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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적: 이러닝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식의 LMS와 접목하여 연동 가능한 최적의 에듀테크 교수학습 플랫폼 모형
을 설계한 연구이다. 방법: 이를 위해 사이버대학교와 일반대학교의 4차 산업기술에서 활용 가능한 이러닝 시스템을 
횡단적으로 내용분석 하였다. 결과: 사이버대학교에서는 전적으로 LMS에 의존하였고, 일반대학교에서는 LMS 이외에도 
구글 클래스룸,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유튜브 등 교수별 각기 다른 에듀테크 방법을 보완 활용하고 있어, LMS에 
구글 및 유튜브 등 메타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알고리즘 매핑을 제공하는 것이 에듀테크 교수학습 플랫폼 
모형에 유의미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LMS 기반 에듀테크 교수학습 플랫폼 모형을 통해 교수법 향상과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이러닝, 에듀테크, 학습관리시스템, 교수학습 모형, 플랫폼.

Abstract  Purpose: This is a study to design an optimal Edutech teaching-learning platform model that 
can be linked with various types of LMS to activate e-learning. Methods: For this purpose, the contents 
of e-learning systems that can be used in the 4th industrial technology of cyber universities and general 
universities were cross-sectionally analyzed. Results: Cyber universities relied entirely on LMS, and 
general universities supplemented and utilized different Edutech methods for each professor such as 
Google Classroom, Zoom video communication, and YouTube in addition to LMS. It was considered 
that it would be meaningful to provide a minimal algorithm mapping to LMS to share metadata such 
as Google and YouTube for the Edutech teaching and learning platform model. Conclusion: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eaching methods and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the LMS-based Edutech teaching and learning platfor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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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교육 분야로, 비대면 교육으로의 전
환 및 에듀테크 측면에서 이러닝(e-Learning) 방식의 교
육이 크게 활성화되었다[1]. 이러닝은 인터넷 기반의 전
자적 매체를 통해 구현된 융통성 있는 학습환경에서 학
습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상호작용 및 자기 주
도적 학습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을 수행하
는 학습체제이다[2]. 이러닝은 그동안 교실에서 주로 이
루어지던 교육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며 미
래교육 혁신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
나 국내 각 교육기관에서는 대체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이러닝에 대하여 초기에는 다소 혼돈 상태이기도 하였으
나, 위기 해결을 위한 신속한 대처 능력을 통해 교육위기
를 교육 전환의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갑작
스러운 이러닝으로의 전환은 교육방식의 변화를 혁신 확
산하는 계기로 정부에서는 교육기관에 교수 및 학생, 기
관책임자,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교육방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하고 있다
[3]. 하지만 아직도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계는 긴장의 끈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에서 이루어지는 이러닝에 대하여 교수, 학생, 학부모 등
도 제한된 교육 시스템에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는 실
정이다. 

또한 코로나-19는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을 선택이 아
닌 필수로 스마트 워크 시대로 리드하고 있다. 스마트 워
크는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일과 학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인적인 영역부터 
기업의 생태계까지 전 영역에 걸쳐 변화와 혁신을 가속
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 워크의 가속은 대응과정에
서 각종 디지털 및 플랫폼 구축에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2, 4]. 

뿐만 아니라 질병 확산 예방 방안으로 교육기관에서는 
2020년 이후부터 오프라인 입학식과 졸업식 등을 온라
인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학습성과(Program 
Outcome, PO)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이러닝 서비스를 
통한 수업환경 변환에 다양한 원격 플랫폼을 활용한 이
러닝 프로그램 학습 방법들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5]. 이
러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수들은 짧은 
시간 내 이러닝을 위한 강의안 준비, 학생 및 학부모 측
면의 이해와 관리, 수준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 분야별 요

구 사항 수용, 성적관리의 공정성, 과제 관리 등 많은 어
려움을 가지게 된다.

학생의 경우에는 미래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학생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의 하나로 컴퓨터 활용 능
력이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학생들의 컴퓨터 정보 소양과 
지식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반영에 따라 2013년 국제 
컴퓨터 정보 활용 능력 연구(International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Study, ICILS)가 처음 실시
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2주기 연구인 ‘ICILS 2018’을 
진행하여 그 결과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6]. 
ICILS는 세계 각국 학생들의 컴퓨터 정보 소양을 진단하
고 학생들의 학습경험 및 교육환경을 조사 분석하여 컴
퓨터 정보 소양 교육 발전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따라서 ICILS 2023은 오늘날 학생들의 중
요한 컴퓨터 정보 소양에 관심을 두고 학생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일, 학습, 생활에 얼마나 잘 준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우리나라는 ICILS의 목적에 따라 학
생들의 컴퓨터 정보 교육현황을 객관적으로 점검 진단하
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결과에 관심을 기
울이고 있다.

국내 교육기관에서는 이러닝을 위한 도구로서 학습관
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을 학
생 개개인의 교육 수요 충족과 융복합시대에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7]. 이러
닝은 지금까지 해오던 교실에서의 교수 중심의 일방향 
지식전달 교육방식을 넘어 자기주도학습의 연장선과 연
동되는 교수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이러닝의 기본 
플랫폼인 LMS는 시간, 장소에 제한 없이 학습 가능한 시
스템 구축을 통해 컴퓨터 온라인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 진도, 과제, 출석, 성적 등 이러닝 학습을 지원해주
는 플랫폼 사이버공간이다[8]. 이 공간에서 학생이 원하
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학습 과정까지 추적 관찰하고, 학습이력
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부 학생들은 교수의 존
재감, 학생의 고립감 등을 호소하며, 학업을 중단하는 사
태까지 발생되는 바, 교수는 상호학습을 유도하고, 학생
은 자기주도식 학습 환경을 위해 LMS를 보완한 새로운 
형태의 교수학습 모형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LMS
를 기반으로 상호학습과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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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새로운 형태의 에듀테크 교수학습 플랫폼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이러닝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식의 LMS와 

접목시켜 연동 가능한 최적의 에듀테크 교수학습 플랫폼 
모형 설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수와 학생의 상호학습이 
가능한 양방향 이러닝 시스템에 강점을 둔 에듀테크 플
랫폼 모형 설계는 상호 간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운 최적
의 에듀테크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함에 따라 교수에게는 
교수법 향상에, 학생에게는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를 통해 이러닝 시스템 방향을 탐색한다.
2) 사이버대학교와 일반대학교의 교과목 콘텐츠 제작

에 대한 기술적 요소를 탐색한다.
3) 최적의 에듀테크 교수학습 모형 프로세스를 제시한

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4차 산업기술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에듀
테크 교육학습모형 설계를 위해 최근 활용되고 있는 이러
닝 방식을 횡단적으로 내용 분석한 연구(crosssectional 
study)이다. 효과적인 이러닝 방식을 탐색하고자 사이버
대학교와 일반대학교의 LMS 운영실태와 스튜디오 현황 
및 강의 콘텐츠 제작 과정을 파악하고, LMS를 기반으로 최
적의 에듀테크 교수학습 플랫폼 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 선정기준으로 사이버대학교는 서울 지역에 

소재한 “O 사이버대학교와 C 사이버대학교” 2개교와 일
반대학교는 강원권 대학에서 “K 대학교와 H 대학교” 2
개교로 총 4개교를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 하였다. 

대상학교 선정기준은 사이버대학교와 일반대학교의 
설립 근거는 전혀 다르지만 이러닝 교육시스템이 먼저 
구축된 사이버대학교와 코러나-19 이후 이러닝 시스템
을 구축하는 일반대학교를 비교 분석함으로서 이러닝 수
업의 기술적 차이와 장단점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이러
닝 활성화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선정하였다. 사이버대
학교는 직장 성인들이 일, 학습 병행을 통해 대학 학위 

수준의 고등교육 방식을 반영한 것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전적으로 LMS에 의존하는 특성이 있다. 
일반대학교는 LMS 기반 및 Zoom Video 
Communications, Google classroom, YouTube, 
VR 활용 등 다양한 에듀테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국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이러닝 활성화 방
안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3. 이론적 배경
3.1 이러닝과 에듀테크

이러닝은 4차 산업의 기술과 연동하여 에듀테크로 진
화하고 있다. 이러닝은 전자학습(Electronic learning, 
e-Learning), 전자교육의 한 방법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수준별 맞춤형 
학습 체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의미한다[9].

반면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
이 결합한 용어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가상현실,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관련 최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이 접목된 차세대 
교육을 의미한다[10]. 따라서 이러닝이 학생들에게 시공
간을 초월한 학습 제공 방식이라면, 에듀테크는 교육 효
과에 중점을 둔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 디지털 학습 자료
인 동영상, VR, AR, 3D를 최신 정보통신 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IT)을 융합해 지금과 다른 
새로운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11, 12]. 또한, 이러
닝 학습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대
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에 목적을 두었다면, 에듀테
크는 교육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차세대 교육방식으
로 관심이 크게 집중되고 있다[13]. 

최근 에듀테크에서 가장 관심 있는 연구는 데이터 기
반 사용자 학습 상태를 진단하여 개인화된 맞춤형 디지
털 학습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의 ‘지능형 맞춤학습’을 추
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에듀테크 분
야는 다음과 Table 1과 같다.

LMS는 온라인 학습 과정을 돕는 데 사용되는 응용 프
로그램 소프트웨어이다[14]. 컴퓨터 온라인을 통해 학생
들의 출석, 진도, 성적 등 이러닝 학습을 지원해주는 플랫
폼 기능으로, 이러닝에서 교수가 준비한 교과목에 대한 
콘텐츠를 탑재하고, 학생에게 교과과목을 개설하고 제시
함으로서 학생의 수강신청을 돕고, 사전에 맛보기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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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등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준비를 하도록 한다.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어 개강하게 되면 교과목별 학급을 
개설하고 학습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출결관리 등 학생의 
학습과정 추적과 학습이력 관리를 통해 학생의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LMS 구성요소는 학습콘텐츠관
리시스템(Learning Contents Management System, 
LCMS), 평가도구, 상호작용도구, 나의 강의실, 플러그인 
등으로 되어 있으며, LMS 기능이 고도화될수록 학생 맞
춤형 개별학습 환경은 더욱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제공할 
수 있다.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은 학교를 위해 
개발한 무료 웹 서비스로, 종이 없이 과제를 만들고, 배포
하고, 점수를 매기는 것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교수
와 학생 사이의 파일 공유를 간소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
고 있다[15]. 구글 클래스룸은 할당 생성 및 배포를 위해 
구글 드라이브를 결합하였다. 문서 작성을 위해 구글 독
스(Google Docs), 시트(Sheet), 슬라이드(Slides)가 할
당되어 사용 중이며, 통신수단으로 지메일(Gmail)을, 일
정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구글 캘린더를 결합한 복합기
능이다[16]. 학생들은 개인 코드를 통해 수업에 참여하도
록 초청되거나, 학교 도메인을 통해 자동으로 참여, 구글 
미트(Google Meet)를 통해 화상 회의도 진행할 수 있
다. 2020년 수많은 학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러닝으로 이전하면서 구글 클래스룸 이용률은 가파르
게 증가하였다[17].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Zoom Video Communications)
은 화상 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법으로 화상 회의 및 온라
인 회의, 채팅, 모바일 협업을 하나로 합친 '원격 회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P2P(Peer to 
Peer)는 ‘peer’가 친구라는 말로 ‘peer to peer’ 즉, 친
구가 친구에게 보낸다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고[18], 이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경유한다. 포스트 코로나-19 범유

행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 또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유튜브(YouTube)는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플
랫폼 서비스로 당신(You)과 브라운관(Tube)의 합성어이
다[19]. 사용자는 직접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고, 사용자 맞춤형 추천 영상들도 활발히 제공하는 대
표적인 SNS 서비스이다. 유튜브는 1분마다 400시간 이
상의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되고, 19억 명의 사용자가 매
일 10억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유튜브, 구글과 같은 
Web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수 학생 자료는 실제 교육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방대한 콘텐츠 중 개인
에게 맞는 콘텐츠를 검색하고, 선택하고, 선택한 자료를 
수업에 적용 활용하기 위한 품질 검증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인공현실(Artificial 
Reality, AR), 사이버공간(Cyberspace)이라고도 하는
데,  가장 먼저 VR 기법이 적용된 곳은 게임의 경우이며, 
이러한 VR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데 특히, 의학, 간
호학 실습에 사용되고 있으며, 항공분야에서는 시뮬레이
터를 통하여 비행기 내 상황을 VR로 부여함으로서 모의
비행 조종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은 현실과 가상현
실에 가상정보를 추가하여 제공하는 기술로 생활을 더욱 
즐겁고, 편리하게 만드는 4차 산업에서 현재 주목받고 있
는 기술이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AR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매우 친숙한 기술로 2016년 화제가 되면
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현상을 일으킨 게임 ‘포켓몬 
GO’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카메라 앱 
‘SNOW’, ‘Snapchat’ 등 AR 기술을 활용하는 앱이 잇따
라 출시되고 있다[20].

혼합현실(Mixed Reality, MR)은 가상현실(VR)과 증
강현실(AR)을 혼합한 기술로서 최근의 사례로는 샤넬매
장에서 고객이 상품별 QR 코드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
면 소비자가 매장에 진열된 의류나 구두, 가방 등을 갖춘 
모습으로 나타나서 구매에 도움 주기도 한다[21].

3.2 대학교 이러닝 시스템 탐색
대학교 이러닝 시스템을 사이버대학교와 일반대학교

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닝 시스템이 구조적 
측면에서 먼저 정착된 사이버대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포함하여 21개의 
사이버대학교가 있으며 그중 19개교는 4년제 대학교이
고, 2개교는 전문대학교로 분포되어 있다. 사이버대학교 

Component Contents
Learning Management 
System

Ÿ Management system between 
instructor and learner

Zoom Video
Communications Ÿ Video conferencing service

Google 
classroom

Ÿ Simplify file sharing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Ÿ Use of Spreadsheets
YouTube Ÿ Video sharing service

VR / AR / MR
Ÿ Virtual Reality
Ÿ Augmented Reality
Ÿ Mixed Reality

Table 1. Practical use of Edu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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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은 LM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학생이 스스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LMS에 접속하여 교과목별 강의 콘텐츠
를 시청하고, 학습자료실을 통해 교과목과 연관된 학습
자료 등도 제공받게 된다.

교과목 콘텐츠 제작은 매 학기 개설 전 콘텐츠 제작을 
기획하며, 학기 시작 2∼3개월 전부터 콘텐츠를 준비하
고 제작하게 된다. 사전에 강의 교수로 내정된 교수는 강
의계획서 흐름에 따라 매 주차 강의 콘텐츠 교안 초안을 
제출하면, 편집디자이너는 강의 콘텐츠 제작 규격에 맞추
어 디자인하여, 교수에게 보내고 교수는 다시 이를 검수
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오류 부분을 수정 요청하는 피드
백 과정을 2〜3회 거친 후 마지막으로 교수에 의한 최종 
검수가 완료된다. 그다음 최종 검수 된 교안은 스튜디오
로 보내지고, 전문 촬영기사에 의해 촬영이 실시된다. 동
영상 촬영 이후 다시금 교수에 의한 콘텐츠의 최종 검수
가 완료되면 이를 최종적으로 LMS에 탑재하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다.

일반대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부 대학에서는 교과
목 콘텐츠 제작 수요에 비하여 교과목을 기획, 편집, 동영
상 촬영, LMS에 탑재하는 콘텐츠 제작 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각 과목별 교수 역량이 콘텐츠 품질
을 좌우하게 됨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공동 스튜디오 이외에도 강의 영상 녹화 및 실시간 화상 
수업이 가능한 개인용 스튜디오를 확장 설치하여 이러닝 
품질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교수를 대상으로 
한 이러닝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강의 
수업자료 개발·보급 등을 통해 이러닝에서의 질 제고 및 
교수들의 수업 부담 경감을 촉진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닝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2월까
지 전국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를 10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22].

 

4. 자료 수집 및 분석
4.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Ÿ 1단계: 에듀테크 교수학습 모형 설계를 위해 2020년 

교육부 “전국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선정 결
과 자료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 – 대

학원격교육지원센터 자료 이외에 에듀테크, 교수학습 
모형 등의 문헌고찰이 이루어졌다.

Ÿ 2단계: 연구자는 2014년 9월부터 2021년 8월 말까
지 사이버대학교 2개교에 근무하고, 강원 지역에 소
재한 K대학교에서는 이러닝센터장으로 스튜디오 설
치 및 LMS를 도입하여 이러닝시스템을 직접 구축하
였으며, 전국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립 시 
강원도 소재 일반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본 센터 설
립에 참여한 경험이 자료수집에 도움 되었다.

Ÿ 3단계: 공동연구자들도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
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러닝 기반 에듀테크 교수학습 플랫폼 설계 연구” 및 
“학생 중심의 온라인 교수학습법 설계/운영/평가 과
정” 등 2년간 다수의 에듀테크 관련 교수학습법 학술
참여 이수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강
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Ÿ 4단계: 이를 통해 대학 기관 선정이 이루어졌으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러닝 수업에 직접 참여한 6
개교의 18명 교수들과 토론을 통해 에듀테크 교수학
습 모형의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4.2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문헌고찰 및 현장조사를 통해 사이버대학

교와 일반대학교의 스튜디오 및 LMS 운영 현황과 강의 
콘텐츠 제작 실태를 선행 분석 하였으며, 학생의 상호학
습 참여도 향상 방안으로 교수 학생 간 유튜브 등에서 학
습보조자료를 검색하여 유튜브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상호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현직 교수
들과의 브레인스토밍를 통해 분석하였다.

5. 연구 결과
5.1 에듀테크 교수학습 모형 프로세스

이러닝은 LMS에 교과목 동영상 콘텐츠를 사전에 탑
재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강점이다. 특히, 성인학습 시장에
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의 방법론이
기도 하다. 그러나 LMS 방식은 이러닝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학생들은 자기조절학습능력 부족과 사회적, 물
리적 고립감을 호소하면서 줌 비디오 의사소통에 의한 
학습 선호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교수들 역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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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이러닝에 적응은 되었으나, 학생과 실시간 수
업이 필요한 내용도 있어 때때로 줌 비디오 의사소통에 
의존한 수업도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LMS를 기반으로 교수와 학생 간 필요시 
실시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LMS에 줌 비디오 의사
소통 기능을 탑재함으로서, 별도의 시간과 노력 없이 바
로 연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설계되었으며, 교수-
학생이 교수학습자료를 유튜브 등을 탐색 추천하고, 교수
는 이를 검토하여 LMS에 탑재 가능하다.

5.2 에듀테크 교수학습 모형 플랫폼 구성도
에듀테크 교수학습 모형 플랫폼을 구성하는 주요 단위 

시스템은 LMS, LCMS, 콘텐츠 추천 플랫폼, 콘텐츠 학
습창(콘텐츠 플레이어)으로 이루어진다. 교수는 LMS에
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교과목의 자동 
필터링된 추천 교수학습자료를 추천받아, 먼저 좌측 상
단에는 교수 담당 학기, 과목 정보를 제공받는다. 좌측 
상단의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추천 콘텐츠가 제공
되며, 학기 및 과목 설정 기능을 통해 추천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 

교수학습자료 추천 플랫폼의 LMS 구성요소는 사용자 
정보, 과목 정보, 학습 도구 등 기능이 복합적으로 제공
된다. 이는 다양한 온오프라인의 교수학습 모형으로 설
계 가능하여 LMS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정보의 아이디, 
학교 정보, 담당 교과목을 기준으로 콘텐츠 추천이 이뤄
질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검색 조건 변경에 따라 맞춤
형 콘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다. LMS에서 사용자의 활동 
데이터베이스는 학습 이력, 학습활동, 평가점수 등을 이
용하여 다양한 서비스의 중도탈락 방지, 진로 상담, 취업 
상담, 만족도 조사 등도 추가로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
다. 

관리자 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사용자 관리, 과목 관리, 
검색어 관리, 콘텐츠 관리, 교육 메타데이터 관리로 구성
하였다. 사용자 관리는 학습관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
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사용
자의 권한은 일반 사용자 권한, 콘텐츠 품질 정보를 입력
할 수 있는 검증 교수 권한, 플랫폼을 관리할 수 있는 관
리자 권한으로 구분하였으며, 검증 교수 권한과 관리자 
권한은 콘텐츠 품질평가 및 메타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다.

과목 정보는 향후 메타데이터 활용을 위해 전체 검색 
기능과 요약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콘텐츠 관리의 진행 
순서는 ‘검색 → 조회 결과 → 교과목별 단원/차시 관리 
→ 검색어 관리 → 콘텐츠 관리’ 순서로 사용이 가능하다. 

주차 및 차시 관리는 주차별 주제와 차시의 주제어를 
생성 및 관리 기능, 주차/차시 노출 순서, 주차/차시 정
렬, 차시에 등록된 키워드 등록 수, URL 등록 수, 콘텐츠 
전체 수, 콘텐츠 사용 수, 콘텐츠 검증 수 그리고 콘텐츠 
관리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콘텐츠 관리는 주차별 차시에 따른 콘텐츠를 등록, 조
회, 관리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콘텐츠는 검색어 관리에
서 검색 사이트(유튜브, 구글) 설정, 검색어, 스케줄러(기
간, 시간, 검색 수) 기능을 이용해 웹 크롤링하여 검색을 
지원한다. 수집된 콘텐츠는 출처(유튜브, 구글), 구분(동
영상, 이미지), 상태(사용, 미사용), 썸네일, 콘텐츠 제목, 
원본 URL, 수집일시, 사용관리(사용/미사용, 검증 완료/
미완료, Best 적용/미적용) 기능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교수 추천등록 및 수정 기능을 이용해 콘텐츠의 유형을 
선택하고 추천 학습 단계(동기유발, 개념설명, 학습정리, 
심화 활용, 수업 보완, 모둠 활동), 활용 TIP, 영상보기 
발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따라서 교수학습자료 추천 플랫폼은 LMS와 LCMS 간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구성되며, 콘텐츠 추천 기능은 사용
자의 기초정보를 통해 추천이 이루어지고, 선호도 정보를 
통해 재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학습창을 이
용하여 교실 수업에서도 활용 가능하며, 추천된 콘텐츠는 
개념학습, ICT 활용 자료, 학습 보조자료, 보충학습 등 
다양한 수업모형에도 적용 가능하다. Fig. 1.

Fig. 1. Configuration diagram of integrated services for 
teaching model platform 

5.3 추천 플랫폼 소프트웨어 구성도
교수학습자료 추천 플랫폼 모형은 3단계로 구성되며, 

데이터 수집과 저장을 위한 데이터 수집기, 분석 및 추천
을 위한 데이터 분석 추천기(분석 Tool, 분석 기법, 분석 
결과), 사용자에게 추천 결과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용자 
UI, 관리자 UI)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수집기는 수집 스케줄에 따라 콘텐츠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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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데이터 분석 및 추천기
는 데이터 수집기에 저장된 원본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가공하여 분석 및 추천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데이터 분
석 및 추천은 추천 알고리즘 등의 기법을 적용하여 사용
자에게 필요한 교수학습자료를 추천한다. 플랫폼(사용자 
UI, 관리자 UI) 영역은 데이터 분석기에서 생성되고 저
장된 추천/분석 결과 정보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천 
서비스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콘텐츠의 품질관리
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활동 데이터(선호도, 품질평가, 메타데이터 입력)는 데이
터 수집기 영역에 저장되며, 사용자의 선호도와 추천 결
과를 기반으로 추천 우선순위를 재 조종한다. Fig. 2.

Fig. 2. Software Configuration Archite

5.4 맞춤형 콘텐츠 추천 프로세스
에듀테크 교수학습 모형 플랫폼은 사용자 정보를 이용

하여, LMS에서 교수-학생 간 추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학생 추천 콘텐츠는 학생이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
여 LMS에 접근한 다음 유튜브 및 구글의 카테고리로 진
입하여 유튜브, 구글에서 제공하는 메타데이터 활용을 통
해 활용도가 높은 콘텐츠를 검색하여 추천한다. 교과목 
담당 교수는 학생이 추천한 콘텐츠 중 학습 효과와 연계
된다고 평가된 콘텐츠를 필터링하여 학생 추천 콘텐츠로 
결정하게 된다. 이에 교수 추천 콘텐츠와 분리하여 LMS
에 탑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수는 교육 품질을 높이게 
되고, 학생은 자신의 학습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
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학습 참여도를 높이게 된다. 이러
한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선행학습을 하게 됨은 물론 학
습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교수가 이를 사전에 검증
하고, 필터링함으로서 상호학습 효과 및 교수학습 목적에 
맞는 품질이 확보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 Fig. 3.

Fig. 3. Content Recommendation Process

5.5 플랫폼 콘텐츠 추천 설계 방안
교수학습자료 추천 플랫폼은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LMS에서 학생 추천 콘텐츠, 교수 추천 콘텐츠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학생 추천 콘텐츠의 1단계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키워드 기반의 추천이 이뤄진
다. 2단계는 사용자 클러스터링 정보를 기반으로 유튜브, 
구글에서 제공하는 메타데이터를 매핑하고, 활용도가 높
은 콘텐츠를 추천한다. 3단계는 교수 추천 콘텐츠로 학생 
추천 콘텐츠 권한을 부여받은 교수가 콘텐츠의 속성 값
을 입력한 콘텐츠를 추천받는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추
천된 콘텐츠 중 교수 활용도가 높고, 사용이 많은 콘텐츠
를 협업 필터링 통해 콘텐츠를 추천한다. 필터링 된 콘텐
츠에서 교수는 유튜브에서 교수학습 목적에 맞는 빠른 
콘텐츠 검색은 물론, 품질이 확보된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다. Fig. 4.

Fig. 4. Platform Content Recommendation Process

5.6 교수학습자료 공유 및 품질 확보 방안
교수학습자료 학습창의 콘텐츠 플레이어는 하이퍼텍

스트 기술용 언어(Hypertext Mark-up Language, 
HTML)5 기반으로 개발할 것이며, 유튜브, 구글에서 검
색된 자료를 학습창 내에 플레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콘텐츠는 즐겨찾기, 공유 기능을 통해서 보관할 수 있으
며, 교수는 보관된 교수학습자료를 온라인 수업, 오프라
인 수업, 블렌디드 러닝 수업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
다. HTML5 학습창은 콘텐츠의 품질관리와 공유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의견 보내기, 공유, 좋아요” 기능을 지원
한다.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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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tent Learning Window, Quality Assessment 
Process 

6. 결론 및 시사점
6.1 결론

결과적으로 LMS 기반 에듀테크 교수학습 모형 설계
는 이러닝을 선도하는 방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파악된다. 교수의 이러닝 품질 향상을 위한 LMS 
활용 역량 강화, 강의 영상 녹화 및 실시간 화상 수업이 
가능한 공동, 또는 개별 스튜디오 확장은 대면수업이 어
려운 비상시에도 평상시 수준으로 이러닝 운영이 안정적
으로 지원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LMS 기반 에듀테크 교수학습 모형은 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스마트워크 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다[23, 24]. 현
재 교육의 중심에선 에듀테크의 교육 방안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과정은 대학 교육의 이
러닝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에듀테크 
교수학습 방법으로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 접목 및 기법
들을 포함한 에듀테크 교수학습 모형이 필요함을 시사하
고 있다[25]. 

본 연구를 위하여 LMS 학습 환경에서 교수와 학생이 
경험하는 에듀테크 방식에 대하여 교수를 대상으로 개인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수-학생 간 상
호학습을 통한 자기주도식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적
의 에듀테크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브와 구글을 포함하여 학습과 관련된 키워
드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연동하되 교수-학생이 함께 관
련 교수학습자료를 검색하고, 연동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
서 학생의 참여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호학습이 가능
하다. 이를 통해 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학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고취시키기에 충분하다.

둘째,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줌 비
디오 의사소통 방식은 필요시 LMS 상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간단하게 실시간으로 교수와 학생 간 수업 시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교수 실

재감과 사회적 실재감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
는데 기여할 것이다[26].

셋째, 이미 각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LMS 버전에 
무관하게 간단한 링크 프로그램만을 접목 사용하여 다양
한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6.2 시사점
코로나-19 사태가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대로 

방향 전환됨에 따라 학생은 수준 높은 양질의 이러닝 시
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닝에 대한 욕구가 높
아진 학생들에게 교수는 양질의 교과목 콘텐츠 제공 및 
교과목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준비라는 뉴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
이다. 본 연구의 성과물인 LMS 기반 에듀테크 교수학습 
모형은 학교의 이러닝 환경과 여러 가지 에듀테크 기술
을 다양하게 연결시킴으로서 4차 산업에 따른 혁신적인 
패러다임으로 교육현장에서 선두적인 역할에 기여할 것
으로 본다.

더 나아가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른 융복합 교육
시스템 정보 탐색을 통해 꾸준한 에듀테크 교수학습 모
형이 발전해 나아가길 희망한다. 이에 각기 다른 이러닝 
환경과 학습집단의 학습능력 수준을 입력하면 자동적으
로 최적의 에듀테크 방식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후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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