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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viously developed practical inquiry activity supporting tools, deduced from the design principles and implementation 

principles based on the study of precedent researches and theories, applicable to conceptual learning in engineering education were 
implemented to an on-line learning community, a web-based Windows application, to find out its effectiveness in actual classroom 
situation through experimental research. The On-line learning community includes the inquiry activity menu to implement learning 
procedure of inquiry based conceptual learning, the functions supporting the communication among participants, the information 
sharing function, the scheduling function of class and inquiry activity, the mentoring function, and the evaluation of on-line 
activities of learners. Experimental study were also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f inquiry activity supporting tools 
on inquiry based conceptual learning in engineer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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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공학교육에서 추구하는 창의적 문제해결과 종합적 설계 능

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정확한 개념 습득이 필요

하며,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학습의 최우선 목표로 하여 적극적

으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개념학습’(Conceptual 

Learning) (Lightman & Sadler, 1993; Prince & Felder, 

2007; Hake, 1998; Laws et al., 1999; Mazur, 1997; Redish, 

Saul & Steinberg, 1997; Steif, 2003)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

여 이론적 탐색과 분석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는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탐구기반학습(Comeaux & Huber, 

2001; Prince & Felder, 2006; Prince & Vigeant, 2006; 

van Zee et al., 2005)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탐구활동 지

원도구를 도출한 바 있다(신선희, 2009). 도출된 탐구활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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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구는 아래의 9가지로 요약된다. 

가) 오리엔테이션 : 탐구기반 개념학습의 중요성과 목적을 설

명하고 학습자들의 팀 구성 절차를 진행하며, 온라인 학습 커

뮤니티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는 사전교육 절차 

나) 기초강의 : 탐구기반 개념학습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지식을 사전에 교육하기 위한 일반 강의식 수업

다) 안내된 탐구문제 : 해결해야 할 탐구문제에 대한 하위 수

준의 탐구문제로 학습자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 스캐폴드

를 제공하여 순차적인 해결과정을 통해 해결가설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

라) 선개념 파악 탐구문제 : 기초강의 이후 제시되는 탐구문

제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과거에 습득한 사전지식과 기초강의

를 통해 얻은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답변을 제출하

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선개념을 파악

마) 인지갈등유발 탐구문제 : 다)와 라) 항의 탐구문제로서, 

학습자들의 선개념에 맞춰 오개념을 수정할 목적으로 제시되는 

세부탐구문제이다. 개별 문제들은 학습자들의 오개념 수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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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지갈등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구조화된 스캐폴드를 가진 일

련의 문제로 구성

바) 사례 중심 정보탐색 전략 : 학습자들이 탐구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정보를 탐색할 때 실제적인 현상이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사례들과 연관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 습득해야 할 

개념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

사) 해결가설 검증 : 학습자들이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

가설을 검증토록 함으로써 개념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경험하도

록 지원하는 도구

아) 개념의 표현 유형 : 학습자들이 습득한 개념을 시각적 표

현(그림, 그래프, 동영상 등), 비유적 표현, 수학적 표현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독려하고 각자가 이해한 개념을 

심층적으로 표출하도록 하여 다른 학습자와 공유, 검증하도록 

지원하는 도구

자) 다른 팀과의 결과 비교 : 최종적으로 결정된 탐구문제에 

대한 해결가설을 모든 학습자들 앞에서 발표하여 다른 팀과의 

결과를 비교 ․ 분석하도록 지원하는 절차로서 개념에 대한 다양

한 표현, 사회적 합의과정에 대한 비교, 최종적인 해결안에 대

한 정확도 검토 등의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 

또한 이 탐구활동 지원도구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총 12단계의 탐구기반 개념학습 세부절차를 도출하였다. 세부

절차는 도입, 문제 제시, 선개념 파악, 인지갈등 수립, 문제의 

구조화, 정보 전략 수립, 정보 탐색 및 분석, 가설적 개념 도입, 

가설적 개념 검증, 해결안 정리, 결과 발표, 학습 평가로 구성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올바른 개념 습득이 중요시되는 

공학교육에 적합한 탐구기반 개념학습 모형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탐구활동 지원도구와 탐구기반 개념학습의 세부절차

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출된 탐구활동 지원도구를 

적용한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교육현장

에 적용하여 지원도구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개념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설계연구를 통해 개발된 탐구활동 지

원도구를 실제로 공학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탐구기반 개념학습

이 학습결과(개념이해능력, 탐구능력, 학습자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실시한 실험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분석, 종합,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II. 탐구활동 지원도구가 적용된 온라인 학습 커뮤

니티 설계 및 개발

탐구기반 개념학습을 위한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는 온라인 

서버를 이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

하여 학습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시공간적 제약을 없애고 효과적

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외에도 학습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자들의 

학습 진행 상황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

여 설계되었다.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의 개발과 검증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개월간 수행되었다. 탐구활동 지원도구는 교

육현장에 적용하여 학습자와 교수자의 반응을 통해 탐구기반 

개념학습의 세부절차를 수정 ․ 보완하고, 탐구활동 지원도구가 

적용된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능들을 개

선하는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이와 같은 개발과정은 H 대학

교 공과대학에서 4학년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2009년도 1학

기 중 3월에 4주 동안 실시하였다.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웹호스팅 방식을 채용한 

웹기반 응용프로그램으로 Windows 운영체계에서 동작하는 온

라인 시스템이다. GUI는 일반적인 인터넷 카페와 유사한 구조

를 가지고 있으나, 핵심의 데이터베이스는 탐구기반 개념학습 

모형에 기반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1. 메뉴의 세부구성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의 세부적인 메뉴 구성과 기능은 Table 

1과 같다. 

2. 참여자 권한 구조

참여자들의 권한 구조는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의 데이터 보

호기능을 구현하고 참여자의 고유한 역할에 따라 맞춤식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여 GUI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수업의 참여자들은 온라인 권한에 따라 관리자, 교수

자, 학습자로 구분할 수 있다. 관리자와 교수자는 수업을 관리, 

제어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진행 상황을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학습자들은 

허용된 데이터베이스에만 접근이 가능하며 소속된 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와 결과물만을 열람할 수 있다. 학습자는 팀

장과 일반 팀원으로 나뉘어 권한이 부여된다. 팀장은 팀 내의 

자료 취합 및 시스템 업로드 권한을 가지며 팀원들이 업로드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는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다른 메인 화

면으로 구성된다. 학습활동의 진행 상황과 학습자들의 반응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각 팀별 탐구활동 메뉴가 화면에 표시된다. 

학습자들은 다른 팀의 학습진척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팀 

간의 경쟁을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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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nu and functions of the online learning community

메뉴명 세부메뉴 기능

공지 사항 학습자들에게 공지할 내용을 게시

강좌 소개 수업의 목적, 목표, 운영방식, 강의 내용, 평가 방법 등의 기본적인 수업 정보와 탐구기반 개념학습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제공

팀 소개

팀 소개 수업에서 구성된 탐구활동 팀을 소개. 팀 명, 팀 구호, 팀원 명단, 팀장 등이 표시됨.

팀원소개 팀 내의 팀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소개

개인정보 팀원들의 개인정보를 작성, 수정하는 기능

탐구 광장

탐구활동과 관련된 자료제출, 자료공유, 스케쥴 관리, 커뮤니케이션, 팀별 오프라인 활동 등을 게시 

자유게시판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게시판

탐구 자료실 탐구활동의 결과물이나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게시판

수업일정 수업 전체 일정을 달력이나 리스트 형태로 게시

팀 스케쥴 팀별 일정을 달력이나 리스트 형태로 게시

My 스케쥴 개인 일정을 달력이나 리스트 형태로 게시

팀 컨퍼런스 팀별로 상호작용적인 온라인 탐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게시판

활동앨범 탐구활동 시 촬영한 사진을 게시

탐구활동
탐구기반 개념학습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은 메뉴로서, 수업의 세부절차를 순서도 형태로 표시하여 각 단계별로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제공. 학습자들은 표시된 세부절차를 통해 학습과정의 전체적 진행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단계별 기한이
나 자료제출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디자인됨(Fig. 2 참조).

성찰 저널 세션 종료 후 개인별 성찰 보고서를 제출

멘토링 교수자, 외부전문가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

활동 점수관리 학습자들의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내에서의 온라인 활동을 점수화하여 관리

채팅 학습참여자들 간의 채팅 기능

3. 학습자 메인 화면 구성과 시스템 트리 구조

Fig. 1과 같이 사용자 정보 섹션에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개

인정보와 온라인 활동점수가 표시된다. 학습자는 자신의 활동

점수를 항상 확인할 수 있다. 메뉴 리스트 섹션은 사용자가 사

용할 수 있는 메뉴 목록을 표시한다.

4. 관리자 메인 화면 구성과 시스템 트리

관리자 모드는 수업에 참여한 팀과 팀원을 관리하는 회원관

리 기능과 수업의 진행을 제어하고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를 통

해서 진행된 각 팀의 활동자료와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강좌관리 기능으로 구성된다. 메인 화면에서는 새로운 

강좌를 생성할 수 있으며 생성된 강좌를 표시하는 강좌 리스트

가 배치된다. 관리자 모드의 로그인 화면과 메인 화면은 Fig. 3

과 같다.

Fig. 3의 화면과 같이 수업의 진행 상태에 따라 ‘진행 중’, ‘대

기’, ‘종료’로 상태가 구분되며, 강좌명을 클릭하면 해당 수업과 

관련된 학습자 모드의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메뉴가 Fig. 

4와 같이 표시된다. 

관리자 모드의 강좌관리 메인 화면을 통하여 해당 수업에서 

발생한 팀별 게시물, 팀별 탐구활동 자료, 팀원 간 메시지, 팀

Fig. 1 Main page of the student mode

별 스케쥴 등을 모두 열람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필요

한 공지사항을 게시할 수 있다.

5. 탐구기반 개념학습 세부절차의 생성과 관리

학습자 모드의 탐구활동 메뉴에 표시되는 탐구기반 개념학습

의 세부절차와 이를 그래픽으로 표시한 순서도는 교수자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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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in page of the inquiry activity menu

Fig. 3 Main page of the manager mode

Fig. 4 Main page of the lecture management menu

Fig. 5 Main page of the lecture procedure management 
menu

에 따라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여 수업모형에 변화가 필요할 

경우 변화된 모형에 따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학

습방법, 학습하는 개념의 특징, 학습자들의 반응 등에 따라 절

차를 삽입, 생략, 추가, 순서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각 절차별 기능을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Flow 관리를 통하여 세부절차에 설정된 제출기한은 자동적

으로 각 팀별 스케쥴에 등록되며 학습자 모드에서는 제출 기한 

경과 여부, 자료 등록 여부 등이 색깔로 표시되어 학습자들이 

쉽게 현재의 학습 진행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탐구기반 개념

학습 세부절차의 관리(Flow 관리) 화면은 Fig. 5와 같다. 

6. 멤버 관리 체계 및 온라인 활동도 평가 체계

학습자들의 온라인 활동도를 측정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은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학습자들의 로그인, 글 게시, 자료 업로드, 

팀 컨퍼런스 수행, 성찰 활동 등 활동마다 적절한 점수를 부여

하여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총점을 계산하도록 하고 이를 개인

정보에 기록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온라인 활동을 독려하고 평

가의 준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구성된 기능이다. 또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지정된 과제물 및 학습활동에 대하여 기

한 준수 여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어 적절한 시기에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기능도 제공한다. 온라

인 활동도 평가는 ‘활동점수관리’ 메뉴에서 이루어진다. 

온라인 활동 이외에도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하여 교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

록 기타 항목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교수자가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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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oles and strategy of instructor and learner in online/offline inquiry based learning procedure

탐구
단계

세부 단계
교수자/학습자 역할 및 교수-학습 전략

교수자 학습자

도입과
갈등

도입
- 학습목표, 학습과정, 팀 구성, 협력적 탐구활동, 평가방법 등

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제공
- 탐구활동 지원 기초강의

문제 제시 - 흥미롭고 인지갈등을 유발하는 탐구문제 제시 - 탐구문제와 관련된 지식을 정리하는 자료목록 작성

선개념 파악 - 학습자들의 선개념 분석을 통한 오개념 여부 발견
- 탐구문제에 대한 답변 제시
- 협력적 토의과정을 통해 
 선개념 명료화

인지갈등 수립
- 오개념 인식 
- 다양한 현상, 사건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하여 인지갈등 유발

- 다른 학습자들과의 토의과정을 통해 자신의 오개념을 명확
히 인식

문제의 구조화 - 하위문제/세부문제 도출 지원, 필요한 경우 직접 제시 - 하위문제/세부문제 도출

탐색

정보 전략 수립

- 정보 선택의 기회 제공
- 필요한 정보와 이유 설명
- 사고 공유와 상호작용 촉진
- 정보 탐색 안내 제공

- 정보 탐색 계획/방법 수립
- 주요 정보의 내용 목록화
- 필요한 정보의 핵심어 목록화

정보 탐색 및 분석 - 정보의 평가 준거에 대한 안내 제공
- 탐색자료 리스트 작성
- 적절한 정보를 추출, 기록
- 자료사이의 연관성과 유용성에 따라 자료 분류, 체계화

해결과
성찰

가설적 개념 도입 - 탐구문제에 대한 해결가설, 방안 제시

가설적 개념 검증 - 학습자들이 제시한 가설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 제공
- 자료의 재구성
- 정보의 관련성과 유용성 평가
- 자료간의 관련성과 추론

해결안 정리 - 다양한 표현 방식 독려

결과 발표 -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신의 탐구활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

학습 평가
- 탐구문제 해결안의 정확성, 학습목표 달성도 평가
- 탐구과정 및 정보 활용 과정 평가, 수업운영의 유용성, 교

수학습 활동의 효율성 평가

- 수업절차 준수도 평가
- 수업진행 효율성 및 유용성 평가

학습자 태도(오프라인 수업에서의 질문, 의견제시 등의 활동

도)를 점수화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온라인/오프라인 탐구학습 

과정을 진행할 때 교수자 및 학습자의 역할 혹은 교수학습전략

은 Table 2에 요약, 정리되어 제시되었다.

III. 탐구활동 지원도구의 유용성 평가연구

1. 실험연구의 대상과 절차

탐구활동 지원도구를 제공한 학습자 집단인 실험집단과 제공

하지 않은 학습자 집단인 비교집단에 대하여 유용성 평가를 위

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연구는 2009년 1학기에 총 8주간 

실시되었으며 대상은 H 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포토닉스재료’과

목을 수강하는 학부 4학년 학생 27명이었으며 이 중 실험집단

은 15명, 비교집단은 12명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집단과 비교집

단의 선정은 무작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팀 활동을 위하여 4～
5명씩 팀을 구성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한 처치는 Fig. 

6과 같이 하였다.

Fig. 6 Method to apply the learning procedures to the 
control group and comparis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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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ign of the experimental study

G1 O1 X O2

G2 O1 O2

G1 : 탐구활동 지원도구가 제공된 학습자 집단
G2 : 탐구활동 지원도구가 제공되지 않은 학습자 집단
O1 : 사전검사(탐구능력, 학습내용 관련 배경지식, 

탐구기반학습/개념학습에 대한 사전경험, 학습태도) 

O2 : 사후검사(개념이해능력, 탐구능력, 학습자 만족도)

X : 탐구활동 지원도구가 제공되는 탐구기반 개념학습 수업

실험연구의 독립변수는 탐구활동 지원도구의 제공 여부이며, 

조사한 종속변수는 탐구활동 지원도구의 제공 여부에 따른 개

념이해능력, 탐구능력, 학습자 만족도이다. 실험설계는 다음 

Table 3과 같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통하여 독립변수인 탐

구활동 지원도구의 적용 전후에 나타나는 종속변수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탐구능력 검사는 학습자 스스로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는 강

명희와 한연선(2000)의 탐구능력지수 검사지(Inquiry Quotient 

Inventory : IQI)를 수정하여 체크리스트로 작성되었다. 학습

내용 관련 배경지식 검사는 공과대학 교수자가 실험연구에서 적

용된 수업 내용과 관련된 4지선다형 10개의 문항을 직접 개발

하여 실시하였다.

탐구기반학습/개념학습에 대한 사전경험 검사는 5단계 리커

드 척도의 설문지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유사한 형태의 학습경험

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학습태도 검사는 학습자들이 학습에 

임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검사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검사지는 

Heo(1998)가 사용한 자기조절 학습전략 검사지를 참조하여 5

단계 리커드 척도로 검사 문항이 개발되었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실시된 모든 검사지의 신뢰도를 검

정하기 위하여 문항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계수를 확인하였

다. 또한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탐구능력, 학습내용 관련 배경지식, 

탐구기반학습/개념학습에 대한 사전경험, 학습태도 검사에 대

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각각 .71, .72, .69, .76이었다. 

그 중 사전경험에 대한 검사는 작은 문항 수 때문에 신뢰도가 

낮았다.

가. 사전검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사전

검사에서 얻은 평균과 표준편차 및 t-검정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사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탐구능력, 배경지식, 사전경험 등에

서 두 집단의 t-검정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Table 4 The pre-test results 

사전검사 집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자유도 t 값
유의도

(p)

탐구능력
실험 15 27.1 2.88

25 .541 .593
비교 12 26.4 4.01

배경지식
실험 15 5.33 2.85

25 .157 .877
비교 12 5.16 2.62

사전경험 
실험 15 8.27 2.28

25 －.474 .640
비교 12 8.75 3.02

학습태도
실험 15 78.4 4.91

25 －1.209 .238
비교 12 80.8 5.54

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두 집단은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태도 검사의 t 값은 －1.209(p＝.238)로 α＝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는 값

이지만,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비교집단의 학습태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학습태도에 대한 비교집단의 표준편차(5.54)는 

실험집단(4.91)에 비하여 크다. 검사 원점수를 분석해 보면 가

장 높은 점수를 보인 4명의 학습자가 각각 91, 88, 87, 85점인

데 이 중 3명이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 학습태도 검사의 결과

와 유사한 특징이 탐구능력 검사에서도 나타났다. 비교집단의 

표준편차(4.01)는 실험집단(2.88)에 비해 크며 우수한 학습자

와 그렇지 않은 학습자가 넓게 분포한다. 이 결과는 평균 비교

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동일한 사전 능력이나 환경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선할당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실제 집단은 실험집단이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반면 비

교집단은 이질적인 특성을 보였다. 

나. 사후검사

공학교육에 적용될 탐구기반 개념학습이 탐구활동 지원도구

의 제공 여부에 따라 학습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사에서는 학습자의 ‘개

념이해능력 검사’, ‘탐구능력 검사’, ‘학습자 만족도 검사’를 실

시하였다.

탐구활동 지원도구의 제공이라는 독립변수가 개념이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7가지 유형별 개념이해능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개념이해능력은 윤찬경과 박종원(2006)

이 개발한 개념이해능력 평가법에 따라 학습내용에 관련된 문

제를 교수자가 출제하였다. 검사지는 7가지 유형별로 각 1문제

씩 출제하여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별 3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총점은 21점이었다.

1 문항-오개념과 옳은 개념 인식, 

2 문항-논리적인 과학적 설명과 예측, 



공학교육에서의 개념학습을 위한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의 설계와 탐구활동 지원도구의 평가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6(1), 2013 9

Table 6 The test results for the various types of conceptual understanding ability

문항 유형 집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값 유의도(p)

오개념과 옳은 개념 인식
실험 15 .47 .52

25 .219 .828
비교 12 .42 .69

논리적인 과학적 설명과 예측
실험 15 1.80 .68

25 －.385 .704
비교 12 1.92 .90

과학법칙의 전제조건 이해
실험 15 .93 .60

25 1.440 .162
비교 12 .58 .67

과학개념들의 연관관계
실험 15 1.27 .88

25 1.385 .178
비교 12 .75 1.06

과학개념과 현상 연결 
실험 15 1.53 .92

25 1.345 .191
비교 12 1.08 .79

과학문장 이해
실험 15 1.20 .77

25 .088 .931
비교 12 1.17 1.19

그림/기호/도표 이해 및 표현
실험 15 1.07 1.03

25 1.949 .063*

비교 12 .33 .89

* p＜.10

3 문항-과학법칙의 전제조건 이해, 

4 문항-과학개념들의 연관관계, 

5 문항-과학개념과 현상 연결, 

6 문항-과학문장 이해, 

7 문항-그림/기호/도표 이해 및 표현

개념이해능력 검사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7가지 유형의 검사 

문항별로 학습자들의 검사성적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문항별 내

적 합치도를 검증하지는 않았다. 

탐구능력 검사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71이었

다. 사전검사에서 실시한 탐구능력 검사를 사후검사에서 다시 

실시하여 학습 전후의 변화에 대해 검사하였다. 검사지는 사전

검사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으나, 학습자들에게 학습 전후의 

변화 여부에 유의하여 검사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탐구활동 지원도구의 제공이 학습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탐구활동 결과와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검사를 실

시하였다. 이 검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각각 .75, .92였다. 

검사 도구는 탐구기반 개념학습 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탐구기

반 개념학습 과정 및 절차에 대한 만족도 등 2개의 범주로 분

류하고 5단계 리커드 척도로 작성하였다.

2. 탐구활동 지원도구의 적용 결과 분석

가. 개념이해능력 분석

Table 5와 같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개념이해능력에 

대하여 t-검정 결과 t 값이 1.883(p＝.071)으로 α＝.10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

원도구가 제공된 집단이 더 높은 개념이해능력을 보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유형별 개념이해능력 점수에 대한 

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개념이해능력은 시험 

형태의 검사를 실시하여 기초강의와 탐구활동을 통해 습득한 

개념의 양과 질을 측정한 것이다.

검사 결과,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평균 2.02 높게 나

타났으며, t 값이 1.883(p＝.071)으로 α＝.10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평균 

점수 차(2.02)에도 불구하고 t 값이 작은 것은 비교집단의 표준

편차(3.89)가 실험집단의 경우(1.33)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원

점수를 검토해 보면, 비교집단에는 전체 학습자 중에서 최고점

수를 받은 2명의 학습자가 속해 있다. 사전검사에서도 높은 점

수를 기록한 학습자들을 제외할 경우, 두 집단의 개념이해능력 

평균 점수 차이는 더 커지게 되어 탐구활동 지원도구 제공의 효

과가 더욱 명확해진다. 

사전검사 결과와 개념이해능력 결과를 비교 ․  분석해 볼 때, 

비교집단 중 개념이해능력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학습자들

은 탐구활동 지원도구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우수한 학습

Table 5 The test results for the overall conceptual under-
standing ability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값 유의도(p)

실험 15 8.27 1.33
25 1.883 .071*

비교 12 6.25 3.89

*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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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와 탐구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비교집단의 결과를 분석하

면, 개념이해능력이 높았던 학습자들은 사전에 우수한 학습태

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탐구활동 지원도구의 제공 여부와 상관

없이 우수한 개념이해능력을 보였다. 반면 실험집단은 비교집

단에 비해 균일한 개념이해능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탐구활

동 지원도구가 낮은 개념학습능력을 가진 학습자들에게 더 큰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과정과 인지갈등

유발 전략을 적용한 형태의 수업에서 강석진과 노태희(2000)가 

얻은 연구결과와 유사한데, 인지갈등유발 전략이 제공되는 수

업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언어적 표현에 능하지 않은 학

생들이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보였다. 실험연구에서 제공된 탐

구기반 개념학습의 세부절차나 탐구활동 지원도구는 협력적 토

론활동과 인지갈등유발 전략을 동시에 제공한 것이므로 이들 

두 효과를 분리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언어적 표현을 적극

적으로 시도하지 않으며 토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태

도를 가진 학습자들은 인지갈등상황에 노출되는 기회가 적어 

오개념이 수정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실험연구에

서 실시한 수업방법과 교수-학습 환경은 인지갈등상황에 노출 

기회가 적은 학습자들도 탐구활동과 토론 과정에 참여하여 오개

념을 표현하도록 독려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오개념을 인지하

도록 한 전략이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유형별 개념이해능력은 7번째 문항인 ‘그림/기호/도표 이해 

및 표현’ 문항만 t-검정 결과 t 값은 1.949(p＝.063)로 α＝.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문항별 t 값을 살펴보면 ‘과학법칙의 전제조건 이해’, 

‘과학개념들의 연관관계’, ‘과학개념과 현상 연결’ 등의 항목에서

도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인다. 이 문항들은 교수자가 학습자

들의 오개념을 수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탐구활동 지원도구

를 적용한 항목이었다. 

‘과학법칙의 전제조건 이해’는 인지갈등유발 문제 해결을 위

한 해결과제를 학습자들이 수립할 때 검토하도록 권장하였다. 

이 항목은 설계원리 중 ‘개념의 맥락적 인식 지원’ 원리에 따라 

개념과 관련된 전제조건과 실제 현상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도

록 학습자들에게 강조하였다.

‘과학개념들의 연관관계’ 문항은 ‘선개념 파악 절차 제공’이

나 ‘인지갈등유발 절차 제공’ 설계원리와 관련된 문항이다. 이 

문항은 해결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주요한 개

념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과학개념과 현상 연결’ 문항은 개념을 다양한 일상경험과 연

관시켜 주며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획득한 오개념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탐구문제에 대한 해결안에 포함시키도록 권장

하였다. 이 항목은 설계원리 중 ‘개념의 심층적 구조 시각화’, 

‘개념의 맥락적 인식 지원’, ‘추상적 개념과 실제문제 링크지원’ 

원리에 따라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개념을 비유적 표현, 그

림/그래프/도표 등의 다양한 방식의 자료를 사용하여 실제 현상

과 연관시켜 표현하였다. 또한 심층적인 개념 구조를 노출하여 

토론 과정에서 학습자 간에 비교하도록 하였다. ‘그림/기호/도

표 이해 및 표현’ 문항에 대해서도 같은 설계원리가 적용되었

으며 이러한 탐구활동 지원도구가 적용된 실험집단의 경우 비

교집단에 비하여 좀 더 많은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실험집단이 유형별 개념이해능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은 제공된 탐구활동 지원도

구가 효과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 탐구능력 분석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탐구능력 점수에 대한 평균과 표

준편차 및 t-검정 결과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모두 실시하

였다.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사전검사에서 두 집단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 29.4(표준편차 1.55), 비교집단의 평균 26.7

(표준편차 3.70)로, 실험집단이 2.7 높게 나타났다. t-검정 결

과 t 값은 2.600(p＝.015)으로 α＝.10 수준에서 두 집단의 탐

구능력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 학습자 만족도 분석

공학교육에서의 탐구기반 개념학습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구기반 개념학습 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탐

구기반 개념학습 과정 및 절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각 만족도 검사 점수에 대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실험집단의 탐구기반 개념학습 결과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평균 122.5(표준편차 7.24), 비교집단의 자기평

가 점수는 평균 115.1(표준편차 4.48)로, 실험집단이 7.4 높게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탐구기반 개념학습 과정 및 절차에 대한 

Table 7 The test results of the inquiry ability

검사 실시 집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자유도 t 값
유의도

(p)

탐구
능력

사전
실험 15 27.1 2.88

25 .541 .593
비교 12 26.4 4.01

사후
실험 15 29.4 1.55

25 2.600 .015*
비교 12 26.7 3.70

*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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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test results of the student's satisfaction

문항 유형 집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자유도 t 값
유의도

(p)

결과 만족도
실험 15 122.5 7.24

25 3.921 .001*

비교 12 115.1 4.48

과정 및 절차 
만족도

실험 15 174.5 14.97
25 1.424 .167

비교 12 167.0 11.45

* p＜.10

만족도 점수는 평균 174.5(표준편차 14.97), 비교집단의 평가 

점수는 평균 167.0(표준편차 11.45)으로, 실험집단이 7.5 높게 

나타났다.

탐구기반 개념학습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t-검정 결과 t 값

은 3.921(p＝.001)로 α＝.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사에서는 t 값이 1.424 

(p＝.167)로 나타나 두 집단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만족

도 검사의 문항별 특성에 따라 두 집단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으므로 전체 총점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더

라도 문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Table 9와 Table 10에 각각 두 검사에 대한 실험집단과 비

교집단의 문항별 점수차와 점수차가 .50 이상 되는 경우에 대

하여 굵은 문자로 표시하여 비교하였다. 

탐구기반 개념학습 결과 만족도 검사에서 실험집단의 학습자

들은 비교집단에 비해 탐구문제의 해결 결과에 대한 만족도, 탐

구기반 개념학습의 교수-학습 절차에 대한 만족도, 학습 효율

성 및 습득된 개념적 지식의 양과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강의나 팀 구성 등 두 집단이 동일하

게 실시한 절차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

는 탐구기반 개념학습에서 실시한 학습절차나 방법, 수업 형태

가 학습자들에게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시사

한다.

탐구기반 개념학습 과정 및 절차 만족도 검사에서 실험집단

의 학습자들은 비교집단에 비해 수업절차의 효율성, 팀원 간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도, 개념학습에 대한 학습절차의 적절성, 

임시적 답변에 대응하여 제시된 인지갈등유발 문제의 효과성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험집단은 

평가방식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는데, 교수자가 평가에 개입한 비

중이 낮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실험연

구에서 최종적인 학습성적은 온라인 활동도, 각종 과제물의 제

출여부 및 기한준수 여부, 발표에 대한 교수자 평가, 발표에 대

한 학습자들의 평가, 탐구활동에 대한 팀 내/외 평가, 탐구활동

에 대한 교수자의 평가 등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일반적의 강의

Table 9 The survey results of the student's satisfaction 
for the achievements

구분 내용 차

기초강의
1. 기초강의의 탐구과정에 대한 유용성 .08 

2. 기초강의의 개념 이해에 대한 유용성 .15 

탐구문제

3. 탐구문제를 통해 얻은 개념지식의 질 .62 

4. 탐구문제 흥미성 .67 

5. 탐구문제 해결안에 대한 만족도 .47 

6. 인지갈등유발 문제의 문제 해결에 대한 유용성 1.57 

팀 구성

7. 팀 구성의 절차에 대한 만족도 －.32 

8. 팀원들 간의 유대관계 －.23 

9. 팀원들의 학습에 대한 기여도 .30 

학습절차

10. 학습절차의 학습효과 기여도 1.02 

11. 학습절차의 적절성 1.03 

12. 팀 활동의 개념 습득에 대한 필요성 1.27 

13. 팀 활동의 개념습득에 대한 효과성 1.12 

14. 개인 성찰활동의 학습 향상에 대한 유용성 .02 

15. 타팀과 비교의 학습에 대한 유용성 －.07 

16. 질문/답변/토의의 학습효과에 대한 기여도 .28 

튜터

17. 기초강의의 효과성 .10 

18. 탐구과정에 대한 지원의 만족도 －.15 

19.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15 

20. 탐구활동 촉진자로서의 역할 －.32 

21. 튜터와의 커뮤니케이션 －.53 

종합

22. 탐구기반 개념학습의 학습량 －.98 

23. 학습내용 분량의 적절성 .18 

24. 강좌 진행 방식의 간편함과 효율성 －.37 

25. 새로운 수업방식에 대한 만족도 .33 

26. 남아있는 지식의 양 .82 

27. 학습시간 투자량 .42 

28. 학습효율성 .53 

29. 전체적인 만족도 .80 

30. 다시 수강할 용의 .73 

방식에 비하여 교수자의 평가 비중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탐구기반 개념학습이라는 수업방법에 만족

하고 논리적으로 안내된 탐구문제나 인지갈등유발 문제가 개

념학습을 위하여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또 팀 구성이나 팀

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학습절차의 현실성, 다른 팀 혹은 교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평가 방식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학습자들에게 탐구기반 개념학습 방법이 개념 습득에 

효과적이나 일반 강의식 수업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요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수자 입장에서도 유사한 반응을 보였는데, 학습자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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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he survey results of the student's satisfaction 
for the learning procedures

구분 내용 차

탐구기반 
개념학습

1. 이공계 교육에서 개념학습의 필요성 .30 

2. 탐구기반 개념학습 학습방법에 대한 이해도 .18 

3. 탐구기반 개념학습의 철학에 대한 수긍 .25 

4. 세션별 분할 학습의 효율성 .07 

5. 탐구기반학습의 개념지식습득에 대한 효율성 .98 

6. 팀원상호작용의 학습내용이해에 대한 기여도 .78 

7. 탐구기반학습의 개념학습에 대한 유용성 －.03 

8. 수학문제풀이 능력보다 개념 습득이 더 중요 －.27 

9. 탐구활동의 개념학습에 대한 효과성 .70 

기초강의

10. 기초강의 분량과 시간의 적절성 －.07 

11. 기초강의 난이도의 적절성 .15 

12. 기초강의 내용구성의 적절성 .35 

13. 기초강의 내용의 탐구문제와 연관성 .38 

탐구문제

14. 탐구문제의 학습 내용에 대한 연계성 .37 

15. 인지갈등유발문제의 논리성 및 유용성 .30 

16. 인지갈등유발문제의 선개념 개선 유용성 1.73 

17. 탐구문제의 흥미성 .35 

18. 탐구문제의 난이도 .68 

19. 탐구문제의 분량 .37 

팀 구성

20. 팀원 구성의 적절성 －.30 

21. 팀원 구성의 자발성 －.22 

22. 팀 내 역할분담의 적절성 .00 

23. 팀 리더의 선발절차의 적절성 1.08 

탐구활동

24. 탐구과정이 수업시간에 포함된 것의 적절성 .98 

25. 탐구시간 양의 적절성 .32 

26. 탐구과정 절차에 대한 준수 －.30 

27. 탐구과정 절차의 현실성과 효과성 －.07 

28. 탐구과정의 학습결과 향상 기여도 .17 

29. 일지, 보고서 양식의 유용성 －.10 

30. 성찰의 학습과정에 대한 유용성 －.27 

31. 타팀 결과와 비교하는 과정의 유용성 －.17 

32. 타팀의 결과발표 시 본인의 비교분석 활동 .12 

33. 결과발표를 위하여 제공된 시간의 적절성 .67 

커뮤니
케이션

34. 팀원 간 커뮤니케이션 매체 다양성 .48 

35. 팀원 간 커뮤니케이션 빈도 .07 

36. 다른 팀과의 커뮤니케이션 －.27 

37. 튜터와의 커뮤니케이션 －.10 

평가

38. 팀원 간에 평가하는 방식의 적절성 －.52 

39. 팀의 발표를 통한 평가 방식의 적절성 －.38 

40. 최소화된 튜터 평가의 적절성 －.58 

41. 일지, 발표 등 평가 항목 구성의 적절성 －.22

42. 필기시험 없는 평가의 적절성 －.52

커뮤니케이션이나 팀별 탐구활동을 일일이 지도하기 위해서 상

당히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일반 강의식 수

업에 비하여 학습자들과 교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온라인 도구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교수자와

의 커뮤니케이션이 적다고 평가한 것은 탐구기반 개념학습의 

수업방법에서 구성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IV. 결 론

탐구활동 지원도구를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학습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탐구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는 ‘탐구활동’ 메뉴에서 구현되는 수업절차 수행 기능을 통하여 

탐구기반 개념학습에서의 인지발달 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메타

인지를 지원하고, 학습을 효율적이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으로써 탐구활동을 향상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탐구활동 지원도구가 적용된 실험집단과 적용되지 않은 비교

집단의 개념이해능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개념이해능력 검사와 사전검사 결과로부터 우수한 학습자

들은 탐구활동 지원도구의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개념이

해능력을 보이는 반면, 학습태도가 소극적이며 학업의지가 약

한 학습자들에게 탐구활동 지원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개념학습

에 더 큰 효과가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탐구활

동과 토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오개념을 인지

하도록 한 전략이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탐구활동 지원도구 제공 여부에 따른 탐구능력의 변화를 알

아 본 결과, 탐구활동 지원도구가 적용된 실험집단은 탐구능력

에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

자가 제시한 탐구활동에 대한 가이드에 지속적인 자극을 받으

면서 탐구능력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탐구활동 지원도

구가 학습자들의 올바른 개념 습득과 탐구기반학습의 절차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개념학습에 대한 태도를 능동적

으로 변화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탐구문제의 해결 결과에 

대한 만족도, 탐구기반 개념학습의 수업절차에 대한 만족도, 학

습 효율성 및 습득된 개념적 지식의 양과 질에 대한 만족도, 수

업절차의 효율성, 팀원 간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도, 학습절차의 

개념학습에 대한 적절성, 임시적 답변에 대응하여 제시된 인지

갈등유발 문제의 효과성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학습절차의 현실성, 다른 팀 혹은 교수자와의 커뮤

니케이션, 평가 방식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

내었다. 이는 정해진 시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학습의 양을 감

안할 때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요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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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수업방법이 유의미한 효

과를 보였으나, 탐구기반 개념학습이 교육현장의 다양하고 세

부적인 환경이나 교수자와 학습자의 수준에 상관없이 적용되

기 위해서는 수업절차와 지원도구에 대한 광범위한 검증을 거

치고 일반화된 포맷으로 정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업절

차를 간소화하고 교수자와 학습자가 투자해야 하는 시간을 줄

이면서도 학습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핵심적인 과

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공학교육에 적용할 목적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개념 습득을 

위한 탐구기반 개념학습 모형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탐구

활동 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이를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

하기 위하여 Windows 웹기반 응용프로그램인 온라인 학습 커

뮤니티를 구축하였다. 여기에는 탐구기반 개념학습의 수업절차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탐구활동 메뉴,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

션 지원 기능, 정보공유 기능, 수업 및 탐구활동 스케쥴링 기능, 

멘토링 기능, 온라인 활동 평가 기능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도출된 탐구활동 지원도구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탐구

활동 지원도구가 공학교육에서의 탐구기반 개념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연구를 통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실험연구 결과, 실험집단에게 탐구활동 지원도구를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메타인지와 

효율적인 학습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탐구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의 개념이해능

력에 있어서 탐구기반 개념학습의 수업절차, 탐구활동 지원도

구, 교수자의 지원활동이 적용된 실험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개념학습, 탐구활동 지원도구, 탐구기반학습, 온라인 학

습 커뮤니티

본 연구의 개념학습 설계에 대하여 학문적 도움을 주신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권성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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