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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s a keyword which differentiates between Educational Technology (ET) and other discipline
areas. The unique knowledge base of and perspective for the educational use of design-oriented technology
need to be shared inside and outside ET. In this respect, the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shared
meaning of techn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ET, to analyze the trends of research on technology of ET
in Korea, and to propose the future direction of the knowledge base.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echnology from the ET’s perspective, it is needed to understand the two keywords, instructional media
and resources which refer to technology in ET. Although the term, Instructional media, is the longest and
most generally used term in ET, it is focused on instruction and implies the supplementary roles for
education. Therefore, beyond instructional media, technology should be understood as a meaningful role for
learning. In this regard, the trends of research on technology in Korea ET indicate technology
well-integrated into instructional and learning environment design. In addition, the trends report that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span all areas of ET. To build the knowledge base of technology in the future,
research on emerging technology needs more in addition to currently web-based learning and e-learning
focused research trends. In addition, the research approach such that how technology contributes to
educational change, focusing on its nature and issues is needed. Lastly, because research on exploration of
learning processes indicates the process of knowledge creation, relevant grounding theories and research
methods should be introduced and 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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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컴퓨터의 등장은 교육공학 분야에 깊은 영향을 주었는데, 교육공학의 실천과 연구의
관심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Betrus, 2008). 한국사회에서도 우수한 IT 인프라, 교육
정보화 정책,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이러닝 확산 등은 한국 교육공학의 실천과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테크놀로지는 교육공학을 다른 분야와 구별시키는 키워드이다. 반면, 테크놀로지는
교육공학의 정체성 혼란에도 기여를 하는데, 교육공학의 외부인들 또는 내부의 입문자
들이 테크놀로지 중심의 협소한 관점으로 교육공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Betrus,
2008; Reiser, 2012). 이러한 이유로 교육공학 공동체는 교수설계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예를 들어, 다른 분야에서 교수공학
(instructional technology)을 교수매체라는 용어와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미국의) 교육
공학 교수들은 교수공학 또는 교육공학 보다는 교수설계․공학(instructional design and
technology(Reiser, 2012, p.6)이라는 두 영역(both of the areas)을 포함시키는 명칭을 사용하
여 왔다.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교육공학분야에 대한 정체성은 비단 이름의 개명뿐만 아니라
실천과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정리되어야 한다. 다만, 교수설계와 교수
공학(또는 교수매체나 테크놀로지)을 두 개의 영역(areas)으로 구분하는 명칭은 또 다른
오해를 부를 수 있다. 테크놀로지를 설계가 아닌 개발이나 활용에 초점을 두며, 보조
적 수단의 역할로 제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교수설계는 테크놀로지와는 별
개의 실천과 연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교육공학의 연구에서 이 두 가지 영역은
통합된다. 예를 들면, 교수설계자들은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수전략(예: 웹기반 성찰과 공유)과 교수설계모형(예: 웹기반 자원기반학습)을 개발한
다. 더구나 구성주의 관점이 교육공학에 소개되면서, 테크놀로지는 학습자 중심, 상호
작용을 통한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Jonassen(1999)의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 모형에서 인지적 도구(cognitive tools)는 학습자를 인지적 과정에 참여시
키고 촉진시킬 수 있는 컴퓨터 도구로 지식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은 매체 즉, 테크놀로지와 교수학습방법은 분리될 수 없으며, 함께 교수
설계에 통합된다는 의미(Kozma, 1991, 1994)와 맥을 같이 한다. 비록 테크놀로지 자체는
교수방법이 아니지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Hannafin, Land, & Oliver, 1999). 교육을 위해 테크놀로지에 대해 연구하는 교육공학의
노력은 다른 분야들의 비슷한 노력과 구별된다(Betrus, 2008).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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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갖는 분야가 비단 교육공학만은 아니지만 교육공학만
큼 관련 지식기반(knowledge base)을 오래도록 축적한 분야는 없는 듯하다.
교육공학에서는 이미 오랜 실천과 연구를 통해 테크놀로지 관련 지식기반이 구축되
어 왔는데 예를 들어, 하드웨어 기반 매체 간 비교연구는 학습효과에 일관된 결과를
주지 못한다는 것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관
련된 과학적인 설계모형 및 교수법을 개발한 것, 그리고 교육용 테크놀로지가 현장에
서 활용되지 못한 교훈에 기초한 설계모형과 변화모형들이 개발되어 왔다. 교육공학자
들은 “매체 열광자”(media enthusiasts)(Reiser, 2012, p.6)가 아니다. 오히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신중하고 때로는 회의적이기까지 하다. 교육공학에서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느
정도 공유된 관점은 테크놀로지가 학습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기 보다는 촉매자(catalyst)
로서 사고 확장과 지식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Hannafin, Land, & Oliver, 1999;
Jonassen, Campbell, & Davidson, 1994; Kozma, 1991)과 테크놀로지가 교육체제를 급진적으
로 보다는 진화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Betrus, 2008; Reiser, 2007).
교육공학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고유한 지식기반과 관점이 분야의 안과 밖에서 제대
로 공유되고 있는지는 다소 회의적이다. 이는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교육공학의 정체성
에 교수설계가 소외되는 문제만큼 심각한데, 테크놀로지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공학의 전문성과 역할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공학에서 테크놀로지의 의미와 지식기반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별히 한국의 우수한 IT 인프라와 교육정보화 정책의 맥락은 교육공학의 테크놀로지
에 대한 지식기반에 기여하여 왔다. 한국사회의 기술적, 교육적 맥락 속에서 테크놀로
지 관련 교육공학의 지식기반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 이는 전 세계 교육공학 공동체가 지식기반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상이한 맥락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공학에서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공유된 의미를 이해하
고, 한국 교육공학의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테크놀로지 관련 교육공학의 미
래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1) 교육공학의 역사 속에서
테크놀로지의 개념과 범위가 어떻게 정의되었는가? 와 2) 한국 교육공학의 테크놀로지
관련 연구는 테크놀로지의 유형과 교육공학의 영역 측면에서 어떠한 동향을 나타내는
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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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공학에서 테크놀로지의 의미
1. 테크놀로지의 개념

교육공학에서 테크놀로지는 무엇이라고 정의되는가? 교육공학의 가장 최근 정의
에서는 과학기술적인(technological) 과정과 자원으로 설명하였다(Januszewski & Molenda,
2008). 과학기술적인 과정이 교수개발과 자원의 사용을 포함하는 일련의 활동이라면
과학기술적인 자원은 사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와 같이 오래된 매체에서부터 컴퓨
터 및 모바일 기기 등 첨단 매체까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 연구에
서는 후자인 과학기술적인 자원에 초점을 두며 테크놀로지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교육공학에서의 테크놀로지는 오랜 역사를 통해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교육공학의
시초와도 맞물리는 교수매체(instructional media)에서 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교육공학
에서 테크놀로지를 지칭하는 주요 용어로는 교수매체와 자원이 함께 활용되어 왔다
(예: Betrus, 2008 참고). 따라서 테크놀로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개
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 1>에서는 교수매체와 자원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용어

<표 1> 교수매체와 자원의 개념

개념
- 교사, 흑판, 교과서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수업에서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물
리적인 수단 (Reiser, 2007, p.18)
교수매체 - 교육목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다양한 형태의
매개 수단(박성익 외, 2011, p.273)
학습자가 학습 촉진과 수행 향상을 위하여 상호작용하는 도구, 자료, 장치,
자원 - 환경
, 그리고 사람(Betrus, 2008, p.213)

역사적으로 볼 때, 교수매체는 교육공학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가장 일반적인
용어이다. 초기 시각교육 및 시청각교육의 관점에서 교수매체는 교사, 흑판, 교과서
를 제외하고, 수업시간에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물리적인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Reiser,
2007, p.18).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교수매체란 교육목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
로 달성되도록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다양한 형태의 매개 수단(박성익 외, 2011, p.273)이다. 이러한 정의들은 교수매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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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의의 관점에 기초한다. 최근에는 교수매체를 물리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전달 내용, 시설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설명한다(Betrus, 2008).
교육공학 공동체 내에서 교수매체의 조작적 정의는 확장되어 왔지만, 일반적으로 여
겨지는 교수매체의 정의는 의사소통 관점에 근거한다(박성익 외, 2011).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사이(between)라는 매체(medium)의 어원과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 매체의 사전
적인 정의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테크놀로지(technology)로서 교수매체는,
다양한 기능의 테크놀로지를 포함하기 보다는 의사소통의 매개 수단인 전달체제
(delivery system) 테크놀로지에 한정될 수 있다. 또한, 교수매체라는 용어는 ‘교수’에 초
점되어, 계획되고, 목표 지향적인 가르침을 위한 수단으로 국한될 수 있다. 따라서 교
수매체가 교육공학에서 중요한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주는 사전적인 이미
지와 교수라는 제한적인 범위는 다양한 관점(예: 학습자 중심의 학습과 환경)을 설명하
기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
한편, 자원(resources)은 시대마다 의미가 다를지라도, 용어 자체는 교육공학의 정의들
(예: 1970, 1972, 1994, 2008의 정의)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자원이란 학습자가
학습 촉진과 수행 향상을 위하여 상호작용하는 도구, 자료, 장치, 환경, 그리고 사람들
을 말한다(Betrus, 2008, p.213). 이는 자원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
사람, 재산 등을 제공한다(네이버사전, 2015)는 사전적인 의미와도 유사하다. 여기에서
자원은 의사소통의 수단뿐만 아니라 학습과 수행을 지원하는 보다 다양한 수단을 포
괄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수매체가 교수에 초점을 두었다면, 자원은 교수와 학습
모두를 포함한다. 각 용어가 포함하는 관점과 이에 따른 학습에 기여하는 역할을 <표
2>에서 비교하였다.
용어
교수매체
자원

<표 2> 교수매체와 자원의 개념적인 특징

범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적자원, 환경)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적자원, 환경

관점
교수

교수, 학습

역할
(통신의) 매개 수단
(통신과 수행의)
매개 수단, 저장, 생산,
공유 등 학습 지원

자원이라는 개념이 교수와 학습을 포함하는 관점과 의사소통 및 수행을 포함하는
교육적인 맥락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교육공학에서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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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공학에서 테크놀로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
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개념을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공학 정의에서는 자원을 ‘적절하고 과학기술적인(appropriate technological)’자
원(Betrus, 2008, p.213)으로 한정시키면서, 부적절하고 비과학적인 자원과 구별하였다.
‘적절한(appropriate)’의 용어는 자원의 교육목적과의 적합성, 윤리성, 효과성과 연계되는
데, 이는 교육공학자들의 교수설계의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과학기술적인(technological)’
의 용어는 “과학적이거나 다른 조직화된 지식을 실천 과제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Galbraith, 1967, p.12, Januszewski & Molenda, 2008, 재인용)이라는 테크놀로지의 정의
에 기초한 것이다. 이처럼 테크놀로지는 개념적인 용어이지만, 테크놀로지를 응용한
결과로 개발된 물리적인 기계나 도구 및 응용과학과 같은 지식의 분야를 지칭하기도
한다(예: Merriam-Webster, 2015 참고). 따라서 적절하고 과학기술적인 자원은 테크놀로
지라고 불려도 무방할 것이다.
자원은 도구, 자료, 장치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Betrus, 2008), 단순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분이 아닌, 역할에 기초한다. 즉, 도구(tools)란 자료를 창출하는 데 사
용되는 테크놀로지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소프트웨어인 DVD 편집 프로그램부터, 녹
음 가능한 DVD 및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등 하드웨어도 포함된다. 자료(materials)는 내
용을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도구에 의하여 산출되며 장치에 의해 접근되는 것
으로 웹스트림, DVD 필름, 비디오 카세트 등이 포함된다. 장치(devices)는 도구보다는
다소 단순하며, 주로 자료를 관찰하거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접근되는 것으로 VCR,
DVD 플레이어와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웹자료를 볼 수 있는 웹브라우저 및 동영
상 뷰어 등의 소프트웨어도 포함된다.
교육공학의 실천과 연구는 도구와 장치를 통해 산출되는 자료에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는데, 교육용으로 제작된 시청각자료, CD-ROM 타이틀 등이 그 예이다. 한편,
구성주의 관점의 설계에서 테크놀로지는 ‘도구(tool)’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곤 한다(예:
Hannafin, Land, & Oliver, 1999; Jonassen, 1999). 이는 도구를 통해 개발된 자료라고 하여
도 교육적인 의미로 볼 때 도구라는 명칭이 학습을 위한 테크놀로지의 역할을 잘 설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 서 살펴본 도구의 개념이 자료를 창출하는데 사용되는 역할
이라면, 구성주의에서 테크놀로지 즉, 도구는 학습자들이 지식을 창출하는데 사용되는
역할이다. 학습자들은 완성된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기 보다는 인지적 도
구, 탐색 도구, 의사소통 도구로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지식창출
의 증거로서 스스로의 교육내용 즉, 학습산출물을 생산한다.
교수와 학습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때에는 새로운 교수방법을 적용하는 것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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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Hill & Hannafin, 2001). 즉, 디지털 학
습자원은 교육 내용과 형태가 멀티미디어로 구성되고, 고정되지 않고 상황적으로 변형
이 가능하게 되었다. 학습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교수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교사에 국
한되었다면, 학습자원은 학생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보조 수단이 아닌 교수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학습자원의 범위는 전통적인 교수매체와 비교하여 넓
어졌는데, 학습자원을 학습을 지원하는 잠재성(potential)을 가진 매체, 사람, 장소 또는
아이디어라고 할 때, 이는 반드시 교수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은 것도 포함됨을 의미한
다. 즉, 자원에 대한 구별 중 설계에 의한 자원(교육용 자원) 뿐만 아니라 활용에 의한
자원(비교육용 자원)(Betrus, 2008, p. 277)이 포함되는 것이다.
교육에서 설계에 의한 자원과 활용에 의한 자원은 함께 활용되어 왔다. 설계에 의한
자원은 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대부분의 이러닝 콘텐츠, 교육용으로 제작된 도구
(예: 클래스팅), 웹퀘스트 자료 등이 포함된다. 활용에 의한 자원은 비교육용을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구글드라이브, 검색엔진, 페이스북 및 다양한 동영상 및 웹기반
콘텐츠 등이 포함된다. 테크놀로지의 발달 특히, 웹의 등장과 함께 활용에 의한 자원
이 교육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웹기반 도구들이 접근가능하며, 교육에서
의 주요 활동인 의사소통과 문서작성, 정보 검색 등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테크놀로지는 개발에 기술력과 예산이 충분해야 하므로 자작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활용에 의한 자원은 비용절감, 기존 자원 활용 등의 장점과
함께 교육에 불필요한 기능이나 비교육적인 콘텐츠까지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자원은 설계의 접근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설계에 의한 자원은
특정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교수학습 목적과 맥락을 분석하여 테크놀
로지를 개발하는 반면, 활용에 의한 자원은 특정한 테크놀로지의 기능을 분석하여 여
기에 적합한 교수학습 목적과 맥락을 연계하거나 특정 교수학습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비교육용 자원을 찾게 된다. 교육공학의 테크놀로지 관련 설계의 접근은 대부분 설계
에 의한 자원을 개발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활용에 의한 자원의 적용 사례가 점차 많
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설계적 접근은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적인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면, 대안적인 설계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공학에서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다. 테크놀로지의 의미
는 사회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할 것이다. 현재는 테크놀로지, 교수매체,
자원은 대부분 상황에서 상호 호환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구성주의 관점과 인
지적인 기능이 강화된 컴퓨터의 등장 이후, 변화된 맥락 속에서 어떠한 명칭이 적합하
고, 교육공학의 전문성과 역할을 잘 대변할 수 있는지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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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크놀로지의 유형

한 분야의 지식기반은 실천과 연구를 통해 구축되며, 이를 통해 이론이 생성되기도
한다. 지식기반은 한 분야 안에서도 여러 영역으로 구분되어 구축될 수 있는데, 교육
공학의 정의(예: 1994와 2008의 영역)에서 분류된 교육공학의 영역이 그 예이다. 창출
(설계, 개발, 평가), 실행, 관리가 포함되는 교육공학의 영역은 교육공학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틀로 활용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유된 지식기반을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한편,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하위 영역은 대부분 인쇄매체, 컴퓨터기반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교육공학자들이 분류한 매체의 유형에 기초
한다. 교육공학에서의 일반적인 매체의 유형은 대부분 시각매체, 청각매체 등 감각기
관에 의한 분류가 공통적이다(예: Heinich et al., 1996). 컴퓨터의 등장 이후, 이러한 분
류 기준은 컴퓨터가 모든 감각기관에 해당될 수 있는 멀티미디어라는 면과 기능적으
로 융합되면서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테크놀로지의 패러다임적인 변화는 분류를 위한 다른 기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여도 90년대 인터넷의 등장 후 웹기반 컴퓨터는 학습과 일상
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 준다. 웹기반 학습은 인터넷 통신망을 활용하는 많은 학
습모임과 웹기반 학습자원을 통해 새로운 학습의 방식을 열었다.
또한, 교수․학습의 맥락은 테크놀로지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Heinich et al., 1996). 예를 들어, 이러닝은 교사와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진행되는 여
부, 통상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지원 여부 등으로 같은 온라인
(online)으로 진행되는 웹기반 학습과 구별될 수 있다. 이러닝은 웹기반 원격교육(Betrus,
2008, p.290)이라는 용어로 사용될 만큼, 원격교육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들에 따라 교육공학의 연구동향 분석에서 학자들이 분류한 테크놀로지
의 유형은 유사하지만, 다소 상이한 면도 보인다. <표 3>에서는 한국 교육공학 연구
동향을 분석한 학자들의 분류 유형의 예를 정리하였다. 정현미와 양용칠(2005)의 연구
는 교육공학의 전체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면서 매체의 유형을 설계영역과 개발영
역에서 활용하였다. 김영수 외(2006)의 연구는 교수매체에 대한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
을 위해서 분류하였는데, 분류가 상대적으로 상세하다. 이옥화 외(2006)의 연구는 정보
통신기술 측면에서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하드웨어 기반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들은 1985년-2005년의 연구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모바일기기에 대한 분류
가 없는 반면에, 이옥화 외(2006)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추가하였다. 한편,
임현진, 유예솔과 정재삼(2014)의 연구는 정현미와 양용칠(2005)의 분석 틀에 기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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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2004년-2013년 까지 최근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어서, 비교적 최신의 것이
포함되었으며, 인쇄매체 등 오래된 매체는 제외시켰다.
학자

<표 3>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테크놀로지의 유형 분류의 예

정현미, 양용칠(2005)
김영수 외(2006)
이옥화 외(2006)
임현진, 유예솜, 정재삼
(2014)

테크놀로지의 유형
1. 인쇄매체, 2. 시청각매체(사진, 라디오, 교육방송 등), 3. 컴퓨
터기저매체(CAI, CBI, CMI, ICAI), 4. 하이퍼미디어/멀티미디어,
5. 컴퓨터 네트워크기반 통합매체(온라인학습매체)
1. 교수매체영역(인쇄매체, 오디오/비디오, 교육방송/영화, 미디
어/디지털 리터러시, 매체일반)
(컴퓨터영역) 2. CAI, CBI, ICAI, 3. 멀티미디어/하이퍼미디어/텍
스트, 4. 인터넷, 웹기반, 온라인교수학습, 5. 원격교육, 가상/사
이버대학, 6. 이러닝, 7. 컴퓨터교육, 교육정보화 일반
1. 컴퓨터/멀티미디어, 2. 인터넷/웹, 3. 모바일/유비쿼터스 컴퓨
팅, 4. 디지털 매체 일반
1. 시청각매체(사진, 라디오, 교육방송 등), 2. 컴퓨터기저매체
(CAI, CBI, CMI, ICAI), 3. 하이퍼미디어/멀티미디어, 4. 컴퓨터기
반 통합매체(온라인 학습매체), 5. 모바일기반 통합 매체

위의 테크놀로지의 유형은 대부분 유사하지만, 김영수 외(2006)의 연구에서는 컴퓨터
영역 하에 테크놀로지를 상세하게 분류하였다. 특별히, 다른 연구자들이 웹기반학습과
온라인 교수학습, 이러닝까지 하나의 범주 안에 포함시킨 반면, 이들은 원격교육과 이
러닝으로 구분하여 보다 상세한 동향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웹 기술이 교육에서 광범위한 형태로 활용된다는 면에서 이를 좀 더 상
세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웹기반학습, 이러닝, 소셜미디어러닝 등 온라인 또는 전
자적(electronic)인 학습이라는 점에서는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학적 특성 이외에도
사회의 패러다임적 변화와 교수․학습의 맥락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
수․학습의 맥락에 의해 웹기반학습과 이러닝이 구분된 것처럼, 웹기반학습과 소셜미
디어러닝도 구분된다. 소셜미디어의 기반이 되는 웹2.0은 사회적인 혁명(Downes, 2005)
이라고 할 만큼 플랫폼으로서의 웹 서비스와 이를 활용하여 사회적 참여 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웹기반학습은 다양한 생산, 공유 활동
이 가능하며, 참여와 개방을 통해 결과적으로 집단지성을 창출한다(Solomon & Schru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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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테크놀로지의 진보는 우리가 분류하는 매체의 유형을 무의미하게 할지 모
른다. 예를 들면, 이러닝 환경 안에서도 기존의 혼합학습과 온라인학습, 원격 대 면대
면, 동시적 대 비동시적 상호작용 등의 기준으로 분류되던 것이 이제는 무의미해졌다
(Dempsey & Van Eck, 2012). 향후에는 테크놀로지가 아닌 다른 차원의 기준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공유된 지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유된 테크놀로지의 유
형을 분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Ⅲ. 테크놀로지 관련 한국 교육공학 연구의 동향
1. 분석 방법

한국의 교육공학에서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연구는 교육공학학회가 설립된 1985년
이후 발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테크놀로지 종류는 인쇄, 시청각매체를 포함하는 전
통적인 교수매체연구와 컴퓨터 관련 연구로 구별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동향은 몇
몇 연구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정리되어 왔다(김동식, 1996; 김영수 외, 2006; 이옥화
외, 2006; 정현미, 양용칠, 2005). 이 연구 기간은 1985년-2005년까지 즉, 한국교육공학
의 20년 연구 동향으로, 연구결과는 대부분 공통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1985
년-2005년의 연구동향은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최근 2006년-2015년의 연구 동향은 2004년-2013년 동안의 연구를 살펴본 임현진, 유
예솜과 정재삼(2014) 이외에는 거의 없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소셜 미디어, 모바일
및 스마트기기의 보편화 등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연구
동향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은『교육공학연
구』에 수록된 논문으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교육공학 내용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차
원에서 선정하였던 선행연구(정현미, 양용칠, 2005)에 근거하였다.
분석의 내용은 테크놀로지 유형과 교육공학의 영역에 초점하였다. 분석은 연구자 1
명이 분석틀을 개발하고,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2명과 함께 분석을 하여 상호 검토하였
다. 분석 틀은 테크놀로지 유형과 교육공학의 영역으로 나뉜다. 먼저, <표 4>에서 정
리한 것처럼 테크놀로지의 유형을 위한 분석틀은 김영수 외(2006), 정현미와 양용칠
(2005), 임현진, 유예솜과 정재삼(2014)의 틀에 기초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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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06년-2015년 교육공학 테크놀로지 관련 연구동향 분석 틀: 테크놀로지의 유형

유형
해당 연구 내용
컴퓨터기반 학습 CAI, CBI, 멀티미디어 등 인터넷이 지원되지 않은 컴퓨터기반 학습
웹을 활용하는 학습으로, 주로 웹브라우저 및 검색엔진을 활용하며, 웹
웹기반학습
기반 탐색, 토론 및 협력, 플립러닝, e-포트폴리오 등 포함
웹기반으로 분류되나, 연구전통과 용어가 Collaborative-Supported
(CSCL)
Collaborative Learning으로 특별히 지칭된 형태의 학습
LMS나 CMS를 포함하는 웹기반 원격교육으로 온라인 수업, 사이버가정
이러닝
학습,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원 등 포함
기반 학습의 통칭으로 카페나 Facebook, 카카오톡 메신저, Twitter,
소셜미디어러닝 SNS
Wikis 등을 활용한 학습
스마트러닝(교육), 디지털교과서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하는 학습의 총
모바일러닝
칭으로 PDA, UMPC,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Tablet PC 등 포함
로봇,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등을 포함하고, 소
지능적 첨단학습 하드웨어는
프트웨어는 증강현실, 3D 가상현실 등 포함
특정 매체에 국한되지 않은 메시지설계연구, 교육정보화연구(ICT) 및
기타
소수 연구인 IPTV, 리터러시 등 포함

분석 틀은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테크놀로지의 형태를 참고하되 최근의 맥락을 반영
하여 추가 또는 통합을 하였다. 컴퓨터기반 학습은 2006년 이후 연구가 많지 않아, 멀
티미디어/하이퍼미디어를 통합하여 비네트워크 기반의 컴퓨터 영역을 포괄하였다. 웹
기반학습의 경우, 선행연구에서는 이러닝, 온라인학습, 소셜미디어러닝을 하나의 범주
로 통합하였는데, 이를 좀 더 상세하게 분류하였다. 반면, CSCL의 경우 웹기반학습으로
분류하지만, 학습과학의 이론과 연구방법 등 독특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코딩
하였다. 이러닝의 경우 웹기반 원격교육 측면에서 분류하여, 학위를 주는 사이버대학
과 원격대학원, 학점을 주는 대학의 온라인 수업, 그리고 초․중등교육의 사이버가정
학습, 기업 등 성인 대상의 각종 온라인 및 인터넷 강의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럼에도 연구자마다 웹기반학습과 이러닝 또는 온라인학습을 호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가 있었다. 이런 경우 본문을 보고, 사이버대학 등의 원격교육이면 이러닝으로, 수업의
활동으로 웹기반 토론을 한 경우는 온라인 토론 및 과제학습이라고 하여도 웹기반 학
습으로 분류하였다.
모바일러닝은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학습의 총칭으로 한국의 맥락에서 모바일기기
활용 수업부터 정책 관련 스마트러닝 또는 스마트교육, 디지털교과서 등이 여기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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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06년-2015년 교육공학 테크놀로지 관련 연구동향 분석 틀: 교육공학의 영역

영역

하위 범주
해당 연구 내용
설계(ISD) 체계적 교수설계 모형 등 설계 절차(과정)에 대한 연구
물리적 형태 설계에 관한 연구, 텍스트 및 인터페이스 설
메시지디자인 메시지의
계, 인지부하 관련 요소 배치 연구
교수설계이론 및 교수전략,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전략 연
설계 및 교수전략/방법 다양한
구
; 교수설계이론 및 모델 탐색 연구 등 설계 시사점을 도출하는
개발
연구
시 고려할 학습자 특성 변인을 확인하고, 어떻게 고려해야 하
학습자특성 설계
는지 안내하는 연구
개발 관련 연구 매체 제작과 관련된 작업과정 및 지침 등을 포함한 연구
문제분석 교육 상황 및 대상에 대한 문제와 요구분석 연구
, 도구 및 모형의 효과성 등에 사전 설정된 목표의 달
준거지향측정 교수프로그램
성
정도를
확인하는
연구
평가
형성평가 교수자료, 프로그램, 도구 및 모형 등 개선 목적의 형성평가 연구
, 프로그램, 도구 및 모형 등 지속적인 활용에 관한 의사결
총괄평가 교수자료
정, 총괄평가 연구
매체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연구
매체활용 특정
(ICT 활용현황, 매체선정, ASSURE적용 등)
시도 및 특정 교수 상황 등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태도, 행
혁신과 보급 교육적
동
변화
전략 관련 연구로 기술수용모델, 혁신확산이론기반을 포함
활용
현장에서 교수자료 및 전략 실행연구, 교육공학적 혁신과 시
실행과 제도화 실제
도를 특정 조직 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지원하는 것에 관한 연구
보급과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규, 정책 관련 연구/ 교육
정책과 규제 교윢공학의
공학 관련 프로젝트, 법규 및 정책의 윤리적인 활용에 대한 연구
관리
프로젝트 관리, 자원관리, 전달체제 관리, 정보관리를 포함하는 연구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환경에서 학습과정, 교수학습과정에
학습과정 탐색 새로운
대한 탐색, 상호작용 연구 및 학습자의 지식구성과정에 대한 연구
학습이론의 관점을 소개하고 탐색하는 연구
기타 학습이론 탐색 특정
학문적 정체성, 연구동향, 미래, 연구방법 등 교육공학
교육공학 탐색 교육공학의
학문 발전을 위한 이론적 탐색 연구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않은 연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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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지능적 첨단 학습은 하드웨어로는 모바일기기 외에 로봇, 사물인터넷(The Internet
of Things), 웨어러블 테크놀로지(Wearable Technology) 등이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포함되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나, 현재의 시점에서는 증강현실 및 3D 가상현실도 여
기에 포함시켰다. 기타에 해당되는 분류는 특정 매체에 국한되지 않은 인지부하측면의
메시지 설계 연구, 미디어 리터러시 등 이론 및 원리 중심 연구와 교육정보화(ICT) 등
다중 유형을 포괄하는 연구, IPTV와 같이 융합기술 및 소수 매체에 대한 연구 등이 포
함된다.
연구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AECT(1994)의 교육공학 정의에 포함된 교육공학의 영역
을 <표 5>와 같이 활용하였다. 개발영역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제작과정 및 기준, 프
로그래밍 코딩 등을 포함할 수 있다(예: Molenda & Boling, 2008). 다만, 교육공학 연구
들에서 설계 없이 제작이 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기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선행연구들(예: 임현진, 유예솜, 정재삼, 2014; 정현미, 양용칠, 2005)에서는 설계
영역의 교수전략 및 방법에서 테크놀로지의 유형별로 코딩을 하고, 개발영역에서 다시
코딩하여 이중 코딩을 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설계영역에 통합시켜 한 번만 코딩하
고, 독립적인 분석 틀에서 제외하였다. 단, 개발영역의 고유한 주제를 하위 범주에 추
가하였다. 활용영역에서 ‘매체활용’에는 활용 현황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공학 최신 정
의의 활용 영역에서 언급한(Molenda, 2008) 매체선정과 ASSURE 모형 적용을 포함시켰
다. 관리 유형에 대해서는 연구 사례가 많지 않아 상위 범주만 제시하였다.
2. 한국 교육공학에서 테크놀로지 관련 연구 동향

년 년의 연구
선행연구들(김동식, 1996; 김영수 외, 2006; 이옥화 외, 2006; 정현미, 양용칠, 2005)에
서 분석한 연구의 동향은 대체로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1985년-1995년까지는 테크
놀로지의 유형에 있어서 인쇄 및 시청각 매체, 컴퓨터 기저 매체가 많이 거론되었으나,
1996년 이후에는 컴퓨터 네트워크 기반 통합매체 즉, 웹기반 매체와 관련된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되었다(정현미, 양용칠, 2005). 김영수 외(2006)에서 조사한 1985년부터 2005년
까지 20년 동안 교육공학 분야의 교수매체 연구동향을 요약하면 인쇄매체 및 교육방
송 등 아날로그 교수매체는 교육공학연구와 교육정보미어연구 각각 18편과 21편인데
비해, 컴퓨터영역에 해당되는 매체는 157편과 99편으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웹기반, 온라인 교수학습에 해당되는 논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모바일 기술과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도 시작되었다(이
1) 198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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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화 외, 2006).
정현미와 양용칠(2005)의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테크놀로지 유형별 교수전략
과 방법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표 6>에서처럼 전체적으로는 컴퓨터 네트워크 기반
즉, 웹기반학습과 이러닝에 해당되는 논문이 43개로 가장 많아, 전반적인 경향과 같았
다. 이러한 연구가 1996년부터 나왔다는 것은 인터넷 기술의 확산과도 관련이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반면 비네트워크 컴퓨터 기반 학습의 교수전략 및 방법의 연구는 90년
대에 이루어졌으나, 2001년에서 2005년에 이르면서 한편도 연구되지 않았다.
<표 6> 1985년~2005년 『교육공학연구』에 나온 테크놀로지 유형별 교수전략 및 방법 논문 수
1985~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합계

컴퓨터 기저
1
5
5
0
11
멀티미디어
0
0
4
3
7
컴퓨터 네트워크 기반
0
0
17
26
43
출처: 정현미, 양용칠(2001). ‘교육공학연구’ 20년 연구 흐름 분석. 교육공학연구, 21(4), 167-194.
p.178을 변형함

년 년의 연구
앞 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테크놀로지 관련 연구를 교육공학의 전체 연구동향
중 설계영역(하위범주인 교수전략 및 방법)과 개발영역에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이 외
에 테크놀로지가 실행이나 관리 및 학습과정 탐색 등 어떠한 주제로 연구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테크놀로지 관련 연구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테크
놀로지 유형별 논문 수뿐만 아니라, 교육공학의 전체 영역과 연계하여 어떠한 영역의
연구가 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영역과 테크놀로지 유형별 논문 수도 분석하여, 테
크놀로지별 좀 더 상세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2) 2006 -2015

년

년의 연구: 테크놀로지 유형별 연구동향
2006년~2015 년 까지 한국 교육공학에서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연구의 전체 경향을
매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최근 10년 내외의 테크놀로지 관련 연
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전 1985년~2005년 사이의 경향과 비교할 때 유사함과 변화
가 함께 관찰되었다. 유사한 점은 이전과 같이 가장 많이 연구된 테크놀로지의 유형이
(1) 2006 -2015
1)

년 연구는 1호에 한해서 분석됨.

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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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61편)과 웹기반학습(45편)이라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모바일러닝 연
구의 약진이다. 총 21편으로 2008년부터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이러닝의
연구가 2010년 이후 다소 감소한 것과 대조를 보이는데, 향후 테크놀로지 유형별 연구
의 경향이 주목된다. 소셜미디어러닝(11편)도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
며, 지능적 첨단학습과 관련된 연구는 동향이 잡히지 않을 정도의 영역별 단편의 논문
들이 실렸다. 멀티미디어 자료를 포함한 컴퓨터 기반 연구는 2편을 제외하면 거의 없
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테크놀로지 기반 수업이 온라인 기반이며, 교사들이 개
인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업자료를 저작해도 웹 서버에 저장하고, 공유하는 것이 일
반적(Reiser, 2007)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총 37편의 기타 유형에 해당되는 논문은 교
육정보화 또는 ICT 총칭의 연구, 일반적인 디지털환경 또는 컴퓨터 매체에 적용되는
설계원리의 연구가 포함되었다.
<표 7> 2006년~2015년『교육공학연구』에 나온 테크놀로지 유형별 논문 수

컴퓨터기반학습
웹기반학습
CSCL

이러닝
소셜미디어러닝
모바일러닝
지능적 첨단학습
기타
테크놀로지 합계
총 논문 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6

1
4

9

3
9

8

1

10

2

2

5

3

1

2

8

6
1

2
4

1

합계

5

4

2

1

1

3

5

6

1

3

2

1

4

6

1

1

6

1

45
8

6

61
1

11

4

21

1

4

3

1

3

3

8

6

8

3

2

1

38

23

13

27

22

21

17

25

20

19

3

190

62

40

79

70

66

56

64

50

30

5

380

한편, 2015년 1호 권을 제외한 2014년 까지『교육공학연구』의 총 논문편수인 518편
중 테크놀로지 관련 연구는 187편(약 36%)으로, 최근까지도 테크놀로지를 포함하지 않
은 연구가 더 많이 시행되어 왔다. 앞서 언급하였던 교육공학의 정체성을 교수매체 또
는 테크놀로지라고만 여기는 많은 시선들과 실제 교육공학의 연구 간에 차이가 있음
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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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년의 연구: 교육공학의 영역별 연구 동향
이러한 테크놀로지 연구가 교육공학의 어떠한 영역에 해당되는지 좀 더 분석하면
<표 8>과 같다.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연구 중 가장 높은 연구의 영역은 설계영역이며
그 중 교수전략 및 방법이다. 이는 전체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임현진, 유예솜,
정재삼, 2014)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설계영역의 다른 하위 범주 중 학습자 특
성 연구(25편)도 비교적 높은 빈도수를 보였는데, 주로 학습자 중심의 이러닝 및 웹
기반 쪽의 연구가 많았다. 메시지디자인과 관련된 연구는 인지부하이론을 기반으로
꾸준히 연구되고 있었으며, ISD와 같은 체제적 설계과정에 대한 연구는 1편을 제외
하면 없었다.
테크놀로지 관련 활용영역도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매체활용연구(27
편)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환경에서 효과적인 활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조적으로
(2) 2006 -2015

<표 8> 2006년~2015년 『교육공학연구』에 나온 교육공학의 영역별 테크놀로지 관련 논문 수

범주

하위 범주
설계(ISD)
메시지디자인
설계 및 교수전략/방법
개발
학습자특성
개발 관련
문제분석
준거지향측정
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매체활용
혁신과 보급
활용
실행과 제도화
정책과 규제
관리 프로젝트 관리
학습과정 탐색
학습이론 탐색
기타
연구동향 탐색
기타
합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1

합계
1

2

4

2

2

3

14

12

4

9

9

9

5

7

6

11

3

1

2

2

3

6

3

2

3

1

73
25
0

1

1

3

1

6

2

2

4

1

2

3

1
1

3

1
5

2

4

2

1

5

4

2

2

1

1

27

1

7
0

3

2

1

2

1

1

1

1

3

1

2
1

2

1
1

6

2

1

14

1

2

4

1

2

1
22

13

27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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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7

25

20

19

3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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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거나, 활용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매체활용 연구의 결과는 교수설계 및 활용에
대한 시사점으로 연계되었다. 혁신과 보급 연구는 학교교육에 이러닝 및 모바일러닝,
스마트러닝 등이 도입됨에 따라 수용성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러닝 및 원격교육에
대한 관련 정책과 규제의 수립에 대한 연구도 보고되었다. 관리에 대한 연구는 교수설
계자에 대한 연구만이 2편 진행되었다.
평가에 대해서는 주로 요구분석에 해당되는 논문이 6편, 준거지향측정도구 개발과
관련된 논문이 4편,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 연구가 각 3편과 1
편으로 소수 진행되었다. 기타에 해당되는 논문으로는 학습과정에 대한 탐색연구가 총
14편으로 정현미와 양용칠(2005)에서 연구한 지난 20년 동안의 연구동향(14편)과 비교
할 때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테크놀로지 유형에
서 나타나는데, 질적연구 및 단계별 측정으로 진행되며, 학습자의 학습과정과 상호작
용에 초점을 두었다. 향후에도 테크놀로지 환경 하에서의 학습과정연구는 더욱 다양해
지고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년 년의 연구: 교육공학의 영역과 테크놀로지 유형별 연구 동향
<표 9>는 테크놀로지 유형과 교육공학의 영역을 교차적으로 분석하여, 테크놀로지
별 연구 동향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매체 유형별 가장 높은 빈도
를 보인 이러닝 연구는 교육공학의 전 영역에 걸쳐 고루 연구가 진행된 특징을 보인
다. 이러닝의 경우 학습자특성연구(15편)가 가장 많고, 교수전략 및 방법(14편)과 비슷
한 빈도수를 보여 다른 테크놀로지 유형의 연구 동향과 차이를 보인다. 이미 성숙의
단계에 있는 이러닝의 맥락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특성상 새로운 교수전략 및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 보다는 효과에 영향을 주는 학습자의 역할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
된다. 최근에는 이를 학습과정으로 연계하여, 상호작용과 학습과정 분석을 위해 질적
및 혼합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활용영역의 연구도 다양한데, 이러닝 활용 현장에서 효
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많았다. 이 외에 다른 유형과
달리 이러닝 연구에서만 다룬 교육공학의 영역은 설계영역의 체제적 설계과정(1편), 관
리 영역의 교수설계자의 설계 분석 연구(2편), 원격대학원, 사이버대학 등 관련된 정책
과 규제에 대한 연구(6편)이다.
웹기반학습 연구는 교수전략이나 모형 개발 및 효과 분석 연구가 28편으로 가장 높
게 나왔으며, 학습자 중심 학습에서의 학습자특성 연구(5편), 학습과정을 탐색하는 연
구(3편)가 다음을 잇는다. 한편, CSCL 유형의 모든 연구는 교수전략 및 방법 영역에 속
하는데, 교육공학에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이므로 설계를 통한 효과에 관심을 둔다
(3) 20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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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006년~2015년 『교육공학연구』에 나온 테크놀로지 유형과 교육공학 영역별 테크놀로지
관련 논문 수

범주

하위 범주 컴퓨터 웹기반
설계(ISD)
메시지디자인
2
설계 및 교수전략/방법 1 28
개발
학습자특성
5
개발 관련
매체활용
1
2
혁신과 보급
활용
실행/제도화
정책과 규제
관리
문제분석
1
준거지향측정
1
평가
형성평가
2
총괄평가
학습과정탐색
3
기타 학습이론탐색
교육공학탐색
1
기타
합계
2
45

CSCL

이러닝

SNS

모바일 첨단 기타 합계

1

1

1
8

2

14

4

6

15

1

2

9

2

1

1

1

4

1

1

9

14

11

73

2

25

11

27

1

7

6

6

2

2

2

2

1

6

2

1
1

3

1
6

1
1

1

2

1

2

1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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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석된다. 소셜미디어러닝 연구에서는 교수전략 및 방법이 4편으로 가장 높게 나왔
고, 매체활용 및 혁신과 보급, 요구분석, 학습과정 등 총 11편의 연구가 비교적 다양한
영역에 걸쳐 연구되었다.
총 21편의 스마트러닝, 스마트패드, 스마트교육, 디지털교육, 모바일러닝 등 다양한
용어로 집합된 모바일러닝 연구는 교수전략 및 방법(6편)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특징적인 것은 혁신과 보급의 연구(4편)가 다른 테크놀로지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데,
상대적으로 새로운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모바일러닝 등의 일반적인 용
어보다 스마트교육 및 디지털교육 등 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첨단
지능적 학습에 해당되는 연구(4편)는 하드웨어 측면보다는 증강현실, 3D 가상세계 등
소프트웨어적 관련 연구들이었는데, 설계, 활용, 평가, 이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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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매체 유형이 기타에 속하는 연구에서는 크게 교육정보화 및 ICT 등 학교교육 현장
에서의 활용과 관련된 연구가 많았다.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테크놀로지의 활용 및
학습자로서의 교사의 전문성과 학습을 이해하는 교사 대상의 연구가 많았는데, 예비교
사 교육 및 교사/교수 등 총 11편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한편, 특정한 테크놀로
지 유형보다는 디지털환경을 고려하여 원리 중심으로 연구한 메시지 디자인 관련 연
구가 꾸준히 관찰된다.

Ⅳ. 결 론
이 연구는 교육공학에서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한국 교육공학분야
에서의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지식기반을 이해하고 미래의 방향을 세
우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교육공학에서 테크놀로지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교수
매체와 연계되어 있다. 최근 자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교수매체는 오래
전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용어이다. 교수매체의 교수 초점과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수단적인 전달체제로서의 개념은 최근 확장된 개념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가장 보편적이다. 이러한 이해가 테크놀로지의 의미로 연계될 때, 테크놀로지가 설계
와 분리되는 지식기반, 학습에 기여하지 않는 보조수단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경
우, 교육공학에서 테크놀로지의 의미와 연구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다른 분야와 구
별되는가? 에 대한 답이 모호해 질 수 있다. 교육공학에서의 테크놀로지는 교수매체를
넘어서서 이해되어야 한다. 학습을 촉진하고 수행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역할
부여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즉, 설계의 관점에서 테크놀로지의 연구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한국 교육공학에서의 테크놀로지 관련 연구는 교수매체를
넘어서서 교수방법 및 학습환경 설계에 통합되었다고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테크놀로
지 관련 연구는 설계 및 개발, 평가, 활용, 관리 등 교육공학의 전 영역에서 진행되어
왔다. 특별히, 90년 중반 인터넷 기술이 보편화된 이후, 웹기반학습 및 이러닝에 대한
연구는 가장 풍부한 지식기반을 갖추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성찰을 기초로 향후 지식
기반이 어떻게 구축될지 그리고 구축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첫째, 현재 웹기반학습 및 이러닝 관련 연구는 가장 높은 테크놀로지 유형이지만 향
후 모바일러닝 등 새로운 테크놀로지 유형의 연구도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 305 -

김현진 (2015)

설계가 통합된 연구 사례가 더욱 공유되어야 한다. 한국교육공학의 최근 10년 동안 모
바일러닝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최근 스마트 기기의 확산 및 로봇과 같은 첨단 테
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직 이 분야의 실천과 연구는 많
지 않다. 교육분야에서 도입될 테크놀로지를 예측하는 Horizon Report(Johnson et al.,
2014)는 스마트러닝와 관련된 BYOD와 클라우드 컴퓨팅부터 게임, 학습분석과 사물인
터넷(Internet of Things), 웨어러블 테크놀로지(Wearable Technology)에 이르기까지 첨단 테
크놀로지의 도입을 예측하였다. 비록 테크놀로지의 교육현장 도입과 변화는 점진적이
지만(Reiser, 2012),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가능성과 설계원리를 선구적으로 연구한다면
이러한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가능성과 효과를 보고
자 하는 연구와 함께, 교육의 변화에 따라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교육의 본질과 교육 문제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
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통해 테크놀로지가 교육의 본질과 현실에 동떨어지지 않
고, 어떻게 연계되고 기여하는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공학자들이
구성주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학습을 위한 테크놀로지의 의미있는 역할을 연구한
것처럼,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미래교육, 비형식학습 등 교육의 변화에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테크놀로지는 첨단
테크놀로지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교육현장에서 인쇄물, OHP, VCR와 같은 자원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Betrus, 2008). 새로운 교육의 변화에 따라 아날로그 테크놀
로지는 재해석되고 의미있게 사용될 것이며, 컴퓨터 기반 테크놀로지에 초점될 수 있
는 교육공학의 정체성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테크놀로지 기반 교육의 맥락을 이해하는 연구의 지식기반은 지속될 것인데,
이를 위한 다양한 주제와 연구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10년 내외 테크놀로
지 관련 연구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상호작용, 지식창출과정 등 학습과정 탐색의 연구
와 특정 맥락 안에서 변인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밝히려는 연구가 많아진 점이다. 구
성주의와 학습자 중심의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에서 학습과정의 추적은 지식창출과정
과 연계되어 설계의 효과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맥락을 이해하는 기초연구
이상의 역할을 한다. 교육공학분야에서 이러한 접근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
며, 이를 위한 관련 이론(예: 사회문화심리학 이론들)과 연구방법(예: 문화기술지 등 질
적연구 및 혼합연구) 등이 꾸준히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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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테크놀로지는 교육공학을 다른 분야와 구별시키는 키워드이며, 교육공학은 교육을 위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기반을 오래도록 축적하였다. 그러나 교육공학의 설계적 관점에서
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고유한 지식기반은 교육공학의 안과 밖에서 좀 더 공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공학에서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공유된 의미를 이해하
고, 한국 교육공학의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관련된 미래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공학에서 테크놀로지의 의미는 이를 지칭하는 교수매체와 자원의 용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교수매체는 교육공학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가장 일반적인 용어이지만 교수
에 초점되고, 보조적 수단의 이미지가 있어, 이를 넘어서서 학습에 의미있게 기여하는 테
크놀로지의 역할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교육공학의 테크놀로지 관련
연구 동향은 테크놀로지가 교수방법 및 학습환경 설계에 통합되어 교수매체 이상의 역할
을 보여준다. 또한, 관련 연구는 설계 및 개발, 평가, 활용, 관리 등 교육공학의 전 영역을
포괄한다. 향후 테크놀로지 관련 지식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웹기반학습 및 이러닝
중심의 연구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에 대한 선구자적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교육의 본질
과 문제에 초점을 두고, 교육의 변화에 따라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또
한, 학습과정 탐색 연구는 기존에는 관련 맥락을 이해하는 기초연구로 여겨지나, 학습자
중심의 환경에서는 지식창출과정과 연계되어 설계의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위한 기저이론과 연구방법이 꾸준히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테크놀로지, 교육공학, 연구동향, 교수매체,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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