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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Learning Design 기반 e-PBL 프로토타입 개발
Development of e-PBL Prototype with IMS Learn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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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효과 인 e-PBL을 구 하기 해서는 학습내용 심이 아닌 학습활동 심의 이러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IMS Learning Design(IMS LD) 기반 e-PBL 로토타입을 개발함으로써 학습활동 심

의 이러닝의 구  가능성에 해서 살펴보았다. IMS LD 기반 e-PBL 로토타입은 일반 인 이러닝 로

그램과 비교하여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을 통합 으로 제시함으로써 극 인 학습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자의 수 이나 학습자의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학습내용  학습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응 인 이러

닝 구 을 가능하게 하 다. 한,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학습공지 등을 미리 설계하여 

과정 운 상 발생하는 교수자의 부담을 경감하 다. 인터페이스  학습 차 구성에서 확인된 몇 가지 

들이 개선되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효과 인 이러닝 설계를 한 안  시도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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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PBL prototype using IMS Learning Design(IMS 

LD). The e-PBL prototype using IMS LD included 1) developing learning contents and learning 

activities together, 2) designing learning contents and learning activities which are appropriated 

to learning outcome and students' roles, and 3) designing the expected notification supporting 

learners' activity and lessening the engagement of instructors in a process of e-PBL. The 

implications of this prototype are to expand the boundary of e-learning design for 

contents-oriented design to activity-oriented design and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adaptive 

and collaborative 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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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교육의 패러다임이 교수(instruction) 심에서 학습

(learning) 심으로 변화하면서, 이러닝 설계 역시 효

과 으로 콘텐츠를 달하는 것에서 학습자의 학습활

동을 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습자가 자신의 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혹은 활동

을 통하여 지식을 구성한다는 구성주의  교육 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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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에 한 해결안을 찾기 

해 동학습과 개별학습을 반복해 나가는 문제기반

학습(Problem-based learning, 이하 PBL)은 표 인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이다. 의학지식만으로 해

결하기 어려운 의료 장의 실제 인 문제를 의과 학

생들에게 효과 으로 교육하기 한 방법으로 고안된 

PBL은 학습 상과 내용을 막론하고 여러 교육 장에

서 표 인 학습자 심 학습 환경 설계 모형으로 활

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학습 환경과 빈번한 상호작용을 필요

로 하는 PBL을 면 면 교육환경에서 실행하기에는 시

간, 공간은 물론 물 ·인  자원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

[1][2].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하여 온라인상에서 

PBL을 구 하는 e-PBL에 한 시도와 연구가 1990년

 반부터 진행되어 왔다[2][3]. 

e-PBL은 웹이 지니고 있는 매체의 잠재력을 활용하

여 PBL이 요구하는 학습자 심  학습 환경을 구축함

으로써 학생들 간의 효과 인 상호작용과 풍부한 학습

자원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4]. 따라서 e-PBL의 설계에

서 주의할 은 학습자들이 PBL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온라인  상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주의

인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이러닝 로그램이 학습내용을 

달하는 것에 치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다양

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구성하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활동을 유

도하기 해서는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유도하

기 해서는 수업 운  반에서 교수자 혹은 튜터의 

극 인 개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시 이러

닝 로그램 운  비용의 증가라는 실 인 문제에 부

딪치게 된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재까지 이러닝 로그램은 

효과 으로 구조화된 교수설계에 기 한 콘텐츠 심 

로그램을 상으로 학습자가 독립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부분이었다. 상 으로 e-PBL

과 같이 인 상호작용이 높은 로그램은 극 인 상

호작용과 학습자  교육환경에 따른 융통성 있는 수업 

운 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의 이러닝 수업이나 고비

용의 문 이러닝 로그램에서만 제한 으로 운 되

어 왔다. 한, 구조화 정도가 낮은 e-PBL의 경우, 실

으로 교수자가 내용 문가, 교수설계자, 튜터의 일인 

삼역을 담당함으로써[2] 교수자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e-PBL의 질이 결정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PBL 자

체가 교수자들의 수업부담이 높은 교수학습모형으로 

인식[1]되고 있는 상황에서 e-PBL과 같이 학습자와 

면하지 않고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융통성 있게 학습 환

경을 구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교수자의 부담을 더욱 

가 시키는 일이다. 교수자들의 부담감과 그에 따른 소

요비용 때문에,  e-PBL은 교육 으로 효과 인 교수학

습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닝에서 극 으로 활용되

지 못하 다.  

그러나 최근 이러닝을 학습활동 심으로 개발하려

는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e-PBL 설계의 새로운 가능성

이 제시되고 있다. Instructional Management Systems 

Global Learning Consortium(IMS GLC)은 이러닝 환경

에서 학습활동을 심으로 이러닝 로그램을 설계, 개

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구조틀이자 언어인 IMS 

Learning Design(IMS LD)을 발표하 다[5]. IMS LD

에 기반한 이러닝 로그램은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한 

학습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컨 , 학습자 각자의 역할

과 수 에 따라 서로 다른 학습활동을 수행하도록 학습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조정할 수 있으며, 토론, 공지 등

의 학습지원 기능을 한 시기에 자동으로 제공함으

로써 학습자가 그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

다. 한 학습자의 상황과 역할에 따른 학습운   지

원이 로그램 설계 단계에서 논의됨으로써 e-PBL의 

운 에서 나타나는 교수자의 부담감과 비용 문제를 해

결하게 해 다.

이에 본 연구는 IMS LD에 기반하여 e-PBL 로그

램의 로토타입을 개발함으로써 e-PBL의 실제  가

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해 IMS LD을 기반

으로 하는 학습활동의 개념과 설계 원리를 살펴보고, 

해당 설계원리[6]에 기 한 e-PBL 로토타입을 개발

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IMS LD 기반 e-PBL 로토타입의 형태는 어떠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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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S LD 기반 e-PBL 로토타입의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e-PBL
1.1 PBL의 특성
최근 문제해결력이 인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으

로 부각되면서 이를 한 학습 환경 설계 모형인 PBL 

역시 주목받고 있다. PBL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습자의 학습을 진하는 것은 물론, 문제해결력에 미

치는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7].

PBL의 특징은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2][7][8]. 첫째, 비구조화된 문제가 학습의 출발 이

자 구심력이 된다. 둘째, 학습자는 교과목보다 비구조화

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통합 으로 지

식을 구성한다. 셋째, 모든 학습은 학습자 심으로 이

루어진다. 넷째, 교수자는 모델링과 코칭을 통해 학습자

의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진자로서 역할을 한다. 다섯

째, 학습은 다른 학습자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력 으로 이루어진다. 여섯째, 성찰이 요한 학습과

정으로 이루어진다. 

1.2 PBL 적용의 제한점 
PBL의 교육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장에

서 PBL를 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교수자

가 교수설계자, 튜터, 내용 문가의 여러 역할을 효과

으로 수행하는 것에 한 부담이 크다. 교수자 입장에

서 느끼는 PBL 용의 제한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

첫째, 교수자의 PBL에 한 이해가 부족하며, PBL에 

합한 문제를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교수자가 PBL 수업을 운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수업을 설계하고, 자료를 비하고, 

한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통  방식의 수업에 비해 상

당한 노력과 기술이 요구된다. 셋째, 안내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효과 인 PBL을 

해서는 교수자가 학습의 조력자이자 진자로서 력

인 학습문화를 진해야 하지만, 이러한 모든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넷째, 수업시간의 분배와 평가방법의 

선정이 쉽지 않다. 정해진 수업시간 내에 학생 간 토론

을 진행하거나 학습 양을 분배하는데 노하우가 필요하

며, 학생들의 학습과정과 결과를 함께 평가하기 한 

방법을 구 하기가 쉽지 않다. 

1.3 e-PBL의 선행 연구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습자  교수자와의 다양

한 상호작용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PBL 수업에서 나타

나는 시간 ·공간  제약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1990년

 반부터 시작되었다[2][3].  

장정아[2]는 학습자들의 상호작용과 교수자의 인지

 코칭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면 학습의 과정이 면

면 PBL에 비해 더 효과 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고 

지 하 다. 온라인상에서 체계 으로 학습자가 문제

를 해결하기 한 개별학습과 동학습을 하도록 유도

하기 해서 교수자가 한 시간에 문제와 련된 자

료를 제시하고, 학습과정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

는 것이 요하다. 한, 다양한 학습 자료와 상호작용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e-PBL을 구축하고 운 하는 과정에서 내용

문가, 튜터, 교수설계자로서 교수자의 역할이 매우 

요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까지 개발된 다양한 e-PBL은 기존의 이러닝과 

같이 LMS에서 필요에 따라 조별토론형 게시 과 학습

자료 게시 을 활발하게 활용한 것이 부분이며, 문제

제시, 문제해결을 한 자료 제공, 수업진행에 한 안

내, 질문답변, 원 구성, 토론유도, 학습참여도 확인  

피드백 제공, 평가 등이 모두 교수자에 의해 이루어졌

다. 한, e-PBL을 해 개발된 시스템들은 자료의 분

류  제시, 구성 등에서 교수자의 수고를 덜어주기 

한 것이 부분이었다. 여 히 개발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운  시 교수자의 과 한 역할이 e-PBL의 확산

을 해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2. IMS LD에 기반한 활동중심 이러닝 설계 
1.1 IMS LD의 개념과 구조
IMS LD는 학습자가 다양한 상황이나 지식을 학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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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이러닝 로그램과 지원체제의 

설계와 개발을 지원하는 구체화된 구조틀이자 개발언

어이다[5]. 기존의 SCORM 기반 이러닝 로그램이 학

습내용을 심으로 설계·개발되는 것과 다르게 IMS 

LD 기반 이러닝 로그램은 학습자의 활동을 기 으로 

구성된다. IMS LD는 하나 이상의 역할별 활동

(role-parts)이 포함된 일련의 막(act)으로 구성된 연극

(play)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련의 조건에 따

라 학습자의 역할별 활동을 설계하게 된다. 즉, IMS LD

는 학습내용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뒷받침

하는 도구, 자원  지원 등을 설계 역에 포함한다

[6][9].

그림 1. IMS LD 표준의 주요 구성요소의 구조

IMS LD 표 (IMS LD specification)에서 학습설계

와 련된 주요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그림 1], 학습설

계는 크게 제목(title), 학습목표(learning-objectives), 

선수학습(prerequisites), 컴포 트(components), 메소

드(methods), 그리고 제작연도, 제작자, 내용, 키워드 등

의 메타데이터(metadata)로 구성된다. 이  컴포 트

와 메소드가 학습설계의 핵심이다. 컴포 트의 학습자

(learner)와 조력자(staff)는 기본 인 역할(roles)에 따

라 학습활동(learning-activity)과 지원활동(support-activity)

으로 이루어진 활동(activities)을 수행한다. 이 때, 활동

은 ‘활동구조(activity-structure)로 구조화될 수 있혼동

구조동 상 이어구조s)을 등 기술지원은 물론 보

충자료구조심화학습 등 학습 자료와 학습 동구로 구성

된 환경(environment)의 지원을 받는다. 

메소드는 로그램의 구조와 함께 컴포 트에 포함

되는 역할, 학습활동, 그리고 환경의 구성  차를 나

타내는 요소이다. 메소드는 기본 으로 연극(play)과 

극에 속하는 막(act), 그리고 실제 연극을 수행하는 역

할과 활동을 연결시키는 역할별 활동(role-parts)로 구

성된다. 여기에서 연극과 막은 이러닝 로그램과 주차

의 구성을 나타내는 요소이고, 역할별 활동은 컴포 트

의 요소인 역할, 활동, 그리고 활동에 따른 환경을 학습

설계에 따라 계열화하는 요소이다[5].

이와 함께 역할, 역할별 활동, 활동 결과, 그리고 학습

자와 조력자의 특징 등을 속성(property)으로 연결하여

서 특정한 행동에 상응하는 반응을 조건(condition)으

로 설정할 수 있다. 컨 , ‘학습자가 X와 같은 학습양

식을 가지고 있을 때, 무작  순으로 활동들을 제시한

다’는 것은 학습자가 X라는 속성을 가지는 조건을 만족

하면, 해당 교과나 수업에서 자유롭게 자료들을 돌아다

니며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활동 결과가 특정한 상황에 부합되면 설계된 

내용을 알리는 공지(notification)를 활용할 수 있다. 

컨 , 학습자가 정해진 시간까지 해당 학습활동을 수행

하지 않은 경우에 학습자에게 학습을 독 하는 공지가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공지 기

능은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수자, 조교 등의 조력자에게

도 활용할 수 있다.

1.2 IMS LD를 활용한 이러닝 설계
IMS LD 기반의 이러닝 설계와 련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10][11]. Westera 외[12]는 

IMS LD 기반 이러닝 로그램의 개발단계를 1) 과목 

설계, 2) 로토타입 개발, 3) 자료  시나리오 개발, 4) 

수정  정교화, 5) 로그램 테스트 서버 탑재, 6) 로

그램 실제 서버 탑재, 7) 로그램 운  비, 8) 로그

램 운 의 여덟 단계로 제안하 다. Sloep, Hummel와 

Manderveld[13]는 어떻게 IMS LD 기반의 이러닝 로

그램을 개발할 것인가에 을 두고 1) 역할별 활동 

서술, 2) 환경 서술, 3) 활동의 완료 표시, 4) 속성 설정, 

5) 공지 설정, 6) 동기  확인, 7) 활동의 종료 결정, 8) 

활동구조 만들기, 9) 컴포 트 서술, 10) 메소드 서술, 

11) 제목, 학습목표, 사 지식, 메타데이터 설정, 12) 자

원 설정 둔 개발 차를 12단계로 제안하 다. 

임철일 외[6]는 기존의 IMS LD를 활용한 이러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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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연구[12][13]가 부분 IMS LD 표  구성요소의 설

계 순서를 나열함으로써 개발의 에 국한되어 있다

고 지 하고, 학습의 설계 측면에서 IMS LD 기반의 이

러닝 설계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해당 

연구에서는 미시  교수설계 측면에서 1) 시나리오 개

발, 2) 순서도 개발, 3) 스토리보드 개발, 4) 패키징 안내

서 개발의 네 단계를 제시하고, 문헌분석에 기 하여 

IMS LD에 기반한 이러닝 설계원리를 다음과 같이 여

덟 가지로 제시하 다. 

ㆍ학습내용과 학습활동이 통합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라.

ㆍ학습자의 사 지식에 응 으로 설계하라.

ㆍ역할에 합한 학습내용, 학습활동  지원활동을 

설계하라.

ㆍ각각의 ‘학습활동’  ‘지원활동’은 주요활동과 보

조활동으로 구분하여 설계하라.

ㆍ학습내용, 학습활동  화면 구성을 고려하여 각 

‘학습활동’  ‘지원활동’의 단 를 설정하라.

ㆍ재사용성  재생산성을 고려하여 설계하라.

ㆍ학습설계 시 상되는 공지  지원 내용을 ‘공지’

로 미리 설계하라.

ㆍ해당 수업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시 구성을 설계하

라.

그리고 해당 설계원리가 용한 스토리보드를 활용

하여 교육공학을 공하는 9명의 학원생을 상으로 

설계원리에 한 면담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

여 설계원리의 강 과 약 , 개선 을 도출하여 분석․

정리하 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절차
IMS LD에 기반한 e-PBL을 개발하기 하여 [그림 

2]와 같은 네 단계를 거쳤다. 

 

그림 2. 연구절차

첫째, IMS LD 표 , 특성, 이를 기반한 이러닝 설계 

방법에 한 다양한 선행연구 검토가 이루어졌다. 한, 

e-PBL에 한 다양한 선행연구 검토도 같이 이루어졌

다.

둘째, IMS LD 기반 e-PBL 설계가 이루어졌다. 설계 

과정은 IMS LD 기반 설계원리[6]에 따라 시나리오, 순

서도, 스토리보드, 팩키징 안내서를 개발하는 순서로 이

루어졌다. 기존에 개발된 ‘요구분석’에 한 시뮬 이션

[14]의 교육내용과 자원을 참조하여 학습자들의 활동을 

심으로 체 교육과정의 시나리오를 개발하 다. 본 

개발과정은 교육공학 박사 1인과 박사과정 1인의 업

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교육공학박사 1인의 검토를 

거쳤다. 시나리오를 토 로 학습자  조력자의 역할별 

활동을 도출하고, 학습 체의 활동 흐름을 보여주는 

순서도를 개발하 다. 특정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하

여 수행해야 하는 각 역할별 학습자의 학습활동과 조력

자의 지원 활동 등을 순서도 형식으로 개발하 다. 

e-PBL의 경우, 장, 서기, 자료 리자 등의 학습자 역

할에 따른 각기 다른 학습활동이 주어질 수 있다. 그 다

음으로 이러닝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스토리

보드를 개발하 다. 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후 모습, 

즉 화면의 구성, 화면 단 의 내용 제시 분량과 치, 메

뉴의 내용과 제시 치, 진행방법, 상호작용 방법과 주

요 활동이 무엇이며 가 하는지 등 활동에 한 설명,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 속성, 조건, 공지 등 구체 인 설

계안을 스토리보드로 작성하 다. 마지막으로 팩키징 

안내서는 순서도에 제시된 학습 순서에 따라 기술  차

원에서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팩키징 하는가를 안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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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계도면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개발 단계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개발된 간산

출물 에서 스토리보드와 팩키징 안내서를 바탕으로 

이러닝 로그램을 개발하 다. 먼 , 스토리보드에 따

라 html 문서 개발하고, 팩키징 안내서를 참고하여 개

별 인 문서들 간의 순서, 연결 계, 포함 계, 조건 

등을 로그래 하여 하나의 로그램으로 만드는 팩

키징 작업을 수행하 다. 그리고 개발된 이러닝 로그

램에 하여 설계자가 검토하고, 이를 반 하여 개발자

가 로그램을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IMS LD 기반 e-PBL 로토타

입에 한 문가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개선 을 도출

하 다.

2. 연구대상
e-PBL 로토타입에 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한 문가 검토는 박사과정 2인을 상으로 수행되었

다. 이들은 기존의 e-PBL 련 개발과정에 참여한 경

험이 있었으며, IMS LD와 련된 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교육공학의 에서 IMS LD 기반 

e-PBL 로토타입에 한 문가 인 개선방향을 제

안해  것으로 기 되었다. 문가 검토는 로토타입

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학습  설계과정에서의 문제

을 제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IMS LD 기반 e-PBL은 임철일 외[10]가 

제시한 여덟 가지 설계원리에 기 하여 설계  개발되

었다. 

1. IMS LD기반 e-PBL의 내용 및 구성
개발된 e-PBL 로그램은 ‘교육요구분석의 개념, 

차  용’에 한 내용으로, 다음 [표 1]은 해당 로

그램의 내용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주차 모듈 학습활동
1주차 1 PBL에 대한 진단평가 및 학습
2주차 2 팀 구성 확인 및 일정 결정

3 팀명, 역할 및 규칙 결정
3주차 4 문제 파악 및 접근

5 문제에서 요구하는 학습내용 추론
4주차 6 자기주도학습 수행

5, 6주차 7 문제의 해결안 작성
7주차 8 문제 해결안 요약 및 종합 정리

표 1. IMS LD 기반 e-PBL의 내용 및 구성

본 로그램은 7주의 온라인 학습으로 이루어지며, 

총 여덟 개의 모듈로 구성되었다. IMS LD 기반 이러닝 

설계 원리  ‘해당 수업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시 구성

을 설계하라’를 용하여, 모듈 2에서 모듈 8은 PBL 모

형의 학습형태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체 학습이 온

라인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학습방법인 

PBL에 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을 

고려하여, 모듈 1에서 PBL에 한 진단평가를 실시하

여 학습자의 선수지식 수 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

라 선택 으로 PBL에 한 지식을 보충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2. IMS LD 기반 e-PBL 프로토타입
2.1 기본 화면 구성
IMS LD 기반 e-PBL 로토타입의 기본 화면은 다

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은 모듈 1의 ‘PBL에 한 

진단평가  학습’ 에서 하나의 학습활동에 한 

체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IMS LD 기반 e-PBL 프로그램의 전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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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러닝 로그램은 웹 기반의 젯으로 개발되

었다. 웹 라우  안에 컴퓨터 바탕화면과 같이 ‘ 로

그램 바탕화면’이 있고, 그 안에 창 형태의 젯이 여러 

개 떠 있는 방식이다. 기본 으로 로그램 바탕화면에

는 주요활동을 수행하는 ‘주요활동 젯’과 주요활동에 

따른 보조활동을 나타내는 ‘보조활동 젯’, 그리고 주

요활동과 보조활동을 제어하는 ‘메뉴 젯’이 뜨도록 구

성하 다. 학습자가 메뉴에서 트리 형태의 학습활동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내용이 주요활동 젯에 나타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아이콘 형태의 보조활동 메뉴가 동

으로 제시되도록 설계, 개발하 다.

여러 개의 젯이 학습 차와 학습자의 편이에 따라 

이동될 수 있도록 설계, 개발함으로써, 학습자는 수동

으로 이러닝 콘텐츠를 보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e-PBL 로그램 내에서 상황에 따라 유동 으로 변화

할 수 있는 동 인 학습활동과 자원들을 활용하여 극

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 다. 이 때, 한 화면

에서 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활동 젯

과 보조활동 젯에 포함될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의 종

류를 결정하 다. 한,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도 일반

으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도우의 바탕화면에서 여러 

개의 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구성은 한 화면에서 학습자가 학습활동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학습에 필요한 보조자료  도구들

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학습 몰입을 높이고 

활동 심으로 이러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 각각의 젯들은 PBL의 차에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자료들이 복 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고려

하여, 학습자의 활동에 따라서 주요활동이나 보조활동 

젯으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그림 3]의 

주요활동은 이후 모듈 6인 ‘자기주도학습 수행’에서 보

조활동으로 다시 사용되어야 하므로, 로그램과 주차

의 제목을 주요활동 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기본 화면을 구성하면서 ‘각각의 ‘학습활

동’  ‘지원활동’은 주요활동과 보조활동으로 구분하여 

설계하라’, ‘학습내용, 학습활동  화면 구성을 고려하

여 각 ‘학습활동’  ‘지원활동’의 단 를 설정하라’, ‘재

사용성  재생산성을 고려하여 설계하라’는 IMS LD 

기반 이러닝 설계원리가 반 되었다.

2.2 통합적인 학습 환경
효과 인 학습을 해서는 학습내용을 습득하는 과

정과 학습활동이 통합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IMS LD 기반 이러닝 설계원리의 ‘학습내용과 학습활

동이 통합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라’는 학습

자들이 학습활동을 수행하면서 학습내용을 따로 불러

오거나 게시  등 다른 지원 도구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통합 으로 학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

는 모듈 3인 ‘ 명, 역할  규칙 결정’ 에서 한 에 

속하는 네 명의 학습자가 모여 명과  역할을 결정

하는 학습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모듈 3 중‘팀명, 팀 역할 결정’의 전체 화면

IMS LD 기반 e-PBL에서는 일반 인 e-PBL과 달리 

별도의 메신 나 게시 을 사용하지 않고, 학습흐름에 

맞게 설계된 주요활동과 보조활동을 하나의 학습화면

에 설계함으로써 통합 으로 학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

다. [그림 4]는 학습흐름에 따라 보조활동 젯에 나타

난 실시간 토론방을 활용하여 명과  역할을 정하

고, 그 결과를 주요활동 젯에 기록한 것이다. 주요활

동 젯에 기록된 토론결과는 IMS LD의 ‘속성

(property)’에 장되어, 이후의 학습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IMS LD 기반의 e-PBL은 기존의 PBL

과 e-PBL과는 달리 통합 인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

써, 학습자가 일 된 맥락 안에서 학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3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적응적 학습
‘학습자의 사 지식에 응 으로 설계하라’는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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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에 따르면, 학습자의 진단평가나 학업성취도의 수

에 따라 서로 다른 학습활동을 하도록 설계할 수 있

다. 다음 그림은 모듈 1인 ‘PBL에 한 진단평가  학

습’  PBL에 한 진단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학습활

동의 주요활동 젯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5. 모듈 1 중‘진단평가 결과’의 주요활동 위젯

본 로그램에서 PBL 진단평가는 총 여섯 개의 문항

이며, 각 문항은 PBL의 개념  특징, 차, 문제해결안 

작성, 자기주도  학습, 평가에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습자는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PBL에 한 체 내용을 학습할지, 아니

면 자신이 틀린 문제와 련된 내용만 학습할지 선택할 

수 있다. 틀린 문제와 련된 내용만 학습하고자 했을 

때, 각 학습자에 따라 선별 으로 학습내용이 제시된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는 PBL에 한 학습 수 을 확인하

고, 부족한 부분을 미리 학습함으로써 이후 모듈 2부터 

진행되는 PBL 차에 따라 원활하게 학습할 수 있다. 

2.4 역할에 따른 학습활동 제시
IMS LD 기반 이러닝 설계원리의 ‘역할에 합한 학

습내용, 학습활동  지원활동을 설계하라’는 연극에서 

배우에 따라 역할이 다르듯 학습자의 역할에 따라 다른 

학습내용, 학습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IMS LD

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다음은 모듈 5인 ‘문제에서 요

구하는 학습내용 추론’의 ‘ 용  반추하기’ 에서 이

후 개별학습을 하여 ‘학습자원을 선택’하는 활동의 주

요활동 젯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모듈 5 중‘학습자원 결정’의 주요활동 위젯

의 학습활동에서 네 명의  구성원은 [그림 4]와 

같이 보조활동  하나로 제공되는 실시간 토론방을 활

용하여 가, 어떤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할지 토론, 결

정한다. 그 결과는 서기1 혹은 서기2에게만 제시되는 

[그림 6]의 상단 활동을 통하여 기록되고, 그 외 학습자

들은 [그림 6]의 하단 활동을 통하여 서기1 혹은 서기2

가 기록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이 스스

로 어떤 학습내용과 활동을 할지 토론을 통해 결정하

면, 그에 따라 해당 학습자에게 한 학습내용과 지

원이 제공되는 것이다. 이 설계원리는 PBL과 같이  

학습이 이루어지고, 별로 역할과 그에 따른 학습활동

이 설계되어야 하는 학습모형을 이러닝 환경에 효과

으로 구 하는 데 요한 원리라 할 수 있다.

2.5 학습상황에 따른 공지
IMS LD는 특정 속성에 해당하는 학습자에게 학습내

용  활동, 피드백, 공지 등을 수신할 수 있다. 교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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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정 속성에 해당하는 학습자를 쉽게 검색할 수 있

으며, 학습 시작 에 학습자가 특정 학습활동을 수행

하면 련된 피드백이나 공지 등을 자동으로 수신하도

록 연계할 수 있다. 이는 IMS LD 기반 이러닝 설계원

리의 ‘학습설계 시 상되는 공지  지원 내용을 ‘공지’

로 미리 설계하라’와 련된다. [그림 7]은 학습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자동 으로 달되는 공지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 7. 1주차 특정 시간과 상황에 전달되는 공지

의 [그림 7]에서의 공지는 첫 번째 주의 여섯 째날 

오  8시까지 모듈 1을 모두 학습하지 않은 학습자들에

게만 선별 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달되게 된다. 이는 

e-PBL을 설계, 개발할 때에 상되는 상황과 공지를 

미리 설계하여 운  시에 자동 으로 공지를 제공하는 

IMS LD의 ‘공지(notification)’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기존의 PBL과 e-PBL에서 튜터가 로그램을 운 하

면서 필요할 때마다 일일이 수동으로 공지하는 것에 비

하여 효과 이다.

3. IMS LD기반 e-PBL 프로토타입의 개선방향
IMS LD 기반 e-PBL 로토타입에 한 문가 검

토를 수행한 결과, 크게 네 가지 문제 이 도출되었으

며, 각 문제 에 한 개선방향이 논의되었다.

첫째, 한 화면에 주요활동 젯과 보조활동 젯이 

함께 제시되는 것이 학습의 편리성과 역동성 측면에서

는 효과 일 수 있으나, 컴퓨터 해상도에 따라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요활동 젯과 보조활동 

젯의 크기를 임의 으로 변형하거나 선택 으로 사

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을 통합 으로 제시하는 

것은 학습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집 할 수 있게 하

며, 보다 역동 인 이러닝 학습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강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이 섞

여 있기 때문에, 이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할 때에 번

거로울 수 있다는 이 약 으로 지 되었다. 그러므로 

학습내용만을 별도로 제공하여, 학습자가 학습 후에 이

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과정에서 필요한 공지  지원 내용을 미

리 설계하여 제공하는 것은 리자나 교수자가 e-PBL

을 운 할 때 수동으로 공지하는 번거로움을 여주기

는 하지만, 학습자가 자동 공지를 형식 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메일을 통해 달되는 그림 

일이 아닌 SMS와 같은 문자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완성된 공지가 아닌 일부 설계된 공지 템 릿을 운  

시 간단한 작업을 통해 완성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미리 설계된 공지로 느끼는 정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설계된 주차에 맞춰 모듈이 제시되도록 

e-PBL의 내용과 구성을 개발하게 되면, 학습자가 학습 

진도를 통제할 수 있는 범 가 어들기 때문에 효과

인 학습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이 지 되었다. 특

히, PBL과 같이  학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습

모형을 설계할 때에는 다수의 학습자가 활동하는  학

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진도와 일정을 좀 더 유동

이고, 자율 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로토타입을 수

정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e-PBL의 교육  효과에도 불구하고 학습활동 심

의 이러닝의 개발  운 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분

의 e-PBL은 기존의 학습내용 심의 이러닝과 큰 차이

가 없거나 교수자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큰 수  차이

를 보 다. 본 연구는 IMS LD를 용하여 학습활동 

심의 e-PBL의 개발 가능성을 살펴보기 하여 IMS 

LD 기반 e-PBL 로토타입을 개발하고 그 개선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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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 다. 

IMS LD 기반 e-PBL 로토타입이 기존 학습내용 

심의 이러닝과의 차별 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을 통합 으로 제시하도

록 인터페이스  학습과정이 설계되었다. 즉, 내용 

심의 이러닝에서는 토론이나 의견제시 등 학습자의 활

동은 부수 인 학습활동으로 취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IMS LD 기반 e-PBL의 경우, 학습자의 활동이 

극 으로 학습 차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터페이스

가 활동 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극 인 

학습자의 참여를 기 할 수 있다. 

둘째, 진단평가 결과와 같이 학습자 수 에 합한 

학습내용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학습자들의 

성, 학업성취도, 선수학습지식 등 수집될 수 있는 다

양한 학습자 정보에 따라서 학습자 간 서로 다른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응 인 

이러닝을 개발할 수 있다.

셋째, 동학습에서 각 학습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학습활동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학습내용과 마찬가지로 학습활동 역시 데이터베이스에 

축 된 다양한 학습자 정보에 따라 다른 학습활동을 제

공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이러닝 활동에 수동

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학습활동에 보다 

능동 으로 참여할 수 있다.

넷째, 학습자의 활동 정도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학

습공지를 미리 설계하여 과정 운  시 교수자의 부담을 

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활동 심 이러닝의 경우 

학습과정 에 교수자의 개입이나 검이 많이 요구되

기 때문에 상 으로 교수자의 부담이 크다. 학습 차

나 개별학습자의 학습진행 정도에 따라 학습자들에게 

보내야 하는 공지들을 미리 설계해 놓음으로써 과정 운

 시에는 교수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개선방향에서 지 되었듯이 IMS LD 기반 e-PBL 

로토타입은 학습의 편리성과 역동성을 높여주기는 하

지만, 지원 과정에서 일부 인터페이스  학습활동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나리오, 순서도, 스토리보

드, 팩키징 안내서 등 기존과 다른 이러닝 개발과정이 

교수설계자  이러닝 개발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자들의 학습활동들을 모듈화하고 교수자가 선택한 학

습모형에 따라 필요한 모듈을 선택 으로 활용하여 학

습활동 심의 이러닝을 구성하 을 때, 개발상의 어려

움은 어들 것으로 보인다.

IMS LD 기반 e-PBL은 학습내용 달 주의 이러

닝을 학습자의 활동 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

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학습 리시스템을 활

용하는 경우에는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이 별도로 운

되지만, IMS LD를 활용하면 학습 흐름에 따라 학습내

용과 학습활동이 통합된 형태로 제시된다. 컨 , 기존

의 학습 리시스템을 활용하는 e-PBL에서는 이러닝 

콘텐츠와 토론, 공지와 같은 학습활동의 지원이 각각 

이루어지며, 운  시에 교수자나 학습자가 한 시기

에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IMS LD 기반 e-PBL에서는 

PBL 차에 따른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이 함께 제시되

며, 차에 필요한 학습지원을 사 에 설계하여 자동으

로 제공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이러닝의 질  도약을 해서는 PBL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 심의 교수학습모형이 이러닝으

로 구 될 필요가 있으며, IMS LD는 이러닝 환경에서 

응  학습과 동학습 개발을 한 기술 인 토 를 

제공해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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