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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 WBI
웹기반수업

WBT
웹기반훈련

CBT
컴퓨터기반훈련

3
2

4

CMI
컴퓨터관리수업

1

5
CMC
컴퓨터매개통신

컴퓨터활용교육

6

CAT
컴퓨터적응형테스트

주요 용어

7
8

ICT 활용 교육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

9

LMS/LCMS
학습관리시스템
학습정보관리시스템

CAI
컴퓨터보조수업
A:
A:
B:
C:
C:
C:
I:
I:
L:
M:
M:
S:
T:
T:
T:
W:

Assisted (보조)
Adaptive (적응형)
Based (기반)
Computer (컴퓨터)
Contents
Communication (통신)
Information (정보)
Instruction (수업)
Learning (학습)
Management (관리)
Mediated (매개)
System (시스템)
Technology(기술)
Training (훈련)
Testing (테스트)
Web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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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패러다임 변화

학습량

주5일제

학습
시간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Just in Case  Just in Time  Just for Me
※ OECD 2005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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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러닝 기반 자율적, 선택적 학습체제 구축
사이버가정학습 모델
사이버가정학습의 개념
 학습자 스스로 학교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의 학습 서비스

1:1 학습관리

커뮤니티

사이버선생님
수준별 개별학습

 학생 중심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가정연계 중심
 온라인 중심

수준별자율학습 교과상담(Q&A)

학력진단

진학/진로상담

 학교교육과정 중심
방과후 자율학습

수업연계 사이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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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대학과 이러닝: 원격교육의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격대학의 관심도는?
원격대학의 관심도에 비례한 교육의 효과성?
딜레마?

면대면 선호

시/공간의 초월

수업중 토의(1점, 전체 토론): 딜레마는 해결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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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체와 기술의 발전: 원격교육의 가능성
원격교육을 바라보는 초기 관점(20세기)
- 면대면 교육의 보조적인 형태
- 면대면 학습에 비해 질적 수준이 떨어짐
- 사회적 요구를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편
21세기 이후 인식된 원격교육의 긍정적 특성
- 자료접근성(accessibility)
- 상호작용적 연결성(interactive network)
- 교육적 가능성
방향: 매체와 기술 그 자체보다는 그것의 잠재성 강조
♣ 매 시간 개인별 과제제출용 A4용지 3-4장 항시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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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체와 기술의 발전: 시대에 따른 인식 변화 과정
매체 비교

매체 속성

잠재성

기술 발전과 교육적 기대와의 관계?(예: 라디오, TV, 컴퓨터)
매체와 기술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믿음 (reading: pp. 18-19 참조)
내용물?

클라크(Clark, 1983): 매체 비교 연구 비판
중요한 것은 트럭이 아니라 내용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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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과 공간의 분리를 넘어서서: 원격교육의 의미
시간과 공간 측면에 의한 교육 실제의 구분
공간

시간

동일

상이

동일

전통적인 교실 교육

동기적 원격교육

상이

미디어센터, 컴퓨터 랩 등

비동기적 원격교육

원격교육의 요소

『상호작용적 원격통신』

『제도적 기반』

원격교육의
4요소

『자료, 음성,
비디오 공유』

『교수자와 학습자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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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 원격교육 프로그램들: 원격교육의 사례
영국의 개방대학(UK Open University): 고등교육
미국의 Star Schools 프로젝트: 초등등교육
중국의 중앙광파전시대학교: 실업자교육
국내의 이러닝(e-learning) 프로그램

5. 평생교육의 실현: 원격교육의 전망과 비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에 대한 요구 증대
평생교육체제
개인별 맞춤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
수업중 과제(5점, 30분, 전체 토론)
원격교육은 면대면 교육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 다음 시간 조별 준비물: 전지, 매직(빨강, 파랑, 검정), 광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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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교육의 정의
원격교육이 다른 교육과의 차별성
- [가상사례 1]: 자학 자습(self-study)과의 차이
- [가상사례 2]: 교육용 자료 제시 수준
- [가상 사례 3]
원격교육의 대표적 정의: 키간(Keegan, 1984)
- 홈버그(Holmberg, 1977, 스웨덴)
- 프랑스 원격교육 실행 규제 법률(1971)
- 무어(Moore, 1978)
- 피터스(Peters, 1971)
수업중 과제(5점, 개인별 작성)
위 학자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원격교육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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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교육의 역사적 발달

• 교육용 라디오
• 피트만의 속기교육
(1840,영국)
• 미국
- 뉴욕주(1883-1891): 대학
- 시카고(1890):확장 대학

• 교육용 텔레비전
• 라디오: 상상력 자극 효과 탁월
• TV: 인공위성 기술 접목

* TI-IN Network 회사 사례

방송 매체
(라디오/TV)

통신 학습
(Correspondence)

컴퓨터
네트워크

• 우편에 기반한 강좌 수행
• 출석과 우편수업을 병행

• 컴퓨터활용 원격교육 발달
- 컴퓨터 컨퍼런스
- 오디오그래픽 컨퍼런스
- 양방향 비디오 컨퍼런스
• 인터넷 보급 후 급속 확산
• 쌍방향 의사소통 특징
• 학위와 연계한 과정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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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교육의 역사적 발달 – 피트만의 속기 교육

표음 속기 방식
영국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속기 방법

수업중 실습 과제(10점, 조별 결과 제출)
(문제)여러분이 피트만이라면 통신을 활용한 속기교육의
성공을 위해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
1. 광고 문구
2. 수업과정 안내(학습자로 하여금 통신으로도 학습이
충분히 성공 가능하다는 믿음 심기 방법)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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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교육 이론 정립의 필요성
원격교육이론은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갖고 개발됨
어떠한 이론을 취하는가에 따라 개발 및 운영이 차별화됨
학습자의 성공과 실패는 되돌리기 힘듬
예1

[Mayer, 2001]

제 2절 원격교육의 기초
1. 원격교육 이론 정립의 필요성
예2

예3
학습 도우미가 학습 능률을 향상시키는가?
[Lester, 2001]

24%-48%
[Moreno & Mayer, 2000]

예4

학습 도우미의 모습이 실제처럼 보여야 하는가? [Moreno, 2001]

예5

학습 도우미의 목소리가 진짜처럼 들려야 하는가? [Atkinks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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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이론

산업화 이론

 학습자의 자율성, 독립성을 다른 교육과

 오토 피터스(Otto Peters)에 의해 제안

구분되는 중요한 특성으로 파악
 웨드마이어의 독립 학습 이론
 무어의 독립 학습 이론

 합리화/노동의 분화/기계화/조립 라인

대량생산/사전준비작업/계획/조직
과학적통제방법/표준화/집중화와 전문화

상호작용 이론
 베츠(Baath, 스웨덴), 홈버그(Holmberg, 스웨덴)

대니얼(Daniel, 캐나다), 스와트(Sewart, 영국) 등에 의해 발전
 홈버그: 원격교육 = 안내된 조언자(guided didactic conversation)
 홈버그 이론의 7가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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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드마이어(Wedemeyer, 1977)의 독립 학습 이론
- 독립 학습(independent study) 용어 처음 사용
- 원격교육의 핵심을 독립성, 자율성으로 바라봄, 통신을 매개
- (시사점) 1) 가르침과 배움의 행위를 분리: 책무성 + 책임성
2) 독립적 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자유선택권 확대
무어(Moore, 1977)의 독립 학습 이론
- 원격교육을 교육체제(educational system)로 파악

(66쪽 참조)

- 학생들의 개인적 요구와 필요에 원격교육이 어느정도 반응적인가?
· 간격(distance)와 자율성(autonomy)의 두 개념으로 설명
· 용어: 대화(dialogue), 구조화(structure), 교류 간격(transactional distance)
- (시사점) 대화,구조,학습자 자율성을 고려한 상황에 맞는 원격교육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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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화 이론
개요
- 피터스(Peters, 독일)에 의해 주창
- 원격교육은 산업화의 주요 특징이 그대로 반영됨
· 효율화, 대량화

(교재 71쪽 중국의 원격교육발전 참조)

· 노동의 분화, 자본 집중, 대량생산의 철학
시사점
- 각 분야의 전문성이 중시
- 과학적 통제방법의 필요성
- 분업 및 통합체제
수업중 과제(5점, 20분, 조별 발표)
산업화 이론이 간과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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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호작용 이론
개요
- 주창자: 베츠, 홈버그(스웨덴), 스와트(영국) 등

(교재 71-72쪽 내용 참조)

- 의사소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초점
홈버그의 안내된 조언적 대화의 특징
- 구어체의 활용
- 학습에 있어서 유지/중지에 대한 명확한 안내
- 의견의 교환, 질문 촉진
- 감성적인 면 촉진
수업중 과제(5점, 20분, 개인별 작성)
원격교육에서 홈버그가 주창한 guided didactic conversation의
예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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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매체

오디오/비디오

라디오/TV

텔레컨퍼런스

컴퓨터와 인터넷

· 인쇄매체가 원격교육에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전통적 집필방식 탈피
· 인쇄매체 개발의 원칙 [표 4-2 참조]
· 양질의 녹음 및 녹화를 위해서는 고비용 요구
· 오디오테이프의 교육적 기능 [표 4-3 참조]
· 공중파/케이블/위성방송
· 라디오 → TV로 통합 추세
· 정의: 원격 두 집단사이의 쌍방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기술체제
· 오디오/비디오/데스크탑/ 컨퍼런스
· 컴퓨터기반수업(CBI), 웹기반수업(WBI)
· 학습관리기능의 향상(LMS/LCMS)

수업중 과제(5점, 20분, 개인별 작성)
매체의 발달이 원격교육에 미친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쓰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