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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의 목 은 학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수업에서 어떠한 형태의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

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유형화하는 것이다. 모바일 기기를 제공하 을 때 교수학습 활동이 기존의 방법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 본 논문의 주요 논 이었으며, 수업에 주로 활용된 교수 방법, 교수 략, 활용 

기기, 평가 방법 등이 분석의 기 이 되었다. 한 구체 인 교수‧학습 활동에 해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고자 하 다. 본 논문의 상 교과목에서는 강의식보다 사례 분석식 교수방법, 교수 학습 

략 면에서는 구체 인 사례에 한 설명과 질문에 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략이 사용되었다. 학습자 

활동 면에서는 발표와 질문이 많이 활용되었고, 자료 면에서는 그래픽이나 인터넷 자료 등이 다수 활용되

었으며, 평가 면에서는 과제 해결을 통한 평가 방법이 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학에서 모

바일 기기를 활용한 수업에서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기 한 기 자료가 될 것이다.

■ 중심어 :∣모바일 기기∣교수 학습 활동∣교수 학습 모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using mobiles 

devices in a university. We analyzed the instructional methods, instructional strategies, devices 

types, and evaluation activities. In addition, we conducted deep interviews with the students 

who used the mobile devices in terms of their understanding on the mobile learning, mobile 

learning methods, evaluation methods, difficulties and their expectations. These findings will be 

u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using mobile devices in hig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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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학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 기반을 갖추기 

해 다양한 첨단 디지털 미디어 기기들을 학 수업에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안 에서 

지속 으로 변화하는 지식을 담지 못한 ‘죽은’ 지식을 

달하고, 교수 자신의 일방 인 강의에만 의존하는 교

수‧학습 방법만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고도의 창

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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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들은 단지 수업 시간에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이 일어나도록 유

비쿼터스 컴퓨  기술을 교육시스템에 도입하기 시작

하 다. 더욱이 모바일 기기의 보 은 유비쿼터스 교육 

시스템에 한 근성을 높여주게 되었다. 유비쿼터스 

기반 학습 환경의 특징에 기반을 두어 볼 때, 고등교육

에서 언제 어디서나 교수자, 학습자 그리고 학습 내용

간의 커뮤니 이션을 진하기 한 수업이 이루어지

기 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

어야 한다. 첫째는 언제 어디서나 동료나 교수자와 의

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상에서의 학습 공간을 제

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근 가능한 

디지털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근성, 상

호작용성, 연결성 등을 향상시키기 한 모바일 기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바일 기기를 학습에 활용하는 모바일 학습(Mobile 

Learning)은 교사와 학습자가 무선 인터넷 기기를 활용

하여 언제 어디서나 무선으로 필요한 학습 자원에 쉽게 

근하고 다양한 수단으로 의사소통하며 다양한 교수‧

학습 활동을 용해 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

법 혹은 교수․학습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

그러나 단지 기기를 제공하는 것만이 학 수업의 질

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2]. 모바일 기기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수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 를 갖는 것은 

단지 학생들에게 TV나 컴퓨터를 제공했을 때 정

인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과 같다. 2004년 

Duke 학에서는 1학년 신입생들에게 iPod을 지 하고 

학습에 얼마나 유용한지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시간에 계없이 강의 콘텐츠를 언

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었던 에 해 정  반응

을 보 으나, iPod에서보다 많은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등을 지

원 사항으로 제시하 다[3]. 모바일 기기가 가져다주는 

장 이 교수-학습 상황에서 제 로 효과를 발휘하기 

해서는 모바일 기기의 어떠한 특성이 학습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에 한 심도 깊은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

어야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학습 효과를 단하기에 앞서 모바일 기기

를 제공하 을 때 교수학습 활동이 기존의 방법과 어떻

게 다른가를 분석하는데 이 있다. 수업에 주로 활

용된 교수 방법, 교수 략, 활용 기기, 그리고 평가 방

법 등이 본 논문에서 분석의 기 이 되었다. 한 구체

인 교수‧학습 활동에 해 수업을 진행한 교수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함으로써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고자 

하 다. 

재의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 로서 모바일 기

기를 사용하는데 매우 익숙해져 있으며, 기술 한 

격히 발달하고 있다. 고등교육에서도 신 하게 학생들

에게 모바일 기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에 정 인 

효과가 있기를 기 하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는 모바

일 학습을 기획하고 의도하는 연구에 있어서 수업이 어

떻게 설계되고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한 모델을 개

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교수 ‧학습 이론에 근거한 모바일 기기의 교육

적 효과 

학습이란 학습 주체와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이다[4]. 학습이 효과 으

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

지도록 진시켜 주어야 한다. 활동 이론(Activity 

Theory)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상호작용은 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개체에 의하여 진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5][6]. 테크놀로지의 측면에서 볼 때 

모바일 기기는 이와 같이 학습을 한 상호작용을 지원

하는 매개체로서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되고 있

다[7]. 

한 학습을 한 상호작용은 사회·문화 인 맥락 속

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유의미하게 일어난다[8].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 사회 이고 문화 인 맥락을 제공하는 

것은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기 한 필수 요건이 된

다. 맥락이란 사람, 공간, 물리  혹은 가상 객체 등 상

황을 구성하는 속성들을 특징지을 수 있는 정보이다

[9][10]. 모바일 기기는 GPS와 같은 센싱 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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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맥락에 맞게 제공하게 된

다. 한 이러한 맥락을 활용하여 즉시 으로 정보를 

재생산하여 새로운 맥락을 형성하는 도구가 된다. 앞으

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같은 센싱 

시스템의 발달은 모바일 기기의 교육  효과성을 더욱 

극 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모바일 기기의 유형

학습에 사용되는 모바일 기기로는 개인휴 단말기

(Personal Digital Assistants: PDAs), 모바일 화기, 

휴 용 게임기(hand-held games consoles), 넷북

(netbook), Portable Multimedia Player (PMP) 등이 있

다. 기기별로 각각 장단 이 있지만, 이동 화를 이용

하여 인터넷에 속하는 과  상의 문제 들이 공통

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북은 HTML이나 화면을 기반으

로 하는 웹사이트의 콘텐츠 열람, 자우편 그리고 채

 정도의 간단하고 기본 인 인터넷 주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목 으로 개발된 컴퓨터[11]로서 웹사이

트 상에서의 과제 작성이나 동료들과의 토론과 같은 상

호작용이 용이한 장 이 있다. iPod는 Apple사에서 개

발한 PMP의 일종[12]으로 ituneU 등을 통해  세계에

서 제공되는 오 코스웨어 콘텐츠, Youtube를 통해 공

개되는 멀티미디어 일 등을 다운로드 받아 언제라도 

콘텐츠에 속할 수 있고 휴 가 간편한 장 이 있다. 

3.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의 프레임

워크

모바일 학습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모

바일 기기와 이러닝을 연계하는 애 리 이션이 필요

하다[13]. 특히 모바일 기기를 이러닝에 효과 으로 연

계하기 한 모형의 경우, 일반 인 학습모형 외에도 

기기의 특성이 반 되어야 한다. [그림 1] 은 모바일 학

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개별화된 콘텐츠 협력적 콘텐츠

PUSH 
Mechanism

교육적 지원 도구, 
멘토

커뮤니케이션 
지원 도구

SMS, 메신저, 공지, 
일정표

PULL 
Mechanism

시스템 도구, 자료 가상 교실
WML 웹사이트,
게시판, 채팅

공지, 일정표, 
WML 웹사이트

SMS, 메신저, 
게시판, 채팅

↑

←
Mobile 

Learning 
Applications

그림 1. 모바일 학습 프레임워크 

모바일 학습에서는 상호작용을 요구하는(Push) 메커

니즘과 이끌어내는(Pull) 메커니즘이 함께 작용할 때 

내용 달이 보다 효과 이다. 한 개별화된 콘텐츠와 

력  콘텐츠를 함께 달할 수 있을 때 보다 유의미

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모

바일 학습이 단순히 기기를 제공하는 수 이 아니라 효

과 인 학습이 일어나기 해서는 모바일 기기에서 이

러닝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제들을 포함한 효과 인 애

리 이션과 수업 안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수업  일어나는 교수‧학습 활

동을 이러한 임워크를 토 로 모형으로 개발할 수 

있다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수업의 효과를 보다 극

화활 수 있을 것이다.

4. 모바일 기기가 교수-학습에 미치는 효과에 대

한 선행 연구 분석

최근 많은 연구에서 무선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발

이 교수학습 환경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14]. 학생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고, 

학생의 수 을 극 으로 모니터하며, 학생 간 력을 

진하여 보다 능동 인 수업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기기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의 하

나는 언어 학습이다. Thornton과 Houser(2005)의 연구

에 의하면 일본 학생들에게 모바일기기를 통해 어 

단어를 메일로 보내  집단이 일반 으로 어 학습을 

학습자보다 더 학습 효과가 컸다는 결론을 얻었다.[15] 

재 2010년 1월 기 으로 국내 스마트폰 매 황

은 80만 여 에 이르며 2009년 20만 에 불과했던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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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면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6]. 

이러한 망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학생들의 스마

트폰 소지 비율은 따라서 증가할 것이며 디지털 네이티

들에게 합한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용되어

야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논문은 서울 소재 A 학교의 언론정보학 공 교

과목 3강좌의 교수 3명과 수강생 71명을 상으로 이루

어졌다. 표집방법은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

이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이러닝 교과목을 1회 이상 수

강한 경험이 있는 성인 학습자들로서 연구 참여에 동의

하 다.

심층면담은 담당 교수 3명과 각각의 교수가 추천한 

학생 6명(교과목 별 2명)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2. 연구도구

집단별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찰하여 비교·분

석하기 하여 Ross와 Smith(1996)의 ‘Classroom 

Observation Measure’ 도구[17]를 번안하여 활용하

다. 수업 찰 도구의 항목들은 강의 심(Instructional 

Orientation) 역, 수업 조직화(Classroom Organization), 

수업 략(Instructional Strategies), 학습자 활동

(Student Activities) 역, 기자재 활용(Technology 

Use) 역, 평가활동(Assessment) 역, 종합정리(수

업 집  시간, 학습자 흥미도 찰) 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도구는 각 역별로 하  찰항목들로 구성

되어 있는데 이 도구를 모바일 수업연구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여 개발하 다. 개발한 도구의 역은 크게, 1) 

강의식수업, 기반학습, 소집단학습, 력학습/문제 

심 학습 등과 같은 수업방식, 2) 학습목표 제시, 이  수

업내용의 상기, 학습방법에 한 설명, 읽기와 구체 인 

해설 등의 교수 략, 3) 개별  연습과 문제 풀기, 실습, 

쓰기학습, 읽기학습 등 학습자 활동, 4) 워포인트 활

용, MS워드 혹은 아래아 한  사용/pdf 일, 인터넷검

색 등 기술 활용, 5) 퀴즈, 구술식평가 등 평가활동, 6) 

종합정리  총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도구를 

활용하여 각 역별로 이루어진 학습활동을 찰하여 

해당하는 활동의 빈도를 기록하 다. 

빈도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진은 담당 교수자와

의 면담을 실시하 으며 심층 분석을 실시하 다. 면담 

결과는 질  연구 방법의 일환인 내러티  분석

(narrative analysis)을 통해 분석[18]되었으므로 면담 

상자의 화를 그 로 기술하 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9년 2학기 기간  5-12주차 동안 이루

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모바일 기기를 제공하

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모바일 기기에 따라 다양

한 교수학습 활동을 찰하기 함이었다. 학생들에게 

심이 증하고 있으며 휴 성이 뛰어난 iPod과 iPod

에 비해 비교  입력이 용이한 넷북(인터넷 속을 

해 Wibro 모뎀 제공)을 제공하 다. 과목들  A 교과

목과 B 교과목의 경우 iPod 기기를 활용하 고, C 교과

목의 경우 Wibro 기능이 탑재된 넷북을 활용하 다. 교

과목별 기기 사용 황은 [표 1] 과 같다. 

교과목
기기

A B C 계

iPod 17 17 34

넷북+Wibro 모뎀 37 37

표 1. 교과목별 기기 사용 현황                        
       (단위: 명)

수업은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이 속 가능한 수업용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커뮤니티에서 활용 가능한 웹리

소스를 탑재하도록 하 다. 커뮤니티의 유형은 

Springnote, Facebook 등으로 교과목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운 하 고, 리소스 한 동 상, 이미지, 문서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모바일 

기기는 이들 커뮤니티에의 근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 다. 

각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들은 4주차에 연구의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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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구성방법, 학습방법, 학습문제 발생 시 해결방

법 등에 한 내용과 학습 진행요령을 자세히 안내하

다. 5주부터 12주차까지 연구자는 각 과목별로 각 4회

(회당 3시간 총12시간)씩 총 36시간을 찰하 다. 36

시간은 질  연구에서 요구하는 최소 활동시수인 20시

간이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찰은 략 2-3주마다 이

루어졌고, 찰노트 기록과 비디오 촬 을 통해 교차 

확인하 다. 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

한 3명의 교수들을 상으로 진행한 심층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모바일 수업을 처음 진행하기  사

 심층면담을 실시하 는데, 주된 질문들은 모바일 수

업에 한 사  이해와 경험, 모바일 수업방법과 평가 

등에 한 모바일 수업운 , 모바일 수업의 과정과 결

과에 한 기 효과 등 모바일 수업 효과성 인식, 모바

일 수업 애로사항 등이었다.

4. 분석방법

본 논문에서는 찰 내용을 토 로 빈도분석을 실시

하 다. 찰 내용 외의 심층면담의 결과는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을 통해 주제별, 질문별로 내용을 정

리하여 악하 다.

Ⅳ. 연구결과

1. 관찰결과

찰 결과 [표 2] 와 같이 수업방식으로는 주로 사례 

분석식 수업(n=96)이 가장 많이 찰되었고, 다음으로 

소집단 수업(n=48), 개별 튜터링(n=28) 순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교수 략은 주로 구체 인 사례에 한 설

명(n=198)이 다수 이루어졌고, 교수가 학생에게 질문과 

교수 피드백(n=69)과 학습자 수업활동에 한 지도

(n=59)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학습자 활동 측면은 주

로 발표 혹은 시연(n=241), 학생 질문(n=37) 순으로 이

루어졌다. 기술 활용의 경우, 그래픽 자료 활용(n=99), 

인터넷 활용(n=99), 미디어 자체 소 트웨어 활용

(n=88)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미디어 자체 소

트웨어들은 아이팟 다운 로그램, 도우 무비 메이커, 

Fish 로그램, 곰 이어 등으로 나타났다. 평가활동

은 찰 기간 내에 주로 실습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교수 ‧학습 활동 관찰 빈도

유형 방식 빈도

1. 수업
방식 

 강의식수업 18

팀기반학습 0

소집단학습 48

협력학습/문제중심학습 0

개별 튜토링(교수, 동료 등) 28

사례 분석식 수업 96

시범/재연중심수업 25

2. 교수
전략 

 학습목표제시 19

이전 수업내용의 상기 15

학습방법에 대한 설명 47

읽기와 구체적인 해설 8

문제 제시와 풀이(해결) 4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 198

교수가 학생에게 질문과 교수 피드백 69

다음 수업목표와 내용 설명 15

학습자 수업활동 지도 59

3. 
학습자 
활동 

개별적 연습과 문제 풀기 0

실습 30

쓰기학습 1

읽기학습 0

토론 활동 9

정보 찾기 6

학습자 상호 튜터링 1

발표 혹은 시연 241

학생 질문 37

4. 기술 
활용 

파워포인트 활용 39

MS워드/아래아 한글/pdf 사용 2

인터넷검색 19

인터넷 DB(자료)활용 1

미디어 자체 소프트웨어 활용 88

그래픽 자료 활용 99

음악/동영상 자료 활용 56

인터넷 사이트 활용 88

5.
평가
활동 

퀴즈 0

구술식평가 0

서술식 평가(시험) 0

실습평가 0

과제 점검/평가 46

6. 
정리‧총평

종합정리/총평 29

2. 면담 결과

심층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수업에 한 사  이해와 경험을 살펴본 결과, 

교수들은 인터넷 수업과 련된 사 경험이 있고, 인터

넷 작도구 활용에 한 사 지식이 있는 것으로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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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수업은 어떤 결국은 이제 디지털을 이용한 

하나의 커뮤니 이션 수단입니다. ... 그러니까 는 이

제 그 e클라스 라든지 뭐 이 게 가끔 블로그라든지 아

니면 제가 맡았던 과목 에 온라인 리즘 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학생들하고 이제 그 

일종의 웹 매거진,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콘텐츠를 학생들이 직  채워나가는 건데 그 

뭐 련된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서로 다 보게 되는 그

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부 다 일단 웹에 올려놓는 상

태고 그걸 서로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수

업을 한 번 해봤었는데...”[교수 B]

그러나 모바일 수업 자체에 한 확고한 개념 정립이

나 이해가 있는지에 한 질문에서는 자신감 있게 답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습자들과 교수 자

신이 모바일 수업에 한 이해를 공유할 지에 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기 하 다.

“솔직히 말  드리면 제가 아직 모바일 수업이 개념

이 잘 안 잡히는데요. 우선은 는 그 좀 그야말로 학생

들하고 랑 같이 그 곳곳에 편재되어 있는 자료들 있

잖아요. 그 자료들을 가능하면 많이 찾아와서 많이, 찾

아와서 그런 걸 우선 으로 이 게 공유하는 특성, 그

런 수업이 아닐까 이 게 생각이 들구요. 그러니까 원

칙 으로는 모바일 수업이라는 것이 뭐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

권을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모바일 수업이지만 솔직히 교수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

게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교수 A]

학생의 경우 모바일 기기를 해 본 경험이 없어 기

기 사용 교육에 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이팟이나 넷북이나 이런 

기자재들을 여해 주는데 여를 해  때 미리 작동법

이나 이런 다운로드 법 같은 거를 그냥 클릭해서 이

게 학생들이 먼  보고 바로 이 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학생 C] 

둘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수업방법과 평가 등에 

한 모바일 수업운 의 경우, 학습자들의 자발 인 참

여와 과제 수행 등을 강조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수업과 련해서 합하다고 

찾은 상물이나 그런 자료들은 조 이라도 이 게 항

상 학생들 앞에서 소개를 하게끔 하려고 그럽니다. 왜 

이게 이 주제와 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걸 하

는 게 학생들이 찾아왔다는 그런 걸 확인할 뿐만 아니

라 젠테이션 할 기회를 으로써 뭔가 가지고 이

게 스스로 자료를 찾고자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좀 

더 이 게 느끼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발표나 참여 

뭐 이런 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교수 C]

학생들도 참여를 독려하고 과정을 요시하는 수업 

방식에 해 고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 는 이게 교수님한테 배운다는 생각만 들었는

데 교수님 자체부터 이 게 약간 같이 배워가는 입장. 

막 블로그 어떻게 하는 거니 이 게 물어보시니까 되게 

재 는거에요. 그래서 도 모르는 게 있는데 배우고 

이런 게 되게 재미있었구요.” [학생 C]

해당 교수들은 모바일 수업 자체에 한 특성을 잘 

반 한 수업을 설계하고 운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평가의 경우에도 모바일 수업의 특성이 반 될 수 있도

록 노력하고자 하 다. 한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교

과목의 내용을 모바일 수업에서 잘 용할 수 있도록 

방법론 개발에도 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희가 과에서도 UCC콘테스트라는 것을 했

었어요. 희 과내에서. 근데 그 친구가 iPod에서 볼 수 

있는 UBL수업에 한 홍보 상 비슷한 것을 만들었어

요. iPod가지고 막 하는 것을. 이건 동상  경우에 그쳤

었는데. 아이들을 조  더 발 시켜가지고 UBL을 통한 

인터넷 커뮤니 이션 수업 뭐 이런 주제로 1분 30  정

도로 동 상 만들어가지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는 결국 평가 방식이 물론 학생들이 얼마나 자발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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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링 노트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를 했고... ” [교수 C] 

셋째, 모바일 수업의 과정과 결과에 한 기 효과 

등 모바일 수업 효과성 인식의 경우, 정 인 기 와 

희망 외에도 구체 인 결과에 한 막연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도구 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요. 

어차피 지 은 커뮤니 이션이 이런 웹이라는 인터넷

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피해갈 수도 없고... 그

런 도구 인 측면을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아주 효과가 

있다고. 그리고 교수자도 그런 것에 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느껴요." [교수 A]

“지 은 그야말로 시범 수업이고  이제 창기 수

업이기 때문에 무 큰 기 치를 학생들한테 심어주고 

무 큰 그런 결과를 바라는 것은 별로 옳지 않은 것 같

고요. 좀 UBL, 즉 뭐 아이팟이 든 넷북이 든 뭔가 

이런 걸 가지고 이 게 수업을 해봤더니 텍스트 주의 

수업보다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잘되면 

뭐가 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호기심을 불어넣어주는 

차원에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교수 B]

학생들도 교수와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동료학습자

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에 해 정 으로 반응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명 안쪽으로 들어가지고 교수님이랑 상호작용이 

무 잘 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학기 내내 같은 조

에서 하나 둘씩 진행하면서 서로 굉장히 많이 친해진 

것도 조원들 간의 상호작용도 되게 좋았고...” [학생 A]

학습자 측면에서는 자기주도 인 학습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 자신의 디지

털 능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단하 다.

“우선은 그 기 뭐랄까 자료 찾는 방법이나 이 노하

우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첫 질문을 학생들한테 

스스로 정보검색능력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다 다양하더라구요. 자기는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애들

도 있고 못한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는데 우선은 굉장

히 정보가 많은 상태에서 모바일 수업 목  에 하나

가 나한테 정말로 합한 자료를 어떻게 찾느냐가 굉장

히 요한데 그 게 핵심 인 정보를 찾아가는 연습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드러날 것 같고요.” [교

수 C] 

넷째, 모바일 수업 애로사항의 경우, 모바일 수업 

비가 다른 수업 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언 하 다. 

“ 같은 경우는 그 게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다른 교

과를 운 하시는 교수님의 경우에는 일일이 사이트에 

피드백을 달고, 과제를 확인하고 하시느라 정말 힘들었

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반 수업보다는 자료

를 찾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게 사실입니다.[교수 

B]”

한 이번 수업운 과 결과에 따라 다른 수업이나 강

좌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단하고 있었

다. 즉 일회성 이벤트와 같은 수업이 되어 오히려 학습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 다.

“ 는 지  이제 시범 강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게 다음 학기에  모바일 수업 과목이 열리지 않습니

까. 그 때. 첫 학기 때 좋은 평가들이 나와야 더 이 게 

활발하게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

님들마다 그 게 분명히 많이 찾아오라고 시킬텐데 그

거 자체가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반면에 자기들이 많

이 얻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 다음 학기에서 수강 신

청을 하는 학생들이 없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교수 A]

그러나 학생들은 오히려 모바일 기기 자체의 효과보

다는 UBL 수업의 정 인 측면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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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를 받아서 도움이 된다. 이것 보다는 수업 자체 

내용이나 구성이 더 요한 것 같고 몇 년 후에는 오히

려 이런 UBL 수업이 자연스럽고... 당연히 그 게 되어

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습자 D]

Ⅴ.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의 목표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

동에 해 주로 사용된 수업 방식, 교수 략, 활용 기

기, 그리고 평가 부분으로 나 어 분석하는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 연구 상이었던 교과목은 강의식 보다

는 주로 사례 분석식 수업을 가장 많이 활용하 고, 다

음으로 소집단 수업이나 개별 튜터링을 많이 실시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은 수업 과정이 단순히 교수

님이 내용을 달하는 수업이 아니라 홍보 동 상 제작 

등 과제 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에 해 수

업 커뮤니티를 통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식의 수업이 이

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면담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분석식의 수업은 강의식 

수업에 비해 교수나 학생 모두에게 기존의 강의보다 부

담감이 크고 스스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는 학

습효과가 크지 않다는 단 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수 략으로는 내용을 제시하고 설명하거나 구체

인 해설을 제공하기 보다는 용 사례를 함께 제공하

거나 교수가 질문하고 학생이 응답하며 그에 한 피드

백을 제공하는 략이 많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19]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수업에 활용된 기술을 살펴보면 일반 인 워포인

트 자료보다는 그래픽 이미지나 인터넷 자료 들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 트웨어 측면에서는 동

상을 다운받거나 시청하는데 필요한 로그램들이 

활용되었다. 학생 면담과정에서도 모바일 기기가 학습

에 효과 일 것이라는 확신은 있지만 수업 시작  사

용 교육을 실시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학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활성화

되기 해서는 교수나 학생들이 기술 인 부분에서 어

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수학습센터 등을 이용하여 별도

의 교육 로그램을 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평가 부분에서는 서술식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

고 모두 과제에 해 평가하는 방식을 활용하 다. 교

수들은 심층면담을 통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수업에

서는 학습자들의 자발 인 참여와 과제 수행 등을 강조

해야 한다는 을 언 하 다. 그러나 비교  학생이 

수행해야 할 과제 부담이 많고, 그만큼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에 비하여 학생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에 

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은 학에서 새로운 교수법을 용할 때 그에 합당한 

평가 방법을 자율 으로 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인 장

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모바일 수업의 효과성에 해 면담에 응한 교수들은 

학습자들의 자기주도 인 학습능력이나 디지털 리터러

시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단하 다. 참여, 공유, 개

방의 시 에서는 지식을 수동 으로 받아들이기 보다

는 극 으로 지식을 생성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학습이 보다 강조된다고 했을 때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수업 방법이 학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한 구체

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20].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수업에서는 분명 기존의 강의

식 수업과는 다른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하 다는 것을 

악할 수 있다. 그러나 심층 면담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모바일 수업 자체에 한 확고한 개념에 한 이

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나 본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

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수업의 모델을 개발할 필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바일 기기의 제공이 단순한 신기성 효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  교육 효과가 있기 해서는 기기를 제공하

는데 그치지 않고 정 인 방향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 차원에서 제반 정책과 지원도 제도 으

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수업

을 실시하 을 경우, 이를 강의평가 수와 연동을 시

키거나 강의 평가 시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수업 인

센티 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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