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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지능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학교 교육의 혁신적인

변화 요구와 다양한 학습 상황과 학습 요구에 부응한 유연한 맞춤형 교육이 중시되면서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는 수요층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습 관련 자료 또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의 질을 제고하려는 접근은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다양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학습 데이터의 양과
유형이 증가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정보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습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응용 분야로 학습분석
(Learning Analytics)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학습분석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습분석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중등 단계의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방안 및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본 연구의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는 법·제도 개선, 학습 데이터 수집 개선,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콘텐츠와 시스템
개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각 온라인 교육 정책 사업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러한 방안의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와 추진
로드맵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온라인 교육이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연구에 그치지 않고
연구의 결과가 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본 연구를
위해 함께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019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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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본 연구는 모두 6장으로, 연구의 개요(Ⅰ), 선행 연구 및 문헌 분석(Ⅱ),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 현황(Ⅲ),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조사 분석(Ⅳ),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Ⅴ), 그리고 정책 제언 및 추진 로드맵(Ⅵ)으로 구성된다. 각 장별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Ⅰ. 연구의 개요
본 연구는 현재 중등 단계의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학습자의 학습데이터 수집
현황을 살펴보고 학습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체계를 마련하여 학습자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방안 및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Ⅰ장에서는 학습분석과 맞춤형
교육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및 문헌 분석을 통해 이론적 기초를 탐색하였고 현재 서비스
중인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연구 방향 설정 및 학습분석 사례 조사를
위해 영역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통해 수시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였고 학습분석 기반
교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학습자, 교사, 운영기관 관계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진단과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및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크게 학습 데이터 수집 활용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방안, 학습분석을 위한 학습 데이터 수집 개선 방안,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선 방안,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의 5가지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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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목적-연구내용-연구방법 관련성

Ⅱ. 선행 연구 및 문헌 분석
Ⅱ장에서는 학습분석과 맞춤형 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 학습분석 동향과 개인정보·
빅데이터 수집 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 학습분석 적용 사례를 다루었다. 각 분석 결과가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문헌 분석에서는 첫째, 학습분석은 학습 과정의
평가와 즉각적 피드백, 학습 성과의 예측과 처방, 학습의 최적 경로 발견과 효율성 증대,
학습 환경의 최적화,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의사결정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습
분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전략 및 과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습분석은 국가 및 지역(macro), 기관(meso), 그리고 학습자(micro) 간에 서로
분절되거나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예로 들었던
IMS Global의 Edu Graph 모델과 같은 학습 데이터 모델에 기반을 두고 현재 온라인

교육의 학습 데이터 수집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할 사항을 찾아야 한다. 넷째, 맞춤형
교육지원에 학습분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신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둔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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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분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전통적인 수업 운영 방식에서 벗어난 분석 방법의
변화, 수업 운영의 전 과정을 포함하여 분석의 단위를 ‘집단’에서 ‘개인’으로 바꾸어야
한다. 다섯째, 국정과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학습분석 플랫폼이 어떻게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
학습분석 동향과 개인정보·빅데이터 수집 활용 관련 법·제도에서는 첫째, 학습분석이
적절한 학습 데이터의 수집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학습자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법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둘째, 빅데이터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를 재설정하여 개인의 학습 과정 중에 시스템 상에 남게 되는 다양한 로그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보 주체인
학습자가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자신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주권도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결합, 조합,
통합, 연동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해외 K-12 및 고등교육 수준에서 다양한 학습분석 적용 사례는 학습분석의 활용
목적과 방안의 측면에서 본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다. 첫째, 학습분석은 학업기회
상실이나 부족으로 인하여 학습 성과가 낮은 학생들에 대한 학업 성취 증진, 학습 또는
학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학습분석은 학습자의 학습자원 활용
패턴, 학습 행동 및 특징, 그에 따른 학습 결과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교육과정 및 교수설계의 효과성 제고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학습분석을 통해서
교사는 학생의 학습 경험, 학습 패턴, 흥미, 진로·진학 계획 등의 데이터를 누적하고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넷째, 학습분석을 통하여 교육 정책 및 수업 재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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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 현황
Ⅲ장에서는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의 현황을 온라인 교육의 배경 및 목적, 운영 체제
및 주체, 콘텐츠 및 시스템, 학습데이터 수집 및 활용 측면에서 살펴보고, 학습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지원의 방안과 과제를 찾고자 하였다.
중등 단계 온라인교육은 정책 사업별로 다양한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저학력
성인학습자의 교육기회 제공 목적으로 하는 방송중･고등학교, 과목선택권이 제한된
정규학교 학생을 위한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 소인수･심화과목 학습을 위해
학교 간 공동과목 개설 및 실시간 화상수업을 제공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만성질환으로
학업수행이 어려운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시스템,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을
보충하는 이스쿨, 미취학 및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의 초･중학교 학력인정을 위한
학습지원 사업, 정규학교 학습자와 학교 밖 청소년 및 성인학습자를 위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온라인교육의 운영체제는 중등 단계 온라인교육 운영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정책수립 및 예산지원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 및 교육기관, 교사, 학습자를 주체로 구성되었으며, 주체별 역할은 정책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중등 단계 온라인교육 콘텐츠는 방송중･고
교과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었으며, 일부 정책 사업별 필요에 따라 선택교과
및 진로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있었다. 온라인교육 운영시스템은 학습관리시스템
(LMS)과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LCMS), 문항관리시스템, 평가관리시스템, 화상수업플랫폼

등이 사업의 목적 및 추진단계에 따라 구축･운영되고 있었다. 학습데이터 수집 및 활용
현황은 IMS Global의 Edu Graph 모델의 데이터 유형에 따라 학습콘텐츠, 학습 활동,
운영, 학습자 프로파일 및 경력 데이터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각 온라인
교육에서 수집하는 학습 데이터는 기본적인 로그데이터 수준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으며,
명칭과 체계도 사업별로 통일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과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맞춤형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온라인 교육의 운영체제 통합을 통해 개별적 운영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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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맞춤형 교육에 있어 오픈마켓 등
교육콘텐츠 활용의 범위와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넷째,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육
콘텐츠의 유형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동영상 강의, 디지털 교재, 실시간 화상수업
등 다양한 접근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맞춤형 교육을 위해 현재의 기본적
로그데이터 수준을 넘어 의미 있는 데이터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학습분석 지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학습분석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적 접목이 필요하다.

Ⅳ.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조사 분석
Ⅳ장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서 추진 중인 6개의 온라인 기반의
중등교육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학습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온라인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초점집단면접(FGI)과 학습분석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서비스 구현 및 실증적인 방안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FGI는 총20명의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운영기관의 담당자,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전문가델파이조사는 총 20명의 유관기관 및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FGI와 전문가델파이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교육의 보충
또는 교육 기회의 확대 측면만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교육 효과의
달성을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 전달형의
콘텐츠 나열이 아닌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방법이 필요하고, 각 교육과정에 맞는 평가 측면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온라인 교육 환경의 변화 속도에 맞추어 관련 법·제도 또한
속도감 있게 개선해야 한다. 학습분석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활용 문제와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개발·활용의 저작권 문제에 관해 엄격하면서도 학습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시각이 절실하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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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규제뿐 아니라 정책 사업 이해관계자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윤리의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 사업의 대상자 학생 그룹(예를 들어,
방송중 학생, 건강장애학생, 학생선수 등) 차원을 넘어서 개별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학습수준 및 학습패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중등교육 학습자들에게 학습 동기 유발
전략이 수반되는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진로 탐색 또는
진로 연계 교육이 가능해야할 것이다. 넷째,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의 다양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모듈형 콘텐츠 개발을 비롯하여 학습자들의 콘텐츠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것이다. 모듈형 콘텐츠는 콘텐츠의 위계성과 관계성에 관한
정보를 담아야할 것이고, 여기에 모듈형 콘텐츠를 사용한 학습자들의 학습정보를
추가(예를 들어, 상위 1% 학생들이 반복하여 재생한 구간에 대한 정보)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효과적인 학습분석 활용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각 정책 사업의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를 비롯하여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수집, 활용의 측면이
강화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상호운용이 가능하고 시스템 표준화를 고려한 학습관리
시스템(LMS) 및 학습분석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Ⅴ.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Ⅴ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각 영역별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다. 우선 개인정보 및 데이터
이용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보호’ 중심에서 ‘안전한 활용’과의 균형을 이루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 식별성을 전제로 하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재설정하고, 개인 식별성이 없는 ‘행태정보’로서 학습 데이터를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 학습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있어

- vi -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주체인 학습자가 자신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혜택, 반대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포함한 부작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언제라도 자신과 관련한 데이터 활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습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프로파일링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보주체로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MyData 도입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이를 보다 폭넓은 학습 데이터 연계
활용 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교육에서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영역으로,
저성과 위험군 학생 발견 및 개입, 학습 및 학교 이탈 방지, 학습 참여 수준 추적, 맞춤형
학습 계획 제공, 그리고 학생 성과 측정 및 비교의 다섯 가지 영역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각 온라인 교육 정책 사업별로 구체적인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셋째,
학습분석을 위한 학습 데이터 수집 개선 방안이다. 각 온라인 교육 정책에 대한 사업별
학습 데이터 수집 현황을 분석하여, 학습분석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공통적으로는 학생 경력 데이터 수집 및 연계 활용을 매우 필요한 상황임을 밝히고, 학습
경력 데이터 수집을 통해 각 온라인 교육 정책 사업별로 학습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넷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선 방안이다. 우선 상호작용이 강화된 학습자 참여형 콘텐츠로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습분석 관점의 교수설계 방향을 학습자-콘텐츠,
학습자-교수자, 학습자-학습자 간 상호작용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습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지원에서 학습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수준별 평가문항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용 콘텐츠의 양적 확대 차원에서 콘텐츠의 모듈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 확보 및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이다. 시스템 개선 방안은
정보시스템 측면과 교수·학습지원체제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정보시스템
으로서의 개선 방안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변화와 용량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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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결과를 적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 분석
알고리즘, 컴퓨팅 성능 구비, AI와 기계학습 등을 통한 학습분석의 자동화, 그리고 개인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다. 교수·학습지원체제로서의 개선 방안으로는, 미래지향적
학습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확장성, 학습분석시스템과 학습관리시스템 및 콘텐츠관리
시스템 간의 시너지화와 공진화, 그리고 시각화된 인터페이스로서 대시보드의 설계 및
개발을 포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획기적 개선을 제시하였다.

[그림 2]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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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 제언 및 추진 로드맵
Ⅵ장에서는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주안점을 제언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정책 제언은 크게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개선과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적용 환경 조성,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분석 기초연구 추진으로 구분된다.

[그림 3]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이에 대한 정책 추진 로드맵은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개선 측면에서는, 교육의 질을 중시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정책 전환, 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인식 전환, 그리고 온라인 교육 운영체제 통합 모색을
제안하였다. 교육의 질 차원에서는 학생의 실질적인 성취를 중시하는 온라인 교육에
적절한 학생 평가 방안 정립과 적용과 다양한 교육방법의 접목을 제안하였다. 교육용
콘텐츠 형태에 대한 인식 전환은 기존 동영상 콘텐츠 중심의 이러닝 형식에 대한 고정
관념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으로, 즉 디지털 교재 형식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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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교육 운영체제의 통합은 각 정책 사업별로 구분된
온라인 교육이 아니라 보다 유연한 운영체제 마련을 통해 보다 포용적인 온라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적용 환경 조성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의 제약 완화, 학습분석 관점의 시스템 통합 및 연계체제 구축,
학습분석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교육용 콘텐츠 생성·공유체제 구축 모색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지속적인 학습분석 기초연구 측면에서 교수·학습 이론에 기반을 둔
학습분석시스템 구축, 분산된 여러 시스템 자원에 대한 철저한 인벤토리 구축, 그리고
테크놀로지 발전 트렌드에 대비할 수 있는 선도 연구 수행을 제안하였다.
<표 1> 정책 추진 로드맵
영역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개선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활용 환경
조성

정책 과제

교육의 질 중시
온라인 교육 정책

추진 시기
단기

온라인 교육에 적절한 학생 평가
방안 정립과 적용
다양한 교육방법 접목
(교육방법 Blended)

온라인 교육 운영체제 통합

√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법」개정

√

학습분석 관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 통합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 연계
활용체계 구축

√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성취평가제 전면 적용
시기(’25∼) 고려

√

디지털 교재 활용 접근

법 개정 없이 MyData
제도 도입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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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개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1)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는 중·고등학교의 학습자가 다양해지고 디지털 교육 콘텐츠

및 학습관리시스템(이하 LMS)의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학습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지능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학교 교육의 혁신적인
변화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습 상황과 학습 요구에 부응한 유연한
맞춤형 교육이 중시되면서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는 수요층이 증대하고 있음.
◦ 특히 중등 온라인 교육체제에서는 학령기를 놓친 성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이하 방송중·고), 그리고 방송중·고의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단위학교 미이수 및 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의 제공을 시작으로, 학생선수, 건강장애학생과 미취학·학업중단학생 등
대상이 점차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음.
◦ 온라인 교육이 학습자의 다양성에 따른 맞춤형을 추구하면서 학습자 관련 정보 및
데이터(학습자의 다양한 학습활동, 이력정보 등)를 기반으로 한 교육지원이 필요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을 위한 콘텐츠의 지능화와 기기(device)의 성능 향상,
그리고 LMS의 발전으로 맞춤형 학습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습자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추적 관리가 가능해짐(정광식 외, 2015:i).
2) 학습 관련 자료 또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의 질을 제고하려는 접근은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다양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학습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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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유형이 증가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정보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습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크게 주목받고 있음.
◦ 과거에는 학습이 교실과 같은 제한적인 오프라인 공간에서 진행되었으나, 현재에는
IT기술이 교육환경에 접목되면서 학습이 점점 공간, 시간 및 매체에 의해 분산되고,

학습자들이 네트워크화된 학습 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학습으로
인한 대량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음(정의석 외, 2016:3).
◦ 이러한 배경에서 교육 분야에서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하여 기존의
교육을 수정 및 보완할 것인지, 어떻게 학습자에게 더욱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김민하 외, 2015:409) 있으며, 특히 교육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은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이라는 새로운 응용 분야로
구분되고 있음(김민하 외, 2015:409; 정의석 외, 2016:3; 홍영희, 2018:49).
◦ 학습분석은 학습과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을 이해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학습자와
학습 맥락에 관한 데이터를 측정, 수집, 분석, 보고하는 것(Long & Siemens, 2011;
Simens et al., 2011)으로, 학습 환경을 최적화하여 학습자의 요구와 역량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용될 수 있음(정의석 외, 2016:3). 즉, 학습분석은 교육적 데이터를
유용한 정보로 전환하여 이전에 일어난 교수나 학습활동에 대한 자기 성찰을
촉진하고, 교수·학습활동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둠(Dyckhoff et al., 2012).
3) 학습분석이 학습자의 개별 학습과 맞춤형 교수, 교육 정책수립, 교육과정 개선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나일주 외,
2015:127-128)에서 중등 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학습분석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학습분석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습분석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해외의 연구
처럼 학습이 이루어지는 여러 맥락에서 학습 활동을 추적하고 교수 · 학습적 처방과
학습 시스템 개선에 도움을 주는 연구의 진행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김민하 외,
20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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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학습분석에 대한 모델링 및 추출 데이터 정의, 학습분석의
절차, 분석 결과의 시스템 적용 및 개별화 방법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 보다는 LMS가
제공되는 대학을 배경(고등교육 분야)으로 하나의 학습 시스템 요소가 학생들의
학습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거나 학습분석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에 대해 분석하는 등의 미시적 접근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김민하 외,
2015:420), 이 역시 시범 서비스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 (정의석 외, 2016:3).

◦ 현재 일부 민간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국내외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학습분석 서비스 적용이 초기 단계이지만, 학습에 대한 수요가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활동과 예측과
개선을 중심으로 개별화, 맞춤화 학습이 확산되는 시점에 학습분석의 도입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판단됨(정광희 외, 2016:185).
◦ 따라서 학습자 개개인의 다양한 학습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되고,
분석 결과가 교사와 학생, 학교에서 학습 개선과 발전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적인 서비스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으며(정광희 외,
2016:185),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학습분석을 위한 실질적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 대한 학습분석 체계 마련과 이를 통해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중등 단계의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 수집·관리·활용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방안 및 과제를 도출하는데 있음. 세부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 등 학습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법령 현황을 분석하며,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에서 원활한 학습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현황 분석과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에 대한 요구
분석을 토대로, 학습분석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모델(서비스)을 도출함.
◦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의 시스템 및 콘텐츠 현황을 분석하고, 학습분석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및 콘텐츠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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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의 적용을
위한 정책 과제(제언)를 도출하고,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은 온라인 교육에서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학습분석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습분석은 학습 데이터의 수집을 전제로 함.
학습 관련 자료 또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의 질을 제고하려는 접근은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다양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학습 데이터의
양과 유형이 증가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정보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습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이 가지는 의미는 보다 명확함.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구성>
아래 그림은 연구의 결과로 제시될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의 전반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전반적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은 [그림 Ⅱ-4]의 학습분석
워크플로우(교수·학습 활동-학습 데이터 수집-학습 데이터 저장 및 처리-학습 데이터 분석시각화-피드백)를 기본 틀로 하여 제시될 것이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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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온라인 교육에서 교수·학습 활동으로 생성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제시하며, 특히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호 요건 등과 관련한 정책 방향에
초점을 둔다. 다시 말해,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학습 데이터 수집·활용의 절차를 정립한다.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학습분석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학습분석의 활용 방안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는 ①배경 및 필요성, ②세부 사항 및 내용, ③요건(학습 데이터, 콘텐츠
및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학습 데이터 수집 측면에서는 온라인 교육에서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학습
데이터 수집 유형 및 항목을 도출하여 제시한다. 학습 데이터 수집 유형 및 항목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온라인 교육에 대해 공통적인 사항과 더불어, 각 온라인 교육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며, 특히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에 포함될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학습 데이터 저장 및 처리와 학습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시각화 측면에서는 온라인 교육의
LMS 개선 방안과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 연계 방안을 제안한다. 앞서 언급한 학습 데이터

수집 유형 및 항목 도출에 이어, 이러한 학습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기존
LMS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LMS에 저장되는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플랫폼 구축이 아닌 현재 교육부(이러닝과)와 한국교육학술
정보원이 주관하여 개발하고 있는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으로 접근한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측면의 개선 방안은 콘텐츠의 양적 확대 측면과 콘텐츠
설계 측면 등을 포함한다.

※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 서비스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
(학교밖 청소년 포함)에게 학습권(학력취득 기회 제공, 수업결손 보충)과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을 말하며, 각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특징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 Ⅰ-1>과 같음.

7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표 Ⅰ-1>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 서비스 현황
구분

도입 시기

방송중･고

∙1974년(고)
∙2013년(중)

미이수·미개설

온라인공동교육

건강장애학생

학생선수

교과 온라인수업

과정

원격수업

e-School

∙2012년
2학기(고)
∙2015년
2학기(중)

∙학령기 학습
기회를 놓친 ∙정규학교
정책 대상
학생(중고)
성인 및
청소년(중･고)
정책 목표

교육부
담당

∙고: 696교,
6,984명
∙중: 607교,
4,868명

교육기회보장과 이러닝과

∙LMS 기반
∙OSMU 시스템
∙LMS 기반
교수·학습 ∙모바일 앱
∙온라인 평가
(app) 제공
환경
시스템
∙NEIS와의
시스템 연계

콘텐츠

∙2006년(3개시
도, 민간)
∙2015년
∙2016년(KEDI)

∙2017년

∙정규학교
학생(고)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
장애학생
(중·고)

∙학생 선수
(중·고)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초·중)
※고등학교급
제외

∙학습권 보장
∙유급 방지

∙수업결손 보충

∙수업인정 및
학력 취득
기회 제공

∙고: 1,167교,
22,406명
∙중: 1,805교,
24,927명

∙중: 25명

∙개설학교 19교
∙수강학생
∙고: 180명
414명
∙중: 158명
(등록기준)

교육과정정책과 특수교육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

교육기회보장과

∙LMS 기반
∙실시간 화상 ∙LMS 기반
∙실시간화상
교육시스템
∙수강신청시스템 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LMS 기반

국가교육과정에
방송중･고 콘텐츠
따라 개발된
교사 수업
활용
교과 콘텐츠

∙온라인 동영상
∙온라인 동영상 (강의식) 수업 +
교수·학습
∙실시간
(강의식) 수업 출석수업
방법
화상수업
∙과제(피드백을
+ 출석수업
통한 상호작용)

∙LMS 기반

∙방송중･고
콘텐츠 활용 방송중･고 콘텐츠 방송중 콘텐츠
∙교과, 담임교사 활용
활용
개발 콘텐츠
∙온라인 동영상
(강의식) 수업 온라인 동영상
∙실시간
(강의식) 수업
화상수업

출처: 정광희 외(2018:92-94) <표 Ⅲ-12>의 내용을 발췌 및 일부 내용 수정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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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사업
시작)
∙2018년(시범
운영 시작)

∙학교교육 기회 ∙미이수 해소
∙교과 선택권
제공
∙교과선택권 확대 확대

∙고: 42교,
학생 현황 9,881명
(’18기준) ∙중: 23교,
4,476명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온라인 동영상
(강의식) 수업

Ⅰ. 연구의 개요

2

연구 내용

가. 이론적 배경: 학습분석과 맞춤형 교육(학습)
☐ 학습분석의 개념, 학습분석의 활용 주체 및 활용 목적·방안, 학습분석의 절차와
(분석)방법, 기술적 동향, 학습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체계

☐ 맞춤형 교육의 개념 및 특징, 온라인 교육에서 맞춤형 교육,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습분석 활용

나. 학습분석 관련 동향 및 적용 사례: 중등교육 단계*를 중심으로
☐ 학습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관련 법령 현황
☐ 학습분석 관련 동향 및 학습분석 적용 사례: 학습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측면을
중심으로
* 학습분석이 고등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등교육에서의

정책과 사례도 포함

다.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 운영 현황
☐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배경 및 목적
☐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운영 체계
☐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학습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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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이해관계자(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운영기관,
교사, 학생)의 인식 및 학습분석에 대한 요구
☐ 현행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 대한 인식: 학습 데이터 수집·활용의 관점에서
☐ 온라인 교육 서비스 관련 이해 관계자(학습분석 결과 활용 주체)의 학습분석에 대한
이해와 인식
☐ 온라인 교육 서비스 관련 이해 관계자의 학습분석에 대한 기대(학습분석 결과 활용
목적)

마. 중등 단계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방안
☐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 교육정보
시스템 운영 관련 법령 근거 측면, 개인정보 수집·활용과 보호 측면 등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유연성 있는 법·제도의 적용이 필요함(노규성 외, 2014:174).
이와 동시에 투명성, 학생의 제어권, 보안, 책임과 평가의 원칙을 지키며, 학습분석을
통해 학생에 대하여 얻어진 정보에 대한 윤리적 의무사항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피해를 주기보다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공유되어야 함(정의석 외, 2016:34)
☐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모델
☐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위한 LMS 및 콘텐츠 측면의 개선 방안
☐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의 적용을 위한 정책
제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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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가. 문헌 분석
☐ 학습분석의 개념, 학습분석의 활용 주체 및 활용 목적·방안, 학습분석의 절차와
(분석)방법, 기술적 동향, 학습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체계 등

☐ 맞춤형 교육의 개념 및 특징, 온라인 교육에서 맞춤형 교육,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습분석(학습 및 교육 빅데이터) 활용
☐ 학습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관련 법령 현황
☐ 학습분석 관련 동향 및 학습분석 적용 사례**
** 심층적인 사례·현황 분석을 위해 외부 원고 집필 의뢰 병행 예정

☐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 서비스 운영 현황
◦ 분석 대상 온라인 교육 서비스: 방송중·고,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학생선수 e-school(이하 이스쿨),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 분석 내용: 배경 및 목적, 운영 체계, 교수·학습지원(콘텐츠 및 시스템, 학습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나. 초점집단면접(FGI): 학습분석 기반 교육지원 서비스 요구 조사
☐ 조사 내용: 현행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 대한 인식, 학습분석에 대한 이해·인식,
학습분석 결과 활용에 대한 기대
☐ 대상: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 서비스 이해 관계자(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운영기관,
학생,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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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 FGI 참여자
구분

대상

인원

비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육부 관계자(교육과정정책과, 교육기회보장과,
이러닝과, 특수교육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
시·도교육청 관계자(전문직)

7명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해당
온라인 교육 담당부서(과)별 1명
이내

운영기관
관계자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실무 담당자

6명

해당 온라인 교육별 1명 이내

교사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 참여 교사

9명

해당 온라인 교육별 2명 이내

학생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 참여 학생

20명

해당 온라인 교육별 4명 이내

※ 구체적인 FGI 조사 방법, 절차, 내용 등은 ‘Ⅳ.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조사 분석’에서 기술함

다. 전문가협의회
☐ 내용: 연구 방향 설정, 학습분석 사례 조사, 학습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관련 법령
현황 및 개선 방안, 학습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현황, 학습분석 데이터 수집·관리·
활용 체계 구축 방향, 학습분석 기반 교육지원 방안 등
☐ 추진 방법: 각 영역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통해 수시 전문가협의회 운영
<표 Ⅰ-3> 전문가협의회 실시 내용
일자

주제(회의명)

내용

비고

2019.
01.25.(금)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협의회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온라인 학습분석 관련
학계 전문가 대상

2019.
03.15.(금)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학습분석
사례조사를 위한 전문가협의회

학습분석 사례 조사

온라인 학습분석 관련
민간(기업) 전문가 대상

2019.
04.12.(금)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학습분석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협의회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 구축 및
활용 방안 논의

학습분석 플랫폼 구축
주관 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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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주제(회의명)

내용

비고

2019.
04.29.(월)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학습 데이터
수집 및 활용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협의회

학습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현황 및
체계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내 각
정책 사업별 시스템
운영 담당자 대상

2019.
05.03.(금)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학습분석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협의회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전문가 의견수렴

온라인 학습분석 관련
민간(기업) 전문가 대상

2019.
07.10.(수)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관련
전문가협의회

학습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논의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관련
전문가

라. 전문가 델파이 조사
☐ 목적: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진단과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방안 및 정책 과제 도출
☐ 조사 내용: 현행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활용의
장애 요인(학습 데이터 수집·활용 측면의 법·제도, 윤리적, 기술적, 인적 여건 측면),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콘텐츠 및 시스템 개선 방안, 학습분석 기반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주체의 역할
☐ 패널 구성: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이해 관계자(거버넌스: 교육부,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관계자(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학계 전문가(학습분석을 이론적·실험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 및 대학) 20명
☐ 조사 방법 및 횟수: 온라인 조사지를 통해 총 2회 실시
※ 구체적인 전문가델파이 조사 방법, 절차, 내용 등은 ‘Ⅳ.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조사 분석’에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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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책토론회
☐ 주제: ‘학습분석, 정책 방안과 연구 방향 토론회’
☐ 목적: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에 대한
적합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 파악과 그에 따른 최종적인 방안 도출
☐ 발표 주제: ①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과 정책 과제 ②적응형
수업을 위한 학습분석학 연구방향
☐ 일자: 2019년 10월 22일
☐ 장소: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디지털교육연구센터)과 이화여자대학교(에듀테크융합연구소) 공동
개최
<연구목적-연구내용-연구방법 간 연관성>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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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분석과 맞춤형 교육

가. 학습분석의 이론적 배경
1) 학습분석의 개념

학습 및 교육에서 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습자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교수자의
주관적인 접근을 통한 학습자 및 학습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수자의
주관적인 접근 방법은 다양한 학습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학습분석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대안적 차원에서 이러닝 환경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와 관련된 학습 데이터가 수시로 발생되며
저장될 수 있다. 즉, 학습자 빅데이터라 정의될 수 있는 수준의 학습자 분석 데이터가
발생되고 저장되고 있으며, 학습분석학(learning analytics)이라는 분야를 기반으로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학습분석학은 2011년 EDUCAUSE Horizon Report(https://www.nmc.org/)에서 교육
및 학습 환경을 바꿀 미래 기술로 언급된 이후에 다양한 과학자와 공학자의 관심을 얻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정의가 내려졌다. Horizon Report
에서는 교육 분야에서의 분석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관찰하여 상관관계와 패턴을 알아내고
이를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하는 데에 쓴다는 점에서 상업적인 목적의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Becker et al., 2018). 학습분석학은 학습 개선을 위해
학업 진행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 진행 정도를 평가하고 학습자의 수행을
예측하여 잠재적 이슈를 찾아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Chatti et al., 2012).
학습분석학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정리하면 아래 <표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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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학습분석(학)의 개념
구분

정의

김민하 외(2015)

학문적 과정을 평가하고 미래의 성과를 예측하며, 잠재적 이슈를 발견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생산한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그들을 대신하여 수집하고 해석하는 것(김민하 외, 2015:411)

조일현(2015)

학습자와 학습맥락에 관한 기록으로 방대한 빅데이터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학습 환경의
최적화(교수설계적 처방)를 목적으로 하며, 학습자의 학습활동과 맥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측정/수집/분석/예측하여, 증거에 기반한 교수·학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융합학문(조일현,
2015:423)

조용상 외(2013)

Chatti, et
al.(2012)

Elias(2011)
Siemens et
al.(2011)

분석 모델이나 알고리즘 시각화 방식이 교육 분야에 특화된 빅데이터 서비스 모델(조용상 외,
2013:19)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인공지능(AI), 정보 검색(information retrieval), 통계학
(statistics), 시각화(visualization)을 아우르는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분야(Chatti et
al., 2012:1)
학습분석은 시스템이며, 학습 및 교수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도구(Tools) 및 과정
(Process)을 개발하고 실제 활용과 통합하는것(Elias, 2011: 재인용 안미리 외, 2015:603)
학습과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에 대한 이해와 그 최적화를 위해 학습자와 그들의 맥락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 수집, 분석 및 보고하는 활동(Siemens et al. 2011: 재인용 Kang, 2014:10)

이와 같이 살펴본 다양한 학자에 의한 학습분석학의 개념뿐만 아니라 주요 특징에
대해서 Kang(2014:11-12)은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 학습분석학은 학습자와
학습 환경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현상을 분석하고 적절한 학습 처방을 제시한다.
이러한 학습분석은 학습의 단위가 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학기를 기준
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기가
끝난 후에 수업설계 및 학습 방법의 개선에 대한 처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형성평가
(formative evaluation)라고도 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일괄적이고 집단적인 교육적

처방 차원에서 일괄적, 집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된
처방을 제시한다. 학습분석에서 대상으로 하는 학습 데이터는 개인적인 환경과 과정을
분석하므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처방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학습분석에
의한 학습처방은 교수자의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최신 교수·학습 이론과 상호소통하며
학습분석 기준과 학습처방을 생성한다. 즉, 학습 데이터 분석은 교수·학습 상황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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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토대로 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
대한 실증적으로 증명된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과 처방에 대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정립해
나갈 수 있다(Kang, 2014:12).

2) 학습분석의 수준과 활용 유형

유네스코（UNESCO)의 정책보고서에서는(Shum, 2012) 학습분석의 분석 단위를 [그림
Ⅱ-1]과 같이 매크로 수준 분석(Macro-level analytics)에서 지역·국가·세계 수준, 메소
(Meso-level analytics)수준에서 기관 수준, 마이크로(Micro-level analytics) 수준에서

개인 사용자 또는 집단 수준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학습분석 수준 간 융합을 통해
학습분석 수준 간의 거시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보다 정밀하고 미래지향적인
학습처방의 시도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개인 활동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 처리 과정을
축적하여 기관, 지역/국가 수준으로 확대하거나 거꾸로 지역/국가, 기관 수준의 흐름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개인 수준에 대한 분석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백성윤, 2017).

[그림 Ⅱ-1] 학습분석 수준 간 관계도(조용상, 20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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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상 외(2013:20-21)는 세 가지 학습분석 수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선 매크로 수준 분석은 국가 수준의 교육목적을 위해 개인이나 기관의 교육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으로, 실제로 교육 관련 데이터는 정책과 그 정책에 대한 목표달성,
효과정도 등을 포함하지만, 개인이나 교육기관/교육조직의 학습 데이터 및 교육 데이터도
함께 축적되고 포함된다는 것이다. 메소 수준 분석은 교육조직 및 교육기관 수준에서의
교육데이터 및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으로, 교육기관의 교육 미래 비전이나 중장기
교육목표 설정에 활용되는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목표와
교육서비스 향상에 대한 개인 학습자들의 만족도나 교육 서비스 효율성에 대한 평가에
활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마이크로 수준 분석은 개인 학습자 수준에서 학습활동을
수집하고 추적하여, 학습자와 관련된 학습 데이터나 학습활동으로 발생되는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으로, 개인 학습자에 의존적인 학습 데이터에 대한 분석처리가 이루어지므로
학습자의 개인적인 맞춤형 학습서비스의 수립이나 교육적 처방 수립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각 수준별 학습분석 수준은 상호 관계가 있다. 즉, 학습분석의 각 수준은
개별적으로 고립되기보다는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hum, 2012). 학습
분석 수준의 통합을 통해 하위 수준(마이크로 또는 메소 수준)의 데이터들은 상위 수준
(메소 또는 매크로 수준)에서 통합되어 일반적인 패턴이나 경향 도출에 활용되고, 상위

수준에서 도출한 전략적·정책적 방향성을 다시 개별 교육 기관이나 개별 학습자와 같은
하위 수준에 전달되어 개별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준우 외, 2014:33).

학습분석의 결과는 학습분석학의 정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학습처방이나 학습자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나 학습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분석의 활용 목적 및 유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조용상(2014:77-78)과 Shum(2012:4-7)은 학습분석의 다섯
가지 활용 유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학습 플랫폼 분석 대시보드(LMS/VLE1) Analytics Dashboard)이다. 학습자가
학습 플랫폼에서 학습활동을 하면서 발생시키는 로그 데이터들은 시스템의 운영에
활용되거나 특별한 경우에 대한 감시 기능을 위해 축적되고 관리된다. 로그 데이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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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분석을 통해 추출된 다양한 정보를 테이블이나 그래프, 혹은 차트 등으로 시각화
작업을 거쳐 교수자나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학습분석 결과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 범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학습분석 대시보드를 통해서 제공된 시각화된 학습분석
결과는 동료 집단 중에서 학습자의 상대적 위치(참여도, 성적 등) 파악을 수월하게 한다.
둘째,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이다. 예측 분석은 학습이력이나 과거 성취도
등과 같은 정적인(static) 데이터와 로그인 정보, 게시글 업로드 등과 같은 동적인
(dynamic) 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예측

분석은 학습활동의 분석에서 우수 또는 위험 수준에 위치한 학습자에 대한 학습궤적을
미리 예측하여 필요한 시점에 학습 처방 조치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예측 분석을 통해
학습 부진 단계나 학습 위험 단계에 궤적이 접근하면, 학습자에게 경고 메시지나 미리
정해진 방법으로 학습활동을 독려하고, 정상 학습 단계나 우수 학습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활동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적응형 학습분석(Adaptive Learning Analytics)으로, 학습콘텐츠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는 학습자의 학습 진행 정도 및 학습이해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과 적절한
수준과 형태의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학습 진행 및 학습이해도의
파악은 시험과 같은 진단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넷째, 소셜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tics)이다. 학습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학습 데이터는 학습자와 학습콘텐츠의 상호작용으로 생성되는 것에 국한된다. 이를
벗어나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의 학습자는 다양한 인간 관계를 맺음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무작위적인 활동과 상호작용을 생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학습분석을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담화 분석(Discourse Analytics)이다. 담화 분석은 학습자와 교수자사이의
상호작용과 이들의 상호작용이 학습자와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습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학습자의 학습활동 데이터 혹은 다양한
형태의 학습 데이터는 예측가능하고 쉽게 정제될 수 있는 데이터들로서, 주로 정량적인
반면 정성적인 측면이나 다양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담화 분석을 통해서 보다 복잡하면서도 학습의 질적인 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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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분석의 절차

학습분석의 절차는 학습자의 학습 시작부터 종료 이후까지의 전 과정과 연계가 되어
있다.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호 요건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분석 워크플로우(KS X ISO/IEC,
2018)로, 모두 6단계로 이루어진다. 학습분석을 위해 교수 ․ 학습 활동을 시작으로 학습

분석 워크플로우가 시작되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적용된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결과에 대한 시각화 작업이 이루어 진다. 시각화 작업의 결과는
다시 교수 · 학습 활동에 반영되며, 이는 교수자나 학습자에게 다른 시각화 결과가 전달
된다. 이러한 학습분석의 절차를 도식화되면 [그림 Ⅱ-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Ⅱ-2] 학습분석 워크플로우
출처: KS X ISO/IET(2018). 정보기술-학습, 교육 및 훈련-학습분석 상호운용성.

교수·학습 활동 단계는 실제 학습활동이나 교육활동이 발생되는 단계로, 교수·학습
활동은 읽기, 강의, 퀴즈, 과제, 평가, 협동, 토론 등을 포함한다. 이 단계는 학습분석의 목적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측면(학습 결과, 학습 진전 및 태도, 학생 유지율 및 특정 인지
능력 개발, 학습 지원 등)에 대한 요구에 맞춰 개발되며 변형된다. 학습 데이터 모델에서
요구되는 학습 데이터가 정의되며, 개인 정보 보호 및 동의와 같은 필터링 기준이 정의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필터링 기준에 부합되는 학습 데이터가 데이터 수집 단계로 들어간다.
데이터 수집 단계는 교수·학습 활동에서 발생되는 학습 데이터의 수집 및 측정이
이루어지며, 학습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 데이터가 수집된다. 이 단계는 교수·학습
활동에서 생성된 학습 데이터 중에서 개인정보 관리 규정 및 사용자 동의, 신원 확인,
접근성 선호도 등과 같은 필터링 기준을 통과한 학습 데이터에 대한 실제 수집이 이루어
진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학습 데이터는 수집에 적절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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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동의가 있는 학습자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고, 수집
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개인데이터는 수집 목적에 명시된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암호화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명화하게 수립된 이후에만 접근되어야 한다.
데이터 가공 및 저장 단계는 표준화된 학습 데이터 모델에 기반을 두어 상호운용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여 학습 데이터 분석을 위한 학습 데이터 소스를 저장한다.
이 단계에서는 표준 데이터 모델에 기반을 두어 상호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학습 데이터가 추출되어야 한다.
학습 데이터 분석 단계는 학습 데이터를 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한다. 이를 위해 분석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분석 알고리즘은 예측
분석, 적응형 분석, 담화 분석 등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학습 데이터 분석은 통계 분석,
주제 분석, 네트워크 분석 및 사회적 분석의 측면에서 분류되거나 그룹화 된다. 최종적
으로는 대시보드 통합, 콘텐츠 추천, 학습경로 추천(교육과정 지원)의 목적에 맞춰 분석
결과를 생성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는 데이터 조작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제된 후에,
시각화 단계를 위해 분석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된다.
시각화 단계는 교수자와 학습자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제공될 학습 데이터 분석 결과를
다양한 형태의 표현으로 변화하여 제공하며, 이를 통한 피드백 및 추천은 학습자와
교수자에게 시각화된 학습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향후의 학습활동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변화를 유도한다.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교수자 및 학습자, 혹은 그 외의 관련자 등)에게
학습분석 결과와 교수·학습에서 발생된 학습자 상호작용의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추상적 데이터(그림, 그래프, 신호 등)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시각화
단계는 통계적 그래프, 정보 그래프, 표, 도표 등을 생성하며, 이를 통해 명확하고 명시적인
분석결과를 전달한다. 학습분석을 위한 시각적 표현은 대시보드, e-포트폴리오, 소셜
다이어그램 등으로 표현된다. 대시보드 정보는 비교 또는 진행 상황, 추천 및 실시간 평가,
주제 기반 평가 및 소셜 네트워크 그래프 등을 보여줄 수 있다.
피드백 단계는 학습자 및 학습활동에 관한 분석결과를 제공하여 학습자 및 교수자의
대응이나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학습분석의 피드백 단계의 결과 제공 대상은
학습자, 교육 과정 설계자, 학습 자료 개발자, 교수자 및 교사, 행정가 등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학습자, 교수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경우, 분석된
데이터 세트는 오픈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보고 시스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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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분석 결과는 학습자의 학습수행 속도 조절, 학습태도 및 패턴의 변화, 그룹비교나
소셜 다이어그램을 통한 비교 등의 형태로 생성된다. 이러한 생성된 통계 정보는 예측
학습 결과에 대한 신호 표시로써 학습자에게 제공된다.

4) 학습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체계(모델)

학습분석 기술은 기본적으로 ICT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이러닝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학습 환경이 변화하였고, 특히 온라인에서
학습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산업이 성숙해지면서, 온라인 학습 환경의 요구
사항으로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 환경의 구축에 큰 관심이 생겨났다. 또한 오프라인 학습
환경에서 축적되거나 관리되지 못했던 개인 학습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수집과
축적이 가능해졌다. 학습과 밀접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이에 따른 학습자에 대한
다양하고 방대한 학습관련 정보들이 접근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적/산업적 완성도도 함께 높아지게 되었다. 결국, 학습자에 대한
빅데이터의 관리와 운용, 그리고 분석이 기술적으로 완성도를 높였으며, 교육의 새로운
수요인 맞춤형 교육에 대한 새로운 생태계를 창출하게 되었다.
IMS Global 2013(http://www.imsglobal.org)의 ‘Edu Graph’ 모델에서는 학습분석을

위한 데이터 유형을 [그림 Ⅱ-3]과 같이 다섯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학습
콘텐츠 데이터(Learning Content Data)는 학습에 활용되는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데이터로, 학습비디오 및 오디오, 학습목표 등과 같이 학습자의 학습대상이 되며 교수자의
교육매체가 된다. 둘째, 학습활동 데이터(Learning Activity Data)는 학습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학습자와 학습콘텐츠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로,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활동,
읽기, 과제활동, 퀴즈풀이 등과 같은 학습행동 및 학습활동과 관련된다. 셋째, 운영
데이터(Operational Data)는

교육기관 및 교육조직에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데이터로, 교수데이터, 학위, 학습프로그램 등과 이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포함된다. 넷째, 학습자 경력 데이터(Career Data)는 학습자의 교육·훈련·학습
경력과 인맥관계에 대한 데이터이다. 다섯째, 학습자 프로파일 데이터(Profile Data)는
학습자 또는 교수자의 학습관련 프로파일링 중에 발생하는 데이터로, 학습자/교수자의
학습이력, 학습자 개인의 프로파일, 학습배경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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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Edu Graph 데이터 모델
출처: IMS Global 2013(http://www.imsglobal.org). (2019. 5. 30. 인출)

현재까지 Edu graph를 기반으로 제시되는 학습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학습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형화된 데이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학습분석에서 사용될 데이터의
많은 부분이 학습시스템에서 축적하고 있는 로그정보나 학습시스템의 계획된 의도에
의해 수집되는 데이터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형 학습 데이터는 수집된 이후에
저장되기 위해 수집, 관리, 분류, 통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형화되었으며, 스프레드
시트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관리되고 운용되어 왔다. 하지만, 학습자의 학습활동
에서 발생되는 학습활동 데이터(학습자의 게시글, 교수자에 대한 이메일, 학습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로그 기록 등)는 대부분이 비정형 학습 데이터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비정형 학습 데이터는 학습시스템이나 학습활동의 양상에 따라 축적되는
학습 데이터의 형태, 형식, 성격이 다르며, 정형화된 형식을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비정형 학습 데이터는 학습분석에서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환경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운용 및 관리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습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정형 학습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빅데이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비정형 학습 데이터는 수집 방법이나 축적 방법에 민감하며,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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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비정형 학습 데이터의 수집 절차나
정형화 과정에서 본래의 의미나 형식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표준화된 비정형 학습
데이터의 처리/운용/관리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비정형 학습 데이터에 대한 학습분석은
의미론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표준화된 학습분석 기술과 수집 체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학습 커리큘럼은 다양한 학습활동의 학습모음 또는 학습순서로 구성되어
전달된다. 이러한 학습활동은 다양한 학습플랫폼에서 발생된다. 또한, 전혀 다른 형식으로
저장되고 관리된다. 이러한 상이한 환경에서 학습활동의 의미론적/추상적 분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IMS Global은 [그림 Ⅱ-4]와 같이 학습활동 중심의 데이터 매트릭스
(metrics)를 제안하였다.

[그림 Ⅱ-4] 학습활동 중심의 데이터 매트릭스
출처: IMS Global 2013(http://www.imsglobal.org). (2019. 5. 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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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학습활동들은, 예를 들면, 읽기(Reading), 평가(Assessment), 매체(Media),
협동(Collaboration) 등과 같은 하나의 학습활동의 의미를 기준으로 학습활동 분야
(genres)(복합 활동의 경우 하나 이상)로 그룹화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활동에 대한

일관된 측정 기준을 시작할 수 있으며, 각 특정 학습활동에 대한 학습 데이터의 측정을
구성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IMS의 데이터 매트릭스는 학습활동에 대해 정의된 행동에
대한 문맥적 흐름을 포함하는 학습활동 분야 내에서의 학습활동에 특정한 세부적인
측정방법을 정의 및 표준화한다. 그리고 체계화된 학습활동 측정 항목 모음(Learning
Activity Metrics)을 정의한다. 또한 모든 학습활동에 더욱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류방법, 분류기준과 측정방법을 지원하는 학습참여나 성과평가와 같은 통합된 학습
활동 분야에 대한 측정방법도 정의한다. 특정 학습활동은 하나 이상의 학습활동 측정
프로파일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 학습분석 기반의 맞춤형 교육
1)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의 개념

학습분석을 통해서 학습자가 온라인 환경에서 만들어내는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축적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 수준, 관심, 흥미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목 받고 있다. 맞춤형 교육은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학습자 개별 요구와 관심에 따라 서로 다른 학습목표와 학습경로를
설정하고, 개개인의 학습능력, 학습속도, 학습양식 등에 따라 차별화된 교수학습 상의
처치를 받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성열 외, 2017: 69). 구체적으로 학습분석의 관점
에서 온라인에서의 맞춤형 교육은 몇 가지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조은길 외, 2019:486).
첫째, 맞춤형 교육은 사회에서 획일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이 아니라 학습자 개인의
관심사와 흥미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 학습자의 수준,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학습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기에, 이에 따라 여러 형태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맞춤형
수업으로 개발될 수 있다. 셋째, 학습자가 자신이 학습하고 싶은 주제를 직접 설정하고
학습에 필요한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개발할 수 있다.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에 주체가 되는 부분을 고려하게 된다. 넷째, 맞춤형 교육의 수행과 설계에서 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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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소통은 영향력 있는 요소이다. 다섯째, 학습자의 관심사와 흥미를 고려한 적절한
조언을 해 주고 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자료와 전문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 맞춤형 교육은 학습현황을 분석하고 학습자가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이해와 숙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습분석과 연계한다면 맞춤형 교육은 적응(adaptation)과 개별화(personalization)를
중심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적응은 시스템이나 교사가 학생에 반영하여 하는 변화를 뜻하며,
개별화는 학습자의 흥미에 맞게 콘텐츠를 만들고 선호하는 학습을 위해 수업을 스타일링
하고, 진도 조절을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응과 개인화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경험이
사용자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개별 사용자를 잘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 경험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김민하 ․ 안미리, 2015:419). 맞춤형 교육은
적응적 학습(adaptive learning)과 분리되어 설명될 수 없는데, 적응적 학습은 학습자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조정하는 진단적 과정(diagnostic processes)과 이에 대한 처방적
과정(prescriptive processes)으로 구성된 학습 환경을 구현하는 일련의 과정(김성열 외,
2017:65)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적응적 학습은 학습자 관련변인, 학습과제(내용)의 특성, 수업전달체제의
속성 등을 파악하는 진단적 과정을 거친 뒤 학습자의 학습속도, 학습능력, 정보처리 및
반응속도 등을 고려하여 학습내용의 난이도 수준을 고려하는 처방적 과정의 총체적
학습과정으로 볼 수 있다(La Londe et al., 1976: 김성열 외, 2017:68 재인용). 학습
분석의 발달로 적응적 학습이 구현되는 수준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적응적 학습 시스템(adaptive learning system)도 지능형 학습 플랫폼을 포함한 테크놀로지
기반의 체제적 접근으로 논의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의 적응적 학습 시스템은 학습자의
수행결과물, 학습시간, 참여횟수 등 학생의 모든 학습활동을 빅데이터로 처리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학생의 강점, 약점, 수준, 흥미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내해 주는 시스템으로 정교화되어 가고 있다(김성열 외, 2017:83).

2)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의 영역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에 활용되는 영역은 다음과 같이 모니터링과 예측, 개별화,
평가와 피드백, 적응적 교수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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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과 예측은 학습자와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의 패턴
또는 경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다른 교육 지원의 전제가 된다. 학습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학습활동과 관련하여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습분석
결과를 시각화(visualization)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줄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성과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 도움을 받게 되며, 학생이 세운 목표와 진행상황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고, 지도
교사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 사항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로그인 횟수, 글 게시 횟수 등 학생들의 학습활동과
학습 성과와의 연관성을 분석, 예측할 수 있다(권영옥, 2013:92).
둘째, 학습분석 결과로 파악되는 개별 과정마다 가장 성공적으로 학습을 수행한 학생의
사례를 참조하고 해당 학생의 적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과목을 추천, 제공할 수 있다. 개별
학생의 학습자 정보와 학습활동 이력데이터(시험 결과, 시험 문제 푸는 시간, 오답을 낸
횟수, 힌트의 요청 등)를 종합하여 학습 능력, 집중력 등을 알아내어 다음 주제로 진행해도
되는지, 진도가 늦지 않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알맞은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권재현 외, 2014:106). 온라인 학습, 콘텐츠 활용, 검색하는 내용을 종합하여
학생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성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며, 여러 학생들이 콘텐츠를 이용한 뒤에 남긴 콘텐츠에 대한 평가와 개별 학생의
학습자 정보에 근거하여 그에게 적절한 콘텐츠를 추천도 할 수 있다(최제영 외, 2012:
146). 특정 학습자 개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학습 내용을 추천할 수 있고,

특정 학습자가 속한 집단 내 다른 학습자의 학습 궤적을 추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맞는 학습 내용을 추천해 줄 수도 있다(나일주 외, 2015:54, 128).
셋째, 평가와 피드백 차원에서 학습분석을 통하여 정기적인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온라인 퀴즈와 같은 방식으로 학습자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매
학년의 모든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수집하게 되면 기존 학습 콘텐츠의 적정성을 분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교육 자료의 수준을 조정하고 교육과정의 개편작업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다(최제영 외, 2012:146-147).
넷째, 교사에게 지도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자의 행동 변수를 제공하여 학습자에게
학습을 독려하는 등의 개인화된 적응적 학습이 나타난다. 적응적 교수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 선수지식, 학습전략, 학습양식 등과 같은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에 적합한 학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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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전략, 학습양식을 제공하거나 학습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응적 도움과 안내를
지원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뜻한다(나일주 외, 2015:55).
이와 같은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습분석 활용 영역과 관련하여 정광식 외(2015:ⅳ-ⅴ)는
방송대의 맥락에서 학습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우선, 방송대 학습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 모델로 학업중단 방지를 위한 지원, 학습
향상을 위한 온라인 스터디그룹 지원, 학습자 중심 통합 학습 콘텐츠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학업 중단자의 학습 패턴과 성향, 선호도, 여건, 경험, 관계정보들을 분석하여
이와 유사한 패턴을 가진 학업중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학습자들에게 각각 여건에
맞는 학업 성취 정보 제공, 적성에 맞는 적성 수강과목 추천, 학업 활용 정보, 시험 관련
정보와 출석 수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학습 향상을 위한 온라인 스터디그룹 지원
서비스 모델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출되는 정보와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학생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모델을 탑재한 지능형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습자들 간에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학습 수준별 스터디 추천, 온라인 화상 스터디 기능,
스터디 공유 학습콘텐츠 등을 제공하여 학습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학습자 중심 통합 학습콘텐츠 서비스 모델로, 학습 콘텐츠와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류, 통합하고 재편하여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 소결: 함의점

앞 절에서 다룬 학습분석과 맞춤형 교육에 대한 문헌 분석 결과가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습분석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의 방안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적 정의들은 각각의 특징과
차이가 있지만, 학습분석의 목적 측면에서는 공통적인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학습 과정의 평가와 즉각적 피드백’, ‘학습 성과의 예측과 처방’, ‘학습의 최적 경로 발견과

효율성 증대’, ‘학습환경의 최적화’,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의사결정 지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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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습분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과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온라인 교육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학습분석에 대한 종합적인 요구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분석의 수준 간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습분석은 국가 및 지역(macro), 기관(meso), 그리고 학습자(micro)
간에 서로 분절되거나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 마이크로 수준의
학습분석 단위는 매크로 수준의 학습분석 수준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 수준의
학습분석 결과는 메소 수준의 학습분석의 대상으로 활용되며, 또한 메소 수준의 학습분석
결과는 매크로 수준의 학습분석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학습 데이터 모델에 기반을 두고 현재 온라인 교육의 학습 데이터 수집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할 사항을 찾아야 한다. 이에 IMS Global의 Edu Graph 모델은 학습
데이터의 전반적인 구분체계로서 의미를 가진다. 학습분석을 위한 학습 데이터 유형
중에서 학습활동 데이터는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 유형으로, 온라인 교육의 학습 데이터
수집 관련 개선 방안에 있어 매우 구체적인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는 IMS Global의
학습활동 지표(metrics)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LMS 등을 통해 수집되는 로그데이터,
일명 ‘비간섭적 데이터’외에도 설문조사, 측정 등에 의한 간섭적 데이터의 수집도
고려해야 한다. 간섭적 데이터를 통해 학습분석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의 인구학적 정보,
자기주도성 수준 등을 확인함으로써 최적화된 학습자 맞춤형 교육지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Edu Graph 모델은 거시적인 학습 데이터 모델로서
의미를 가지며, 학습활동 지표(metrics)는 학습 데이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활동
데이터의 세부적인 항목으로서 참조할 가치가 있으며, 간섭적 데이터는 학습분석을 보다
정교화할 수 있는 토대로서 의미가 있다.
넷째, 맞춤형 교육지원에 학습분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둔
효율적인 학습분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맞춤형 교육은 전통적인 수업 운영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분석 방법의 변화를 동반한다. 즉 맞춤형 교육을 위한 분석 활동은
‘수업 운영 전’은 물론 ‘운영 중’을 포함해야 하고, 분석의 단위는 ‘집단’에서 ‘개인’으로

바뀌어야 한다. 수업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학기 중에 분석이 민첩하게 이뤄지려면 다수의
학습자로부터 수업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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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해야 한다. 이는 곧 교수설계 자원 소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분석
기법 상의 혁신이 없다면 실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맞춤형 교육에서 테크놀로지 기반의
학습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2

학습분석 동향과 개인정보·빅데이터 수집·활용 법제도 현황

가. 학습분석 동향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21세기 초부터 가능해지면서, 교육적
데이터마이닝(educational data mining) 분야가 떠오르기 시작했다(Kang, 2014:11).
초기의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분석 자체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07년에 발표된
Educause Review(Campbell & Oblinger, 2007)를 계기로 데이터 마이닝은 학습분석

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특히 The New Media Consortium (NMC)은
매년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칠 것을 보이는 기술적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Horizon
Report’라는 이름으로 발간하고 있는데, 최근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분석에

대한 동향은 다음과 같다.
2018년 Horizon Report(Becker et al., 2018)에서는 학습분석과 관련한 동향 및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시각화 소프트웨어, 모델링 및 예측 분석 도구, 텍스트 분석 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특정 도구들이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 도구들을 활용하여 LMS는 점점
더 실시간 분석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정교한 알고리즘과 머신 러닝을 결합하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행정적, 학문적 모두에서 이점을 보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즉, 중도탈락의 위험에 처한 학생을 식별하여 개입할 수 있으며, 우수 학생들이 도전을
계속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적응형 학습 도구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보고하고
있다.
2019년 Horizon Report(Alexander et al., 2019)에서는 학습분석을 실제 적용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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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등교육 기관들이
일반적으로 학습분석을 활용하면 예비 학습자의 참여율, 학생의 등록률, 학생의 이수율
등을 개선할 수 있고 심지어 교수진의 생산성과 연구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어떻게 분석을 실제로 운영에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분석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우선순위와 밀접하게 연계된 비전인
학습분석으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2016a)을 발표하였고, 교육부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시안)」(교육부, 2016a)을 연이어 발표했다. 국내
학습분석의 실질적 적용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 시안에서 미래 교육의
주요 방향으로 유연화, 자율화, 개별화, 전문화, 인간화를 설정하고 있는데, 특히 개별화는
표준화된 교육을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정광희 외, 2017:47)으로 학습분석의 도입과 관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이라는 과제를

추진하여 2020년까지 지능형 학습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8년부터 온라인 기반
교육용 오픈마켓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7). 지능형 학습분석 서비스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과 수행 평가 결과, 학습 평가를

바탕으로 이해 수준, 학습 참여 횟수 및 참여 시간 등 학습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흥미, 강약점 등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적합한 학습 경로를 제안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학습 관리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정광희 외, 2017:51-52).
이에 따라, 국정운영 계획(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에 기반을 두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1)에서는 ‘ICT 연계 맞춤형 학습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용 콘텐츠의 통합 수집‧관리‧유통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개별 학습자의 콘텐츠 이용으로 부터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개인형 맞춤 학습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ICT 연계 맞춤형
학습지원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맞춤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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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털(EDU Portal)과 교육포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환경 교육플랫폼
(EDU Platform)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교육플랫폼은 3개의 서브플랫폼 (또는 기능), 즉

오픈마켓, 학습분석, 플랫폼 관리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학습분석 플랫폼은 다양한 교육
서비스로부터 학습분석을 통한 개인별 맞춤 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자로부터
발생하는 학습 데이터의 수집, 정제, 저장, 분석, 시각화 단계를 포함한다. ICT 연계
맞춤형 학습지원시스템의 목표시스템 개념도는 다음 [그림 Ⅱ-5]와 같다.

[그림 Ⅱ-5] ICT 연계 맞춤형 학습지원시스템 목표개념도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8). ICT연계 맞춤형 학습지원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p.7

나. 개인정보 및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법·제도
학습 데이터가 학생이라는 주제에 관한 정보라는 점에서 학습 데이터는 개인정보에
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정보, 그리고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집적된
형태인 빅데이터와 관련한 법·제도 한계와 개선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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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개인정보는 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중에서 후자는 전기통신사업 관련 정보
통신망의 이용 촉진과 정보통신서비스(예: 이동전화 등)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으로, 학습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및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개인정보 및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관련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련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여러 개인정보 유출사건들을 경험해 오면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엄격한
수준의 개인정보 규제체계가 확립되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이나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관계부처 합동, 2018:5).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
하여 처리하는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이상윤 외, 2017). 다시 말해, 최근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빅데이터를 활용 하려는
정부나 기업은 위법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최경진 외, 2012).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빅데이터 시대를 예상하고 제정되지 않아 빅데이터의 개념조차 담고 있지
못하다(이상윤 외, 2017)2). 김형수 외(2014)는 상당수의 빅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해 수집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착안
하여 이러한 빅데이터를 ‘고객빅데이터’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객빅데이터는 정보주체
로서 소비자가 인식한 상태에서 제공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가 생성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한 것(김형수 외, 2014:62)으로,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기존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과는 다르다고 본
것이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반적인 체계는 사전동의제(opt-in)3)를 전제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거나,
4차 산업 혁명의 주요 분야인 빅데이터 산업의 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되고 있다(이상윤 외, 2017). 사전동의제는 당사자가 정보 수집을 허용하기 전까지
2) 「개인정보보호법」제2조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로 정의하고 있음.
3) 사후동의제(Opt-out)는 사전동의제(Opt-in)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할 때 정보수집이 금지되는 제도를 의미함(이상윤 외, 20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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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이상윤 외, 2017:111). 김형수 외(2014)는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포괄적인 사전동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사전동의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조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을 강조한다(김형수 외(2014:xvii). 한편, 관계부처 합동(2016b)은 빅데이터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사전동의에서 제외되는
사항과 이를 위해 요구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을 규율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빅데이터 활용과 그 가치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체계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상윤 외, 2017).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과 동시에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 등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이다(김형수 외, 2014;
이상윤 외, 2017). 이에 여러 연구(김형수 외, 2014; 이상윤 외, 2017; 최경진 외,
2012)에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 및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Ⅱ-2>와
같다.

<표 Ⅱ-2> 개인정보 및 빅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구분

이상윤
외(2017)

법·제도 개선 방안
상충되는 가치의 조화

빅데이터 시대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활용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가치의 조화로운 달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개인정보 범위의 축소

해당 정보로부터 직접적인 개인 식별성이 인정되는 정보만 개인정보로 보는
방식으로 개인정보의 개념 축소

Opt-in 동의 제도
개선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를
통한 정보 활용

김형수
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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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연구 목적의
개인정보처리기준
완화

개인정보의 성질(식별성과 민감성)에 따라 규제 범위 차등, 비식별 정보에 대한
사후동의제(Opt-out) 도입

사전동의제와 개인정보 정의에 대해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통계·연구 등 공익적
목적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해서는 처리기준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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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제도 개선 방안
쿠키정보, IP주소, 로그기록, 사물위치정보가 이용자가 요구하거나 신청한 정보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행태정보 처리원칙의
추적·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단지
명확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집·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전동의
명시화
개인정보처리자가 빅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개인정보처리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선택에 따라
고지·동의 방법 간소화 처리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제3자의 이름을
카테고리 방식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허용
데이터의 무분별한 통합, 연동, 연계, 생성 등에 따른 프로파일링화의 위험을
개인정보의 결합, 조합,
완화하고 법 해석상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데이터의 결합, 조합, 통합,
통합, 연동 등의 제한
연동 등에 관한 기준 명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패러다임 전환

강력한 처벌규정과 함께 광범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보호’ 중심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활용의 적정한 조화, 특히 안전한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

개인정보 개념 정의
개선

개인정보의 개념 정의를 대폭 확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제한

정보주체가 프로파일링을 통하여 본인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지의무를 신설하고, 아울러 이를 반대하는
선언 및 고지 의무 신설
정보주체에게 프로파일링 거부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
프로파일링 거부권

최경진
외(2012)

분리보관의무 명시

주요 개인정보파일의 분리보관의무(Separation Principle)를 명시하여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금융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분리보관
의무를 명시하고, 개인정보파일과 다른 정보와의 결합가능성에 대한 고지의무를
명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익명화 조치를 취할 경우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하거나, 빅데이터 육성을 위한 법령을 제정
개선

국가 차원에서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서 관계부처 합동(2018)에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전체적인 과제와 추진 계획은 <표 Ⅱ-3>과 같이 요약된다.
이 중에서 법·제도 측면에서 눈여겨 볼 내용은 정보주체의 데이터 주권을 강조하는
MyData 제도의 도입, 개인정보 범위의 명확화, 비식별조치 법제화, 사전동의제도의

개선으로, 앞서 개인정보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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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의 과제와 추진계획
전략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

과제
데이터 이동권
확립: 국민
데이터 주권
찾기(MyData)

설명

비고

정보주체가 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MyData는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 없이도
직접 내려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시행 가능하고 비식별처리로 인해 데이터
허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활용체계를
활용가치가 낮아지는 문제도 극복 가능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MyData 先도입)

개인정보 범위 명확화, 비식별조치 법제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가명·익명정보 개념을 (가명·익명정보 개념 정립 등), 사전동의
개인정보 안전한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제도 개선(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활용 촉진
제공시 서비스 개선 등 합리적 이유라고
등 법 개정 추진
판단될 경우 사전동의 예외 검토)

양질의 데이터
구축·개방
데이터
데이터
가치사슬 저장·유통
全주기 혁신 활성화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산업별
각종 빅데이터센터간 협력 네트워크 확대,
실제데이터, AI 학습 데이터를 조기구축
통계빅데이터센터 확대, 국가데이터맵
하고 공공·민간 데이터의 획기적 개방
구축
추진
데이터의 효율적인 저장·관리를 위한
데이터 거래 기반 구축(데이터 거래소
클라우드 본격 확산 및 데이터 유통 촉진을
설립·운영시 초기단계 지원), 데이터 거래
위해 민간·공공을 연계한 개방형 데이터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기반 구축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적·사회적 가치 본격
데이터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다부처 정책 수립
창출을 통해 산업 전반에 성장활력을
분석·활용 확산
및 사회현안 해결)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글로벌
데이터산업
육성기반
조성

빅데이터 관련
선도기술 조기
확보

초연결지능화, 분석 신뢰성 향상, 활용도 빅데이터 기술개발 로드맵(1단계 분석
제고 등 빅데이터 기술발전 전반을 고려 중심 → 2단계 인공지능 중심 → 3단계
하여 핵심 원천기술 개발 추진
초연결지능화 중심)

미래수요 대응
전문인력 확충

데이터 분석 전공 운영 지원, 빅데이터
대학 졸업예정자 등 청년 대상 실무 중심의
전문 연구센터 확대, 국가공인 데이터
빅데이터 전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격제도 활성화, 데이터분석 국가기술
교육이수자를 양질의 일자리에 연계
자격제도(빅데이터 분석기사) 신설

빅데이터
전문기업 성장
지원

빅데이터 개발에 필수적인 컴퓨팅 자원,
데이터셋 등이 집적된 판교 글로벌 ICT K-Global DB-Stars 사업 지원 확대
혁신 클러스터 지속 고도화 및 활용 지원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8). (행사명: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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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함의점
우선 학습분석 동향과 관련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명시적으로
국정과제 차원에서 ‘지능형 학습분석 서비스’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
학술정보원에 의해 학습분석 플랫폼 구축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 학습분석 플랫폼은
‘다양한 교육서비스’로부터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분석하여 개인별 맞춤

학습지원을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학습분석 플랫폼이 어떻게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구체적인 연계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학습분석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 · 빅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법·제도 측면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학습분석이
적절한 학습 데이터의 수집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법적 ·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조화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적 접근이 일면 타당해 보이지만, 미국도 빅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개인
소비자들의 우려와 정부의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참조해야
한다(조용상 외, 2013:16). 또한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전문 인력 양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습분석 역시 빅데이터 분석의 한 영역이라고 할 때 전문인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학습분석의 전문 인력은 교육에 대한 배경적 지식을
함께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개인정보 및 빅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법·제도 측면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 시대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이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규제에 초점을 두는 상황에서는 학습 관련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분석의
실질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빅데이터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학습분석의 관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소위 민감한 정보보다는 개인의 학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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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시스템 상에 남게 되는 일종의 흔적인 다양한 로그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이러한 개인 학습자의 로그 데이터를 법적으로 보호
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셋째, 정보 주체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보주체인 학습자가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자신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인 학습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처리자인 교육기관에
의해서 학습자 프로파일링이 이루어질 경우, 프로파일링을 통해 학습자에게 주어질
혜택과 위험에 대해서 정확히 사전 안내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
파일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결합,
조합, 통합, 연동을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어느 한 분야 또는 영역의 데이터만 분석
하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분야 또는 영역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할 때 새로운 식견
(insight)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에 대한 학습 데이터만으로도 학생에게 의미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러한 학습 데이터가 NEIS에 기록된 학생 정보와 결합되어 분석
된다면 그 만큼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3

학습분석 적용 사례4)

가. K-12에서의 학습분석
2012년 UNESCO의 교육정보공학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K-12에서의

학습분석을 매크로(Macro), 메소(Meso), 그리고 마이크로(Micro)의 세 가지 수준에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매크로 수준에서의 학습분석은 학군, 주, 지역 수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여러 학교기관의 의사 결정과정에
영향을 준다. 메소 수준에서의 학습분석은 각 학교 및 교실 수준에서의 학습을 LMS 및
4) 본 내용은 박상훈 교수(미국 University of South Florida)가 원고 집필한 내용을 일부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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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류의 학습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사 및 학교 리서치팀에
학교 내 학습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이크로 수준에서의 학습분석은 각 개인
학생을 분석 단위로 하며, 적응형 학습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각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조절하고 실질적인 학습 요구를 맞추는데 중점을 두었다. K-12
에서의 학습분석 적용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크로(학군) 수준의 학습분석

매크로 수준에서 학습분석을 위해 각 학군 수준에서 교육행정담당자는 시의적절한
의사 결정 및 학습 지원을 통하여 학군 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및 학습과정을
향상시켜야 하며 다양한 자료와 정교한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학습자
수준까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미국 내 여러 학군에서는 행정 데이터, 학생
정보시스템, 학습 관리 및 디지털 학습 시스템 등 다양한 경로와 자료를 통하여 데이터를
집계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며, 이러한 학교 데이터는 청소년 사법 시스템, 위탁
보호 시스템, 또는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과 같은 외부 기관의 자료와 통합된다. 예측
분석을 사용하게 되면 각 학군의 학교장 및 교사들은 시의적절한 학습개입을 적용할 수
있고 특히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의 학습 요구를 미리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다.
매크로 수준의 학습분석에 주로 활용되는 프로그램은 Brightbytes의 Clarity와
LearnSprout이다. 대표적으로 Clarity는 학군 수준에서 학습분석 활용 및 학습 결과에

관한 영향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며 각 주 및 학군 단위로 계약을 맺고
사용되고 있다. 데이터는 학생, 교사, 부모로부터 15분 정도 설문을 통하여 수집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는 [그림 Ⅱ-6]과 같은 대시보드를 통하여 제시된다. 한편, LearnSprout사의
대시보드는 42개주 200개 학군 내 2,500개 학교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생정보
시스템과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담당자가 언제 학생이 가장 많이 결석하는지
혹은 학생의 학점과 수업참여 행동간 관계가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학교를 중퇴할 것
같은 학생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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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BrightBytes의 학군 수준에서의 학습분석 자료를 보여주는 대시보드
출처: Clarity Innovations(2015:11)

□ 워싱턴 D.C. 공립학교
Washington, D.C. 공립학교(이하 DCPS)는 재정 투명성에 관한 불신 및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하여 공립학교 진학에 문제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림 Ⅱ-7]과
같이 학군 수준의 대시보드를 활용하였다. DCPS에서 적용한 대시보드는 Tableau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가장 상위 기관의 정보부터 시작하여 교장 및 교사 그리고
부모들에게 재정지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한다. DCPS의 재정지원은 등록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특정 예산은 영어 학습자, 특수교육 그리고 무료 점심제공 등 학생 및 학교의
요구에 맞추어져서 배분된다. 학교별로 한 번에 배분되는 예산은 물론, 보다 구체적으로
DCPS 예산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왜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으며,

학교장, 교사, 부모들에게 예산 배분에 대한 근거를 더 잘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학군 내 재정 및 예산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각 학교 내 학생등록이나 예산 배분
등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가 학부모들과 공유되어 투명성이 확보되자 DSPS 공립학교에
등록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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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DCPS 학군 내 각 학교의 위치와 예산 배정의 근거 및 방법을
보여주는 대시보드
출처:

https://www.tableau.com/learn/whitepapers/five-dashboards-improving-studentachievement(2019.05.12. 인출)

□ Hillsborough County 공립학교5)
전 미국을 통틀어 8번째로 큰 학군인 플로리다주 탬파에 위치하고 있는 Hillsborough
county 공립학교(HCPS)는 학습분석을 통해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학군내 학교들의

학습평가 및 결과의 통합 보고에 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K-12 수준에서 가장 성공적인
시스템을 정착한 사례이다. 기존에 각급 학교간 전자 성적표가 통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학하는 경우 자료가 공유되지 않았으며 비록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긴 했지만, 운영시스템 문제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다. 이에 새로운
학습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Edsby 학습분석 프로그램6)을 사용하여 학군내
학생, 부모, 교사가 유동적이고 손쉽게 자료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Edsby는 학군내
모든 학생정보 및 수업 데이터를 관리하는 학생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 하였으며,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접근성을 확보하여 온라인 성적표
공유를 확장하는 한편 교사들은 Edsby에서 제공하는 소셜학습 기능을 활용하여 수업시간

5) 출처: https://www.edsby.com/users/case-studies/ (2019.05.12. 인출)
6) 출처: https://www.edsby.com/technical-details/analytics/ (2019.05.12.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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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학습 및 자원 공유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모들과 자녀들의 학습 진행
상황을 쉽게 규칙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보다 더 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높일 수 있었다.

2) 메소(학교 및 교실) 수준의 학습분석7)

매소 수준의 학습분석은 각 학교기관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교사들은 가르치는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이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학생 또는 전체 수업을 할지 등 다음 단계에 교육을
어떻게 할지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수준에서의 분석은 또한 학생의 성과를 부모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 관리자를 위하여 학교 내 동향을 시각적 정보로 다시 만들어 주고, 재정 및 인력
조정이나 전체 학교 운영 방안에 관한 의사 결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한다. LMS는 매소
수준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매일 셀 수 없는 양의 학습분석 자료를 생성하고 분석하도록
돕는데, 점점 더 많은 수의 교사와 학생들이 교육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
프로그램들이 확보하는 자료의 양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
많은 LMS 기업들이 분석 자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적응적 학습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교실 내 교사나 학교장 등 관리자에 필요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몇 가지 학습관리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우선 CANVAS LMS는 학생 및 교사 대시보드,
콘텐츠 작성/수정판, 과제 평가, 통합형 디지털 도구 및 앱, 그리고 협력 및 토론을 위한
공간들을 제공한다. 특히 학습과정 달성 성적표는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학업진도를
성적대신 기준(standards)에 맞추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시각형 자료를
제공하여 이러한 정보를 교사, 관리자, 학생, 학부모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Ⅱ-8] 참조).

7) Clarity Innovations(2015)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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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CANVAS LMS 학습분석 대시보드(학습자모드)
출처: Clarity Innovations(2015:18)

다른 LMS에 비교하여 Schoology의 분석분야는 다소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개별
교사나 학교 관리자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학습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수업분석도구는 과제 수행 및 온라인 교과과정과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의 참여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평가분석도구는 시험이나 퀴즈결과에 관한 학생의 성과를 추적할 수
있다. 또한 포괄적/개별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전체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심층
보고서를 제공한다. 데이터는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된 대시보드를 통하여 보여준다.
Edmodo는 교사의 관리 하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실에서 토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부모들이 자녀들의 학습진도를 추적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교사들은
교실에서의 학생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교사들과 연결하여
서로 자료 공유 또한 가능하다. Edmodo의 분석도구들은 교사들에게 학생들 학습에 관해
상세정보를 제공하며, 학교장에게는 학교전체의 전반적인 학습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공
한다. 예를 들면, 스냅샷(Snapshots) 도구를 통해 짧으면서 개별화된 퀴즈를 활용,
학생들이 주어진 학습 기준을 맞추었는지를 평가하며,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수업별 혹은 학생별 학습성과를 보고 다음 단계의 수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학교장은 학생들이 참여한 토론과정이나 과제 등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업참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전체 학교 차원에서 각 교실마다의 학업 진행 상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Insights for Admin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그림 Ⅱ-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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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Edmodo 분석결과가 제시된 대시보드
출처: Gunawardena(2017:8)

□ 아이오와 Des Moines 공립학교8)
학교 수준에서 평가 자료를 보여주는 대시보드는 학교장이 관찰, 자격증, 근무연수,
부모 설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추적 관리하도록 돕는다. 또한
학교단위의 자료를 학생 행동, 학생자료, 과목, 매년 실시되는 표준평가에서의 성취도로
구분하여 교장이나 교사가 학업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초기에 파악하여 그들의 학업을
도울 수 있다. 아이오와주에서 가장 큰 학군인 Des Moines Public Schools(이하 DMPS)
에서는 각 학교수준에서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장이 대시보드를 활용한다.
학교장용 대시보드는 학생들이 최근 3번의 시험에서 얼마나 성취하였는지 보여주는데,
대시보드 왼쪽 상단은 학업독서능력(Scholastic Reading Inventory)및 학업수학능력
(Scholastic Math Inventory)의 동향을 보여주고 대시보드 오른쪽 상단은 해당 학군

내에서 아이오와 기초학업능력(Iowa tests of basic skills assessment) 동향을 보여준다.

8) 출처: https://www.tableau.com/learn/whitepapers/five-dashboards-improving-student-achievement
(p.6) (2019.05.12.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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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아래쪽은 다양한 학교 건물에서 교내 혹은 교외에서 발생한 학생 처벌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그림 Ⅱ-13] 참조).

[그림 Ⅱ-10] DMPS 학군내 교장 및 관리자를 위한 대시보드
출처: https://www.tableau.com/learn/whitepapers/five-dashboards-improvingstudent-achievement(2019.05.12. 인출)

DMPS는 직접적으로 학교를 그만둘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확인하기 위한 초기 지표

보고서를 활용한다. 아이오와주 교육청에서 정해 놓은 지표들로는 출석, 행동, 시험점수,
축적된 학점, 평가 점수, 과외 활동 참여, 학교건물 접근 기록, 그리고 기존 학교중퇴 기록
등이 있으며, 초기 지표 보고서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수집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정해진 지표 수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특히, 조건적 논리모델을 활용하여 결과를 색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그 색깔을 보고 어느 학생이 위험군에 속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위험군에 속한 학생들은 중퇴 방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도움을 제공한다. 이러한
초기지표의 활용은 학생 개개인을 비롯하여 부모 혹은 다른 학교관계자를 통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주며, 학교는 적극적으로 학생이 위험군에 속하기 전에 미리 파악해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다([그림 Ⅱ-14] 참조).

47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그림 Ⅱ-11] DMPS 학군내 교장및 관리자를 위한 대시보드
출처: https://www.tableau.com/learn/whitepapers/five-dashboards-improving-student-achieve
ment (2019.05.12. 인출)

데이터 시각화를 위하여 DMPS는 Tableau([그림 Ⅱ-15] 참조)를 도입, 상세한 학생
측정 대시보드와 함께 다중선형모델이나 스캐터플롯(scatter plot)을 사용하여 위험군에
속할 것으로 예견된 학습자를 0-1 점수를 기준으로 높은 위험, 중간위험, 추적대상, 낮은
위험 등의 그룹으로 나누어 관리하는데, 만일 중퇴할 가능성이 50%가 넘을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학생 지표 상세정보를 선택하여 기준에 맞는 모든 학생
리스트를 제공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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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2] DMPS의 Tableau를 활용한 학업중단 계수 도표
출처: https://www.tableau.com/solutions/customer/des-moines-public-school-district-improv
es-intervention-programs-predictive(2019.05.14. 인출)

□ 워싱턴 Tacoma 공립학교9)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의 Tacoma 공립학교 시스템 내 학교 졸업률은 55%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Tacoma 공립학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예측 분석을 적용하여
졸업률을 83%이상으로 높였다. 고급 분석방법과 함께 다양한 시각화가 가능한 대시
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Tacoma 학교장들은 졸업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각 학생 대상
으로 조기 경고가 가능하고, 학교 직원이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그림 Ⅱ-16] 참조).

9) Microsoft(2017)의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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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3] Tacoma 공립학교 학군에서 사용하는 대시보드
출처: Microsoft(2017:17)

Tacoma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학생들의 특성 및 과거 성적과 같은 정적 데이터와 형성 평가 및 학습 시스템 사용과
같은 동적 데이터는 클라우드 기반의 고급 분석을 통해 활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학생
학습지도에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설명형, 진단형, 예측형, 처방형 분석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셋째, 데이터 모델이 한 번 구축되면 필요에 따라 실행할 수
있으므로 교육담당자가 보다 쉽게 자주 보고서를 실행하고 살펴볼 수 있다. 넷째, 분석
및 보고는 시스템, 학교 및 개별 학생 수준에서 이루어지므로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그 효과에 대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다섯째, 각 학생의 진도는 필요에
따라 집계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능은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므로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위험군 예측으로 추가적인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

3) 마이크로(학습자) 수준의 학습분석10)

마이크로 수준에서 학습분석은 학습자 스스로를 대상으로 한다. 교실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이 증가할수록 학습 과정 중에 학습활동을 통하여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도 증가한다.

10) Clarity Innovations(2015:14)의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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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들은 학습분석으로 가공되어 개별적 학습 과정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과정을 자동화한 시스템이 ‘적응적 학습 시스템’이며 이러한 학습분석 방법은 향후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된다.
마이크로 수준의 학습분석을 위해 활용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우선 Carnegie
Mellon 대학의 인지과학자들이 처음 개발한, 고등학교 수학과정에 초점을 둔 Carnegie
Learning의 Cognitive Tutor가 있다. 이 시스템은 사전검사를 통해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알아야 할 것을 측정하고, 학습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적응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들에게 단순히 정답과 오답을 알려주는 역할을 넘어서 필요에
맞추어 실시간 힌트와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ALEKS(Assessment and Learning Knowledge Spaces)는
인터넷 기반 튜터링학습 프로그램으로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지원으로
California 대학(Irvine)과 New York 대학에서 개발되었다. ALEKS는 인공지능을 사용한

적은 수의 질문을 사용하여 각 학습주제에 따른 학습자의 학습능력을 빠르게 파악하여
그 학습자들이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결정한다. 많은 수의 질문을
사용하는 대신에 ALEKS는 학습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규명하며, 초기
개발된 수학과목에 더하여 화학, 물리 등 과학 과목들에도 적용되고 있다.

□ Beachwood 중학교11)
Beachwood city 학군에 속한 Beachwood 중학교의 7-8학년 학생들은 One-to-one

랩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업의 약 40%에서 매주 3시간씩 학기마다 30시간 이상
ALEKS를 사용한다. 사용하는 과목들은 중학교 Geometry, 중학교 수학 1, 2, 3, 그리고
pre-algebra 와 algebra 1 등이다. ALEKS는 학생 시험과 수업 과정 측면에 있어서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성취하였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주로 각 학습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학습 목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학습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학생들에게는 보너스 점수를 주도록 해서
학생들의 학습 목표를 마치기 위한 노력을 극대화한다. 또한 수업시간에 다루는 내용에
맞추어 퀴즈문제를 제작하는데, ALEKS 퀴즈는 학생들이 특정 개념을 제대로 학습하고
11) 출처: http://www.aleks.com/k12/K12_Implementation_Strategies.pdf(2019.05.16.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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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 ALEKS를 통하여 학생들은 항상 스스로의 학습 진도를
확인하고 얼마나 많은 새로운 개념을 배웠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학생
수준이었던 몇몇 학생들은 ALEKS 학습을 통하여 상급 수업을 수강할 정도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Khan Lab School12)
Khan Lab School(이하 KLS)은 Khan Academey와 연합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학교이다. Sal Kahn의 “전세계를 하나의 교실로”라는 철학 아래, KLS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접근법을 활용하여 맞춤형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LS은 학점보다는 학습과정 숙달을 강조하고 나이가 아닌 각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그룹을 구성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진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류의
보고 시스템이 필요했다. 이에 ‘Yet Analytics’서비스를 사용하여 학생중심의 대시보드를
만들어 디지털 및 면대면 학습 활동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KLS만의 통합
학습진도 자료를 통하여 제공한다.
다양한 학습 플랫폼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학생에게 실시간으로 학습과정 숙달 정도를
보여줌으로써, KLS는 맞춤형 학습과정 숙달을 바탕으로 한 도구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개인별 학습자 대시 보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교사, 학부모 및 행정 담당자가 학습자의 학습과정 숙달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더하여 학생들 자료는 교사나 행정 담당자를 기준으로 통합 집계되어 학급이나 학교
수준에서 학습과정 숙달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KLS는 최신 학습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나. 고등교육에서의 학습분석
고등교육에서의 학습분석 적용 사례는 K-12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보다 체계적이고
가상학습환경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의 접목이 시도되어 있었다. 또한 학습자가 수업에

12) 출처: https://www.yetanalytics.com/hubfs/eBooks/Yet_and_Khan_Lab_School_Reimagining_Prog
ress_Reports_for_Mastery_Based_Learning.pdf (2019.05.16.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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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면서 자신의 학습과정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판단,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다. 고등에서의 학습분석은 학습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
로써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습분석 결과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습자료 및
학습 단계를 따라야 하는지를 예측해 주고 있었다. 고등교육에서의 학습분석 적용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Purdue대학의 시그널 시스템을 활용한 학습분석13)
고등교육 기관의 학습분석 사례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는 Indiana 주의 Purdue
대학교에서 적용한 시그널(Signals) 프로젝트이다. 많은 교육관련 매체에서 보고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그널 프로젝트는 학생 성취도 증진 및 학생 중퇴방지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시그널에서 추적하는 자료는, 출석기록, 학생들의 가상학습환경(VLE) 사용 기록, 그리고
VLE 채점기록부의 성적 자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학생들의 학습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의 지난 학습성적보다는 얼마나 VLE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또 도움을 구하는 행동을 하는지에 더 비중을 둔다. 시그널은 중간 성적이 나온 후에
위험군 학생들을 분류하는 조기 경고 시스템의 경우, 그 학생들에게 학습개입을 적용
하기에 너무 늦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피하고자 만들어 졌다. 학생들이 도움을 구하는
행동들(예를 들어, 교수를 방문하거나 수업 복습세션에 참여 하는 등)은 수업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노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학습 행동으로 고려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고 있는 것과 다른 학생이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고 어떻게 이러한 행동들(숙제 제출, 도움세션참여)이 성공적인 학업 성취와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시그널 데이터는 학생정보시스템, VLE 그리고 수업성적표로부터 생성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다시 변환되는 처리과정을 거치며 각 학생이 얼마나 위험군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통시그널”을 만든다. 이에 따라 교수자는 다양한 학습 개입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예측 알고리즘에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성과(지금까지

13) 출처: https://analytics.jiscinvolve.org/wp/files/2016/04/CASE-STUDY-A-Purdue-University.pdf
(2019.05.16.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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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에서 얻은 점수에 기반), 노력(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나타난 VLE 와의 상호
작용), 이전 학력(고등학교 평균 평점 및 표준화 시험 점수), 그리고 학생의 특성(나이,
수업 학점수)이다. 구성 요소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고 적절한 시그널 신호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에 적용된다. 빨간색은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노란색은 잠재적 문제를
나타내며, 녹색은 높은 성공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그널 데이터를 통하여 해당 학기 중 빠르면 두 번째
주쯤 알아낼 수 있다. 그러면 교수는 학생들의 홈페이지에 신호를 올리거나, 이메일, 문자,
담당교수 혹은 학교자원 센터에 의뢰하거나, 또는 직접 면대면 약속을 잡을 수 있다.
피드백의 경우 동기부여 피드백과 정보제공 피드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동기부여
피드백은 “잘 했어” 와 같은 기본적인 것을 내용을 제공한다. 피드백이 정보제공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학습자는 현재 학습진도나 지난 학습성취와의 비교, 혹은 수업 내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시그널을 통해서 먼저 피드백이 제공되고 나면,
메시지의 형태로 명시적인 피드백이 수반된다.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은 그들이 마쳐야
하는 학습 결과로부터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피드백은 결과 및 학습자의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데, 긍정적인 피드백은 기존의 학습
행동을 강화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피드백이라 하더라도 학습자들의 학습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긍정적인 피드백이 과도할 경우, 이는 학생들을
지루하게 하거나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줄어들게 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게 되면 학습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시그널 사용을 하면 긍정적인 피드백은 녹색 교통신호등과 같은 시그널로 전송되고, 이를
통해 교수는 긍정적인 메지시를 사용하여 학습행동을 강화시킨다. 부정적인 피드백은
노란색 혹은 빨간색이며 교수는 이를 경고 메시지와 함께 보낼 수 있다. 시그널은 학생
학습 성과에 따라 평가되며, 이는 VLE와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학습 행동
및 수업성적에 따라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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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yland Baltimore County 대학의 가상학습환경(VLE)을 활용한 학습분석14)
Maryland 대학은 학교 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상학습환경(VLE)의 활용을 통해

수집·생성되는 데이터가 학생들의 학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넘어서 VLE 데이터를 학습 중재전략과 학생 지원수요 예측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였다.
VLE 데이터는 학생들이 수업활동을 위해 클릭하는 수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D나 F를 받는 학생들이 C이상을 받는 학생들보다 VLE를 39%정도 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후 이러한 패턴이 전체 수업을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보이는지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때 D나 F를 받은 학생들이 더 좋은 학점을 받은 학생들의 VLE 사용 패턴에
대해 알게 되면 그들의 학습 행동을 바꿀 것인지를 살피기 위해 “Check my activity”
라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VLE 학습활동을 다른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점은 교수가 공지하는 것이긴 하지만, 학생들은
같은 학점, 혹은 더 높거나 더 낮은 학점을 받는 학생의 학습활동과 비교하여 스스로의
학습 활동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VLE를 사용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초창기 도입은 좀 늦었으나, 이후 VLE 성적표에

통합됨으로써, 학생들이 평균 방문시 1분 15초 정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신입생과 편입생의 경우 92% 학생들이 VLE를 사용하면서 그들 중 91.5%의
학생들이 “Check my activity” 도구를 사용하였고, 이 도구를 사용한 학생들은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C 이상의 학점을 1.92배 더 많이 받는 경향을 보였다. 이 분석결과를
학생들의 학습개입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생활 보호에 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야 했기 때문에, Check my activity 도구에는 ‘나의 학습 활동을 추적해도 된다’와
‘나는 차후 정보수집을 위한 인터뷰에 참가할 것이다’의 두 가지 사항에 동의하도록

하였다.
차후 도구의 기능을 확장하여, 다른 학생과 비교했을 때 VLE 도구 사용의 빈도 및
기간을 확인하는 기능, 정해진 기준 이하 수준으로 학습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경고
메세지를 보내는 기능 등이 더해졌다. 학생들은 또한 이 정보를 담당 어드바이저와 공유할

14) 출처: https://analytics.jiscinvolve.org/wp/files/2016/04/CASE-STUDY-B-University-of-MarylandBaltimore-County.pdf (2019.05.16.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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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만일 학습활동이 기준 이하로 내려갈 때 학습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도구의 활용으로 학생들은 학기 초에 교수나 담당 어드바이저로부터 듣기 어려운
피드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아무리 많이 사용하더라도 학습 활동의 상황에 따라
피드백을 언제나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도구를 통한 학습분석 방법을 여러 수업에
적용해 본 결과, VLE 도구를 효과적으로 적용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은 그 이후
수업에서도 더 나은 학습 성과를 보였다.

□ New York Marist 대학의 예측 모델을 활용한 학습분석15)
Educause에서 지원한 차세대 학습 도전 사업 및 빌 앤 멜린다 게이츠의 지원에 힘입어
Open Academic Analytics Initiative(이하 OAAI)에서 진행한 open source 프로그램

프로젝트는 학습분석에 있어 공개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그 초창기 예측모델은 뉴욕
주에 위치한 교양교육중심 대학인 Marist 대학에서 실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Marist
대학은 학생들이 학업적으로 우수한 그룹에 속해 있는지 위험군에 속해 있는지 계산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델을 만들어서 기존의 예측모델 결과들과 비교해 본 후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델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 더 정확하게 학생들의 속한 그룹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예견할 수 있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분석자료로 “현재까지 수업 점수”, “평균 학점” 그리고 “현재 학업등급”을
꼽았다. 이 모델은 Marist 대학 자료를 사용해서 먼저 정교화된 후 다른 결연 대학들에
적용 되었는데, 대략 75%의 위험군에 속한 학생들을 정확히 규명해 내며, 연구자들이
걱정했던, 학생들의 차이, 대학의 차이, 수업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의
예측결과에도 잘 적용됨을 보여 주었다. 수업 중 실시되어 VLE 성적표 도구에 입력된
평가 및 과제의 결과가 위험군의 학생들을 구분해 내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었으며,
이는 교수들로 하여금 이전에 이루어졌던 예측에 비하여 학기 중 훨씬 일찍 학습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었다.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에게는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학습 개입전략이 시도되었는데,
첫 번째 전략은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서 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15) 출처: https://analytics.jiscinvolve.org/wp/files/2016/04/CASE-STUDY-E-Marist-College.pdf(2019.05.
16.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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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보내고 학생들이 어떻게 위험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안내해 주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 학습지원센터로 안내하여 학습 기술 교육, 시간 관리, 스트레스 관리
뿐만 아니라 수학, 통계, 쓰기, 연구방법과 같은 특정 내용을 교육하는 오픈 교육 자료를
통해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 외에도 동료로부터의 멘토링이나 담당 어드바이저
와의 멘토링 기회가 제공 되었다. 메세지의 경우 표준화된 텍스트를 사용하고 각 메시지는
공식적인 포맷으로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학생의 최근 과제 점수 및 시험 점수와 기타
다른 학업 성취를 예견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학생이 이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라든가 ‘나는 학생이 학업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학기 초반에 실행을 하면 성공적으로
수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학업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쓰였다. 학생들은 면담시간에 교수와 만나거나 튜터 혹은
담당어드바이저를 만나서 다양한 전략들 예컨대, 스터디 그룹에 참여한다던가 온라인
자료를 더 살펴본다거나 혹은 연습문제(혹은 과제를) 더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Marist 대학은 이 예측 모델이 학생들에게 초반 피드백을 제공하여 스스로 학습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하고 너무 늦기 전에 학습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 Arizona 주립대학의 Knewton을 활용한 학습분석16)
Arizona State University(이하 ASU)는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있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Knewton 기술을 사용했다. ASU와 Knewton은 협력을 통하여 함께 발달
수학 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합격률을 높이고 수강취소를 줄이는 등, 학생들의 빠르게
과정을 마치고 진급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었다. ASU는 7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공립 대학이며 교육기회를 널리 제공하려는 연구
대학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 관심사 및 교육 배경을 가진 많은 수의 학생들이 등록하고
있고, 이들은 대학과정의 필수 과목인 대학 수학을 수강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발달 수학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은 전반적인 대학교육 전반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ASU의 발달 수학 과정에서 30%이상의 학생들은
16) Gunawardena(2017)의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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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이상의 학점을 받지 못했다. ASU 발달 수학 수강생들은 Knewton 플랫폼에 의해

개발되고 공통 핵심 기준에 맞는 발달 수학 과정인 Knewton 수학 준비 과정을 통해
학습한다. 학생들이 온라인 수학 수업을 통해 학습하는 동안, Knewton은 익명화 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생이 알고 있는 것과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방법을
파악한다. 그런 다음 Knewton은 각 학생이 다음에 어떤 개념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제안하여 교육 경험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모든 수준의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Knewton 기술은 각 학생이 스스로에 맞는 학습 순서와 속도로 학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ASU의 학생들이 발달 수학 과정을 학습해 나가는 동안 Knewton 플랫폼은
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수학적 숙달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Knewton은
학생이 다음 학습내용 중 어느 개념을 학습해야 하는지 추천하고 각 학생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개인화된 학습 과정을 제공한다. [그림 Ⅱ-17]과 같이 ASU의
교수진은 Knewton의 실시간 보고서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지식 격차를 파악하고
적응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며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개념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학생들은 교수의 지도에 따라 자신의 속도로 학습해 나간다. 교수는
어떤 학생들이 뒤쳐져 있는지 보고, 개별 학생의 학습 성과 측정 기준을 검색하거나 전체
학생 그룹의 동향을 파악하여 어떤 개념이 가장 어려운지 판단할 수 있다.

[그림 Ⅱ-14] Knewton의 교사용 대시보드
출처: Gunawardena(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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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sylvania Villanova 대학의 학습분석17)
Villanova 대학의 정치학 과목의 경우, 학생들 간의 협력 학습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분석 방식을 사용한다. 학생들은 그룹 토의에 세 가지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는데, 이는 예시 답변 게시, 과제를 분석하기 위해 질문하는 게시, 혹은 특정
과제와 관련된 독서 또는 비디오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설명을 묻는 게시 등이다.
학생들은 학급동료들의 게시물에 대답하고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Classroom Salon(CS) 이라는 학습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정치학과목 교수는 학습자의

토론 진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그림 Ⅱ-18] 참고).

[그림 Ⅱ-15] Villanova 대학의 중간 학기 그룹 토론의 활동 그래프
출처: Gunawardena(2017:18)

Villanova 대학의 정치학 과목의 경우,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 받는다
([그림 Ⅱ-19] 참고). 작성한 게시물 수, 게시물의 규칙성(여러 번에 걸쳐 몇몇 의견을

작성하는 것이 한 번에 많이 작성하는 것 보다 더 규칙적임), 얼마나 자주 다른 게시물에
답변을 주는지(학생들이 피드백을 읽고 제공하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게시물에 답했는지(다른 학생을 돕기 우해 중요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총
투표수(얼마다 다른 학생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로, CS분석을 활용하여 교수는
학생 참여 및 지속성(regularity)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7) Gunawardena(2017)의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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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6] Villanova 대학의 학습 활동 표
출처: Gunawardena(2017:19).

[그림 Ⅱ-20]과 같이 학생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 토론을 더 이어갈수록, 대화

트리(스스로에게서 나오는 대화 구조망)를 더 많이 연결하게 된다. 이런 그룹의 경우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더 효율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 대화 트리 방식의 분석 결과는
학생 활동 및 그룹의 학습 활동 동향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림 Ⅱ-17] Villanova 대학의 CS 학습분석을 통해 나타난 대화 트리 도표
출처: Gunawardena(2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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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참여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CS의 기능은 [그림 Ⅱ-24]와 같이 예측 분석을
사용하여 교수가 학생의 잠재적 학습 성과 혹은 학습 실패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분석은 교수로 하여금 관찰하기 어려운 학생 특성들, 예를 들면, 리더쉽,
도움, 참여, 일관성처럼 학업 성취 혹은 실패의 중요한 요소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림 Ⅱ-18] Villanova 대학의 각 학생별로 제시되는 참여 풍선
출처: Gunawardena(2017:20)

다. 소결: 함의점
앞 절에서 살펴본 해외 학습분석 적용 사례가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특히 학습분석의
활용 목적 및 방안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기회 상실이나 부족으로
인하여 학습성과가 낮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분석이 필요하다. 수업에 참여하는
개별 학생의 성과를 상세히 분석하여 교사는 제시간에 학습과정을 마치지 못한 학생들
이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만일 어떤 학생의 성적 결과가
다른 학생들보다 열등한 경우 이는 해당 학생이 수업진도에 맞출 수 없거나 제대로
학습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해당 학생은 차후 시험에 실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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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높아진다. 학습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위험군에 속한 학생들을 발견하고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그 학생들이 필요한 학습 개입전략을 적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학교를
그만 두지 않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도록 지원할 수 있다.
둘째, 학습 또는 학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학습분석이 필요하다. 학습분석을 통하여
학습자의 학습 상황 및 학습 의지를 학습분석을 통하여 추적 감독하여 학습자가 보여주는
바람직하지 않은 학습 행동이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감정 상태를 알고 이를 통하여
학업위험 상태의 학습자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재학생의 학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학생 관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학습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학교 측에서 예측 모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상담, 학습 자원 지원, 개별
학습 계획 수립 등과 같은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재학생의 학업
성취 증진 및 학업 중단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의 학습 참여 수준을 추적하기 위한 학습분석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학습공간(courseware)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 학생들이 얼마나 주어진 학습 자료들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 하고자 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좋은 지표가 되기 때문에, 특정 학습
내용에서 한 학생이 보낸 시간을 확인하거나 혹은 더 세분화하여 그 학생이 학습 비디오를
시청한 횟수, 오디오 파일이 재생된 횟수 등을 파악하면, 각 학생이 얼마나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실제 학습에 참여한 학습
활동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학습자가 사용하는 LMS와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s)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학습자원 활용 패턴, 학습 행동 및 특징, 그에
따른 학습 결과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교육과정 및 교수설계의 효과성
제고에 활용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학습자가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학습 비디오 시청
자료를 분석하여 시청 선호도 및 시청 행동 패턴을 알아볼 수 있으며 또한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시청하거나 적게 시청하였는지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료 및
교육과정을 학습자의 선호도 및 학습 요구에 맞도록 재설계가 가능하다.
넷째, 맞춤형 학습 계획 제공을 위한 학습분석이 필요하다. 모든 학생들의 학습 능력은
각기 다르며 다양하다. 어떤 학생들은 빠르게 학습할 수 있고 어떤 학습자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도 한다. 교사는 학습분석 보고서를 사용하여 각 학생의 학습 패턴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학습 자료 및 자원을 추천하거나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학습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렇게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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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각각의 수준에 맞는 학습 계획을 제공 할 수 있는데,
이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격려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맞춤형 학습 계획은 맞춤형 학습자 지원과 연계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의 학습
특성 및 패턴에 관한 데이터 분석으로 개개인의 학습 경험을 더욱 맞춤형으로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개개인의 학습 성찰 및 학습 과정을 위한 노력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조기 경보와 같은 장치를 통하여 학습자의 학업 성취가 어느 기준 미만일
경우 자동으로 학습자에게 학습경고를 발송하여 학습자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
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다섯째, 학생의 성과를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한 학습분석을 고려한다.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목표가 되었던 기존의 평가방법과는 다르게 이제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분석 보고서를 통해 1년 내내 학생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매 학기 기간의 학습 과정을 비교하고 점수 및 학습 활동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학습분석은 학생들의 성적향상뿐만 아니라, 각 학생별로 개선이 필요한
특정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교사는 이 분석 결과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보다 더 잘 계획할 수 있다.
여섯째, 수업 재설계를 위한 학습분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습분석 보고서를 통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특정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면, 교사는 해당 강의
스타일을 수정하거나 코스 모듈을 재설계 할 수 있다. 또한 수업 방법을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증강 현실과 같은 새로운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일곱째,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위한 학습분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육
기관들은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 결정을 위해 엄청난 양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정
및 학습 자원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
개발이나 수업 요구에 맞는 자원 배분, 그리고 학습자가 사용하는 학습 자료의 종류 및
빈도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 결정에 있어 비용 효과성은
중요한 요소이다. 적용 사례에 나타난 것처럼 학습분석은 각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LMS와 통합되어 더 잘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수자는 다양한 종류의 학습자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시의적절한 피드백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학습자의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분석 또한 학습과정 운영자, 학생들, 그리고 부모들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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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학습분석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분석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교육기관 내부에서 수집
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의 통합을 담보하는 조직적 대응이 없이는 달성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지될 필요가 있다. 교육기관에서 수집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의 취합과 통합이
전제되지 않는 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취합된 데이터를 통해
의미 있는 정보와 식견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64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Ⅲ.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 현황
1. 온라인 교육의 배경 및 목적
2. 온라인 교육의 운영 체제
3.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시스템 현황
4. 학습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현황
5. 소결: 함의점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Ⅲ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 현황

연구의 목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중등 단계의 온라인 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표 Ⅰ-1>에서 제시한대로 여섯 가지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학습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방안과 과제를 찾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온라인 교육의 운영 현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섯 가지
온라인 교육을 배경 및 목적, 운영 체제 및 주체, 콘텐츠 및 시스템, 학습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학습분석의 최종적인 목적은 학습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Macro(국가 수준)-Meso
(교육기관 수준)-Micro(학습자 수준)에서 교육의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각 온라인 교육의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학습분석의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이해관계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습분석이 여러 관점의 목표, 기대를 가진 학생,
교사, 관리자 및 의사결정자 등의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용되기 때문이다(정의석 외,
2016:7-8). 따라서 각 온라인 교육의 운영 체제 측면에서 이해관계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습분석의 대상이 되는 학습 데이터는 학습 콘텐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앞서
학습분석 데이터 수집 모델로서 제시된 Edu Graph 데이터 모델([그림 Ⅱ-4]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습 데이터에서 학습 콘텐츠 자체는 물론, 학습자와 학습 콘텐츠와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학습활동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각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에 활용되고 있는 학습 콘텐츠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설문, 학생기록부 등에 의해 수집되는 ‘간섭적’ 데이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습 데이터가
온라인 교육을 위한 시스템에 의해서 수집·생성되는 ‘비간섭적’ 데이터라는 점에서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하다(조일현, 2013).
특히 학습분석의 관점에서 학습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측면에 중점을 둔 본 연구에서
실시된 학습 데이터 수집 현황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온라인 교육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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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되는 LMS에 학생과 교사, 그리고 운영기관 관리자에 의해 직접 입력된 데이터는
물론, 학습자의 학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의 과정 또는 결과로 생성되어 LMS에
저장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데이터 중에서 중복되거나 연구진에
의해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데이터를 제외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정리의
과정은 모든 연구진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유지된 각 온라인
교육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그림 Ⅱ-5]의 IMS Global의 Edu Graph 모델의 데이터 유형에
따라 학습 콘텐츠 데이터(Learning Content Data), 학습 활동 데이터(Learning Activity
Data), 운영 데이터(Operational Data), 학습자 프로파일 데이터(Learner Profile Data),

경력 데이터(Career Data)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Profile'
데이터와 ’Career' 데이터의 유형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진의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Profile 데이터와 Career 데이터를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하여 구분하였다.

학습 데이터의 수집에서 나아가, 비록 체계적인 학습분석의 접근은 아닐지라도 각
온라인 교육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온라인 교육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각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맞춤형 교육지원을 포함한 교육활동을 개선하려는 사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온라인 교육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여섯 가지 온라인 교육 중 먼저 방송중·고 설치·운영의 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74년 설치된 방송고는 설치 당시 학교 수가 부족한 상황과
산업화 정책의 본격 시행에 따른 중졸 비숙련 인력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그리고
학교교육 기회를 받지 못해 학력에 대한 한(恨)을 가지고 있던 성인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설치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16: 27). 한편 2013년에 처음으로 설치된
방송중은 저학력 성인, 특히 고령자를 위한 중학교 학력 취득 기회 제공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정광희 외,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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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이다.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은 전편입
등으로 발생하는 학생의 교과 미이수 문제 해결과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선택과목 개설 확대를 목적으로(정광희 외, 2018:69), 2012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단계의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2015년 2학기부터는 중학교 단계를 포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7:4-5; 한국교육개발원, 2018a). 궁극적으로 온라인수업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학습자 중심 개별화 교육 실천을
위한 교육환경 구현을 통해 미래 사회 준비 및 학생 중심 개별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9b).
셋째,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이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은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을 실시간･양방향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8b). 일반고등학교의 수업 방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고

학생의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하는 고교교육력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6월에 착수되어 2018년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다(정광희 외,
2018:74).

넷째,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이다. 2005년부터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에
포함(정광희 외, 2018:81)된 건강장애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해 병원학교 운영 지원, 화상강의 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2017년부터 중등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건강장애
학생 원격수업 시스템이 운영됨으로써 건강장애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국
단위의 건강장애학생 대상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9c).
다섯째, 학생선수들의 보충지도를 위한 온라인 교육이다. 학생선수 이스쿨은 엘리트
체육 중심의 운동부 운영의 학생선수들의 훈련 및 대회출전으로 인한 상시적 수업결손
문제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도입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18c). 정규교과 기반의 온라인 학습시스템을 운영하여 기존에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

보충과정이 학교별로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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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방학 중 온라인 학습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이다.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
과정에서 미취학이나 학업중단을 이유로 학교를 벗어나는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이 다시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연령 초과 등으로 학교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다(정광희 외, 2018:65). 이에, 교육부(2016b)는 「의무교육단계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미취학･학업중단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17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시범 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학력인정 가능하도록 심의･지정하고, 초･중학교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 학생에게 학력인정평가를 통해 학교 밖에서 학력인정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정광희 외, 2018:65). 특히, 학교 밖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중학교 온라인 학습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을 지원
하고자 한다.

2

온라인 교육의 운영 체제

방송중·고 운영을 위한 운영체제는 교육부, 16개 시·도교육청(세종특별자치시 제외),
한국교육개발원(디지털교육연구센터), 학교를 운영 주체로서 포함한다. 교육부는 방송
중·고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수립 및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의 설치, 조례·규칙 제·개정, 예산 지원 등을 담당한다. 한국교육
개발원은 방송·정보통신 수업과 학교 외 학습경험인정 등을 포함하여 학교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의
교육연구기관 위탁 근거에 의한다. 방송중·고는 학교로서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방송중･고 운영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8d:6)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 추진을 위한 운영 체제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단위학교, 온라인수업 교과교사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수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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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정광희 외, 2018:70). 한국교육개발원은 온라인수업
신청 접수 및 개설, 학습 콘텐츠 제공, 학습 관리,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교과교사 선발
및 연수 등의 역할을 하고, 한편 이수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별 학생의 학습
결과(진도율, 과제 점수)를 단위 학교에 송부하고, 단위 학교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받은 학습 결과와 시･도교육청의 운영 규정에 따라 이수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정광희 외, 2018:70).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체제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위탁
운영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학교 및 교사로 구분할 수 있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교과를 개설하며, 교원은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공동교육과정만을 위한 별도의 교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학교 소속
교사 혹은 강사가 수업을 담당한다(정광희 외, 2018:79).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위탁에 의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을 담당하는데, 한국교육개발원은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를 두어 학생의 출결, 성적 등의 전반적인 학습을
관리한다(정광희 외, 2018:66).
학생선수 이스쿨의 운영 체제는 다음과 같다(정광희 외, 2018:85-86). e-School 사업을
위해 교육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
및 확산 등을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해당 시도별
운영 계획 수립 및 단위 학교 운영 관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은
e-School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현장지원을 위한 각종 자료 개발 및 상담,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8c). 학생선수들의 보충수업에 대한 책임은 소속
학교에 있으며, 학생에게 맞는 교과 배정, 학습 진도 관리, 현장에서의 학습지원 역할은
소속 학교의 책임교사가 담당한다(정광희 외, 2018:87-88).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정책 사업의 운영 체제를 살펴보면, 정책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해당 시범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전문위탁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현장에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두 포함하는데, 그 중 온라인 방송중
교육과정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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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시스템 현황

가. 콘텐츠 현황
방송중·고 콘텐츠는 HTML5 기반 반응형 웹 콘텐츠를 기반으로. 학습목차 및 학습자료/
문의게시판 영역, 학습영역(동영상 플레이어, HTML 페이지), 학습지원 영역(전체자막,
관련영상, 용어사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중·고 콘텐츠는 전체자막, 관련영상,
용어사전, 관련 사이트, 단어장, 원어민 발음 듣기, 계산기 및 사전 연동, 슬라이드형 카드
등의 학습지원 도구를 갖고 있다. [그림 Ⅲ-1]은 방송중·고의 콘텐츠의 단위 회차(차시)
구성 예시이다.

[그림 Ⅲ-1] 방송중·고 콘텐츠 회차(차시) 구성 예시(생활과 과학 과목)
출처: 방송통신고등학교 홈페이지 내 강의실(www.cyber.h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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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은 방송중·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개발된 교과
콘텐츠와 더불어, 온라인수업 운영 교과 확대를 위해 일부 추가 개발한 교과 콘텐츠를
활용한다. 방송중·고의 콘텐츠를 활용하기에 제공되는 콘텐츠의 구성은 방송중·고의
그것과 유사하다([그림 Ⅲ-1] 참조).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은 실시간 양방향 화상 수업으로 진행되어 별도의 콘텐츠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실시간 화상수업을 녹화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연계하여 콘텐츠로
제공하기도 한다.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은 방송중·고 교과 콘텐츠를 활용한 동영상 수업이 제공되고
있는데, 방송중 · 고의 창의적 체험활동 콘텐츠 중에서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온라인 교사에 의한 실시간 화상수업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화상수업의 경우, 크게 수업 자료, 보충학습 자료(과제), 참고 자료로
구성된 학교급별 및 교과별(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콘텐츠가 홈페이지의 교과
게시판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교과 특성 및 내용에 따라 제공되는 콘텐츠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외에도 온라인 교사가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서 제공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9j)
학생선수 이스쿨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그 중 학습과정은
교과콘텐츠와 진로콘텐츠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추가적인 콘텐츠로는 학생선수를 대상
으로 하는 전문 웹진인 이스쿨진(e-Schoolzine)이 제공되고 있다. 교과 콘텐츠는 정규학기
과정(1,2학기), 방학중 런업(Run-up)과정(여름/겨울)의 연간 총 4개 과정에서 방송중･고의
온라인 교과 콘텐츠를 활용한다. 현재 1,2학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콘텐츠, 3학년은
2009 교육과정 동영상을 제공한다. 진로 콘텐츠는 학생선수들을 위한 특화 콘텐츠로서

진로콘텐츠(20차시)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9년 현재, e-School의 교과 콘텐츠는
두 가지 다른 콘텐츠 구성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 가지는 2009 교육과정으로
중･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회차별 콘텐츠가 약 40~45분 길이의 1개
동영상 콘텐츠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자막과 교재가 추가로 제공되는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2019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형태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함께 회차별
콘텐츠가 10~15분 길이의 2~3개 영상 콘텐츠, 활동하기(영상보고 답하기, ox퀴즈,
단답형 퀴즈 등), 그리고 차시별 형성평가(5문항)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콘텐츠가
제공된다. 그 밖에도 각 회차별로 자막, 관련영상, 용어사전, 교재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을 위해서는 방송중 교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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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템 현황
방송중·고 사이버교육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중·고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동영상 교과
콘텐츠를 관리하는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LCMS)과 학생의 교육과정 및 학습진도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 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9g).
더불어, 교과 콘텐츠의 평가문항을 관리하는 문항관리시스템을 비롯하여 학생의 학교 외
학습 경험을 인정·심의 관리하는 학습경험인정제시스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보충
학습을 지원하는 기초학력지원시스템, 체계적 상담관리를 위한 종합상담관리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다([그림 Ⅲ-2] 참조). 방송중･고 사이버교육시스템은 웹 서비스 방식을 사용
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동하며, 연계 Agent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학생,
교원정보)가 LMS 연계서버, LMS Agent를 거쳐 방송중·고 사이버교육시스템에 저장된다
(한국교육개발원, 2019g).

[그림 Ⅲ-2] 방송중·고 사이버교육시스템 서비스 구성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9g). 방송중·고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현황 및 인프라 구성내역,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시스템개발운영팀 내부협의 자료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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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은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의 시스템 구성도이다. 온라인수업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의 수강신청은 물론 과제 제출 및 평가 등이 이루어지며, 특히
평가는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 실시되는 것이 특징이다(정광희 외, 2018:70-71).

[그림 Ⅲ-3] 온라인수업 시스템 구성도(2018년 기준)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9b). 2018년 교육격차 해소 지원(온라인수업) 결과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그림 Ⅲ-4]는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시스템 구성을 보여준다(손찬희 외, 2018). 교육

포털은 학생과 교사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교사의 수업 개설 신청과 수업정보 등록,
학생의 수업 수강 신청, 그리고 학생과 교사의 개인화 서비스 기능을 포함한다. LMS는
수업 개설 및 운영 관리, 학생 관리 및 학습(출결 포함) 관리, 학생평가(문제은행) 관리
기능 등으로 구성된다. 관리자 시스템은 회원(교사, 학생, 관리자) 및 권한 관리, 수업 개설
승인 관리, 각종 통계 정보 관리 기능 등을 포함한다. 실시간 화상수업 플랫폼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의 핵심으로, 실시간 화상수업서비스는 물론, 그룹 토의, 수업
영상 녹화 기능 등으로 구성되며, LMS와 연동되어 운영된다.
실시간 화상수업 플랫폼은 우선 기본적인 화면 구성은 수업에 대한 집중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조를 최대한 단순하게 구성하였다. 수업 중 화면 및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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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할 경우, 교사의 화면은 자료 화면으로 전환되며, 학생에게 발언권이 부여된 경우,
교사와 학생의 화면을 큰 화면으로 나란히 볼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다. 화상수업
플랫폼 상에서 교사는 설문 및 퀴즈 기능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설문 및 퀴즈 문항을
작성 및 등록할 수 있다. 학생의 설문 및 퀴즈 응답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채점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9i).

[그림 Ⅲ-4]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구성
출처: 손찬희 외(2018). 고교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토론형 실시간 화상수업 플랫폼 설계 및 개발.
2018년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시스템은 콘텐츠 학습 수강, 실시간 화상교육활동, 학생 관리,
출결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되어 사용자의 다양한 모바일 기기
사용 환경을 지원한다(정광희 외, 2018:82). 화상수업시스템은 학생과 교사간의 영상은
물론 전자칠판을 활용한 판서를 공유할 수 있으며, 화상수업을 통한 활동은 학급활동,
교과활동, 교과 질문 활동으로 구성된다(정광희 외, 2018:82). 또한 화상수업시스템은
채팅 기능 및 웹페이지 공유 기능을 통해 학생 간 협업과 소통을 있으며, 화상수업
시스템을 통한 모든 활동은 녹화·저장되어 학생과 교사가 모두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다(정광희 외, 2018:82). [그림 Ⅲ-5]는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시스템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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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시스템 구성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9f). 스쿨포유 중등과정 시스템 파트 회의 자료. 내부자료

학생선수 이스쿨 LMS는 시스템 및 콘텐츠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위탁기관의
관리자 기능과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선수 기능, 그리고 학생선수의 소속학교에서
교과배정과 학습지도 역할을 담당하는 책임교사 기능의 세 가지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 [그림 Ⅲ-6]과 같다. 관리자 메뉴는 운영학교 및 회원(교사,
학생선수) 관리, 콘텐츠 관리, 교과 개설 관리, 정규학기의 교과배정 및 학습관리, 런업
교과배정 및 학습관리, 시스템 관리, 홈페이지 운영 관리, 통계 관리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인 학생선수 메뉴는 e-School 소개, 정규학기 및 런업 강의실, 지원센터,
웹진, 개인정보 확인/수정 페이지로 구성된다. 단위학교의 이스쿨 운영을 담당하는
책임교사의 교무실 메뉴는 해당학교의 회원 및 학교 관리, 학습자료실 관리, 정규학기
교과배정 및 학습관리, 런업 교과배정 및 학습관리 기능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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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이스쿨 학습자 메뉴 구성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9h). 학생선수 이스쿨,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스템 파트 회의자료. 내부자료.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스템은 크게 학습자의 등록과 시범사업 홍보･안내
기능으로 이루어진 홈페이지 게시판과 방송중 온라인학습관리 기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관리자 메뉴 구성에서도 홈페이지의 게시판관리 부분과 LMS 부분인 교육운영관리,
교육과정관리, 통계관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 메뉴에서도 해당사업의 소개와
안내가 이루어지는 제도소개, 시범사업교육과정, 게시판 부분과 방송중 온라인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활동, 온라인 상담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Ⅲ-7] 참고). LMS는 관리자의
교과 등록 및 관리, 학생 관리와 학생의 수강 신청, 학습진도율 및 이수결과 확인 기능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Ⅲ-7]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스템 학습자 메뉴 구성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9h). 학생선수 이스쿨,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스템 파트 회의자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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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현황

가. 방송중·고
방송중･고의 학습 데이터는 Learning content data(교과 콘텐츠, 평가, 기초학력
콘텐츠, 기초학력 평가)는 22개, Learning activity data(로그인, 콘텐츠 활용, 북마크,
과제 결과, 평가, 기초학력 평가 결과) 22개, Operational data(진도율 정보, 상담, 기초
학력 화상강의) 50개, Career & Profile data(필수정보, 필수정보(미성년), 선택정보,
전출자이수, 상담, 기초학력 지원, NEIS)는 37개로 전체 131개 이다. <표 Ⅲ-1>은 방송
중·고의 학습 데이터 수집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Ⅲ-1> 방송중·고 학습 데이터 수집 현황
구분

항목(소분류)
교과 콘텐츠

Learning
Content
Data

평가

데이터명
콘텐츠명, 콘텐츠 유형, 콘텐츠 타입, 주제, 내용 및 토론주제, 검색어, 콘텐츠
구동시간, 문제그룹코드, 교육과정 구분 년도, 토론설명, 학습활동 개수
복합문항여부,
문항코드(교육과정+생성학기+영역구분코드-과목코드-대분류-중분류-소분류-문항일
련번호), 난이도, 대상구분, 문항유형, 형성평가여부, 심화 구분,영역 구분

기초학력 콘텐츠 기초학력 콘텐츠명, 콘텐츠 구동시간, 권장학습일
로그인

콘텐츠 활용
Learning
Activity
Data

북마크

콘텐츠 총 학습 시간, 이어보기 시간, 학습횟수, 학습완료여부, 최초학습일, 콘텐츠
누적 타임: 총 학습 시간(60초 보고 껐다가 다시 0초로 돌려서 30초를 보면 90초가
저장) 이어보기용 시간: 무조건 마지막 들은 시간(60초 보고 0초로 돌려서 30초 보면
30초가 저장)
북마크 제목, 북마크 시간

과제 결과

제출여부, 과제점수

평가 결과

시험점수, 응시완료여부, 정답여부

기초학력
화상강의 결과
Operational
Data

로그인년월일시분초, 로그인한 단말기 종류(스마트폰, 태블릿, PC)

참여로그

진도율 정보

평가비율-강의영상, 평가비율-학습활동, 평가비율-평가문제

상담

문자건수, 원격건수, 메일건수, 통화시간(분), 통화시간(초)

평가

문제코드, 문제타입, 문제순서, 보기 갯수

79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구분

항목(소분류)

데이터명

기초학력 평가

출제영역, 난이도, 정답번호, 출제단원, 기초학력 유형, 출제유형, 평가명,
평가기간시작, 제한시간 설정여부, 평가종류, 제한시간, 평가대상_기초학력_단계,
평가기간종료, 시험타입, 시험종류, 문항배점, 출제단원 분류코드, 출제단원,
분류상위코드, 단원 유형 코드, 출제그룹코드, 과목코드, 출제단원 분류명, 출제단원
분류레벨

기초학력
화상강의

화상강의 신청기간 시작일, 화상강의 신청기간 종료일, 화상강의 개설일, 화상강의
시작 시간, 화상강의 종료 여부, 화상강의 유형, 화상강의 과목, 화상강의 코드,
화상강의 제목

필수정보

학년도, 학교아이디,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직업구분코드

필수정보(미성년) 외·내국인, 보호자 성별, 보호자 성년월일
선택정보
Career &
Profile
Data

전출자이수
상담
기초학력 지원
NEIS

특수소외계층, 입학동기, 탈퇴신청일, 탈퇴완료일, ID 사용여부, SMS수신여부,
메일수신여부, 모니터링요원여부
등록일
상담일자, 내용, 답변, 공감점수(블랙리스트 관리), 상담영역코드
기초학력 단계, 기초학력(집중지원) 여부, 일반학생 여부
소속학교아이디, 전출학교아이디, 학적상태, 학적변동구분코드, 학적변동사유,
학적변동사요청자코드, 최종학년, 최종반, 최종번호, 회원상태코드

학습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방송중·고 학생이 로그인을 할 시 자신의 학습 진도율을
권장진도율과 비교하여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는 학습 현황과 월별 단위의 오늘의
권장학습이 제시되어 학습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방송중･고
학생들의 학업수준과 특성을 판단하여 교과 상담과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배정을
위하여 기초학력 진단평가(학습더하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1∼3단계의
기초학력 학습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나.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
온라인수업 학습 관련 데이터는 Learning content data(교과 콘텐츠, 평가, 화상 수업)
20개, Learning activity data(과제, 기말평가, 동영상 콘텐츠 학습 결과, 질문, 토론,

학습필기, 형성평가) 32개, Operational data(과제, 기말평가, 시스템 사용 정보, 쪽지)
20개, Career & Profile data(사용자 정보) 18개로 전체 90개이다. <표 Ⅲ-2>는 온라인

수업 학습 관련 데이터 수집 현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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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 학습 데이터 수집 현황
구분

항목(소분류)

데이터명

Learning
Content
Data

교과 콘텐츠

과목명, 단원명, 회차명, 소주제, 콘텐츠 경로, 콘텐츠 타입, 전체 시간, 활동 개수,
강의음성, 교재

평가

영역, 분류코드, 문항 유형, 문제, 보기, 정답, 해설, 해설강의 경로, 배점, 난이도

동영상 콘텐츠
학습 결과
형성평가
과제
Learning
Activity
Data

기말평가

학습 시작일시, 학습 종료일시, 진도율, 학습 횟수
형성평가 최초 정,오답, 형성평가 최종 정,오답
과제 제목, 과제 내용, 과제 평가 결과, 과제 피드백
기말평가 점수

토론

토론 회차, 토론 등록자 ID, 토론 등록일, 토론 조회수, 토론 제목/내용, 토론 답글
작성자 ID, 토론 답글 작성일시, 토론 답글, 토론 재답글 작성자 ID, 토론 재답글
작성일시, 토론 재답글

질문

Q&A 게시판 작성 ID, Q&A 게시판 제목/내용, Q&A 게시판 작성일시, Q&A 게시판
작성유형

학습필기

필기 작성자 ID, 필기 작성일시, 필기 대상 과목명, 필기 대상 회차명, 필기 내용

시스템 사용 정보 접속일시, 접속OS, 접속브라우저, 접속기기, 접속 IP, 게시글 조회수
Operation
al
Data

쪽지

발송자 ID(SMS/쪽지), 수신자 ID(SMS/쪽지), 내용, 전송 일시, 쪽지 확인여부

과제

과제 출제자, 과제 등록일, 과제 제출일, 과제 재제출일, 과제 재평가일, 제출 기간

기말평가
Career &
Profile
Data

사용자정보

기말평가 응시자 ID, 기말평가 응시과목, 기말평가 응시일시
유저 ID, 사용자명, 성별, 생년월일, 배정과목, 소속교육청, 소속 학교, 학년/반/번호,
온라인수업 계기, 회원가입일시, 사용자 등록 구분, 교과 전공여부, 전문성,
온라인수업 교과교사 활동 여부, 방송중·고 활동 여부, e-러닝 사이버상담 경험, 교직
경력, 자기소개서 제출 여부

학습 데이터 활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의 과목별 이수율 현황을 파악(평균
40%대)하여 이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9a). 이를

통해 차년도 운영 시 이수율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반영하는데, 분석 결과와
그에 대한 운영 반영 사항은 다음과 같다. 3학년보다 1, 2학년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독려가
필요함이 온라인수업 교과교사에게 안내되어야 한다. 신청 유형이 ‘미개설’인 학생은
‘미이수’인 학생에 비해 이수율이 낮아서 신청 유형이 ‘미개설’인 학생들에게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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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려가 필요할 것이다. 로그인을 학기 1/3 시점까지 3회 이상 로그인한 학생의 이수율이
높으므로 학기 1/3 시점까지 미가입한 학생은 신청을 취소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과교사에
따라 이수율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교과교사 선발 시 교과교사 활동 내역이
평균 기준 ‘미흡’인 경우 선발하지 않는다(장혜승 외, 2018).
한편, 해당 주의 권장 진도율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나의 진도율’과 함께 제공함
으로써 학생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14주 대비 권장 진도율을 제공함 으로써
학생이 본인의 진도율과 비교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교무실 페이지를
통하여 교과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담당 반의 평균 진도율, 담당 과목의 전체 평균 진도율,
온라인수업 전체 과목 평균 진도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과교사가 학생 독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온라인공동교육과정 학습 데이터는 Learning content data 2개, Learning activity
data(콘텐츠 활용, 강의실 게시판 참여, 마인드맵 게시판 참여, 과제 결과, 화상수업 참여,

화상수업 시험 결과) 20개, Operational data 5개, Profile data(필수정보, 화상수업 참여
코드, 선택정보) 9개로 전체 36개이다. <표 Ⅲ-3>은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의 학습 데이터
수집 현황을 보여준다.
<표 Ⅲ-3> 온라인공동교육과정 학습 데이터 수집 현황
구분

항목(소분류)

Learning
Content
Data

강의 콘텐츠

콘텐츠 제목, 콘텐츠 종류(문서, 동영상 파일, 유튜브 영상, 녹화파일

콘텐츠 활용

콘텐츠 조회수, 콘텐츠 시작 일시, 콘텐츠 종료 일시, 학습시간, 콘텐츠
재생시간, 콘텐츠 진도, 강의 참여, 모바일 기기 여부

Learning
Activity
Data

강의실 게시판 참여
과제 결과
화상수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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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명

글 조회수, 댓글수, 글 작성일, 게시판 처음 읽은 시간, 게시판 마지막 읽은
시간
과제 점수
화상 수업 입장 일시, 화상수업 퇴장 일시, 발언 시작일시, 발언 종료 일시,
알림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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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소분류)

데이터명

화상수업 시험 결과 정답여부
Operational
Data
Career &
Profile
Data

담임 선생님 이름, 강의 차시, 강의 제목, 강의 유형 코드(온라인, 오프라인,
화상수업 참여 정보 화상수업, 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화상수업, 오프라인+화상수업,
온라인+오프라인+화상수업, 온라인특강), 팀 수업 강사 이름
필수정보

소속 학교 번호, 성별 코드, 학년 코드, 반 번호

화상수업 참여 코드 강의 대상 학교-학년 코드, 학교-번호 또는 교육청 코드, 학교 유형 코드
선택정보

신청 사유 내용, 필수 과목 이수 여부

실시간 화상수업의 특성상 학습 데이터의 활용 역시 실시간의 특성을 가진다. 우선 수업
참여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는 참여도가 부족한 학생의 수업
참여를 실시간으로 독려할 수 있다. 실시간 화상수업 중에 학생들의 모둠 활동(토의･토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모둠을 구성할 수 있다. 모둠 구성은 무작위로
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한국교육개발원, 2019i).

라.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의 학습 관련 데이터는 Learning content data(교과 콘텐츠,
평가, 화상 수업) 23개, Learning activity data(동영상 콘텐츠 학습 결과, 형성평가, 질문,
학습필기) 15개, Operational data(시스템 사용 정보, 쪽지, 화상 수업) 16개, Career &
Profile data(사용자 정보) 14개로 전체 68개이다. <표 Ⅲ-4>는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학습 데이터 수집 현황을 보여준다.
<표 Ⅲ-4>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학습 데이터 수집 현황
구분

Learning
Content
Data

항목(소분류)

데이터명

교과 콘텐츠

과목명, 단원명, 회차명, 소주제, 콘텐츠 경로, 콘텐츠 타입, 전체 시간, 활동 개수,
강의음성, 교재

평가

영역, 분류코드, 문항 유형, 문제, 보기, 정답, 해설, 해설강의 경로, 배점, 난이도

화상 수업

과목명, 담당 교사 ID, 강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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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소분류)
동영상 콘텐츠
학습 결과

Learning
Activity
Data

형성평가

데이터명
학습 시작일시, 학습 종료일시, 진도율
형성평가 최초 정,오답, 형성평가 최종 정,오답

질문

Q&A 게시판 작성 ID, Q&A 게시판 제목/내용, Q&A 게시판 작성일시, Q&A
게시판 작성유형

학습필기

필기 작성자 ID, 필기 작성일시, 필기 대상 과목명, 필기 대상 회차명, 필기 내용

시스템 사용 정보 접속일시, 접속OS, 접속브라우저, 접속기기, 접속 IP, 게시글 조회수
Operational
Data

Career &
Profile
Data

쪽지

발송자 ID(SMS/쪽지), 수신자 ID(SMS/쪽지), 내용, 전송 일시, 쪽지 확인여부

화상 수업

화상수업 참여학생 ID, 화상수업 주별 주제, 화상수업 시작시간, 화상수업
종료시간, 화상수업 참여자 입퇴장일시

사용자정보

유저 ID, 사용자명, 성별, 생년월일, 배정과목, 소속교육청, 소속 학교,
학년/반/번호, 회원가입일시, 사용자 등록 구분, 보호자이름, 보호자 전화번호,
입교일, 퇴교일

건강장애학생의 유급 방지 및 온라인교사와의 유대감 형성 차원에서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스쿨포유 홈페이지에서 출석 현황 및 장기 결석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 수시 상담을 통한 출석 독려 및 유대감 형성, 학생 건강상태 및
학습에 필요한 요구 사항 확인을 통한 운영 개선 방안 도출 등을 이끌어 내고 있다. 상담
및 민원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하여 온라인교사가 작성하는 상담 및 민원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R을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 및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월별 상담
및 민원의 주요 키워드 변화 추이, 상담 및 민원의 주요 키워드 간 연관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분석 결과는 향후 원격수업 가이드북 수정, 초기 및 수시 상담 가이드라인
제작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마. 학생선수 이스쿨
이스쿨 시스템에서 학습과 관련하여 수집되는 데이터를 네 영역에서 속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Learning Content Data(교과 콘텐츠, 평가) 12개, Learning Activity
Data(콘텐츠 활용 결과, 평가 결과, 학습Q&A 결과) 10개, Operational Data(운영신청

정보, 시스템 사용 정보) 5개, Profile Data(회원학적정보, 교원학적정보, 교육청/
학교정보) 13개로 전체 40개이다. 아래 <표 Ⅲ-5>와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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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이스쿨 학습 데이터 수집 현황
구분

항목

데이터명

Learning
Content Data

교과 콘텐츠

콘텐츠 명, 콘텐츠 타입, 콘텐츠 주제, 콘텐츠 검색어, 콘텐츠 구동시간,
학습활동 개수, 강의음성, 교재

Learning
Activity Data

Operational
Data

Profile Data

평가
콘텐츠 활용 결과
(학습진행)
평가 결과

문제그룹코드, 문제유형, 정답, 해설
진도율, 학습횟수, 이수여부, 진행시간, 최초학습일, 최종학습일,
강의실 로그 연/월/일/시/분/초/총시간
득점, 맞은수, 시험일시, 시험응시시간, 학생의답안, 정답여부, 응시횟수

학습QnA 결과

제목, 질문내용, 질문일, 답변여부, 답변내용, 답변일

운영신청 정보

운영학교 코드, 교육청/학교별 신청학생수

시스템 사용 정보

접속일시, 접속IP, 접속기기

회원학적정보

학적년도, 소속학교, 학교급, 학년, 반, 운동종목

교원학적정보

지역, 소속학교, 학교급, 책임교사번호

교육청/학교 정보

교육청코드, 학교코드, 체육중･고 유무

학습 데이터 활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통계 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학교급별, 지역별로 학교, 교사 및 학습자 현황과 학습 현황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 관리자에게 해당 지역의 운영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제공함으로써 해당
교육청을 통한 학습 독려와 현황 점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상에서 지원한다. 교사는
시스템 상에서 학교별·학생별 학습 현황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데, 이를 통해 각 소속학교
책임교사가 학생별 학습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생
자신이 주별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완료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바.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스템에서 학습과 관련하여 수집되는 데이터를
Learning Content Data 5개, Learning Activity Data 9개, Operational Data 4개,
Profile Data 14개로 전체 32개이다. 네 영역을 속성별로 구분하면 <표 Ⅲ-6>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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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학습 데이터 수집 현황
구분

항목

Learning
Content Data

교과 콘텐츠

Learning
Activity Data

교육과정 정보
온라인상담
온라인 학습진행

Operational
Data

학습신청
교육청/기관 정보

데이터명
콘텐츠 명, 콘텐츠 타입, 콘텐츠 재생시간
필수여부, 교과분류
질문 제목, 질문 내용, 답변 내용, 조회수
완료 시수, 진도율, 시작 학습날짜, 마지막 학습날짜, 회차 완료여부
신청교과단위수, 신청회차(시수), 신청시작일, 취소여부
교육청명, 교육기관명, 담당자명

보호자정보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 성명

학습자정보

최종학교, 최종학년, 입학연도, 재학종료일, 주거지 관할 교육청,
최종학교 관할 교육청, 신청학교급, 기관코드(소속센터),
시군구(지역)

Profile Data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에서 방송중 콘텐츠를 통한 온라인 교육은 학습지원의
여러 영역 중 하나이며, 아직 초기 시범운영 단계에 머물고 있어 아직 학습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지원 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5

소결: 함의점

위에서 살펴본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에 대해 배경 및 목적, 운영 체제 및 주체, 콘텐츠
및 시스템, 학습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과 그들의 추구하는 목적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의 학습자 대상을 그룹화하면, 저학력 성인학습자,
학업중단 배경이 있거나 학업중단 중에 있는 청소년, 학교 출석 및 수업 참여가 어려운
정규학교 학생, 그리고 과목 선택권이 제한된 정규학교 학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학습자 그룹마다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는 주된 목적에 차이가 있다. 저학력 성인학습자의
목적은 정규학교 교육에 참여하여 졸업장을 받는 것이다. 학업중단 배경이 있거나
학업중단 중에 있는 청소년은 정규학교에 복귀하거나 대안적인 방법으로 학력을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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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목적이다. 학교 출석 및 수업 참여가 어려운 정규학교 학생은 정규학교 교육의
사각에 있는 학생으로서, 일반적인 학습권 보장 또는 수업결손 보충이 목적이다. 마지막
으로 과목 선택권이 제한된 정규학교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자 하는,
즉 과목 선택권을 보장받으려는 목적으로 온라인 교육에 참여한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범주화하여 구체적인 교육지원 방안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 교육의 운영체제 통합이 모색되어야 한다. 각 온라인 교육의 운영체제는
거의 동일하다. 제도적,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온라인 교육의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운영기관, 그리고 교사와 학생을 포함한 학교가
기본적인 운영체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들은 대상과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온라인 교육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각 온라인 교육의
시스템을 봐도, 그를 통해 수집되는 학습 데이터를 봐도 개별적 운영체제가 가지는
비효율성이 확인된다.
셋째, 맞춤형 교육에 있어 교육 콘텐츠 활용의 범위와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 그룹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에
활용되는 콘텐츠는 방송중·고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개발된 교육 콘텐츠를 범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송중·고 학생을 위한 기초 영어·수학 콘텐츠,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을 위해 추가적으로 개발된 선택과목 콘텐츠, 학생선수를
위한 특화 콘텐츠 등 학습자 그룹의 특성을 고려한 일부 콘텐츠를 찾을 수 있으나,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
충분한 교육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매우 명료하다. 예를 들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기반 ‘교육용 콘텐츠 오픈마켓’이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통한 맞춤형 교육은 아무리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한다고 해도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기존 콘텐츠의 재구성 및
재구조화의 문제가 남아있다. 지금까지 교육 콘텐츠 재구성 및 재활용이 개념적 수준을
넘어 실제 온라인 교육에 성공적으로 구현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맞춤형 교육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 콘텐츠의 유형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교육 콘텐츠는 동영상 강의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그만큼 다양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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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면 해당 콘텐츠도 수정되거나 다시 제작되어야 한다. 그만큼의 예산이 반복돼서
투입되어야 한다. 만약 디지털 교재 형식의 콘텐츠가 활용될 수 있다면, 그리고 기존의
동영상 강의 콘텐츠와 결합되어 사용된다면 어떨까? 충분히 가능한 접근이라고 본다.
여기에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운영의 핵심인 실시간 화상수업과도 결합된다면 그 만큼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습분석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각 온라인 교육에서
수집하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기본적인 로그데이터 수준이 대부분
이다. 로그데이터 하나하나가 학습분석에서 가지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로그데이터를 묶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될 때 보다 구체적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insight’로 전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입경로, 맛보기 조회수, 강의 목록
페이지 조회수, 교재 검색 이력, 강사 검색 이력들을 낱개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를 묶어서 ‘학생별 관심도’라는 지표를 구성할 때 보다 의미 있는 학습분석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학습분석 지표 설정의 과정을 통해 어떠한 학습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하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분석의 자동화에 대한 기술적 접목이 필요하다. 각 온라인 교육에서
발견되는 학습 데이터에 기반을 둔 교육지원 개선의 노력은 모두 노동집약적이다. 다시
말해, 학습 데이터를 추출하고, 거기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는 데이터를 선정하고,
주로 통계 분석에 의한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 모두가, 마치 하나의 연구논문을 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학습이 완료된 후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 중에
학습분석을 통한 교육적 개입을, 그것도 학생 맞춤형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집약적 학습분석의 과정을 일상(routine)적으로 자동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테크놀로지의 역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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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조사 분석

초점집단면접(FGI)

본 연구에서는 학습분석에 기반하는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하여 초점집단면접(FGI, 이하
FGI로 표기)을 실시하였다. 조사 개요에서 조사 대상과 내용 그리고 방법을 정리하였고,

조사 결과에서 각 정책 사업별 이해관계자 그룹별 답변을 분석 정리하였다.

가. 조사 개요
본 FGI는 현행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학습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은 총 20명이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다. 조사 내용은 크게 보아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과 학습분석에 대한 기대와 요구라는 두 가지 영역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

본 FGI의 조사 대상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의 이해관계자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운영기관 관계자, 교사, 학생 그룹이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을 주관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담당자로 총 7명이다.
운영기관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디지털교육연구
센터) 실무 담당자로 각 정책 사업(방송중·고, 온라인수업,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건강장애
학생 원격수업, 이스쿨,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별로 한 명씩 정하여 총 여섯
명이다. 교사는 정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 중에서 정책 사업별로 한 명 또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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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하였다. 학생은 정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정책 사업별로 네 명
이내로 하였다. FGI 조사 대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 <표 Ⅳ-1>과 같다.
<표 Ⅳ-1> FGI 조사 대상
구분

대상

참여인원

비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 교육부 관계자(교육과정정책과, 교육기회보
장과, 이러닝과, 특수교육정책과, 민주시민
교육과)
∙ 시·도교육청 관계자(전문직)

7명

교육부 관계자(연구사) 3명,
시도교육청 관계자(장학사) 4명

∙ 한국교육개발원
담당자

6명

각 온라인 교육별 담당자 1명

∙ 방송중·고

2명

방송중 교사 1명, 방송고 교사 1명

∙ 온라인수업

1명

온라인수업 관리교사

∙ 온라인공동교육과정

2명

고등학교 교사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1명

건장장애학생 관리교사 겸
온라인수업 선도교원

∙ 이스쿨

2명

중학교 교사

∙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1명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상담사

운영기관
관계자

교사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소계

학생

실무

9명

∙ 방송중·고

4명

방송중 학생 2명, 방송고 학생 2명

∙ 온라인수업

3명

고등학교 학생

∙ 온라인공동교육과정

4명

고등학교 학생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4명

중학교 학생 2명, 고등학교 학생
2명

∙ 이스쿨

4명

중학교 학생

1명

중학교 학업중단 학생

∙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소계

20명

2) 조사 내용

본 FGI의 조사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분석에 대한 기대와 요구이다. 세부 영역은 필요성 및
목적, 운영 체계 및 절차, 교수학습지원 영역으로 나뉜다. FGI의 조사 내용의 세부 영역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 Ⅳ-2>와 같으며, 각 영역의 문항은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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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FGI 조사 내용
구분

세부 영역

비고

필요성 및 목적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

운영 체계 및 절차: 운영 주체 및 역할, 협력 체계, 운영 절차, 온라인 교육 현황 및 실태
통계·데이터 기반 환류 및 피드백
초점
교수학습지원: 교육·수업방법, 콘텐츠, 시스템
필요성 및 목적

학습분석에 대한 기대와
요구

운영 체계 및 절차: 운영 주체의 역할, 행·재정적 지원 사항,
장애요인, 유관시스템 연계, 데이터 수집·활용

온라인 교육에 학습분석
활용 및 적용 초점

교수학습지원: 맞춤형 교육 형태 및 방식, 맞춤형 교육을 위한
데이터, 맞춤형 교육을 위한 콘텐츠 및 시스템

3) 조사 절차 및 분석 방법
FGI 조사는 대상자들의 연구 참여 동의 절차를 거쳐, 연구진들과의 면대면 환경에서

그룹별로 실시되었다. 단, 학생 참여자들 중에서 그룹별 조사가 어려운 경우(건강장애
학생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학생이 한 번에 모여 조사가 어려움)에만 일부
개별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FGI는 연구 참여자들의 접근성이 높고, 조용하며 쾌적한
분위기를 갖춘 회의실 또는 교육운영기관 및 학교 내 회의실 등에서 실시되었으며, 면담
시간은 90-1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연구진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를 배포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 참여에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도록 하였고, 이와 함께 주요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를 충분히 읽고 숙지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읽고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와 연구 참여 동의서를 사전에 배포하여 법정
대리인의 서명날인을 득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또한 FGI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연구 참여자들에게 FGI 도중에라도 연구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FGI 실시 중에는 IRB 심의를 거친 FGI 면담지에 포함된 질문을 하고, 연구
참여자들이 가능한 편안하게 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답변을
녹취 후 전사하여 조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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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I 조사 결과의 분석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FGI를 실시한 연구자가 전자

자료를 숙독하면서 연구의 맥락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제외하였다. 이 경우 타
연구자와 논의하여 최종적인 삭제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 과정은 각 연구자별로 최소
2차례 반복하여 전사 자료의 내용을 일차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런 후에 FGI 질문(영역)

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각 연구자는 질문(영역)별로 정리된 내용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즉 연구의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 문장으로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이와 함께,
기술된 내용과 관련된 연구자가 정리하여 기술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술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연구 참여자의 발언들을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
연구자에 의해 정리된 내용을 타 연구자들과 함께 읽어가면서 최종적인 FGI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나. 조사 결과
본 FGI의 조사 결과는 크게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과 학습분석에 대한 기대와 요구로
나뉘어 분석·정리되었다. 각 영역은 다시 세 가지 세부 영역인 필요성 및 목적, 운영 체계
및 절차, 그리고 교수학습지원의 차원에서 분석·정리되었다. 또한 모든 세부 영역은
FGI의 대상자 그룹(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운영기관 관계자, 교사, 학생)별로

분석·정리되었다.

1)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인식과
운영 체계 및 절차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분석·정리되었다. 각 영역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인식
모든 이해관계자(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운영기관 관계자, 교사, 학생)가 각 정책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언제 어디서나 교육할 수
있다는 점을 온라인 교육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교육의 질적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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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각 이해관계자들의 자세한 답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가 인식하는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을 요약하면
과목 선택권 보장, 유급방지, 수업결손 보충, 최저학력 보장, 상시적 학습 환경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러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점 역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온라인 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KEDI, KERIS, EBS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며, 각 기관의 시스템이 가지는 특징이 상이하여 시스템 간 연계가
쉽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예컨대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의 경우 유급 방지가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학교 복귀도 중요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학교 복귀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한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이
검정고시를 보는 것이 어려운 학교 밖 학생들에게 대안적인 학력인정제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으나, 온라인 교육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온라인 교육상
에서는 학생들이 아직 이러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운영기관 관계자

각 정책 사업의 운영기관 담당자가 인식하는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은 각
사업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학습권 보장, 과목 선택권 보장, 학력 취득의 기회
제공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각 정책 사업의 운영기관 담당자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두 가지 면에서 온라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나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각 정책 사업의 목적인 학력 취득의 기회, 교과 학습권 보장, 출석 인정, 상시적
수업결손 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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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희귀병으로 입원을 하고 있거나 어떻게든
나오기 힘든 아이들에게 오프라인교육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함으로써
1차적 목적은 유급방지, 졸업을 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고, 교육적인 목적은 학습결손을
최대한 없애려고 하는 것인데...” (건강장애 원격수업, 담당자)

각 정책 사업이 정책적·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운영기관
관계자들은 과목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동의하였으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는 일부 의견이 나뉘었다. 학습권 보장을 단순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교육의 질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학습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한 의견이
있었다. 즉, 온라인 학습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예컨대 학습
의지가 높지 않은 학습자는 온라인 콘텐츠를 단순 재생시켜놓는 형태의 학습도 진행할
수 있기에, 양질의 학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3) 교사

방송중·고 교사는 방송중·고가 오프라인 학교 교육에서 충족하지 못한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은 학교에 직접 나오기 힘든 상황에 처한
학습자에게 반복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에 와서 더 배우고 싶거나, 방과 후에 남아서 더 배우고 싶은 욕구들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온라인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어쨌든 반복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것이 좋아요.”
(방송중, 교사)

온라인수업 교사는 온라인 교육의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였다. 미이수 과목들에 대한
보충수업 개념으로서의 교육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온라인수업은 전학생 같은 경우에는 필수이수단위를 미이수한 학생이 왔을 경우에 졸업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온라인수업을 이용해서 이수를 하도록 권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도 전학생이 참 많은 학교인데, 그런 경우에 애들이 졸업 요건을 갖추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수업, 관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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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동교육과정 교사는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는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으로 보고 시행 초기보다 점차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에게는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사에게는 역량 확대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의 목적은 고교학점제와 학생들이 학교에서 편성되지 않은 교육과정을 다양
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본인들이 선택한
과정 교과목 이수가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소수
교사만, 소수 학생만 안내받아 소수만 참여하고 있는 점이나 참여하는 교사들도 늘어나고 있고,
학생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교사)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교사는 본 온라인 교육의 목적인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장애 온라인 시스템의 구체적인 목적뿐 아니라 본 온라인 교육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 기회 보장의 궁극적인 목적까지도 달성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수업결손이 발생한 아이가 나중에 그 출결이나 진급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수업결손을 줄여줘서, 학습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인 것 같고요. 크게 보게 되면 헌법 31조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평등권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들의 미래 인생을 설계하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장애 원격수업, 관리교사)

이스쿨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선수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회출전 및 훈련에 따른 수업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스쿨이 필요하며,
본 교육 서비스가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선수니까 시합이 있거나 그럴 때 수업을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면 수업을 못 들으니까 그러면
수업을 못 따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듣고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스쿨, 교사)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는 상담사의 경우, 온라인 교육의
교육적 목적보다는 학력인정이라는 결과에 대한 목적을 뚜렷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인정이라는 사업 목적에 비추어볼 때 학교 밖에서 일반적인 오프라인
학습이 어려운 학습 대상자에게 온라인 교육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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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을 조금 빨리 해야 하는 친구들...온라인수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듣는지 안 듣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학력인정을 목적으로 (학습을) 빨리 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 온라인수업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중략) 자기스스로 공부해서 할 아이는 아니고,
그러면 온라인밖에 답이 없는데.. 은둔형이거나..외부에 나가서 뭐 시험을 치거나 검정고시 수업을
들어야 되거나..그런 친구 아닌거죠 지금 대상자들이. 공부는 완전히 아니고. 다른 한 명은 정신과 또
입원해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친구가 있고, 은둔형이 있고, 또 한 명은 연락이 안 되는 그 친구도 약간
은둔형이었어요. (중략) 저번에 한 명 친구는 이제 범죄 쪽이어서(중략).. 대상자들을 보면 다
오프라인으로 나오기가 조금 힘든 아이들.”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상담사)

(4) 학생

방송중·고 학생은 과거 학령기에 다양한 사유로 중등학력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놓쳤으나, 본 정책 사업을 통하여 직장 생활과 병행이 가능하고, 향후 대학까지 진학,
진로, 취업까지도 고려하여 본 프로그램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중·고는 월2회
출석 수업을 해야 하지만, 온라인으로 주로 학습하기에 학교가 먼 것이 교육 기회에
제한사항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공부는 대학까지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이 탓에 오늘 배운 것을 내일이면
잊어버리긴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학우들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방송중, 학생)

온라인수업 학생들도 어떠한 목적으로 온라인수업을 듣고 있는지 그 목적을 뚜렷이
알고 있었다. 3명의 학생 모두 2학년 때 본교로 전학을 와서 1학년 때 듣지 못한 필수
교과인 한국사 수강을 위하여 온라인수업을 신청하였다고 하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소수에게만 필요한 수업에는 온라인수업의 방식이
매우 적합하다고 말하며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온라인수업 방식이
편리하고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학교까지 방문하기보다는, 차라리 컴퓨터로 보는게 훨씬 낫다 생각이 들어요. 방학에 남아서 보충을
하는 것보다 이게 편리해요.” (온라인수업, 학생)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은 자신의 진학과 진로를 고려하여 온라인공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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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프로그래밍’ 과목을 선택하였다. 본 과정을 선택하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타 학교 학생과 함께 심화 학습의 기회를 갖는 것을 기대하였다.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컴퓨터나 로봇, 기계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냥 1학년 때는
학교에서도 정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시간에는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배울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그래가지고 따라하려면
저도 혼자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온라인공동교육과정에서 해서 신청했습니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 학생)
“진로가 이쪽이다 보니까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상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공부하려고 찾아보는데 혼자 공부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교육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되고 학교에서도
이런 걸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까 공부하는 기회가 혼자밖에 없는데, 그때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하게 됐죠.” (온라인공동교육과정, 학생)

건강장애 원격수업 학생들은 현재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유급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수업을 받는다고 답한 학생부터 학교 수업을
보충하는 목적이나 학교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다양한 답이
나왔다. 또한 학생들은 현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본인들이 설정하고 인식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병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는데 유급되지 않기 위하여 수업을 들어요. 수업을 들어서 출석을 채울
수 있고...” (건강장애 원격수업, 학생)

이스쿨 학생들은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학생선수들은 이스쿨을 통해 규칙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수업결손을 보충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 교육 참여의 결과로 성적 향상 및 수업 참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스쿨은 학교에서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FGI에 참여한 학생들은 시작은 의무였지만 지금 자신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스쿨을 계속 들을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시험 시 최저 학력이라도 충족할 수 있게 학습을 보충하기 위해 하는거 같아요.” (이스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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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저는 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에서 하면 한
번 더 짚어 볼 수 있어서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고요, 제가 이스쿨을 듣고서 쪽지 시험을 본 적
있는데 그때도 안 듣고 갔을 때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이스쿨, 학생)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의 학습자 역시 학교 밖에서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
온라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나) 운영 체계 및 절차에 대한 인식
각 정책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운영 체계 및 절차 차원에서는
각 이해관계자 별로 다양한 비판점과 개선점을 언급하였다. 각 이해관계자들(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운영기관 관계자, 교사, 학생)의 자세한 답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온라인수업 운영에 있어 가장 큰 고민은 제한된 학생들에게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수요를 받고, 개설 여부를 판단하고, 소수 선택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강 학생이 몇 명 안 되면 폐강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한 학생이 아주 심각한
전염병 등으로 일정기간(예: 약 2주 정도) 동안 학교 출석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수업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수업의 이수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는 보고 있다. 동영상 강의로 운영되는 온라인수업의 특성상, 계속 ‘클릭’만
으로 2/3이상을 들어서 이수한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열심히 들었으나 2/3이상을
듣지 못해서 이수하지 못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어떤 학생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의 경우, 건장장애로 볼 수 있는 질병의 유형과 범위, 그리고
이에 따른 교육지원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초기에는
백혈병, 소아암 등의 질환을 가진 학생들에게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정서행동장애,
정신질환을 가진 학생들까지 교육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건강장애학생의 입·퇴교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파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퇴교한 학생의 경우에도 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퇴교와 동시에 정보가 삭제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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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쿨의 경우,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학교장이 반드시 확인하고, 최저학력
미도달 시에는 이스쿨을 통해 담당교사를 배정하여 최적학력 미도달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하지만, 학생이 아닌 학부모가 대리 수강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의 학습 참여에 따른 학업 성취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학습을 설계,
안내해 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과목명만
으로는 교과 내용이 어떻게 되고, 학습 이전과 이후에 자신이 무엇을 습득하여 어떻게
변화될 수 것인가에 대한 정보와 안내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력인정과
연계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육시 학습 없이 시간만 보내거나 대리 수강을 해도 이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2) 운영기관 관계자

각 정책 사업의 운영기관 담당자들은 해당 온라인 교육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운영기관-단위학교의 역할 및 협력 체계가 적절하게 조성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방송중·고는 시·도 교육청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육부보다는 시·도 교육청의
역할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시 교육청
단위에서 바라보는 온라인공동교육과정과 도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온라인공동교육
과정의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 시 교육청 차원에서는 기존의 공동교육과정 형태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므로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요구가 도 교육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역할은 사업
기획, 학습 프로그램 개설·운영 및 위탁,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등 다양하지만 이에 대하여
관심이 높은 시·도 교육청이 있는 반면 운영기관 즉, KEDI에 전적으로 위탁함으로써 어떤
프로그램이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는지 관심이 다소 적은 시·도 교육청도 있다.
학교나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역시 사업별로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에서는 학교나 교사의 역할이 거의 없고, 온라인수업,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이스쿨의 경우 단위 학교의 역할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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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설 지원 등의 차원에서 그치는 수준인 반면, 대부분의 사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교사마다 역할을 이행하는 수준은 많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의 경우 학생의 원적학교 교사가 위탁기관
에서 학생이 진행했던 활동들에 관심을 갖고 생활기록부에 상세하게 작성해주는 교사가
있는 반면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는 교사도 있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에서는 수업 개설,
수업참여 학생의 학습 현황 관리는 전부 교사의 역할이어서 교사의 역할이 훨씬 크다.
지금까지 언급된 사업들과는 다르게 방송중·고의 경우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
하다고 운영기관 관계자는 인식하고 있다.
“위탁기관에서 학습발표나 포트폴리오 같은 것을 제공해 주시면 그런 걸 가지고 어떤 학습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장학금을 해준다거나, 이건 정말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 한줄 써주는
것 외에 더 뭐해줄 수 있는지 해주셔야 할 수 있는 건데, 자발적으로 해주시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건강장애 원격수업, 담당자)

(3) 교사

방송중·고 교사는 시·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주었다.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시·도교육청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방송중·고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었다.
“교육청에 문의하면 장학사님 매년 바뀌시잖아요. 담당 장학사가 매년 새로우니까 파악이 안되신
상태에서 질문을 하면 다시 질문은 KEDI로 문의를 하시더라구요. 그럼 KEDI에서 그런 담당 부서
분들이 뭔가 답을 주고 사례가 필요하니까 일선 학교에 다시 재질문을 하게 되고요. 이게 반복되서
결국은 질문을 해봤자 제가 답하는게 되는 거에요. KEDI가 지금 사실은 연구기관이고 중간역할인데
사실은 교육청, 교육부 일까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중, 교사)

방송중·고 교사는 방송중·고 온라인 교육 절차에 대해서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관리가 되지 않고 진급과 졸업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진도율만을 충족시키려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방송중·고 교사는 온라인에서의 교육이 일방향적이고
상호작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며 오프라인 대면수업을 학생이 선호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간 화상수업의 적용과 교육과정의 세분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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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학생들이 내가 볼 때는 그냥 틀어놓고 거에요.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되고 하니까
틀어놓고 진도만 나가는거죠. 저희가 보면 일찍 학습진도율이 100% 로 된 학생들이 많아요. (중략)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이 일방통행식인 것이 많은데, 학생들이 얼마나 그 수업을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냐는 의문이 들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한테 대면수업을
받는 것을 훨씬 좋아해요.” (방송고, 교사)
“방송중·고 온라인 수업이 화상으로 동일시간에 접속해서 하게하고. 지금처럼 20차시 정도까지 하지
말고 몇 차시까지는 쉬운 과정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기초과정을 그리고 단계를
나눠서 상하로 갈 수 있는 것을 나눈다든가 해서 조금 더 세분화되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방송중,
교사)

온라인수업 교사는 시도교육청에서 보내온 공문을 통하여 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대체로 공문으로 보내준 안내의 내용이 충분하다고 답하였고
운영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은 없었다고 하였다. 다만 시도교육청별로 운영상의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시도교육청 관련해서, 이수기준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독려문자를 보낼 때,
이수기준이 각각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씩을 보고, 또 대조해서 보내야 해서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통일됐으면 운영하는데 더 좋겠습니다.” (온라인수업, 교사)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교사는 각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체제 면에서 교육부의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교학점제 시행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될지 중장기
적인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시도별 평가나 운영 규칙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홍보가 보완되어야 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한편, 온라인공동교육
과정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를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수업이 이루어진
뒤의 학생의 진학과 진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와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평가를 교사에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아직까지 교사들은 불편한 점도 많으나 순수하게 학생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기존수업보다는 수업의 질이 조금 더 높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학생 진로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외로 저는 학생들이 온라인을 굉장히 불편해 할 줄 알았는데 저의 예상과는
반대로 학생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할만해요’로 시작해서 지금은 ‘좋아요’로 많이 결론이 나고 있어요.”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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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요구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이게
대학진학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또 이 교육과정을 접한 학생들과 접하지 않은 학생들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강의평가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접속을 해서 강의평가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강의평가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교사)

이스쿨은 학교 단위로 교과를 배정하고 학습이력을 관리해야 하는 업무가 단위학교의
책임교사에게 부과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담당교사들은 온라인교육이 본인에게 추가적인
업무로서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느낀다는 인식이 있었다. 특히 연령이 높은 교사에게는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조금 더 나이 드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패스하세요. (중략) 또 다른 나이스이다. 운동부 감독교사는
또 하나의 나이스 프로그램 운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중략) 다른 감독선생님들이 뭔가 좀 하다가도,
처음에는 하다가도 나중에 이렇게 복잡하냐고 하는 분이 많으세요.” (이스쿨, 교사)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에서는 시스템의 특성상 상담사가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서 불편하다고 말하였고 개선을 요청하였다.
“학생이 언제 접속해서 뭘 들었는지 (알았으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7월 23일. 무슨 과목 3회차
수업에서 뭐를 들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조금 나와 줘야 (관리하기가 좋아요) 학부모님도
바쁘시고 학생도 뭐 관심이 없고... 그런 친구들은 실무자가 관리할 수 있게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필요하나면 총 시수로 계산하는 것보다 과목(별)으로 제가 봐야지... (중략) 세부적으로 깊게
디테일하게 애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상담사)

(4) 학생

온라인수업의 학생들은 온라인수업 등록 당시 원적학교의 관리교사로부터 한국사
과목이 필수 교과이기에 꼭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그 외 구체적인
안내는 교과교사의 핸드폰 문자를 통하여 알았다고 하여, 관리교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환기시켰다. 한 학생은 원적학교 한국사 동아리에서 온라인수업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과제를 해야 하고, 진도율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에 대한 답을 문자로만 들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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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해야한다는 건 메일이 왔는데, 과제 관련해서는 메시지는 안 온 것 같은데... 아. 과제! 그 때
온 것 같은데요. 핸드폰 메시지로 온 것 같아요.” (온라인수업, 학생)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은 전반적으로 운영 절차에 대해서 해당 학교나
온라인에서 안내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개인정보 수집 절차에 대해서는 인상적
으로 기억하거나 특별한 의견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안내도 잘 안 되어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사람이 직접 찾아가야
했어요. 만약에 그 설명을 어떤 이유로 못 들었다면 아예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안내가
잘 안 되었어요.” (온라인공동교육과정, 학생)

건강장애 원격수업의 학생들은 원적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병원학교를 통하여 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스쿨포유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입교하고 나서는 온라인 담임교사들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얻었다고 하였다. 입교를 하여 출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온라인 담임교사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사용상의 불편 사항도 온라인 담임교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
학생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있는 병원학교에서 스쿨포유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병으로 알게 된 친구들에게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하였다. 운영에 대한 별
불만은 없으나, 아쉬운 점은 평가 부분에 있다고 하였다.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출석을
하고 수업을 들을 수는 있지만 평가는 원적 학교에서 치르게 되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험 날짜나 시험 범위를 모르고 평가에 임하게 되는 등 원적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교과
교사와 온라인 담임교사와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답해 주었다.
“우리 몸 상태는 전혀 알지 못하고, 학교과정도 전혀 밟지 못하는데, 우리는 사이버만 듣고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게 너무 불공평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쿨포유를 들으면서 여기 자체 내에서 평가도
받고, 수행평가도 여기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에요. 너무 불공평해요.” (건강장애 원격수업,
학생)

이스쿨의 학생들은 운영체계나 절차에 대해서는 학교 교사로부터 충분한 안내를 받고
있었으며, 사용상의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생선수들은 현재 이스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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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지 못하는 마이 페이지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학생 자신이 본인의 학습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며 학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선생님이 배정한 교과를
중심으로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어 이 부분이 개선되기를 요청하였다.
“지금 과목이 따로따로 있고, 제가 한 것들도 따로따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런거 말고
제가 했던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쿨, 학생)
“했던 거를 쫙 정리해서 이만큼 했다 못했다를 이렇게 보여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스쿨,
학생)

다) 교수학습지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각 정책사언의 필요성 및 목적, 운영 체계 및 절차에 이어 교수학습지원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운영기관 관계자, 교사, 학생)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 이해관계자 별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대부분의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방송중·고 콘텐츠가 2009년 또는 2015년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설계·개발된 내용이기에 각 정책 사업의 교육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를 학령기 학생, 더 나아가 학교밖 청소년, 건강장애학생,
학생선수 등 다양한 학생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각 교육 대상의 수준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학교 밖 학생들은 워낙에 학습지속력이 떨어지다 보니 일반적인 강사가 나와서 칠판을 두고 하는
수업형태에는 확실히 장시간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담당자)

이외에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아닌 대상에 따른 다양한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온라인수업과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의 과목 선택을 위해 상담이나 진로나,
학업계획에 대한 설계도 또한 들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누가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진학에 대한 지원은 학생선수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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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로진학이다. 진로진학 지도는 학교에서도 많이 부족하다.”
(이스쿨, 담당자)

(2) 운영기관 관계자

방송중·고의 경우에는 콘텐츠 자체의 품질은 높은 것으로 생각되나 이 콘텐츠가 과연
평생교육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 방송중·고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콘텐츠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초중등 교육 안에서의 콘텐츠로는 강점이 있지만,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콘텐츠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적절한가 라는 의문은 듭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자체가
ICT능력이 되게 떨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고,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방송중·고, 담당자)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정책 사업의 온라인 콘텐츠는 방송중·고 또는
온라인수업 운영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예산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콘텐츠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방송중·고와 동일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콘텐츠가 해당 사업의 주요 학습 대상자에게 적합한 난이도의 콘텐츠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소아암 발병으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학생의 경우에는 심각한
학업결손이 있는 상태이므로 해당 학년의 콘텐츠를 제공해 주더라도 사실상 학습이
어렵다. 또한 해당 학생에게 어떤 콘텐츠를 줘야하는지, 제공된 콘텐츠의 난이도와 양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가 없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화상수업을 통한 수업에서는 수업 커리큘럼 구성에서부터 어떤
수준에서 수업 내용을 구성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의 경우에는 교수·학습 체제
측면에서 학습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없고 단순히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고 있기에 향후 학습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고려도 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필요는 한데 지금 관리의 측면에서는 거의 되고 있지 않아서, 온라인교육에서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어떤 식으로도 온라인수업에 반을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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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고, 일단은 무조건 형성평가도 사실은 틀리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풀어보라고
해주신다던 지, 피드백 한 줄을 남겨준다던지 어떤 식으로든 교사 또는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담당자)

온라인공동교육과정만이 교사의 수업을 실시간 온라인 화상강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결정권이 있다. 다만 일부
교사들이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던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학기를 거듭할수록 이러한 문제는 해소되고 있으며, 교수학습 측면에서
교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수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사업의 운영기관
담당자는 인식하고 있었다.
(3) 교사

방송중·고 교사는 방송중·고의 교육 내용이 어려워 학습자 수준과 요구에 맞게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방송중·고 학생들은 방송중·고에
입학하기 전 학업 공백기가 긴 고령의 성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모바일과 PC 환경에 대한
ICT 활용능력 수준도 고려해야 하며, 학습 절차와 단계를 간소화하여 학습 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학습 경력단절이 3∼40년 되잖아요. 용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수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송중·고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짤 것인가를 한 번 아주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방송중·고의 가치는 수학을 배워 서 이차함수를 풀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봅니다.” (방송고, 교사)

온라인수업 교사들은 좀 더 다양하고 학생들에게 알맞은 콘텐츠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동영상 수업의 경우에도 한 명의 강사가 아니라 여려 명의 강사의 서로
다른 버전의 수업이 제공되어 학생들에게 더 맞는 강사의 수업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의 경우, 한국어가 조금 서툴 수도 있고 학교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친구들에게 조금 특화된 교육 자료, 교육 콘텐츠가 있으면
아이들 입장에서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가 용이하고, 사회 적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라인수업,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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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동교육과정 교사는 다양한 선택 교과목의 특징과 안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희망 개설 과목에 대해서 학생의 요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온라인공동교육
과정의 교수학습 방식을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과 자유로운 콘텐츠 활용의 추진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온라인공동
교육과정 시스템이 열린 공간으로서 교사와 학생이 자유롭게 자료를 공유하고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 생각보다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학생 화면이 좀 더 전달력 있게
제공되기를 희망하였다.
“어떤 학생들이 ‘저는 사이버경찰관 되고 싶어요’를 클릭 했을 때, 각 대학별로 갈 수 있는 학과와
거기에 관련되어 배우는 학문, 그것과 이어지는 고교교육과정에 교과목들이 쭉 나열이 되고, 간단한
소개만이라도 있으면 합니다. 또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이 전체적으로 개설되기 전에 학생들의 수요 조사
설문 조사 같은 것이 있으면 학생들은 어떤 교과목을 원하는가가 조금 나오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사)
“과목마다 교사들의 수업 역량이라든지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콘텐츠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꼭 봐야한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주소를 치면 영상 나온다고 하고 지금부터
5분 동안 보고 다시 모이자라는 식으로 하지 굳이 영상을 가져와서 작동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으로까지 거기에다가 매달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교사)

이스쿨 교사들은 이스쿨의 목적이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담당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이 결손시수를 잘 채우고 있는지에 대한
학습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부분에서 학생들의 학습이 잘 이루어
지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습상황, 진도율 등을 파악하기를 원했다.
“이스쿨에 들어가서 학습진도 이런 것들은 보죠.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는 수업을 빠지면 그거에
대한 수업결손에 대한 보강을 해줘야 하잖아요. 또 최저학력에 대해 확인하죠.” (이스쿨, 교사)
“아이들이 물론 부족한 것을 자발적으로 하면 좋지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주거든요.
스케줄을 짜줘요. (중략) 그런데 애들이 진짜 들었나 안 들었나 이런 것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쿨, 교사)

한편,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은 학교 밖 학습이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 더
필요함과 동시에 불성실 수업에 대한 염려도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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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관리하고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으로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애가 상태가 긴박한
상황이고 빨리 졸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일일이 이거 들어라 저거 들어라 관리하고 이런 것 보다
빨리 학력인정 받아서 고등학교를 가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나마
중간 중간에 쪽지를 치든지, 테스트를 하든지, 기말고사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래도 조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상담사)

(4) 학생

방송중·고 학생들은 콘텐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으며 재미있다는 호의적인 평가를
전반적으로 주고 있었다. 흥미 있는 교과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반복학습을 하고 있으나
수학 교과에 대해서는 기초 학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었다.
“영어는 우리가 알고자하는 욕심이 많아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학은 풀어야
되는데, 기초상식이 없잖아요. 배운 내용이 전혀 일반 생활에서도 접하지 않고 있던 것들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아마 문제점일 것 같아요. 다른 과목들은 사회생활을 이만큼 했으니까 말로도 알아듣고, 읽으면
알아듣고, 이해력은 되게 좋은데, 수학만큼은 이해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방송고, 학생)

방송중·고 학생은 방송중·고의 온라인 운영에 있어서 고령의 성인 학습자 위주다 보니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 온라인 학습 시스템 환경이 강의영상의 분절화, 모듈화,

학습활동을 통한 상호작용 확대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이 접근성 면에서 편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상호작용 기능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방송중·고 학생은 학업 공백기가 긴
고령의 성인 학습자여서 처음에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적응되어서 편리하다고 보고 있었다.
방송중·고 학생은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피드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온라인상에서 질문을 바로 할 수 없고, 그에 대한 답변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은
출석수업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하였다.
“피드백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온라인에서 강의하는 선생님은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강의를
진짜 잘하세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배운 것을 질문하거나 보충해서 답을 주실 수 없으니까 아쉽네요.”
(방송중,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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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수업 학생들은 동영상 수업은 “어렵지도 쉽지도 않다”고 표현하였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보통”의 난이도라고 말하였고 이에 불만이 없다고 하였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들도 본 수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서 시스템적인
문제로 수업이 중단되거나 활발한 상호작용과 피드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학생들 간의 상호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것을 희망하였다.
“저는 수업을 하다가 어떤 걸 빨리 해봐라 하면 다 속도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기다려주시는데, 저는 먼저 다 하고 기다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각자에게 맞는 그런 피드백은 없었던
것 같고. 진짜 딱 강의식. 예를 들어, 코딩 같은 걸 하면 똑같은 결과를 내는데 그 코딩하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짰고 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짰고, 어느 게 더 좋은 알고리즘일 수가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끼리 이런 걸 좀
뭐라 그래야 하지 생각을 나누고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요.” (온라인공동교육과정, 학생)

건강장애 원격수업 학생들의 경우에는 화상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교과 과정 외
활동들을 더해 주기를 기대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야외 활동이 제한적이고 교사 또는
또래학생들과의 활동이 부족한 건강장애 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수업 시스템 내 또는
외부(블렌디드 방식)의 활동을 추가적으로 해주길 희망하였다. 교육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동영상 수업 또는 실시간 화상 수업 외에 비실시간 토론 수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학생이 있었다. 이는 현재 제공되지 않고 있는 교육 내용과 방식으로서
온라인 환경에서도 시간을 맞추어 모이기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토론 수업 같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어떤 의견인지 말을 하고 그러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학생)

건강장애학생들은 시스템 오류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었다. 특이한 점은 학생들이
시스템 오류가 생겼을 때 진도율이나 출석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온라인
담임교사나 교과교사에게 문의하기 보다는 단순히 넘어가거나 공지사항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이다.
학생선수들은 콘텐츠에 대해 난이도가 적절하고, 쉽고 이해하기 좋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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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의 강의교사가 학교의 교사보다는 친절하고
집중이 잘 된다는 인식을 가지기도 했다.
“기초부터 알려줘서 괜찮은 거 같아요. 또 재밌는 부분도 있는데 지루한 부분도 있어요. 재밌는 것은
과학 실험하는 것이에요. (중략)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짚어 주는데...괜찮은 것 같아요.” (이스쿨, 학생)

일부 학생의 경우, 현재 온라인 교육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본인이 원한다면
더 높은 난이도의 학습이 제공되기를 원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전반적인 난이도
상승을 원하기보다 지금의 난이도를 유지하되 원하는 학생에게만 추가적인 지원이 되기를
바랐다.
“저는 조금 어려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것도 있고요. 지금 것을 다 배웠으면 이제 조금
더 높게 단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쿨, 학생)

그러나 학생들은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학교수업과 같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답을
받는 등의 상호작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근데 일단 온라인이고, 선생님 혼자서만 말하고 계시고...제가 부족하고 모르는 게 있는데 그거를
피드백도 못 받고 물어보지도 못해가지고, 그런 게 되어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쿨, 학생)
“서로 막 소통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뭔가 조금 댓글 같은 것 남기는 게 있으면
조금씩이나마 답변해 주면서. 그렇게라도 소통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쿨, 학생)

학생선수들은 시스템이 지원된다면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뭔가 제가...듣고 싶은 부분만 들어도, 회차가 이렇게 막 덜 차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걸 다 끝까지 들으라고 하니까... 조금 시간낭비가 될 때도 있어서.” (이스쿨, 학생)
“학교마다 하는 과목이나 이런 게 다르니까 학교별로 하는 단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학교 수업
내용에 맞는. (중략) 1,2학기 같이 있는 과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뒷부분 먼저 나가고 할 때가
있어요.” (이스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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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의 학습자는 본인이 생각하는 온라인 학습방법 중 ‘퀴즈
풀이’를 흥미로운 수업 방법의 예로 응답하였다. 수업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수업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2) 학습분석에 대한 기대와 요구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에 이어 본 장에서는 학습분석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둘로
나누어 그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인식과 운영 체계 및 절차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분석·정리하였다. 각 영역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기대와 요구
모든 이해관계자(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운영기관 관계자, 교사, 학생)가 각 정책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언제 어디서나 교육할 수
있다는 점을 온라인 교육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각 이해관계자들의 자세한 답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습분석이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교육지원 방안을 도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습분석을 통해서
정말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 즉 다양한 교육적 상황에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외’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학생의
수준을 진단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고, 개별 학생의
전체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특정 교과 영역 내 세부적인 수준도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예를 들어 영어에서 회화는 잘 하는데 문법이
약한 아이들이 있듯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

학생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는 건강장애학생과 관련한 내용이 눈에 띈다. 건강장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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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다양하고, 이로 인해 학생 개인별로 학습을 위한 여건과 환경도 다르다. 따라서
학생이 가진 질병 등 건강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에 맞는 교육지원이 필요하고,
여기에 학습분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소아암이나 백혈병으로 무균실에서 항암치료를 들어갔는데, 원격수업을 입교 시켜준 들 그 학생이
무균실에 있는 동안에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없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학생은 결석처리 될 텐데 단순히
원격수업에 등록시켜준 것으로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질병에는 예후가 어떻고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그것에 기초하여
원격수업이 제공된다면 좋겠다.” (교육청 관계자)

(2) 운영기관 관계자

모든 운영기관 담당자는 빅데이터, 학습분석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사례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편이었다.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담당자의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과 학습분석이 묶일 수 있는 영역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학습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학습유형
분석을 위해서,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습분석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였으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 과연 학습분석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모든 운영기관 담당자가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LMS에서
학습을 하면서 남기는 데이터 외 SNS 데이터와 같이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어떤 데이터가 유의미한 데이터이며 이를 통해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사실 빅데이터는 비정형데이터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뭐 SNS나 유튜브나 어떤 음악을 듣는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과연 방송중·고학생들이 그 데이터를, 그 비정형데이터를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 여기에서, 방송중·고 플랫폼에서 뽑을 수 있는 데이터가 과연 뽑아서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방송중·고, 담당자)
“제가 생각하는 건 아마 각 시스템마다 유의미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 데이터를 엄청
많이 받고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걸 저희 쪽에서 어떤 데이터가 유의미한지 추려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걸 받는다기보다도. 사실 학생이 제일 많이 클릭한 과목 횟수가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쿨,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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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의 담당자가 인식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의 수준도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은 맞춤형 교육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은 수준별 수업이겠지만
범위를 확대해본다면 교육방법에 있어서의 맞춤형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학습자마다 강한 제재나 압박을 선호하는 학습자가 있는 반면 강한 제재나 압박을 할
경우 오히려 반감을 갖고 학습을 하지 않는 학습자도 있듯이 학습자의 성향에 따라
교육방법을 다르게 제공하는 것을 맞춤형 교육이라 보고 있었다. 또한 학생 맞춤형 교육의
의미가 단순히 학생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교육을 넘어서서 교사가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해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즉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교육이 맞춤형 교육이라고 보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하지만 학습자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기에는 수업 콘텐츠의 양적
측면이나 또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교사의 확보 측면에서 과연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담당자도 일부 존재하였다.
“진단 쪽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학습유형분석 같은 것 대학교가면 해주잖아요.
그런 걸 선행적으로 하면 쌓기만 하는 것 좋아하는 아이 있으면 그런 걸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경쟁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으면 친구들과 이렇게 백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시작점을 분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맞춤형이라고 했을 때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담당자)
“학생 맞춤형 교육은 그냥 학생만 위하는 거다 보다는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진로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냥 학생이 좋아하는 것, 또는 교사가 좋아하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교사도 다 좋아하는 교수학습방법이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학생들한테는 이런 교사가 매칭되는 게 좋아.’ 라는 이런 데이터도 나올 수 있다면 그것도 교사가 자기가
잘하는 걸해서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 가능한 게 학생 맞춤형
교육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온라인공동교육과정, 담당자)

(3) 교사

방송중·고 교사는 빅데이터나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비교적 익숙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학습분석은 빅데이터를 교육적 차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학습자 개인의 학습 성향이나 학습 기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학습분석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습분석이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었다. 이는 온라인수업 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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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의 수준이나 학습성향, 경향, 그리고 학생들이 접속하는 시간대, 접속하는
학생들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알 수 있을 것이고. 접속양. 한번 들어갔을 때 얼마나 어느 과목에 먼저
하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방송중, 교사)
“학습분석은 방송중·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황조사 같을 걸로 생각되는데, 데이터화한
다음에 진단 학습 자료로 활용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교육 수요자에게 그 사람들의 초점을 맞게
어떻게 제공을 해 줄거냐 그런 거겠죠.” (방송고, 교사)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교사는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이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다양한 진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학습분석을 통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 특기란에 기재되는 기본적인 내용 외에 학생에 대해서 다면적
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차이도 없고 평가에 가치 있는 어떤 내용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학습분석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교사)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의 교사들은 학생들에 비해서는 학습분석에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분석을 학생 관리를 위한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선수 교사는 담당교사로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해야만 하는 학생선수들에게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학습이 필요한 온라인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인식하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멘토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운동부라고 하는 친구들은 공부에 운동.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더 뭔가를 더해야 하는 입장인데.
공부하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제시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그 효율적으로
제공해준다는 것. (중략) 기술적인 노하우..어떻게 보면 멘토인거죠. 온라인상에서 그런(필요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두 가지인데 의지와 방법입니다. (중략) 어 도움이 되네. 멘토가 나한테 하나 있네..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스쿨, 교사)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에서 학습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학교 밖 학습자들이 학력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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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요한 이수시수를 채우는 것이 우선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이었다.
(4) 학생

방송중·고 학생은 빅데이터나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학습분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끼고 있으나, 학습분석을 통해서 학생 개인별 양질의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어 교육의 만족도가 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
온라인수업 학생들의 대부분은 빅데이터 분석이나 학습분석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학습분석에 대한 예를 들어 주자, 학습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학습분석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분석을 통하여) 진도율을 보여주고, 성과 그러니까 점수를 보고, 못한 것을 분석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온라인수업, 학생)

온라인공동교육과정 학생은 프로그래밍 수업을 참여한 경험이 있어서 빅데이터에 교육
내용 차원에서 접하여 학습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서
학습분석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나타내었다.
“빅데이터는 저희가 가시화 되지 않은 정보까지 그걸 정보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답이랑은 아예 필요 없는 부분까지, 쓸모없는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한 번에 처리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한 가지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아무래도 다방면으로 쓸 수 있으니까 좀 더 개인에 맞는 교육
내용을 제공해 주지되지 않을까요.” (온라인공동교육과정, 학생)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의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생들과 같이 빅데이터 분석이나
학습분석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고 하였으나, 한 학생이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을 하자, 학습분석을 통하여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고 답하여 학습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다.
“(학습분석은) 컨설팅? 내가 뭘 잘했고, 못했는지 이런 것을 컨설팅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장애 원격수업,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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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들은 학습분석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응답이 대부분
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떠한 형태일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아
분명한 대답을 하기는 어려운 듯하였다.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참여 학생은 학습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습효과에
대해 동의하지만, 본인에게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답하기 어려워했다.
“반반 나뉠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는 좋지만...(중략)”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학생)

나) 운영 체계 및 절차에 대한 기대와 요구
운영 체계 및 절차 차원에서는 각 이해관계자 별로 학습분석을 통한 자료에 대한 다양한
기대와 요구가 있었다. 각 이해관계자들(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운영기관 관계자,
교사, 학생)의 자세한 답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소속 학교와 학생이 얼마나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고 참여했는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컸다. 온라인 교육을 신청한 학교는 물론,
신청하지 않은 학교의 리스트를 쉽게 확인하고 해당 학교에 다시 신청을 안내하고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고 있다.
온라인수업과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 역할이
과중하게 부여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의 맞춤학습을 위해서는
온라인 외에도 오프라인 정보가 누적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교사가 학생의 수업 참여
관련 결과를 받아서 어딘가에 기록을 남겨주고 학생을 평가하는 등 교사의 오프라인
상에서의 관리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
학습분석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강신청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필요성을 인지한 학생들이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대리출석이라든지 그냥 클릭하는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습목표
달성을 유도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과정 중 교사의 개입을 포함한 관리체계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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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에서는 학생 또는 교사가 접속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상담내역
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도교육청 담당자에게도 제공된다면, 단순히
학생 몇 명, 실시간 접속률 몇 퍼센트, 이것만 가지고 전후를 비교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다 향후 개선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과 관련해서는 학습분석을 통해서 학생이 어느 정도
학습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수강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학력인정 가능성을
판단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학생이 어느 정도 수강을 했고, 그 학생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학력인정이다 보니 가능성 있는
아이들 확인해서 학력인정을 시켜줘야 한다. 학력인정 시기가 1년에 두 번 밖에 안 되니까 이러한
정보가 중요하다.” (교육청 관계자)

(2) 운영기관 관계자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습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든 운영기관 관계자가 동의하였다. 또한 학습분석을
적용하기 이전에 무엇에 대해 학습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습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차원에서 유관시스템(NEIS
등)과의 데이터 연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일부는
학습자들이 본인의 민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에 굳이 그런
데이터까지 연계해서 분석해야 할까에 대한 입장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개인 소유의
민감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학습 분석의 장애요인이라 보는 입장도 있었다. 즉,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와 충분한 데이터가 분석되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가설을 세우고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저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 데이터가 충분하면 분석은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우선은 굉장히
제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관련 있다고 말할
수 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유의미한지 아닌지 까지 알려면 데이터가 충분해야하는데,
아직까지는 피상적인 겉에 어느 정도 가설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지, 정말 맞다 아니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데이터양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건강장애 원격수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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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

방송중·고 교사는 방송중·고 온라인 시스템에서의 교무실과 NEIS 연계에서 대해서
특별히 필요성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학습분석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방송중에서 세세한 활동이나 수행평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NEIS가 이쪽 데이터를
현재는 보낼 이유가 현재는 없다고 생각해요. NEIS에 보면 학습경험, 인적사항 등이 사실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중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야하는 상황이에요. 교무실이나 NEIS나 이원화체제고요. 완전히
NEIS하고 방송중의 교무실체제가 하나로 매칭된 것이 아니라서요.” (방송중, 교사)
“저도 마찬가지로 굳이 그것(NEIS와 방송중·고 온라인 시스템)을 연동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방송고, 교사)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교사는 운영 절차적인 측면에서 상이한 학생 수준에 따라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는
이질적인 학생 수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제공받고 있는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의 출석률 외에
학생의 요구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 실시간 화상수업 참여와 집중도,
학습 결과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데이터를 요구하였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들 수준이 상중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절이 많이 됩니다. 애들이
수준에 따라서 피드백을 줘야 하는 동시에 그다음에 평소에 접하지 않는 이질적인 그 수업을 통해서만
만나는 아이들 간 예의를 지키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스템에서 출석률 외에 실제로
학습자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교사)
“문제점은 교사의 입장에서 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조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교과수업을 들어가면 아이들을 전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대개 특성을 파악을 하고 수업을
하고 반마다 어떤 특징들을 이해하는데,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강의가 진로나 대학을 가는데 왜 필요한지 사전 설문지를 받기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는 이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교사)
“온라인 학습의 특성상 학생들이 집중도를 교사가 파악하기 힘들어서요. 그런데 요즘은 표정을
관찰해서 정말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잠깐 졸았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통계로 나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사가 미처 직접 화면상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을,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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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집중도가 조금 떨어졌다든 지를 표정 관찰을 통해서 영상으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통계가 될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교사)

학생선수 담당 교사들은 학습분석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학습을 위해서 활용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하였다. 일부 교사의 경우, 학생
개개인의 데이터가 점수화되거나 외부로 누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이게 되게 윤리적인 문제랑 나중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악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긍정적인 취지에.. 뭔가가 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한다는 것이죠.” (이스쿨, 교사)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담당자는 사업 목적에 비추어 목표 대비 학생 학습상황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시스템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지금 시수가 얼마 안 남았는데... 11월과 12월에 학력이 인정되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해서 온라인수업 덜 들었다 하면 다시 또 얘기해서...” (미취학·학업중단학생,
상담사)

(4) 학생

방송중·고 학생은 학습분석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특별히 불편함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차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어서 정보 제공에 문제없다고 봅니다.” (방송중, 학생)
“저희가 배우는 입장에서 정보는 제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저희가 동의해서 하는 거라면 좋다고 봅니다.” (방송중, 학생)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학생선수들은 학습을 위해 또는 학력인정을 위한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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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학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비밀번호랑 아이디랑 이름 생일 등등...선수등록도 할 때 항상 써요. 학습 때문에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스쿨, 학생)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의 학습자는 학습분석을 통해 개개인의 학습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그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지만,
한편으로 점수, 등수 등으로 학습자의 성취가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표하였다.
“일단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빅데이터로 쉽게 알 수 있고, 그러니까 편할 거고, 그 점에서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중략) 내가 진짜 너무 열심히 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보니까 점수가 낮아요.
그럼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학생)

다) 교수학습지원에 대한 기대와 요구
본 절에서는 각 정책사언의 필요성 및 목적, 운영 체계 및 절차에 이어 교수학습지원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운영기관 관계자, 교사, 학생)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 이해관계자 별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우선적으로 언급된 것은 학생들이 신청하기 전에 출발점 행동(entry behavior)을
확인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처방(intervention)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콘텐츠 측면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분절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분절된 콘텐츠가 정확하게 어떤 주제어, 학습요목,
핵심성취기준을 어느 수준의 학습자에게 맞춰져 있는지 등에 정보를 담아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콘텐츠 안에서도 위계에 맞는 또는 수준에 맞는 것들을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처방해 줄 수 있고, 교사에게도 학생의 학습흥미도, 집중도, 몰입도
등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면, 학생 맞춤형 교육에 한발 다가서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필요에 따라 모두에게 동일한 분량과 내용의 콘텐츠가 아닌 학생 개인별로 필요한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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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절화와 연관하여 학습 데이터나 학생들의 이력정보가 잘 나와 있으면 적어도 온라인
시스템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스스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자기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학생들한테 제공하거나 교사한테 제공해 줬으면 한다. 학생들이 수강을 하다가 어느
패턴의 시기에 학생이 학습의 지연이 있다든지, 평가문항을 풀어봤을 때 어느 영역에 어느 학습수준의
평가문항을 풀지 못하는지, 어떤 주제어에 특히 막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

온라인공동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실시간 수업을 녹화하여 디지털화하여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온라인 교육의 강점 중의 하나는 반복학습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교사의 입장에서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어떤 과목에 어떤 수업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이때 피드백을 받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잘 해줘야 되겠군, 또는 이때는 잘 모를 때 애들이 끄덕끄덕 하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

(2) 운영기관 관계자

학생 맞춤형 교육의 차원을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볼 것인지 그룹별 맞춤형 교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운영기관 관계자들은 학습자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개인별 맞춤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룹별 맞춤형으로 가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스쿨의 경우 일차적으로 같은 종목의 학생선수들끼리 분류하더라도 학생들에게 해당
종목의 진로 관련 맞춤형 교육을 충분히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어떤 유형의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에서는 결국 중등교육과정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은 국가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므로 교육과정의 테두리 안에서 맞춤형 과목
선택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볼 문제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의 경우 개인별 맞춤형 수업 추천에 있어 교사의
수업 스타일을 기준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고자 할 경우 교사의 인기 평가로 보일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관련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학습과 관련하여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쌓이는 분석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든 운영기관 관계자가 동의하였고 학습자가 가장 많이
클릭하여 여러 번 복습하는 콘텐츠에 대한 주제를 알려준다거나 학습자가 가장 활발하게

123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참여하여 호응이 가장 많은 콘텐츠를 알려주는 것은 학습자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우선은 저는 저희 시스템이 그룹화라고 하면은 같은 종목 친구들이라고 했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학교뿐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에 같은 종목을 하는 친구들이 어떤지 보여주면, 이 친구는
이렇구나에 대한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스쿨, 담당자)
“저희는 현실적으로는 개인별로 적용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점차
점차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개별 하나의 콘텐츠 안에서 질적으로 다양해지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게 조금 어려운건 교육과정 내에 국어1, 국어2, 국어3 이미 그 교과 군에, 어쨌든 1단,
2단, 3단 위계가 있을 건데, 그건 이제 실제 학생들이 이수해야하는, 패스해야하는 교육과정 내에 있는
건데, 임의로 재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될지.” (건강장애 원격수업, 담당자)

(3) 교사

방송중·고 교사는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지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였다. 우선 선택교과의 폭을 넓히고 방송중·고와 일반중고의 교육과정을
차별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었다. 방송중·고 학생이 스스로 관심
있고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더불어 학습자의 주요 접속 시간대, 연령, 생활 패턴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었다.
“우리는 지금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이에요. 일단 교사가 교육과정을 먼저 짜 놓고 그걸 학생들이
따라가는 거죠. 방송고 학생들이 과연 국영수가 지금 우리가 입시교육을 위해 배우는 국가교육과정을
그대로 배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많아요. 차라리 교양 수준의 과목을 가르치는 게 그분들에게 훨씬 낫지요.” (방송고,
교사)
“학생들이 많이 접속하는 시간대가 있고요. 또 온라인에서 보면 학생들이 먼저 빨리 끝내는 과목들을
알 수 있거든요. 더 어려운 과목, 덜 어려운 과목, 듣기 쉬운 과목 등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학생 맞춤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방송중, 교사)

방송중·고 교사는 방송중·고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서 현재보다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 학생들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였다.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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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학습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학습량을 적절히 하여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고, 완전학습이 되도록 오답문제를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해 볼 수 있는 등의 현재 상황에서 좀 더 세밀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었다.
“질문과 대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생들끼리 공유채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설명하는 것과 학생이 자기가 아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용어부터 틀려요. 그래서 내 또래 사람이
풀어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쉽지 않죠.” (방송중, 교사)
“학습량도 줄이고 그 문제 푼 결과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원격수업 평가 문제도
단계별로 어려워지고, 특정 문제를 푼 사람과 못 푼 사람 그룹으로 나눈 거죠. 그 그룹이 일정 어떤
기간 안에 다시 접속해서 자기가 풀어 볼 수 있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화가 필요합니다.”
(방송고, 교사)

온라인수업 교사들은 학습분석에 대해 언급을 했을 때 이에 대한 필요성이나 목적을
이야기하기보다 어떤 기능이 학생 관리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주었다.
한 교사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관리하는
학생들의 접속 시간대를 제공해 준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또 다른
교사는 같은 학교의 학생들끼리 서로의 진도율을 볼 수 있다면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접속한 시간대가 조금 궁금해요. 우리반 아이들이 어느 시간대에 많이 접속했는지 알면 시간 맞춰서
독려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과 교사가 좀 더 가까이에 있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수업, 선도교원)
“홈페이지 가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진도율을 볼 수 있잖아요. 학생들도 혹시 학교별로 나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의 진도율이나 과제 제출 현황을 볼 수 있으면 ‘애는 이만큼 들었구나. 나도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할 수도 있고, 서로 모르는 것은 의논할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수업,
관리교사)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교사는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지원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였다. 첫째, 학생의 다양한 진로와 진학을 연계한 교육을
목표로 맞춤형 교육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주었다. 이를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참여 교사가 해당 학생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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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취사선택할 수 있게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주어 져야 해요. 고등학교에 오면
바로 이제 입시로 들어가야 하고 빨리 생활기록부를 써야하니까 자기 진로를 결정하라고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야하고, 그 진로 선생님들과 협력해서 학생
개개인마다 맞추어서 교육과정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교사)

둘째, 기존의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이 교육부, 교육청, 학교 교사의 운영 주체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다면, 맞춤형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수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수업이 진로, 진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효과적인지 장기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주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이 수업을 들었던 애들이 지원했던 학과의 합격여부를 종단연구를 조금 해보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어떤 우리가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교사)

셋째, 맞춤형 교육의 범위를 1:1 개인 차원일지, 그룹 차원으로 보아야 할지는 현실적
으로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룹 차원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교과목에
따라서 보다 개인적인 차원으로 평가하고 맞춤형 지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
점진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맞춤형을 개인이나 그룹이냐의 차원은 과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생활 교양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가도 없고 이수 미이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출결의 문제가 없고 참여도가 높으면 이수하는데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공 과목 중에서도 심화과목 같은 경우에 개인별로 맞춤형 자료로
제공되어야 하고 교육도 평가도 그렇게 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교사)

학생선수 담당 교사들은 이스쿨의 목적이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담당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이 결손시수를 잘 채우고 있는지 학습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부분에서 학생들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습상황, 진도율 등을 파악하기를 원했다.
“이스쿨에 들어가서 학습진도 이런 것들은 보죠..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는 수업을 빠지면 그거에
대한 수업결손에 대한 보강을 해줘야 하잖아요. 또 최저학력에 대해 확인하죠.” (이스쿨,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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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물론 부족한가를 자발적으로 하면 좋지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죽거든요..
스케쥴을 짜줘요. (중략) 그런데 애들이 진짜 들었나 안 들었나 이런 건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쿨, 교사)

(4) 학생

방송중·고 학생은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지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였다. 첫째, 방송중·고 학생은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는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학생에게 강요나 부담을 줄까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여 학생 입장에서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선생님이 보시려면 다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건
틀리고, 답은 어떻게 대충 달아서 넘어가고, 이런 게 답 모를 때는 대충 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도 이미 선생님이 알고 계신데 또 더 많은 정보가 선생님도 알고 나도 알고
거기(한국교육개발원)도 알고 이렇게 되면, 너무 뭐라고 해야 하나 쪼이는 느낌이어가지고 곤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방송고, 학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표출을 하고 표현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뭔가를 드러내야한다는 것은 엄청 어려워하세요. 사실은 여기까지 오기도 자신의 반 이상을 드러내고
오는 거거든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 정보를 뭔가를 또 막 드러내야한다고 하면은 엄청
부담되기도 해요..” (방송고, 학생)

둘째, 온라인 상호작용의 측면에서는 비슷한 연령대, 수준, 관심사, 생활 패턴, 요구를
갖고 있는 그룹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확대한다면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맞춤형 교육이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 그 수준부터 진행을 하면, 훨씬 교육에 대한
흥미는 있을 거 같기는 해요. 재미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질문도 할 수 있고, 이렇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방송고, 학생)

온라인수업과 학생들은 학습분석이라는 용어는 낯설다고 하면서도 면담이 진행되면서
학습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의견을 주었다. 현재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권장진도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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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더불어 동기 부여를 위한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었다.
“저는 권장 진도율을 보면서 여기까지는 채워야겠다 생각했어요.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게,
알파벳으로 현재 진도율이 얼마인지 보여주면, 눈에 띠니까 강제로라도 하지 않을까요?” (온라인수업,
학생)

이와 더불어, 형성평가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틀린 문제를 다시 풀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정·오답률을 확인하여 관련 또는 추가 문항을 풀 수 있게 하는
페이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의견도 주었다.
“형성평가 푼 것을 다시 다 풀어볼 수 있거나 틀린 것만 풀 수 있거나...그러니까 출력해도 좋고요.
(컴퓨터와 출력) 둘 다 되면 좋겠어요.” (온라인수업, 학생)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은 첫째,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수업의 특성상 그룹이
아니라 1:1 차원에서 맞춤형 피드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고, 자신의 현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개인에게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아무래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직접 개개인을 봐주지 못하니까 좀 생각해봐라
하고, 그냥 답을 알려주시는데요. 생각하는 방법을 기르려면 조금씩 힌트를 준다거나 ‘이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요. 혼자 생각을 하고 자기가 직접 해야 실력이 늘거든요”
(온라인공동교육과정, 학생)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코드에서는 제가 살짝 부족해서 이렇게 점수가 낮고, 이런
부분에서는 잘되어가지고 점수가 높다하면, 제가 이래서 나중에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복습하고 혼자
공부하면 될 것 같다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공동교육과정, 학생)

둘째,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은 평가, 시험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결과를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었다. 또한 수업 종료 후 연계 수업 또는 후속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해서 자신의 관심
영역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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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다 합쳐서 온라인공동교육과정 1학기하고 땡이잖아요, 그다음에 할
애들도 있고 안 할 애들도 있겠지만 만약 시험치고 시험 점수 받고 거기서 학습이 멈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너 혼자하면은 어떤 식으로 해라, 너 수준이 이 정도니까 어느 사이트에 가서 이런
걸 참고해서 어떻게 공부해봐라. 이렇게 공부할 방향을 계속 주면 한 학기 수업 끝나도 계속 학생 스스로
주도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게 조언이라든가 방향을 제공해줬으면 나았을 것 같아요”
(온라인공동교육과정, 학생)

출석률을 중요시 하는 건강장애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학생은 자신의 진도율을
체크하여 데드라인이 되기 전에 알람을 해 주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스쿨포유의 경우, 일주일 단위로 온라인상의 수업 진도율에 따라 출결을 보상받을 수
있기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진도율이 저조할 경우 자동적으로 알람을 보내주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학생선수들은 학습분석이 시스템적으로 학습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었으나, 다만 성적, 순위 등 데이터로 성취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다. 소결: 함의점
본 장에서는 FGI 조사 결과에 따른 함의점을 정리하였다. 이는 크게 두 부분으로,
하나는 온라인 교육 전반에 대한 함의점과 다른 하나는 각 정책 사업에의 함의점으로
정리하였다.
1) 온라인 교육 전반의 함의점
FGI 조사 대상은 누구나 각 사업 단위로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다만 질적 교육의
차원에서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교육 성취도의 차원에서의 교육적 목적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을 제기하였다. 또한 교수학습지원 측면에서 각 사업의
학습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수학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의문점은 학습분석 측면에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도출한다면 해소될 것이라
생각되며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도출을 위해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학습자 개개인의 메타인지와 학습동기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도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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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운영기관 관계자 인터뷰 결과에서 언급된 바 있듯이 학습자마다 강한 자극을
통해 외재적 동기를 제공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자가 있는 반면 메타인지나 내재적
동기가 높은 학습자는 오히려 강한 자극에 반감을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학습자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학습자의 메타인지와 학습동기를 측정하여 학습자의 프로파일 데이터로
축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도출함에 있어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맞춤형
교육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관리하고 있는 학생의 진로 상담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기존의 유사한 진로를 선택했던 다른 학생들의 데이터를 통해 교사의 상담 방향을
제시해준다면 교사에게도 맞춤형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학습자가 어떤 성향의 학습자인지, 현재 어떤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를
어느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교사에게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중등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맞춤형 선택권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만 학습자에게 학습할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는 모든 운영기관 관계자가 동의하였다. 예를 들어
많은 학습자가 반복 재생한 구간에 대한 정보, 가장 활발하게 참여했던 활동에 대한 정보,
질의응답이 많이 발생했던 평가 문제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면 학습자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콘텐츠의 주된 영역에 대한 안내, 예를 들어
개념 설명 75%, 사례 제시 10%, 토론 15% 이런 식으로 콘텐츠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학습 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겠다.
2) 각 정책 사업의 함의점

각 정책 사업의 함의점을 방송중·고, 온라인수업,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이스쿨, 그리고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순으로 정리하였다.
가) 방송중·고
방송중·고 교사는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방송중·고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온라인 교육의 효과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시·도 교육청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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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방송중·고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서 학습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공감하는
입장이었다.
방송중·고에서 제기하는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에 대한 현재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은 학습 준비, 학습과정, 학습 결과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일괄적인 교육지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다양한 학습자의 관심, 요구, 특성 등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이 일방향적이고 상호작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습분석 활용은 첫째, 학습자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학습 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단계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학습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완전학습이 되도록 오답문제를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해 볼 수 있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 학생들간의 온라인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보다 오프라인 대면수업이 훨씬 더 익숙한 고령의 방송중·고 학생의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는 매우 높은 편이다. 이들의 학습 욕구와 동기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학습자 수준과 생활 패턴 등에 따른 실시간 화상수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습분석 활용을 위한 온라인 교육 환경·여건 차원에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일반중·고와 차별화된 방송중·고 학습자에 맞춘 다양한 선택교과를
개발하여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방송중·고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중·고 학생이 관심있고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좀 더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교사에게는 학습분석을 통해서 학습자의 주요
접속 시간대, 생활 패턴 등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둘째,
방송중·고 학생들은 방송중·고에 입학하기 전 학업 공백기가 긴 고령의 성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학습 환경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ICT 활용능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학습 절차와 단계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다.
방송중·고 학생은 학령기에 다양한 사유로 중등학력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놓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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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로, 온라인 교육이 직장 생활과 병행가능하고 향후 대학까지 진학, 진로, 취업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방송중·고를 선택하였다.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학생 개인별 양질의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면 교육의 만족도가 높아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
방송중·고에서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서 현재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은 오랜 학업 공백기를 갖고 있는 성인 학습자에게 기초 학력이 요구되는
영어, 수학 교과를 온라인 상에서 자기주도적인 반복 학습해야 하는 데에 있었다.
방송중·고 학생의 연령대나 학습 상황들을 고려하여 온라인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반복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접목
하여 빠르게 변화되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 대해서 부담도 느끼고 있으며, 방송중·고
교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의 교육이 일방향적이고 상호작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습분석을 활용하여 비슷한
연령대, 수준, 관심사, 생활 패턴, 요구를 갖고 있는 그룹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점차
확대한다면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더불어 학습분석을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 환경·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향후
온라인 교육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PC 보다는 모바일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송중·고의 대다수인 고령의 성인 학습자들은 입학 초기에는 온라인 학습
환경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모바일 자동 로그인 기능을 활용하여
모바일에서의 학습 비율을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기반으로 학습분석 데이터 수집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 온라인수업
온라인수업 교사들은 온라인 교육이 미이수 과목의 이수 및 학습 기회 제공 등의
프로그램에 국한된 지엽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학생들의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목적을 갖기를 바라고 있었다. 학습분석의 측면에서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언급하였다.
첫째, 체계적인 학생 관리를 위하여 학생들의 프로파일 데이터를 원하고 있었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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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지만 이수 기준이나 평가 방법과 같이 민감한
영역은 시·도교육청별로 다른 경우가 많다. 이에 서로 다른 시·도교육청의 학생들을
한꺼번에 관리해야 하는 온라인수업의 교과교사의 경우나 스쿨포유의 온라인 담임교사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기준들이 한꺼번에 정리된 학생 프로파일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둘째,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독려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알고 싶어
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접속하는 시간대에
맞추어 독려 메시지를 보낸다면 학생들이 교사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도록 학습 결과를 공유하기를 원하였다. 예를 들어
진도율이나 과제 제출율과 같은 결과를 공유한다면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
독려도 가능하고 과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요구나 성취 수준, 배경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외국으로부터의 중도편입학생이나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그
학생에게 맞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프로파일 데이터뿐 아니라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수업 학생들은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학습 효과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시험 준비를 할 때 온라인 교육이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그 효율성이나 편리성에 만족한다고 표현하였다. 다만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학습분석의 측면에서는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학습 방법이나 학습 내용에 대한 안내가 좀 더 세심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어떤 경로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었는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세부적인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익숙해지기까지 학생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 예를 들어 학교 내 동아리 등의
또래 집단을 통하여 그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기에, 온라인 교육을 위한 기본 정보를
학생들이 속해 있는 집단에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고려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프로파일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야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에게 어떤 학습 결과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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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습 진도를 위해서 현재와 같이 권장 진도율과 자신의 진도율을 비교하여
보이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학생들의 평균 진도율보다도 권장
진도율을 자신의 진도율과 함께 보여주는 방식은 성실하게 학습하게 만들어서 수업
이수와 동시에 좋은 학습 습관을 만들어 준다는 효과가 있다. 또한 형성평가의 경우에는
자신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오답만을 모아 다시 풀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이 또한 올바른 학습 습관을 심어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재미있는 교육 내용과 다양한 교육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교사들에 비해 재미있는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또한 평소에는 자주 활용하지 못하는
교육 방법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학생들이 어떤 콘텐츠에 재미를 느끼고,
어떤 방식을 새롭게 느끼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콘텐츠라도 전달하는
방식의 차이 또는 교육하는 방법에 차이에 따라 어떤 콘텐츠를 선택하고 어디에서 오래
머무르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교사는 온라인 교육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는 배경 에서 등장
하였고 시행 초기보다 점차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다양한 진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학습분석을 통해서 참여 학생에 대해서 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에서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서 현재 온라인
교육이 가지는 한계 및 문제점으로는 국가 교육 정책 방향에 따르는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현장교사와 학생의 관심과 인식 부족, 시도별 평가나 운영 규칙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홍보 부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학습분석 활용 방안으로 첫째,
학생의 다양한 진로와 진학을 연계한 교육을 목표로 맞춤형 교육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주었다. 여러 선택 교과목의 특징과 안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희망 개설 과목에
대해서 학생의 요구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상이한 학생 수준에 맞춰 즉각적
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었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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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식을 모든 교과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각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과 자유로운 콘텐츠 활용, 원활한 자료 공유가 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습분석 활용을 위한 온라인 교육 환경·여건 차원에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참여 교사가 해당 학생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제공받고 있는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의 출석률 외에 학생의 요구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 실시간 화상수업 참여와 집중도, 학습 결과 등이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해당 수업이 진로, 진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얼마나 효과적인지 장기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은 자신의 진학과 진로를 고려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온라인공동교육
과정에 기대를 갖고 있었다.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나타내었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에서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서 현재 온라인
교육이 가지는 한계 및 문제점으로는 학생이 직접적으로 안내 받는 소속 학교 차원에서
온라인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절차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부족한 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교사와의 다양한 피드백, 학생간 토론이나 참여, 다양한 자료 활용 같은 상호작용의
미비, 강의식 위주의 수업 방식 등이 있었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학습분석 활용 방안은 첫째,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에게 그룹이 아니라 1:1 차원의 맞춤형 피드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자신의 현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개인에게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둘째, 평가와 시험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었다. 또한 수업 종료 후 연계 수업 또는 후속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하여 자신의 관심 영역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셋째, 학습자 참여와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었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교사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모든 교과에 일괄적인 교수학습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각 교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과 자유로운 콘텐츠 활용,
원활한 자료 공유가 지원되어야 한다. 화상교육이 적합한 온라인에 맞는 교과 개설,
온라인 환경에 맞는 수업 구성, 수업 공지 알림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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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학습분석 활용을 위한 온라인 교육 환경·여건 차원에서도 개선이 요구
된다. 학습분석의 환경에 대해서 PC 보다는 모바일이나 앱(app) 활용 확대, 수강
신청부터 평가까지의 분야별 카테고리의 재정리, 시스템 기능의 효율화, 간결화 등이
필요하다.
라) 건강장애 원격수업
건강장애 원격수업 교사들은 본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유급방지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정서적 지원을 해 줄 수 있기를 바랐고, 학교 복귀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
에게는 학습 성취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도움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에
학습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를 원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목적이나 동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전화
또는 화상 상담을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계획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학습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프로파일 데이터 생성·
기록 및 공유가 필요하다. 현재 치료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학습 기회 제공도 중요하지만
교사 또는 또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소속감을 느끼고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반면 치료를 모두 마치고 학교 복귀를 앞둔 학생에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 평가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생들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교육 콘텐츠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다양한 교육 방법, 예를 들어 동영상 수업뿐 아니라 화상수업이나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화상특강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어떤 교육적 방법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고
재미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는 재미있는 교육 콘텐츠와 평가의 용이성에 대한 요구가
컸다. 오랜 병원생활에 지쳐있는 건강장애 학생들의 경우, 스쿨포유로 제공되는 교육이
유일한 탈출구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재미있는 교육 콘텐츠와 교사 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요구가 컸다. 따라서 조금은 느리지만 학생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동적인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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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화상수업의 다양화와 상호작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건강장애 학생들이 수업은 스쿨포유를 통하여 듣지만 평가는 원적학교에
가서 치러야 하는 한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학교 수업 진도와 스쿨포유 수업 진도와의
상이성, 평가 범위 또는 기간에 대한 이해 부족, 건강 또는 위생상의 이유 등으로 학교에
가서 평가를 치를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건강장애 학생들의 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 이스쿨
학생선수 교사들은 이스쿨 온라인교육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동이 잦은 학생선수들에게 매우 필요한 학습방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으나,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 의무적인 보충수업으로 운영되는 한계로 인해 학생들의
의욕저하, 피로감, 불성실한 태도 등을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교사들은 시스템
개선보다는 학습동기 유발, 효과적인 학습방법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운동과
학습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하는 학생선수들에게 온라인학습이 도움이 되려면 효과적인
학습방법, 학습노하우가 제공되기를 원하였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습시간이 부족한
학생선수들에게 학습분석을 통해 얼마나 학습했는지,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학습멘토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나아가
학습의 결과로서 학생이 성취도 향상을 경험하게 되면 학습의욕도 점점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도 제안하였다. 기타 여건으로는 이동이 잦은 학생선수들의 특성상 휴대폰 앱을
활용한 학습 지원, 일부 학생들을 위한 심화학습 제공 등이 요청되었다.
학생선수들은 이스쿨이라는 온라인교육에 대해 수업결손을 보충하여 정규수업 참여와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학습효과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스쿨 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마이페이지 기능, 온라인학습상담 등이
개선되기를 원하였다. 학생들은 본인의 학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어 내가
학습한 교과와 진도율, 우리학교 교육과정에 비추어 들어야 할 교과, 나에게 추천할 교과,
추천할 학습내용 등이 제공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수업결손이 잦은
학생선수들이기에 학습내용 중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알려주기, 내용 정리하기, 선생님께
묻고 답하기 등의 기능이 있다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 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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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들은 이스쿨 학습이 정규수업과 운동 이외에 추가적인 학습 시간이기 때문에
동기유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흥미로운 영상, 멀티미디어, 퀴즈나 형성평가 등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부 학생의 경우, 수준별 학습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
하였다.
바)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학습지원 사업 담당자는 학교 밖 학습자에게 온라인교육이 필수적인 학습방법이므로
반드시 지원되기를 원했으나, 한편으로 불성실 학습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학습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학교 밖 학력인정을 위해 학습자가
이수해야 하는 학습량, 학습내용 대비 진도율, 학습상황 등에 대해 시스템 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점을 학습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 응답하였다. 따라서
학습지원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학교 밖 학습자가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학습교과, 이수시수 등이 얼마인지, 목표 대비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의 학습상황 정보라고 말하였다. 더불어 학습분석을 통해 학교 밖 학습자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난이도 테스트를 통해 학습자의 선택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도 불성실 학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학습지원 참여 학생의 경우, 학력인정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온라인교육이
필요하다는 참여의 동기가 명확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학습지원 시스템이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흥미로운 콘텐츠,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기능 제공 등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현재 통영상으로만 학습이 제공되고 있어, 학습 중에 흥미를
유발하거나 학습을 촉진시키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학습분석을 통해 학습자 개개인에게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학습분석이 개인의 학습성취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였다. 이상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학습 중에 ‘퀴즈’와 같은 방식으로 학습동기를 유발하면서
즉각적으로 본인의 학습 결과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기를 원하였다. 학습분석을
통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성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본인이 선택적으로
제공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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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델파이

가. 조사 개요
전문가델파이 조사는 학습분석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는 총 2회로 진행되었으며, 1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으로,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성된 구조화된 질문으로
제시되었다. 조사는 이메일을 통한 질문지 발송과 회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

전문가델파이 조사를 위해 총 20명의 전문가를 선정·모집하였다. 일차적인 전문가
선정은 교육부의 ‘교육용 콘텐츠 진흥·육성 협의회18)’ 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용
콘텐츠 경쟁력 확보와 공공 교육용 콘텐츠 공동 활용을 위한 자문 및 실무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의 성격과 온라인 교육은 물론 맞춤형 교육에 있어 교육용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였다. 협의회 위원 중 13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7명의 전문가는
추가적으로 선정·모집하였다. 20명의 전문가 패널 모두 1~2차 조사에 응답하였다. <표
Ⅳ-3>은 전문가델파이 조사 패널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

18) 정책분과와 운영 분과로 구성됨. 정책분과는 기관 본부장급 이상, 대학, 현장전문가 등 13명으로 정책
수립, 과제 발굴, 현황 진단 및 분석 등 연구지원을 역할로 함. 운영분과는 콘텐츠 개발기관별 실무 부서
장급 8명으로 콘텐츠 공동개발 가이드라인 개발·적용, 개발산출물 유통서비스 시범운영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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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전문가델파이 조사 패널 정보
구분

이름

소속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관기관
(10명)

국립특수교육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익명처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신여자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북대학교

학계
(8명)

한양대학교
상탑초등학교
백석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산업계
(2명)

㈜유비온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2) 조사 내용

가) 1차 조사 내용
우선 1차 전문가델파이 조사는 크게 9가지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현행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다. 본 문항에 대한 참여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연구의 초점이 되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하였다.
둘째, 학습분석을 통한 현행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역할 기대에 대한
것이다. 셋째,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학교 및 위탁교육기관, 그리고 교사의 역할을 묻고 있다. 넷째,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을 위해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습 데이터는
무엇인가이다. 다섯째,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습분석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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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시나리오를 제안하는 것이다. 여섯째,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적용 관련 현재의
장애요인이다. 구체적으로 법·제도, 윤리적, 기술적, 인적 여건, 기타 장애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일곱째,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우려 사항으로, 앞의 장애요인과 같은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답하도록 하였다. 여덟째,
학습분석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시스템(LMS) 개선 사항이다, 마지막 아홉째는
학습분석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선 사항을 물었다. <표 Ⅳ-4> 1차 조사
문항 제시와 함께 2차 조사와의 연계성을 나타낸다. 1차 조사 문항 중에 ①, ⑥, ⑧,
⑨문항에 대한 응답은 구조화된 문항으로 2차 조사 항목으로 제시되었다. 나머지 문항은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되었다.
<표 Ⅳ-4>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문항
번호

문항 내용

비고
(2차 조사 연계성)

1

현행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2차 조사 연계

2

학습분석을 통한 현행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대
역할

3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학교 및 위탁교육기관, 그리고 교사의 역할

4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을 위해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습 데이터

5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습분석 활용 사례 또는
시나리오

6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적용 관련 현재의 장애요인

7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우려
사항

8

학습분석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시스템(LMS) 개선 사항

2차 조사 연계

9

학습분석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선 사항

2차 조사 연계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관련
참고 자료 활용

2차 조사 연계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관련
참고 자료 활용

나) 2차 조사 내용
2차 전문가델파이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크게 4가지 영역,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활용의 장애 요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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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을 위한 콘텐츠 측면의 개선 사항, 그리고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시스템 측면의 개선사항에 대해 총 62문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4가지 영역의 2차
전문가델파이 조사 문항이 도출된 과정은 아래 1차 전문가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각 온라인 교육의 학습자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문항과 온라인 학습환경과 오프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차이점,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의 어려움, 그리고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교수자가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였다. 추가 개방형
질문은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도출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추가
개방형 문항의 응답 결과는 [부록 6]에 정리하였다.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성된 4가지 영역에 대한 2차 전문가델파이 조사 내용을

영역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과 관련하여 총 18문항이 제시되었다. 이 영역의 각
문항은 1차 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으로, ‘개선(해결)
중요성’과 ‘개선(해결) 가능성’을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활용의 장애 요인은 4가지 세부 영역에 총 21문항이 제시되었으며, ‘장애 요인
해소 중요성’과 ‘장애 요인 해소 가능성’을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콘텐츠 측면의 개선 사항으로는 총 13문항이
제시되었으며, ‘개선 사항 중요성’과 ‘개선 사항 실현 가능성’을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시스템 측면의
개선 사항으로는 총 10문항이 제시되었으며, ‘개선 사항 중요성’과 ‘개선 사항 실현
가능성’을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Ⅳ-5>는 각 조사 영역 및 문항
내용을 나타낸다.

<표 Ⅳ-5>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문항
영역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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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영역 및 문항 내용
①
②
③
④
⑤

학교교육의 보완책으로서 온라인 교육의 효율성에 초점
학교 교육과정과 접목되지 못하는 교과 외 활동으로 인식
명확한 지침과 매뉴얼 미흡
시도교육청별 이수 기준 차이
적절한 학생 평가 방법 및 방안의 미흡

척도
Likert 5점 척도:
개선(해결) 중요성
과 개선(해결) 가
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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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 영역 및 문항 내용

법·
제도
측면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학습시간(학습진도율)에 따른 이수 처리 방식
교육 초기 단계에서의 높은 학습(중도)탈락율
지식 전달형 콘텐츠와 교육방법
학습자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교육적 경험 미흡
학습 대상과 목적에 따른 콘텐츠 제공이 여려움
교수자-학습자 간, 학습자-학습자 간 상호작용 어려움
동기부여 미흡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유도 한계
개별 학습자의 요구와 동기 파악 어려움
학습자의 학습수준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처치 미흡
학습과정에 대한 점검과 그에 따른 학습지원 미흡
학습결과의 분석을 통한 학습 개선과 진로 탐색 연계 미흡
기초학력 지원 및 보충 기회 미흡
온라인 교육에 대한 교원 전문성 부족

①
②
③
④

잦은 교육정책 및 제도의 변화
학생 대상별 정책부서의 다양성
교육용 콘텐츠 활용 관련 저작권 문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의 제약

①
②
윤리적
③
측면
④
⑤

온라인
①
교육에서
학습분석
②
활용의
기술적 ③
장애
측면 ④
요인
⑤
⑥
⑦

인적
여건
측면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콘텐츠 측면의
개선 사항

①
②
③
④
⑤

척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윤리적 타당성 부족
개인정보의 윤리적 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
학습자 수준 분석 등으로 인한 낙인효과
개인과 타인의 지나친 비교 분석 문제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학습모델을
구축하는 기술 한계
학습 데이터의 양 증가에 따른 처리 속도
학습분석에 대한 낮은 국내 기술 성숙도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
학습 데이터 수집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미흡
학습분석 자동화를 위한 고차원적 인공지능 기술 보편화 미비
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국가적인 지식분류체계 부재

Likert 5점 척도:
장애 요인 해소
중요성과 장애
요인 해소 가능성

학습분석 곤련 업무를 어디서 누가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학습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미비
학습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 미비
전문 학습 튜터의 부재
학습자 개인별 특성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교수자의 역량
미비

① 기존의 전통적인 로그파일 수집 외에 학습자 행동 데이터(눈깜박임,
시선 이동 등) 수집을 위한 시스템 설계
② 쌍방향 수업 방식 도입
③ 개인별 학습과정에 대한 포트폴리오 제공
④ 비정형 데이터 수집 방법 적용
⑤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신경망 분석과 기계학습 도입
⑥ 시멘틱 웹(semantic web) 특성 반영

Likert 5점 척도:
개선 사항
중요성과 개선
사항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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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 영역 및 문항 내용

척도

⑦ 학습분석 기능과 타 LMS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와
시스템 표준화
⑧ 대시보드(dashboard) 기능 추가
⑨ 학생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보상시스템 적용
⑩ 학습분석의 기능을 전통적인 LCMS 차원에서 LRS(Learning
Record Store)으로 전환
① 일방향적 이러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용 콘텐츠와 서비스
신설
② 콘텐츠의 양적 확대와 다양화
③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보다 개인이나 민간에 의한
다양한 콘텐츠 생성
④ 세상에 널려있는 콘텐츠를 공유하고 유통할 수 있는 체제 구축
학습분석 기반 ⑤ 자유로운 콘텐츠 유통을 위한 저작권 문제 해결
맞춤형
⑥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주제 중심 자원 지도(디지털 학습자원
교육지원을 위한
지도, 학습잘 관계 지도 등) 개발
시스템 측면의 ⑦ 콘텐츠 간의 위계성과 관계성 분석
개선 사항
⑧ 디지털 자원지도 또는 학습자료 관계지도 등을 고려한 콘텐츠 설계
⑨ 같은 내용을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과 학습스타일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⑩ 잘게 쪼개어 짧은 단위로 콘텐츠 분절화 및 모듈화
⑪ 분절화 및 모듈화된 콘텐츠에 대한 풍부한 메타정보 태깅
⑫ 다양한 수준의 평가문항과 오답 분석에 따른 처방적 콘텐츠 개발
⑬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력 콘텐츠 개발

Likert 5점 척도:
개선 사항
중요성과 개선
사항 실현 가능성

3) 분석 방법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된 1차 조사 결과의 분석은 각 문항별로 모아진 패널의 응답에
대해 개방형 코딩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패널 각각의 응답을 하나의
구절(phrase)로 요약하였다. 요약된 구절의 내용을 분석하여, 유사한 내용은 다시 새로운
하나의 구절로 통합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1차 조사 결과 분석이 완료되었다. 1차
조사 결과 분석으로 도출된 구절은 2차 조사의 문항으로 제공되었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마인드맵(mind map)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1차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2차 조사 문항은 앞의 <표 Ⅳ-5>에 제시된 바와

같이, Likert 5점 척도로 제시되었고, 각 문항에 대해 ‘중요성’과 ‘가능성’의 정도를 묻고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중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응답은 평균(M), 표준편차(SD),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합의도와 수렴도를 통해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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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합의도와 수렴도는 전문가 패널의 의견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0.75 이상, 0.5 이하를 유의한 판단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는 각 문항에 대한 중요성과

가능성의 해석에 있어 부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이지 결과 분석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나. 조사 결과
1) 1차 조사 결과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된 1차 전문가델파이 조사 결과를 문항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차 조사 문항 중에서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활용의 장애 요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콘텐츠 측면의 개선
사항, 그리고 시스템 측면의 개선 사항에 대한 응답을 종합한 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온라인 교육의 한계와 문제점은 크게 온라인 교육에 대한 기대와 인식, 온라인
교육의 세부 운영 지침,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방법, 학습자에 대한 진단과 처치, 그리고
온라인 교육에 대한 교원 전문성을 포함한 다섯 가지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Ⅳ-6>은 델파이 조사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온라인 교육의 한계와 문제점을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Ⅳ-6>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구분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영역 및 내용
온라인 교육에 대한
기대와 인식




학교교육의 보완책으로서 온라인 교육의 효율성에 초점
학교 교육과정과 접목되지 못하는 교과 외 활동으로 인식

온라인 교육의 세부
운영 지침






명확한 지침과 매뉴얼 미흡
시도교육청별 이수 기준 차이
적절한 학생 평가 방법 및 방안의 미흡
학습시간(학습진도율)에 따른 이수 처리 방식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방법






지식 전달형 콘텐츠와 교육방법
학습자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교육적 경험 미흡
교수자-학습자 간, 학습자-학습자 간 상호작용 어려움
동기부여 미흡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유도 한계

145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구분

영역 및 내용



학습자에 대한 진단과

처치



온라인 교육에 대한
교원 전문성



교육 초기 단계에서의 높은 학습(중도)탈락률
학습 대상과 목적에 따른 콘텐츠 제공이 여려움
개별 학습자의 요구와 동기 파악 어려움
학습자의 학습수준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처치 미흡
학습과정에 대한 점검과 그에 따른 학습지원 미흡
학습결과의 분석을 통한 학습 개선과 진로 탐색 연계 미흡
기초학력 지원 및 보충 기회 미흡
온라인 교육에 대한 교원 전문성 부족

학습분석 활용과 관련한 법·제도, 윤리적, 기술적, 그리고 인적 여건 측면의 장애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표 Ⅳ-7>와 같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온라인 교육의
정책 추진체제의 한계와 저작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의 제약 사항이 제시되었다.
윤리적 측면에서는 학습분석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학습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의도
하지 않은 학습자에 대한 일종의 낙인효과가 장애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데이터 표준화 미흡, 학습분석 자동화 등을 위한 기술 미성숙, 그리고 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지식분류체계의 부재가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인적 여건 측면에서는
적절한 학습분석 서비스 기관 선정과 함께 학습분석 전문가의 부족이 장애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특히 교수자와 교육전문가의 학습분석 역량의 미비가 지적되었다.
<표 Ⅳ-7>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활용의 장애 요인
구분

영역 및 내용
법·제도
측면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활용의 장애
요인








윤리적 측면 



기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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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윤리적 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
학습자 수준 분석 등으로 인한 낙인효과
개인과 타인의 지나친 비교 분석 문제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학습모델을 구축하는 기술
한계
학습 데이터의 양 증가에 따른 처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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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역 및 내용

인적 여건
측면







학습분석에 대한 낮은 국내 기술 성숙도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
학습 데이터 수집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미흡
학습분석 자동화를 위한 고차원적 인공지능 기술 보편화 미비
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국가적인 지식분류체계 부재







학습분석 관련 업무를 어디서 누가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학습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미비
학습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 미비
전문 학습 튜터의 부재
학습자 개인별 특성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교수자의 역량 미비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을 위한 콘텐츠 측면의 개선 사항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육용 콘텐츠의 다양화, 교육용 콘텐츠 생성·공유체제 마련, 디지털
학습자원지도 개발, 그리고 모듈형 교육용 콘텐츠 개발이다. <표 Ⅳ-8>은 1차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콘텐츠 측면의 개선 사항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Ⅳ-8>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콘텐츠 측면의 개선 사항
구분

영역 및 내용

교육용
콘텐츠의
다양화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용 콘텐츠
교육지원을 생성·공유체제
위한 콘텐츠
마련
측면의 개선
사항
디지털
학습자원지도
개발







콘텐츠의 양적 확대와 다양화
일방향적 이러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용 콘텐츠와 서비스 신설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력 콘텐츠 개발
다양한 수준의 평가문항과 오답 분석에 따른 처방적 콘텐츠 개발
같은 내용을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과 학습스타일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보다 개인이나 민간에 의한 다양한
콘텐츠 생성
세상에 널려있는 콘텐츠를 공유하고 유통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자유로운 콘텐츠 유통을 위한 저작권 문제 해결







모듈형 교육용

콘텐츠 개발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주제 중심 자원 지도(디지털 학습자원 지도,
학습잘 관계 지도 등) 개발
디지털 자원지도 또는 학습자료 관계지도 등을 고려한 콘텐츠 설계
잘게 쪼개어 짧은 단위로 콘텐츠 분절화 및 모듈화
분절화 및 모듈화된 콘텐츠에 대한 풍부한 메타정보 태깅
콘텐츠 간의 위계성과 관계성 분석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을 위한 시스템 측면의 개선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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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학습자의 심층 데이터 수집 기술 적용, 학습동기 유발 기제 적용, 학습자 개별
학습이력 관리체제 마련, 그리고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표준화로 나뉜다. <표
Ⅳ-9>는 1차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시스템 측면의 개선 사항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Ⅳ-9>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시스템 측면의 개선 사항
구분

영역 및 내용





기존의 전통적인 로그파일 수집 외에 학습자 행동 데이터(눈깜박임,
시선 이동 등) 수집을 위한 시스템 설계
비정형 데이터 수집 방법 적용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신경망 분석과 기계학습 도입
시멘틱 웹(semantic web) 특성 반영

학습동기 유발
기제 적용




쌍방향 수업 방식 도입
학생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보상시스템 적용

학습자 개별
학습이력 관리체제
마련




개인별 학습과정에 대한 포트폴리오 제공
대시보드(dashboard) 기능 추가



학습분석 기능과 타 LMS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와
시스템 표준화
학습분석의 기능을 전통적인 LCMS 차원에서 LRS(Learning Record
Store)19)으로 전환

학습자의 심층
데이터 수집 기술
적용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시스템
측면의 개선
사항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표준화



2차 조사와 연계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학습분석에 대한 기대 역할,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학교 및 위탁교육기관, 그리고 교사의 역할,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을 위해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습 데이터,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우려 사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부록 5]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19) LRS(Learning Record Store): 학습자의 학습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검색하는데 사용되는
시스템(출처: “What is an LRS – Learning Record Store?” eLearning News, last modified Mar. 6,
2019, accessed Oct. 3, 2019, http://www.elearningnews.it/en/view-pdf/what-is-an-lrs-learningrecord-store—AR-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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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조사 결과

가)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개선(해결)의 중요성과 가능성
<표 Ⅳ-10>은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으로 도출된 항목 중에서 개선의 중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응답 결과다. 온라인 교육에 대한 기대와 인식과 관련하여 학교교육의
보완책으로서 온라인 교육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 중요성과 가능성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교육의 세부 운영 지침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지침과
매뉴얼 미흡이 중간 정도의 개선 중요성과 함께 비교적 높은 개선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절한 학생 평가 방법 및 방안의 미흡은 높은 개선 중요성을 보였지만
개선 가능성은 보통 수준을 보였다.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방법과 관련해서는 모두 문항이
높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식 전달형 콘텐츠와 교육방법, 학습자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교육적 경험 미흡에 대한 개선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학습자에 대한
진단과 처치와 관련해서는 기초학력 지원 및 보충 기회 미흡을 제외하고 모두 높은 개선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개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된 항목은
학습과정에 대한 점검과 그에 따른 학습지원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교육에 대한 교원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중요성과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선
중요성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문항을 중심으로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교육에 대한 기대와 인식 측면이다. 학교교육의 보완책으로서 온라인
교육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 중요성(M=4.25)과 가능성(M=4.05)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둘째, 온라인 교육의 세부 운영 지침 측면이다. 명확한 지침과 매뉴얼 미흡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개선 중요성(M=3.15)을 나타낸 반면 비교적 높은 개선 가능성(M=3.90)을
보인 반면, 두 가지 모두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은 미달하였다. 적절한 학생 평가 방법
및 방안의 미흡은 높은 개선 중요성(M=3.90)을 보였지만 개선 가능성(M=3.25)은 보통
수준을 보였고, 개선 중요성만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셋째,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방법 측면이다. 지식 전달형 콘텐츠와 교육방법은 매우
높은 개선 중요성(M=4.30)과 비교적 높은 개선 가능성(M=3.80)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학습자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교육적 경험
미흡에 대해서는 높은 개선 중요성(M=4.00)과 비교하여 개선 가능성(M=3.30)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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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나타냈는데, 두 가지 모두 합의도와 수렴도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교수자학습자 간, 학습자-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모두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치를 충족하였는데, 개선 중요성(M=3.95)과 비교하여 개선 가능성(M=3.75)은 다소
낮게 보고 있었다. 동기부여 미흡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유도 한계에 대해서는 개선
중요성(M=3.85)은 비교적 높았으나 개선 가능성(M=3.25)은 보통 정도로 나타났고, 두
가지 모두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넷째, 학습자에 대한 진단과 처치 측면이다. 교육 초기 단계에서의 높은 학습(중도)
탈락률은 높은 개선 중요성(M=3.80)에 비해 개선 가능성(M=2.75)은 낮은 편이었고,
중요성과 가능성 모두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은 충족하지 못했다. 학습 대상과 목적에 따른
콘텐츠 제공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높은 개선 중요성(M=4.05)과 비교하여 개선 가능성
(M=3.65)은 낮았는데, 합의도와 수렴도 측면에서 개선 가능성만이 기준을 충족하였다.

개별 학습자의 요구와 동기 파악 어려움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개선 중요성(M=4.20)에
비해 개선 가능성(M=3.25)은 보통 정도로 나타났으며, 개선 중요성만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학습자의 학습수준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처치 미흡에
대해서는 개선 중요성과 가능성 모두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했고, 개선 중요성
(M=4.55)과 비교하여 개선 가능성(M=3.55)이 낮게 나타났다. 학습과정에 대한 점검과

그에 따른 학습지원 미흡에 대해서는 개선 중요성과 가능성 모두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했고, 개선 중요성(M=4.05)과 비교하여 개선 가능성(M=3.85)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학습결과의 분석을 통한 학습 개선과 진로 탐색 연계 미흡에 대해서는 개선 중요성만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했으며, 개선 중요성(M=4.25)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개선
가능성(M=3.60)은 보통을 상회하는 정도로 나타났다.
끝으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교원 전문성 부족은 개선 중요성(M=3.70)과 가능성
(M=3.70) 모두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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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개선(해결)의 중요성과 가능성
개선(해결) 중요성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합의도 수렴도 평균

표준
편차

4.25

0.72

2

5

0.75 0.50 4.05

0.69

2

5

1.00 0.00

3.45

1.28

2

5

0.14 1.50 3.45

0.94

2

5

0.75 0.50

명확한 지침과 매뉴얼
미흡

3.15

1.27

1

5

0.58 0.63 3.90

1.07

2

5

0.50 1.00

시도교육청별 이수 기준
차이

3.00

1.41

1

5

0.25 1.13 3.55

1.23

1

5

0.63 0.75

적절한 학생 평가
방법/방안의 미흡

3.90

1.25

1

5

0.75 0.50 3.25

1.16

1

5

0.33 1.00

학습시간(학습진도율)에
따른 이수 처리 방식

3.10

1.21

1

5

0.33 1.00 3.50

1.32

1

5

0.63 0.75

지식 전달형 콘텐츠와
교육방법

4.30

0.66

3

5

0.75 0.50 3.80

0.62

2

5

1.00 0.00

학습자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교육적 경험 미흡

4.00

1.21

1

5

0.69 0.63 3.30

1.03

1

5

0.67 0.50

3.95

0.69

2

5

1.00 0.00 3.75

1.07

1

5

0.94 0.13

동기부여 미흡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유도
한계

3.85

0.93

2

5

0.50 1.00 3.25

0.85

2

5

0.67 0.50

교육 초기 단계에서의
높은 학습(중도)탈락율

3.80

1.01

2

5

0.69 0.63 2.75

0.91

1

4

0.67 0.50

학습 대상과 목적에 따른
콘텐츠 제공의 어려움

4.05

0.94

2

5

0.50 1.00 3.65

1.09

1

5

0.75 0.50

개별 학습자의 요구와
동기 파악 어려움

4.20

0.70

3

5

0.75 0.50 3.25

0.79

2

5

0.67 0.50

학습자의 학습수준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처치 미흡

4.55

0.60

3

5

0.80 0.50 3.55

0.94

1

5

0.75 0.50

학습과정에 대한 점검과
그에 따른 학습지원 미흡

4.05

0.94

1

5

0.75 0.50 3.85

0.67

2

5

1.00 0.00

학습결과의 분석을 통한
학습 개선과 진로 탐색
연계 미흡

4.25

0.91

2

5

0.75 0.50 3.60

1.23

1

5

0.63 0.75

기초학력 지원 및 보충
기회 미흡

3.40

1.19

2

5

0.50 1.00 3.75

1.07

2

5

0.69 0.63

3.70

1.17

2

5

0.44 1.13 3.70

1.22

1

5

0.50 1.00

온라인 교육에
대한 기대와 인식 학교 교육과정과 접목되지
못하는 교과외 활동으로
인식

지식 전달 중심의 교수자-학습자 간,
교육방법
학습자-학습자 간
상호작용 어려움

학습자에 대한
진단과 처치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개선(해결)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도 개선(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정도
평균

학교교육의 보완책으로서
온라인 교육의 효율성에
초점

온라인 교육의
세부 운영 지침

개선(해결) 가능성

온라인 교육에
온라인 교육에 대한 교원
대한 교원 전문성 전문성 부족

최소 최대 합의도 수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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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활용의 장애 요인 해소 중요성과 가능성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활용의 장애 요인 해소 중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모두 높은 중요성을 보인 반면, 해소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윤리적 측면에서 높은 해소 중요성을 보인 항목은 개인정보
관련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윤리적
타당성 부족, 개인정보의 윤리적 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이었다. 이들 항목에 대한 해고
가능성 역시 높게 나타났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학습모델을 구축하는 기술 한계,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 학습 데이터 수집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미흡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장애 요인의 해소 가능성 역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인적 여건 측면에서는
학습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미비, 학습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전문가 미비의
중요성이 높았는데, 이 중 전문 인력 확보 가능성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
요인으로서 전문 학습 튜터의 부재에 대한 중요성은 높지 않았다. 장애 요인 해소
중요성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문항을 중심으로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제도 측면에서는 모두 높은 중요성을 보인 반면, 해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잦은 교육정책 및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높은 해소 중요성
(M=4.05)에 비해 해소 가능성(M=2.84)는 낮았으며, 두 가지 모두 합의도와 수렴도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학생 대상별 정책부서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해소 중요성
(M=3.85)은 비교적 높았으나 해소 가능성은(M=3.00)은 보통으로 나타났고, 두 가지 모두

합의도와 수렴도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교육용 콘텐츠 활용 관련 저작권 문제의 해소
중요성(M=4.20)은 높게 나타난 반면, 해소 가능성(M=3.30)은 보통 정도로 나타났으며,
합의도와 수렴도는 해소 중요성만이 기준을 충족하였다.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의 제약에
대해서 해소 중요성(M=4.55)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해소 가능성은 보통 정도로 나타났고,
합의도와 수렴도는 해소 중요성만 기준을 충족했다.
윤리적 측면에서는 우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해소 중요성
(M=3.85)과 가능성(M=3.85) 모두 비교적 높은 편이었는데,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은 해소

가능성만 충족하였다.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윤리적 타당성 부족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해소 중요성(M=3.80)과 가능성(M=3.80)을 나타냈는데, 해소 가능성만 합의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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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개인정보의 윤리적 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에 대해서는 해소
중요성(M=3.90)과 가능성(M=4.11)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두 가지 모두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학습자 수준 분석 등으로 인한 낙인효과에 대해서는 해소
중요성(M=3.55)은 보통을 상회하는 정도였고 해소 가능성(M=3.75)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두 가지 모두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개인과 타인의 지나친 비교 분석
문제의 해소 중요성(M=3.20)은 보통 정도였고, 해소 가능성(M=3.84)은 비교적 높았으나,
역시 두 가지 모두 합의도와 수렴도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우선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학습모델을 구축하는 기술 한계에 대해서 높은 해소 중요성(M=4.00)과 가능성(M=4.00)을
나타냈는데, 두 가지 모두 합의도와 수렴도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학습 데이터의 양
증가에 따른 처리 속도에 대해서는 해소 중요성(M=3.20)은 낮게 나타난 반면, 해소
가능성(M=4.25)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도 충족하였다. 학습
분석에 대한 낮은 국내 기술 성숙도에 대해서는 해소 중요성(M=3.65)은 보통 이상을
나타냈고, 해소 가능성(M=4.20)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합의도와 수렴도는 해소 가능성만
기준을 충족하였다.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해소 중요성(M=4.35)과 함께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였고, 해소 가능성
(M=3.90)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은 충족하지 못했다. 학습

데이터 수집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미흡에 대해서도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한 매우
높은 해소 중요성(M=4.25)을 나타낸 반면, 해소 가능성(M=3.75)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고 합의도와 수렴도 역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학습분석 자동화를 위한 고차원적
인공지능 기술 보편화 미비에 대해서는 높은 해소 중요성(M=3.90)과 가능성(M=3.90)을
나타냈으나, 해소 가능성만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국가적인 지식분류체계 부재에 대해서는 해소 중요성(M=3.75)과 가능성(M=3.70) 모두
보통 이상을 나타냈으나, 두 가지 모두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은 충족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인적 측면의 장애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학습분석 관련 업무를
어디서 누가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해소 중요성(M=3.50)과 가능성(M=3.75) 모두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두 가지 모두 합의도와 수렴도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학습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미비에 대해서는 해소 중요성(M=4.20)은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해소 가능성(M=3.42)은 보통 정도로 나타났으며, 해소 중요성만 합의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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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학습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 미비에 대해서는 해소
중요성(M=4.10)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에 비해 해소 가능성(M=3.70)은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두 가지 모두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학습자 개인별 특성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교수자의 역량 미비에 대해서는 해소 중요성(M=3.75)과
가능성(M=3.5) 모두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두 가지 모두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표 Ⅳ-11>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활용의 장애 요인 해소 중요성과 가능성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활용의
장애 요인

장애 요인 해소 중요성

장애 요인 해소 가능성

학습분석 활용을 위해 해소되어야 하는 장애

학습분석 활용의 장애 요인의 해소가

요인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정도

평균
잦은 교육정책 및 제도의
변화

기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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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

최소 최대 합의도 수렴도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합의도 수렴도

4.05

1.08

2

5 0.50

1.00

2.84

1.07

2

5

0.25

0.75

3.85

1.18

1

5 0.50

1.00

3.00

1.12

2

5

0.20

1.00

4.20

0.95

2

5 0.75

0.50

3.30

0.98

1

5

0.71

0.50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의
제약

4.55

0.83

2

5 0.80

0.50

3.30

0.92

2

5

0.67

0.50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3.85

1.23

1

5 0.50

1.00

3.85

0.88

2

5

0.94

0.13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윤리적 타당성 부족

3.80

1.24

1

5 0.50

1.00

3.80

0.77

3

5

0.75

0.50

개인정보의 윤리적 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

3.90

1.07

1

5 0.69

0.63

4.11

0.88

3

5

0.50

1.00

학습자 수준 분석 등으로
인한 낙인효과

3.55

1.19

1

5 0.69

0.63

3.75

1.12

1

5

0.69

0.63

개인과 타인의 지나친 비교
분석 문제

3.20

1.20

1

5 0.33

1.00

3.84

1.17

1

5

0.50

1.00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학습모델을
구축하는 기술 한계

4.00

1.30

1

5 0.72

0.63

4.00

0.97

2

5

0.69

0.63

학습 데이터의 양 증가에
따른 처리 속도

3.20

1.15

1

5 0.58

0.63

4.25

0.91

2

5

0.78

0.50

학습분석에 대한 낮은 국내
기술 성숙도

3.65

1.27

1

5 0.50

1.00

4.20

0.70

3

5

0.75

0.50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

4.35

0.81

2

5 0.78

0.50

3.90

1.02

2

5

0.69

0.63

학생 대상별 정책부서의
법/제도 다양성
측면 교육용 콘텐츠 활용 관련
저작권 문제

윤리적
측면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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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활용의
장애 요인

장애 요인 해소 중요성

장애 요인 해소 가능성

학습분석 활용을 위해 해소되어야 하는 장애

학습분석 활용의 장애 요인의 해소가

요인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정도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합의도 수렴도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합의도 수렴도

학습 데이터 수집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미흡

4.25

0.97

2

5 0.78

0.50

3.75

1.02

2

5

0.69

0.63

학습분석 자동화를 위한
고차원적 인공지능 기술
보편화 미비

3.90

0.97

2

5 0.50

1.00

3.90

0.91

2

5

0.88

0.25

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국가적인 지식분류체계 부재

3.75

1.16

2

5 0.50

1.00

3.70

0.98

2

5

0.69

0.63

학습분석 관련 업무를
어디서 누가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3.50

1.10

1

5 0.71

0.50

3.75

1.02

2

5

0.69

0.63

학습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미비

4.20

1.01

1

5 0.75

0.50

3.42

1.07

2

5

0.63

0.75

인적 측면 학습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 미비

4.10

1.02

1

5 0.75

0.50

3.70

0.98

2

5

0.75

0.50

전문 학습 튜터의 부재

3.15

0.99

1

4 0.43

1.00

3.55

0.89

2

5

0.71

0.50

학습자 개인별 특성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교수자의 역량 미비

3.75

1.16

1

5 0.88

0.25

3.50

0.95

2

5

0.75

0.50

다)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선 사항의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선 사항에 대한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교육용 콘텐츠의 다양화와 관련한 문항은
교육과정과 연계된 기초학력 콘텐츠 개발을 제외면 높은 중요성을 나타냈으며, 가능성은
콘텐츠의 양적 확대와 다양화, 일방향적 이러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용 콘텐츠와
서비스 신설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교육용 콘텐츠 생성·공유체제 마련과 관련
해서는 모든 항목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그 가능성은 개인이나 민간에 의한
다양한 콘텐츠 생성을 제외하고, 다른 항목의 가능성은 낮은 편에 속한다. 디지털 학습
자원지도 개발과 관련한 항목의 중요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 한편, 실현 가능성은 모든
항목이 중간 정도를 나타냈다. 모듈형 교육용 콘텐츠 개발과 관련한 모든 항목은 매우
높은 중요성과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선 사항의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문항을 중심으로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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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육용 콘텐츠의 다양화 측면이다. 콘텐츠의 양적 확대와 다양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중요성(M=3.84)와 매우 높은 가능성(M=4.11)을 나타냈고,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은 가능성만 충족하였다. 일방향적 이러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용 콘텐츠와
서비스 신설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중요성(M=4.40)과 가능성(M=4.16)을 나타냈으며, 두
가지 모두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력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의 중요성(M=3.60)과 가능성(M=3.70)을 나타냈으며, 가능성
만이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다양한 수준의 평가문항과 오답 분석에 따른
처방적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는 높은 중요성(M=4.25)과 보통 이상의 가능성(M=3.50)을
나타냈고, 두 가지 모두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학습스타일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는 높은 중요성(M=4.30)에 비해 가능성(M=3.50)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중요성만이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둘째, 교육용 콘텐츠 생성·공유체제 마련에 대한 것이다. 개인이나 민간에 의한 다양한
콘텐츠 생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중요성(M=4.30)과 비교적 높은 가능성(M=3.85)을
나타냈는데, 합의도와 수렴도는 중요도만이 기준을 충족하였다. 세상에 널려있는 콘텐츠를
공유하고 유통할 수 있는 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높은 중요성(M=4.00)은 나타냈으나,
가능성(M=3.40)은 보통 정도였으며, 모두 합의도와 수렴도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자유로운 콘텐츠 유통을 위한 저작권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중요성(M=4.35)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도 충족하였으나, 그 가능성(M=2.80)은 낮은 수준
이었으며 합의도와 수렴도 역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셋째, 디지털 학습자원지도 개발 측면이다.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디지털 학습자원
지도의 설계와 개발에 대해서는 모두 보통 이상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나타냈으나, 모두
합의도와 수렴도면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넷째, 모듈형 교육용 콘텐츠 개발 측면이다. 짧은 단위로 콘텐츠 분절화 및 모듈화에
대해서는 높은 중요성(M=4.15)과 가능성(M=4.15)을 나타냈으며, 합의도와 수렴도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분절화 및 모듈화된 콘텐츠에 대한 풍부한 메타정보 태깅에 대해서도
앞의 문항과 동일한 양상의 결과를 나타냈다. 콘텐츠 간의 위계성과 관계성 분석에
대해서는 높은 중요성(M=3.95)에 비해 그 가능성(M=3.60)은 높지 않았으며, 모두 합의도와
수렴도 충족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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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선 사항의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개선 사항 중요성

개선 사항 실현 가능성

콘텐츠 측면의 개선 사항이 중요하다고

콘텐츠 측면의 개선 사항이 실현

판단하는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정도

콘텐츠 측면의 개선 사항
평균

교육용
콘텐츠의
다양화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합의도 수렴도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합의도 수렴도

콘텐츠의 양적 확대와 다양화 3.84

1.12

2

5 0.50

1.00

4.11

0.88

2

5 0.75 0.50

일방향적 이러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용
콘텐츠와 서비스 신설

4.40

0.75

3

5 0.80

0.50

4.16

0.76

3

5 0.75 0.50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력
콘텐츠 개발

3.60

1.23

2

5 0.25

1.50

3.70

0.66

2

5 0.75 0.50

다양한 수준의 평가문항과
오답 분석에 따른 처방적
콘텐츠 개발

4.25

0.79

3

5 0.75

0.50

3.50

1.05

1

5 0.75 0.50

같은 내용을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과 학습스타일에 따라
4.30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0.86

2

5 0.78

0.50

3.50

1.05

2

5 0.50 1.00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보다
4.30
개인이나 민간에 의한 다양한
콘텐츠 생성

0.92

2

5 0.78

0.50

3.85

0.93

2

5 0.50 1.00

4.00

1.17

1

5 0.50

1.00

3.40

1.23

1

5 0.50 1.00

자유로운 콘텐츠 유통을 위한
4.35
저작권 문제 해결

1.04

2

5 0.80

0.50

2.80

1.20

1

5 0.33 1.00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주제 중심 자원 지도(디지털
학습자원 지도, 학습자료
관계지도 등) 개발

3.70

1.17

1

5 0.50

1.00

3.45

1.10

1

5 0.67 0.50

3.60

1.23

1

5 0.50

1.00

3.35

1.23

1

5 0.43 1.00

4.15

0.75

3

5 0.75

0.50

4.15

0.81

2

5 0.75 0.50

0.88

2

5 0.75

0.50

4.20

1.01

2

5 0.78 0.50

1.00

2

5 0.50

1.00

3.60

1.27

1

5 0.69 0.63

교육용
콘텐츠
세상에 널려있는 콘텐츠를
생성·공유
공유하고 유통할 수 있는
체제 마련
체제 구축

디지털
학습자원
지도 개발 디지털 자원지도 또는
학습자료 관계지도 등을
고려한 콘텐츠 설계

잘게 쪼개어 짧은 단위로
콘텐츠 분절화 및 모듈화

모듈형
분절화 및 모듈화된 콘텐츠에
교육용
4.15
대한 풍부한 메타정보 태깅
콘텐츠 개발
콘텐츠 간의 위계성과 관계성
3.95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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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사항의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사항에 대한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Ⅳ-13>과 같다. 학습자의 심층 데이터 수집 기술 적용과
관련해서는 비정형 데이터 수집 방법 적용과 시멘틱 웹 특성 반영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실현 가능성 역시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습동기 유발
기제 적용과 관련해서는 쌍방향 수업 방식 도입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실현
가능성은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보상 시스템의 적용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높은
가능성을 나타냈다. 학습자 개별 학습이력 관리체제 마련과 관련해서는 개인별 학습
과정에 대한 포트폴리오 제공의 중요성과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대시보드 기능
추가는 매우 높은 실현 가능성에 비해 보통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선 사항의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문항을 중심으로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심층 데이터 수집 기술 적용 측면이다. 학습자 행동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는 중요성(M=3.35)과 가능성(M=3.10) 모두 보통 정도를 나타냈으며,
두 가지 모두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비정형 데이터 수집 방법 적용에
대해서는 중요성(M=3.90)과 가능성(M=3.7) 모두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신경망 분석과 기계학습 도입에
대해서는 중요성(M=3.65)과 가능성(M=3.54) 모두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합의도와
수렴도는 중요성만 기준을 충족하였다. 시멘틱 웹 특성 반영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중요성(M=3.95)과 가능성(M=3.85)를 나타냈으나, 합의도와 수렴도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둘째, 학습동기 유발 기제 적용 측면이다. 쌍방향 수업 방식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중요성(M=4.25)에 비해 가능성(M=3.58)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두 가지 모두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학생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보상시스템 적용에
대해서는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였는데, 중요성(M=3.75)과 비교하여 가능성
(M=4.30)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습자 개별 학습이력 관리체제 마련 측면이다. 개인별 학습과정에 대한 포트폴리오
제공에 대해서는 중요성(M=4.30)과 가능성(M=4.30)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합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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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도 역시 기준을 충족하였다. 대시보드 기능 추가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의 중요성
(M=3.65)와 매우 높은 가능성(M=4.40)을 나타냈으며, 두 가지 모두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넷째,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표준화 측면이다. 학습분석 기능과 타 LMS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와 시스템 표준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중요성
(M=3.95)을 보였으나 합의도와 수렴도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가능성(M=3.40)는

보통 정도로 역시 합의도와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학습분석의 기능을 전통적인
LCMS 차원에서 LRS 차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성(M=4.10)과 가능성
(M=4.05)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합의도와 수렴도 역시 기준을 충족하였다.

<표 Ⅳ-13>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사항의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개선 사항 중요성

개선 사항 실현 가능성

시스템 측면의 개선 사항이 중요하다고

시스템 측면의 개선 사항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정도

판단하는 정도

시스템 측면의 개선 사항
평균
기존의 전통적인 로그파일
수집 외에 학습자의 행동
데이터(눈깜박임, 시선
3.35
이동 등) 수집을 위한
시스템 설계

쌍방향 수업 방식 도입
학습동기 유발
기제 적용 학생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보상시스템 적용
개인별 학습과정에 대한
학습자 개별 포트폴리오 제공
학습이력
관리체제 마련 대시보드(dashboard)
기능 추가

편차

최소 최대 합의도 수렴도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합의도 수렴도

1.35

1

5

0.36 1.13

3.10

1.21

1

5

0.58

0.63

1.07

1

5

0.69 0.63

3.70

0.98

2

5

0.69

0.63

1.09

1

5

0.75 0.50

3.45

0.89

2

5

0.67

0.50

3.95

1.05

2

5

0.69 0.63

3.85

0.93

2

5

0.50

1.00

4.25

0.72

3

5

0.75 0.50

3.58

1.02

2

5

0.75

0.50

3.75

0.91

2

5

0.75 0.50

4.30

0.66

3

5

0.75

0.50

4.30

0.92

2

5

0.80 0.50

4.30

0.73

3

5

0.75

0.50

3.65

0.99

2

5

0.75 0.50

4.40

0.75

3

5

0.80

0.50

학습자의 심층 비정형 데이터 수집 방법
3.90
데이터 수집 적용
기술 적용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신경망 분석과 기계학습 3.65
도입
시멘틱 웹(semantic
web) 특성 반영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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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개선 사항 중요성

개선 사항 실현 가능성

시스템 측면의 개선 사항이 중요하다고

시스템 측면의 개선 사항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정도

판단하는 정도

시스템 측면의 개선 사항
평균
학습분석 기능과 타
LMS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와
시스템 표준화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표준화 학습분석의 기능을
전통적인 LCMS
차원에서 LRS 차원으로
전환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합의도 수렴도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합의도 수렴도

3.95

0.94

2

5

0.50 1.00

3.40

1.14

2

5

0.50

0.75

4.10

0.72

3

5

0.75 0.50

4.05

0.69

3

5

0.94

0.13

다. 소결: 함의점
현행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의 개선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가 주는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온라인 교육에 대한 기대와 인식 차원에서 학교교육의 보완책으로
온라인 교육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나아가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교육의 세부 운영 지침 마련이
요구되는데, 특히 적절한 학생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온라인 교육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일반적인 학교수업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학습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지식 전달형
콘텐츠 중심의 교육방법을 탈피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와 관련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에 상호작용에 의한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의 접목이 있어야 하며,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학습 동기 유발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는 개별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적절한 진단과 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학습분석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특히 학습자의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와
학습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학습자의 학습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학습자의 학습 결과의 분석을 통해 학습의 개선에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진로 탐색과 연계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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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활용의 장애요인의 해소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가 주는
함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온라인 교육 관련 정책과
제도의 잦은 변화와 함께 학생 대상별 정책 추진의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며, 교육용
콘텐츠 활용에 있어 저작권 문제와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의 제약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 요인의 해소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게 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리적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는 것과 윤리적 이용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것은 이러한 장애 요인의 해소 가능성이 높게 판단된다는 점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학습 데이터 표준화, 학습모델 구축, 그리고 학습분석 시스템 개발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장애 요인의 해소 가능성은 대체로 높다고 판단되나, 학습 데이터
표준화는 상대적으로 해소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인적
측면에서는 학습분석 전문가, 특히 학습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선 사항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가
주는 함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용 콘텐츠의 다양화와 관련해서 일방향적
이러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접근으로 학습자의 학습스타일에 맞춰 제공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개발, 그리고 온라인 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자 수준별로 제공할
수 있는 처방적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개선 사항의 실현 가능성은 보통
수준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용 콘텐츠 생성·공유
체제 마련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는 분명하나, 그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게 판단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자유로운 콘텐츠 유통을 위한 저작권 문제 해결의 벽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모듈형 교육용 콘텐츠 개발 역시 매우 중요한 개선 사항으로, 모듈형
콘텐츠 개발은 콘텐츠 간의 위계성과 관계성 분석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사항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가 주는 함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의 심층 데이터 수집 기술 적용
측면에서는 특히 비정형 데이터 수집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학습분석의
수행은 일차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컴퓨터가 필요한 정보를 추출, 해석,
가공할 수 있는 방법20)으로 시멘틱 웹 등의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학습동기 유발
기제 적용 측면에서는 쌍방향 수업 방식으로, 교육용 콘텐츠를 통한 비실시간 학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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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실시간 화상수업21) 등의 방식과 혼합(blended)하는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습자 개별 학습이력 관리체제로서 일반적인 대시보드 기능(또는 페이지)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표준화 차원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의 범위를 대폭 확장할 수 있도록
LRS의 개념을 적용한 LMS 및 학습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20)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시맨틱_웹(2019. 10. 3. 인출)
21) 온라인공동교육과정과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은 이미 실시간 화상수업을 제공하고 있음.

162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Ⅴ.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1. 학습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2.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방안
3. 학습분석을 위한 학습 데이터 수집 개선 방안
4.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선 방안
5.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Ⅴ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의 전체적인 구성은 아래 [그림
Ⅴ-1]과 같다.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학습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학습분석을 위한 학습 데이터 수집 개선,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선,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그리고 이를 기반
으로 하는 각 온라인 교육 정책사업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방안이다. 본
장에서는 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Ⅴ-1]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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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가. 현행 개인정보 및 데이터 이용제도: 학습분석 관점에서의 한계 및 제약
현행법상 개인정보는 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중에서 후자는 전기통신사업 관련 정보
통신망의 이용 촉진과 정보통신서비스(예: 이동전화 등)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으로, 학습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및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개인정보 및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관련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련성이
크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앞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드러난 현행 개인
정보 및 데이터 이용제도의 현황을 학습분석 관점에서의 한계와 제약 측면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는 여러 개인정보 유출사건들을 경험해 오면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엄격한 수준의 개인정보 규제체계가 확립되었지만,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 및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관계부처 합동, 2018:5).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이상윤 외, 2017). 다시 말해, 최근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정부나 기업은
위법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최경진 외, 2012). 학습분석 역시 학습자 개인의
데이터 활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규제에 초점을
두는 상황에서는 학습과 관련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분석의 실질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다. 어느 한 분야 또는 영역의 데이터만 분석하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분야 또는 영역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할 때 보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분석에서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결합, 조합, 통합, 연동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빅데이터 시대를 예상하고 제정되지 않아 빅데이터의
개념조차 담고 있지 못하다(이상윤 외, 2017). 학습분석의 관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에서 정의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소위 민감한 정보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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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학습 과정 중에 시스템 상에 남게 되는 일종의 흔적인 다양한 로그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이러한 개인 학습자의 로그 데이터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정보주체로서 학습자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개념 정립이 미흡하다는 것도 학습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활용의 제약으로 다가온다. 정보주체인 학습자가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자신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과 동시에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 등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김형수 외, 2014;
이상윤 외, 2017)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은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빅데이터 시대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학습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이용제도 개선 방안
1)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이용제도 마련

학습분석의 전제가 되는 학습자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및 데이터를 수집하여 맞춤형
교육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호’와 ‘규제’에 초점을 두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
이용제도를 ‘안전한 활용22)’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안전한 활용은
개인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최대한의 안전 조치가 취해진 상황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또는 정보주체 개인에게 어떤
형태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제명에서 드러나듯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현행 법제는 ‘태생적으로’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학습자를 위한 선의(善意)의, 그리고 공익적 접근
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활용이 전제되어야 하는 학습분석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례로, NEIS 데이터를 활용한 학업중단 예측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현행 데이터를 얻지 못해, 몇 년 전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모델을 만들
22) 최경진 외(2012:93), 관계부처 합동(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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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있다.23) 이는 학업중단 예측모델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개인 식별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은 물론, 개인 식별이 가능한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중시하는 현행 법제의 제약으로 빚어진 결과이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포함하여
빅데이터 활용체제 마련을 위한 여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지연되거나 보류된 상황이다. 이는 ‘보호’와 ‘활용’이라는 상반된 가치,
하지만 각자 타당한 논리를 가진 가치의 충돌로 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규정과
함께 광범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보호 중심의 현행 개인정보 및 데이터 이용제도를
보호와 활용의 적정한 조화, 특히 안정한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전환·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최경진 외, 2012:94).
2) 행태정보로서 학습 데이터의 개념과 처리원칙 설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정보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그러면 학습분석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가? 성명, 학교, 학년, 반 등의 정보와 결합되지 않는 한 학습 데이터만으로는 개별
학생이 누구인지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의 수학 시험 성적을
안다고 해서 그 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만약 그 학생의 수학 시험 성적과 함께 영어
시험 성적, 그리고 하루 평균 학습시간을 안다고 가정하자. 역시 그 정보들만으로 그
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없다. 이러한 정보들이 학생 개인으로부터 생성된 것은 맞지만
그러한 정보들은 개인 식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 식별성을 전제로 하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재설정하고, 개인 식별성이 없는 학습 데이터를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당 정보로부터 직접적인 개인 식별성이 인정되는 정보만 개인정보로 보는
방식(이상윤 외, 2017:108)으로 개인정보의 개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학습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수집·활용의
폭을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개인정보의 개념을 재설정하는 접근으로

23) 학습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협의를 위한 전문가협의회(2019. 7. 10.)에서

제시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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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포함하여 개인정보의 개념 정의를 대폭 확대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최경진 외, 2012:94).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아무리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향후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가 등장할 때마다 계속해서 개념을 확대 정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부족한 접근이다.
또한 학습분석에서 의미가 있는 데이터는 학습자와 관련한 다양한 종류의 행태정보
(김형수 외, 2014:58)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 행태정보는 쿠키(cookie)24),

로그기록과 같은 것으로, 이러한 데이터는 성명, 주민번호 등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
명확한 개인 식별성을 가지는 개인정보와는 달리, 그것만으로 개인 식별이 거의 불가능
하다. 또한 행태정보만의 결합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것 역시,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를 행태정보로서 정의하고, 학습자가 요구하거나 신청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한 학습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행을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수집·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동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개선을 목적으로 행태정보인 학습 데이터
수집·활용할 경우에 사전동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학습자 프로파일링 사전 고지 및 거부권 부여

프로파일링은 사전적으로 사람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형수
외, 2014:46).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은 학생에 대한 정보를
통해 그 학생을 프로파일링(profiling)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프로파일링은 하나의 데이터
만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다양한 데이터가 결합될 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프로파일링의
문제는 다양한 데이터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정보로부터 개인에 대한 왜곡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최경진 외, 2012:95). 이는 학습분석의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된다.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은 결국 누구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판단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학습자가 자신에 대한 누군가의

24) 쿠키(cookie)란 인터넷 사용자가 어떠한 웹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그 사이트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를
통해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는 작은 기록 정보 파일을 말함(출처: https://ko.wikipedia.org/
wiki/HTTP_쿠키, 2019. 9. 26.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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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과 그에 따른 ‘차등’을 불편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로

부터 나오는 학습 데이터 하나하나의 수집·활용 측면의 사전동의에 대한 예외 처리
원칙과 더불어, 학습자가 자신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한 프로파일링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혜택이 무엇인지, 반대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사전 고지’(최경진
외, 2012:96)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프로파일링의 결과가 혜택
이든지, 아니면 부작용이든지 학습자가 희망할 경우 즉각적으로 자신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할 사항이 있다. 위에서 설명한 프로파일링은 개인
각각에 대한 프로파일링에 대한 것인데, 개인이 아닌 집단에 대한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앞서 제시한 NEIS 데이터를 활용한 학업중단 예측모델
개발은 개인이 아닌 집단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학습분석의 사례이다.
이처럼 개인 식별성이 제거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개인에 대한 분석이 아닌 특정
집단의 전반적인 성향을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 의무와
거부권의 부여 기준을 완화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여기서 개인 식별성의 제거 여부는
개인정보의 가명화·익명화 처리 기술의 실제적인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4) 교육 분야 MyData 제도 도입과 학습 데이터 연계 활용 체제 구축

정보주체인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학습자가 자기 정보 및 데이터를
직접 받아서 활용하거나 누군가에게 그것을 분석하도록 요청 또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학습자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와 같이 정보주체가
기관으로부터 자기정보를 직접 내려 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방식을
데이터 활용체계를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MyData의 도입을 제시한 바
있는데, 특히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 없이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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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분석을 위한 교육 분야 MyData 서비스의 개념도는 아래 [그림 Ⅴ-2]와 같다.
정보주체로서 학습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교육지원기관으로부터
온라인 교육을 받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한다. 이렇게 학습자가 직접
기관에 제공하는 정보와 함께,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학습자가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는 과정 중에 학습자의 학습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축적하게 된다.
학습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학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자신과 관련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습자는 이를 자신이 직접 활용하거나 학습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여) 자신에
대한 학습분석을 요청하여 학습분석 결과에 기반을 둔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게 된다.
여기서 학습 데이터 보유기관, 학습분석 기관, 교육기관은 각기 다른 기관일 수도 있지만
한 기관이 여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교육개발원과 EBS의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한국교육개발원과 E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학습 데이터
모두를 제공받아서 학습분석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25)에 학습분석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과 EBS으로부터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MyData 제도 도입은 각 개인정보처리자(학습 데이터 보유기관)에 의한 학습분석

서비스 제공은 물론, 복수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학생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기반하는 맞춤형 교육
제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MyData 도입을 통해 학습 데이터 보유기관 간 학습
데이터 연계 활용 체제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Ⅴ-2] 교육분야 MyData 개념
25)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의해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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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MyData 도입이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더해 FGI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개선을 위해 자신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방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Mydata 제도 도입은 현행 개인정보 및 데이터 이용제도 하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법령 개정 없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라는 현행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능동적 법 해석과 적용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MyData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미비는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과 확산이 되지
않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26)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MyData
도입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병행되는 가운데, 온라인 교육에서 MyData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모델을 구안하고 실제적인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방안

2

가.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영역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영역은 [그림 Ⅴ-3]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저성과 위험군 학생 발견 및 개입, 학습 및 학교 이탈 방지,
학습 참여 수준 추적, 맞춤형 학습 계획 제공, 그리고 학생 성과 측정 및 비교 영역이다.

26) 학습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협의를 위한 전문가협의회(2019. 7. 10.)에서

제시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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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영역

이 다섯 가지 영역의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는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은 물론, 공급자인
교사를 포함한 교육기관의 입장에서도 모두 유용하다. 결국 학습분석의 결과의 제공
범위와 방식(예: 시각화)에 있어 학습자와 교수자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서비스라는 것이다. 이는 학습분석의 수준 간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습분석은 국가
및 지역(macro), 기관(meso), 그리고 학습자(micro) 간 서로 분절되거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성과 위험군 학생 발견 및 개입이다. 이는 학업기회 상실이나 부족으로 인하여
학습성과가 낮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영역이다. 수업에 참여하는 개별 학생의
성과를 상세히 분석하여 교사는 제 시간에 학습과정으로 마치지 못한 학생들이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만일 어떤 학생의 성적 결과가 다른 학생들
보다 안 좋은 경우 이는 해당 학생이 수업진도에 맞출 수 없거나 제대로 학습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해당 학생은 차후 시험에 실패 할 위험이
높아진다. 학습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위험군에 속한 학생들을 발견하고 관심을 기울임
으로써 그 학생들이 필요한 학습 개입전략을 적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학교를 그만 두지
않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학습 및 학교 이탈 방지 영역이다. 이는 학습자의 학습 상황 및 학습 의지를

173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학습분석을 통하여 추적 감독하여 학습자가 보여주는 바람직하지 않은 학습 행동이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감정 상태를 알고 이를 통하여 학업위험 상태의 학습자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학생의 학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학생
관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학습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학교 측에서 예측 모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상담, 학습 자원 지원, 개별 학습 계획 수립 등과 같은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재학생의 학업 성취 증진 및 학업 중단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학습 참여 수준 추적 서비스이다. 학생들의 학습 참여 수준을 추적하기 위한
학습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학생들이 학습을 위해 보내는
시간은 그 학생들이 얼마나 주어진 학습 자료들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 하고자 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좋은 지표가 된다. 특정 학습 내용에서 한 학생이 보낸 시간을 학인하거나 혹은
더 세분화 하여 그 학생이 학습 동영상을 시청한 횟수, 오디오 파일이 재생된 횟수 등을
파악하면, 각 학생이 얼마나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실제 학습에 참여한 학습활동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학습자가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학습 동영상을 시청한 자료를 분석하여 시청 선호도 및 시청 행동
패턴을 알아볼 수 있으며 또한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시청하거나 적게 시청하였는지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료 및 교육과정을 학습자의 선호도 및 학습 요구에
맞도록 재설계가 가능하다.
넷째, 맞춤형 학습 계획 제공 영역이다. 모든 학생들의 학습 능력은 각기 다르며
다양하다. 어떤 학생들은 빠르게 학습할 수 있고 어떤 학습자는 약간 더 시간이 필요
하기도 한다. 교사는 학습분석 보고서 등을 사용하여 각 학생의 학습 패턴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학습 자료 및 자원을 추천하거나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학습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렇게 교사는
각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각각의 수준에 맞는 학습 계획을 제공 할 수 있는데,
이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격려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맞춤형 학습 계획은 맞춤형 학습자 지원과 연계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의 학습
특성 및 패턴에 관한 데이터 분석으로 개개인의 학습 경험을 더욱 맞춤형으로 매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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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수 있으며 개개인의 학습 성찰 및 학습 과정을 위한 노력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조기 경보와 같은 장치를 통하여 학습자의 학업 성취가 어느 기준 미만일
경우 자동으로 학습자에게 학습경고를 발송하여 학습자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다섯째, 학생 성과 측정 및 비교 영역이다.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목표가
되었던 기존의 평가방법과는 다르게 이제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분석 보고서 등을 통해 1년 내내 학생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매 학기
기간의 학습 과정을 비교하고 점수 및 학습 활동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학습분석은
학생들의 성적향상뿐만 아니라, 각 학생별로 개선이 필요한 특정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교사는 이 분석 결과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보다 더 잘 계획할
수 있다.

나. 정책사업별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앞서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영역을 제시하였다.
FGI 조사 결과를 통해 각 정책 사업에서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소기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교육의 질 차원에서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교육 성취도의 차원에서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제기되었으며, 각 정책 사업의 학습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각 온라인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특히 학습분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각 정책 사업에 특화된 구체적인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표 Ⅴ-1>은 각 온라인 교육 정책 사업별로 제시된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내용을
정리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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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정책 사업별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구분

방송중·고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자기주도적 학습 관리
서비스




학습자 수준 진단 및 선택권 확대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 계획 수립 및 관리 강화

온라인 상호작용 활성화
서비스




온라인 참여 및 즉각적인 피드백 강화
실시간 화상수업 활성화

학습자 자기주도적 학습
관리 서비스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나와 우리’ 서비스 제공
오답 노트 서비스 제공



내가 관리하는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우리반의 지금’ 서비스 제공
실시간 화상 학습 서비스 제공

교과교사의 학생 학습 관리
서비스



학습자 1:1 맞춤형 피드백 

서비스
학습자의 진로·진학 정보
서비스
학습자 맞춤형 학습 관리
서비스




학습자 희망 진로·진학 정보 제공
학습 결과에 따른 만족도 및 추적 조사



학습자의 건강과 학습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난 어디’
서비스 제공
학습자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학습 더하기’ 서비스
제공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학생선수
e-School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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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1:1 맞춤형 상세 피드백 제공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온라인 상호작용 기회 제공

온라인 교사 및 또래
학생과의 유대감 형성
서비스




비실시간 쌍방향 수업 서비스 제공
실시간 화상 상담 서비스 제공

학습자 맞춤형 학습시수
정보 제공




학습자별 필수 학습시수 설정 및 학습량 정보 제공
학습자별 학습시수 알림 서비스

자율적 학습진단 및
학습지원 서비스




온라인 학습 내실화를 위한 상호작용 활성화
자기 진단 및 학습지원 정보 제공

학습자 맞춤형 목표도달
알림 서비스



학습자별 학력인정 목표시수 도달 알림 제공

학습자 흥미유발을 위한
선택적 학습분석 서비스




학습자 선택형 자기 진단평가 제공
학습자 맞춤형 학습내용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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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중·고의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가)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자기주도적 학습 관리 서비스
(1) 배경 및 필요성

방송중·고 학습자는 학업 공백기가 긴 고령의 성인 학습자가 위주로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 중·고 학습자와는 학습 수준, 여건 등이 달라서 학습자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방송중·고 학습자의 연령뿐만 아니라 선수 학습 정도,
학습 동기 및 흥미, 학습 패턴, 학습 목표 등에 대해서 일반 중·고 학습자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중·고 학습자는 현재 일반 중고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교과 내에서 모두 동일한 콘텐츠와 학습 내용을 제공받고 있어서 동일한 교과 내에서도
다양한 수준의 교육지원을 통해 학습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방송중·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 특성을 파악하고, 자신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학습자
그룹별 학습 일정과 단계에 따라 학습을 진행해 나가는 자기주도적 학습 관리도 요구된다.
(2) 세부 사항 및 내용

방송중·고 학습자의 여러 특성을 고려한 자기주도적 학습 관리 서비스를 위해서 학습자
수준 진단 및 선택권 확대,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계획 수립 및 관리, 완전학습을 위한
반복적인 프로그램 학습 강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이 자신의 학습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자기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장해 주어야 한다. 교사에게는 학습자와
관련된 데이터의 누적, 변화되는 학습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 학습자 수준 진단 및 선택권 확대
방송중·고 학습자에게는 일반중·고와 차별화된 다양한 선택교과와 교육과정을 개발
하여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방송중·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중·고 학생이 스스로 관심이 있고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현재 학습 수준과 흥미, 향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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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진단받고 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며, 교사 역시 해당 학생의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학습 데이터는 학년 단위로 분절된
정보가 아니라 3년간 혹은 중·고등학교가 통합된 누적된 정보로 변화를 살펴 볼 수 있어야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 계획 수립 및 관리 강화
방송중·고 학습자마다 방송중·고에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 자신이 원하는
학습 계획이나 수준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방송중·고 학습자가 자신이 관심이 있고
필요로 하는 교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여 자신에게 맞는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재량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내용을 계획, 점검, 조절을 하고 학습과정을 되짚어볼 수 있도록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 학습은 오프라인에 비해서 학습
목표를 달하기 위해 스스로 학습과정을 관리, 점검하는 능력이 더욱 요구된다. 우선적
으로는 콘텐츠를 학습함에 있어 학습자가 학습 일정 계획에 따라 학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 회차의 학습이 종료될 때 팝업 화면으로
학습자의 성취 목표 달성 여부를 안내하거나, 형성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학습이 필요한
소주제를 제시한다면 학습자 스스로 부족한 학습 내용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 과정 관리를 위해 학습자가 주로 반복하여 학습한 구간,
학습을 멈춘 시간(일시정지 클릭 후 머문 시간), 형성평가 문제를 푸는 데 걸린 시간 등
학습 과정 관리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방송중·고 온라인
교육에서 제공하고 있는 “권장학습일” 기능을 좀 더 고도화하여 권장학습일에서 제안하는
학습 계획 대비(1주일 단위 or 1달 단위) 학습 상황을 학습자에게 비교하여 제시한다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과정을 관리, 점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 관리의 목표가 학생에게 진급과 졸업을 위한 최소한으로 필요한
진도율 충족에만 그치지 않도록 학습자의 현재 학습 수준을 진단해주고, 자신의 학습
단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자신의 학습 수준을 알고 자신에 맞는 학습 계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에게는 학습분석을 통해서 학습자의 주요 접속 시간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대한 학습 패턴 전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가
주도적인 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끌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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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건

□ 학습 데이터(교수학습방법) 측면의 요건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 학습 단계를 학습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학습 데이터를
제공받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 양을 선택하게 한다. 또한 학습자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고, 오답은 확인하여 완전학습이 되도록 유사 문제를 반복해서
연습해 볼 수 있는 등의 학습지원이 필요하다. 앞장의 FGI 결과를 보면, 학생은 방송중고
콘텐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으며 재미있다는 호의적인 평가를 전반적으로 주고 있으며
흥미있는 교과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반복학습을 하고 있으나 영어, 수학 교과에 대해서는
기초 학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었다.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학습 내용에
대해서 흥미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일방적인 강의식 전달 외에 학습자가 해당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학습 자료의 제시
형태는 동영상 외에도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으로 다각화시키고, 다양한 온라인
학습활동의 방법을 구안하여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여러 경로로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콘텐츠/시스템 측면의 요건
방송중·고 콘텐츠 측면에 대해서 방송중·고 학생과 교사 모두 실제 학습자 수준과
요구보다 높아서 현재의 방송중·고 교육과정의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업공백기가 긴 고령의 성인 학습자에 맞도록 교과
콘텐츠의 단계를 현재 수준보다 세분화(예: 특정 차시는 난이도에 따라 기초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등으로 세분화)해서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방송중·고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학생들은 방송중·고에 입학하기 전에 학업 공백기가
길어서 새로운 디지털 학습 환경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ICT 활용능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UI 차원에서 온라인 상에서 학습이 진행되는데
필요한 절차와 단계를 간소화하거나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학습 내용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방송고에 비해서 방송중은 60대 이상의 성인
학습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2016년부터 ‘찾아가는 ICT 교실’이라는
ICT 활용능력 향상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신입생을 위한 기본적인 ‘신입생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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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도 제공되고 있다. 방송중·고 온라인 교육에서 실시간 화상교육, 모바일 적용 등의
새로운 기술과의 접목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ICT 활용능력을 진단하여
수준에 맞게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온라인 상호작용 활성화 서비스
(1) 배경 및 필요성

방송중·고 온라인에서의 교육에서는 학생과 교사는 일방향적이고 상호작용이 부족하며
학생이 온라인 보다는 오프라인 대면수업을 선호하고 온ㄹ하인 교육은 공급자 중심의
일방향적인 강의식 수업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의 온라인 참여와 상호작용이 더욱 확대되고
온라인 교수학습에서도 다양한 접근과 시도가 요구된다.
(2) 세부 사항 및 내용

방송중·고의 온라인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송중·고 학생은 물론 교사의
온라인 참여, 즉각적인 피드백, 실시간 화상수업 등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과 교사의 온라인 참여를 현재보다 더욱 확대해야 하며, 학생에게는
피드백과 실시간 화상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교사는 유사한 특성의 학습자 그룹을 조직하여 학습자가 정서적으로 보다 편안하게
온라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습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교사의
정제화된 정답을 바로 제시하기 보다는 같은 학습자끼리 온라인으로 상호 질의 응답, 토론
과정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출석수업
에서만 교사에게 교과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하여 온라인에 특히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성인 학습자에게는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곳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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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참여 및 즉각적인 피드백 강화
방송중·고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학습 내용에 비해서 온라인 학습 과정에 발생되는 여러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변과 같은 피드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무엇보다 현재
수준 보다 방송중·고 학생과 교사의 온라인 참여가 현재수준보다 더 많아져야 하며, 이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즉각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교사는 온라인 상호작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비슷한 연령대, 수준, 관심사, 생활 패턴,
요구를 갖고 있는 학습자 그룹을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확대하여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학습자들과 같이
참여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상호 질의응답하는 기회를 늘려서 온라인 참여가 어렵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학교별, 교과별 학습자 그룹에 대한
적합한 구성 방법을 찾고, 그룹 내 리더 선정, 활동 규칙, 평가 등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온라인 공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참여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질적, 양적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 실시간 화상수업 활성화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 학생들 간의 온라인 상호작용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보다 오프라인 대면수업이 훨씬 더 익숙한 고령의
방송중·고 학생은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는 매우 높은 편이다. 이들의 학습 욕구와
동기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학습자 수준과 생활 패턴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실시간
화상수업 운영 방안에 반영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전체 차시를 콘텐츠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차시는 동일시간에
접속해서 하는 화상수업으로 운영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차시는
난이도에 따라 기초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등으로 나누는 등 세분화된 콘텐츠를
학습자가 자신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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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건

□ 학습 데이터(교수학습방법) 측면의 요건
방송중·고 온라인 학습이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학생 상호간,
학생-교사간 질문과 대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생들 사이에도 여러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교사가 직접 답변을 찾아 주고 설명하는 것도
좋으나, 유사한 수준과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수준과 시각에서 아는 것을
설명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참여를 평가 내역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온라인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송중·고 온라인 교수학습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필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작용의 횟수, 내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온라인 평가 항목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교사에게도 필수적인 온라인 접속 빈도와 활동 원칙 등을 포함한 가이드가 제공
되어야 한다.
□ 콘텐츠/시스템 측면의 요건
방송중·고 콘텐츠 측면에서는 강의 콘텐츠 외에도 실시간 화상수업과 관련된 콘텐츠,
학습 수준에 따른 기초-기본-심화 과정의 콘텐츠 등의 다양한 수준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방송중·고 시스템 측면에서는 모바일 중심으로 점차 변화되는 교육
환경에 대해서 학습자가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접근, 상호작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모바일 기반으로 학습분석 데이터 수집도 고려되어야 한다.
2)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의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관리 서비스
(1) 배경 및 필요성

학생들은 온라인수업을 통해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하나는 전·편입으로
인해 교육과정의 차이로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이수하거나,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습자들의 교과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학교에서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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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전·편입이 많은 대도시에서는 보충학습과정으로서의 수업을 제공하고, 단위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이 많은 지역에서는 미개설 선택과목을 제공하여 그 목적을 다하고
있다.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그 목적에 따른 이수 기준을 채택하고
있기에 학습자별 자기주도적 학습을 진행해야 교과를 이수하고, 목표로 하는 학습
성취도에 다다를 수 있다.

(2) 세부 사항 및 내용

온라인수업 학습 관리 서비스에서 이미 권장 진도율을 제공하고 있다. 학습 주차에 따라
권장 진도율이 산정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학습자들이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습을
진행하게끔 도와주고 있다. 온라인수업 학생 FGI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권장 진도율 제공
서비스는 학생들에게 성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그 가이드를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온라인수업에 참여하도록 그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하겠다.
□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나와 우리’ 서비스 제공
‘나와 우리’ 서비스는 나의 학습 현황과 나를 포함한 집단의 학습 현황을 함께 보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온라인수업 학생 FGI에서도 유사하게 언급된 기능으로
온라인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수기준인 1) 학습 진도율, 2) 수행평가형 과제,
그리고 3) 기말평가에 대한 나의 학습 현황과 나를 포함한 집단의 학습 현황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도록 한다. 다만 나를 포함한 집단을 이번 학기
그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에 한정을 지을지,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모두 활용할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또한 데이터의 양이 축적
될수록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오답 노트’ 서비스 제공
온라인수업은 한 학기 단위로 수업이 제공되고 있으며, 17주를 한 학기로 계산하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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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차의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한 회차는 1) 10분 단위의 클립형 동영상수업 두세 개와
2) 단순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학습활동, 그리고 3) 형성평가 문항(5문항 +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온라인수업의 기말평가 문항은 현재 형성평가 문항의 동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형성평가 문항에 충실한 학생은 그만큼 기말평가에 성실히 대비할
수 있다. 이런 교육과정상의 구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능이나 학교에서
지필고사를 대비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기초 학력을 다질 수 있는 문항 풀이에 익숙하게
하는 것은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자신이 틀린 문제를 모아 다시 풀 수
있도록 하는 ‘오답 노트’ 서비스를 제공하면, 기말평가를 앞두고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성취도를 진단할 수도 있고 문항과 함께 제공되는 해설 및 관련 동영상을 확인함으로써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다만 ‘오답 노트’ 서비스는 본인이 틀린 문제만이
아니라 학습분석을 기반으로 학생 본인과 같은 성취 수준 또는 진도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항 또는 전 기말고사에 자주 나온 문항 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그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요건

□ 학습 데이터(교수학습방법) 측면의 요건
‘나와 우리’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수 기준, 즉 교육 내용에 따라 어떤 집단의 값을

우리의 값으로 설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수행평가형 과제의 경우, 학생들의
대부분이 학기말에 과제를 제출하는 경향이 있기에 나를 포함한 나의 집단이 아직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과제의 경우에는 제출한 학생 중 우수 답안 등을 학생 동의 절차를 거쳐
노출하는 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어떤 집단의 어떤
내용을 노출하는 것이 학생들의 동기 부여와 학습 성취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여 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콘텐츠/시스템 측면의 요건
‘오답 노트’ 서비스를 위해서는 형성평가의 문항별 정·오답률이 제공이 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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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오답 노트’ 페이지를 통하여 학생들이 문항을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만의 오답 노트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재로그인 시 다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자신의 성취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는
모바일 환경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도 여러 번 문항을
풀어볼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교과교사의 학생 학습 관리 서비스
(1) 배경 및 필요성

온라인수업은 전국 단위의 현직 교과교사가 수급되고 배치되어 학습자의 학습을
독려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교과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관리를 비롯하여 과제를
제공·채점하는 동시에 기말평가 문항을 출제·검토·채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이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 중 하나는 교과교사의 활동27)으로, 이는 학생들의
학습 과정 및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교과교사가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관리·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이수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학습 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2) 세부 사항 및 내용

온라인수업의 교과교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동기를 향상시키고, 학습 결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 내가 관리하는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우리반의 지금’ 서비스 제공
온라인수업의 교과교사는 학습자의 학습 독려를 위해 수강 안내 문자를 보내거나 독려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학생들의 진도율, 과제 제출 여부
등의 학습 현황만을 확인할 수 있어 학습자의 학습 현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내가 관리하는 학생들 모두의 이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수 기준이 되는 1) 진도율

27) 장혜승(2018).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한국교육공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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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수업, 학습활동, 형성평가), 2) 과제(과제 제출 여부 및 점수, 통과 여부, 피드백),
3) 기말평가(기말평가 대비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를 모두 모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재 뒤처지는 학생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하고 독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한다면 교과교사 활동에 효율성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수업 교과교사 FGI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우리반 학생들이 가장 많이 로그인하는
시간대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공된다면, 그 시간대에 함께 로그인하여 활동할 수 있어
학생-교사간의 유대감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 실시간 화상 학습 서비스 제공
현재 온라인수업 교과교사의 큰 역할 중 하나는 학생들의 교과 질문이나 상담을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을 듣는 목적 중 하나는 단위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으로 신청한 교과목 교사가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온라인수업으로 수강하고 있는 교과에
질문 사항이 있을 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과교사에서 질문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으나
이를 잘 활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온라인수업 학생 FGI 결과, 학생들은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또한 학생-교사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실시간 화상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요건

□ 학습 데이터(교수학습방법) 측면의 요건
온라인수업을 운영하면서 이미 출석 수업을 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있다. 이런 경우
최소 두 번의 출석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출석 수업과
학기말 기말평가 대비 또는 기말평가 실시를 위해 출석 수업을 하고 있다. 출석 수업을
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그 이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에28) 그 효과는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출석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관리교사의 부담은
상당히 크다. 관리교사는 주로 단위학교 교육과정 담당자로서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으로
28) 한국교육개발원(2019d). 2018년 고등학교 학기별 이수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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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하고 있는 과목과는 관계없는 교사가 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과목과 관련된
질문이나 출석 수업에 대한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교과교사의 화상수업을
통하여 효과는 높이고 관리교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학기 몇 번,
그리고 어떤 수업을 통하여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추후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콘텐츠/시스템 측면의 요건
한 학기에 약 일만삼천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수업29)에서 한 학기 한 과목에
단 한 번 화상수업을 한다고 해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큰 노력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과 현직 교사가 학교 수업 외에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기에 몰리는 시간대에 동시접속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스템의 안정성보다는 그 효과를 고려하여 무료 화상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화상 수업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3)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관련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가) 학습자 1:1 맞춤형 피드백 서비스
(1) 배경 및 필요성

온라인공동교육과정 학습자는 자신의 진학과 진로를 고려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온라인공동교육과정에 기대를
갖고 있다.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운영 초기로 교사와의 다양한 피드백, 학생 간 토론,
참여, 다양한 자료 활용 등의 상호작용이 미비하고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학습자 1:1 개인 맞춤형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2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9e). 2019년도 2학기 온라인수업 교과교사 연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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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사항 및 내용

온라인공동교육과정 학습지원을 위해서는 그룹 차원 보다는 학습자 1:1 개인 맞춤형
으로 구체적인 피드백이 학생과 교사 모두 제공되어야 한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의
상호작용과 운영 형태를 일괄적으로 동일 적용하지 않고 교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안이
개발되어야 하며, 학생과 교사의 참여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학습자 1:1 맞춤형 피드백 서비스를 위해서 학습자 개별적인 특성
(관심사, 요구, 흥미, 수준 등)의 특성과 각 교과의 특성(토론 중심, 실험 중심, 이론 중심

등)에 보다 중점을 두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학습자 1:1 맞춤형 상세 피드백 제공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은 그룹이 아니라 1:1 개인 차원에서 맞춤형 피드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학습자에게 자신의 현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개인에게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평가, 시험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학습 결과를 모호하지 않고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상세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업 종료 후 연계 수업 또는 후속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해서 자신의 관심 영역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교사에게는 운영 절차적인 측면에서 상이한 학생 수준에 따라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의 출석률 외에 학생의
요구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 실시간 화상수업 참여와 집중도, 학습 결과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
□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온라인 상호작용 기회 제공
온라인공동교육과정에서의 교수학습 방식을 모든 교과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각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유로운 콘텐츠 활용, 원활한 자료
공유도 지원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전공과목 중에서도 심화과목 같은 경우에 개인별로
진로와 진학 등에 따라 맞춤형 자료로 제공되어야 하고 학습 결과에 대한 피드백 역시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야 학습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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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올리고 공유를 하면서 학생참여에 대해서 반드시 학습창에서의 발언권만을
국한시키지 않고 과목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개방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
다) 요건
□ 학습 데이터(교수학습방법) 측면의 요건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식을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과 자유로운 콘텐츠 활용의 추진되는 것도 필요하다. 온라인공동
교육과정 시스템에 대한 관점을 열린 공간으로 간주하여 교사와 학생이 자유롭게 다양한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실시간
화상교육이 적합한 온라인에 맞는 교과 개설, 온라인 환경에 맞는 수업 구성, 수업 공지
알림 등에 대한 운영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콘텐츠/시스템 측면의 요건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콘텐츠/시스템 측면에서는 교육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PC 보다는
모바일이나 앱(app) 활용 확대, 수강 신청부터 평가까지의 분야별 카테고리의 재정리,
시스템 기능의 효율화, 간결화 등이 필요하다. 10대 학습자는 온라인 학습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해서 관심과 적응이 높으므로,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접목과 효과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학습자의 진로·진학 정보 서비스
(1) 배경 및 필요성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의 다양한 진로와 진학을 연계한 교육 목표를 세우고
맞춤형 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공동교육과정 학습 결과에 대한
만족도, 대학 진학, 진로 탐색의 도움 정도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당장 진행되는 수업 개설과 운영에 집중되어 있어서 학습 종료 후에 따른 학습자와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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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및 참여 학생의 진로·진학에 해당 수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추적 조사
(follow-up survey)와 관련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

(2) 세부 사항 및 내용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과 교사에게 진학·진로와 관련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참여 후 학습 만족도, 학습 효과에 대한 장기적인 분석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의 목적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교육정책 담당자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의 교사, 학생 모두 인지하고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의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학습자의 진로·진학 정보 제공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이 취사선택할 수 있게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자신의 희망 전공에 대해서 대학별로 갈 수 있는 학과와
관련된 학문, 대학에서의 교육과정, 그것과 연계되어 선수학습이 필요한 교과목들이
나열되는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참여 교사가 담임교사는 아니더라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학습자를 이해하거나 수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제공해 주어야 한다.
□ 학습 결과에 따른 만족도 및 추적 조사(follow-up survey) 실시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습자와 교사의 만족도 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다음 학기에 수업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교육정책가 뿐만 아니라 수업을 담당했던 교사에게도 전달되어 다음 학기 수업
운영 계획에 참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 종료 후에 참여 학생의
진로·진학 관련하여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는지 추적 조사(follow-up survey)를
실시하고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서 누적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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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건

□ 학습 데이터(교수학습방법) 측면의 요건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이 진학·진로에 영향력 있는 교육 서비스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학습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초 과정과 다르게 심화
과정인 경우에는 해당 수업 외에 선수 교과, 연계, 후속 교과에 대한 정보, 진학 전공
안내, 연관 진로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과정의 교수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콘텐츠/시스템 측면의 요건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콘텐츠 측면에서 여러 형태의 다양한 진로·진학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생들이 요구와 흥미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과 교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시스템 측면에서 학습분석과 관련된 국내외 최신 기술적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필요시에는 적극적인 도입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의 관련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가) 학습자 맞춤형 학습 관리 서비스
(1) 배경 및 필요성

스쿨포유(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서비스)는 만성 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온라인 환경에서 수업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 출석을 인정받아
유급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이다. 학습자의 70% 이상이 소아암 특히
백혈병을 비롯한 혈액암 환자와 희귀병 환자로, 오랫동안 학습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병증과 치료 기간 및 방법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 상태는 천차만별이고 동일한
학년의 학생이라도 병중에 있는 기간에 따라 학습자의 기초 학력의 차이가 매우 크다.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유급을 면하게 한다는 목적뿐 아니라 학교 복귀를 앞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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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나 진지하게 학습을 하고 싶은 동기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요구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병증과 같은 개인 프로파일
데이터 관리나 학습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알맞은 수업
콘텐츠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해야할 것이다.
(2) 세부 사항 및 내용

스쿨포유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의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학습자의
건강과 학습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난 어디’ 서비스와 부족한 영역의 학습 콘텐츠를
채워주는 ‘학습 더하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습자의 건강과 학습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난 어디’ 서비스 제공
스쿨포유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습 상태에 대한 진단평가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대상 학생의 병증 및 치료 상태 등에 대한 건강 상태와 학습 목적에
대한 세심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순히 학습 성취도만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평가만을 진행하는 것은 이후의 학습에 대한 처치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학습 처치를 위하여, 교사들은 학습자의 병증이나 치료
기간,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목적 등을 상담을 통하여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습 동기가 높고 대학에 가고 싶은 과에 원하는 직업이 있는 학생일지라도, 현재 고농도
항암 치료를 진행 중인 학생이라면 그 학기 내에 적극적인 학습 처치 과정에 임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또한 병증이 좋아지고 치료가 끝난 학생이 학교 복귀를 원한다면, 부족한
학습 영역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학습 처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성공적인 학교
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온라인 담임교사와의 상담 및 진단 평가 실시를
통하여 학생들(치료를 어느 정도 마친 학생들: 암의 경우에는 항암을 마친 단계에 있거나,
희귀병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진단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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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학습 더하기’ 서비스 제공
‘난 어디’ 서비스를 통하여 진단 결과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학습 더하기’ 서비스를

통하여 효과적인 학습 처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 더하기’는 현재 방송통신중·
고등학교에서 진단평가 후 원하는 학생들에게 기초 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공
하는 서비스로서, 화상수업을 통하여 교과교사를 직접 만나고 교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여 부족한 교과 역량을 채울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스쿨포유에도
도입한다면, 최소 2~3년의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소아암 학생의 경우에는 치료 기간
동안 학습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의 부족한 학습 역량을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처치는 최소 두 가지로, 하나는 부족한 학습 영역에 대한 동영상수업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과(예를 들어, 중3 수학 진단평가에서 중1 또는 중2 수학 영역에서의 부족함을
발견하면 중3학생의 경우에도 중1과 2학년 동영상수업 콘텐츠 중 부족한 영역에서의
동영상수업을 제공하는 것) 화상수업을 통하여 교과교사에게 교과 관련 질의를 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화상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교과교사에게
질의응답을 할 수도 있지만, 문제 풀이 방식의 화상수업을 통하여 교과교사가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학습자가 교과 내용을 천천히 배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요건

□ 학습 데이터(교수학습방법) 측면의 요건
학생이 추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상담 질문지를 제공하고, 건강 상태 진단에 대한 의료진의 컨설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생의 학습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교과 진단평가도 진행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단평가를 위한 교과별 문항 출제와 검토가 필요하다. 진단평가 문항
으로는 가급적 동영상수업에서 접할 수 있는 형성평가 문항과 유사한 문항을 출제하고,
진단평가 후 그 문항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처지 단계에서 동영상
수업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진단 평가는 처치 전에 한 번(1차 진단 평가)
그리고 처치 후에 동일 문항으로 다시 한 번 평가(2차 진단 평가)하여 처치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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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성취도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게 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 콘텐츠/시스템 측면의 요건
‘난 어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기 상담과 수시 상담의 내용을 학생별로 정리할

수 있는 학생 관리 페이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교육 서비스와는 달리 학생들의
교과 성취도뿐 아니라 학생들의 병증이나 치료 상태, 현재 컨디션, 치료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 축적을 통하여 학생들이 환자가 아닌 학생으로서 학습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 더하기’ 서비스를 위해서는 진단 평가
시스템 구축 및 1, 2차 진단 평가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학습 더하기 결과 페이지를
제공해야할 것이다.

나) 온라인 교사 및 또래 학생과의 유대감 형성 서비스
(1) 배경 및 필요성

대부분의 스쿨포유 학생은 오랜 병과 치료로 인해 교사 또는 또래 학생과의 관계 형성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장애 학생 FGI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학생들을 온라인
교사 또는 친구들과 직접 할 수 있는 학습 방법에 대한 요구가 크다. 치료중인 학생들은
물론이고, 치료 기간이 끝났다고 하여도 위생이나 면역 문제로 인해 학교 병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환자가 아닌 학생으로서 교사 또는
친구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 사회에 내가 속한 그룹이 있다는 공동체 의식은 학생들
에게 치료 측면에서도 학습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세부 사항 및 내용

스쿨포유 학습자에게 비실시간 토론 수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수업 방식을 통해 출석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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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실시간 쌍방향 수업 서비스 제공
스쿨포유의 학생들은 비실시간 수업인 동영상수업(동영상수업에는 단순한 동영상뿐
아니라 쌍방향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학습활동과 형성평가도 포함되어 있음)과 실시간
수업인 화상수업으로 진행된다. 동영상수업에 쌍방향 교수학습방법이 포함되어 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교사와 친구들과 상호 관계 맺기를 원하기에 온라인 교과
교사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화상수업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 필요성에 비해
화상수업을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매우 제한적인데, 이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정해진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실시간으로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면서도 교사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늘릴 수 있는 비실시간 쌍방향
수업 방법, 예를 들어 게시판을 이용한 찬반 의견 나누기와 같은 학습 활동은 학생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 실시간 화상 상담 서비스 제공
스쿨포유의 모든 학생들은 온라인 담임교사가 지정되어 있다. 온라인 담임교사는
소속학교의 담임교사와의 관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복귀를 돕고 평가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또한 매학기 정기 상담과 수시 상담을 통하여 유급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 모든 정기 상담과 수시 상담은 유선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시간 화상 상담을 통한다면 상담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과의
유대감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원하면서도 사춘기
학생들이 어색해함에 따라 유선 통화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실시간 화상
상담을 통하여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학습을 비롯한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요건

□ 학습 데이터(교수학습방법) 측면의 요건
온라인상에서 교사와 학생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진행하면서 교과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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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목표와 방향성이 명확한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게시판을 통한
찬반 의견 나누기와 같은 활동을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 기간, 교육
내용(찬반 의견을 나눌 의제에 대한 고민, 시의적절하면서도 학습 내용에 알맞은), 교육
방법(찬반의 의견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 제시),
다른 친구의 의견에 동감·비동감 등의 의사 표출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석을 인정받기 위하여 어떤 활동을 하였을 시 하루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학습량과 내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합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화상 상담 서비스를 위해서는 상담 계획, 기간, 대상자 선정 및
처지 등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목적과 구체적 활동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콘텐츠/시스템 측면의 요건
비실시간 쌍방향 수업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민 후에
콘텐츠 및 시스템 측면의 요건을 상정할 수 있겠으나, 찬반 의견 나누기와 같은 교육
활동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일종의 온라인포럼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적합한 교육 의제가
제시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출석 인정을 위한 기능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실시간 화상
상담을 위해서는 현재 유선으로 이루어지는 상담과 실시간 화상 상담 모두 상담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이를 학생 프로파일 기록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학생 관리 페이지
구축이 필요할 것이고, 이 페이지에는 개인 정보가 많은 관계로 그 보안에 대한 계획과
적용 방법에 대한 구체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5) 학생선수 e-school의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가) 학습자 맞춤형 학습시수 정보 제공
(1) 배경 및 필요성

이스쿨의 학습자인 학생선수들은 훈련 및 대회출전으로 인한 수업결손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매 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하였을 경우에 해당 학기나
방학기간 동안 이스쿨을 통해 보충학습을 이수하게 된다. 그렇다보니 이스쿨 학습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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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이번 학기 동안 자신이 얼마만큼의 수업결손이 있었는지,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학습해야 하는 이스쿨 이수시수가 각각 결정된다. 따라서
학생 개인별 목표량(필요한 보충학습 시수) 대비 도달 정도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학습량의 목표 달성과 학습의욕 고취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FGI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책임교사들은 한 학교에
한 명인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많은 학생을 지도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학습 진도를
파악하고 지도하기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학습자 개별 맞춤형 학습시수 알림
기능이 제공된다면 학생의 학습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세부 사항 및 내용

□ 학습자별 필수 학습시수 설정 및 학습량 정보 제공
학생선수 이스쿨은 정규학기(1,2학기)와 방학기간(여름런업, 겨울런업)을 포함하여
연간 총 4번의 과정이 운영된다. 이스쿨 학습자로 등록된 학생선수들은 본인이
대회출전이나 훈련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기간과 일정이 모두 다르므로, 어느 학기에
얼마만큼의 보충학습을 해야 하는지가 모두 다르다. 이에, 학생이 본인이 수업결손이
일어난 날짜를 입력하면, 그에 따른 필수 학습시수와 현재 목표 대비 학습진도, 이후로
들어야 할 목표 대비 남은 학습량이 얼마인지에 대해 마이페이지 기능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확인하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방학기간 동안 제공되는 런업과정은 매 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최저학력기준(중학교는
해당학년 교과별 평균성적의 40%, 고등학교는 30%)에 미도달된 학생에게만 의무적으로
보충이수(60시간)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때 학교별로 필수이수 교과가 다르게 지정될
수 있다. 이에, 교사가 학생 개인별로 대상자 여부인지 정보, 필수 학습교과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학생별로 필수 학습시수, 현재 목표 대비 학습진도, 남은 학습량 정보를,
교사에게는 필수 학습시수 미도달 학생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 상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학습자별 학습시수 알림 서비스
학습자가 마이페이지를 통해 또는 교사가 관리페이지를 통해 학습자별 목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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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시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함과 더불어, 학기나 학습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예시, 학습기간 종료 1주일 전)에는 학습자별로 종료시점, 남은 학습량에
대한 알림 기능, 문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한 내에 필수 이수시수를 학습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교사에게도 학기나 학습기간 종료시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필수 학습시수 미도달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3) 요건

□ 학습 데이터(교수학습방법) 측면의 요건
학습자 맞춤형의 학습시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필수 이수시수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학생별 수업결손 횟수,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여부, 해당학교 필수
학습교과 등)가 시스템 상에 입력되어야 하며, 학기 및 기간별로 개인 학습이력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다.

□ 콘텐츠/시스템 측면의 요건
학생이 자신의 필수 학습시수, 목표 대비 학습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페이지
기능도 아직까지 구현되지 못하고 있어 개발이 필요하다.
이 때, 학기 중 수업결손이 일어난 날짜, 런업과정 대상자 여부, 해당학교 필수교과 등을
학습자 본인 또는 교사가 시스템에 직접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으나, 향후에는
나이스(NEIS)와 연동 운영하여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이스 상에는 학생별 인정결석 횟수, 기말고사
성적 및 최저학력 도달 여부 등 학교생활기록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스템 연동을
통해 담당교사나 학생개인이 직접 수업결손 횟수, 최저학력 도달 여부 등을 입력하지
않고도 개별 학생의 학습시수 목표량과 도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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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율적 학습진단 및 학습지원 서비스
(1) 배경 및 필요성

학생선수 이스쿨은 운동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규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 이루어지는 보충수업이다. 따라서 운동과 학습 병행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한 학생선수들이 자율학습을 통해 정규수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상황 및
수준을 진단・파악하고, 향후 어떤 부분을 더 학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보를 얻고,
온라인 학습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 및 피드백을 강화하는 등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진단 및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이 요청된다.
(2) 세부 사항 및 내용

□ 온라인 학습 내실화를 위한 상호작용 활성화
이스쿨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선수들은 온라인 학습의 컨텐츠나 강의교사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였으나, 정규수업과 즉각적인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스쿨의 학습지도와 상담은 단위학교별 지도교사의 역할로
되어 있고 이를 위한 질문게시판이 제공되고 있으나, 사실상 학교 여건상 대부분 책임교사
(주로 체육주임교사) 1명이 해당학교의 학습지도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과교사가

이스쿨 학습을 함께 지도하며 온라인 질의응답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온라인
학습을 통해 충분히 교과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교과담당 교사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1:1 질문하기 및 신속한 피드백 받기 등 온라인 상호작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사에게는 학생들의 질문에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자기 진단 및 학습지원 정보 제공
학생선수들은 부족한 시간 내에 효과적인 학습을 필요로 하고 있어, 스스로 학습상황에
대해 자기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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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것이다. 2019년도부터 이스쿨에서는 차시별 형성평가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 분석을 통해 학습자별 학습성취 정보 및 부족한 영역에 대한 정보 제공,
또래 학습자(우리학교 학습자 또는 동일학년 학습자)가 많이 듣는 교과나 영역, 또래
학습자의 평균점수 또는 성취수준이 높은 학습자의 평균점수 등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학습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학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교사에게도 해당 학교 학생들이 많이 듣는 교과 및 영역, 부족한 영역, 학습성취
평균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해당학교 학생들의 교과배정, 학교 필수교과 선택,
학습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현재 방송통신중 ․ 고등학교 온라인 교육지원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단평가와 진단결과에 따른 화상수업을 활용한 보충 지원 방안을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요건

□ 학습 데이터(교수학습방법) 측면의 요건
이스쿨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과 질의응답 및 학습상담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교과별 교사를 선정・확보하여야 하며, 교사에 대한 연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생선수를 위한 진단평가를 도입할 경우, 화상을
통한 학습지원의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 진단 및 학습지원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학생별 학습기록 및 형성평가 결과
누적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별 학습결과 및 성취결과 분석 통계 데이터, 또래학습자
학습결과, 성취결과의 분석 통계 데이터 등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별, 학년별, 지역별
학습결과 통계, 학습성취 통계, 지역별 학습결과 및 학습성취 통계 등이 필요할 것이다.
□ 콘텐츠/시스템 측면의 요건
이스쿨 전담 교과교사와 학생 간 신속한 질의응답 및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시스템 상의 알람 기능을 포함한 상호소통 공간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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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학습기록 및 학습성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페이지 기능, 교사의 해당학교
학생들의 학습결과 및 학습성취 통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결과페이지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6)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의 관련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가) 학습자 맞춤형 목표도달 알림 서비스
(1) 배경 및 필요성

학습지원 사업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을 위해 필요한 이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규 교육과정의 이수시수, 학교 밖의 방송통신중학교 온라인
학습 이수시수, 교육감 인정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수시수,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시수를 모두 포함하여 초등은 총 4,692시수, 중학교는 총 2,652시수를 이수해야 하며,
국어, 사회, 인성을 필수교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본 사업 학습자와 교육기관
지도교사의 경우 현재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학습을 통해 도달해야 할 주요 목표로 학교
밖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학습시수를 이수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 밖 학습자와 이를 지도하는 학교 밖 학습기관의 지도교사에게 있어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여 정규학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수시수가 얼마이고, 학교
밖에서 학력인정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과별 이수시수가 몇 시수이고, 온라인학습을
통해 얼마나 더 학습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학습자와 교육기관 지도교사에게 학습자 맞춤형 목표도달
정도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목표도달을 위한 정보를 알게
됨과 동시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학습동기 유발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세부 사항 및 내용

□ 학습자별 학력인정 목표시수 도달 알림 기능
학습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들은 학업중단학생이 대부분이며, 학교 밖에서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총 이수시수의 많은 부분을 온라인학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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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키고 있다. 이에,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학력인정을 위해 학습해야 할
목표시수가 얼마이고, 목표 대비 어떤 교과를 얼마나 학습해야 하는지의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학교 밖 학습자들은 정규학교와 같이 학년, 학기, 학급당
시간표 등이 제공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이 스스로 총 이수시수를 충족시켜야하기 때문에,
학습자별로 학력인정을 위해 이수해야하는 목표시수, 목표 대비 학습 진도, 남은 학습시수
등에 대한 알림 기능이 더욱 필요하다. 학습자별로 본인의 정규학교 기존 학습이력과 학교
밖 학습경험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학교 밖 학력인정을 위해 이수해야 할 과목, 이수시수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이 진행되면 진도에 따른 목표달성 정도와 앞으로 남은 학습시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밖 학습기관의 지도교사에게도 학습자별로 목표시수,
학습진도 달성정도, 남은 학습시수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자를 지원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3) 요건

□ 학습 데이터(교수학습방법) 측면의 요건
본 사업의 목적에 맞춘 학습자 맞춤형 목표도달 알림 서비스를 지원하려면, 학습자의
학업중단 이전 학습이력 데이터가 먼저 입력되어야 하고, 학습자별로 온라인학습의
학습이력 데이터의 누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교 밖 학력인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학습이력과 관련한 개인정보(미취학 또는 학업중단학생
여부, 학업중단의 시점(학년/학기), 연령 등)가 필요한데, 관련정보는 학습지원 사업
학습자로 홈페이지 등록 시에 일부 정보를 제공받고 있어 해당 데이터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 콘텐츠/시스템 측면의 요건
학습자가 학력인정 목표시수, 목표 대비 학습진도, 학습량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페이지의 기능, 그리고 학교 밖 학습기관의 지도교사를 위한 학습자 이력 확인
페이지도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아직까지 시스템 상에서 학습자에게 교과별 이수시수
정도만 학습결과로 제공되고 있어 향후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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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자 흥미유발을 위한 선택적 학습분석 결과 제공
(1) 배경 및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학습상황을 지도･지원해주는 지도교사가 부재한
경우가 많으며, 일부 기관소속 학습자의 경우에도 지도교사는 단순한 학습결과 확인
정도의 지원에 머물러 있어 학생 스스로 장기간 내실 있는 학습을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과거의 실패에 대한 경험으로 학습에 대한 의욕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아, 자기주도적인 온라인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FGI 결과, 학습동기 유발의 주요 방법으로는
본인의 학습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퀴즈, 형성평가, 학습분석을 통한 학습현황 및 성취
결과 제공 등이 제안되었다.
다만, 일부 학교 밖 학습자들의 경우 자신의 학습성취 결과를 수치로 확인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여, 학습성취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되 경쟁적이거나 강제적
이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세부 사항 및 내용

□ 학습자 선택형 자기 진단평가 제공
온라인학습의 참여독려와 학습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돌발퀴즈 등 학습 중 상호작용
기능을 제공하고,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단원별 형성평가와 그 성취결과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단, 형성평가의 성취결과에 대해서는 학습자가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강압적이거나 경쟁적인 성취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 학습자 맞춤형 학습내용 추천
학습자별로 학습이력과 성취결과 데이터 축적을 통해 교과 및 영역별 강약점을
분석하고, 학습과목 및 학습내용 추천 기능을 제공하여 자율학습을 돕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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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습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지도교사에게 학습이력을 제공하여 학습지도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3) 요건

□ 학습 데이터(교수학습방법) 측면의 요건
학습자 맞춤형 학습내용 추천 기능을 위해서는 학생별 학습기록 및 형성평가 결과
누적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별 학습결과 및 성취결과 분석 데이터, 전체 학생의 학습 및
성취결과 분석 데이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콘텐츠/시스템 측면의 요건
학습지원 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시범사업 중으로 온라인학습의 기능이 매우 제한적
으로 제공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온라인학습 서비스에서 기 제공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 콘텐츠 적용 및 단원별 형성평가 기능 제공,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강의실
개편 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 중 상호작용 기능 구현을 위한 h5p
기반 동영상 제공 등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학습분석을 위한 학습 데이터 수집 개선 방안

가. 현행 온라인 교육의 학습 데이터 현황: 학습분석 관점에서의 한계 및 제약
1) 방송중·고

방송중･고의 학습 데이터는 Learning content data(교과 콘텐츠, 평가, 기초학력
콘텐츠, 기초학력 평가)는 22개, Learning activity data(로그인, 콘텐츠 활용, 북마크,
과제 결과, 평가, 기초학력 평가 결과)는 22개, Operational data(진도율 정보, 상담,
기초학력 화상강의)는 50개, Career & Profile data(필수정보, 필수정보(미성년), 선택정보,
전출자이수, 상담, 기초학력 지원, NEIS)는 37개로 전체 131개로 분석되었다([표 Ⅲ-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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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이중에서 학습콘텐츠 데이터에 대해 요구되는 학습활동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대한 데이터 추출에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학습콘텐츠 데이터와 학습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활동 데이터의 관련성을
추출하기에는 많은 제한점을 갖는다. 이는 학습콘텐츠 데이터에 대한 학습운영 데이터의
관련성을 학습활동 데이터가 충분히 연결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2)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의 학습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학습활동 데이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의 학습 데이터는 Learning
content data(교과 콘텐츠, 평가, 화상 수업)는 20개, Learning activity data(과제, 기말

평가, 동영상 콘텐츠 학습 결과, 질문, 토론, 학습필기, 형성평가)는 32개, Operational
data(과제, 기말평가, 시스템 사용 정보, 쪽지)는 20개, Career & Profile data(사용자

정보)는 18개로 전체 90개로 분석되었다([표 Ⅲ-2] 참조). 전반적으로 학습 동기 및 학습
목적에 대한 학습자의 경력 데이터의 축적이 부족한 상태이며, 향후에 학습지원 서비스의
구축에 많은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3)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학습 데이터는 Learning content data는 2개, Learning activity
data(콘텐츠 활용, 강의실 게시판 참여, 마인드맵 게시판 참여, 과제 결과, 화상수업 참여,

화상수업 시험 결과)는 20개, Operational data는 5개, Profile data(필수정보, 화상수업
참여 코드, 선택정보)는 9개로 전체 36개로 분석되었다([표 Ⅲ-3] 참조). 학습콘텐츠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만 설계되었다. 콘텐츠에 대한 학습활동, 특히 댓글 및
게시판 활동 등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학습활동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호작용 기반의 학습활동 분석은 향후에 학습 평가 결과와 연계되기 어려우며,
학습운영 데이터와의 관련성이나 연관성을 도출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서비스는 학습자간의 학습 성취도 및 평가 결과 보다는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및 학습 이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른 온라인
교육서비스와의 공통된 학습분석 모델이 부적합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경력 데이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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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학습이력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학습자의 학습 목적 및 학습 동기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분석 서비스는 많은 제한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4)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의 학습 관련 데이터는 Learning content data(교과 콘텐츠,
평가, 화상 수업)는 23개, Learning activity data(동영상 콘텐츠 학습 결과, 형성평가,
질문, 학습필기)는 15개, Operational data(시스템 사용 정보, 쪽지, 화상 수업)는 16개,
Career & Profile data(사용자 정보)는 14개로 전체 68개로 분석되었다(<표 Ⅲ-4> 참조).

다른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학습 데이터와 유사하게 학습자의 학습이력 데이터나 경력
데이터가 부족하며, 이는 학습자의 학습 목적이나 학습동기를 기반으로 학습콘텐츠 및
학습 운영 데이터 사이의 관련성 및 연관성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분석 서비스에 많은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5) 학생선수 e-School

학생선수 e-School에서 Learning content data(교과 콘텐츠, 평가)는 6개, Learning
activity data(콘텐츠 활용-학습진행, 평가, 학습QnA)는 20개, Operational data(학교

정보, 학습 배정 정보, 평가, 학습QnA, 교과콘텐츠)는 12개, Profile data(회원학적정보,
교원학적정보)는 9개로 전체 47개로 분석되었다([표 Ⅲ-5] 참조). 학생선수 e-School
서비스는 학습자의 학습이력 데이터나 경력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학습 목적이나 학습 동기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활동을 분석하기에 많은 제한점을 가질
수 있으며, 향후에 학습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활동 분석 및 학습 콘텐츠
데이터의 분석에 일반적인 통계 분석만이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학습평가 결과만으로
학습활동을 분석하게 되고, 이는 단편적인 학습콘텐츠의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6)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에서 Learning content data(콘텐츠, 교육과정 정보)는
8개, Learning activity data(온라인 상담, 온라인 학습진행, 학습선정)는 14개, Operational
data(학습신청, 교육과정 정보)는 6개, Profile data(교육청/기관정보, 보호자정보,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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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14개로 전체 42개로 분석되었다([표 Ⅲ-6] 참조).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서비스는 다른 온라인 학습 서비스와 달리 온라인 상담 활동에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의 특징에 기인한 학습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서비스는 학습콘텐츠 데이터가 부족하며, 이는 학습자의
학습분석에 있어서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특히, 학습콘텐츠와 학습활동에 대한 관련성은
학습분석의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으며, 향후에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학습콘텐츠의
추출과 이에 따라 요구되는 학습활동의 유발과 같은 학습지원 서비스의 구축에도 많은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현재의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서비스의 학습 데이터는
학습콘텐츠의 이수율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분석 서비스만 가능하며, 추가적인 심도 있고
다양한 측면의 학습분석 서비스에는 많은 제한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습 데이터 수집 개선 및 활용 방안
1) 공통 사항: 학생 경력 데이터 수집 및 연계 활용
6개의 온라인 교육은 학습콘텐츠 제공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개발되었고, 이에 맞는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방송중･고는 학습단절을 극복
하고 학습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은 전학
학생의 학력 격차 및 학습 부족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한 공동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은 학습자의 학교 복귀 및 학력 단절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선수
e-School은 일시적 수업 단절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은 학교 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에 대한 경력 데이터는 각
서비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하지만, 현재 6개의 온라인 교육은 학습자에 대한
경력 데이터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력 데이터 수집과 이를 토대로 한 학습분석의 접근이 필요하다. 경력 데이터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 데이터는 학습자가 학습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추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학습분석 데이터이다. 따라서 경력 데이터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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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향후에 학습자 학습이력 데이터와 연계하여 개인화되고 개별 맞춤형의
학습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학습자의 경력 데이터는 학습자 개인의 의사와 상황,
학습자의 보호자의 의사, 학습자의 학습경력 및 직업 경력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교사 및 담당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개인정보에
의해 보호되어야할 데이터이기도 하다. 학습자의 학습이력 데이터는 NEIS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추출될 수 있는 학습분석 데이터이다. 즉, 학습자의 경력 데이터는 수집
하거나 축적하기가 가장 어려운 학습 데이터이며, 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설문
형식이나 해석 전문가, 혹은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학습콘텐츠 데이터와 학습활동 데이터는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의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와 학습활동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에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에 대한 학습이력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즉, 학습콘텐츠 데이터와 학습활동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에는 학습자의
학습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학습자가 학습한 학습콘텐츠 데이터와 학습자의 학습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학습자가 수행한 학습활동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출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제된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학습콘텐츠 데이터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활동 데이터의 유의미성을 추론해낼 수 있다. 또한, 학습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학습자가 수행한 학습활동 데이터가 학습자의 경력 데이터에 맞춰
유의미한 학습분석 결과를 추출해낼 수 있다. 즉, 학습운영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자의
학습활동 중에서 학습자의 경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추출해내고 이를
통해 학습활동과 학습자의 성취도를 추출해낼 수 있다.
셋째, 학습분석의 주요 대상은 학습활동 데이터와 학습콘텐츠 데이터이다. 하지만,
학습활동 데이터와 학습콘텐츠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준은 학습자의 학습이력 데이터와
학습자의 경력 데이터이다. 특히, 학습자의 학습 이력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자에 대한 학습분석 모델이 적용되며, 학습자의 경력 데이터는 미래지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자에 대한 학습분석 모델이 적용된다. 따라서 학습이력 데이터와 경력
데이터의 적절한 관련성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학습분석 모델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학습콘텐츠 데이터와 학습활동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서는 온라인
학습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활동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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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의 추가적인 개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학습 데이터의 정의와 학습자
학습이력 데이터 및 경력 데이터와의 관련성에 기반을 둔 데이터 정의가 필요하다.

2) 각 온라인 교육의 학습 데이터 수집 개선 및 활용

가) 방송중·고
방송중･고의 학습 데이터는 학습운영 데이터의 구분이나 설계가 세밀한 부분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습활동 데이터를 분류하고 원하는 학습활동 데이터를 세밀하게
추출할 수 있다. 또한, 학습이력 데이터와 학습자의 경력 데이터가 세밀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NEIS와의 연계가 가능하므로 학습자에 대한 학습목적 및 학습 경력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활동 및 학습콘텐츠 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방송중･고의 학습운영
데이터와 학습이력 데이터 및 경력 데이터간의 관련성을 추출하기 위한 학습분석 모델이
수립되면 가장 복합적이고 다측면적인 학습분석 까지 가능할 것이다.

나)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의 학습 데이터는 토론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향후에 담화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담화분석은 학습자와
학습콘텐츠간의 관련성을 학습활동을 기반으로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학습분석 방법이다. 학습콘텐츠와 관련된 토론 활동 및 평가 결과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콘텐츠 이해능력 및 학습향상의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는 학습운영 데이터와
함께 학습자의 학습콘텐츠에 대한 이해도를 추출하는 데 활용된다.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이력 데이터의 추출을 위해 각 지역 교육청 및 NEIS 시스템과의 연계가 제공된다면
학습자의 학습이력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콘텐츠 이해도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학습자간의 학습 성취도 및 평가 결과보다는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및 학습 이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이에 학습자들의 학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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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학습자들의 학습 콘텐츠 이수 여부와의 관련성을 추출하는 학습분석 서비스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지원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라)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의 학습 데이터는 학습자의 게시판 활동에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개인적인 필기 데이터도 축적하고 있다. 이는 향후에 학습자의
게시판 활동과 필기 활동의 관련성을 추출하고 학습콘텐츠 이수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에 게시판 활동 및 필기 활동을 소셜 네트워크
활동과 연계하여 분석하게 되며, 보다 정확한 학습자의 학습분석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마) 학생선수 e-School
학생선수 e-School에서는 학습자의 담당 교원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자와 교수자와의 개별적 면담 및 학습관리에 대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콘텐츠 데이터 및 학습활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교수자의 의견을 추가하면 좀 더 세밀한 학습자의 학습분석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바)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은 다른 온라인 교육과는 달리 온라인 상담 활동에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향후에 담화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서비스의 학습 데이터는 학습콘텐츠의 이수율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분석 서비스만 가능하며, 추가적인 차원의 심도 있고 다양한 측면의 학습분석
서비스에는 많은 제한점을 가지므로, 향후 학습자의 학습 목적 및 학습 동기에 적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학습데이터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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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 교육용 콘텐츠와 교육방법 현황: 한계 및 제약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 그룹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에 활용되는 콘텐츠는 방송중·고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개발된 교육
콘텐츠를 범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송중·고 학생을 위한 기초
영어·수학 콘텐츠,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을 위해 추가적으로 개발된 선택과목
콘텐츠, 학생선수를 위한 특화 콘텐츠 등 학습자 그룹의 특성을 고려한 일부 콘텐츠를
찾을 수 있으나,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방송중·고와 동일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콘텐츠가
각 사업별 주요 학습 대상자에게 적합한 난이도의 콘텐츠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들이나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제기되었다.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는 동영상 강의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그만큼 다양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바뀌면 해당 콘텐츠도 수정되거나 다시 제작되어야 한다. 그
만큼의 예산이 반복돼서 투입되어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교육방법 측면에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학습자 인식 수준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살펴봤을 때, 학습자가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오프라인 학습환경과 비교하여 느끼는 큰
차이 중 하나는 상호작용이다. 학습자들은 대부분 온라인에서의 교육은 일방향적이고
상호작용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지식 전달형 위주의 콘텐츠 및 교육
방법이 매우 높은 개선 중요성과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습자와 콘텐츠 간의
상호작용은 학습자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습을 하면서 콘텐츠 내용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PC와 모바일 등 다양한 학습환경에서
하나의 콘텐츠로 학습하기 위해 동영상 형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학습자-콘텐츠
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학습자와 교수자간
상호작용 면에서도 실시간 화상수업을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공동교육과정과 건강장애
학생 원격수업을 제외하고는 학습자와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은 활발하지 않다. 더욱이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기회는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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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선 방안
본 절에서는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콘텐츠의 질적 개선 방안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콘텐츠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일방향적 동영상 강의
콘텐츠에서 벗어나 상호작용이 강화된 학습자 참여형 콘텐츠로 전환해야 하며 교육
콘텐츠의 유형을 다양하게 인정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콘텐츠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유형의 평가문항 확보를 통해 학습 수준을
진단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동기 수준을 측정하여 다양한 피드백 유형을 개발한
후 학습자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1) 학습분석 관점의 콘텐츠 설계 및 개발: 상호작용에 의한 학습활동 활성화

앞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학습자 인식 수준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살펴봤을
때, 학습자가 온라인 학습환경을 오프라인 학습환경과 비교하여 느끼는 큰 차이 중 하나는
상호작용이다. 학습자들은 대부분 온라인에서의 교육은 일방향적이고 상호작용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온라인 수업보다는 오프라인 대면 수업을 선호하였다. 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도 지식 전달형 위주의 콘텐츠와 교육 방법이 매우 높은 개선 중요성과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결국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학습활동의 활성화는 학습분석을 위한 학습 데이터 수집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활발한 학습활동은 다양한 상호작용 요소를 콘텐츠에 내재시킴으로써 가능해
진다. 따라서 학습분석 관점의 콘텐츠 설계 및 개발은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다루어져한다.
이에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콘텐츠 개선 방안을 세 가지 상호작용 유형30)으로 나누어
제안한다.
가) 학습자-콘텐츠(학습내용) 상호작용 강화
학습자와 콘텐츠 간의 상호작용은 학습자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습을 하면서
콘텐츠 내용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PC와

30) Moore(1989)가 제안한 세 가지 상호작용 유형을 의미함.

212

Ⅴ.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모바일 등 다양한 학습환경에서 하나의 콘텐츠로 학습하기 위해 동영상 형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학습자-콘텐츠 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html5 기술의 발전으로 동영상 내 학습자 활동이 가능하며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 학습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활동 등은 모두 콘텐츠에
대한 학습자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콘텐츠 간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내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콘텐츠를 학습한 뒤 학습자가
콘텐츠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에 대한 평가,
학습 내용 관련 검색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학습자가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한다면 학습자에게 적절한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학습자-교수자 상호작용 강화
상호작용의 두 번째 유형인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작용에 있어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것이 수강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학습의 패턴 변화를 탐구한 결과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할 때 학습 만족도가 증가하고 상호작용이 약할 경우에는 학습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남상은 외, 2017).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등교육
온라인 교육 사업의 경우 콘텐츠의 강의 담당 교수자는 강의만 진행할 뿐 학습자와 별도의
상호작용을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콘텐츠 즉 교과를 운영하는 관리 교사나 담임교사가
존재하므로 관리 교사가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콘텐츠의 학습 내용과
연계하여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리 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적절한 상호작용을 진행하기 위해 누구보다 콘텐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콘텐츠 강의교사 외 누구나 콘텐츠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와 같이 콘텐츠 활용 안내서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다) 학습자-학습자 상호작용 강화
마지막 유형은 학습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다. 동료 학습자와의 교류는 매우
중요하며 학습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동료 학습자와의 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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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으로의 학습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과는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따라서 콘텐츠 내에 학습자끼리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놓아야 한다. 한 예로 Coursera의 강의에서는 강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학습자 설문
조사가 실시되며 내가 응답할 경우 다른 학습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른
학습자들의 생각까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이 상호
작용적 측면에서 강력한 이유도 같은 공감대를 지닌 사람들끼리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음에 있는 것처럼 교육 콘텐츠에서도 이러한 실시간 상호작용 기능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앞의 Pensylvania Villanova 대학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학습자의 활동 설계 시 다양한 측면에서 학습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활동, 즉
토론 게시 활동, 질문 게시 활동 등을 설계해야 하겠다. 또한 Villanova 대학의 경우
작성한 게시물 수, 게시물의 규칙성, 얼마나 자주 다른 학습자의 게시물에 피드백 하는지,
얼마나 많은 학습자가 그 학습자의 게시물에 답했는지, 다른 학습자들이 얼마나 해당
학습자의 게시물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여 학습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듯이 학습 콘텐츠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설계한 후 적절한 측정 및 평가를
진행해야 하겠다.
2) 진단-처치(diagnosis-intervention)를 위한 수준별 평가문항 개발

방송중·고와 동일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콘텐츠가
각 사업별 주요 학습 대상자에게 적합한 난이도의 콘텐츠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들이나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제기되었다. 학습자 맞춤형 수준의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사업별로 차별적인 이수 기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기에
현 상황에서는 학습자의 정확한 학습 수준을 진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온라인 교육의
형태, 즉 매체의 형태, 예를 들어 동영상 콘텐츠, 텍스트 중심의 온라인 학습 자료, 실시간
화상 수업 등과 같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특히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2015 교육과정 기반의 중등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습자의 학습수준 진단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중등교육 기반의 소주제 단위 온라인 콘텐츠마다 평가 문제를 진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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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평가, 총괄평가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확보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 진단을
통해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한 후 학습자가 이미 성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일 경우
해당 소주제의 학습을 건너뛰고 보다 상위 수준의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교육용 콘텐츠 모듈화 및 다양화

본 절에서는 콘텐츠의 양적 확대 및 맞춤형 콘텐츠 설계 방안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맞춤형 콘텐츠 설계를 위해서는 분절화된 콘텐츠의 확보를 토대로
학습자마다 적절한 학습 분량을 제시해야 한다. 두 번째로 각 사업의 학습 대상자가
원활히 정규 학습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지원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공유 체제 구축을 통해 콘텐츠를 양적으로 확보해야 함을
제안한다.
가) 콘텐츠 재구성을 고려한 분절화 및 모듈화
학습자와의 인터뷰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학습자마다 한 번 로그인하여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학습 분량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방송중·고 학습자의 경우 고령의 성인
학습자가 대다수다 보니 오히려 분절화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콘텐츠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업 적령기의 10대 학습자의 경우 기존의 동영상 콘텐츠보다는 현재
분절화된 콘텐츠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분절화된 콘텐츠가 아닌 50분
내외의 동영상 콘텐츠로 학습하고 있는 미취학·학업중단 학습자의 경우 분절화된
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컸다. 즉 학습자마다 한 번 학습할 때 제공되었으면 하는 콘텐츠의
학습 길이에 대한 요구는 매우 다르다. 콘텐츠를 학습자가 원하는 대로 여러 형태로
제작할 수는 없겠지만 분절화 및 모듈화된 콘텐츠로 제작된 것을 여러 단위의 조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분절화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자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조합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10분 내외의 소주제 영상을 로그인하여 평균적으로 1개씩만
학습하는 학습자의 경우에는 학습 단위를 1개의 소주제와 그에 따르는 학습활동, 형성
평가를 하나의 단위로 제공할 수 있다. 단, 학습 단위가 학습자별로 모두 다르게 구성
되더라도 각각의 학습 단위를 학습함에 있어 콘텐츠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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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데 어색함이 없어야 하겠다. 또한 분절된 콘텐츠가 정확하게 어떤 주제어,
학습요목, 핵심성취기준을 어느 수준의 학습자에게 맞춰져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안에서도 위계에 맞는 또는 수준에 맞는
것들을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처방해 주고, 교사에게도 학생의 학습흥미도, 집중도, 몰입도
등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면 학생 맞춤형 교육에 한발 다가서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확보한다 해도 교육 콘텐츠의 양적
확보를 통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은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기존 콘텐츠의 재구성
및 재활용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수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통의
내용 체계 지도를 개발한 후 교육과정 개정 시 내용 체계 지도 수정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분절형·모듈형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기초학력 지원 콘텐츠 확보 및 개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송중·고 사업이나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사업의 경우 적령기
학습자가 아닌 성인 학습자 위주이거나 병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학습자이므로 심각한 학업결손이 있는 학습자이다. 또한 최근 학력 위주의
사회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열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교육, 혁신교육 등의 교육 정책이
시행되어오면서 학습자 각자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타남과 동시에 인지적 측면의 교육을 강조해온 바, 기초학력에 대한 불안감이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이 기초학력이다.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학습의
보장 및 교과학습의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교과학습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의 활용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수준을
진단하고 학습자가 적절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 할 경우 해당 학년의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과학습 향상 지원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며 새롭게 개발하기 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를 국가 차원에서 정한 내용
체계의 틀에 맞춰 위계화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초학습의 보장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 및 유관기관에서 개발된 다양한 교육 자료, 예를 들어 ‘무학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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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학습 교재’, ‘방송중·고의 기초영어·기초수학’, ‘중학교 학력증진 프로그램’ 등을
공유한다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콘텐츠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5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가. 현행 온라인 교육 학습관리시스템: 학습분석 관점에서의 한계 및 제약
본 연구는 방송중·고 콘텐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학생선수
e-School 등 일반 학생과는 다른 학습 조건을 가진 학습자들로 특성화하여 운영되고 있는

학습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특성화는 각 특성 집단의 비우호적인 인지적,
인구학적, 시간 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그들의 학습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했던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학습 대상자 특성별 학습관리시스템의 분리운영
전략은, 상호 비교가 불가능한 분리로 인해 정작 각 집단의 교수·학습적 특성 파악이
어렵고 따라서 맞춤형 처방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비교분석을 곤란하게 만든다. 집단별
맞춤화 운영을 위해 만든 시스템들이 개인별 맞춤화 분석을 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인구학적 특성은 범주 변수이지만, 교수·학습적 특성은 연속 변수로서, 범주
특성과 개인 특성 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애 및 질병, 취업 여부, 연령,
운동선수 여부 등 분리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인구학적 단일 범주는, 해당 범주 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인지 능력, 선수지식 수준, 시간 관리 능력 등 다양한 교수·학습적 연속 변수의
평균을 나타내는 ‘범주적 대리변수(categorical proxy variable)’에 불과하다. 예컨대,
나이가 들었어도 인지 기능이 왕성한 사람도 있고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 중에도
학습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현재 구분 기준은 동일인에게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나이가 들고 재직자이면서 몸이 불편한
학습자 등), 개인 장애의 유형이 이질적인 경우(정서적, 신체적, 지각적 등), 인구학적
특성의 변이성이 다른 경우(영구적 장애, 한시적 선수 생활 등) 등 군집 내에서조차
교수·학습적 조건이 균질적이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 나아가 특정 인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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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가진 집단 전체를 뭉뚱그려 부정적 낙인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 인구학적 특성 집단별 맞춤형 수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대조군과의 비교 분석이
어렵다는 점이다. 비교할 준거 집단과의 분리로 인해, 범주화가 가정하고 있는 각 군집의
상대적 교수·학습적 특성 수준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예컨대 재직성인학습자와
일반학령학습자가 사용하는 학습관리시스템이 분리된 것처럼 학습분석시스템도 분리
된다면, 교수·학습적 변수에 있어 두 집단-간 평균과 분산이 집단-내 개인 간 평균과
분산에 비해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가설을 검증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증거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학습분석시스템 도입 취지에 위배된다.
셋째, 맞춤형 수업지원에 필요한 ‘개인별 시계열 학습과정’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현재 학습관리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의 기치 하에,
수업에 접근하고(入) 규정에 따라 수료할 수 있는(出) 출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다. 반면, 맞춤형 학습분석시스템은 입-출 사이에 이뤄지는 학습 과정(過程) 에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바로 그(녀)를 위한’ 처방 제시를 목표로 한다. 집단에서 개인으로, 출-입
포인트에서 그 전체 과정으로 분석의 단위와 대상이 바뀌는 ‘빅데이터’ 상황에 상응할
수 있는 시스템 인프라의 수준과 성능은 현재 수준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어야
한다.
넷째, 특성화 학습관리시스템의 궁극적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다.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특성 집단별 학습관리시스템의 역할이 정규 학습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인지
대체하는 것인지 그 역할이 모호하다. 보완용이라면 언젠가 정규 시스템으로 복귀시켜야
할 것이고, 대체용이라면 별도의 병렬적 커리큘럼을 갖추어야 한다. 영구적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닐 경우,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특성 집단 학습자들은 가급적
조기에 정규 교육 체계 안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특성 집단별 학습관리
시스템은 각 집단 내 학습자가 어떤 조건에서 일반 학습자의 정규 체계 안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판단할 객관적 준거 설정이 다소 미흡하다.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이 달라지면
(운동선수를 그만둔 경우 등) 교수·학습적 조건(성적, 시간 관리 능력 등)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복귀시켜야 하는가? 반대로 인구학적 특성이 영구적인 것(연령
등)이라면 개인이 교수·학습적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그는 일반 트랙으로 복귀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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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학습분석
시스템으로의 확장
개인별 맞춤형 학습분석시스템의 도입은, 체제이론 관점에서 볼 때, 학습자 특성 집단별
부분최적화(sub-optimization) 전략과 함께, 중등 학습자 전체 집단 내 개인별 전체
최적화(total optimization) 전략을 가미한 국가 공교육 온라인 수업 체제 마련을 의미
한다. 이를 위해 최적화의 입상(粒狀; granularity)을 인구학적 특성 집단으로부터 개별
학습자로 미립화시키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La Londe, Grabner, & Robeson, 1976).
체제이론에 따르면 부분 최적화는 전체의 성과를 희생시킨다. 통계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양과 처방의 입상은 반비례한다. 분리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 단위의 입상을
집단에서 개인으로 미립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양, 즉 데이터 자유도의
폭발적 증가가 필요하다. 예컨대, 100만 명의 모집단 학습자를 10개의 집단으로 분리시켜
부분 최적화할 경우, 집단 간 자유도는 4에 불과하다. 집단에 최적화한다 하더라도 그
집단 내 평균 구성원 10만 명 간의 개인별 맞춤화를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100만
명의 모집단 학습자를 100만 명의 개인으로 분리하여 전체최적화를 시킬 경우, 자유도는
999,999이 된다. 개인별로 수집되는 높은 자유도의 정보를 얻지 못하면 개인별 맞춤화

학습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 개인의 학습 맥락별 차이까지 고려한 적응형 수업
(adaptive instruction)을 시도하려면 자유도의 멱함수적(power function) 증가를 감당

하면서 수많은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적시에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학습 분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전산시스템 관점과 교수·학습 관점에서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으로서의 개선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변화 및 용량의 확대가 필요하다.
빅데이터는 크기와 이질성, 신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정책용 데이터는 잘 정제되어 있고
균질적이지만, 교수·학습용 데이터는 비정형적이고 이질적인 경우가 많다. 시간에 따라
바뀌는 텍스트 데이터, 클릭이벤트 로그, 위치 데이터, 상호작용 매트릭스 데이터,
생리센서데이터가 특정 시점에 고정되는 성적, 설문, 학생부데이터와 함께 관리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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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데이터 발생 장소와 시간도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며,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송하는
학습 디바이스의 종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환성 확보도 필수적이다.
둘째, 빅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결과를 적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
분석 알고리즘, 컴퓨팅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교수·학습용 학습분석시스템의 기능은
예방적 또는 선제적 지원을 개인별로 맞춤화하여 제공하는 데 있다. 데이터로 수집된 원인
발생 시점과 분석-예측 과정을 거쳐 처방이 이뤄지는 시점을 놓친다면, 학습분석시스템은
값비싼 사후약방문이 될 뿐이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AI, 기계학습 등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둔 학습분석의 자동화가
필요하다. 현행 각 온라인 교육에서 발견되는 학습 데이터에 기반을 둔 교육지원 개선의
노력은 모두 노동집약적이다. 다시 말해, 학습 데이터를 추출하고, 거기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는 데이터를 선정하고, 주로 통계 분석에 의한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
모두가, 마치 하나의 연구논문을 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학습이
완료된 후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 중에 학습분석을 통한 교육적 개입을, 그것도 학생
맞춤형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집약적 학습분석의 과정을
routine화하고 자동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테크놀로지의 역할이 있다.

넷째,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이, 정작 그의 보다 근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첨단 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교수·학습용 학습분석시스템이 개인별 맞춤화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자동화된 비개입적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야 한다.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객관적 행동 데이터를 통계적 파워를
갖출 정도로 빈번하게 수집하기 위해서는 비개입적(non-interruptive) 자동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학습하는 전 과정에서 ‘부지불식 간에’ 그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을 로그파일 형태로 기계가 관찰하고 기록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고위험 데이터의 수집-유지-관리-폐기에 관한 법적 동의 절차를 실행하고, 수집된
데이터와 그 분석 과정과 용도를 투명화하고, 외부 침입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용한 최첨단 기술과 시스템 자원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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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학습지원체제로서의 개선

첫째, 미래지향적 학습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디지털과
피지컬을 융합하는 4차 산업(교육)혁명기의 총아인 블렌디드 러닝, 현장 체험형 학습,
문제기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융합형 학습분석시스템으로의 장기적 구도를 담아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Zhou, Han, Yang, & Cheng , 2014). 최근 발달하고
있는 IoT, 센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 피지컬한 교실 내 수업 환경 및 교실 외 학습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궁무진한 학습자-콘텐츠, 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수자
상호작용 데이터를 학습분석의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온라인 교육에 접근하는 빈도가 확대됨에 따라 학습 과정 중에 학습자가 모바일
기기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행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실에서 교사의 육안
관찰,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학습분석시스템에 의한 개인별 현미경적 관찰 및 개인 간
망원경적 관찰을 삼각측정(triangulation)하면 학습자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가 가능하다.
디지털과 피지컬, 정형학습과 비정형학습을 포함하는 전역적 유비쿼터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면, 학습분석시스템의 예측력과 처방력에 있어 극적인 개선과 함께,
전통적 교실 학습의 자연스런 공진화도 은연 중 이뤄질 것이다. 이와 같은 다차원적인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록의 구체적인 형태는 일종의 포트폴리오(e-포트폴리오)의
형식으로 기록되고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습분석시스템과 학습관리시스템 및 콘텐츠관리시스템 간의 시너지화 및
공진화를 도모해야 한다. LMS는 교수·학습이 이뤄지는 플랫폼으로서 미래 맞춤형 수업이
제공되는 교수·학습 환경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LMS는 학습분석시스템에 유저
프로파일과 로그데이터를 공급해 주고, 그 반대급부로 학습분석시스템으로부터 맞춤형
학습을 위해 필요한 개인별 정보를 공급 받을 필요가 있다. LCMS는 콘텐츠 및 코스
정보를 학습분석시스템에 공급해 주고, 학습분석시스템으로부터 콘텐츠 수정-보완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급 받음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기존
LMS및 LCMS와 체제적으로 연계됨으로써 공진화를 이뤄가는 지능화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습분석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아카데믹분석시스템의
사용자는 대부분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소수의 전문가이다. 따라서 빠르고 직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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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보다는 풍부하고 정확한 통계 테이블을 제공해도 이해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반면, 교수와 학습자에게는 핵심 정보만 간추려 적시에 이해하고 성찰하여 스스로 교수
및 학습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보적 어포던스를 제공하는 적응적 인터페이스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학습분석의 결과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각화
(visualization)된 인터페이스로서 대시보드(dashboard)의 설계와 개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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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 제언 및 추진 로드맵
1. 정책 제언
2. 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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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1

정책 제언 및 추진 로드맵

정책 제언

앞서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고려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Ⅵ-1]과 같이 정책 제언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개선과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적용 환경 조성,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분석
기초연구 추진으로 나뉜다. 이를 영역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Ⅵ-1]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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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개선
1) 교육의 질을 중시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정책 전환: 효율성에서 효과성으로

각 정책 사업의 이해관계자를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
교육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장애 원격수업의 경우,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그 목적을 건강장애 학생들의 유급을 방지하고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하였기에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제공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그 목적 자체를 산출하기보다 거시적 안목 투입의 관점에서
지엽적인 정책목적만을 고려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교육 서비스가 여러 해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는 교육의 투입 요소보다는 학습의 산출, 즉 성취도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학생들이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의 질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가) 온라인 교육에 적절한 학생 평가 방안 정립과 적용: 학생의 실질적인 성취 중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최소 이수
기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는 거의 모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그 이수 기준을
학습 시간으로 상정하고 있다. 즉, 동영상으로 제작된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여 전체
재생 시간의 2/3의 내용을 작동하면 이수하게 해 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교육
콘텐츠가 동영상으로만 제작되었을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이수 기준으로 현재와 같이
다양한 교육 콘텐츠, 예를 들어 형성평가 문항을 푼다거나 온라인 포럼 게시판을 활용하여
비실시간 토론으로 수업을 할 경우에는 전체 재생 시간의 2/3을 기준만으로 이수를
판단할 수가 없다. 온라인수업에서는 학습 시간을 제외한 타 이수 요소를 포함하여 이수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A도교육청의 경우 온라인수업의 신청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학습 시간: 진도율 70%, 과제 2개 통과: 7점 이상,
기말고사 참여)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학습 시간과 관련 있는 진도율의 경우에도 2/3
이상이 아닌 70%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수업의 경우
A도교육청과 같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이수 기준에 포함하는 시도교육청이 많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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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학습 시간(진도율)만을 이수 기준에 포함하는 시도교육청도 존재한다.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로 함에도 이수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에서는 공통 이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의 질 제고를 비롯하여 대리수강에 대한 걱정이 있는 정책 사업의 경우에는
더욱 성취평가의 요소를 이수 기준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온라인 교육에서
성취평가의 적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온라인 교육의 이수 기준은 기본적으로 일명
‘진도율’이라고 하는 학습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학습 시간을 이수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학생의 입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대리로 수강한다든지, 동영상 강의를 소위 재생만
시켜놓고, 실제로는 학습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학생의 실질적인 성취를
중심으로 하는 이수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습자 개별 맞춤형 교육의 길을 여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즉, 동일 과목 수업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한 내용, 동일한 분량, 그리고 동일한 경로의
학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맞춤형
내용, 맞춤형 분량, 그리고 맞춤형 경로를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겠다.
나) 다양한 교육방법의 접목: 교육방법의 혼합화(Blended)
온라인 교육의 질제고 차원에서 교육방법의 다양화, 즉 혼합화(blended)가 필요하다.
현재 각 온라인 교육은 동영상 형태의 콘텐츠를 통한 비실시간 수업 중심 운영과 실시간
화상수업 중심 운영으로 구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은
기본적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통한 수업 운영이다. 반면,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은 실시간
화상수업을 주된 수업 방식으로 한다. 사실 온라인수업과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공유한다. 하지만 수업 방식의 차이는 각
온라인 교육이 가지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각 온라인 교육 정책 사업이 각자의
수업 방식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수업은 방송중·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개발된 교육용 콘텐츠의 활용을 확대하여
일반중·고 학생에게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은 온라인수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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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콘텐츠 중심의 비실시간·일방향 교육방법의 한계를 뛰어넘고자하는 실시간
교육을 표방하며 시작되었다. 일면 온라인수업의 효율성과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의 효과성이
서로 경쟁하는 듯한 양상이다. 그런데, 사실 온라인수업과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은 서로의
수업 방식의 접속을 필요로 한다. 온라인수업에서 실시간 화상수업을 부분적이라도
활용한다면 학습 효과 측면의 지적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온라인공동
교육과정에서 콘텐츠를 통한 비실시간 방식을 활용한다면 교사가 화상수업 준비에
투입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학생의 입장에서도 실시간 화상수업에서는 하지
못했던 반복학습을 할 수 있다.
교육방법의 혼합화는 다른 온라인 교육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면대면 출석 수업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실시간 화상수업 활용이 그것이다. 방송중·고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데, 일부 면대면 출석수업도 실시한다. 온라인수업의 경우, 몇몇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학생 관리를 위하여 한 학기에 두 세 번의
출석수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수업의 보완을 위한 출석수업은 해당 동영상 강의를
담당하는 교과목 교사가 아닌 학생의 원적학교의 관리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상의 교과 교사가 진행하는 실시간
화상을 통한 출석수업을 통하여 온라인수업에 대한 이해부터, 기말고사 준비 그리고 교과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온라인수업을 보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2) 교육용 콘텐츠 형태에 대한 인식 전환: 이러닝의 형식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

현행 온라인 교육에서 말하는 교육용 콘텐츠는 주로 ‘강의 동영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교육, 달리 표현하면 이러닝은 도입 초기부터 교사가 강의하는 것을
촬영하여 만들어 낸 강의 동영상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주지하다시피, 강의 동영상은
한번 녹화되면 재촬영을 하지 않는 한 부분적인 수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로 인해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에 전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용 콘텐츠는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새롭게 개발(재활영)이 반복되는 구조이다. 그렇다보니 막대한 콘텐츠 개발
예산이 반복되어 투입된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더라도 일부를 재사용하여 투입되는 개발
예산을 최소화하는 접근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현실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더해 맞춤형 교육은, 특히 온라인에서의 맞춤형 교육은 실시간 화상수업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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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매우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서 ‘다양한 콘텐츠’는 학생의
수준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 학생의 학습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여
콘텐츠의 질적·양적·형태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교육의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투입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그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콘텐츠 개발을 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교육용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디지털 교재 형식의 콘텐츠를 기존의 동영상 강의 콘텐츠와 혼합·연계
되어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디지털 교재가 갖는 수정의 상대적 용이성과
유연성을 감안할 때, 기존 강의 동영상과 비교하여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온라인 교육에서 디지털 교재를 활용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이러닝의 형식을 강의
동영상 ‘시청(watching)’중심에서 탈피하여, 디지털 교재를 통해 학생 스스로가 학습
내용을 읽고(reading) 성찰(reflection)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는 것도 필요하다. 국외, 특히 미국의 온라인 교육의 사례를 보면 강의 동영상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디지털 교재(단순한 문서 자료일 수도 있음)를 활용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은 디지털 교재를 읽어서 학습하고, 자신이
학습한 결과를 온라인 게시판과 같은 곳에서 올려서(writing & posting) 다른 학생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성찰을 통해 자신의 학습을 심화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교재를
온라인 교육의 주요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습 시간이 아닌 학생의 실질적인
성취를 중시하는 이수 기준의 적용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는 온라인 교육의 질제고
차원에서 앞서 언급한 바가 있다.
3) 온라인 교육 운영체제 통합 모색: 포용적 온라인 교육 운영체제 지향

앞서 <표 Ⅰ-1>에서 제시되었듯,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6개 온라인 교육 정책사업은,
역사가 긴 방송중·고를 제외하면 2012년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수업, 2015년
학생선수 이스쿨, 2016년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그리고 2017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과 온라인공동육과정이 연이어 시작되었다. 사업별로 보면 모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추진 부서가 다르다. 이는 각 온라인 교육이 그때그때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특정 학생층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의 하나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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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온라인 교육은 교육의 대상과 정책 추진 부서의 차이를 제외하면, 운영체제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결국 ‘온라인 교육’이라는 교육방법을 기준으로 볼 때 동질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각 온라인 교육의 운영체제가 다르다보니, 온라인 교육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나(anyone)를 위한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정책의 사각지대, 즉 현행
정책사업으로는 포용할 수 없는 학습권의 제약이 드러난다.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대상 FGI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예를 들어, 한 고등학교 학생이 1개월
정도의 단기간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학생이 온라인 교육을 희망할 경우, 6개의
정책사업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은 ‘3개월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온라인수업은 학기제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실상 이 학생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모호한
상황이다. 이는 특정 학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온라인 교육 정책이 가져온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6개 각 정책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과 대상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보다 유연하게 온라인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31)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6개 정책사업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에서는 6개 정책사업 모두를 디지털교육연구센터라는 하나의
조직에 일임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내에서도 학생
대상별로 6개 정책사업을 학생 대상별로 분리하자면 6개의 조직으로 나눌 수 있음에도,
온라인 교육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통합적 지원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나의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정책추진부서의 통합
또는 단일화32)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접근으로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초점을 두고 온라인 교육 정책을 통합 추진하거나, 교육방법으로서
온라인 교육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통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31) 양희인 외(2015:168)는 온라인수업 활용 다양화 및 인식 제고 측면에서 온라인수업을 통한 다양한 단기
수업 결손 상황을 고려한 지원을 제안한 바 있음.
32) 정광희 외(2018:197-198)는 중등 온라인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측면에서 교육방법으로서 온

라인 교육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정책 추진 부서의 일원화를 제안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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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적용 환경 조성
1) 보호-활용의 균형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앞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관계부처 합동, 2018)에서 MyData는 개인정보 관련법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엄격한 규제와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데이터 주권을 토대로
능동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학습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있어 현재보다 유연한 수집과 활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현재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학생 자신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동의하는 경우, 수집과 활용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교육운영기관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판단이 모호하다. 이에 더해 학습분석이 맞춤형 교육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서 온라인 교육의 학습 데이터 현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온라인
교육에서 부족한 학습 데이터는 ‘경력 데이터’임이 지적되었다. 방송중·고를 비롯하여 각
온라인 교육 시스템은 단위 수업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해당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습 과정과 학습의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비교적 풍부하게 수집할 수 있으나, 학생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줄 수 있는 배경적인 정보 및 데이터는 매우 미흡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풍부한 배경적 정보 및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NEIS
등과의 데이터 연계 및 조합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학습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즉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이용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행태정보로서 학습 데이터의
개념과 처리원칙 설정, 학습자 프로파일링 사전 고지 및 거부권 부여, 그리고 교육분야
MyData 제도 도입을 포함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포괄적인 개정을 요한다. 이미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으로 일부개정법률안33)이 발의된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33) 예: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2018.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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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안의 내용은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법률개정안이 국가인권위원회
(2019)을 비롯하여 여러 시민단체의 이견으로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견을 좁히면서도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습분석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의 제약을 완화한다는 것이 개인정보의 보호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안전한 활용을 전제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정보적 부가가치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법적-윤리적-산업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 대응책은 명시적 조항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쉽게 마련할 수 있다. 윤리적 대응책은 암묵적 관행과 문화에 대한 해석적
행위가 필요하므로 학교 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소통과 조정 과정을 통해 서서히 만들어져
가는 새로운 규범을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생산자이자
소유자이며 동시에 거래의 주체인 학습자의 권익 보호가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2) 학습분석 관점의 시스템 통합 및 연계체계 구축

가) 학습분석 관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 통합
학습분석, 특히 학습 데이터 수집과 연계 차원에서 현행 개별적인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각 정책 사업은 모두 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해 주고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건강장애 원격학습의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과정에 참여함으로서 학교 출석을 인정받게
된다.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으로 개발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교육적 방법에 있어서도 비슷한
부분이 크다. 이에 온라인수업에서 들은 고등학교 국어(상)의 내용이 학생선수나 건강장애
학생으로 분류되어 제공받게 되는 고등학교 국어(상)의 내용과 같을 수가 있다. 물론 똑같은
교육 내용을 똑같은 교육 방법으로 제공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 유사한
부분이 매우 크므로 학생 프로파일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각 정책
사업 시스템이 모두 분리되어 있어 각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 프로파일 데이터가
모두 따로 관리되고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유사한 교육 내용을 제공받는데 그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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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각 시스템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두 따로 관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교사와 시스템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교육 과정이나 결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과도 관련이 있는데, 학습분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각 정책 사업의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같은 교육 콘텐츠를
접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통계 자료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었을
때에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 수학에서의 1차
방정식의 형성평가 문항에 대한 정·오답률과 같은 데이터는 중학교 2학년 수학의 1차
방정식의 문항을 푼 학생들의 평가 결과뿐 아니라 1차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 즉 2차
방정식 또는 함수 영역에서의 문항의 평가 결과와의 관계성, 다른 집단(방송중·고와 같이
나이대가 높은 학생, 학생선수와 같이 특수성을 가진 학생) 간의 비교 정보를 통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통합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개별적 온라인 교육 정책사업의 추진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교육 운영체제의 통합 없이는 시스템의 통합을 이루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나)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의 적극적인 연계 활용체계 구축
학습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분석하여 교수학습 측면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학습분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앞서 학습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일차적으로는 이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위두랑 등 공공교육서비스와
학습 데이터 API를 통한 학습분석 플랫폼과의 연계는 제시되어있으나, 공공교육서비스
운영기관과의 구체적인 연계 활용체제에 대한 논의는 발견하기 어렵다. 학습분석 플랫폼과
각 공공교육서비스 시스템 간의 기술적인 연계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각 기관들이 서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학생에서 학습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를
포함한 연계 활용체제에 대한 모색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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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학습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이용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제안한
MyData 제도 도입과 이를 통한 학습 데이터 연계 활용 체제 구축([그림 Ⅴ-4] 참조)은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을 토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선 한국교육개발원은
온라인 교육을 실질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학습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으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데이터를 통한 학습분석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자신의
학습 데이터를 제3자이면서 학습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제공하고
학습분석을 요청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습자의 학습분석 결과를 학습자가 속한
교육(지원)기관으로 보내어 이를 통해 해당 학습자에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여기서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습데이터 보유 기관인 동시에 교육(지원)기관이 될 수
있다. 결국 학습분석의 수행은 지능형 학습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
정보원이 맡고, 한국교육개발원을 포함한 교육(지원)기관은 위와 같은 절차로 학습자의
요청에 의해 학습분석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3) 학습분석 전문 인력 양성: 온라인 교육 선도교원 선발 및 연수

전문가델파이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학습분석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누가 학습분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학습분석을 실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 또는 부재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학습분석 전문가의
부족은 더욱 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분석은 일반적인 빅데이터의 관점은 물론,
교수학습에 대한 식견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분석은 일반적인 통계 분석이
아니라, 분석의 결과로부터 학습을 개선하기 위한 ‘insight’를 찾아내는 과정이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분야로서 학습분석 전문가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 학습분석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교사의
학습분석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학습분석의 결과를 정확히 해석하고 이를 학생의
학습 개선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결국 교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로서 또는 교사로서 학습분석 전문 인력 양성은, 일차적으로 온라인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교사들 중에서 선도교원을 선발하여 연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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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분석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미 각 온라인 교육 정책사업을 통해
이러한 교사풀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학습분석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4) 지속가능한(sustainable) 교육용 콘텐츠 생성·공유체제 구축 모색

공공·민간에서 분산 유통되고 있는 양질의 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통합의 요구는 늘
제기되어 왔으며 민간이 아니더라도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 콘텐츠 공유 체제도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민간기관이나 학교, 개인이 공급하는 콘텐츠를 정부·공공기관에서는 거의
활용하지 않으며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도 없다34).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이 양질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생산해내고 있으므로 이러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유통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콘텐츠 공유 체제에
대한 요구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도 기타 의견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하였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공급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방식은 이미 기존의 많은 사례에서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으므로 콘텐츠의 양적 확대를 정부 주도형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이미
생산된 많은 콘텐츠들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콘텐츠의 양적
확대 및 다양화를 통해 같은 학습 내용을 다루는 콘텐츠라 할지라도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 및 선호도에 따라 제공해줄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해질 수 있겠다.
다만 교육용 콘텐츠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제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내용 체계 지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민간에서 공통의 내용 체계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리해야 하며 내용 체계
기반으로 분절화 및 모듈화된 콘텐츠에 대한 공용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공용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관리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콘텐츠 중 같은 학습 내용을 다루는
콘텐츠를 선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콘텐츠 간의 위계성이나 관계성을 분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콘텐츠를 공유, 유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하는 교사와 학생 역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등학교 모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3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ICT 연계 맞춤형 학습지원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교육용 콘텐츠의 통합 수집·
관리·유통 플랫폼 구축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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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 교육용 콘텐츠의 이용 및 공유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일시적인
관심으로 만들어진 형식적인 공유체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공유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다. 지속적인 학습분석 기초연구 추진: Research-Driven Practice 지향
본 연구는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통해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에
초점을 둔다. 학습분석의 적용을 위해서 정책적인 방안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나, 이는
학습분석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학습분석을 통해 학습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정책에 관한
연구와 병행하여, 지속적인 학습분석에 관한 기초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시급하고
중요한 기초연구 영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학습 지원용 학습분석시스템은 교수·학습 이론에 기반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인과관계를 진술하는 이론과, 이론에 기초하여 원인을 통제-처치하는 방법론은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분석-예측-처방 알고리즘 간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체계적인 교수·학습 이론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행동주의 이론은 객관적 행동데이터(클릭 이벤트 등)를 분석하여 즉각적 피드백 (대시보드
경고메시지 등)을, 인지주의 이론은 생리심리데이터 (뇌파, 안구운동 등)를 분석하여 감각
자극(콘텐츠 모달리티와 복잡도 등)의 조절을, 구성주의 이론은 사회적 상호작용 데이터
(토론방 네트워크 중심도 등)를 분석하여 사회적 스캐폴딩(협력학습, 클라우드러닝 등)을

제공하는 근거가 된다. 이론은 세상을 보는 색안경과 같다. 빅데이터는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기반 이론이 바뀌면 동일한 데이터로부터 어떤 예측변수와 준거변수가 선택될
것인지, 어떤 분석 모형을 선택할 것인지,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처방을
제시할지도 달라진다. 요지는 여러 교수·학습 이론들 중 한 가지만 배타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이론의 타당성과 일관성이 없을 경우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아무리 첨단 검진 장비가 발달한다고 해도 타당한 의학적 이론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춘 의사가 없다면,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둘째, 학습분석을 위한 측정지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맞춤형 교육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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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각 교육지원 서비스에 따라 측정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측정지표는 일종의
종속변인, 즉 인과관계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독립변인인 학습 데이터의 분석에
의한 결과값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의 온라인수업의 성공적인 이수 또는
중단을 학기 중간에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수 또는 중단 가능성을 나타내는 측정지표가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측정지표와 인과관계를 가진 독립변인으로서 필요한 학습
데이터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 서비스별로 필요한 측정지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분산된 여러 시스템 자원에 대한 철저한 인벤토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데이터
베이스의 구조, 데이터의 척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력과 조직, 관련 규정과 정책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현실을 감안하여 통합적 분석-개별적 처방을 위한 전체 최적화를
목표로 학습분석시스템 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다. 학습분석시스템 구축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성능 향상은 물론, 처리 알고리즘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이는 곧 예산 등의
막대한 자원 투입을 의미한다. 철저한 인벤토리는 예산 및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된다.
넷째,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 발전 트렌드에 대비할 수 있는 선도 연구의 수행이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에듀테크인 VR, AR 등 오감 자극 기술, SNS 등 사회 소통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다차원 분석 시스템으로 진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통한 첨단 학습분석학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학습분석시스템의 지속적 진화를 준비해야
한다. 국가 공교육에 근본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전에 충분한 성능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특히 예측 알고리즘의 성능 미흡은
교수·학습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정치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1종 오류는 처방
제시의 남용을, 2종 오류는 방치를 가져올 수 있고, 자칫 교사의 선입견과 낙인효과 등
불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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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로드맵

앞서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학습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학습분석을 위한 학습 데이터 수집 개선,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콘텐츠와 시스템
개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책 과제
추진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표 Ⅵ-1>과 같다.

<표 Ⅵ-1> 정책 추진 로드맵
영역

정책 과제

추진 시기
단기

온라인 교육에 적절한 학생 평가
방안 정립과 적용

교육의 질 중시
온라인
온라인 교육 정책
교육의 한계
다양한 교육방법 접목
및 문제점
(교육방법 Blended)
개선
교육용 콘텐츠 형태의 다변화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활용 환경
조성

√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법」개정

√

학습분석 관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 통합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 연계
활용체계 구축

√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성취평가제 전면 적용
시기(’25∼) 고려

√

디지털 교재 활용 접근

법 개정 없이 MyData
제도 도입 병행

√
온라인 교육 선도교원 선발
및 연수

√
√

지속가능한 교육용 콘텐츠 생성·공유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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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학습분석 전문 인력 양성

지속적인 학습분석 기초연구 추진

장기

√

온라인 교육 운영체제 통합

학습분석 관점의
시스템 통합 및
연계체계 구축

중기

√

Ⅵ. 정책 제언 및 추진 로드맵

우선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개선 측면이다. 교육의 질을 중시하는 온라인
교육으로의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에 적절한 학생 평가 방안 정립과 적용,
다양한 교육방법의 접목이 중요하다. 학생 평가 방안 정립과 적용은 학생의 실질적인
성취에 초점을 두는 차원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성취평가제가 전면 적용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중기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양한 교육방법의 접목은 각
온라인 교육 정책사업별로 즉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단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디지털 교재 활용을 포함한 교육용 콘텐츠 형태의 다변화는 현행 동영상 중심의 이러닝에
대한 고정관념의 탈피, 즉 인식 전환이 필요한 사항으로 중기적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온라인 교육 운영체제의 통합은 이미 해당 온라인 교육의 위탁 운영 기관인 한국
교육개발원 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으로, 단기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서 시일을 끌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다음은 온라인 교육에서의 학습분석 활용 환경 조성 측면이다. 우선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는 비단 학습분석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는 단기 과제로 설정하고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MyData 제도는 법령 개정 없이도 학습분석을 위한
능동적인 법 해석과 적용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개정
추진과 병행하여, 과도기적으로 단기 과제로 추진될 사항이다. 학습분석 관점의 시스템
통합 및 연계체제 구축은 온라인 교육 시스템 통합과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 연계
활용체제 구축으로 나뉜다. 학습분석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통합은 우선 온라인
교육 운영체제의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기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 연계 활용체계 구축은 이미 플랫폼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단기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학습분석 전문 인력 양성은
일차적으로 온라인 교육 선도교원을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연수과정으로
학습분석을 포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우선 온라인 교육 운영체제의 통합
후 일원화된 체제 내에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므로, 중기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 지속가능한 교육용 콘텐츠 생성·공유체제는 앞서 언급한 정책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단계에서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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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분석 기초연구는 학습분석의 실질적인 활용에 있어 토대가
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정책 과제의 달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기초연구가
수반되지 않으면 학습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맞춤형 교육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학습분석 적용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40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관계부처 합동(2016a).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2016b).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
체계 안내.
관계부처 합동(2018).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 I-KOREA 4.0 데이터 분야 계획, I-DATA -.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안건(2018.6.26.).

국가인권위원회(20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9. 7. 22.)
교육부(2016a).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시안).
교육부(2016b) 학업 중단 학생 안전 확보 및 학력 취득 기회 제공방안. 보도자료
(2016.08.29.).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권영옥(2013).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활성화 방안연구. 지능정보연구
19(2). 87-99.

권재현, 안선희, 정영식, 손경아, 장상현, 박종오, 김세화, 조재동, 임가람, 정민주(2014).
스마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구축방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김민하, 안미리(2015). 학습 분석의 데이터 유형과 응용 분야. 한국교육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5(2), 409-421.
김성열, 한유경, 정제영(2017). 지능정보기술 맞춤형 교육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 교육부.
김준우, 권오진, 노경란(2014). 2014 KISTI 미래유망기술 10선: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형수, 박대윤, 김흥무, 김수래, 김지석(2014).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고객관계관리협회·미래창조과학부.
나일주, 임철일, 조영환(2015). 학습분석 모델 및 확장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창조
경제 비타민 L프로젝트 위탁연구.
남상은, 조규락(2017). 사례연구를 통한 K-MOOC에서 상호작용의 정도와 패턴의 변화
양상 탐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3(4).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노규성, 박성택, 주성환, 김병성(2014). 이러닝에서의 빅데이터 적용 정책 연구. 미래창조
과학부.
241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백성윤 (2017), 학습분석에서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찬희, 정광희, 김은애, 서재영, 이원호, 온가영, 하성준, 오혜근(2018). 고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토론형 실시간 화상수업 플랫폼 설계 및 개발. 2018년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안미리, 최윤영, 고윤미, 배윤희(2015). 해외 학습분석학(Learning Analytics) 연구에 대한
동향 분석: 실증연구 중심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1(4).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이상윤, 김정현, 손현, 류지성(2017).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연구.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양희인, 김성미, 손찬희, 이은철, 서순식, 이준, 정영식(2015). 중등교육에서 학습권 제고를
위한 온라인수업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장혜승, 장미은, 이성은(2018). 학습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의 가능성 탐색.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한국교육공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정광식, 김연신, 이충헌, 정상임(2015). 빅데이터 기반의 방송대 학습자 지원체제 구축
방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정광희, 김주아, 박승재, 손찬희, 이재덕, 김진숙, 임유원(2016). 다양한 진로수요 맟춤
교육을 위한 고교 운영체제 혁신 방안: 일반고 선택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체제 혁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정광희, 김신애, 손찬희, 이쌍철, 김성미, 김은영, 정제영(2017). 글로벌 교육동향 연구(Ⅴ):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 한국교육개발원.
정광희, 장혜승, 손찬희, 김은영, 서재영, 이쌍철, 조영환, 남창우(2018). 중등교육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 구축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정의석, 최제영, 박충식(2016). 링크드 데이터 기반 학습 분석 플랫폼 구축 전략.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조용상(2014). 학습 분석 기술 활용 가능성 및 전망 –유즈케이스와 서비스 모델. 정보와
통신 : 한국통신학회지, 31(12). pp.73-80.
조용상, R. J. Abel(2013). 표준화 이슈리포트： 학습분석 기술 활용 가능성 및 전망. 2013
KERIS 이슈리포트.

조은길, 조정훈(2019). 맞춤형 학습을 위한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한국 HCI학회

242

참고문헌

학술대회 자료집, pp.486-489.
조일현(2013).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학 스마트 교수학습지원 모형 개발．한국연구재단.
조일현(2015). 학습분석학과 학습설계, 그 융합 지평의 전개. 한국교육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최경진, 정준현, 구태언, 지성우, 김도승, 성준호(2012).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 방안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제영, 박충식, 최광선, 정의석, 김성진, 유인식(2012). 스마트교육에서 발생하는 교육
빅 데이터 활용방안.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44-148.
한국교육개발원(2016). 방송통신고등학교 40년사. 1974-2014.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6 초･중등 이러닝 활성화(온라인수업 활성화)사업 결과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18a). 2018년 온라인수업 운영 지원 사업 실행계획서. 내부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8b). 2017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시범운영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18c). 2017 학생선수 e-School 운영 결과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18d). 2018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업운영위원회 총회 및 예산실행
계획 협의회 자료. 내부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9a). 2019년 온라인수업 운영 지원 제1차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자료집. 내부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9b). 2018년 교육격차 해소 지원(온라인수업) 결과보고서. 한국교육
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19c). 2019년 스쿨포유(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중등과정 운영 사업
실행계획서. 내부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9d). 2018년 고등학교 학기별 이수율. 내부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9e). 2019년도 2학기 온라인수업 교과교사 연수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2019f). 스쿨포유 중등과정 시스템 파트 회의 자료. 내부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9g). 방송중·고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현황 및 인프라 구성내역,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시스템개발운영팀 내부협의 자료 p. 4.
한국교육개발원(2019h). 학생선수 이스쿨,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스템 파트
회의자료. 내부자료.

243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2019i).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실온닷 관리자 매뉴얼 –교사용 매뉴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19j). 스쿨포유 학습가이드(학생용).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8). ICT연계 맞춤형 학습지원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홍영희(2018). 교육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발굴 및 활용 방안 연구. 부산광역시교육
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Alexander, B., Ashford-Rowe, K., Barajas-Murphy, N., Dobbin, G., Knott, J.,
McCormack, M., Pomerantz, J., Seilhamer, R., & Weber, N.(2019). EDUCAUSE
Horizon Report: 2019 Higher Education Edition. Louisville, CO: EDUCAUSE.
https://library.educause.edu/resources/2019/4/2019-horizon-report.
Becker, A. S., Brown, M., Dahlstrom, E., Davis, A., DePaul, K., Diaz, V. & Pomerantz,
J. (2018). NMC Horizon Report: 2018 Higher Education Edition. Louisville,

CO: EDUCAUSE. https://www.learntechlib.org/p/184633/.
Campbell, J.P. & Oblinger, D.G. (2007), Academic analytics, EDUCAUSE, available
at: https://library.educause.edu/-/media/files/library/2007/10/pub6101-pdf.
pdf (p.3)
Chatti, M. A., Dyckhoff, A. L., Schroeder, U. & Thus, H (2012). A reference model
for learning analy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Enhanced Learn』,
4(5)
Clarity Innovations(2015). From Analytics to Adaptive Learning: an overview of K-12

business models&opportunities at: www.k12blueprint.com/sites/default/files
/AnalyticsWhitePaper-FINAL.pdf
Dyckhoff, A. L., Zielke, D., Bűltmann, M., Chatti, M. A., & Schroeder, U.(2012).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learning analytics toolkit for teachers.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15(3), 58-76.
Elias, T.(2011). Learning Analytics: Definitions, Processes and Potential. Creative
Commons.
Gunawardena, A. (2017). Brief survey of analytics in K-12 and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n Innovations in Online Education 1(1), DOI: DOI: 10.1

244

참고문헌

615/IntJInnovOnlineEdu.v1.i1.80. Retrieved from: https://onlineinnovationsj
ournal.com/streams/analytics/07ea372322ccb0f5.html (2019.05.15. 인출)
Kang Jeeae Stephanie(2014), 학습분석학적 관점에서 개발한 시각화 대시보드가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KS X ISO/IEC(2018). TR 20748-1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학습분석 상호운용성

- 제1부: 참조 모델 2018,
La Londe, B. J., Grabner, J. R., & Robeson, J. F. (1976). Integrated distribution

systems: a management perspective. In: Van Buytenen P. M., Christopher
M. G., Wills G. S. C. (eds) Business Logistics. Springer, Boston, MA.
Long, P. & Siemens, G.(2011). Penetrating the Fog: Analytics in Learning and

Education. EDUCAUSE Review, 46(5), 31-40.
Microsoft(2017). Education Analytics White paper
Moore, M. G.(1989). Editorial: Three types of interaction. American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3(2): 1-7.
Shum, S. B.(2012). Learning Analytics, UNESCO Policy brief, UNESCO IITE．
Siemens, G., Gasevic, D., Haythornthwaite, C., Dawson, S., Shum, S. B., Ferguson,
R., Duval, E., Verbert, K., & Baker, R.(2011). Open learning analytics: An

integrated & modularized platform. Open University Press.
Zhou, Q., Han, X., Yang, J., & Cheng, J. (2014).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learning analytics system for teachers and learners based on the specified
LMS. In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ducational Innovation through
Technology (pp. 79-82). IEEE.

<참고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4839호.(2017.7.26. 타법개정)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12.18. 타
법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58호.(2018.10.30.일부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15367호.(2018.2.21.일부개정)

245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21호.(2018.02.24. 일부개정)
<참고 웹사이트>
www.aleks.com
www.annalytics.jiscinvolve.com
www.cyber.hs.kr
www.edsby.com
www.edsurge.com
www.elearningnews.it/en
www.tableau.com
www.yetanalytics.com
IMS Global 2013(www.imsglobal.org)
ko.wikipedia.org

246

Abstract

Abstract

Research on Leveraging Learning Analytics to Design Personalized
Educational Support i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Chanhee Son(KEDI)
HyeSeung Chang(KEDI)
EunYoung Kim(KEDI)
Sungmi Kim(KEDI)
Eunjoo Lee(KEDI)
IlHyun Jo(Ewha Womans University)
Kwangsik Chung(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Jihyun Kim(KED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urrent practice of data collection
regarding students that use secondary online education and to develop a system
of data management and utilization for the purpose of deriving plans and tasks
for supporting personalized learning.
Chapter One explores and analyzes extant literature on customized education
to develop a theoretical framework as well as to assess current online secondary
education practices. A number of expert conferences consisted of area-specific
expert advisory groups were convened with a view to setting a holistic and
appropriate research direction and gathering information on suitable cases of
learning analysis.

In addition,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divergent needs of learners, teachers, operator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in regard to learning analysis education
support services. Further, expert delphi surveys and policy debates wer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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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identify issues in secondary-level online education and to devise
customized education support plans as well as policy tasks based on learning
analytics. Five action items that were derived from the various methodologies are
1)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to enable utilization of data on student
learning,

2) using data to develop customized training support services, 3)

improvement of data collection practice, 4) enhancement of contents to support
customized training as informed by learning analytics, and 5) using learning
analytics to better personalize education support system.
Chapter 2 analyzes literature on current uses of learning analytics and
personalized educatio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ig data, and examples of application of learning analytics.
Following implic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is study’s findings.

First, as

learning analytics encompasses evaluation and instant feedback of the learning
process, prediction and prescription of learning performance, discovery of optimal
learning paths and improved efficiency, optimization of learning environments,
and support level-specific decision making, it must inform and present specific
plans, strategies and tasks to achieve its objectives. Second, learning analytics must
take comprehensive and holistic approach across macro (national and regional),
meso (institutions) and micro (student) levels.

Third, the current practice of

collecting data on online education based on learning data models, such as the
Edu Graph model of IMS Global, should be assessed and enhanced. Fourth, latest
technology should be utilized to enable efficient learning analysis. Further, the
unit of analysis should be changed from ‘groups’ to ‘individuals’ in all phases of
teaching in order to utilize learning analytics for customized education support.
Fifth, efforts should be made to better align online secondary education and
learning analytics platform with national government agenda.
As for legal codes and systems concerning learning analytics and related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irst, the potential issues of legal
and ethical problems that may arise in utilizing the learner’s personal data and
the importance of training data scientists must be noted given that th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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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ics presupposes the collection of learning data. Second, the concept and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redefined so that various log data
accumulated in the system can be analyzed and utilized to enhance the process
of individualized learning. At the same time, the data sovereignty should also be
strengthened so that students as owners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can make
their own decisions about whether and how their data are utilized for their
benefit.

Third, a comprehensive system must be devised to enable the

combination, integration, and streamlin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data.
We studied various cases of learning analytics application in overseas K-12 and
higher-level education and drew implications for appropriate objectives and
methodologies.

First, learning analytics should be used to improve academic

performance of students with poor academic record due to the lack of academic
opportunities and to prevent them from leaving school system. Second, learning
analytics can help understand patterns in learners’ learning resource utilization,
learning behavior and characteristic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academic
outcomes. These information in turn can be utiliz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s. Third, teachers, by utilizing learning
analytics, can better plan and establish personalized study plans and even received
suitable support by accumulating and analyzing data on students’ learning
experiences, learning patterns, interests, and career planning. Fourth, learning
analytics must contribute to better outcomes of education policy and provide
evidence for redesigning classroom learning.
Chapter 3 surveys the current secondary-level online education with a view to
identifying methodologies and potential projects for personalized education
support. To that end, the background and purpose, operating system and subjects,
content and systems,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learning data of learning
analytics are examined. We found that online secondary education for each policy
program has various backgrounds and purposes to meet the educational needs of
regular, out-of-school, and adult students. Open Secondary Schools aim at
provid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under-educated adult learners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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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classes were offered for students that attend regular schools with limited
choice of subjects. Online joint curriculum provides real-time video classes and
joint courses for small-scale and advanced subjects whereas remote class systems
enabled learning for the physically handicapped students or those with chronic
illnesses. There also are e-schools that compensate for student athletes’ loss of
class and provide learning support for out-of-school adolescents and preschoolers
fo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diplomas.
The overall online education apparatus revolves around the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in charge of running the overall secondary online education
while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provide
policy-making and budget support services to school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teachers and students. These parties play varying roles depending on the nature
of involved policy projects.
Secondary-level online education contents are mostly those of Open Secondary
Schools and are widely in use.

Various elective learning and career related

contents are also widely utilized depending on the needs of certain policy
programs. Different online learning management syste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Leaning Content Management System (LCMS), item management
systems, evaluation management system, video class platform – have been
deployed to assist phase-specific needs.
The current data collection and utilization practice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ology the Edu Graph model of IMS Global adopts and consequently were
examined in four areas: learning content, learning activities, operations, learner
profiles and career data. Our findings indicate that learning data collected from
each online education program are mostly basic log data and different programs
use different variable names and structur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econdary online education
practices are as follows.

First, online educational support needs to be

personalized depending on the needs and goals of each user. Second, reducing
inefficiency that result from running separate operating systems requires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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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of the online operating systems. Third, the scope and role of utilizing
educational contents such as open market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designing
personalized online education. Fourth, a radical shift in the perception of types
of educational contents is called for so that various approaches, such as video
lectures, digital textbooks, and live video classes, can become integral parts. Fifth,
new indicators of learning analytics other than basic log information must be
defined in order to ensure extraction and utilization of meaningful data. Finally,
creative technological integration and application are needed to enable automated
learning analytics.
Chapter 4 of this report summarizes the findings from focus group interviews
(FGI) that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expected benefits of and specific
demands for customized online education. The interviews were also intended to
provide insights into how the 6 online-based secondary education services being
promoted by the Digital Education Research Center of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are perceived.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expert delphi
survey are summarized for the purpose of devising practical plans and tasks for
implementing online education services customization based on learning analytics.
The 20 subjects of the FGIs include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s well as staff, teachers, and students from
the institutions that use online secondary education services. The expert delphi
survey was conducted in two stages with a total of 20 experts from relevant
institutions, academia and industry. Our findings of the FGIs and expert delphi
survey are as follows.
First, a shift in overall perception toward online education services is necessary.
The emphasis must be placed on achieving practical educational effectiveness
rather than the current role of supplementing regular school education or
expand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this end, new education contents and
methods must facilitate teacher-student as well as student-student interaction and
encompass measures of evaluation as appropriate for each curriculum.
Second, from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andpoint, relevant legal cod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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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must be swiftly amended to keep pace with changes in the online
education environment. An active and open vision to provide students with
practical help must be combined with strict enforcement of privacy protection and
copyrights in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online education content. Prevention
of personal data breach requires higher level of ethic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among policy stakeholders as well as more stringent legal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Third, the diagnosis of academic capability and learning patterns must be made
at the level of individual students rather than groups (e.g., Open Secondary School
students, students with health issues, and student athletes, etc.). A motivating
environment that facilitates self-regulated learning will provide students with
career exploration and education.
Fourth, diverse and effective utilization of online resourc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modular content will necessitate utilizing of data on learners’ use
of content. Modular content will need to reflect information about the hierarchy
and relationships of content as well as students’ usage (e.g., indicating segments
most repeatedly played by the top 1% of students).
Fifth, exerts are needed for effective use of the learning analytics. Systematic
collec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both structured and unstructured data
will be required in order to derive meaningful analytical results from policy
programs. In addition,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and learning analytics
platforms must be standardized for interoperability.
Chapter 5 presents plans for learning analytics-based personalized online
education support in five areas. The plans for each area are summarized below.
The first concerns modifications in the legal codes and systems for collecting
and utilizing learning data. First of all, a shift is need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data utilization paradigm such that an emphasis is placed on “safe
utilization” instead of “protection.” In this context,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redefined based on identifiability along with a principle as to how to treat
learning data as unidentifiable ‘behavioral information,’ separate from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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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the
learning data is to ensure that users of online education as owners of their
information are informed and thus sufficiently aware of exactly what educational
benefits can be gained from data analysis as well as potential side effects including
possible ethical problems. Additionally, students must be allowed to opt out of
data use at any time. In other words, students must be notified of learner profiling
in advance and allowed to refuse profiling. To be more specific, we may consider
introducing MyData platform as a system that enables learners to control and
utilize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data for their own learning and using it as
a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broader learning data integration and utilization
system.
The second plan is utilizing learning analytics for a personalized education
support service. In this study, we identify five areas of online education where
personalized training support services can be particularly useful: 1) identifying
and providing support for students of potential academic underachievement, 2)
preventing school drop-out, 3) tracking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online
learning, 4) providing customized learning plans, and 5) measuring and comparing
student performance.

In addition, we propose detailed customized education

support services for each online education policy program.
The third plan concerns how to improve the collection of data to allow for
learning analytics. We analyzed the current practice of learning data collection
per each online education policy program and indicated areas with a room for
improvement. Across all policy programs,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students’
online learning experience is essential, and a detailed plan for using learning
analytics to provide personalized education support is presented for each policy
program.
The fourth plan deals with improving educational contents based on the learning
analytics to support customized education. First, in order to foster more
interactive learning, we propose a new instructional design in the aspects of
students-instructional material, student-instructor, student-student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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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learning analytics point of view. In addition, w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aking accurate ‘diagnose’ based on learning analytics in personalized
education support and along with it, present the need for development of
evaluative indicators.

Further, we propose plans to modularize educational

content in order to expand the quality of the contents to support customized
education as well as plans to secure and develop educational contents to support
general education.
Last plan concerns a system improvement to support customized education
based on learning analytics. The plans for system improvement are presented
separately for 2) information system and 2)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system.
First, the improvement plan as an information system addresses capacity
expansion and changes in database structure to enable big data analysis, data
structure for rapid big data analysis and timely service, analysis algorithms,
computing performance, automated learning analytics through AI and machine
learning, and building a privacy system. The plan for system improvement as a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system deals with expandability to accommodate
a

future-oriented

learning

environment,

creating

synergy

between

and

co-evolution of learning analysis, learning management system and content
management system, as well as the need for innovative improvements in visualized
user interfaces including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dashboard.
Chapter 6 identify core principles of online education policy necessary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ersonalized education support through leveraging
learning analytics and propose an implementation road map. Policy suggestions
are largely divided into addressing limitations and problems of online education,
creating an environment for application of the learning analysis in online
education, and promoting continued research on learning analytics.
In terms of improving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online education, we
propose a policy shift to emphasize the quality of online education, a shift in the
perception of educational content, and the integration of online educational
operating systems. In terms of education quality, diverse instructional methods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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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integrated, and appropriate student evaluation measures for online education
need to be devised in ways that value students’ actual academic achievements.
A shift in the perception toward online educational calls for a break away from
negative stereotypes about traditional e-learning formats primarily in the form of
video contents. That is, online education contents can be provide in many
different forms including video-based teaching materials. The plan to integrate
program-specific online education operating systems aim at providing more
inclusive online education by creating a more flexible, unified operating system.
In terms of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allow for application of learning analytics
in online education, we propose ways to ease restrictions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create an integrated system that enable

data linkage from a learning analytics perspective, to produce learning analytics
experts, and to establish a system for creating and sharing sustainable educational
content. Finally, to address the needs for continued research on learning analytics,
we propose to establish a learning analytics system as informed by teaching and
learning theory, take a thorough inventory of currently disaggregated system
resources, and to conduct research to lead the trend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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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FGI 면담지
IRB NO: 2019-08-04T-N

유효기간: 2019. 06.05. ~ 2019.12.31.

FGI 면담지
□ 교육부/시도교육청 관계자
질문 영역

영역별 질문 내용


해당 온라인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의 정책적·교육적 목적은 무엇인가?

필요성 및

목적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

해당 온라인 교육은 정책적·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이 정책적·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 및 근거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운영기관-학교 간의 전
반적인 역할 및 협력 체계는 적절한가?



해당 온라인 교육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운영기관-학교 간의 전
반적인 역할 및 협력 체계가 적절하지 않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 및 근
거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관계자)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관계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
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위탁)운영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역할을 다하
고 있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위탁)운영기관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운영 체계
및 절차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교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
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
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의 전반적인 운영 절차(홍보·안내-신청-개설·운영-결과
안내 및 피드백)는 적절한가?



해당 온라인 교육의 전반적인 운영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하
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결과(신청, 이수, 평가 등)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통계)를 제공받고 있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은 관련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결과 및 성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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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역

영역별 질문 내용
환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류는 구체적인 데이터(통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의 운영 체계 및 절차 측면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가? 만
약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의 교육(수업)방법측면의 특징을 알고 있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의 교육(수업)방법측면에서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의 특징은 어떠한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는 학생의 특성과 요
구를 고려할 때 양적·질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충분하지 않
다면, 보완할 사항은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을 위한 시스템(홈페이지)에 접속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접속한 이유(목적)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을 위한 시스템의 기능과 사용자 편이성 측면의 개선 사항
이 있으면 무엇인가?



빅데이터 또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빅데이터 또는 빅데이터 분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
면, 학습분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습분석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습분석의 실제 활용(적용) 사례로서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떤 사례인가?

교수·학습
지원체제

학습분석에 대한 일반적
이해


필요성 및 
목적


학습분석
기반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260

운영 체계
및 절차

학생 맞춤형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습분석이 필요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 (위탁)운영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
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적용하는데 있어 장애 요인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차원에서 유관시스템
(NEIS 등)과의 데이터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필요하다면, 적
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부 록

질문 영역

영역별 질문 내용


민감한 개인정보(주민번호 등)가 아니라면, 학습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
터를 자유롭게 수집·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면 어떤 형태 및 방식이
어야 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기대하는가? 아니면 학
생의 특성 또는 수준을 ‘그룹화’하여 제공하는 정도의 맞춤형 교육을 기대
하는가?

교수·학습
지원체제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생의 특성 및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위한 시스템(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운영기관 관계자
질문 영역

영역별 질문 내용


해당 온라인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의 정책적·교육적 목적은 무엇인가?

필요성 및

목적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

해당 온라인 교육은 정책적·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이 정책적·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하
고 있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 및 근거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운영기관-학교 간의 전
반적인 역할 및 협력 체계는 적절한가?



해당 온라인 교육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운영기관-학교 간의 전
반적인 역할 및 협력 체계가 적절하지 않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 및
근거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관계자)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관계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
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운영 체계
및 절차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위탁)운영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역할을 다하
고 있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위탁)운영기관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교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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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역

영역별 질문 내용
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의 전반적인 운영 절차(홍보·안내-신청-개설·운영-결과
안내 및 피드백)는 적절한가?



해당 온라인 교육의 전반적인 운영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결과(신청, 이수, 평가 등)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통계)를 제공받고 있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은 관련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결과 및 성과에 대
한 환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류는 구체적인 데이터(통계)를 통
해서 이루어지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은 관련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류는 구체적인 데이터(통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의 운영 체계 및 절차 측면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의 교육(수업)방법은 학생에게 적절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교육방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의 특징은 어떠한
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는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할 때 양적·질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충분하지
않다면, 보완할 사항은 무엇인가?

교수·학습

지원체제


학습분석에 대한
일반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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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온라인 교육을 위한 시스템의 기능과 사용자 편이성 측면의 개선
사항이 있으면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교수·학습을 위한 지원은 적절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은 체계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지원을 위해 충분한 데이
터(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이에 기반을 둔) 교수·학습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이 데이터(정보)에 기반을 두고 교수·학습을 위한 지원
을 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빅데이터 또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
면, 빅데이터 또는 빅데이터 분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
면, 학습분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습분석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습분석의 실제 활용(적용) 사례로서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만약 있다
면, 어떤 사례인가?

부 록

질문 영역

영역별 질문 내용


필요성 및 
목적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습분석이 필요한가? 만
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 (위탁)운영기관은 어
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은 무엇인가?

운영 체계
및 절차 
학습분석
기반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학생 맞춤형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적용하는데 있어 장애 요인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차원에서 유관시스템
(NEIS 등)과의 데이터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확보하고
있는가? 만약 충분하지 않다면 학습분석을 위해 누구로(어디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장애 요인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민감한 개인정보(주민번호 등)가 아니라면, 학습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
터를 자유롭게 수집·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면 어떤 형태 및 방
식이어야 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기대하는가? 아니면
학생의 특성 또는 수준을 ‘그룹화’하여 제공하는 정도의 맞춤형 교육을
기대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생의 특성
및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 학습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
떤 콘텐츠가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위한 시스템(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 학습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
존 교육 시스템(LMS 등)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교수·학습
지원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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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질문 영역

필요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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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질문 내용


해당 온라인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의 정책적·교육적 목적은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은 정책적·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이 정책적·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하
고 있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 및 근거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운영기관-학교 간의 전반
적인 역할 및 협력 체계는 적절한가?



해당 온라인 교육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운영기관-학교 간의 전반
적인 역할 및 협력 체계가 적절하지 않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 및 근거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관계자)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관계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
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위탁)운영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위탁)운영기관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교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의 전반적인 운영 절차(홍보·안내-신청-개설·운영-결과 안
내 및 피드백)는 적절한가?



해당 온라인 교육의 전반적인 운영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하
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결과(신청, 이수, 평가 등)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통계)를 제공받고 있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은 관련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류는 구체적인 데이터(통계)를 통
해서 이루어지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의 운영 체계 및 절차 측면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의 교육(수업)방법은 학생에게 적절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교육방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부 록

질문 영역

영역별 질문 내용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의 특징은 어떠한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는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할 때 양적·질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충분하지
않다면, 보완할 사항은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을 위한 시스템의 기능과 사용자 편이성 측면의 개선
사항이 있으면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교수·학습을 위한 지원은 적절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습분석에 대한 일반적
이해

필요성 및
목적

학습분석
기반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운영 체계
및 절차



해당 온라인 교육은 체계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지원을 위해 충분한 데
이터(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이에 기반을 둔) 교수·학습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이 데이터(정보)에 기반을 두고 교수·학습을 위한 지원
을 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빅데이터 또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
면, 빅데이터 또는 빅데이터 분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
면, 학습분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습분석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습분석의 실제 활용(적용) 사례로서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만약 있다
면, 어떤 사례인가?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교육을 하고 싶은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습분석이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
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 (위탁)운영기관은 어
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은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적용하는데 있어 장애 요인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차원에서 유관시스
템(NEIS 등)과의 데이터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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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만약 충분하지 않다면 학습분석을 위해 누구로(어디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가?

교수·학습
체제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장애 요인
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민감한 개인정보(주민번호 등)가 아니라면, 학습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
이터를 자유롭게 수집·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면 어떤 형태 및 방
식이어야 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기대하는가? 아니면
학생의 특성 또는 수준을 ‘그룹화’하여 제공하는 정도의 맞춤형 교육을
기대하는가?



교사로서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필요한 학생
또는 학습 관련 정보(데이터)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생의 특성
및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 학습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
떤 콘텐츠가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위한 시스템(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 학습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
존 교육 시스템(LMS 등)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 학생
질문 영역
필요성 및
목적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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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절차

영역별 질문 내용


학생으로서 해당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학생으로서 해당 온라인 교육을 통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의 전반적인 운영 절차(홍보·안내-신청-개설·운영-결과
안내 및 피드백)는 적절한가?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 대해 학교 또는 교사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받았
는가?



학생으로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해당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가?



학생으로서 해당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었는가? 만약
있었다면,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학생에게 수집되고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만약 알고 있다면 무엇인가?

부 록

질문 영역

영역별 질문 내용


해당 온라인 교육의 학생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절차를 기억하고 있는가?
만약 기억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의 학생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절차는 적절한가? 만약 적
절하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듣고 있는 수업은 전반적으로 학생 자신에게 적합하
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적합하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의 수업방법은 학생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만
약 적합하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듣고 있는 수업은 학생 자신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
도록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공부하기에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듣고 있는 수업은 학생 자신의 학력 수준에 적합하다
고 생각하는가? 구체적으로,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너무
쉽거나 어렵지 않은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이 수업을 듣는 것에 대해 학교와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
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 자신이 듣고 있는 수업을 강의하는 교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만약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온라인 교육은 학생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
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제공하는 시스템(홈페이지)은 학생 자신이 사용하기
에 편리한가? 만약 편리하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습분석에 대한 일반적
이해


빅데이터 또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빅데이터 또는 빅데이터 분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수·학습
지원체제

필요성 및
목적

학습분석
기반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운영 체계
및 절차

교수·학습
지원체제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
면, 학습분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생의 입장에서 ‘맞춤형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
렇다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기 위해서라면 학생 자신의 다
양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기 위해서라면 학생 자신이 학
습 과정 중에 생성되는 데이터와 학습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
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준별 학습내용이 제공되
는 것을 기대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 자신의 기호에 맞는 학습방법으로 수업이 이루
어지길 기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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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질문 내용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
드백을 제공 받기를 희망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피드백은 학생 자신이 희
망할 때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 자신의 학습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기를
희망하는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신의 학습 결과에 대해 어떤 정보의 제
공을 기대하는가?

부 록

[부록 2] 전문가델파이 조사지(1~2차)

전문가델파이 조사지(1∼2차)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전문가델파이 조사(1차)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온라인 교
육 콘텐츠와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오랜 역사를 가진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물론, 건강장애
학생, 학생선수, 그리고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의 학교교육기회 및 학습권 보장, 나아가 일반
중·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사업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는 중·고 학생이 다양해지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학습관리시스템의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학생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생성되는 학습 데이터의 양과 유형이 증가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정보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습분석의 적용이 크게 주목받고 있
습니다.
 이에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온라인 교육 중심의
여러 정책 사업에서 학습분석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및 과제를 도출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본 전문가델파이 조사는 이러한 연구 목적으로 일환으로 계획되
었습니다. 전문가델파이 조사는 총 2회로 진행될 것입니다. 1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으로 주어
지며,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조화된 질문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본 조사지는 1차 조사지입니다. 1차 조사의 회신은 7월 25일(목)까지입니다.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조사지가 구성될 계획으로, 2차 조사지는 8월 2일(금)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2차 조사까지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와 전문가델파이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별첨 자료인 연구 개요와
습분석의 개념과 활용을 읽은 후 조사지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

 본 전문가델파이 조사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소장 손찬희(연구책임자)
본 전문가델파이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 전화: 043-530-9424
- 이메일: jihyun@kedi.re.kr
- 주소: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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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델파이 조사지(1차)

1. 현행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의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별첨된 ‘연구 개요’의 <표 Ⅰ-1>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
서비스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에 대해 답하기 어려우면 공교육 차원
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행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학습분석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학습분석이 그러한 한계 및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3.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교육부/시도교육청,
교 및 위탁교육기관*, 교사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

※ 위탁교육기관은 별첨된 ‘연구 개요’의 <표 Ⅰ-1>에 제시된 6개 정책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디지털교육연구센터)을 지칭합니다.
구분

역할

① 교육부/시도교육청
② 학교 및 위탁교육기관
③ 교사

4.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을 위해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습
데이터(학습 콘텐츠 관련, 학습 활동 관련, 학습자 배경 관련 등)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시
기 바랍니다.

5.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습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하나만 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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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적용 관련 현재의 장애요인을 법·제도, 윤리적(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등), 기술적(technology), 인적 여건, 기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
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구분

장애 요인

해소(결) 방안

① 법·제도
② 윤리적
③ 기술적(technology)
④ 인적(HRD)
⑤ 기타

7.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우려사항(향후
이슈, 문제점 등)을
법·제도,
윤리적(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등),
기술적
(technology), 인적 여건, 기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우려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구분

우려 사항

해소(결) 방안

① 법·제도
② 윤리적
③ 기술적(technology)
④ 인적(HRD)
⑤ 기타

8. 학습분석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 측면의 개선 사항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습분석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전통적인) 학습관리시스템을 상정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학습분석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콘텐츠 측면(양적, 질적)의 개선 사항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습분석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전통적인) 학습 콘텐츠를 상정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끝까지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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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전문가델파이 조사(2차)

안녕하십니까?
 우선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를 위한 전문가델파이 1차 조
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차 조사를 통해 현재 온라인 교육의 한계와 문제점, 학습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위한 각 주체별 역할, 학습분석 활용의 장애 요인과 잠재적 우려 사항, 그리고 학습분
석을 위한 콘텐츠와 시스템 측면의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
렴하였습니다.
 1차 조사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차 조사지를 구성하였습니다.
2차 조사를 통해 구조화된 질문을 구성하였습니다. 2차 조사를 통해서 학습분석을 활
용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는데 필
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2차 조사의 회신은 8월 18일(일)까지입니다. 아래 이메일(jihyun@kedi.re,kr)로 회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서 회신 기한을 지켜주시기 부탁드
립니다.
 본 전문가델파이 조사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소장 손찬희(연구책임자)

조사 문항 등 본 전문가델파이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 전화: 043-530-9424
- 이메일: jihyun@kedi.re.kr
- 주소: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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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후 온라인 교육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각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해결)의 중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개선(해결) 중요성 척도

개선(해결) 가능성 척도

본 응답척도에는 해당 온라인 교
육의 한계 및 문제점 개선(해결)
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응답척도에는 왼쪽의 중요성과
관계없이 해당 온라인 교육의 한
계 및 문제점 개선(해결)이 가능하
다고 판단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낮다

높다

낮다

<--------------->

<--------------->

높다

학교교육의 보완책으로서 온라인
교육의 효율성에 초점

1

2

3

4

5

1

2

3

4

5

학교 교육과정과 접목되지 못하는
교과외 활동으로 인식

1

2

3

4

5

1

2

3

4

5

명확한 지침과 매뉴얼 미흡

1

2

3

4

5

1

2

3

4

5

시도교육청별 이수 기준 차이

1

2

3

4

5

1

2

3

4

5

적절한 학생 평가 방법/방안의
미흡

1

2

3

4

5

1

2

3

4

5

학습시간(학습진도율)에 따른
이수 처리 방식

1

2

3

4

5

1

2

3

4

5

교육 초기 단계에서의 높은
학습(중도)탈락율

1

2

3

4

5

1

2

3

4

5

지식 전달형 콘텐츠와 교육방법

1

2

3

4

5

1

2

3

4

5

학습자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교육적 경험 미흡

1

2

3

4

5

1

2

3

4

5

학습 대상과 목적에 따른 콘텐츠
제공의 어려움

1

2

3

4

5

1

2

3

4

5

교수자-학습자 간, 학습자-학습자 간
상호작용 어려움

1

2

3

4

5

1

2

3

4

5

동기부여 미흡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유도 한계

1

2

3

4

5

1

2

3

4

5

개별 학습자의 요구와 동기 파악
어려움

1

2

3

4

5

1

2

3

4

5

학습자의 학습수준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처치
미흡

1

2

3

4

5

1

2

3

4

5

학습과정에 대한 점검과 그에
따른 학습지원 미흡

1

2

3

4

5

1

2

3

4

5

학습결과의 분석을 통한 학습
개선과 진로 탐색 연계 미흡

1

2

3

4

5

1

2

3

4

5

기초학력 지원 및 보충 기회
미흡

1

2

3

4

5

1

2

3

4

5

온라인 교육에 대한 교원 전문성
부족

1

2

3

4

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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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활용의 장애 요인에 대한 해소 중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활용의 장애
요인

법/제도
측면

윤리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인적
측면

274

잦은 교육정책 및 제도의 변화
학생 대상별 정책부서의 다양성
교육용 콘텐츠 활용 관련 저작권
문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의 제약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윤
리적 타당성 부족
개인정보의 윤리적 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
학습자 수준 분석 등으로 인한 낙
인효과
개인과 타인의 지나친 비교 분석
문제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학습모델을 구
축하는 기술 한계
학습 데이터의 양 증가에 따른 처
리 속도
학습분석에 대한 낮은 국내 기술
성숙도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
학습 데이터 수집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미흡
학습분석 자동화를 위한 고차원적
인공지능 기술 보편화 미비
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국가적인
지식분류체계 부재
학습분석 관련 업무를 어디서 누
가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학습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미비
학습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전문가 미비
전문 학습 튜터의 부재
학습자 개인별 특성 데이터를 정
확히 분석할 수 있는 교수자의 역
량 미비

장애 요인 해소 중요성
척도
본 응답척도에는 학습분
석 활용을 위해 해소되
어야 하는 장애 요인으
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낮 <---------높
다
>
다
1
2
3
4
5
1
2
3
4
5

장애 요인 해소 가능성 척도
본 응답척도에는 학습분석
활용의 장애 요인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낮
다
1
1

2
2

3
3

4
4

높
다
5
5

<------------>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부 록

3.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콘텐츠 측면의 개선 사항의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콘텐츠 측면의 개선 사항

개선 사항 중요성 척도

개선 사항 실현 가능성 척도

본 응답척도에는 해당 콘텐
츠 측면의 개선 사항이 중요
하다고 판단하는 정도를 표
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응답척도에는 해당 콘텐
츠 측면의 개선 사항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낮
다

<------------>

높
다

낮
다

<------------>

높
다

일방향적 이러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용 콘텐츠와 서비스 신설

1

2

3

4

5

1

2

3

4

5

콘텐츠의 양적 확대와 다양화

1

2

3

4

5

1

2

3

4

5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보
다 개인이나 민간에 의한 다양한 콘텐츠
생성

1

2

3

4

5

1

2

3

4

5

세상에 널려있는 콘텐츠를 공유하고 유통
할 수 있는 체제 구축

1

2

3

4

5

1

2

3

4

5

자유로운 콘텐츠 유통을 위한 저작권 문
제 해결

1

2

3

4

5

1

2

3

4

5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주제 중심 자
원 지도(디지털 학습자원 지도, 학습자료
관계지도 등) 개발

1

2

3

4

5

1

2

3

4

5

콘텐츠 간의 위계성과 관계성 분석

1

2

3

4

5

1

2

3

4

5

디지털 자원지도 또는 학습자료 관계지도
등을 고려한 콘텐츠 설계

1

2

3

4

5

1

2

3

4

5

같은 내용을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과 학
습스타일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1

2

3

4

5

1

2

3

4

5

잘게 쪼개어 짧은 단위로 콘텐츠 분절화
및 모듈화

1

2

3

4

5

1

2

3

4

5

분절화 및 모듈화된 콘텐츠에 대한 풍부
한 메타정보 태깅

1

2

3

4

5

1

2

3

4

5

다양한 수준의 평가문항과 오답 분석에
따른 처방적 콘텐츠 개발

1

2

3

4

5

1

2

3

4

5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력 콘텐츠 개발

1

2

3

4

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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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시스템 측면의 개선 사항의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시스템 측면의 개선 사항

개선 사항 중요성 척도

개선 사항 실현 가능성
척도

본 응답척도에는 해당 시스
템 측면의 개선 사항이 중
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응답척도에는 해당 시스템
측면의 개선 사항이 실현 가
능하다고 판단하는 정도를 표
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낮다

높다

낮다

<------------->

<------------->

높다

기존의 전통적인 로그파일 수집 외에 학습
자의 행동 데이터(눈깜박임, 시선 이동 등)
수집을 위한 시스템 설계

1

2

3

4

5

1

2

3

4

5

쌍방향 수업 방식 도입

1

2

3

4

5

1

2

3

4

5

개인별 학습과정에 대한 포트폴리오 제공

1

2

3

4

5

1

2

3

4

5

비정형 데이터 수입 방법 적용

1

2

3

4

5

1

2

3

4

5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신경망 분석과 기
계학습 도입

1

2

3

4

5

1

2

3

4

5

시멘틱 웹(semantic web) 특성 반영(*)

1

2

3

4

5

1

2

3

4

5

학습분석 기능과 타 LMS와의 상호운용
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와 시스템 표준화

1

2

3

4

5

1

2

3

4

5

대시보드(dashboard) 기능 추가

1

2

3

4

5

1

2

3

4

5

학생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보상시스템
적용

1

2

3

4

5

1

2

3

4

5

학습분석의 기능을 전통적인 LCMS 차
원에서 LRS 차원으로 전환(**)

1

2

3

4

5

1

2

3

4

5

(*) 시멘틱 웹(semantic web) 관련 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EC%8B%9C%EB%A7%A8%E
D%8B%B1_%EC%9B%B9
(**) LRS(Learning Record Store) 관련 참고: https://xapi.com/learning-record-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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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5. 기타 추가적으로 아래 사항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맞춤형 수업은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적용을 통해 기대되는 대표적 효과 중 하나
입니다. 일반적인 학생과 비교하여 아래 6가지 학습자군(group)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첨부된 연구개요(3쪽)를 참고해 주십시오.
구분

맞춤형 지원 사항

① 방송중고
② 미이수·미개설 교과 온라인 수업
③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④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⑤ 학생선수 e-School
⑥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2) 온라인 학습환경과 오프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가 가질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의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4)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교수자가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77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부록 3] 전문가델파이 1차 조사 결과(2차 조사 비연계 항목)

전문가델파이 1차 조사 결과(2차 조사 비연계 항목)
□ 온라인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학습분석의 역할 기대
응답 내용



기존 표준화된 교육과정 편성/제공에서 나아가 수준별 학습참여 가능
학습 수준이나 관심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 선택보다는 편의성 관점(타 학습자들의 학습과정이나
문제해결에 대한 소스 등)에서 도움
학습성과라는 측면에서 기존 공급자 중심 서비스 한계 극복 대안
교육과정과 학습, 평가의 일체화
학습자의 학습 반응과 학습동기 및 요구 파악
학업성패 예측, 수업개별화, 적절한 중재, 학업정보시각화
학생 평가를 위한 정확한 데이터 대량 확보
교사가 전달한 메시지가 학생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개개인별로 분석하여
교사에게 피드백
학습자 유형 범주화하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개발/제공
학교급간 학습에 대한 데이터가 연결되어 학습자의 학습 지속적 관리 및 지원
심화학습과 기초학습 콘텐츠 추가 개발하여 학습자에게 적절한 난이도 콘텐츠 제공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인 파악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교육 서비스 제공
학생들의 학습프로파일과 콘텐츠 메타데이터 연계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콘텐츠 제공
학습자의 정형/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반의 콘텐츠 추천으로 보다 정확한 개별화된 학습추천 가능
학습과정의 세세한 성공과 실패, 습성 등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맞춤형 해결방법과 과정 제공
가능
학습자의 특성, 이용시간 및 패턴, 이수울, 중도탈락율 등을 분석하여 제도 및 운영 전반에 대
한 개선 모색
코스 개선 영역 파악
중도탈락 학생 조기 발견
학생 수준에 따른 콘텐츠 적합성 파악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주체별 역할
주체

역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278







정책수립 및 세부추진 계획 마련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규제 조정 및 완화
공교육 영역의 서비스에서 축적한 데이터 공개(개인 식별 불가능한)
데이터 표준화 연구개발 지원 및 정책적 방향 수립
온라인 학습 전임교원 및 튜터 선발/연수
온라인 전담교사 및 전문교사 양성 제도
콘텐츠 개발, 학습 매뉴얼 개발, 교사 연수

부 록

주체

역할







학교 및
위탁운영기관












교사









요구와 수준이 비슷한 학생군들을 유형화하여 과목을 이수하는 기준/방법에
유연성 부여
학습분석이 가능한 국가 표준화된 학습분석 플랫폼 개발
학습분석을 위한 다양한 경험데이터(xAPI) 축적할 수 있는 기반 서비스 구축
학습분석 데이터서비스 구축과 교육용 콘텐츠 활용 인프라 확충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학습분석 시스템 상호운용성 확보
O2O 기반 온라인 미래학교(온라인 플랫폼) 설립
지역별 특색과 교육환경, 교육수준을 고려한 학습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 도출
학생의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학습 이력 정보 제공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 시행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 관련 구체적인 방법 및 전략 개발
학습자 수준별로 세분화된 단위별 교육과정 제공
수업현장에서 필요한 학습분석 니즈를 구체적으로 발현
학습분석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학습공동체 지원
학습자의 전반적이고 세세한 학업성취도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특성 정보 제공
기초학력, 다문화 등 교육과정 운영 대상, 목적에 따른 온라인 교육 서비스 활용
국가 차원의 학습분석 플랫폼 연계 기반 관련 서비스 통합, 교수학습 활용
매뉴얼 및 지침 개발
개인 수준의 데이터화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학습관리
교과별 온라인 교육 활용방안에 대한 교과교재 연구
학습분석의 시각화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강화
학생 개개인의 학습유형에 따른 학습코칭 및 상담지원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통하여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컨설팅 제공
학습분석 결과에 따른 개별 학생별 학습 처리 및 상담 역량 강화
학습분석에 기반한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역량 강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습 데이터 수집
구분

수집 데이터

학습자 배경
관련

거주지역, 학교, 부모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 성격, 성향, 취향, 성적, 교우관계, 성
장배경, 장애 요인 및 장애 정도, 교육환경, 연령, 성별, 온라인 정보활용 수준 및 시
간, 학습중 이탈정도, 이용시간대, 한번 접속시 지속시간, 개별 콘텐츠 활용 시간, 성
취기준달성도, 학습 요일/시간대, 학습방식(몰아서 아니면 꾸준히), 취약영역, 문항별
정답율, 학습성취도, 학습공간, 학습가능시간대, 인터페이스 선호도, 학습자의 성실도,
몰입도, 지속성, 직업유무, 사교육시간, 학습투입시간, 학업중단이력, 온라인 학습경
험, 정보활용능력, 진로목표, 온라인교육 사용 목적, 반복학습빈도, 접속기기, 관심분
야, 선수학습 이력이나 수준, 학습스타일, 학습동기, 본 학습관련 학습준비도, 기초학
력, 선호콘텐츠유형(동영상, 텍스트, 문제해결 등), 학습매체선호도, 학습수준, 선호학
습활동방법(강의, 토론, 실험실습 등)

학습 콘텐츠
관련

선택과목, 학습매체, 학습지, 학습도구, 교과별 학습시간, 학업성취도 결과(문항별 정
답 및 오류), 질의응답 내용 구분, 반복구간, 주/일별 접속시간대, 교과별 교수법 분
류, 학습규칙성(접속시간, 학습지속시간 등), 콘텐츠 유형(교수형, 실감형, 게임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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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집 데이터
콘텐츠 내용구성(학습목표, 학교급, 학년, 교과, 단원, 교육과정 연계 유무, 차시구성,
구성시간 등), 콘텐츠 작동 기술환경

학습 활동
관련

선호학습형태(온라인, 오프라인, 과외, 스터디그룹 등), 선호학습장소, 학습활동에 대
한 질의응답(횟수, 내용), 학습활동(과제, 토론)에 따른 반응(반응시간, 양과 질), 대시
보드 참여횟수, 게시판 내 댓글(학습자-학습자간, 학습자-교수자간), 게시판이나 토론
에서 사용된 단어

기타

콘텐츠 난이도, 콘텐츠 난이도에 따른 학습자 체류시간, 로그인횟수, 게시글조회수,
메시지 등록건수, 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건수 및 유형, 학습중단원인

□ 학습분석 적용으로 인한 잠재적 우려 사항
영역

우려 사항

법·제도
측면









교육정책 변화로 인한 데이터의 짧은 수명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취약할 것으로 전망
학습분석의 허용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정보의 수집이나 불법적인 사태 발생
문제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규제형 법제도, 개인정보보호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법제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제도 장치 강화
법제도를 준수할 수 있는 대규모 기관에 의한 학습분석 정보 독점
온라인수업에 따른 교수학습자료 공유로 인한 저작권 위반 사례 발생

윤리적
측면







개인정보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의 타당성 문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학생별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 우려
학습분석으로 제공된 개인의 처방이 다른 루트를 통해 공개
부정확한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처방에 대한 책임 소재




정교한 학습모듈 개발에 대한 막대한 예산과 시간 투입
기존 LCMS에서 수집되고 있는 정보에 비해 발생빈도 및 데이터량이 월등히 많으므
로 성능 문제 야기 가능
국가 및 민간 기관/기구별 폐쇄적 학습분석 플랫폼 난립
동일인이 여러 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습할 경우 자신의 정보가 분산되어 종합적인 분
석 데이터를 얻기 어려움

기술적
측면

인적
여건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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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전문가델파이 2차 조사결과(추가문항)

전문가델파이 2차 조사 결과(추가문항)
5. 기타 추가 사항
1) 맞춤형 수업은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분석 적용을 통해 기대되는 대표적 효과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학생과 비교하여 아래 6가지 학습자군(group)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첨부된 연구개요(3쪽)를 참고해 주십시오.
구분

- 맞춤형 지원 사항
- 학교 현장과 동일한 시차별 수업 구성 및 제공
- 다양한 상호작용 및 평가자료, 방법제공
-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필요
- 콘텐츠의 양적 확대와 다양화, 학습분석 기능과 타 LMS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와 시스템 표준화
- 객관적 학습 활동 이력에 따른 신뢰로운 인증서 발급
- 방송중고는 학습자의 분포가 매우 다양하므로 교육과정별 수준별 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학습자들의 자기주도학습이 가장 필요한 학습자이므로 동기유발과 현재 자신의
학습위치를 이해하고 스스로 학습을 설계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학습자 특성(연령,수준 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보충 콘텐츠 제공
- 기초학습진단, 동기유지, 상호작용 증진, 개별화수업, 중도탈락방지, 이수율증진
- 학습자 연령에 따른 교육컨텐츠 차별화

① 방송중고

- 연령과 신체, 지적 차이가 많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와 LMS, 동기부여
강화, 주도성 맞춤 지원
- 모두를 지원하는 교육부 담당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할 듯 합니다.
- 핵심적인 교육과정의 완전학습을 위한 세심한 자기평가
- 수준별 맞춤학습 개념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활용한 튜터링
서비스와 기초학력 신장을 목표로한 기초 콘텐츠 서비스의 다양화 및 기존 개발
콘텐츠의 재활용(EBS 방송 교재등)
- 개인 포트폴리오 서비스의 정교화
- 학습분석을 위한 정형/비정형 데이터(개인 식별정보 삭제후) 활용 및 공유환경
필요
- 다양한 외부콘텐츠 공유환경 제공 필요(정부차원의 공급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방식은 지양. 기존 많은 사례에서처럼 한계가있음.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함)
- 기초 학력 증진 및 국가의 의무교육 교육과정의 방향을 반영하는 콘텐츠 제공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된, 풍부하고 정확한 교수·학습 자료, 학습의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와 피드백 등 지원하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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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맞춤형 지원 사항
- 학력 수준에 따른 학습 난이도 제공, 연령에 따른 화면 및 텍스트 크기 차별 지원
- 학령기 학습 기회를 놓친 성인 및 청소년(중･고)의 학습 배경 및 수요 반영 진도
및 평가 관리
- 학습자가 학습하며 가진 궁금한 점들을 편하게 질문하고 답을 받을 수 있는 지원
- 학습이력관리, 추천콘텐츠
- 학생들의 성취도에 따른 교육 내용 제시. 적령기 학생과 성인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과정 적용
- 오프라인 활동 연계
- 기초부터, 그러나 학습 내용이 적용되는 맥락은 연령대에 맞는 실생활 수준으로
높여서, 동일 내용을 다른 학습 방식으로 반복하여 학습 경험 제공
-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학교 수업과 동일한 시차별 강의 및 과제,
평가툴 제공
- 중고 정규학생의 온라인 학습동기 활성화를 위한 담임(또는 튜터) 지원
- 콘텐츠의 양적 확대와 다양화
- 학습 경험의 개인화와 신뢰로운 평가 정보 확보
- 농산어촌의 소규모 초중등학교는 교과별 수업을 모두 개설할 수 없으므로
개개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에이전트 시스템이
필요하다. 진단을 하고 현재 위치를 확인하게 하며 학습 경로를 알고 일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타 교과 학습과 병행하여야 하므로 학습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투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학습 진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함
- 개별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과제, 문제 등의 선택과 피드백 제공
- 기초학습진단, 동기유지, 개별화수업

② 미이수·
미개설 교과
온라인 수업

- 학습자 입문 수준별 맞춤형 컨텐츠 제공
- 학생들이 학업을 마무리하고, 미래 관심분야를 찾아갈 수 있도록 현장 연계성
맞춤
- 모두를 지원하는 교육부 담당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할 듯 합니다.
- 온라인수업을 통한 학습자 성과, 콘텐츠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 철저
- MOOC형 인터페이스를 기반한 온라인 서비스로 SPOC(Small Private Open
Coursework)형으로 강의를 개설하여 선별된 학습자들간에 같은 기간동안 같은
강의를 듣게 하여 협력학습을 통해 서비스하고 개별 학습
참여결과(Engagement)를 Gamification 방식으로 공개하여 경쟁을 유도,
트위치(Twitch.tv)와 같은 인터페이스 도입 필요
- 개인 포트폴리오 서비스의 정교화
- 학습분석을 위한 정형/비정형 데이터(개인식별정보삭제후) 활용 및 공유환경 필요
- 다양한 외부콘텐츠 공유환경 제공 필요(정부차원의 공급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방식은 지양. 기존 많은 사례에서처럼 한계가있음.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함)
-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기반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시·공간의 제약, 교사 수 부족 등으로 고등학교의 필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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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맞춤형 지원 사항
교과인 일반 교과 뿐 만 아니라 선택 교과(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등)를
다양하게 개설하지 못하는 농어촌 고등학교, 도시의 교사 수급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를 조사하여, 다양한 과목의 온라인 강좌를
개설한다. 여기에는 교수·학습과 연계한 형성 평가 및 총괄 평가 시스템, 평가
결과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NEIS 연계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다.
- 관심영역에 따른 보충 학습자료 제공, 학습자의 흥미 수준에 따른 동기유발 요소
제공, 학습패턴에 따른 학습 재촉 공지
- 기존 이수 과목 학습 분석에 따른 미이수 과목에 대한 비순차적/병렬적 학습 경로
제공
- 미이수, 미개설 교과 온라인 과정을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보상 필요
- 진단, 이수율, 추천콘텐츠
-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 분야에 맞는 과목 제시, 교육 일정 제시
- 진로연계형 교과맵 제공
- 입시 대비가 가능한 수준으로 학습 경험 제공
- 소외지역 및 계층 학생 등의 교과 선택권,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이러닝 학습 및
화상수업, 평가자료(자가테스트용) 제공
- 개인 특성을 고려한 교과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과개발 확대
- 디지털 자원지도 또는 학습자료 관계지도 등을 고려한 콘텐츠 설계
- 협력적 학습 경험과 신뢰로운 평가 정보 확보
-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교과목의 개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학습자에 대한 수요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강좌가 개설되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학생들이므로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별화된
학습 경로와 속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여
동일한 시간과 과정을 운영할 경우, 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을 것이다.
- 개별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과제, 문제 등의 선택과 피드백 제공

③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 교과선택권 확대 외에 학생에게 효율적 시간운영 가능하게 함 (기초학습진단을
통해 속진도 가능)
- 수준별 화상 강의 제공
- 학교수업과 개별화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 맞춤
- 모두를 지원하는 교육부 담당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할 듯 합니다.
- 학습자의 이해도에 따라 보충학습(더 쉬운 풀이, 이해하기 쉬운 사례 제공) 및
심화학습(더 어려운 단계로의 전이) 제공
- MOOC형 인터페이스를 기반한 온라인 서비스로 SPOC(Small Private Open
Coursework)형으로 강의를 개설하여 선별된 학습자들간에 같은 기간동안 같은
강의를 듣게 하여 협력학습을 통해 서비스하고 개별 학습
참여결과(Engagement)를 Gamification 방식으로 공개하여 경쟁을 유도,
트위치(Twitch.tv)와 같은 인터페이스 도입 필요
- 개인 포트폴리오 서비스의 정교화
- 학습분석을 위한 정형/비정형 데이터(개인식별정보삭제후) 활용 및 공유환경 필요
- 다양한 외부콘텐츠 공유환경 제공 필요(정부차원의 공급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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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맞춤형 지원 사항
방식은 지양. 기존 많은 사례에서처럼 한계가있음.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함)
-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기반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시·공간의 제약, 교사 수 부족 등으로 고등학교의 필수 이수
교과인 일반 교과 뿐 만 아니라 선택 교과(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등)를
다양하게 개설하지 못하는 농어촌 고등학교, 도시의 교사 수급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를 조사하여, 다양한 과목의 온라인 강좌를
개설한다. 여기에는 교수·학습과 연계한 형성 평가 및 총괄 평가 시스템, 평가
결과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NEIS 연계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다.D15
- 학습자의 흥미 수준에 따른 동기 유발 요소 제공
- 학습 분석의 개별 능력 분석에 따른 개인화된 진도 관리
- 자신의 진로를 위해 교과를 선택하며 듣는 학생들이므로, 진로와 연계된 다양한
교과와 활동 안내 필요
- 진단, 다양한 추천 콘텐츠 제공, 이수율
- 학습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관심사나 성취도 등에 따라 자동으로 학습 그룹으로
묶어서 배치
- 개인별 진단과 보정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지능형 교수학습 콘텐츠 제공
- 입시 대비가 가능한 수준으로 학습 경험 제공
- 장애학생별 맞춤 학습 환경 및 콘텐츠 제공
(예) 청각장애-자막강의제공 / 시각장애-점역교재제공 등
- 유급율 감소를 위한 학습기간 연장, 확대 필요
- 학습 진도 관리(스케쥴링), 학습자 행동데이터 지원
- 개별 학습 수준과 진도에 대한 세심함 배려와 학습 독려 경험

④ 건강장애
학생
원격수업

- 학생의 현재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여 자신이 학습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입력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은 학습자의 특성에 반영하여
건강 상태에 적합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학습 방법이나
도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손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 과제는 구술이나
움직임을 통하여 피드백할 수 있어야 한다.
- 특정 시간 동안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므로 학습에 익숙해 질 수 있는
도입과정과 학습참여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한다.
- 학습자 수준에 맞는 개별 과제, 문제 선택과 피드백 제공
- 학습권보장, 상위학년 진학률증진, 자기주도학습향상.
- 평가방법의 다양화. 불출석 기간에 따른 맞춤형 평가
- 학교수업의 결손을 느끼지 않도록 교실수업활동을 추가한 맞춤
- 모두를 지원하는 교육부 담당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할 듯 합니다.
- 수업 내용을 가급적 짧은 단위로 나누고 중간에 재미요소 추가
- 트위치(Twitch.tv)와 같은 형식의 실시간 강의 서비스를 채널화하여 개설하고
이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자들과 실시간 교류하며 강의를 시청하기도
하고 실제 학습방법을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여 온라인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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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맞춤형 지원 사항
수업을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개인 포트폴리오 서비스의 정교화
- 학습분석을 위한 정형/비정형 데이터(개인식별정보삭제후) 활용 및 공유환경 필요
- 다양한 외부콘텐츠 공유환경 제공 필요(정부차원의 공급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방식은 지양. 기존 많은 사례에서처럼 한계가있음.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함)
-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가정과 병원에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자기기 보급이 어렵다면,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학습하도록
하거나, 병원이나 지역에 시설을 갖춘 센터를 설치하여 학습하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실시간 화상 또는 온라인 강의)을 지원한다.
- 질병 및 장애 유형에 따른 콘텐츠 제공(예, 낮은 시력, 큰 크기의 텍스트, 낮은
청각 – 화면에 의성어를 표현해 주거나, 자막을 추가해 줌)
- 학습자 상태에 따른 학습 수단 및 학습 경로 제공
- 건강장애학생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제공 필요
- 이수율, 건강장애 정도에 따른 학습의 환경제공, 튜터링
- 교과 교육 이외에도 해당 학생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 학교내 건강장애학생 온라인 학습공간 구축
- 기본적인 최소한의 학습 내용이지만, 수업을 통해 사회적 관계나 감정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학습 경험 제공
- 기초학력 부진 학습자를 위한 보충용 강의 콘텐츠 및 평가자료 제공
- 수업결손의 다양한 보안, 보충 방안 마련(방송중고 콘텐츠 외에 확대)
-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력 콘텐츠 개발
- 기초 학력 보장 및 신뢰로운 수업 시수 인증

⑤ 학생선수
e-School

- 학생 선수에 대하여 성취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 학생들이
학습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합의하거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별화된 콘텐츠는 학생들의 현재 수준에서 출발할 수 있어야 하며, 난이도
조절과 학습 속도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규 교과의 수준을 목표로
한다면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할 것이나 운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성취 수준에 대한 합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적응형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학습자의 수준 확인 및 개별 학습 과제 제공
- 기초학습진단, 동기유지, 개별화수업, 중도탈락방지, 이수율증진
- 불출석 수업 내용 자동 제공
- 다양한 스케줄과 메타인지를 활용한 학업과 과제의 맞춤
- 모두를 지원하는 교육부 담당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할 듯 합니다.
- 결손된 수업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모르는 부분을 자유롭게 복습할 수 있도록
이원화
- MOOC형 인터페이스를 기반한 온라인 서비스로 SPOC(Small Private Open
Coursework)형으로 강의를 개설하여 선별된 학습자들간에 같은 기간동안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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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맞춤형 지원 사항
강의를 듣게 하여 협력학습을 통해 서비스하고 개별 학습
참여결과(Engagement)를 Gamification 방식으로 공개하여 경쟁을 유도,
트위치(Twitch.tv)와 같은 인터페이스 도입 필요
- 개인 포트폴리오 서비스의 정교화
- 학습분석을 위한 정형/비정형 데이터(개인식별정보삭제후) 활용 및 공유환경 필요
- 다양한 외부콘텐츠 공유환경 제공 필요(정부차원의 공급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방식은 지양. 기존 많은 사례에서처럼 한계가있음.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함)
- 시간적 제약으로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간에 학습 참여가 어려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규 교육과정에 따라 콘텐츠를 구성하되 학습자의 진로 특수성을
고려하고,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구축한다.
- 기초학력 수준에 따른 보충 학습 자료 제공
- 학습 분석에 따른 비순차적/병렬적 학습 경로 제공
- 수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별 학생의 결손을 제대로 진단하고 맞춤형
처방하는 것
- 학습이력관리, 추천콘텐츠
- 주요 경기 일정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교육 스케줄 작성하고, 관리하고, 과제 등을
요청
- 이동중 학습이 가능한 앱(app) 기반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
- 학교 수업과 동일한 시차별 강의 제공
- 중,고등 검정고시 학습콘텐츠 제공
- LMS 기반 외의 다양한 오프라인 학습참여 경로 제공
- 개인별 학습과정에 대한 포트폴리오 제공, 학생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보상시스템 적용
- 시간에 제약없는 학습 경험 제공 및 신뢰로운 수업 시수 인증

학업중단학생

- 학생들이 학습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지 않고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됨. 학습분석 시스템은 학습자의 학습진단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결과를 입력으로 학습자의 학습 계획 수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방송중고 콘텐츠를 이용하여 학습을 하되, 자신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는 동기 부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학습지원

- 학습자의 수준 확인 및 개별 학습 과제 제공

⑥ 미취학·

- 학습기회제공, 집단수업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개별화 및 자기주도학습력
증진.
- 학업중단 원인별 맞춤형 제공
- 학업 마무리를 위한 동기와 미래 전공 지원 맞춤형
- 모두를 지원하는 교육부 담당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할 듯 합니다.
- 기초학습능력 강조, 기초학습능력의 단계별 성취 시스템
- MOOC형 인터페이스를 기반한 온라인 서비스로 SPOC(Small Private Open
Coursework)형으로 강의를 개설하여 선별된 학습자들간에 같은 기간동안 같은
강의를 듣게 하여 협력학습을 통해 서비스하고 개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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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맞춤형 지원 사항
참여결과(Engagement)를 Gamification 방식으로 공개하여 경쟁을 유도,
트위치(Twitch.tv)와 같은 인터페이스 도입 필요
- 개인 포트폴리오 서비스의 정교화
- 학습분석을 위한 정형/비정형 데이터(개인식별정보삭제후) 활용 및 공유환경 필요
- 다양한 외부콘텐츠 공유환경 제공 필요(정부차원의 공급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방식은 지양. 기존 많은 사례에서처럼 한계가있음.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함)
- 학력 취득을 위한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한다. 학력 인증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검정고시 대비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학교급별 정규 교육과정을 반영하되,
검정고시와 내용적으로 연계된 콘텐츠를 제공한다. 직업을 갖고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대안학교를 다녔거나 하는 학습자들이 주요 대상이므로, 대상의 특정
상황을 반영하여 콘텐츠를 구성한다.
- 관심영역에 따른 차별적인 교과목 제공
- 개별화된 성과 목표 및 평가 제공
- 미취학, 학업중단 학생의 정의적 영역까지 케어할 수 있는 1:1 상담 과정 필요
- 진단, 이력관리, 추천콘텐츠
- 관심있는 분야에 따라 원하는 교육과정을 짜주고, 그에 따라 학습 관리
-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게임방식의 교육콘텐츠 제공
- 기본적인 최소한의 학습 내용이지만, 수업을 통해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습 동기를 제고할 수 있는 학습 경험 제공

2) 온라인 학습환경과 오프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습의 강제성과 자율성
- 교사와의 상호작용 및 즉각적 피드백
- 학습동기 지속성의 수준
- 학습환경 및 방법 체감 속도
- 학습자간 또는 교수자간의 상호작용의 수준 등
- 긍정적 측면 : 시공간의 효율성, 다양한 학습자원 및 수준이 제공된다면 학습이나 정보 선택권이
높아져 학습의 창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부정적 측면 : 학교교육의 소극적 보완책이나, 학습의 수준이나 동기가 낮은 학생들에게 제공될 경우
학습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듦
- 정보 전달의 전통적 수업 방식에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성이 요구되는 온라인
학습 경험이 의미가 없다고 느끼거나 배운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음
- 온라인 학습경험이 내성적이거나, 오히려 자기조절 학습력이 있으나 학력에서는 다소 떨어질 수 있는
학생들에게 높은 학습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학습분석에 의한 개별화된 학습지원체제는 위의 두 부류 학습자들에게도 의미있는 학습경험.
공교육의 기초학력 보완체제로 발달 될 수 있음
- 교사와 같은 지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해방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제를
혼자서 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겠지요.
- 온라인 학습환경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학습을 수행하는 자유로움이 있겠지만 심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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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감은 다소 덜할 것 같습니다.
- 학습과정중에 궁금한 사항을 항상 물어볼곳이 있으면 좋을텐데, 온라인은 대신할만한 챗봇이라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 가장 어려운 것은 탈락률을 최소화 하는것입니다. 학생들이 꾸준히 더불어 함께 학습할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의 학습동료를 만들어주는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임해야 하는 자율성, 자기통제력이 요구됨. 무엇보다 학습의지, 지속력이
중요함
- 공동체의식 결여, 학습동기저하, 자기관리부재, 도움요청의 어려운점, 집중력 저하의 문제가 조금 더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자기 통제의 어려움, 공감 능력 저하, 상호작용 부족, 외로움
- 면대면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느끼는 혼돈스러움. 온라인 학습의 공정성과 신뢰성, 자신의
학습됨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함. 동기부여와 자기주도성, 책임감 증가에 대한 염려
- 온라인 학습환경은 오프라인 학습환경에 비해 질의응답이나 의견교환이 어렵고 경쟁 조성 등
동기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들을 수 있다거나, 다른 학습자들과의 비교로 인한 학습좌절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온라인 환경은 오프라인에 비해 시간,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다양한 학습방식을 학습자의 성향 및
이해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습자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환경에서 놓여 있다는 것은 학습의 효과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와 교수자 혹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고립된 환경에서 학습을 함에 따라 스스로
동기부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학습 집중도 및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동기부여의 부족으로
인해 온라인 학습효과성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
- 교수자와의 직접적인 대면, 상호작용, 정교한 피드백 효과
- 온라인 학습 환경은 학습자가 정해진 시간에 집약적으로 지식을 배울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다.
학습자의 물리적 여건에 제약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다. 개별 학습에 충분히 몰입
가능하다. 개별 학습에 매우 유익한 환경이다. 주어진 콘텐츠 외에도, 강의를 들으면서 의문이
생기면 즉시 다양한 형태, 분야의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기에
유용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점, 특징을 잘 살리면 매우 효과적인 콘텐츠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오프라인 학습환경에서는 수행중심의 문제해결학습(토론, 프로젝트 실행 등), 문제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공감, 이해, 협업 등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성 발달에 보다
유익한 환경이다.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충분히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지속적인 동기 유발
요소(피드백, 학습심화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화된 체계와 적시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를 넣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온라인 학습을 기초로, 오프라인 학습환경에서는 실제 만남을 통해서 실제 과제수행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열어주어 사고를 확장시키고, 문화적 감수성,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의 자세를
함양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사회적 실재감을 가장 크게 느낀다. 온라인은 면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실재감을 느끼기
어렵다. 이 때문에 강제력이 오프라인 수업보다 많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는
학습자를 몰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다.
- 온라인 학습환경의 경우 수업 참여 동료 학생의 부재로 인한 학생 간의 토론과 질문 등의 상호 작용
미비
- 온라인 학습에서는 학생이 교수자와 학습내용에 몰입하기가 힘들 것임
- 즉각적인 반응, 교수자와의 공감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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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교사의 역할을 높여서 혼자서 공부한다는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함
- 시간과 비용의 차이, 특히 온라인은 가능한 시간에 필요한 부분만 마이크로한 영역의 학습이
가능하다.
- 온라인을 수강하는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군더더기 없는 학습이 효율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혼자
하는 학습이 흥미가 떨어지고 고립감, 자기통제 부족 등으로 이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음

3)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가 가질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의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 학습의 강제성이 떨어져 자율성이 중요하나, 환경 방해요인으로 인한 몰입이 어려움
- 예) 스마트폰, 소음, 텔레비전 등
- 이러닝 강의는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경우에 효과를 볼 수 있는 학습방법
- 이전 학습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상위단계로의 진입이 불가피
- 자기주도적 학습의지(학습동기, 학습흥미도)의 장기유지(지속) 한계 등
- 건강이나 학생선수와 같이 온라인 학습이 기회가 되는 학생들에게는 적절한 지원책이 요구
-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의 경우에는 학습동기와 방법을 함께 제공 (학습방법이나 왜 학습이 필요한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튜터 강화가 필요
- 미취학, 학업중단의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하여 학습수준이나 환경에 적합한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해야 함 (예: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경우)
- 기존의 온라인 학습환경에서는 결과 중심의 학습 관리에 치중해 왔음
- 또한 어떻게 학습을 계획하고, 관리해 나가며,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에 강점이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등에 대한 학습과정에 대한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의 학습진행은 학습보조수단으로서도 효과를 보지
못했음. 온라인에서 학습에 대한 효과를 보는 학습자는 오프라인에서도 학습을 잘 유지해왔던 학습자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성찰, 학습결과 공유 등의 학습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주기적인 진단과
처치 등이 온라인학습에서 더 필요함
- 자기주도학습은 학습 내용과의 괴리감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온라인의 학습에서도 오프라인과 유사한 학습 과정과 도구가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장 어려운점은 주의집중입니다. 주의집중 한 채, 지속적으로 학습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시스템이 알수있는가 하는것이죠. 반대로 학습자 관점에서는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자신과 함께
학습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탈락하지 않고 꾸준히 이수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자신이 학습한 내용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까요? 내가 배운 것이 맞는것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구성주의적 전략을 도입한다면, 다른 학습자들과의 교류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극복 할 수
있겠죠?
-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용 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도구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실 혼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사전에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습 집중력, 학습스케쥴 관리(진도, 과제 등)
- 우리나라의 자기주도학습문제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오프라인에서의 문제는 구조화된 온라인에서 보완되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혼자 학습하는 동안 손쉽게 인터넷에 접근가능하여 게임 등의 유혹에 빠지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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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놀로지 활용에 익숙하지 않음. 스스로 문제 확인과 해결 과정에 대한 경험 부족, 첫 사용자를
위한 24시간 지원과 긍정적인 경험 필요
- 선생님의 훈육이나 급우들간의 경쟁적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 것이 자기주도학습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봅니다.
- 온라인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방식과 콘텐츠가 존재함에 따라 이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에게 적합한 수업방식을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있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함. 또한 온라인
학습 환경은 오히려 오프라인 학습 방식에 비해 학습자가 훨씬 고립된 환경이므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습 집중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프라인의 동시성과 협력학습 방식을 온라인에 도입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이를 통해 자기주도학습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지속적 동기부여(시스템 및 콘텐츠 내부적 기능 요인, 제도적 독려 요인) 제공이 용이하지 않음
- 콘텐츠의 속성이 일반적으로 강의식으로 지식 전달이 주로 이루어지므로,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성찰(탐구, 상상, 창의적 문제 해결의 사고 촉진 등)과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
-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으므로, 학습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학습자
섬세한 특성을 반영한 피드백을 적절하게 제공하여 학습자의 학습을 개선하기 어렵고, 학습자가
학습의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 콘텐츠의 교수·학습법이 직접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갈등의 해결, 과제수행 중심이
아니므로, 삶과 연계된 실질적인 역량이 함양되기 어렵다.
- 온라인 학습환경은 오프라인보다 강제력이 많이 낮아진다. 또한 학습 중에 경로를 이탈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매우 많다.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매우 많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온라인 학습환경은 학습자들의 동기와 흥미 그리고 몰입을 매우
높은 수준에서 고려해야 한다.
- 온라인 학습환경의 경우 자기주도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로를 사전에 준비하여 실시간적으로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통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에 방해요인이 많을 것임.
- 정확한 자기 진단과 처방에 대한 피드백
-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응답해주는 시스템. 몇 시간 후가 아니라 바로 원격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
- 교수자가 개인별로 학습과정을 살피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에 많은 예산과
교수자의 숙달이 필요하다.
- 단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라면 오프라인 환경이 더 유리하다.
- 점검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가 학습자에게 개인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점

4)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교수자가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수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움 (현장에서의 피드백 부재)
- 학생과의 상호작용 및 즉각적 피드백 어려움
- 학습수준에 대한 정확한 수준 파악 한계, 정해진 학습시간과 전달내용(방법), 학습자와의 상호작
용 한계
- 효율성 측면만 접근하려는 학생의 인식(편한 수업, 빨리 끝나는 수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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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워 지식 전달자의 역할만 해야하는 측면(학사관리, 평가시 어려움
발생)
-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교수자가의 어려움은 크게 실시간과 비실시간 과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 실시간의 경우, 면대면 보다 거리상 떨어져있는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고 느낄것이며, 익숙
하지 않지만 여전히 내용전달식에 머물면서 정도전달수업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게 될것임. 내용
전달식의 온라인 학습환경은 실패할 확률이 많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학습자들의 수준파악,
제출 과제에 대한 자동화된 분석, 학습자 특성 파악 등 학습자와 학습활동에 대한 분석시스템이
갖추어져야함
- 비실시간의 경우에도, 사전에 콘텐츠를 만들어 보여주고, 학습자는 학습을 할것이라고 전제된 전
통적 온라인 학습환경에서는 교수자는 콘텐츠를 제작하는것에 대한 어려움과 때로는 남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하는 부담감에 어려움을 느끼게 될것임
- 콘텐츠와 교수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분석에 기반한 학습자 개별적 학습처치와 학습자간 토론
이 중심이 되는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되어야 함
- 상호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혼자 강의하는 느낌, 피드백이 없는 강의 느낌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
니다.
-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온라인 강의에 교
수자가 계속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면 아마 교수자는 참아내지 못할것입니다. 학생들의 질문에 즉
답할수 있을까요? 질문이 무엇인지도 모를텐데요. 또는 맥락과 관계없는 학생들의 질문과 행동에
대한 대처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 “온라인 학습환경에서의 교수자” 라는 표현이 매우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시간 상호작용
이 가능한 환경, 비동기적 환경, 얼굴을 마주 할 수 있는 환경, 어떤 학습도구가 준비되어 있는지
등 매우 모호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 온라인 학습에서의 교수자의 성격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 일방향적인 전달 과정이 많다보니 학습자의 반응, 이해정도를 확인해 가며 교수·학습의 완급 조절
힘든 경우가 많음
- 의사소통의 즉시성부족과 부자연스러움입니다.
- 학습자의 반응을 체크하기가 어려움
- 테크놀로지 활용 경험 부족, 시간 할당과 적절한 피드백의 효율성, 효과성, 학생들과의 텍스트기
반 피드백과 상호작용에 익숙치 않음
- 상호작용이 어려워 학생이 집중 및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이 교수자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봅니다.
- 온라인 학습환경에서의 교수자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콘텐츠에 일임하게 됨으로써 학습자의
직접적인 지식전달자의 역할에서 개별 학습자의 학습경험과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해주는 역할
로 전환된다. 교실 수업에서처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와 결과물을 통해 평가를 해야함에 따라 평가방식이 오프라인에 비
해 훨씬 데이터 의존적이될 수 밖에 없음. 이는 기존 학습 및 평가 방식에 익숙해진 교수자가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임. 온라인 평가의 경우 객관적인 지표가 선
행되어야 하는 이유임.
- 교수자에게 뭔가를 행위하기를 강요하는 행위는 삼가는게 좋음(가급적 시스템 및 콘텐츠 측면에
서의 지능적 피드백으로 대체해야 함)
- 녹화방식의 온라인 학습 환경: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될 수 없는 환경이므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강의의 대상을 일반적인 성향을 지닌 학습자를 상상으로 상
정하여 이루어진다. 개개인의 학습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므로 일방적인 강의만으로 진행하여 학
습자의 사고를 촉진하거나 제작, 창작 활동을 위한 실천적 지식(역량)에 대한 실제적인 지도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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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화상을 통한 학습환경 : 학습자와 함께 같은공간에 없기 때문에 실천적 지식과 기술에 대
한 지도가 어렵다.
-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교수자가 느끼는 어려움은 실시간, 비실시간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
한다. 먼저 실시간 온라인 학습환경은 오프라인 학습환경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
나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환경은 먼저 학습자가 없는 상태에서 학습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며, 수업
을 위해 학습자들의 수준을 상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매우 어렵다. 오프라인 수업이나 면대면 온
라인 학습에서는 현재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수업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은 수업을 듣는 학습자들의 수준을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지 정말 어렵다. 이처럼 직
접 학습자를 대하지 못하고 수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한다.
- 온라인 학습환경의 경우 학습자와의 대면 학습에 비해 상호작용이 미흡하여 토론과 질문에 제약
- 온라인 수업이 1-n으로 진행되는 경우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
으며 지도 부담이 증가
- 학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난이도, 내용 등 교수전략을 짜기가 힘들 것임
- 실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움. 별도의 평가를 통한 분석이 아니라, 현재 학습 상태에
따른 올바른 지도 방법에 대한 조언 시스템, 일정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검토한 후 추천해줄 수 있는 기능 필요
- 실시간 강의가 아닌 이상, 학생이 아닌 카메라만 보고 하기 때문에 수업진행을 교실 분위기에 따
라 유연하게 조절하기 어렵다. 실시간 강의인 경우에도 정교하고 신속한 온라인 학습분석 도구의
지원이 없다면, 학생들의 집중도, 이해도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 학습자의 특성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 학습자의 학습 결과에 대한 기계적인 조치(마치
알고리즘처럼)를 취하는 것을 넘어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와 같은 상호작용이 어렵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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