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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상에서 수행된 실습 수업 방식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예비 교

사를 대상으로 ‘전기 자동차 만들기’수업 주제로 실습 수업을 설계하였으며, 온라인 동영상 강의 컨텐츠 3편

을 제작하였다. 동영상 강의 컨텐츠 제작을 위해 교수용 홈페이지 제작, 수업에서 사용할 동영상 제작, 과거 

촬영하거나 제작해 두었던 동영상 준비, 실습 재료 준비, 실습 활동 관련 교과서 준비 등 다양한 교수학습자

료를 사전에 준비하였다. 동영상 강의 컨텐츠는 CODTRA 분석 방법을 이용 하였으며, 분석 코드는 ‘동영상

에서 제시된 교수학습자료’와 ‘교수자가 행하고 있는 상태’이었다. 분석 결과는 CODTRA 다이어그램에 의

해 분석 코드를 시간에 따라 도식화하여 도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중등학교의 기술 교과나 공업계 교과에

서 온라인 실습 수업을 위한 동영상 강의 컨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교수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동영상 강의 컨텐츠 분석(video lecture content analysis), 

온라인 실습 활동(online hands-on activities), 전기 자동차 만들기(making electric car), 

CODTRA 분석(CODTR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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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20년 1학기 우리나라는 코로나 19로 인해 학사 일정이 미뤄지고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되었다. 이에 유치원에서 

대학에서는 온라인 수업 활동이 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대부분의 

교수자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온라인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코로나 19 시대의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교수자들의 경험을 분석하는 연구가 여러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물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교수자가 

겪었던 어려운 점을 분석하고 있었고, 일부 연구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긍정적 측면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 19 시대의 수업을 시행한 모든 교과에서 

겪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등학교의 기술 

교과와 같이 실습 수업 활동이 중시되는 교과에서는 실습 활동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대면 수업에서도 실습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료의 준비 및 배분, 실습 장비나 공구의 준비, 

실습과 관련된 시범 자료 준비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했는데, 갑자기 

시행된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기 어려웠

다. 

일시적 유행으로 지나갈 것으로 기대했던 코로나 사태는 백신의 

보급이 늘고 있는 현재(2021년 6월)까지도, 사태의 종식을 낙관하기 

어려운 시점에 있다. 기술 교과에서 실습과 관련된 수업 활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면 수업 상황에서 수행된 연구이며, 온라인 환경하에서 

실습 활동을 다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하여 온라인을 기반으로 기술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실습 수업 방식을 다룬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수행된 실습 수업 방식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문제는 “온라인 

상의 실습 수업을 위해 제작한 동영상 강의 컨텐츠의 내용은 무엇인

가?”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전기 자동차 

만들기’ 수업 주제를 바탕으로 실습 수업을 설계하였으며, 여러 가지 

교수학습자료를 바탕으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컨텐츠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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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영상 강의 컨텐츠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실습 수업을 

위해 준비한 교수학습자료와 연구자의 강의 진행 상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중등학교의 기술 교과나 공업계 교과에서 온라인 

실습 수업을 위한 동영상 강의 컨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교수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Method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대상은 연구자가 LMS에 탑재한 동영상 

강의 컨텐츠 3편 이다. 이 동영상 강의 컨텐츠는 연구자의 2020년 

2학기 ‘수송기술’ 과목에서 학부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전기 자동

차 만들기’ 수업을 목적으로 제작된 강의 영상이다. ‘전기 자동차 

만들기’ 수업 적용 기간은 2학기 11주 ~ 14주차(2020년 11월 17일 

~ 12월 2일)에 해당하는 기간이었으며, 동영상 강의 컨텐츠의 재생 

시간 및 수강 기간은 Table. 1과 같다.

No Title Playtime Course Duration

1 #1. Theory 1 38:03 20.11.10~11.12

2 #2. Theory 2 36:34 20.11.10~11.12

3
#3. Hand-on 

activity
46:19 20.11.16~11.23

Table 1. Playtime and duration of video lecture content

이 연구에서 연구자의 LMS 동영상 강의 컨텐츠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 방법은 CORDTRA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분석 방법이다

(Fig. 1. 참조). 이 분석 방법은 원래 시간 흐름에 따라 팀별로 토론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1]. 이 분석 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인 데이터 경향을 도식적으로 나타난 패턴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협동학습 과정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성취수준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협력과정을 비교하기 위해 이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Fig. 1. CORDTRA analysis method(Hmelo-Silver et al. 2008, p.412)

이 연구에서는 LMS에 탑재한 동영상 강의 컨텐츠에서 사용한 

교수학습자료와 교수자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CORDTRA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전기 자동차 만들기 

실습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교수용 홈페이지, 전기 자동차의 제작 

과정이나 주행 동영상,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교과서 등 여러 교수학습자료를 준비하여 동영상 강의 컨텐츠를 

제작하였는데,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CORDTRA 분석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No Code

1

Teaching 

materials

Homepage

H1

H22

H33

H44

H55

6

Video

V1

7 V2

8 V3

9

Real thing

R1

10 R2

11 R3

12

State State

S1

13 S2

14 S3

Table 2. Analysis code

‘#1. Theory 1’ 동영상은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이론적인 설명을 

진행한 영상이다. 이 영상에서는 재료에 대한 소개, 전기 자동차 

만들기 수업을 적용하였을 때 학생들의 산출 결과물 소개, 이전 교육과

정의 교과서에서 제시된 관련 내용 소개 등을 다루었다. 강의 내용은 

① 홈페이지(H1)를 이용하여 설명 [A] → ② 실물 재료(R1)에 대한 

설명 [B] → ③ 홈페이지(H1) 이용 설명 중 학생 산출물 동영상(V2) 

제시 [C] → ④ 홈페이지(H2)를 이용하여 설명 [D] → ⑤ [B] → 

⑥ [D] → ⑦ 실물 교재(R2)를 이용한 설명 [E]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①-[A], ②-[B], ⑦-[E]를 예시하면 Fig. 3.와 

같다.

A B C D D EB

Code : 1.H, 2.V, 3.R, 4.H1, 5.H2, 10.V2, 12.R1, 13.R2, 15.S1

Fig. 2. “#1. Theory 1” CODTRA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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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①-[A] b. ②-[B]

c. ⑦-[E]

Fig. 3. Video Example “#1. Theory 1”

‘#2. Theory 2’ 동영상은 전기자동차에서 회로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빈 종이에 

‘옴의 법칙’, ‘저항의 직렬 연결’, ‘저항의 병렬 연결’ 등의 필기 

하면서 개념을 소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과거에 제작해 놓은 동영상

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전기 자동차의 회로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강의 내용은 ① 홈페이지(H3)를 이용하여 

설명 [A] → ② 실물 종이(R3)에 설명 [B] → ③ [A] → ④ [B] 

→ ⑤ [A] → ⑥ [B] → ⑦ 과거 제작해 놓은 동영상 이용 설명 

[C] → ⑧ [A] → ⑨ [B] → ◯10 [A] → ◯11 [D] 외부 링크 홈페이지(H5)를 

이용하여 설명 → ◯12 외부 링크 홈페이지(H5) 및 실물 종이(R)를 

이용하여 개념 설명 [B]+[D] → ◯13 [B] → ◯14 [A] → ◯15 [D]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⑦-[C], ⑨-[B], ◯12 -[B+D]를 예시하

면 Fig. 5.와 같다.

A
B B B B B

A A A AC

D D

A
B+D

Code : 1.H, 2.V, 3.R, 6.H3, 8.H5, 11.V3, 14.R3, 15.S1, 17.S3

Fig. 4. “#2. Theory 2” CODTRA Diagram

a. ⑦-[C] b. ⑨-[B]

c. ◯12 -[B+D]

Fig. 5. Video Example “#2. Theory 2” 

‘#3. Hand-on activity’ 동영상은 실습 내용에 대한 시범을 보인 

영상이다. 연구자는 사전에 전기 자동차의 제작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과 실제 전기 자동차의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 과정을 소개하였다. 

강의 내용은 ① 홈페이지(H2)를 이용하여 설명 [A] → ② 실물 

재료(R1) 설명 [B] → ③ 본 강의를 위해 개발해 놓은 제작 과정 

동영상 이용 설명 [C] → ④ [B] → ⑤ [C] → ⑥ [B] → ⑦ [C] 

→ … [B], [C] 과정 반복 … → ◯17 [C] → ◯18 [B] → ◯19 [C]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①-[A], ②-[B], ③-[C], ④-[B]를 

예시하면 Fig. 7.과 같다. 

B

C

B

C

B

C

B

C

B

C

B

C

B

C

B

C

B

C

A

Code : 1.H, 2.V, 3.R, 6.H3, 8.H5, 11.V3, 14.R3, 15.S1, 17.S3

Fig. 6. “#2. Theory 2” CODTRA Diagram

a. ①-[A] b. ②-[B]

c. ③-[C] d. ④-[B]

Fig. 7. Video Example “#2. Theor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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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iscussion

이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중등학교의 기술 교과나 공업계 교과의 온라인 

실습 수업을 위한 동영상 강의 컨텐츠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전기 자동차 만들기 

주제의 이론과 실습 활동을 진행해야 했다. 이에 가장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이 LMS에 동영상 강의 컨텐츠를 탑재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이를 제작하였다. 강의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교수용 홈페이지 

제작, 작품의 제작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제작, 과거 수업 적용에서 

촬영한 학생 작품 동영상 준비, 실습 재료 준비, 실습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교과서 준비 등 다양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이나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자가 동영상 강의 

컨텐츠의 제작을 위해 사전에 준비한 여러 내용들을 확인할 수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CODTRA 분석 방법을 동영상 강의 컨텐츠 

분석에 적용해 보았다. 기존 연구에서 CODTRA 분석은 성취가 

높은 집단과 성취가 낮은 집단 간 수행 과정에서의 시각적 비교를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분석 방법이다. 이에 비해 이 연구에서는 

CODTRA 분석 방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영상 컨텐츠에서 제시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

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범주화된 코드를 이용하여 사용한 교수학습

자료나 교수 방법 등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특정 시점을 지정한 후 그에 대한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 동영상 컨텐츠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사례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 연구에서는 CODTRA 분석 방법을 제작한 동영상 

강의 컨텐츠의 분석에 새롭게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IV. Conclusion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실습 수업용 동영상 강의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

는 실습은 오프라인 상에서 보다 많은 제약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수자는 사진, 동영상, 실습 재료, 실습 공구 등 교수학습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준비로 제작된 강의 컨텐츠를 

이용한 수업은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보다 실습 과정이나 

절차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의 강점을 

활용한 보다 효율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온라인 실습 수업용 동영상 강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교수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수학습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실습 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 동영상 제시, 사진 제시, 

실물 화상기를 이용한 재료 및 공구 제시, 빈 종이를 이용한 필기, 

화면상 필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사전 준비한 교수학습자료

를 활용하였다. 온라인 실습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수자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방법 중 일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교수자들 자신도 온라인 수업에서 활용할 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하거나 이를 다루는 다양한 기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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