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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ass에 기반한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 구성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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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공지능과 최첨단 과학기술의 융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직업 세계와 일자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학은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와 역량을 찾아 준비시켜야 한다. 대학이 미래사회

에 대처할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조직의 인재상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최근 인성적 측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의 궁극적 가치로서 인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동안 

인성을 교육의 보충적인 의미로 접근했는데 이제는 필수교육의 의미로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개인적 

성장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성장의 차원까지 포함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대학에서의 인성 교과교육

이 개설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성교육과정의 실제는 잘 드러나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를 구성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iClass의 pre-class 강의와 in-class 

활동 및 after-class 정리의 학습전략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는 크게 나, 너 그리고 우리의 큰 주제를 정하고, 7인의 

대학교양교육 전문가 집단의 문헌분석 및 협의회를 통하여 12개의 다양한 하위 주제와 함께 이론중심 

교육과정과 활동(체험)중심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iClass에 기반하여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

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교내 강의평가와 단일 실험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실시하였다. 교내 강의평가 

결과는 전통적인 수업방식보다 iClass 활용한 수업방식의 강의평가 결과가 높았으며, 단일 실험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통하여 사전집단 32명과 사후집단 30명 전체 62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 및 인성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 시민성, 사회성 및 도덕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인성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iClass에 기반한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를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LMS의 편리한 기반과 pre-class 

온라인 강의의 질,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평가방식의 전환 및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접근 용이성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면, 전통적 수업방식보다는 iClass의 온라인을 통한 사전학습과 오프라인을 

통한 활동중심의 학습전략은 앞으로 대학의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방법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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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2016년 3월 알파고의 등장은 전 세계미래보고서의 현

실화를 예측하게 하였으며, 우리의 일상에 인공지능이 

보편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공지능이 보편화 되는 

4차 사회는 센서 기술과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인한 사물

인터넷(IoT), 증강인간(Augmented Human), Big Data, 

VR & AR, 디지털 생태계(Digitalized Ecosystems) 등이 

O2O(Online to Offline)와 CPS(Cyber Physical System)을 

통해 가상과 물리가 통합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

과 최첨단 과학기술의 융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큰 변화를 직업 세계와 일자리의 변화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학은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와 역량을 찾아 

준비시켜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과 행복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칠 것이며, 교육이 인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현재의 대학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임철일(2018)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비전으로서 기초 교양교육의 강화와 학

부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육방법의 혁신, 고등교육의 글로

벌화, 그리고 평생학습 및 커리어 개발교육의 강화를 제시

하였다. 이 비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전공 교육과정이 진로와 직업에 초점을 

두어 이론적 교육과정을 넘어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교육

과정의 시스템을 갖추어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본연

의 역할이라면, 교양교육은 삶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역량

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역량의 키워드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인성이다. 대학은 미래사회에 대처할 

인재를 배출하는 데 있어 기업과 조직이 요구하는 인재상

을 반영해야 하며, 최근 기업과 조직에서는 갖추어야 할 

인재상으로 인성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양승실, 김현

진, 주경필, 2006).

그런데 교육의 궁극적 가치로서 인성의 중요성과 필요

성에 공감하면서도 그동안 인성을 교육의 보충적인 의미

로 접근했는데 이제는 필수교육의 의미로서 접근해야 한

다(Kim, 2015). 이에 2017년도부터 교직, 교양 및 전공의 

한 분야에서 교과목명에 ‘인성’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인

성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기도 

했다(Im, 2015).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성교육 

필요성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대학에서도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이종현, 2016). 박인선

(2017)은 13개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 및 목표에서 

많이 언급된 단어를 분석한 결과, 도덕성 및 인성 관련이 

33번의 단어(인격, 덕성, 덕, 인성, 인의, 정성, 성숙, 성실, 

품격, 자질, 심성, 예지, 올바른, 참된, 존엄, 존중, 도의 

등)로 제시하였으며, 많은 대학의 비전 및 인재상으로 

인성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인성을 고립된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

의 차원을 넘어 타인과의 관계와 개인이 속한 공동체 차원

으로 접근해야 하며(이상수, 김은정, 2017), 배려⋅공정⋅

정직⋅책임⋅자기와 타인의 존중⋅신의와 성실 등의 개

인적 성장을 위한 보편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 관계맺음과 공동체 의식 및 가치의 실천을 

포함해야 한다(Cho, 2015). 교육부(2015) 또한 내면을 바

르면서 건전하게 관리하고, 타인과 공동체 및 지구와 더불

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인성교육의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인성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넓어졌다. Lickona(1988)는 인격교육의 목적

을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협동과 상호존중을 근거로 도덕

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하고 공평함과 따듯한 

배려, 정당한 권위와 민주적 가치에 대한 존중심을 바탕을 

둔 공동체 만들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팽영

일, 2001). 4차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의사소통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을 요구하

고 있으며(이숙정, 이수정, 2012), 미래사회에 일어날 변

화에 대해 고민해야 할 인간과 생명의 가치와 의미, 윤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조헌국, 2017), 세계 시민으로

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면서 다원화와 다양성에 대한 배려

와 협력, 소통과 타협을 실천할 수 있는 관계적이며 공동체

적 차원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정창우, 장경숙, 이동

엽, 송성민, 우연경, 2016; 이봉주, 김동일, 신원영, 2017).

그런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인성교육 프로

그램 내용이 개인의 성품이나 역량 및 타인과의 관계와 

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15년간

(2000년~2015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프로그

램에 관한 13편의 논문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분석한 

결과(김정선, 김한나, 2016)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구성 



207

iClass에 기반한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 구성과 효과

[그림 1] 대학생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

요소로 자기이해 및 사회성 향상이 46.1%, 마음챙김과 

마음수련이 30.8%, 긍정적 자기인식과 감사하기 등의 긍

정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이 15.4%, 인치행동치

료와 예술치료를 통합한 통합심리학을 근거한 프로그램

이 7.7%였으며, 13~15회기 프로그램이 53.8%이었으며, 

프로그램 효과 검증의 변수로써 자아 관련변인, 사회성과 

삶의 만족도 및 관계지향성, 심리적 안녕감과 긍정 및 

부정 정서 등의 척도를 사용하고 인성 척도를 사용한 논문

은 1편에 불과하였다.

대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 13편의 통합적 고찰을 통하

여 대학에서 인성함양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는 여전히 미비하여 인성교육과정의 실제는 잘 드

러나 있지 않다. 또한 대학생의 인성교육 구성내용을 설정

함에 있어 개인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 관계맺음과 공동체 의식과 가치의 실천을 포함하

여 인성의 넓은 의미를 함축한 역량까지 키워내기 위해서

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콘

텐츠가 필요하다. 대학생 인성교육의 내용은 바람직한 

자아정체성 및 삶의 목적 의식 확립, 도덕적 추론능력의 

강화, 공동체역량, 역할 책임의식의 발달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전제할 때(정창우, 2017). 인성의 넓은 의미까지 포

함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를 구성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 대학생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 구성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구성한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는 크게 나, 

너 그리고 우리의 큰 주제를 정하고, 큰 주제에 해당하는 

12개의 다양한 하위 주제와 함께 이론중심 교육과정과 

활동(체험)중심 교육과정을 통합한 인성 콘텐츠 구성을 

목표로 하였다. 인성 콘텐츠의 방향은 문헌분석과 선행연

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생의 인성 역량을 

함양하는 것으로 문헌분석 및 전문가협의회를 통하여 인

성의 개념과 12개의 인성 콘텐츠를 추출하였다. 인성 콘

텐츠를 구성하는 전문가협의회 집단 구성원 7인은 대학의 

교양강좌를 전담하고 있는 교수와 강사로 여러 차례 협의

회를 통하여 인성 교양강좌콘텐츠를 구성하였다. [그림 

1]은 대학생의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 구성요인이며, [그림 

2]는 인성 콘텐츠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수행절차이다.

3. iClass에 기반한 인성 교양강좌 운영

iClass는 역진행수업(inverted classroom, 거꾸로 교실) 

방법을 활용하는 전주대학교의 고유한 학습자 중심 교육방

법으로 ‘flip learning’, ‘flip teaching’, ‘flipped classroom’과 

동일하다. Flip Learning은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과 교실 

밖에서 수행했던 학습활동을 거꾸로 뒤집는(flipped) 학습형

태이다(Bishop & Verleger, 2013; Ropchan & Stutt, 2013). 

플립러닝은 지식 중심 전달방식 교육의 한계를 비판하고, 

21세기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수

자 중심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 교육방법으로 

수업 전에 학습자들이 강의 영상자료를 통해 스스로 공부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의실 수업내에서는 학습자가 해결

하지 못한 문제의 해결과 보다 심화된 학습활동을 동료학

습자와의 토론이나 교수자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 수행하

는 것을 말한다(임정훈, 2016). 플립러닝은 학습자중심의 

학습이 강조된 강의실 안 활동과 교수 중심의 학습이 강조

된 인터넷과 컴퓨터를 활용한 강의실 밖 활동이 함께 이루

어져 한 가지 형태로만 제시되던 커리큘럼이 확장되었음

을 의미한다(Bishop & Verleger, 2013). 플립러닝은 온라

인-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블렌디드러닝의 형태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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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연구 주제 연구내용 연구방법

1단계
인성 구성요인 및 수행

목표 설정

- 인성의 개념 및 콘텐츠 요인 구명

- 인성 콘텐츠 수행목표 설정
문헌분석

2단계 인성 콘텐츠 구성 과정

- [사회] 콘텐츠 구성

- [나] 콘텐츠 구성

- [너] 콘텐츠 구성

- [우리] 콘텐츠 구성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내용분석

3단계 인성 콘텐츠 평가 I - 사전검사(자아존중감, 사회성, 도덕성, 시민성, 인성) 실시 설문조사

4단계 인성 콘텐츠 실시 - 12개 인성 콘텐츠 운영 실험처치

5단계 인성 콘텐츠 평가 II - 사후검사(자아존중감, 사회성, 도덕성, 시민성, 인성) 실시 설문조사

6단계 보고서 작성
-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 양적 분석

- 보고서 작성
보고서 정리

[그림 2]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 구성 및 연구절차

회기 주제 이론 과정(90분) 활동 과정(90분)

1 오리엔테이션 인성 강좌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동물, 식물, 물건)

⋅모둠작업 및 인성 빙고게임

2 변화하는 사회와 인성
⋅사회와 인성

⋅인성의 정의와 구성요소
⋅모둠별 인성 정의 및 필요성 post-it 활동

3 나에 대한 관심

⋅나는 누구인가?

⋅실존적 자기이해

⋅삶의 의미 발견

⋅심리학적 관점의 나 탐색(능력, 흥미, 성격검사 실시 및 해석

4 나의 정체성

⋅동일성 문제

⋅자아정체성

⋅이야기 정체성

⋅주관적 나(만다라트 만들기)

⋅객관적 나(마인드맵 활동)

5 나의 존중감
⋅자아존중감의 이해

⋅자아존중감과 관계
⋅나를 사랑합니다 & 당신을 사랑합니다 post-it 활동

6 타자에 대한 관심
⋅타자는 누구인가?

⋅나와 타자의 공감과 공존

⋅타자에 대한 관심 worksheet

⋅타인 찾기 탐색 활동

7 관계와 소통

⋅인간관계의 이해

⋅의사소통

⋅효과적 의사소통 기법

⋅삶의 태도 점검

⋅말은 선택이다 생적표 활동

8 관계의 오류

⋅폭력의 이해

⋅가해자와 피해자

⋅폭력예방 및 대처

⋅학교폭력과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동영상 시청

9 더불어 잘 살기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윤리 도덕적 자세

⋅더불어 잘 살기의 관계

⋅더불어 잘 사기 위한 제도

⋅개인적 삶 vs 더불어 사는 삶의 미덕 활동

10 공동체 사회

⋅공동체와 공동체 의식

⋅공동체의 변화과정

⋅공동체의 사회적 공헌

⋅모둠별 공동체 활동을 위한 프로젝트

11 시민사회

⋅시민의 이해

⋅시민교육의 이해

⋅세계 시민 되기

⋅디지털 시민되기 기게스 반지 & PMIA 활동

⋅[코끼리와 숲과 감자칩] 세계 시민활동 프로젝트 I

12 도덕성과 도덕적 가치

⋅도덕성의 이해

⋅도덕적 감수성

⋅딜레마를 통한 도덕적 감수성의 함양

⋅도덕적 감수성을 위한 딜레마 활동

⋅[도덕성이 경쟁력이다] 영상 시청

13 미래사회와 핵심역량

⋅지식 및 정보사회

⋅미래사회 시나리오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4차 사회의 모습 그려보기

⋅기술발달의 오류 및 해결 대안 책 생적표 활동

14 중간 팀 프로젝트(모둠별 인성 프로젝트 결과물 온라인 탑재 및 온라인 평가)

15 기말고사(개인별 평가)

<표 1>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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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었지만 차이가 있다. 블렌디드학습은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의 유기적 연계성이 필수조건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두 활동을 분리해서 사용하지만, 플립러닝은 온라인-오프

라인의 활동이 필수적으로 연계되어 차이점이 있다.

플립러닝은 2000년 미국 제 11회 대학 교수학습국제컨

퍼런스에서 Baker(2000)에 의해 소개된 후 다양한 용어로 

표기되어 사용하고 있으나(flipped classroom, inverted 

learning, inverted classroom, 플립러닝, 플립드러닝, 역전

학습, 거꾸로 교실, 거꾸로 학습) 전주대학교는 플립러닝

을 전주대학교 버전으로 iClass(inverted classroom)로 표

기하여 사용한다. iClass 수업은 강의실 안과 밖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강의실 안에서는 상호적 집단 학습활동이 

강조되고, 강의실 밖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관리시

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기반의 동영상

을 통한 개별적 수업이 이루어진다. 전주대학교 iClass 

교수-학습활동은 강의실수업 전(pre-class), 강의실수업

(in-class), 그리고 강의실수업 후(after-class)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실수업 전(pre-class)는 교수자가 제공하는 교재의 

핵심내용을 영상강의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선행학습하

는 형태를 말하며, 강의실수업(in-class)는 선행학습을 통

해 이해하거나 인식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자-학습자 

혹은 학습자-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심화된 학습활

동을 하는 형태를 말하고, 강의실수업 후(after-class)는 

교수의 필요에 따라 학습자 간의 SNS 활동 등의 활동을 

유도하는 형태를 말한다. iClass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강의실 수업(in-class)으로 강의실 수업에서 교수자와 학

습자는 1:1 혹은 소집단 모둠별 상호작용에 의한 문제해

결, 심화개념, 협동학습, 개인 및 모둠별 활동, 퀴즈 등으로 

이루어진다(Bergman & Sams, 2013). iClass 운영에 있어 

교수자는 in-class에서 지식전달자의 역할이 아닌 학습자

를 위한 조언자와 조력자 및 코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

서 학습자의 자발적, 창의적 및 비판적인 사고확장을 위한 

질문과 응답, 퀴즈, 심화 문제풀이, 토론과 토의 및 개인 

혹은 팀프로젝트 수행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수-학습 환경을 중심으로 설계하여 운영한다.

iClass 수업방법은 강의식 수업에서 수동적이었던 학습

자를 수업의 주체로서 능동적인 학습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교수자와 학습자간, 학습자와 학습자간에 다양

하며 융통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활동을 증진하여 수업

에 대한 집중과 학습동기가 향상되어 수업에 대한 태도 

또한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끔 만들 수 있다. 

또한 온라인의 강의와 오프라인의 활동을 통해 수업내용

의 반복과 심화 보충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학습내용의 이

해가 향상될 수 있으며, 온라인의 사전학습과 강의실에서

의 다양한 활동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자기주도학습 능

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임정훈, 2016). 

특히 iClass 수업은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와 학습자와 교

수자 및 학습자간의 상호작용과 심화활동을 통하여 학습

에 뒤처지거나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경우 반

복학습을 통해 이해도를 증가시켜 학습자에게 개별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완전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박기범, 2014; Bergmann, Overnyer, & Wilie, 2013; 

Johnson, 2013).

전주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의 교양필수 [인성]은 3학

점의 과목으로써, 1회 90분 수업으로 주 2회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성 교과는 폭넓게 교양적 영역에서 다루

어져야 할 속성이면서도 깊숙한 사고와 반성을 요구하는 

심리적 속성이다. 본 대학의 [인성] 교과목은 교양강좌로 

다양한 전공의 학습자가 함께 하는 1학년 중심의 교양필

수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교양강좌라는 특성으로 학습자

들의 마음이 전공교과보다는 심화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교수자 강의시간에는 학습자들의 참여

와 집중력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강의시

간에 학습자 활동으로 방향을 잡았다. 인성강좌는 학습자 

중심활동과 교수자 중심강의 비율을 80:20으로 셋팅하여 

교과내용에 대한 강의부분은 사이버캠퍼스에 탑재한 강

의를 듣도록 하고, 강의시간에는 정리하면서 교수자의 

강의를 최소화 시키고, 최대한 학습자 중심 활동으로 전개

하였다. 학습자중심 교육과 활동은 21세기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교육의 수요자인 학습자의 요구를 

존중한다는 시대적 변화를 수용한 개념이다(박종향, 

2018). 이에 전주대학에서도 학습자중심의 교육을 강조하

고 있으며 교육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iClass

를 적용하여 일부 교과가 운영되고 있으며, [인성] 교과목

의 iClass 운영 절차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교양수업을 통하여 학습자의 핵심능력 및 역량을 키워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질이 더 높고 폭이 더 넓은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스스로 겪어보는 과정적 

경험을 통해 앎을 구성해 보도록 격려하려면 단순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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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lass: 인성 교재 각 단원별 내용에 대한 핵심적 정리를 pre-class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시청 후에 수업에 참여유도

�

■ in-class 1-1: pre-class를 통하여 강의영상자료를 개별적으로 시청한 후, 중요한 내용 노트정리를 통하여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부르타 방법을 통하여 강의 영상내용에 대한 시각화 및 도식화 작업 실시 / 모둠별 발표의 내용을 

듣고 교수자로서 보충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 에피소드 중심으로 강의 마무리

�

■ in-class 1-2: pre-class & in-class1-1의 강의와 모둠별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 중심의 체험활동 전개 / 체험활동은 학습자 

개인별 활동, 짝짓기 활동, 강의실 밖 활동, 모둠별 활동으로 실시

�

■ after-class: in-class 1-1 & in-class 1-2 수업과 활동이 끝나면 그날 배운 것, 느낀 점, 경험한 것 등을 중심으로 post-it에 

수업 일지 작성하여 사이버캠퍼스 LMS 탑재

[그림 3] iClass 운영 절차

자 중심의 강의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학습자

의 교육적 경험을 수반하는 활동중심의 수업방법이 병행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자 활동 중심 교육

방법으로는 하브루타를 통한 강의내용 정리, 팀 프로젝트, 

및 개인 생적표활동(생각하기-적어보기-표현하기)을 활

용하였다.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 및 토론을 

통하여 영상 강의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 정리하는 

활동방식이다. 팀 프로젝트는 교과내용의 일부중에서 교

육적 경험을 팀과 함께 하는 활동방식을 말하며, 개인 

생적표활동이란 개별적 활동을 할 때 토론 및 질문 주제에 

대한 생각해본 후, 생각한 내용을 post-it에 적어보고, 적어

진 내용을 발표하는 활동이다. 학습자의 교육적 경험을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인성 교양

강좌는 12개 콘텐츠를 강의중심과 학습자활동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주제에 해당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그림 4]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4. iClass에 기반한 인성 콘텐츠 평가

4.1 교내 강의평가

iClass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를 구성하여 수업 운영의 

평가를 두 가지 관점에서 실시하였다. 첫 번째 관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강의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일반적으

로 운영한 인성 교양강좌와 iClass로 운영한 인성 교양강

좌 비교이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강의평가는 전체 10개의 

문(수업계획, 학습자료, 상세설명, 참여유도, 수업방식, 

휴보강, 시험과제, 피드백, 학생존중, 전반 만족도)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평균값 4.5이다. 일반적으로 운영

되는 인성 교양강좌의 강의평가 평균값은 4.29였으나, 

iClass로 운영한 인성 교양강좌 강의평가 평균값은 4.43으

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방식보다는 iClass로 운

영하는 방식의 강의평가 평균값이 0.14 정도 높게 나타났

다[그림 5].

교내 강의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주관적 

서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관적으로 기술한 평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교수님이 학생들을 존중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기말 리포트에서 인성에 관련한 책을 읽고 정

리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평소 그런 종류의 책을 

읽지 않다보니까 생각이 정리되어서 좋았고, 중간 

레포트 피드백을 써주신 것도 좋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꼼꼼하게 수업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 보충이 된 것 

같습니다.”

“팀별 과제와 팀별 토론 등 팀별 활동이 좋았습

니다.”

“많은 과제로 인해 자칫 힘들 수 있는 강의였지

만 수업마다 주옥같은 강의였다. 정말 대학수업이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껏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의 여러 가치관들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가 있구

나를 생각하였다. 교수님은 학생 한명한명을 인격

적인 존재로 대우해주고 존중해주셨다. 조별활동

을 통해 진정한 협동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인성뿐만 아니라 수업을 해주신다면 또 

듣고 싶다.”

“과제 피드백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강의 시간을 알차게 구성하시고 갖가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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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 인성 교과 내용 및 활동

pre-class

- 25분 내외 강의영상자료 시청 및 노트정리

in-class Ⅰ

- 하브루타를 활용하여 pre-class 영상강의내용 토론하면서 worksheet에 정리

- 교과 내용과 관련된 영상강의내용 이외의 에피소드 및 경험(사회적 이슈) 등을 통하여 강좌 마무리 및 정리

[그림 4] iClass 기반한 인성 [나] 영역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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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ass Ⅱ

- 이론에서 다룬 내용의 일부를 개인 및 모둠 활동(체험)중심 활동으로 진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철학적, 

심리학적, 및 사회학적 관점중에서 심리학적 관점의 나를 탐색하는 활동으로 역량, 성격 및 흥미를 파악하는 

객관적 자기보고 검사를 실시한 후, 나온 결과를 5⋅3⋅3 마인드맵의 도식화 활동을 개인별로 정리

after-class

- in-class post-it (생적표) 활동

[그림 4] Continued



213

iClass에 기반한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 구성과 효과

[그림 5] 전주대학교 강의평가 기준에 의한 일반 수업과 iclass 수업의 평가결과

등을 활용해 수업하시는 점이 좋았습니다.”

“딱딱한 강의에서 벗어나 활동적인 강의를 해서 

지루함이 없었고 책 내용보단 저의 생각을 쓰라는 

질문이 많아 신선했다.”

“여러 가지를 새롭게 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

다. 다만 스스로가 너무 미흡했었습니다.”

“과제 평가를 하실 때에 양을 기준으로 평가하

신다 하셨는데 양보단 질이 우선시 되야 한다고 

봅니다. 과제의 질을 아예 안보시는 것은 아니겠지

만 그저 무식하게 양만 꽉꽉 채워 과제를 부당하게 

점수를 챙겨가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됩

니다.”

“교양이지만 주마다 해야하는 과제도 많고 중간

과제 중간프로젝트 기말과제 기말고사까지 벅찼

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조별로 함께 하는 

과제가 유독 많아서 같이 힘을 합해도 어려운데 

뜻을 함께 하지 않고 나몰라하는 조원들이 많아서 

같이 데리고 하는 것이 벅차고 힘들었습니다.

“조별 모임에서 무임승차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

익이 있었으면 합니다. 조원이 다 안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래평가 같이 조원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강의는 전체적으로 

좋았으나 레포트 두 개와 조별발표로 중간과 기말

을 평가하는 식, 또는 레포트 한 개와 기말고사, 

조별발표로 성적을 매기는 식 등으로 진행되었으

면 좋겠습니다. 과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말 레포트는 양만 보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주대학교 4년 동안 다니면서 이런 강의는 

처음입니다. 과제로 스트레스 받고, 시험으로 스트

레스 두 번 받는 강의네요.”

“조금 많은 과제... 그래도 행복한 수업시간이었

습니다.”

주관적 강의평가 내용을 분석하면, 모둠별 활동을 통한 

수업은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부여하였으나, 모둠별 활

동이나 프로젝트 평가 영역에 있어서 무임승차 및 소극적 

활동을 하는 학습자들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모둠별 

프로젝트나 활동에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4.2 단일 실험집단 사전-사후 평가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사전집단 32명(51.6%)과 

사후집단 30명(48.4%) 전체 62명이었으며, 남학생 27명

(43.5%)과 여학생 35명(56.5%)이었고, 1학년 20명

(32.3%), 2학년 25명(40.3%), 3학년 10명(16.1%), 4학년 

5명(8.1%), 5학년 2명(3.2%)이었다. 전공으로는 문화융

합대학 11명(17.7%). 공과대학 6명(9.7%), 인문대학 2명

(3.2%), 사회과학대학 8명(12.9%), 문화관광대학 12명

(19.4%), 사범대학 21명(33.9%), 의과학대학 2명(3.2%)

이었다.

본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 및 인성 척도가 사용되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Coopersmith(1967)의 척도를 이용헌(2016)이 한

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자기존중, 타인과

의 관계, 지도력과 인기 및 자기주장의 하위 척도 2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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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 SD t p

자기존중
사전(N=32) 16.31 3.57

-3.067 .003
사후(N=30) 18.73 2.50

타인과의 관계
사전(N=32) 26.93 4.41

-1.188 .240
사후(N=30) 28.13 3.41

지도력과 인기
사전(N=32) 19.75 4.18

-2.926 .005
사후(N=30) 22.73 3.81

자기주장
사전(N=32) 22.56 3.71

-1.592 .117
사후(N=30) 24.23 4.53

전체 자아존중감
사전(N=32) 85.56 13.83

-2.506 .015
사후(N=30) 93.83 12.00

<표 2> 단일 실험집단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 차이검증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

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

에서의 Cronbach’ α값은 .911로 나타났다. 시민성 척도는 

서형덕(2011)의 연구에서 대학생에 맞게 재구성한 인간

의 존엄성, 민주적 기본질서와 절차, 사회참여의식 및 합

리적 의사결정 4개 하위영역 2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시민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 α값은 

.807로 나타났다. 사회성 척도는 한태룡(1998)의 연구에

서 표준화시킨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활동성, 안정성, 지배

성, 사교성 및 자율성 5개 하위 척도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값은 .872로 나타났다. 도덕성 척도는 정종진(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덕지능검사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공

감능력, 양심, 관용, 친절, 자제력, 존중심 및 공정성 등의 

7개 하위 요인 4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검사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성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값

은 .963로 나타났다. 인성척도는 김선주(2017)가 대학생

을 대상으로 인성의 핵심가치덕목을 중심으로 개발한 도

구를 사용하였으며 예, 효, 정직, 존중, 소통, 배려, 협동 

및 책임 8개 하위 영역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 α값은 .934로 나타났다. 그리

고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로 설계한 연구모형을 분석하

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차이검증을 위하

여 빈도분석, Cronbach’ α 및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절차에서 인성 콘텐츠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단일 실험집단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6>과 같다. 단일 실험집

단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전과 사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유의한 차이(t=-2.506, 

p=.015)가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에 있어서 

자기존중(t=-3.067, p=.003)과 지도력과 인기(t=-2.926,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타인과의 관계

(t=-1.188, p=.240)와 자기주장(t=-1.592, p=.117)에 있어

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단일 실험집단의 시민성에 대한 사전과 사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유의한 차이

(t=-2.014, p=.049)가 확인되었다. 시민성의 하위영역에 

있어서 사회참여의식(t=-2.241, p=.029)에서만 유의한 차

이가 확인되었으며, 인간의 존엄성(t=-1439, p=.155), 민

주적 질서와 절차(t=-1.690, p=.096) 및 합리적 의사결정

(t=-.873, p=.368)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단일 실험집단의 사회성에 대한 사전과 사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유의한 차이

(t=-3.170, p=.002)가 확인되었다. 사회성의 하위영역에 

있어서 활동성(t=-2.868, p=.006), 지배성(t=-4.135, p=.000), 

및 사교성(-2.979, p=.004)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

으나 성취성(t=-.148, p=.883)과 자율성(t=-1.478, p=.145)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단일 실험집단의 도덕성에 대한 사전과 사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유의한 차이

(t=-2.038, p=.046)가 확인되었다. 도덕성의 하위영역에 

있어서 자제력(t=-2.467, p=.016)과 공정성(t=-2.542, 

p=.014)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공감능력

(t=-.794, p=.430), 양심(t=-1.919, p=.060), 관용(t=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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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 SD t p

인간의 존엄성
사전(N=32) 23.09 2.98

-1.439 .155
사후(N=30) 24.06 2.25

민주적 질서와 절차
사전(N=32) 26.50 3.35

-1.690 .096
사후(N=30) 27.86 2.99

사회참여의식
사전(N=32) 14.59 2.31

-2.241 .029
사후(N=30) 15.96 2.51

합리적 의사결정
사전(N=32) 24.59 3.56

-.873 .368
사후(N=30) 25.43 4.00

전체 시민성
사전(N=32) 88.78 8.13

-2.014 .049
사후(N=30) 93.33 9.63

<표 3> 단일 실험집단 시민성의 사전-사후 차이검증

구분 M SD t p

활동성
사전(N=32) 15.06 2.15

-2.868 .006
사후(N=30) 17.03 3.18

성취성
사전(N=32) 16.12 4.38

-.148 .883
사후(N=30) 16.30 4.92

지배성
사전(N=32) 14.50 3.13

-4.135 .000
사후(N=30) 17.96 3.46

사교성
사전(N=32) 15.87 3.94

-2.979 .004
사후(N=30) 18.93 4.13

자율성
사전(N=32) 16.71 3.18

-1.478 .145
사후(N=30) 18.00 3.63

전체 사회성
사전(N=32) 78.28 11.34

-3.170 .002
사후(N=30) 88.23 13.35

<표 4> 단일 실험집단 사회성의 사전-사후 차이검증

구분 M SD t p

공감능력
사전(N=32) 27.62 3.85

-.794 .430
사후(N=30) 28.40 3.82

양심
사전(N=32) 27.56 3.65

-1.919 .060
사후(N=30) 29.20 3.01

관용
사전(N=32) 27.71 3.21

-1.366 .177
사후(N=30) 28.93 3.77

친절
사전(N=32) 27.68 3.46

-1.680 .098
사후(N=30) 29.26 3.92

자제력
사전(N=32) 26.34 3.80

-2.467 .016
사후(N=30) 28.70 3.70

존중심
사전(N=32) 27.37 3.75

-1.896 .063
사후(N=30) 29.16 3.67

공정성
사전(N=32) 26.81 3.22

-2.542 .014
사후(N=30) 28.93 3.34

전체 도덕성
사전(N=32) 191.12 21.79

-2.038 .046
사후(N=30) 202.60 22.53

<표 5> 단일 실험집단 도덕성의 사전-사후 차이검증

p=.177), 친절(t=-1.680, p=.098), 및 존중심(t=-1.896, p= 

.063)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단일 실험집단의 인성에 대한 사전과 사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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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 SD t p

예절
사전(N=32) 20.90 2.72

-1.764 .083
사후(N=30) 22.10 2.59

효도
사전(N=32) 19.65 3.20

-1.467 .148
사후(N=30) 20.76 2.71

정직
사전(N=32) 10.87 3.79

-.908 .367
사후(N=30) 11.86 4.77

존중
사전(N=32) 20.56 3.02

-1.751 .085
사후(N=30) 21.86 2.82

소통
사전(N=32) 12.59 1.75

-.592 .556
사후(N=30) 12.86 1.87

배려
사전(N=32) 16.59 1.99

-.369 .714
사후(N=30) 16.80 2.39

협동
사전(N=32) 19.21 3.16

-2.051 .045
사후(N=30) 20.90 3.28

책임
사전(N=32) 20.46 2.94

-.570 .571
사후(N=30) 20.93 3.47

전체 인성
사전(N=32) 140.87 14.72

-1.806 .076
사후(N=30) 148.10 16.77

<표 6> 단일 실험집단 인성의 사전-사후 차이검증

(t=-1.806, p=.076)가 확인되지 않았다. 인성의 하위영역

에 있어서 협동(t=--2.051, p=.045)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확

인되었으며 예절(t=-1.764, p=.083), 효도(t=-1.467, p=.148), 

정직(t=-.908, p=.367), 존중(t=-1.751, p=.085), 소통(t=-.592, 

p=.556), 배려(t=-.369, p=.714), 및 책임(t=-.570, p=.571)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5. 결론 및 논의

많은 대학이 인성교육을 교과교육과 비교과교육으로 

시행해왔지만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한 효과성 검증 및 다양

한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iClass 기반한 이론 및 활동 중심의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

를 구성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성 콘텐츠 구성을 위한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12개

의 콘텐츠를 구성하고, pre-class 영상강의시청 ➜ in-class 

Ⅰ토론중심 내용 정리 및 교수자 정리 ➜ in-class Ⅱ 활동

(체험) ➜ after-class 사이버게시판 LMS 활용하여 post-it 

생적표활동의 순으로 12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운영하

였다. 운영한 결과 강의평가에서 일반방식으로 운영한 

인성 교양강좌보다는 iClass에 기반한 인성 교양강좌 강

의평가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일 실험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통하여 사전집단 

32명과 사후집단 30명 전체 62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 및 인성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

감, 시민성, 사회성 및 도덕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

었으나 인성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iClass에 기반한 인성 콘텐츠 구성과 자아존중감의 유

의한 차이는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결과(김미숙, 2018; 박은주, 2017; 박영

숙, 2010; 정춘인, 2008)와 일치하여 iClass에 기반한 인성 

콘텐츠 구성은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의 구성요인으

로 자아존중감은 다루어져야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

하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 타인과의 상호작용, 사회적 학

습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한다. 자아존중감의 중요성

은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이미 수차례 강조되어 이제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가

정 및 학교에서의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생의 발달

단계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심리적 속성임에도 불

구하고,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정책

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인성교육을 필

수적 관점에서 교양교육을 통하여 제공한다고 할 때 인성

교육의 구성요인으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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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및 전략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Class에 기반한 인성 콘텐츠 구성과 시민성의 유의한 

차이는 본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었으나 양적 선행연구결

과와의 일치는 찾아볼 수 없으나, 질적 연구를 통하여 

인성교육의 구성요소로서 시민성은 강조한 연구(심상보, 

2015)와는 일치한다. 시민성(citizenship)은 개인과 국가

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개념으로, 시민은 정치나 경제의 

행위 주체자로서 각성된 개인으로 공동체적 자치를 실현

하는 사회와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모든 사회의 구성

원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사회와 국가에 참여하면서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주어진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학은 이를 교육해야 한다. 대학

에서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만 대학 졸업후 사회에 진출

하여 국가시민과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과 갈등을 줄일 수 있고 민주주의

를 안정되게 작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고재석, 2015), 대학에서의 시민교육을 특정 전공에서만 

다루는 주제가 아닌 공통 필수의 교양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며, 인성교육의 구성요인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성교육의 구성요인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를 위한 차원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iClass에 기반한 인성 콘텐츠 구성과 사회성의 유의한 

차이는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성의 관계를 연구를 선

행 연구결과(오상규, 김원중, 2007; 김미영, 2009; 서혜석, 

공은숙, 2009; 안관수, 백현기, 2011)와 일치하여 iClass에 

기반한 인성 콘텐츠 구성은 대학생의 사회성 향상에 효과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성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

면서 사회생활을 원만히 유지해 나가는 능력으로 동정과 

친애 및 협동 등의 사회적 경향을 포함하고 있어 대인관계

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특히 사회성은 

타인의 관점과 감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맺음을 

잘할 수 있는 것, 관계맺음에 필요한 의사소통의 다양한 

기술,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모두

가 win-win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iClass에 기반한 인성 콘텐츠 구성과 도덕성의 유의한 

차이는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도덕성의 관계를 연구한 선

행 연구결과(백미화, 2009)와 일치하여 iClass에 기반한 

인성 콘텐츠 구성은 대학생의 도덕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난(2018)은 도덕성이 인성에 미치

는 직접적 효과를 설명하면서 대학생의 인성함양을 위한 

내용으로 공정성과 관용 및 양심의 심리적 속성을 강조하

였다. 정창우(2015) 또한 인성을 ‘인간다움에 대한 가치판

단’으로 규정하면서 가치판단의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도

덕성을 강조하고, 도덕성이 다른 요소들을 떠받쳐 주는 

주춧돌로 주춧돌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위태워질 뿐이라고 하였다. 대학생의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도덕성을 강조할 때, 그 구성요소로서 

도덕성의 인지적 및 판단적 측면과 도덕적 민감성 그리고 

도덕적 실천력으로 중심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백미

화(2019)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도덕적 판단력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도덕적 민감성의 유의한 차이를 

설명하면서, 도덕적 실천력으로 도덕성이 이어지기 위해

서는 도덕적 판단력과 함께 도덕적 민감성 혹은 감수성의 

중요함을 시사한다.

iClass에 기반한 인성 콘텐츠 구성과 인성교육진흥법의 

8가지 핵심가치 인성덕목과는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아 기존 연구결과(권혜은, 2011; 김길순, 2015; 김지연, 

2016; 조영범, 2018)와는 상반된 연구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성교육진흥법의 8가지 핵심 가치덕목과 

대학생의 인성 콘텐츠 구성의 불일치로 추측해 볼 수 있

다. 인성교육진흥법의 8가지 핵심가치덕목은 개인적 성

장에 초점을 두고 추출된 요인이라면, 본 연구에서의 인성 

콘텐츠는 인성의 넓은 의미인 사회적 성장 측면이라 할 

수 있는 타인, 시민사회 및 공동체, 지구와 더불어 살아가

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까지 포함하여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인성 측정도구가 넓은 의미의 인성까지는 

측정하지 못하였다. 이는 추후 인성의 넓은 사회적 성장 

영역까지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과 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iClass에 기반한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를 구성하

여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한계점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특정 대학의 특정 교과목을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이므로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한계

점이 있을 수 있으며, 효과검증을 위해 iClass 운영과 비

iClass 운영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운영결과

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이 

교수자중심이 아닌 학습자중심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수자 입장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가 많다. LMS를 수시

로 접속해서 오류점검 및 학습자들의 피드백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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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달아야 하는 부분에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교양강좌 3학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pre-class 온라

인 강의를 수업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프라인 3시간

을 인정하는 시스템에서 교수자는 3시간 이상의 작업시간

과 노력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온라인 pre-class를 수업시수로 인정하고, 오프라인 수

업시간이 줄어든 전제에서 운영되어야 교수자와 학습자

의 불편감을 축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pre-class 영상강의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이슈나 시대적 배경을 다룬 내용이 아니고 

고정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된다면 한번 촬영하여 계속 사

용할 수 있을지라도 대부분 내용이 사회 및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변화되는 내용이 있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단순히 목소리만 입히는 방식의 영상강의

는 지루하면서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다. 최근 젊은 세대

들의 학습 방식으로 선호되는 형태의 유튜브(YouTube) 

동영상이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튜브 방식으로 

촬영하여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iClass 방식으로 운영되는 강의에 대한 평가방식

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양강좌를 상대평가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식습득과 기억력을 

측정하는 시험방식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인성의 범주를 

넓혀 공동체 역량까지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팀 프로젝

트 및 모둠별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방식의 전환

이 필요하다. 온라인에서 강의시청 및 after-class 활동까

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공간에서 학습자들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상대평가 방식은 적절하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iClass가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

기 위한 환경적 시스템 및 지원체계의 점검이 필요하다. 

iClass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컴퓨터를 통한 사이버캠

퍼스와 스마트폰의 앱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컴퓨터로 

접근할 때와 스마트폰으로 접근할 때 운영되는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접근

이 쉬운 LMS 환경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교수자

가 강의영상 촬영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촬영된 영상강의 탑재가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가 갖추고 있는 서버한계로 인하여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서버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iClass에 기반한 인성 콘텐츠 구성과 그 

효과를 살펴본 결과와 플립러닝의 효과를 측정한 126편

의 메타분석을 한 연구(조보람, 2018)에서 전체 효과크기

가 65.9%로 전통적 수업방식보다 15.9% 더 높은 학습효

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면, 전통적 수업방식보다는 온라인

을 통한 사전학습과 오프라인을 통한 활동중심의 학습전

략은 앞으로 대학의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방

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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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v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will lead to a change in the world 

of work and jobs. The university will prove no exception to this change, and thus we must find and prepare for the talent 

and capacity to adapt to this newly emerging society. Universities should try to reflect the expertise demonstrated within 

certain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especially where it pertains to fostering various talents, in order to help them better 

cope with the future society. Recently, the importance of character has been emphasized at many universities. However, 

while agreeing with the fundamental truth that educators have an obligation building character to a degree in their students, 

and further, believing that this is, in fact, is the ultimate value of education, we have nevertheless approached the humanities 

more as a “supplementary” aspect to education than anything else. But these days, character education, including the fostering 

of personal growth beyond that of simply social growth, is needed. Not surprisingly then, a curriculum that is based on 

character building is being offered at many universities. Nonetheless, the actual mechanics, if you will, of this “character 

building curriculum” is still not well understoo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se the iClass pre-class lectures, 

the in-class activities, and finally the after-class theorem learning strategies, in the hopes of constructing character-based 

Liberal Arts content, and then verifying its effectiveness.

The content of the Liberal Arts classes organized in this study was largely determined by myself, you, our large group 

of subjects, and a council of 7 experts in university education. The council used literature analysis, examined theoretical 

theories related to curriculum, and implemented various activities. The main curriculum was integrated and constructed.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iClass-based character course content, an in-class lecture evaluation, along with a 

single experimental group pre-post design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lecture evaluation in the school showed higher 

results of the lecture evaluation using the iClass than did the traditional teaching method. Differences between self-esteem, 

citizenship, sociality, morality, and personality were analyzed through the pre-post-design of a single experimental group 

for a total of 62 pre-groups (32) and post-groups (3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self-esteem, citizenship, sociality, and morality, but not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aracter.

As a result of developing and operating character-based Liberal Arts class content based on the iClass system, the convenient 

system of LMS, the quality of pre-class online lectures, the conversion of the evaluation method from relative evaluation 

to absolute evaluation, and the ease of access to computers and smartphones, proved sufficient. Therefore, if conducted properly, 

the iClass's online pre-learning and off-line activity-based learning strategies, rather than the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can be considered as an appropriate teaching strategy, which may further be used in the education fields of universities 

in the future.

Key Words: Character, iClass, university students, Liberal Arts courses, character education, L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