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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eTextbook and to explore the usability of the eTextbook for accelerating 

mobile learning in university. This study was primarily based on needs analysis of students, and eTextbook was created 

based on digital publishing through Adobe DPS. The major design principles of the eTextbook based on previous studies 

were as follow. First, eTextbook should deliver learning contents in a simple and systematic way. Second, eTextbook 

should induce student’s flows by providing segmented learning contents and various learning resources. Third, 

eTextbook should expand information accessibility by providing a wide variety of multimedia functions. The development 

principles of eTextbook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cognitive psychology. Location and function of the link or icon 

used for eTextbook have been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of cognitive psychology. The main development 

principles were Coherence, Signaling, Redundancy, Segmentation, Multimedia principle, and so on. In order to examine 

usability of the developed eTextbook, experts’ and learners’ reactions were evaluated. The primary responses of 

learners are that the eTextbook increased the learning accessibility and provided various multimedia factors, and thus 

increased the learning flows in th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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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모바일 기

기를 활용하는 학습 즉, 모바일 러닝(mLearning 

는 Mobile Learning) 한 교육 장에 극

으로 도입되고 있다. 모바일 기기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지원하는 랫폼인 동시에, 시간․장소에 구

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측면은 통 인 학습을 효과 으로 보조할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에의 신과 학습자․사용자의 

수행 강화를 이끌어낼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모바일 러닝을 교육 장에 도입하는 데 있

어 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기기가 이미 리 보 되어 있다는 

이다. 이는 모바일 러닝만을 한 특수한 기기를 

마련하거나, 련된 별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학습자들이 모바일 러닝에 참

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

당수의 직장인․고등학생이 컴퓨터를 켜기보다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정보를 탐색․수집하며, 소통

하고 과업을 수행하곤 한다(Quinn, 2011; Cho, 2012).

둘째,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 흐름에 

능동 으로 응하기 하여 신속하게 시 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구성원들 간의 극 인 상

호 소통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다(ATD, 2015). 

모바일 기기는 시성과 상호작용성을 모두 포함

하는 이상 인 교육  매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모바

일 러닝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37.2%로, 

2011년 조사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의 모바일 러닝 도입률 한 2011년 3.6%에서 

2014년 10.6%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모

바일 러닝에 5만 원～10만 원 미만 지출한 비율이 

19.8%, 10만 원 이상 지출비율도 23.4%에 이르는 등 

모바일 러닝이 활성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

러나 주로 모바일 러닝의 용 상은 주로 ․

등교육 역이거나, 기업교육 장에 머무르고 

있으며, 학 교육에서는 다소 소극 으로 용되

거나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모바일 러닝은 

학 교육에서 보다 극 으로 용되어야 할 필요

가 있는데, 학생들의 시간 리(통학 시간  공

강 시간 활용), 상시학습의 지원을 통한 문성 신

장, 학습에의 몰입도  매력도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에서 

실 으로 도입할 수 있는 모바일 러닝 콘텐츠와 

교수-학습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러닝을 지원하기 

한 방안으로 자교재에 을 두었다. 일반 인 

모바일 러닝 지원 방식은 이러닝 콘텐츠를 변환하

여 모바일 기기를 통해 서비스하는 방식을 취하

으나, 모바일 러닝에서의 학습자 경험을 반 하여 

최 화된 서비스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모바

일 러닝에 합한 콘텐츠는 이동 인 상황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소규모 분량, 학습주제별로 작

은 단 의 학습객체 형태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Kim and Sohn, 2011), 몰입도와 집 도를 높이기 

한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 략이 탐색되어야 

한다(Lee, 2012). 자교재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

원(텍스트, 이미지, 동 상 등)의 제공, 검색 기능  

SNS를 통한 상호작용 지원 등을 구 할 수 있으며, 

개인 학습자의 학습 상황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 모바일 러닝을 

한 콘텐츠 개발 방식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학에서 모바일 러닝을 진

하기 한 략으로서 자교재의 설계 원리와 개

발 원리를 개발하고, 그에 기반을 둔 자교재를 

개발하여 성과를 확인함으로써 학에서의 모바일 

러닝을 한 자교재 개발 방향에 한 구체 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2. 선행 연구 분석

2.1 모바일 러닝의 정의  특성

 세계 으로 모바일 기기의 확산은 보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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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eature of Mobile learning

A B C D E

Mobility ○ ○ ○ ○

Accessbility ○ ○ ○ ○

Scalability  ○ ○ ○

Agility ○ ○ ○

Personalization ○ ○ ○ ○

Self-initiative ○ ○ ○

Portability ○ ○ ○ ○

Collaboration support ○ ○

Causing interest ○

Contextual ○

 A：Jung(2004), B：Kim(2005), C：Baker et al. 

(2005), D：Jung(2009), E：Lee(2012).

로 나타나고 있는 상이며(ITU, 2009), 우리의 삶, 

학습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본질 으로 바꾸고 있

다. 국내에서는 스마트 러닝(Smart Learning)에 

한 논의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 있지만, 해

외에서는 모바일 러닝이라는 개념을 보다 보편

으로 사용하고 있는 편이다(Lee et al., 2014). 모바

일 러닝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한 

연구자에 의하여 정의되고 있는데, 일반 으로 모

바일 기기와 무선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학습이라

는 기술  측면에 을 맞추고 있다. 

<Table 1> Definition of Mobile Learning

Researcher Definition

Kim and Lee
(2005)

All forms of learning and teaching 
using mobile devices on mobile envi-
ronment

Lee
(2005)

A study method using mobile com-
puting technology to promote lear-
ner’s mobility

McLean
(2003)

A learning framework collaboration 
with new mobile technology and 
wireless internet

Rogers
(2011)

Learning based on Mobile devices 
(PDAs, MP3 players, handheld games, 
digital audio players, and laptops)

이에 Leem(2008)과 Quinn(2011) 등은 모바일 러

닝의 기술  정의뿐만 아니라, 교육 , 확장  개념

을 토 로 모바일 러닝의 가치와 역할을 조명할 필

요가 있음을 강조하 다. 즉, 모바일 러닝은 모바

일 기기와 무선 네트워크라는 기술  토 를 기반

으로, 학습자들의 학습경험  학습맥락을 확 하

는 동시에 능동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데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한 모바일 러닝의 주요 

특징은 <Table 2>와 같이 이동성, 근성, 확장성, 

신속성, 개인성, 휴 성이라는 기술  특성과 더불

어, 자기주도성, 력 지원, 흥미 유발, 맥락성이라

고 할 수 있다. 

첫째, 모바일 러닝이 갖는 가장 큰 특성은 이동

성이다.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온

라인 수업의 가장 큰 장 이 언제 어디서나 수강

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닝을 수강하기 

해 정해진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에 한 불편함

으로부터 다. 모바일 러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학습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 학

습에 근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모바일 기기는 학

습 자료에 한 근성을 높여 다. 모바일 기기

에서는 인터넷 자원 뿐 아니라 동 상이나 시각자

료를 제공할 수 있다. 교재 이동이 없이도 임베디

드 방식으로 다양한 오  소스에 한 근성을 

높여  수 있다. 셋째, 근성 확 와 더불어 모바

일 기기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정보에 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 다.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모바일 기기는 원하는 정보에 신

속하게 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콘텐츠를 

단하지 않고도 하이퍼링크를 통해 원하는 정보에 

신속하게 근하게 해  수 있다. 다섯째, 자교

재는 자신의 학습 상황에 맞게 학습 순서  원하는 

학습 콘텐츠를 선택 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학

습자가 선호하는 시간  장소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다는 에서 다분히 개인성을 강조한 도구이

다. 여섯째, 모바일 러닝은 학습 성향에 따라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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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에서 유익하다. 이는 개인화라는 기술  특성과 더

불어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리해나갈 

수 있는 자기주도성과 연계된다. 일곱째, 이동성과 

더불어 모바일 기기가 갖는  하나의 주요 특징

은 휴 성이다. 오늘날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

기는 학생들의 손에서 한시도 뗄 수 없는 주요 도

구이다. 언제 어디서나 휴 할 수 있다는 것은 언

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의 확장이기도 하

다. 여덟째, 모바일 기기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연동하여 력  과제 수행이 가능하게 

해 다. SNS 특성에 따라 실시간 는 비실시간 

채  기능을 통해 이용 목 에 맞게 력을 도모

할 수 있다. 아홉째, 모바일 기기는 하이퍼링크, 팝

업, 그리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원을 통해 사용자

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시뮬 이션

이나 게임 기반 학습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열째,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교실뿐만 아니

라 일상  실제  맥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의미한 학습(Meaningful Learning)

과 상황에 기반을 둔 교육(Anchored Instruction)

이 강화될 수 있다. 이는 모바일 러닝의 맥락성과 

연 된다.

2.2 학에서의 모바일 러닝 활용․연구 동향

이제까지 모바일 러닝에 한 연구사례로는 모

바일 러닝에 한 인식 연구(Baek et al., 2013; Cho, 

2012), 모바일 러닝을 한 설계 략  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Industry Media, 2013; Leem, 

2012), 모바일 러닝을 한 콘텐츠  시스템 개발 

사례(Kang, 2012; Han et al., 2014) 등 모바일 러

닝 도입 가능성  개발 사례를 소개하는 연구가 주

로 이루어졌다. 학에서의 모바일 러닝에 한 연

구로는 모바일 러닝 참여 황과 사용의도와 향

요인에 한 연구(Park and Nam, 2012; Choi and 

Roh, 2014), 교수학습 모형 연구(Leem, 2011; Leem, 

2008)가 논의된 바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분 모바일 러닝

과 련된 이론  기 를 탐색하거나  추상 인 

설계 략 제안 혹은 모형 개발 등에 머무르고 있

어, 학문  기 를 마련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으나, 

실제 으로 학에서 모바일 러닝을 도입할 수 있

도록, 구체 인 콘텐츠 개발 략  련 교수법

에 한 논의가 다소 미비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학 장에서 효율 으로 도입할 수 있는 모바일 

러닝 콘텐츠 모델을 제안하고 그 실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바일 러닝에 한 최근의 연구들은 

학생들이 모바일 러닝에 정 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학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다.

학생들의 모바일 러닝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필요성과 교육  기능 등에 있어서는 다

수의 응답자들이 정 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

타났다(Moon and Park, 2013). 모바일 러닝의 가

장 큰 장 으로는 “실외  이동  학습이 가능하

여, 학습시간 약, 기존 교육방식의 틀을 벗어난 

학습문화도 병행” 할 수 있다는 을 꼽았으며(33.5%), 

둘째는 “인터넷 활용, 자료검색, 정보교환, 공유 등 

능동 인 작업의 활성화”(32.5%) 다. 한 Cho 

(2012)는 고등학생들의 모바일 러닝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모바일 러닝의 가장 

큰 가치는 “이동  자투리 시간에도 학습이 가능하

다는 ”이었으며, 이는 통근 거리가 상 으로 

긴 학생  직장인들에게 더 큰 장 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제안하 다. 한 향후 모바일 기기에 학습 

콘텐츠를 다운로드한 후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다수가 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았다.

한편, Choi and Roh(2014)는 학에서 모바일 러

닝의 도입은 “이러닝 수강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만

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안  교수학습방

법으로 제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 한 이러

닝에 비하여 모바일 러닝의 콘텐츠는 주제  인

터페이스 설계에서, 학습자의 학습 요구에 맞추어 

더욱 목  지향 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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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를 통하여 모바일 러닝이 학업이나 공

에 필요할수록, 모바일 러닝이 간결하고 축약된 

내용일수록, 모바일 러닝 과정과 차가 편리할수

록, 모바일 러닝을 수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

났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모바일 러닝은 력 학

습보다는 개별화 학습을 지원하는 것에 보다 

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 다. 이는 지나

친 수 의 상호작용에 해 학습자들이 오히려 부

담감을 느끼며, 결과 으로 모바일 러닝에 한 

학습자들의 부정 인 인식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

을 시사한다.

2.3 모바일 러닝과 자교재

모바일 러닝 련 연구 결과들을 토 로 얻을 

수 있는 시사 은 학습자들의 모바일 러닝에 한 

정 인 인식과 요구는 확산되고 있는 반면, 이

를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  교수-학습 

모델 개발에 한 연구는 다소 미흡했다는 이다. 

한 기존의 모바일 러닝을 한 솔루션들이 모바

일 러닝의 교육  가능성을 최 화하고, 교육 내

용  학습 상황에 합한 맞춤형 설계를 용하

는 데에는 제한 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모바일 기기  학생들의 활용 맥락에 최

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자교재의 개발을 고

안하 다. 

자교재는 ‘이텍스트북(eTextbook)’이라고 통용

되며, 이텍스트북의 선행 개념인 ‘이북(eBook)’은 

기존의 종이책을 자 일 형태로 옮겨놓은 것을 

말한다. 최근의 자책은 종이책의 자화만을 의

미하기보다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의 제공  

상호작용 지원을 통해 보다 확산된 경험을 제공하

는 것에 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교재 

역시 교과내용을 풍부한 학습자료와 연계하여 담

아내는 한편, 학습 지원  리 기능과 외부자료 

연계 등의 기능을 연계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MOE, 2011).

자교재는 기존의 교육내용을 모바일 러닝 환

경에 합하게 체계 으로 담아내는 설계가 가능

하고, 부가 편의기능(검색, 내비게이션 등), 멀티미

디어 요소(애니메이션, 그래픽 등), 다양한 학습자

원( 련 참고자료 등)을 제공하여 학습의 편리성

과 효과성을 극 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기

타 어 리 이션과의 연동을 통해 확장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Figure 1> Concept of Digital Textbook
(MOE, 2011)

모바일 러닝의 활성화를 한 서비스 융합에 

한 연구(Baek et al., 2013)에 따르면, 사회 네트워

크 분석과 연 성 분석을 통해 모바일 러닝 서비

스를 심으로 사용자의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와 

이러닝과 모바일의 융합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

는 서비스를 규명한 결과, 게임, SNS, 자책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바일 러닝 서비스 활

성화에 자교재가 기여할 가능성이 높고, 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모바일과 이러닝에서 자책 서비스를 

심으로 모바일에서는 교육, 녹음, 음악, 화 등의 

서비스가 융합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것을 나타났

으며, 이러닝에서는 반 인 서비스 융합활성화 

정보가 비슷하게 나타났음을 보여 다. 이러한 결

과는 모바일 러닝 서비스 활성화에 자교재가 기

여할 가능성이 높고, 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하여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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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urse Syllabus of Lecuture Using eTextbook

Week Course description Class activity Teaching method

1 Orientation

2

self-understanding

Team project orientation and Team building Team building

Class lecture and 
Team activities

3 Self understanding(1)：Personality Self analysis

4 Self-understanding(2)：Vocational Interest Self analysis

5 Self-understanding(3)：Work and Life values Self analysis

6 Self-reflection Self analysis

7 Job Mentroing Finding career mentors and interviews Mentor interview presentation

8

Job capacity

Core vocational competencies Self analysis Team activity

9 Searching for vocational information 

Career counseling Online lecture
10 Portfolio development

11 Effective time management

12 Improving Presentation skills

13 Trends of job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and job Career counseling Class lecture

14
Dream concert

(Presentation of career plans and visions)

15 Final exam

2.4 자교재 개발 방식

기의 자교재는 컴퓨터 소 트웨어나 CD 형

태로 개발되었으며 종이책의 특징을 거의 그 로 

유지하고 있었다. 즉, 앞뒤로 페이지 넘기기, 책갈

피 기능, 문구 탐색,  기나 노트 기 등 기

존의 교과서 활용에 필요한 것들을 디지털 매체로 

환한 정도 다. 아마존 킨들 등 자책 단말기

가 등장하고 큰 인기를 모으면서 자교재는 다양

한 자책 단말기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일 포

맷 형태로 개발되어 보 되기 시작하 다. 최근 태

블릿 PC 애 리 이션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자교재는 보다 확장된 멀티미디어 요소와 상호작

용성을 갖추게 되었다. 

자교재의 기본 형식은 국제 디지털출 포럼

(IDPF)에서 제정한 개방형 포맷인 ePub 방식이다. 

기존 인쇄 교재를 단지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텍

스트와 이미지만 포함 가능하므로 동 상은 하이

퍼링크 방식으로 연동된다. 최근에는 인쇄교재에 

동 상 강좌  퀴즈나 설문 등과 같은 기타 상호

작용 요소를 강조한 독립된 애 리 이션 방식으로 

개발하는 추세이다.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개발 비용의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방식은 Adobe 

DPS(Digital Publishing Solution) 방식이다. 재

는 안드로이드보다는 iOS에서 보다 안정 으로 활

용 가능하지만 기본 인 상호작용 요소의 구 이 

가능하면서도 기존 인쇄 교재를 손쉽게 디지털화

할 수 있고 개발 비용이 렴하다는 장 이 있다. 

외부 자원에 한 하이퍼링크 뿐 아니라 팝업을 

통한 상호작용 등의 구 이 가능하다.

3. 자교재 개발 사례

3.1 자교재 개발 맥락

본 연구에서 개발할 모바일 러닝 콘텐츠는 학 

신입생들을 상으로 개설된 교양 교과목인 ‘진로

설계와 자기계발’을 상으로 하 다. 해당 교과목

은 소속 학의 신입생이 의무 으로 수강해야 하

는 수업이며, 신입생의 학 응을 돕고 학 

학년부터 자기주도 인 직업 기  역량을 습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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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설계된 핵심 교양 교과목이다.

15주간의 수업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9～12주에 

걸쳐 온라인 수업이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 수업

은 학내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동 상 강의를 수강하는 형태

로 이루어졌다.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에는 온라인 개인 학습 형

태로 수업에 참여하는 신 교수(혹은 조교)와 상

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운 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신에 한 심층  이해와 진

로 개척 역량 강화를 돕는다.’는 수업 목표를 달성

하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온라

인 수업에 한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

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교재를 기반으로 모바

일 러닝을 지원함으로써 수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 다. 이제까지는 PC나 노트북을 통해 온라인강

의실에 속하여 50분 가량의 동 상 강좌를 수강

하는 방식이었다면, 해당학기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자교재를 선택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

내하 다.

자교재를 도입함으로써 나타나기를 기 한 변

화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먼  기존의 이러닝에

서 학습자들은 PC나 노트북을 통해 고정된 공간

에서 학습해야만 했다면, 자교재를 통해 언제 어

디서나 즉시 으로, 능동 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이동성, 근성, 확장성, 휴 성). 

둘째, 기존의 이러닝에서 학습자들은 제공되는 

동 상 강좌를 일방향 으로 청취하게 되는데, 

자교재를 통한 학습 과정에서는 능동 으로 멀티

미디어 학습 자원을 탐색하며 학습해나갈 수 있다

(개인성, 자기주도성, 흥미 유발). 

셋째, 기존의 이러닝에서 학습자들은 동 상 재

생 시간을 기 으로 출결 여부를 결정하 는데, 

자교재에서는 학습 후 성찰일지를 모바일을 통

해 즉시 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 다(신속성, 

맥락성).

3.2 자교재 개발 차  방법

일반 으로 교육 콘텐츠 개발은 ADDIE 모델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다. ADDIE 모델은 교육 콘

텐츠 개발에 필수 인 차 요소인 Analysis(분

석)-Design(설계)-Development(개발)-Evaluation

(평가)의 순환  과정을 포함한다. ASSURE 모델, 

Dick & Carey 모델 등 교육 콘텐츠 개발을 한 

다양한 교수-설계 모델은 이에 근간을 두고 있다

(Molenda, 2003). 

본 연구의 자교재 개발과정 역시 ADDIE 모

델에 기반을 두고 진행하 으며, 구체 으로 분석

-설계-개발-활용-사용성 평가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발 과정에는 교육 내용 문가, 교수-

학습 설계자, 디자이 , 개발자가 력 으로 참여

하 다. 

먼  분석 단계에서는 먼  모바일 러닝 도입이 

합한 교육내용 분석  모바일 러닝에 한 학습

자들의 의견을 수렴하 으며, 교육내용 문가, 교

수-학습 설계자와 함께 개발할 교재의 교과 내용 

분석, 련 학습 자원  유사 콘텐츠를 분석하 다. 

한 선행 연구 분석 결과 등을 토 로 체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주요한 설계 략을 도출하 다.

개발 단계에서는 각 차시별로 교수-학습 상황을 

고려한 스토리보드를 제작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출  역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Adobe In-

design과 DPS를 활용하여 자교재를 개발하

다. Adobe DPS는 콘텐츠 개발  리 시스템으

로써,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와 반응형 이아웃

을 효과 으로 구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발을 

완료한 후에는 사용자(교수자, 수업 조교, 학습자)

를 한 교수-학습 안내 매뉴얼을 제작하 으며, 

문가(교육내용, 교수-학습 설계)․학습자의 내

용 검수와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 다.

3.3 자교재 개발 과정

3.3.1 분석 1： 자교재 설계 원리 도출

본 연구에서는 학생 상의 자교재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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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교재 개발을 한 시

사 을 도출하 다. 이를 정련하여 개발 시 고려

해야 할 설계 원리  략을 정의하 으며,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교재는 학생들의 근성과 사용편의성을 높

이는 한편, 학습 과정  성과의 개선을 가져오는 데 

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하여 첫째, 학습자

가 원하는 시 /진도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Moon and Park(2013)의 연구에서

는 모바일 러닝의 주요 장 으로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학습할 수 있고 인터넷 활용  자료 

검색 등의 기타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는 을 들

었다. 이러한 장 을 극 화할 수 있도록 모바일 

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자교재의 주요 설계 원리

로 반 하 다. 

둘째,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교수-학습 자

원과의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더욱 풍성한 교육 경

험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Cho(2012)의 연구에서

는 학습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료를 다운로드 받

을 수 있을 것을 희망하는 동시에 즉시 으로 활

용할 수 있기를 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자교재는 멀티미디어를 기반

으로 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원을 포함할 것을 

두 번째 설계 원리로 설정하 다. 

셋째, 모바일 러닝 상황에서 효율 ․효과 으로 

몰입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 인 설계 원리를 

용할 필요가 있다. Choi and Roh(2014)의 연구

에서는 모바일 러닝은 이러닝 수강에 어려움을 겪

거나 불만이 있는 학습자들에게 합하며 이러한 

학습자들에게 있어 과도한 상호작용은 모바일 러

닝에 한 부정 인 인식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간결하고 축약된 내용을 통해 학습에 한 몰입을 

높일 수 있다는 을 시사하 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자 하는 자교재는 학습자들의 몰입을 진하기 

한 략을 반 할 것을 주요 설계 원리로 설정

하 다.

3.3.2 분석 2：요구 분석

이와 더불어 모바일 러닝에 한 학생들의 요구

를 악하고 최 화된 개발 방향을 도출하기 하

여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 다. 본 수업은 2012학

년도부터 재까지 핵심 교양으로 운 되어온 교

과목이며 매 학기 유사한 교육과정으로 운 되고 

있다. 자교재 개발 이 에 해당 수업에 한 이

 학기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상으로 온

라인 설문을 진행하 다. 

온라인 설문은 체 수업 내용에 한 요도와 

만족도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교과내용별

로 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만족하는 정도를 

표시하시오’라는 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요도와 

충족도에 한 동의 정도를 리커트 5  척도로 표

시하도록 하 다. 설문 응답 결과는 요도-필요

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이하 

IPA)를 통하여 분석하 다. IPA는 주로 경 학 

역에서 활용되어 온 연구 방법으로, 사용자들이 느

끼는 상 인 요도와 수행도를 동시에 확인함

으로써 제품  서비스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다. 한 개방형 설문 문항을 넣어 온라

인 수업에 한 기타 의견을 수렴하 다. 

설문을 통해 체 수업 내용에서 학습자들이 

요하게 생각하는 내용과 수업을 통해 충족하고 있

는 정도를 악한 기술통계와 IPA 매트릭스 형태

로 나타낸 4분면 구도는 각각 <Table 4>, <Figure 

2>와 같다.

먼  제 1 사분면(유지․강화 역)에 치한 내

용은 1(자기이해(1)：성격), 2(자기이해(2)：가치), 

4(멘토 인터뷰)로 요도와 함께 충족도가 높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재의 수업이 잘 

지원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 으로 유지시켜 

주어야 함을 보여 다.

제 2사분면(  개선 역)에 나타난 항목에 

해서는 집 으로 리  운 을 해야 하는 

항목이다. 요하다고 느끼는 반면에 반 으로 

충족도는 기 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6(직업정보 탐색), 8(효과  시간 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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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PA Results

Contents
Importance Performance

M SD M SD

1 Self understanding(1)：Personality 3.99 .90 4.07 .87 

2 Self-understanding(2)：Vocational Interest 3.92 .90 4.00 .91 

3 Self-understanding(3)：Work and Life values 3.86 .95 3.91 .97 

4 Finding career mentors and interviews 3.83 1.03 3.87 1.10 

5 Core vocational competencies 3.86 .94 3.84 1.01 

6 Searching for vocational information 3.91 .90 3.84 1.00 

7 Portfolio development 3.83 .92 3.77 .99 

8 Effective time management 3.83 1.03 3.86 1.05 

9 Improving Presentation skills 3.85 .99 3.83 1.04 

10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and job 3.63 .91 3.66 .96 

11 Dream concert 3.67 .98 3.64 1.05 

Average 3.84 .95 3.84 1.00

젠테이션 스킬)로 나타나 개선하기 한 노력과 

투자가 시 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사분면( 진 개선 역)에 치한 요소는 

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난 목 이라고 

볼 수 있는데, 3(자기이해(3)：가치 ), 5(진로역량 

탐색), 7(포트폴리오 리), 10(산업구조 변화), 11

(진로계획서 공유)가 해당하 다. 

제 4사분면(과잉투자 지양)에 나타난 항목에 

해서는 더 이상의 투자가 불필요한 항목으로, 해

당하는 내용은 없었다.

<Figure 2> IPA Matrics

한 개방형 설문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

음과 같은 요구가 나타났다. 첫째, 학습 내용을 

달하는 방식에서 집 도와 몰입도를 고려해야 한

다(“온라인 수업에서는 오랫동안 집 하기가 어렵

고,  집 력이 떨어지는것 같다(학생 1)”). 둘

째, 수업의 내용은 실제 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상시학습(Just-in-Time 

Learning)  해당 역량을 필요로 하는 상황-맥락

에 재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진로와 

련된 구체 인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나, 젠

테이션을 앞두고 있는 시 에 언제든 학습할 수 있

도록, 학습기간 종료 후에도 다시 들을 수 있었으

면 좋겠다(학생 2)”). 셋째, 근성을 강화하고 끊

김 없이(Seamless)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할 필요가 있다(“온라인 속 시 강의가 끊기는 경

우가 있다. 한 학습을 단하고 이동하거나 다

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편함이 있다(학

생 3)”). 이 외에도 강의 동 상 외에 좀 더 풍성한 

내용  학습 자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3.3.3 분석 3：내용 분석

자교재 개발을 하여 교과 내용  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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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sign Principles for eTextbook

Design Principle

Simplicity ∘ eTextbook should deliver learning contents in a simple and systematic way

Induce flow
∘ eTextbook should induce student’s flow by providing segmented learning contents and various 

learning resources

Expand 
accessibility

∘ eTextbook should expand information accessibility by providing a wide variety of multimedia 
functions

<Table 6> Multimedia instructional principles based on Cognitive Psychology(Mayer, 2009)

Principle Description

Coherence Principle Extraneous material should excluded rather than included

Signaling Principle Cues that highlight the organization of the essential material should added

Redundancy Principle Graphics and narration are better than graphics, narration, and printed text

Spatial Contiguity Principle Corresponding words and pictures should placed near each other

Temporal Contiguity Principle Corresponding words and pictures should presented at the same time

Segmentation Principle Multimedia lesson should presented in user-paced segments

Multimedia Principle Words and pictures are better than words alone

콘텐츠(기존의 이러닝 콘텐츠)를 분석하여 개발계

획을 수립하 다. 구체 으로 교육내용 문가(담

당 교수)를 심으로 하여, 교육과정  기존 이러

닝 강좌를 분석하 고, 강의내용과 련된 보조자

료( 련 동 상, 사진 자료 등)를 분석하 다. 

한 추가 으로 필요한 학습 자원과 연계할만한 서

비스에 하여 의하 다. 

3.3.4 설계

이상의 분석 내용을 토 로 하여 자교재에 반

할 설계 략과 개발 원리를 설정하 다. 기존

의 교육내용을 체계 으로 달하면서도, 다양한 

학습자원과 연  서비스를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

고자 하 다.

한 간결성을 높이면서도 학습에 한 몰입도

를 높이고, 학습내용에 한 이해를 높이고자 인

지 심리학  설계 원리(Mayer, 2009)를 용하

다. 인지 심리학  설계 원리는 <Table 6>과 같이 

인지  한계와 멀티미디어 제공 환경의 제약을 극

복하고, 효율 ․효과 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

는 설계 략을 제안한다. 

설계자와 개발자, 디자이 와의 원활한 의사소

통을 하여 스토리보드를 작성하 으며, 스토리

보드는 다음 <Figure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Figure 3> Sample Image of eTextbook Storyboard 

3.3.5 개발

자교재는 Adobe DPS를 활용하여 개발하 으

며, iOS와 안드로이드를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다. 주요 기능을 심으로 개발 산출물의 모

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gure 4>는 각각 활용 가이드(좌), 강의 상

( ), 학습내용 제공(우)과 련된 페이지이다. 활

용 가이드는 언제든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 다. 한 담당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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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의 동 상은 체 강의  인트로 상만을 

제공하 으며, 나머지는 분 하여 각 페이지에 분

리하여 오디오 형태로 제시하 다(이미지 원리, 분

리하기 원리 용). 오디오 강의는 버튼 클릭 시에 

재생되며, 재생 시에는 정지를 르지 않은 채 페

이지를 넘기더라도 재생이 단되지 않도록 하여 

강의를 들으면서 페이지를 이동하며 학습이 가능

하도록 지원하 다.

    <Figure 4> Screenshot of eTextbook(1)：
Main Pages

   <Figure 5> Screenshot of eTextbook(2)：
Linking Learning Resources

한 학습자의 학습 몰입도를 높이기 하여 다

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학습 자원을 활용하는 한

편,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해 외부 자원과의 연계

를 유도함으로써 확장 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 다(<Figure 5>, 멀티미디어 원리). 한 

학습내용  요한 부분은 감추었다가, 선택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강조

하 다(신호주기 원리). <Figure 6>은 학습내용을 

제시하는 말풍선이 제공되는 페이지의 모습이며, 

본문의 ‘?’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설명이 팝업으로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6> Screenshot of eTextbook(3)：
Signaling

내용 달 주의 콘텐츠를 탈피하고 능동  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하여 성찰노트(<Figure 7>)와 

역량 진단(<Figure 8>) 기능을 추가하 다. 

    <Figure 7> Screenshot of eTextbook(4)：
Reflection Note

    <Figure 8> Screenshot of eTextbook(5)：
Competency Assessment

학습자들은 자교재를 통한 학습을 마친 후 성

찰노트를 작성함으로써, 새롭게 배운 내용, 더 알

고 싶은 , 삶에 용할 을 정리하도록 지원하

다. 한 역량 진단 기능을 통해 학생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핵심역량과 련하여 자신의  상

황을 검하고, 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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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xpert Usability Test Results
* 5 likert sclaes

Questionnaire M

Contents

Contents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without typos or errors 4.67

Contents were selected and organized to meet the developmental purpose. 4.67

Degree of difficulty and amounts of contents are appropriatel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learner characteristics.

4.67

Contents have no ethical problem with regard to the religion, occupation, gender and races. 4.83

Mean Score of Content Area 4.71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It provides the elements or activities for introduction. 4.50

Information presentation method or strategies are appropriatel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mart devices and contents.

4.33

It provides the guidance and information to support the learning. 4.67

It induces a various activities for the characteristics of smart devices. 4.00

It applied the multimedia resources of good quality according to the contents characteristics and 
learnng context.

4.50

It motivates and maintain a flow of the learner 3.83

It evaluates the process and provides the feedback about the results. 4.17

Mean Score of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Area 4.29

Display
and

Interface

Display and interface has been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psychological principles 4.50

Menu, links, buttons, and icons are intuitive and consistent. 4.67

Input method has been considered to mee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mart device. 4.50

Learners are able to access the desired information easily and conveniently. 4.67

Mean Score of Display and Interface Area 4.58

Average 4.53

4. 자교재 개발 성과

4.1 문가 사용성 평가

4.1.1 사용성 평가 방법

자교재의 사용성을 평가하고자 문가를 상

으로 사용편의성을 확인하는 설문을 실시하 다. 사

용편의성에 한 설문지는 ‘스마트 콘텐츠의 품질 

평가에 한 연구’(Leem at al., 2012)에서 사용되

었던 문항  교수학습지원과 동기유발과 련된 

문항만을 선별하여 구성하 다. 

검토에 참여한 문가는 총 6명으로 교육과 기술 

역으로 구분하여 섭외하 으며, 각 역에서 박

사  혹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로 제한

하 고, 구체 인 소속  문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7>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Experts for Usability Test 

No. Research Field Department/Position

1

Education

D University/Professor

2
 Institute of Distance 
education/Researcher

3
Educational Institute/ 

Researcher

4

Engineer

D University/
Professor(UX, HCI Expert)

5
L Company/ 

Vice-Chief(IT Expert)

6
B Company/ 

Director(IT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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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사용성 평가 결과

설문 결과 개발된 자교재에 한 사용편의성

은 평균 4.53으로 나타났다. 반 으로 4.5 이상

의 수를 얻었으나, 한 피드백 제공(4.17), 스

마트기기에 합한 상호작용 유도(4.00), 학습동기 

유발(3.83)에서는 다소 낮은 수를 얻었다. 

역별로는 내용 역(4.71)에서 가장 높은 수를 

얻었고, 화면  인터페이스 역(4.58), 교수학습 

지원 역(4.29)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 의

도(4.67)와 학습자의 특성에 합하게 설계(4.67)되

었다는 , 안내와 도움 정보의 한 제공(4.67) 

측면, 인터페이스가 직 이고 일 으로 구성

되었으며(4.67),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원

하는 내용에 근할 수 있다는 (4.67), 양질의 멀

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 다(4.50)는 측면에서 높

은 수를 얻었다.

4.2 학습자 설문  인터뷰

4.2.1 학습자 설문  인터뷰 방법

자교재에 한 학습자들의 사용경험에 하여 

악하고자 학습자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인터뷰 

상자는 모바일 기기에서의 학습 경험이 충분한 학

습자로 선별하 으며, 문․이공계 학생을 포함하여 

총 10명 선발하 다. 참여자들의 공  모바일 

사용경험, 인구통계학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인터뷰는 각자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개발된 

자교재로 학습한 후 사용경험을 회고하는 형태

로 진행하 다. 인터뷰 과정은 교재 사용경험에 

한 간단한 설문에 참여하도록 한 후, 교재 활용 경

험에 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은 ‘ 재의 이러닝과 자교재를 활용한 모

바일 러닝에 한 주  인식’에 한 문항으로 

구성하 다. 학생들은 기존에 학내 이러닝 시스템

을 통해 학습한 경험이 있었으며, 해당 경험이 

자교재 활용 경험에 비하여 어떠한지를 비교하고

자 하 다. 주  인식은 <Table 10>과 같이 매

체를 활용한 학습과 련된 서로 반 되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 으로 이루어졌다.

 <Table 9>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Interview Participants

No. Major
Mobile 

Experience
Age Gender

1 Business 5 yrs. 21 Female

2
Public 

Administration
3 yrs. 20 Male

3 Engineering 7 yrs. 23 Female

4 Business 3 yrs. 19 Male

5 Music 3 yrs. 19 Female

6 Engineering 4 yrs. 22 Male

7 Music 4 yrs. 19 Female

8 Engineering 7 yrs. 23 Male

9 Humanities 4 yrs. 19 Male

10 Education 5 yrs. 19 Female

<Table 10> Adjective Pairs for Recognition Research

Adjective
Scales

Adjective
Extremely --- so so --- Extremely

Useful 1 2 3 4 5 6 7 Useless

Want to 
take

1 2 3 4 5 6 7
Don’t want to 

take

Funny 1 2 3 4 5 6 7 Not funny

Active 1 2 3 4 5 6 7 Passive

Tireless 1 2 3 4 5 6 7 Tired

Comfortable 1 2 3 4 5 6 7 Uncomfortable

Can be 
immersed

1 2 3 4 5 6 7
Can not be 
immersed

4.2.2 설문 결과

학습자들은 이러닝과 자교재를 활용한 모바일 

러닝에 하여 <Figure 9>과 같이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 으로 학습자들은 기존의 이러닝에 비하여 

자교재를 활용한 모바일 러닝에 하여 ‘도움이 

되는’, ‘수강하고 싶은’, ‘재미있는’, ‘능동 인’, ‘피

로하지 않은’, ‘편리한’, ‘집 되는’ 편이라고 응답하

다. 상 으로 편차가 큰 역은 ‘능동성’과 

련된 인식이었으며, 편차가 은 역은 ‘피로도’

와 련된 문항이었다. 학습자들은 컴퓨터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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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지는 이러닝에 비하여 보다 정 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9> Awareness Compare of eLearning and 
mLearning

4.2.3 자교재 사용경험

인터뷰를 통하여 자교재 사용경험에 한 학습

자들의 의견을 수렴하 다. 의견 수렴 결과 학습자

들이 자교재에 만족하는 은 첫째, ‘이동성’, ‘

근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일반 으로 통

학 시간이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가량인 경우가 

많았는데,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소모 으로 보내

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을 자교재의 가장 

큰 장 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한 긴 공강 

시간이나, 틈틈이 학습할 수 있어 유용하다는 의

견도 나타났다.

“컴퓨터로 수강하는 것에 비해 능동 이다. 아

무래도, 집에 들어가게 되면 공부하기도 싫고 

쉬고 싶은 생각이 더 들기 때문에 수강하는 상

황이 불편한데 모바일 교재는 지하철과 버스를 

타면서 이용하니, 편리하고 집에서도 내 할 일

을 할 수 있어 부담을 여 다(학생 1).”

“휴 하면서 보기 쉽고 간편하다. 책 읽는 느낌

이다. 휴 성과 편리성이 가장 큰 장 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노트

북이 없거나 노트북이 무거운 경우에 곤란하다

는 단 이 있습니다. 모바일 수강은 언제 어디

서나 원하는 타이 에 할 수 있다는 큰 이 이 

있어 좋습니다(학생 2).”

“ 젠테이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들

을 때뿐만 아니라, 실제 발표를 비하거나, 경

진 회에 나갈 때 필요한 내용인데 다운로드를 

받았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학생 5).”

둘째,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제공하고 외부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학습 과정이 덜 지루하고, 

더 몰입할 수 있었다는 을 장 으로 꼽았다.

“이러닝에서는 주로 워포인트 자료와 교수님 

얼굴만 나오기 때문에, 조  지루한 면이 있었

다. 모바일 러닝에서는 자료가 다채롭고 이해

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지 좀 더 흥미

롭게 느껴졌다(학생 3).”

“컴퓨터 강의 시에는 강의 하는 것을 수동 으

로 보고 배웠다면, 모바일은 내가 직  넘겨가

며 강의를 듣게 되어 더 참여하게 되었다. 원하

는 부분을 쉽게 찾아 들을 수 있었고, 핵심이 

명확하게 시각 인 자료로 정리되어 있어서 이

해가 잘 되었다(학생 4).”

한편, 이러닝에 비하여 집 하지 못했다는 의견

도 있었다. 때때로 SNS나 검색 등의 외부 기능을 

활용하면서, 종종 주의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나타

났고, 작은 화면을 넘기며 학습을 하다 보니 내용

을 꼼꼼히 살펴보기는 어려웠다고 하 다.

“컴퓨터와 같이 그것에 완  집 할 수 없다. 

모바일로 들을 경우 카톡이나 그 외의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집 하기가 어려웠

다(학생 4).”



A Study on eTextbook Development for Mobile Learning in a University    251

“인터넷으로 수업을 수강할 때에는 강의를 듣기

만하기 때문에, 조  지루하고 강의를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한다는 이 문제 던 것 같습니다. 

자교재에서는 직  뭔가를 선택하거나 련된 

정보를 찾아보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즐

겁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학생 7).”

즉, 인터뷰 결과를 통해 자교재가 학습자들의 

상시학습과 시학습을 하게 지원하는 한편, 학

생들의 효율 인 학습 리를 도울 수 있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  

련 서비스를 연동함으로써 몰입감을 높이고 효

과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왔음을 알 수 있었

다. 다만,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학습자들의 특

성상 다른 서비스(SNS 활용, 게임 등)로 인해 학

습이 단되거나, 집 하지 못하는 상을 경험하

게 되는 이 아쉬운 으로 나타났다.

6. 결론  제언

본 연구의 목 은 학에서 모바일 러닝을 진

하기 한 략으로서 자교재를 개발하고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있었다. 모바일 러닝을 한 

솔루션으로 자교재를 선택한 것은 모바일 러닝 

상황에 최 화된 설계가 가능하며, 모바일에서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확장  가치를 가

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교재 

개발을 하여 모바일 러닝에 합한 교과목과 내

용을 선정하 으며, 인지심리학  기  이론을 탐

색하여 설계 략을 도출하 다. 

먼  내용 선정을 하여 용할 교과목의 운  

상황과 학습자들의 요구를 분석하 다. 해당 교과

목에 한 학습자 만족도 조사 결과 상당수의 학

생들이 학습 내용의 요성  이러닝의 필요성을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러닝이 가진 

근성과 이동성의 제약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을 

해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에 근성과 이동성

을 확장시키기 한 방안을 모색하 다.

한 교과 내용별 요도-필요도 분석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요하게 생각하지만 만족도가 높지 않

아 개선이 필요한 역을 개발 상으로 선정하 다. 

선정된 내용 역은 지속 인 역량 개발이 필요한 

역으로, ‘직업정보 탐색’, ‘포트폴리오 리’, ‘효과

 시간 리’, ‘ 젠테이션 스킬’이었고, 수시로 휴

하면서 콘텐츠에 근이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

되었다.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한 자교재 주요 설계 

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교재는 학습 내용을 

최 한 간결하고 체계 으로 달해야 한다는 

이다. 인쇄물 형태의 교재와 달리 모바일 기반의 

자교재는 제시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가독성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모든 정보는 간결하고 핵심

인 내용 주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한 

수 으로 학습 내용을 분 하고 다양한 학습 자원

을 제공하여 주의 집 을 유도해야 한다는 이다. 

이러닝과는 달리 호흡이 긴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학습의 맥이 끊겨 학습 효과를 높이기 어렵다. 따

라서 직 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흐름

이 끊기더라도 연속 으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

도록 하게 분 하여 제공하는 방식이 모바일

에서의 학습에서의 몰입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통해 정보에 

한 근성을 확장해야 한다는 이다. 자교재는 

기존의 이러닝에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요소를 

거의 제약 없이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정보 근 가능성을 확장하는데 탁월하다. 

마지막으로 자교재의 설계 원리는 인지심리학

에 근간을 두고 개발되었다. 자교재에 사용된 

링크나 아이콘의 치  기능은 인지심리학  원

리에 입각하여 개발되었다. 주요 개발 원리는 응

집, 신호주기, 복, 공간  근 , 시간  근 , 분

리, 멀티미디어, 이미지 원리 등이었다. 

개발한 자교재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하여 

문가 사용성 평가  학습자 인식 조사를 진행

하 다. 문가 사용성 평가는 스마트 콘텐츠 품

질 평가 기 을 활용하 으며 내용 역, 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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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원 역, 화면  인터페이스 역으로 나

어 검토한 결과 5  척도 기 으로 평균 4.53수

의 수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자

교재를 쉽고 직 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양질의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이러닝과 자교재 사용 경험을 비교하는 설

문을 실시한 결과, 학습자들은 기존의 이러닝 방

식보다, 자교재를 활용한 모바일 러닝이 보다 

도움이 되며, 수강하고 싶고, 재미있고, 능동 인, 

편리하고 집 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한 면

담 결과 자교재가 기존의 이러닝에 비하여 학습 

내용에 한 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에의 몰입감을 높 다는 

반응을 보 다. 결과 으로 자교재를 활용한 모

바일 러닝이 주는 정 인 가치는 사용성 증진, 

근성 강화, 흥미와 몰입 증진, 학습의 지속성 등

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교재의 단 으로 나타난 것은 SNS

나 게임 등 학습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기타 서비

스로 인하여 학습에 집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학습이 가

진 잠재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능

동 인 참여를 유도하는 설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

가 있으며, SNS 등을 오히려 략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를 들어,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학습내용에의 이해도를 확

인하는 퀴즈를 추가하거나 도 감을 주는 실제

인 과제를 제시하는 방안, SNS를 통해 토론해볼 

주제를 제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의 모바일 러닝을 활성화하

고 학습자들의 편의성과 학습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자교재 개발 방안을 제안하 다. 

자교재 개발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설계 원리와 

용 성과에 한 내용은 타 학  성인 학습자

를 상으로 한 교육훈련 기 에서도 고려할만한 

시사 을 제공한다고 본다. 한 10여년 이상 정

체되어 있던 국내 자책 시장에서 학  성인

교육을 한 자책의 새로운 모델과 가치를 제시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모

바일 러닝에 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망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모바일 러닝을 보다 효

과 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의 설계 모

형  서비스 략에 한 연구가 보다 극 으

로 이루어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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