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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교원 원격 연수의 연수 효과 제고를 해 총 67종의 이러닝 콘텐츠에 해 품질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연수 내용’ 역이 가장 품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 설계’, ‘교수학습 략’, ‘평

가’, ‘상호 작용’ 순이었다. ‘교수학습 략’, ‘평가’, ‘상호 작용’은 품질인증 기 인 80  미만의 수를 나타

내 이에 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된 콘텐츠와 부 합 콘텐츠 간의 품질 수 차이 분석에

서는 ‘교수 설계’, ‘교수학습 략’, ‘평가’ 평가 역 순으로 효과크기(ES)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요인 

분석에서는 ‘화면구성’, ‘교수학습 략 선정’ 등의 부분의 평가 요인이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원격 연수를 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서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하는지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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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quality of 67 kinds of e-learning contents in 

an attempt to boost the effectiveness of distance teacher training.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learning contents were rated highest in terms of 'training content,' followed by 'instructional 

design,' 'teaching & learning strategies,' 'evaluation' and 'interaction.' The scores of 'teaching 

& learning strategies,' 'evaluation' and 'interaction' were below 80 that was the standard of 

quality certification. In mean comparison(ES) of contents quality level between certified contents 

and non certified contents, 'instructional design' had the largest ES(effect size), followed by 

'teaching & learning strategies,' 'evaluation'. In the analysis of evaluation factors, most of 

factors had a large effect such as ‘webpage layout’, ‘selection of instructional design’.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suggest what improvements should be made in the 

development of e-learning contents for distance teache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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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이러닝(e-Learning)이란 정보 통신 기술에 의해 이

루어지는 학습”이라는 표  정의가 의미하듯이 정보기

기와 인터넷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학습이다. 즉, 정보통

신 기술의 발달은 학습자에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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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학습을 가능하게 하 다[1][2].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러닝은 꾸 한 상승

세에 있으며, 사회 반에 확 되어 인터넷 이용자  

48.8%가 ‘교육․학습’에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20

-40 가 주를 이루고 있다[4]. 이러닝의 발 은 이러

닝 산업 매출액의 상승으로 이어져 2012년에는 년도 

비 12.1% 성장하 고 이  콘텐츠 부문의 비율은 

18.8%를 차지하 다[3].

이러닝은 교원 연수 분야에서도 활용되어, 방학기간

을 활용해야 했던 기존의 연수에 한 패러다임을 바꾸

었다[5]. 이러닝을 통한 교사 연수기 인 원격교육연수

원은 2000년 21개 기 에 한 인가  지정으로 시작

되었다. 2012년에는 국에 68개 연수 기 이 있으며, 

운  주체는 16개 시·도교육청 산하 연수기  뿐만 아

니라 민 기 , 학/공공 기  등 다양하다[6]. 연수를 

진행하는 기 이 다양한 만큼 연수에 한 품질을 리

하기 해 국가 차원에서 원격연수의 질  제고를 한 

방안이 마련되었다[7]. 그  학습내용에 해당하는 콘텐

츠에 한 품질 리는 2004년 이러닝 지원체제 종합발

방안을 시작으로 ‘이러닝 품질인증제’가 도입되면서 

부터이다[5][8-10].

원격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교원은 2011년말 

기 으로 약 400,000명으로 매년 꾸 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6]. 즉, 원격 연수를 받는 교원의 수가 증가

할수록 원격 연수의 품질이 담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닝에서 콘텐츠는 학습자에게 학습 내용을 달하

는 매개 역할을 하며 콘텐츠의 질  수 에 따라 학습

자의 학습 효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

서 원격 연수에서도 연수용 콘텐츠의 질  수 은 교원 

원격 연수의 품질과 한 련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원격교육연수원에서 활용하기 해 

개발된 콘텐츠의 품질을 보다 객 인 수 에서 분석

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교원 원격 연수에

서 활용되는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는 데 어떤 측면의 

개선이 요구되는지에 한 시사 을 제공하기 한 목

이 있다.

Ⅱ. 이러닝 콘텐츠 품질관리

1. 콘텐츠 품질 관리 현황
이러닝산업발 법에 근거하여 국내 이러닝 콘텐츠 

품질 리는 등교육, 직업훈련교육, 평생교육, 산업

분야로 진행되고 있다. 등교육 분야에서의 콘텐츠 

품질인증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심이 되어 수행되

고 있다. 콘텐츠 품질인증 운 은 콘텐츠를 교육용 콘

텐츠,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원격교육연수원 콘텐츠

로 구분하여 평가 기 과 차를 용하고 있다.

노동부의 원격직업훈련교육훈련 기 의 콘텐츠 품질

인증은 직업능력개발훈련 탁기 으로서의 기본 인 

요건이 갖추어진 기 만이 콘텐츠 심사를 받을 수 있

다.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경우, 노동부 탁 기 인 한

국기술교육 학교의 심사를 거쳐 합 정을 받은 콘

텐츠에 한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과정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한국기술교육 학교에서의 콘텐츠 심사

는 2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는 ‘직무수행 련성’  ‘원

격훈련과정 합여부’를 심사한다. 콘텐츠 심사 신청은 

훈련시장 공 정도를 고려하여 ‘활성분야’ 는 ‘비활성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훈련 내

용/방법 정성, 교수학습지원 정성, 학습수행활동, 

평가 합성’ 등을 평가한다[11][12]. 평생교육분야의 

표 인 이러닝은 원격평생교육시설 기반의 학 은행

제이다. 콘텐츠에 한 품질인증 기 은 원격평생교육

시설 인가 평가 기   ‘학습 과목’에 해당하며 학습 과

목의 평가항목은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수업’, ‘콘텐츠 

개발  리’, ‘학습과목의 질 리’등으로 평가한다

[13]. 산업 분야의 경우 표 인 품질인증 운  기 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다. 콘텐츠 품질인증 기 은 총 

12개의 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조직  인력, 품질

략, 요구분석, 학습내용, 교수설계, 상호작용, 평가, 학습

지원, 윤리성, 작권, 자원 리, 기술신뢰성의 역이

며, 각 역에는 거와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4]. 

2. 교원 원격 연수 콘텐츠 품질관리 
원격연수 이러닝 콘텐츠 품질 리는 등교육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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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품질인증 기 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2003년부

터 수행하고 있다. 원격연수에 활용되는 이러닝 콘텐츠

는 연수 과정 시간에 따라 15시간, 30시간, 45시간, 60시

간용 콘텐츠로 구분하여 개발  운 되고 된다[5]. 원

격연수 콘텐츠 품질인증 기 은 ‘요구 분석’, ‘교수설계’, 

‘연수내용’, ‘교수학습 략’, ‘상호작용’, ‘지원체계’, ‘평

가’, ‘윤리성’, ‘ 작권’ 등 9개 평가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평가 역은 평가 요인  평가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배 을 제시해 콘텐츠에 한 

수를 부여하고 있다. 각 평가 역  평가 요인 등에 

한 배 은 [표 1]과 같다.

평가 역( 수) 평가 요인  평가 문항 배

요구분석(3) 연수환경 분석 3

교수설계
(33)

연수목표 제시 6
수준별 연수 3
연수요소자료 6
화면구성 8
인터페이스 10

연수내용
(32)

연수내용 선정 10
연수내용 조직 12
연수 난이도 2
연수분량 8

교수학습전략
(14)

교수학습전략 선정 10
자기주도적 연수전략 2

동기부여 전략 2
상호작용(6) 연수자와 연수내용 간 상호작용 6
지원체계(2) 지원내용 선정 2

평가(10)
평가내용 선정 4
평가방법 선정 2
평가도구 적용 4

윤리성 적/부
저작권 적/부

표 1. 원격 연수 콘텐츠 품질인증 기준

평가 방법은 1개 콘텐츠당 3명의 평가 원이 평가하

여 총  100   평균 80  이상을 취득한 콘텐츠에서 

품질인증서를 발 하고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3항”에 따라 교원연수를 한 원

격교육연수기 은 반드시 콘텐츠 품질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품질인증 된 콘텐츠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인

증 유효기간 이후는 재 인증을 받아야한다[5]. 2003년 

시작 이후 2012년까지 1,382종의 콘텐츠가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인증율은 75.4%이다[6].

Ⅲ.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원격교육연수에 사용되는 이러닝 콘텐츠에 한 품

질 분석을 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석을 실시하 다.

1단계는 분석 도구 선정이다. 분석 도구는 원격교육

연수원 콘텐츠 품질 인증에 사용되고 있는 품질인증 기

을 활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콘텐츠 품질인증 

기 은 2008년 우리나라 국가 표 인 KS 표 을 획득

하 다. 따라서 콘텐츠 품질인증 기 은 타당성과 신뢰

성을 확보한 기 이라 할 수 있다.

2단계는 콘텐츠 선정이다. 본 연구에 활용될 콘텐츠

는 2012년에 1월부터 6월까지 심사 의뢰된 콘텐츠  

연수과정 시간에 따라 각 시간 에서 20개씩의 콘텐츠

를 무선으로 추출하 다. 단, 45시간용 콘텐츠는 개발물

이 많지 않아, 7개를 선정하여, 총 67개의 콘텐츠를 분

석에 활용하 다.

3단계는 평가 원 선정이다. 본 콘텐츠 평가를 진행

하기 해 원격교육연수원 콘텐츠 품질 리단으로 활

동한 경험이 3년 이상인 문가를 상으로 본 연구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 다. 따라서 연구자를 포함하여 총 

15명의 문가가 선정되었다.

4단계는 콘텐츠 평가이다. 67개의 콘텐츠 각각에 내

용과 교수설계를 공동으로 심사할 수 있는 평가 원 3

명을 각각 배정하 다. 배정된 심사 원들에게는 심사

에 한 객 성을 담보하기 해 워크 을 실시하여 콘

텐츠 평가의 오차를 최소화하고자 하 다. 

4단계와 같이 진행된 평가에서 인증에 통과한 콘텐츠

는 43개, 인증에 통과하지 못한 콘텐츠는 24개이다.

2. 평가 방법 및 자료 분석 방법 
콘텐츠 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일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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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연수원 콘텐츠는 9개의 역에 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평가 원 워크 을 통해 다음과 같

은 역은 평가에서 제외하 다. 

첫째, 요구분석 역이다. 요구분석 역은 다양한 

OS에서의 구동이 가능한지, 로딩 시간은 한 지에 

한 것이다. 즉, 연수환경에 한 측면으로 90%이상의 

콘텐츠가 3 의 배 을 획득하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

는 제외하 다.

둘째, 지원체계 역이다. 지원체계는 배  2 이기 

때문에 수 체계가 1과 2로만 구분되어 있으며, 시스

템에서 지원하는 측면을 다루고 있음으로 합의하여 제

외하 다. 

셋째, 수로 평가되지 않는 윤리성과 작권 역은 

제외하 다. 윤리성과 작권은 /부로 평가되며, 콘

텐츠의 설계나 내용측면이라기 보다는 강사의 언행이

나 학습 자료의 작권 획득과 련된 것으로 본 분석

에서는 제외하 다. 

이상의 내용은 평가 원들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콘텐츠 분석 결과는 3인의 평가 원 평정 수의 평균

으로 산출하 다. 인증에 한 /부는 원격교육연수원 

콘텐츠와 같이 80 을 기 으로 하 다. 각 역별 

수는 100 으로 표 화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 결과

는 IBM SPSS Statistics ver.19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 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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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콘텐츠를 분석하 다.

둘째, 콘텐츠의 인증 /부를 구분하여 두 콘텐츠 간

의 수  차이를 검정하 다.

Ⅳ. 분석 결과 

1. 콘텐츠 품질 분석 결과 
원격교육연수원 콘텐츠의 품질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평가 역에 한 기술통계 결과, ‘연수 내용’이 평

균 83.66으로 다른 역에 비해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

내었고, ‘교수 설계’가 81.18, ‘교수학습 략’이 79.58, 

‘평가’가 74.73, ‘상호 작용’이 74.53의 순이었다. 

‘연수 내용’에서 가장 높은 수를 받은 콘텐츠를 나

타내는 최 값은 96.88이었고 최소값은 62.60이었다. 편

차 한 6.99로 다른 역에 비해 가장 은 편차를 나

타내었다.

‘교수 설계’ 역에서 최 값은 93.03이며, 최소값은  

65.76이었다. 편차는 7.01로 연수내용 보다는 미약하나

마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교수설계의 최빈값이 

87.88 으로 다른 역에 비해 최빈값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최빈값은 해당 값에 가장 많은 빈도가 분포되

었음을 나타낸다. 

구분
연수
내용

교수
설계

교수
학습
략

평가
상호
작용

평균 83.66 81.18 79.58 74.73 74.53
표준편차 6.99 7.01 9.46 8.48 12.32
중앙값 84.38 81.82 80.71 74.00 78.33
최빈값 85.31 87.88 80.71 70.00 78.33
최대값 96.88 93.03 95.71 97.00 100.00
최소값 62.50 65.76 59.29 57.00 50.00

표 2. 평가 영역의 기술 통계 분석

‘교수학습 략’ 역의 경우, 평균이 79.58이며, 최

값은 95.71, 최소값은 59.29이다. 표 편차는 9.46이며, 

50퍼센타일 지 의 값을 나타내는 앙값은 80.71로 분

석되었다. 

‘평가’ 역은 최 값이 97.00이며, 최소값은 57.00이

다. 즉, 최 값을 가진 콘텐츠와 최소값을 나타내는 콘

텐츠 간에 약 40 의 간극을 나타내었다. 평가의 경우,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최빈값이 70.00으로 다른 

역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상호작용’ 역은 평균이 74.53으로 다른 역에 비

해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표 편차 한 12.32

로 나타나 다른 역에 비해 콘텐츠 간의 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최 값이 100 인 반면, 최

소값은 50으로 콘텐츠 간 최 와 최소값의 간극이 50

으로 다른 역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상호작용 역은 이러닝 콘텐츠에서 학습자가 학습

내용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역이라 할 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 Vol. 13 No. 9480

있다. 기술 통계만을 기 으로 할 경우, 상호작용 역

의  수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것은 콘텐츠의 질에 따라 

학습자가 학습내용에 어느 정도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단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원격교육연수원 콘텐츠의 품질인증 기 은 평균 80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총 합에 근거하는 것으로 각 

역에 한 부를 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콘텐츠 

분석 결과 5개 평가 역 모든 부분에서 80  이상을 

넘긴 콘텐츠는 67개 콘텐츠  7개로 나타났으며 인증 

수보다 낮은 콘텐츠는 60개로 약 10%의 인증률로 분

석되었다. 특히 ‘평가’, ‘상호작용’ 평가 역은 80  이

상 획득 콘텐츠 비율이 50%미만으로 다른 평가 역에 

비해 낮은 수를 나타내었다.

2. 콘텐츠 수준 차이 분석 결과 
인증된 콘텐츠와 인증 부 합 콘텐츠의 수  차이 분

석을 해 각 평가 역  평가 요인들 간 분석을 실시

하 다. 한 콘텐츠의 인증 여부에 따라 인증된 콘텐

츠의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것처럼 단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증된 콘텐츠와 인증 부 합 콘

텐츠의 gap 정도를 확인하기 하여 Cohen’s d를 사용

하여 효과크기(Effect Size)를 산출하여 분석하 다. 효

과크기는 인증 부 합 콘텐츠의 수에 인증된 콘텐츠

의 수를 표 화 시킨 값으로 ES가 0이라는 것은 인

증된 콘텐츠와 인증 부 합 콘텐츠의 평균이 같음을 나

타낸다. 반면, 효과크기가 ‘0.2 이하’는 작은 효과크기, 

‘0.5’은 간 효과크기, ‘0.8 이상’은 큰 효과 크기로 해석 

할 수 있다.

2.1 각 영역의 콘텐츠 수준 차이
교원 연수 콘텐츠로 인증된 콘텐츠와 인증 부 합 콘

텐츠 간의 평가 역별 인증 수의 차이를 분석 결과

는 [표 3]과 같다.

‘교수 설계’ 평가 역은 인증 콘텐츠(M=84.86)가 인

증부 합 콘텐츠(M=74.58)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내면

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효

과크기 한 2.094으로 나타나 다른 역에 비해 효과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인증 콘텐

츠와 인증 부 합 콘텐츠의 합성을 구분하는 데 다른 

요인에 비해 큰 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수내용’ 평가 역 한 인증 콘텐츠(M=86.53)

가 인증 부 합 콘텐츠(M=78.50)에 비해 높은 값을 나

타내면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p<.001) 효과크기 한 1.253으로 나타나 큰 효과크기

를 나타내었다. ‘교수학습 략’ 평가 역에서는 인증 

콘텐츠(M=84.23)가 인증 부 합 콘텐츠(M=71.25)에 비

해 높은 값을 나타내면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p<.001). ‘상호작용’ 평가 역은 인증 콘텐츠

(M=78.68)가 인증 부 합 콘텐츠(M=67.08)에 비해 높

은 값을 나타내면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p<.001).

평가 역 구분
100  기

t값 ES
M SD

교수 설계 불인증 74.58 4.91 8.08*** 2.094인증 84.86 5.04
연수 내용 불인증 78.50 6.41 5.38*** 1.253인증 86.53 5.53

교수학습전략 불인증 71.25 8.58 7.14*** 1.513인증 84.23 6.21
상호작용 불인증 67.08 12.35 4.12*** 0.939인증 78.68 10.28
평가 불인증 68.88 6.45 4.90*** 1.414인증 78.00 7.73

※ *** p<0.001

표 3. 평가영역별 콘텐츠 수준 차이

‘교수학습 략’  ‘상호작용’의 효과 크기 역시 각각 

1.513, 0.939로 두 유형의 콘텐츠를 구분하는 데 다른 요

인에 비해 큰 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평가’ 평가 역은 인증 콘텐츠

(M=78.00)가 인증 부 합 콘텐츠(M=68.88)에 비해 높

은 값을 나타내면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p<.001). 효과크기 한 1.414으로 나타나 두 유형

의 콘텐츠를 구분하는 데 다른 요인에 비해 큰 수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모든 평

가 역에서 인증 콘텐츠와 인증 부 합 콘텐츠는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인증 콘텐츠와 인증 부 합 콘

텐츠의 합성을 구분하는 데 다른 요인에 비해 큰 

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 이러닝 콘텐츠 분석 481

2.2 영역 하부 평가요인의 콘텐츠 수준 차이
각 역에 속해 있는 요인들 간 분석결과 ‘교수 설계’ 

평가 요인  ‘연수목표 제시’가 인증 콘텐츠(M=84.77)

가 인증 부 합 콘텐츠(M=78.05)에 비해 높은 값을 나

타내면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5). 그러나 효과크기가 0.59 정도로 타 평가 요인

에 비해 상 으로 효과크기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평가 요인 구분
100  기

t값 ES
M SD

연수목표 제시 불인증 78.05 11.34 2.20* 0.593인증 84.77 12.30
수준별 연수 불인증 69.86 17.21 2.08* 0.432인증 77.29 11.96
연수요소자료 불인증 71.53 9.35 5.19*** 1.303인증 83.72 9.41
화면구성 불인증 74.22 9.20 6.08*** 1.361인증 86.74 7.41
인터페이스 불인증 76.04 10.42 4.66*** 0.989인증 86.35 7.57

※ * p<0.05  ** p<0.01  *** p<0.001

표 4.‘교수설계’평가요인별 콘텐츠 수준 차이

‘수 별 연수’ 한 인증 콘텐츠(M=77.29)가 인증 부

합 콘텐츠(M=69.86)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내면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p<.05) 효과 

크기가 0.432로 타 평가 요인에 비해 상 으로 효과

크기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요소자료’는 

인증 콘텐츠(M=83.72)가 인증 부 합 콘텐츠(M=71.53)

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내면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p<.001). 효과크기 한 1.303으로 나타

나 두 유형의 콘텐츠를 구분하는 데 다른 요인에 비해 

큰 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화면구

성’  ‘인터페이스’ 역시 각각 인증 콘텐츠(M=86.74, 

M=86.35)가 인증 부 합 콘텐츠(M=74.22, M=76.04)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내면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효과크기 한 1.361, 0.989로 나타

나 두 유형의 콘텐츠를 구분하는 데 다른 요인에 비해 

큰 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수설계 평가요인의 분석 결과, ‘화면구성’과 ‘연수

요소 자료’가 다른 요인에 비해 인증 여부에 따라 평가 

수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면 구성과 

연수요소 자료는 연수를 효과 으로 진행하기 해 연

수자가 연수 내용에 얼마나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화

면인지에 한 측면과 다양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 

지에 한 측면이다. 따라서 연수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콘텐츠의 경우, 인증 수가 높지만, 일반 인 

구성일 경우에는 불인정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수내용’ 평가 역  ‘연수내용선정’  ‘연수내용

조직’은 인증 콘텐츠(M=88.58, M=80.85)가 인증 부 합 

콘텐츠(M=79.25, M=70.35)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내면

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평가 요인 구분
100  기

t값 ES
M SD

연수내용
선정

불인증 79.25 11.07 4.15*** 0.843인증 88.58 7.33
연수내용
조직

불인증 70.35 12.48 3.52*** 0.841인증 80.85 11.26
연수
난이도

불인증 83.54 19.75 1.88 0.374인증 90.93 12.45
연수분량 불인증 88.54 11.22 1.19 0.255인증 91.40 8.22

※ *** p<0.001

표 5.‘연수내용’평가요인별 콘텐츠 수준 차이

효과크기 한 0.843, 0.841로 나타나 두 유형의 콘텐

츠를 구분하는 데 다른 요인에 비해 큰 수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수난이도’는 인증 콘텐

츠(M=90.93)가 인증 부 합 콘텐츠(M=83.54)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수분량’ 역시 인증 콘텐츠

(M=91.40)가 인증 부 합 콘텐츠(M=88.54)에 비해 높

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교수학습 략’ 평가 역의 평가요인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교수학습 략 선정’, ‘자기주도 연수 략’, ‘동기부

여 략’에서는 각각 인증 콘텐츠(M=86.91, M=78.26, 

M=76.86)가 인증 부 합 콘텐츠(M=75.13, M=61.46, 

M=61.67)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내면서 모든 평가 요인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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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크기 한 1.307, 0.979, 0.845로 나타나 두 유형의 

콘텐츠를 구분하는 데 다른 요인에 비해 큰 수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가 요인 구분
100  기

t값 ES
M SD

교수학습
전략선정

불인증 75.13 9.01 6.51*** 1.307인증 86.91 5.79
자기주도적
연수전략

불인증 61.46 17.16 4.37*** 0.979인증 78.26 13.84
동기부여전략 불인증 61.67 17.98 3.34*** 0.845인증 76.86 17.83

※ *** p<0.001

표 6.‘교수학습전략’평가요인별 콘텐츠 수준 차이

‘평가’ 평가 역의 평가요인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평가 요인 구분
100  기

t값 ES
M SD

평가내용 선정 불인증 73.02 9.92 4.03*** 1.067인증 83.60 15.95
평가방법 선정 불인증 62.50 15.95 0.76 0.186인증 65.47 14.83
평가도구 적용 불인증 67.92 8.59 4.34*** 1.250인증 78.66 10.28

※ *** p<0.001

표 7.‘평가’평가요인별 콘텐츠 수준 차이

‘평가내용 선정’은 인증 콘텐츠(M=83.60)가 인증 부

합 콘텐츠(M=73.02)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내면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효과크

기는 1.067로 나타나 두 유형의 콘텐츠를 구분하는 데 

다른 요인에 비해 큰 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방법 선정’은 인증 콘텐츠

(M=65.47)가 인증 부 합 콘텐츠(M=62.50)에 비해 약

간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평가도구 용’은 인증 콘텐츠

(M=78.66)가 인증 부 합 콘텐츠(M=67.92)에 비해 높

은 값을 나타내면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p<.001). 효과크기 역시 1.250으로 두 유형의 콘텐

츠를 구분하는 데 다른 요인에 비해 큰 수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결 론 

원격연수는 이러닝을 이용하여 효율 인 연수를 통

해 교원의 역량 증진이라는 궁 인 목 이 있다. 따

라서 기존의 집합 연수와 동일한 연수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요한 요인이므로 연수의 효과성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원격연수 콘텐츠에 한 품질 확보가 필

수 이라고 하겠다. 원격연수 콘텐츠에 한 품질 리

의 목 은 수  미달의 연수 콘텐츠로부터 교사의 학습

권을 보호하고 연수 기 이 양질의 원격 연수 콘텐츠 

개발을 유도하는데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원격연수

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격연수 콘텐츠의 품질을 분석함

으로써 원격 연수의 질  제고를 해 콘텐츠 개발에 

있어 어떤 요소들을 개선해야하는 가에 한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하 다.

총 67개 원격연수 콘텐츠를 평가 역과 평가요인 별

로 분석한 결과 ‘연수 내용’ 평가 역이 가장 품질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 설계’, ‘교수학습 략’, ‘평

가’, ‘상호 작용’ 순이었다. 평가 역  ‘교수학습 략’, 

‘평가’, ‘상호 작용’은 80  이상의 수를 나타내지 못해 

낮은 품질을 나타내었다. 

교원 연수의 내용이 제시되는 ‘연수 내용’ 평가 역

이 80  이상의 높은 품질을 나타낸 것은 연수 자체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을 연수자에게 어떻게 효과 으로 달하고자 하는 ‘교

수학습 략’과 연수자의 연수 내용 습득 여부를 단

하는 ‘평가’ 부분이 낮은 품질을 나타내어 이에 한 개

선이 필수 인 부분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상호작용은 

가장 낮은 수를 나타내 원격 교육이 실시간, 비실시

간으로 다른 학습자, 교수자 등과 상호작용하며, 학습자

가 원하는 지식의 양과 표 방식을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 [19]을 충분히 제공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업분야에 

활용되는 직무나 자격연수용 이러닝 콘텐츠도 같은 결

과를 나타내고 있으며[20] 한, 최근 원격 연수 콘텐츠

에 한 만족도 조사에도 일치한 내용이다[21]. 상호작

용이 학습자의 콘텐츠 몰입에 정 인 향을 주므로

[22] 교원 원격 연수용 이러닝 콘텐츠 뿐만아니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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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이러닝 콘텐츠에서의 상호작용에 한 개선이 

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된 콘텐츠와 인증 부 합된 콘텐츠에 한 평가

역  평가 요인에 한 분석결과 모든 평가 역에

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인증된 콘텐츠와 

인증 부 합 콘텐츠의 gap 정도를 확인하기 하여 효

과크기 분석 한 ‘교수 설계’, ‘교수학습 략’, ‘평가’ 

순으로 인증 콘텐츠와 인증 부 합 콘텐츠의 합성을 

구분하는 데 다른 요인에 비해 큰 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수설계 역에서는 앞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화

면구성과 연수요소 자료에 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해 

연수생들이 얼마나 화면에 집 할 수 있느냐의 측면과 

보다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한 측면을 나

타낸다. 즉,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학습자에 한 학습 

몰입의 정도를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따라서 화면구성과 같이 학습자들

이 직 으로 연수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측면에 한 

설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일반 으로 원격연수 콘텐츠는 교수학습 략이 분명

하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에서도 인증된 콘텐츠의 경우, 분명한 교수학습 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불인정 콘텐츠는 그 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원격연수가 면 면 연수와 유사한 효과

를 갖기 해서는 보다 분명한 교수학습 략을 토 로 

연수자를 몰입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연수자들을 

직 으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수자들이 연수 

동기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략을 토 로 연수의 몰입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평가 역의 하  평가 요인에 한 분석에서는 모든 

평가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연수

난이도’, ‘연수분량’, ‘평가방법 선정’에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효과크기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인 평가 요인  ‘연수목표 제시’, ‘수 별 연수’에

서는 효과크기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유형의 콘텐츠 간 차이가 큰 평가 요인을 

심으로 콘텐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

다고 하겠다.

이러닝에서 콘텐츠는 학습 효과와 직 인 계가 

있기 때문에 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격 

연수를 통해 교원의 역량을 개발하기 해 필요한 이러

닝 콘텐츠 개발과 리 시 콘텐츠의 품질 향상을 해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유도할지에 한 시사 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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