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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응형 이러닝 시스템에서 지원할 응성 요소를 밝히기 하여 폐쇄형 설문과 반 구조화된

개방형 설문을 통하여 요구 분석을 하 다.본 연구는 응형 이러닝 시스템의 활용이 높은 교육 학 컴퓨

터 교육 공 학생들을 상으로 응형 이러닝 시스템에 한 요구를 분석하고 도출하 다.요구 분석

차는 Rossett모델을 용하 다.분석 방법은 폐쇄형 설문으로 개략 인 의견을 통계 분석하고 개방형 설

문으로깊이 있는 의견을 추출하 다.개방형 설문은응답 내용을 코딩한 후,코딩된 내용에서주제를 추출

하고,지속 비교 방법을 통하여 유목화를 하 다.그리고 각 주제에 하여 빈도 분석을 하 다.연구 결

과 응형 이러닝 시스템에서 응성 제공 요소로서 기존의 학습 스타일 심에서 벗어나 학습자 수 ,학

습 목표 그리고 학습 내용에 한 응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특히,교수 모형은 체계성

학습 목표를 효과 으로 도달하게 하는 요한 요소임이 밝 졌다.

■ 중심어 : 요구 분석 적응형 이러닝 시스템 개방형 설문 설문 분석 Rossett 모델

Abstract

Thisstudywasconductedasanneedanalysisthroughcloseandopensemi-structured

surveys,inordertoidentifytheadaptiveelementsoftheadaptivee-learningsystem.Thestudy

wasconductedonstudentsmajoringcomputereducationinteacher'scollege.Intermsofthe

processoftheneedanalysis,RossettModelwasapplied.Fortheresearchmethod,responseson

theopenquestionnairewereanalyzed.Intermsoftheanalysismethod,codingwasusedto

extractthethemeofthecontent,andthroughtheconstantcomparisonmethod,categorizingtook

place.Astheelementthatoffersadaptionintheadaptivelearningsystem,itescapesfrom the

existinglearningstyle,andrecognizedtheimportanceofprovidingadaptabilityfordifferent

elementssuchasthelearner'slevel,learningobjectives,andlearningcontents.Especially,An

instructionalmodelwasidentifiedasanimportantelementthathelpsreachrationalityaswell

asefficientlyconductthelearning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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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이러닝의 발달에 따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콘텐츠

의 요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응형 이러닝 시스템

은 학습자들에게 개별화 맞춤형교육으로 발 하여

심이높아지고있다[1].그러나기존에개발된 응형

이러닝시스템들은실용성이약하다.이는 응형이러

닝 시스템의 개발이 어렵고,개발 기간이 기존의 이러

닝 시스템에 비하여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2].그리고

개발된 기존의 응형 이러닝 시스템들은 부분학습

스타일에 한 응성만을지원하고있다[3]. 응형이

러닝시스템의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학습자들의 상

태를더욱고려하여 한 응성을제공할필요가있

다.

이를 하여는 학습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밝힐

필요가있다.즉 응형이러닝시스템에서도학습자들

에게 합한 응성을제공하기 한요구분석이필요

하다.요구 분석은 교육 로그램을 개발할 때 요한

요소이다[4].정확한요구분석은모든개발의첫단계이

며 최종 결과물의 성패를 좌우한다.학습자의 정확한

요구를진단하고분석하는것은 로그램개발자의

요한 핵심 과제임을 여러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다[5].

한요구분석은 결과물의성능을미리 검증하기 한

필수 차이다[6][7].따라서이러닝시스템개발시에도

요구분석단계는최종결과물의성공과실패를좌우하

는 매우 요한 과정이다.그러나 아직 응형 이러닝

시스템에 한 연구는 개발 용의 효과 분석에

한연구들이 부분이다. 응형이러닝시스템개발의

사 단계인 요구 분석에 한 연구들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새로이개발되고있는 응형이러닝시스템

들이학습자의 요구상황을제 로반 한다면 학습자

들에게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므

로 효율 인 응형이러닝시스템을 개발하기 해서

는 요구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이연구는학습자들의요구사항을제 로반

하기 한 응형이러닝시스템에서 응성지원요

소를 밝히는 것을 목 으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기본의 부분의 응형 이러닝 시스템에서

응성의주요요소인학습스타일의효과에 하여어

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본다.

둘째,기본의 응형이러닝시스템에서 응성을제

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Jonassen[8]이 주장한 교수 모

형의 요성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다.

셋째, 응형이러닝시스템에서 응성지원요소로

다른 어떤 것을 요시하는지 알아본다.

2. 관련 연구 

2.1 선행 연구 분석

본연구와 련된 응형이러닝시스템의요구분석

에 한 선행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므로 련이

큰 이러닝 시스템의 요구 분석을 선행 연구로 한다.

최미나[9]는 교수자 학습자들을 상으로 이러닝에

한 요구 분석을 수행하 다.교수의 경우 직 이 낮

을수록이러닝경험이높을수록이러닝에 한참여의

사가 높았다.학습자들은 시공간을 월한 수강 환경,

자율학습가능선진학습방법에 한선호를 장 으

로 생각하고 있었다.

Byars[10]는 이러닝을 통한 호텔 교육에서의 학습자

들의 요구를 분석하 다.교수자나 학습자들이 이러닝

보다는 면 면 교육을 선호하는 이유를 도출하고,질

향상을 한 응형 이러닝 시스템의 필요성을언 하

다.

Phillipset.al[11]는 UniversityofNorthCarolina

Wilmington에서운 하고있는온라인700개의이러닝

시스템을 수강하는 학생들로부터 요구분석을 하 다.

수강도 반이상이포기하는데그이유로는학습자들

이 시간이 없는 이유가 많았고 교수 략에 한 요구

사항이 있었다.요구 분석 결과 개선 사항으로 학습자

들의 학습스타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장하여추후 학

습에서 활용되기를 제안하 다.

부분의요구분석은 응형이러닝시스템의필

요성을언 하 다.그러나 응형이러닝시스템의구

성요소를 상으로요구분석을하지는않았다.본연

구에서는 한국의 비교사들을 상으로 이러닝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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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원수 백분율
  남자     20     35.7

  여자     36     64.3

  합계     56    100

템에서 필요한 구성 요소를 한 요구 분석을 폐쇄형

설문과 개방형 설문을 통하여 요구분석을 수행한다.

2.2 적응형 이러닝 시스템의 적응성 제공

본장에서는 선행연구로 응형 이러닝 시스템의 성

능을좌우하는 응성제공요소를알아본다. 응형이

러닝시스템에서 응성 제공 요소는 응형 시스템의

성능을좌우하는가장 요한요소이다.학습스타일은

재까지 개발된 부분의 응형 이러닝 시스템에서

응성을 제공하는 요한 요소이다.

표 1. 적응형 이러닝 시스템의 선행연구 

시스템 학습 스타일 기반 이론

Arthuer[12]
시각적-상호작용적, 청각적-강의형, 

텍스트 스타일

CS388[13]
전반적-순차적, 시각적-언어적, 
감각적-직관적, 귀납적-연역적 

스타일

Felder-Silverman 
학습 스타일

AEC-ES[14] 장의존, 장독립 스타일

INSPIRE[15] 활동가, 실용주의, 반영가, 이론가  Kolb 학습 스타일 

부분의 응형 이러닝 시스템들은 [표 1]에서 본

것처럼학습스타일을고려한 응형시스템이다[2].학

습 스타일 외에 다른 응 요소를 제공하는 응형 이

러닝 시스템은 드물다.

그러나 Jonassen[8]은 교수 모형에 따른 학습 략

차이가 학습 스타일에 따른 교수 략 차이보다도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하 다.본 연구는 Jonassen[8]이 주

장한 ‘교수 모형이 학습 스타일보다 큰 향을 미친다’

는주장을고려하여학습자들이학습스타일과교수모

형을 응형이러닝시스템의구성요소로어떻게생각

하는지를 요구 분석한다.그리고 다른 응성 요소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석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요구 분석을 하여 연구자가 강의하고 있는 코스웨

어설계론을수강하는컴퓨터교육 공학생들을 상

으로 응형이러닝시스템을학습하도록하 다.그리

고학기말에각각설문조사를하 다.본설문지는수

업시간을통하여56부를수령하여분석하 다.응답자

들을 성별에 의해 분류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응답자 성별 분류

설문 상자의 성별을 보면 남학생이 35.7%여학생

이 64.3%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3.2 연구 도구 

본연구에서는요구분석을 한도구로는폐쇄형설

문지와반구조화된개방형설문조사를수행한다.반

구조화 개방형 설문(semi structured open

questionnaire)을 사용한 이유는 연구 상자들이 폐쇄

형 설문 보다 좀 더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

도록 하기 한 의도 다.즉 폐쇄형 설문이 응답자의

피상 인 데이터만 제시하는 것을 보완하여 응답자의

깊이 있는 마음속의 생각을 추출하기 함이다.이 연

구에서는요구분석을 한도구는연구자가개발한다.

구체 인 도구 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요구분석을 한도구로학습자들을 상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활용한다.

둘째,설문 형태는 학습자들의 깊이 있는 생각을 탐

색하기 한 개방형 질문이 심이고 학습자들의 의견

을효율 으로알아보기 한약간의폐쇄형질문이혼

합되어있다.패쇄형질문은5단계리커트척도로되어

있다.

3.3 연구 절차 

이 연구에서는 Rossett[16]의 모형을 용하여 요구

분석을 실시한다.

Rosset의 모형을 용한 이유는 기업 교육에서 리

활용되고 있는 표 인 교육 요구 분석 모형으로 본

응형이러닝시스템의질 요구분석을 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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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그리고요구분석의실행

과정에 을 둠으로써,실제 요구 분석 실행자들이

용하기 쉬운 안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림 1. Rossett 모델 절차

Rossett모형은 유발된 문제에 한 요구 분석 목

결정에서 부터 문제해결을 한 의사결정까지 단계별

로 제시하고있다.Rossett의요구 분석 모형의 차는

[그림 1]과 같다.

요구 분석 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수행한 요구 분

석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요구 분석의 목 을 결정한다.본 요구 분석은

효과 인 응형 이러닝 시스템을개발하기 하여

상 학습자들로부터 응형 이러닝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소를 밝 응형 이러닝 시스템 개발의 기반을

제공하는데 있다.

둘째,요구분석을 한출처를밝힌다.문제유발상

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요구 분석 정보 자료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셋째,요구 분석을 한 도구 선택으로서 본 연구에

서는 연구자가 분석 도구를 개발한다.

넷째,요구 분석 목 에 련된 정보를 찾기 하여

요구분석 상들에게도구를활용하여요구분석을실

시한다.

다섯째,요구 분석 결과를 분석하여 응형 이러닝

시스템 개발시 반 할 요소를 결정한다.

자료 수집은 연구 상자들에게 응형 이러닝 시스

템개발 분석에 하여 한 학기간 수업을 실시하고

강의마지막에개방형설문에 하여응답하도록하고

그 결과를 웹 보드에 올리도록 한다.

3.4 자료 분석 

설문문항은폐쇄형질문과개방형질문으로구성된다.

폐쇄형설문은SPSS통계패키지VER21.0을이용하

여 기술통계를 이용한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 다.

그리고 각 응답에 한 빈도분석을 하 다.

개방형 질문은 지속 비교 방법(constant

comparativemethod)을 사용하고 빈도 분석을 하 다.

개방형질문에 한응답결과는코딩하는과정에서주

제들을찾아정리하는주제분석과이주제들을유목화

하는 유목 분석 방법을 사용하 다.유목 분석은 연구

자의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한데,본 연구에서 유목 분

석의 목 은 연구자의 식견을 반 하면서 주제별 설문

응답의빈도분석을하여학습자들의요구의성향을

악하기 함이다.

개방형 질문에 한 응답을 분석하는 차는 다음과

같다.

개방형 설문문항에 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 고

응답은 지속 비교 방법을 통하여 핵심어를 추출하고

그핵심어의빈도를나타내었다.구체 인과정은다음

과 같다.

첫째,학습자들이개방형질문에응답한내용을워드

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기록한다.

둘째,기록된 자료들을 분석해가면서 단어,구 ,문

장등의의미있는진술에 고 단 분석을하

다.그리고 문장 의미를 악하여 해당 의미에 부합

되는 개념을 명명한다.

셋째,도출된 개념들을 속성에 따라 유사 개념으로

그루핑을 한다.

넷째,각개념 빈도가높은개념에 하여는해당

하는빈도를계산한다.각개념의빈도는 체사례

해당개념의빈도로표시한다.본분석에서는그루핑한

개념 에(15/71)처럼 호안에 체응답수분의해

당 개념 응답 수를 나타낸다.즉 는 71명 15명

이 응답한 결과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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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구 분석 결과

본연구는Rosset모형을 용하여모형의 차에따

라요구분석을수행하 다.이의과정 요구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4.1 요구 분석 목적 결정 

요구분석목 결정은요구분석을통해찾아내고자

하는정보가무엇인지를결정한다.이연구에서는학습

자들의 응형 이러닝 시스템에 한 요구 분석을 한

다.따라서 효율 인 응형 이러닝 시스템을 하여

학습자들의요구사항을추출하는것이요구분석의목

이다.특히 본 연구에서는 응형 이러닝 시스템의

주요한 응요소인학습스타일에 하여어떻게인식

하는가?그리고 응형 이러닝 시스템에서 응성을

지원하기 한 요소로 어떤요소를지원하기를 원하는

가?에 한 요구를 분석한다.

4.2 출처 확인 

이단계에서는 가어떤정보를가지고있는가에

한 정보 출처를 확인한다.

본 응형이러닝시스템의요구정보와 련하여정

보를가지고있는 상 내용을정리하면[표3]과같

다. 한 이들의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요구를 추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표 3. 정보원과 정보 내용 

정보원 추출 가능한 정보

학습자
적응형 이러닝 시스템의 사용 중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요구되
는 정보  

교수자
적응형 이러닝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이러닝 시스템의 교수 전
략 등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이 연구에서는 응형 이러닝 시스템의 사용 당사자

인 학습자들을 심으로 요구 정보를 추출한다.

4.3 도구 선택 

이연구에서요구분석을 한도구는연구자가설문

지를개발하여사용하 다.설문내용은 응형이러닝

시스템의구성요소에 한의견을묻는내용이 심이

다. 응형 이러닝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한 내용은

의Lee와Park[1]의연구를바탕으로설문내용을추출

하 고, 응형이러닝교수모형의필요성에 하여는

Jonassen[8]의주장을반 하 다.그리고학습스타일

에 하여는AUTHER[12],INSPIRE[15]등기존에개

발된 학습 스타일 기반 응형 시스템을 참고하 고,

응형학습시스템의동기유발은Song과Keller[17]

의 응형CAI연구를바탕으로설문내용을추출하

다. 응형시스템의최종 으로설문내용은컴퓨터교

육 박사 학 자 3명의 문가 검토를 거쳤다.

4.4 요구 분석 실시

응형 이러닝 시스템에 한 학습자 요구를 분석하

기 하여 설문지를 통하여 요구분석을 실시하 다.

응형이러닝시스템에 한질문내용은다음과같다.

1)이러닝 시스템에서 학습 스타일의 효과는 무엇인

가?

2)이러닝시스템에서교수모형의효과는무엇인가?

3) 응형 이러닝 시스템의 장 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4.4.1 학습 스타일

부분 응형 이러닝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응성

요소인 학습 스타일의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를알아보기 하여 이러닝 시스템에서학습 스타일은

필요한가?라는 개방형 질문을 하 다.

학습스타일에 한응답자들의의견을정리하면,

부분 응답자들은이러닝시스템에서 학습 스타일의 장

은개별화지원이라고생각하고있었다.그리고학습

스타일은 이러닝 시스템에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

다.응답 내용을 보면 학습자마다 선호하는 학습 방

법이다른데,같은내용이라도학습스타일을고려한다

면학습자가자신에게맞는이러닝시스템을선택할수

있고잘이해할수있다는의견이있었고,이러닝시스

템의목 인개별화를통해자기주도 학습을하는것

인데 학습자의 스타일에맞추어설계하면 학습목 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그리고 학습 스타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6534

을고려한이러닝시스템은학습동기유발에도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질문에 한 답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1.1개별화 학습을 지원한다(20/51).

학습자마다학습스타일이다르다.그러한특성에맞

추어서 이러닝 시스템은 자신에게맞는 교수 방법으로

학습을지원하므로학습효과를높일수있다는의견이

가장 많았다.

A1.1:“학생들의개인차와수 차를반 할수있고,

이를통해개별학습자들의학습동기가향상되며효과

인 교수·학습이 가능하다.학습자들마다 감정,지능

이다르고학습양식이다르기때문에학습스타일에맞

게 제작된다면 수 차를 반 한 완 학습,나아가 수

월성 교육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Q1.2효율성이 높다(11/51).

자신에게맞는학습방법으로학습하므로학습에 하

여 동기가 높아지고 더 효과 이다 는 의견이 있었다.

A1.2:“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이 더 효율 일 수 있다.학습자 주의

구성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구성 인 학습이 이루어져

보다 효율 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다.”

4.4.2 교수 모형의 중요성 

재 응형 이러닝 시스템에서 구 되어 있지는 않

지만Jonassen[8]이주장한교수모형의 요성을알기

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 다.

이러닝시스템에서교수모형의효과는무엇인가?의

개방형 질문을 하 다.이에 한 응답 내용을 분석하

면응답자들은이러닝시스템에서교수모형이학습효

과에 요한요소로생각하고있다고 단된다.학습자

들이필요한요소라고 느끼는 이유는 체계 인 설계와

학습을할수있는표 화된틀을제공할수있다는의

견이 부분이었다.교수모형을도입하면학습목표나

교과내용에알맞은 한모형을사용하기때문에효

과가 높다고 생각하 다.그리고 교수 모형은 이미 검

증되었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의

견도 있었다.한편 부정 인 의견이 극소수 있었는데,

이들의 의견은 이러닝 시스템의완성도가 높아야 교수

모형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과 교수 모형으로 제

안해놓으면창의 인이러닝시스템설계가어려울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응답자들의 응답 내용의 표 인 를 기술하면 다

음과 같다.

Q2.1체계 인 학습을 지원한다(25/56).

교수 모형은 기존의 교실수업에서 교수 모형을 활용

할때체계 인학습이가능한것처럼이러닝시스템에

서도 교수 모형을 따라 학습하면 교수 모형의 차에

따라 학습하게 되므로 체계 인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 다.그리고이러닝시스템이학습목표에서벗

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러닝 시스템 설계에 일 성을

부여하고 학습 목표에 효과 으로 도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A2.1:“교수모형을통해좀더체계 으로이러닝시

스템 설계가 가능하다.교수 모형을 통해 반 인 흐

름과필수학습요소를어떻게가르칠지에 해알수

있고,이를통해주먹구구식이아닌체계 이고효과

인 설계가 가능하다.”

Q2.2효율성을 갖게된다(8/56).

교수 모형은 효율 인 학습을 가능하게 해 다.

A2.2:“교수모형이 용되면좀더교육의목 에맞

게구 이되고효율 인이러닝시스템을통한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반면교수모형 용이갖는단 에 하여는이러닝

시스템을틀에맞추어융통성이없게되고창의 설계

를 방해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그리고 다른 의견으로

는 질 좋은 이러닝 시스템 일때만 교수 모형의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A2.4:“체계 인 이러닝 시스템의 계획을 가능 한

다.내용에 맞는 교수 모형을 선택하면 순차 으로 학

습하고 그 내용을 용할 수 있어 학습 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개인 으로는 교수 모형이 이러닝 시

스템에서 무척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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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치
요소

평균
표
편차

1
순

2
순

3
순

질 높은 이러닝 시스템 
부족

1.54 0.74  34  14   8

정의적 교육 부재 2.04 0.72  13  27  15

교육의 강제성 부족 2.42 0.76   9  14  32

모형으로 제한해 놓으면 창의 인이러닝시스템설계

가 어려울 것 같다.”

4.4.3 이러닝 시스템의 장점 

이러닝시스템의장 우선순 를알아보기 하

여개방형설문으로이러닝시스템의장 에 한질문

을 하 다.

우선학습효과 인 에서학습동기유발이높고,

학습효과가좋고,상호작용이가능하고,개인차를지원

하고,피드백등을즉각 으로반응등으로언 하 다.

그리고 응답자들은이러닝시스템의 장 을 학습효과

외에도 경제성이나 시간 과 공간을 월한 학습 환경

지원,교사의 역할 감소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나타냈

다.이는 응답자들이 이러닝 시스템의 장 에 하여

통일된생각의없고여러시각에서넓게이러닝시스템

을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4.4.4 적응형 이러닝 시스템 장점 

응형이러닝시스템의학습효과를알기 한 응

형 이러닝 시스템의 장 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의

개방형 질문에 한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의 응답 결과를 보면,응답자들은 응형 이러닝

시스템의장 으로여러가지의견을나타냈는데,개개

인의특성에맞는처방과학습이가능하다는등의개인

차를고려한학습지원에가장의견이많았다.다른의

견들은학습효과 학습동기유발을높인다등의의

견이 있었다.선택 학습과 학습자 심의 학습을 가

능하게 한다.학습에 융통성을 부여한다 등이었다.이

를보면 응형이러닝시스템의필요성을다양한이유

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Q4.1.학습자 개인차 특성 더욱 고려한다 (21/49).

학습자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을 지원한다.학습

자들마다다른학습유형에맞추어각학습자에 합한

방법으로학습을할수있다.따라서학습성취도를최

한높일수있고피드백도학습자의상황을고려하여

더욱 구체화 될 수 있다.

A4.1:“각각의 학습 유형에 맞춰 최 의 교수학습을

진할 수 있다.이는 학습자 개인마다 학습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다.그리고 학습자의 스타일을 분석하여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처방과 학습이 가능하다.”

Q4.2학습효과(3/49).

학습자의학습성향에따라학습할수있으므로보다

학습자를고려한학습을하므로학습효과를높일수있

다는 의견이 있었다.

A4.2:“각각의학습자특성에맞는교육 원리나순

서를 용하여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더 극 화 할 수

있다.왜냐하면학습자개개인마다추구하는학습스타

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Q4.3동기 유발 (3/49).

학습자들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학습 하므

로 학습 흥미 동기를 높일 수 높일 수 있다.

A4.3:“학생특성에 맞게 학습시키기 때문에 학생이

학습내용을 인지하고 기억하는데 도움을 주면학습동

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4.4.5 이러닝 시스템의 문제점 

이러닝시스템의문제 큰요소가무엇인지알아

보기 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 다.

기존 이러닝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높게 생각되는 순서 로 체크하시오.

이에 한 응답 결과는 [표 4]와 같다.

기존 이러닝 시스템의 문제 으로는 질 높은 이러닝

시스템의부족,정의 역교육의어려움,교육에서의

강제성 부족 순으로 언 하 다.

표 4. 기존 이러닝 시스템의 문제점

특히,질높은이러닝시스템의부족이평균값1.54로

가장낮고표 편차도0.74로낮은것으로공통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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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나타낸것은많은이러닝시스템들이개발되고활용

되고있음에도아직도이러닝시스템의질에 한만족

도가떨어지고있는것을의미하고이러닝시스템의질

이 이러닝 시스템 활용에 가장 요함을 의미한다.

이외의 이러닝 시스템의 단 을 알기 하여 기타의

의견을 개방형 설문으로 질문하 다.

이의응답결과,이러닝시스템의문제 에 하여도

장 만큼이나 다양하게 응답이 나왔다.폐쇄형 질문에

서의문항이었던질높은교육이어려움,정의 교육

의 어려움,학습자 통제 어려움,등에 하여도 응답으

로나타났지만이외에도다양한의견들이나타났다.이

들의견들을살펴보면,학습 인면에서상호작용부족,

개인차 고려 부족 그리고 질이 낮은 이러닝 시스템이

많다는의견이가장많았다.그리고학습동기유발부

족,동기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평가 피드백

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학습자 통제가 어렵고

인교육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며,학습하다가 인

터넷이나게임을할시간이늘어날가능성이있다는의

견도 있었다.학습 외 인 면으로는 개발과 수정이 어

렵다는 면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4.4.6 이러닝 시스템의 이론적 경험적 중요도 

이러닝 시스템의 구성 요소간의 요도를 알기 하

여 다음과 같이 이론 경험 요도로구분하여 다

음과 같은 질문을 하 다.

“다음은이러닝시스템의교육 효과를확증하는

요한 요인들을 열거한 것입니다.이론 으로 요하다

고 생각되는 정도를 체크하고,실제 경험해본 경우의

요도를 체크하시오”.

이의 응답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러닝시스템의구성요소의 요성은큰편차가나

타나지않았다.즉특별히 요하거나특별히 요하지

않은요소가없는것처럼 부분의요소들이균형있게

갖추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구성 요소들의 큰 편차 없이 요하지만,자세히 결

과를 찰하여 언 하면 이론 으로는 상호작용과 피

드백이 가장 요한 요소로 언 되었고,실제 으로는

동기 유발과 피드백이 요한 요소로 언 되었다.

표 5. 기존 이러닝 시스템의 이론적ㆍ경험적 중요도 

요도
요소

이론 요도 경험 요도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학습 스타일  3.96   .98 3.75   .97

교수모형  4.14   .96 3.59   .88

학습동기유발  4.20  1.08 4.44  1.01

상호작용  4.45   .98 4.29  1.08

화면설계     3.80   .96 4.00  1.01

인터페이스    3.71   .88 3.96   .88

평가 문항  3.86   .90 3.81   .93

피드백  4.38   .93 4.31   .94

수준별 내용  4.14  1.00 4.07  1.10

실제 과 이론 요성의 비교는 교수 모형과 상호

작용은 실제 보다는 이론 으로 더욱 요하다고 언

하 다.동기 유발과 화면 설계는 실제 이 이론

보다 요하다고 언 되었다.

그러나 이들 요소들의 요도 값이 4 근처에서 큰

차이가없으므로이러닝시스템설계 개발에있어서

의 언 한 요소들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을 알 수 있다.

4.5 요구분석 결과 및 의사결정 

요구분석결과를바탕으로 응형이러닝시스템개

발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추출

정리하 다.

첫째,학습 스타일은 학습 동기 효율성을 높이고

개별화를더욱 강하게 지원하므로 여 히 응형 이러

닝 시스템에 반 될 주요한 요소이다.

둘째,교수모형은이러닝시스템개발에서도표 화

된틀을제공하고내용에 합한검증된모형을사용하

면 학습에 효율성이 있고 체계 인 학습을 지원한다.

따라서 이러닝 시스템 개발에 반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응형 이러닝 시스템은 학습 효과가 있음이

학습자들에게인정되고있다.따라서 응교수시스템

은 개발되고 활용될 만한 가치가 있다.

넷째, 응형이러닝시스템에서 응성제공요소는

기존의 학습 스타일 주에서 탈피하여다양한 응성

지원 요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학습자 수 ,학습

목표,학습 내용에 한 응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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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 사항이 있었다.

첫째,본 연구에서 응성의 지원에 한 요소에

하여 학습자들이 수 별 학습을 제 1순 로 나타났다.

이에 한 질문을 응형 이러닝 시스템 연구자들에게

질문을하 다면아마수 에따른 응성은학습목표

나 학습 스타일보다 낮은 순 을 것이다.이는 교육

학생들은 응형 이러닝 시스템의 범 를 축소했다

고볼수있기도하다. 한교육 학생 상자들은이

론 인 것보다 실 으로학습에효과 인 것을원하

는 것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응성 지원 요소에 하여는 학습 스타일 뿐

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다양하게 나타났다.이는 기

존의학습스타일 주의 응성제공에서벗어나더욱

다양한 응성을제공할필요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학습스타일 주로 응성이제공된것은 기 응형

이러닝시스템이학습스타일 주로개발되다보니이

후 개발된 응형 이러닝 시스템도 이에 한 연구를

많이하지않고선행연구들을답습한것으로볼수있

을 것이다.

6. 결 론 

본연구는Rossett모형 차를따라 비교사들을

상으로개방형설문과페쇄형설문을통하여요구분석

하 다.특히,응답자의 깊은 의견을 추출하기 하여

반 구조화된 개방형 설문을 통하여 지속 비교 방법

유목화과정을거처요구분석을하 다.요구분석

결과다음과같은 내용을 추출하고시사 을 도출하

다.

첫째, 응형이러닝시스템에서가장 요한 응성

은기존의학습스타일에 한 응성지원에서탈피하

여 다른 요소들의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응형이러닝시스템의개발목 을고려하여

학습수 ,학습목표,학습내용에 한 응성을제공

하여야 할 것이다.특히 Jonassen[8]이 주장한 교수 모

형의 응성지원은앞으로개발되는 응형이러닝시

스템이 비 있게 반 할 요소이다.

둘째,학습자들의 응답결과 응형 이러닝 시스템은

학습동기 학업성취도면에서효과가높다고 단된

다.이러닝 시스템 개발시 학습자 심의 응형 이러

닝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응형이러닝시스템에서 응요소들의학습

효과성을분석하여각목 에맞는 응성을제공할필

요가 있다.

추후연구는이러한요구분석을바탕으로학습에효

과 인 응형 이러닝 시스템을제공하는 응형 이러

닝시스템을개발하고제공하는것이다.단일의 응성

요소뿐만아니라다양한 응성을 결합한 응형 이러

닝 시스템의 개발도 필요하다.그리고 응 요소들 간

의 효과 분석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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