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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미술수업에서 팀 역량 강화를 위한 블렌디드 액션러닝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문헌연구, 사례연구를 통하여 팀 역량, 대
학미술수업의 역량, 블렌디드 액션러닝에 관한 핵심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학습활동 프로세스를 도출하였으며, 각 프로세스를 학생들이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지원요소를 찾고, 전체 과정에 따른 블렌딩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수립된 프로그
램의 초안은 전문가 형성평가를 통해 수정․보완한 후 완성된 형태의 프로그램을 구안하
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얻었다. 연구의 결과로 대학미술수업의 팀 역
량을 미술 영역에서 탐색 역량, 표현 역량, 감상 역량으로, 팀 역량 요소를 팀 지식, 팀 스
킬, 팀 태도로 분석해 내었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핵심아이디어 매트릭스를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핵심학습활동 프로세스를 10단계로 구성한 후 퍼실리테이터용과 학습자용의 지
원요소를 프로세스별로 구안하였다. 블렌딩 전략은 all-line, 학습방법, 학습조직에 따라 수
립되고 최종 프로그램은 사전학습, 본학습, 사후학습의 전체진행본과 10단계의 본학습용
청사진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현장 적용한 후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팀 역량에 관한 시
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대학미술수업, 팀 역량, 블렌디드 액션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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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화, 정보화로 인해 급변하는 현대 사회는 기업을 비롯한 각급 조직체에서 외부
의 다양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로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빠른 시대
의 변화가 기업 뿐 아니라 조직과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변
화하는 시대는 인적 자원에게 단순한 정보의 습득을 넘어 무엇인가를 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UNESC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안영식, 박수홍, 정주영, 2005). 특히, OECD는 인적자원개발의 영역 중 직업이나 직무
에서 벗어나 복잡한 삶에 대처하기 위한 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 구조가 유연한 시스템, 소비자 중심 경영, 사회적 파트너십 관계로 변모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직 경쟁력 강화, 역량 있는 인적 자원의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정주영, 2007). 나아가 OECD는 1997년부터 수행된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이 오늘날 세계의 복잡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
해 삶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규명하였으며, 그 구성요소로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
단에서의 상호작용 능력’, ‘자율적인 행동능력’,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들고 있다(소경희, 2007).
한편, 전 세계적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의 설계와 운영을 위해 팀을 중심으로
하는 팀조직과 경쟁력 높은 팀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팀 역량에 관한 연구가 부
각되고 있다(이춘우, 2005). 팀 역량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과 더불어(Cannon-Bowers,
Tannenbaum, Salas, & Volpe, 1995; Ginsberg, 1994; Scott & Walker, 1994) 팀 역량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임파워먼트 관점에서의 팀 역량에 관한 연구들(Hute, &
Molleman, 1998; Kinlaw, 1991; Mohrmna, Cohen, & Mohrmna, 1995; Swenson, 1997)도 이루
어지고 있다.
팀 역량에 관한 위와 같은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인을 육성
하는 대학교육에서는 팀 역량 강화에 관한 문제의식과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
이다. 이에 따라 대학 교육에서 팀 역량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교육을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학문, 직업, 생활의 영역에서 부
딪히게 될 과업과 역할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가는 것을 돕는 일이
라고 볼 때 오늘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량을
배양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역량기반교육(competency-based education, CBE)의 의의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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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성낙돈, 2007).
한편, 이러한 팀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강사 위주의 교육 형태를 벗어나 실
행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 즉 문제중심학습, 목적중심시나리오, 액션러닝 등의
교수 방법(박수홍, 안영식, 정주영, 2005)을 사용해야 한다. 더불어 학습자, 교수자, 학
습내용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여 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
환경을 모두 활용하는(이상수, 2007) 블렌디드 학습 또한 부각되고 있다.
블렌디드 학습 환경은 오프라인 환경의 면대면 교실 수업과 온라인 환경의 교실 수
업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접목한 학습형태로서(박수홍, 황영미, 2006), 온라인 학습 환경
은 오프라인의 환경이 가지고 있는 시․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을 가능하게 해 주며, 학습시간과 공간, 학습의 편리성, 학습자원, 교수자 등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 학습 환경은 정밀한 의사소통, 효율
적인 의사결정, 실질적 학습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블렌디
드 러닝의 다양한 상호작용 활동은 조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팀 역량 강화
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교육은 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팀 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을 통한 학습’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블렌디드 학습에 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
러한 문제는 대학교육 내에서도 문화적 역량이나 미술과 역량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 있다. 따라서 팀 역량을 갖춘 사회인이 되기 위해 대학수업의 다양한 교과에서
팀 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들 중 특히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미술수
업에서 실행을 통한 학습 방식의 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의미가 있
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미술수업에서 팀 역량 개발을 위한 블렌디드 액션러닝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 연구내용을 다
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핵심아이디어를 도출한다.
둘째, 핵심학습활동 프로세스를 도출한다. 셋째, 핵심학습활동 프로세스별 지원요소를
도출한다. 넷째, 핵심학습활동 프로세스에 이상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블렌딩 전략을
수립한다. 다섯째, 전문가 형성평가 후 교육프로그램의 청사진을 개발한다. 여섯째, 프
로그램의 현장 적용 후 나타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내용을 통해 본 연구는 대학미술수업에서 팀 역량이 과연 무엇인
가를 밝혀서 이를 실현하고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한
후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물을 대학미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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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현장에 지속적으로 적용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미술수업

미술은 회화, 조각, 건축, 공예, 디자인, 서예, 사진 등을 통틀어 표현하는 것이며(권
상구, 2001) 인간의 조화로운 인격 형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정서를 함양시키고 급
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과 자연 환경 속에는 미적인 요소가 존재하며 이는 그림을 그리거나 만드는 등의
예술 작품을 창조할 때 사용되는 기본 요소인 선, 형, 색, 질감, 공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균형, 강조, 비례, 움직임, 리듬, 조화와 통일과 같은 미적 원리를 조직하고
시각적으로 창조하는 방법의 활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수업은 학습자가 적절한 학습활동을 하도록 하며 학습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활동을 의미하며 의도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목표
를 달성하도록 계획된 경험을 의미한다(변영계, 이상수, 2003). 따라서 미술수업은 수업
을 통해 미적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주변의 탐색, 창의적 표현, 작품의 감상활동들
이 일어나게 하며 미술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요소는 탐색, 표현, 감상으로 나뉜다
(김정규외, 1999; 백중열, 오현숙, 2006; 심성경외, 2007; 양경희, 1998; 오종숙, 2006; 이
숙재, 이봉선, 김경란, 2006; 이정욱, 임수진, 2003;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2004).
탐색의 측면은 자연 혹은 작품이나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성질을 관찰하고
예술적 요소들에 대해 인식하고 지각하는 활동을 말하며 표현은 시각적, 공간적, 조형
적 형태로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감상은 ‘예술 작품을 음미하고 이해하고 즐김’
이며 ‘어떤 것의 가치에 대한 이해’ 이다. 즉 감상이란 표현된 작품이나 예술작품을 통
해 다양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자연의 감상을 통해 미적 가
치를 느끼는 것이며, 이러한 탐색과 표현과 감상의 활동을 통하여 미술의 무궁무진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대학미술수업은 자신의 정서 이해 뿐 만 아니라 남의 정서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
력을 기르고, 다양한 정보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요구되는 인간
상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가지도록 편성되어 있다. 또한 예술과 정보가 강조되는 글로
벌시대에 대학미술수업은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개인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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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자기표현과 정신적 성장을 갖춘 인간상이 요구되는 오늘날 사회에서 예비 사회
인을 육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
기 때문이며, 특히 창의적 활동이 주를 이루는 대학미술수업에서 개인과 조직의 자기
표현과 정신적 성장을 이루는 활동과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미술수업을 예술 작품을 탐색하고 표현하고 감상하는 활동
을 통해 자신의 정서와 이미지를 체험하고 정서를 승화시켜 세련되고 풍부하게 만들
어 주며, 미적 요소들을 조직하고 시각적으로 창조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균형, 강조,
비례, 움직임, 리듬, 조화와 통일 등의 미적 원리를 이용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자
기표현이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정의하였다.
2. 팀 역량

역량(Competency)의 개념은 1970년 초 사회 심리학자인 McClelland에 의해 처음 소개
된 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먼저, McClelland(1973)은 학문적인
적성과 지식 내용에 대한 평가나 시험은 직업을 수행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예언하지
는 못하며 그러한 평가는 일부 소수집단, 여성을 비롯하여 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
에게 불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능을 측정하는 대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영향을 받지 않는 역량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cLagan(1989)는 역량을 직무나 역할 수행에서 뛰어난 수행자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
특성으로 보았으며, Corbin(1993)은 바람직한 목표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알
아야 할 것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 정의하였고, Parry(1999)는
역량을 훈련과 개발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관련 지식과 기능, 그리고 특성들과 통합
된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Schippman(1999)은 역량을 수행역량과 의지역량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Spencer와 Spencer(1993)는 역량은 인간의 내부 깊숙한 곳
에 자리하고 있으며 어떠한 동기나 특질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러한 동기나 특
질은 쉽게 개발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역량을 조직 환경 속에서 탁월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내 구
성원의 행동특성으로 정의하기도 하는데(이지은, 2007), 이는 역량의 개념을 개인의 능
력과 특질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 관점의 역량으로 정의한 것이며, Rychen(2003)은 역
량의 개념을 사회적․행동적 구성요소가 결합된 형태로서 특정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구를 지식과 인지적 기술, 실천적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 감정, 동기 등과 같
은 요소를 가동하여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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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효과적인 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유능한 개개인의 구성이
중요하겠지만 개개인의 지식과 기능이 우수하다고 해서 반드시 팀의 전체적인 역량이
우수한 것은 아니다. 개인의 역량을 팀 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면 아무리 개인 역
량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팀 역량이 뛰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팀 역량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 역량이 팀 내에서 얼마나 잘 조직되고 통합되어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팀 역량의 개념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춘우(2005)는 팀이란 지식적, 태도적,
행동적 집단요소들로서 집단이 우수한 팀으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핵
심적 요소들의 집합을 팀 역량이라고 하였다. 즉, 팀 역량이 우수한 팀 구성원들 개인
의 단순한 역량의 합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승되는 집합적 관점의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Mohrmna 등(1995)은 팀 역
량을 기술, 사업, 대인관계, 조직에 대한 지식과 스킬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았고
Cannon-Bowers 등(1995)은 역량을 팀 성과의 선행요건으로 지식․원리․개념들의 요건
을 갖춘 팀 지식과, 팀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동과, 요구되는 스킬
들의 레퍼토리들로 정의되는 팀워크스킬,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팀 성과를 촉진하는 팀
과 팀 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태도인 팀 태도로 정의하였다.
팀 역량에 대한 개념을 팀 임파워먼트 관점에서 살펴보면, Mohrmna 등(1995)은 팀
임파워먼트를 ‘방향’과 ‘능력’으로 나누고, 이를 주의와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개인의
목표와 조직 목표를 연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 목표 달성을 탁월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팀 역량을 집단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Ginsberg
(1994)는 팀 임파워먼트를 집단 구성원들의 문제해결능력, 언어적 능력과 집단 구성원
의 사회적 역량과 함수관계로 설명하였다. 한편 Spreitzer(1995)는 교사 임파워먼트를 교
사들의 의미감, 역량, 자율성, 영향력 등의 내재적 동기를 증진시켜 학교조직의 활성화
를 꾀할 수 있도록 파워를 증진시키는 심리적 과정이라 하였다.
이렇듯 팀 역량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팀 역량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
닌다. 먼저, 팀 역량이란 단순한 개인 역량의 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역량이
팀에서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팀 역량은 지식, 기술, 태
도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 셋째,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 따른 실제적 문제를 팀이
협력적(collaborative)으로 해결해 갈 때의 능력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정리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팀 역량을 21세기 현대 사회라는 조직 속에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과업을 조직 구성원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실질적 기
량을 의미하며 집단 정서적 느낌이나 태도적 특성들을 포함하고 팀이 직면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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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3. 블렌디드 액션러닝(Blended Action Learning)

액션러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자들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몇몇 학자
들이 제시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cnulty(1979)는 액션러닝을 행동을 통한
학습이라고 하였고, McGill과 Beaty(1995)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지지해 주는 동료들을
토대로 학습과 성찰을 계속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Rothwell(1999)은 조직적인 요
구를 충족시키면서 개인과 집단 개발의 달성을 위한 즉각적인 학습 경험이라고 정의
하였다. 봉현철(2000)은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김미정(2001)은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 속에서
역량이 함께 개발된다고 정의하였고, 이태복, 최명숙(2005)은 빨리 학습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 하였다. 끝으로, 박수홍, 안영식, 정주영(2005)은 소집단을 구성하
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찰을 통한 학습을 지원하는 역량개발 방식이라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액션러닝은 팀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민간기업, 공
공부문, 학습조직 등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작업 단위인 팀을 조직하고 팀 구성원들에
게 권한을 부여하여 팀 학습의 수행성과를 높이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정주영, 2007).
아울러 조직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개인 및 팀을 개발시키기 위한 방법적 특성을 드러
내고 있다(봉현철, 유평준, 2001). 또한, 액션러닝을 통해 핵심인재를 개발하여 역량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조직을 전략상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봉현철, 유평준,
2001)과 민주적 특성으로서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임파워먼트(Morgan & Ramirez, 1984)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액션러닝은 그 중요한 가치로써 개인과 팀, 핵심역량, 문제해결, 임
파워먼트 등을 학습을 통한 전략적 차원으로 승화(Dilworth, 1998)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문제해결 방식과는 달리 역량의 개발, 현장의 문제를 교실 장면에서 해
결하며 그 결과를 다시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 종합적인 성찰, 개인과 집단의 개발 달
성, 팀 학습에 대한 강조 등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개념 정리에 대해 박수홍, 안영식, 정주영(2005)은 액션러닝을 “교육 참
가자들이 소집단을 구성하여 각자 또는 전체가 팀워크를 바탕으로 실패의 위험을 갖
는 실제문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는 동시에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성찰(reflection)
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역량개발의 교육방식으로 학습조직 구축의 초석이 되며,
교육훈련과 조직개발이 혼합된 교육기법”(p.98)으로 정의함으로서 그 근거를 마련해 주
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액션러닝의 특성을 모두 담고 있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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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장면에서 학습활동 프로세스를 도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있다(정주영,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박수홍, 안영
식, 정주영(2005)의 액션러닝의 정의를 따르되 대학미술수업 현장과 블렌디드 학습의
정의에 맞게 수정 후 사용하였다.
최근의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정확하게 합
의된 것이 없이 많은 논의의 과정 속에 있다(Graham, 2005). 최근의 정의들은 단지 온
라인과 오프라인 학습 환경만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목표, 학습방법, 학습시간
과 공간, 학습활동, 학습매체, 학습경험, 상호작용 방식 등 수업의 내용이나 목적에 따
라 다양한 학습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최상의 학습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설계전략으로
까지 개념과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김도헌, 최우제, 2003; 송영수, 2003; 이상수, 2006;
임정훈, 2004; 정주영, 2007; 조일현, 2003; 한국교육공학회, 2005; Fox, 2001; Mantyla
2001; Masie, 2002).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 이와 같은 다양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상수(2007)
는 블렌디드 러닝의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준거를 제시하였다.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all-line 학습이 블렌디드 러닝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러한
통합이 학습의 효과성, 효율성과 더불어 매력성을 높이기 위한 장점들이 활용되어지는
과학적인 학습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학습의 접근성, 편리성, 융
통성 등을 높여주는 학습자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블렌디드 러닝의 개념은 블렌디드 액션러닝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도 반
드시 필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팀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자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방법, 학습시간과 공간, 학습활동, 학습매체, 상호작용 방식 등 다양한 학습요소들
의 결합을 통해 최상의 학습효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액션러닝 교육기
법과도 연결된다(정주영,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블렌디드 액션러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환경을 동시에 가
지며 대학 수업에서 학습팀 단위의 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 지원 및 학습 팀에 대한 다양한 학습도구 등이 지원되는 실제적인 팀 역량 강화
교육기법을 말한다. 또한 블렌디드 액션러닝 핵심학습활동 프로세스는 박수홍, 안영식,
정주영(2005)의 액션러닝에서의 핵심학습활동을 본 연구에서 대학 수업에서의 팀 역량
강화를 위해 도출된 핵심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구체적
인 학습활동은 교육프로그램 초안 부분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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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미술수업에서 팀 역량 강화를 위한 블렌디드 액션러닝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
발하기 위한 핵심 아이디어를 도출한 후 핵심학습활동 프로세스와 핵심지원요소를 도
출하였고, 블렌딩 전략을 수립하였다. 둘째, 개발된 프로그램의 초안을 대학미술수업
전문가(내용전문가) 2인, 교수설계전문가(교육공학자) 2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형성평가
를 시행하여 수정․보완한 후 프로그램을 완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적용을 실시
한 후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찾아내었다.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참여관찰과 서술
적 관찰자료, 심층면담 등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절
차와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방법 및 타당도 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 문헌연구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연구자가 2007학년도 2학기에 강의한 U대학의 아동미술 교과
목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아동미술 교과목은 이론을 바탕으로 수강자가 실제로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의 미술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교과
목으로서 본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용이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미술수업과 관련한 문헌(김정규외, 1999; 백중열, 오현숙,
2006; 심성경외, 2007; 양경희, 1998; 오종숙, 2006; 이숙재, 이봉선, 김경란, 2006; 이정
욱,임수진, 2003;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2004) 분석을 통하여 대학미술수업에서 구현되
거나 요구되고 있는 핵심적 역량을 질적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팀 역량과 관련한 문헌(박수홍, 안영식, 정주영, 2005; 성낙돈, 2007; 소경희,
2007; 이지은, 2007; 이춘우, 2005, Cannon-Bowers, Tannenbaum, Salas, & Volpe, 1995; Hute
& Molleman, 1998; Mohrmna, Cohen & Mohrmna, 1995; Scott & Walker, 1994)의 분석을 통
하여 팀 역량의 속성에 대해 파악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팀 역량의 요소를 도출
하였다. 아울러, 블렌디드 액션러닝 학습에 대한 문헌(박수홍, 안영식, 정주영, 2005; 이
상수, 2006; 2007; 정주영, 2007)을 검토함으로써 ‘실행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에
근거한 핵심학습활동을 도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분석해 내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 블렌디드 러닝 프로그램 중 수강생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 신뢰도가 있는
‘P’사의 ‘6시그마 리더십 프로그램 구조’(정주영, 2007)를 통한 사례연구도 실시하여 프
로그램의 핵심 아이디어, 핵심 학습활동 프로세스, 핵심 지원요소를 도출하고 블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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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수립하였다.
2. 전문가 검토

문헌연구 및 사례연구에 기초하여 개발된 프로그램 초안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
정․보완하였다.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용 전문가와 교수설계 전문가
의 시각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양 측면을 공히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검
토를 위한 인력 풀을 교수설계 전문가 5인, 대학미술수업 전문가 5인으로 최초 설계하
였으나 전공, 경력, 연구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교수설계 전문가 2인, 대학미
술수업 전문가 2인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초안의 타
당성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실시 결과를 교차 검증
을 통해 타당도 확보 방안을 높였다. 형성평가를 위한 인터뷰 대상 전문가에 대한 정
보는 <표 1>에 기술하였다. 한편, 평가를 위한 항목은 본 프로그램의 핵심 아이디어,
핵심학습활동 프로세스, 지원요소, 블렌딩 전략의 타당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으로 구
성하였다.
구분
이름
성별
나이
경력 기간
소속

<표 1> 형성평가를 위한 인터뷰 대상 전문가에 대한 정보
내용 전문가
교수설계 전문가
A

B

A

B

임00
남

정00
남

강00
남

정00
남

59

49

52

41

년
16년
17년
15년
00대학교
00대학교
00대학교
00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디자인대학 교수 조형대학 교수 교수 (교육공학박사) 교양교육원
(교육공학박사)
25

3 . 현장적용 형성평가

수업 적용 대상
본 연구의 수업 적용 대상자는 U대학 아동미술 교과목을 수강하는 2학년 학생 78명
으로 하였다. 학습자의 95%는 아동미술과 유사한 교과에서 팀을 조직하여 학습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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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학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한 팀 역량을 발휘하는 형식의 블렌디드 액션러닝의 팀 학습 형태는 아니었으며 단
순히 과제의 역할 분담 수준의 팀 학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객관도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 명의 질적 연구자가 발전시킨 일반적인 자료 분석 전략(Bogdan & Biklen, 1992;
Huberman & Miles, 1994; Wolcott, 1994)을 참고하여 참여 관찰자료, 심층 면담자료, 웹
문서, 최종 결과물의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였다.
참여 관찰자료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인 수강생 78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전체 과
정인 핵심학습활동 프로세스의 처음(사전강의)부터 마지막(상호평가하기) 단계까지 지
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관찰기록지를 작성한 후 이를 연구 결과 정리를 위해 사용하
였다. 심층 면담자료는 수강생 78명을 대상으로 모두 시행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의 제
약이 존재함으로 인해 연구자와 면담을 허락한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위한
강의 후 강의실에서 시행하였으며 면담의 결과는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 후
전사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블렌디드 학습 환경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인 Daum cafe 방을 통해 연구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게시판을 통해 실시되었던
팀원 상호간의 작용과 과제 수행 과정을 웹 문서를 통해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지
사항, 회의록방, 팀학습방, 쪽지, e-포트폴리오, 갤러리, 평가방, 자기성찰방, 질문과 답
변방을 통해 학습자 요구분석, 피드백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목적
이 대학미술수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으로 학생 팀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게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 팀이 본 연구의 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작성하였던 작품 포
트폴리오의 결과를 연구의 종결 시점에서 수거하여 본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와 시행되었을 때의 작품 차이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교수자와 학습자 활동 중에
도출되는 회의록, 관찰기록지, 각종 활동 포트폴리오, 성찰일지, 녹취자료, 면담 등의
자료가 생성되었다. 이렇게 생성된 자료는 추후 본 연구를 위한 시사점의 기준으로 삼
았다.
2)

형성연구 기간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한 형성연구 기간은 15주의 수업 기간 중 7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실시
된 내용은 미술 전공이 아닌 대학생들에게 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도록 구성
되었고 미술교육내용체계인 탐색, 표현, 감상활동을 포함하였다. 첫째 주는 블렌디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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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러닝 프로그램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였으며, 오리엔테
이션의 내용은 팀 작업을 위한 팀 빌딩을 시행한 후 수업내용 및 절차, 본 수업 내용
의 특징에 관해 설명해 준 후 모의 수업을 시행하였다. 둘째 주에서 여섯째 주까지는
실제 블렌디드 액션러닝 프로그램에 따른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
째 주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기존의 수업방식과 블렌디
드 액션러닝을 통한 수업의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형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결과는 완성된 형태의 블렌디드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시스템
본 연구의 블렌딩 전략을 위하여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의 초안을 오프라인과 병행하기 위하여 Daum Cafe를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공지사항을 비롯하여 e-포트폴리오방, 갤러리, 자기
성찰방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들이 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4)

4 . 타당도 확보방안

본 연구의 타당도 검사는 연구자의 연구결과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는가를 평
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평가 준거에 근거해 검토해 보는 과정을 의미
한다(김영천, 1999).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
였다.
먼저, 조사자의 다각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형성평가를 위해 대학미술수업전
문가(내용전문가) 2인, 교수설계자(교육공학자) 2인을 대상으로 형성평가를 실시하여 연
구의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둘째, 조사방법 측면에서는 학생인터뷰, 자기성찰, 포트폴
리오 작성, 관찰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타당도 확보에 주력하였다. 셋째, 이론
적 다각검증을 위하여 문헌을 학술지 등재 후보지 이상의 논문,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
논문, 각종 사례집 등 다각적으로 검증하였다. 끝으로, 온라인상에서 웹상의 문서분석
(document analysis)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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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미술수업에서 팀 역량 강화를 위해 블렌디드 액션러닝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 결과들은 다
음과 같다. 먼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핵심 아이디
어를 도출하고 핵심 아이디어에 기초한 핵심학습활동 프로세스를 수립했으며 아울러
각 요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수립된 프로세스별로 그
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블렌딩 전략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초안을 구안하였다. 구
안된 프로그램 초안은 전문가 형성평가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형태의 프로그
램으로 개발하였다. 이에 더해 완성된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프로그램
에 따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각 단계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핵심 아이디어 도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대학미술수업, 팀 역량, 블
렌디드 액션러닝에 대한 문헌연구와 사레연구를 실시하여 대학미술수업에서 팀 역량
강화를 위한 블렌디드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핵심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먼저, 미술수업과 관련된 문헌(김정규외, 1999; 백중열, 오현숙, 2006; 양경희, 1998;
심성경외, 2007; 오종숙, 2006; 이숙재, 이봉선, 김경란, 2006; 이정욱, 임수진, 2003; 한
국미술교과교육학회, 2004)과 U대학의 대학교육과정 중 대학미술수업과 관련된 아동미
술, 유아미술교육, 창작공예실습, 유아미술교육실습 교과 내용을 질적 내용 분석 방법
을 통하여 미술과 영역에서 갖춰야 할 역량을 중심으로 유사한 의미의 개념들을 범주
화하였다. 1차 범주화에서는 내용의 형식과 실체에 기준을 두고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집단 관찰, 심미감, 미의 발견, 본질, 창조, 대화, 오감, 특징 발견, 사물 특징 분석, 차
이 발견, 상호 수용, 표현방법 지식, 창작 기법, 기억, 이해 표현 기술, 교수 기술, 기법,
활용, 표현 변형, 의견 조율, 수용, 참여, 작가에 대한 이해, 미술사, 작품이해, 평가와
감상, 비평, 청취, 대화, 느낌 발표, 반성적 사고, 수용, 인정, 성찰 등을 도출할 수 있
었다. 이러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성에 기준을 두고 2차 범주화를 시행하였으며
범주화 결과 대학미술수업에서의 핵심 역량을 탐색 역량, 표현 역량, 감상 역량으로
결정하고 1차 범주화의 결과를 2차 범주화의 하위 영역으로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미술수업에서의 핵심 역량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탐
색 역량이란 작품에 내재한 고유의 성질을 관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극하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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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는 것이다. 도출된 탐색 역량의 하위 요소는 집단 관찰 능력, 공동체적 심미감, 미
의 발견, 본질 이해, 창조적 대화, 전체적(holistic) 오감, 특징 발견하기, 사물 특징 분석
하기, 차이 발견하기, 상호 인정하기, 상호 수용하기, 참여이다. 문헌연구 결과 도출된
표현 역량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창의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표현 역량은 표현 방
법 지식, 창작 기법, 기억, 이해, 표현 기술, 교수 기술, 기법 활용, 표현 변형, 의견 조
율하기, 수용하기, 참여, 창조적 대화의 하위 요소를 포함한다. 끝으로, 연구결과 도출
된 미술과의 핵심 역량의 세 번째는 감상 역량이다. 감상 역량이란 작품에 대한 느낌,
형태 지각, 작품의 상징적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며 작품의 가치에 대해 분석하고 설명
하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은 작가(artist)이해, 미술사, 작품 이해, 감상과 비
평 준거, 팀 간 객관적 평가, 비평하기, 청취하기, 생산적 대화, 느낌 발표, 평가를 위
한 커뮤니티 형성, 참여, 반성적 사고, 수용하기, 반응, 팀원 간 다양성 인정의 하위 요
소를 포함하고 있다.
팀 역량의 핵심아이디어 도출을 위하여 팀 역량과 관련된 문헌(박수홍, 안영식, 정주
영, 2005; 성낙돈, 2007; 소경희, 2007; 이지은, 2007; 이춘우, 2005, Cannon-Bowers,
Tannenbaum, Salas & Volpe, 1995; Hute & Molleman, 1998; Mohrmna, Cohen & Mohrma,

을 위와 같은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팀
역량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팀 지식이란 팀의 성과 창출을 위
해서 팀 구성원들이 주어진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은 물론 팀원들에 대한 지식, 신념, 태도를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해야 되
는 집합적 지식체계라 할 수 있다. 팀 스킬이란 팀이 직면하는 과제를 정확하게 수행
할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들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집단행동의 수준
정도라 할 수 있다. 팀 태도란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헌하는 구성원
간의 신뢰, 친밀감, 자부심, 응집성, 분위기 등의 공유된 심리적 특성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도출한 대학미술수업과 팀 역량의 개념을 영역별로 분석하여 연구자
그룹에서 이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하나의 매트릭스로 구성하였고 이
를 <표 2>와 같이 나타내었다.
끝으로, 블렌디드 액션러닝에 관한 핵심아이디어는 블렌디드 액션러닝과 관련한 문
헌(박수홍, 안영식, 정주영, 2005; 이상수, 2006, 2007; 정주영, 2007)과 P사의 6시그마
리더십 프로그램 구조(정주영, 2007)를 중심으로 한 사례를 통해 핵심학습활동, 핵심학
습활동 프로세스, 지원요소, 교수․학습활동, 블렌딩 전략 등이 역량 개발과 관련이 있
음을 도출하게 되었다.
1995; Scott & Walke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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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학미술수업에서의 팀 역량 분석
팀 역량 요소
팀 지식
팀 스킬
팀 태도
미술영역기준
창조적 대화
집단 관찰 능력
상호 인정하기
전체적
(holistic) 오감
공동체적 심미감
상호 수용하기
탐색 역량
특징 발견하기
미의 발견
참여
사물
특징
분석하기
본질 이해
창조적 대화
차이 발견하기
의견 조율하기
표현 방법 지식
표현 기술
수용하기
창작 기법
교수 기술
표현 역량
참여
기억
기법 활용
창조적 대화
이해
표현 변형
표현 방법 교환
팀간 객관적 평가
참여
작가(artist)이해
비평하기
반성적 사고
미술사
감상 역량
청취하기
, 느낌 발표
수용하기
작품 이해
대화
반응
감상과 비평 준거 평가를 생산적
위한 커뮤니티 형성 팀원 간 다양성의 인정
2 . 핵심학습활동 프로세스 도출

본 연구의 전체적인 구성은 사전학습, 본 학습, 사후학습으로 나뉜다. 사전학습은 준
비단계, 팀 빌딩하기, 사전학습으로 구성되고, 본 학습은 팀 문제탐색하기, 문제명료화
하기, 가능한 해결책 도출하기, 우선순위 결정하기, 액션플랜 작성하기, 결과물 제작하
기, 결과물 전시․발표하기, 상호 평가하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후학습은 성찰하기,
사후학습(총체적 성찰하기), 차시예고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학습별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전학습은 본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이며,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 본 학습
을 위한 각종 도구를 준비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학습자의 성향, 준비상태에 따라 팀
빌딩을 실시하고, 본 학습에서 다루어질 내용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후, 교수자가
문제 상황을 학습자에게 제시하며, 아울러 학습프로세스 및 도구와 평가방법에 관한
각종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어 본 학습 단계에서는 대학미술수업에서 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블렌디드 액
션러닝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단계이다. 본 학습의 단계는 첫째, 문제 상황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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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문제 상황을 분석하는 팀 문제탐색하기 단계와 둘째, 관련자료 및 준비물을 파악
하고 검색 및 제작 도구를 확인하는 문제명료화하기 단계로 이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
는 가능한 해결책 도출하기 단계로서 문제 상황을 두고 협력적 팀 토론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과제 수행을 위한 팀과 개인의 역할이 분담되며 이 단계에서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팀 토론방을 적극 활용하게 되고 각종 도구가 사용되어진다. 네
번째 단계인 우선순위 결정하기는 중요성, 시급성, 과제의 계열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
수행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다섯 번째는 액션플랜 작성하기로 첫 단계부터 현 단계
까지 수행된 모든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과제를 수행할 액션 플랜을 세
우게 된다. 여섯 번째는 결과물 제작하기로 액션플랜에 따라 실제 과제물을 제작하게
되며, 일곱 번째인 결과물 제작․발표하기 단계를 통해 결과물에 대한 설명과 발표를
하고 결과물을 전시하여 팀 간 상호평가를 준비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상호평가하
기 단계에서 즉석평가, 평가지 작성 등을 통해 팀 간, 상호간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 평
가를 통해 상호간 피드백을 주고받고 피드백 결과를 통해 사후학습을 준비하게 된다.
사후학습은 본 학습 전체 과정에 대한 성찰을 하고 차시 학습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사후학습의 단계 중 성찰하기 단계는 진행된 본 학습 전체 과정을 통한 자기성찰일지
를 작성한다. 사후학습 단계는 총체적 성찰을 의미하며, 이 단계에서는 사전학습부터
사후학습까지의 전체 과정을 성찰하고 차시예고 단계를 통해 차시 학습 내용 및 준비
물을 숙지한다. 이러한 학습 프로세스는 단계별로 대학미술수업에서의 팀 역량과 요소
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3 . 지원요소 도출

팀 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은 교수자, 학습자, 학습도구 측면에서의 지원요소가 요구
된다. 이러한 지원요소는 핵심학습활동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다양한 관련정보, 안
내지침, 도구 등으로 지원되며, 각 요소들은 팀 구성원 간의 공유를 통해 교수자와 학
습자의 교수활동과 학습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지원요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먼저, 프로그램의 전체 일정
에 따른 구분이다. 본 연구의 블렌디드 액션러닝 프로그램은 사전학습, 본 학습, 사후
학습으로 구성되며 지원요소도 각 학습의 단계에 따라 구분되어 적용된다. 둘째, 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요소는 교수자와 학습자로 나뉘어 제공된다. 끝으로 도구와 관련정보
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도구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사용하게 될 실제적 도구를 의미하
며, 관련정보는 해당 학습을 진행함에 있어 교수자나 학습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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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팀 역량 강화를 위한 블렌디드 액션러닝 핵심학습활동 프로세스
핵심학습활동
핵심학습활동내용 팀 역량 요소
구체적 활동
프로세스
•본 학습을 위한 각종 도구 준비
효과적으
•출석확인
사 준비단계 •본로 학습을
전 팀 빌딩하기 역할수행하기 위한 •팀 태도 •학습자성향, 준비상태에 따른 팀 빌딩
- 탐색 역량 •본 학습 내용의 이론적 배경 설명
학
습 사전학습 •팀한 팀역량구성강화를 위
•교수자가 나누어준 문제를 받기
•각종안내(과정, 프로세스, 도구, 평가방법)
•팀
지식
•폭넓은 정보수집, - 표현 역량 •문제 상황 정보찾기
1. 팀 문제
통한 문제해 •팀 태도 •문제 상황 분석
탐색하기 분석을
결 실마리 찾기
- 표현역량
2. 문제
•문제의 근본원인 및 •팀 태도 •관련자료 및 준비물 파악
명료화하기 속성을 파악하기
-감상 역량
•검색 및 제작도구 인지
토론
3. 가능한
•문제 및 과제를 해 •팀 지식 •팀
•과제
위한 팀, 개인 역할 분담
해결책
결하기 위한 다양한 - 표현 역량 •토론방수행을
운영
도출하기 해결책 찾기
•각종 도구 사용
•문제 및 과제의 속 •팀 스킬 •중요성, 시급성, 과제의 계열성 등을 고려한
4. 우선순위
맞는 우선순위 -탐색 역량 우선순위 결정
본 결정하기 성에
결정하기
•각종도구 사용
학
•우선순위에
따른
과
습 5. 액션플랜 제 실행 플랜 작성 •팀 스킬 •회의록 활용
작성하기 하기
- 표현 역량
6. 결과물
•수업에서 실제적 과 •팀 태도 •제작, 실행, 상호모니터링
제작하기 제를 해결하기
- 표현 역량
•팀 지식 •팀별 독창적 발표
7. 결과물
•결과물
전시․발표
- 감상 역량
전시․
대한 설명, 대사
하기
•팀 스킬 •결과물에
발표하기
•결과물
전시
- 감상 역량
•팀 스킬
8. 상호
•팀 별 결과물에 대 - 감상 역량 •팀 간 상호평가, 피드백
평가하기 한 상호평가하기
•팀 지식 •즉석평가, 평가지 작성
- 감상 역량
•본학습
전체
과정에
•팀 태도 •진행된 본 학습 전체 과정을 통한 자기성찰
성찰하기 대한 자기성찰
- 감상 역량
기록지 작성
사
•팀 태도
후 사후학습 •교육과정에 대한 총 - 탐색 역량 •사전학습부터 사후학습까지의 전체 과정 성
학 (총체적 성찰) 체적 성찰하기
•팀 태도 찰
습
- 감상 역량
•팀 지식 •차시 학습 내용 및 준비물 숙지
차시예고 •차시예고
- 탐색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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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팀 역량 강화를 위한 블렌디드 액션러닝 지원요소
핵심학습활동
프로세스
준비단계

핵심학습활동내용 팀 역량 요소

지원요소

교수자
학습자
도구 관련정보 도구 관련정보
강의록

•본학습을 효과적으
사
로 수행하기 위한 •팀 태도- MBTI,
전 팀
사용법
Kolb
학 빌딩하기 •팀역할역량 강화를 위 탐색 역량 학습유형
습
한 팀 구성
사전학습
강의록
•폭넓은 정보수집, •팀표현 지식
1. 팀 문제
교수자
역량
통한 문제 •팀 태도탐색하기 분석을
메뉴북
해결 실마리 찾기 표현 역량
•문제의 근본원인 •팀 태도2. 문제
교수자
과제의 속성을 감상 역량
명료화하기 및파악하기
메뉴북
3. 가능한 •문제 및 과제를 해
교수자
해결책 결하기 위한 다양 •팀표현 지식
역량
메뉴북
도출하기 한 해결책 찾기
•문제 및 과제의 속 •팀 스킬4. 우선순위
교수자
맞는 우선순 탐색 역량
메뉴북
본 결정하기 성에
위 결정하기
학
따른 •팀 스킬습 5. 액션플랜 •우선순위에
교수자
과제
실행
플랜
작 표현 역량
작성하기 성하기
메뉴북
6. 결과물 •수업에서 실제적 •팀 태도교수자
제작하기 과제를 해결하기 표현 역량
메뉴북
•팀
지식
7. 결과물
전시․발표 감상 역량
전시․발표 •결과물
하기
•팀 스킬하기
감상 역량
•팀 스킬8. 상호 •팀 별 결과물에 대
교수자
감상 역량
평가하기 한 상호평가하기 •팀 지식메뉴북
감상 역량
학습 전체 과정 •팀 태도- 성찰 교수자
성찰하기 •본에 대한
자기성찰 감상 역량 일지 메뉴북
사
후 사후학습 •교육과정에 대한 •팀탐색 태도
교수자
역량
학 (총체적 총체적 성찰하기 •팀 태도- 성찰
일지
메뉴북
습 성찰)
감상 역량
•팀 지식- 차시관련 교수자
차시예고 •차시 예고
탐색 역량 자료 메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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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색깔 사용법
모자

브레인
스토밍
라운드로빈
어골도,
마인드맵
브레인
스토밍

학습자
워크북
학습자
워크북

라운드로빈 학습자
워크북

블렌딩 학습환경
온라인 오프라인
○
(강의실)
○
(강의실)
○
(강의실)
○
(쪽지,
팀 학습방)
○
(쪽지,
공지사항)
○
○
(쪽지, 회이록
(팀 학습실)
방, 공지사항)
○
(팀 학습실)

○
회의록 회의록
작성법
(팀 학습실)
제작
○
준비물
(팀 학습실)
전시대,
○
○
컴퓨터,
(갤러리,
(강의실)
빔프로젝트
e-포트폴리오)
상호 평가지
평가지 사용법
성찰 성찰일지
일지 사용법
성찰 성찰일지
일지 사용법

○
(Q & A,

○
강의실)

평가방)
○
(평가방,
자기성찰방)
○
○
(평가방,
(강의실)
자기성찰방)
○
(강의실)
(

대학미술수업에서 팀 역량 강화를 위한 블렌디드 액션러닝 프로그램 개발

출처를 의미한다. 프로그램 지원요소를 정리하면 <표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 블렌딩 전략 수립

핵심학습활동 프로세스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블렌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사
전에 블렌딩 원리를 수립하였으며 이상수(2006)의 블렌디드 학습을 위한 상호작용 설
계원리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적용하였다. 적용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준비를 위해 필요한 안내 및 기법은 정교한 의사소통이 요구되기 때문에
면대면의 집중적 상호작용이 효과적이다(이상수 2006). 둘째, 비 구조화된 문제해결은
문제공간을 쉽게 표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온라인이 효과적이다(Jonassen, 2004).
셋째, 문제 탐색, 명료화 등을 위해 문제와 관련된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온
라인 환경이 효과적이다(이상수, 2006). 넷째, 해결책 도출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서로 공유(기록)하고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 환경
이 효과적이다(Berge, 1999). 반면, 다양한 아이디어들 중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들을 채
택하기 위해 집중적인 논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함으로 면대면이 효과적일 수 있
다(이상수, 2006). 다섯째, 결과물 제작, 전시, 발표 등의 수행은 집중적인 논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요구됨으로 면대면이 효과적이다(이상수, 2006). 여섯째, 평가 및 성찰은 학
습시간 및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온라인이 효과적일 수 있고(Berge, 1997) 작품을 직
접 보아야 함으로 면대면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블렌딩 전략을 학습환경의 측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all-line 학습 환경을 지향, 학습방법과 학습조직적 측면
에서의 블렌딩 지향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학습환경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결정하고, 학습방법은 강의식, 토의, e-토의, 분석, 협력학습, 발견학습, 기록, 제작, 자기
주도 학습을 블렌딩 하였으며, 학습조직은 개인과 팀으로 구분하고, 팀은 다시 팀 내,
팀 간으로 구분하여 블렌딩 전략을 수립하였다. 각 전략들은 핵심학습활동 프로세스별
로 핵심학습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결합하였고 이를 <표 5>에 나타내었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미술수업에서 팀 역량 강화를 위한 블렌디드 액
션러닝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온라인 학습방을 마련하였다. 온라인 학습방은 Daum
Cafe를 개설하여 사용하였으며 컴퓨터의 사용에 대한 부담의 경감과 접근의 용이성, 학
습자 관리와 평가, 메뉴 구성 및 학습지원도구의 구성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학습과
정에 따른 온라인-오프라인 수업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학습지원요소들을 적절히 배
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학습활동을 위한 온라인 학습방의 메뉴와 기능은 <표 6>
- 89 -

박수홍․이정아․홍광표(2008)
<표 5> 핵심학습활동 프로세스 따른 블렌딩 전략
핵심학습활동 프로세스

핵심학습활동내용

준비단계
사
전
학
습

•본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
위한 역할
팀 빌딩하기 •팀행하기
역량 강화를 위한 팀
구성
사전학습
•폭넓은 정보수집, 분석을
1. 팀
문제해결 실마리 찾
문제탐색하기 통한
기
•문제의 근본원인 및 과제
2. 문제명료화하기
의 속성을 파악하기
3. 가능한 해결책 •문제 및 과제를 해결하기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 찾기
4. 우선순위
•문제 및 과제의 속성에 맞
결정하기
는 우선순위 결정하기

본
학
습

액션플랜 •우선순위에 따른 과제 실
작성하기
행 플랜 작성하기

5.

결과물
제작하기

6.

•수업에서 실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7. 결과물
전시․발표하기 •결과물 전시․발표하기

별 결과물에 대한 상호
상호평가하기 •팀평가하기

8.

사
후
학
습

성찰하기

•본 학습 전체 과정에 대한
자기성찰

사후학습 •교육과정에 대한 총체적
총체적 성찰) 성찰하기

(

차시예고

•차시예고

팀 역량 요소

블렌딩 전략

학습환경
학습
온라인 오프라인 방법
○
강의식
(강의실)

학습
조직
전체
학습

•팀 태도탐색 역량
•팀 지식○
강의식, 전체
표현 역량
(강의실)
토의
학습
•팀 태도표현 역량
•팀 태도○
학습
강의식 팀(팀내
감상 역량
(강의실)
)
•팀 지식○
팀 학습
e-토의
표현 역량 (쪽지, 팀 학습방)
(팀내)
•팀 스킬○
팀 학습
e-토의, 분석
탐색 역량 (쪽지, 공지사항)
(팀내)
○
토의
,
•팀 스킬- (쪽지, 회의록 방, ○ 협력학습 팀 학습
표현 역량 공지사항) (팀학습실) 발견학습 (팀내)
•팀 태도○
토의, 팀 학습
표현 역량
(팀학습실) 협력학습
(팀내)
•팀 지식○
토의, 팀 학습
감상 역량
(팀학습실)
기록
(팀내)
•팀 스킬감상 역량
•팀 스킬토의, 팀 학습
○ 협력학습
감상 역량
(팀학습실)
(팀내)
•팀 지식,제작
감상 역량
○
•팀 태도- (갤러리
○
토의, 팀 학습
,
감상 역량 e-포트폴리오
(강의실)
협력학습
,
(팀간)
)
•팀 태도○
○
팀 학습
탐색 역량
•팀 태도- (Q & A, 평가방) (강의실) 협력학습 (팀간)
감 상역량
○
전체 학습
자기주도학습 팀학습
(평가방,
자기성찰방)
(팀간)
•팀 지식○
○ 자기주도학습 전체 학습
탐색 역량 (평가방, (강의실
)
자기성찰방)
○
강의식, 전체 학습
(강의실) 자기주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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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공지사항
회의록방
팀학습방
쪽지
e-포트폴리오방
갤러리
평가방
자기성찰방
질문과 답변

<표 6> 온라인 학습방의 메뉴와 기능
교사
학습자
수업관련 공지, 평가에 대한 안내,
수업관련 내용 공지 확인
주별 회의록 탑재, 회의록 공유,
회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
액션플랜작성
학습관련 자료 지원
학습관련 자료 확인 및 공유
e-토론, 학습자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e-토론, 학습자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작품에 대한 피드백
작품 결과물 탑재, 학습자 상호 피드백
학습활동 과정에 대한 피드백
활동과정 탑재
평가결과 탑재
자기 평가, 팀내 평가, 팀간 평가 실시
성찰 유도 및 촉진
자기 성찰, 전체 성찰
학습자 질문에 대한 대답
학습활동, 과정, 내용에 대한 각종 질문

[그림 1] 온라인 학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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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으며 실제 운영된 온라인 학습방은 [그림 1]과 같다.
5. 전문가 형성평가 결과

전문가 형성평가는 대학미술수업 전문가(내용전문가) 2인, 교수설계전문가(교육공학
자) 2인으로 총 4명에게 프로그램의 초안 타당성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
시하여 평가하였다. 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자유로운 논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들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가 대학미술수업에서 팀 역량 강화를 위한 블렌디드 액션러닝 프로그
램이므로 초점이 학습자에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완성된 형태의 프로그램 청
사진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위치가 바뀔 필요가 있다. 둘째,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학습자 중심의 팀 학습으로 이루어짐으로 ‘교수자’라는 용어보다 ‘퍼실리테이
터(facilitator)’라는 용어가 더 바람직하다. 셋째, 팀 역량 강화를 위한 블렌디드 액션러
닝은 실행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습목표’를 ‘수행목표’
로, ‘학습평가’를 ‘수행평가’로 바꾸어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의 진행상 사전활동이 전
체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사전학습에 관한
자세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전문가 형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완성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수정하였다. 첫째, 프로그램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위치를
바꾸었다. 둘째, ‘교수자’를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 수정하였다. 셋째, ‘학습목표’를
‘수행목표’로, ‘학습평가’를 ‘수행평가’로 바꾸었다. 끝으로, 전문가 형성평가 결과로 도
출된 사전학습 프로세스는 연구의 범위상 실시하지 못하였고 다음 연구를 위한 제언
으로 두기로 하였다.
6. 교육프로그램 청사진

전문가 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구안하는 블렌디드 액션러닝 프로그
램의 청사진을 일부 수정하였다. 구안된 청사진은 전체 진행을 위한 것과 본 학습용으
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각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진행
청사진은 대학미술수업에서 팀 역량 강화를 위한 블렌디드 액션러닝의 전체 학습의
흐름과 구조적 틀을 집약하여 구현하였다. 제안된 전체진행 청사진의 세로축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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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프로그램 초안의 전체진행 청사진

핵심학습
활동 수행목표
프로세스

핵심 활동

학습자 퍼실리
테이터

블렌디드
액션러닝의 핵심학습
개념이해. 활동 프로
사전 프로그램
따
학습 방법 이해일정. , 세스에
른 학습자
팀구성, 활동 실시
팀원역할 선정.

학습자
도구

지원요소

퍼실리테이터
관련 도구 관련
정보
정보

핵심학습
MBTI,
활동 프로 여섯색깔
세스에 따 모자 사용법 Kolb 강의록
학습유형 사용법
른 학습자
활동 지원

블렌딩
학습환경
수행
평가
온라인 오프
라인
○
강의실)

(

브레인
○
스토밍, 학습자
(공지사항,
어골도,
자기
,
회의록방,
마인드맵, 워크북
○
평가
,
회의록
팀학습방
,
대학미술 성찰 성찰활동 회의록, 작성법,
교수자
상호
쪽지
, e-포트 (팀
본학습 수업에서 활동 지원 제작준비물, 평가지
메뉴북 폴리오방, 학습실 평가
팀 역량 강화
전시대, 사용법,
갤러리, 강의실) (팀내,
컴퓨터, 성찰일지
팀간)
평가방,
빔프로젝트, 사용법
자기성찰방
상호평가지,
질문과답변)
성찰일지
성찰일지 ○
사후 총체적
성찰 성찰
성찰
○ 성찰
,
일지 일지 사용법
(평가방,
학습
성찰
일지 사용법
(강의실) 일지
교수자 자기성찰방
)
메뉴북

학습활동 프로세스’를 구성한 것이며, 가로축은 ‘학습의 구조적 틀’로 구성(박수홍, 안
영식, 정주영, 2005)되었다. ‘학습의 흐름’이란 대학미술수업에서 팀 역량강화를 위한
블렌디드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학습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제안된
핵심학습활동 프로세스를 뜻한다. 가로축은 ‘학습의 구조적 틀’을 나타내며, 이는 다시
수행목표, 핵심활동, 지원요소, 블렌딩 학습환경, 수행평가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내용
은 <표 7>과 같다.
본 학습을 위한 청사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로축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학습활동 프로세스는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액션러닝 프로그램 개발의 프로세스(박수홍, 안영식, 정주영, 2005)를 전문가 형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전 강의, 쉬어가기, 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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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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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기, 문제 명료화하기, 가능한 해결책 도출하기, 우선순위 결정하기, 액션플랜 작
성하기, 결과물제작하기, 결과물 전시․발표하기, 상호 평가하기의 10단계로 구성하였
다.
학습구조의 틀은 시량, 수행목표, 핵심수행활동, 학습자지원요소, 핵심촉진활동, 퍼실
리테이터 지원요소, 블렌딩 학습환경 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수행목표는 해당 학습 프
로세스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의미하며, 앞서 도출한 대학미술수업에서의 팀 역량이
항목별로 달성되도록 제시되어 있다. 핵심수행활동은 해당 수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자의 핵심수행활동을 의미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와 관련정보가 학습자 지
원요소로 구안되어 있다. 또한, 핵심촉진활동은 퍼실리테이터가 해야 할 핵심 활동을
의미하며 학습자가 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학습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요소가 도구와 관련정보로 나뉘어 퍼실리테이터 지원요소로 구안
되었다. 끝으로, 블렌딩 학습환경은 각 프로세스에 적합한 블렌딩 환경이 all-line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대학미술수업에서 팀 역량 강화를 위한 블렌디드 액션
러닝 프로그램 중 본 학습의 핵심학습활동 프로세스에 따른 학습구조의 틀을 나타내
는 청사진을 <표 8>과 같이 나타내었다.
7.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

개발된 프로그램 초안을 본 연구자의 대학미술수업 수강생 78명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적용을 통하여 팀 역량이 어떻게 표출되었는가를 알아보았
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여관찰, 포트폴리오, 자기성찰, 회의록 등을 통하여 학습자가
실제로 팀 역량이 강화되었는가에 대해 관찰하였다.
자료의 질적 코딩은 본 연구의 학습활동 프로세스 중 팀 활동의 전 영역 가운데 관
찰이 용이한 팀 회의활동, 결과물 제작 활동, 전시․발표활동, 카페 활동 등을 중심으
로 ‘좋았다.’, ‘바람직하였다.’, ‘의미 있었다.’ 등과 같은 긍정적 응답에 대한 자료를 중
심으로 본 연구의 결과물에 대한 강점의 기준으로 하였으며, 반면 ‘부족하였다.’, ‘나빴
다.’, ‘아쉬웠다.’ 등과 같은 부정적 답변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 대한 개선점과 제한
점에 대한 자료로 삼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팀 회의활동을 통해 나타난 팀 역량
조사결과 많은 학생들이 개별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보다 팀을 구성하여 작업한 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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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팀 회의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가 본 학습
의 활동내용에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혼자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했으나 팀
회의를 통해 자신감 회복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결국 팀 역량이 개발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에는 모든 것이 개인 활동이었고 가끔 조별로 만들고 했는데 이번 수업은 조별
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서 처음에는 우리 팀 아이들의
활동 반, 수다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활동하기 위해 주제 정할 때 점점 더 주제
에 대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상한 아이디어 낸 아이 때문에 많이 웃고 했는데 오
히려 그 아이디어가 재밌는 활동으로 연결된 것 같았어요. 혼자보다 회의를 하니까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M학생. 개별면담).
저는요. 미술 진짜 잘 못해서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팀 별로 하니까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은 우리 팀 아이들이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좀 줄었어요. 저 혼
자 했으면 걱정만 잔뜩 하다가 제대로 안 되서 스트레스 받았을텐데 팀별로 하니까
부담도 덜되고 다 같이 의논해서 하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우리 팀 아이들은
내가 아무거나 말해도 다 좋다고 회의록에 적어줘서 기분도 좋고 재밌게 참여했어
요. 활동한 결과물도 보면 저 혼자 했을 때 보다 훨씬 좋았던 거 같아요(L학생. 개
별면담).

또한 팀 역량 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팀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팀 회의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서로를 인정하
고 받아들이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대화로 의견을 조율하고 참여하는 팀 태도 역량
이 개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인이 아닌 단체의 소속감을 느낌으로써 더욱 팀
에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팀은 이야기를 많이 하다보니 더 친해진 것 같다. 수업 마치고 돌아가면서
우리 팀 아이들 집에 모여서 수다도 떨고 간식도 먹고 하니 우리 팀이 더 막강 팀
이 된 것 같다. 친밀감도 생기고 이제는 개인이라기보다 단체라는 느낌이 들어서
어느 한 부분에 소속되어 있는 거 같아 뿌듯하다. 다음 주 활동도 재밌게 할 수 있
을 것 같다(P학생. 자기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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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제작 활동을 통해 나타난 팀 역량
미술활동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주어진 문제에 따라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결과
물을 창조해내는 활동으로써 팀 활동을 통해 팀 스킬 역량이 개발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2)

이에요. 광고 만들기 할 때 여러 가지 백화점을 나타내야 하는데요. 백화점은
요 고급스럽게 표현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할지 진짜 고민 많이 하고 난감했었는데
우리 조 아이가 CD를 잘라서 붙이자고 해서 붙였더니 반짝거리는 것이 정말 분위
기가 살아요. 진짜 부티가 좔좔 흘러요(A학생. 포트폴리오).
Tip

팀으로 결과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아닌 팀원의 아이
디어가 채택되었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넘어 팀
태도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난 진짜 내가 낸 아이디어대로 진행하면 멋진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팀
다른 아이들은 모두 내 의견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겨서.. 약간 서운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데 다른 한 아이가 그 대신 내가 제안한 나뭇잎 붙이는 것을 바닥
에 붙이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다들 찬성하고 붙였는데 좋았던 것 같다. 기분도 풀
어지고 결과물도 훨씬 좋아진 것 같아 기분이 다행이다 싶다. 내 고집만 부리지 않
고 딴 아이들 의견도 들은 것이 잘 한 것 같다(B학생. 성찰일지).

결과물 전시 및 발표활동을 통해 나타난 팀 역량
결과물 전시 및 발표를 통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반성적 사고를 통한 자기성찰을 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팀 내 평가에서 확장되어 팀 간 평가에서 다양한 커뮤니
티를 형성하는 등의 팀 역량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우리 조가 너무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조가 제일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발
표할 때 보니까 ‘가지가지조’에서 제작한 글 없는 동화책은 정말 독특하고 시금치
많이 먹은 근육맨이 입은 나뭇잎은 정말 재밌고 독특했어요(E학생. 평가지).
자연물을 이용한 광고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자연물을 이용했는가에 따라 작품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작업을 할 때는 몰랐는데 발표를 하
니까 준비한 재료에 따라 표현되는 작품의 느낌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특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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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4색조’에서 낙엽을 배경으로 꾸민 것은 정말 독특하면서 느낌이 차분하고 자연의
느낌이 그대로 나는 것 같았어요(G학생. 평가지).

카페 활동을 통해 나타난 팀 역량
온라인 학습 공간인 카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중에서 다른 팀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자신의 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
분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팀 과제를 수행할 때 확장된 활동으로 이
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습활동 시간 이외에 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다음 수
업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
았다. 즉, 온라인 학습 공간인 카페활동을 통해 심화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아울러 팀원들이 미처 수행하지 못한 회의를 온라인상에서 만나 연장하여 과제
를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우리 팀 작품이 제일 잘 된 줄 알았는데 카페 e-포트폴리오 방에 너무 재밌고 잘
한 작품이 많아 약간 기가 죽었어요. 같은 문제를 받았는데 어찌 이렇게 다르고 다
양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지.. 우리 조도 다음 주에는 더 많이 토의하고 철저히 준
비해야겠어요. 우리 조는 팀 캐릭터 구성할 때 평면으로만 생각했는데 ‘거침없이
A+’ 조는 진짜 독특하게 ‘A’자가 입체라서 놀랐어요. 평가방에 보니 다들 그 부분
좋다고 댓글 많이 달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조도 팀 캐릭터 입체로 바꿨어요.
히히(C학생. 카페 쪽지).
우리 조는 오늘 회의시간이 부족해서 약속시간을 정해서 카페에서 만났어요. 처
음에 쪽지로 주고받다가 대화방에서 여럿이 함께 회의를 하는데 자꾸 자기 이야기
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회의록 방에 각자 의견을 올리고 다른 아이들 의견을 모두
보고 다시 대화방에서 투표해서 결정했어요. 카페에서 만나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
할 수 있어 좋은 거 같아요(D학생. 질문과 답변).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미술수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학생들에게 정규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팀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블렌디드 액션러닝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미술수업의 팀 역량 강화를 위한 블렌디드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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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 프로그램의 초안을 개발하고 이를 전문가 형성평가를 통해 수정․보완함으로써
완성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을 연구자의 수업에 적
용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대학미술수업에서 팀역량 강화를 위한 블렌디드 액션러닝 프
로그램을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대학미술수업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해 역량의 관점에
서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미술수업에서의 역량은 개인적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팀역량의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미술수업
에서 요구되는 팀역량의 요소들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팀역량은 ‘실제로 무엇인가를
해 낼 수 있는’것이다. 따라서 실행을 통한 학습에 근거한 교수법이 대학미술수업의
팀역량 강화를 위해 적절한 교수법이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현장의 문제를 교실 현
장으로 가지고 와서 해결한 후 다시 현장에 적용해 보는 액션러닝이 매우 적합하며
액션러닝의 핵심 프로세스를 대학미술수업의 형태에 맞게 변형 후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대학미술수업에서 팀역량 강화를 위한 액션러닝의 교수법은 학생들에게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 수업 제공을 위해 학습 환경과 방법, 조직 측면에서 블렌디드 학습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학습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팀역량에 긍정적인 영
향을 끼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의 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대학미술수업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미술과에서 요구되는 것으로 미적체험,
감상, 태도 등을 제시한다거나 개인의 미적 영역에 중심을 두고 있다. 미술이란 체험,
감상, 태도 등을 넘어 자신의 미적 경험과 관념을 펼쳐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술과 영역에서 역량의 개념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미술 안에 내재
되어 있는 개념은 개인의 범위를 넘어 집단과 사회의 반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미술과 영역의 역량은 팀역량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요소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미술수업의 팀역량 요소를 매트릭스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둘째, 대학미술수업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면 체계화된 교수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미술 수업은 단순히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거나 그려내
는 것을 넘어선다. 미술 수업은 삶의 현장과 미술을 밀접하게 관련시킴으로써 실제적인
장면을 미술 수업에 반영하고 그것을 다시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미술과 현장,
학습을 하나로 묶는 시도를 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대학미술수업은 체계적인 교수
법이 필요하며 교수법 중에서도 핵심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실행을 통한 학습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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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수법과 결합함으로써 실제적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실행을 통한 학습 형태 중 액션러닝과 대학미술수업을 결합하여 대학미술수
업이 실제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교수법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기존의 대학미술수업의 학습 환경은 오프라인 위주로 이루어졌다. 미술과 관
련한 학습이 오프라인에서 효과적일 수 있듯이 온라인에서도 효과적임을 본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었다. 이는 특히 팀 학습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하였다. 본 연구는 대
학미술수업을 온라인과 함께 하는 블렌디드 러닝이 가능하도록 그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미술수업이 학습환경에서 온․오프라인의 블렌딩 뿐만 아니라
학습형태와 학습 방법이 블렌딩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기술한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대학미술수업에서 팀 역량 강화
를 위한 블렌디드 액션러닝 프로그램 개발연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전체진행 과정 중 사전 학습에의 팀 역량과 프로세스 도출이 필요
하다. 본 연구의 전체 청사진은 사전 학습, 본 학습, 사후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개발된 것은 본 학습용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미술수업에서는 본 학습
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사전학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전 활동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
의 팀 역량과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전학습에 관한 팀 역량, 프로세스 도출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본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수업에서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팀 역량 강
화를 위한 블렌디드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일반 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
는 대학미술수업으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대학 수업에서 학생과 교수자에게 필요한 역량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그것
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학수업에서 일반적으로 갖
추어야 할 팀 역량 강화를 위한 블렌디드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일반 모형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프로그램의 신뢰성 확보와 일반화를 위하여 대학미술수업의 다양한 수강생들
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수강생들을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수강생들에 비해 수업의 참여도가 적극적일 수
있고 과제 제출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타당성을
확보하고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면의 대학미술수업에 본 연구를 적용할 필요
성이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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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Blended Action Learning Program
to Improve the Team Competence
in an Art Instruction at U College

Su Hong Park (Pusan National University)
Jung A Lee (Pusan National University)
Kwang Pyo Hong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develop Blended Action Learning Program to improve the team
competence in an art instruction at U College. The core idea of the team competence in an art
instruction as “what to teach” and Blended Action Learning as “how to teach” were derived from a
literature survey and a case study. Based on the activities, core learning guidelines were prepared and
learning supporting components to assist student's learning processes were deduced. Blending strategy
in accordance with the entire program was established. The first version of program blueprint was
modified and complemented through the experts' formative evaluation and transformed into a form of
complete program. The implication was obtained by applying the program to the work.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team competence in the college art class was analyzed as a searching competence,
an expression competence and an appreciation competence in the art field and its elements were
analyzed as a team knowledge, a team skill and a team attitude. The core idea matrix of college art
instruction was derived from the result of the research. According to this matrix, the core class
activity was constructed as 10 stages. And then learning supporting components for a facilitator and
a learner were prepared for each process. Established blending strategy was created based on all-line,
how to teach and learning supporting organization. Final program was suggested as a blueprint for
10 stages' actual learning which was consisted of a introductory learning part, an main learning part
and a post learning part. The implication of research wa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data gathered
from actual application of the program in a real instructional setting.

Key words : art instruction at university. team competence, Blended Action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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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학미술수업에서 팀 역량 강화를 위한 블렌디드 액션러닝 프로그램 청사진 (본학습용)

핵심학습활동
프로세스

시
량
(분)

수행목표

핵심수행활동

학습자 지원요소
도구

관련정보

핵심촉진활동

1.

사전 강의

20

활동 학습 주제에 대해 이해한다.

2.

쉬어가기

활동 주제 설명,
참고자료제시

5

-

-

팀 문제
탐색하기

20

문제
명료화하기

10

3.

4.

가능한
본 해결책도출하기
학
습 6. 우선순위
결정하기
7. 액션플랜
작성하기
8. 결과물
제작하기
5.

15

10

15

30

9. 결과물
전시․발표하기

20

10. 상호
평가하기

15

주어진 문제를 팀 지식-탐색 역량 발 폭넓은 정보수집, 분석을 통 브레인스토밍
휘하여 탐색한다.
한 문제해결 실마리 찾기

문제 제시하기.
릴레이 퀴즈

,
탐색된 문제 명료화를 통해 팀 태도- 문제의 근본원인 및 과제의 라운드로빈
학습자 도출된 문제에
어골도
,
감상 역량을 발휘한다.
속성을 파악하기
마인드맵 워크북 대한 피드백.
해결안
해결책 도출 과정을 통해 팀 지식-표 문제 및 과제를 해결하기 위 브레인스토밍 학습자 확장시키기
현 역량을 발휘한다.
한 다양한 해결책 찾기
워크북 참고자료제시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팀 스킬-탐색 역량을 발휘한다.
과제 수행 플랜 작성을 통해 팀 지
식-감상 영량을 개발한다.
결과물 제작을 통해 팀 태도-표현 역
량을 발휘한다.

문제 및 과제의 속성에 맞는 라운드로빈 학습자 발표시간
우선순위 결정하기
워크북 안내하기
우선순위에 따른 과제 실행 회의록 회의록 ppt자료제시.
플랜 작성하기
작성법 플랜양식제시
수업에서 실제적 과제를 해 제작 준비물
관찰 피드백
결하기
전시대,
전시와 발표를 통해 팀 지식-감상 역 결과물 전시․발표하기
전시, 발표
컴퓨터,
량을 발휘한다.
피드백
빔프로젝트
상호평가를 통해 팀 태도-감상 역량 팀 별 결과물에 대한 상호 상호평가지 평가지 평가지 제시.
을 발휘한다.
평가하기
사용법

퍼실리테이터 블렌딩 학습환경
지원요소
비고
도구 관련정보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안
○
교수자 (쪽지
,
메뉴북 팀 학습방
)
○
교수자 (쪽지
메뉴북 공지사항, )

교수자 (쪽지,○회의록
메뉴북 방, 공지사항)
교수자
메뉴북
교수자
메뉴북
교수자
메뉴북
○
(갤러리,
e-포트폴리오)
교수자 (Q ○& A,
메뉴북 평가방)

온라인
연계
○
팀 학습실)

(

○
팀 학습실)
○
(팀 학습실)
○
(팀 학습실)
(

○
강의실)

(

○
강의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