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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의 이해Ⅰ

           

1. 이러닝의 개념 및 교육적 의의

2. 이러닝 동향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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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러닝의 이해

 본 장에서는 이러닝의 대한 개념적 이해와 함께 이러닝의 교육적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아울러, 이러닝과 관련된 교육학 이론 중에서 어떻게 

인간이 지식과 기술을 파악하는지에 대한 학습 이론을 살펴보고 교수학습 방

법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이러닝의 개념과 교육적 의의

 1) 이러닝의 개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교육의 장면에 컴퓨터를 활용하려는 다양한 

방법들이 구현되고 있다. 교육기관의 행정업무에 컴퓨터를 활용하기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평가를 하는데도 컴퓨터를 활용한다. 이러한 활동 중 특

별히 교수(teaching)-학습(learning)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닝(e-Learning) 활용되고 있다. 

  이러닝은 전통적인 교실수업을 대신하는 대안적인 교육방법, 즉 인터넷을 

활용하여 가상공간에 서 이루어지는 온라인교육(online education)을 말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Rosenberg, 2001). 그러나 이러닝은 개념이 통

일되어 사용되지 않고 이러닝을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교육기관

에 근무하는 교사 및 교수,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따라 관점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러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

는 용어만 해도 온라인 교육(online education), 온라인 학습(online learning), 

가상 학습(virtual learning), 웹기반 교육(Web-Based Education), 웹기반 학

습(Web-Based Learning), 웹기반 훈련(Web-Based Training), 사이버교육

(cyber education), m-러닝(Mobile Learning), 유비쿼터스 학습(Ubiquitous 

1) 『이성흠, 이준(2009).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교육과학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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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통신망기반 학습(network-based learning), 디지털 학습(digital 

learning) 등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이러닝의 ‘e’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정도

이다. 인터넷 환경에서의 학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보다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개념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육적 경험을 의미하는 experience, 교육기회의 확장을 뜻하는 expansion, 

혹은 손쉬운 학습을 뜻하는 easy가 ‘e’의 의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

점도 있다. 하지만, 이러닝에서 ‘e’가 의미하는 바의 가장 중요한 뜻이 한국어

로 전자를 뜻하는 ‘electronic’에 있다는 점, 교육체제 면에서 컴퓨터가 제공하

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학습이 필요한 대상에게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교육방식을 뜻한다는 점에 대해서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1-1]은 이러닝의 기반 기술과 상호작용성에 초점을 맞추

어 이러닝을 범주화하여 도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1] 기술 및 상호작용성 관점의 이러닝의 범주

* 출처 : 2008/2009 일본 이러닝 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2010), 

         해외콘텐츠시장조사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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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은 학습자 측면에서는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으로 이동하여 제공되

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 중에서 학습자의 인식과 관심을 자극하는 특정 정보를 

선택하여 학습하는 독특한 학습경험을 제공받고, 이것을 다시 자신에게 필요

한 지식으로 편집하고 가공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도록 하는 자기 주도적 학

습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이성흠 & 이준, 2009). 이러닝을 협의의 개념과 광

의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협의의 개념  : 기술적 관점에서 매체활용(technologies) 에 초점을 두고 

개념을 정의하는 것으로 ‘이러닝은 텔레비전, 비디오,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는 모든 학습’, 또는 ‘컴퓨터 및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방식의 의사소통(communication) 및 교육내용(contents)을 활용한 학

습’

•  광의의 개념  :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을 통한 교수․학습, 또는 훈련서비스

의 설계, 구축, 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보망을 기반으로 교육이 제공되

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촉진되는 모든 형태의 교육’

  일반적으로 이러닝에 관한 다양한 정의는 공통적으로 (1) 학습의 기반이 되

는 인프라를 인터넷에 기반한 정보통신망에 기초하며, (2) 학습내용이 인터넷

을 통해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며, (3) 단순한 전통적인 교육과 훈련의 관점을 

초월하는 ‘학습’의 관점을 강조하는 개념적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박성익 외, 

2007). 이와 같은 3가지 기준을 포함하는 이러닝의 정의는 ‘인터넷의 통신망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학

습자가 학습내용, 동료학습자, 교수자 등과 활발한 교육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양한 학습경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체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무선 인터넷 관련 기술의 발달과 함께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러닝, 

즉 m-러닝이 확산되고 있다. m-러닝은 ‘모바일 무선컴퓨팅 기술을 사용하여 

학습자의 이동성과 유목성을 원활하게 하거나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이인숙, 2004)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닝이 온라인 중심의 교육활동

이라면 온라인 상의 교육활동과 더불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대면

하는 방식의 오프라인 교육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의 학습도 가능하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연계하는 것을 블렌디드러닝(Blended Learnin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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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며, 실제 초중등 교육과 같은 제도권 교육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식

이다.

이러닝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대, 진화하고 

있다. <그림 1-2>는 이러닝의 발전 양상을 기술적 발전 및 서비스 형태와 파

급효과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 1-2] 이러닝의 변화 단계

* 출처 : 기술표준원(2010). 이러닝 산업 및 표준화 동향

 2) 이러닝의 특징

   이러닝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다양하듯 이러닝의 특징에 대한 관점도 다양

하다. 예를 들어, Clark과 Mayer(2008)는 이러닝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이러닝은 학습목표에 적합한 콘텐츠를 포함하여야 한다.

•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예제(example)과 연습기회(practice)의 제공과 같은 교

수방법이 사용된다.

•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전달하기 위하여 텍스트(문자), 그림과 같은 미디어

적 요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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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는 사람 즉, 교수자가 주도하는 이러닝이 있는가 하면, 학습자의 자

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이러닝이 있다.

• 개인의 학습 목표 혹은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도 연구자가 정의한 이러닝의 개념과 관점에 의해 제시된 

것일 뿐,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닝의 특징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앞서 살펴 본 이러닝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일

반적 관점에서 이러닝의 정리해 본다면 이러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면대면 

교육과 달리 시간, 공간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학습자 요구에 부합

하는 학습이 가능한 체제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Kearsley(2000)은 원격

교육의 측면에서 이러닝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이준 & 이성흠, 

2009 재인용).

• 무제한성(unboundedness): 학습자는 세계도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와 사람

에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실의 벽이 허물어진다. 이러닝은 시간과 공간

의 장벽뿐만 아니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

히 이러닝은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직장에서 직원교육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시간, 장소, 내용을 선택하여 학습이 가능하게 한다.

• 공유된 지식(shared knowledge): 교육의 핵심가치인 지식공유가 아날로그 

형태의 인쇄된 서적에서 가상공간으로 이동하여 디지털 형태의 전자출판이 가

능하다. 인터넷은 지식공유를 위한 도서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사

람이 출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다감각 경험(multisensory experience): 학습은 인간의 감각기관인 오감을 

적절하게 활용할 때 효과적이다. 이러닝은 개별 학습자의 인지양식에 맞는 다

양한 멀티미디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감각 경험활동을 통한 

이러닝은 ‘강의와 분필(talk and chalk)'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수업보다 다양

한 직접경험을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

• 협력(collaboration):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공유 

활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협력학습이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상호협력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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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전통적인 학교모형과는 대조를 이룬다. 협력학습은 학습자 모둠, 

소집단, 전체 학급의 수준에서도 가능하다.

• 연결성(connectivity): 학습자는 동료학습자, 교수자에게 전자우편이나 화상

회의를 통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양한 검색방법을 

사용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 학습자중심(student-centeredness): 교수자는 수업설계와 조직에서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지만, 학습자는 수업참여와 활동의 방향을 결정한다. 교수자는 

학습목표를 결정하고 학습의 과정을 촉진하고 관리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

습내용을 찾아내고 과제를 수행한다. 이것은 이러닝이 전통적인 수업에 비하

여 구조화가 약하며 (less structured),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책무성을 강조하

는 것을 의미한다.

• 학습공동체(community): 가상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이러닝은 접근성과 연

결성의 증가로 학습공동체 형성이 쉽다. 컴퓨터 통신망(network)은 공동관심

사를 가진 사람을 가상공간에서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고 공동으로 관심 

분야 주제의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 탐구(exploration): 다수의 이러닝 활동은 모험(adventure)과 발견학습 형태

를 포함한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탐구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박물관

이나 과학관 형태의 이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탐구활동

을 위한 문제해결 학습은 가상공간에서 필요한 자원과 전문가 접근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위한 강좌의 이러닝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 실제성(authenticity): 연결성, 학습공동체, 공유된 지식 등의 상호관계는 이

러닝이 본질적으로 실제적임을 보여 준다.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닝은 

전통적인교실수업보다 훨씬 실제와 가깝다. 이러닝에서 학습자는 보다 다양한 

실제 정보를 관련기관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으며, 현실과 유사한 상황에서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수업과는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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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러닝의 영역

 이러닝의 영역은 이러닝 서비스를 어떠한 수준에서 범주화하느냐에 따라  달

리 구분될 수 있다. 초중등학교에서 교실 수업에서 교사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러닝에서 부터 기업 차원의 보다 조직화된 이러닝에 이르기 까지 이러닝의 

서비스 대상 및 규모에 따라 다양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림 1-3]은 

이러닝을 콘텐츠 개발부터 유통, 관리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주체들을 하

나의 가치사슬로 도시화한 것인데, 가장 보편적인 이러닝 서비스를 상정한 것

이다. 이와 같이 이러닝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교육서비스이다.

   

[그림 1-3] 이러닝의 가치사슬

*출처: Stacy, Paul's Archive(2006),『한국콘텐츠진흥원(2010), 

해외콘텐츠시장조사 재인용』 

  [그림 1-3]에 나타난 가치사슬을 이러닝 개발에 참여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각 영역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이러닝 개발을 담

당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표 1-1>의 각 업무담당자들의 하는 일이 곧 이러닝

개발의 주요 영역이 될 것이다. 이러닝 개발에 있어서는 기획 및 관리, 교수

자 및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 시스템 개발 및 관리자, 운영

자 등 각 영역별로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효과적, 효율적

인 교육을 구현해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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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이러닝 전문인력의 역할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09),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 현황

 4) 이러닝의 교육적 의의

  이러닝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교육전문가들은 전통적인 교육방법만으로 

교육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터넷이 없으면 아

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도 교수자와 학습자가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 대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이 가장 보

편적으로 관찰되는 교육의 장면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초

중등교육부터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전통적인 교육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는 점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비중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닝의 이러한 확산은 무엇에 기인하는 것일까? 이러닝의 기술지

향적 사고에 기반하여 활용되는 한 때의 유행 같은 것은 아닌가? 한 때의 유

행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교

육방식에 미흡한 것은 아닌가? 이러닝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러한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위해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이러닝도 인간이 학습하는 교육활동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인간 학습에 필요한 기본 원리를 갖추지 못하면 이러닝의 교육적 가치는 낮아

질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교육방법도 교육에 참여하는 주체에 따라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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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효율성이 천차만별이다. 이러닝도 마찬가지다. 학습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이러닝이 있는가 하면, 책을 읽는 편 오히려 나은 이러닝도 있다.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이든 이러닝이든 모든 교수-학습 활동에 있어서 학습자

에 대한 이해(교과내용과 관련된 사전지식 및 경험의 정도나 학습능력 및 태

도 등),  교육 목표의 설정,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선

정과 적용, 이를 확인하고 교정하기 위한 평가와 피드백 제공은 필수적인 요

소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히 나열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시스

템으로 작동하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마치 기계에서 특정 부품이 오작동하면 

다른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작동을 어렵게 하는 것과 같은 이

치이다. 

  교육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 이제 전통적

인 교육과 다른 이러닝 만의 교육적 중요성은 무엇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

다. 우선, 이러닝은 교육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면대면 환경에서는 교수자가 지도할 수 있는 학습자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대개 수십 명에서 많아야 수백 명 정도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

지만 이러닝 환경은 수만 명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이러닝의 등장으로 

교육 및 연수를 위해 출장을 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러닝의 구현 방식에 따라 전통적인 교육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

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이러닝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이러닝의 교육적 중요성의 또 다른 측면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닝은 교육활동이 인터넷 상에 공개 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면대면 수업에 비해 교육에 참여하는 주체 모두 수업의 준비 

단계부터 긴장하며 보다 정교한 수업이 되도록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이러닝도 공개를 통

해 치열한 경쟁 속에 노출된다. 따라서, 공개와 경쟁은 교육주체간의 끊임없

는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보다 향상된 교육성과를 모색하게 된다.

  또한, 이러닝은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열악

한 여건에 처해 있는 학습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경험을 제공해 준다. 예

컨대, 이러닝은 산간벽지에 있는 초중등 학생들에게도 유명한 사교육 기관의 

교육콘텐츠를 동일하게 접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러닝

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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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보여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생활양식을 근본적으로 바뀌 놓고 있다. 예

컨대,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등장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양식의 출현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

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인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교육 또한 

예외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미 많은 학자들은 가까운 미래

에 e-러닝과 러닝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점이 도래할 것이며, 그 시점에서 러

닝은 곧 이러닝을 의미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도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닝이 거의 모든 교육

장면에서 보편적인 교육행태로 자리 잡으리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으로 보인다. 이제 이러닝을 특별하고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인지하기 보다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학습방법이 되도록 구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이러닝 동향 및 이슈

 1) 국내 이러닝 현황

  최근 수년간 국내 이러닝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9년도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는 총 2조 

719억 원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하였다. 개인 수요층은 9,453억 원으로 전

체 시장의 4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체가 8,863억 원으로 

42.8%, 정부 및 공공기관이 143억 원, 교육기관이 96억 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증감율로는 교육기관의 증가 추세가 가장 두드러진 반면, 정

부 및 공공기관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인 특성별 이러닝 이

용율을 보면 남성의 이용률이 50.4%, 여성의 이용률이 46.1%였으며, 연령별

로는 10대의 이용률이 72.0%로 가장 높았으며, 증가율에서는 30대가 10.3%

로 가장 높았다(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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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내 이러닝 수요 시장 규모 추이

(단위: 백 만원, %) 

*출처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09). 2009 이러닝산업실태조사

  초중등교육을 살펴보면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이러닝이 확대되고 있다. 공

교육의 경우, 에듀넷을 중심으로 EBS 초중등 강좌, 사이버가정학습, 디지털교

과서, 로봇활용교육에 이르기 까지 이러닝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혁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교육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는 동영상 중심의 

이러닝 강좌에 수요가 높은 편이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영어교육 중심

의 이러닝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편, 이러닝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재교육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주로 방학 중 시도교육청의 연수기

관에서 이루어지던 초중등교사 연수도 이러닝(교원원격연수)을 이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19만 여명의 현직 교사들이 원격교육연수원

을 통해 재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연도별 원격교육연수현황 변화 추이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9). 2009 교육정보화 백서

  고등교육에서는 2003년부터 시작된 권역별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를 통한 

이러닝의 확산과,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의 이러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

고 있다. 특히, 권역별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의 사업이 일반 대학의 강의를 

이러닝으로 공개하는 KOCW(Korea Open CourseWare, http://www.kocw.net)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최근 일반 대학생들의 이러닝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또한, 원격교육기관으로 출발한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들이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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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러닝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4] 대학공개강의 웹사이트

 2) 이러닝 최신 동향

  최근 이러닝의 발전 양상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

다. 

  첫째, 기반 기술 측면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모바일 환경의 고도화 및 유비

쿼터스 기술로의 진화를 꼽을 수 있다. 스마트 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트위

터, 페이스북 등),  QR 코드 등 새로운 IT 기술개발과 통신 회사들의 무선 통

신이용료 인하로 인해 기존의 데스크탑 PC 중심의 이러닝이 모바일 환경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 예를 들어, 전술한 고등교육 공개강좌 사이트인 코리

아오픈코스웨어(KOCW)의 경우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KOCW

의 이러닝 강좌를 학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패드, 보다 가벼워진 노트북 컴퓨터, IPTV, 스마트 TV, 로봇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단말기가 교육에 활용되고 있으며, 동일한 콘텐츠를 다양

한 단말기에 제공하는 One Source-Multi Use 환경의 구현이 다양하게 모색

되고 있다. 

  둘째, 교육수요자가 요구하는 이러닝의 형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러닝 서

비스도 다양화 되고 있다. 동영상 강의의 경우 교수자의 강의를 시청하는 일

방향적인 학습에서 쌍방향 화상수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유사한 콘텐

츠가 많이 등장하면서 서비스 측면에서 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

께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피드백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예: 학습자가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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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해 최단시간 내에 충실한 답변을 제공)이 강화되고 있다. 

  지식경제부(2009)의 경우 이러닝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은 이러닝 관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이러닝 관련 기술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U-디바이스를 활용한 끊김없는 이러닝 기술(그림 1-5 참조)

• 유아용 교육 대안으로 로봇 이러닝 활용 기술

• 개인에 IPTV 채널을 제공하는 오픈 IPTV 대응 기술

• 3D, 증강현실을 활용한 초중등교육 콘텐츠 및 산업현장 훈련 시스템

• 스마트폰과 연계한 글로벌 이러닝 활용 기술

[그림 1-5] U-러닝 기술개발 개념도

* 출처 : 기술표준원(2010). 이러닝 산업 및 표준화 동향

 3) 이러닝의 효과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스마트 단말기의 등장, 무선인터넷 활용 여건의 개

선 등 이러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 기술들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발전이 교육의 효과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러닝에 대해 불만족하는 소비자들의 인식은 관련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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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이러닝이 다른 정보통신기술 관련 산업과 달리 ‘교육’을 키워드로 

하든 서비스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인간 행동의 변

화’를 지향 한다. 첨단 기기가 인간의 행동 양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의 목표와 관련되는 인지적, 정의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

해서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실행, 체험, 피드백, 

교정이 결여 된 설명 위주의 시청이 이러닝 콘텐츠의 주류를 차지하는 한 교

육의 질적 수월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는 이러한 교육의 본질적 측면을 개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이다.

[그림 1-6] 이러닝 이용자의 불편 사항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2009). 이러닝 시장 동향

 4) 이러닝에서의 평가

 현재 이러닝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사지선다형과 같은 전통적인 지필검사와 

유사한 선택형 문항이 많다. 이는 채점의 편의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닝은 원격교육 환경이어서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 모

드의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시험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지만 한

계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습과 평가를 분리하여 학습은 

이러닝으로 하되 평가만큼은 전통적인 지필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선택형 문항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에세이, 리포

트, 포트폴리오 제출 등과 같은 수행평가 방식의 도입이다. 수행평가 방식은 

교육의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하

지만 수행평가는 선택형 문항과 달리 평가자에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며,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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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복사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 복사 및 도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 모드에서 키보드의 복사 기능을 제한하는 이

러닝 강좌도 있다.

 선택형 문항이든, 수행 평가 형태이든 간에 이러닝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학

습목표를 제대로 측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선택형 문항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

다고 하더라도 학습목표에서 제시된 지식이나 업무 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하였

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어 학습에서 말하기 능력을 학습의 목

표로 설정한 뒤, 평가문항이 발음의 정확성을 묻는 선택형 문항으로 제시되었

다면 학습의 목표를 정확히 측정한 문항이 아닌 것이다. 보다 바람직한 평가

문항은 말하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학습자가 본인의 음성을 녹음하여 하

여 교수자에게 음성 파일을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 이러닝 강좌에 내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러닝 강좌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학습목표

와 교육내용, 그리고 평가가 일관되게 구현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5) 이러닝 표준화

   이러닝은 개발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개발상의 비

일선 교육기관에 이러닝을 적용되는데 가장 강력한 장애물 중의 하나로 작용

하고 있다. 또한 이러닝 콘텐츠가 그 콘텐츠를 만든 특정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 혹은 저작도구)에 종속되기 때문에 콘텐츠의 재사용이 매우 어려웠

으며 제 3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었다. 또한, 

대개의 경우 이러닝은 학습관리체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라

고 불리는 이러닝 플랫폼을 기반으로 교수-학습을 진행한다. 그런데 즉, 학습 

콘텐츠가 그것을 제작, 유통하는데 사용된 특정 LMS에 종속됨으로써 다른 

LMS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LMS에서 사용되던 콘텐츠를 공유할 수가 없

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개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닝 관련 연구자들은 

한번 만들어진 콘텐츠의 재사용과 제 3자가 만든 콘텐츠의 공유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 개발된 콘텐츠의 일부 

혹은 전체를 재사용하거나 제 3자가 만든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

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대폭 절약하게 된다.

  최근 이러닝 표준화는 기술적 의미에서의 표준에서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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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한 표준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이러닝 콘텐츠에 대한 품질인증이 

대표적인 예인데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

시하고 이에 따라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운영하게 되면 교육의 질적 수월성

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닝 표준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바는 콘텐츠를 포함한 교육자원의 개

발에서 공유∙유통까지 프로세스상의 중복되는 작업을 줄이고, 학습효과에 시

간과 비용을 더 할애하여 질 높은 교육용 콘텐츠 및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교

육적 관점에서의 기대효과와 교육용 콘텐츠와 시스템의 재사용성 및 상호 운

용성 제고라는 기술적 관점에서의 기대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

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9).

  이러닝 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 차원 표준을 제정 지원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표준화 업무 전담기관인 기술표준원에서는 분야별 표준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정보

(이러닝) 분야(SC362))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각각 학술과 산업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표

준개발협력기관은 20명 내외의 민∙관∙산∙학전문가들이 표준개발위원으로 참여

하여 교육정보 분야국가표준 개발 및 심의를 하며, 개발된 표준(안)은 기술표

준원으로 제출되어 국가표준으로서 제정이 된다(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

술정보원, 2009).

<표 1-4> 이러닝 분야 국가 표준 제정 현황(2008년 까지)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9) 2009 교육정보화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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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러닝 기초이론 및 교수학습 방법

본 장에서는 이러닝 과정 개발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닝과 관련된 교육학 

이론 중에서 교수학습 이론의 심리적 기초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이러닝 과정 개발

본 단원에서는 과정 단위로 이러닝을 개발하는 절차와 각 단계별로 체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수요자 요구 분석

먼저 수요자 요구 분석 과정은 이러닝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타당성을 검토

하는 과정이다. 즉 개설하고자 하는 교육내용이 이러닝의 특징을 이용할 수 

있고 변화하고 있는 교육훈련 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단계이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표와 같은 내용을 체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개설하고자 하는 과정이 이러닝으로서 타당한 것인지 검토한 후

에 후속 작업 전개가 필요하다.

∘ 온라인 과정으로서 타당한 과정인가?

∘ 개설하고자 하는 온라인 과정이 기존 면대면 수업에 있는가?

∘ 유사한 이러닝 과정은 있는가? 

∘ 개설하고자 하는 이러닝 과정에 대해 수요자의 요구는 어느 정도인가?

∘ 정부 및 관련 부처에서 교육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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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습자 분석

이러닝 과정 개발의 타당성이 확보되었을 경우 해당 과정에서 요구하는 학

습자의 인지적인 수준이나 선수학습 능력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러닝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이 아니다. 가르치고자 하

는 대상이 분명이 정해져 있으며 교육훈련 목표도 명확히 정해져 있는 일련의 

교수학습 활동이다.

따라서 해당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선수학습 능력을 분석하는 

활동은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기본 지식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가

능하며 교육목표 수립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습자의 태

도, 이러닝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요구하는 학습 활동 등을 제공할 경우 이러

닝의 방향이 명확해 진다.

또한 학습자 분석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학습자를 모집하기 전에 샘플

링 조사를 통해 학습자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다.

학습자 분석 과정에서 해야 하는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선수학습 능력(출발점 행동 진단)

∘ 해당 과정 학습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소양 수준 안내

∘ 해당 과정 이수를 위해 요구되는 학습자의 태도 

∘ 학습자의 학습 활동 방향 안내

∘ 요구되는 사용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안내

 3) 교육 내용 분석

이 단계는 교육과정 세부 목차를 구성하고 교육 목표를 수립하는 활동이다.

이러닝 과정은 같은 수업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에 따라서 교육훈련 내용의 양과 수준은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이

러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 하는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교원연수 과정은 보통 1달에 30시간, 2달 동안 60시간 단

위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기업 이러닝은 8시간, 16시간(1달 기준), 32

시간 (2달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국내의 이러닝 기간은 해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수준이며 디지털 콘텐츠의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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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체적으로 교육 내용 분석 단계에서 체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학사 일정 상세화(오리엔테이션, 평가 및 과제 계획의 구체화)

∘ 학습자 수준과 교육목표를 고려한 교육과정 구성 

∘ 디지털 콘텐츠 구현 계획 완료

∘ 평가 내용 및 방법의 구체화

∘ 학습자 이수 및 탈락 기준 구체화

 4) 교수자 운영 계획 수립

이러닝에서도 교수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 하다. 교수학습에서 교수자는 이

러닝의 핵심적인 요소에 속한다. 이러닝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학습 활동

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교수자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교수자가 콘텐츠에 의존에서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게 되면 이러닝의 가치와 효율성은 매우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닝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교수자의 역할 정립을 구체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교수자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학습자 활동을 격려, 독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교수 전략 개발

∘ 학습자의 출석, 결석을 관리할 수 있는 교수자 행동 수립

∘ 학습 중에 나타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간단한 처치

∘ 토론의 중재 및 촉진과 프라이버시 관리

 5) 환경 및 비용 분석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교수자의 역할 분담을 상세화한 후에는 해당 과정을 

실제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비용 등을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콘텐츠화 한 후에 어떤 시스템에 탑재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은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또한 과정에 대한 수강비, 콘텐츠 및 교수자 운영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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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는 이러닝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인적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러닝 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체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개발 및 수행 과정에서의 인적 자원 체크

∘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체크

∘ 개발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조사

∘ 학습자의 이러닝 비용 조사 분석

2  교수학습의 이론적 기초

본 장에서는 학습자가 어떻게 지식, 기술을 습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

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은 어떻게 교수 학습을 전개해야 하

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은 학습자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어떻게 지식, 기술을 파악하는 원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이론은 행동주의, 정보처리, 구성주의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

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행동주의

행동주의에서 학습이란 특정한 외적 자극에 대해 학습자가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외적 자극이란 교육 훈련 내용보다는 주변적인 요소를 의미한

다. 이와 같은 외적 자극은 선행조치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행동

주의에서 교수활동이란 학생에게 적절한 선행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또한 학

습자의 행동이란 점진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자는 매우 미

세한 단계로 선행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행동주의는 학습 내용이 평이하며 학습자가 소극적일 때 적용을 고

려할 수 있다. 즉 교육훈련 내용이 비교적 손쉽고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활동

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행동주의에 기반한 교육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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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행동주의에 기반한 핵심적인 교수학습 전략은 다음과 같다.

∘ 학습자의 행동을 충분히 세분화

∘ 행동적 목표 진술과 학습자의 목표 달성은 관찰 가능한 가시적인 활동에 초점

∘ 주된 학습 내용은 사실, 지식을 안내하며 원리, 법칙을 이해 및 적용하는 형태

∘ 목표를 달성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힌트, 단서 제공

∘ 교수자와 운영자는 학습자를 자극하고 격려할 수 있는 다양한 상벌 정책 수립

 2) 정보처리

행동주의가 외적자극과 보상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언어학습 등 

추상적인 학습내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이지 않았다. 정보처리는 이에 대한 비

판으로 시작되었다. 

정보처리 관점은 외적자극 보다는 학습 내용의 내적구조에 중점을 둔다. 즉 

정보처리 관점에서 학습은 학습 내용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구조화하여 학습

자에게 제공할 때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교수자의 역할은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조화하여 학습자에게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습내용을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관련지어 그

림, 도표 등으로 도식화하거나 비유, 비교 등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정보처리 관점에서의 교수학습 전략은 다음과 같다.

∘ 학습 내용이 다소 많고 학습자가 다소 소극적인 상황

∘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설계 전략

∘ 간단하고 명확한 퀴즈 문항 제공

∘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상호작용 내용은 학습내용과 관련된 사

실, 원리, 법칙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집중함

 3) 구성주의

구성주의에서 학습이란 동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황맥락적인 환경에서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 하였다. 이

와 같은 관점에서 학습자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모습이 요구된다. 

또한 학습 내용은 사실, 원리, 법칙을 이해하는 수준 보다 원리, 법칙을 현실



Ⅱ. 이러닝 기초이론 및 교수학습 방법  27

에 적용하고 분석하는 수준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교수자는 학습자와 같이 토론 활동에 참여하여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성주의에 기반하여 이러닝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성인 학습자 학습에 보다 필요한 학습 이론

∘ 학습자의 선수학습 수준이 높고 학습태도가 적극적일 때 적용 고려

∘ 교수자와 학습자는 같은 동료 학습자로서 주기적인 토론 과정에 참여

∘ 학습과제 유형은 제작, 분석, 종합, 평가, 해석 등의 활동이 포함된 내용이 적합

∘ 스토리텔링과 협동학습 전략이 핵심적인 실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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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학습 방법

본 단원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의 대표적인 유형인 강의형과 학습자 중심 교

수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자 중심형은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학

습 등의 용어로 재진술될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은 매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큰 흐름은 위의 2가지 유형에서 출발한다고 전제할 수 있다. 그렇지만 

IT 기반 학습에서 IT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임형 수업도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장에서는 강의형과 문제해결학습형을 가지고 이러닝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강의형

강의형은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많은 내용을 빠르게 진행하는데 효과적

이다. 강의형에서 학습자는 수동적인 자세이며 교수자의 활동이 중요하다. 

강의형은 교수자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내용 전개, 효과적인 내용 

전달이 가능하지만 학습 내용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습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에 의하면, 학습 내용 수준이 높다는 점은 그 내용이 

분석, 종합, 평가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의형은 전체 교육훈련 과정 중에서는 전반부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강의형에 적합한 평가 방법으로는 선택형, 서술 단답형이 적합하다. 또

한 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강의형에 대한 평가는 지식, 이론을 얼마나 이해

하였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표준화 평가 방법이 효율적이다. 구체적으로 이

러닝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강의식 교수학습 방법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전체 교육과정 운영에서 콘텐츠를 이용한 학습 비중을 확대가능 함

∘ 교수자, 튜터의 역할은 학습자의 출석 체크 등의 관리와 통제에 집중

∘ 평가는 단답형, 집필 평가에 집중하기 때문에 평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관리

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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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제해결학습

문제해결학습은 프로젝트학습 또는 사례기반학습과 매우 유사한 교수학습 

방법이다. 문제해결학습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수준의 교육내용이 

요구된다. 학습자의 참여는 개별적일 수 있지만 그룹별로 참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문제해결학습은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구성원간에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

으로 과정 초기에 스토리텔링 형태의 문제 제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학습자에게 자신의 업무, 과제와 관련된 현실의 맥락적인 

문제상황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해결학습에 대한 평가는 선택형, 단답형 평가보다는 학습자의 

관찰, 보고서, 포트폴리오 등의 대안평가 방식이 효율적이다. 그렇지만 문제

해결학습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학습자의 지속적인 토론이나 과제 

수행 활동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형에 비

하여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닝에서 구현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교수학습 방법 전략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콘텐츠와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동등한 비중으로 구성하거나 교

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비중을 보다 강화하는 전략 요구됨

∘ 교수자, 튜터의 역할은 통제와 관리의 성격보다 학습 또는 온라인 토론을 격려

하고 질적 평가 결과를 이수 성적에 반영하는 활동에 촛점

∘ 평가는 완성된 학습결과물, 온라인 토론 참여 방법 및 수준에 대한 관찰 평가, 

동료간의 상호 평가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짐

 3) 게임형 교수학습

게임형은 교수학습에서 게임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도전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점수화하여 달성해 나가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이다. 

성인학습자에게 게임형 교수학습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비교적 

간단하고 지루한 학습 내용의 전개, 청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러닝을 수행할 

경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닝이 정보통신기술 기반에서 이루

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에 게임을 구현하고 그것을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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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 따라서 게임형 교수학습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

하다.

그렇지만 게임형 교수학습은 문제해결학습과 같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게임형 교수학습의 전개 시기는 낮은 학습 수준, 많은 내용의 지루한 

학습 내용, 비교적 충분한 시간이 갖추어져 있을 때 전개할 수 있다.

∘ 다소 지루한 학습 내용 전개시 운영 필요

∘ 그룹간 또는 개인간 경쟁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 시간이 많이 소모될 수 있음

3  이러닝 이슈

본 단원에서는 이러닝과 관련된 쟁점이나 최근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본 교재에서는 표준화와 모바일 러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표준화(KERIS, 2002)

   ∙ 이러닝 표준화 개념 및 역사

이러닝에서 표준화란 학습 컨텐츠와 플랫폼을 어느 환경에서든지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이러닝 컨텐츠, 시스템을 일정한 원칙 또는 미리 정해진 약

속에 따라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닝에서 다양하며 좋은 품질의 컨텐츠가 제작되고 그 컨텐츠가 어떤 

LMS이든지 간에 사용되게 하려면 서로간의 약속, 즉 표준이 필요하다. 그리

고 이러한 표준의 사용은 이러닝 시스템 업체, 컨텐츠 개발자, 그리고 학습자 

모두에게 효율성과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것이다(KERIS, 2002). 

이러닝 표준화는 미국의 항공산업 분야의 표준화 그룹인 AICC(Aviation 

Industry CBT Committee)에서 최초로 시도되었으며 1996년 이후에는 웹 환

경의 확산과 함께 항공분야를 벗어나 일반적인 필요성이 인식되어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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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SC(Learning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와 IMS Project와 같은 여

러 표준화 컨소시엄과 기구들이 이러닝의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1997년에는 미국 국방부와 백악관 과학기술부, 그리고 노동부와 같은 기관들

이 ADL (Advanced Distributed Learning)을 발족시켜 컨텐츠의 재사용성과 

개개인에 대한 최적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닝에서 표준화 분야는 컨텐츠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스템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본 교재에서는 컨텐츠 표준화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컨텐츠 표준화를 위해서 컨텐츠는 하나 하나가 검색과 상호 작용이 가능하

게 하기 위해서 작은 학습 단위로 구분을 하는데 이를 학습 객체 (Learning 

Objects)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학습개체 단위로 개발된 컨텐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장점 내역 설명

Reusability(재사용성) 학습객체(또는 코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재사용

Accessibility(접근성) 
메타데이터가 부여되고 이를 통하여 쉽게 검색되고 

사용가능

Interoperability(상호

연동성, 호환성) 

표준을 지원하는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도 학습 

컨텐츠가 잘 작동하여 공유 가능

Durability(내구성) 
한번 개발된 컨텐츠는 새로운 기술과 버전의 등장, 

혹은 새로운 LMS가 나와도 지속 사용 가능

   ∙ 학습 개체(Learning Object) 특징

일반적으로 학습객체(LO)는 교수/학습 목표, 학습 자료, 학습전략과 학습활

동, 평가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단위로 결정된다. 

그리고 학습 개체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객체의 형태는 디지털 혹은 전자적 형태이며, 

둘째 그 크기는 작게는 하나의 미디어 파일일 수도 있고 크게는 하나의 코

스일 수도 있으며, 

셋째 명확한 교수/학습적 목표를 가진 독립적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컨텐츠 

조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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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메타 데이터로 태그가 되어있고 저장소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사용자

들이 웹 기반 환경에서 쉽게 검색하여 다른 객체들과 통합하여 코스를 구성하

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통 학습개체의 크기는 15분에서 30분 단위로 권고된다. 일반적으로 학습

개체 단위는 명확한 하나의 교수/학습 목표를 가진 독립적이고 다른 맥락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단위의 크기를 말하고 있다. 

또한 학습 개체에는 메타 데이터가 삽입되어 학습 개체 자체에 대한 설명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검색되고 추적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

습객체는 국제표준규약 가이드라인에 의한 XML 메타 데이터로 태그가 되어 

있다. 이들 메타 태그들은 repositories(저장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때 원

하는 학습객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모바일 러닝

정보통신기술 이전의 온라인 교육은 이러닝이라고 불리워지기 보다 원격교

육, 원격 학습이란 용어를 사용해 왔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닝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며 국내

에서도 이러닝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원격 교육이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단말기의 소형화와 무선네트워크의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이러닝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M러닝 또는 모바일 러닝이라고 일컫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모바일 러닝의 중요한 특징은 모바일 단말기의 특징과 같이 한다. 

모바일 단말기의 중요한 특징은 개인화, 소형화 기기라는 점이다. 데스크톱 

PC의 경우 개인이 사용하더라도 접근 환경이 고정적이며 단말기 사이즈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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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큰 수준이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이러닝의 모습은 접근성이 강화된 점과 콘텐츠 중심의 

이러닝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7인치 화면의 모바일 기기는 일정부분 컨텐츠를 커버할 수 있지만 그 이하 

화면 사이즈에서 이러닝 콘텐츠를 사용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 

특히 모바일 기기를 위한 컨텐츠를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러닝 운영 기관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이러닝 접속은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중심 전략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의 이해Ⅲ

           

1. 지식정보화 시대의 저작권

2. 저작권의 보호 대상

3.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4.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 I

5.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 II

l 문무상 책임연구원 K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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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저작권의 이해

1  지식정보화 시대의 저작권

  우리는 요즘 매스컴을 통하여 저작권 관련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저작

권이 새로운 기술처럼 어느 날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

치 과거에는 없던 제도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처럼 연일 기사화 된다. 과거에

도 저작권 분쟁과 이를 조정하고 처벌하기 위한 저작권법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야 왜 저작권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가 간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될까? 그것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저작권이 갖고 있는 무한한 경제적 가치가 

주요 원인일 것이다. 우리는 흔히 21세기 사회를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

식을 창출하는 지식기반사회’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

으로서 ‘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세계 산업시장 구조를 보

면 전통적인 가전시장이 약 2,600억 달러인데 비하여, 지식기반의 문화 콘텐

츠 시장이 7,000억 달러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미 우리가 생각하

는 것보다 지식기반 산업이 사회 전반에 깊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식기반 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 제고와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신문‧방송을 

통해 접하는 저작권 사건‧사고 등은 아직 우리 사회가 저작권의 인식 전환과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함을 반증한다. 그동안 우리는 IT 강국이라는 타이

틀에 걸맞게 그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지식정보 사회로 전환하였다. 정부 주

도의 ‘국가정보화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정보화발전방안’이 수립되어 다양한 정책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

나 지나친 정보화의 저변확대 노력과 목표 지향적 성과 관리는 ‘저작권’이라는 

새로운 부작용을 낳으며 지식정보 사회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과거 전통적인 산업구조에서의 ‘저작권 문제’가 윤리적 관점에서 해결될 

수 있었다면, 지식정보 사회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국가 간의 무역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어 국제기구를 통하여 협약(베른조약)으로 이를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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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얼마 전 해외보도에 따르면 우리

나라가 “IT 활용 국가별 평가 점수에서 10위”, “국가별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23위” 등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극히 낮은 평가를 받았

다. 국내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통계지만 “2007년 이러닝 시장의 

30% 이상이 저작권 침해가 예상되어 약 1조6천억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

다.”는 보도 자료를 볼 수 있다. 실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교육정보화 사업은 어느 산업보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중요시 

된다. 교육정보화 사업은 특성상 기존의 교육방식 보다 다양하고 많은 저작물

을 사용하고 있어, 자칫 저작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이

를 수반한 사업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의 기획부터 개

발․서비스 등의 모든 프로세스에 저작권 관리와 모니터링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의 특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과도한 저작권의 

보호는 효과적인 정보의 활용을 제한하며, 반대로 저작권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지식의 창조적인 생산 활동을 막는다. 그런 면에서 지식정보 사회는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촉진 어느 한쪽도 기울임이 없어야 하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올바른 이해, 지속적인  관리 등을 통해서 가능해질 것이

다. 가치 있는 정보자원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회, 그런 사회만이 창조적인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2  저작권의 보호 대상

 1) 구성 요건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객체인 ‘저작물’이 우선 존재해야 한

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2)”로 

정의하고 있어, 저작자의 전문적 지식과 저작물의 작품성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의미를 “文學·學術 또는 

藝術의 범위에 속하는 創作物3)”로 정의하여 전문가의 창작물만 저작권 보호

2) 2006.12.28 개정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3) 1986.12.31 ~ 2006.12.28,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호 著作物 : 文學·學術 또는 藝術의 

범위에 속하는 創作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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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창작물’, ‘표현’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림 2-1] 저작물이 되기 위한 구성 요건

   인간의 사상과 감정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이어야 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물

의 도덕성, 윤리성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 (중략) …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4)한 바 있

다. 사상 또는 감정은 철학적이거나 전문적인 개념이 아닌 단순한 인간의 생

각이나 감정 정도의 의미까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한계는 있다. 불필요한 저작물의 보호는 오히려 사회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

어 우리 법원에서는 사회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창작물에 한하여 저

작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사상 또는 감정의 주체는 ‘인간’이어

야 한다. 동물의 작품․실연, 인공 지능을 갖은 컴퓨터, 로봇 등의 저작물은 인

정하지 않아 저작권보호를 받지 못한다. 

   창작성

  저작물은 창작되어야 한다. 타인의 것을 모방하거나 표절하는 것은 저작물

로 인정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저작권 분쟁의 대부분은 

4)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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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창작’하였고 누가 ‘표절’했는지 문제를 푸는 것으로 귀결된다. 더구나 음

악 같은 저작물은 표절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시비(是非)를 가리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같은 장르에 비슷한 주제로 음악을 작곡․작사하고 연주하다 

보면 의도적으로 표절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 특허법처럼 음악을 먼저 제작한 사람에게만 저작권을 부여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작권 침해가 두려워서 더 이상의 작곡․작사는 제작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작권 분쟁으로 음악 시장은 크게 혼란스러워 질 것이

다. 이에, 저작권법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등의 산업재산권과 같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물의 ‘신규성’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다. 설사 기존에 

이미 유사한 것이 있더라도 모방하지 않고 창작하였음이 인정되면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을 들여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모두 저작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창작 없이 전화번호, 열

차 시간표 등의 정보를 단순히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

는다. 우리 대법원은 창작성과 독창성을 크게 구분하지는 않지만 저작물의 특

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을 주기도 한다. 서체 디자인에 대

해서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판시5)한 반면 컴퓨터 폰

트에 대해서는 디지털화 하는 과정에서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과 창의적 개성

이 포함되었다”고 판시6) 한 바 있다.

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6264 판결

‘두리두리’라는 한글교육교재는 그 소재인 글자교육카드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

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편집저작물로 볼 수 없고, 위 한글교육교재가 채택하

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표현성

  저작물은 표현되어야 한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외부로 ‘표

현’한 것이어야 한다. 표현되지 아니한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표현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글, 그림, 소리, 영상 등을 통해 외부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으면 된다. 사상과 감정이 단순히 창작자의 내부에만 있

5) 대법원 1996. 8.23. 선고 94누5632 판결

6) 대법원 2001. 5.15. 선고 98도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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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나중에 이를 증명하기 어렵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본인이 창작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공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표현이 고정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표현되었다고 모두 저작물로 인정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원은 그 저작물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을 한정하여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단순히 특별한 

노력 없이 표현된 아이디어와 오직 그 표현방법 외에는 달리 효과적으로 표현

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은 사용되는 표현 방법에 따라 어문, 음악, 사진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유형을 다음 표와 같이 예시7)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열거한 저작물 유형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으로 

여기에 속하지 않는 형태라고 해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

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저작물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으므로 저

작물 유형을 제한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과 같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유형의 

글 또는 말로 표현된 저작물이다. 그러다 보니 쉽게 저작권 위험에 노출되며 

피해사례도 가장 많다. 암호, 점자, 속기기호의 표현 방식에 의한 표현물과 

경연, 축사 등과 같이 구술에 의한 저작물도 포함된다. 최근에는 방송국의 드

라마, 대학교의 연구논문 등의 표절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에

는 문예‧학술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8)’가 있다.

7) 저작권법 제4조, 제5조, 제6조

8) 중・고등학교 국어와 문학 기타 교과서에 게재된 원저작물과 참고서, 대학입학 시험문제 등

의 저작권이용료를 총괄 징수하여 권리자인 관련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저작권 위탁관리 단

체(교과서 저작물의 70%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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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종류

어 문 소  설 시 논문‧텍스트 강연‧연설 각  본 매뉴얼

음 악 가요‧가곡 관현악‧기악 창  극 오페라 - 편  곡

연 극 연  극 무언극 무용극 창  극 오페라  

미 술 회  화 서  예 디자인
조소‧

조각‧판화
공  예 캐릭터

건 축 설계도 모  형 건축물   - - 

사 진 초상사진 광고사진 기록사진 예술사진 - - 

영 상 영  화
방송, 

프로그램
뮤직비디오 게  임 광  고 애니메이션

도 형 지  도 도  표 설계도 약  도 모  형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게임

프로그램
 - - - 

2차적

저작물
번  역 편  곡 각  색 시나리오 영상저작물

디지털

콘텐츠

편 집

저작물
백과사전

독창적

전화번호부

팜플렛‧
브로슈어

데이터

베이스

홈페이지

(웹디자인)
광  고

<표 2-1> 저작물 종류

   음악저작물

  음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로 리듬, 멜로디, 화음, 악곡과 이에 수반되는 

가사 등으로 악보에 고정되지 않은 즉흥곡 등도 음악저작물에 해당 된다. 단, 

악보는 음악을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아 음악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 유명한 

클래식 또는 오래된 가요 같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이미 작곡자는 사망하여 저작

권이 만료 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그들의 곡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 

곡을 다시 기획‧연주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국내 저작권법은 

이들을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은 저작자의 저작

권이 만료되었더라도 저작인접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의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가 있다.

   연극저작물

  연극저작물은 연극, 무용 또는 무언극 등과 같이 동작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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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즉흥연기나 즉흥무용도 연극저작물에 해당 된다. 뮤직컬과 같은 종합예술

의 희곡(대본)은 어문저작물에 속하며, 연기‧안무 등의 실연9)은 연극저작물, 

노래는 음악저작물에 해당 된다. 발레와 같은 안무가 연극저작물로 저작권 보

호를 받지만 피겨스케이트와 같은 스포츠의 안무는 아직 연극저작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미술저작물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등으로 만들어

진 저작물은 미술저작물에 해당 된다. 여기서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동일한 형

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국내 저작권법은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술저작물도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미적 수준을 요구

하지는 않아, 학생의 미술저작물도 저작물로 보호된다.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이 건축저작물에 해당 된다. 

건축물의 창문, 문 등과 같은 일반화된 개별 구성요소들은 건축저작물로서 보

호를 받지 못하며, 공간과 각종 구성요소의 배치와 조합을 포함한 전체적인 

디자인은 저작물로써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흔히 일반

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건축 디자인까지 저작물로 보호하지는 않는다.

   사진저작물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하는 저작물 등이 사진

저작물에 해당 된다. 과거에는 사진의 의미를 ‘기계적 조작에 의해 사물을 복

사하는 정도로 인식되어 저작물’로써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인색했지만, 최근

에는 같은 피사체의 사진이라도 그림저작물과 같이 촬영자의 주관적 사상과 

감정을 카메라의 앵글, 노출 등으로 담아 사진을 제작했다면 창작성을 인정하

고 있다. 하지만 단순 제품사진, 증명사진 등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진관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가족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면 저작권은 누구에

게 있을까? 저작권은 사진의뢰자가 아닌 촬영자에게 있다. 사진의뢰자는 단지 

9) 저작권법 제2조4항 :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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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소유할 수 있을 뿐이다. 쉽게 이해가 가지 않으면 사진작가의 예를 들

면 이해할 수 있다. 유명 사진작가가 모델을 촬영했다고 저작권을 모델에게 

주면 누가 사진 작품사진을 촬영하겠는가? 모델 역시 당장은 저작권을 갖게 

되어 좋겠지만 더 이상 모델을 상대로 촬영하고자 하는 작가는 없을 것이다. 

사진관의 기념촬영 사진도 같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작가

의 사진촬영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자가 갖도록 규정10)

하고 있다. 다만 사진가가 임의로 사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사진 

의뢰자는 ‘초상권’을 갖는다. 

서울지법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소설 이휘소"에서 핵물리학자인 이휘소 유족의 동의 없이 가족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행위는 유족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나, 이휘소가 우리 사회의 공인이 되

었고, 또한 그가 사망한 지 이미 18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를 모델로 하여 이휘소

라는 실명을 사용하여 창작된 소설에서 이휘소의 개인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소

설이 이휘소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

   영상저작물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을 영상저작물이라고 한다. 사진저작물

과 같이 창작성 없는 단순한 녹화물은 영상저작물로 보지 않는다. 실연되는 

연극을 단순히 비디오로 녹화한다면 단지 연극의 녹화물이며, 전문적인 영상

기법으로 촬영한 녹화물 이어야 영상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영화의 한 장

면과 같이 정지된 화상을 별도로 이용하는 경우 사진저작물에 해당 된다.

   도형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이 도형저작물에 해당된다. 단, 지도와 같이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축적으로 약속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

적으로 표현한 것은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표현과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

를 판단11)하여야 한다.

10) 구 재정경제부 2004.10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

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의 원판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

이 없는 경우에는 필림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

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사진원판

의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기간은 1년이다.

11) 대법원 2003.10.9 선고 2001다5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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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를 통하여 특정한 목적을 취하기 위해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구성

된 프로그램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고 한다.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한다. 2차적저작물은 기존 원저작물과 비교하여 내용이 

유사함과 동시에 새로운 창작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원저작물에서 단

순히 아이디어만 사용할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이 아닌 새로운 저작물로 본다.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2차적저작물은 성립되지만, 이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저작자의 사용 동의를 필요하다.

   편집저작물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소재 등의 집합물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부여된 것을 편집저작물이라고 한다. 데이터베이

스 역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저작

물에 해당된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학습 콘텐츠는 어문, 음원, 사진, 영상 등

의 다양한 저작물을 사용한 편집저작물로 볼 수 있다.

[그림 2-2] 학습 콘텐츠에 사용된 저작물 유형

*출처 : 박정호, 교육정보 활용을 위한 저작권 2007. 12. 21, K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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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우리나라는 산업·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지적 활동으로 형성된 재산적 권

리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저작권, 기타 권리 등으로 나누어 개별 법률

을 두고 있다. 산업재산권은 저작권과는 달리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권리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의 권리로 다

시 분류된다. 저작권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 하는 

반면,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용신안권은 특허와 같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

을 도모함으로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디자인권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상표권은 자신의 상품을 타

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한 상표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 예컨대 기호․문자․도
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

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기술 또는 디자인의 내용이 종래의 선행 기술 또는 

디자인에 비추어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신규성’과 발명의 

목적·효과·구성이 선행기술 보다 진보되어야 한다는 ‘진보성’을 요구한다. 그

렇기 때문에 이들 권리는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디어나 방법 등을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 권리는 저작권과는 달리 해당 기관에 등록 절차를 통해서

만이 권리가 부여된다.

  이에 반해 저작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의 것을 모방하거나 베끼

지 않고 창작성(originality, creativity)만 있으면 보호되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자 하는 저작물이 기존의 것보다 새로울 필요도 없으며, 우연의 일치에 의하

여 같거나 유사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또한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

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완료됨과 동시에 발생하며,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별도의 등록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며,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과는 달리 양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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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지적재산권 분류

 1) 저작인격권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

(一身專屬)적인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의 권리 이전은 불가능하며 저작자의 

사망과 함께 저작인격권은 소멸된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사망

했더라도 그의 인격적 침해가 될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

하지 않는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

해할 수 없다12).

대법원 1995.10.2. 자 94마2217 결정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

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

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전

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에 관하

여 그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소위 귀속권)가 있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자기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성명, 칭호를 변경하거나 은닉하는 것은 고의, 과실

을 불문하고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고 할 것이다

12)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1항 내지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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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공표는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공중에

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

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

다. 또한 정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13)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지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용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4) 

저작자의 표시는 저작물의 원본, 복제물, 공표 매체에 가능 하다.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공연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공연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

[그림 2-4] 저작권 종류

13)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 내지 제4항

14)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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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7.8. 선고 80다1192 판결

구 저작권법 제14조 (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저

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재산적 권리에 관계없이 또한 그 권리의 이전 후에 있어서도

그 저적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고, 이는 저작자가 저작자로

서의 인격권에 터잡아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

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므로 저작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가공의 이름을 표시하여 그 저작물을 무단복제

한 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귀속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

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국민학교 6학년 재학 중인 원고가 창작하여

1980.11.15. 공표한 "내가 찾을 할아버지의 고향"이라는 제목의 산문 중 제목을 "찾

아야 할 고향"으로 고치고 지은이를 "3학년 4반 황정아"라고 새로이 써넣었으며 "매

년"을 "해마다"로 고치는 등 내용의 일부문구를 수정하여 국민학교 3학년 2학기 국

어교과서에 싣고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이를 인쇄하여 학생들에게 발행, 공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문교부가 위 산문의 지은이를 가공의 이름인 황정아로 표시한

이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교육정책상의 목적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

로는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귀속권을 침해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교과서의 편집을 지휘감독하고 그 내용을 최종

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그 산하문교부 소속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

한 위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과 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

작자의 동의 없이는 저작물의 변형을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지나친 보호

는 저작물의 정상적 이용을 제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이 

학교교육 목적상, 건축물의 변형 등에서는 동일성유지권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①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②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③ 다른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변경

  ④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경

  ⑤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 이용 목적과 형태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

되는 변경

     - 지면의 제약 또는 예산상의 이유로 학교 신문 또는 문예지 원고의 일

부를 삭제하거나 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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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사진저작물의 트리밍(trimming), 조각 등의 수선·위치변경, 철거,  

증·개축, 용도 변경, 꼴라쥬·몽타쥬

     - 영상저작물의 편성시간 상 영상물 일부의 삭제 방영

     - 음악저작물의 샘플링

 2)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본인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재산권이다. 이에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는 달리 권리 일부만의 분리 양도와 이전이 가능 

하며, 저작물의 이용 형태 및 방법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

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나뉜다. 

   복제권

  저작자는 저작물 복제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복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

장 많이 접하는 저작물 이용 방법으로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등이 이

에 속한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승인 없이 복제(이용)할 수 없으며, 복사기를 

통한 책 복사, 테이프·컴퓨터·CD 등의 음원 복사, 모형·도면에 의한 건축물 

시공 등 저작물의 특성과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복제권은 원저작물

을 변형 없이 복제하는 것으로, 복제시 변형은 동일성유지권을 갖고 있는 저

작자에게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원 저작물과 유사성이 존재하는 변형 복사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질 수 있다.

   공연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공연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

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가족과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

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

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

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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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중 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

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

중송신은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을 포함하는 개념의 권리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권리이다. ‘방송’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전송’은 공중의 구성원

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

여 개시되는 웹캐스팅 방송의 인터넷방송과 같은 디지털음성송신이다.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미

술저작물은 미술, 사진, 건축 저작물을 의미하며, 저작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갖는다. 전시권은 공

중을 위한 전시로 가정과 이에 준하는 한정된 곳의 전시는 포함되지 않는 것

으로 본다.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

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배포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이 무형적 제공이라

면, 배포는 공중에게 유형적으로 제공하는 배타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다

만, 국내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배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후 다시 팔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리자에게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권리소진의 원칙·최

초판매의 원칙 적용)

   대여권

  저작자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정당한 거래에 의해 양도 또는 대여가 된 경우

에는 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라 배포권이 상실된다. 그러나 판매용 음반 시장과 

같은 대여사업이 성행되면서 권리소진 원칙으로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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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여권을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음반

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여권을 부여15)하면서도 정작 많이 활용되는 

만화, 비디오 등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대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

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문자, 음원, 영상 등의 저작물

을 이용한 편집저작물과는 구분된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자가 본인의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이를 

통해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4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 I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

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저작권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권리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라는 2가지의 상반된 목적을 갖는 것이다. 실제 

국내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권리 정의와 함께 내용의 상당 부분을 ‘저작재산권

의 제한’으로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다(저작재산권 제한은 다소 어렵게 이해 

될 수 있으나, 이를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용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

작물 요건’으로 해설 할 수 있다). 이는 지나친 저작권 보호는 오히려 사회의 

문화발전과 산업 발전에 해가 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저작물을 먼저 이해하고 관련 조항을 찾아본다면 이

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말한다면 저작재산권 제한 

요건 사항이 아니라면 모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저작재

산권의 제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5) 저작권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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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인용(引用)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넣

어 설명하는 데 쓰는 것”이다. 남의 저작물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

의 저작물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신의 저작물이 없는 상태에서 

남의 저작물들을 발췌하는 것은 인용이 아니라 무단 이용 행위다. 법적인 의

미에서 인용은 보다 구체적이고 협소하다. 우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적법한 인용으로 간주한다. 인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창작 활동에서 많

이 이용하는 저작물 사용 방법이다. 특히 교육·연구·보도 등의 목적을 위한 타

인의 ‘글’인용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인용 중에는 적법하지 

않은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어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인용의 범주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된 저작물은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공표란 저작물이 공연․방송․전송․전시 등의 방법이나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에 공개하는 것16)을 말한다.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구 몇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한 것은 공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보도․비평․
교육․연구 등의 목적이어야 한다. 연예․오락․광고 등의 목적을 위한 인용은 허

용되지 않는다. 우리 법원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인 아닌 방송프로그램에

서의 인용을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17). 셋째,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인용저작물이 주(主)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

(從)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18) 또한 피인용저작물의 분량은 필요한 최소 

한도여야 한다. 사용된 저작물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

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16) 저작권법 제2조 25항

17) 서울남부지법 2008.6.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손해배상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

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구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한 공

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8)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손해배상

우리 법원은, 월간지에 상업용 사진저작물을 게재하자 사진저작권자가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한 사건에서,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보도, 비평 등을 위한 인용의 요건 중 하나인 “정

당한 범위”에 들기 위하여서는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

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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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우리는 개인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시에는 ‘인용’보다 좀 더 이용허

락이 확대된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바로 ‘사적 

이용’ 복제가 그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

에는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개인과 가정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저작물

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일일이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부담

과 실제 권리자 이익의 침해가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하지만 개

인이라도 공중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복사기기에 의해 다량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사적이용 범위로 보지 않는다.

 3)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우리 저작권법은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

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시사보도를 위한 방송 중 

불가피하게 이용되는 저작물을 일일이 저작자의 이용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뉴스방송을 위해 놀이공원 촬영 시 공원의 배경음

악과 사진, 공연 등이 함께 촬영될 경우 일일이 저작자를 찾아가 이용허락을 

받는 다면 정상적인 뉴스방송이 어려울 것이다. 이에 저작권법에서는 시사보

도라는 한정된 목적과 정당한 범위에서 저작물의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

신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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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자 하는 저작물과 그 이용방식의 결정

이

용

-구체적으로 어떤 저작물을 활용할 것인가?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복제, 공연, 전시, 전송 등) 활용할 것인

가?


그 저작물이 보호되는 것인지 확인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가?
NO

➡

 YES

저작물의 제한적 이용에 해당하는지 확인

YES

➡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학교 교육목적 등의 이용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시사 및 사실적인 기사의 이용

- 미술저작물의 등의 전시, 복제

- 재판, 행정, 정치적 목적의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인 녹음, 녹화

-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저작물

 NO

저작권 이용허락 협의

-저작권자와의 직접 협의

-저작권 위탁관리업체를 통한 이용허락

․신탁관리단체를 통한 이용허락

․대리중개업체를 통한 이용허락

➡

[그림 2-5] 저작물 이용을 위한 절차

*출처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교사를 위한 저작권 2006 임원선

 4)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저작권법을 잘 몰라도 ‘신문의 기사는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인터넷에 서비

스되는 관심 분야의 기사 전문(全文)을 열심히 복사해서 카페․블로그 등의 게

시판에 탑재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회사, 학교 홈페이지 등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 저작권법은 신문의 기사도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다만,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신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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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 아닌 방송 및 그밖에 이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 하며, 신문․뉴스통신 

목적이라도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5) 미술저작물의 등의 전시, 복제

  미술저작물은 소유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그 저작물을 전시할 수 

있지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

하는 경우에는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의 전시‧복제가 가능하다19). 다만, 건축

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와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판매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은 전시‧복제가 불가능 하다. 미술저작물은 다른 저작물과는 

달리 소유권과 저작권이 분리되는 상황이 많아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지나치

게 저작권자를 보호하면 소유권자의 권익이 제한되어 저작물의 가치가 절하될 

수 있기에 우리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제한으로 소유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6) 재판절차와 정치 연설 등의 이용

  재판절차 또는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

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

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 

이는 재판의 과정에서 필요한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저작자가 이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이다. 따

라서 이 규정은 판사, 검사, 피고, 변호인, 감정인 등 재판절차에 관여하는 사

람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다21). 또한 입법이나 행정 목적으로 법안이나 조례 

등을 입안하거나 심의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개적인 정치적 연설과 법정·국회,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

한 내용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당초 저작물의 목적이 공

중에 널리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9) 저작권법 제35조 1항

20) 저작권법 제23조

21)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저작권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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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저작물의 공연‧방송 등은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 보

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저작권법은 비영리의 경우 공표된 저

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청중이나 관중으

로 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재생까지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학교에서 학교수업목적과 관계없이 운동회‧점심시간의 음악 재생, 수업시

간 이후에 비디오 상영 등이 해당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저작권 제한은 

자칫 저작권자의 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비영

리의 정당한 이용이라도 발행 6개월이 되지 않은 판매용 음반, 영상저작물 등

은 공연‧방송이 불가능하다.

  또한 다음의 시설에서는 판매용 음반 혹은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공연하지 

못한다.

  ① 단란주점, 유흥주점, 기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이외의 영업소에서 감상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경우

  ② 경마장․경륜장․경정장

  ③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전문체육시설

  ④ 여객용 항공기․여객용 선박․여객용 열차

  ⑤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유원시설

  ⑥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⑦ 숙박업소․목욕장

 8)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우리는 복사기의 보급과 함께 도서관에서 도서 복사를 불편 없이 이용한다. 

더욱이 요즘은 도서관에서 디지털 형태로 복제 기능까지 제공하며 정보사회에 

걸 맞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도서의 디지털 복제 등의 허용은 

자칫 저작권자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책임과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이에 국내 저작권법은 도서관 도서 복제의 범위와 

용도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사례이다.



Ⅱ. 이러닝 기초이론 및 교수학습 방법  57

  ① 조사·연구 목적의 공표된 도서 일부분을 1인 1부 복제

  ②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한 복제

  ③ 절판 등의 이유로 다른 도서관에 도서 보존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복제

  ④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당 도서관 또는 다른 도서관의 도서 복제 및 전송

[그림 2-6] 도서관 등에서 도서 등을 복제․전송 방법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정책 신은향 2007

  그러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디지털로 복제‧전송은 

도서가 디지털 형태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며, 디지털로 복제‧전송시에는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지급과 복제방지 조치를 해야 한

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비 판매의 도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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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우리 저작권법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배

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상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리증진 시설

에 한하며, 그 시설에서는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 점자 등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자의 통상적인 저작물 이용행위가 아니므로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할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10) 방송사업자의 일시적인 녹음, 녹화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위하여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

다. 이는 대부분의 방송이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을 하는 특성을 고려한 저

작권제한으로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11)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권은 다른 유형의 소유권과는 달리 보호 기간이 있다. 백화점에서 돈을 

지불하고 전자제품을 구입했다면, 구입자가 그 제품을 버리기 전까지는 소유

권을 지속적으로 갖는다. 하지만 저작권은 그렇지 않다. 특별한 규정을 제외

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만 저작권을 보호한다. 만약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저작권이 존재할 것이며, 권리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일반적인 유형의 재화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듯이 저작권도 보

호기간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창작에 따른 저작물이라도 완전히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보기 보다는, 기존의 것을 학습하고 참고하며 응용한 것

이므로 일정 기간 이후에는 사회에 그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이에 국내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이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① 원칙 :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50년

  ②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③ 업무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④ 영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⑤ 프로그램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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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동저작물 :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

  ⑦ 보호기간의 기산(起算) :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

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

5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 II

  교육은 미래 사회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의 주요 과제 중 하

나로, 사회의 공익성이 매우 크다. 특히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사업의 

수혜자는 사회 일부가 아닌 국민 대 다수로, 교육목적의 저작재산권 제한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교육은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이

것을 일일이 허락 받고 수업에 사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학교는 이

용허락을 받고 사용하기 위해 저작권료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저작자

를 일일이 찾아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예산이 

없다면 교사가 수업시간에 수업을 하기 위한 자료(시, 수필, 소설, 사진, 그

림, 노래 등)를 직접 제작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교사 채용시에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는 교사를 찾는데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학교

수업을 위해서 밤낮 없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으러 돌아 다

녀야 한다. 결국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국내 저작권

법은 학교의 수업 정상화를 위하여 두 가지의 저작재산권 제한을 두고 있다. 

먼저 초·중등학교 이하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서에는 저작물을 이용허락 

없이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학교의 수업 또는 지

원을 위해 사용하는 저작물의 복제·방송·공연·전송·배포를 허용 하였다. 이 두 

가지는 몇 가지의 제한 요건을 갖고 있어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사용 방법이 

필요하다. 

 1) 저작물의 교과서 게재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허락 없이 게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가끔 잘못 해석되어 엉뚱하

게 오해를 낳는 경우가 있다. 교과서는 누구나 이용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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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교과서의 저작권 역시 국가에게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는 교과서를 제작하는 개발자를 

위한 것이지, 교과서의 사용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 동법 제25조 제1항은 교

과서를 처음 기획하여 제작할 때 교과서 안에 사용되는 지문, 그림, 사진 등

의 저작물을 이용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여러 과목의 교과서를 제작할 때마다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아야한

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예를 든다면 국어교과서의 시 또는 수필, 미술 교과서

의 명화, 음악교과서의 악보, 과학교과서의 천체사진 등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교과서를 제작하기 위하여 이러한 요소 자료들을 모두 창작하거나 이용허

락을 받고 교과서에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제작

을 위해 이용허락 없이 교과서에 사용된 요소 자료들은 당초 교과서의 사용 

목적에 맞도록 이용허락이 제한되어야 하며, 본래 교과서의 이용목적과 달리 

사용 시에는 저작자의 이용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의 교과서는 제작 

방법과 저작권자에 따라 국정·검정·인정22) 교과서로 분리된다. 국정과 검정은 

국가 계획에 따라 사전에 교과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제작되어 다수의 학교에

서 사용되는 반면, 인정교과서는 기존 도서를 인정받는 제도로 한정된 지역에

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인정교과서가 저작재산권 

제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는 다소 견해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기반의 원격 수업이 활성화 되면서 교과서의 형태도 다양

해지며, 디지털교과서(digital textbook)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는 특성상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와는 달리 많은 요소 자료를 사용한다. 

기존의 음악교과서가 악보만 사용했다면 디지털교과서에는 악보를 직접 연주

한 음원이 사용될 것이며, 사진자료에는 동영상과 음향 등이 추가 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는 교과서에 인터넷 접속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기능 등이 추가

되어, 기존 서책형교과서의 기준으로 저작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맞는 저작권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22) 국가(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만든 교과서는 국정교과서(1종교과서), 민간 출판사에서 학교의 

교과서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제작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를 검

정교과서(2종교과서)라고 함. 그 외에 각 지역의 교육감이 승인한 교과서가 있는데 이것을 

인정교과서라고 함. 초등학교 대부분의 과목 교과서와 중고등학교의 국가 검인이 필요한 

과목(예를 들면 국어, 국사, 교련, 도덕, 정치, 경제, 사회 등), 배우는 학생 수가 적어서 민

간이 제작하기 어려운 과목 교과서(예: 아랍어), 실업계 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의 전문 과

목 교과서 등은 국가가 직접 교과서를 제작함. 중고등학교 대부분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이

며, 인정 교과서는 전국 공통 교과서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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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사용

  저작권법 제25조제1항이 초․중등학교 교과서 제작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이라면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은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조치이

다. 학교에서는 교과서 이외에 교사가 준비한 수업자료를 사용하여 학생들에

게 수업을 한다. 과거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는 수업자료를 제작하

기 위해 교과서 외에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빈도가 많지 않았지만, 학교

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고 ICT활용 수업이 정착화 되면서 교과서 이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사용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국내 저작권법은 학교 수업을 위해 교사와 학생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대상기관

  먼저, 학교수업을 위한 이용대상 요건이다. 이용주체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

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여기에는 초중등학교(유치원 포함)와 

대학교가 포함 된다. 또한 2009년 4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직접 학교수업을 

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의 학교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

청과 이하 산하기관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교육정책 연구와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교육관련 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

정평가원 등의 공공기관은 교육기관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용 방법

  국내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동법 제2조(정의)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로 규정

하고 있다. ‘복제․공연․방송·배포 또는 전송’의 허용은 사실상 학교수업을 위해 

저자작물의 이용범위를 대부분 허용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수업 내용

과 관계된 분량을 넘어서 이용하는 것은 권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

주되어 제한하고 있으며, 부득이 그림․사진․시 등과 같이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업을 위하여 복



62  이러닝 품질관리 연수과정 (2급)

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하는 저작물은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

다. 다만 이용하는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구분 근거법률 교육기관 비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평생교육법 각종 평생교육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기타 

교육서비스기관은 
교육기관에서

제외됨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
학교․고등학교․고
등기술학교․특수학

교

고등교육법
대학․산업대학․교육대
학․전문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방송통신대

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기타 -
중앙 및 

지방공무원연수원, 
기타 교육연수원 등

<표 2-2> 학교수업을 위한 지적재산권 제한 대상 기관

   보상금 지급

  앞에서 설명한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게재와 초·중등 이하의 학교를 제외한 

대학이나 대학원 기타 교육연수원, 교육지원기관 등에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

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이는 교과용도서

의 저작물 게재와 학교의 수업목적과 지원을 위한 저작물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고 저작자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는 교

과용도서에 관한 보상금만 공표되어 수령23)되고 있으며, 학교 수업목적(대학

23)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현재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서 수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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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을 위한 저작물의 보상금과 학교지원을 위한 보상금 그리고 해당 보상금을 

수령할 단체는 지정되지 않았다.

   저작물 전송을 위한 복제방지 조치

  국내 저작권법은 해외의 저작권법과는 달리 학교의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재

산권제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제한과 이용방법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저작권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과 저작권자의 권익보호라는 어느 쪽도 간과 할 수 없는 양측의 균형을 

잡기 위함이다. 국내 저작권법은 2006년 개정을 통하여 해외에서는 사례를 

볼 수 없는 학교교육목적상 저작물의 원격이용을 위한 ‘전송’을 허용하였다. 

저작물의 ‘전송’은 저작권 침해의 위험과 문제의 파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인터

넷 기반의 원격수업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되어 이를 개정한 

것이다. 교육정보화 시책에 매우 큰 힘을 실어 준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국내 저작권법은 ‘복제방지 등의 기술적 보호 장치’를 

통해 수업 받는 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5

조제10항).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합리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로, 저작권법 시

행령에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그리고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

치’로 규정하고 있다.

 3) 시험문제 복제

  현행 저작권법은 시험을 위한 저작물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학교의 입학시

험, 그 밖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시험은 

그 특성상 비밀을 요하므로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다는 것이 곤란하

다. 이에 시험 목적상 필요하다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시험

문항의 지문, 그림, 사진 등의 요소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문항 자체의 이용

도 가능하다. 우리 저작권법은 비영리 목적으로 시험문제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그 저작권자의 통상적인 권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

여 자유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고(제36조 제2

항 참조) 출처의 명시의무가 없다(제37조 제1항 단서). 그리고 시험문제의 복

제는 학교의 시험목적 이외에 영리목적의 회사에서도 신입사원 채용, 진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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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학식‧기능 시험이라면 시험문제의 복제가 허용된다. 단 시중에 상업

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 내에

서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최근 학원이나 서점에 가면 해당 지역의 oo학교 기출문제라고 문제집을 판

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원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학생들에게 기출문제

집을 배포하거나 서점에서 판매되는 일부의 문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는 정

당한 범위의 시험문제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 얼마 전 고등학교의 기출문제를 

무단 이용한 인터넷 회사를 대상으로 한 법원 판결에서 우리 법원은 학교의 

시험문제도 저작권 보호 저작물에 해당 된다고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2006.10.18.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 요약

[사건 전개]

피고는 www.oo.com(이하 ‘oo닷컴’이라 한다)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전국의

중·고등학교 시험문제를 자료화한 후 유상으로 서비스함, 원고는 피고의 시험문제

서비스가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시험문제는 기존의 교과서, 참고서 또는 공표된 다른 학교의 시험문제 등 기존의

문제를 모방한 것으로서 출제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

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시험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기획하에 해당 학

교의 교사들이 업무상 작성한 것이고, 중간·기말고사 평가를 위하여 소속 학생들에

게 배포되고 회수되지 않음으로써 공표되었다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

여 이 사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대한민국에게 귀속된다.

[판결 내용]

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시험문제의 일부가 교과서, 참고서, 타 학교 기출시험문

제 등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 변형하여 구성되었고,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정형화

된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

소속 학교 학생들의 학업수행 정도의 측정과 내신성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아니하고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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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기초Ⅳ

           

1. 들어가기

2. 교수설계이론

3. 이러닝에서 체제적 수업 설계의 과정 

세부내용

4. 교수체제 설계에 따른 콘텐츠 제작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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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기초

1  들어가기

 과정개요 

 본 과정은 이러닝 품질관리사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인 이러닝 콘

텐츠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어진 이러닝 콘텐츠에 대한 요구분석 및 수업설계 과정, 콘텐츠 개발 

과정, 과정 운영상의 합리성, 적절성,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하기 위한 것이다.

 과정목표 

 - 교수체제설계에 대한 개념과 종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설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이러닝 콘텐츠와 관련한 이론들을 이해하고 개발 도구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 효과적인 이러닝 운영 전략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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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기

• 학습이란?

• 교수이란?

• 수업이란?

• 이러닝과 학습?

• 성인학습의 특징?

• 행동주의-인지주의-구성주의 철학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지식

학습

교수자 역할

학습자 역할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할 것인가?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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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설계 이론

※ 교육의 핵심인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련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는 교수설계에 체제적 접근을 적용  

   하라

○ 교수설계이론이란 인간의 학습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보다 나은 방법에 대

한 명확한 지침을 주는 이론(최욱 외, 2005)

○ 학습과 발달에는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인 것들이 포함

○ 모든 교수설계이론에 나타나는 네 가지 공통적인 주요 특성(Reigeluthm1999)

  첫째, 친숙한 이론들과는 달리, 교수설계이론은 설명 지향적 이라기보다는 설

계 지향적 즉, 주어진 사건의 결과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학습이나 발

달을 위해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에 초점을 둠. 이는 목표 달성

을 위한 방법에 대해 직접적인 지침을 주기 때문에, 설계 지향적인 교

수설계이론은 교육자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유용하게 됨.

  둘째, 교수설계이론은 수업의 방법들(학습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수단) 및 

그 방법들이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아야 할 상활들을 알려줌. 

Perkins가 제시한 것처럼 수업에 사용되어야 할 방법은 명확한 정보, 

치밀한 연습, 유익한 피드백, 강한 내외적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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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모든 교수 설계이론에서 교수 방법들은 교육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보다 세분화 된 구성방법들로 쪼갤 수 있음. Perkins는 명확한 정보를 

위한 구성요소에 대해, 수업목표의 확인, 목표의 체크와 부호화 과정, 

논의되는 개념에 대한 충분한 예시의 제공, 실연, 친숙하고 확장된 새

로운 요소의 도입을 통한 기존 개념과 새로운 개념의 결합,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원리, 설명 사이의 상호 점검, 논리의 주입 등을 통한 

새로운 개념이나 절차의 합리화로 제시함 

 넷째, 이 수업의 방법들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임. 즉 이 방법

들은 목표 달성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의 기회를 

증가시켜 줄 뿐임

 결국 교수설계이론들은 설계 지향적이며, 수업의 방법들 및 그 방법들이 사

용될 상황을 설명하며, 그 방법들은 더욱 간단한 방법들로 쪼개질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방법들은 개연적임

교수설계이론

상황 방법

기대교수결과 교수조건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학습내용 학습자 학습환경
교수개발

제약요소

…

[그림 3-1] 교수설계이론의 요소(Reigeluth,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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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기반 교수-학습체제의 설계를 위해서는 Gagne & Briggs 모형, Gagne, 

Briggs & Wagner 모형,  Dick & Carey 모형 등과 같은 기존의 교수 설계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그러나, 기존의 교수 설계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웹 환경의 특수성

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므로 기존 교수 설계 모형에 특히 웹기반 환경에 필

요한 교수 설계 절차가 보완, 수정되어야 함(정인성, 1999).

○ 전통적인 교수설계 모형인 Molenda, Persing & Reigeluth의 ADDIE 모형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웹기반 교육의 내용 설계에 대한 기술적인 부

분을 살펴보기로 함.

   가. ADDIE 모델

○ 체제적 교수 설계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수를 위하여 인간의 학습 지식

과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

하여, 학습과 수업의 전 과정을 설계하고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

○ 교수의 체제적 접근(System Approach to Training) 혹은 진행상의 절차 

때문에 ADDIE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 Evaluate)라 

함

○ ADDIE란 교육진행에 있어 교육적인 어떤 요구를 분석(Analysis)하여 해결대

안을 찾아내고 찾아낸  해결대안을 실행하기 위한 교육목표, 내용, 방법, 매

체를 설계(Design)하고, 개발(Development)하고, 실행(Implementation)하고 

그 결과를 평가(Evaluation)하는 체제적 접근이라고 정의

○ John T. BRUER(1993)에 의하면 ISD(Instruction Systems Design)란 학습

자의 지식과 기술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적절한 교수 방법을 

처방하는 것이라고 함.

○ 체제적 교수 설계

   - Instruction: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수측면의 외적 조건과 학습측면

의 내적 조건을 체계적으로 조작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

   - System: 체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독립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

하면서도 체제 내부의 특정 구성 원칙과 위계에 따라 모종의 상호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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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함

   - Design / Development:  과학적/창조적인 과정을 통해 새로운 틀을 만

들어내는 활동

평가(Evaluation)

실행(Implementation)

개발(Development)

설계(Design)

분석(Analysis)

[그림 3-2] ADDIE 기본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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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세부항목 설명

분석
(Analyze)

요구분석

현재 상태(what it is)와 바람직한 상태(what should be)간
의 차이인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학습자의 문제를 진
단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해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
할 수  있다.

학습자분석

가르칠 내용을 요구분석에서 밝혀냈으면, 이 내용을 학습자   
특성에 적합하고 수준에 맞게 구성-조직할 목적으로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한다. 
 1) 출발점 능력 :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학습자들이 이전까

지  습득한 지식이나 기능의 수준
 2) 일반적 특성 : 나이,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지능, 동기 

수준 등
 3) 학습양식 : 개별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학습방법

환경분석
 1) 새로운 내용(지식, 기능, 태도)을 습득하는 학습 환경의 

특성 분석
 2) 습득한 지식, 기능, 태도를 활용하는 직무환경 분석

직무 및 
과제분석

요구분석에서 나타난 직무와 과제의 영역을 세부적으로 분
석하고 나누는 단계

설계
(Design)

수행목표 
명세화

분석단계에서 나온 산출물을 근거로 실제 수업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성취해야 할 수행목표를 명세적인 지식, 기능,  
태도 등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진술함

평가도구 
개발

수행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평가도
구 개발 평가의 준거는 앞서 진술한 수행목표

계열화
수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이 제시
되고 경험되는 순서를 계열화

교수전략 및 
매체선정

수행목표 즉,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
할 수 있는 교수전략(교수학습의 내용과 과정을 어떻게 사
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교수매체 선정

개발
(Develop)

교수자료개발
설계 영역에서 만들어진 청사진(blueprint)에 따라 실제 수
업 또는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제작

형성평가 및 
수정

분석에서 교수자료개발 단계까지 이루어 진 후 수정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평가 실시

제작
형성평가 후 개발된 교수자료를 수정한 후 실제 수업 또는 
수업자료, 프로그램 제작

실행
(Implement)

사용 및 설치 완성된 수업 프로그램 실제 환경에 설치 및 사용

유지 및 관리 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

평가
(Evaluate)

총괄평가 수업 프로그램의 가치를 판단하는 총괄평가 실시

<표 3-1> ADDIE 모형 단계별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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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터넷 교육용 ADDIE 모델

○ 리와 오웬스(백영균,김보경 2000)의 교수 설계 모델은 전통전인 ISD 모델

을 인터넷 교육과정 설계용으로 전환한 모델을 제시함.

○ 이 모델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가 포함되는 이러닝 교육과정 설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시간과 비용의 낭비, 불필요한 재작업 등을 고려하여 각 사

항별로 중복되는 요소를 제거하려 함.

○ 이 모델의 강점은 기존의 교수 설계 경험을 그래도 이용하면서 반드시 필

요한 중요 요소만 첨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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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 항목 구체적인 내용

분석
(Analyze)

요구분석
(Needs Analysis)

- 교육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점 확인 및 
현재 수준과의 차이점 추출

초기 전체 분석
(Front-end-Analysis)

- 설계 단계에 가기 전 조직의 사업성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미리 분석해 봄으로서 인터넷 교
육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자 함.

- 분석내용 : 학습자, 테크놀로지, 업무 및 과제, 학
습내용(지식, 기술 등) 조직 및 환경적 조건, 학
습 전달 매체, 현존 학습자료, 비용

설계
(Design)

스케줄(Schedule) - 인터넷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시간 계획

프로젝트 팀
(Project Team)

-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역할 및 책임 
영역

매체의 특성
(Media 

Specifications)

- 인터넷에서 전달되는 학습 내용의 표현 방법에 
과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여백, 화면 분할, 아이콘 
배치 등), 텍스트 구성(문법, 글씨체 및 크기 등), 
상호작용 및 피드백, 오디오 및 비디오, 그래픽, 
애니메이션 효과 등

내용 구조
(Content Schedule)

- 학습내용의 그룹핑, 계열화, 링크, 네비게이션, 상
호작용,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전반적인 검토
(Configuration 

control
and review cycles)

- 개발 직전의 단계로서, 설계된 모든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을 통하여 설계상의 오류, 중
복, 비용 낭비 요소 추출

개발, 제작
(Develop)

사전 제작
(Preproduction)

- 플로우 차트 상의 링크된 화면들을 맵핑, 화면
별, 개발 요소 확인, 멀티미디어 요소들의 통합 
작업 확인

제작(Production) - 멀티미디어 각 요소별 개발, 통합 작업, 화면 제작

사후제작
(Postproduction)

- 기술적인 문제점, 오류, 로딩 속도 등의 시운전 및 
수정

운영
(Implement)

전달(Delivery) - 실제 학습 운영

평가
(Evaluate)

조직적 평가분석
(Organizational 

needs)
- 투자수익률, 수행 능력 향상 등에 관한 평가

개별적 평가분석
(Individual needs)

- 개인별 승진, 전문 능력, 지식 향상에 관한 평가

<표 3-2> 인터넷 교육용 ADDIE 모델의 단계별 구체적 내용(조은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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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닝에서 체제적 수업 설계의 과정 세부내용

가. 분석단계(Analysis)

 ○ 분석 단계의 목적 : 요구 분석, 학습자 분석, 교수자 및 운영자 분석, 학습

내용 분석, 환경 분석 등을 통해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각 요소들을 찾아

내어 개발 계획을 수립함

      

요구 분석

학습자 분석

교수자 및 운영자 분석

학습내용 분석

환경 분석

학습매체 선정

개발 계획 수립

<표 3-3> 분석단계 활동

 ○ 학습내용 분석: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

 ○ 요구 분석: 콘텐츠 운영 조직의 조직과 목표, 기술 변화에 대한 분석, 학습

자들의 학습수행 분석등을 통해 바람직한 목표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

 ○ 학습환경 분석: 실제로 운영될 학습상황에 대한 세밀한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78  이러닝 품질관리 연수과정 (2급)

Gagne의 5가지 학습 영역

정보영역 사실, 명칭, 분류 표시명, 이론 등을 정의하는 영역

지적기능영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규칙을 적용하거나, 개념을 사용하는 영역의 내용

운동기능 영역 학습결과가 어떤 움직임이나 동작을 목표로 하는 영역

태도영역 신념, 가치, 의견 등을 포함하는 목표로 하는 영역

인지전략 영역 학습상황에 접근하는 자기조절 기능을 포함한 목표

<표 3-4> 학습내용 분석  

 나. 설계단계(Design)

 ○ 학습내용을 어떻게 구조화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학습 구조 설계와 다

양한 교수학습전략, 운영 전략, 평가 전략 등 프로그램으로 구현되는 콘텐

츠의 상호작용 및 인터페이스 설계 전략을 포함

 ○ 수행주체

    - 수업설계자: 교수설계 단계 전반에 걸쳐 각 종 전략 등을 설계하며, 

최종적으로 설계서와 스토리보드를 개발

    - 내용전문가: 콘텐츠에 포함되는 학습내용을 설계

    - 학습자: 설계전략에 대한 학습자 의견 개진, 학습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

업설계인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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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설계

교수-학습 전략 설계

상호작용 설계

평가 전략 설계

운영 전략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전략

웹 페이지 설계 전략

<표 3-5> 설계 단계 내용

 ○ 성인 학습자 설계 전략

    - 학습자의 경험을 사용

    - 문제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 계획과 평가 단계에 학습자를 포함

    - 상호작용적인 프로그램 개발

    - 의미 있는 방법으로 멀티미디어를 적극 활용

    - 편안한 학습환경의 구성

    - 문제에 대한 다양한 탐색활동 등을 촉진

    - 자기 주도적 학습관리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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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gne의 9가지 교수사태와 이러닝 설계 전략

학습과정 9가지 교수 사태 설계전략

1. 학습자가 자극을 수용

할 수 있도록 민감화
학습자의 주의 획득

사례를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으로

제시

2. 학습결과에 대한 기대감

형성
학습목표 제새 멀티미디어 효과 이용

3. 장기기억 항목들을 활동

기억 상태로 회복
선수 지식 회상

․선수지식과 학습 내용 연결을

위한 조직도나 개념도 이용

․선수지식 평가와 평가결과에 대

한 복습이나 확인기회 제공

4. 학습하게 되는 자극들

이 선택적 지각
자극 자료 제시

․동영상 자료를 이용한 학습내용

제시

5. 장기기억 및 회상을 위한

자료의 부호화
학습안내 제공

․학습진행을 위한 안내 설명 제시

․네비제이션을 위한 일관된 아이

콘 사용

6. 학습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행동적 반응
학습 수행 유도

․상호작용 촉진 전략 사용

․학습과정을 컴퓨터에 직접 표현

할 수 있는 학습활동 구성

7. 학습결과에 대한 확신감

을 주기 위한 강화
피드백 제공

․실시간, 비실시간으로 학습활동

에 대한 피드백 제공

8. 재생시 사용될 단서 제공 수행 평가 ․학습내용과 관련된 평가 실시

9. 새로운 상황에 행동을

일반화 하기
파지 및 전이

․유사한 실제상황을 가상현실로

제공

<표 3-6> Gagne의 수업 9사태

 ○ 학습자의 동기유발 전략(ARCS 모델: Keller)

    ① 주의집중(Attention): 학습자가 학습과제에 대해 흥미를 지각하고 있는 정도

    ② 관련성(Relevance): 학습의 필요와 목적에 대한 학습자의 지각 정도

    ③ 자신감(Confidence): 학습자의 성공에 대한 신념

    ④ 만족감(Satisfaction): 학습자의 성취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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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 하위범주 전략수립을 위한 전략 구체적 전략

주의집중
(Attention)

지각적 
주의 환기

학습자의 관심을 끌
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시각적 매체의 활용
․ 비일상적인 내용이나 사건 제시
․ 주위 분산의 자극 지양

탐구적 
주의 환기

어떻게 호기심을 자
극 할 수 있을까?

․ 능동적 반응 유도
․ 문제해결 활동의 구상 장려
․ 신비감의 제공 

다양성
어떻게 학습자들의 
주의를 유지할 수 있
을까?

․ 간결하고 다양한 교수 형태 사용
․ 일방적 교수와 상호작용적 교수의 혼합
․ 교수자료의 변화 추구
․ 목표-내용-방법의 기능적 통합

관련성
(Relevance)

친밀성
수업을 학습자의 경
험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 친밀한 인물 혹은 사건의 활용
․ 구체적이고 친숙한 그림의 활용
․ 친밀한 예문 및 배경지식의 활용

목적지향
성

어떻게 하면 학습자
들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을 것
인가?

․ 실용성에 중점을 둔 목표제시
․ 목적지향적인 학습형태 활용
․ 목적의 선택가능성 부여

필요나 
동기와의 
부합성

언제, 어떻게 수업을 
학습자들의 학습유형
이나 개인적 관심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인가?

․ 다양한 수준의 목적 제시
․ 학업성취여부의 기록체제 활용
․ 비경쟁적 학습상황의 선택가능
․ 협동적 상호학습상황 제시

자신감
(Confidence)

학습의 
필요조건 

제시

학습자들이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도
록 하기 위해서 어떤 도
움을 줄 수 있을까?

․ 수업의 목표와 구조의 제시
․ 평가기준 및 피드백 제시
․ 선수학습 능력의 판단
․ 시험의 조건 확인

성공의 
기회 제시

학생들이 자신의 능
력에 대한 확신을 갖
도록 도와주기 위해
서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과제 제시
․ 적정수준의 난이도 유지
․ 다양한 수준의 시작점 제공
․ 무작위의 다양한 사건 제시
․ 다양한 수준의 난이도 제공

개인의 
통제감

자신의 성공이 노력
과 능력에 기초한다
는 것을 어떻게 확신
하게 할 것인가?

․ 학습의 끝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 제시
․ 학습 속도의 조절 가능
․ 원하는 학습부분에로의 빠른 회귀 가능
․ 선택가능하고 다양한 과제와 다양한 
난이도 제공

․ 노력이나 능력의 성공 귀착

<표 3-7> ARCS 이론을 이러닝에 설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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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감

(Satisfaction)

내재적 

강화

학습들의 학습 경험

을 통한 내적 만족도

를 어떻게 하면 격려

하고 보조할 수 있을 

것인가?

․ 연습문제를 통한 적용의 기회 제공

․ 후속 학습상황을 통한 적용기회 제공

․ 모의 상황을 통한 적용의 기회 제공

외재적 

보상

학습자의 성공에 대

하여 어떤 보상을 제

공할 것인가?

․ 적절한 강화 계획 활용

․ 의미 있는 강화의 제공

․ 정답을 위한 보상 강조

․ 외적보상의 사려 깊은 사용

․ 선택적 보상체제 활용

공정성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이 

결과가 공정했다고 생각

하게 할 수 있는가?

․ 수업목표와 내용의 일관성 유지

․ 연습과 시험내용의 일치

 ○ 수업 운영 방식에 따라 콘텐츠 제시 및 과제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 콘텐츠 설계는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학습목표를 기술하는 것부터 시작하

여 학습내용의 제시방법, 순서, 학습활동의 배치, 학습활동에 대한 평가, 최종

적으로 학습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설계 과정을 거치게 됨

학습목표 학습내용 제시 및 연습 평가

[그림 3-3] 학습내용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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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수자 학습자

학습활동

설계 전략

•강의교재/강의자료 저작

•다양한 사례, 보충자료 제시

•시연

•토론문제 제기

•학습활동 안내(학습자의 역할, 책

임, 일정) 제시 및 지원

•학습자 독려

•실제 경험과 연습기회 제공

•협력학습 소집단 구성

•팀별/개별 학습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개별학습(강의 듣기 등)

•협력학습(프로젝트 수행 등)

•교재/자료 요약

•교수자 시연 후 프로세스 작성

및 학습자 시연

•실시간/비실시간 토론

•성찰일지 작성

•실제 경험과 연습

과제 및

피드백 전략

•조별/개별 과제 제시

•성찰일지

•포트폴리오

•보고서

•토론일지

•세미나 등을 통한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피드백 격려

•자유로운 질의/응답

•적극적인 참여

•동료 학습자와의 생산적인 토론

연습

동기부여

전략

•수업전 사전교육

•학습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

•학습자의 관심과 관련된 학습내

용, 사례, 연습 제공

•개별적인 학습목표 설정 및 달성

지원

•지속적인 문제제기/질문

•호기심 자극

•개별적인 학습목표 설정

•학습자의 학습문제 도출

평가 전략

•온라인/오프라인 테스트

•대화방, 토론방 등의 학습활동 참

여도

•해당 모듈에서 머무른 시간

•포트폴리오

•보고서

•성찰일지

•과제물

•학습자의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수자 평가 유도

<표 3-8> 교수학습활동 설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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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시 매체, 학습자, 콘텐츠간의 관계

학습자

매체 콘텐츠

연령

읽기 능력

지적 기능

언어 정보

인지 전략

운동 기능

태도

시각자료

인쇄된 글

소리

모션

실제 객체

[그림 3-4] 매체, 학습자, 콘텐츠간의 관계

 ○ 결과물

수업설계서 단위 수업에 대한 설계 내용

스토리보드

콘텐츠 제목

학습 목표 화면

학습 내용에 따른 전체 구조

메뉴 화면

학습 내용 화면

멀티미디어 자료 화면

평가 화면

도움 화면

화면번호 화면내용 페이지번호

화면설명

화면구성요소

동영상

분 지

Game A-1 Let’s game-Sub 16
Cyber Young English

(Home) | M.H | U.H |

Classroom

Let’s game

About

Q&A

#1

#3

#4

#5

#2

#1: TOP
#3:  Game-Top
#4 : About-TOP
#5 : Q&A -TOP

#6 : Game A-1
#12: Game-TOP

#2: 교수자에게 메일

* 각 게임은 별도창을 띄워 진행

신나는 게임을 즐겨볼까요?
원하는 게임을 선택해 보세요!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6 #7 #8

#9 #10 #11

Exit#12

[그림 3-5] 교수학습활동 설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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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발단계(Development)

 ○ 설계 단계에서 개발된 콘텐츠 구성도와 각 화면 단위의 설계를 포함하는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이러닝 시스템에서 운영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활동을 포함

 ○ 교과단위 혹은 모듈 단위별로 일관성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짐

 ○ 전체 콘텐츠를 한꺼번에 개발하기보다 특정 단위의 학습 모듈을 프로토타

입으로 개발 한 후 사용자 검사(교수자, 학습자)를 통해 검증 한 후 확대 

개발이 필요

저작도구 특징

웹 페이지
•나모 웹에디터

•드림위버

•어떠한 제약 없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개발이 가능

•고급형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숙련된 개발자가 필요

강의저작

•LiveShare

•Active Tutor

•GVA2000

•AltED

•EduPager

•EduTutor

•eStream

•Nanumi

•펜다오피스

•Desktop Campus

•초보자도 비교적 간단하게 멀티미디어 강의를

작성할 수 있음

•제한된 형식으로 인해 콘텐츠가 일정한 틀을 벗

어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전자칠판 형태로 교수자의 강의를 중심으로 제공

•사용자는 별도의 플러그인 필요

멀티미디어

저작

•Flash

•Director

•다양하고 역동적인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이 가능

•고급형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숙련된 개발자가 필요

<표 3-9> 이러닝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 인터페이스 개발

  (1) 메뉴 개발

   • 초보사용자를 위해 화살표 키나 마우스로 선택 가능하게

   • 한 메뉴 화면에서 선택할 개수를 구분하여 제시

   • 모든 메뉴의 일관된 모양 유지

   • 메뉴 항목의 배치방법 고려

   • 메뉴 선택에 대한 피드백 제공

   • 복잡한 메뉴 규조에서 사용자의 탐색을 돕는 장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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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단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제공

   • 이전 메뉴로 돌아가는 기능 제공

  (2) 아이콘 개발의 원리

   • 이해도 : 쉽게 이해되는가

   • 명료도 :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가

   • 정보성 : 정보적인가

   • 차별성 : 독특한 차별성이 있는가

   • 기억 용이성 : 쉽게 기억되는가

   • 일관성 : 일관성이 있는가

   • 친숙도 : 친숙성이 있는가

   • 가독성 : 쉽게 읽을 수 있는가

   • 경제성 : 아이콘 수를 가능한 최소화 했는가

   • 간결성 : 간결하게 설계 되었는가

   • 매력도 : 매력적으로 설계 되었는가

   • 확장성 : 확장 가능한가

  라. 운영단계(Implement)

 ○ 교육 과정의 세부 운영 일정에 따라 실제 이러닝 운영 시스템을 통해 교

수-학습활동이나 협력학습 활동 등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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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도구 특징

학습 전

•클래스 촉진 활동

•학습 일정 제시

•학습자 등록

•코스 가이드 제공

•운영시스템 및 콘텐츠 준비

학습 중

•동료 학습자와 친밀감 형성

•학습 진행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관리

•소집단 관리

•학습 중 일어나는 변화의 적용

•학습자 상담

•평가

•운영시스템 및 콘텐츠 유지 관리

학습 후
•학습결과 수집/학점 부여

•코스 기록물 및 자료 보관

<표 3-10> 학습 운영 전략

  마. 평가단계(Evaluate)

 ○ 시스템 평가, 콘텐츠 평가, 사용자 평가

 ○ 시스템 평가: 운영서버나 네트웍을 포함하는 하드웨어와 이러닝이 운영되

는 플랫폼 등을 포함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에 대한 평가

 ○ 콘텐츠 평가: 학습내용의 제시 방법,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학습자

의 학습 수준에 적합한 학습내용의 선정 여부, 동기 부여를 위한 상호작용 

촉진 정도, 관련 학습 자료의 제공 정도 등에 대한 평가

 ○ 학습자의 학습 성취 평가

평가방법 특징

학습참여도 •참여도, 출석, 토론

학습 과제 •보고서, 리포트, 개별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검사/시험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수행 평가 •토론, 면접, 자기 평가, 동료 평가, 포트폴리오

<표 3-11> 학습자 평가 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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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rkpatrick의 평가 모형

수준 평가목적

1단계 반응(Reaction)평가
만족도 평가

학습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는가?

2단계 학습(Learning)평가
성취도 평가

학습자들은 무엇을 학습했는가?

3단계 행동(Behavior)평가

현업적용도 평가

학습자들은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행동의 변

화를 보인는가?

4단계 결과(Results)평가
경영기여도 평가

행동상의 변화가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표 3-12> Kirkpatrick의 4수준 평가 모형

 ○ 이러닝 콘텐츠 평가항목

   (1) 김미량의 이러닝 콘텐츠 평가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속성

교수설계

정보
체계성, 구조화, 편의성, 단순성, 적절성, 구조화, 기술의 다양

성, 안내의 친절성, 매력성, 정확성

제시방식 편의성, 요약정리, 매력성, 접근성, 일관성, 멀티미디어

상호작용
심미성, 분량의 적절성, 가독성, 무결성, 학습자 주도성, 이해

가능성, 역동성, 상호작용성, 항해성, 용이성, 연계성

내용

과정소개 최적성, 목적성, 포괄성, 안내의 적절성

과정내용
전문성, 접근성, 신뢰성, 정확성, 저작권, 객관성, 현재성, 관리,

최신성, 신뢰성, 풍요성, 신뢰성, 관련성, 유용성, 권위성, 저작권

지원 및

운영

기술적 물

리적 환경
안정성, 기능성, 신속성, 편의성, 접근성, 보완성

학습자측면 접근성, 친절성, 항해의 용이성, 항해성, 도우미

<표 3-13> 김미량의 이러닝 콘텐츠 평가항목



Ⅱ. 이러닝 기초이론 및 교수학습 방법  89

   (2) 이인숙의 이러닝 콘텐츠 평가 항목

분류 속성

학습자와 내용간의

상호작용

학습목표의 구체성, 학습내용의 적절성, 학습평가의 적합성, 학

습자원 관리

학습자와 교수자간

의 상호작용

개인적인 정보 교환, 주제별 의견 교환, 자유 의견 교환 및 공유,

상호작용 지원

학습자와 학습자간

의 상호작용

개인적인 정보 교환, 주제별 의견 교환, 자유 의견 교환 및 공유,

상호작용 지원

인터페이스 설계 아이콘 또는 버튼, 개별화, 네비게이션, 하이퍼링크, 검색 기능

멀티미디어 설계 텍스트, 그래픽 설계, 사운드, 동영상 설계

<표 3-14> 이인숙의 이러닝 콘텐츠 평가 항목 

   (3) 교육학술정보원의 이러닝 콘텐츠 평가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속성

교수설계

화면구성 심미성 및 가독성, 메뉴와 버튼 구성, 접근 용이성

교수-학습

전략
교수-학습전략, 멀티미디어 활용 전략, 상호작용 유도 전략

진행방식 진행전략, 진행의 일관성과 체계성, 진행 용이성 및 안정성

교육내용

학습목표 학습목표 설정. 학습목표 진술

학습내용 학습내용 선정, 학습내용의 정확성, 학습내용 구성

평가내용 평가의 타당성, 평가의 신뢰성

<표 3-15> 교육학술정보원의 이러닝 콘텐츠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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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관리

 ○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전체

적인 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품질 관리와 각 단계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관리 

활동을 수행

[그림 3-6] ADDIE 교수체제설계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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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체제 설계에 따른 콘텐츠 제작 실습

 1. 콘텐츠 개발 프로세스 단계(예시)

  

[그림 3-7] 콘텐츠 개발 프로세스(예시)

 2. 실습 단계

   

1단계. 내용구성: 주제, 내용의 범위, 계열화

2단계. 화면구성: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화면 구성

3단계 저작: eStream 저작도구를 활용하여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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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닝 운영

 ○ 성공적인 이러닝을 위한 운영의 제 측면

l 학습내용 분석

l 학습자 규모 분석

l 학습 유형 분석

l 통제의 소재 분석

l 블렌디드 러닝 전략 설계

l 사이버 환경 설계 설계

l 면대면 환경 수업 설계

l 강의자료 제작 및 제시

l 질문에 답하기

l 퀴즈 제시

l 학습자 독려하기

l 면대면 환경 수업 진행

l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l 화면 디자인 및 홈페이지 제작, 관리

l 시스템 로그 파일 분석하기

l 가입 및 등록에 관한 상담

l 시스템에 관한 상담

l 진도 및 참여 관리

l 시스템 관리

l 공지사항

l 종강 후 사이트 관리 공지

l 종료일 공지

교수적 역할

l 자기 소개 독려

l 질문 및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

l 학습과정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l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유도

l 커뮤니티 활동 지도

l 학습자 참여 관찰, 게시

l 간단한 질문 답변

l 과제확인

l 일정공지하기

관리적 역할사회적 역할

, 

[그림 3-8] 이러닝 운영의 활동

 가. 관리적 역할

 ○ 시스템 관리측면과 학습자 관리측면으로 구분

 ○ 시스템 관리측면은 개발단계에서 시스템 구축, 운영단계에서 학습자 로그 분석 

및 시스템 관리

 ○ 학습자 관리측면은 블렌디드 환경에 대하여 학습자를 준비시키고, 학습자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활동

 ○ 수업을 기준으로 전, 중, 후로 나눠보면 수업 전 관리, 학습관리, 종강관

리로 구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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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전 관리

학습관리
종강관리

[그림 3-9] 교수자의 관리적 역할

               

○ 수업 전 관리는 시스템 제작 및 홈페이지 제작 관리, 가입 및 등록에 관한 

상담, 시스템에 관한 상담

○ 학습 관리는 진도 및 참여 관리, 시스템 관리, 공지사항, 면대면 수업 참

석 관리

○ 종강 관리는 종료일 공지, 종강 후 사이트 관리 공지

 나. 사회적 역할

○ 이러닝 환경에서 인간적인 상호작용 및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과 관련

○ 학습자의 자기소개 독려, 질문 및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 학습과정의 적극적

인 참여 유도,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유도, 커뮤니티 활동지도

 다. 교수적 역할

○ 강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역할로서 강의를 설계하고 수행하며, 학습자 

혼자 학습하게 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효율적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 학습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이다. 이 역할

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즉각적이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방임

하지 않은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함

○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이러닝 방식의 수업 설계, 내용 전문가로서 학습내용 

구성, 강의 자료 제작, 피드백과 질문방에서의 답변, 퀴즈 제시 등 



94  이러닝 품질관리 연수과정 (2급)

 라. 설계, 운영, 개발의 조화가 필요

 

운영

설계 개발

  [그림 3-10] 설계․개발․운영의 조화

서울중앙지법 2006.10.18.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 요약

[사건 전개]

피고는 www.oo.com(이하 ‘oo닷컴’이라 한다)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전국의

중·고등학교 시험문제를 자료화한 후 유상으로 서비스함, 원고는 피고의 시험문제

서비스가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함

[피고 주장]

시험문제는 기존의 교과서, 참고서 또는 공표된 다른 학교의 시험문제 등 기존의

문제를 모방한 것으로서 출제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

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시험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기획 하에 해당

학교의 교사들이 업무상 작성한 것이고, 중간·기말고사 평가를 위하여 소속 학생들

에게 배포되고 회수되지 않음으로써 공표되었다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9조에 의

하여 이 사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대한민국에게 귀속된다.

[판결 내용]

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시험문제의 일부가 교과서, 참고서, 타 학교 기출시험문

제 등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 변형하여 구성되었고,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정형화

된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

소속 학교 학생들의 학업수행 정도의 측정과 내신 성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정신적

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아니하고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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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닝 품질관리 개요

 본 장에서는 이러닝의 품질관리의 이해, 품질관리 방법론, 그리고 이러닝 품

질관리 발전방향과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이러닝 품질관리의 이해

한국의 교육정보화는 1987년 컴퓨터교육 강화 정책 추진 이후 1996년 1단계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2단계 'ICT 활용교육 활성화‘ 정책성과를 기반으로 

현재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수학습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교

육정보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글로벌 지식 경쟁사회의 인적자원개발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교육전반에서 이러닝은 교육환경 네트워크, 콘텐츠 제공 등 많

은 역할과 그 효과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책 형성, 집행, 

평가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교육인적자원 통계의 종합적, 체계적 생산․관리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과 이러닝 산업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종합적 품질관리체제 마련 및 운영을 체

계화 하고 있다.

이러닝은 전자매체의 도움으로 학습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현재 초․중등교육

분야, 기업교육분야, 대학교육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닝은 IT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에 따라 급속한 속도로 

발전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SNS 등 다양한 디바이스와 연계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있다. 교육환경은 인터넷과 방송, 통신의 융․복합화(Digital 

Convergence) 및 광대역 통신망 등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학습의 시․
공간상의 제약 극복 등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적 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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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질적 제고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러닝 품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성공적인 이러닝은 학습자 뿐만 아니라 교수자, 연수담당자, 교육행정가, 기

술 및 운영담당자 그리고 더 나아가 조직 전체가 패러다임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다.

 1) 이러닝 품질관리 정의

품질(Quality)란 소비자의 요구 및 목적에 대한 부합(Fitness)을 모두 의미한

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의 설계, 적합성(사용 적합성), 성과의 품질이 소비자

의 요구를 만족하는 정도(요구사항 부합)와 무결점(Zero Defect)을 통해 좋은 

제품을 산출하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에 따라 품질이 결정된다. 이러

한 맥락에서 볼 때, 이러닝에서의 품질은 이러닝 학습자의 요구, 이러닝 기관

의 목적에 대한 부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품질관리(Quality Assurance)는 이러한 관점의 품질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제정된 기술적 필요 조건에 적합한 항목이나 제품이 충분한 

신용을 얻는 데 필요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모든 행동의 패턴이며, 프로젝트

에서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정의하고 프로젝트 수행 도중 이를 모니터링하여 

목표대비 GAP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활동이다.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의 예방적이며, 사전결과(Before Effect)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질확보 개념을 의미하며, 이와 대비되는 품질통제(Quality 

Control)는 사후결과(After Effect)의 품질관리를 중시한다.

이러닝에서의 품질관리는 사전 개념의 품질확보와 사후 개념의 품질통제 방법

으로 질을 관리하는 총체적 품질관리(TQM : Total Quality Management)로 

정의할 수 있다. 총체적 품질관리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는 고

객중심주의를 지향하고 전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지속적 개혁을 추

구하며 집단적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추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조직은 학습조직이 일반적이다. 총체적 품질관리는 전사적 

품질관리(TQC: total quality control)에서 발전한 개념이다. 전사적 품질관리

에서는 통계학적인 방법이 주된 방법론이었다면, 총체적 품질관리는 조직적이

며, 관리론적인 방법론에 비중을 실었다. 특히 총체적 품질관리는 품질을 개

선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질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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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에서의 성공요소는 콘텐츠와 서비스 질의 극대화이다.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때,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이러닝 교육 효과성의 정량적, 

정성적 측정이 가능하다. 이러닝의 기획, 설계, 개발, 운영, 평가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통해 결과에 대한 총체적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따라서 품질관리는 각 단계에 대한 품질개선활동이며, 품질저하 예방을 막고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닝 품질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방법론 등의 정립이 

필요하며 품질관리의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한 이러닝 품질관리사 양성을 통한 

이러닝 품질관리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러닝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거시적 수준의 품질관리 체

계수립이 필요하며,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품질관리사 자격제도 활성

화가 필요하다. 이러닝 교육의 효과 증진을 위해서는 품질통제 보다는 활성화 

할 수 있는 단계별 품질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는 가이드맵이 필요하며, 신

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이 요구된다.

사전 품질관리 사후 품질관리 품질개선

품질확보

(Quality Assurance)

품질통제

(Quality Control)

총체적 품질관리

(Total Quality Management)

<표 4-1> 품질관리 방법

 2) 품질관리 방법론

품질관리 방법론은 품질관리를 위한 필요조건, 절차, 기법 등 품질관리업무를 

일반화하기 위한 논리적 체계를 말한다. 구체적이고 실제적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품질관리의 주체와 목적, 범위와 대상, 도구와 준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품질관리 대상은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여 개선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품질관리 체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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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조작적 정의

정확성
품질관리의 대상, 목적, 내용, 방법 등에 따라 품질관리의 정도, 
판단의 근거가 달라지지 않는 것

신뢰성
품질관리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 대상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법

타당성
품질을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상황을 충실하게 평가하고 있
는지에 대한 것으로 평가의 적합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

활용성
품질관리의 목적에서 시작되어 품질관리의 효과가 즉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야하며, 품질관리의 결과가 구체적이기 위해
서는 평가 가능한 형태의 판단 자료를 사용하는 것

적응성
품질관리의 내용 및 방법이 사회 전반의 환경과 변화에 적합하
도록 변화하는 능력이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용이성
품질관리의 절차 및 체계를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가진단의 형태로 품질관리의 절차를 사용하고
자 할 때에도 사용이 쉽고 편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객관성
평가자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평가자들 간의 평가 
결과에 대한 합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정자간의 오류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표 4-2> 품질관리 요소 정의

 3) 이러닝 품질관리 대상

품질관리 대상은 이러닝 품질관리체계의 구성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품질관리 

영역, 품질관리 주체, 품질관리 범위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영역은 이러닝의 

구성요소로서 콘텐츠, 서비스, 솔루션으로 구분되며, 품질관리 주체는 사용자, 

피평가자, 평가자, 운영자로 구분된다. 품질관리 범위는 이러닝의 구체적인 

교육사업단위로 초․중등교육분야, 고등교육분야, 평생교육분야, 기업교육분야 

사업단위로 유목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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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사항 내용

품질관리
영역

콘텐츠 
∘ 교육을 목적으로 디지털화된 문자, 음성, 동영상
∘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 기술(technology)

솔루션 ∘ 이러닝 체제의 실행과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서비스

∘ 이러닝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 이러닝을 제공하는 기관의 정책 및 문화 등의 
사회적 환경 (social context)

품질관리
주체

사용자 
∘ 이러닝 솔루션, 콘텐츠,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집단

피평가자
∘ 이러닝 솔루션, 콘텐츠, 서비스를 설계, 개발, 

실행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나 사업체

평가자
∘ 이러닝 전문가로서 이러닝 체제의 전반에 관해 

평가를 수행하도록 훈련과정을 수료한 개인이나 
집단

운영자 ∘ 이러닝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기관 운영자

품질관리
범위

초․중등교육
∘ 사이버 가정학습
∘ 디지털교과서
∘ 품질인증

고등교육
∘ 일반대학
∘ 사이버대학
∘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

평생교육
∘ 사이버대학
∘ 평생교육시설
∘ 원격교육연수원, 공무원교육연수원

기업교육 ∘ 이러닝 기업연수원, 인터넷 원격훈련

<표 4-3> 이러닝 품질관리 대상

 4) 이러닝 품질관리 발전방향 및 기대효과

이러닝 품질관리는 사용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습자의 만족도 

제고하며, 최적의 이러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관리 프로

세스 유지, 개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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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학습자 만족도 제고

이러닝 콘텐츠 및 서비스 품질 확보

이러닝 품질관리 추진 및 강화

이러닝 품질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이러닝 콘텐츠

품질인증

원격교육연수원

인지정

이러닝 콘텐츠

평가위원단 

운영

이러닝 

품질관리사

양성

콘텐츠 질 보장

콘텐츠 전문성 

확보

효율적 교육운영

학습환경 조성

내용의 적절성 

보장
전문인력 양성

<그림 4-1> 이러닝 품질관리 발전방향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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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닝 품질관리 절차

 

본 장에서는 이러닝의 품질관리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품질관리 절차

이러닝 품질관리 영역은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로 구분되며, 각 영역에 대해 

과정평가와 결과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정평가는 이러

닝 품질관리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서면평가를 말하며, 결과평가는 개발된 제

품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콘텐츠와 솔루션 품질관리는 온라인 환경에서 수행

되며, 서비스의 품질관리는 온․오프라인 현장실사가 함께 수행된다. 이에 대한 

관리는 이러닝 품질관리시스템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닝 품질관리 수행기간은 품질관리 자체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1년을 주기

로 평가도구, 평가자, 규준 및 준거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며, 영역별 품질에 

대한 인증서 유효기간은 콘텐츠와 서비스가 2년, 솔루션이 3년이다.

주체인 피평가자와 평가자, 인증관리기관의 운영자는 이러닝의 영역과 수행환

경을 기반으로 준비단계, 실행단계, 관리단계에 따라 각 역할을 수행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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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이러닝 품질관리 일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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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평가준거 영역별 단계

콘텐츠

요구분석 피드백
기획

설계

제작

활용

교수설계 재사용성

학습내용설계 공유유통

교수학습전략 윤리성

지원체계 저작권

 1) 이러닝 품질관리 수행절차

다음은 이러닝 품질관리 각 단계별(준비단계-실행단계-관리단계) 주요활동 및 

상세 내용이다.

가. 준비단계

준비단계는 원활한 품질관리 실행을 위해 주체별 역할을 수행하여 이러닝 품

질관리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우선, 인증관리기관 운영자는 피평가자의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 그리고 영역

과 범위에 따른 품질관리 도구를 선정한다. 품질관리 도구 선정이 끝나면, 이

러닝 품질관리 영역과 범위에 적절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한

다. 피평가자의 평가자료의 준비 및 제출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피평가자는 

이러닝 품질관리의 평가지표 및 평가자료 준비 및 제출과정을 체험한다. 또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과정평가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게 된다.

   자가평가

∘ 품질관리 전 평가 도구 및 절차를 체험하는 단계로써, 피평가자는 자가

평가를 통해 영역별 품질관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품질관리에 대한 

준비상황을 스스로 점검한다.

∘ 피평가자는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영역별로 품질관리 절차에서 수행되

는 평가준거와 동일한 <표 2-1>의 평가준거에 대해 자가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 자가평가 수행시기는 이러닝 품질관리를 위해 피평가자가 원하는 임의의 

시기에 수행 가능하며, 피평가자의 품질인증 신청 전까지 완료함을 원칙

으로 한다.

<표 4-4> 영역별 평가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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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s/w 지원

운영지원

솔루션

교수학습활동 지원
분석

설계

테스트

시범운영

학습관리

커뮤니티 관리

총괄평가 관리

부가서비스 지원

서비스

비전과 투자전략

운영 전

운영 중

운영 후

조직 및 인력

인프라

교육운영

교육지원

   품질관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피평가자는 이러닝 품질관리시스템 상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 제출

한다.

<그림 4-3> KERIS 이러닝 품질관리신청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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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영역 및 대상별로 이러닝 품질관리시스템 상에 작성, 제출

‐ 자체적으로 제출할 시, 우편 제출 원칙

∘ 피평가자는 인증관리기관 및 평가단과의 원활한 연락을 위해 각 영역별 

담당자 항목 반드시 기입

   신청서 접수

∘ 피평가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인증관리기관의 품질관리 담당자는 24

시간 내에 신청비의 결제 및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피평가자에게 통보한다.

   평가도구 선정

∘ 신청서 접수 후, 품질관리 담당자는 2일 이내에 영역 및 대상별 품질인

증에 필요한 평가도구(평가문항, 매뉴얼, 작성양식 등)를 선정하고, 선정

된 평가도구 리스트를 피평가자에게 전달하여 피평가자가 품질인증에 착

오 없이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평가도구는 영역 및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평가도구>
‐ 평가자 매뉴얼
‐ 피평가자 매뉴얼
‐ 인증관리기관 운영 매뉴얼
‐ 평가자료 작성양식

   과정평가 자료 제출

∘ 과정평가 자료 작성 원칙

‐ 피평가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영역에 따른 과정평가 자료를 온라인상

에서 혹은 오프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

F <이러닝 품질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과정평가 자료를 직접 입력

F 작성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등록

‐ 자체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평가관리 기관이 제시하는 평가에 필요한 

모든 평가영역 및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 피평가자는 과정평가 자료 작성 시, 부연설명을 첨가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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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평가 자료 제출 원칙

‐ 품질관리 신청 후 1주 이내에 이러닝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과정평가 

자료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피평가자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체보고서에 인증관리기관이 제시하는 

평가영역의 필수 항목들이 포함된 경우, 자체보고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 피평가자가 자체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원본파일을 유지하고 첨부 형태

로 등록하거나 복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별첨자료의 경우, 원본파일을 유지하고 첨부 형태로 등록하거나 복사본

을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료준비 지원

피평가자가 과정평가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는 1주 동안, 운영자는 이러닝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피평가자의 과정평가 자료 

작성 및 제출을 안내하고 지원해야 한다. 

   평가단 구성

∘ 평가단 구성 원칙

‐ 인증관리기관의 운영자는 영역에 따라 평가도구 선정 후 평가위원 인력

리스트를 참조하여 품질관리를 수행할 5명의 전문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발족한다.

‐ 평가위원 등급: 전문평가위원은 조정위원 및 일반 평가위원으로 구분

F 조정위원 : 평가 위원에 대한 관리 및 시스템에서 축적된 정보를 활

용하여 장기적인 품질관리

F 평가위원 : 전문 영역과 내용에 따른 개별 평가 실행

‐ 전문 영역 :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의 각 영역에 대한 평가 능력 및 

전문성 여부에 따라 구분

‐ 전문 내용 : 초중등, 고등, 평생 각 영역에 대한 평가 능력 및 전문성 

여부에 따라 구분

‐ 평가이력 : 이러닝 품질관리 시스템 평가위원 위촉 이후의 평가 이력 

관련 정보

‐ 운영자는 평가단 구성 후, 선정된 평가자에게 선정 사실과 평가단 관리 

원칙 및 일정을 통보하고 위촉장을 수여하며, 평가도구 리스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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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평가도구를 각 평가자에게 배포하여 인증 수행에 차질이 없도

록 해야 한다.

나. 실행단계

실행단계는 인증이 요구되는 영역과 대상별 평가를 실행하는 단계이다.

평가를 실행하는 데 있어 주요 활동은 과정평가와 결과평가로 구분할 수 있

다. 결과평가는 최종 산출물에 대해 기존 수립된 규준과 비교하는 평가활동이

며, 과정평가는 이러닝 품질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닝 체제의 기획, 설계, 

개발 단계에서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라 볼 수 있다.

   과정평가 실행

∘ 피평가자가 과정평가 자료를 제출한 후 2주 이내에 <이러닝 품질관리 

시스템> 상에서 영역에 따른 과정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이러닝 품질관리 시스템> 상에서 품

질관리를 위한 과정평가를 실행한다.

∘ 피평가자는 과정평가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과정평가 자료 수정/보완/재제출

∘ 평가단의 과정평가 자료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후, 인증관리기관의 운영

자는 그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전달한다.

∘ 과정평가 자료를 수정 및 보완하여 재 제출할 것을 통보받은 경우, 피평

가자는 4일 이내에 온라인이나 우편발송을 통해 과정평가 자료를 재 제

출해야 한다.

   무결성심사 및 결과평가 실행

∘ 무결성심사 원칙

‐ 무결성심사는 콘텐츠 및 솔루션 영역에 한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피평가자가 <이러닝 품질관리 시스템> 상에서 개발한 콘텐츠 및 솔루션

을  등록한 후 무결성 심사 및 결과평가를 실행한다.

‐ 피평가자가 개발한 제품을 등록한 후 인증관리기관의 운영자는 한국정

보통신기술협회에 해당 제품에 대한 무결성 심사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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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평가 실행 원칙

‐ 결과평가는 각 영역에 따라 실행되며, 콘텐츠 및 솔루션에 대해서는 등

록된 제품에 대한 평가를,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시행하

는 것을 의미한다.

‐ 무결성심사가 완료된 후, 등록된 제품에 대한 결과평가를 실행함을 원

칙으로 한다.

‐ 영역 및 대상별 결과평가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결과평가 자료 수정/보완/재제출

∘ 평가단의 결과평가 자료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인증관리기관을 통해 

그 결과가 피평가자에게 전달된다. 

∘ 결과평가 자료를 수정 및 보완하여 재 제출할 것을 통보받은 경우, 피평

가자는 4일 이내에 온라인을 통해 과정평가 자료를 재등록해야 한다.

   현장실시 및 보고

∘ 현장실사는 서비스 영역에 한하여 실시한다.

∘ 현장실사는 평가단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과정평가 자료의 사실 여부

를 확인하고 품질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 과정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자는 다음의 현장실사 진행사항을 참조하여 

제출한 과정평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한 현장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최종평가 결과 보고

∘ 평과과정이 모두 완료된 후, 인증관리기관은 평가단으로부터 최종 평가

결과를 보고받게 되는데,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진행한다.

F 최종 평가결과 보고 일정 통보: 최종 평가결과 보고 1일 전, 평가단

에 일정을 통보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F 최종 평가결과 검토: 보고받은 최종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통보한 

후 이의 신청을 접수받고 조정위원회와 검토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통

합한다.

∘ 피평가자는 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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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심사

∘ 인증관리기관의 운영자는 평가단으로부터 현장실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3일 이내 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 영

역에 대한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 21~80점 조건부 적합 / 81점 이상 적합

   인증서 수여 및 획득

∘ 영역에 따른 인증 여부를 결정한 후 운영자는 1일 이내 이러닝 품질관리 

시스템가칭을 통해 피평가자에게 인증 결과를 통보하고, 인증을 증명하

는「인증서」를 발급한다.

∘ 인증서」는 각 영역별 유효기간 동안 유효하고, <이러닝 품질관리 시스

템> 상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피평가자는 인증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을 홍보하거나 품질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수행하여 자체적인 품질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다. 관리단계

관리단계에서는 인증관리기관의 운영자의 역할이 중요한 단계이다.

인증관리기관 운영자는 품질인증 결과를 토대로 품질관리체제의 신뢰성, 객관

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도구관리

∘ 1년 주기로 타당도, 신뢰도, 변별도, 난이도의 재검증을 통한 평가도구

의 적응력을 제고한다.

∘ 문항 간 상관계수 값을 토대로 문항 간 관계를 분석한다.

   평가자 관리

∘ 1년 주기로 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평가결과 토대로 사정한다.

∘ 평정자 간, 평정자-피평정자 간 신뢰도 및 객관성을 평가한다.

   규준 및 준거관리

∘ 1년 주기로 관리하며 표준화를 위한 규준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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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도구 관리

이러닝 품질관리 시스템에서는 1년을 주기로 누적된 평가점수를 통해 평가도

구에 대한 신뢰도를 다음과 같은 원리에 기초해 자동으로 검증하게 된다.

   평가도구 관리

평가문항에 대한 관리로써, 평가자의 평가점수의 총점들과 평가준거별 평가

점수와의 상관을 산출하여 평가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신뢰도, 타당도 등을 

확보한다.

평가도구에 1년 주기로 산출된 자료를 통해 평가관리기관의 운영자는 조정

위원회와 회의를 소집하고, 자료를 검토하여 평가문항의 추가, 삭제, 변경을 

수행하고, 이를 이러닝 품질관리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러닝 품질관리 도구

교육용 콘텐츠 교수학습용 품질관리 도구

교육용 콘텐츠 교육지원용 품질관리 도구

디지털교과서 품질관리 도구

동영상 콘텐츠 품질관리 도구

원격교육연수원 콘텐츠 품질관리 도구

원격교육연수원 서비스 운영 품질관리 도구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품질관리 도구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품질관리 도구

원격대학 콘텐츠 품질관리 평가도구

원격대학 서비스 품질관리 평가도구

대학이러닝지원센터 콘텐츠 품질관리 도구

대학이러닝지원센터 서비스 품질관리 도구

   기타 콘텐츠 평가 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유러닝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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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의미 비고

적절성

(appropriateness)

내용에 꼭 들어맞는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자 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해내고 있음을 의

미함.

적합성, 기능성을 

포함함.

활용성

(usability)

지닌 기능을 잘 살려서 사용하거나 변통함

을 의미함.
호환성을 포함함.

명확성

(clarity)

실제로 뚜렷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명하

고 확실함을 의미

구체성, 체계성, 

일치성을 포함함.

효율성

(efficiency)

노력에 대해 얻어진 결과의 정도를 나타내

는 것으로 ‘보람있는 결과’를 의미하는 효

과성을 포함함.

효과성, 유용성을 

포함함.

편의성

(convenience)

사용하거나 이용하는데 편리함 또는 형평

이나 조건 따위가 편하고 좋음을 의미함. 

따라서 ‘편리하고 쉽다’를 의미하는 편이성

을 포함함.

편의성, 가독성을 

포함하며, 문항에 

따라서는 

접근성(accessibil

ity)을 포함함.

다양성

(variety)

내용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 다양함을 

의미함.

창의성

(initiative)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착상이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함.

전문성

(speciality)

이러닝 서비스에 참여하는 관계자(기획자, 

튜터 등)의 담당 업무의 전문적 지식, 경험 

등을 의미함.

안정성/보안성

(reliability/security)
하드웨어에 의한 중단없는 서비스와 해킹

 3) 이러닝 품질관리 평가지표

각 평가 준거는 세부 평가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평가문항에 따른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4-5>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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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정보유출에 대한 안정성을 의미함.

최신성

(up-to-date)

안정적인 이러닝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의 최신 기술의 적용을 의미함.

 3) 이러닝 콘텐츠 품질관리 영역 및 평가준거

이러닝 콘텐츠 품질을 위해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12가지가 있으며, 각 평가 영역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이러닝 콘텐츠 품질관리 영역

   요구분석

이러닝 콘텐츠 서비스 제공과 활용에 필요한 체제, 내용, 인적자원, 물적 자

원들에 대한 기대 수준과 실제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학습용 콘

텐츠의 활용목적에 적합한 교수내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분석하는 것

   교수설계

학습 요구의 분석 및 체계적 교수 기법을 통해 특정 수업내용과 특정 학생

들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코스에서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실행, 평가 

등과 같이 절차별 교수방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획하는 것

 

   학습내용

특정한 학업성취 목표 달성을 위해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지식과 기술

로서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자원

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교수․학습 전략

교수자가 가르치는 것을 학습자가 배우도록 하기 위해 전반적인 계획을 세

우는 것으로 결과보다는 과정을, 학습내용보다는 학습방법을 중시하여 언

제, 어디서, 어떤 학습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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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작용성

학습자의 학습활동 및 참여를 증진시키고 학습자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

한 학습자, 교수자, 학습내용 간 관계를 나타내고, 이들이 상호 다양한 의사

소통 방법을 통해 의도적으로 교류하는 것

   지원체계

학습자가 효율적으로 특정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지하여 돕는 것

으로 인적자원을 포함하여 물적 자원과 환경 등을 구조화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

   평가

학습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시작 전, 학습과정 중, 학

습완료 후 학습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방법이나 내용, 형태 등으로 

제시하여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

   피드백

학습자의 학습행동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습

목표와 비교하여 향후 행동 변화를 위해 어떤 학습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수행 내용을 제시하는 것

   재사용성

기존 개발된 콘텐츠의 내용을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기존 콘텐츠에 적용된 

학습구조를 파악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콘텐츠 개발 시 

모듈 단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공유유통

하나의 콘텐츠나 콘텐츠의 속성을 다수의 이용자가 함께 소유하거나 이용하

는 것으로 개발된 콘텐츠의 속성을 파악하여 이러닝 서비스 기관이 이러닝

을 위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윤리성

콘텐츠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해야 함

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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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정의

 1. 요구분석

1.1. 학습자 분석

사람의 현재 학습수준, 학습경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학습에 대한 기대 등을 규명하는 것

특정 학습을 위해 필요한 학습자의 연령이나 학습수준, 

학습경험 등을 분석하는 틀을 제시하고 있는가.

∘ 학습자의 디지털 콘텐츠 활용에 대한 이해 및 온라

인 학습경험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가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

려하고 있는가

1.2. 교수자 분석

가르치는 사람의 현재 지식수준 및 교수 경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습내용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 등을 규명하는 것

∘ 교수자의 지식 수준 및 교수 경험이 학습내용을 가

르치는 데 적합한가

∘ 교수자가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대해 이해하고, 온

라인 교수 경험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가

1.3. 학습내용 

분석

학습내용이 학습자들의 지식 수준을 고려할 때, 적합

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수준 및 관련 

정보 등을 파악하는 것

∘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지식, 기능, 가치를 보유하

어 스스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나 규범 등 인간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것

   저작권

창작에 대한 노력과 이로 인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저작물이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저작자의 승인 없이 이용하거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나. 이러닝 콘텐츠 품질인증 평가요인

<표 4-6> 품질인증 평가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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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학습내용인가

∘ 학습자들의 선행학습 경험을 고려한 학습내용인가

∘ 디지털 콘텐츠로의 표현 및 구현 여부를 분석하여 

반영하고 있는 학습내용인가

1.4. 학습환경 

분석

학습자들의 학습환경 상태를 고려하여 학습 프로그램 

등이 학습자들이 처한 학습환경에 상관없이 실행 가능

하도록 바람직한 학습환경 지표를 제시하는 것

∘ 학습 프로그램 및 응용 프로그램이 플랫폼, 운영체

제 등 특정 학습환경 지표를 제시하는 것

∘ 학습 프로그램 및 응용 프로그램의 활용 범위 및 

활용 영역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는가

1.5. 아이디어 

구안

학습과 수행을 통하여 바람직한 상태가 되기 위한 창

의적 지표를 제시하는 것

∘ 학습자 및 교수자의 요구분석을 고려한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 기존 사용하지 않은 표현방법 등 학습내용에 창의

적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2. 교수설계

2.1. 학습목표 

제시

지식, 기술, 학습자에게 기대되는 성과의 측면에서 훈

련 또는 학습 후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는 것(학습목표

는 어떤 크기의 교수 단위와도 연관)

∘ 학습자가 학습 후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는가

∘ 한 시간(차시) 학습목표가 적절한 분량으로 제시되

어 있는가

∘ 학습목표가 분명하고 관찰 가능한 행동적 용어로 

진술되어 있는가

2.2 수준별 학습

구체적인 학습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습자를 모두 표괄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수준을 고

려하여 학습활동을 제공하는 것

∘ 동일한 과정에서도 학습자의 수준을 다양하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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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가

∘ 다양한 능력의 학습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나 방법을 달리하는 시도나 노력이 있는가

2.3. 학습요소 

자료

학습자의 학습참여를 독려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

해 다양한 이미지, 동영상, 그래픽 등을 사용하는 것

∘ 학습자의 수준(연령, 경험), 인지 및 정의적 특성, 

학습내용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료(동영상, 이미

지, 사운드 등)를 사용하고 있는가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학습자들이 학습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적합한 형태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가

∘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자료가 산정 되었는가

∘ 학습자, 학습내용, 학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습내

용 및 관련 정보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

고 있는가

2.4. 화면 구성

콘텐츠에서 제시되는 학습 화면의 정렬이나 배치가 학

습에 도움되도록 조화롭고 일관성을 가진 형태로 구성

되도록 하는 것

∘ 학습자(연령 및 학습경험) 학습내용, 학습환경을 고려

하여 화면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는가

∘ 구성이 간결하고 안정감이 있으며, 일관성 있는 배

치와 진행을 유지하고 있는가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학습자들이 학습을 진

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의 화면으로 구

성되어 있는가

∘ 학습정보는 최대화하고 그 이외의 요소들은 최소화

하여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2.5. 인터페이스

학습 진행을 위한 안내 및 학습 위치의 이동에 대한 

용이성을 포함하고 있는것

∘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버튼, 메뉴, 배경 등)가 학

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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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고 배치되어 있는가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학습자들의 학습 진행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UI 구성요소를 일관성 있

게 배치하고 있는가

∘ UI 구성요소가 학습자의 학습 진행에 도움되도록 일

관성 있게 구조화하고 배치되도록 고려하고 있는가

∘ 전체 학습 분량 중 학습자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학습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동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

 3. 학습내용

3.1. 학습내용 

선정

학습자의 지식, 기술, 경험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하

기에 적합하며, 교육적으로 타당한 정보나 지식, 기술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

∘ 학습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핵심 내용으로 학습

내용이 선정되어 있는가

∘ 학습내용이 최신 정보 및 경향을 포함하여 구성되

어 있는가

∘ 학습내용이 교육적으로 타당한 것이며, 학습자에게 

구체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3.2. 학습내용 

조직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보나 지식

을 구성하고 의미표현, 용어 설명 등이 명확히 학습자

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 지식, 기술 등을 체계적

이고 조직적으로 구성하는 것

∘ 학습내용이 조직이 학습자의 수준(연령이나 인지능

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학습내용의 의미표현, 용어 설명, 맞춤법 등이 정확

하고 내용 상의 오류가 없는가

∘ 학습내용의 조직이 일정한 원리를 가지고 체계적으

로 구성되어 있는가

3.3. 학습 난이도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형태로 내용의 쉽고 어려움을 조절해서 내용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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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 연역적 귀납적 형태에 구분 없이 단계별로 내용이 

조직되어 있는가

∘ 학습내용 중 어렵고 쉬운 내용에 대한 배열을 적합

하게 채택하고 있는가

3.4. 학습분량

학습자의 특성(연령이나 발달수준 등), 학습내용, 학습

시간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적합한 학습 프레임 수로 구성하는 것

∘ 학습분량이 학습자 특성 및 학습 시간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가

∘ 학습분량이 학습목표를 도달하는데 적정한 프레임

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3.5. 학습자료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

충자료를,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의 학습을 위해서는 심

화 학습내용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

∘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준이 떨어지는 학습자

를 위해 보충 자료를 마련하고 있는가

∘ 학습자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적절한 형태의 심화학

습내용자료를 마련하고 있는가

 4. 교수․학습 전략

4.1. 

교수․학습전략 

선정

학습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구성하거나 제시 방법 등을 선정하는 것

∘ 학습내용에 적합한 학습방법(수업의 계열화 전략, 

교수매체 활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온라인 학습환경과 학습내용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교수-학습전략(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 

중심학습, 상황학습, 사례기반학습, 협동학습 등)을 

선택하고 있는가

∘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내용 구성을 고려하여 학습자

에게 효과적인 교수-학습전략을 제공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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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제중심학습의 단계별 절차 제공 등)

4.2. 자기주도적 

학습 전략

학습자 스스로 학습목표를 세우고 학습방법을 구체화

하는 등 학습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 및 

자료를 제공하는 것

∘ 학습자가 자유로운 정보 탐색, 수집, 가공, 활용을 

통해 스스로 학습을 계획,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으로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가

∘ 학습자가 학습과정을 자발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

도록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포함하고 있는가

∘ 학습자가 학습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방법(탐구학습, 개별학습 등)을 가지고 있는가

4.3. 동기부여 

전략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학습자의 흥미유발 및 참여기법

을 토대로 학습을 이끌어 가는 것

∘ 학습을 유도하는데 적합한 구체적은 내용, 활동(보상

을 통한 참여 독려 등),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는가

∘ 동기부여 요소를 통해 학습자들의 참여를 적절하게 

독려하고 있는가

∘ 학습자의 흥미를 부여하고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

는 여러 가지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가(개인적 관심 

요소 확보, 흥미로운 화면 구성 등)

 5. 상호작용

5.1. 학습자와 

교수자 간 

상호작용

학습자와 교수자(운영자, 관리자, 튜터 포함)가 학습자 

학습을 촉진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로 교류하고 

의사소통하는 것

∘ 학습자와 교수자(운영자, 관리자, 튜터 포함)의 특성과 

학습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상호작용 요소가 있는가

∘ 학습자와 교수자(운영자, 관리자, 튜토 포함) 간에 

적용 가능한 상호작용 방법(토론방, 상담, 블로그 

등)이 선정되어 있는가

5.2. 학습자와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습득함에 있어 학습을 촉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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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간 

상호작용

있도록 학습내용의 중간 중간에 다양한 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의사소통 장치를 마련하는 것

∘ 학습자와 학습내용의 특성 및 학습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상호작용 요소가 있는가

∘ 학습내용을 숙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상호작용 요

소를 구성하고 있는가

∘ 학습자와 학습내용 간에 의미있는 피드백 제공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있는가

5.3.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학습자와 학습자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학습촉진을 

위해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

∘ 학습자들 간에 적용 가능한 상호작용 방법(주제방, 

그룹방, 동아리방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학습자들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상호작

용 지표를 선정하고 있는가

 6. 지원 체계

6.1. 지원내용 

선정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학습활동 지원을 위

해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에 적합한 형태의 인적 자원

을 선택하는 것

∘ 학습자와 교수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내용(학습진행, 

학습도움, 학습점검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학습자의 특성(연령, 장애관련 정보, 발달 상태 등)

을 고려하여 적합한 내용(지원정보, 지원기능, 지원

인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내용(도움말 기능, 학습안

내, 자주하는 질문(FAQ)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6.2. 지원방법 

선정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위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방

법을 선택하여 배치하는 것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

려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하며, 접근 가능한 형태의 

지원방법을 고려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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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와 교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방

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 학습자 및 교수자의 학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법의 선정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6.3. 지원도구 

적용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습자가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도

구를 제공하는 것

∘ 학습자의 학습활동과 교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

용하기에 적합한 지원도구(게시판, 자료실 등)를 사

용하고 있는가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학습자들이 각각의 학

습 특성에 따라 활용 가능한 여러 가지 지원기능이 

포함되어 있는가

∘ 학습활동을 촉진하기에 적합한 여러 가지 지원도구

를 활용하고 있는가

 7. 평가

7.1. 평가내용 

선정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습내

용에 맞추어 난이도와 변별도가 적절한 내용들로 평가

문항을 구성하는 것

∘ 평가내용이 학습을 이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평가내용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을 유지

하고 있는가

7.2. 평가방법 

선정

학습내용과 학습자의 학습상황을 고려하여 학습 전, 중, 

후를 구분하여 이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것

∘ 다양한 형태의 평가방법이 학습의 진행과정에서 나

타나고 있는가

∘ 학습 진행과정에서 진단, 형성, 총괄평가, 수행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있는가

∘ 학습자들의 학습을 고려하여 소집단 평가, 일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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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등과 같은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가

7.3. 평가도구 

적용

평가는 학습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내용타당도와 더불어 신뢰도를 고려한 내용이나 형태

로 제시하는 것

∘ 개인 의견 기술과 같은 서술식 평가에서 모범답안

이나 서술 내용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을 학습자

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 학습목표 및 진행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평가

도구(진위형, 선다형, 서술형 등)를 사용하고 있는가

 8. 피드백

8.1. 평가결과 

제공

평가 내용이 다음 학습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줄 것인

지를 고려하여 결과 제공하는 것

∘ 평가결과 내용이 명확한 형태(표준화 점수, 상대적 

서열화, 목표 달성 정도 판정 등)로 제시되는가

∘ 평가결과가 구체적으로 다음 학습을 준비하거나 계

획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가

 9. 재사용성

9.1. 재구조화

학습내용 및 과정의 구조를 다른 콘텐츠나 다른 교육

과정에서 일부 수정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듈 

단위로 구성하거나 설계하는 것

∘ 학습내용 및 과정이 학습 목적에 따라 일부 수정하거

나 보완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학습내용 및 과정의 변화에 따라 전체 구조를 변경

하지 않고 일부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되

어 있는가

∘ 학습목표, 학습자수준, 학습환경에 따라 학습내용 

및 과정을 여러 형태(초급,고급,기초,심화,전문 등)

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한가

 10. 공유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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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메타데이터

데이터에 관해 이용자가 문헌과 이미지를 탐색하고, 

처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지능적으로 구조화된 형식의 

데이터

∘ 콘텐츠의 메타데이터가 국내 표준 규격(KS X 

7001-2 ; 교육정보 메타데이터(KEM)) 또는 국제표

준화 규격(IEE 1484.12.1- 2002 ; 학습객체 메타데

이터(LOM))을 준수하고 있는가

∘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 규격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는가

∘ 콘텐츠 사용 목적에 적합한 자원의 단위를 결정하

여 메타데이터를 선정 하였는가

 11. 윤리성

11.1. 윤리적 

규범

콘텐츠의 내용을 주관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객관적이며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

∘ 종교, 지역, 이념, 성, 계층, 개인적 주관 등 윤리적 

편견이나 폭력적 표현 등 교육 콘텐츠로써 적합하지 

못한 단어, 문장, 그림이나 동영상을 포함하고 있는

가

 12. 저작권

12.1. 저작권 

적용

저자의 저작권을 명시하고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저작

물 사용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

∘ 콘텐츠 및 관련 개발물에 대한 저작권 명시를 구체

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 콘텐츠 개발에 인용한 다른 저작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출처, 저자, 일자 등)를 밝히고 있는가

∘ 콘텐츠 개발에 인용한 다른 저작물에 대해 원저자

로부터 구체적인 사용권 및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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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준거
단계

기획 설계 제작 활용

요구분석 학습환경분석 ○

교수설계

학습목표제시 ○

수준별 학습 ○ ○

학습소요 자료선정 ○ ○

화면구성 및 배치 ○ ○

인터페이스 및 

진행
○ ○

학습내용

학습내용 선정 ○

학습내용 조직 ○

학습난이도 ○

학습분량 ○ ○

교수학습 

전략

교수학습전략 선정 ○ ○

동기부여전략 ○ ○

상호작용성 학습자와 교수자 간 ○ ○

지원체계 지원내용 선정 ○ ○

평가
평가내용 선정 ○

평가방법 선정 ○

다. 이러닝 콘텐츠 단계별 평가 영역

이러닝 콘텐츠 품질관리는 정확성, 신뢰성, 타당성, 활용성, 적응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이러닝 콘텐츠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닝 콘텐츠 품질관리를 위해 콘텐츠 기획, 설계, 제작, 활용 단계에서 검

토해야 할 평가영역과 평가준거는 다음과 같다.

<표 4-7> 이러닝 콘텐츠 단계별 평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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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 선정 ○

피드백 평가결과 제공 ○

재사용성 재구조화 ○ ○ ○

공유유통 메타데이터 ○ ○

윤리성 윤리가치적 문제 ○ ○ ○

저작권 저작권 적용 ○ ○ ○ ○

평가자료
인증신청서

기획서
설계서

샘플자료

스토리보

드

최종산출물

 5) 이러닝 서비스 품질관리 영역 및 평가준거

이러닝 서비스 품질관리는 학습자가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하고 운영하여 학습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러닝 서비스 품질을 위해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5가지가 있으며, 각 평가 영

역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이러닝 서비스 품질관리 영역

   비전과 투자전략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가지는 운영 목표와 성공적인 이러닝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닝 서비스의 목적 달성

을 위해 투자한 자본의 내용이나 정도를 포함한다.

   조직 및 인력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을 확보, 배

치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이 이러닝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핸 구성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목적의 교육훈련까지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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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정의

 1. 비전과 투자전략

1.1. 비전과 전략

이러닝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 차

원의 비전 내용과 비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전

략을 수립하는 것

∘ 이러닝 서비스에 대한 비전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구현 가능한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기관운영에 대한 비전과 전략내용을 기관 구성원들

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 기관 차원의 특색 있는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고 있

는가

1.2. 운영․투자계획

비전과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운영 및 투자계획의 연계

성과 실현가능성, 적절성을 토대로 실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수립하는 것

   인프라

인정적인 이러닝 서비스를 위한 물적 기반을 나타내는 것으로, 물적 기반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지침 등을 포함한다.

   교육운영

이러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전체의 과정을 관리하고 다루는 것으로, 이

러닝 서비스의 시작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 이러닝 서비스 도중에 지원

해야 하는 것, 이ㅓ닝 서비스 후에 관리해야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교육지원

효과적인 이러닝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자를 비롯하여 학습자 

등의 참여 주체를 지지하여 돕는 것으로, 인적자원 뿐만 아니라 물적자원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행정적 측면, 학습자 사후 관리 등의 

각종 지원체계까지 포함한다.

나. 이러닝 서비스 평가요인

<표 4-8> 이러닝 서비스 평가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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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운영 특성에 적합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운영․투자계획의 전략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서비스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실행이나 노력이 있는가

1.3. 재정운영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확보

된 재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수립하는 것

∘ 이러닝 서비스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

장기 재정 확보 계획이 있는가

∘ 기관의 재정이 이러닝 서비스 운영에 적절하게 사용

(총 예산대비 서비스 투자 비율)되고 있는가

 2. 조직 및 인력

2.1. 조직체계

기관의 비전과 전략을 원활하게 수행하며, 효율적으로 이

러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배치하는 것

∘ 기관 운영에 필요한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

는가

∘ 조직의 인력 배치 계획과 조직원의 역할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고 운영하고 있는가

2.2. 교육기획자

이러닝 서비스를 위해 교육 전반을 기획하는 교육기획

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성을 가진 교육기획자를 위

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

∘ 교육기획자의 선발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

되어 있는가

∘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규모 등에 비추어 충분한 교

육기획자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 교육기획자의 전문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가

2.3. 교수설계자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설계하는 교

수설계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교수설계자의 전문성 제고

를 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

∘ 교수설계자의 선발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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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가

∘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규모 등에 비추어 충분한 교

수설계자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 교수설계자의 전문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가

2.4. 개발자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을 개발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성을 가진 개

발자에 대한 관리지침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

∘ 개발자의 선발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규모 등에 비추어 충분한 개

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 개발자의 전문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을 구

체적으로 수립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가

2.5. 운영자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전반을 관리하

는 운영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운영자가 관리를 체계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 및 운영 방안을 마련

하는 것

∘ 운영자의 선발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규모 등에 비추어 충분한 운

영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 운영자가 운영을 위한 절차(지침 또는 매뉴얼 등)을 

수립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2.6. 튜터

이러닝 서비스의 교육내용을 관리하는 튜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튜터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지침, 튜터 운영 

매뉴얼 등의 튜터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

∘ 기관의 운영 규모 등에 비추어 충분한 수의 튜터를 

확보하고 있는가

∘ 활동을 위한 절차(지침 또는 매뉴얼 - 학습자 통제, 

수업진행방법 등)를 수립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 튜터의 전문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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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수립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가

2.7. 내용전문가

이러닝 서비스를 설계, 개발하기 위한 학습내용 전문가

를 충분히 보유하고, 전문가가 교수설계자에게 학습내용

과 각종 학습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용전문가 관리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

∘ 내용전문가의 선발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

되어 있는가

∘ 교육과정 개발계획에 따라 내용전문가의 관리 및 지

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3. 인프라

3.1. 운영시설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시설 및 설비관리

에 적절한 규모의 사무실과 부대장비를 확보하는 것

∘ 이러닝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시설 관

리 및 운영지침이 있는가

∘ 이러닝 서비스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영 시설들

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3.2. 강의시설

혼합학습(Blended Learning)인 경우, 강의에 적절한 규

모의 강의실과 실습실 그리고 운영지침을 확보하는 것

∘ 오프라인 강의실 관리지침이 있는가

∘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학습자가 학습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 기관 전체의 교육과정 규모와 서비스 방식을 고려하

여 오프라인 강의 시설이 적절한 규모로 확보되어 

있는가

3.3. 개발시설

질 높은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의 개발

환경과 더불어 적절한 규모의 개발실을 확보하고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것

∘ 개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지침이 있는가

∘ 개발시설들이 교육과정 개발계획에 적절한 규모로 

확보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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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서버

이러닝 서비스 및 솔루션을 탑재하고, 네트워크에 연결

하여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효율적인 구성

과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하는 것

∘ 이러닝 서비스 규모 및 교육훈련 방식을 고려하여 

서버를 구축하고 있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였는가

∘ 서버 용량 등 서비스 환경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가

∘ 내외부로부터의 침해에 대한 대비 및 대응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3.5. 네트워크

이러닝 서비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학습자에게 전달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구성과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

하는 것

∘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네트워

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지

보수 체계와 방법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 이를 적용

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운영하고자 하는 이러닝 서비스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네트워크 용량을 적절히 확보하고 있는가

3.6. 소프트웨어

이러닝 서비스의 개발, 과정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용 소

프트웨어,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핸 제반 소프

트웨어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

∘ 서비스 개발 및 서버 운영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충분히 구비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 소프트웨어의 버전에 따른 업데이트 및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와 방법을 갖추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가

3.7. 권장 설비

이러닝 서비스 기관이 보다 나은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

야 하는 제반 시설 및 설비와 학습관리시스템(LMS) 등

을 확보하고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것

∘ 부가 설비로 캠코더, 카메라, 스튜디오, 영상편집 장

비, 음향편집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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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비스로 전자우편, 모사답안 방지시스템, 웹하

드 서비스, 커뮤니티, 블로그 서비스, 문제은행, 학습

이력 관리 등

 4. 교육운영

4.1. 품질관리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 적절

한 품질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

∘ 서비스되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

으로 수립되어 있고 실시되고 있는가

∘ 이러닝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절차와 단계

별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

어 있는가

∘ 이러닝 서비스의 품질보장을 위한 적절한 절차가 수

립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가

4.2. 교육계획

기관의 이러닝 서비스 전략을 고려하여 전체 이러닝 교

육과정의 위계와 구성 규모 등을 토대로 이러닝 서비스

를 개발·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 학습자 특성과 기관의 비전 및 전략을 고려하여 교

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학습자 및 기관의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고, 그 결과를 과정개발 및 교과편성에 반영하고 

있는가

∘ 교육계획에 의한 운영이 교육서비스의 성과로서 적

절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가

4.3. 교육비

이러닝 서비스의 난이도와 중요도, 운영 형태에 따라 적

절한 가격의 교육비를 책정하는 것

∘ 이러닝 과정개발 및 운영 비용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교육비용 산정절차 및 방식이 공정하게 수립되어 있

는가

∘ 이러닝 과정개발 및 운영 비용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교육비용 산정방법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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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학습지원

이러닝 학습자가 과정을 학습하기 이전부터 시작하여, 

학습을 마칠 때까지 운영자와 튜터가 제공해야 하는 이

러닝 관련 지지 및 도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

∘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는 절차적 내용 및 지원 방

식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실시되

고 있는가

∘ 학습지원 절차 및 방식이 학습자의 입장에서 진행되

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4.5. 평가와 

성적관리

학습목표 도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

한 평가방식의 수립 및 개인별 평가점수에 대한 투명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

∘ 평가방법 및 성적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수립

되어 있고 실시되고 있는가

∘ 평가방식은 교과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성과

를 측정하기 위한 공정한 평가지표 및 평가도구를 

제공하고 있는가

∘ 학습효과 평가를 위한 절차 및 기준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활용되고 있는가

4.6. 학습매뉴얼 

제공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환경 설정, 메뉴 이용, 

서비스 이용방법 등에 대한 절차 및 설명을 적절한 형

태로 구성하는 것

∘ 학습매뉴얼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가

∘ 학습자가 학습매뉴얼을 통해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

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학습자들이 쉽고 빠르게 

학습매뉴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4.7. 보충학습지원

교육목표 도달을 위해 도움되는 부가적, 보완적 학습자

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

∘ 학습에 도움되는 보충학습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사

용자가 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가

∘ 학습과정을 고려할 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과 분량이 적절하고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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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교육처치

이러닝 교육과정이 종료된 후, 개인별 학습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내용을 개인

별로 적절히 피드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

∘ 학습종료 후,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절

차 및 방식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실시되고 

있는가

∘ 교육처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학습자에게 적절한 시

기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는가

4.9. 맞춤학습

이러닝 교육과정의 진행일정에 비추어 학습진도가 미비

하거나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학습이해도가 낮은 학습자

에 대한 관리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

∘ 교육활동 중에 부진학습자 및 속진학습자에 대한 관

리 및 지원을 위해 절차, 방법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

되어 있고 실시되고 있는가

∘ 부진학습자 및 속지학습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4.10. 의견수렴

학습자를 포함하여 운영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

차를 갖추고, 실제 의견 수렴된 내용이 다음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

∘ 운영 관계자 및 학습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가 수립되어 있고 활용되고 있는가

∘ 제안된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가

4.11. 활성화 방안

이러닝 서비스의 보다 나은 운영을 위해 홍보나 설명회 

등의 다양한 노력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

∘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홍보, 설명회 등)

이 수립되어 있고 활용되고 있는가

∘ 다양한 서비스 발굴을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가

∘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추진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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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육지원

5.1. 이용지원

학습자가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문의하거나 

상담하는 내용 등에 대해 혹은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받

고 있는 동안의 문의 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이 효율적

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

∘ 이러닝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운영자의 지원절차 및 

방식이 단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실시되고 있는가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학습자들이 이러닝 서비

스 이용문의와 상담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가

∘ 이러닝 이용문의 및 상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5.2. 사후관리

이러닝 학습종료 후에 학습자의 반복학습 지원, 학습과 

연계된 다른 서비스 추천 등의 학습자 개인별 학습 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

∘ 학습종료 후 학습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서비스 방

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 학습종료 후 제공되는 학습자 관리 및 학습자료 제

공 서비스 등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5.3. 정보관리

학습자의 정보관리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

를 갖추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하는 것

∘ 개인 신상 정보(이러닝 운영인력 및 학습자 포함)에 

대한 관리 및 운영방안(신규 추가, 수정, 삭제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가

∘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접근, 이용에 대한 보안 정책

이 체계적으로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

는가

5.4. 행정지원

서비스의 개발, 교육운영, 학습자 수료처리 등 이러닝 

서비스 전반에 따른 제반 계약 및 문서처리 등을 체계

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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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 인력과 학습자에게 제반 행정지원을 위한 절

차와 방식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지원되고 있

는가

∘ 행정지원 내용이 대상별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있는가

∘ 학습자들의 학습 이수에 따른 보상체계가 구체적으

로 수립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가

평가영역 평가준거
단계

운영 전 운영 중 운영 후

비전과투자전략

비전과 전략 ○

운영․투자계획 ○

재정운영 ○

조직 및 인력

조직체계 ○

설계/개발자 ○

기획/운영자 ○ ○

튜터/내용전문가 ○ ○

인프라

관리/운영시설 및 장비 ○ ○

강의시설 ○ ○

서버 ○ ○

네트워크 ○ ○

소프트웨어 ○ ○

교육운영

품질관리 ○ ○

교육계획 ○

학습지원 ○ ○

평가/성적 관리 ○ ○

교육처치 ○

나. 이러닝 운영 서비스 평가 영역

<표4-9> 이러닝 운영 서비스(원격교육연수원) 평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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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매뉴얼 제공 ○ ○

보충학습 지원 ○

의견수렴 ○ ○ ○

교육지원

이용지원 ○ ○

사후관리 ○

정보관리 ○ ○ ○

행정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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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닝 품질관리사 자격과 역할

 본 장에서는 이러닝의 품질관리사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이러닝 품질관리사 자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러닝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품질관리 전문성

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해당 분야 종사자들에게 일정 자격을 인증해 

주는 이러닝 품질관리사24) 자격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닝 품질관리사는 학습자들이 요구하는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러닝 콘텐츠 기획, 개발, 평가, 운영에 대한 포괄적 업무수행 및 품질관리 계

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콘텐츠 품질관리의 전 프로세스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분석,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이 직업은 기업이나 교육기관에서의 이러닝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학습자 특

성과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품질 높은 콘텐츠 개

발과 보급이 강조됨에 따라 전문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이러닝 품질관리사 자격대상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이상이 응시할 수 있

으며, 콘텐츠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기초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러닝 품질관

리사는 1급과 2급이 있으며, 급수에 따라 응시자격과 검정과목이 다르다.

 1) 이러닝 품질관리사 2급

이러닝 품질관리사 2급은 이러닝에 관한 기초지식과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이론

적 이해를 바탕으로 품질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이러닝 강좌의 콘텐츠와 수업

운영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검정한다.

24) 이러닝 품질관리사 : e-Learning QAO(Quality Assuranc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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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학습내용 시간

1. 이러닝의 이해

Ÿ 이러닝의 개념 및 필요성

Ÿ 이러닝 영역․이러닝 구성요소

Ÿ 이러닝 기초 이론

Ÿ 교수매체 및 교수학습 방법

Ÿ 이러닝 활용분야 및 현황

Ÿ 이러닝 이슈

이론

6시간

2.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기초

Ÿ 수업체제설계의 개요

Ÿ 기획 및 분석

Ÿ 수업설계

Ÿ 콘텐츠 개발

Ÿ 과정운영

이론

7시간

3. 이러닝 품질관리 기초

Ÿ 품질관리의 개요

Ÿ 이러닝에서의 품질관리

Ÿ 이러닝 품질관리 절차

Ÿ 이러닝 품질관리 영역 및 평가 준거

Ÿ 이러닝 품질관리사의 자격과 역할

이론, 

실시

7시간

응시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이며, 검정방법은 필기

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눠 치러지며, 교육과정은 3과목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

과 같다.

<표 4-10> 이러닝 품질관리사 2급 교육과정

 2) 이러닝 품질관리사 1급

이러닝 품질관리사 1급은 이러닝 관련 전문지식과 수행능력, 품질평가 실무경

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관리와 품질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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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러닝 품질관리사 2급 이러닝 품질관리사 1급

대상 이러닝 품질관리단, 이러닝 업계 종사자, 교원, 대학생 등

응시

자격

4년제 대학 졸업자

(졸업예정자 포함)

교육훈련 현장 실무 경력 3년 이상 

자로서 이러닝 품질관리자 2급 자

격 취득자

검정

방법

필기시험 : 전 과목 60점 이상

※과학 1과목 이상, 40점 이하

실기시험 : 60점 이상

※작업형 실기

필기시험: 전 과목 60점 이상

※ 과락 1과목 이상, 과락 40점 이하

실기시험 : 60점 이상

※ 포트폴리오 평가 및 면접

검정

과목

필

기

① 이러닝 이해(30%),

②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기초(30%),

③ 이러닝 품질관리 

기초(40%)

필

기

①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운영

(30%)

② 이러닝 과정운영 및 관리

(30%)

③ 이러닝 품질관리(40%)

실

기

작업형 실기

(평가지표에 따른 콘텐츠 

평가 실시)

실

기

포트폴리오(품질관리 체계구축서, 

품질관리 실행내역 등)

평가 및 면접(경력증빙내용 

확인 포함)

응시자격은 교육훈련 현장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이러닝 품질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검정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눠 

치러진다.

<표 4-11> 이러닝 품질관리사 응시자격 및 검정방법

 3) 이러닝 품질관리사 직무능력분석

이러닝 품질관리사에 요구되는 직업적성과 직업기초능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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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업적성

   정신적

∘ 이러닝에 대한 교육적 비전과 품질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분명해야 한다.

∘ 교수설계 및 개발에 대한 전반적 내용과 프로세스를 알고 있어야 객관적

으로 명확한 품질관리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객

관적 평가 가능한 공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국내외 이러닝 트랜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

는 연구를 통해 이러닝 교육 훈련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개발자, 운영자, 영업 등 다른 스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협력업

체의 품질관리와 상생관계 유지를 위해 내부적, 외부적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등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이러닝 콘텐츠에 관해서 최고의 품질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 이러닝 콘텐츠의 새로운 트랜드와 국내외 이러닝 품질기준 및 동향에 대

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콘텐츠 품질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 섬세하고 꼼꼼한 업무처리, 완벽을 기하는 자세, 관련 사람을 교육하고 

의사소통을 즐기는 마음 뿐만 아니라, 부분과 전체를 균형감 있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신체적

∘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신체기능과 시청각적 감각이 요구된다.

(신체제약조건 : 시각장애, 청각장애)

나. 직업기초능력

   교수설계 및 품질관리 능력

∘ 요구분석, 교수설계 전략 등의 실무적인 과정개발 직업 수행능력을 기본

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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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운영의 전체에서 부분을 볼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해외 혹은 선진 기술이나 동향 등을 파악하여 전파하고, 고품질 콘텐츠

를 개발할 수 있도록 품질측정지침 등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기획력 및 추진력

∘ 이러닝 품질관리사는 고품질의 콘텐츠가 제작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준이나 프로세스를 수립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기획력이 요구되며, 이

를 시행할 수 있는 추진력이 요구된다.

   문제해결능력

∘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 사고 능력, 문제 인식 능력과 대안선택, 적용 및 

대안 평가 능력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 자부심, 책임감, 성실성이 필요하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진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스스로 개발

하여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과정개발 경험을 토대로 설계전략 및 최신동향의 교수․학습원리 등이 콘

텐츠에 적용되는 바를 이해하고, 새로운 교수기법 등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해야 한다.

   대인관계능력

∘ 개발․운영․영업 등 관련 부서의 서로 다른 요구들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

이 요구된다.

∘ 타인에 의해 개발된 콘텐츠의 품질을 검수하므로, 품질 검수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내․외부 관련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협동능력, 갈등관

리능력이 요구된다.

   정보수집 및 전파능력

∘ 최신 IT 및 이러닝 동향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이 요구된다.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능력으로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조직,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 컴퓨터 활용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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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개요

이러닝 품질관리사는 학습자들이 요구하는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닝 

콘텐츠 기획, 개발, 평가, 운영에 대한 포괄적 업무수행 및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토대로 콘텐츠 품질관리의 전 프로세스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분석, 지원하

는 직무를 수행한다.

2. 작업 일람표

책무 NO 작업명 작업난이도 작업중요도 작업빈도

A

1

2

3

목표 수립하기

체계 수립하기

Mater Plan 수립하기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기술능력

∘ 인터넷에 대한 기본 지식, 프로그래밍 언어 및 그래픽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지식, 네트워크/서버에 대한 기본 지식 등의 기술적 이해능력이 요

구된다.

∘ 관련 직무에서 새로운 기술 및 직무의 계속적 습득과 과학기술의 이해 

능력 및 선택 능력이 매우 필요하다.

   조직이해능력

∘ 이러닝 조직의 변화 추세를 이해하고 조직의 업무를 이해하는 능력이 요

구된다.

∘ 이러닝 관련자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4) 이러닝 품질관리사 직무명세서

이러닝 품질관리사가 수행하는 각 직무에 대한 직무 명세서를 도출하였다.

이러닝 품질관리사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구조화하

여 자격종목의 출제 기준과 교과목으로 제시하였다.

<표 4-12> 이러닝 품질관리사 직무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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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 작업

[A]

품질관리 계획

A-1

목표

수립하기

A-2

체계

수립하기

A-3

Master plan

수립하기

[B]

품질관리 실행

B-1

실행계획

수립하기

B-2

품질

검사하기

B-3

품질검사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확인하기

[C]

품질관리 개선

C-1

개선계획

수립하기

C-2

개선계획

실행하기

C-3

개선결과확인

및 사후관리하기

1. 작업명 A-1 목표 수립하기

2. 성취수준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분석을 실시하고, 목표수립에 필요한 관련 정보

를 수집․분석하여 각 기관에 적합한 품질관리 목표를 작성한다.

B

1

2

3

실행계획 수립하기

품질 검사하기

품질검사 결과분석 및 개선사

항 확인하기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C

1

2

3

개선계획 수립하기

개선계획 실행하기

개선결과확인 및 사후 관리하기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아래 <표 3-1>은 이러닝 품질관리사 직무 모형이며, 각각의 작업에 대한 성

취기준, 작업요소, 도구, 관련 지식, 기능 및 태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4-4> 이러닝 품질관리사 직무 모형

   A : 품질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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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요소 난이도

(1) 품질관리 목표수립을 위한 요구분석을 실시한다.

(2) 정보수집 계획을 수립한다.

(3)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정보를 수집한다.

(4) 수집된 결과를 분석한다.

(5) 분석결과에 의거하여 품질관리 목표를 수립한다.

(6) 최종적으로 품질관리 목표 기술서를 작성한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난이도 평균 ①②③④⑤

4. 관련 지식, 기능 및 태도(Related Knowledge, Skill, Attitude)

지식
품질관리 방법, 요구분석 지식과 방법, 자료분석 방법, 목표기술 방

법, 문서작성 방법

기능
자료수집 능력, 자료분석 능력, 분석결과 종합능력, 커뮤니케이션 능

력, 문서작성 능력

태도 적극성, 융통성

1. 작업명 A-2 체계 수립하기

2. 성취수준
품질관리 목표에 의거하여 품질관리 대상, 영역, 방법 및 절차, 도구, 

평가기준 등의 체계를 수립한다.

3. 작업요소 난이도

(1) 품질관리 대상을 선정한다.

(2) 이러닝의 구성요소인 기획, 설계, 개발, 운영에서 품질관리 영

역과 항목을 도출한다.

(3)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를 수립한다.

(4) 품질관리 도구를 개발하거나 적합한 도구를 선정한다.

(5) 품질관리 평가기준을 수립한다.

(6) 품질관리 체계 운영을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7) 수립된 품질관리 체계는 내부 구성원의 합의와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8) 품질관리 체계도와 상세 기술서를 작성한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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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평균 ①②③④⑤

4. 관련 지식, 기능 및 태도(Related Knowledge, Skill, Attitude)

지식
이러닝 교수체제 설계모형의 구성요소, 품질관리 영역의 분류, 품질

관리 방법, 품질관리 평가기준, 문서작성 방법

기능
문서작성 능력, 품질관리 도구개발, 품질관리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프레젠테이션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태도 정확성, 객관성, 수용성

1. 작업명 A-3 Master Plan 수립하기

2. 성취수준
품질관리 실행을 위해 전체 일정계획, 조직구성, 추진방법, 예산 등

의 Master Plan을 작성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작업요소 난이도

(1) 품질관리 전체 일정계획을 수립한다.

(2)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한다.

(3) 품질관리 추진방법을 수립한다.

(4) 품질관리 예산을 수립한다.

(5) 품질관리 Master Plan을 작성한다.

(6) 조직 내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승인을 받는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난이도 평균 ①②③④⑤

4. 관련 지식, 기능 및 태도(Related Knowledge, Skill, Attitude)

지식
일정관리 방법, 예산수립 방법, 조직구성 및 관리방법, 문서작성 

방법, 품질관리 방법, 품질관리 영역의 분류

기능
일정관리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서작성 능력, 정보 종합 능력, 

조직 구성 및 관리 능력, 프레젠테이션 능력

태도 정확성, 추진력, 적극성

1. 작업명 B-1 실행계획 수립하기

2. 성취수준 품질관리 대상 특성을 분석하고 품질관리 영역별 검사항목 요소를 

   B : 품질관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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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여 검사일정, 투입인력, 소요비용 등의 계획을 종합하여 품질

관리 실행계획서를 작성한다.

3. 작업요소 난이도

(1) 품질관리 대상 특성을 분석한다.

(2) 품질관리 영역별 검사 항목 및 요소를 선정한다.

(3) 품질검사 도구를 개발한다.

(4) 품질검사 세부일정을 수립한다.

(5) 투입인력 산출하여 조직을 구성한다.

(6) 품질검사 소요비용을 산출한다.

(7) 품질관리 실행계획서를 작성한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난이도 평균 ①②③④⑤

4. 관련 지식, 기능 및 태도(Related Knowledge, Skill, Attitude)

지식
예산수립 방법, 일정관리 방법, 조직구성 및 관리방법, 품질검사 

방법, 품질관리 방법, 품질관리 영역의 분류, 문서작성 방법

기능
일정관리 능력, 문서작성 능력, 조직구성 및 관리 능력, 품질검사 

도구 개발, 품질관리 도구 개발

태도 융통성, 정확성 

1. 작업명 B-2 품질 검사하기

2. 성취수준

품질검사 대상 자료를 확보하여 일정 및 투입인력에 따른 단계별 

업무를 분담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한 후, 품질검사 확인서를 작성하

고 이를 검토한다.

3. 작업요소 난이도

(1) 품질검사 대상 자료를 확보한다.

(2) 일정 및 투입인력에 따른 단계별 업무를 분담한다.

(3) 품질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검사를 수행한다.

(4) 품질검사 확인서 및 개선 요구사항을 작성한다.

(5) 품질검사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 및 보완한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난이도 평균 ①②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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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지식, 기능 및 태도(Related Knowledge, Skill, Attitude)

지식 품질검사 방법

기능
결과분석 및 종합 능력, 품질 검사확인서 작성 능력, 문제해결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품질검사 수행 능력

태도 정확성, 객관성, 수용성, 기민성, 인내성, 추진력, 융통성, 적극성

1. 작업명 B-3 품질검사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확인하기

2. 성취수준

자료 분석도구를 선정하여 품질검사 결과를 분석한 후, 품질개선 을 

요구하며,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품질관리 보고서

를 작성한다.

3. 작업요소 난이도

(1) 수집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자료 분석 도구를 선정한다.

(2) 자료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3) 분석결과가 부족한 경우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4)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품질검사 결과보고서 및 품질개선 요구사

항을 작성한다.

(5)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품질개선이행을 요구한다.

(6) 품질개선사항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한다.

(7)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8) 최종적으로 품질관리 보고서를 작성한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난이도 평균 ①②③④⑤

4. 관련 지식, 기능 및 태도(Related Knowledge, Skill, Attitude)

지식
문서작성 방법, 자료분석 방법, 작업계획 작성 방법, 품질검사 방법, 

품질관리 방법

기능
문서작성 방법, 결과분석 및 종합 능력, 자료분석 능력, 정보종합 

능력, 품질검사 수행 능력, 품질검사 확인서 작성 능력

태도 정확성, 융통성, 주의력,  

1. 작업명 C-1 개선 계획 수립하기

2. 성취수준 품질관리 대상 영역 및 대상자를 통하여 품질관리 체계 및 활동 과

   C : 품질관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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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한 후 조직 내 의사결정권자의 

승인을 얻는다.

3. 작업요소 난이도

(1) 품질관리 대상 영역별 품질관리 활동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한다.

(2) 품질관리 대상자를 통하여 품질관리 활동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3) 품질관리 체계 및 활동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다.

(4) 품질관리 체계 및 활동과정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5) 품질관리 체계 개선계획서를 작성한다.

(6) 품질관리 체계 개선계획서를 공유하고 의사결정권자의 승인을 

얻는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난이도 평균 ①②③④⑤

4. 관련 지식, 기능 및 태도(Related Knowledge, Skill, Attitude)

지식

자료조사 방법, 자료분석 방법, 인터뷰 절차 및 방법, 일정관리 

방법, 예산수립 방법, 조직구성 및 관리 방법, 품질관리 방법, 

품질관리 영역의 분류, 품질관리 평가 기준, 문서작성 방법, 

요구분석 지식과 방법

기능

일정관리 능력, 결과분석 및 종합 능력, 문서작성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료수집 능력, 자료분석 능력, 정보 종합 능력, 조직구성 및 

관리 능력, 인터뷰 진행, 커뮤니케이션 능력, 프리젠테이션 능력 

태도 수용성, 개방성, 정확성, 창의성

1. 작업명 C-2 개선 계획 실행하기

2. 성취수준
품질관리 체계 개선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실행하고 

이를 보완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유한다.

3. 작업요소 난이도

(1) 품질관리 체계 개선계획서에 따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2) 일정 및 투입인력에 따른 단계별 업무를 분담한다.

(3) 품질관리 체계 개선업무를 실행하고 진척상황을 관리한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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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완료하고 필요 시, 수정․보완한다.

(5) 품질관리 체계 개선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6) 품질관리 체계 개선에 참여한 관계자와 품질관리 체계 개선결

과를 공유한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난이도 평균 ①②③④⑤

4. 관련 지식, 기능 및 태도(Related Knowledge, Skill, Attitude)

지식
작업계획 작성방법, 일정관리 방법, 문서작성 방법, 조직구성 및 

관리 방법, 진척관리 방법, 품질관리 방법

기능
프리젠테이션 능력, 문서작성 능력, 문제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일정관리 능력, 조직구성 및 관리 능력

태도 적극성, 책임감, 협조성, 정확성, 개방성

1. 작업명 C-3 개선결과 확인 및 사후관리하기 

2. 성취수준
품질개선 활동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존의 

품질관리의 목표, 체계, 실행지침을 보완할 수 있다.

3. 작업요소 난이도

(1) 품질관리 목표, 체계 및 실행지침 개선여부의 점검계획을 수립

한다.

(2) 품질관리 목표, 체계 및 실행지침 개선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한다.

(3) 품질관리 목표, 체계 및 실행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관

리한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난이도 평균 ①②③④⑤

4. 관련 지식, 기능 및 태도(Related Knowledge, Skill, Attitude)

지식
품질관리 방법, 문서작성 방법, 일정관리 방법, 자료분석 방법, 

작업계획 작성 방법, 진척관리 방법

기능
자료수집 능력, 자료분석 능력, 문서작성 능력, 문제해결 능력, 

일정관리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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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적극성, 책임감, 객관성, 주의력, 유연성

 5) 이러닝 품질관리사의 역할

이러닝 품질관리사는 지속적인 관련 지식의 습득을 통해 기본적 자질을 함양

하고, 각 영역별 평가 기준을 숙지하여 콘텐츠의 공정한 평가를 하며, 프로젝

트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닝 품질관리사의 역할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닝 콘텐츠에 대한 요구분석과 기획능력을 갖춘 기획자로서의 역할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서 가장 선행되어져야 할 사항은 과정에 대한 요구사

항 정의이다. 요구분석은 대략적으로 학습자에 대한 분석과 교과목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내적, 외적 환경에 대한 분석으로 볼 수 있다. 이러닝 콘텐츠

를 고객 니즈에 맞게 개발하려면 요구사항 정의가 정의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설계전략, 매체선택, 개발방향 등을 도출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

은 이러닝 품질관리사가 가져야 할 기획자로서의 자질이며,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위한 첫 번째 선행 요소이며, 매우 중요하다.

   이러닝 콘텐츠를 설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로서의 역할

이러닝 콘텐츠 개발자는 기획단계에서 도출된 설계, 개발전략을 토대로 스

토리보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디자인 개발 시, 시스템 개발환경 및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하는지 판단,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콘텐츠 표준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발해야 하는 콘텐츠라면 이에 적절하게 구조가 짜여져 

있는지 개발자로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되었는지 이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개발된 이러닝 콘텐츠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로서의 역할

이러닝 콘텐츠 운영자는 개발된 콘텐츠를 시스템에 과정 등록, 포팅을 담당

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품질인증 심사 신청을 맡아 시스템에 관련내용을 

등록하며, 심사 적합 시, 학습자 대상으로 콘텐츠 과정관리까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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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 콘텐츠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자로서의 역할

이러닝 콘텐츠 평가자는 개발된 콘텐츠가 평가 기준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각 영역별 평가할 수 있는 품질관리능력을 요구한다. 각 영역은 기획, 설계

전략, 디자인전략, 상호작용, 동기유발 등 세부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

게 되며, 평가자는 전반적인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

어야 한다.

   이러닝 콘텐츠 프로젝트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

의 역할

이러닝 콘텐츠 프로젝트 관리자는 기획부터 운영, 평가까지의 일정관리, 개

발관리, 단계별 문서작성 등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며, 리

스크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이러닝 품질관리사의 자세

이러닝 품질관리사는 콘텐츠 및 서비스 프로세스 단계별의 전문가는 아니지

만, 각각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기획능

력, 설계능력, 개발능력, 운영능력, 평가능력, 관리능력 등을 모두 고루 갖추

고 있어야 한다. 평가 시 과정에 대한 객관적 시각,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주관적 견해를 절대 포함해서는 안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러닝 콘텐츠 

품질평가단은 2~3명의 내용전문가를 위촉하여 공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

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인증하고 있으며, TTA를 통해 기능에 대한 무결성을 

인증하고 있다.

이러닝 품질관리사는 주어진 단계별 평가 기준을 숙지하고 평가기준의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엄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닝 품질관리사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며, 최신 

트랜드 및 학문에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지식을 축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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