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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대학이러닝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특히 글로벌 유수 대학을 중심으로 한 MOOCs 서비스의 확산은 

국내 대학이러닝에도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촉진하고 있다. 급변하는 이러닝 환경 속에서 대학이러닝은 MOOCs를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 것인지 융복합적인 관점에서 발전방안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MOOCs를 기반으로 대학이러닝의 융복합적인 발전방안을 개념적 틀과 함께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대학이러닝 및 MOOCs 관련 문헌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대학이러닝을 둘러싼 SWOT 분석, 대학이러닝지원센터 관

련자 대상 설문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MOOCs의 특성을 반영한 ‘개방형 고등교육 강좌 서비스’, ‘교

수학습 큐레이션 서비스’, ‘교수학습 프랙티스 서비스’, ‘창의적 교수학습 방법 개발 및 공유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의 교육용 플랫폼 지원 서비스’ 등의 이슈를 융복합적으로 통합한 안을 도출하였고, MOOCs 기반으로 한 융복합적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이러닝의 도약적 발전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고, 아울러 국내 

MOOCs의 도입과 적용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이러닝, 한국형 무크, 무크, 융복합, 대학이러닝, 스마트러닝

Abstract  Nowadays, within the paradigm shift of e-learning, MOOCs service has been expanded among a 
number of global leading universities and this has affected our domestic universities’ e-learning to look for 
different possibilities and new challenges. In consideration of our domestic educational condition, it is required 
to contemplate how university e-learning can be changed and developed with focus on MOOCs from the 
perspective of convergence development. This study suggests plans for convergence development in university 
e-learning based on MOOCs with conceptual model. We conducted the studies on relevant literature of 
university e-learning and MOOCs, expert consultation, SWOT analysis, survey for those involved of e-learning 
centers, etc. Through this process, we developed a final plan which integrates ‘open advanced education course 
service’, ‘teaching and learning curation service’, ‘teaching and learning practice service’, ‘creative teaching and 
instruction method development and sharing service’, and ‘cloud based educational platform support service’, etc 
with the perspective of convergence development. Also we designed convergence development plan based on 
MOOCs. It is assumed tha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provides advanced plans for development of university 
e-learning and  the base for further discussion of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MOOCs service in domest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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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의 환경 변화는 학 

교육의 획기 인 변신과 도 을 야기 시키고 있다. 스마

트미디어의 발달과 확산은 스마트미디어를 활용한 스마

트 교육의 실 을 가시화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편리성

과 보편화로 2014년엔  세계 인구의 63.5%인 45억 5천

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것으로 망되고, 이는 매년 지

속 인 성장을 할 것으로 상된다[1]. 인터넷의 향력

이 확 되면서 콘텐츠(C)- 랫폼(P)-네트워크(N)-디바

이스(D) 생태계가 두되어 스마트폰을 심으로 TV, 

태블릿, 웨어러블 컴퓨터 등 인터넷 연결기기와 서비스

가 폭발 으로 증가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2]. 인터넷

의 보 이 이러닝의 확산을 가져왔듯이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폭발 인 발달은 새로운 차원의 교육 실 을 요

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습 솔루션에도 변화를 가

져와, 온라인화에서 상호작용  시뮬 이션, 다시 블랜디

드 러닝으로 진화해 최근 력학습과 소셜러닝 심의 

학습으로 풍부한 매체와 자료를 리하고 맞춤화하기 

한 커뮤니티 심의 정보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3]. 즉, 학습의 솔루션은 온라인을 통해 형

식화된 형식지의 내용을 달해 주기보다 커뮤니티를 

심으로 방 한 정보와 자료 속에서 유의미한 지식을 창

출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암묵지 심의 비형식 학습을 

한 지원 서비스, 포탈 시스템으로의 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변화와 더불어 MOOCs 

(Massive Open Online Courses)는 학이러닝 비 의 

요한 터닝 포인트로 부상하 다. MOOCs는 2012년 이

후 부상된 원격교육의 진화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소셜 

네트워크의 연결, 각 분야 유명한 문가의 참여,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자원의 수집을 통합해 놓은 것으로, 학

습목 , 선수학습지식, 공통의 심사에 의해  세계에

서 자발 으로 참여하는 수천 명 학생의 능동  참여로 

구축되었다[4]. 하버드 학을 심으로 하는 edX, 스탠

포드 학을 심으로 하는 Udacity, Coursera 등이 표

 기 으로, 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십 개의 학들이 

참여하여 수백 개의 다양한 강좌를 여러 나라 언어로 양

질의 로세스를 통해 제공하여  세계 학습자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폭발 으로 성장하고 있다. 

MOOCs는 재 미국과 외국의 아이비리그나 상  그룹

의 학들에서 주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고, MOOCs 개

발과 운 에 한 연구 지원 을 확산하는 등 폭 인 

지원과 심이 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기

존 온오 라인 고등교육 기 들의 교육 운 과 형태에 

도  변화를 재고하도록 진하고 있다[5]. 실제 독일, 

국, 호주, 일본 등이 각국에 맞는 자국형 MOOCs를 개

발해 운 하려는 시도가 차 확산되고 있다. MOOCs를 

비롯한 이러한 학을 둘러싼 내외  교육환경의 변화

는 지 까지 오 라인 교육의 보조  수단 정도로 운용

되어 온 학이러닝의 신 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MOOCs의 확산 가속화는 국내 학이러닝의 존립 

 국내 학 경쟁력에도 직결됨으로 MOOCs에 소극

으로 응하기 보다는 한국 학이러닝 환경의 맥락  

특성에 맞는 한국형 MOOCs의 재개념화가 필요하며, 

MOOCs의 도 을 한국 학이러닝의 발 의 기회로 바

꾸기 해서는 MOOCs에 기반한 향 인 학이러닝 

발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 MOOCs에 

한 연구는 부분 MOOCs의 개념  가능성 등과 같

은 의미 악에 한 연구가 부분이고, 국내 도입을 

한 설계요소를 탐색하는 미시  수 에 그치고 있다

[6,7,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이러닝의 도  신인 

MOOCs를 비롯하여 학이러닝과 련된 IT  교육  

이슈를 도출해보고, 이러한 이슈들을 학이러닝의 도약

 발 을 해 어떻게 수용하고 발 시켜 나아가야 할

지를 융복합  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해 

이러닝의 큰 트 드로 부상하고 있는 MOOCs를 발 방

안의 심으로 하여 이러닝과 련한 주요 IT  교육  

이슈들을 학교육에 어떻게 연계 융복합하여 구축할지 

탐색하기 해, 문헌연구, 문가 자문, SWOT 분석, 설

문분석 등을 체계 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국내 학이러닝을 둘러싼 도  이슈와 재 국내외  

이러닝 황을 분석 으로 인식하고, 주요 이슈들을 융

복합 으로 통합한 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다

소 근시안 이고 단편 이었던 한국 학이러닝의 거시

이고도 연계 인 비 과 략을 탐색하기 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형 MOOCs의 도입  구축에 한 신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학이러닝 패러다임 환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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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이러닝과 관련된 최신 이슈

2.1 MOOCs

MOOCs는 개방된 체제의 무료 수강 선택, 공개 으로 

공유된 커리큘럼, 제약을 두지 않는 산출물로 된 온라인 

코스이다. MOOCs는 학습 목 , 선행지식  기술, 공통

된 심에 따라 학습 참여를 자율 으로 조직된 학습자

에 의해 수립한다. MOOCs는 일반 으로 수강료가 없고, 

심과 인터넷 근성 외엔 다른 제조건이 없으며, 참

여에 해 미리 정의된 기 가 없고, 형식  인정도 없다

[4]. MOOCs는 웹을 통한 무제한  참여와 개방  근

을 목 으로 한다. 비디오나 유인물, 문제집이 보충자료

가 되는 기존의 수업들과는 달리, MOOCs는 학생과 교

수, 조교들을 한 커뮤니티 형성을 돕기 하여 상호작

용  사용자 포럼을 제공한다[9]. 

MOOCs는 지난 2, 3년 부터 탄력이 붙어 진행되어 

온 상으로, MOOCs는 소셜 네트워킹의 속성, 이 분

야에서 정평 있는 문가의 진, 무료로 근 가능한 온

라인 자원 수집의 통합이다[5]. MOOCs는 코스에 해 

어떠한 제조건도 없이 유명한 문가의 발표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은 설정된 시간에 정규 수

업으로 정해진 수업계획에 따라 MOOCs를 진행한다. 학

생들은 주차별 과제, 온라인 자료, 온라인 읽을거리 목록, 

실행 문제, 간  기말 시험 등을 수행하며 동 상 강

의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수업 참여에 해 미리 규정된 

바는 없고, 학생들은 그들의 희망과 진도에 따라 더 많이 

혹은 더 게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10]. 

모든 MOOCs는 내  다양성, 내  다 성, 이웃의 

심, 분권  통제라는 네 가지 유사한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MOOCs의 학생들은  세계 으로 다양한 나이와 

성별을 가지고 분산되어 있고, 어권이 아니어도 공통

의 언어로 상호작용하고, 공통의 심사에 해 아이디

어를 공유한다. MOOCs는  세계 학습자들이 이웃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MOOCs 형식을 갖췄다. 지식은 사

회  환경 속에서 학습자간 업, 상호작용, 커뮤니 이

션의 과정을 통해 실행되면서 온 히 사회화 된다. 분권

 통제의 의미는 집 된 코디네이터 는 퍼실리테이터

가 있지만 최종 으로 참여자들이 스스로 주제들을 토론

하고 제언하며 진행한다는 것이다. 한편  다른 공통  

특성인 연결성에 의해 지식은 분배된다. 학습은 이 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활용하는 학습자의 능력으로 진행

된다[11]. 표 인 MOOCs의 기 은 Coursera, Udacity, 

edX, Udemy 등이 있다. 이들 기 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

음 <Table 1>과 같다[12].

Initiatives Introduction
For 

profit

Certification 

fee

Institution 

credits

Coursera

An educational company 

founded by two stanford 

professors in April 2012

◌ ◌ Partially

Udacity

A start-up founded by 

Stanford professors offering 

free courses in partnership 

with colleges and professors

◌ ◌ Partially

edX

A joint partnership betwee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 e c hno l o gy (MIT) a nd 

Harvard in December 2011

× ◌ ×

Udemy
A learning platform founded 

by investors
◌ ◌ Partially

(Source:Yuan, L., &  Powell, S., 2013)

<Table 1> Main xMOOC 

한편, Yuan & Powell(2013)은 MOOCs를 비형식 으

로 개발된 네트워크로, 연결주의(connectivism)에 근거

해 학습하는 연결주의자들의 cMOOC과 좀 더 행동주의

자 근을 따르는 콘텐츠 기반의 MOOCs인 xMOOC으

로 구분하고 있다[12]. xMOOC은 풍부한 테크놀로지 기

반의 통 인 교사 심 수업이 이루어지지만[13], 

cMOOC은 학습자들이 상호 학습할 수 있는 학습자 심 

교육으로 근하도록 비 형  형식에 한 다양한 기회

를 제공한다. xMOOCs는 다시 Coursera나 Udacity와 같

은 이윤을 추구하는 서비스와 MIT와 같이 양질의 이윤

을 추구하지 않는 다른 목 을 가진 두 가지 모델로 발

할 것이다[12]. xMOOC과 cMOOC의 특징을 구분하면 

다음 <Table 2>와 같다[14].

xMOOCs cMOOCs

Scalability of provision Massive Community and connections

Open access - Restricted 

License
Open Open access & licence

Individual learning in single 

platform
Online

Networked learning across 

multiple platform and services

Acquire a curriculum of 

knowledge & skills
Course

Develop shared practice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Source:Yuan, L., Powell, S. & Oliver, B., 2014)

<Table 2> MOOC Typ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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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MOOCs가 고등교육에 주는 시사 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Yuan, Powell & Oliver(2014)는 

MOOCs가 학교육에 주는 시사 을 다음과 같은 몇 가

지로 제시하고 있다[14]. 우선 커리큘럼, 학습, 평가, 랫

폼의 개방성이다. 이러한 개방성은 온라인 학습의 질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어 교수학습에 좀 더 의미 있는 

참여를 진시킬 수 있다. 한편, 학교육에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 자  제공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MOOCs의 속한 개발로 

인한 새로운 교육 달 모델의 출 은 학교육기 이 

새로운 공 자로서 변화와 개발의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다양한 집단의 학습자들에게 개방성과 근성을 허용하

면서 새로운 교육  랙티스와 비즈니스 모델, 융통성 

있는 학습 경로 등에 해 신 이고 창조 인 개발이 

요구될 것이다.

2.2 빅데이터 기반 교수학습 큐레이션 

최근 SNS에 힘입어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가 생산 유

통되고 있으나 데이터들이 제 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분석하고 리하기 한 디지털 큐 이션 연구가 

활발하다[15]. 큐 이션이란 본래 미술 작품이나 술 작

품의 수집과 보 , 시하는 일을 지칭하는 용어 으나 

오늘날에는 정보 련 분야에서 수집, 구성, 질  단과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일컫는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16]. 

국의 DCC(2014)는 ‘디지털 큐 이션이란 디지털 자원

을 제공, 보존, 수집, 아카이빙하는 것으로 장래에 이용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를 유지하고 가치를 부여하

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17]. 정보의 과잉시 를 맞

이하여 정보를 만드는 능력에서 정보를 편집하는 능력으

로 강조 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Willis(2012)는 이러

닝과 련하여 교육훈련가의 역할이 교육과정이나 콘텐

츠를 개발하는 것에서 콘텐츠를 모으고, 조직하고, 검토

하고, 필터링하는 콘텐츠 큐 이터로서의 역할로 변화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18].  

본 연구에서는 OER과 MOOCs의 활성화로 인해 우수

한 량의 교육용 콘텐츠 개방 시 를 맞이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효과 으로 수집하고 필터링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교수학습 큐 이션 시스템이 요구됨을 주요 이슈로 

선정하 다. 교수학습 큐 이션 시스템은 큐 이션 역량 

연구[19]와 기존의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등을 토 로 하

는 역량 기반 시스템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 

큐 이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콘텐츠의 재생산

과 유통 뿐 아니라 교수자와 학습자의 큐 이션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2.3 대학 디지털 교재 개발 및 창의적 

    교수학습 모형

국내의 경우 디지털 정보 형태로 가공 장한 출 물

인 자책의 교육  활용은 2007년 교육인 자원부의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 략’과 함께 발 하 으며

[20], 2011년 ‘스마트교육 추진 략 실행계획’으로 더욱 

추진력을 갖게 되었다[21]. 미국의 경우 애 이 2012년 

iBooks 2를 발표하며 자책에 상호작용 기능을 포함한 

교육용 자책 사업에 진출하 으며, 구 도 2012년 

이북스를 발표하 다[22]. 디지털 교재와 련하여 하

드웨어와 소 트웨어 기술, 랫폼은 빠르게 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활성화 수 에는 이르지 못하 고, 

재 등교육 장을 제외하고는 디지털 교재의 활용은 

미비하며 특히 학 교육에서 활용된 사례는 매우 미비

하다[23]. 이수경, 오 훈, 변숙 (2013)은 스마트러닝 활

성화  효과  활용을 한 시범운  연구에서 스마트

러닝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 다[24]. 유형1은 스마트 

디바이스 용 훈련, 유형2은 스마트 디바이스 병행 훈

련, 유형3은 멀티미디어 북 기반 훈련, 유형4은 랫폼 기

반 유형으로 구분하 다. 스마트러닝의 한 유형으로서 

자책 기반의 스마트러닝 유형을 주요한 차세  유형으

로 분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등 디지털 교과서와 학교육 디지털 교재 연계 추진

을 통한 자책 변확  략은 다소 침체되어 있는 국

내 자책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등 교

육과 연속성 있는 학교육으로, 교육의 효율성이 증

될 것으로 기 된다. 

한편, 학교육의 신을 해 다양한 교수학습모형을 

개발하고 용하기 한 노력이 국내 학 교수학습센터

를 심으로 활발하게 개되어 왔다. 최근 기존의 블랜

디드 러닝의 수업형태에 선행학습 개념을 도입하여 교실 

수업에 앞서 해당 수업 내용을 동 상 자료를 활용하여 

미리 학습하고 수업시간에는 로젝트 학습이나 심화 보

충학습을 진행하는 립러닝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

다[25]. MOOCs 활성화로 인하여 량의 우수한 교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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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효과 으로 학 교육에 활용하기 해서는 새

로운 형태의 교수학습모형의 발굴과 공유가 필요하다. 

Hamdan et al.(2014)은 립러닝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주요 사항으로 유연한 환경, 학습문화의 변화, 의도

된 내용, 문성을 갖춘 교사를 제시하 는데[26], 이는 

창의 인 교수학습모형 개발의 요소로서 한국형 MOOCs 구

축의 성공 요인이기도 하다.

2.4 CoP를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 프랙티스 

공유: e-CoTP/ e-CoLP

이러닝의 미래에 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학습 솔루

션의 진화를 측할 때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  하

나가 비형식 학습(informal learning)이다[3,27,28]. 이러

닝은 학습 내용을 단순히 효율 으로 달하기 한 기

제에서 블랜디드 러닝을 통해 학습 효용성을 높일 수 있

는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다. 나아가 최근에는 커뮤니티 

심의 력을 통해 실존  문제에 한 문제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랙티스를 창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향

으로 교수학습 패러다임이 환되고 있다. 랙티스를 

창출  공유하기 한 온라인상의 CoP(Communities of 

Practice)에 한 활용이 부각되고 있다. CoP 즉, 실행공

동체란 신뢰에 기반을 둔 문가 집단으로 공통의 심

과 목 을 가지고 비형식 이고 창조 인 방법을 통해 

구성원간 꾸 히 상호작용을 하여 서로의 이해와 지식을 

깊이 있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단으로, 새로

운   방법으로 지식을 공유하는 집단이다[29].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학습의 향력 

증 로 ‘학습’이 일상화되고, 실존  실에 맥락화되고 

있다. 정규화된 교육과정  교과를 통한 지식의 달보

다는 넘쳐나는 자원  정보 속에서 풍부한 소셜 네트워

크를 활용해 커뮤니티를 이루고 력함으로써, 살아 움

직이는 방식으로 랙티스를 공유하고 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형식 학습이 장에서 보다 유의미하다.  기업 교

육의 사례로 볼 때, 기업 학습의 80% 이상이 OJT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신세 는 자신의 업무환경 속에서 필

요한 지식을 즉각 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

며, 특정 기술(Know-how)보다 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Know-where)이 더 요하고, 무엇보다 속

한 환경 변화  정보의 변화에 응하기 해 비형식 학

습이 요해 지고 있다[30]. 이러한 비형식 학습의 요

성은 학 교육 장에도 동일하게 용될 수 있다. 교수

들의 교육 역량 강화와 학생의 학습 역량 제고를 해서

는 넘쳐나는 정보  매체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

을 찾고, 자신의 수업  학습에 용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  학습 방법별로 수업 장에서 활용 

가능한 티칭 노하우 등을 공유  용하여 실질 인 수

업의 질을 개선하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아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 교수학습자원시스템 

내에 공통의 심사  목 을 가진 교수자의 실행공동

체인 이른바 e-CoTP(electronic Communities of Teaching 

Practice)와 학습자의 실행공동체인 즉, e-CoLP 

(electronic Communities of Learning Practice)를 구축하

고, 비형식  학습을 진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한 커뮤

니 이션, 업이 가능한 다양한 학습 지원 도구 등이 지

원되는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5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플랫폼

‘e-Learning’ 조사결과에서 미국의 40% 이상이 재

의 LMS를 교체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는데 LMS가 훈련 

로그램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리자를 한 고  분석(65.75%), 

이북 퍼블리싱과 개발(60%), 팟캐스 (57.1 %), 오디오/

비디오/이미지 편집(51.4%), 스카이  연동(48.5%), 

SMS 기능(48.5%), 검색엔진 최 화 기능(40%)을 꼽았

다. 국내의 LMS도 모바일 학습, 소셜러닝을 지원할 수 

있는 랫폼에 한 요구 등 기존 LMS 한계에 한 지

이 많다. 블랜디드 수업을 포함한 일반 오 라인 수업

에서도 다양한 교수학습자원 활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SNS, 애 리 이션이나 다양한 공동 작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로그램과 연동할 수 있고, 실시간 상

호작용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랫폼이 요구된다.  

이상에서 탐색한 학이러닝을 둘러싼 최신 이슈들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SMART 러닝 정책[21]과 연계

하여 등 교육의 연속성 확보, 정부의 방침과 맥락을 

같이하는 측면에서 학이러닝 발 방안의 기본 임

웍을 마련하면 다음 [Fig. 1]과 같이 표 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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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ve main Issues of e-learning in the Univ.

3. 연구방법

3.1 연구절차 및 방법

본 연구를 해 우선, 문헌연구, 존자료 분석  

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학이러닝과 련된 이러닝의 최

신 이슈를 분석하고 각 이슈들의 학이러닝에 한 시

사 을 도출하 다. 문헌연구는 기존 학이러닝 발  

방안 연구와 련된 선행 연구, 각 이슈별 문헌 등을 조

사 분석하 고, 문가 자문회의는 2013년 3월 22일 교육

부, 학이러닝지원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교육공학 문가 등 이러닝 련자들을 

상으로 학이러닝의 발 방안과 이슈에 해 의견을 수

렴하 다. 두 번째, 학이러닝을 둘러싼 트 드  이슈

들을 학 내/외, 이러닝, 교수자, 학습자 등으로 구분하

여 SWOT 분석을 하 다. 이를 통해 학의  상황과 

기를 기회로 바꿀 략들을 분석하 다. 세 번째, 

SWOT 분석과 함께 도출된 이러닝 최신 이슈에 해 

학이러닝의 주요 련자인 10개 권역 학이러닝지원센

터 련자들에게 이슈와 련되어 지원요소  추진 략 

등에 해 설문조사하 다. 설문조사는 2013년 6월 11일

부터 10일간 이메일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실시되었다. 

네 번째, 문헌연구, 자문회의, SWOT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이슈와 략들을 종합 분석하여 MOOCs에 

기반한 학이러닝의 융복합  발 방안 도출하 다.

3.2 연구대상

도출된 학이러닝의 이슈에 해 주요 련자의 의

견을 수렴하기 해 국 학이러닝지원센터 련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다. 국 학이러닝지원센터

는 교육부에서 학의 이러닝 지원  발 을 해 국

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마다 주 기 을 설

립해서 2003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학이

러닝 발 의 주체이자 책임기 으로서 이들 기 에 한 

의견 수렴은 학이러닝을 추진할 주체들의 표의견 수

렴이라 할 수 있다. 설문 응답은 총 27명으로, 10개 권역 

모두 1명 이상 참여하 고, 직 은 센터장부터 행정지원

까지 골고루 참여하여 학이러닝지원센터 구성원들의 

체 의견을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연구도구 및 분석

학이러닝지원센터의 의견 수렴을 한 설문은 도출

된 각 이슈별로 주요하게 반 되어야 하는 지원요소, 우

선 으로 필요한 추진 략, 학이러닝지원센터의 참여 

 역할 등에 해 우선순  응답을 하도록 하 고 기타 

제언을 수렴하 다. 각 이슈에 해서는 응답자의 이해

를 높이기 해 설문 앞부분에 각 이슈에 한 정의와 설

명을 안내하 다. 설문지는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교

육공학자인 연구진이 개발한 것을 교육공학 문가 1인, 

학이러닝지원센터 실무자 2인 등의 검토를 거쳐 안면

타당도를 확보하 고, 최종 으로 확보된 신뢰도 

Cronbach � 값은 .81로 매우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

석, 다 응답분석, 우선순 분석, 신뢰도분석을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4.1 대학이러닝 SWOT 분석

국내 학이러닝을 둘러싼 국내외  학내외의 상

황과 트 드를 바탕으로 SWOT 분석을 실시하 다. 

학 내 인 요인으로서 학이러닝의 강 요인과 약 요

인을, 학 외 인 요인으로서 등, 기업, 평생교육 등

의 이러닝과 련한 기회요인과 요인 등을 제시하

으며, 각 요인은 이러닝의 차원과 교수자의 차원, 학습자

의 차원으로 을 나 어서 분석하 다. SWOT 분석

을 바탕으로 강 기회 략, 약 기회 략, 강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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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략을 제시하 다. 각 SWOT 요소와 략요소

들은 이슈 분석을 해 이론  배경에서 제시된 5가지 이

슈에 따라 Self-directed 교육기회의 확장과 련된 요소

는 S로, Motivated 교육방법의 확장과 련된 요소는 M

으로, Adaptive 교육역량 요소는 A로, Relationship 교육

계성 확장 요소는 R로, Technology embedded 교육공

간 요소는 T로 표시하여 분석하 다.

4.1.1 SWOT 분석

1) 학이러닝의 SWOT 분석

학이러닝 SWOT 분석은 우선, 학이러닝의 차원

을 이러닝, 교수자, 학습자로 구분하고, 이에 해 학내 

에서 학이러닝의 강 요인(S)과 약 요인(W)을, 

학외 에서 등, 기업, 평생교육의 기회요인(O)

과 요인(T)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우선, 이러닝 차원에서의 강 요인(S)은 권역별 학

이러닝의 체계 기구축(R1), KOCW와의 연계 내실화(S1), 

공동 개발  운  인 확보된 콘텐츠(S2), 군· 지역산학

력, 학간 학  교류 등의 성과 축 (R2)이다. 약 요

인(W)은 부정 인 이러닝 인식(M3), LMS의 낙후화

(T1), 콘텐츠 질 리 체계 미흡(A1), 질보다 양 주의 

이러닝 련 학정보공시(A2), 교육부 평가 정책으로 

인한 학간 이러닝 개발  운  노하우 공유 미흡(R5), 

교양 주의 내용 달식 튜토리얼 심의 콘텐츠 다수

(M4), 다양한 이러닝 수업방식에 한 심과 노력 부족

(M5)이다. 기회요인(O)은 MOOCs 확 로 인한 고등교

육 이러닝 신 요구(S5), 스마트폰  디바이스의 속 

발발  보 으로 스마트러닝 인 라 증 (T2), 고등교

육 교수학습방법에 한 변화 요구(M9), 공익을 추구하

는 양질의 무료 강의 확산으로 학 교육의 변화에 한 

기  확산(S6), 성인교육, 평생교육에 한 학이러닝 

참여 요구(S7), 로벌 이러닝 사업에 한 학이러닝 

참여 요구 확 (S8), 로벌 고등교육시장 진출(S9), 

비 학생, 조기취업자, 졸업생을 한 과정에 한 요구 

확 (S10), 재능기부, 지식나눔 등 공개, 공유 문화 활성

화(S11), 교육기회 확장으로 인한 교육 상군 확 (S12), 

스마트러닝을 한 새로운 랫폼에 한 지속  요구

(T3), 학교육에서 보다 문성  실무역량을 강화하

는 교육에 한 요구 증 (R6, M10)이다. 요인(T)은 

질 높은 공개강좌의 로벌 시장 개방으로 인한 고등교

육 경쟁 치열(S17), 효과 , 효율  온라인 강좌를 한 

교수학습모형  랫폼 미흡(T4, M12), 학 학  외에 

다양화되고 문화된 역량 인증제도 추진(S18), 학교

주의 형식화 교육에서 다양한 인증체계의 비형식화 교육

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고등교육체계 변화(S19)로 

분석될 수 있다. 

둘째, 교수자 차원에서의 강 요인(S)은 이러닝 개발 

 참여 경험 교수자의 증가(R3), 스마트폰 보  일반화

로 스마트러닝 운  가능(M1)이다. 약 요인(W)은 

MOOCs 등 국제 고등교육 경쟁체계의 변화에 한 인식 

부족(S4), 교수간, 학문간, 학간 력 역량  경험 부

족(R6), 튜토리얼 이러닝에 익숙하여 새로운 이러닝 교

수학습 모형에 필요성에 한 인식 부족(M6)이다. 기회

요인(O)은 학간, 국가 간 이러닝 공동 개발  활용에 

한 기회 확 (S13), 개인화, 모듈화, 지능화, 모바일화 

시스템으로 인한 이러닝 운   오 라인 수업, 블랜디

드 등 수업의 다양성 확 (M11)이다. 요인(T)은 우

수 공개 수업과의 경쟁(A4), 새로운 랫폼에 한 지속

인 학습  응 요구(A5, T5)이다. 

셋째, 학습자 차원에서의 강 요인(S)은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이러닝 수강경험 풍부로 이러닝 친숙(R4), 

스마트폰의 보  일반화로 스마트러닝 참여에 정

(M2), 유튜 나 TED 등의 open 강의 경험 풍부  마인

드 정 (S3)이다. 약 요인(W)은 일방  달식 이러

닝 콘텐츠에 익숙(M7), 학습자 주도 인 교수학습에 

한 참여 경험 부족  인식 부족(M8)이다. 기회요인(O)

은 이용자 심의 지식정보 공유 력 체제에 참여 가능

성 확 (R7), 양질의 무료 교육자료 활용으로 인한 학습 

선택권 확 (S14,A3), 지역차, 계층차로 인한 교육소외 

극복 가능(S15), 일과 학업 병행 가능성의 확 (S16)이

다. 요인(T)은 문분야 인증에 한 추가 인 학습

에 한 요구 증 (S20), 인 라와 스마트기기에 한 지

속 인 업데이트 요구(T6), 평생학습사회에서 생존하기 

한 지속 인 자기계발 필요(A6)로 분석되었다. 

2) 학이러닝의 SWOT 분석에 따른 략

학이러닝 SWOT 분석에 따른 략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SO 략은 공유

형 학이러닝 수익 모델 개발 략 마련(헤드헌  연계, 

리미엄 유료 서비스 특화 제공, 수료시 리펀드제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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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소속 학과의 학 교류 활성화) (S21), 이러닝 우수 

교수자의 소속학과 소속 학 경계 밖 오 마켓 랫폼 

구축(융합형 과정개발 진을 한 랫폼으로 활

용)(T7), 공익성을 띤 양질의 강의 무료 제공을 통해 교

육기회 확   고등 이러닝 활용의 변 확 (S22) 등이

다. 둘째, WO 략은 낙후된 LMS를 단기간에 검증된 표

화된 차세  랫폼으로 선진화 추진(T8), 콘텐츠 

심이 아닌 다양한 운  략 심의 이러닝 패러다임 

환 략(카이스트 2.0, 립러닝 등)(M13), 다양한 교육기

에서 이미 기 개발되어 질 검증을 거친 장 심형 콘

텐츠의 커스터마이징을 통한 학 콘텐츠의 다양화 추진

(A7), 콘텐츠 뿐 아니라 기업  장 경험자를 튜터로 

활용하여 실시간 조언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랫폼과 

운  지원(R9), 이러닝 콘텐츠  운  략 다양화로 맞

춤형으로 학습자의 문성  실무역량 제고(A8, M14) 

등이다. 셋째, ST 략은 학이러닝 주도의 인증제 강화 

방안 추진( 공학과 심에서 인증제 심으로 학 운

을 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공 학  취득과 인증

제 비를 별개로 비하는 교육낭비 최소화 유도)(S23), 

학이러닝의 다양한 사업  인증제 추진으로 평생교육 

차원으로 수요자를 확 하여 학이러닝의 역할 변화 모

색(S24), 지능화된 응  랫폼 개선을 통한 상자 유

입 가능성 확 (T9) 등이다. 넷째, WT 략은 국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학과의 신 인 이러닝화 추진 

략 마련(S25), MOOCs 등 공유형 이러닝 사이트의 한

국어 자막제공 사업 추진으로 한국학습자들의 학습 선택 

기회 확 (S26), 공유형 이러닝 사이트와의 약 학교 지

원 사업(S27), KOCW 활용을 보다 사용자 맞춤형으로 

개선 추진(T10), 다기능 목 에 부합할 수 있는 입체  

교수학습자원 검색체계 개선 사업(T11) 등이다.  

4.1.2 SWOT 결과의 이슈 분석

에서 살펴본 학이러닝 SWOT 분석의 결과를 바

탕으로 이론  배경에서 도출한 5가지 주요 이슈를 분석

하 다.  SWOT 분석 결과 체 분석 요소인 69개  

새로운 학이러닝의 비  제시와 련한 역인 

Self-directed 교육기회의 확장 역에 해당하는 요소가 

27개, 학이러닝의 소 트웨어  역인 Motivated 교

육방법의 확장 역의 요소는 14개, 학이러닝의 교수

자 학습자의 역량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Adaptive 교육역

량 역의 요소는 8개, 학이러닝의 랙티스 공유와 

련된 Relationship 교육 계성 확장 역의 요소는 9개, 

학이러닝의 하드웨어 인 역인 Technology embedded 

교육공간의 확장의 요소는 11개 분석되었다. 이슈 분석

을 통해 가장 많은 요구로 분석된 역이 Self-directed 

교육기회 확장 역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이러닝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을 필요로 하는 안

인 비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이

러닝의 안  개념과 비 에 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

는 이슈로써  MOOCs를 주목하고 이와 련한 학이러

닝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의 융복합  발 방안을 탐색

하고자 하 다.  

4.2 주요 이슈에 대한 설문 분석

도출된 학이러닝의 다섯 가지 주요 이슈에 해 각 

이슈를 추진하기 해 가장 요한 지원요소와 추진 

략에 해 우선순   다 응답 설문을 실시하 다. 각 

이슈별로 3순 까지의 지원요소와 추진 략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Rank Support factors Strategy

1

Management 

system and 

workforce

27.2% Integration with KOCW 26.9%

2

Establishing role 

of participating 

university and 

organization

25.9%
Develop and relate 

center’s contents
20.5%

3
Constructing 

system
24.7%

Building new smart 

education system
20.5%

<Table 3> Support factors & Strategy for

            development and activation of

           Korea MOOCs

한국형 MOOCs 구축을 해서는 체계 인 운 체계

와 문 인력의 확보가 가장 우선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MOOCs에 학  기 의 참여를 유도하기 해 

각 역할을 정립하고 운 략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한

국형 MOOCs의 추진은 기존 KOCW  기존 10개 센터 

콘텐츠와 통합연계하고, 스마트교육에 맞는 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 study about a convergence development plan of MOOCs based e-learning in univers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

Rank Support factors Strategy

1

Promoting 

development of 

model R&D

24.7%

Promoting best example 

development and 

research project

27.8%

2

Enhancing 

perception of 

textbook and 

model

23.5%
Modifying related law 

system
25.3%

3

Promoting budget 

and incentive 

policy

21.0%
Strategy for e-learning 

relationship
19.0%

<Table 4> Support factors & Strategy for developing

university digital textbook and creative

instruction and learning model

학 디지털 교재 개발  창의  교수학습모형 발굴

을 해서는 R&D를 통해 모형개발을 추진하고 교재  

모형에 한 학 구성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확산을 

한 산 확보  인센티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해 시범개발  연구사업 추진과 련법제도

의 정비 등이 요구되는 것을 나타났다.

Rank Support factors Strategy

1

Supporting original 

contents searching 

system for  teacher

21.3%
Relating reuse of 

KOCW contents
30.0%

2
Supporting tutorial 

program
20.0%

Related-constructing 

with Korean MOOCs
28.8%

3

Supporting 

reconstruction of 

original contents for 

teacher

18.8%
Relating supporting 

system of smart 

education

22.5%

Supporting 

reconstruction of 

general contents

18.8%

<Table 5> Support factors & Strategy for teaching

and learning contents curation support

system

교수학습 콘텐츠 큐 이션 지원시스템을 해서는 

KOCW 등 기존의 교수용 콘텐츠 검색 체계를 지원하고 

개인이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튜토리얼 

로그램을 지원하며, 콘텐츠의 공유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콘텐츠의 재구성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해 KOCW의 콘텐츠 재활용과 연계

하고, 한국형 MOOCs와 스마트교육지원체계와 연계하여 

구축  운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ank Support factors Strategy

1

Constructing 

university teaching 

and learning portal 

system

26.3

%

Accumulating pilot 

projects relation cases

30.8

%

2

Constructing 

teaching and 

learning knowledge 

management

22.5

%

Relating evaluation 

system of university 

23.1

%

3

Constructing 

university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DB

20.0

%

Competition for excellent 

cases

21.8

%

<Table 6> Support factors & Strategy for university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system 

based on practice and CoTP/CoLP

랙티스 심의 학 교수학습자원시스템  CoTP/ 

CoLP 구축을 해서는 학 교수학습시스템을 포털시스

템으로 구축하고, 학 교수학습의 지식경 시스템, 교수

학습자원 DB로 구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학기 평가와 연계하여 

향력을 확보하며 경진 회 등을 통해 베스트 사례를 발

굴, 확산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ank Support factors Strategy

1

Learning supporting 

platform in between 

smart devices

31.6%

Constructing system 

of new generation 

actively

24.0%

2

Availability of 

utilizing various 

smart learning types

29.1%
Introducing excellent 

system of  center
20.0%

3 Cloud based Platform 27.8%

Customizing industry 

e-learning service
18.7%

Applying upgraded 

KOCW
18.7%

<Table 7> Support factors & Strategy for developing 

educational platform for new generation 

based on Cloud service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차세  교육용 랫폼 개발

을 해서는 스마트기기간 학습지원이 가능한 랫폼이 

구축되어야 하며, 다양한 스마트러닝 유형의 활용이 가

능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랫폼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 차세  시스템의 도입을 극 

추진하거나, 기존 센터의 우수 시스템을 공용으로 도입

하여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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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이러닝지원센터 구성원

들은 스마트교육을 구 할 수 있는 차세 시스템을 도입

하여 학이러닝지원센터  KOCW 등의 기존 콘텐츠

를 극 재활용  재구성하여 국가차원의 MOOCs를 구

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한국

형 MOOCs 시스템 내에서 콘텐츠의 단순 제공만이 아니

라, 교육정보  랙티스의 공유, 교수학습의 맞춤형 지

원, 스마트 교육의 실  등이 가능한 교육시스템으로 나

아갈 수 있는 종합 인 차세  스마트 랫폼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5. MOOCs에 기반한 대학이러닝의 

   융복합적 발전방안

앞서 분석된 결과를 토 로 학이러닝의 융복합  

발  방안을 MOOCs를 기반으로 하여 개념화하면 다음 

[Fig. 2]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Fig. 2] convergence development model of

         MOOCs based e-learning in university

학이러닝의 융복합  발 방안으로서 한국형 

MOOCs는 일반 인 MOOCs들이 공통 으로 지향하는 

특성인 내  다양성, 내  다 성, 이웃의 심, 분권  

통제, 연결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학습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무료로 개방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형 MOOCs는 발  비 으로 

cMOOC 유형을 지향한다. 학습자는 정형화된 형식지를 

학습하기 보다는 학습자간 구축된 긴 한 네트워크를 통

해 상호작용하고, 업하고, 커뮤니 이션하면서 랙티

스를 공유하고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실 하

기 해 MOOCs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발 방안은 공

통 인 MOOCs의 특성을 반 하여 5가지 주요 요소를 

구성하 다. ‘내  다 성’을 해 개방형 고등교육 이러

닝 강좌를 서비스하고, ‘이웃의 심’을 해 교수학습 

랙티스를 공유할 수 있는 e-CoTP/ e-CoLP 서비스를 제

공한다. 한, 자율 이고 ‘분권  통제’를 지원하기 해 

교수학습 큐 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  다양성’을 

해 창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서비스

를 제공한다. 그리고 ‘연결성’을 지향하기 해 효율 이

고 우수한 교수학습 환경 속에서 이상의 서비스들을 통

합 으로 연결하며, 교수자와 학습자, 운 자와 정책자 

등을 유기 으로 연결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

 교육용 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MOOCs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발 방안 임웍

의 주요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형 

MOOCs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개방형 고등교육 이러닝 

강좌 서비스는 국가 차원의 공익  운 체제로서 기존의 

KOCW와 학이러닝의 통합 연계를 통해 양질의 콘텐

츠를 다양한 상자에게 무상으로 공 하고자 한다. 이

를 해서는 학들의 참여 방식과 역할 정립이 선행되

어야 하며, 운  체제 개발  운  확보, 스마트러닝 운

을 한 신규 콘텐츠의 개발  확보가 요구된다. 둘째, 

교수학습 랙티스를 공유할 수 있는 e-CoTP/ e-CoLP 

서비스는 다양한 소셜러닝이 가능한 랫폼이 구축되어

야 해며, 교수자 랙티스와 학습자 랙티스를 창출하

고 공유하며, 참여를 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과 공동체 

간의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콘텐츠를 교수자와 학습자가 수업과 

학습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교수학습 콘텐츠 큐

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교육용 콘텐츠와 일반 

콘텐츠를 수집, 검색, 리, 분류, 편집, 재구성할 수 있는 

교수학습 큐 이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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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와 학습자의 콘텐츠 큐 이션 역량을 강화할 수 있

는 튜토리얼 로그램이 함께 개발되어 지원될 필요가 

있다. 넷째, MOOCs의 다양한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창

의  교수학습 방법 개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실험 인 수업을 유도할 수 있는 학의 교수학습 모

형 연구  개발, 보   공유가 요구된다. 디지털 교재

의 활성화와 새로운 기술  랫폼들을 극 으로 활용

하는 수업에 한 연구와 개발, 보 이 필요하며 교수학

습 운 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과 정보를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이러한 서비스들이 유기 으로 연결되며, 다양한 

물리  기술자원, 인  자원들이 효과 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  교육용 랫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스마트기기간 교수학습을 원

활하게 지원하며, 실험 인 스마트러닝의 시도를 지원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형 랫폼이 요구된다.   

      

6. 결론 및 제언

MOOCs는  세계 고등교육의 신  도 으로 이슈

화되었고  세계 으로 큰 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아이비리그 학 수업의 화’는 일반 학

들에게 큰 이자 도 일 수밖에 없다. 이는 통 인 

학의 기능과 수업방식에 해 근본 인 재고와 변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이러닝에서 

MOOCs를 심으로 이러닝을 둘러싼 도  이슈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발 해 나가야할 것인지에 해 융복

 으로 다각 인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

에서는 기존의 MOOCs의 특성을 수용하면서 보다 발

으로 활용  구축할 수 있도록, MOOCs를 기본 개념

으로 하여, 개방형 고등교육 이러닝 강좌 서비스, 교수학

습 랙티스(e-CoTP/ e-CoLP) 서비스, 교수학습 큐

이션 서비스, 창의  교수학습 방법 개발  공유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  교육용 랫폼 지원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융복합 인 학이러닝의 발 방안을 제

안하 다. 

본 연구의 학문  시사 은 최근 이러닝 세부 분야에

서 소개되었으나 통합 으로 고려되지 못했던 최신의 트

드를 체계 으로 연계함으로써 각각 요소들의 계성

을 시도한데 있다.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기술의 최신 

이슈, 정책과 연구 성과들을 융복합 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  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실

무  시사 은 MOOCs를 소극 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한국 학이러닝의 맥락  특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최신 

트 드를 반 하여 한국형 MOOCs로 재구성함으로써 

한국 학이러닝의 비  부재의 문제를 극 으로 극복

하고자 한 이다. 기를 기회로 삼아 학이러닝이 도

약할 수 있는 계기를 찾고자 시도하 다. 본 연구는 학

이러닝의 발 을 한 개념  임웍을 제시한 연구로

서 실제 인 용을 통해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각 

요소들 에서 더욱 요하게 선행되어야 할 요소들을 

반 하지 못한 한계 이 있다. 이에 후속연구로 MOOCs

에 기반한 학이러닝의 실천 인 추진을 한 차  

운  모형 개발 연구, 모형의 수정과 보완 연구, 련 요

소별 로그램의 설계  개발 요소, 구축방안, 확산  

정착 략, 지원 정책 등에 한 세부 인 연구가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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