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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대학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학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 관련된 이론 및 사례를 기반으로 대학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 학습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적인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이 진행되
었으며 위 연구방법들을 통해 도출된 학습모델 관련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에서 관련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대학들은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분석을 대시보드 구현, 예측 모델 개발, 적응형 학습 지원 등에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첨단 에듀테크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국내 대학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와 애로사항 및 현재 K대학이 당면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구현 관련 문제점과 기대 
사항들도 확인되었다. 이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K대학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 학습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진단, 추천, 학습, 성공의 4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이 이 모델을 통해 개인의 
성공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 과정을 진단 및 추천받아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성공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학문적 그리고 실무적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 중심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학습모델∣에듀테크∣학습분석∣적응형 학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igital transformation-based learning model that can be 
used in universities based on learning digital transformation in order f to be competitive in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Literature review, case study, and focus group interview were conducted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learning model from these are as follows. Universities that stand out in related 
fields are actively using learning analysis to implement dashboards, develop predictive models, and 
support adaptive learning based on big data, They also have actively introduced advanced edutech to 
classes. In addition, problems and difficulties faced by other universities and K University when 
implementing digital transformation were also confirmed. Based on these findings, a digital 
transformation-based learning model of K University was developed. This model consists of four 
dimensions: diagnosis, recommendation, learning, and success. It allows students to proceed with 
learning by diagnosing and recommending various learning processes necessary for individual success, 
and systematically managing learning outcomes. Finally,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about the 
research result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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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급격히 감소하는 학령인구의 영향으로 모든 대학은 
위기의식 속에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도
로 노력하고 있다.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 및 팬데믹으
로 인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대학
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학습모델을 구축하여 학생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지원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에서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구
축·활용하여 기존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습모델이란 복잡해 보
이는 학습의 과정이나 현상 등을 특정 절차를 중심으로 
단순화한 것으로 학습모델에는 수업 운영의 계획을 포
함한 수업의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1]. 이러한 
개념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
반 학습모델은 전통적인 학습방식을 혁신할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에서 요구되는 학
습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모델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미래 학습은 개인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요
구되는 내용만 제공하는 맞춤형 학습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모델에는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학
습수준 진단, 적정 학습 해결책 제공, 학습 성과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학습은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스타일에 맞게 학습 정보나 방법 
등을 제공하는 적응형 학습(adaptive learning) 체제
를 구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습
자 수준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를 기반으로 한 빅 데이터 구축 및 학습분석학
(learning analytics)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
으로 학습자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 큐레
이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새로운 학습방법을 개
발하여 확산할 수도 있다.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주로 
교실 수업 위주로 진행되어 온 교육의 방법 또한 디지
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연계되어 점진적으로 변화될 필

요가 있다[2].
특히, 이러닝과 마이크로 러닝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기존의 코스 중심의 이러닝은 학습자
의 자기주도성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학습방법이다. 반
면, 기존의 콘텐츠를 잘게 쪼개는 방식으로 학습을 실
시하는 마이크로러닝은 최근 대표적인 학습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이러닝과 집체교육을 
혼합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실시간 비대면 교
육과 이러닝의 혼합, 전통적인 교육훈련과 마이크로 러
닝의 혼합 등 다양한 방식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혼합
학습이 중요하며 이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 학습모델을 위해
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
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
추는 것이 요구된다. 많은 대학들은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데이터 기반의 교육의 질 관리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기적인 수요자
요구/만족도조사, 강의평가/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역
량진단시스템 등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제공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전체 차원에서 이러한 데이터
를 수집, 분석, 시각화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상황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 학습모델이 필요한 이유
는 첫째, 학생들의 성공을 돕기 위한 학생 경험을 강화
해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성공적으로 학위를 취득하도
록 하는 것이며, 둘째, 디지털 추진을 통해 대학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셋째, 학생, 교직원, 리더십
에 대한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문화를 구축하며, 넷
째, 대학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중
에서 학생과 교수에게 학습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들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학습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
반 학습모델과 관련된 이론 및 사례를 기반으로 대학에
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 학습모델
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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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과 학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새로운 디지털 혁신 기

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관련된 모델을 혁신하고 그 결
과로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3].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은 학습에도 접목할 수 
있다. 학습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유사한 맥
락에서 새로운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과 관
련된 분야를 혁신하고 그 결과로 학습 측면에서의 변화
와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학습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학습분석학
(learning analytics), 디지털 학습 경험(digital 
learning experience), 에듀테크(edutech)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2. 학습분석학
학습분석학(learning analytics)은 조직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학습을 이해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습자(learner), 학습경험(learning experience), 학
습 프로그램(learning program)에 관한 데이터를 측
정, 수집, 분석,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4]. 학습분석학
은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학습자의 행동을 예측
하고 처방을 제공하며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다
시 프로세스에 반영함으로써 학습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5]. UNESCO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ies in Education(IITE)에서 발간한 정책 
리포트에 따르면 학습분석학의 활용은 LMS/LVE 분석 
대시보드, 예측분석, 적응형 학습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 담화분석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6].

3. 디지털 학습체계 
디지털 학습이란 동영상, 온라인학습, 블로그, 팟캐스

트, e-book 등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학습경험을 의미
한다[7]. 따라서 HRD는 조직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e-book이나 동영상 등의 디지털 자료로 전환하여 구
성원들이 상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면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웨비나 등의 실시간 인터넷 강의, 또는 소셜 러
닝이 가능한 학습방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여야 한

다. 디지털 학습 관점에서 HRD는 자기주도학습 유형
의 디지털 학습경험과 상호작용학습 유형의 디지털 학
습경험을 혼합한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데, 그 형
태로는 블렌디드 러닝, 플립러닝, 하이브리드 러닝이 있
다[8]. 

4. 에듀테크 
에듀테크라는 용어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많

이 쓰이고 있으며, 에듀테크(Edutech) 또는 에드테크
(Edtech)가 혼용되기도 한다[9]. 이러닝이 기존 오프라
인 교육을 동영상을 통해 인터넷 환경으로 옮겨 놓은 
것이라면, 에듀테크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AR/VR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반을 활용한다[10]. 또
한 이러닝이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강사의 강의 능력에 
의존한다면 에듀테크는 학습, 기억, 공유, 활용 등 학습 
프로세스 전반에 포괄적으로 접근하며, 학습자들에게 
온라인 교육 환경 제공을 뛰어넘어 학습자 중심의 개인 
수준 맞춤 학습까지 가능한 새로운 교육 환경과 경험을 
제공한다[11].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K대학의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 기반 학습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 
및 경력몰입을 위한 학습모델 개발을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림 1. 연구 순서

우선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이론적인 배경을 검토하
고 최신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초적인 문헌연구
를 실시하였다. 동시에 문헌을 통해 국내외 대학에서 
추진하였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들은 RISS 및 Google Scholar를 활용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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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분석’, ‘디지털 학습’, ‘에듀테크’, ‘learning 
analytics’, ‘adaptive learning’, ‘learning analytics 
dashboard’, ‘AR learning’, ‘VR learning’ 등의 키워
드를 중심으로 국내외 문헌을 검색하였으며 검색된 문
헌 중에서도 특히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맥락
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연
구진들은 관련 컨퍼런스와 사례 발표회에 참가하였으
며 각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보고서, 기관에서 
발표한 백서, 학교 웹사이트 게시물 및 논문에 소개된 
사례들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문헌연구와 수
집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전문가 FGI를 실
시하였다. K대학에 적합한 학습모델을 개발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는 K대학 주요기관 소속 교내 내용전문가 
8명과 국내 학습분석학 및 에듀테크 분야 내용 전문가 
5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교내 내용전문가들은 상담진로개발센터, 취창업지원팀, 
도서관, 온라인평생교육원 등에서 조직을 총괄하거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 업무 내용에 대한 이해
도가 높고 본 연구의 추진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
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내부 구성원들
로 선정하였다. 외부 내용전문가는 타대학 교원으로 전
원 교육공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학습분석학 
혹은 에듀테크를 관련 논문을 국내외에서 다수 출판한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뿐만아니라 각 소속 대학에서 
교수학습센터장 등의 보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대학
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총 13명에게 
연구참여를 의뢰한 결과, 최종적으로 12명이 연구 참여
에 동의하여 FGI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FGI 이후 
추가적으로 국내 대학을 상대로 교육 시스템 사업을 하
는 에듀테크 기업 팀장을 대상으로 비대면 인터뷰를 수
행하였다. FGI 및 인터뷰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는 [표 1]과 같다. 

FGI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연구 대상에게 유선으로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구
두로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이후 연구 목적과 인터
뷰 질문 등이 포함된 연구 안내문을 이메일로 사전에 
송부하였다. 교내 내용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한 FGI
는 약 9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외부 전문가 FGI는 2

명씩 2회에 걸쳐 약 90분 동안 실시하였다. 외부 내용
전문가 인터뷰는 별도로 진행되었으며 회당 약 90분 
동안 이루어졌다. FGI와 인터뷰는 사전에 배포된 질문
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일부 추가적인 질문과 논의
도 있었다. FGI와 인터뷰는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ZOOM의 기록 기능을 이용하여 모두 녹화되었다. 녹
음된 내용은 연구진 중 1인이 전사하여 해당 자료를 분
석하는데 활용하였다.

표 1. FGI 및 인터뷰 참여자 정보

구분 ID 소속 직책 전문
분야

FGI

교내
내용

전문가

A 취창업지원센터 연구
교수

-

B 상담진로개발센터 센터장
C 도서관 관장
D 온라인평생교육원 파트장
E 취창업지원센터 팀장

F 교수학습센터 연구
교수

G 교양교육센터 센터장

H 성과인증센터 연구
교수

외부
내용

전문가

I 국내 A대학교 교수 에듀
테크

J 국내 A대학교 부교수 대시
보드

K 국내 B대학교 조교수 학습
분석

L 국내 C대학교 조교수 학습
분석

인터뷰 M U사 팀장 LMS

Ⅳ. 연구 결과

1. 해외대학 사례연구
1.1 애리조나 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는 학생 성공을 위해 맞춤형 교

육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최첨단 테크놀로지 도입, 
적극적인 학제간 융합, 데이터 기반 학생 관리 등 전방
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결과 지난 18년 동안 학
생 수 증가(55,491명→128,788명), 중도탈락률 감소
(82%→14%)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은 학생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800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data points)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학생의 특성에 대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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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빅 데이터(big data)에 기반한 예측모델을 통해 
학생의 학업 몰입도나 결과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이
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대학이 사용하고 있는 학습분
석 기술은 크게 분석 대시보드(analysis dashboard)
와 예측분석(predictive analytics)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분석 대시보드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시각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애리조나 주립대학에
서는 eAdviserTM라는 대시보드를 활용하고 있다[12]. 
이곳에서는 학생의 수강과목 일정, 학사행정, 학업 성취
도, 교수 피드백, 학생지원 서비스 등의 정보를 한번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Canvas에서
는 교수자 대시보드를 제공하여 학생의 학습현황, 참여
도, 성적분포 등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림 2. 애리조나대학 eAdviserTM[15] 

적응형 학습분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3R(Right 
student, Right time, Right Lesson)을 추구하며 이
를 통해 학생 개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Knewton社와 협업을 통해 적응형 학습분석을 통한 학
습의 개인화를 구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Canvas에 
연동된 플랫폼을 통해 통계, 화학, 수학, 물리 등 입문 
강좌(Introductory Course)를 온라인 과정으로 제공
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의 수준과 속도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대학 기초 수학” 통과율이 
64%에서 75%로 높아졌으며 중도 포기율은 16%에서 

7%로 낮아지는 성과가 나타났다.

1.2 웨스턴 거버너스 대학(Western Governor’s 
University)

Western Governors University(이하 WGU)는 미
국 유타(Utah)주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온
라인 대학이다. 경영, 정보기술, 교육, 건강관리 4개 분
야에서 60여 개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학사와 석
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WGU는 원래 저소득 소외계
층의 교육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업무 역량 향상
을 원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으며 약 13만 명
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WGU의 가장 큰 특징은 온라인 역량 기반 학습모델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
업을 들으면서 학기에 상관없이 본인의 학습 속도에 맞
춰 유연하게 학습한다. 시험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본인이 시험 일정을 정할 수 있으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낙제가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해 학습자가 해야 
할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받는다.

 

그림 3. WGU 프로그램 멘토용 대시보드[13]

WGU의 교수진은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프로그램 
멘토, 강사, 평가자,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 교수
자 이렇게 네 종류의 교수진으로 구성된다. 멘토는 대
시보드를 통해 교류하며 학습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
을 준다[13]. 향후 WGU는 이 부분에 AI와 머신러닝을 
도입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더욱 개별화된 도움
을 줄 계획이다. 강사는 사전 진단평가 결과를 통해 학
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완전학습을 위해 집중적으로 학
습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며 평가는 평가자가 전담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한다. 학생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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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시험을 치르면 구체적으로 개별화된 피드백을 24
시간 이내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WGU는 학생들
의 과제물이나 시험을 자동으로 채점하면서 개별화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WGU는 역량기반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0년에는 3,000개의 역량
을 위치 기반 시장 역량 데이터에 연결하여 학생의 역
량을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거주지 근처에 있는 기업이 요구
하는 역량과 향후 그 역량의 수요가 어떠한지를 보여주
며, 학생은 현재 어떤 역량과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한다. 학생이 개발해야 하는 역량이 파악되
면 그 역량과 관련된 교과목과 각종 교내외 자격증, 마
이크로 자격증 등이 학생의 목표로 제시되며 수강 등을 
통해 획득하게 된 역량은 성취 목록에 기록된다.

1.3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는 미국 오하이
오주에 위치한 연구 중심 대학이다. 이 대학은 2015년
부터 Cleveland Clinic과 의료 교육 캠퍼스(Health 
Education Campus: HEC) 개발을 제휴하였으며 
Microsoft의 홀로렌즈(HoloLens)와 관련 기술을 의과
대학 해부학 교육에 적용한 HoloAnatomy®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였다.

HoloAnatomy® 소프트웨어는 홀로그램 영상을 통
해 인체를 탐색할 수 있는 해부학 응용 프로그램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터치프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의
료환경에 적합하며 해부학과 같이 공간 정보가 중요한 
컨텐츠를 3D로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이 소프트웨어는 
인체의 각 부분을 확대, 축소, 이동, 회전, 분해, 결합할 
수 있고 제시된 인체의 각 부분을 클릭하면 상세한 설
명과 함께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 학습
자가 언제 어디서든 인체를 보며 학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사용하는 HoloLens는 시선 및 제스
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어할 
수 있게 설계되었으며 디바이스의 공유기능을 통해 여
러 학습자가 하나의 공유 홀로그램을 보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업을 한 

학습자들은 기존의 2D 자료나 대면 강의 보다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14].

그림 4. HoloLens 활용한 해부학 수업[16]

2.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2.1 교내 내용 전문가 FGI 결과
K 대학 교내 내용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

한 결과 교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 학습모델을 
구축하기에 앞서 현재 조직에서 당면한 문제점과 기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내 내용 전문가들의 의견
을 수렴한 결과 K 대학의 각 기관이 공통으로 당면한 
문제점으로 교내 시스템 간 연동이 안 되어 있다는 점
이 지적되었다. 즉, 교내 시스템들이 관련 부서의 필요
에 따라 산발적으로 개발되고 관리됨에 따라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지 않고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
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사용자들이 
불편함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이게 STEMS라고 하는 시스템 페이지인데 사
실상 이 시스템이 학사 시스템과 단절된 시스템입니
다”.

다음으로 교내 내용 전문가들의 학습모델 구축과 관련
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각종 진단 
결과, 진로상담 내용 등이 진로설계 및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데이터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각종 검
사결과, 심리상담, 진로상담, 지도교수와 상담내용 
등이 유효한 기록으로 남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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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인 경력개발을 위해 교과 및 비교과 수강내
용, 취업 등의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학생 진로상담 시 졸업자들의 재학 중 교과 및 비교
과 수강내용, 취업 정보를 상담학생과 매칭하여 보
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에게 졸업학점 이수 현황 정보나 교과 
추천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학생별로 성적, 취득학점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수
강과목을 추천해주며 학사규정에 따라 채워야 하는 
학점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이 필요합
니다.”

2.2 외부 내용전문가 FGI 결과
외부 내용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FGI에서는 타 대

학들의 현황과 트렌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의
견을 취합할 수 있었다. 

첫째, 학습분석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기
록 및 관리가 필요한데 다른 대학 역시 대학 내에 산재
한 데이터를 파악하고 수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허브가 없다 보니까 데이터 모으는 것부터가 걸림돌
이에요. 부서 간 협력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교내 여러 기관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마트를 구
축하여 학습분석학에 이미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으
며 현재 데이터 통합작업을 수행하는 곳도 있었다.

“2014년부터 ATLAS(Aju Teaching & Learning 
Analytics System)를 만들어 교내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어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연
구해서 데이터 마트를 구축했습니다. 정보를 데이터 
마트에 넣고 원할 때마다 데이터를 가져다 쓸 수 있
게끔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학습분석학을 구현하는 데 있어 데이터 문제
로 예측이 되지 않거나, 예측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안, 
개인정보, 윤리 등의 이슈로 실제 학습분석학 결과가 
활용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같은 부분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예측이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
다.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후속 사업으로 모델링 
및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야지, 
가지고 있는 학교 데이터로는 예측이 안 되는 경우
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다른 대학에서 구현하고 있는 교과와 관
련한 대시보드는 LM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교과
목 단위의(미시적 수준) 대시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적으로 대시보드를 구현하여 사용하고 있는 학교 
역시 교과목 단위로 대시보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희는 CANVAS를 쓰고 있는데 대시보드라고 이름
도 있고 들어가면 학생이 접속을 얼마나 했는지, 지
각은 몇 번, 과제를 뭘 안 냈는지 이런 정도는 나오
는데 사실 지능형 대시보드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
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핵심역량 향상을 위하여 
비교과와 관련한 대시보드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희는 챌린지스퀘어라는 LMS 같은 시스템이 있는
데 학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자신이 
어떤 성적을 받았고 어떤 이력을 쌓았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추천 시스템을 추가하려고 시스
템을 수정하는 중입니다.”

대시보드를 구현하는 데 있어 한계점으로는 최근까
지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학교가 원하는 수준의 
대시보드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외부 업체가 거의 없고 
기술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보여주고 싶은 내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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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지금까지 필요성을 잘 못 느꼈던 것 같고 현
실적으로 데이터가 산재해 있거나 기술적으로 접근
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굉장히 많
이 듭니다.”

셋째, 적응형 학습을 구현하고 있는 대학은 자체적으
로 개발한 시스템과 외부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병행하
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자들의 사전 
지식수준에 따라 개별화 학습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는 학습자들의 지식수준에 따라 개별화 학습, 
적응형 학습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맞춤형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맞춤형 학습을 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적절한 콘텐츠를 추천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
는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나 했고 상용화된 제품도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맞춤형 학습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재 대학에서 맞춤형 학습은 주로 인지
적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정서적인 측면이 상대적으
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과 고등교육에서 어떤 수
준에서 맞춤형 학습이 구현되어야 하는지 충분한 협의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등교육에서 어떤 단위에서 혹은 어떤 수준에서 맞
춤형이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맞춤형이 너무 인지, 학업, 진로 이런 쪽
으로 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필요
한 부분은 사실 정서적인 면이 더 크다는 생각을 합
니다.”

넷째,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학에 많은 변화가 있었
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학습자들의 학습경험 향

상을 위하여 새로운 테크놀로지 및 새로운 학습모델 도
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AR/VR 기술을 수업환경에 도입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는 VR과 메타버스에 워낙 관심들이 많으셔서 
전용공간을 많이 확보한 상황입니다. 향후 혁신 교
과목들 개발이 되면 활발하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합
니다.”

그뿐만 아니라, 변화한 교수학습 환경에 적합한 새로
운 학습모델을 구상 중이거나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공통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교수자들
의 의식 변화로 지목되었다.

“학습모델을 좀 더 정교하게 바꾸어서 온라인 요소를 
도입하고 온라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대학에서 교수학습 방법을 바꾸는 것이 제일 어렵다
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해외 대학은 중도탈락자 예측모델을 활용하
는 등 학습분석학 측면에서 접근하는 반면 국내 대학은 
학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데이터
가 학내 다양한 시스템에 산재해 있어 예측모델을 구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저희는 학습분석학적이 아니라 그냥 학사적으로 관
리합니다. 가장 취약 계층은 지도교수를 배정해주어 
상담하고 신입생은 한 학기에 무조건 몇 번 상담하
게 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 부진을 예측하더라도 해당 학생
에게 직접적인 인터벤션이 아닌 간접적인 인터벤션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학습 부진을 예측해도 그 학생을 지목해서 
‘너 학습 부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 좀 들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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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마케팅을 
하는 상황입니다.”

3. K 대학 학습모델을 위한 시사점
해외대학 사례연구 및 FGI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 

국내외 대학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학교 경쟁력 강
화와 학생 성공 지원을 위해 대학의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국내외에서 관련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대학들은 
빅 데이터(big data)를 기반으로 학습분석을 대시보드 
구현, 예측 모델 개발, 적응형 학습 지원 등에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첨단 에듀테크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 내용 
전문가 FGI에서는 현재 K 대학이 당면한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 구현 관련 문제점과 기대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외부 내용 전문가 FGI에서는 국내 대학의 디
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구현 현황과 그 과정에서 국내 대
학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와 애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해외대학 사례연구에서의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웨스턴 거버너스 대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대학은 적응형 학습을 도입
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학습은 학생들의 수준에 
최적화 된 교과나 정보를 추천하거나 학생들의 학습 과
정과 결과에 대한 개별화된 피드백을 포함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들은 다양한 데이터를 관리 및 수집하고 있
으며 데이터를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에 활용하
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수집된 데이터를 학습자용 대
시보드를 통해 시각적으로 제공하거나, 분석을 통해 학
생들의 학습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학생들의 학업 실패
나 이탈을 예방하는 등에 활용되고 있었다. 

둘째, 케이트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사례에서 나타났
듯 해외 대학에서는 최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성과와 학습몰입을 향상시키는데 
힘쓰고 있었다. 특히 AR(Augmented Reality)이나 
VR(Virtual Reality)은 현실 세계와 유사한 실재감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몰입을 유발한다. 에듀테크는 학

습자들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자간의 협업이 가능하고 학습활동에 대한 모
든 데이터가 축적되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교내 내용전문가와 외부 내용전문가 FGI에
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
적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는 것
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교내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
는 시스템과 각 운영 시스템에서 기록되고 있는 데이터
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중에서 학습분석에 필요한 데
이터를 추출하여 통합한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교내 각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시각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학습자와 교수자 
대시보드 구축이 필요하다. 향후 K대학이 구축해야 할 
교과 관련 학습자 대시보드는 학습자 본인의 학습현황
뿐만 아니라 우수 학습자의 학습 표준 궤적을 함께 제
공하여 자신과 동료의 성취도를 비교하고 자신의 학습
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교과 학습자 대시보드도 자신의 
비교과 활동 현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활
용하여 입학에서 졸업까지 필요한 정보나 자신의 현황
을 알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자 맞춤형 학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졸업
학점 이수 현황이나 각종 진단 결과 및 진로상담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적합한 과정을 추천해주는 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입학에서부터 졸업
까지 개인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진단, 
교과/비교과 및 진로 추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습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과정 내에서의 적응형 학습은 학습자들의 사전 
지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진단을 하고 진단 결과
에 따라 학습 모듈 추천 및 개별화 학습을 진행하며 학
습 결과를 평가하는 모형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
한, 교과목 중 어떤 과목을 우선하여 맞춤형 학습으로 
구현할지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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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 대학 학습모델 개발
이러한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K대학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학습모델을 아래와 
같이 개발하였다[그림 4]. 이 모델은 진단(diagnosis), 추
천(recommendation), 학습(learning), 성공(success)의 
4개 차원(dimen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학생은 LXP(Learning Experience Platform)
를 기반으로 개인의 성공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 과정을 
진단 및 추천받아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성과를 체계적
으로 관리해 성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모델은 학습
자 맞춤형 학습을 구현하기 위해 진단과 추천 차원에서 
학생에게 적합한 과정을 추천해주는 커리큘럼 적응형 
시스템(curriculum adaptive system)과 과정 내에서 
수준에 맞는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코스 적응형 시스
템(course adaptive system)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학생들은 학습역량, 핵심역량 등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커리큘럼 적응형 시스템을 통해서 교과, 비교
과, 진로, 취업처 등을 추천받을 수 있고, 코스 적응형 
시스템을 통해 교과목 단위로 개인별 수준에 적합한 모
듈형 콘텐츠를 추천받아 맞춤형 학습을 구현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커리
큘럼 적응형 시스템은 코스 추천 시스템으로 학생 개인
의 통합 대시보드를 통해 개인 학습현황과 개인 경력개
발 현황을 보여주고 학생 개인별로 교과 추천, 비교과 

추천, 진로 추천, 취업처 추천 등이 이루어진다. 이때 개
인 학습은 학생 개인별로 입학 후 실시하는 학습역량 
및 핵심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기반 교과나 비
교과를 추천해준다. 개인 경력개발은 학생 개인별로 졸
업학점 이수 현황, 진로 유형 검사결과, 진로/취업 상담
내용, 경력목표 등을 바탕으로 진로 및 취업처를 추천
해준다. 

장기적으로 취업처 추천은 고용정보원 빅데이터, AI
를 활용한 맞춤형 직업상담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
도록 한다. 그리고 개인 학습과 경력개발과 관련된 데
이터는 데이터 마트에 저장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코스 적응형 시스템은 모듈 추천 시스템으로 학생 개
인이 교과를 수강할 때 교과목 내용에 대한 수준별 맞
춤형 학습을 제공해주는 AI 기반의 적응형 학습 코스퀘
어이다. 학생 개인별 교과 대시보드와 교수자용 교과 
대시보드를 제공하여 적응형 학습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때 대시보드를 통해 학생이 학습에 지속해서 몰입하
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학습 몰입과 관련한 데이
터를 제공하며, 학습성과에 대한 데이터도 제공하도록 
한다. 모듈 추천은 진단(diagnose), 추천(curate), 학습
(learn), 평가(assess)의 기능으로 구성하며, 교과목은 
모듈형으로 역량과 연계하여 마이크로 콘텐츠 단위로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학습모델에서 학습은 면대면, 비대면, 이러닝, AR/VR, 
메타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중 AR/VR

그림 5. K대학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 학습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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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든 교과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전공 교과 중
에서 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를 선정하여 AR/VR을 
적용한 학습을 하도록 한다. 또한, 상담 및 챗봇을 통해 
학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학습에 몰입
(engagement)하여 학습성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과목 단위로 학생들이 학습에 어느 정도 몰입하
고 있는지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시하여 학생들의 학
습 몰입을 교수자가 도와주도록 지원한다.

학습모델에서 학생의 성공은 핵심역량/전공역량과 
진로 및 취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학생의 궁극적인 
성공을 재학 동안 축적한 핵심역량과 전공역량을 바탕
으로 원하는 진로에 따라 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설정
하였다. 진로 및 취업을 위해서는 학생이 K대학에서 설
정한 핵심역량과 전공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K
대학의 핵심역량은 문제해결역량, 학습리더역량, 전공
역량, 인성역량이며, 역량진단 결과 부족한 역량은 학습
을 통해 역량을 향상하도록 한다. 취업을 위해서는 K대
학의 역량인증, 전공 자격증, IPP 경험, 구직스킬 습득 
등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표
로 설정하고 대시보드를 통해 보여주도록 한다. 학생들
은 대시보드를 통해 본인의 현재 상황을 인지할 수 있
고,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 및 경력개발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K대학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학습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학습모델 구
축을 위해 필요한 기반이론 및 해외 대학의 디지털 트
랜스포메이션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전문가 FGI를 실
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학습모델을 개발하
였다. 본 연구는 대학 차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는 대
학들에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모델 개발에 대한 방
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에 대한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

반의 학습모델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학습모델구축
을 위해 필요한 기반이론 및 해외대학 사례, 전문가 
FGI 내용을 바탕으로 트랜스포메이션 기반 학습모델을 
설계하였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고 모델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차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학습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LXP 단계별로 어떤 기
능을 갖춘 플랫폼이 필요한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학습
모델을 도입할 때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는 것과 외부 
기관의 플랫폼과 협업하는 것은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
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에게 적합한 과정을 추천해주는 커리큘럼 
적응형 시스템(curriculum adaptive system)은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일반적으로 학습추천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는 
협업 필터링과 관련하여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과 아
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중 어떤 방식으로 코스 추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신입생의 경우 축적된 데이터가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들에게 적합한 과정을 추천해야 할지에 대
한 검토도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리큘럼 적응형 시스템과 코스 적응형 시스템

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여 활용하
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차원에서 데이터 마트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조직
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분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여 체
계적으로 학습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코스 적응형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과 
중 모듈 단위 개발에 적합한 교과목을 분석하여 교과목
별 지식 맵을 만들고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계획 수립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적응형 학습모델을 구현하기 위
해서는 알고리즘이 부족하거나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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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경우에는 제대로 구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데이터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한 
후, 데이터의 양과 질을 순차적으로 높여 나가는 전략
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모델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시스템 내에 작동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요
소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및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
어, 대학에서의 핵심역량 및 전공역량과 관련하여 실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기업
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업그레이
드하면서 관련된 커리큘럼이나 교과목을 개발하여 학
생들이 맞춤형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
는 체제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졸업생들의 취업 데이터나 학교와 유관된 기업의 데이
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육의 
요구를 파악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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