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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업, 그리고 평생교육 현장의 중심에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급속하게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e-러닝 콘텐츠의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e-러
닝 품질관리는 국내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위해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나 체계적인 품질관리방안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e-러닝을 통한 국가간의
교육활동 교류가 확대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국가간 경계를 넘는 교육서비스에 대해 정부
가 체계적으로 품질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e-러닝 콘텐츠 개
발을 위한 품질관리 기준안을 개발하기 위해 학계 및 기업의 e-러닝전문가 62명을 대상으
로 델파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콘텐츠 영역의 18개 핵심영역과 79개 평가근거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초중등과 고등 콘텐츠 품질관리 기준안으로 각각 개발되었다. 본 연구
를 통해 제시되는 기준안은 체계적인 콘텐츠 품질관리를 위한 기초단계의 권고안이며, 향
후 국가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주최자간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규제보다는 e-러닝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권고안으로 혹은 필
수적 요건으로 적용되어 질 수 있도록 1-2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그 활용 가능성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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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e-러닝은 교수자
와 학습자에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새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즉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e-러닝
기반의 학습 환경으로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e-러닝 산업과 교육시장이 활성화되고 있
는 가운데 e-러닝 시장의 규모가 2조6천억원으로(산업자원부, 2004) 국내외적으로 e-러닝
산업과 교육시장의 활성화되고 있고, 기업교육 중심으로 시작한 e-러닝은 초중등교육현
장에서도 교육의 기회와 장소를 확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e-러
닝 활성화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5년을 e-러닝 원년으로 제정하고 e-러닝 활
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e-러닝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운
영, 표준화 방안, 품질관리 체제 수립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확산하고, 이를 통해 교육
의 방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2005, 교육인적자원부). 그러나 아직 정부의 여러
부처간의 협력이 부족하고, 총체적인 품질관리 시스템과 센터 부재로 e-러닝에 대한 뚜
렷한 비전이 없고 중복투자와 부처별 산발적인 사업추진은 e- 러닝의 지속적인 가치 창
출 기대와 학습자의 삶의 질 제고에 한계를 가져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의 보급과 활용이 늘어나 IT 인프라 구축이 확대됨에 따라 지
난 10년간 국가 간 경계선을 넘는 교육활동과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급속
도로 변화하고 있는 교육현장과 패러다임은 기존의 교육체제를 벗어난 영리기관과 기
업을 통한 교육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피해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와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고등교육에 대한 e-러닝 품질관리 기준안
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2005년 11월과 12월에 최종 기준안을 비강제적인 권고안으로 참
여국들에 전달하였다.
OECD의 최종 기준안은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표준화 노력과 달리 정부
와 기관에게 품질관리의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차원
의 품질관리 체제는 없으며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U러닝학회, 한국직업능력개
발원을 중심으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용소프
트웨어 품질인증을 통해 초중등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으나 (한국교
육학술정보원, 2003), 최근 활성화되는 사이버가정학습과 같이 e-러닝으로 제공 되어지는
콘텐츠 개발, 활용과 학습 환경에 대한 품질 관리는 아직 부족하다. 고등의 경우도 한
국U러닝연합회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콘텐츠의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성인
학습자 특성 및 학습 환경을 고려한 총체적인 품질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
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체제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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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관리 절차 및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e-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초중등’ 기준안과 대학이상의 성인을 위한 ‘고등’ e러닝 콘텐츠 품질관리 기준안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준안은
품질관리 평가를 위한 콘텐츠 영역의 핵심영역과 평가근거이며, 이는 e-러닝 콘텐츠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을 개발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
발된 기준안은 직접적으로는 e-러닝 개발자와 운영자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써 질적
으로 우수한 콘텐츠 개발과 운영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e-러닝
품질향상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e-러닝 활성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품질관리 개념 및 동향

본 연구에서 보는 품질관리(Quality Assurance) 혹은 품질확보는 교육기관이 상세한 기
준을 제시하고, 기관이 가진 정책이나 시스템, 체계들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와 함께 개선을 위해 뒤따르는 활동과 노력까지 포함하는 프로세스로서
의 개념이다(김재웅, 김태중, 한숭희, 엄태동, 2000). 이것은 교육기관의 품질관리가 단순
히 평가체제를 의미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질 확보를 위
해 지속적이며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품질 관리 과정이다(안미리, 김미량, 2001; 교
육인적자원부, 2001).
따라서 e-러닝에서의 품질관리는 e-러닝의 질적 및 양적 활성화만 아니라 e-러닝 수요
자의 신뢰와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UNESCO 중심으로 추진
되는 고등교육기관의 품질관리 노력은 (1) 국가적 상황에 따라 다르며, (2) 품질관리에
허술한 국가들이 있으며, (3) 품질관리기관이 서로 목적과 이해 정도가 다르며, (4) 국제
적으로 공유된 품질관리 표준화가 없기 때문이다(UNESCO, 2004). 이러한 관점에서 e-러
닝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선, 세계화 추
세로 국가간 경계를 넘는 e-러닝의 수출과 수입은 교육수요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한다. 둘째, e-러닝 교육의
확산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의 양적 확산이 질적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무
분별한 프로그램들 속에서 학습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벽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아직 e-러닝을 통한 교육의 질에 대한 인식이 높게 형성되지 못해, 실제
질적 수준 보장이 어렵고, 학습 성공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양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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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
준의 확립, 즉 품질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e-러닝 준비도에서 2003년에 세계 5위, 2004년에 14위, 그리고 2005년에 18위인 우리
나라는 품질관리는 하위권에 있다(EIU, 2004, 2005). 현재 국내의 품질관리 활동은 프로
그램, 기관 및 기술표준 차원에 초점을 맞춰 각각 다른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대학교육협의회가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기관에 대한 품질 관리를 맡고 있으며, e-러닝
교육을 담당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 교육부의 인가 후, 매년 기관의 운영에 대한 간접
적인 체크 형태로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U러닝학회에
서 e-러닝 콘텐츠와 서비스관련 품질관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2005),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초중등 교육용 소프트웨어 콘텐츠 품질인증과 메타데이터
기준 KEM 2.0을 개발하는 등 콘텐츠 분야의 품질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박현정,
2001; 임재현, 김치수, 전병호, 이제진, 김원영, 김용, 200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이러한 다각적인 품질관리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국가차원
의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과 구체적인 품질관리 기준안 부재로 e-러닝에 대한 신뢰
가 높지 않은 편이다.
2. 국내 e-러닝 품질관리 기준안 분석

초중등 및 고등 e-러닝 품질관리 기준안 개발을 위해 우리나라 주요 3개 기관인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한국U러닝학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품질관리
목적, 특징,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교육용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원격교육연수원의 품질관리, 사이버가정학습의 품질관리 등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U러닝연합회는 B2B 또는 B2C로 서비스되는 콘텐츠를 대상
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방법으로 e-러닝 품질관리를 활성화시키고 있
다. 국내 3개 기관의 품질관리 목적, 대상, 특징, 주요내용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실업자 직업훈련, 정부위탁훈련, 통신훈련기관
을 대상으로 콘텐츠개발 및 운영전반에 걸쳐 직업교육 부분의 e-러닝 품질관리를 실시
하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각 기관은 품질관리 기준 공개를 통해 자가 진단
을 유도하고 인증 등급 표시를 통해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마다 평가 목
적, 대상, 평가영역이 달라 평가 대상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사용자의 의견
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같은 콘텐츠라고 해도 기관
에 따라 평가영역 및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 우
수 콘텐츠 확보 및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선행연구 중 원격교육에 대한 품질관리 체제(김재웅, 김태중, 한숭희,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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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교육용
소프트
한 웨어
국
교
육 원격
학 교육
술 연수원
정
보
원 사이버
가정
학습
한국U러닝
연합회
한국직업능
력개발원

<표 1> 국내 3개 기관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요소와 특징 비교표
목적

대상

학교 ICT활용 학교교육 ( 초
교육의 활성화 중등 ) 대상의
및 품질 향상 콘텐츠
유도
연수원 지정 원격교육연
인가
및 지원을 수원
및
신규
통한 활성화 콘텐츠 평가
지역간 불균형 시도교육청
해소/운영모델 사이버
가정학습
제시
체제
우수한 콘텐츠
발굴/확산, 신 기업교육
뢰로운 콘텐츠 대상 콘텐츠
정보제공
기업 훈련기관
의 건전성 제 민간 직업
고/자율적 질 훈련기관
적 향상

특징
콘텐츠에 대한 인증을 한
국교육학술정보원 독자적
으로 심의를 정보통신기술
교육협회(TTA)와 협약하여
품질 심사 실시
연수원 인가 평가, 콘텐츠
심사 평가, 연수원 운영
평가를 구분하여 실시
2단계 평가 적용; 1단계는
추진실적, 콘텐츠, LMS를
대상으로 KERIS에서 실시,
2단계는 현장실사로 시도
별로 실시
학교교육 보다는 기업교육
대상의 e-러닝 콘텐츠에
대한 품질에 대한 보증

주요 내용
학습용 콘텐츠, 학습지도용,
교육자료형, 게임형, 학습
지원형, 저작도구형, 학교
행정업무용으로 구분하여
평가
신구콘텐츠는 교수설계, 교
육내용, 운영과정 평가는
운영체제, 지원체제로 구분

인증이 행정적․재정적으
로 이어짐.
영역별 전문가에 의한 평
가 실시

내용 분과 영역(과정정보/
과정내용/수료 및 평가), 교
수 설계 분과(교수전략/상
호작용/평가/학습지원설계/
기술)

분야별 평가(콘텐츠,
실적)

LMS,

학습내용, 교수설계, 사용
자 편의성, 학습환경

태동, 2000)와 원격교육 질관리 및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방안 연구(교육인적자원부,
2000; 안미리 외, 2001)는 매크로 수준의 품질관리를 연구한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 발
표된 조은순과 이성(2004)의 질관리 향상을 위한 e-러닝 환경 표준화 요소, 유평준(2003)
의 e-러닝 평가의 구성요소 및 평가 준거에 관한 연구, 그리고 델파이 방법으로 사이버
대학의 질 관리를 위한 핵심영역과 평가항목에 대한 연구(이주희, 2005)는 e-러닝에서의
품질관리 영역을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 품질관리에 대한 연구는 교수
-학습자료 질관리 방안 연구(이화진, 김경훈, 양길석, 강신천, 2002)와 교육용 콘텐츠 품
질인증 사업운영과 품질인증제도 개선방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그리고 교육용
콘텐츠 품질관리 체제 수립(한태명, 2003) 등이 있다. e-러닝의 양적 확산에 비해 질적
확산을 위한 품질관리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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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UNESCO 기준안 분석

1) 추진 배경 및 경과
최근 세계무역기구/서비스 교역(WTO/GATS)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 국가 간 고등교육
시장 개방이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수출과 수입 가능성을
대비해 소비자를 위한 품질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국가 간 경계를 넘는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와 함께 2000년 이후 WTO/GATS는 교육수요자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목
적 하에 교육을 무역 서비스의 하나로 포함하고, 타 무역협정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서
비스 수요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국가간 경계를 넘는 교육
활동은 고등교육 기관의 학교 혹은 분교설치 외에 원격교육활동을 포함하며, 교육수요
자를 보호하고 서비스 투자자들의 투자 기대감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장치의 필요성
을 제시하였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제기구 OECD/UNESCO는 국가 간 경계를
넘는 고등교육 기관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안의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이 기준안은 각
국가가 국제적 호환성을 가질 수 있는 고등교육 평가인정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즉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채재은, 2005).
이 기준안은 2000년 WTO/GATS에서 언급된 후, 2004년 4월 5-6일 파리에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2005년 1월에 일본에서 그리고 2005년 4월과 10월에 파리에서 OECD 교육
위원회와 UNESCO 집행위원회를 거쳐 합의된 내용들을 전문가 그룹에 의한 자구 수정
과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을 가진후 2005년 12월 OECD 이사회와 UNESCO 집행위원회
에서 최종안을 채택하였다(ANNEX, 2005; OECD, 2004, 2005).
이 기준안은 국가 간 경계를 넘는 고등교육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틀을 만드는 것으로 개인의 역량강화 (capacity building)를 위한 기회 제공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질 높은 국가 간 교육 서비스의 공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국의 교육적 및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비 강제적 규범의 권고안이나 회원
국들 간의 상호 압력에 의해서 이행이 촉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이 비강제
적인 권고안은 참여국들이 적극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을 추진하는
국가나 수입할 대상국에서는 품질관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품질 관리 마크 역
할을 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세계 몇 개 국가 외에는 아직 체계적인 품질관리 체
제를 확립하지 못한 국가들이 많으며, 여러 국가들이 서둘러 품질관리 기준안을 개별적
으로 혹은 국제협력체제안에서 e-러닝과 원격교육의 품질관리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실
정이다.
2) 기준안의 주요 내용
OECD/UNESCO 기준안은 정부 외에도 5개 고등교육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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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의
주체자
정부
고등교육기관/
공급자
학생/ 교육수요자
품질관리
기관/센터
자격인정/
자격증 평가기구
전문가

<표 2> OECD/UNESCO 기준안의 내용
OECD/UNESCO 기준안의 내용
원격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고등교육 기관들이 공정한 등록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체제 및 질 보장 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국외 영리 및 비영리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 함께 새로운 매체를 통한 교육
의 전달시스템에 대한 질을 관리하고 관리 체제들의 네트워크를 강화 한다
제공되는 정보를 잘 탐색하고 충분한 정보와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도
록 한다
각 국의 품질관리 기관을 존중하고 신뢰며, 각 대학의 미션에 교육 프로그램
의 질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국제네트
워크를 유지한다
고등교육 품질 보장과 인증 제도를 정립할 때에 원격교육, 외국 기관, 영리
기관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 기관들을 모두 포함한다
국·내외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 인정체제를 구축하고 고등
교육 기관, 질 보장과 인증기관들, 자격 인정과 학위 평가 기관들 및 자문과
정보 센터들과 협력하여 자격 평가 방법들을 개선한다

기준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표 2>와 같이 정부 외에 고등교육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고등교육기관 및 공급자,
학생, 품질관리 기관, 자격 인정 혹은 자격증 평가기구,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며 기준안
의 내용은 위와 같다. 이와 같이 각 국가에서 국경을 넘는 교육활동은 자체 품질관리
기관과 시스템을 필요로 하며, 교육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체제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
다. 따라서 OECD/UNESCO 기준안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품질관리와 e-러닝 교육과정
과 기관의 품질관리를 체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초중등 및
고등영역의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영역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
및 체계가 기관의 사업단위로 진행되고 있어 아직까지 국제적인 요구에 대응하기에 어
려운 실정이다(안미리, 2005; 조은순, 2004). 따라서 우리나라 e-러닝 품질관리에 대한 다
각적인 체제의 수립은 양적 확산과 더불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e-러닝을 가능하
게 하여 질적 보장과 함께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해외 주요국의 품질관리 기준안 분석

해외 다른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혹은 기준안 분석해 본 결과 평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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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과 목적이 매우 다양하였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ECC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기
준안으로 콘텐츠 개발과 코스의 질, 운영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일본이 개발
하고 있는 기준안은 매크로 수준의 조직이나 기관 전체의 질을 평가하는 항목을 포함
하고 있고, 조직의 구조, 지원 등에 대한 포괄적 평가와 더불어 콘텐츠의 개발이나 운
영 부분에 대한 언급은 미흡한 편이다. 또한 호주/뉴질랜드의 Learning Federation은 콘텐
츠를 메타데이터로 접근하고 자료의 재활용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료는 질을 평가하
는 준거들 중에 법적, 제도적 지원이나 실제적 정보의 명확성, 실효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안미리, 2005, 200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초중등 및 고등 교육의 e-러닝 품질관리 기준안을 개발하기 위해 핵심영역
및 세부적인 평가근거를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은 2단계 델파이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개방형의 델파이를 사용하였고, 2단계에서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델파이를
사용하였으며, 초중등과 고등 교육의 e-러닝으로 나누어 핵심영역 및 평가근거의 중요도
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자료는 e-러닝 콘텐츠를 심사하고 있는 한국교
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U러닝연합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원격교육과
e-러닝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해외 자료는 OECD/UNESCO의 품질관리 기준안
과 해외 여러 나라의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면상 국제기구의 기준안을 중심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본 연구의 e-러닝 품질관리 기준안 개발에 델파이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델파이 방법은 응답이 다소 모호할 수 있고, 다양한 이해에 따라서 관련된 합
의를 쉽게 도출하기 어려울 때 권장되는 방법이다(Thach & Murphy, 1995). 품질관리 연
구는 이해 집단의 의도에 따라 각각 상이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문제점(IHEP,
2000)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는 품질관리 연구가 각 집단 구성원의 목적과 관심에 따라
질에 대한 의미가 달라 질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집단의 이견을 좁히면서도 합
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델파이방법
을 통하여 e-러닝 관련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e-러닝 관련 집단
들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기준안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호주나 뉴질랜드의 기준안을 비롯하여 싱가포르의 ECC나 일본, 중국, 독일 등
에서 e-러닝 질 관리 관련 다양한 기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기준은 국가
와 교육환경 및 상황에 따라 설립된 기준안으로 절대 보편적인 기준으로 성립될 수는
없다(Barker, 1999)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므로 국내 e-러닝 현장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 178 -

e-러닝 콘텐츠 품질관리 기준안 개발 연구

있으며, e-러닝을 현장의 전문가들을 토대로 새로운 기준안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국내
현실 상황에 적합한 e-러닝의 기준이나 준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셋째, 완전하고 엄밀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분야의 예측과정에 전문가의 판단
에 의존하는 델파이 방법(이종성, 2001)을 통해 e-러닝 품질관리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종합함으로서 정보의 양이나 판단의 신뢰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e-러닝 품질관리의 기준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핵심영역이나 평가근거에 대한 가치 판단
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개방형 델파이를 통하여 단순 설문 보다는 각 개인의 반
응을 섬세하게 표출하도록 하고, 균등하게 처리함으로써 주관적 판단을 종합하여 비교
적 객관적인 확률분포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예측수단
으로 사용되어지는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넷째, 1단계 델파이 이후 델파이에 참여한 전문가를 포함한 5인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1단계 델파이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 등을 분석에 첨가하였다. 즉, 1단계 델파이
결과를 토대로 보다 섬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는
개방형 델파이 분석의 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분석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기준안 개발은 1단계와 2단계 모두 동일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의견
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델파이의 연구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
는 본 연구의 대상은 e-러닝 전문가 패널로 구성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하였
다. 첫째, 전문가 패널의 전문성에 대한 고려로 e-러닝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을
적정수준 이상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로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 본 연
구의 일정과 참여의사 여부를 고려하였다. 둘째, 전문가의 구성에서는 교수자와 교육과
정 개발자, 교수설계자와 e-러닝 운영자, 교육공학자 등 e-러닝 관련 다양한 전문가 집단
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혐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이상을 고려하여 구성한 e-러닝 전
문가 패널 대상은 1차 델파이 대상자는 총 58명과 1차 델파이 실시 후, 인터뷰를 통해
참여한 4명을 추가하여 2단계 델파이는 총 62명의 전문가 패널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
다. 2단계 델파이 연구 참여자의 분포는 학계(24명), 연수원 및 정보원(20명), 사이버교사
(8명), 기업체(8명), 교육청 e-러닝 관계자(2명)이었다.
2. 연구 도구

단계 델파이의 설문은 e-러닝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핵심영역의 정의와 설명, 각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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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역의 세부 평가근거와 설명을 작성하도록 구성되었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발산적
지각(divergent perception)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기 위해 개방형의 예측 델
파이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문가 패널들이 e-러닝 품질관리의 핵심영역과 세부 평가
근거에 대한 자유로운 진술을 유도하였다. 이 설문은 연구 참여 대상과 자격요건이 비
슷한 전문가 3인에게 사전 검토를 거치고, e-러닝 전문가 5인 및 분석 전문가 1인의 의
견 수렴을 거친 후 이메일을 통해 전문가 패널들에게 발송되었다.
1단계 델파이 설문 후, 핵심영역으로 고려되어지기를 바라는 영역이 더 있는지를 확
인하고, 교육공학용어사전을 참고한 핵심영역의 정의 및 평가근거가 세부적으로 이루어
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교육공학 용어사전, 2005). 인터뷰 실시
후 1단계 델파이 설문에 대한 결과를 내용 전문가 3인, 분석 전문가 1인의 의견 수렴을
통해 분석하였다. e-러닝 전문가들이 선정한 콘텐츠의 핵심영역은 18개, 핵심영역에 대
한 평가근거는 79개 항목으로 유목화 되었다. 각 항목에 대해 5단계 Likert 척도로 초
중등 과정과 고등 교육과정에서의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내용 분석을 위해서는
품질관리 준거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후, 주요 영역을 범주화하여 정리한 후,
내용 분석 도구로 사용하였다.
2단계 델파이에서는 e-러닝 품질관리 기준안에서 상대적 중요성(우선순위, 적합성)을
평정하도록 하는 정책 델파이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설문에서는 1단계 전문가 패널
들이 응답한 사례수를 제시하여 2단계 델파이 설문 응답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
고, 핵심영역과 평가근거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이 올바른지를 확인하고 논의할 수 있도
록 의견란을 포함하였다. 또한 e-러닝 교육의 단계별로 핵심영역의 중요 순서를 정하도
록 하여 각 단계에서 중요시 되어야 할 핵심영역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2단계
델파이 설문은 3개의 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e-러닝 품질관리의 콘텐츠 부분 핵심영역,
e-러닝 교육 단계별 중요한 핵심영역의 순서, 각 핵심영역의 평가근거 등으로 작성되었
다. 이렇게 작성된 설문지는 교육공학, 컴퓨터 공학 전문가 3인과 분석 전문가 1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이메일을 통하여 일괄 발송되었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단계의 델파이 방법과 1회 인터뷰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델파
이 집단 내의 이견을 대략 1회에서 5회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항상 3회 정도에서는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며, 더 이상의 반복은 결과를 그르칠 수도 있으며, 많은 경우의
델파이 연구를 검토해 볼 때, 대부분 3회 정도로 시행되었다고 보고 되어지고 있다
(Brockoff, 1975). 본 연구에서는 2단계 델파이와 1회의 인터뷰만을 진행한 이유는 1단계
델파이 이후, 5인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1단계 델파이 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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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전문가 공청회 형태의 중간 평가 단계에서 1단계 델파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
하였다. 따라서 2단계 델파이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어 1단계 델파이를 실시하
면서 본 연구가 2단계로 끝날 것임을 명시하고, 진행하였다.
연구대상 전문가의 명단을 작성하고, 교육공학 및 컴퓨터 공학 전문가 5인에게 검증
을 받은 후 이메일과 전화 통화를 통해 본 연구에 대한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였다.
1단계 델파이에 대한 분석은 초기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1차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내용 분석 내용을 다듬었다. 내용 분석에서는 내용 전문가 3
인과 분석 전문가 1인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분석자간 신뢰도는 .94로 객관성이 유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작성된 1차 설문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중간 평가 형
태의 검증을 실시하였고, 더불어 작성된 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증과 수정,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내용 분석과 더불어 문항이 모호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적합한 용어로 수정하였다.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하여 용어의
명확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작업을 통해 2단계 델파이 설문이 최종 확정되었다.
2단계 델파이 자료는 62명의 전문가 패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었고 조사기간
동안에도 연구자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고 응답자의 보다 상세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
해 이메일과 전화 통화를 병행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단계 델파이 설문은 개방형이었기 때문에 서술식으로 응답되었다. 따라서 2단계 설
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서술식의 응답 내용을 유목화하고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내용 분
석이 실시되었다. 내용 분석은 e-러닝 품질관리를 위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후, 품질관
리의 주요 영역들을 범주화하여 정리한 후, 내용분석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내용 분석의 준거로 사용된 선행연구는 국내 자료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 발표되어진
e-러닝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등이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특정한 형태의 품질관리 가이
드라인에 준거를 맞출 경우, 유사한 연구의 틀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 고유의
e-러닝 형태에 적합한 품질관리 준거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러닝 품질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각을 나타내고자 하였고, 이에 따른
핵심영역을 범주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콘텐츠의 18개 핵심영역과 79개의
평가근거를 제시하였다.
델파이조사결과의 자료 처리는 1단계 델파이 핵심영역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최소
2회 이상 동일한 응답이 나왔을 경우, 2차 설문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자기주도적 학
습’의 경우, 초중등 보다는 고등에 더욱 필요한 핵심영역으로 고려되어 응답이 1회이지
만 평가근거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2단계 델파이에서는 핵심영역 및 평가근거의 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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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초중등과 고등으로 구분하여 Likert 5점 척도 형태로 평가하였다. 1단계 분석 결과
에 대한 빈도수를 피드백 형태로 기술하여 집단 간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사용하
였다.

Ⅳ. 연구 결과
1. 1차와 2차의 델파이 설문 분석결과

단계 델파이 설문분석 결과 e-러닝 콘텐츠 품질 관리 핵심영역에 대한 빈도는 <표
4>와 같이 ‘콘텐츠(학습내용)’(51명), ‘교수설계’(48명)가 중요 핵심영역으로 지적되었고,
1

<표 3> 콘텐츠 핵심영역 델파이 분석결과 및 중요도 순위
초중등
고등
콘텐츠 핵심영역
빈도수
M(SD)
중요도
M(SD)
중요도
1. 콘텐츠(학습내용)
51
4.66(.70)
2
4.61(.77)
1
2. 교수설계
48
4.73(.55)
1
4.22(1.05)
2
3. 성취도평가
25
4.46(.87)
5
3.90(1.16)
7
4. 교수 학습전략
22
4.45(.76)
6
4.17(.89)
3
5. 상호 작용성
19
4.48(.72)
4
3.63(1.23)
10
6. 사이버도우미(튜터)
18
4.15(.88)
11
3.32(1.24)
18
7. 사용자편의성
17
4.29(.82)
7
3.64(1.20)
9
8. 운영(교수-학습 활동)
17
3.85(.96)
13
3.58(1.18)
12
9. 만족도평가
14
3.53(.78)
17
3.58(1.04)
12
10. 학습 내용의 양
12
4.23(.78)
9
3.44(1.16)
16
11. 내부 질관리 체제
11
3.81(.92)
14
3.92(1.00)
6
12. 학습자 지원
11
4.16(.79)
10
3.39(1.10)
17
13. 동기부여전략
9
4.65(.55)
3
3.61(1.33)
11
14. 피드백
7
4.29(.89)
7
3.88(1.19)
8
15. 교수자 지원
7
4.02(.88)
12
3.51(1.10)
15
16. 저작권
6
3.71(1.18)
15
4.00(1.11)
5
17. 재사용성
6
3.65(.99)
16
3.58(.99)
12
18. 자기 주도적 학습
3
3.50(1.10)
18
4.05(1.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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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 평가’, ‘교수학습전략’, ‘상호작용성’, ‘사이버도우미 튜터’, ‘사용자 편의성’, ‘운
영(교수-학습 활동)’, ‘만족도 평가’, ‘학습 내용의 양’, ‘내부 질 관리 체제’, ‘학습자 지
원’ 등의 순으로 핵심영역의 빈도가 높았다. 반면에 ‘동기 부여 전략’, ‘피드백’, ‘교수
자 지원’, ‘저작권’, ‘재사용성’, ‘자기 주도적 학습’ 등은 10명 이하로 빈도가 낮은 편
이었다.
2단계 델파이 설문은 핵심영역 및 평가근거의 중요도를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초중
등’과 대학이상의 성인을 위한 ‘고등’으로 구분하여 Likert 5점 척도 형태로 환산해 평가
가하도록 하였고, 2단계 델파이 분석은 각 문항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3>과 같이 1단계 델파이에서 분석되었던 모든 콘텐츠 핵심영역이 3점 이상을
나타내었으며, 품질관리 체제에 대한 인식은 초중등보다 고등에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
나 이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2. 초중등 e-러닝 콘텐츠 품질관리 기준안 분석 결과

전문가 패널들로부터 수집되어진 핵심영역과 정의를 토대로 이에 속하는 하위 영역
<표 4> 초중등 e-러닝 콘텐츠 품질관리 기준안 분석결과(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번호 핵심영역
핵심영역 정의
평가 근거
1.1 내용전개의적절성
1.2 커뮤니티활용성
교수설계의공유(학습자요구분석)
교육과정이나 코스에서 학습목표 달 1.3
1.4 학습목표의구체성
1
교수설계 성을 위해 계획, 실행, 평가의 모든 1.5 수준별학습의가능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하는 것
1.6 화면구성의적절성
1.7 인터페이스및진행의용이성
1.8 학습수단의적절성
2.1 학습내용의정확성
학습목표의적합성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지식과 기술, 학 2.2
학습내용선정의적절성
2
콘텐츠 습자원 등과 같은 정보를 포괄한 학 2.3
2.4 학습내용조직의체계성
습내용물
2.5 매체선정의적절성
2.6 학습내용의윤리성
내용설계의관련성
학습자들의 학습의욕을 갖게 하고 적 3.1
동기부여
3.2 학습결과의만족감
3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흥 3.3 학습가능성에대한자신감
전략 극적인
미를 유발하는 것
3.4 흥미유발을위한주의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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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핵심영역

<표 4> 계속 (2)
핵심영역 정의

4

, 교수자, 학습내용 상호간 의
상호 학습자
통해 동기부여 및 참여활동
작용성 사소통을
을 증진시키는 것

5

성취도 학습과정 완료 후, 학습목표 달성 정
평가 도 측정

6

달성을 위해 학습자 특성
교수-학습 학습목표
학습내용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
전략 및을 선정하는
것

7

및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해
사용자 화면구성
학습내용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편의성 있도록 하는쉽게
것

8

촉진하기 위해 학습활동
피드백 학습참여를
및 결과에 대한 반응을 제공하는 것

9

학습 해당 학습계획에 따라 학습자의 수준
내용의양 및 시간을 고려한 학습 분량

10

학습자 효율적으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
지원 해 제공되는 인적자원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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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근거
4.1 학습자간상호작용적절성
4.2 상호작용결과로인한효과성
4.3 학습자와튜터간상호작용적절성
4.4 학습자와과정내용간상호작용
4.5 학습자와운영자간상호작용적절성
5.1 평가내용의신뢰성
5.2 평가내용의정확성
5.3 평가내용의적절성
5.4 평가내용의피드백활용성
5.5 평가의다양성
6.1 전략의효율성
6.2 학습전략의최적성
6.3 학습전략의다양화
6.4 매체및자료제시
6.5 다양한학습영역
7.1 학습내용수행과정상의편의성
7.2 접근의용이성
7.3 사용의편의성
7.4 프로그램실생의호환성
7.5 화면구성과메뉴사용의편의성
8.1 시스템상의신속한피드백
8.2 체계적인모니터링
8.3 교수설계자및튜터의피드백
8.4 다양한평가결과의제공
9.1 부가적인학습자료의적절성
9.2 학습분량의적절성
9.3 학습목표의세분화
9.4 학습난이도의구조화
10.1 학습자지원의체계성
10.2 사이버도우미(튜터)
10.3 지원방법의구체성
10.4 지원도구의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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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핵심영역
사이버
11
도우미
(튜터)
교수자
12
지원

13

14

15

16

17

18

<표 4> 계속 (3)
핵심영역 정의
학습자와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용
을 하며 학습을 관리, 촉진시키는 사
람
효율적인 교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인적자원 및 환경

운영 콘텐츠 제작, 관리, 활용을 위한 전략
(교수-학습
활동) 과 지원활동
내부 콘텐츠 설계 및 개발과정에 콘텐츠의
질관리 품질관리를 위해 수립된 자체 관리
체제 체제
콘텐츠 결과물의 지적 재산권 행사
저작권 및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개발된 콘텐츠에 메타데이터 기술 표
재사용성 준을 적용, 분류, 저장하여 이를 재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평가 근거
11.1 튜터의역할
11.2 튜터의자격
11.3 튜터활동강회를위한운영적지원
12.1 지원방법의구체성
12.2 지원의체계성
12.3 지원도구의적절성
13.1 학습관리
13.2 학습목표와의관련성
13.3 학습자의 현황 파악으로 요구에
부합하는운영
13.4 콘텐츠제작
13.5 시스템운영
13.6 교수자의상호독려
14.1 관리체제의구체성
14.2 품질관리지침
14.3 질재고를위한활동
14.4 참여자평가
15.1 저자명시
15.2 배포권리부여(라이센스발급)

메타데이터의적용
16.2 재사용가능성
17.1 교수전략의적절성
교과내용선정
자기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계획에서 평가 17.2
17.3 학습자료의유용성
주도적 까지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환경을 17.4 교과선정의적절성
학습 구성하는 것
17.5 지속적인모니터링활용방법
17.6 다양한평가결과의제공과활용
18.1 평가내용의피드백활용성
평가내용의적절성
만족도 학습의 과정에 참여한 학습자가 학습 18.2
평가내용의신뢰성
평가 에 대해서 인지한 요구나 만족정도 18.3
18.4 평가내용의정확성
18.5 평가의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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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류하고 빈도수를 산출하여 18개의 핵심영역과 79개의 평가근거가 도출되었다. 위
의 1단계와 2단계 델파이 설문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초중등 e-러닝 콘텐츠 기준안의
핵심영역과 평가기준이 도출되었다. 이 핵심영역은 델파이 설문결과에 의한 콘텐츠의
핵심영역 중요도 순위에 따라 제시되었는데 학습자 및 정규교육과정 특성이 고려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초중등은 교육내용이 연령층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내용에
대한 콘텐츠 보다는 이를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설계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고 지적되었으며, 학습자의 연령을 고려한 동기유발 전략, 상호작용성, 성취도 평가, 사
용자 편의성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작권, 재사용성, 만족도 평가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핵심영역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으로는 교수설계와 교수학습 전략
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함’, ‘콘텐츠 개발 시 내용의 정확성, 학습 내용에 적합한 교수
학습 전략’,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튜터의 중요성’, e-러닝 교수 학습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사용자 편의성’, ‘튜터의 효과적 운영’ 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음
을 <표 4>에서 볼 수 있다.
3. 고등 e-러닝 콘텐츠 품질관리 기준안 분석 결과

고등 e-러닝 콘텐츠 품질관리 기준안은 초중등 핵심영역 및 평가근거와 내용은 동일
하나 핵심영역의 순서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것은 학습대상자가 성인학습자이고 정규교
<표 5> 고등 e-러닝 콘텐츠 품질관리 기준안 분석결과(대학생 이상의 성인)
번호 핵심영역
핵심영역 정의
평가 근거
1.1 학습내용의 정확성
학습목표의 적합성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지식과 기술, 1.2
학습내용 선정의 적절성
1
콘텐츠 학습자원 등과 같은 정보를 포괄한 1.3
1.4 학습내용 조직의 체계성
학습내용물
1.5 매체선정의 적절성
1.6 학습내용의 윤리성
2.1 내용전개의 적절성
2.2 커뮤니티 활용성
교수설계의 공유(학습자 요구분석)
교육과정이나 코스에서 학습목표 2.3
2.4 학습목표의 구체성
2 교수설계 달성을 위해 계획, 실행, 평가의 모
수준별 학습의 가능
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하는 것 2.5
2.6 화면 구성의 적절성
2.7 인터페이스 및 진행의 용이성
2.8 학습 수단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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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핵심영역

<표 5> 계속 (2)
핵심영역 정의

3

달성을 위해 학습자 특성
교수-학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에
습 전략 법을 선정하는 것적합한 교수학습 방

4

자기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계획에서 평
주도적 가까지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환경
학습 을 구성하는 것

5

6

내부 질 콘텐츠 설계 및 개발과정에 콘텐츠
관리 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립된 자체
체제 관리 체제
콘텐츠 결과물의 지적 재산권 행사
저작권 및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
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7

성취도 학습과정 완료 후, 학습목표 달성
평가 정도 측정

8

학습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학습활
피드백 동 및 결과에 대한 반응을 제공하
는것

9

및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
사용자 화면구성
해
학습내용에
쉽게 접근하고 사용
편의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10

, 교수자, 학습내용 상호간
상호작용 학습자
통해 동기 부여 및 참
성 의사소통을
여활동을 증진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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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근거
3.1 전략의 효율성
3.2 학습전략의 최적성
3.3 학습전략의 다양화
3.4 매체 및 자료 제시
3.5 다양한 학습 영역
4.1 교수전략의 적절성
4.2 교과 내용 선정
4.3 학습자료의 유용성
4.4 교과선정의 적절성
4.5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용방법
4.6 다양한 평가 결과의 제공과 활용
5.1 관리 체제의 구체성
5.2 품질관리 지침
5.3 질 재고를 위한 활동
5.4 참여자 평가
6.1 저자 명시
6.2 배포권리 부여(라이센스 발급)
7.1 평가내용의 신뢰성
7.2 평가내용의 정확성
7.3 평가내용의 적절성
7.4 평가내용의 피드백 활용성
7.5 평가의 다양성
8.1 시스템상의 신속한 피드백
8.2 체계적인 모니터링
8.3 교수설계자 및 튜터의 피드백
8.4 다양한 평가 결과의 제공
9.1 학습내용 수행과정상의 편의성
9.2 접근의 용이성
9.3 사용의 편의성
9.4 프로그램 실생의 호환성
9.5 화면 구성과 메뉴사용의 편의성
10.1 학습자간 상호작용 적절성
10.2 상호작용 결과로 인한 효과성
10.3 학습자와 튜터간 상호작용 적절성
10.4 학습자와 과정내용간 상호작용
10.5 학습자와 운영자간 상호작용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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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핵심영역
11

동기
부여전략

12

재사용성

13

만족도
평가

14

운영
(교수-학
습활동)

15

교수자
지원

16

학습
내용의
양

17

학습자
지원

18

사이버
도우미
(튜터)

<표 5> 계속 (3)
핵심영역 정의
평가 근거
내용설계의 관련성
학습자들의 학습의욕을 갖게 하고 11.1
11.2 학습결과의 만족감
적극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11.3 학습가능성에 대한 자신감
흥미를 유발하는 것
11.4 흥미 유발을 위한 주의집중
개발된 콘텐츠에 메타데이터 기술 12.1 메타데이터의 적용
표준을 적용, 분류, 저장하여 이를 12.2 재사용 가능성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13.1 평가내용의 피드백 활용성
학습의 과정에 참여한 학습자가 학 13.2 평가내용의 적절성
습에 대해서 인지한 요구나 만족정 13.3 평가내용의 신뢰성
도
13.4 평가내용의 정확성
13.5 평가의 다양성
14.1 학습관리
14.2 학습목표와의 관련성
현황 파악으로 요구에
콘텐츠 제작, 관리, 활용을 위한 전 14.3 학습자의
부합하는 운영
략과 지원활동
14.4 콘텐츠 제작
14.5 시스템 운영
14.6 교수자의 상호독려
지원방법의 구체성
효율적인 교수활동을 지원하기 위 15.1
15.2 지원의 체계성
해 제공되는 인적자원 및 환경
15.3 지원 도구의 적절성
16.1 부가적인 학습자료의 적절성
해당 학습계획에 따라 학습자의 수 16.2 학습분량의 적절성
준 및 시간을 고려한 학습 분량 16.3 학습목표의 세분화
16.4 학습난이도의 구조화
17.1 학습자 지원의 체계성
효율적으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17.2 사이버도우미(튜터)
위해 제공되는 인적자원 및 환경 17.3 지원방법의 구체성
17.4 지원도구의 적절성
학습자와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 18.1 튜터의 역할
용을 하며 학습을 관리, 촉진시키는 18.2 튜터의 자격
사람
18.3 튜터활동 강회를 위한 운영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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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과는 다른 내용과 학습방법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것이다. <표 5>와 같이 콘텐
츠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은 교수설계, 교수-학습전략, 자기주도학습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습내용의 양, 학습자 지원, 사이버도우미(튜터) 영역은 상대
적으로 낮은 순위를 나타냈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러닝이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 부각되는 시점에 e-러닝을 단순히
전자매체를 학습에 활용․적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수출과 수입이 가능한 교육서비스로
확대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e-러
닝 콘텐츠에 대한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e-러닝 콘텐
츠 개발 및 품질관리에 대한 접근이 각 기관의 사업별 특성에 의존하고 있고 자체적으
로 개발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콘텐츠 분야에 체계적인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e-러닝 콘텐츠를 심사하고 있는 3개 기관의 품
질관리 기준 및 동향을 분석하고, OECD/UNESCO 기준안과 해외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
으며, 우리나라 초중등 및 고등 e-러닝 콘텐츠 품질관리 기준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기준안 개발을 위한 2단계 델파이연구는 학계 및 기업의 e-러닝 전문가 총
62명이 패널로 참여하였으며, 연구결과 18개 핵심영역과 79개 평가근거로 구성된 초중
등 및 고등 e-러닝 콘텐츠 품질관리 기준안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 결과 초중등과 고등
이 순위가 다르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들 핵심영역은 본 연구의 델파이 패널로 참여
한 전문가들이 영역을 선정하고 정의 및 평가 근거를 제시한 것을 종합, 정리한 것으로
써 e-러닝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함에 있어 실제로 중요하다고 판단된 항목들이 도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핵심영역의 중요도 순위를 보면 초중등은 학습대상자 및 정규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교수설계, 콘텐츠, 동기부여전략, 상호적용성이 강조된 반면 고등
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콘텐츠, 교수설계, 교수학습전략, 자기주도적 학습
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같은 핵심영역이어도 학습대상자 및 학습방법에 따라 우
선순위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실제 적용한 평가요소
및 평가 문항을 개발할 때는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기준안은 초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의 차별성을 반영하였으며, 동일한 기준안의 핵심
영역을 각 과정에 맞춰 다르게 적용하였다. 또한 기준안은 초중등과 고등 e-러닝을 제
공하는 기관 혹은 업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자, 튜터와 운영자들에게 계획, 개발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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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서비스를 위해 검토해야할 핵심영역과 최소한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
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기준안은 단시일 내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며 1-2년 동안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주최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유된
기준안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 기준안은 e-러닝 콘텐츠 품질관리를 위한 핵심영
역과 평가근거로써 콘텐츠 평가를 위한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을 개발하는 근거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러닝 교육제공자를 위한 내부 품질관리 체제를 위한 체크리
스트로 학습자들은 자신이 선택할 e-러닝 과정을 기준안을 활용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의
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초중등 학생을 위한 콘텐츠 개발자와 대
학 이상의 성인을 위한 콘텐츠 개발자들에게 학습대상자에 따른 콘텐츠 개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같은 콘텐츠라고 해도 기관에 따라 평가 영역 및 기준이 다
르게 적용되어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수출과 수입을 예상하는 콘텐츠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안은
초중등 및 고등영역의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콘텐츠가 개발되도록 유도하고 관
리할 수 있는 최소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기준안 개발을 통해 기대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체계적인 품질
관리 체제를 갖추게 되고, 국제 네트워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본 기준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다른 국가들에게 품질관리에 대한 컨설팅 등으로 참
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e-러닝 산업과 교육제공자들이 국제적 품질관리 노력의 필요
성을 이해하고 품질관리에 대한 높은 의식은 수준 높은 e-러닝 콘텐츠와 서비스, 방법
과 기술의 개발을 요구하게 되어 e-러닝 산업의 활성화를 도울 것으로 기대되며, e-러닝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개발자와 운영자, 기관 책임자들이 기준안을 적용하여 융통적
인 내부 품질관리 체제와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본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이러한 기준안의 적용 대상은 초중등과 고등 e-러닝의 콘텐츠부분의 품질관리이고 아
직 e-러닝 관련 부처가 다른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관련 e-러닝에 대한 부분은 본 연구에
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준안은 e-러닝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방법에 의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 기준안을 활용하게 될 개발자,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정부 등 폭넓은 대상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
에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 본 기준안에 대한 검토와 의견 수렴 및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준안이 실제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평가 지
침을 명시적이고 정량적인 항목으로 제시함으로서 활용의 단계를 구체화시키는 연구들
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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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Quality Assurance Guidelines
for e-Learning Contents

Mi-Lee Ahn (Hanyang University)
Kyung-A So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Yong Kim (KERIS)

Expansion of e-learning in number of contents and uses also brought up the issues on the
quality of e-learning. The quality of e-learning is at the center of discussions on national as well
as on international level, and many countries developed contents guidelines to assist providers or
users to use to develop higher quality of e-learning cont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rame of guidelines for e-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and management. Based on the
two levels of Delphi expert survey methods, and in-depth interviews, we have developed (1)
detailed contents guidelines for primary and secondary level e-learning contents, and (2) a
guideline for higher education contents. The total number of 62 participants from the
universities, industries, cyber universities, and teachers from cyber home study system participated
in the study. As a result, we have develope 18 major areas in contents, and 79 sub-categories
for the major areas. This result, however, is based on experts in the field, and this guideline
should be reviewed and continue to refine to include students, operators, and other stakeholder's
opinions.
Key words : e-learning Contents, Quality Assurance, Guidelines, Delphi Resear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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