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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1세기 지식 기반의 정보 사회가 추구하는 교육방

향은 학습자가 활동의 중심이 되어 학습에 흥미와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흐름으로 변화하

고 있다. 이에 실제적인 문제해결교육, 지식창출교육 

등 실천을 통한 협력 학습이 강조되는 다양한 학습

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학습의 특징은 학습자

가 수업내용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스스로 구성하

는 것으로 습득한 지식을 의미 있게 창의적으로 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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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educational utility of blended learning by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learning af-

ter class by blending team project learning and smart device app-based learning methods. Qualitative analysis 

and survey analysis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eam project activities based on task 

resolution were conducted freely through detailed activities such as sharing roles, planning meetings, and coor-

dinating opinions. Team activities were carried out with respect and consideration, team member bonding,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Second, the smart device app is recognized as a medium for work and communica-

tion, and fast feedback has been made, making it highly impactful on classroom activities. Third, in terms of 

learning satisfaction, most learners showed an interest in the course and were satisfied with the project results. 

The smart device app was used as a learning and communication medium for personal and team activities and 

was analyzed as a blended method applicable to classes that conduct practical activities as an efficient tool to 

further activate projec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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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Yoon et al., 

2009).

디자인 분야는 개인의 창의 역량과 함께 사회적 협

력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요구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현재 대학의 디자인 관련 수업

은 대부분 실습활동을 수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 개발은 결과물 도출을 최종목적으

로 하여 개인 활동과 함께 협력 활동을 진행하는 것

이 필요하다. 디자인 진행 및 개발은 사회적 역량을 

도모하기 위한 팀 활동을 추구하여 상호 협력적 확

산적 사고와 통찰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Ha et al., 2011). 이처럼 디자인 수업은 학습자 스스

로 내용을 구성하고 실행해낼 수 있어야 함에 따라 

디자인 기획 능력과 함께 연출력을 통한 총체적인 

표현 수행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표현 요소들을 활용하는 디자인 활

동을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다. 수업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 학습자의 활동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교

실에서의 자료수집 및 활용, 표현 등의 수행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학습자는 수업시간 외에 이를 

보완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합

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요구되는 수업활동을 교실에

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학습방법이 필요한 실

정이다.

이에 현대적이고 사회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교

실 수업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의 재설계가 요구되며, 다양한 형태의 혼합과정

을 적용하여 실습활동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학습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업전략이 필요하다(Stein & 

Graham, 2013/2016). 이러한 수업진행을 위해 다양한 

학습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매체를 활용하여 수업

진행을 운영하는 등의 학습효과 증진방법이 요구되

고 있다. 특히, 학습활동이 학습자 주도 활동 위주로 

변모되면서 실제적 활용 매체가 필요함에 따라 많은 

대학이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전자학습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Choi & Lee, 2017). 학습매체로 스마트

디바이스는 시 · 공간을 초월하여 온라인을 접속할 

수 있어 정보수집의 효율적 활용과 원활한 상호 소통 

작용이 가능하며 개인 학습 환경이 제공될 수 있고, 

학습콘텐츠를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상호 공유할 

수 있다(Woo et al., 2016). 스마트디바이스는 교실 수

업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효율적인 학습매

체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기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사회적 역량을 키우고 능

동적 수업참여를 이끌기 위해 주목받고 있는 팀 프로

젝트 학습활동을 적용하고, 원활한 진행과 소통의 

매체인 스마트디바이스를 활용한 앱 기반 학습을 활

용하여 디자인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

적은 팀 프로젝트학습 활동과 스마트디바이스 앱 활

용의 수업활동을 통해 수업의 실제적인 학습효과를 

도출하여 혼합학습의 교육적 활용성을 제시하는 것

이다. 연구진행을 위해 4년제 대학 디자인 전공 학생

을 대상으로 5주간 혼합학습 수업을 실시하며, 디자

인 개발과정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학습효과 분석을 위해 면담과 설문을 진행하여 

팀 프로젝트 활동과 스마트디바이스 앱 활용분야로 

수업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학습방법과 매체를 

활용한 혼합학습이 디자인 수업에 있어 상호 보완이 

가능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어 다양한 교육분

야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1. 혼합학습(Blended learning)

1) 개념 및 특성

혼합학습(Blended learning)은 무언가를 혼합시켜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그 의미가 다양하게 나타나

는 특성을 가진 학습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융합 특

성을 가진 시대에 적용이 가능한 학습방법 중 하나

로 설명할 수 있다. 혼합학습은 전통적인 교실 수업

과 사이버학습의 장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업의 교

육분야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Nam, 2008). 또한,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학습을 위

해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결합한 형태를 혼

합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Stein & Graham, 2013/

2016) 전통적인 교육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

라인 학습의 장점을 결합하여 활용하므로 학습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설계전략으로, 교수 · 학

습영역에서 다양한 혼합을 통해 효율적인 구성이 가

능한 학습방안이다. 그러나 혼합학습이 반드시 오프

라인과 온라인 활동을 결합한 학습만을 뜻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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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Lee, 2016). 온라인 수업의 보완을 위해서, 오

프라인 교실 수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 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양방향으로 서

로 혼합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혼합의 양상

은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학습방법과 매체를 결합

하여 활용하는 학습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혼합학습의 특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으

로 실전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지속적인 학습이 가

능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학습의 개발이 가

능하므로 시공간을 초월한 교수설계가 가능하다. 또

한, 혼합학습은 학습방법, 매체와 전략을 학습 내용

과 학습자에게 맞게 혼합 조화시킬 수 있어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혼합을 하는 이유는 대

부분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것으로 교수자와 학습자

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학습환경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혼합학습은 서로 연결되어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적절하게 맞추어 놓은 학습유형으

로 학습자, 고수자 모두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다(Stein & Graham, 2013/2016). 

2) 혼합학습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여러 분야의 이론 및 실기수업에 적용

되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론수업의 경우, Kim(2005)은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여 토론수업을 진행하는 수업을 온라인 커뮤니

티를 활용하여 팀별로 진행하는 혼합학습의 형태로 

진행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여 수업모형을 제시하여 

적용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수업을 

풍부하게 해주고, 학습자 중심 수업이 가능하여 흥

미와 동기를 유발시킴으로 학습효과를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ark(2012)은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소셜 콘텐츠를 활용하여 국어과 협

동학습을 혼합하여 진행한 결과,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 환경을 이용하여 학습자 상호 간 소셜 콘텐츠

를 생성하고 공유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이 가

능하였으며, 네트워크 환경을 활용한 협동학습은 의

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져 정보공유가 용이하므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결과를 도출하였

다. Park(2017)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혼합학습으

로 기업의 교육체제에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

과, 스마트기기를 통한 학습의 만족도에 따라 대면

학습인 오프라인 교육의 만족도에도 영향이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혼합학습에 있어 학습매

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나타낸 결과이다.

실기수업의 경우, Shin(2013)은 고등학교 메이크

업분장 실기수업에 동영상을 활용한 혼합학습을 적

용하여 학습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학습만족도와 

학습내용, 교수-학습자 활동만족도 모두 적용 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학습자들의 학습효과

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D. Y. Kim(201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실기수업에서 스마

트폰의 앱을 활용하여 혼합학습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실기연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학습동기의 유발 및 자기주도 학습이 이

루어지므로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고, 교수

자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학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디자인 및 실기수업에서 스마트 매

체를 혼합한 학습활동은 학습자에게 자율적이고 원

활한 실습진행이 가능한 학습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났다(Table 1).

이처럼 혼합학습 활동은 학습자의 학습욕구와 학

습내용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혼합하

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교수자, 학습자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학습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2. 팀 프로젝트(Team project)

프로젝트 학습은 프로젝트가 제시되면 학습자들

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학습자

가 최종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을 통해 학습이 

진행된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나 문제에 대해 학습

자 스스로가 문제의 개념을 규명하고 이를 위한 일

련의 과정을 결정하여 진행하는 학습활동이라 할 수 

있다(Kim, 2011). 프로젝트 학습은 반드시 최종결과

물의 도출을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하며, 

결과물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통해 특정 지식과 기술

을 습득하게 된다. 프로젝트의 과제는 도전적, 실제

적, 복합적, 통합적, 개방적 특징을 가지며, 최종결과

물의 필수적 제작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Rim, 2007). 

프로젝트 학습과정을 Kim et al.(1999)은 준비하기, 

주제결정, 활동계획, 탐구 및 표현, 마무리, 평가하기

로 제시하였으며, Leem et al.(2004)은 프로젝트 수행

준비, 자원탐색 및 공유, 협동학습과 과제해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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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작성, 프레젠테이션, 성찰 및 평가로 제시하였다. 

Rim(2007)은 조사 연구 및 탐구, 정보통신기술의 활

용, 협력 학습, 보고서 및 발표과정으로, H. Kim(2015)

은 주제탐색, 탐구계획, 결과물 개발, 발표 및 평가단

계로 구분하고 있다.

팀 프로젝트 학습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학습자

들이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활동이다. 

동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팀원은 팀을 구성하

는 사람들이다. 팀은 공동의 목표, 공동의 성과목표, 

그리고 상호적 책임이 있는 공동의 접근방법에 관여

되어 있으면서 보완적인 기술을 소유한 소수 사람으

로 구성되어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Katzen-

bach & Smith, 1999). 팀은 일반적인 무리나 집단과는 

다른 것으로 최종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책임 의식을 가진 조직적이고 유대적인 공동체

이다. 팀 프로젝트 활동은 동료 의식으로 뭉쳐진 조

직력과 협동능력이 요구되며 상호 피드백을 통한 활

동을 중시하고, 동료가 동료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설명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이론수업 활동의 경우 토론, 토의

를 위해 팀 활동을 진행하는 연구로 팀의 다양한 특

성과 요인을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Suk(2014)

은 팀 프로젝트 활동에 있어 만족도의 요인을 팀 규

모, 팀 응집력, 팀워크, 팀 성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는데, 팀의 응집력이 수업의 만족감을 주는 주요 요

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서로 의논하는 회의와 토

론을 진행해야 하는 팀 활동의 특성상 동료 유대감

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팀원들은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자로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과제

를 해결하여 함께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공유하게 된

다. 프로젝트 수행과정에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직

접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자연스

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

는 전통적 강의 위주의 학습방식과는 다른 학습으로 

이론적 내용의 습득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협력 역량이 요구된다. 이처럼 팀 프

로젝트 학습은 팀원들이 책임감 있는 동료 의식을 

통해 서로 협력하여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 수행, 조사 등의 과정을 거치며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3. 스마트디바이스 앱 기반 학습

스마트디바이스(Smart device)는 기존 디바이스에 

신기술과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여 스마트해진 것으

로 정의하며(Jee, 2019), 인터넷 및 다양한 멀티미디

어를 사용할 수 있는 첨단 기능을 탑재한 휴대용 디

바이스로 발전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은 모바일에서 실행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스마트

폰을 발전시킨 주요한 요인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스마트디바

이스의 기술 발전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성향이 복합

적이고 활용성이 강해지면서 사용자에 맞추는 개인

화 서비스까지 발달하며 미디어 콘텐츠는 점점 성장, 

진화하고 있다(Jeon & Lee, 2006). 다양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사용이 가능한 앱은 인간 생활 속에 확

산, 적용되면서 개인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산업, 의

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온

라인 교육을 위해 활성화된 방법으로 활용되면서 쉽

Researcher Contents of research Learning effects and advantages Note

Kim

(2005)

Online community mixed learning

discussion class progress 

Various experiences, learner interest and motivation, 

learning-enhancing effect
Theory class

- Learning 

effectiveness 

enhancement

- Learning media 

importance

Park

(2012)

Collaborative learning using social 

content

Self-directed activity, communication skills, 

information sharing, increased learning efficiency

Park

(2017)

Mixed learning using smart devices, 

corporate training 

Face-to-face learning satisfaction affected by device 

utilization satisfaction

Shin

(2013)

Mixed learning of makeup skills using 

video

Satisfaction and learning content, satisfaction with 

teaching activities increased after application
Practical class

- Making smooth 

practical class

environment 
 D. Y. Kim

(2015)

Mixed learning of design practical 

skills using smart device apps

By the autonomy of practice self-directed and active 

participation, high Satisfaction

Table 1. Advanced research of blend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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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내용을 제

공하거나 경험하게 하는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

다. 스마트디바이스의 대표적 기기로 인식되는 스마

트폰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검색 및 상호 소통이 가

능하고,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와 서비

스를 사용할 수 있어 생활 전반을 유비쿼터스 시대

에 맞게 변화시키는 결정적 매개체가 되고 있다(Lee, 

2012).

이와 같은 환경에서 교육도 시대에 맞춰 변화하며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환경이 나타나고 있

다. Lee and Son(2011)은 고등학생의 정보과목 수업에

서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학습을 진행

하여 학습목표 도달에 긍정적인 효과와 실시간 접근

을 통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학습흥미도와 학업

성취도에 기여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Lee(2015)의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의 앱을 활용한 교육은 자료

수집이 쉬우며 자율적으로 실제 결과물을 만들 수 있

고, 동료 및 교수와 학습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어 구

체적이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분석하

였다. Jeong(2015)의 연구에서 대학 수업 내 이루어진 

팀 과제활동에 있어 소셜 미디어 활용은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긍정적 인식과 함께 소통 중심의 활용과 

편의성 위주의 활용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처럼 

교수자와 학습자의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앱과 무선 인터넷을 갖추고 있는 스마트폰은 

개인 학습매체와 미디어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새

로운 학습매체로 활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앱 기반 학습은 스마트러닝의 다양한 활용방식 중 

하나로 설명되며 스마트디바이스 앱을 활용하여 이

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한다. 스마트디바이스의 앱 자

체가 지닌 다양한 기능들을 교육적 활동을 위해 매

체로 활용하여 학습매체 역할을 부여한다. 이는 학

습활동에 적합한 스마트디바이스와 앱을 선택하여 

그 앱이 제공하는 내용이나 기능들을 학습활동을 위

한 도구나 매체로 활용할 수 있다. 학습활동을 위해 

한 가지 앱만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학습활동의 도모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앱을 사용할 

수 있다(Lee, 2013).

III. 연구방법및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4년제 W대학교 뷰티디자인 전공

자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여학생 32명

과 남학생 2명으로 모두 34명으로 대부분 실무 경험

이 없는 학습자이며, 팀별 인원은 4~5명으로 일곱 팀

을 구성하였다. 혼합학습 적용 기간은 2019년 11월부

터 12월까지 매주 3시간씩 총 5주간 진행하였다(Ta-

ble 2).

2. 학습활동 구성

본 연구는 팀 프로젝트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학

습도구 및 소통매체로 스마트디바이스의 앱을 활용

하는 혼합학습 전략으로 구성하였다. 

1) 팀 프로젝트 활동과정

본 연구의 팀 프로젝트 학습 활동단계 구성을 위

해 Kim et al.(1999), Leem et al.(2004), Rim(2007), 

 No. of  team 
People Gender

Major/grade
Korean Chinese  Male Female 

1 4 0 0 4 

Beauty design/3rd

2 3 2 0 5

3 3 2 0 5

4 5 0 1 4

5 2 3 0 5

6 5 0 1 4

7 2 3 0 5

Total (N=34) 24 10 2  32 No field experience

Table 2. Personal information fo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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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Kim(2015)의 연구에 나타난 프로젝트 학습과정을 

참고하여 활동과정을 수립하였다. 팀 프로젝트 학습

활동 단계를 주제선정, 프로젝트 계획, 과제결과물 

개발, 발표 및 평가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를 위

한 세부적 절차로, 주제선정 단계에서는 준비하기, 

주제결정으로 진행하였으며, 프로젝트 계획단계에

서 해결안 계획, 정보탐색과정으로, 과제결과물 개발

단계에서는 협력적 과제해결, 결과물 제시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발표 및 평가단계에서는 발표, 평가

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Table 3).

2) 활용 애플리케이션

스마트디바이스 앱 기반 활동을 위해 수업 중 학

습활동에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율적

인 사용이 가능한 상용화된 앱을 선택하여 활용하였

다. 이는 원하는 기능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앱을 개

발하기에 시간과 기술적 부분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

다. 기존 상용화되고 있는 다양한 앱 중 본 연구의 학

습활동을 위해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그 앱이 지닌 

기능과 내용을 학습활동의 도구로 활용하여 학습 매

체로 역할을 부여하였다.

앱의 선정 조건은, 모든 기종의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중적으로 상용되고, 모의 실습이 가능

하며, SNS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선정하였다. 학습

자의 활용기술의 보완을 위해 손쉽게 조작이 가능한 

기술력을 제공하는 앱 위주로 하여 학습자들이 선호

하는 앱과 다양한 이미지를 공유하고 제공하며 편집

할 수 있는 이미지 콘텐츠 편집 앱과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복합 기능적인 앱을 선택하였다. 이

와 같은 조건을 통해 이미지 및 편집을 위한 ‘픽스아

트(PicsArt)’, 색상보정을 위한 ‘파레트(Palette)’, 체험

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유캠메이크업(YouCam-

Makeup)’와 ‘스타일마이헤어(Style My Hair)’를 선정

하였다. 더불어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앱도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

였다. 이는 학습자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의 

경우, 기술적 활용의 적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빠

르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 및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앱의 적극적

인 활용을 유도하였다.

수업진행을 위한 활용 앱은 다음 표와 같다(Table 4).

3. 학습활동 진행

본 연구의 학습활동은 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

여 스마트디바이스 앱을 학습도구 및 매체로 활용하

는 혼합학습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팀 프로젝트 활

동을 위해 팀장과 팀원으로 구분을 두어 조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역할에 따른 책임을 다르게 부

여하므로 팀장이 팀을 이끌어 진행할 수 있도록 유

도하였으며, 팀의 유대감 증진과 사회적 조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동료 의식을 갖도록 숙지시켰다. 또

한, 앱을 활용한 학습진행을 위해 스마트디바이스를 

사용 및 연습을 권장하였다.

본 수업은 5주간으로 진행하였으며 디자인 개발

과정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한 실무 과제로 화장품 광고 화보 디자인을 제시

하였다. 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디자인 과정인 기

획과 개발 및 완성을 거치며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

였다. 수업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Step Procedure Contents

1 Select a topic
Preparing

Project presentation and topic selection to induce learning
Topic decision

2 Project plan
 Solution plan Team meetings and discussions for project resolution

Explore information Information collecting and using 

3
Development of 

project results

Collaborative project  resolution Practical work on solving project 

Presentation of results Completion and presentation of result

4
Presentation and 

evaluation

Presentation Presentation of the work process and results

Evaluation Reflection evaluation and mutual evaluation

Table 3. Project learning activity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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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첫째 주는 프로젝트 주제선정 단계로, 팀 

프로젝트 활동과 앱 활동 관련 자료 및 수업 진행방

법을 설명하여 향후 수업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

하였다. 팀을 결정하고 팀 활동을 위해 실무적인 과

제인 화장품 광고 화보 디자인 개발을 제시하였다. 

프로젝트 과제는 ‘러쉬(LUSH) 화장품 브랜드를 대

상으로 시즌별 광고 화보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러

쉬 브랜드는 홍보나 광고를 하지 않는 브랜드로, 이

는 학습자에게 더욱 자유로운 디자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팀별로 

진행할 화장품 회사 및 광고 유형을 결정하고 팀별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모든 결정은 회의

와 토론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할 앱의 제시와 함께 원활한 앱 사용을 위

해 조작연습을 진행하였다. 특히, 매주 수업에 스마

트디바이스를 통한 자료수집 및 소통을 위한 네트워

크 활용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하였다.

둘째 주는 프로젝트 계획단계로, 팀별로 프로젝

트 진행 계획수립과 함께 정보수집을 진행하는 과정

으로 팀별로 각자의 생각을 교류하며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제에 따라 디자인을 위한 논

의를 진행하였다. 이때 학습자는 정보수집 및 아이

디어 도출을 위해 스마트디바이스의 네트워크를 활

용하여 주어진 수업시간 내에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셋째 주와 넷째 주는 과제결과물 개발단계로, 최

종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셋째 

주는 디자인 기획 활동과정으로 광고 화보 디자인 

컨셉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주제와 이미지 작업과 

제작을 위한 시안 작업을 진행하였다. 넷째 주는 광

고 화보 디자인 제작 활동과정으로 최종결과물을 제

작하였다. 제작활동에 있어 팀원 모두 참여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여, 촬영부터 모델, 연출까지 모두 팀

원들이 진행하였다. 두 주간 동안 학습자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다양한 앱을 이용하여 수업시간 내에 바

로 표현할 수 있어 팀원 간에 상호 소통이 가능하여 

수정, 보완하고 결정할 수 있었으며, 교수자와 최종

수정 및 확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제작을 위한 수업 

외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SNS를 통해 교수자 ·

학습자의 진행과정을 상호 소통하였다. 프로젝트 진

행 중, 결정사항에 있어 학습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

록 교수자는 최소한의 협력으로 진행하였으며, 두 주

간 동안 팀별로 학습진행 정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디자인 작업을 모두 마무리한 팀

은 발표자료 제작을 수업시간 내에 진행하도록 하였

으며, 이를 위해 노트북, 태블릿 등 다양한 스마트기

기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여 권장하였다. 그러나 

기기를 구비할 수 없는 경우, 스마트폰의 활용을 적

극적으로 권장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최종촬영의 경우 반드시 폰 카메라를 사용하도

록 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시안 작업, 마무

리 편집 및 보정 작업을 다양한 스마트디바이스를 

Category Application Contents

Makeup

hair

YouCam-

Makeup

Facial recognition allows  colour makeup, such as foundation, 

eye shadow, lipstick, etc. (Real-time makeup, makeup cam func-

tion, after selfie, express makeup)

Style

My Hair

Various styling mirror functions and virtualized experience us-

ing for real styling

Image

editing color

PicsArt
Collage maker, drawing tool, photo editor, camera, etc multifunc-

tional integrated creative apps various images can be edited

Image map process

Palette
Colors can be extracted invisible in a photograph or video easy 

to use color

Research and

communication

Network app,

Kakao talk
Internet-enabled app, learner preference app, deliverable and intercommunication of team processes 

Table 4. Utilizing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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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디자인 작업을 이행하여 

최종결과물을 마무리하였다.

다섯째 주는 발표 및 평가단계로, 팀별로 팀원들

이 함께 발표자료를 정리하도록 하였으며, 발표는 

팀장이 진행하였다. 이때, 스마트디바이스를 이용하

여 팀원 간 자료를 공유하였으며, 팀별로 최종결과

물을 공유하며 상호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수업활동 

내용 및 예시는 다음 표로 제시하였다(Table 5).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을 위해 수업을 모두 진행한 후 심층 면

담을 진행하였다. 팀별로 한 명씩, 팀장 3명과 팀원 

4명으로 모두 7명이 한 공간에 모여 개방된 환경에

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질문은 팀 프로젝트 활동분

야와 스마트디바이스 앱 활용분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디자인의 최종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기

획과 제작과정 활동, 팀 활동과정과 학습도구로서 

스마트기기와 앱 활용의 장단점 등을 수업진행과 관

련하여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자유롭게 답변한 학

습자 의견들은 기록과 녹취를 통해 수집하였다. 심

층 면담과 함께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 전원을 대상

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학습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설

문은 Jang(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진행하였으며, 

Processes Class activity contents

Week
Team project/

app-based
Learner Activity example Professor

1 Select a topic

Decide on team, decide on role of team 

member,

meetings for team topical decisions after 

project awareness

Install and practice 

smart device app

Project

“‘2020 ‘LUSH’ brand promotion

of each season.”

Topics and promotion decisions

meeting for each team 

App-based project 

explanation,

presenting thetask, 

presenting apps 

using smart devices

2

Project plan

and 

progress

Solution plan establishment meeting,

decide on a plan after a team discussion, 

idea derivation

   

Using network apps, the edit app, for the 

subject search and collection 

Team discussions and ideas derivation

 

Feedback and 

cooperation for 

learners autonomous 

selection and 

decision

3 · 4

Development

of project 

development 

progress

Completion

and

supplementation

Collaboration work for the project 

advertising plan (concept image),

actual working, completion of result

and supplement, presentation production

Using network app, the edit app, 

simulation app 

      Image map          Production process

 

After team Progress 

check and control,

present a variety

of app using network 

and check for

out of class, 

supplementation

and feedback

        

5 Presentation Share results mutual feedback Team presentation
Feedback and 

evaluation

Table 5. Class activity contents and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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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수업진행의 만족도 관련 질문과 함께 팀 

프로젝트 활동, 스마트디바이스 활용과 관련하여 세

부적으로 질문하였다. 설문지는 불성실한 답변의 설

문지 1부를 제외한 33부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객관성 도모를 위해 교육자 2인이 함께 분

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층 면

담을 통해 도출된 학습자 의견의 질적 분석을 진행

하였다. 분석을 위해 Creswell(2015)의 질적 분석단

계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전체적으로 학습자 

의견을 반복하여 탐색한 후, 의미 단위로 키워드를 추

출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코딩을 실시하고 핵심 내용

을 도출하여 연구결과를 자료화하였다. 둘째, 질적 

분석의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학습만족도를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은 5점 척도 방법으로 진행하여 빈

도분석 및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및논의

1. 심층 면담 의견 분석

1) 팀 프로젝트 활동분야

팀별 활동분야에서 ‘정보공유’, ‘유대관계’, ‘대화

와 배려’, ‘의견 나누기’, ‘역할 분담’, ‘체계적 활동’, 

‘자유로운 활동’, ‘책임감’, ‘개인 활동’, ‘인내심’, ‘협

력’, ‘의견 조율’, ‘절충’ 등의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협력 활동, 과제해결 활동으로 분류

하여 정리하였다.

(1) 협력 활동

팀원들은 역할을 분담하고 회의와 토론을 통해 계

획을 세우고 프로젝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력 

활동을 진행하였다. 협력 활동은 책임감 있는 개인 

역할 수행과 함께 팀원들의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

해 프로젝트 진행사항들을 결정하였다. 토의와 회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학습환경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끌어낼 수 있어 소통활동이 원활

하게 이루어졌다. 존중과 배려를 통해 의견을 나누

고 수렴하는 활동은 팀의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되

었다. 또한, 의견이 대립 되는 상황에서 팀장의 인내

심 있는 의견 조율을 통해 상호 절충하는 모습도 나

타났으며, 팀장의 경우 팀원들보다 책임 의식이 강

하게 나타나 심리적 압박감을 보였다. 이처럼 자유

로운 협력 활동의 진행에 따라 팀의 활동적인 분위

기가 조성되면서 불성실한 팀원의 참여를 끌어내려

는 동료 의식도 함께 나타났다.

“......특별한 갈등 없이 의견을 함께 나누고...  결손 되거나 도

태되는 인원 없이... 열심히 만들었어요. 개인별로 필요한 정보나 

자료들... 같이 리서치하고 공유하고... 유학생(중국학생)들과 팀 

작업을 처음 해봐서... 기대와 걱정이 교차되었는데 서두르지 않

고 천천히 의견을 나누고 활동하다보니 작지만 소중한 유대관계

가 만들어진 것 같아 나중에는 더 좋았어요. 의견을 모으기 위해

서 많은 대화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학생A)

“저희 팀은 모두 5명이라 좀 많은 편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어

벙벙했지만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하려고 했

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라서 활동은 좋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

지 사실 더 책임감이나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학생B) 

“수업에서 만나면 각자... 서로 해 와서 의견을 나누고... 해야 

할 일을 정하고 마무리했구요. 따로 모이기 힘들거든요. 개인별

로 각자가 조금씩... 그렇게 진행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 알게 되서... 한사람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일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팀장이 이끄는 것에 따라 흔들릴 수 있

다는 것도...” (학생D)

“.......각자가 할 일을 분할해서 브랜드를 조사하고 작업을 준

비했어요. 하지만 의견을 모으는... 조율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의견차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생각과 친구들 생각... 절충을 

찾다보니 더 힘들었던 거 같아요. 친구들과 협력하는 것과 의견

을 맞추는 것이 팀 프로젝트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학생G)

(2) 과제해결 활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제작과정에서 팀원

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진행하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도모하였다. 학습자 스스로의 피

드백과 결정이 처음에는 어려워했으나 시간이 지남

에 따라 팀원들은 책임감 있는 해결활동을 진행하였

다. 또한, 과제해결 활동인 디자인 최종제작을 진행

하며 팀원들은 흥미와 협력의 보람을 느끼면서 팀별 

성과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학

생들은 디자인 활동에 있어 어려움을 보이는 팀도 

있었다. 이는 학습자 간 소통의 어려움으로 이해되

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마트디바이스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며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과제활동

을 진행하였다.

“우리끼리 할 수 있게 피드백을 주신 것이 새로운 경험 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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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저는 팀장으로 맡은 프로젝트여서 더 힘들었지만 좋았

습니다. 사회에서도 분명 언젠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학생B)

“시작할 때는 좀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해보니까 할 수 있

어서 놀랐는데... 애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어

서 재미있었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결과물이 만족스러워서 좋

아요. 자유로운 방식으로 수업을 해서 그런가...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온 거 같아요.” (학생C)

“중국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어려

워해서 다시 하는 일이 있어 힘들었지만, 그래도 서로 배려하고

... 인내심을 배운 것 같아요.” (학생E)

“함께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과정이 끝

나고 결과물을 보니 성과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생F)

“......팀 활동의 결과가 만족하게 나와서 좋았어요. 저희끼리 

직접 촬영하고 제작할 수 있어서 훨씬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었

어요.” (학생G)

2) 스마트디바이스 앱 기반 활동분야

스마트디바이스 앱 기반 활동분야에서 도출된 키

워드는 ‘효과적인 도구’, ‘시간 단축’, ‘재미’, ‘빠른 

진행’, ‘소통’, ‘좋은 방법’, ‘편리한 과제 진행’, ‘좋은 

결과물’, ‘바로 피드백’, ‘빠른 완성’, ‘편하고’, ‘재미

있는’, ‘자유로운’, ‘손쉽고’, ‘정보 모으기’, ‘기술 부

족’, ‘앱 기능 배우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소통의 매개체, 앱 활용 및 기여도, 수업활동 흥미도

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1) 소통의 매개체

스마트디바이스는 수업 중 디자인 개발을 위한 작

업도구로, 팀별 소통을 위한 매개체로 다양하게 활

용되었다. 특히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여 상호 

소통의 역할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팀원 유대감에 

도움이 되면서 팀의 조직력에 영향을 주어 학습활동

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중국 유학생들과 소

통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지하

였다. 다문화적 학습자로 구성된 팀의 경우 학습자 

간 유대감과 집중도가 저하되는데 이를 보완하는 방

법이라 할 수 있다.

“......작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좋았던 것은 팀원들이

... 소통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 진짜 좋았습니다. 특히 말이 잘 안 

통하는 중국학생들과 소통에 아주 좋았습니다. 확실히 편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학생B)

 “......구글 인터넷, 픽스아트 등을 이용해 시각 자료를 바로 

만들어 친구들과 바로 보고 체크하는 것이 재미도 있고 새로웠

구요. 교수님이랑 바로 보고 이야기 할 수 있고 바로 피드백을 받

을 수 있어 되게 신기했어요.” (학생D)

“......편하고 어디서나 쓸 수 있고 팀 회의에서도 서로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수업시간에 큰 역할을 한 거 같아요.” (학생F)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좋았고 일단 볼게 있으니까 

서로 말이 되요.” (학생G)

(2) 앱 활용 및 기여도

앱을 통한 정보수집과 이미지 편집 및 보완 수정

이 가능하고 다양한 앱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

여 팀원들의 디자인 활동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로 인해 좋은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타났다. 원할한 학습진

행과 수업 중 학습자가 필요한 작업이 즉각적으로 

가능하여 시간이 단축되어 쉽게 활용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반면, 처음 접하는 앱의 경우, 조작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불편함을 나타냈으나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편하게 활용하게 되면서 새로운 앱 

기능을 배우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앱이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런데 이미지 맵이 빠르게 완성되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작업할 때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어요. 작업한 

것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효과적인 도구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A)

“스마트폰으로 자료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과제 진행이 좀 

더 편리했어요. 아무튼... 앱 사용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

어요. 이걸 이용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학생C)

“......이미지 맵도 빠르게 완성하고... 근데 앱 기능을 알아가

며 사용해야하는 것이 조금 불편했지만... 그래도 수업 중에 피드

백이 빠르고 새로운 앱 사용법을 알게 되서 좋았고... 그래서인지 

활동이 좀 더 자유롭고 편했구요. 그래서 더 결과가 좋은거 같구

요.” (학생D) 

“......수업 중에 정보를 찾을 수 있어 개인 과제가 없어서 좋았

고... 처음에는 앱이 시간이 걸리지만 익숙해지면 빠르게 할 수 있

어요. 과제시간이 줄어드니 편하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었

어요. 시간을 잘 쓸 수 있었어요.” (학생E)

“......처음에는 앱 기능을 배우느라 조금 어려웠지만 자꾸 하

다 보니 되던데요... 촬영도 쉽게 진행했고, 앱을 이용해 정보 모

으기도 쉬웠고 편했어요. 많이 도움이 된 거 같아요. 처음에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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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벅거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시간 단축이 된 거 같아요.” (학생F)

(3) 수업활동 흥미도

학습자는 스마트디바이스의 활용으로 학습활동

이 쉽고 편하면서, 재미있고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

는 방법으로 인식하였다. 수업시간 내에, 빠르게 많

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바로 소통할 수 있어 스마

트디바이스 앱 활용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자율적

인 진행이 가능하였다. 이는 학습자에게 재미와 흥

미를 유발하여 수업 중 집중과 참여가 높아 효율적

인 시간 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앱을 이용해서 수업시간마다 알차게 작업한 것 같아요. 

작업을 더 수월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수업이 재미있었어요.” 

(학생A)

“활동이 좀 더 자유롭고 편했구요. 그래서 더 결과가 좋은거 

같아요. 또... 모이지 않아도 SNS로 서로 상의할 수 있어 좋았구... 

여러 정보를 빠르게 모을 수 있어서 좋구... 아마 앱은 다른 수업

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D) 

“앱을 사용하니 확실히 편하고 자유로웠어요. 일단 수업시간

에 마음껏 자료를 찾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시간 내에 원하

는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더 좋았던 

것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수시로... 틈틈이... 해서... 자유롭

게 팀 활동을 진행해서 수업이 지루하지 않았어요.” (학생G)

2. 만족도 설문 분석

만족도 분석은 수업진행 과정, 스마트디바이스 활

용, 팀 프로젝트 활동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수

업진행에 있어 학습자들은 대부분이 수업진행의 흥

미(85%)를 보이며, 수업의 유익과 학습결과에 만족

하는 것으로(81%) 나타났다. 특히, 수업진행이 그룹

이나 실무 활동에 효과적이라는 긍정적인 반응(90%)

이 나타났으며, 기존 수업과 비교해서 수업진행이 체

계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며(85%), 수업진

행에 있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마

트디바이스 활용은 디자인 작업을 위한 소통에 효율

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에 31명(93%)으로 가

장 높은 반응(4.54)이 나타났으며, 기기의 활용이 수

업에 흥미를 주었다는 긍정적인 답변(90%)이 나타났

다. 팀 프로젝트 활동에 있어 협력과 상호 소통에 도

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90%)이 보였다. 또한, 

수업과정 중 스마트디바이스 활동(39%)과 팀별 활동 

중 실제 디자인 제작과정(33%)에 더 흥미를 보이며 

선호하였다. 

이는 스마트디바이스의 활용으로 빠르게 많은 정

보를 수집할 수 있어 수업시간 내에 바로 학습자 상

호 간 피드백이 이루어져 디자인 과정 및 완성 작업

에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하므로 프로젝트 결과를 도

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팀 활동을 통

한 과제해결 자신감이 70%로 다른 활동보다 낮게 나

타났으며, 팀 활동의 선호(18%)가 디자인 제작과정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팀의 중국학생들의 경우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으로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회

의 및 토론참여에 자신감이 결여되는 것이 그 이유

로 분석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였다(Table 6).

3. 분석결과 논의

분석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팀 프로젝트 활동에서 팀 활동은 협력 활동

을 통한 과제해결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적 환

경과 같이 팀장과 팀원의 구분을 두어 조직적인 분

위기를 조성하여 활동하였으며, 역할에 따라 업무 

비중을 구분하고 회의와 토론을 통해 디자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진행하였다. 

협력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존중과 배려를 통해 의견

을 수렴하는 활동과 함께 역할에 따른 책임감과 팀

의 유대감 형성을 통한 조직력으로 팀 과제를 해결

하는 팀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는 Suk(2014)의 연구

결과인 팀 프로젝트 활동에 있어 팀 응집력이 주요 

요인으로 수업의 만족감을 준다는 것과 일맥상통하

며, 팀의 유대감이 디자인 작업을 위한 사회적 협력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반면, 중국

학생들이 많은 팀의 경우,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으

로 팀원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디자인 과정이 늦어

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팀장은 팀원들보다 더 

책임과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

마트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상호 소통을 진행을 유도

하며 이를 통해 디자인 활동을 보완하며 팀의 유대

감을 증진시키므로 서로 이끌어 주는 협력 활동을 통

해 프로젝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을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디바이스의 활용은 개인별 디자인 

작업과 팀별 소통 및 협력 활동을 위한 매개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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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되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특히 교실 

내에서 디자인 전개를 위한 시각자료 및 수집활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팀 활동에 필요한 작업의 보

완 및 수정,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앱 활용으로 소통

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스마트디바이스 기

기는 수업시간에 소통 및 디자인 활동에 있어 실질

적인 활용매체로 분석되며, 학습의 참여도와 흥미를 

유도하였다. 이는 Jeong(2015)의 연구에서 소셜 미디

어의 효과가 소통 중심의 활용으로 나타났다는 결과

와, Lee(2015)의 연구에서 앱을 활용한 교육은 자료

수집이 용이하여 자율적으로 실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결과와 의미가 같다. 수업 초반에 기기 조작의 어려

움이 나타났으나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능숙하게 

사용하게 되어 새로운 앱을 배우고 사용하는 것에 

긍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셋째, 팀 프로젝트 기반 스마트디바이스를 활용

하는 혼합학습에서 두 가지 활동이 상호 간 긍정적

인 반응을 주고받는 시너지효과로 수업만족도가 높

게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디바이스의 활용을 통해 

개인의 디자인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수업

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팀 프로

젝트 활동을 위한 협력 및 소통활동을 원활하게 만

들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팀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연속적인 시너지효과를 나타났다. 이는 Park

(2017)의 연구에서 스마트기기를 통한 만족도에 따

라 교육의 만족도에도 영향이 나타나는 것과 같으

며, 또한 D. Y. Kim(2015)의 연구에서 스마트 매체를 

활용한 학습활동은 자율적이고 원활한 실습진행이 

가능한 학습환경을 준다는 결과와 그 의미를 같이한

다. 즉, 혼합학습에 있어 학습매체의 역할과 중요성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매체와 학습방법을 혼합한 

활동이 상호 작용을 이루며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학

습효과를 보이는 결과로 분석된다.

Factor Contents

Strongly 

agree

(5)

Agree

(4)

Neutral

(3)

Disagree

(2)

Strongly 

disagree

(1)

Average 

Class 

progress

Are you satisfied with the class progression and re-

sults?
19 (57%) 8 (24%) 6 (18%) 4.39

Did the class progression help to improve your in-

terest?
15 (45%) 14 (40%) 3 (9%) 1 (3%) 4.18

Did the professor's feedback proceed properly? 18 (55%) 9 (27%) 6 (18%) 4.36

Do you think the class progression is effective in 

group activities or practical activities?
20 (60%) 10 (30%) 2 (6%) 4.42

Compared to the traditional class method, do you 

think this class method is professional and system-

atic?

18 (55%) 10 (30%) 4 (12%) 1 (3%) 4.36

Smart

device

Were smart devices effective in design work and com-

munication?
20 (60%) 11 (33%) 2 (6%) 4.54

Did the use of smart devices help to interest you in 

class activities
18 (55%) 12 (35%) 2 (6%) 1 (3%) 4.42

Team 

project

Did team project activities help you acquire cooper-

ative and communicate skills?
15 (45%) 15 (45%) 3 (9%) 4.36

Are you confident that you can solve problems thro-

ugh team project activities?
8 (25%) 15 (45%) 10 (30%) 3.93

Preferred 

field

Which part of the class progression could you be 

more interested in?

Team

 activity

Smart device 

activity

Actual 

production 

process

All processes

6 (18%) 13 (39%) 11 (33%) 3 (9%)

Table 6. Clas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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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의 혼합학습 활동은 사회적 조직활동을 통

한 팀 프로젝트 학습과 스마트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며 활용하는 앱 기반 

학습을 혼합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효과

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팀 프로젝트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팀장과 팀

원으로 구성하여 역할을 구분하고 소통과 교류를 진

행하므로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활동을 전개

하였다. 팀 프로젝트 활동에서 팀원들은 배려와 인내

심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며 팀의 유대감과 조직력

을 형성하였다. 팀장은 팀의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방법을 습득하며 사회적 협력 활동을 경험하였다. 특

히, 팀의 친밀한 유대감은 학습자 참여를 적극적으

로 끌어내어 작업을 위한 원활한 협력 활동으로 이

어졌다.

둘째, 스마트디바이스 앱 활용에 있어 주목할 만

한 효과는 소통의 매개체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이

를 통해 교실 내에서 바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

었고, 팀원 상호 간에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였다. 이

는 팀과 개인 활동에 있어 유익한 도구로 인식되면

서 수업활동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디자인 개발을 위한 표현도구로 활용됨에 따

라 집중적 학습활동이 이루어져 학습자의 흥미가 유

발되면서 수업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디바이

스의 기술과 정보자원의 적절한 활용은 최적화된 수

업을 지향할 수 있는 유용한 학습매체로 나타났다.

셋째, 스마트디바이스의 편리한 활용과 신속한 진

행으로 원활한 팀의 소통이 이루어지며 프로젝트 활

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교실에서 자

료수집 및 기획활동을 스마트디바이스 앱을 매체로 

활용하여 진행하므로 즉각적으로 디자인이 보완되면

서 제작까지 진행할 수 있어 팀별로 프로젝트를 해결

하는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혼합학습에

서 스마트디바이스라는 매체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개인 활동 및 협력을 통한 팀 프로젝트 활동의 적극

적인 진행을 끌어낼 수 있어 학습자는 상호 보완되는 

활동으로 인식되었으며, 학습과정을 통해 더 많은 시

너지효과를 줄 수 있어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으

로 나타났다.

수업 초반에 앱 조작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간

이 지나면서 팀원 간 상호 협력으로 조작기술이 점

차 숙련되면서 프로젝트 활동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학습매체인 앱 조작을 위한 연습이 

더 필요함을 인지하여, 보완점으로 활용을 위한 충

분한 연습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팀 프로젝트의 사회적 협력 활동과 

함께 개인 활동이 가능한 스마트디바이스를 활용한 

혼합학습은 디자인 수업을 위해 상호 보완된 학습방

법으로 분석되며, 학습내용에 적합한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혼합하여 학습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

적인 방법으로 교육활용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방법이 교실 내에서 효율적인 수업진행이 가능

한 학습방법으로 활용되는데 의의를 두며, 이를 통

해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방

안의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기존 상용화되어있는 상업용 앱을 사용하는데 있어 

교육의 집중과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학습자의 교육실습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교

육용 앱 개발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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