이
션의 한 과정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적 상황에서 보았을
때, 이미 새로운 교육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 흐름 또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심리적 수용에서부터 실제적
학습으로의 수용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오늘날 학교, 교사, 학생이 처한 현실적 상
황이라고 하겠다.
이에 이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아직도 논란이 많은 웹 기반 교육의 방향
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위
한 집단적ㆍ조직적ㆍ국가적 토대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웹 기반 교
육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셋째, 선행연구의 결과는 경험적 연구
를 토대로 함으로써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주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웹 기반 교육의 학업성취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가능
성과 한계성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미 도래하기 시작한 웹 기반 교육 체제로의 변화과
정에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 웹 기반 교육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만이 교육의 전반적
인 측면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웹 기반 교육을 가장 초기단계부터 학술적 차원에
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오고 있는 연구지를 설정하여, 그 내용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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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교육의 이해에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공학연구’의 연구내용
중 학업성취 관련 웹 기반 연구들을 추출하여 살펴보았다. 더불어 연구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공학연구’에 나타난 웹 기반 교육 관련 학업성취 논문들을 추출한다.
둘째, ‘교육공학연구’에서 추출된 선행연구는 연구의 방법, 기간, 대상, 사례 수, 결과
를 분석하고, 연구내용의 중심개념을 추출한다.
셋째,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웹 기반 교육의 학업효과성을
알아본다.
넷째,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웹 기반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성이 주는 교육적 시사점
을 알아본다.

Ⅱ. 이론적 배경
웹 기반 교육은 확대될 것인가? 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박성열 외
(2005)의 ‘웹 기반 교수-학습 관련 변인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 보면, 국내 석ㆍ박사 학위논문과 학회논문집에 게재된 논문들을 수집하여 128
편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웹 기반 교수-학습 관련 변인(학습자, 교수자, 교수-학습내용,
교수-학습방법, 교수-학습 환경)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웹 기반 교수-학습 관련
변인의 평균 효과크기는 17.36%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웹 기반 교육의 효과는 Shuien(2004)의 주립대학생 2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원격코스와 데모그래픽이 학습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령, 성별, 학
년에 관계없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웹 기반 코스설계를 위해 교사에게 체계
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효과성이 있다고 밝히는 국내연
구들(강숙희, 2003; 김도윤 외, 2004)도 있다.
그러나 이영민(2005: 74)의 연구에서는 웹 게시판을 활용한 협력적 문제해결학습 과정
분석에서 웹 게시판은 대표적인 상호작용 수단의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웹 시스템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기능들(예: 채팅, 메일, 인스턴트 메신저)을 활용한 문제
해결학습 과정의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웹 기반 교육이 긍정적 결과를 보이는 연구와 부정적 결과를 보이는 연구
는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웹 기반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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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서도 학교와 교사는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 학교와 교사가 필
요한 이유는 첫째, 기초교육의 필요성이다. 둘째, 지혜를 얻기 위해서이다. 셋째, 학교와
교사가 정보 지식의 전달 역할만 하지 않는다는 점(목영해, 2001:339-352) 때문이다. 이
와 같이 정보사회의 학교에서도 교사의 역할은 강조될 것이며, 교사의 주된 역할은 기
존의 전통적 교사의 역할과 더불어 웹을 기반으로 하는 교수 능력이 중시된다. 교사의
자질이 향상될수록 교육의 효과성은 점점 더 확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웹 기반 교육 시스템이 학교교육에 도입되는 시점에서는 교사의 사이버 수업 능력과
웹 기반 시스템이 교육의 효과성에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웹 기반 교육의 교수-학습에서 긍정적 입장의 많은 선행연구들 가운데 몇몇 연구들
을 살펴보면, 정인성 외(2000)의 ‘평생교육을 위한 웹 기반 학습에서 상호작용 유형에
대한 효과 연구’에서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 내용중심 상호작용
집단과 학습자-교수자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차가 있으며, 이는 곧 학업성취도 향상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한다.
이인숙(2002)은 ‘e-learning 학습전략 수준 및 학업성취 규명에서 각종 선행연구 분석’
을 통하여 e-learning은 학습과정 전반에 걸쳐 학습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요구하
기 때문에 고도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요구하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습
전략의 수준은 자신감이 가장 높고, 태도 수립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이들 요소들이 충족된다면 사이버 교수-학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 진다고 보았다. 그 중에서도 시간관리 전략, 자기주도 전략, 태도 수립 요인이
전체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간관리 전략이 학업성취의 10%를 설명해 주
고 있다.
김성렬ㆍ김종두(2004)의 대학생 집단의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 효과 분석’ 연구에
의하면, 강의식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학업성취도 차이에서 집단간의 학업성취도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온라인 수업과 강의식 수업의 형태 차이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과목을 수강하는 목적의식이 학업성취도를 결정해 주는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Ramesh 외(2005)의 연구에서도 교실 내에서 학생들의 웹 기반 학습도구 사용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결과에서도 사전-사후 검사결과는 화학 관련 웹 기반 소프트웨어의 활용
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처음에 화학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Teresa & Carmen(2005)의 연구에서도 웹 기반 코스 사용이 이루어지는 원격 학습 환경
의 교수-학습에 대해 교수와 졸업생들의 태도, 지각과 경험을 알아본 연구에서 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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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모두 학생의 태도, 지각 그리고 경험과 능력향상을 위한 질적 기술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원격학습을 통한 교수에 있어서 새로운 비전을 제공하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었다.
웹 기반 교육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도 점차 성장하고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미 일반대학에
서도 사이버 대학의 설립을 통한 웹 기반 수업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형식교육기
관인 초ㆍ중등학교에서도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비형식 기관인 사설학원에서는 웹
기반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에서도 정규교육과정에 웹 기반 교
육을 도입하기 위하여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
다.
웹 기반 교육은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학습욕구를 만족시켜주면서 부
족하기 쉬운 참여자간의 양방향 상호작용을 지향하고, 학습기회, 학습속도, 내용, 방법
의 선택이 학습자에게 열려있는 학습자 주도적 교육활동으로서 지금까지 이루어져왔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유형의 교수-학습 형태라 할 수 있으며, 그 중에
서도 면대면 수업에서 소홀하게 취급되기 쉬운 개인의 학습에 대한 참여와 의견개진을
통한 창의성 개발, 자신감 부여 등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 웹 기반 교육의 한계성

교육이란 인간과 인간이 만나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전달 이
외에도 다양한 감정과 느낌, 상황파악 능력 등 인성과 통합적 인지 능력을 습득하게 만
드는 작용이다. 이러한 능력의 습득이 웹 기반 교육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웹을 활용한 교육 형태의 변화가 인간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전통적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써 그 한계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웹 기반 교육의 문제점들을 뒷받침하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성익
과 윤순경(2000)의 ‘가상강의의 효과에 대한 분석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은 교육목표가 약
간 성취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만족도는 다소 불만족스럽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
상강의 담당교수들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지 못했다
고 평가하였다.
나일주와 김세리(2002)의 연구에 의하면 ‘정보기기 도입 이후 교사의 직무 효율성 변
화’에서 교직업무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해 교사들은 수업 부분 이외의 행정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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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있더라도 다소 증가하였다고 인식하는 반면 교장들은 수업
에서는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였는데 행정업무에서는 감소하였다는 현저한 시각차를 보
여주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기기 즉, 컴퓨터가 교육에서 긍정
적인 생산성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집단의 편의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Jeff 외(2004)는 교육심리학과 정보체제, 경영학 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컴퓨터 기반 수업에서 비언어적인 정보지원으로서 애니메이션 제시 설계지원은 언
어정보를 제시한 양식보다 개념획득, 역할, 절차적 지식 획득에서 학생들의 성취가 향
상되지 못하였음을 제시하고 있다. Andrew(2001)의 연구에서도 웹 기반 수업 전략을 통
해 이루어진 대학생들의 미생물학 코스 4년 과정 뒤에 나타난 반응은 질문에 대한 피
드백, 출석, 성취도 평가를 하는 데는 유용하나 복사습관, 출력 등으로 인해 불편하여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며, 학생들 스스로 스크린을 봄으로써 피로가 높아지는 현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고, 다른 학습자들 및 교수
자와 정기적으로 얼굴을 마주 보며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Gibbs, 1998). 온라인 학습자들은 또한 수업 이외의 일로 바쁠 경우 수업 활동에의
참여를 쉽게 중단하기도 한다. 어느 특정한 시간에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
라 학습자 스스로 수업 사이트에 접속할 때만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쁠
경우 수업활동에의 참여를 쉽게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Hiltz & Wellman, 1997; 이동
주, 2004: 59). 또한 학습공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학습 환경에 의한 수업집중력이 현저
하게 떨어질 수 있다. 웹 기반 교육은 누구나 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미숙한 학습자
는 자연스럽게 심리적 불안감이 형성되며, 소속감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지 못하고, 오히
려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며, 교사나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원만하
지 못하면 학습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나일주ㆍ한안나(2002)의 학습자, 교수자, 운영자의 e-learning 인식 분석 연구에 의하면,
e-learning 장애요소에 대한 집단별 인식에서<표 Ⅱ-1>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e-learning의 필요성은 모든 집단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 이
행과정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게 해 준다.
웹 기반 교육 체제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기본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고 자세한 해석과 설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내용의 오류로 인한 신뢰성의 부
족, 내용과 학습자의 수준 차이로 인하여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학습자들이
시스템 장애, 접속 불량,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기술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나 거기에 대한 도움이나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전히 강의실 수업의
효과와 필요성은 크며 강의실 수업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교육수단으로써의 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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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1
2
3

4

5

Ⅱ

<표 -1> e-learning 장애요소 집단별 우선순위

학습자
일과 학습병행으로
인한 학습시간 확보
학습자들간의 협동
학습시간이 많이 소요

교수자
운영자
교과과정 개발에 드는 전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시간과 노력
교과개발 제작인력
예산확보의 어려움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교수자, 운영자,
피드백의 어려움
개발팀간의 의사소통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학생지원 시스템의
학습비용
교수방법적 지식 필요
구축 및 유지
역할이 학습효과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교수자의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교과개발의 어려움

반 교육이 필요하다. 즉, 웹 기반 교육은 강의실 수업을 보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서 교육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웹 기반 교육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교
육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그에 대한 원인은 웹 기반 교육이 강조
되면서 나타나는 혼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웹 기반 교육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
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한계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웹 기반 교육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
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오히려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
보다는 부정적 효과를 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면대면 수업에서 자연스럽
게 형성되는 인간관계를 통한 인성교육이나 잠재적 교육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
우며, 웹 기반 교육의 장점으로 강조되는 부분들이 실제 대집단 수업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따라서 웹 기반 교육은 수단으로써 존재
하는 방법론적 도구일 뿐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Ⅲ.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문헌 분석을 통한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웹 기반 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최근 변화의 흐름을 타고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성을
띤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개별 문헌보다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연구지에 발표된 연
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개인의 주관적 의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종합적 흐름을 판
단하는데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연구지는 많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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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교육학에 학문적 배경을 두고 초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전문연구지이며, 웹 기반
교육의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한국교육공학회에서 정기
적으로 발행되는 ‘교육공학연구’에 게재된 연구들을 중 학업성취에 관련된 자료들을 대
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1. 대상 논문 선정 방법 및 기준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교육공학연구’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웹 기반 교육을 통한 학업성취 관련 논
문을 추출하였으며, 전체 34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한국교육공학회가 창립되어 ‘교육공학연구’가 발간된 최초의 1985년부터 2005년까지
20년간 제1권에서 제21권 4호까지의 논문을 검토하여, 실제 웹 기반 교육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논문을 분석하였다. ‘교육공학연구’에 게재된 논문들 중 웹 기반 수업의 학업성
취나 학습효과에 관련된 연구가 초창기부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웹을 기반으로
하는 실질적인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6년(12권 2호)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
후 2005년까지 10년 동안의 결과들 중 연구주제와 내용이 웹 기반 교육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논문을 추출하여 전체 34편의 연구물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선정 과정은 ‘교육공학연구’에 발표된 연구 논문의 주
제와 내용을 연구자와 석사과정 대학원생 6명이 함께 제목과 내용을 읽고 논의하여 연
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2005년 5월부터 2006년 1월에 걸쳐 논의를 통해 추출하고
효과성 항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공학연구’에 게재된 연구물이 허운나
(1985)의 ‘컴퓨터 보조수업(CAI)의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와 같이 논문의 내용이 사이버
수업으로서 웹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거나 학업성취 부분과 직접 관련되지 않고, 간접적
으로 연구된 논문은 제외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자료는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객관도 향상을 위해 메타분석(meta analysis)이 이루어졌다.
메타분석은 분석 가능한 실험연구 전체 24편 중 내용분석을 통하여 실제 메타분석 요
건이 성립되는 논문은 9편이었다. 그 중에서 웹 기반 수업과 전통적 수업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학업성취도 관련 연구, 즉 자료의 추출은 연구의 설계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또는 비교집단이 존재하는 실험연구를 대상으로 하고, 분석을 위한 구체적 통계자료의
수치를 갖고 있거나 변환이 가능한 통계치가 있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여 추출하였으
며, 웹 기반 수업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알아보는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 4편의 연구들
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쳤다.
1인은 연구방법의 논리적 타당성 부분, 2인은 추출된 논문의 연구결과에 대한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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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검토하여 연구자들의 분류와 합치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추출 항목과 선정이유

각 논문에서 추출한 항목은 다섯 가지로 한정하였다. 항목의 선정 과정은 연구자의
주도로 석사과정 대학원생 6명과 연구자가 상의하여 선정하였다. 그 항목은 연구방법,
기간, 대상, 인원, 연구내용의 결과(효과) 항목이다. 이 항목들 중 연구의 결과 항목에
대한 판단 이외의 항목들은 원저자의 논문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추출하였으
며, 전문가 1인의 검토를 거쳤다. 추출된 항목들은 범주화시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였다. 이들 항목의 선정이유는 연구의 주제나 내용에 관계없이 논문이 공통적으로 포함
하고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라 하더라도 이들 공통적 항목이 명확하지 않
는 연구는 제외되었다.
연구의 결과 항목에서는 추출된 연구들이 내용적으로 상호 일치된 형태를 띠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저자의 연구결과에 대해 기술된 내용을 읽고 효과 영역으로 구분 하였
다. 효과 영역은 선정된 논문 내용의 웹 기반 교육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의 결과
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두고 범주화시켜 구분하였다. 논문 구분은
<표 Ⅲ-1>과 같다.
3. 효과성 선정 방법

앞에서 선정된 논문은 연구자와 대학원생 6명이 그 내용을 읽고 각자의 판단 기준에
따라,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연구인가?’ ‘효과성과 비효과성이 혼재된 연구인가?’ ‘비효
과적인 연구인가?’ 에 대해 각자 의견을 <표 Ⅲ-1>의 분류 기호에 따라 기록하였다. 연
구자와 대학원생의 의견을 모두 취합하여 전체 7명 중 5명의 의견이 일치되는 것을 기
호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분류된 결과는 추후 전문가 2인의 확인 검증 과정을 거쳐
합치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Ⅲ-1> 선정된 논문의 효과 분류 기호
논문 내용
기호 내용
○
전반적으로 웹 기반 교육이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연구
▲
전반적으로 웹 기반 교육의 효과성/비효과성이 혼재되어 있는 연구
×
전반적으로 효과가 없는 결과를 보이는 연구.
비고 정의적 측면의 성취 결과 연구 포함
<표

- 96 -

웹 기반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성 분석: ‘교육공학연구’에 나타난 학업성취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4. 중심개념 분석

선행 연구내용의 추출이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내용에 대한 명확
한 이해의 결여와 단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출된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중심개념
들을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양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추출된 연구들의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돕는다.
5. 메타분석 적용 방법 및 해석

메타분석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적용된 방법은 표
준화된 평균차의 직접 계산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아래 공식으로 이루어졌다. 메타분석
과정에서는 효과크기(ES )와 통합표준편차(S )의 공식을 적용하여 추출하였다. 결과의
해석은 Cohen(1988)의 표준화 평균차의 효과크기를 해석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
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의도(p)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메
타분석에서 유의도 통합방법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Fisher의 log 통합방법[공식 4]를
사용하였다.
sm

pooled

실험집단의 평균
Xc : 통제집단의 평균
Sc : 통제집단의 표준편차
Xe :

공식 1]

[

실험집단의 평균
Xc : 통제집단의 평균
S pooled ：통합표준편차
Xe :

공식 2]

[

공식 3]

[

： 실험집단의 사례 수
： 통제집단의 사례 수
： 실험집단의 분산
: 통제집단의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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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4]

[

Ⅳ. 연구의 결과 및 해석
1. ‘교육공학연구’ 분석

웹 기반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학업성취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공학연구’에서 추출된 학업성취 관련 논문은 <표 Ⅳ-1>에 나타
나 있다. 그 특징을 보면, 첫째, 교육공학연구에서 웹 기반 학업성취 관련 연구는 1996
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부터 웹 기반 수업에 대한 효과성 연구가 양적
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둘째, 연구대상이 초등학생인 경우는 모두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이것은 학습내용이 고차원적이지 않고, 기초적인 내용과 학습속도에 상대적으로 크
게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지적인 수준이 낮을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서 학습장면으로 처음 입문하게 되는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교육에 대한 적응력이 중등이나 대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
으므로 웹 기반 교육에서도 수업효과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 경험의 확대는 초
등학생들이 중등ㆍ고등교육 단계로 나아가면서 적응력을 높이고 인지적 학습능력의 향
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박성열 외(2005: 143)의 연구
에서 웹 기반 교수-학습에서 연령별 평균효과 크기가 중학생(.22)이 가장 낮았으나 초등
(.45)보다 고등학생(.51)과 대학생(.49)이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과 부분적으로 일
치하고 있다.
셋째, 연구인원은 최소 9명에서 최대 413명까지 양적으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의 크기에 따라 교수-학습의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
이 있으나 전반적인 결과는 집단의 크기에 관계없이 긍정적ㆍ부정적ㆍ혼재의 학업성취
도에서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집단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내용에 따라 집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다. 즉, 웹 기반 교육에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많으면 학업성취가 낮아진다는 일반적 논
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교육비용 절감 차원에서는 매
우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으나 대집단은 연구방법이 질문지(박성익, 2000; 이인숙,
2002; 오은진, 2004)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본인의 생각을 알아본 것은 실제 학습자 본
인의 성취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험 연구방법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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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Ⅳ-1> ‘교육공학연구’에서 추출된 웹 기반 학업성취 관련 논문

연구자 권년도
연구제목
/호
백영균 1996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활용의 지시적ㆍ안내적ㆍ
하종명 12(2) 발견적 교수방법이 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효과
1997 하이퍼미디어 사례를 이용한 예비교사 양성: 개
안미리 13(2)
인학습과 소집단 학습의 상호작용
1998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에서의 교수-학습 활동
임정훈 14(2)
및 교육효과 연구
김회수 1999 직접교수에서 학습전략과 메타인지 및 단계별 멀
천은영 15(1) 티미디어 활용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정인성
임철일 2000 평생교육을 위한 웹 기반 학습에서 상호작용 유
최성희 16(1) 형에 따른 효과 분석
임정훈
박성익 2000 가상강의의 운영 실태와 효과 분석
윤순경 16(2)
정재삼 2000 웹 기반 토론에서 학습자의 참여도, 성취도 및
임규연 16(2) 만족도 관련요인의 효과 분석
기능 수준에 따른 ARCS 전략 하이퍼미
진위교 2000 자기규제
유형과 구조가 학업성취 및 동기에 미치
나종식 16(2) 디어의
는 효과
허운나 2000 인터넷과 화상강의를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관
박미혜 16(4) 한 사례연구
2000 대학의 사이버 강좌 개발을 위한 사태 중심 교수
임철일 16(4)
설계 전략의 효과에 관한 연구
2001 WBI 학습환경에서 인터페이스의 메타포 구조가
이수원 17(1)
학업성취 및 사용 편의성에 미치는 영향
이상수 2002 전통적 학습환경과 웹기반 학습 환경에서의 개인
박지영 18(1) 학습과 협력학습이 영어작문에 미치는 영향
2002
이인숙 18(2)
e-Learning 학습전략 수준 및 학업성취도 규명
웹 기반 교육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및 사전
2002
이종연 18(3)
지식과 전달전략이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2002 e-Learning 공동체에서 학습전략과 몰입이 학습결
장은정 18(3)
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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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기간 대상 인원 효과
실험 6주 초등6 90명 ○
인터뷰/ 1학기 대학생 40명 ○
관찰
이내
실험 4개월 대학 3 15명 ▲
실험

분 고1

50

실험 6주 대학생
질문지/ 6-1년 대학생/
면담
교수
온라인 1개월 대학생
토론
실험 4주 초등 6

143

○

124

○

279

▲

77

▲

168

○

9

○

99

×

석박사
사례 4회 대학원
생
질문지 16주 대학생
/
실험 60분 대학생
교사
실험 2주 고 1

69

▲

160

○

질문지 2-4월 직장인

413

▲

일 대학생

49

▲

실험 2개월 대학생

81

○

실험

16

김종두 (2006)

No
16

17

18

19

20

21

22

연구자 권년도
/호
2002
조규락 18(3)
최 욱 2002
전기훈 18(3)
임철일
권정희
이재경
이승희
김동식
최명숙
이규민
서석호
정영란
김동식

2002
18(4)
2002
18(4)
2003
19(1)
2003
19(2)
2003
19(2)

23

강숙희

19(3)

24

이인숙

19(3)

25

이성주

20(2)

26

오은진

20(3)

27

28

29

30

이혜정
강경희
권성호
이종연
조은순
유평준
양윤선

2003

2003

2004

2004

2004
20(4)
2004
20(4)
2004
20(4)
2004
20(4)

<표

Ⅳ-1> 계속

연구제목
논증 스케폴드와 문제의 유형이 논증의 질, 문제
해결 성취도 및 집단의 효과성에 미치는 효과
인터넷 활용 문제중심 학습이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정보화 능력과 파지효과에 미치는 영향
웹기반 자기 조절 학습환경을 위한 설계 및 운영
전략이 자기조절 학습수준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효과
웹기반 학습 환경에서 학습양식이 학업성취 및
웹기반 학습자 지원기능 선호에 미치는 영향
웹기반 환경에서 협력적 성찰이 문제해결 수행
및 과정에 미치는 영향
정보안내형 ICT활용 수업과 구체적 조작활동 수
업이 수학과 분수 학습에 미치는 효과
웹기반 프로젝트 중심 학습에서 성찰적 실천과정
이 학습자의 태도 및 학습결과에 미친 영향
중학교 사이버 수업에서 운영 유형이 학업성취도
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Learning 환경에서의 자기조절 학습전략, 자기효
능감과 e-Learning 학습전략 수준 및 학업성취도
관련성 규명
컴퓨터 컨퍼런싱 활용 협력학습 상황이 학업성취
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 학습자들의 학습 유형이 학습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
웹기반 원격학습 환경에서 구조 중심 수업과 상호
작용 중심 수업의 학습과정 메커니즘 비교 연구
CSCL 환경에서 외적 표상전략이 문제수행에 미
치는 효과
대학 이러닝 강좌의 학습만족도 및 성취도 증진
을 위한 컨텐츠 전달 전략의 선택방안
기업 e-Learning에서 튜터의 학습동기유발 차별화
전략에 따른 학습자의 상호작용 및 학습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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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기간 대상 인원 효과
실험 3주 대학생

60

▲

실험 2주 초등 4

80

○

실험 7주 대학생

71

○

실험

주 대학생

123

▲

실험 5주 대학생

151

○

실험 2개월 초등 4

40

○

15

실험 2월 대학3-4 51 ○
실험
질문 3월 중 1 43명 ○
인터뷰
사이버 20일 대학생 77명 ○
질문지
실험

일 고2
질문지 12일 사이버
대학생
실험 8주 사이버
대학생
20

171

×

211

▲

123

○

실험 5주 대학생

79

○

실험 3주 대학생

93

▲

실험 1개월 직장인

121

○

웹 기반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성 분석: ‘교육공학연구’에 나타난 학업성취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표

Ⅳ-1> 계속

연구자 권년도
연구제목
/호
서희전 2005 온라인 학습공동체에서 학습자 특성, 학습자간
31
강명희 21(2) 상호작용, 학습결과 간의 관계 분석
2005 멀티미디어 학습환경에서 연습문제 유형이 인지
32 김광수
21(3) 적 기능의 획득에 미치는 효과
온라인 수업에서 자기조절 학습과 협동학습의 관
2005
33 이의길
계 및 이들이 인지적 참여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21(3)
대한 경로문석
한정선 2005 웹기반 학습의 온라인 토론에서 교수자의 참여에
34
오정숙 21(4) 따른 학습자의 토론 참여 양상에 대한 연구
* 위 논문은 중복 기술되므로 참고문헌에서 제외되었음.
No

방법 기간 대상 인원 효과
실험 4주 중1-2

24

○

실험 6주 초등 3

68

○

55

▲

155

○

질문지 4개월 대학원
생
사이버 15주 대학생
토론

인성 외, 2000; 이상수 외, 2002; 이승희 외, 2003; 조은순 외, 2004)을 보면, 대집단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 해소의 근거가 된다.
넷째, 연구의 결과가 일부분 효과적이면서도 일부분은 효과적이지 않는 혼용된 결과
를 보이는 편수가 11편(32.3%)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주제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들은 일관된 행동 성향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에서 보면, 웹 기반 교육 또한 학습자들의 일부분에서는 효과적이면서, 일
부분에서는 비효과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다음으로, 학업성취와 관련되어 추출된 논문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범주화시켜 살펴본
결과는 <표 Ⅳ-2>에 나타나 있다. 전체 추출된 34편의 논문 중 학업성취도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인 편수가 전체 21편(61.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혼재된 결과를
보인 편수가 11편(32.3%)으로 많았다. 부정적 효과를 보인 편수는 2편(5.9%)으로 매우 적
게 나타났다. 이를 다시 항목별로 세분화시켜 살펴보면, 첫째, 연구방법은 실험연구
(67.6%)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웹 기반 교육에 대한 연
구가 실험연구로 편중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행과정에서 연구자에 의한 상황
이나 조건의 통제가 가능해 진다는 점이다.
둘째, 연구기간을 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2개월 미만(70.6%)의 기간을 통한 실험연구
를 위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1개월 미만(41.2%)의 연구가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학교를 보면, 대학은 4개월, 초ㆍ중등은 5개월 정도의 학기제
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구기간이 짧은 단기연구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거시적 입장에서 본다면 연구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웹 기반
교육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주장은 학습의 지속성 측면에서 볼 때, 학업성취의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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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두 (2006)

항목
전체
연구방법
연구기간
연구대상
연구인원

Ⅳ-2> 변인별 학업성취 효과 분석
학업성취 효과 긍정적
부정적
혼재
학업성취
21(61.8%)
2(5.9%)
11(32.3%)
실험
16(47.1%)
1(2.9%)
6(17.6%)
질문지
3(8.8%)
1(2.9%)
4(11.8%
혼합방법
2(5.9%)
1(2.9%)
단기간(1개월 이하) 8(23.5%)
1(2.9%)
5(17.6%)
중기간(1-2개월) 10(29.4%)
장기간(2개월 이상) 3(8.8%)
1(2.9%)
6(17.6%)
초등
5(14.7%)
중등
4(11.8%)
1(2.9%)
고등/직장인
12(35.3%)
1(2.9%)
11(32.4%)
소집단(50명 이하) 5(14.7%)
2(5.9%)
중집단(51-100명) 8(23.5%)
1(2.9%)
5(14.7%)
대집단(100명 이상) 8(23.5%)
1(2.9%)
4(11.8%)
<표

전체
34(100%)
23(67.6%)
8(23.5%)
3(8.8%)
14(41.2%)
10(29.4%)
10(29.4%)
5(14.7%)
5(14.7%)
24(70.6%)
7(20.6%)
14(41.1%)
13(38.2%)

으로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셋째, 연구 대상은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대학생 이상의 집단(70.6%)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모든 대상에서 골고루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 기반 교육은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대학생 집단이 가장 타당할 수 있
다. 그러나 초ㆍ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웹 기반 교육의 확대 전망을 밝게 해주는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넷째, 연구인원을 소집단, 중집단, 대집단으로 분류하였을 때, 중집단과 대집단을 대
상으로 한 연구의 비율이 79.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중집단과 대집단은 다양한 능력
을 가진 학생들이 혼재된 집단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습과정이 통제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연적 학습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많으므로 웹 기반 교육의 연구결
과가 학교학습상황과 일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더불어서 긍정적 효과(61.7%)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웹 기반 학습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다섯째, 전체 연구들 중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을 기준하여 한 학기
이상을 단위로 연구한 경우는 7편의 논문이 있으며, 그 방법은 실험, 질문지조사와 면
담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 1편의 논문은 웹 기반 교육에 부정적, 2편은 긍정적이
었으며, 다른 4편은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웹 기반 교육의
강화에 대한 학습과정에서의 막연한 기대가 아닌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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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논문 수

<표

Ⅳ-3> 긍정적 결과의 논문 편 수

1996

1997

1999

2000

2002

2003

2004

2005

1

1

1

3

4

5

3

3

어 짐작할 수 있다.
여섯째, 웹 기반 교육의 긍정적 연구 결과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3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웹 기반 수업이 전통적 수업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 새로운 가능성으로써 변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
는 것이 바람직한 시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추출된 논문의 개략적인 내용분석을 통해 효과적이라고 나타난 정적 요인 내
용에 관련된 요인과 효과가 없거나 낮고, 설명력이 없는 등 상대적으로 부적인 내용에
관련된 요인들로 구분하여 중심개념을 알아본 것이다. <표 Ⅳ-4 참조>. 그 중에서 연
구논문에 따라 관련 요인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대표성을 띤다고 판단되는 2항목을 기
준하여 추출하였다. 이렇게 나타난 결과는 포괄적 개념으로 보면, 학습자와 교수자 모
두 정적 요인에서는 동기 부여된 교수-학습 양식을 의미하는 경향이 주된 개념을 형성
하고 있으며, 부적요인에서는 부적절한 학습 환경과 동기유발 수준이 낮은 교수-학습
양식을 의미하는 경향이 주된 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추출된 논문들 중 웹 기반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판단하는데 실질적인 비교가 될
수 있는 웹 기반 교육과 전통적 교육의 실험연구 결과만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Ⅳ-5>에 나타나 있다.
<표 Ⅳ-5>의 결과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의 차이를 Fisher의 log 통합 방법[공식 4]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렇게 나타난
는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앞에서 연구자들이 분석한 웹 기반 교육의 가능성 확대 결
과가 메타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 동안 이루어진 웹
기반 교육의 결과들이 매우 효과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박성열 외(2005)의 ‘웹 기반 교수-학습 관련 변
인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결과에서 전체 웹 기반 교수-학습
관련 변인의 평균효과크기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되고 있다. 따라서 웹 기반 교육
은 앞으로 교육의 일정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띠고 있다는 해석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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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Ⅳ-4> 추출된 논문의 중심 개념 분석

정적 요인
안내적, 발견적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활용 교수법
-하이퍼미디어 사례중심 소집단 학습
-학습자 활동/교수자-학습자 상호작용
-학습전략/학습전략과 메타인지 상호작용/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자-교수자 상호작용
-내용 수준의 적절성
-텍스트 위주의 풍부한 자료제시
-참여도/사전지식
-쓰기에 대한 태도
-자기규제기능/구조적 하이퍼미디어
-교수자-학습자의 화상회의/ 상호작용
-사태중심 교수설계전략
-인터페이스 메타포 구조
-웹 기반 학습 환경/협력학습
-시간관리전략/자기주도전략수준
-긍정적 태도 수립 수준
-사전지식을 고려한 웹 기반 전달 전략
-학습내용 독립 전략
-비구조화된 문제 해결(의사결정과제)
-인터넷 활용 문제중심 학습
-자기조절 학습지원 체제
-추상적 학습 양식
-컴퓨터 자원 웹 기반 협력학습
-학습자의 성찰적 사고 지원
-ICT 활용 수업
-성찰적 실천과정을 통한 문제중심 학습
-토론참여를 통한 문제의식 높음
-수업운영 유형별/학습능력수준/실시간 수업
-자기조절학습 전략/자기효능감/e-learning 학습전략
-컴퓨터 컨퍼런싱 협력학습 과제의 면대면 수업/메타인지
-추상적 개념과 사려 깊은 통찰 학습
-대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
-컴퓨터 지원 협력학습(CSCL)에 따른 외적표상 전략
-실시간 강의전략
-학습동기유발 심화
- 학습자들 특성 중 사전지식과 자성지능
-쉐마 형성전의 보기-문제조합 연습 조건
-학습보기는 잘 구조화된 보기와 연습문제 조합 제시
-자기조절 학습전략/협동학습/피드백에 대한 태도
-웹 기반 온라인 토론 참여
-사회적, 상호작용적, 메타인지적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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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요인
지시적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활용 교수법

-

시스템 장애 발생
교사주도형 수업을 통한 메타인지
멀티미디어 활용과 학습전략
-학습자-학습자간 상호작용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료 미흡
-보조교사 부족
-

-CMC(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

내외적 동기 등
비구조적 하이퍼미디어
-시스템의 불완전성/학습경험 미숙
-사이버 강좌개발에 대한 지원체제
-메타포구조에 따른 사용 편의성
-웹 기반 학습내용 제시 방법
-전통적 학습 환경/개인학습
-표현전략/다중토론 관리전략
-정보해독전략 등
-자기주도성
-학습내용 의존 전략
-구조화된 문제 해결(교사지적과제)
-전통적 학습
-자기조절 학습 수준
-구체적 학습 양식
-성찰적 사고 지원 미흡
-조작 활동 수업
-문제중심 학습
-토론, 참여를 통한 문제의식 낮음
-비실시간 수업
-

교사의 협력학습 참여 수준
구체적 경험/적극적 실험을 통한 학습
-구조중심 수업
-

자율학습전략/비실시간 강의전략
-학습동기유발 기본
- 학습자들 특성 중 언어지능과 대인지능
-잘 구조화된 문제해결 조건/문제만 제시
-인지적 참여 수준
-인지적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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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Number

Ⅳ-5> 추출된 논문의 집단별 통계치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df

p

ESsm

S pooled

-2log P

74.61

158

.030

0.1064

70.750

7.013

40

73.75

78

.023

0.0715

71.245

7.544

21.93

42

24.83

69

.039

0.1243

23.315

6.488

75.50

21

79.40

38

.016

0.1896

20.596

8.270

Study

N

M

N

M

12

84

67.08

76

17

40

68.65

18

29

21

19

능해 진다.
2. 논의 및 시사점

앞에서 분석된 ‘교육공학연구’에 대한 연구들을 토대로 웹 기반 교육의 가능성과 한
계성에 대한 논의와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웹 기반 교육은 가능성이 무궁하다는 전제아래 비약적 성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며, 그 흐름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교육기관(초등ㆍ중등ㆍ고등)의 위계를 막론하고 긍정적 효과가 가장 높은 비율
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웹 기반 교육이 대상을 불문하고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경험적 사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박성열 외(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결국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결과들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웹
기반 교육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웹 기반 교육의 긍정적
효과가 21편(61.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강의식 수업과 비교연구
를 통해서 웹 기반 교육의 효과가 높다고 밝히는 연구는 4편(19%)으로 매우 적다는 점
이다. 따라서 웹 기반 교육이 실제 오프라인 교육보다 효과적이라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Jeff 외, 2004; Andrew, 2001)는 주장도 타당성을 가
진다는 점이다. 연구기간은 학교학습이 학교생활 동안 이루어진다는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2개월 미만의 단기간에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장기간의 학
교학습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는 주장은 그 타당성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둘째, 선행연구 방법에서 실험ㆍ질문지 조사ㆍ면담 등이 혼합된 연구들에서 긍정적
입장의 결과를 골고루 보이고 있다는 것은 웹 기반 교육에서 학습자들의 학업성취 가
능성을 더욱더 밝게 해 주는 실증적ㆍ논리적 근거가 된다. Mac(2002)이 주장한 바와 같
이 READI(Readiness for Education At a Distance Indicator)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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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써, 자기 동기(Self-motivation), 시간관리기술(Time management skills), 자기훈련(Selfdiscipline), 독서 이해력(Reading comprehension), 인내심(Persistence), 시간활용능력(Availability
of time), 컴퓨터, 프린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터넷 활용능력을 들고 자기 스스로 지속
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의 방
법적 다양성은 학습자 개인들의 학습능력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셋째, 연구대상에서 대학생집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초등ㆍ중등ㆍ고등의 대상에
관계없이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웹 기반 교육의 가
능성을 밝혀 주는 증거라 할 수 있으며, Shuien(2004), Ramesh(2005), Teresa & Carmen(2005)
의 연구와 일치된다. 따라서 협력학습 등의 방법을 추구하는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Lord & Lomicka, 2004). 자원에 기반 한 잘 구조화된 원격학습 환경을 통한 교사-학
생, 학생-학생간의 협력학습은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상호작용 능력향상과 학업성취에
도 효과적일 수 있다(Hyu-jung & Byeong-Min,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 기반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학습자의 학습 환경이 태생적으로 다양한 상황 즉, 학습여건 다
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넷째, 연구 인원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집단의 크기에 관계없이 골고루 긍정적 효과
를 보이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웹 기반 교육이 교육비용 절
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의 직접적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성주(2004)의 결과에서 보
듯이 학생수가 많다는 것은 학업성취수준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점도
부분적으로 사실로 나타난다. 학교수업에서도 수업 인원수가 많으면 효과가 낮아지는
것이 사실이며, 웹 기반 교육이라 하더라도 일부 주제를 제외한 인지적 측면의 학습에
서는 동일한 결과를 보일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연구의 방법에서 실험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연구자의 학습상황
이나 조건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대한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대상이
아닌 일반 교육현장에 적용하였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실험 대상 학생 선발과정에서 학습동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의도적으로
선정한다든지, 교재의 내용이 강의식 수업보다 웹 기반 수업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
단되는 내용을 선정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웹 기반 교육의 실제에서 보면, 아직 성숙되지 못한 학습자들이 협동학습을
통해서 학습과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이영민, 2005; Pauls, 2005) 그럼에
도 가능성 입장에서는 교육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강제나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웹 기반 교육의 인성형성이나 동기유발 형성 지속성 등의 문제에 대
해서는 오프라인에서의 직접적인 만남 기회를 추가하여 보완할 수 있다는 등 너무 낙
관적인 시각만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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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웹 기반 연구의 경향은 연구자의 기대나 설계와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
다. 많은 연구의 결과가 연구자의 연구 설계나 적용과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학
생들의 행위는 교사기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하나
의 연구결과에서 혼재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연구방법이나 적
용과정, 대상, 환경 등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Trey 외(2005)의 FCAT(Florida Comprehensive Assessment Test) 검사 결과에서 초등학생들은
온라인 수업과정에서 FCAT과정을 거치지 않는 학생들보다 온라인 FCAT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수학 점수에서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고등학생에게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Kauffman(2004))의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학문적 자기 효능감과 자아성찰이 성취에 가장 강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것은 자기규제적 학습, 교실에서의 적용, 웹 기반 수업설계가 관련된 것으로 논의된
Reima(2004)의 연구와도 일치되고 있다.
여덟째, 주관적 판단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한 메타분석에서도 p<.01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웹 기반 교육의 학업성취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박성열 외
(2005)의 연구와 일치되는 경향을 보이며, 웹 기반 교수-학습 설계를 통한 동기유발이
학습자들의 학습목표 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Ramesch 외(2005)의 연구와 Jones
& Liu(2001)의 공대생들을 대상으로 웹 기반 수업에서 학습자의 지각과 성취에 대한 디
자인 효과 고찰에서 나타난 긍정적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외에도 Lesh 외(2000)의 웹 기반 건강 직업 코스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긍정적 태
도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Frey(2005)의 연구를 보면, 코스 경영 시스템
에서 면대면 코스의 강화에 대한 연구에서 온라인 활동, 내용 촉진 활동, 협력활동, 근
접 학습 등을 위한 논쟁과 시간소비는 내용과정에 대한 논쟁, 학습활동 증가, 피드백
제공, 의사소통 증가 등으로 행정적, 교육적 이유에서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
았다고 밝히고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웹 기반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성에 대해 경험적 연구결과와 학습자들의
인식을 토대로 변화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두 입장의 주장
들은 모두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두 입장은 평행선
을 달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두 입장을 포괄하면서 웹 기반 교육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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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론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첫째, 학습은 단기간의 실험적 상황에서 학습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이고 계속적
인 지식습득과정이다. 따라서 실험적 상황에서 긍정적 결과로써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일상생활 속에서도 동일한 결과의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
하면 인간의 생활이란 기계론적인 상황 속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다양한 환
경 속에서 다양한 인간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
에 실험적 상황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 나타난 대부분의 긍정적 기여를 제시하는
연구들은 그 실험기간이 평소 학습자들의 학습기간에 비해 매우 짧고, 또 방법론적 지
원이나 실험과정에서 준비된 제시 내용이 평상시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적용되기 어
려운 실험을 위한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지식제공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험적
연구결과를 일반적인 교육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양적으로 매우 많으며, 또 늘어나고 있다
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인간은 학습상황이 다양하다 하더라도 학습동기, 목적 등에
따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능동적 유기체로써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
습자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능동적 학습동기가 발생되었을 때, 불편 없이 학습이 가
능한 교육시스템 구축이 요청된다.
둘째, 면대면 강의보다 더 효과적인 온라인상의 교수-학습 자료와 방법을 개발하여
웹 기반 교육 시스템을 통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강의 담당 교수
/교사에게 다양한 교수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시설 및 경비 지원을 통해 개발의욕을 높
이고, 일정기간 수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고도의 지적
기술, 많은 시간, 경비뿐만 아니라 노력과 열정이 투입될 때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웹 기반 교육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이러한 지원부분이 미흡하면 교수/교사들은 면
대면 강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며, 웹 기반 교육을 하더라도 새로운 자료
의 개발보다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일반적인 자료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게 될 가능성
이 커지게 된다.
셋째, 앞의 연구 결과들에서 보듯이 웹 기반 교육 연구에서 교육의 효과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단기간의 실험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연구가 많다는 것은 결국 웹 기반 교육이 학교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수단
으로써 기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증명해주는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연
구기간이 학생들의 학교수업 기간과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넷째, 앞에 나타난 연구에서 보면, 일부 부정적인 측면의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
서 웹 기반 교육이 긍정적이라고만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많은 긍정적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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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대변하는 연구들에서는 학업성취도가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간 오프라
인과의 비교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에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들이 요구
된다. 단기간의 실험연구는 학생들의 동기유발이나 교수/교사의 노력 등에 따라 그 변
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연구의 결과라 하더라도 기간이 길어지
게 되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학생들의 자연스런 학교의 교
수-학습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학습이 긍정적 성취로 결과가 나타날 때,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들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웹 기반 교육이 본격적으로 등장한지
15여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Ⅴ-1>과 같다.
따라서 교육내용, 대상, 교수-학습의 진행과정과 성별, 지역, 학교급 등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웹 기반 교육의 점진적 확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
한 미래 웹 기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인지할 필요는 충분히 있으며, 학교교육을 평생교육화 하는 차원에서 웹 기반
교육이 강조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Ⅴ-1> 웹 기반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성에 대한 연구내용
가능성
한계성
- 초등ㆍ중등ㆍ고등 대상 논문 긍정적 경향 높음 - 학교교육 보완 의미
-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접근한 결과 긍정적으 - 서로 다른 학습 환경으로 인해 효과성 입증
로 나타남
곤란
- 대학생 등 성인에게 더 유리
- 실험연구를 통한 조건의 통제는 실제 적용 곤란
- 직접 대면 기회 부족
- 집단의 크기에 관계없이 긍정적 결과로 교육
- 미성숙된 학생들에게 자발적 학습 곤란
비용 절감 근거
- 단기간 연구의 실제 오류 가능성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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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Potentials and Limits of Web-based Education
Jong-doo, Kim (Seowon Univ)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the potentials and limits of web-based education
on the basis of previous experiences and search for possible changes. The subject of study was
confined to the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Articles regarding
learning achievements were selected and analyzed in terms of process and results. The items of
analysis include methods, duration, participants, number of participants of researches and their
learning results. The researcher and six graduate schools who are currently enrolled in master's
degree programs have conducted an analysis for eight months. In order to compensate for errors
that might have been caused by subjective conclusions and judgments, a meta-analysis was
conducted as wel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most of researches (67.6%) were conducted based on experiments. This shows studies
regarding web-based education are largely experimental and that the researchers may have an
influence on the circumstances or conditions of such experiments. Second, most researches
(70.6%) were conducted based on experiments for the duration of less than 2 months. This
seems to be due to the fact that conducting experiments for a longer duration of time may
subject the controlled variables to unexpected modulation. Third, most of researches (70.6%) were
conducted with students at universities or post-university programs who are able to study
autonomously. Web-based education was tested by these researches to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participants. Fourth, as a result of classifying the scales of researches into small, medium,
and large groups based on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volved in those researches, 79.3% of the
researches were mainly medium and large. Fifth, most researches (61.8%) showed positive
improvements in terms of academic achievements. A meta-analys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at it resulted in p<.01.
Key words : Web-Based education, Learning achievement, Possibilities,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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