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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스마트폰을 전 국민이 사용하는 상황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빠른 발전과 보급이 진행되었

으며, 스마트폰 사용으로 국내 미디어 콘텐츠 이용을 위한 필수 매체로 자리 잡아 성별, 연령, 지역 등에 상관없이 수많은 사

람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온라인에서 학습을 위한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이는 학습자들이 온라인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에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콘텐츠 

유형에 따른 만족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학습 콘텐츠 자체를 평가하여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을 위한 동영상 콘텐츠 제공 방식 동향과 양질의 학습 콘

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학습 콘텐츠 자체의 평가와 리뷰를 통해 시스템을 제안하려고 한다.

[Abstract]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rate of smartphones have progressed so rapidly that it is safe for the entire nation to use them in the 

smart age, and the use of smartphones has become an essential medium for the use of domestic media content, and many people are using 

various contents regardless of gender, age, or region. Recently, various media outlets have been consuming video content for online 

learning, indicating that learners utilize video content online for learning. In the previous research, satisfaction studie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type of content, and the improvement plan was necessary because no research was conducted on how to evaluate the 

learning content itself and provide it to learners.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propose a system through evaluation and review of learning 

content itself as a way to improve the way of providing video content for learning and quality learning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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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표 1과 같이 스마트폰을 전 국

민이 사용하는 상황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빠른 발전과 보급

이 진행되었으며, 스마트폰 사용으로 국내 미디어 콘텐츠 이용

을 위한 필수 매체로 자리 잡아 성별, 연령, 지역 등에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동영상, 음악과 같은 리치 콘텐츠(rich contents)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하듯 최근 관

련 미디어 업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동영상, 음악 서비스에서

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미디어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의 경우 케이블TV와 메이저 네트

워크 방송사, 위성방송과 같은 전통 매체들을 제치고 넷플릭스

(netflix), 훌루(hulu), 아마존(amazon), 판도라(pandora)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음악 서비스업체들이 등장, 시장을 새롭게 재

편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는 이미 2011년 미국 1위 유

료방송 사업자인 컴캐스트(comcast)를 넘어섰고[1], 전 세계 가

입자 수가 2014년 1분기 기준 4,840만명에 달하는데 이는 케이

블사업자1, 2위인 컴캐스트와 타임워너 가입자 수를 합친 것보

다 많다[2].

“2019 메조미디어 리서치” 조사에서 살펴보면 하루 평균 동

영상 시청시간은 약 70분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동영상 시청시

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주 이용 동영상 매체는 유튜

브와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튜브

에서 주 시청 콘텐츠는 음악, 1인 방송 중심으로 소비를 하고 

교육 학습 관련하여 소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3].

위의 내용과 같이 최근 동영상 미디어 콘텐츠의 우위를 선점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의 

형태가 동영상으로 제작되고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문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중에서 2019년도에는 유튜브 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

며 음악, 1인 방송, 예능 콘텐츠 다음으로 교육 학습 관련하여 

동영상 시청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2018년 방송매체 이용형태 조사 중 스마트폰 보유 현황[4]

Table 1. Survey on the usage patterns of broadcasting 

         media in 2018.

또한 “2018 스마트폰과 의존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응

답자별 일반사용자군 72%의 주 이용 콘텐츠가 학업/업무에 활

용한다고 응답하였다[5]. 이는 학습자들이 온라인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에 활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에서 학습을 위해 동영상 콘텐츠

를 소비하고 있는 다양한 채널(매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학습에 활용되고 있는 동영상 콘텐츠를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 방안(평가요소)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Ⅱ. 학습 콘텐츠 활용 동향 및 평가 관련 연구

2-1 동영상 학습 콘텐츠 활용 교육 시스템 동향

1) 이러닝

원격교육이라고도 말하며,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

지 않고 동영상, 음성, 문서 등을 매개로 하여 교수・학습하는 

활동을 말한다.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장소

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형태로 자기주도학습의 의미도 포

함하여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6]. 그림 1 

과 같이 이러닝 서비스에서 학습 콘텐츠로 동영상을 많이 활용

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 MOOC

그림 1. e-코리아텍 메인 화면

Fig. 1. e-Koreatech main screen.

Sortation
Survey

Personnel

Number of units

zero one two

male 3,613 8.4 90.8 0.8

female 3,621 12.8 86.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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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MOOC 메인 화면

Fig. 2. K-MOOC main screen.

온라인 공개수업(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은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참여적 교육을 의

미하며, 원격교육의 진화된 형태의 개방형 온라인 교육시

스템이다. 이러닝(e-learning)의 지속적 관심과 발전에 따라 

1세대 무크가 성공적으로 출시를 하였으며, 그 후 미국을 

필두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무크가 우후죽순처

럼 생겨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도 국제적인 무크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그림 2와 같이 고등교육 콘텐

츠의 국제적 이동성 증가에 대비하여 교육부 주관으로 한

국형 무크를 제작하였는데, 10개 대학이 참여해 27개 강좌

를 제공하였다[7].

2-2 관련 연구 및 기존 평가방법

현대 사회는 온라인에서 학습을 위한 동영상 콘텐츠의 소비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이

러닝, MOOC 등 교육시스템들과 누구나 학습 영상 콘텐츠를 

생산과 소비 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러닝 콘텐츠 유형별 특징과 제작 추세를 분석 및 

콘텐츠 유형별 특징에 따라 강의만족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8]. 콘텐츠 유형에 따른 강의만족도 차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학습 영상 콘텐츠 자체의 평

가 및 만족도에 대한 방안도 추가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림 3, 4와 같이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은 강의만족도를 조사

하고 학습자들에게는 오픈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동영상 플랫

폼에서는 학습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상 콘텐츠의 댓글만 입력할 수 있는 상황이다. 

Ⅲ. 개선방안 연구

그림 3. e-코리아텍 설문조사 화면

Fig. 3. e-Koreatech survey screen.

따라서 동영상 콘텐츠의 품질 및 학습자들의 실제 수강 후 

평가를 공유하여 콘텐츠의 품질과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

안하고자 한다.

그림 4. K-MOOC 설문조사 화면

Fig. 4. K-MOOC survey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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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스템 구성 및 흐름도

Fig. 5. System configuration and flow diagram

본 연구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웹 크롤링을 활용하여 학습자

의 관심 분야에 대한 영상 학습 콘텐츠를 수집하고 수집된 영

상을 시청 후 평가와 리뷰를 통해 학습자 간 만족도를 공유하

여 양질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고자 한다.

제안한 평가 시스템을 정리하면,

(1) 학습을 위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MOOC, YouTube 

등 오픈된 플랫폼에서 학습 콘텐츠를 수집한다.

(2) 학습자는 수집된 콘텐츠를 통해 학습하고 평가와 리뷰를 

작성한다.

- 평가는 학습 콘텐츠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전문성”, “흥미

성”, “성취도”, “학습구성”의 각 항목에 대해 5점씩 부여하여 

총 평균의 점수 부여와 수강 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다. 

(3) 점수와 리뷰가 등록된 학습 콘텐츠는 평가항목에 부여된 

점수에 따라 표시가 되며, 점수와 리뷰를 다른 학습자들과 공

유하여 양질의 학습 콘텐츠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Ⅳ. 시스템 구현

4-1 제안된 시스템 구현 화면

그림 6. 추천강좌 목록 결과화면

Fig. 6. Recommended course list result screen.

개선 방안에서 제시한 방법을 바탕으로 웹상에서 학습자가 

동영상 학습 콘텐츠를 받고, 평가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

해서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먼저 학습자는 제안

된 시스템에 회원가입과 동시에 관심 분야에 대한 추천 동영상 

콘텐츠를 그림 6과 같이 받게 된다. 추천 목록에 나온 학습 동영

상을 나의 강좌 목록에 등록하는 버튼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원

하는 콘텐츠를 시청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습자는 “추천강좌 목록”에서 원하는 영상 콘텐츠의 “등

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 7과 같이 나의 강좌 목록에 등

록되며, “시청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그림 8과 같이 실제 영상 

콘텐츠가 있는 해당 플랫폼으로 이동하여 학습을 하게 된다.

그림 7. 나의 강좌 목록 결과화면

Fig. 7. The result of my cours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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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YouTube  영상 콘텐츠 시청 화면

Fig. 8. Watch YouTube video content screen.

학습을 마친 학습자는 그림 7 화면에서 “평가” 버튼을 클릭

하여 그림 9의 평가화면으로 이동 후 수강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해 평가와 리뷰를 남길 수 있으며, 학습자는 평가(전문성, 흥

미성, 학습구성, 성취도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점수를 입력

할 수 있다.

평가 완료된 동영상 콘텐츠는 그림 10과 같이 평가점수의 평

균값을 바탕으로 정렬되어 관심 분야가 같은 학습자들에게 평

가 완료된 콘텐츠로 추천된다. 학습자는 관심 분야에 대한 학습 

콘텐츠 제공과 동시에 이미 이전 학습자가 시청한 학습 콘텐츠

의 품질이 평가된 동영상 콘텐츠도 동시에 받아 양질의 학습 콘

텐츠를 통해 학습할 수 있다.

그림 9. 콘텐츠 평가입력 화면

Fig. 9. Content evaluation input screen.

그림 10. 평가 완료 된 콘텐츠 목록 화면

Fig. 10. Evaluation completed content list screen.

4-2 시스템 만족도 조사

제안한 시스템을 구현 후 직업훈련 교육생 60명을 대상으로 

본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위해 표 2의 질문과 만족도 평

가는 5점 척도를 활용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구축된 시스템의 만족도 결과는 그림 11과 같이 시스템에 대

해 평균 70% 이상의 학습자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이

는 제안한 시스템에 대한 만족함을 표현하였고,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평가항목에 대해 20명에 해당

하는 학습자가 “보통”과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여 객관성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는 반응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2. 시스템 만족도 조사 질문 항목

Table 2. System satisfaction survey question topics.

Question1
Was searching for learning content of interest 
helpful?

Question2
Are content assessment items (professional, 
interesting, achievement, learning composition) 
appropriate?

Question3
Did the recommended courses help you learn 
based on the content assessment?

Question4
Was it easier to use than the existing learning 
system (ex. e-learning, MOOC,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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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시스템 만족도 조사 결과 차트

Fig. 11. System satisfaction survey results chart.

Ⅴ. 결  론

근래에 사람들이 유튜브 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음악, 

1인 방송, 예능 콘텐츠 다음으로 교육 학습 관련하여 동영상 시

청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온라인에서 동영

상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에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온라인에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러닝, MOOC 등의 제공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기존 시스템 및 플랫폼에서는 공유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없어 양질의 동영상 학습 콘텐츠를 받을 수 없었다. 많은 양의 

학습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에서 기존 연구는 이러닝 

시스템의 콘텐츠 유형에 따른 만족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학

습 콘텐츠를 평가하여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선 방안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는 학습 콘텐츠 자체에 대

한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학습자들 간의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제안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온라

인에서 양질의 학습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였

으며,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온라인 학습 시스템으로 활성화

되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는 다양한 학습 콘텐츠 확보를 위한 방안과 콘텐츠 평가 

방법에 대해 객관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추가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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