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

https://doi.org/10.14400/JDC.2017.15.4.1

청소년을 위한 블렌디드러닝 기반 

온라인 자기주도학습능력 종합진단검사 도구 개발

김판수, 최성우, 강형구, 전규태, 전민경
숭실대학교 CK교수학습계발연구소

Development of a Blended-learning based Onlin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Measurement Scale for Youth

Pan Soo Kim, Seong Woo Choi, Hyoung Gu Kang, Kyu Tae Jeon, Min Kyung Jhun

Soongsil University CK Instruc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SMMIS 모형 기반의 온라인 종합진단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 분석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초ㆍ중학생용과 고등학생용 검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해석 규준 설정을 위해 총 1,626명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블렌디드러닝 

기반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종합진단검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 블렌디드러닝 기반 온라인 종합진단검

사 결과의 구체적 활용 방안과 향후 보완 및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자기주도학습, SMMIS 자기주도학습 모형, 온라인 자기주도학습능력 종합진단검사 도구, 블렌디드  러닝, 플립러닝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an online measurement scale for diagnos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for students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literature review, case analyses, and experts 

interview were carried out and finalized the blended-learning based SMMIS model. A total of 1,626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cale survey to validate the credibility and validity. Based 

on these results, an online measurement tool for self-directed learning was developed. The tool can be used in 

blended-learning environment to maximize its effectiveness. In conclusion, we discussed about implications and 

strategies for the blended-learning based on self-directed learning program model for young students, and 

suggested future vision and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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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치 심의 지식경제기반 디지털시 에는 교수자 

심에서 학습자 심으로의 교육 패러다임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창의 이며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고자 한다. 이를 해  세계 으로 학교교육에

서도 ICT를 포함한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온ㆍ오

라인 블 디드러닝의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OEC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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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ing for Tomorrow 로젝트는 미래 교육환경의 

핵심 역으로 극 인 첨단 기술의 활용을 제기하 고

[1], 우리나라도 스마트교육(SMART Education)정책을 

기반으로 교육체제 반에 변화를 불러올 지능형 맞춤 

교수ㆍ학습지원체제를 확립하기 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3]. 

블 디드러닝 환경은 온라인과 오 라인 환경의 유기

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원활한 

온라인 학습을 해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 자료를 검토

하고, 게시 에 의견을 게시하며, 자신의 학습 속도를 조

하는 등 자기주도  역할을 발휘해야한다[3]. 즉 이러

닝 환경에서의 학습자에게 자율 인 학습 리와 학습 

내용의 조직, 계획  설계, 자기 동기 부여 등을 지속

으로 리해내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4].

이러닝 환경에서의 학습 효과를 극 화하기 해 자

기조 학습 략, 학습자의 동기, 학습 양식, 이러닝 환경

에서의 교수 략 등이 악되어야 한다[5]. 한 원격 상

황에서는 통 인 교실 환경보다 학습의 개별화에 목

을 두기 때문에 학습자의 능력, 성, 요구, 흥미에 한 

개인차와 같은 특성에 한 구체 인 악과 개인차 변

인에 따른 다양한 교수 략을 제공해야 한다[6]. 그러나 

아직까지 블 디드러닝 환경을 효과 으로 용하고 지

원하기 한 자기주도학습능력에 한 종합 인 진단검

사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실이다. 한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고려한 블 디드러닝 모형을 제시한 연구도 드문 

상황이다.

앞으로 차 확산되어 갈 블 디드러닝 환경에서 자

기주도학습능력은 블 디드러닝을 실시하기 해 핵심

으로 필요한 역량이며, 이를 통해 계발되어야 할 능력

이기도 하다. 아울러, 웹기반 블 디드러닝 환경에서 자

기주도학습의 변화 내용을 직 으로 알 수 있는 경험

 특성 자료를 토 로 자기주도학습 수 의 변화량을 

측정하여 시사 을 도출해내는 것은 매우 요하다[7].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청소년들의 학습능력향상을 

한 효과 인 블 디드러닝 환경 구축을 해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종합 으로 진단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진단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원

하는 시간에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

사결과를 즉시 받아보아 자신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기 한다. 

한 시ㆍ공간의 한계를 최소화 하여 이 진단검사도구를 

보다 여러 지역의 학생들을 상으로 로그램 사 -사

후 검사를 실시하여 블 디드러닝 환경에서의 학습자 특

성별 개별화 략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종합진단검사 도구가 블 디드러닝 환경에서 학습자 진

단은 물론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정도를 알아볼 수 있

는 척도로 활용되기를 기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블렌디드러닝과 자기주도학습

블 디드러닝이란 학습자들의 학습내용과 학습경험

을 강화하기 해 두 가지 이상의 달  확산의 방법들

을 조합하는 것이다[8]. ICT 기술뿐만 아니라 토론, 멘토

링, 개별학습, 력학습, 성찰학습 등 다양한 학습방법론

이 혼합 설계될 수 있다[9]. 즉, 효과 인 학습환경으로 

기 되는 블 디드러닝이란 기존의 통 인 오 라인 

수업의 면 면 학습 환경이 주는 직 인 피드백과 체

험활동이라는 장 을 최 한 살리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온라인상의 교육  측면을 교실 수업과 

연계하는 교수ㆍ학습 략이다[10].

이러한 블 디드러닝의 목 은 학습자들의 학습스타

일, 성, 흥미, 동기 수  등에 한 정보를 사 에 악

하여 이들의 심을 최 로 이끌어내는 학습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다. 그러기 해서 학습 수요자에 한 개별화 

략을 세우고 이에 따른 다양한 근 략과 학습요소들

을 배치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처럼 개별  맞춤형 

교수 략을 핵심목표로 둔 블 디드러닝 환경에서 개개 

학생들의 특성에 한 종합 인 단과 지속 인 리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즉각 이고 개별 인 피드백을 제

공하고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

다.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지는 교육 서비스에 

한 요구는 모바일과 개별학습을 한 테크놀로지의 증가

로 더욱 가속화될 망이다[11]. IT기술의 발달은 립러

닝과 같은 다양한 블 디드러닝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12]. 동 상, 학습용 웹사이트,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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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구를 활용하는 학습자는 면 면 학습에서보다 자기

주도학습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주

도  학습지원 요소를 고려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13].

블 디드러닝 환경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자기주도학

습이란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 의지와 통제 아래 

학습의  과정을 형성해가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자신

의 학습욕구를 진단하여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자

원을 확보하며 합한 학습 략을 선택  실행하고 학

습결과에 한 평가를 내리는 과정이다[14,15]. 

2.2 SMMIS 자기주도학습 모형

모든 학습자는 어느 정도의 자기주도성을 갖추고 있

지만 청소년들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기르기 해서는 

조력자의 도움과 꾸 한 연습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

다[16]. 자기주도학습은 동기, 인지, 행동 역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17], 각 역의 유기 인 연계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이해 역과 속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 하면서 진정한 자기주도학습자로 거듭나

게 된다[18]. 

국내에서 립러닝(flipped learning)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교수학습 설계모형에 한 연구들도 차츰 증

가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항목에 한 구체 인 실천 방

향을 제시하는 모형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학습자를 어떻게 진단하고 온라인과 오 라인에서

의 교수학습 상황(event)을 만들어낼 것인지 등에 한 

고민과 문제의식이 추가 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자기주도학습의 표 인 모형인 SMMIS는 숭실 학

교 CK교수학습계발연구소에서 연구ㆍ개발한 모형으로 

이를 기반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 상 자기주도학습 

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 인 효과성이 꾸 히 입

증된바 있다[19,20,21,22]. 특히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

력 향상 로그램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동기, 인지, 행

동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하도록 설계되

어 있어서 이를 경험한 학습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학습

을 계획하고 유지, 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으로 만

들어 갈 수 있게 된다.

SMMIS모형은 자기동기화(Self-motivation), 동기유

지(Motivation), 메타인지(Meta-cognition), 상호작용

(Interaction), 자기성찰(Self-reflection)의 5개의 구성요

소로 이루어진다. 첫째, 자기동기화란 학습자의 흥미, 가

치, 장ㆍ단 , 학습양식, 성 등에 한 철 한 자기이해

와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둘째, 동기유지는 스스로 획득한 동기를 

유지시키기 한 자신감 향상 략, 학습 목표 설정, 실패

극복 략 등이 포함된다. 셋째, 인지 실천은 계획 수

립, 자기 검, 자기조 을 통해 배운 것을 표 하고 수정

해나가는 과정이다. 넷째, 상호작용 단계에서는 주변의 

인 ㆍ물  자원의 활용을 통해 학습내용을 정교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기성찰은 학습과정의 결과를 되돌아

보며 자기평가를 기반으로 변화와 발 을 모색하는 일련

의 과정이다.

[Fig. 1] SMMIS model for SDL program

기존에 오 라인에서만 활용되었던 SMMIS 모형을 

온라인과 오 라인을 하게 조합하여 구성할 수 있는 

블 디드러닝 기반의 모형으로 개발, 활용 하는 것이 더

욱 효과 일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18, 22, 27]. 

본 연구에서는 블 디드러닝 기반 자기주도학습 로그

램을 수행하기 해 필요한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종합 

진단검사 시스템을 개발하여 SMMIS 모형을 수정ㆍ보

완하기 한 근거자료(evidence)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2.3 온라인 자기주도학습능력 종합 진단검사

온라인을 교수학습 채 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블

디드러닝 환경에서는 학습자의 주도 이고 능동 이

며 극 인 참여가 제되어야 한다[23]. 자기주도학습

의 동기, 인지, 행동조  능력은 블 디드러닝의 성공 조

건이자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자기주도학습 인

지 역의 메타인지는 학습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다각 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블 디드러닝 학습 상

황에서 그 향은 더욱 커진다[24]. 기존의 블 디드러닝

을 바탕으로 한 교수학습 설계 모형에 따르면 가장 먼  

분석 단계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악하여 온라인 사  

학습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25]. 교수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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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조사에서, 80%가 넘는 교수자들이 온-오 라인 환경

에서 립러닝 수업을 활용할 의사는 있지만, 학습자 분

석  사 학습활동 설계와 개발 등의 실제 인 실행에

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26]. 

학습자 분석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면 종래의 통  

지필검사와는 달리 해당 진단검사가 끝나면 체 검사의 

결과를 즉시 제공하여 그 결과에 따른 합한 안내를 제

공해 으로써 교수자가 검사결과를 활용하여 개별학습

을 설계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검사 후 결과

처리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아울러 자

기 평가식 온라인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자신

의 특성과 성, 학습기술 등을 진단하고 자기 이해를 도

모하여 자기동기화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블 디드러닝 환경에서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진단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스스로를 조 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

켜가는 학습자들이 성공 인 블 디드러닝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다. 블 디드러닝 방법의 하나인 립러닝에서

는 수업  학습 단계에서 특히 자기조 력을 발휘하여 

학습한 내용을 노트필기하고 련 질문을 기록하며 학습

내용을 비해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제했을 

때 교수자-학습자는 물론 학습자-학습자간의 상호작용

이 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둘째, 개별화된 학습이라

는 목 을 달성하기 해 동기, 인지, 행동조  역에 

한 구체 이고 종합 인 진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진단 

결과를 근거로 학습자 심의 교수설계 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블 디드러닝의 성과를 좀 더 구체

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블 디드러닝의 효

과로 학습동기, 흥미,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취도 등

이 거론된다. 온라인 종합진단검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블 디드러닝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를 학습목표로 설

정하고, 학습자 진단검사를 사 -사후에 실시하여 그 결

과를 분석하여 해당 역의 향상 정도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3.1 프로그램 개발 모형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선행 연구  사례분석을 

통해 기존에 오 라인에서 활용되었던 SMMIS 모형을  

블 디드러닝 기반의 모형으로 구축해나가는 형성  연

구 방법(formative research)을 활용하 다. 먼 , 면 면 

학습의 시ㆍ공간  제약을 최소화하고 학습 활동에서의 

상호작용을 진시키는 블 디드러닝 환경을 뒷받침해 

 수 있도록 기존의 자기주도학습 SMMIS 모형[27]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학습자 진단과 사 -사후 검사를 

실시하는 부분을 추가하여 수정, 보완하 다. 아울러 

문가  로그램 참여자 상 설문  집단 면  등을 

실시하여 블 디드러닝 기반 SMMIS 수정 모형에 한 

피드백을 반 하 다. 

3.2 온라인 검사도구 개발 절차 

온라인 검사도구 개발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일럿 검사와 검사문항 개발

을 거쳐 최종 검사에서 서울권 15개교에서 등학생 522

명, 학생 754명 그리고 고등학생 350명으로 총 1,626명

의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 다. 최종 으로 ㆍ 학생

용 검사지와 고등학생용 검사지를 개발하 다. 

School Level Grade
Number of 

student 
Total

Elementary

school

6th 220

5225th 180

4th 122

Middle school

3rd 179

7542nd 135

1st 440

High school
2nd 74

350
1st 276

1,626

[Fig.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먼  문헌 고찰과 로그램 사례 분석으로 기 문항

을 추출하 고 교육 문가 9명과 FGI 형식으로 심층면

담을 진행하며 문항을 검토하 다. 일럿 검사와 1차 검

사를 거쳐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지필식 성검사 

최종문항 274개와 4단계 Likert 평정 척도에 기반한 해석 

규   해설을 확정지었다. 

검사항목은 학습자 특성, 자기조 능력, 진로발달, 교

과흥미 총 4개 역으로 구성하 다. 학습자 특성 역에

서는 인성, 동기성향, 학습 유형, 자기조 능력 역에서

는 인지조 , 인지, 동기조 , 행동조 , 진로발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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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는 진로성숙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흥미 

역에서는 각 교과별 가치, 내용, 유능감 수 을 측정하

다. 각 역별 문항의 내 일 성 신뢰도(Cronbach’s α)

는 0.427 ～ 0.883 수 으로 나타났다.

Sub-

components
Items Cronbach’s a

personality

moral 0.736

responsibility 0.722

leadership 0.804

interpersonality 0.675

diligence 0.728

sociality 0.593

mental health 0.779

cognitive styles
field-dependent 0.791

field-independent 0.595

learning styles

concrete 0.514

reflective 0.427

abstract 0.530

impulsive 0.686

motivation 

orientation

no regulation 0.752

external regulation 0.769

introjected regulation 0.761

identified regulation 0.832

 intrinsic regulation 0.820

self-efficacy 0.856

effort attribution 0.509

ability attribution 0.681

luck attribution 0.679

task attribution 0.620

cognitive 

strategies

rehearsal 0.813

elaboration 0.800

organization 0.817

metacognitivstr

ategies

planning 0.830

monitoring 0.750

evaluation 0.821

behavioral 

regulation

behavioral control 0.817

time management 0.844

help seeking 0.673

career develop

ment

planning 0.815

attitude toward work 0.639

self-understanding 0.795

responsibility 0.599

information seeking 0.815

readiness 0.601

subject interest

korean 0.879

english 0.883

math 0.860

social studies 0.866

science 0.864

[Fig. 3] Reliability of final sub-components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이러한 차를 통해 표 화된 지필식 검사도구를 완

성하 고 이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재구성하 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 로 밝 진, 온라인상에서 주요하게 다루

어야 하는 변인들 즉 검사의 그래 와 그림, 읽기 지문 

 색감, 답 고침과 문항 건 , 마우스 사용, 읽기 지문 

스크롤 등을 고려한 수정․보완 차를 거쳐 최종 온라

인 시스템을 개발하 다. 아울러 검사 결과의 분석이 컴

퓨터에 의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결과 기록의 통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로그램을 설계하 다.

Initial questionnaire development 

⇩

Pilot test

⇩

Analysi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items

⇩

Primary development of questionnaire items 

⇩

Analysi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items

⇩

Final development of questionnaire items 

⇩

Development of interpretation standards and commentary

⇩

Development of onlin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measurement scales

[Fig. 4] Development procedur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measurement scales

4. 연구 결과

4.1 블렌디드러닝 기반 SMMIS 모형 

온라인과 오 라인 환경을 연계하여 구성한 블 디드

러닝 환경에서의 자기주도학습 SMMIS 모형은 [Fig. 5]

와 같다. 먼  사  활동 단계에서 온라인 사  진단검사

를 실시하고 필요시 이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과제해결활동 단계에서는 온라인 사 진단

검사 결과에 기반하여 맞춤형 솔루션 로그램이 진행된

다. 이 학습과정에서는 개인학습과 력학습을 진하며 

자기주도학습 훈련을 실시한다. 이때 SMMIS모형에 기

반한 솔루션 로그램이 각 학생 개별 으로 혹은 집단

유형에 맞게 제공된다. 온라인 진단검사 결과에서 동기, 

인지, 행동 역  부족한 부분에 한 집  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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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다. 즉 종합진단검사의 각 역별 부족한 부분을 

악하여 심화 혹은 보충 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다. 마

지막으로 사후활동단계에서는 온라인상의 사후 진단검

사를 통해 자기주도학습능력의 반 인 향상정도를 

악하고 각 역별 성장정도를 측정한다. 아울러 학습한 

내용에 한 리뷰와 체화 그리고 성찰일지를 온라인상에 

작성하며 마무리 과정을 밟게 된다.

[Fig. 5] SMMIS model for blended-learning environment

4.2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종합진단검사

4.2.1 학습자 등록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종합진단검사 홈페이지에 속

하면 회원가입 차가 진행된다. 개인정보와 연구자료 

활용에 한 동의에 체크하고 학습자 등록 화면에 이메

일, 비 번호, 학교, 학년, 성별,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등 개인인 사항을 작성한다. 검사시작에 앞서 진단검사

에 한 안내  각 역별 검사의 목   내용 그리고 

검사 시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한 응시자 정보가 

실제 회원가입 시 입력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창이 뜨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바로 회원정보를 클릭하

여 수정할 수 있다. 

4.2.2 온라인 진단검사 실시 및 확인

검사 시작  ‘마음열기’ 항목을 통해 자신의 재 상

태를 진단하고 검사를 열린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음으로 검사실시 버튼을 르면 검사문항이 

나타나고 응시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문항은 

학습자의 피로도를 이기 해 한 페이지에 약 10문항

씩 나타나며 시간제한 없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

음 단계 버튼을 르면 다음 검사항목으로 넘어갈 수 있

으나 한 문항이라도 체크하지 않을 시 팝업창이 뜨며 작

성하지 않은 항목을 표시해 다. 이를 통해 기존에 오

라인으로 진행되는 설문지에 나타나는 데이터 락에 의

한 결측값을 최소화할 수 있다. 

[Fig. 6] An example of test result 

진단검사는 4가지 역인 학습자특성, 자기조 능력, 

진로발달, 교과흥미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자의 컨디션

에 따라 검사를 장하고 다시 진행할 수 있다. 검사를 

완료하면 즉각 으로 결과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역

별 검사결과는 이미지로 제시되어 직 으로 확인이 가

능하며 구체 인 해설이 추가 으로 주어진다. 체 

래집단 혹은 특정 집단을 설정하여 이들의 평균범  내

에서 자신의 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악할 수 있다. 검

사의 성실도를 별하기 해 각 역별 응답 일 성 수

 별 문항을 포함시켰고, 검사지 마지막에 응답 일

성 수 에 한 보고가 나타난다. 일 성 수 은 매우 낮

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총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일 성 수 이 낮을 시 상담을 통한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2.3 온라인 진단검사 결과 분석

온라인 진단검사 결과를 체계 으로 분석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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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용 시스템을 구축하 다. 먼  시보드상에 진단

검사실시에 따른 체 인 황을 한 에 볼 수 있다. 총 

4개의 역으로 학생 리를 한 회원가입 황, 교사

리를 한 승인요청 황, 진단검사 완료 황, 마음열기 

작성완료 황 악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기 리 부분

에서는 학교, 교사, 학생을 구분하여 리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다. 학교 리에서는 학년, 학교 소재지, 학교명, 

학생수를 확인할 수 있다. 교사 리에서는 교사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 한 승인 차 진행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필요시 리자로 승격시켜 학생들의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 리에서는 인 사항 확인 

 수정이 가능하며 필요시 진단검사와 마음열기 상세 

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 

문항 리에는 문항분류, 수규 , 수해설, 문항등

록기능이 탑재되었다. 분류, 분류, 소분류, 하 변인

으로 문항을 분류하여 결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평균범

의 기 을 설정할 수 있다. 한 각 요인별 의미와 

수해설규 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수규 의 경우 

수를 클릭하면 팝업이 실행되어 등록된 수를 수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검사 수의 해석을 한 문항분류별 

수규  리가 용이하다. 문항규 별 해설내용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문항등록 부분에서는 온라인 진단검사

상의 문항을 체 으로 리하게 된다.

[Fig. 7] Categorization of survey question 

마지막으로 진단검사 결과 리 기능을 살펴보면 크게 

검사내역 조회  리와 검사통계가 있다. 검사내역 조

회 항목에서는 진단검사를 완료한 학생들의 검사결과를 

일 등록  엑셀 일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학교 , 

학교 소재지, 학년, 기간 등의 기 으로 데이터 열람을 할 

수 있다. 한 각 학생별 진단검사결과의 상세 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검사통계 항목에서는 

ㆍ ㆍ소  하 변인별 분류를 설정하여 기 통계자

료를 열람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 한 그간 축 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범 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Fig. 8] Statistical analysis of survey result

5. 결론 및 논의

지식경제기반 창조  가치 심 사회에서는 교사를 

통한 단편  지식의 주입이 아닌 학생 스스로 지식을 찾

아 창의 으로 활용할 있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더욱 강

조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다양한 학

습환경과 방법을 제공하기 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그 가운데 블 디드러닝에 한 심도 높아지고 있

다. 아울러 학교교육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증가하고, 여

러 유형의 시스템들이 도입 되고 있다. 

그러나 블 디드러닝을 진행할 경우 학생들의 자기주

도학습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학교에서 이를 실제 용했

을 시 기 한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 온라인 환경에

서는, 그리고 특히 연령이 낮은 , 학생들의 경우는 더

더욱 수업 의 사 학습과 수업  활동의 성격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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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개별화된 학습 략을 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

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사 학습 수 에 따라 과제 유형

이나 활동 내용, 방법 등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사  학습 수 을 가능한 정확

하게 진단하는 일이 무엇보다 요해지는 것이다. 아울

러 최근의 학습 환경을 고려할 때 블 디드러닝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의 효과를 향상시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

다[28]. 그 지만 학습자의 수 을 역별로 그리고 학습

자의 특성에 따라 구체 으로 진단할 수 있는 도구는 

재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 다.

본 연구에서는 블 디드러닝의 활성화를 한 제 

조건을 자기주도학습능력이라 보았고 이를 종합 으로 

진단할 수 있는 온라인 진단검사 모형과 시스템을 개발

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효과 으로 활용

하기 한 구체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종합진단검사 시스템은 시

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용이하게 

검사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검사도구로서 학생 개개인의 

자기이해와 분석의 근거를 제공해 다. 개별 학생들은 

이를 활용하여 보다 실 이고 자신의 특성에 합한 

학습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둘째, 교수자 입장에서 검사결과를 활용하여 온라인과 

오 라인 상에서 다양한 개별화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즉 학습자의 출발  상태나 역량 수 에 맞춰 다양한 내

용 달방식을 기획, 설계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효율 으

로 구성하는 블 디드러닝의 장  기능[29]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습자의 사 학습 비 수 과 동

기, 인지, 행동 조  수  등을 고려하여 블 디드러닝 환

경에서의 분반 설정의 기 을 마련할 수도 있다. 

셋째, 검사 결과는 다양한 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측정하는 수행 평가 형태의 평가체

제 개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 인 

상담  코칭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문제

을 객 으로 악하고 학생 개인에게 맞는 해결방법

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넷째, 블 디드러닝과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심을 갖

는 연구자에게는 검사문항의 규 , 분류항목, 해설 등을 

최신 연구동향을 반 하여 수정  보완 할 수 있어 시스

템의 업데이트를 지속 으로 꾀할 수 있다. 한 축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그램 참여 학습자의 수조사를 

실시하여 학습결과를 실증 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 자

료를 제공할 수 있다. 

블 디드러닝 심의 학습 환경은 효율 인 학습공간, 

학습과정,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형태 등을 융복합하

여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한 것을 교실 환경으로 확장하

고 이러한 경험을 다시  온라인 환경에서 평가  재해

석해내는 이  과정이다[30].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단

계  요소별로 구체화시켜 모형으로 제시하고 성공 인 

블 디드러닝 환경에 필수 인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종

합진단검사 도구를 개발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

다. 

아울러 본 연구의 향후 비 과 후속연구를 다음과 같

이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재 텍스트만으로 이 지고 있는 검사에 추후 

음성지원, 동 상 활용, 3차원 도형 등 보다 멀티미디어

인 요소들을 활용하여 좀 더 다양하고 의미있는 문항

을 추가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 학교마다 미

디어실에 컴퓨터를  1-2개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

어서 단체실시보다는 학습자가 집에서 개인검사로 수행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본 도구의 해석 

규 이 지도교사의 지도와 안내 하에 단체로 실시되는 

환경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검사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한 추가 인 분석연구가 필요

할 수 있다.  

셋째, 온라인 종합진단검사의 검사시간은 재 70분 

내외로 소요되어 학년들의 경우 다소 부담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학습자 수 을 좀 더 세분화하고 좀 더 은 

수의 문항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개별 응검사의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다.  

넷째, 온라인 검사결과에 따른 상별 맞춤형 솔루션 

로그램이 추가 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재 진단검사 

결과를 토 로 개별 학생들의 상태에 맞는 로그램 내

용이 구체 으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학습자에 

한 진단에서부터 목표설정, 계획수립, 실행, 평가, 수정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블 디드러닝 기반 

종합학습 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실질 으로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성을 분석하는 후속연구도 제안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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