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교육 장에서 상호작용이 학습효과를 높인다는 것은

이미 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1, 2] 실제로 상호작

용이 활발한 수업을 이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아니다. 일

다수의 강의 시스템, 제한된 강의시간[3], 강의 달식

수업방식, 수동 인 학습자 등과 같은 수업환경이 교

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학생과 수업내용 간의 상호작용

에 걸림돌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변화가 쉽지 않은 수업환경에서 강의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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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스마트 LMS의 상호작용 효과를 밝히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를 하여 공 어 과목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실 안과 밖에서 스마트 LMS를 활용한 후 이 과목을 수강하는 35명의 학생을 상으로 사 설문과 사후

설문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스마트 LMS는 교수·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학생과 학습내용 간 모두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수업 에 활용한 수업활동게시 은 교수자의 즉각 인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 고 키는 강의

실 밖에 조별 발표를 해 학생들이 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 다. 한 수업활동 게시 에 정리된 조별활동 산출물과

스마트 LMS에 탑재된 강의자료들 역시 상호작용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 다. 그러나 향후 상호작용성을 더 높이기 하

여 고려할 은 학생들에게 스마트 LMS를 활용하는 수업방식에 잘 응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마련과, 스마트 LMS 기능에

한 사 실험, 스마트폰의 데이터와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기 한 한 응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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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teractivity of smart LMS. To this end, smart LMS was used for one semester 

in the English course for economics majors and the surveys about its interactivity were conducted. The findings show 

that smart LMS enhanced the interaction between instructors and students, between students and students, and 

between students and learning contents. Especially in the classroom, the activity bulletin made possible the 

instructor’s immediate feedback about team-based activity outcomes. Also, outside the classroom, Wiki made it 

convenient for students to collaborate with each other. In addition, activity outcomes in the activity bulletin and 

course materials uploaded on smart LMS contributed to the interactivity. However, what is recommended to do to 

increase the interactivity are to prepare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students to get used to using smart LMS and 

smartphones as their learning tool, to test the target systems of smart LMS in advance, and to take proper actions 

to solve the problems of smartphone’s data and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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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을 높여주는 도구로서 활용되어 온 것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ion Technology)이다

[4, 5]. 컴퓨터에서 사용자는 컴퓨터를 작동하기 해서

기기와 능동 으로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 인터

넷 사용자는 웹의 콘텐츠를 활용하기 해서 웹과 상호

작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재 리보 된 모바일 폰의

가장 큰 용도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ICT의 이

러한 상호작용성을 고려하 을 때 교육에 있어서 ICT의

활용은 여 히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강의에서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ICT 에서 본 연

구자가주목한것은학습 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이하 LMS)이다. ICT의 발달과 함께 정보

의 달과 공유를 한 다양한 앱과 네트워크 시스템이

개발되었는데 특별히 교수·학습을 한 시스템이 LMS

이다. LMS 표 인 것으로 무들(Moodle)과 블랙보

드(Blackboard)가 있는데 본 연구자가 소속한 학은

재 무들 기반으로 맞춤 제작된 스마트 LMS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2017년 새롭게 개발된 것으로서 이 LMS와

가장 큰 차이 은 모바일 기기의 근성이 아주 높아졌

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로 수업게시 의 역할을 했던 이 LMS에

서와는 달리 스마트 LMS에서 학생들은 쉽게 상호작

용할 수 있다. 한 모바일 기기와 결합하여 교실응답시

스템(Classroom Response System; CRS, 이하 CRS)의

역할도 가능해졌다. 이러한 시스템의 특성을 살려서 본

연구자는 교내 스마트 LMS를 강의실 밖에서는 수업게

시 으로 활용하고 강의실 안에서는 CRS처럼 활용하여

수업의 상호작용을 높이고자 하 다. 이와 같이 한 학기

동안 교내 스마트 LMS를 활용한 후이 시스템의 상호작

용 효과를 진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 구체 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 LMS는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데 효과 인가?

2. 스마트 LMS는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높이

는데 효과 인가?

3. 스마트 LMS는 학생과 학습내용 간의 상호작용을

높이는데 효과 인가?

2. 행연

2.1 상호 용과 ICT 

ICT의 교육 활용은 궁극 으로 학습효과를 증진시

키는데 있다. ICT의 학습효과에 한 논의에서 빠트릴

수 없는 것이 ICT의 상호작용성이다. ICT 교육에 가

장 먼 도입된 컴퓨터는 학습자의요구, 심, 인지 능

력을 고려하는 상호작용성[6]을 지니고 있다. 한 컴퓨

터 사용자는 신체·감각 으로 컴퓨터와 강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는 학습에 한 몰입으로 이어진다[7]. 이러

한 상호작용성은 사용자의 주의를 끄는 애니메이션, 소

리, 시연 등[8]으로 교육용 컴퓨터 로그램이 잘 구 해

주었다.

교육용 컴퓨터 로그램에 한 연구 Sivaram과

Ramar는 어 교육에서 컴퓨터 로그램을 사용한 그룹

과 통 인 교육을 받은 그룹과의 학업성취도 비교를

통해서 컴퓨터 로그램의 효과를 밝 주었다[9].

Cooper와 Brna는 등학교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컴퓨터

에서 교육용 로그램으로 활동하는 것을 즐기게 됨으로

써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7].

ICT 활용 교수법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더욱 정교

해졌다. 인터넷의 특징은 연결과 소통으로 요약할 수 있

다. 따라서 인터넷을 교수·학습에 활용하게 되면 상호작

용은 자연스럽게증진된다. 인터넷은 웹검색, 이메일, 채

, 토론방, 인터넷 교육용 사이트 등다양한방식으로 교

수학습에 활용되었다. 이와 련된 연구로서 미디어 강

의실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는 어 읽기 활동이 통 인

읽기 활동에 비해 흥미도와 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밝

주는 연구[10]가있으며, 작문 과목에서 자메일, 게시

, 토론방을 통해 조별활동을 함으로써 학습효과가 높

아졌다는 연구[1]가 있다. 한 음악과 융합한 어 수업

에서 학생들이 인터넷과 다양한 소 트웨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능동 으로 학습을 한 사례를 보여주는 연구

[11]가 있다.

ICT의 상호작용성은 모바일 기기에서 정 을 이루었

다고 할 수 있다. 나기천외는 모바일 토론 게시 을만들

어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하 고 결과 으로 학습자들

은 극 인 듣기 학습을 하 다[12]. Shu-Chen Cheng

과 Wu-Yuin Hwang은 GPS 기능과 캠퍼스지도, 멀티미

디어가 결합된 시스템을 개발하여 학캠퍼스와 주변 지

역을 탐방하고 어로 발표하게 하 는데 그 과정에 학

생들은 계속 PDA 폰을통해 서로상호작용을 하 다. 그

결과 학생들은 후반에는 본 없이 PDA만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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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13]. 학습자와 학습내용과

상호작용을 다룬 최미양의 연구는 학생들이스마트 폰을

통하여 직 으로 듣기 음원을 다루면서 어 듣기에

한 흥미가 많이 향상되는 것을 밝 주었다[14].

2.2 수·학습 지원 시스템

표 인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으로서 LMS는 이러

닝의 발 과 함께 그 요성이 부각되었다. 원격교육의

특성상 이러닝은 학습자 리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기

한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 LMS는 더

이상 사이버 학이나 이러닝의 유물이 아니며 거의

모든 고등교육기 이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교수·학

습을 지원하기 한 유용한 도구로서의인식이 확산되었

기 때문이다.

그런데 LMS가 발달하기 주목할 만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으로서 CRS가 있다. 이는 강의실에서 상호

작용을 활성화하기 한 아주 실질 인도구로서 컴퓨터

로그램과 클리커라는 무선 리모콘을 이용하여 학생들

이 수업활동에 능동 으로 참여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미권 나라에서는 2000년 부터 확

산되었으며[15] 이에 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16-18].

국내의 경우 미권에 비하여 CRS를 많이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한 연구 역시 은 편이다. 국내 연구

들은 CRS를 사용한 후 그 교육 효과를 악하는 연구

로서 설문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연구[19,

20]와 학업성취도를 통해서 그 효과를 입증하려는 연구

[21, 22]로 분류할 수 있는데 모든 연구들이 CRS 정

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익명성 보장과 즉각 으로 학생들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장 에도 불구하고 CRS는 설치비용

이 많이 들고 매 수업시간마다 리모콘을 개별 으로 나

어주고 걷어야하는 불편함은 물론 시스템의활용이 복

잡하다는 문제 이 있다[23].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발달한 것이 모바일 교실응답시스템(Mobile Classroom

Response System; MCRS, 이하 MCRS)이다. MCRS는

컴퓨터 로그램 신에 다양한 앱이나시스템을 활용하

고 리모콘 신에 학생 개인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MCRS를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CRS 신에 구

의 폼(Form)을이용하고 리모콘 신에스마트폰을 사용

한 경우[23], 구 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온라인설문시

스템인 PollEverywhere[24]을 사용한 경우, 모바일 앱인

Socrative[25, 26]를 사용한 경우를 볼수 있다. 외국의 경

우는 자체 으로 로그램을 개발한 경우가 다수 나타난

다. 독일의 경우 Classroom Interacter[27]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문제풀이와 설문기능은 물론 기존의 CRS와는

달리 학생들이 질문을 보낼수 있도록 하 다. 만의

학 역시 Multimedia Mobile Classroom Feedback

System을 개발하여 교수·학생간의 상호작용을 높이고자

하 다. 이 시스템에는 자동출결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었

다. 미국의 한 학은 Mobile Response System을 개발

하여 사용하 는데 모바일 기기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결

합한 것이다[28].

CRS와 MCRS가 주로 강의실 안에서 수업을 지원하

는 시스템이었다면 면 면 수업에서 강의의 효율을 높이

기 하여 강의실 밖에서도 수업을 리하기 한 시스

템이 LMS이다. 국내 LMS는 주로 수업자료 공유의 용도

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이어서 자유게시 , 공지사항

순으로 이용되었다[29]. CMS(Course Management

System)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우는 국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업자료 달을 하여 주로 활용되었다

[30]. 흥미로운 사실은 학습자들 한 코멘트와 토론과

같은 상호작용성이 높은 것보다는 수업 동 상 업로드와

같은 수업자료 달을 원했으며[31] 수업내용이 LMS에

항상 존재하는 것을 선호하 다[32].

기존 LMS는 모바일 기기로 속하여 콘텐츠를 읽을

수는 있었지만 모바일 기기로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는 데

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래 소통을 한 시스템인

LMS가 방향 소통보다는 주로 교수자가 일방 으로

정보와 자료를 달하는 도구로 활용됨으로써 면 면 수

업의 보조 인 역할로 머물 다. 그런데 스마트 LMS가

개발되면서 그 상호작용성이 증가되었다[33]. 학생들이

모바일 기기로 근하여 강의실 밖에서뿐만 아니라 강의

실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스마트 LMS의 보 이 아직 기 단계라고 할 수 있

는 국내 상황에서수업 에 스마트 LMS를 CRS처럼 활

용한 국내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강의실 안과 밖에서

모두 스마트 LMS를 활용한 연구로는 일본어 작문 수업

[31]과 한국어 쓰기 수업[34], 학생의 어 말하기

로그램[35]의 사례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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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과정

3.1 연

본 연구는 서울 소재 S 학교에서 2017년 2학기 <경

제 어2>를 수강하는 35명의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

되었다. 연구 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 는데 학기

에 사 설문 실시하 고 학기 말에 사후 설문을 실시하

다. 스마트 LMS의 사용실태와 이에 한 학생들의 인

식을 악하기 한사 설문은객 식 5개문항과 주

식 1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사후 설문은 스마트 LMS

의 상호작용 효과에 한 학생들의 인식을 악하기

한 객 식 15개 문항과주 식 2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5 척도로 구성된 객 식 설문 문항은 각 문항의 평

균 수를 구하여 활용하 으며 주 식 문항의응답은

표 인 것들을 추출하여 활용하 다. 모든 설문 문항은

본 연구자가 작성하여 사용하 으며 학생들은 스마트

LMS를 통하여 설문 응답을 하 다.

3.2 연 과정

본 연구 시 은 교내에서 스마트 LMS가 사용된 지 1

학기가 지난 시 이기 때문에 학기 에 학생들에게 설

문을 하여 한학기 동안 스마트 LMS의 사용에 참고하고

자 하 다. 본 학의 스마트 LMS의 교내호칭은 스마트

캠퍼스(Smart Campus)이며 사 설문의 결과는Table 1

과 같다.

사 설문 결과 스마트 LMS의 다양한 기능들이 모두

활용되고 있을지라도 선행연구[29]에서 나타나듯이 스마

트 LMS가 과거 LMS와 마찬가지로 여 히 주로 수업자

료와 공지사항을 달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강

의실 안에서 활용되는경우가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있

었다. 한 새로운 매체보다는 이미 익숙한 문서를 선호

하는 학생들이 상 외로많았다. 아래는 이와 련된 학

생의 주 식 설문 응답이다.

스마트 LMS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 하나라고 생

각한다. 다만 복잡하지 않은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

다고 생각한다. (주 식 설문 응답)

한 수업 스마트 LMS를 활용하면 개별 으로 모

바일 기기을 사용해야하므로 데이터 사용 문제가 두된

다. 캠퍼스 내 와이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강의

실에서는 잘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데이터

를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설문 결과 데이터를사용

하는 것이 조 이라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73%나 차지함으로써 상 외로 많은 학생들이 데이터

사용을 꺼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 설문과 함께 교내 스마트 LMS의 기능을 검토하

다.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해서는 과목공지

게시 , 질문 게시 , 이메일, 문자 메시지, 쪽지 기능 등

Question Answer N %

1. How many classes
do you attend that

utilize Smart Campus?

1 7 20

2 6 17

3 4 11

4 5 14

5 and more 13 37

2. What is Smart Campus
utilized

in your classes for?
Check all.

Attendance 10 9.52

Notice 30 28.57

Messenger 2 1.9

Quiz/
Assignment

4 3.81

Course
material
delivery

28 26.67

As smart board 4 3.81

Activity
outcomes

21 20

Table 1. Pre-questionnaire

upload

Instruction
note

5 4.76

Online lecture 1 0.95

3. How many classes of yours
utilize Smart Campus in the

classroom?

1 23 66

2 5 5

3 1 1

4 3 3

5 and more 3 3

4. Which way do you prefer
instruction is delivered, through

white board or
classroom screen?

White board 4 11

Screen 9 26

Print 10 29

All 12 34

5. Do you mind if your phone's
data is

used during classroom
activity?

Strongly agree 9 26

Agree 8 23

Neutral 5 14

Disagree 7 20

Strongly
disagree

6 17

(participants: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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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할 수있었다.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해

서는 키, 토론 방, 채 등이 있는데 본 연구자는 수업

활동 게시 을 생성하여 교수·학생 간뿐만 아니라 학생

과 학생 간 상호작용을 한 랫폼으로 활용하 다. 학

생과 학습내용 간의 상호작용을 한 기능으로 퀴즈, 과

제, 설문 등이 있고 ‘주차별 학습활동’이라고 표시된주차

별 강의게시 이 있었다. 주차별 강의게시 에는 주차별

로 직 인 문서작성을 비롯하여 문서 일, 동 상, 웹

페이지 링크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강의 자료를 탑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능 에 본 연구자가 가장 을 둔 것은

수업활동 게시 과 키 다. 수업활동 게시 은 학생들

이 조별 수업활동 과제를 확인하고 조별활동 산출물을

올리는 곳이다(Fig. 1 참고). 교수자는 ‘쓰기’를 사용하여

단원별로 조별활동 과제를 올리고 학생들은 ‘댓 ’을 사

용하여 활동 과제 산출물을 올렸다. 이 활동은 한 학기

동안 지속 으로 이루어졌다.

Fig. 1. Class activity bulletin

키는 학생들이 조별 발표 비를 하여 이용되었

는데 한 조가 한 키를 이용하게 하 다. 조별 발표 시

조원들이 모두 발표에 참여를 해야 하므로 모든 학생들

이 자신의 발표 본을 키에 올렸다. 본 연구자는 발표

본을 검토하고 수정사항을 표시하여 학생들이 키에

서 바로 교수자의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하 다.

이와같이한학기동안스마트 LMS를 활용하면서학

생들의 활용 실태를 찰하 고 학기말에 사후 설문을

실시하 다.

4. 연 결과

4.1 스마트 LMS는 수·학생 간  상호 용  

는데 효과적 가?

연구결과 스마트 LMS를 통한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

용의 체 평균 수는 3.89 으로서 상호작용 효과가

정 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학생 간 다양한 측면의 상

호작용에 한 학생들의 인식은 Table 2와 같다.

학생들이 수업활동 게시 에 조별활동 산출물을 올리

고 난 후 교수자는 강의실 스크린을 통해서 조별 산출물

을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조치한 후에 이에 한 피드백

을 실시하 다. 그런데 학생들은 조별활동 산출물을 스

마트 LMS에 올리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았다. 오히

려 학생들은 스마트 LMS에 올리는 것을 편리하게 생각

하 고, 교수가 조별활동 산출물에 한 피드백을 해

때 다른 조들이 올린 답도 함께 볼 수 있다는 과 교수

의 피드백이 즉각 으로 이루어지는 을 장 으로 언

하 다. 즉각 인 교수의 피드백이 가능한 은 키 기

능의 장 으로도 꼽혔다. 이와 련된 주 식 설문 응답

은 다음과 같다.

교수님이 답을보시고 그답에 한피드백을 직 으로

받을 수 있는 .

다른 조의 그룹 활동 내용을 함께 보면서 피드백을 해주

셔서 우리 조가 틀린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고 다른 사람

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수기를통해과제를제출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타

이핑하여 과제를 제출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키를 통한 즉각 인 피드백. (주 식 설문 응답)

한 학생들은 수업에 한 질문이 생겼을 때 연구실

로 교수를 찾아오는 것이 시간 으로나 정서 으로 부담

스러워할 수있다. 따라서학생들에게스마트 LMS의질

문 게시 을 통하여 학습과 련된 질문을 하도록 독려

하 는데 학생들이 이를 극 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

여주었다. 특히시험 에 아주 많은 질문을 하 다. 질문

게시 과 구별하여 쪽지는 개인 인 연락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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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도록 권장하 는데 학생들은 쪽지를 이용하여 성

과 련된 질문을 많이 하 다. 그리고 과목공지 게시

을 통하여 강의계획서, 시험 안내, 발표 안내 등 본 연

구자가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싶은 내용을상세하게 달

하 다.

학생들이 스마트 LMS 상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정도는 평균 수 3.77 으로 스마트 LMS를 통해 공지사

항을 비교 잘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번 문항의

경우 질문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제외하 다. 질문

을 한 창구로서 스마트 LMS에 한 학생들의 평가는

평균 수 3.96 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질

문을 한 번이라도 해본 학생들은 부분 스마트 LMS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교수자의 답변을 받는 것을 편리하

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키를 통하여 교수자의

피드백을 받는 것에 한 평균 수는 3.91 으로서 학생

들이 이러한 방식을 체로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별활동 산출물에 한 피드백 제공이 갖는

상호작용 효과에 한 평균 수 역시 3.91 으로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Question Mean Average

1. I always checked notices on Smart
Campus.

3.77

3.89

2. Q&A bulletin and messenger in Smart
Campus were convenient to ask
questions to the instructor.

3.96

3. Wiki in Smart Campus was convenient
to get the instructor's feedback about
the script for my presentation.

3.91

4. The instructor’s feedback about activity
outcomes through Smart Campus
enhance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instructor and students.

3.91

Table 2. Interaction between instructors and students

4.2 스마트 LMS는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용  

는데 효과적 가?

스마트 LMS는 한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효과 이었다. 본 수업에서 학생 간 상호작용

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은 수업 조별활동

이었다. 조별활동 산출물을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스

마트 LMS의 수업활동 게시 에 올리고 그 결과가 강의

실 스크린에 즉각 으로 나타나는 활동의역동성이 학생

들로 하여 조별활동에 흥미를 갖게 해 다. 조별활동

의 역동성과 학생들의 흥미가 선순환 되어 조원들과의

상호작용을 진시킬 것으로 보았다. Table 3의 1번 설문

의 평균 수가 4.06이라는 높은 수가 나옴으로써 이러

한 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 다. 이러한 결과는 조

별활동이 ICT를 기반으로 하 을 때 더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들[7, 11]과 같은 맥락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Table 3의 2번 설문인 키의 상호작용효과는

평균 수 3.44 으로서 수업활동 게시 과 비교하여 높

지 않은 수이다. 그 이유는 수업활동 게시 의 사용은

거의 매시간 발생하 지만 키는 한 학기 1회의 발표를

하여 단지 2 - 3주 속한 것에 불과하 기 때문인 것

으로 단된다. 그러나 학생의 주 식 응답과 키의 편

리함을 감안하 을 때 학생들은 키를 통한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해서 정 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키를 통한 조별과제 제출이 좋았다.

할 때 본인부분만 잘 해서 올리면 되기 때문에 조장

이 할 일이 별로 없었다. (주 식 설문 응답)

Question Mean Average

1. Uploading activity outcomes on Smart
Campus enhanced the interaction
between students and students.

4.06

3.75

2. Wiki in Smart Campus was convenient
to prepare my team’s presentation.

3.44

Table 3. Interaction between students and students

4.3 스마트 LMS는 학생과 학습내용 간  상호

용  는데 효과적 가? 

연구결과 스마트 LMS는 학생과 학습내용 간의 상호

작용을 높이는데도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상호작용은 학생과학습내용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스

마트 LMS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내용과 얼마나 상호

작용하 는지에 한 설문결과는 Table 4와 같다.

Question Mean Average

1. Texts uploaded on Smart Campus were
helpful to my learning.

3.69

3.85
2. Supplements uploaded on Smart

Campus were helpful to my learning.
4.00

3. Activity outcomes uploaded on Smart
Campus were helpful to my learning.

3.91

Table 4. Interaction between students and learning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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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LMS에 올린 텍스트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련된 문항은 평균 수가 3.69 으로서 Table 4에 올라

온 다른 문항에 비해서 평균 수가 상 으로 낮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텍스트를 문서로 지니고있으며 수업시

간에 문서 텍스트를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문

서 텍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LMS에 텍스트

를 올려놓은 이유는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텍스트에

한 근성을 높여서 텍스트에 한 습과 복습을 편

리하게 하기 함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3.69 이라는

평균 수는 스마트 LMS를 통해 텍스트에 근할 수 있

다는 에 한 정 인 반응이라고 해석할 수있다. 실

제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교재를 가져오지 않았을 때

LMS에 탑재된 텍스트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의 주 식 응답은 이를 지 하고 있다.

. . . 텍스트에 쉽게 근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동 에 자료를 확인하기 용이함.

혹시 교재가 없었을 때 린트해서 오거나 스마트 폰, 노

트북을 통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주 식 설문 응답)

한편 수업 보조 자료는 스마트 LMS에서만 올려져 있

기 때문에스마트 LMS를통해서만 볼수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인하여 수업보조 자료와 련한 설문은 4.00 이

라는 높은 평균 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 조별활

동 산출물은 일목요연하게 게시 에 정리되어있어서 수

업 이후에 참고하기에 편리하 을 것이다. 조별활동 과

제를 시험에 반 하 기 때문에 학생들은 시험 비 기

간에 이를 많이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거의 모든 단원

의 수업활동에 한 조회 수가 학생 수의 두 배 수가 넘

었다. 이러한 유용성 때문에 수업활동 게시 의 상호작

용 수가 평균 3.91 으로서 역시 높은 수를 받은 것

으로 보인다. 이것과 련한 한 학생의주 식 응답은 아

래와 같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기록이 남아있어 볼 수 있다는

한 좋았습니다. (주 식 설문 응답)

5. 결론  

스마트 LMS를 활용한 결과 아주 편리한 교수·학습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 폼, 소크라티 , 페이

스북, 네이버 설문 등과 같이 잘 알려진 교수·학습 기능

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

하기 하여 단지 한 곳에 속하기만 하면 되었고 스마

트 LMS에서는 다른 랫폼들과 달리 교수자가 별도로

학생들을 시스템에 가입시킬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기본 인 유용성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LMS

는 연구결과 높은 상호작용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사후 설문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 LMS가교수·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

마트 LMS는 공지사항 달과 교수와 학생간의 소통을

편리하게 해주었으며 특히 수업 에 CRS와 같은 역할

을 한 수업활동 게시 과 수업 후에 활용한 키를 통하

여 교수자의 즉각 인 피드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교

수·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켰다.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스

마트 LMS가 도움이 되었다. 수업 에 수업활동 게시

에 조별 수업활동 산출물을 올리는 과정에 학생 간 상호

작용이 활성화 되었고 키에 조별 발표 본을 올리면

서 수업 후에 학생 간 상호작용이 증진되었다.

스마트 LMS는학생과 학습내용과의 상호작용 측면에

서도 효과 이었다. 스마트 LMS의 주차별 강의게시 에

학습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

생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학습 콘텐츠에 근할 수 있

었다. 특히 수업활동산출물 같은 경우 수업 후에학생들

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아주 유익하 으며 수업 시간에

다른 조의 답변 역시 한꺼번에 모두 볼 수 있다는 이

학생들이 학습내용과의 상호작용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

이었다.

이와 같이 스마트 LMS의 상호작용 효과는 정 이

다. 그러나 학생들이 평가한 상호작용 효과는 반 으

로 아주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스마트

LMS의 상호작용 효과를 증진시키기 하여 다음과 같

은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 새로운 수업 방식에 한 학생들의 거부감이다.

학생들이 상외로 새로운 수업 방식에 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는 Stockwell이 지 한 새로운 기술에 한

"사용의지의 부족”(lack of willingness)[36]과 일맥상통

한다. 따라서 이러한 거부감을 완화하기 하여 스마트

LMS 활용방식에 해서 충분한 안내를 하고 스마트

LMS의 장 에 해서 반복 으로 강조함과 동시에

무 복잡하지 않은 수업설계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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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학기내에 스마트 LMS의 활용을 단계 으로 늘려

가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둘째, 스마트 LMS의 기능에 한 사 실험이다.

를 들어 본교의 스마트 LMS의 경우 수업활동 게시 에

서 학생들이 ‘댓 ’ 기능을 이용하여 조별활동 산출물을

올리면 수정이 불가능하다. 키의 경우 공동편집의 기

능이 비동시 으로 가능하고 동시 으로는 가능하지 않

았다. 따라서 교수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을 사 에

철 하게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스마트폰의 데이터와 배터리 문제이다. 학교 캠

퍼스의 와이 이 사용이 캠퍼스 어디서나편하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의데이터 사용

은 학습을 해 교재를 사는것과같은 맥락으로여길 수

있도록 학기 부터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배터리의 경

우 수업 에 배터리가 없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

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 스마트폰의 배터리는 교재를

지참하는 것과 같은 차원임을 수시로상기시킴으로써 학

생들이 새로운 수업방식에 빠르게 응할 수 있도록 이

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는 공 어 과목의 수강생을 상으

로 했기 때문에 모든 학과와 모든 학년을 상으로 하는

일반 어 과목의 수강생들에 비하여 수업태도가 더 능

동 이었다는 이이 연구의 한계 이 될 수있다. 왜냐

하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 어 과목에 용하기 어려

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스마트 LMS의 다양한기능

들을 활용한 연구 결과물이 아니라는 도 본 연구의 한

계 이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에서 활용한 수업게시 과 키

외에 CRS처럼 활용 가능한 설문기능과 퀴즈, 과제, 토론

방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학습활동에 을 맞춘 연

구가 이루어진다면 교수·학습에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

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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