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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2009년 11월 미국 A사의 스마트폰이 국내에 도

입되면서 본격 으로 일기 시작한 스마트폰 열풍

은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향

을 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스마트

폰을 활용한 교육 분야에서도 논의가 증 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기존의 휴 폰과는 달리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컴퓨터로서 그 활용 가능성에 

한 새로운 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모바일 기기와 련된 교육  활용은 이

미 2005년 유러닝 연구학교의 지정을 통해 모바

일 학습방안의 추진이 시작되는 등 모바일 학습

에 한 심이 지속 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최

근 스마트 기기들의 등장은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나 자책(e-Book) 등과는 차별 인 특

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과는 다른 형태

의 교육  활용방안에 한 근의 필요성이 검

토되고 있다.  

스마트 기기는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스마트탭, 

스마트TV 등 다양한 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더욱 다양한 테크놀로지 환경의 발 이 수반되면

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법이 출 하고 있다. 이

러한 경향에 따라 스마트 러닝(smart learning), 

스마트 에듀 이션(smart education), 스마트 워크

(smart work)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하며 학교교

육 뿐 아니라 기업  평생교육의 역에서도 스

마트 기기  환경을 활용한 교육수요가 증가하

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실체를 규정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학문  근이 요구되고 있으나, 

일부 선행연구([1][2])를 통해 모바일 련 교수

학습 방안이 논의된 바가 있으나, 스마트 러닝 환

경을 활용한 교수학습모형 설계를 한 본격 인 

논의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스마트’ 한 학습에 

한 개념정의와 더불어 이를 교육 장에서 체계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 략에 한 논

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 기기  환경을 활용한 다양

한 교육 련 용어들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스마트 

러닝의 개념을 체계 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둘

째, 스마트 러닝을 교수학습의 장에 용하기 

한 스마트 러닝 설계 원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스마트 러닝 교수설계모형 개발을 한 

차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체계 인 스마트 러닝 

용을 한 설계 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스마트 러닝의 이해 

스마트 러닝이라는 용어는 흔히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학습을 일컫기도 한다. 그러나 화 되

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학습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시 를 맞이

하여 환경에 한 이해와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

 기반이 확충될 때, 새로운 학습의 경향에 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하고 향후 방향에 한 망

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심으로 하는 도구  

근, 스마트 기기의 활용을 지원하는 환경  근, 

그리고 이를 교수학습의 목 으로 활용하기 한 

기반을 제공해 주는 이론  근의 세 방향으로 

스마트 러닝을 이해하고자 한다. 

2.1 도구  근

‘스마트 러닝’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스마트폰의 

폭발 인 활용으로부터 발되었다. 키피디아[3] 

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화 기능이 포함된 손안

의 컴퓨터로서 사용자들이 필요한 어 리 이션

(application)을 설치하여 발달된 형태의 컴퓨터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는 기기로 정의되어 있다. 

어 리 이션은 어 리 이션 소 트웨어

(software), 소 트웨어 어 리 이션, 는 앱

(app)으로도 불리는데,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일컫는다[4]. 스마트폰의 사용자수는 격히 증가

하고 있는데 삼성경제연구소[5]에 의하면 2011년

에는 국내 휴 폰 사용자 5명  1명이 스마트폰

을 보유할 것으로 상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스마트폰이  세계 휴 폰의 30%에 달할 것이라

고 망되기도 하면서 스마트폰의 화가 고

되고 있다[6]. 한편, 최근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 

는 기기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이에 스마트 러

닝을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으로만 상정하는 것

은 매우 제한 이다. 국내에서 2010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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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되기 시작한 진보된 형태의 태블릿 PC 는 

이른바 스마트탭은 9.7인치(미국 A사), 7인치(한국 

S사), 그리고 5.5인치(일본 S사) 등 크기에 있어 

다양한 확장성을 지닌다. 스마트탭은 터치스크린

을 주 입력 장치로 장착한 휴 용 PC이며, 인터

넷 검색이나 동 상 시청, 독서, 게임 등으로 활

용되며, 교육용 목 으로 교과서를 신해서 사용

하기도 한다[7]. 스마트탭은 기존 스마트폰의 작은 

스크린 크기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국내 S사의 스마트탭은 화기

능을 채택하면서도 포켓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 

각 을 받고 있으며, 일본 S사 제품은 별도의 안

경착용 없이 시청할 수 있는 3D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한편, 본격 으로 활성화 될 스마트TV의 경우 

미국의 A사, G사를 비롯하여 국내 가 사에서도 

극 으로 사업에 진출하여 그 역이 확장될 

것으로 상된다. 스마트TV는 스마트폰  스마

트탭의 기술  장 을 도입한다. 한 수[8]는 기존 

TV들과 스마트TV의 차이 을 <표 1>와 같이 

구분하 다. 

통

TV

이블/

IPTV

Web

TV

스마트

TV

달방식
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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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방송

LG/삼성

인터넷TV

구 TV/

 애 TV

<표 1> 유형별 TV 구분

송민정[9]은 스마트TV의 개양식을 다음과 같

이 망하고 있다. 첫째, 스마트폰  스마트탭의 

어 리 이션이 스마트TV로 이 하는 앱스토어

용 모듈제공 둘째, TV 시청  원하는 장면 북마

크, 장, 검색 등이 가능한 웹 기반 VOD(Video 

on Demand) 서비스 제공 셋째, 콘텐츠 제공자

(CP : Contents Provider)에 의한 양방향 콘텐츠 

제작  보 이다. 이 과정에 증강 실

(augmented reality), 3D, 치기반 서비스(LBS : 

Location Based Service), 사회네트워크 서비스

(SNS : Social Network Service)가 연동하여 각

종 콘텐츠와 서비스가 융합된 이른바 '매시업

(mashup)' 형태의 웹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의 출시되면서 

스마트 러닝의 도구  확장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디지털 컨버 스(digital convergence) 경향

에 따라 복합  융합형 기기의 등장이 더욱 확

될 것이며, 나아가 는 모니터(rollable 

monitor), 입는 컴퓨터(wearable computer) 등의 

상품 출시에 따라 향후 스마트 기기 시작은 지속

인 발 을 할 것으로 망된다. 한 스마트 기

기들은 ‘OSMU(One Source Multi Use)’의 개념에 

따라 하나의 교수학습 자원이 다양한 형태로 활

용될 수 있다. 이는 ‘OSMD(One Source Multi 

Device)’를 통해 구 되며, 학습자 차원에서는 

‘OPMD(One Person Multi Device)’의 환경을 의

미하는 등 이 경향이 향후 스마트 미디어의 주요

한 흐름으로 이어질 것을 상할 수 있다. 

<그림 1> 다양한 스마트 기기 
(출처 : www.apple.com, www.pavv.co.kr)

2.2 환경  근

스마트 기기들이 기능  특징을 발휘할 수 있

도록 하는 기술  환경이 속하게 발 하고 있

다. 이  와이 이(WiFi)와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ting)은 이른바 와해성 기술

(disruptive technology)들로서 기존의 통신 패러

다임을 환, 재편시키게 될 주요한 변 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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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와이 이란 근거리통신망(WLAN : 

Wireless Local Area Network) 이용 기술로서, 

무선 속장치(AP : Access Point)를 바탕으로 인

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10]. 세계 와이

이 지역은 IT선진국을 심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동통신사들이 와이 이 구축의 견

인차가 되어 2010년 11월 재 55,000 여개소의 

와이 이 지역이 확보되었다[11]. 한편, 와이 이

가 미치지 않는 곳은 2G 헤르츠의 주 수를 사용

하며, 송속도가 2Mbps에 달하여 동 상을 주고

받을 수 있는 3G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12]. 특히,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 이 지역에 

더해 최근 일정요 제 가입자 이상일 경우 3G 데

이터를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스마트 

기기로 활용하는 인터넷의 역이 지역으로 확

충되고 있다[13]. 

한편, 클라우드 컴퓨 은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

하여 데이터 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련 서비스를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  환

경으로서 각종 IT 기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14]. 이는 OSMD  OPMD 스마

트 환경에 최 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술  기반

이 된다. 클라우드 컴퓨  기술은 스마트 미디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망되는데, 이와 

련하여 이종근[15]은 클라우드 컴퓨 이 PC 수

 이상의 기능을 구 할 수 있는 어 리 이션 

개발의 확 , 상이한 운 체제에 따른 어 리 이

션 스토어 이용한계의 극복, 그리고 모바일 기기

의 경박단소화  편의성 증 에 기여할 것이라 

하 다.

스마트 러닝을 진하는  다른 환경  근

은 자태그(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들 수 있다. 자태그는 ‘스마트 

태그'로도 불리는데, 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로서,  정보를 소형칩(IC

칩)에 내장시켜 이를 무선주 수로 추 할 수 있

도록 한다[16].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04년도에 

‘u-센서네트워크(USN : Ubiquitous-Sensor 

Network) 기본계획’에 의해 정부주도의 자태그 

보  사업이 추진되었다[17]. 이와 같은 환경  도

구를 통해 학습자  학습자원은 언제 어디에서

든 온라인 환경과 연결되어 교육에 필요한 정보

의 교환  송이 가능하다. 한 모바일 자태

그의 한 방식인 근거리 무선통신(NFC : Near 

Field Communication)은 상호간의 능동 인 통신

을 가능  함으로써 스마트 기기간의 정보  자

료가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술  환경을 제

공한다[18].

곽덕훈 외[19]는 ‘스마트 시티’의 개념을 통해 

정부차원의 유비쿼터스(ubiquitous) 학습체제 구

축을 제언하 으며, 이를 해 술한 자태그를 

비롯하여 가입자망(FTTH : Fiber To The 

Home), 력선통신(PLC : Power Line 

Communication), 블루투스(Bluetooth), 지그비

(ZigBee), 역무선통신(UWB : 

Ultra-Wideband), 역통합망(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등의 다양한 정보통신기

술을 바탕으로 국단 의 산재된 온라인 연결망

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 다. 

이 같은 환경  근의 핵심은 언제 어디에서

나 학습이 가능하다는 유비쿼터스 환경이며, 다양

한 스마트 기기 는 기술  지원을 통한 이음새

없는(seamless) 환경이다. 따라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음 없이 학습 환경에 근할 수 있다는 환

경  근의 특징은 스마트 러닝을 구  가능  

하는 주요한 도구가 된다.

2.3 이론  근

스마트 러닝이 체계 인 교육 방안으로 발 하

기 해서는 이론  근거에 의거한 교수학습 기

반의 지지가 필수 이다. 즉 스마트 러닝은 단순

히 스마트 기기 는 테크놀로지 환경만을 활용

하는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이러한 기반을 토

로 한 이론  근이 기 가 될 때 비로소 완성

될 수 있다.

재의 스마트 러닝 시도들은 사실 2004년부터 

본격 으로 두된 웹 2.0 환경이 비로소 구 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호작용성, 사용자 

심 환경, 참여 등의 웹 2.0의 표상은 강력한 유비

쿼터스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 러닝 환경에서 

최 으로 수행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 이를테면 

데스크탑 심의 게시  활용 학습방식인 컴퓨터

기반 력학습(CSCL : Computer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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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ve Learning), 공동지식구성의 역할이 

강조된 학습 실천공동체(CoP : Community of 

Practice)와 같은 개념들은 키, 마이크로블로그 

등 다양한 사회네트워크 서비스를 바탕으로 모바

일 기반의 온라인 학습활동을 통해 구 될 수 있

는 환경을 갖는다. 한 실제  맥락(context), 경

험(experience) 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constructivism)  교수학습 환경이 스마트 러닝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 , 환경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 를 들어 증강 실을 활용한 

장학습, 실재감이 극 화된 시뮬 이션, 모바일 

심의 온라인 기반 력학습 환경 등은 구성주

의에서 강조하는 이론  배경을 실천할 수 있는 

스마트 러닝의 특징들이다. 따라서 스마트 러닝을 

지지할 수 있는 이론  배경을 학습 상황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요하며, 나아가 스마트 러닝 환

경 하에서 교수학습 목표달성의 극 화를 한 

새로운 형태의 략을 개발하는 것이 스마트 러

닝 방법의 지속화를 해 요구된다.  

이와 련된 선행연구들은 이 의 유사한 테크

놀로지 기기들이 출 했을 당시 상황을 통해 살

펴볼 수 있다. 임정훈[1]은 휴 폰, PDA, 노트북 

컴퓨터 등이 심이 된 모바일 학습을 한 연구

를 통해 교수자 심 교실수업 진행모형, 학습자

심 콘텐츠 학습모형, 온클래스-오 클래스 연계 

커뮤니티모형, 그리고 온라인 토론학습모형의 네 

가지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며 모바일 학습을 

한 교수설계 방안을 제시하 다. 한 변호승, 

최정임, 송재신[20]은 디지털교과서와 련된 연구

에서 학습기능 심의 자교과서 로토타입 개

발을 해 내용구성  측면, 교수설계  측면, 그

리고 기능설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한편 이들은 디지털교과서의 사회  개와 

보 과정에서 한 교수학습모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실에서 디지털교과서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 을 하기도 하 다. 

이와 같이 PDA, 디지털교과서 등 새로운 테크

놀로지의 결과물들이 등장하며 그 활용방안에 

한 연구가 다각도로 모색된 바가 있으나, 체로 

각종 테크놀로지 기기를 활용한 교육이론 는 

교수학습 략 연구가 시의 하게 수반되지 않

은 측면이 있다. 그 이유  하나는 이들이 보편

 환경에 용되기 에 새로운 형태의 테크놀

로지가 지속 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론  근에 

한 구조 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제 로 이루

어지지 못했던 도 있었다. 그런데 스마트 기기

의 등장과 더불어 제기되는 스마트 러닝 학습방

법의 경우, 단일기기 심의 트 드가 아닌 ‘스마

트’라는 기술 ·환경  동향을 심으로 하는 다

양한 테크놀로지들이 유기 으로 연계되어 지속

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 러닝

은 실제 인 활용이 가능한 교수학습 략 개발

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며, 따라서 스마트 

러닝에 한 체계 인 이론 근을 통해 스마트 

러닝이 지속가능한 모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

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의 개발이 필수

이다.  

  

3. 스마트 러닝 설계원리

스마트 러닝 교수 략 구축을 해 우선 스마

트 러닝 설계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를 해서는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그리고 교육 

경험제공 측면에 있어서 스마트 환경이 제공하는 

특징을 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

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그림 

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스마트 러닝을 구성

하는 도구  근, 환경  근, 그리고 이론  

근을 통해 첫째, 풍부한 학습자원의 활용 둘째, 

상호작용을 통한 참여  환경 그리고 셋째, 실제

 맥락 제공을 심으로 스마트 러닝이 구 되

는 환경을 서술하고 그에 따른 스마트 러닝 설계

원리를 살펴볼 것이다. 

<그림 2> 스마트 러닝 수업설계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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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교육내용 : 풍부한 학습자원 활용

스마트 러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학

습자원은 크게 교육용 어 리 이션과 이북

(e-Book)의 경우로 나  수 있다. 

구 (Google)사에서 출시하는 안드로이드 계열

의 어 리 이션 수는 2010년 11월 재 약 

170,000여개 이며[21], 아이폰 어 리 이션은 

300,000개에 달한다[22]. 특히 아이폰 어 리 이

션의 경우 교육용 어 리 이션은 23,000여개로 

체 어 리 이션 수의 약 8% 가까이 차지하며 

4번째 순 에 있다[23]. 교육용 어 리 이션을 형

태별로 분류하면 개인교수형, 반복연습형, 시뮬

이션형, 게임형, 문제해결형, 자료제시형, 평가형 

그리고 도구형 등의 학습 유형으로 나 어 볼 수 

있으며[24], 학습목 에 따라 다양한 형태에 따른 

교육용 어 리 이션의 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2010년 재 유/무료로 상용화된 A사의 교육용 

어 리 이션의 경우 언어학습 주의 단순한 반

복연습형(drill and practice)이 큰 비 을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다양한 교육목 의 

어 리 이션의 출시가 요구되고 있으며, 교수자 

 학습자간의 의사소통 기능이 용되지 않은 

단독형(stand-alone) 방식이 가장 많은 비 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스마트 기기가 

가진 연결성(connectivity)을 교육용 어 리 이션

에 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 

다음으로, 이북을 교수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이

다. 스마트 기기에서 이미 iBooks, 리더스 허

(Readers Hub) 등의 어 리 이션을 통해 소설, 

신문, 문서 을 비롯한 다양한 역의 콘텐츠가 

이북의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다. 학교학습 장에

서 이북은 디지털교과서로도 불리는데, 우리나라

에서는 기형태의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그 

활용가능성이 모색되기 시작하 다. 변호승, 최정

임, 송재신[20]은 디지털교과서가 교수설계측면에

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에 해서 멀티미디어 기

능, 내용제시 순서의 융통성, 극  상호작용 유

도, 활동 심 설계, 자기주도  학습지원의 특징

을 갖는다고 하 는데, 이 같은 학습자원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 

이북이 스마트 러닝 방식으로 활용되기 해서는 

멀티미디어 기능 활용이 필수 인데 멀티미디어

는 이북의 기본기능으로서[25], 다양한 형태의 시

청각 자극을 통해 학습동기 제고와 학업성취를 

진시킬 수 있다. 이를 극 으로 구 하기 

해 기술의 속한 발 에 따라 스 치 인터페이

스  증강 실 등이 용된 이북의 활용이 구

될 수 있다[26].

<그림 3> iBook(좌)와 리더스허 (우) 화면

한편, 변호승, 최정임, 송재신[20]이 요약·지 한 

디지털 교과서 설계의 문제 을 살펴볼 때 스마

트 러닝 환경을 활용하기 한 고려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이북 기능과 역할의 정립이다. 

이북은 스마트 러닝을 구 해 주는 하나의 도구

이자 콘텐츠이다. 따라서 이북을 활용한 스마트 

러닝 교수학습방안이 학습환경에 따라 구체 으

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디지털교과

서는 개발, 유지  보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었는데, 이와 같은 손실을 이기 해 학

습에 최 화된 기능 심으로 이북을 구성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이북 역할의 명확한 규명이 필요

하다. 특히 학교학습 장에서는 이북과 기존의 서

책교과서의 계를 명확히 상정하여 체계 인 교

수학습 모형하에서의 이북 활용이 요구된다. 

교육용 어 리 이션 는 이북을 활용한 학습

자원은 기존의 인터넷기반 자원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보가 집약되어 있고, 정보의 수 이 높으며, 

교육 으로 즉각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이와 같이 수업목 으로 용이하게 제공될 수 있

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자원

은 스마트 러닝을 지원하는 주요한 원리  하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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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육방법 : 상호작용을 통한 참여  환경

스마트 러닝이 제공하는 환경은 교수자와 학습

자 는 학습자간의 면 면 환경을 온라인상에서

도 지속 으로 연결해 주는 특징을 지녔다. 우선 

온라인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는 LCMS(Learning Contents Management 

System) 활용의 경우 근성이 향상된다. 기존의 

LMS의 경우 주로 웹 1.0의 방식 하에서 학습 콘

텐츠가 비교  단방향으로 제공되었으며 이에 따

라 동기 하, 지식 수, 그리고 학업성취  학습

목  달성의 어려움이 수반되었다. 그러나 스마트 

러닝 하에서는 역동  수업환경이 제공되는데, 이

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웹 2.0방식의 상호작용성, 

학습자참여, 공동지식 창출 등의 교수학습 략구

성이 가능하다[27]. 구체 으로, 웹 기반 LMS는 

스마트 기기에서도 연동이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

하고 있다. 즉, 웹에서의 콘텐츠를 언제 어디에서

나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탭 등에서 볼 수 있는 이른바 모바일 LMS 환경

이 구축된다. 모바일 LMS 환경에서는 학습자들

이 수업 리는 물론이고, 학습  기타활동들을 

웹과 모바일이 연동된 이른바 하이 리드(hybrid) 

환경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확 된 상호작용

이 수행될 수 있다.

<그림 4> 웹과 스마트 기기가 연동되는 
하이 리드 방식 LMS  

(출처 : sjksolution.blackboard.com)

한 실시간 기반 LMS/LCMS의 구축이 가능

하다. 웹회의 소 트웨어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실

시간으로 오디오, 비디오, 사회네트워크 등의 기

능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5>는 웹회의 도구로

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요구되는 학습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5> 실시간 웹회의 화면 
(출처 : www.elluminate.com)

이 같은 형태의 소 트웨어는  LMS와 연동되

어 활용 가능하므로 학습자들이 어디에서든 근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기기

에서 고화질로 구 되는 와이 이기반의 상통

화는 실시간 웹회의가 모바일 기반으로도 구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오  스탠다드(open 

standard) 체제의 상통화는 공개 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분야의 심이 증 함에 따라[28], 스마

트 기기를 활용한 실시간 상회의 교육  활용

가능성은 매우 높다. 

상호작용성을 높여주는 스마트 러닝의 다른 

특징은 SNS이다.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발휘하는 

SNS는 구조 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의사소

통의 양과 질을 향상시켜  수 있는 도구인데, 웹

을 비롯하여 스마트 기기에서도 기능하는 하이

리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 근성

을 높여 다. 임걸[29]과 김경연, 고유정, 심 애, 

정수정, 임걸[30]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효과연구를 

살펴보면 SNS는 학습자의 사회  실재감(social 

presence), 만족도,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했음은 

물론, 수업내용·수업운 ·정서  표 을 통해 다

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  표   수업운 을 해서 마이크

로블로그가, 수업내용을 해서 키(wiki)  웹

토론 도구가 유용하게 활용되었음이 보고되었는

데, 학습목 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SNS가 수업

에 활용될 경우 그 효과가 제고될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30]. 특히 마이크로블로그  일부 블로

그의 경우 학습자들의 포스 을 자신의 계정상에

서 일 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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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정보의 수렴성(convergence) 측면에서 기

존의 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와는 큰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학습자들의 SNS 활

용도를 제고시켜 온라인 상호작용  학습참여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Vygotsky가 주장한 

바와 같이 MKO(More Knowledgeable Other)와

의 지속 인 사회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는 환경제공의 요성을 

고려할 때[31], SNS를 활용한 수업은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효과 인 도구  기반을 제공한다. 

3.3 교육경험 :실제  맥락과 경험 

강인애[32]는 체험학습을 진하는 학습환경은 

극 이고 자율 인 학습자의 생각과 지식, 능력

을 발휘시키며, 실제  성격의 과제 심학습은 

‘상황성’이 제되는 인지 으로 도 이며 깊은 

사고과정이 이루어진다고 구성주의의 특징을 설

명하 다. 스마트 러닝에서는 구성주의에서 추구

하는 실제 , 맥락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증강

실(augmented reality), 가상 실(virtual reality), 

멀티미디어 활용 등을 통해 학습동기와 효과를 

높이는 구조  환경을 갖고 있다. 

컴퓨터보조학습(Computer-Based Instruction) 

형태의 시뮬 이션(simulation)을 통해 오래 부터 

제기된 사실  경험의 제공은 더욱 발 한 스마

트 러닝 기술에서 보다 입체 이고 실 인 맥

락을 제공하게 된다. 우선 증강 실의 경우 모바

일 기반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학습자에게 최 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최근 용된 A사의 자

이로스코 (gyroscope) 기능은 가속도계

(accelerometer)와 결합하여 6축을 기반으로 성능

을 발휘하는 움직임 센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사

용자의 이동속도 측정, 3차원 기반 고도탐색, 회

비율 등을 측정한다[33]. 자이로스코 의 구 은 

모바일 게임 역을 새롭게 발 시킬 것이라는 

측이 있으며[34], 교육 장에서는 게임기반학습

(GBL : Game-Based Learning) 역의 확장을 

기 하게 한다. 특히 이같은 테크놀로지의 증강

실과의 결합은 학습자들에게 보다 실재감있는 경

험을 제공함으로써[35], 학습몰입을 진시킨다. 

특히 증강 실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에어태그

(air tags)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내용을 직  구성

해 나갈 수 있는 어 리 이션 활용은 지식의 집

단 , 사회  구성을 가능  한다. <그림 6>은 자

이로스코  기능을 도입한 증강 실 어 리 이

션(좌), 에어태그 증강 실 어 리 이션(우)의 

들이다. 

   

<그림 6> 증강 실 
(좌 : Acrossair, 우 : Sekai Camera)

증강 실을 활용할 경우 박물 , 미술 , 유

지 등지에서의 스마트한 방법의 장 심 학습활

동이 가능하다. 스마트 기기상에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연동되어 사용자의 치에 

기반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장감 있는 지식과 정보

의 달이 가능하며, 학습자들 스스로 지식을 창

출하는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 스

마트 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근, SNS기반 력

활동 등은 장학습을 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한편, 온라인상에서의 가상 실은 아바타

(avatar) 는 에이 트(agent)로 불리는 가상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실제  경험을 진시킨다. 이

미 웹상에서 활발히 구 되고 있는 가상 실 기

술은 실의 여러 가지 과업들을 온라인상에서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며, 이미 스마트폰 상에서 가

상 실 시스템 어 리 이션이 시도된 만큼[36], 

스마트 기기에서의 가상 실 체험, 그리고 이를 

통한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의 확 를 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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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가상 실 
(출처 : www.secondlife.com)

나아가, 최근의 스마트 기기는 고화질(HD : 

High Definition) 동 상 촬   손쉬운 편집 어

리 이션 도구를 탑재하고 있다. 통상 으로 교

수자와 학습자간의 온라인 의사소통 매개체는 게

시 을 활용한 문자(text) 심이다. 그러나 학습

자가 자신의 의견, 문제상황 는 해결과정을 동

상을 활용하여 교수자  학습자와 의사소통 

할 경우 보자 풍부한 정보의 달과 습득, 그리고 

맥락성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미 강숙희

[37], 이재호, 이호[38] 등의 연구를 통해 이와 유

사한 UCC(User Created Contents)를 통한 학습

효과가 논의된 바와 같이, 문자 심에서 수월한 

동 상 기능이 제공되는 의사소통의 역이 확장

될 경우 학습자들에게 보다 실제 인 맥락과 경

험을 제공할 수 있다. 

4. 스마트 러닝 교수학습모형

앞서 살펴본 스마트 러닝의 개념, 그리고 스마

트 러닝 설계원리는 스마트 환경에서 교수학습모

형의 설계를 해 고려해야 될 필수 인 특징들

이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  원리에 근

거하여 스마트 러닝 교수학습모형의 개발을 한 

차를 제시하 다. 모형의 개발은 일반  교수학

습 설계모형 개방식의 체 인 틀을 따를 수 

있지만, 미시 인 근을 통해 스마트 러닝 환경

이 갖는 특징을 세부 으로 반 할 필요가 있었

다. 따라서 이러한 고려 에 근거하여 스마트 러

닝을 한 교수학습모형 개발 차를 설계하 다. 

스마트 러닝 교수학습모형의 설계는 술한 바

와 같이 스마트 기기, 스마트 환경,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풍부한 학습자원의 활

용, 상호작용  참여환경, 실제  맥락과 경험을 

구 할 수 있는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교수학습모형인 

ADDIE(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모형을 근간으로 하

여 스마트 러닝을 진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모

형을 보완하 다. 

4.1 수업주제  학습목표 설정

첫째는 수업주제  학습목표의 설정이다. 우

선, 수업의 효과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스마트 

러닝 방식이 합한지 단해야 한다. 즉, 스마트 

러닝이 최 으로 구 될 수 있는 수업주제  학

습목표의 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선정된 수업의 주제  학습목표는 다양한 학습

자원의 활용, 실제 ·맥락  경험 제공, 상호작용

 학습 환경을 통해 스마트 러닝이 제공하는 자

원을 히 활용하여 수업과정을 진행할 수 있

는 설계를 한다. 

4.2 수업자원 확인

둘째, 수업자원의 확인이다. 가용한 수업자원은 

스마트 러닝 방식을 규정하게 된다. 즉 이 과정에

서는 학습 환경을 통해 활용 가능한 스마트 테크

놀로지의 수 을 정하게 된다. 이를 해 교수자 

 학습자 환경을 비롯하여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 테크놀로지의 지원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를 들어 스마트 기기 이해도  근성, 

상이한 스마트 기기에 따른 어 리 이션 획득 

가능성, 웹과 병행되는 하이 리드(hybrid) 방식 

활용, 기타 환경  지원 등이 검토된다. 특히 스

마트 기기의 지속  발달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유기 으로 연동되는 OPMD와 OSMD 

환경이 구 되는지 검할 필요가 있다.

4.3 수업환경 선정

셋째는 수업환경의 선정이다. 수업 환경의 선정

은 스마트 러닝 용 방식에 한 것이다. 를 

들면, 학습형태에 따라 온라인, 오 라인, 는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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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드 방식, 내용제공 수 에 따라 교육용 어

리 이션 제공, 일반 어 리 이션의 교육  활

용, 는 LMS와 같은 학습보조체제 지원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이는 실시간 학습이나 비실시간 학

습의 역할과 정도를 규정해 주며, 학습자들이 주

로 의사소통해야할 스마트 러닝의 통로를 제시하

게 된다.

4.4 수업과정 설계

넷째는 학습자원의 활용과 수업환경의 용방

안을 결정하는 수업과정 설계이다. 수업과정은 개

별 교수학습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는데, 이 때 스마트 러닝 수업원리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수업과정 설계 단계에서는 구체

인 수업설계 략을 도출한다. 를 들어, 학습

활동을 한 스마트 기기  환경 활용 정도, 교

수자의 학습안내, 학습자 활동 등을 포함한다. 수

업과정 설계는 수업 용을 한 제반 활동내역을 

규정하기 때문에 미시  근이 요구된다. 

4.5 수업도구 개발

다섯 번째는 수업도구 개발이다. 이는 수업모형

을 통해 도출된 스마트 러닝 활용방안에 요구되

는 하드웨어 는 소 트웨어의 구 과 련된 

단계로서, 특정한 어 리 이션을 개발하거나 수

업목 에 맞도록 시스템 는 랫폼을 커스터마

이징(customizing) 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 으로 

이와 같은 과정은 체로 시간  비용이 소요되

는 단 이 있으므로, 완성품 는 완성품에 가까

운 환경을 수업에 최 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용하는 략을 고려할만하다. 를 들어, 임걸[39]

의 사례연구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온라인 웹토

론 활용을 한 어 리 이션 구매  설치, 웹과

의 연계를 한 하이 리드 환경 구축 등이 그 

이다. 

4.6 수업 용

여섯 번째는 수업 용  수행이다. 이 단계는 

스마트 러닝이 구 되는 과정으로서 설계된 략

이 수행된다. 수업 용의 단계에서는 다른 교수학

습 단계와의 유기 인 연계가 요하다. 즉, 수업

시 발견되는 다양한 사건(events)들에 해 탄력

인 응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의 발휘가 요구된

다.

4.7 평가  분석

마지막으로 평가  분석 단계이다. 스마트 러

닝 체제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의사소통이 

평소에 개방된 체제이므로, 이를 활용한 지속 인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  피드백

(feedback) 활동이 수월한 기반을 갖고 있다. 따

라서 스마트 러닝 하에서는 총 평가(summative 

evaluation)에 앞서 일상 으로 수행되는 다양한 

방식의 평가활동이 가능하다. 다음의 <그림 8>에

서는 스마트 러닝 교수학습모형 개발 차가 설명

되었다.

<그림 8> 스마트 러닝 교수학습모형

이상에서 제시된 목표설정, 자원확인, 환경선정, 

모형설계, 수업개발, 수업 용, 평가  분석의 단

계는 상호 유기 으로 작용하며, 스마트 러닝 학

습환경을 구 시키는 교수학습 모형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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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제언

최근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은 교육 장에서 스

마트 러닝에 한 요구를 확 시켰으며, 이에 따

라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러닝의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스마트 러닝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형태에 따른 원리를 기술하고, 이들을 포

하는 교수학습 략의 방향을 제시하 다. 스마트 

러닝은 스마트 기기들의 발 과 더불어 등장하

으나, 최근 유비쿼터스 학습(ubiquitous learning) 

동향과 유사하게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른 새로

운 교육 형태를 표하는 용어로 자리 잡을 망

이다. 이에 스마트 러닝의 정착을 해 필수 으

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기기 심의 단순한 근이 아니라 유

비쿼터스 환경, 그리고 이론  근이 유기 으로 

융합된 체제로서 스마트 러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 러닝을 구 하기 한 교수학

습 략의 원리, 즉 교육내용으로서 풍부한 학습자

원의 활용, 교육방법으로서 상호작용을 통한 참여

 환경, 그리고 교육경험으로서 실제  맥락제공

의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스마트 러닝

을 실천하는 단계에서는 스마트 러닝 교수학습모

형 개발 차에 기반을 두어 개별  교수학습 환

경에 따른 세부 략들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

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 러닝은 온

라인, 오 라인, 블 디드 방식의 다양한 환경 하

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한 어 리 이션 

심의 학습콘텐츠를 제공 는 모바일 학습체제를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도 스마트 러닝의 구형방법

이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교수학습의 장에

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선별 으로 조합된 상황에

서 그들이 최 으로 구 되도록 하는 맥락 심의 

교수학습 략들이 설계되어 학습효과를 극 화

하는 것이 요하다.

결론 으로, 향후에도 지속 으로 발 하게 될 

스마트 미디어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학

습계층  요구에 부응하는 스마트 러닝의 이론

과 략의 방안이 개발되어 스마트 러닝의 체계

인 수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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