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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중심 이러닝 콘텐츠 개발 사례 연구
- 이러닝 독서지도사 교육과정 중심으로 -

이 인 수
(한우리 평생교육원 팀장)

본 연구는 학습자 중심의 이러닝 콘텐츠의 설계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닝 콘텐
츠를 수업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교수자 주도 강의형과 학습자 주도 학습형의 두 가지 형
태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닝의 형태는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 강의 형태이다. 교수자 주도 강의형 콘텐츠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
주거나, 교수자가 동영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방식은 문자정보, 시각적,
청각적, 비언어적인 것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매체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방
적인 강의 전달로 흐르기 쉽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반면, 학습자 자기주도 학습형 콘텐츠는 텍스트의 이미지, 음성 및 동영상의 다양한 자료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유형이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플래시 등을 사
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교한 스토리보드가 필요하여 쉽게 개발하
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향후 이러닝의 형태는 개발상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은 학습자 중
심의 자기주도적 콘텐츠 모형으로 나아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기주도형 콘텐츠 개발 사례로서 이러닝을 통한 독서지도사의 양성교육
과정을 분석하였다. 독서지도사는 학생들이 독서활동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교사이다. 이러닝의 특성이 학습자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요구하는 것
이므로 이러닝 독서지도사 양성과정에 참여하는 학습자들 역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서지도사 수강 과정에서 요구되는 이러닝 수강 과정을 분석하여 자기주도
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주제어 : 이러닝, 학습자 중심, 교수자 중심, 자기주도학습, 독서지도사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수자 주도 강의형과 학습자 주도 학습형의 두 가지 이러닝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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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닝 환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콘텐츠 형태에는 일명
‘동강’으로 불리는 일반적 지식 주입형/강의형인 교수자 주도 강의형이 전체의 82.2%를 차지한
다.102) 이러한 교수자 주도 강의형 콘텐츠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 주거나, 교
수자가 동영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며, 문자정보, 시각적, 청각적, 비언어적인 것까
지도 전달할 수 있는 매체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방적인 강의 전달로 흐르기
쉬운 강의 형태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반면, 학습자 자기주도 학습형 콘텐츠는 텍스트의 이미지, 음성 및 동영상의 다양한 자료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유형으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플래시 등을 사용하여 다
양한 형태로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장점이 있으나, 정교한 스토리보드가 필요하여 쉽게 개발하
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103) 동영상 강의형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이미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학습자 주도의 멀티미디어형은 동영상 강의형을 제외한 나머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
두 가지 형태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4)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 관련 가장 큰 이슈는 입학사정관제일 것이다.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
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 대학의 설립이념 및 모집단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
한 선발 방식으로 개편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성적, 각종 서류 등 다양한 전형요소를 해석
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이런 교육 환경의 비약적인 변화로 인해 무엇보다 독서가 중요시되고
있고, 올바른 독서 방법을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위한 독서지도사를 교육하는 과정들이 대학을
비롯하여 일반 기관 등에서 많이 개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서지도사 교육과정은 집체 교육과 이러닝, 두 가지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
부분의 과정들이 집체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집체교육의 경우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있으며, 자녀들을 지도하기 위해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자에게는 집체 교육장까지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양질의 콘텐츠를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독서지도사 교육 과정을 이러
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만 한다. 물론 현재 몇 곳의 교육과정은 이러닝으로 운영되
고 있으나, 이러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강의가 교수자 주도형 강의
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입학사정관제나 현 교육의 상황
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는 학생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학습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교육방식처럼 교수자 주도형 강의 형태로 독서지도사 교육과정을 수강한
독서지도사들이 학생들 스스로가 자료를 읽고 탐구하고, 과제 해결을 하는 자기주도형 학습자
102) 임병노 외(2006). 『고등교육 이러닝 현황 조사 분석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
(KR2006-24).
103) 남정현(2005). 이러닝 학습자료 제시유형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104) 김지경(2009). 이러닝 환경에서 교수자 주도 강의형 콘텐츠와 학습자 자기주도 학습형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전략 - H 사이버 대학을 중심으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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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도록 지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형 학습자를 지도할 수 있는 독서지도사를 교육하는 과정으로
콘텐츠를 설계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이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첫째는 독서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물들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이러닝을 기반으로 이루
어지는 학습에 관한 선행연구물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이러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관한 선행연구물들을 살펴보면
김지경은 “이러닝 환경에서 교수자 주도 강의형 콘텐츠와 학습자 자기주도 학습형 콘텐츠
개발 및 운영전략 : H 사이버대학을 중심으로”에서 이러닝 교육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자 주도 강의형 콘텐츠와 학습자 자기주도 학습형 콘텐츠 유형과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콘텐
츠 설계원리와 전략을 문헌 연구를 통해 추출하였다.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위한 대표적인 설
계원리와 전략을 토대로 교수-학습 모형과 전략을 세워 실제 수업에 적용하고, 학습자의 학습
양식과 정보처리양식에 따른 콘텐츠 만족도와 사회적 실재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고찰하였
다. 연구를 위해 첫째, 교수자 주도 강의형 콘텐츠는 어떻게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지, 둘째,
학습자 자기주도 학습형 콘텐츠는 어떻게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지, 셋째, 교수자 주도 강의
형 콘텐츠는 학습자 자기주도 학습형 콘텐츠와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넷째, 학
습자 학습양식과 정보처리양식 유형에 따른 콘텐츠 만족도와 사회적 실재감은 유의미한 효과
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105)
송명훈은 “웹 환경에서 자기주도적 개별학습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워드프로세서(한
글2002)를 중심으로”에서 웹 환경에서의 자기 주도적 개별 학습 활용도에 관한 설문에서 긍정
적인 답을 했으며, 이것은 우리 교육의 방향이 지금까지의 교과서 중심의 교육보다는 학습자들
의 흥미와 수준에 맞게 고안된 교수-학습 방법으로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하
였다.106)
신은희는 “웹 환경에서의 자기주도적 학습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파워포인트 학습 중심에
서 학습자가 웹 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시스템을 구현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목표를 부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능동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으며, 실습 프로그램이라
는 점과 실습으로 학습한 학습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을 착안하여 학습 참여방을 구현하였고,
105) 김지경(2009). 이러닝 환경에서 교수자 주도 강의형 콘텐츠와 학습자 자기주도 학습형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전략 - H 사이버 대학을 중심으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06) 신은희(2004). 웹 환경에서의 자기주도적 학습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파워포인트 학습 중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자계산교육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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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실제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학습 후에 웹에 게시된 화면을 보고 스스로 평
가할 수 있게 함으로 학습자의 스스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구현하였다.107)
조은희는 “e-Learning 활용을 위한 효과적인 콘텐츠 설계 및 구현 : 포토샵 교과과정을 중
심으로”에서 온라인 교육에서 최대한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목표 설정 시 구체
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목표, 학습내용, 평가가 연계한 일관된 학습과정이 되도록
하며, 다양한 자극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자극과 반응을 통한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게 유도
해야 한다고 하였다.108)
둘째, 독서와 관련된 선행연구물들을 살펴보면
엄정화는 ‘웹기반 과정 중심 독서 교육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서 독서교육을 읽기 전, 읽
는 중, 읽은 후의 활동으로 세분화하여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웹기반 독서 전략들과 글의
종류나 읽는 목적에 적합한 웹기반 독서 교육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원활한 상호
작용이 가능한 21세기형 독서 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109)
송이수는 ‘WBI를 통한 독서 교육 지원 시스템 설계’에서 최근에 온라인 교육의 일환으로 웹
기반교육(WBI : Web Based Instruction)이 교육 현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의 독서교육
또한 기존의 고정된 개념이나 방법, 시설에서 탈피하여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독서교
육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직접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선택하여 읽은
후 감상문을 종이에 기록하여 발표하던 교육 방식에서 전자도서관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책을 선택하고 감상문을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대화방에서 독서토론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변
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WBI를 활용한 독서교육 지원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 제
안된 방법이 학습자와 교사, 학습자와 학습자 간에 서로 상호작용에 있어 기존의 면대면의 방
법보다 더 효율적인 독서활동 방법임을 보이고자 하였다.110)
이윤정은 ‘e-러닝 기반 초등 독서 교육 연구 : 4~6학년을 중심으로’에서 하이퍼텍스트를 이
용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정보 환경에서는 의미를 구성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단
순히 문자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징 기호나 정보를 활용하고 새로운
언어 사용 환경의 사회 문화적 양상과 담화 관습을 익혀 목적에 맞게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고
107) 조은희(2004). e-Learning 활용을 위한 효과적인 콘텐츠 설계 및 구현 : 포토샵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8) 노시경(2007). 8학년 학생들의 독서실태와 지도방안 :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모 중학교를 중
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9) 엄정화(2003). 웹기반 과정 중심 독서 교육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110) 송이수(2006). WBI를 통한 독서 교육 지원 시스템 설계.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자계산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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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환경의 변화는 독서 교육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고, 이 변화
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웹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독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효과적인 e-러닝 기반 초등 독서 교육을 위하여 e-러닝 기반 교수 학습 모형
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봄으로써 e-러닝 기반 독서 교육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111)
위와 같이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설계 하여야 학습자 중심 이러닝
콘텐츠가 될 것인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독서지도사 교육을 위한 학습자 자기주도형 콘텐츠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자기주도형 콘텐츠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자기주도형 콘텐츠는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
4. 용어의 정의
가. 이러닝

이(e)는 electronic을 의미하고 러닝(Learning)은 학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 혹은 네
트워크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즉, 교수자와 학습자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강의실에서 만나 면대면 방식으로 교
육과 학습 활동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터넷이나 웹을 활용하여 원격에서 교육과 학습이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나. 이러닝 콘텐츠

이러닝 콘텐츠(e-Learning Contents)는 ‘문자, 그림, 사진, 음향, 동영상, HTML 태그를 사용
한 각종 이벤트 등을 포괄하는 상품이나 정보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지적 자산으로, 이러닝
콘텐츠란 웹을 기반으로 제작된 교육을 목적으로 학습에 맞게 가공되어진 온라인으로 이루어
진 콘텐츠를 말한다.112)
111) 이윤정(2006). e-러닝 기반 초등 독서 교육 연구 : 4~6학년을 중심으로. 제주교육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2) 김지경(2009). 이러닝 환경에서 교수자 주도 강의형 콘텐츠와 학습자 자기주도 학습형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전략 - H 사이버 대학을 중심으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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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주도학습

Knowles는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학습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받지 않든 간
에 자신의 학습을 위한 필요를 진단하고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을 밝히고 적절한 학습의 전략을 선정하고 이를 적용하며 그 학습의 결과를 평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학습이다’라고 하였다.113)
라. 독서교육

독서의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개인적으로는 독서 능력을 기르면서,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마. 독서지도사

일반적인 독자나 독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고 독서 동기 유발
과 독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이러닝 콘텐츠 개념

이러닝의 개념은 웹기반 학습, 가상학습, 원격교육 등과 때로 혼용되고 있는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측면을 강조하면서 정의하고 있다.
<표 1> 이러닝의 다양한 정의 114)

학자 및 단체
Horton(2001)
Cisco co.,
(2002)
ASTD(2002)

정의 내용
교육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것
정보와 지식을 원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그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웹 기반 체제
다양한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전달되거나 활성화되는 교수내용 혹은
학습활동이나 경험

113) 김지경(2009). 이러닝 환경에서 교수자 주도 강의형 콘텐츠와 학습자 자기주도 학습형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전략 - H 사이버 대학을 중심으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14) 교육인적자원부(2005). 『교육정보화 백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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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를 향상시키고 학습자의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인터넷
노동부(2003) 기업의
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방법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분산형의 열린 학습공간을
이인숙(2002) 인터넷을
추구하는 교육 유형
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이경순(2004) 정보통신
수행할 수 있는 체제
인터넷 자원과 디지털 테크놀러지를 활용하여 개방성, 융통성, 그리고
가진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khan(2004) 분산성을
장소에서 잘 설계된 학습자 중심의 양방향 학습을 가능하게 해 주는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된 이러닝의 개념에는 몇 가지의 공통 요소가 있다.
첫째, 학습목적 측면에서 이러닝은 학습자의 지식 창출 공유과정을 원활히 지원하여 학습
자의 지식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업무수행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둘째, 학습매체로써 이러닝은 인터넷, 인트라넷 등 네트워크의 기능과 위성방송, 상호작용
TV, 그리고 CD-ROM 등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통합하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매체의
특성과 기능을 백분 활용한다.
셋째, 학습 환경 측면에서 이러닝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학습자원을 학습자가 적절한
속도와 방법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융통성, 그리고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인 학습체제로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강조되는 개방성이 제공되는 환경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습방
법 측면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학습자의 사전 지식과 경험
을 고려하고, 학습 스타일에 부합하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여야 진정한 이러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러닝은 학습목적, 학습매체, 학습환경 그리고 학습방법 모든 측면에서 기존의 면대면
학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닝의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특성은, 시공간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이러닝은 교육수혜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시간적 공간적 유연성을 가지게 한다. 즉, 학습자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적시(Just-In Time)의 정보접근이 가능해진다.
둘째, 맞춤형 학습과 개별화를 가능하게 한다. 학습자의 스타일, 요구, 기호를 반영한 맞춤
형 서비스와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학습자의 능력에 따른 속도조절, 원하는 부분
에 대한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하므로 개별화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셋째,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촉진한다. 학습자 스스로에게 통제권을 부여하므로
자기주도적이고 계획적인 학습을 촉진할 수 있으며, 발표력과 사교성이 부족한 학습자도 직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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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대인 접촉의 부담이 없으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다.
넷째, 상호작용 및 협력학습이 용이하다. 이메일, 채팅, 토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학
습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행함으로 자발적인 학습 공동체 형성과 협력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115)
위와 같은 정의와 특성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러닝은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 수준의
제약 없이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 교수자, 학습내용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이다..
이러닝 콘텐츠에 대해, 한국교육학술 정보원(2003)은 ‘멀티미디어 소프트위에를 작성할 때
에 필요한 사진이나 동영상, 음성 등과 같은 소재’라는 협의의 개념 또는, ‘미디어를 통해 표출
될 수 있으며 권리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원작’과 같은 광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닝 콘텐츠는 유무선 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정
보를 통칭하는 말로, 이러닝 콘텐츠는 웹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목적으로 학습에 맞게 가공된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닝 학습환경에서 이러닝 콘텐츠 유형을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상호작용 측면으로 분류
하여 그 특징에 따라 교수자 주도형과 학습자 주도형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교수자 주
도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동영상 콘텐츠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거나, 교
수자가 동영상으로 설명하는 양식을 말한다. 이 유형은 문자정보, 시각적, 청각적, 비언어적인
것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매체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일방적인 강의 전달로 흐를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자기 주도적 학습형인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텍스트의 이미지, 음
성 및 동영상의 다양한 자료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형태116)로 이러한 형태는 보통 클릭 이벤트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학습자들
이 직접 활동에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교수자 주도형 강의형과 학습자 자기주도 학습형의 대표적 설계 원리들이 있는데 동영상
강의형의 경우, 동영상을 통해 교수자가 학습 내용을 제시하게 되어있다. 즉, 교수자가 학습내
용을 가르칠 때, 교수자의 얼굴과 음성이 담긴 동영상이 제시된다. 또한, 학습자에게 학습 내용
과 자료 및 지식이 직접 제공된다, 학습자들은 교수자가 직접 조직하고 정리한 학습 내용 뿐 아
니라, 이와 관련한 자료까지 제공받게 된다. 이 때, 교수자가 제공하는 자료들은 간결하고 효율
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한편, 학습자 자기주도 학습형에는 학습자와 콘텐츠 간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즉,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클릭 이벤트 등이 포함되
115) 강명희 외(2007). 『미래를 생각하는 이러닝 콘텐츠 설계』. 경기:서현사.
116) 남정현(2005). 이러닝 학습자료 제시유형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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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학습자가 직접 여러 활동을 함으로써 학습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주도형 멀티미
디어형에는 학습자가 학습 콘텐츠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많은 활동과 멀티미디어가 들어가도
록 설계된다. 여러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는 혼자 학습을 주도해 나가면서 반복 연습을 할 수 있
다.117)
2. 자기주도학습의 개념

‘자기 스스로 학습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이라는 포괄적 의미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
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즉,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 자기교수(self tearching),
자습(self study), 자율적 학습(autonomous learning), 개별학습(individualized learning), 자기
솔선적 학습(self initiative learning), 자기 계획적 학습(self planned learning), 자력학습
(independent learning),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에 대한 자율성과 주도성을 전제로 하는 학습형태를 의미하며, 교사,
동료, 교재, 교육기관, 자원, 매체 등 다양한 형태의 조력자들과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학습
형태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요구를 진단하여 이를 토대로 학습을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학습자원과 내용 및 방법을 선정하여 학
습을 진행해 나가는 일련의 학습과정으로 학습결과에 대해서 학습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
고 평가하는 학습형태이다.118)
자기주도적 학습의 다양한 정의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자주 인용되는 것은 Knowles의
정의가 될 것이다. 그는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학습 경험을 계획하고 필요를 진단하고 자원을
찾고 학습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주도권을 갖는 과정”이라고 한다. 즉, 자기주도적 학습
이란 타인의 조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학습자가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 욕구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며, 그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
전략을 선택, 실행하여 자신이 성취한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 및 활동을 의미한다
는 것이다.119)
그러므로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학습자가 학습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 상황과 환경
조건을 자신의 학습 능력과 조화시켜 스스로 학습상황을 통제, 관리하여 지식을 구성하고 필요
한 기술을 습득하는 학습형태이다. 학습자는 단순히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학습 풍토에서 수동
적으로 임하는 객체가 아니고 학습의 주체로서 학습활동의 모든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
․

117) 김지경(2009). 이러닝 환경에서 교수자 주도 강의형 콘텐츠와 학습자 자기주도 학습형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전략 - H 사이버 대학을 중심으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18) 강경종(2005).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e-Learning 교수 학습 콘텐츠 개발 모형 : 실업계 고
등학교 전문교과를 중심으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7권 제4호(2005.12) pp.114~115.
119) 임은진(2007).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SCORM 기반의 e-Learning 콘텐츠 설계 및 구현. 신
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컴퓨터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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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교수자와 학습자는 상호 대등한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
이다. 다시 말해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정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며, 동시에 그 학습에 책임을 지는 등 교사의 의도적인 지도하에 주도성의 수준에 따라 학습
자 스스로가 학습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학습 문제를 탐구, 해결하며 학습의 과정과 결과
를 평가할 수 있는 학습능력과 태도를 말한다.120)
위와 같은 정의 따라 자기주도학습은 이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 방법 중의 하나라
고 할 수 있다. 이러닝의 학습 환경은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학습 과정
을 선택하고, 학습 과정에서도 스스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특징으로는
첫째,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강제, 강압이나 물적 보상에 의해 유인되는 외발적 동기보다는
내발적 동기에 의해 학습 능력이 길러지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자율성, 주도성 그리고 책임성을 전제로 한다.
셋째, 목표 달성 지향성으로 어떠한 외적 보상이나 보수를 얻기 위해 목표 달성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목표 달성 자체의 만족감과 자신감, 희열감을 느끼도록 계획, 실천, 평가의
순환 과정을 강조한다.
넷째, 가치 지향성으로 자기 학습에 대한 가치를 신뢰하고 자기에의 도움을 확신하며, 학습
활동이 더욱더 강화되는 방향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가치가 부여될 것인가를 분
명히 한다.
다섯째, 자기 주도적 학습은 고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 자원인사, 교재, 교
육 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조력자들과의 협력 하에 이루어진다.
여섯째. 학습자의 개인차를 중시한다.
일곱째, 학습자의 선행 경험이 중요한 학습 자원이 된다.
여덟째, 지식이나 학습 기능 획득 면에서 학습의 전이력을 높일 수 있다.
아홉째, 학습자와의 대화, 자원 확보, 결과의 평가, 비판적 사고력의 촉진 등과 같은 교사들
의 효율적 역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습 결과에 대한 책임이 학습자에게 부여되므로 학습자의
자기 평가가 중시되며,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가 활용된다.121)
위와 같은 자기주도학습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보면,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은 학습자가 학습상황에서 학습자 이외의 외부 상
황과 관계없이 학습자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따라서 학습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자신이 학습
전체를 주도하고 관리하는 인지행동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 내재적
․

120) 박주현(2007). e-Learning을 이용한 사회과 자기주도적 학습 모형 탐색. 부산교육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21) 김경화(2003). 자기주도적 학습 도구로써의 웹 기반 교육의 적합성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
찰.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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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학습에 있어서 주도성 및 독립성,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 미래지향성, 가치지향성,
내면화된 평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122)
학문적으로 자기주도학습 이론은 1961년대 초 Houle에 의해 성인교육에서 주목되기 시작
했으며, 이후 성인의 자기주도학습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의 대상을 성인 학습자들로 한정지어 성인 학습자들이 가지
는 일반적 특징과 그들을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성인 학습자들은 일반적으로 인생과 업무에서의 경험이 많고 또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을
지니며, 그들은 어떤 문제나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써 학습하도록 동기화된다. 둘째, 자신의 학
습을 스스로 관리하기를 원하며, 다양한 학습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셋째, 문제중심형
(problem-centered) 학습 형태를 선호한다. 넷째, 훈련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지속적인 학
습자들이다.
이러한 성인학습자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 자기주도적 학습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자
기주도적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자기의 학습과정을 주도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학
습과정을 진행하며, 자신의 학습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개인을 말하며, 학습의 계획과 실행, 평
가 등 일련의 학습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자기주도적 학습 효과 여부는 학
습자가 이러한 학습의 주도권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123)
3. 독서교육의 의미와 독서지도의 개념

독서란 글자 그대로 ‘글을 읽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독서를 한다’고 할 때의 독서는 단순히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문자나 문자 군을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
적인 의미에서 독서는 쓰여지거나 인쇄된 필자의 사상과 감정의 표상을 읽을 자료, 독자의 지
식, 생리적, 지적활동인 독서력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독자의 마음속에 깊이 재구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문장이나 글을 이해하면서 읽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독서교육은 독서의 모든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독자의 지식, 태도, 행동을 변화시키고 바
람직한 인간형성을 유도하는 활동이다. 독서는 인격 형성 및 인생관 확립을 위하여 큰 힘이 되
고 길잡이가 된다.124)
광의의 개념으로는 독서에 의한 인간형성이라는 의미로 독서교육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
며, 협의의 개념은 독서교육의 방법론과 그 실천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형성을 위한 독
122) 조미아(2006).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독서교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전공 석사학위논문.
123) 강경종(2005).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e-Learning 교수 학습 콘텐츠 개발 모형 : 실업계 고
등학교 전문교과를 중심으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7권 제4호(2005.12) pp.114~115.
124) 송이수(2006). WBI를 통한 독서 교육 지원 시스템 설계.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자계산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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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는 태도, 지식, 기술능력,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계발의 지도를 의미한다.
즉 범주면에서는 다시 광의(廣義)로 해석하는 경우와 협의(俠義)로 해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초보단계의 문자지도 및 글의 독해지도에서부터 도서의 선택과 효과적인 독서
기술지도에 이르기까지 글과 책을 다루는 모든 지도행위를 포함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후자는
이 중에 문자의 해득과 글의 독해를 중심으로 독해교육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상정된 독서교육
의 경우이다. 곧, 도서의 선택과 활용 및 도서관 이용과 효과적인 독서기술 등의 지도에 한정시
킨 경우이다.
위계면에서 독서교육이라는 용어 외에 굳이 독서지도라는 용어를 따로 상정하여 독서교육
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125)
독서교육(Reading Education)은 독서 지도(Reading Guidance)란 말과 혼용하여 사용된다.
독서 지도는 독서교육의 구체적인 실천을 말하는 것으로 광의로는 “독서에 의한 인간형성”이라
는 의미로 독서교육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협의로는 독서교육의 방법론과 그 실천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여 “독서하는 태도, 지식, 기술 능력,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개발의 지도”라는 관점
에서 사용되고 있다. 독서교육은 초보단계의 문자지도와 글의 독해 지도로부터 도서의 선택과
활용 및 도서관 이용과 효과적인 독서 기술 등의 지도, 즉 독해 교육=읽기 교육(문자의 해독)과
글의 독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이며126), 독서지도는 ‘독서를 통한 인간교육’
을 뜻하는 것으로, ‘초보 단계의 문자 지도 및 독해 지도’에서부터 ‘도서의 선택과 효과적인 독서
기술 지도’에 이르기까지 ‘글과 책을 다루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위와 같은 독서지도의 필요성으로는
(1)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기르고 스스로 독서하는 태도를 기른다.
(2) 제대로 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균형 잡힌 독서를 가능하게 한다.
(3) 성장 과정에 필요한 이해력과 감상력을 통해 독서 효과를 높인다.
(4) 독서를 통한 사고력 증진과 실질적인 응용력을 기른다.
(5) 독서 지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한다.
(6) 인성교육과 생활 지도의 효과적인 방법이다.
독서지도의 과정으로
(1) 독서 前 지도

독서 전에 배경 지식을 일깨우고, 동기 유발이 충분히 일어나게 하기 위한 활동으로, 독자에
게 읽기 전략을 세우고 효과적인 독서가 되도록 이끌어 준다. 연상하기, 미리보기, 예측하기, 질
문하기 등이 포함된다.
125) 노시경(2007). 8학년 학생들의 독서실태와 지도방안 :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모 중학교를 중
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6) 조미아(2006).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독서교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전공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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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서 中 지도

독서 중에는 읽기 목적을 구체화하고, 책을 잘 읽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독자의
상태에 따라 지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특히 독자가 자신의 수준보다 어려운 책을 읽는 경
우나 독서 부진아가 책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여 읽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어
야 한다. 점검하기, 질문하기, 예측하기, 중심 생각 찾기 등이 독서 중 지도에 포함된다.
(3) 독서 後 지도

독서 후에 읽은 내용과 주제를 올바로 파악했는지 확인해 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충하
고 분석, 비판, 깊은 감상의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각각의 과정 중에서 교사는 극 활동, 토론, 토의, 글쓰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27)
<표 2> 독서지도의 과정

학습을 위한 준비 (독서 前 지도)
작동
주의 집중


선택

내용의 처리 (독서 中 지도)

조직



통합

학습의 강화 (독서 後 지도)

적용

4. 자기주도 학습형 콘텐츠 설계 및 개발 전략

강경종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e-Learning 교수 학습 콘텐츠 개발 모형 : 실업계 고등
학교 전문교과를 중심으로”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e-Learning 교수 학습 콘텐츠 개발 모형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기존 e-Learning 콘텐츠 개
발 모형, 학습자 분석, 환경분석,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특징, 교수 학습에 대한 고찰
․

․

․

127)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교재집필연구회(2010). 『독서교육론』. 서울:위즈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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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다음과 같은 e-Learning 교수 학습 콘텐츠 개발 모형 구안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
다.
첫째, 기획/교육요구분석, 설계, 제작, 운영, 평가 등의 5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하였다. 이는
기존의 콘텐츠 개발 모형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실업계 고등학교
단계임을 고려하여 기획/교육요구분석의 단계에서 기존의 모형과 달리 목표분석, 과제분석, 학
습자분석, 환경분석, 성취 목표 기술 등을 통해서 e-Learning 교육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
으며, 설계 단계에서는 내용 측면에서 내용설계, 교육활동설계, 평가설계를 다루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스토리보드설계, 화면설계, 인터페이스 설계를 하도록 한 다음 전반적인 설계검토
를 하며, 제작단계에서는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해서 자료를 제작하며, 파일럿 테스트를 하도록
하며, 운영 측면에서는 학습 전, 중, 후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평가에서는 학습성취도, 학
습 프로그램 평가 등을 하도록 하였다.
둘째,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선수학습지식의 분포를 보면 평균이 50점에서 100
점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e-Learning 교수 학습 콘텐츠 개발 모형 구
안시 학습자의 다양한 선수학습지식 및 수준을 고려하기 위하여 피드백 기능을 추가하였다.
셋째, 자지주도성 검사 결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평균이 중학생 평균에 비해 많이 부족
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동기와 학습 전략, 학습 방법에 대한 노하우 등이 부족하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 본시 수업 내용을 적용한 흐름도에서는 제한적 학습자 주도형 콘텐츠를 개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완전 선형모델과 제한적 선형모델의 두 가지 형태를 제시하였다.
넷째, 상황학습이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학습내용과 관련된 현실 상황을 콘텐츠에 녹
아들게 제공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고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모형을 구안하였다.128)
김태균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컨텐츠 설계 및 구현”에서 역사라는 추
상적인 내용을 다양한 그래픽과 생동감 있는 에니메이션을 통해 직접 체험하는 것과 같은 효과
를 주고, 학습자가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많은 자료와 설명들을
통해 탐구력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별 학습을 위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에게 적절한 자극을 줌으로써 학습의욕의 고취를 강화할 수 있고,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학습의 속도를 조절이 가능하여서 개별학습. 완전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
계하였다.
전체적인 콘텐츠의 구성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시작 화면, 로고 화면, 학
습자 정보입력, 프로그램 소개 및 학습목표 제시, 버튼 설명 등이 전개된다.
두 번째 부분은 실제로 학습 할 네 개의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뉴 화면을 중심으
․

․

128) 강경종(2005).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e-Learning 교수 학습 콘텐츠 개발 모형 : 실
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를 중심으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7권 제4호(2005.12)
pp.11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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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네 개 서브 메뉴 영역은 학습 단락으로 구성하였으며, 세 번째 부분은 문제 풀기, 종료
화면, 도움말 파일로 구성한다.
학습내용 전개는 다양한 조작을 통한 ‘학습문제 확인 - 학습전개 - 학습정리 - 수행평가’ 형
태로 전개하며, 학습 전개는 게임과 직접적인 조작, 다양한 멀티 자료, 에니메이션과 시뮬레이
선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학습 의욕과 흥미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12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연구에서 미비했던 점들을 보완하여, 자기주도학습 콘텐츠를
설계 개발하려고 한다.
․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사)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에서 독서지도사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대
상으로 하며, 과정의 구성은 이러닝 과정의 경우 4개월 6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과정
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교육
영역
독서
교육론

독서
자료론

<표 3> 독서지도사 교육과정 구성
과목명
강좌내용
독서와 독서지도의 이해 도서의 이해 / 독서지도의 이해 / 독서지도의 실제
이해 / 발달 이론 / 연령별 발달의 특성과 독
아동발달과 독서교육 발달의
서 교육
학습지도와 상담의 실제 현실 치료 / 교사 효율성 훈련
교육의 개념 / 교육의 어원 / 교육의 목적
교육의 기본적 이해 교육의 구성요소 / 교육 성립의 조건
교육의 필요성
교육 심리학 / 평생 교육론 / 교육 과정
교육학 일반 이론
교육 평가 / 교사론
어린이와 아동문학 / 아동문학의 흐름
아동문학의 이해
아동문학의 성격 / 아동문학 교육 이론
도서선정원리
도서 자료의 이해 / 도서 선정의 이해

129) 김태균(2002).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컨텐츠 설계 및 구현. 경주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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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논술
지도론
독서
지도
방법론

도서 선정의 실제
지도 / 창작 동화 지도 / 옛이야기 지도
도서 종류별 독서지도 동시
전기문 지도 / 그림책 지도 / 과학 동화 지도
읽기의 이해 / 비문학 읽기 지도
읽기 방법 지도
읽기 방법의 실제
글쓰기 지도의 새로운 방향 / 독서 감상문 지도
글쓰기 지도
갈래별 글쓰기 지도
독서 논술의 개념 / 논술의 기초 /
독서 논술 지도
논술 지도의 실제 / 논술 첨삭 지도
독서 감상문 / 도서 종류에 따른 서평
서평식 독서감상문 쓰기 서펴식
서평식 독서 감상문 쓰기의 과정 / 주의점
독서 전 지도
동기 유발 / 배경지식 활성화 / 어휘 지도
토의 토론의 개념과 방향 /
토의 토론 지도
토의 토론 수업을 위한 발문 작성법 /
토의 토론 수업의 실제
사고 유형과 창의성 /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
독서 후 지도
다양한 표현 활동
독서 지도 준비와 지도 독서 지도 준비 / 독서 지도 계획안
계획안 작성
·

·

2. 연구방법

·
·

본 연구는 교수자 주도형으로 제작되어 있는 (사)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부설 원격평생교
육원의 독서지도사 콘텐츠를 자기주도 학습형 콘텐츠로 설계하여 제작하였으며, 제작 기간은
약 3개월 동안 콘텐츠의 설계, 제작을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강좌의 차시는 동일하게 구성하였
으며, (사)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의 경우 강사의 인지도가 강좌 결정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므로 캐릭터를 이용한 강의가 아닌 강사의 강의를 콘텐츠 안에 포함하여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제작된 콘텐츠는 해당 과목의 교수자에게 내용 검증 과정을 거쳐 수강생
에게 서비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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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기주도 학습형 콘텐츠 설계 및 개발 결과

1. 콘텐츠 설계 시 적용 사항

<표 4> 콘텐츠 설계 시 적용 사항
자기주도
항목
내 용
학습 특징
절 단위 첫 페이지에 효과음을 넣고, 모든 이벤트에 효과음 을 내발적 동기
1. 효과음 넣는다.
(튀지 않고, 질리지 않는 소리)
2. 클릭 클릭 시 색깔이 반전됨 - 모든 이벤트에 공통 적용
개인차 중시
이벤트
매 페이지마다 로딩 이미지를 넣는다.
모든 학습 페이지는 음성이 들어간다.
학습화면 하단에는 컨트롤 바가 들어간다.
내발적 동기
3. 페이지 모든
바의 기능은 플레이, 포즈, 리던, 사운드
개인차 중시
구현 효과 (컨트롤
온오프, 스크립트, 진행 바로 구성한다.)
가치 지향성
해당 페이지 학습이 끝나면 다음 버튼에 말풍선이 제시된다.
(다음을 누르세요.)
학습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파란색 볼드 처리하여 표현
한다. -> 제작 시 눈에 띄는 표현으로 처리함
동기
4. 텍스트 명사로 끝나는 문장은 마침표 생략하고 명사형으로 끝나는 내발적
개인차
중시
문장은 마침표를 넣는다.
(예 - ‘~함’, ‘~임’과 같은 것은 명사형)
학습정리 부분에는 요약본 내려 받기 기능이 들어간다.
5. 내려 (압축 파일을 내려받는다)
개인차 중시
받기
내려 받기는 좌측 아이콘을 이용하여 표시한다.
플래시(레이어) 팝업과 html 팝업으로 구분되며,
6. 팝업 팝업은
개인차 중시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경우 레이어 팝업을 이용한다.
7. 돋보기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이미지가 html 팝업으로 크게 확대 개인차 중시
표시 되어 보인다.
책임감
8. 오늘의 오늘 배울 강좌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 만족감
자신감
미션 학습 전과 학습 후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적동기
자기평가
①
②
③

④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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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나만의
학습 목표
10.토론
방 개설
11. 전문
가 의견
보기

나만의 학습 목표를 입력하도록 하여, 학습 동기 부여가
되도록 하였다.

내적동기
책임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해 토론방을 개설 하였다. 조력자들
과의 협력
지향성
학습 완료 후 전문가 의견 보기를 통해 다시 한 번 내용을 가치
학습 전이력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의 역활

2. 콘텐츠 구성

<그림 1> 교육과정명과 과목명

<그림 1>은 해당 교육과정명과 해당 과목을 보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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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earning map

각 차시별로 세부적인 학습 과정을 다시 한 번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계획과 일정
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처음 단계라 할 수 있으며, 목표 달성 지향
성, 학습자의 자율성, 주도성, 책임성의 특징을 가지고 설계하였다.

<그림 3> 컨텐츠 항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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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의 콘텐츠 항목 구성을 보면, 학습자가 과정 운영자와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위
한 ‘Q&A’, ‘운영자 공지’가 있고, 그리고 학습자 스스로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자료실’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강사에게 질문하기’를
구성 하여, 조력자들의 협력과 교사들의 효율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자기주도적 특징을 포함하
였다.

<그림 4> 운영자 공지 게시판

<그림 4>는 <그림 3>에서 언급된 운영자와 학습자와 간의 상호 작용을 위한 운영자 공지 게
시판이다.

<그림 5> 학습 관련 Q&A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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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그림 3>에서 언급된 교수자와 학습자와 간의 상호 작용을 위한 학습 관련
Q&A 게시판이다.

<그림 6> 오늘의 미션

<그림 6>은 학습자가 오늘 배울 강좌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직접 입력하여, 학습 전의 학습
자의 기존 생각과 학습 후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습 이전과 학습 이후의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는 학습자의 내발적 동기를 유발하고, 자기 학습에 신뢰하고 자기에의 도움을 확신하며,
학습활동이 더욱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의 의견은 학습자 컴퓨터에 Cache 형태로 저장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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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제시
<그림 7>에서는 학습 전에 학습자에게 학습목표 및 학습 내용을 제시해 줌으로써,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미리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목표 달성 지향성을 유발하도록 하여, 학습 후 목표를 달성하고 본인의 학습
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 희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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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교수자 주도형 콘텐츠와 학습자 중심 콘텐츠의 강의 화면 비교

<그림 8>기존 교수자 중심 강의와 학습자 주도 강의를 비교해 놓은 것으로, 교수자 중심 강
의의 콘텐츠의 경우 학습자에게 어떤 상호작용이나 피드백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교수자의
강의만이 진행되고 있으나, 학습자 주도 강의 콘텐츠는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강좌를 붉은색
으로 반전하여, 진행되고 있는 강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강좌의 특성상 실제 강의에
서는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강사가 강의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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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습자가 강의를 청취하는 동안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해당 내용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각 강좌는 반드시 학습자가 마우스로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만 다음 강좌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9> 쉬어가기

<그림 9>는 학습자의 주의 집중이 떨어질 즈음 ‘쉬어가기’를 통해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하
며, 다시금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10> 강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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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의 화면은 한 강좌를 마치고 나면 그 강좌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 학습 내용에 대
한 퀴즈를 풀도록 구성하여, 학습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한다.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 결과에 대한 책임이 학습자에게 부여되므로 학습자의 자기 평가가
중요시된다. 수준별로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콘텐츠는 자격시험
이라는 다음 단계가 있어 자격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요하도록 하나의 형태로
평가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림 11> 강의평가 문제

<그림 11>은 강의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강의평가 문제는 해당 강좌에서 강의 되었
던 내용으로 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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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강의평가 문제 정답 시

<그림 12>에서는 문제 정답 시 해당 문제에 정답 표시를 해 주며, 교수자의 해설이 나타나
도록 구성하여, 학습자 자신이 맞춘 문제라 할지라도 교수자의 해설을 통해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13> 강의평가 문제 오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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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에서는 오답 시 학습자에게 ‘다시 풀어보세요.’라는 메시지를 출력하여, 최대 3번
까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 14> 강의평가 결과

<그림 14>에서는 강의평가의 결과를 보여 주며, 틀린 문항에 대해서는 다시 풀 기회를 제공
한다.

<그림 15> 오늘의 미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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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에서는 강의 수강 전에 학습자가 입력한 미션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며, 강
의 수강 후 학습자의 의견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학습 전과 후의 학습 내용 인지 변화
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보기’를 구성하여, 교수자의 의견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여기에서는 학습자의 목표 달성 지향성을과 학습의 전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그림 16> 강좌 정리하기

<그림 16>에서는 학습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하여, 학습자가 보기의 단어를 마우스로 클릭
하여 해당 칸에 채우는 형태로 학습의 내용을 정리하여 학습자가 학습 결과를 확인하면서 자기
학습에 대한 가치를 신뢰하고, 학습의 전이력을 높이며, 학습에 대한 책임성을 갖도록 설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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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텐츠 운영

<그림 17> 학습자 학습현황 관리 및 학습 독력 LMS

<그림 17>는 학습자의 과제 제출율과 진도율을 학습 일정에 맞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자들에게 학습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LMS이다.
자기주도 학습은 고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 운영자, 교재, 교육기관 등 다양
한 형태의 조력자들과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므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조력자인 운영자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조력해 주는 부분이다.

<그림 18> 학습자 개인별 학습 현황 관리

<그림 18>은 수강생은 개인별 학습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학습 시간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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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이러닝은 자기 주도적 학습의 대표적인 학습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 이러닝으로 제공되고
있는 강의의 대부분이 기존 교실 수업에서 하던 방식인 교수자 주도형 주입식 형태의 강의가
제공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이러닝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콘텐츠를 설계해야 학습자 중심 이러닝 콘텐츠를 설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해 보았
다. 학습자 중심 이러닝 콘텐츠 설계의 사례로서는 이러닝 독서지도사 양성과정을 선정하여 콘
텐츠를 개발하였다.
최근에 입학사정관제가 중시되는 이유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독서를 위해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고, 독서 동기 유발과 독서 환
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독서지도사가 더욱더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닝으로 운영되는 독
서지도사 양성과정 콘텐츠는 여전히 기존 교실 수업 형태의 교수자 주도형 강의로 제공되고 있
다. 입학사정관제나 자기주도학습을 강조하는 현 교육과정에서 교수자 주도형으로 강의를 수강
한 독서지도사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독서
지도사 양성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시도하였다. 이러닝이 자기 주도적 학습의
대표적인 학습 방법으로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발되는 모든 콘텐츠들은 반드
시 학습자 중심의 콘텐츠로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교수자 주도형 강의 콘텐츠를 학습자 자기주도형 콘텐츠로 설계하여
제작하였으나, 두 강의 형태에 따른 수강생의 학습 정도를 실제 비교하여 수치화 하지는 못한
점이다. 후속 연구가 가능하다면 실제 두 형태의 강의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면서 학습 결과를
비교하여 통계화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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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Self-Education using e-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case studies
( Reading Instructor Course based e-learning )

Lee, In Su
This research intends to examine the reading instructor teaching course using
e-learning contents of self educating method versus the most commonly used recorded
instructor lecturing method.
The

widely used recorded method is somewhat effective due to its ability to

deliver the lecture to its audience
than live lectures.

but it has its limitations and not much different

In contrast, the self educating method using e-learning contents is

furthermore effective.

The selection of resources, such as images, sound effects, and

most importantly, flash players, is at the convenience of learners.
Thus, it is imperative to use self educating method using e-learning contents in
the courses of reading instructor.
them the freedom to study
contents may

It will positively raise their intellect while providing

within their desired time.

Although structuring the right

be difficult, this research further experimented, in detailed fragments, the

possible solutions.

key

word : e-Learning, self-directed learning, Reading Instruc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