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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격교육에서 콘텐츠는 교육내용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 품질관리는 궁극
적으로 원격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시작이라 하겠다. 콘텐츠 품질관리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평가도
구 개발에 집중되었다. 실제 콘텐츠 품질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콘텐츠 품질분석을 위한 평가위원이
나 콘텐츠 선정 등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본 연구는 원격교육에서 직무나 자격연수용으로 사용되는 콘텐츠 58개의 
품질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학습내용 부문의 품질이 가장 높았다. 각 부문의 요소별 품질에서는 학습내용 부문
의 학습수준과 학습내용 구성 요소의 품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교수설계 부문에서는 상호작용 요소의 품질을 
개선해서 콘텐츠의 품질을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개발자나 제공자의 입
장에서 콘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의 품질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bstract  In distance education, contents are to convey what to learn to learners, and the efficient quality 
assurance of contents is the very first step to the enhancement of distance education. Most studies of the 
quality assurance of contents have mostly centered around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tools, and few studies 
have ever focused on analysis of the quality of contents itself, since it's not easy to do that due to difficulties 
in the selection of evaluatees or of contents to be analy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quality of 58 distance education contents of on-the-job training and another training for the acquisition of 
qualifications. As a result, the contents of the learning contents segment ranked first. Among the components of 
each segment, there was room for improvement in the level of learning and learning elements in the learning 
contents segment. In terms of instructional design, the quality of interaction components should be taken to 
another level to boost the quality of contents in this segment.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give 
some suggestions about which parts of contents should be improved in quality from a perspective of contents 
developers or suppliers to enhance the overall quality of contents.

Key Words : Distance Education, Quality Assurance, Content

*교신저자 : 이원규(lee@inc.korea.ac.kr)
접수일 10년 04월 12일       수정일 10년 05월 06일       게재확정일 10년 05월 13일

1. 서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시공을 초월한 교육 기회
의 확대, 교육 접근의 용이성, 교육비용 절감의 효과성, 

자율적인 상호작용성을 바탕으로 한 원격교육이 확대되
었다[1].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교육에 대한 품질관리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원격교육에서도 교육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하



원격교육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콘텐츠 품질수준 분석

1839

여, 콘텐츠 품질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2,3]. 그러나 품질관리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양적 발전과 전망에 비해 질적 향상이나 그에 대한 노력
이 미비하다는 것이었다[4,5].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원격
교육 정착 지원을 위한 콘텐츠 품질인증제의 확대 운영
을 위해 '04년 09월 이러닝 지원체제 종합발전방안을 시
작으로, '06년 01월에 ｢이러닝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였다
[8,11]. 그리고 '06년 5월에는 이러닝 종합품질관리체제 
구축․운영 계획을 통하여 이러닝 전반의 품질관리에 주력
하였다[12]. 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추진전략에서는 원격교
육이라는 용어보다 ‘이러닝’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원격교육이 이러닝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격교육이라는 용어로 표현
하고 있으며, 국가 문서의 경우는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는 별개로 원격교육의 품질을 보
증하기 위해 민간차원에서도 원격교육에 대한 계획, 개
발, 실시 과정에서 각종 검수 및 심의회,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성과 측정 등 자체적인 품질보증 관리 도구와 체계
를 만들어 활용하게 되었다[6]. 원격교육에서 교육의 품
질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일반적으로 콘텐츠에 국한되
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원격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습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콘텐츠이므로 콘텐츠에 대한 
품질관리가 학습내용에 대한 품질관리를 의미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콘텐츠 품질평가를 위한 도구 개발, 품질관
리 시스템개발 그리고 관리 체계의 개발 등이 진행되었
다[7,10,13-15]. 또한 원격교육을 위한 콘텐츠 품질관리 
방안을 탐색하거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어떤 
형태로 콘텐츠 품질관리를 시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의 품질관리 체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
의가 진행되었다[16-19]. 즉, 많은 연구들이 콘텐츠 품질
관리 도구 개발에 집중되었으며, 개발된 도구를 토대로 
실제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개
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콘텐츠 품질관리 도구로 콘텐츠를 
평가해 보고, 원격교육 콘텐츠의 품질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평가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평가한 실증 연구는 원격교육
에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들의 품질향상
을 위해 어떤 요소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콘텐츠 품질관리 개념 및 품질관리 

방향

2.1 콘텐츠 품질관리 개념

일반적으로 품질은 최종 사용자를 위한 용어이다. 최
종 사용자들의 요구와 목적에 대한 제품의 부합(fitness)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품질이다. 즉, 특정 제품이나 서비
스가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20,29-31]와 가장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것이 품질이다[21-23]. 콘텐츠는 디지
털화된 문자나 그림, 음성, 동영상을 의미하는 미시적 개
념과 교육 및 교육지원에 활용할 목적으로 자료를 디지
털 형태로 가공하여, 오프라인, 온라인 및 모바일 환경에
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한 내용물을 의미하는 거시적 개념
이 있다. 따라서 원격교육에서 콘텐츠 품질관리는 작게는 
동영상의 프레임부터 물적 기반을 포함한 부분까지를 의
미한다. 즉, 전통적 개념의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콘텐츠
(CD 등)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반에서 상호작용성이 중
요시되며, 교수-학습을 관리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포함
한 다양한 유형의 교육정보 및 자원에 대한 품질관리를 
의미한다[11]. 이에 본 연구는 콘텐츠 품질관리를 원격교
육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디지털 자료들의 교육
적 효용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관리체계라고 
정의 한다.

2.2 원격교육용 콘텐츠 품질관리 방향

원격교육용 콘텐츠 품질관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
어 진행되고 있다. 첫째, 이러닝 산업발전법에 의해 직무
나 자격연수용 콘텐츠에 대한 우수 상품을 지원하기 위
한 것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품질평가를 통해 진
행한다[9]. 둘째,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고용보험 환급을 
위한 것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다[25]. 
셋째, K-12 및 관련 교사 교육을 위한 것으로 초ㆍ중등 
사이버 가정학습 콘텐츠와 교사연수프로그램에 의무적으
로 적용되는 품질관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수행하
고 있다[24].

3. 콘텐츠 품질관리 도구 및 현황

3.1 콘텐츠 품질관리 도구

본 연구는 콘텐츠 품질관리 도구를 국가단위에서 진행
되는 원격교육용 콘텐츠 심사에 한정하여 논하면 다음과 
같다[26]. 첫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콘텐츠 품질관리 
도구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품질평가를 4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과 관련된 ‘조직 및 
인력’, ‘품질전략’, ‘저작권’, ‘자원관리’, 그리고 ‘기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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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외부 서비스 전문가 2명
이 평가를 진행한다. 교수설계 부문은 ‘요구분석’, ‘교수
설계’, ‘상호작용’, 그리고 ‘학습지원’에 대해 교수설계 전
문가나 컨설턴트 3명이 평가를 진행한다. 학습내용 부문
은 내용전문가 2인에 의해 평가가 진행된다. 그리고 ‘평
가’와 ‘윤리성’ 부문은 교수설계 전문가나 컨설턴트 3명
과 내용 전문가 2명, 총 5명이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정
리하면 표 1과 같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품질
인증은 적/부로 시행하며, 적합의 인증 점수는 70점이다. 
그러나 각 부문에 과락을 설정하여 각 부문별로 70점이 
넘지 못하는 부문이 나오면 총점이 70점을 넘었다 하더
라도 인증을 취하한다[9].

[표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평가 관련 내용
구분 평가영역 배점 평가자

A

조직 및 인력 4

기반분야 : 2명
(NIPA & 외부전문가)

품질전략 2
저작권 적/부
자원관리 2

기술신뢰성 적/부
3

B

요구분석 6
교수설계자/컨설턴트 : 3
명

교수설계 27
상호작용 9
학습지원 2

B+C
평가 6 교수설계/컨설턴트와 

내용전문가 공통 평가윤리성 적/부
C 학습내용 39 내용전문가 : 2명

100점

둘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콘텐츠 품질관리이다. 
2009년 10월 이전에는 ‘교수설계분과’에서 교수전략, 상
호작용, 평가, 학습자원 설계, 기술 등에 대한 부분을 평가
하였으며, 5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었다[25]. 그러나 현재
는 ‘내용분과’에서 과정정보, 과정내용 그리고 수료 및 평
가에 대한 부분만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한
국직업능력개발원의 콘텐츠 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
다. 평가는 매월 2회 진행하며, 과정 당 내용분과(18개 분
야) 심사위원 3인, 교수설계분과 심사위원 2인이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개별 심사와 인터넷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는 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한
다. 그리고 적합의 경우에는 등급(A등급/B등급/C등급/D
등급)을 부여하고, 조건부 적합과 부적합의 경우에는 심
의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27]. 심사위에서 교수
설계의 구성은 2009년 10월 이전까지의 내용이며, 2009년 
10월 이후부터는 교수설계 부분을 제외하고 내용부분 만
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콘텐츠 품질관리 도구는 

표 2와 같다[28]. 

평가 영역 평가 요인 및 평가 문항 배점
요구분석 학습환경 분석 3

교수설계

학습목표 제시 5

수준별 학습 4

학습요소자료 8

화면구성 9

인터페이스 9

학습내용

학습내용 선정 15

학습내용 조직 12

학습 난이도 2

학습분량 4

교수학습전략
교수학습전략 선정 10

자기주도적 학습 전략 2

동기부여 전략 2

상호작용 학습자와 학습내용 간 6

지원체계 지원내용 선정 2

평가
평가내용선정 4

평가방법선정 2

평가도구적용 2

윤리성 윤리적 규범 적/부
저작권 저작권 적/부

[표 2] 콘텐츠 품질관리 평가도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콘텐츠 품질평가를 위해 2
명의 내용전문가와 1명의 교수설계전문가가 한 팀이 되
어 평가를 진행한다. 품질인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같이 적/부로 진행되지만, 품질인증 점수는 80점이다. 그
리고 특정 평가 영역에 대한 과락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4. 연구 방법

4.1 연구 절차 

원격교육에서 사용되는 콘텐츠의 품질수준을 분석하
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평가를 진행하
였다. 1단계는 평가도구 선정이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산
업진흥원의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은 직무 및 자격연수 콘텐츠를 평가하기 때문
에 보다 광범위하게 원격교육 콘텐츠를 품질관리하고 있
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초ㆍ중등 
원격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를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직업
능력개발원은 내용평가만을 진행하고 있다. 2단계는 콘
텐츠 선정이다. 원격교육용 콘텐츠 중, 직무 및 자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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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선정하였다. 콘텐츠는 이러닝연
합회 소속 기관들의 콘텐츠 중 무선으로 58개의 콘텐츠
를 추출하였다. 3단계는 콘텐츠 평가를 위해 18명의 평가
위원 중 4명의 평가위원을 임의 추출하여, 배정하였다. 
평가위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같이 많은 인원을 배
정하지 못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와 유사한 방법
을 선택하였다. 즉, 교수설계 전문가 2명, 내용 전문가 2
명으로 4명이 진행하였다. 그러나 교수설계 전문가 중 1
인, 내용 전문가 중 1인은 교수설계 부분과 내용 부분을 
동시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각 영역에 3명의 평가
위원이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4단계 콘텐츠 평가는 
2010년 1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다.

4.2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 방법

본 연구를 지원할 평가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교수설계 전문가는 원격교육용 콘텐츠
에 대한 설계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원격교육용 콘텐츠 
평가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내
용 전문가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
는 사람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평가위원은 연
구자들 이외에 15인이 참여하여 총 18명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는 1팀이 4명으로 구성되어 진
행하였으며, 최종 점수는 평균을 사용하였다. 콘텐츠 평
가는 웹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평가 점수를 산출하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평가도구는 콘텐츠에 대한 평
가 뿐 아니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환경에 대한 평
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원격교육의 서비
스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콘텐츠에 집중하여 평
가를 진행하였다.

4.3 자료 분석 방법

원격교육용 콘텐츠의 품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
해 보고자 한 본 연구는 SPSS PC+ 13.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각 부문별로 각 기관들의 콘텐츠 수준이 어느 정
도인지 58개의 콘텐츠를 분석하였다.

둘째, 각 부문에서 각 요소별로 콘텐츠의 수준을 분석
하였다.

5. 원격교육용 콘텐츠 품질분석

5.1 각 콘텐츠 별 품질분석 결과

원격교육용 콘텐츠의 품질을 분석한 결과, 학습내용 
부문의 품질이 81.2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가 부문의 
품질 점수는 79.89점, 교수설계 부문의 품질 점수가 
76.06점 순으로 나타났다. 각 콘텐츠별 학습내용 부문의 
품질분석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학습내용 부문의 품질이 가장 높은 콘텐츠는 92.05점, 
최저는 59.83점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인증 점수인 70점이 넘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58개 중 4개는 70점 이하로 
나타났다.

[그림 1] 각 콘텐츠 별 학습내용 부문의 품질분석 점수

[그림 2] 각 콘텐츠 별 평가 부문의 품질분석 점수

평가 부문의 품질분석 점수는 그림 2와 같으며, 평가 
부문 품질점수의 최대는 93.33점, 최저는 54.44점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인증 점수인 70점 이하는 5개의 콘텐츠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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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각 콘텐츠별 교수설계 부문의 품질분석 점수

교수설계 부문의 품질분석 점수는 그림 3과 같이 최대
는 90.91점, 최저는 45.68점이다. 교수설계 부문에서는 10
개의 콘텐츠가 인증 점수인 70점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70점을 기준으로 인증을 
진행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70점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평균 70점 보다는 각 영역의 점수가 70이 넘
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내용, 평가 그리고 교수설계 부문
에 대한 품질분석 결과, 모든 부문에서 70점을 넘는 콘텐
츠는 45개 나타났으며, 13개의 콘텐츠가 인증 점수보다 
낮게 나타나 77.59%의 인증률을 나타내었다.

5.2 부문별 구성요소의 품질분석 결과

각 부문별로 구성요소들의 품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먼저 학습내용 부문 구성요소들의 품질 분석 결
과, 학습목표는 83.05로 가장 높은 품질을 나타내었고, 학
습수준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요소가 80.20으
로 다른 요소들에 비하여 낮은 품질을 나타내었다. 

[그림 4] 학습내용 부문의 요소별 품질 점수

평가 부문의 품질분석 결과는 그림 5와 같이, ‘평가내
용’이 81.46으로 77.80을 나타낸 ‘평가방법’이나 75.68을 

나타낸 ‘평가도구’에 비하여 높은 품질을 유지하였다. 교
수설계 부문의 품질분석 결과는 그림 6과 같으며, ‘학습
자료’ 요소가 79.60으로 가장 높은 품질을 나타내었고, 
‘교수학습전략’ 요소가 78.48, ‘인터페이스’ 요소가 78.07, 
‘화면구성’이 76.93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요구분석의 
‘학습환경분석’ 요소는 70.06으로 가장 낮은 품질을 나타
내었고, ‘교수자분석’은 72.50, ‘상호작용’이 72.66의 순
으로 낮은 품질을 보였다.

[그림 5] 평가 부문의 요소별 품질 점수

[그림 6] 교수설계 부문의 요소별 품질 점수

즉, 원격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요구분석이 무엇보
다 중요한 요소일 수 있으나, 현재 원격교육용 콘텐츠는 
요구분석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격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호작용’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콘텐츠만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원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호작용 부분을 더 강
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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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원격교육은 교육내용을 담고 있는 콘텐츠, 콘텐츠를 
학습자들과 연결시키는 솔루션, 그리고 교육을 원활히 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콘텐츠는 교육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콘텐
츠의 품질은 직간접적으로 학습자의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원격교육에서 사용되는 콘
텐츠의 품질을 분석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
해 콘텐츠의 어떤 요소 품질을 개선해야 하는 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총 58개의 원격교육 콘텐츠 품질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학습내용 부문의 품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 교수설계 부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내용 부문
은 전문적인 분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격교육의 
교재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부문에서 인증점수인 70
점에 미치지 못한 콘텐츠들이 있다는 것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기술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들 
콘텐츠에 대한 개선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둘째, 각 부문별로 어떤 요소들의 품질이 낮은지를 분
석한 결과, 학습내용 부문에서는 ‘학습수준’이나 ‘학습내
용 구성’ 요소가 낮은 품질을 나타내었다. 학습수준은 학
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내용 및 방법을 적절히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품질이며, 학습내용 구성은 학습
내용이 학습목표 및 평가와 연계된 구성인지, 학습내용과 
부합하는 학습활동이나 과제물 등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
리고 학습내용이 주제별 단락구성, 단락 간 연계성 등을 
통해 구조화 되어 있는지에 대한 품질을 의미한다[9]. 즉, 
내용 부문에서 콘텐츠들은 평가와의 연계나 해당 내용에 
대한 방법, 구조화 등에서 낮은 품질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평가 부문은 세 요소 모두 유사한 수준의 품질을 나타
내었다. 반면에 교수설계 부문은 요구분석에서 낮은 품질
을 보임으로써 실제 면대면 교육과는 달리 학습자나 학
습환경, 교수자에 대한 분석이 정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확한 분석 없이 콘텐츠 개발이 이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상호작용은 원격교
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임에
도 불구하고[32,33] 낮은 품질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원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는 먼저 학습자나 내용 그리고 교수자에 대한 철저한 사
전 분석과 더불어 학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부분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설계 부문은 사용자들의 교육내용에 대한 접
근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학습내용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지원적인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콘
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원격교육에서 콘텐츠는 학습내용을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개발자
나 제공자의 입장에서 콘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 어떤 부분의 품질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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