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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비대면 상황에서 액션러닝 방식의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
는가? 비대면 상황에서 액션러닝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비대면 상황에서 교수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탐색하는 것이다. 사례연구방법으로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 성공요인으로
“학생들 간, 학생들과 교수 간의 친밀감 형성. 동기부여, 팀워크 강화, 학생들의 참여
촉진, 질의응답, 강의 시간 추가 투입” 등 6가지가 도출되었다. 또한 연구 결과 학생
들이 가장 선호했던 교수자의 언행과 태도는 “친밀감 형성 노력, 교수와 학생 간 및
학생 상호 간의 소통 촉진, 교수의 설명에 대한 이해 여부 재차 확인, 진솔한 답변,
경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교수자의 역할을 보다 세부적인
차원으로 조사했다는 점, 수업의 성공 요인을 수업의 고객이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의견으로부터 도출했다는 점, 학생들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수업 개선
방안으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연구 결과들이 비단 액션러닝 방식에
의한 비대면 수업의 운영뿐만 아니라 대면 상황에서 진행되는 여타의 전달식과 참여
식 수업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학생들의 의견을 학
점 부여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수자가 직접 취합했다는 점과 비대면 상황의 성
공요인과 교수자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그쳤으며, 이를 대면 상황과 비교하지 못했
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끝으로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연구과제
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액션러닝, 비대면 수업, 성공요인, 교수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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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연구의 배경과 목적

COVID-19의 영향으로 대면 수업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동영상 시청 위주의 비
대면 수업이 이루어졌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특히 팀 기반의 참여식 수업과 문제해결
방식 수업은 경험해 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교수자는 두 학기 동
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비대면 상황에 대처 가능한 수업 방법을 모색해야 한
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김남일, 2020; 김지윤, 2020; 박중렬, 2020).
대면 상황에서 액션러닝 방식에 기반을 둔 대학교 수업 성공요인을 연구한 논문으
로는 김미옥(2017)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가 있다(고수일, 장경원, 2014; 고은현, 2013;
김윤민, 김윤희, 2010; 이현주, 장경원, 2013; 유수경, 2016; 정진, 2015; Boumer,
Cooper, & France, 2000).
김미옥(2017)은 CIPP(context, input, process, product)모델을 적용한 연구를 통해
액션러닝 방식 대학 수업의 핵심성공요인을 교수자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액션러닝
방식 대학수업의 상황 관련 성공요소는 “수강생의 적정규모, 수업 시간의 확보, 양호
한 강의실 환경, 협력학습에 관한 시대적 요구” 등이며, 투입 관련 성공요소는 “과제
선정 지도, 적절한 학습 팀 편성, 팀 학습에 필요한 도구 제공 및 방법지도, 팀 단위
활동을 위한 프로세스 제공, 수업 매뉴얼 지원” 등이다. 또 수업 운영 관련 성공요소
는 “그라운드 룰 준수 촉진, 질문을 활용한 과제 실행 및 학습 촉진, 과제수행과 학
습 목표 달성에 관한 연관성 이해 촉진, 개인과 팀 성찰 및 전체 종합성찰 촉진, 프
로젝트 진도 관리를 위한 점검”이며, 수업 결과 성공요소는 “최종결과물에 대한 학생
들의 이해 촉진, 전년도 우수 사례 제시, 평가 기준 정립과 공유, 단계별 발표에 대한
진도 체크와 피드백”로 나타났다(김미옥, 2017).
또한 교수자의 역할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결과, 액션러닝 방식 수업에서 교수자는
주로 팀 활동 지원, 피드백, 과제선정 안내, 개인 성찰 촉진, 도구 지원, 질문 권장 등
을 지원, 촉진, 조언, 진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민, 김윤희,
2010; 이인회, 권순철, 2013; 이현주, 장경원, 2013; 부성숙, 2014; 이숙자, 장금성,
2014; 홍기칠, 2015).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대면 상황에서 진행된 수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대면 상황 시 액션러닝 방식 수업의 성공요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대면 상황에서 액션러닝 방식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 대면 상황과 다른 비대면 상황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대면 상황과 비교하
여 비대면 상황에서 교수자는 추가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라는 연구 질문
에 대한 대답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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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배경

1. 대학의 비대면 수업

2020년 2월에 시작된 COVID-19에 의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가 발생한 이후
팀 기반 학습의 참여식 수업을 하는 교수자는 비대면 상황의 학습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김남
일, 2020; 김지윤, 2020; 박중열, 2020).
김지윤(2020)은 비대면 강의의 성과 및 보완 과제를 점검하고,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PBL의 학습 방법, 학습자료(동영상 강의 편집), 밴드
활용, 채팅 수업 등은 긍정적인 수업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완점으로는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 조별 활동이 길어져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지적이
다.
한편, 박중렬(2020)은 코로나-19로 촉진된 온라인 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온라인 교육의 특징을 ‘유연성, 기술의 의존성, 경제성, 책임과 의지력, 인증, 기
술적 숙련’의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6가지 특징이 교수자에게 시사하는 바는 온라
인 수업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교수와 학생이 이익이 되는 교육 환경을 구축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비대면 원격수업 만족도를 연구한 김남일(2020)은 원격방식으로 수업을 받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비교적 잘 적응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원격수업에 관한 강의
만족도는 과정별, 학년별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적인 원격수업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대면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학내 지원 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원격수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격수업 운영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자, 학습자, 교수
자가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표 1>은 이상에서 기술한 COVID-19 이후에 이루어진 대학의 비대면 수업
에 관한 연구주제와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1> 대학의 비대면 수업 연구
연구자명

주제명
결과
다매체시대 효율적인 토론
학습 방법, 학습자료 (동영상 강의 편
김지윤(2020) 수업 연구 (대면수업과 PBL의
비대면 수업 모델 비교) 집), 밴드 활용, 채팅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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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시간적 편이, 공간적 편이, 익명에
의한 특성, 개인맞춤형 속도, 편리한 복습)
-기술 의존성 (인터넷 속도, 활용 프로그램/
플랫폼, VR 등 기술적인 장비)
코로나-19로 촉진된 -경제성(공유/확장성, 출퇴근 경비 절약, 교육
박중렬(2020) 대학의 온라인 교육에 경제 활동 병행
대한 고찰
-책임과 의지력(자제력과 교육 연속성, 손해
의 개인 책임, 상호교류의 부제, 정신적 해이)
-인증(온라인 교육 인증 부재, 향후 개선의 여지)
-기술적 숙련(네트워크 지식, 보안 문제, 프로
그램 활용 지식)
목소리 녹음 강의와 과제 부여
비대면 원격수업 만족도에 -PPT,
-산업체
교육과정 만족도 높음
김남일(2020) 대한 조사 연구-K대학을 -1학년이위탁
다른
학년보다 강의 만족도 높음
중심으로
-원격 수업 인식 1학년이 높음

위의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COVID-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원격수업, 온라
인 수업 등의 다양한 형태로 대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대면 수업의 성과나 효
과성,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액션러닝 방식 수업에서 교수자의 역할

다음 <표 2>는 액션러닝 방식 수업에서 교수자의 역할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2> 액션러닝 방식 수업에서 교수자의 역할

학자
교수자의 역할
최명민, 김승용(2005) 학생들의 임파워먼트 효과를 위한 지원
조언을 구할 시 모임에 참여하여 팀 활동 지원
김윤민,김윤희(2010) 과제선정 단계의 가이드 라인 제시
질문 권장 및 팀 간의 참여 유도를 하여 과제 명확화
장경원(2011)
학습 팀의 문제 해결 촉진을 위해 개입
러닝코치의 변화된 기능 수행
장금성, 박순주(2012)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문제 해결 단계별 지원
팀 내 개인성찰 촉진
수직적 관계보다 수평적 관계 우선시하여 동료 의식 고취
이인회, 권순철(2013) 수업 초반에 학습 팀의 역동성 발휘를 위해 노력
학습자들의 협동 관계 형성으로 상호 간의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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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장경원(2013)

장경원, 고수일(2013)
고은현(2013)

부성숙(2014)

이숙자, 장금성(2014)
장금성, 김남영,
박현영(2014)
고수일, 장경원(2014)
홍기칠(2015)
구원회(2016)
김소명, 박상연(2016)

팀 협력 방법 안내
과제수행에 필요한 도구와 방법 제시
과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피드백
교수자의 모범적인 피드백 제시
효과적인 질문을 적절히 활용
협동학습을 위한 교수자의 이해와 기술 및 지식 확보
과제선정의 최종 판단자
공동학습자로서 과제 수준 조정
학습 팀을 돕는 협력자
학생의 규모
러닝 코치 역할과 교수자 역할 동시 진행
학습자들의 액션러닝 활동을 위한 조력자
수업 내용 방법 소개
과제 안내 및 학습 역할 소개
팀을 구성
팀 활동 수행을 위해 팀 학습 기술과 과제해결 프로세스 지원
성찰, 활동 일지 기록 촉진
기록물에대한검토피드백실행
교수자 중심의 강의를 부분적으로 진행
학과의 특성을 고려한 모의 수업 시행
모의 수업이 현장과 연계되도록 지도
우수 사례와 정보 및 자료 안내
구성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 방법 조언
체계적인 성찰과 학습 내용을 정리하도록 기회와 분위기 제공
액션러닝 수행 도구와 서식 제공
과제에 대한 조언과 피드백
과제 진행상의 다양한 역할 수행
교수자의 다양한 역량 확보
러닝 코치 또는 공동학습자의 역할 수행
과제선정 촉진
과제수행 학습 과정 관찰
교수-학습 지원시스템을 활용한 과제수행 점검 칭찬
학습자들의 이해 증진 및 피드백 제공

출처: 김미옥(201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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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액션러닝 방식 수업을 수행하는 교수자의 역할은 주
로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를 제시하고, 과제 해결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과제선정 가
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자, 지원자, 진행자,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액션러닝의 성공요인

가. 기업에서의 액션러닝 성공요인

봉현철(2007)은 그의 연구에서 다음의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은 6가지의 성공
요인을 도출하였다.
<표 3> 봉현철(2007)의 연구
구성요소
과제

팀

러닝
코치
성찰

핵심성공요인

내용 개요
프로그램 고유의 과제 선정기준 제공
의사결정을 위한 과제선정 절차 설계
과제 선정 노하우 합리적
과제기술서 제공 및 학습 팀(자)과 스폰서 간의 사전
합의 유도
학습 팀 구성 학습 팀 내 다양성 제고
노하우
과제수행 책임의 편중 현상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승진 또는 승격 조건화
프로그램 이수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
대상 발표의 의무화
학습자 동기부여 최고경영층
우수
학습
팀(자)
포상
노하우
개인 차원의 무형적 효용 강조
조직구성원으로서 사명감 고취
핵심 인재로서 자부심 고취
훌륭한 자질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러닝 코치 확보
역할 정의 및 공유
러닝코치 관리 러닝코치 양성과정(사내코치) 또는 Workshop(사외코
노하우
치) 실시
평가 실시 및 피드백(Feedback) 제공
금전적 보상 또는 인사 상 혜택 제공(사내코치)
성찰과 피드백 실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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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실행
기타

학습 팀과 스폰서 간 의사소통 변화관리
과제학습 팀 간 상호 벤치마킹 기회 제공
프로그램 운영 학습효과 극대화 노력 관련 및 프로세스 관련 지식과
프로세스 설계 도구 제공
노하우
과제수행 및 실행 효과 극대화 노력
실행 의사결정, 실행, 실행 결과의 장점
사내외 벤치마킹 기회 제공 및 비용 지원
교육 참가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참가 주체들 간의 조정(Coordination)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정보
공유와
안내
노하우
엄정한 집행
융통성 발휘

봉현철의 연구가 주로 핵심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
던 반면, 서영태와 봉현철은 전사 차원에서 경영혁신과 조직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조
직 개발형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을 연구하였으며, 다음의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11가지의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서영태, 봉현철, 2008).
<표 4> 서영태, 봉현철(2008)의 연구
NO 핵심성공요인
사내 러닝
1 코치의 육성과
활용
2

CEO의
스폰서십

3

현업부서
임원 및
부서장의
스폰서십

4

과제선정

구체적 내용(조작적 정의)
핵심인재 등 자질이 우수한 러닝코치를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적인 역량향상 프로그램의 제공과 학습 팀 성과
와 연동된 보상 등을 통하여 이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켜 이를 학습 팀의 학습과 성과창출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프로그램 스폰서로서 CEO가 액션러닝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회사의 주요 경영 회의에서 액션러닝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액션러닝 관련 주요 행사에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물
적·인적 자원을 할당하는 등의 적극적인 스폰서십을 발휘한다.
과제 스폰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현업부서의 임원 및 또는 부서장
들이 액션러닝의 취지를 이해하며, 참가자들의 활동 시간을 배려
하고, 관심을 표명하는 등의 동기부여를 하고, 학습 팀이 제안한
해결대안의 실행을 촉진하는 등 적극적인 스폰서십을 발휘한다.
프로그램의 목적, 내·외부 경영환경 및 참가자들의 특성을 반영
한 과제선정 기준과 CEO와 현업부서 임원 및 부서장들이 참여
하는 과제선정 절차를 확립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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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행을 통한
정량적
성과창출

액션러닝이 “보고서 경진대회”에 그치지 않게 하려고 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행 스폰서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학습 팀이 제안한
해결대안의 실행 여부를 반드시 결정하며, 그 실행 여부와 정도
를 지속적으로 Fellow-up 함으로써 정량적 경영성과를 창출한다.

지식경영시스템과 본부별 및 전사적 우수 사례 발표회 등을 통
6 성공사례 공유 하여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학습 팀 간 상호 벤치마킹을 촉
진하고 전체적 상황 평준화를 도모한다.
우수 학습 팀에 대한 금전적 보상, 실행성과 금액의 일정 부분에
Profit Sharing, 임직원의 성과 관리 및 인사고과에 반영,
보상을 대한
7 외재적
러닝
코치
팀장 승진 조건화 등 다양한 외재적 보상
통한 동기부여 을 통하여 자격취득의
조직구성원 전원을 액션러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
록 동기부여 한다.
액션러닝을 전담하는 조직을 지정하여 이들에게 운영 프로세스
8 전담조직 운영 관리, 학습 팀 지원 제도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지식경영시스템
운영, 성과 관리 및 변화관리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액션러닝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즉, 학습팀, 실행팀 전담조직
주체 간 인재개발 부서, 기획부서, 과제 스폰서들 간에 각자의 역할, 전체
9 참여의사소통
운영 프로세스, 성과 및 정보 공유 등에 관한 의사소통을 원활하
게 한다.
회사의 Business Model과 업무 특성에 적합한 문제 해결 프로
회사 고유의 세스를 선택하고 개발하여 학습팀원과 러닝코치들에게 교육
10 문제 해결 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활용토록 장려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프로세스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 시키고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
한다.
Function Team, 전략 과제팀, 자율 과제팀 등 회사의 추
팀 구성의 Cross
11 다양성
진
방향과
과제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습 팀을
활력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다음으로 김형숙과 봉현철, 그리고 김봉광은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하여 공무원 조
직에서 수행되었던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핵심성공요인을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도
출하였다(김형숙, 봉현철, 김봉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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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개인학습성과
2 과제해결성과●●AL운영프로세스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적절한 학습 팀 구성
●운영자의 적극적인 지원
●FT 역량
●스폰서 지원
●과제 적절성

차원 1
[그림 1] 김형숙, 봉현철, 김봉광(2007): 유클리디안 거리 모형
나. 액션러닝 방식 수업의 성공요인

대학교 수업의 학습효과 및 성공요인을 연구한 논문으로는 김미옥(2017)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가 있다(고수일, 장경원, 2014; 고은현, 2013; 김윤민, 김윤희, 2010; 이현
주, 장경원, 2013; 유수경, 2016; 정진, 2015; Boumer, Cooper, & France, 2000). 특히,
김미옥(2017)은 액션러닝 방식 대학 수업의 핵심성공요인을 교수자 관점에서 제시하
였다. 그녀는 교수자 관점의 핵심성공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CIPP모델을 적용하였고,
수업 상황(context), 수업 시작(input), 수업 과정(process), 수업 결과(product) 단계로
구분하여 성공 요인들을 도출해 냈다.
김미옥(2017)이 제시한 액션러닝 방식 대학수업의 CIPP모델에 의한 단계별 성공요
인은 다음과 같다.
수업 상황(Context)의 성공요인은 “수강생의 적정규모, 수업 시간의 확보, 양호한
강의실 환경, 협력학습에 관한 시대적 요구” 등으로 기획 단계에서 교수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항목이다.
수업 시작 단계의 투입요소(Input)의 성공요인은 “과제선정지도, 적절한 학습 팀
편성, 팀 학습에 필요한 도구 제공 및 방법지도, 팀 단위 활동을 위한 프로세스 제공,
수업 매뉴얼 지원” 등으로 교수자가 수업 진행을 위한 투입 요소를 준비해야 할 항
목이다.
수업 과정(Process)에서 확인해야 할 성공요인은 “그라운드 룰 준수 촉진, 질문을
활용한 과제 실행 및 학습 촉진, 과제수행과 학습 목표 달성에 관한 연관성 이해 촉
진, 개인과 팀 성찰 및 전체 종합성찰 촉진, 프로젝트 진도 관리를 위한 점검”으로
교수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항목이다.
수업 결과(Product) 성공요인은 “최종결과물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촉진, 전년도
우수 사례 제시, 평가 기준 정립과 공유, 단계별 발표에 대한 진도 체크와 피드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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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수자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항목이라고 한다(김미옥,2017). <표 5>는 액션
러닝 방식 대학 수업의 핵심성공요인을 중요도에 따라 평균값을 산출한 내용이다.
<표 5> 액션러닝 방식 대학수업의 핵심성공요인
중요도
순위
1
2
Context 3
4
5
1
2
Input
3
4
5
1
2
Process 3
4
5
1
2
Product
3
4
요소

핵심성공요인
수강생의 규모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시대적 요구
수업 시간 확보
강의실 환경
협력학습에 대한 시대적 요구
팀 단위 활동을 위한 프로세스 지원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선정 지도
팀 학습에 필요한 방법과 도구 제공
학습 팀 편성
수업 매뉴얼 지원
질문을 활용한 과제 실행 및 학습 촉진
프로젝트 진도 관리를 위한 중간 점검
과제 수행과 학습목표 달성에 대한 연관성 이해 촉진
개인과 팀 성찰 및 전체 종합성찰 촉진
그라운드 룰 준수 촉진
최종결과물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촉진
평가의 기준 정립과 공유
단계별 발표에 대한 진도 체크와 피드백
전년도 우수 사례 제시

중요도
평균값
4.56
4.50
4.44
4.38
4.13
4.63
4.48
4.44
4.38
4.25
4.62
4.56
4.56
4.42
4.38
4.75
4.44
4.44
4.06

출처 : 김미옥(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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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옥(2017)은 액션러닝 방식 대학수업의 핵심성공요인을 [그림 2]와 같이 CIPP
모형으로 도식화하였다.

[그림 2] 액션러닝 방식 대학수업의 핵심성공요인
출처: 김미옥(2017)
이처럼 대학에서도 액션러닝 방식의 수업이 확산하면서 학습효과 및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수일, 장경원, 2014; 고은현, 2013;
김미옥, 2017: 김윤민, 김윤희, 2010; 이현주, 장경원, 2013; 유수경, 2016; 정진, 2015;
Boumer, Cooper, & France, 2000).

Ⅲ

. 실증연구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사례연구방법을 채
택하였다. 즉, 비대면 상황에서 액션러닝 방식 기반의 대학 수업의 성공요인과 교수
자의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 주저자인 B 교수가 2020년 2학기에 운영한 B 수업에 대
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연구 수행 시점인
2020년 12월 현재 비대면 상황에서 액션러닝 방식의 성공요인을 밝힌 선행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 목적상 이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기보다는 가설을 도출
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정량적인 연구 방법보다는 정성적인 연구 방법인 사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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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Yin, 1981).
본 연구의 대상은 A 대학교 경영학과의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전공 선택 과목
을 운영한 교수자와 수강 학생들이었다. 본 연구는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
까지 3단계의 절차에 의해 수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전문가 1인과 반구조화 인터뷰를
하였고, 2단계에서는 2개 분반 13개 팀에 대한 팀 차원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비대
면)를 통해 수강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3단계에서 집단인터뷰 내용을 개방
코딩 방식에 의해 분석하였다. 학생들에 대한 인터뷰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귀하는 동기부여, 교수-학습 방법, 학습 성과의 측면에서 가장 좋아했던 비
대면 전달식 수업과 대면 전달식 참여 수업과 각각 비교했을 때 인간관계와 커뮤니
케이션 수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
둘째, 다른 형태의 수업에 비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그렇
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이 수업을 더 훌륭한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더 필요한가? (내
가 교수였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넷째, 교수의 어떤 말/행동/태도 때문에 다른 형태의 수업에 비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는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다섯째, 교수의 어떤 말/ 행동/ 태도가 더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여섯째, 내가 교수였다면 이런 태도를 보여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교수
였다면 이런 말 행동을 했을 것이다.)
2. B 수업의 개요

본 연구의 대상인 B 수업의 과목 명칭은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이며, 경영학
과 전공 선택 3학점 (월요일 2시간과 수요일 1시간), 2개 분반이다. 이 수업은 액션러
닝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학생들은 각자 본인에게 중요한 사람 중 인간관계를 개선
하고 싶은 사람 1명을 선택하여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과 교수의 도움을 받아 가며,
해당 대상과의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개인별 과제를 수행함에도 불
구하고 학생들을 팀으로 편성하여 그들 간에 경험과 아이디어 공유, 사고 촉진 질문
의 제공, 커뮤니케이션 관련 이론과 방법론의 공동 학습 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
을 운영하였다.
1분 반의 수강 학생은 42명 (5～6명*8개팀), 2분만은 25명 (5명*5개팀)이었으며, 수
업은 단 한 번의 대면 수업 이외에는 모두 Zoom으로 진행하였다. 학생과 교수 간의
소통 보조도구로는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였다. 비대면 상황에서 학생들 상호 간의 친
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과 교수 간의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업 시간을 추가로 투입했으며, 주당 3시간의 정규 수업 시간 외에 1-2개 팀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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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매주 1시간씩 운영했다. 이는 학생 개인 주당 수업 시간은 3
시간 (월요일 2시간+ 2개 팀과 교수의 미팅 1시간)이었던 반면, 교수의 투입 시간은
1개 분반당 6시간이었음을 의미한다.
B 수업의 운영 프로세스를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팀을 구성하기 위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 자기소개서
에 포함할 것을 권장한 내용은
- 인적사항 (이름, 성별, 학과, 학년, 남학생의 경우 군필 여부, 사진 등)
- 수업관련 사항 (학습 목표, 수강 결정 동기, 액션러닝 방식 수업 수강 경험 등)
- 활동관련 사항 (지원봉사와 같은 대외활동과 학생회와 동아리 같은 교내활동,
교내외 공모전 응모 및 수상 경력, 인턴 경력 등)
- 수업에 관해 교수에게 건의하고 싶은 사항 등 이었다.
교수는 이를 토대로 다양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팀을 편성하였다.
둘째, 팀 빌딩 활동 결과를 네이버 밴드에 올리게 한 다음, 이를 세 가지 평가 기
준, 즉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는가?, 얼마나 의미 있는 활동을 했는가?, 팀의 그라운드
룰 (규칙)이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우수 팀에게 보너스 점수를 부
여함으로써 이른 시일 안에 학생들 간의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촉진했다.
셋째, 학생들이 팀원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각자의 인간관계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팀원 간의 상호 컨설팅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습득하게 했다. 이를 위하
여 교수가 먼저 특정 팀원을 대상으로 시범을 보인 다음, 각 팀원이 팀원 중 한 명을
대상으로 실습했다. 실습 후에는 각 단계를 진행할 때 궁금했던 점에 대해 교수와 질
의응답을 했다. 팀원 간의 상호 컨설팅 프로세스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팀원 간 상호 컨설팅 프로세스

팀원 간 상호 컨설팅 프로세스

① 아이스 브레이크
② 관계 개선 대상자 및 본 인간의 관계 이해: 간단한 설명과 질의응답
③ 두 사람 간 관계상의, 핵심 문제 정의
④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컨설팅 : 경험 공유, 아이디어/ 정보/ 조언 제공
⑤ 다음 미팅 때까지의 액션 아이템 설정
⑥ 성찰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표7>의 프로세스를 팀원별로 돌아가며 진행하고, 한 순
배가 완료되면 첫 번째 학생부터 지난 미팅 때부터 현재까지 실천했던 사항을 공유
하고, 그때 본인의 문제에 대해 위의 프로세스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다음 미팅을 순
서대로 진행했다. 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팀별로 모든 팀 팀원에 대해 평균
3～4회의 상호 컨설팅 미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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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 수업에서는 교수가 미리 교재와 참고문헌을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 학생
들에게 팀별로 본인들의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영상 강의와
도서를 선택해서 각자 5가지(동영상)와 3가지(도서)를 네이버 밴드에 올리게 한 다음,
각 팀이 올린 모든 도서와 동영상 중 각각 베스트 3(도서)와 베스트 5(동영상)를 선
택하게 하였다. 교수는 그 결과를 집계하여 네이버 밴드에 공지하고, 팀별로 어떤 동
영상과 도서를 어떤 순서로, 매주 어느 정도를 공부할지를 본인들이 팀 내 합의에 따
라 정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교수는 학생들이 각자 동영상과 도서 등 학습자원을 공부한 다음 팀 내에
서 그 내용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세 번째의
상호 컨설팅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특정 팀 대상 시범 진행, 팀별 실습, 교수와의
질의응답 순서를 통에 학생들이 그 프로세스를 습득하도록 촉진했다. 교수가 개발하
는 학습자원 관련 대화 프로세스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학습자원 관련 Dialogue 프로세스

학습자원 관련 Dialogue 프로세스

① 아이스 브레이크
② 학습자원에 대한 첫 느낌 나누기
③ 내가 뽑은 키워드 내용과 이유 말하기
④ Dialogue 주제 선정
⑤ Deep Dive Dialogue
⑥ 성찰

여섯째, Zoom으로 이루어진 수업 시간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졌
다. 전체 학생이 접속하는 시간(주당 2시간)에는 소회의실로 나누어 본인들의 진도에
따라 학습자원 관련 대화나 인간관계 개선 관련 상호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
다, 두 개의 학습 팀과 교수와의 수업 시간(팀당 주 1시간)은 학생들이 제기하는 모
든 종류 질문에 대해 주로 교수의 경험과 지식, 의견과 노하우 등을 토대로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Dialogue와 상호 컨설팅 프
로세스의 진행 요령, 유의사항 등 프로세스 관련 질문과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학습자원의 내용이나, 특정 관계 개선 대상자와 개선 활동에 부딪혔던 어려움
등 교과의 내용에 관한 질문을 주로 했다. 또한 학생들은 각종 과제물 제출 요령뿐만
아니라 자신의 졸업 후 진로 선택, 자기 관리 등 일반적 질문은 물론 교수의 여가 활
동, 가족관계 등 사적인 영역에 관해서도 많은 질문을 했으며, 교수는 최대한 진솔하
게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들려주려고 노력했다.
일곱째, 네이버 밴드는 주로 세 가지 용도로 활용했다. 먼저, 밴드는 팀 편성 결과,
- 37 -

액션러닝: 연구와 실천, 1권 1호

각종 과제물 제출 방법(내용, 기한, 주체: 팀 또는 개인), 수업 진행 계획 공유 등의
게시판 기능을 담당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주로 팀 단위로 제출하는 과제 중 다른
학생들이 열람해도 좋은, 또는 열람해야 하는 내용, 예를 들어, 팀 빌딩 결과, 학습자
료 선정 결과 등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매주 수업과 본인들
의 팀 활동을 마친 후 느낀 점과 교훈을 담은 “이번 주의 성찰”을 개인별로 작성하
여 밴드에 올리도록 하였다.
3. B 수업의 성공요인과 교수자의 역할

가. B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B 수업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 수업이 “성공”했다는 판단 여
부일 것이다. 연구자들은 그 판단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교수/학습 방법,
학습 성과의 측면에서 가장 좋아하는(했던) 비대면 전달식 수업, 대면 전달식 수업,
대면 참여식 수업”을 각각 비교했을 때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수업에 대해 얼마
나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학생들의 평가 결과는 다음의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9> B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비교대상 가장 좋아하는 비대면 가장 좋아했던 대면 가장 좋아했던 대면.
비교내용
전달식 수업에 비해 전달식 수업에 비해 참여식 수업에 비해
동기부여
4.6
4.2
3.6
측면에서
교수/학습 방법
4.5
4.2
3.8
측면에서
학습 성과
4.4
4
3.4
측면에서

주. (5: 매우만족, 4: 약간만족, 3: 비슷함, 2:약간불만, 1: 매우불만)

위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은 B수업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참고로 학생들의 주관식 답변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금 교수님보다 더 수업을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1분반 1팀)
- “개인적으로 교수님께 받은 수업이 가장 이상적인 태도라고 느꼈기에, 제가 교
수로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교수님의 태도를 본받아 진행할 예정이다.”(1분반 4팀)
- “내가 교수여도 이렇게 액션러닝 수업을 할 것 같음. 지금의 수업방식에 만족
함”(1분반 7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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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대면 액션러닝 수업의 성공요인

비대면 팀 단위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이 수업이 성공했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을 개방 코딩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B 수업의 성공요인
NO 성공요인

세부내용

학생들 간
-대면
,
오리엔테이션
학생들과
(2시간)
1 교수
간의 -시작 시 안부
친밀감
묻기
형성
-구어체 사용

-자신의 당면
문제 해결
-향후
2 동기부여 생활과의 직장
관련성
이해
-전문가 특강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한 팀
편성
3 팀웤 강화 -전원참여촉진
(장관임명)
-무임승차 방지
노력
-질문위주수업
운영
학생들의 -학생들의
4 참여
촉진 질문에 먼저
학생들이

학생들의 의견
“교수님께서 학생들과의 거리를 좁히시고자 먼저
진심으로 공감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바탕으
로 진정성 있는 수업을 진행해주셨습니다.” (1분반
3팀)
“교수님이 수업 시작 초반 학생들 개인에게 밥은 먹
었는지, 뭐 먹었는지 등등 사적인 담화를 나눌 때가
있다. 이러한 짧은 시간이 교수님에 대한 친근감을
올려주고 또 수업에 관한 관심을 올려준다.” (2분반
1팀)
매주 달라지는 수업 주제가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활발하게 참여
한다.” (1분반 6팀)
“공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직접 고민을
해야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스스로 배운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말
가치 있는 수업이 될 수도 있음” (1분반 7팀)
“인간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본인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을 시간이 매우 소중하게 느껴졌고 이런 기회
가 다신 없을 것 같아서” (2분반 2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한 팀 선정, 보통 팀을 랜덤
이나, 혹은 지인들끼리 구성하기 마련인데, 인간관
계와 커뮤니케이션 수업은 교수님께서 각 팀원의
성향이나 특성을 잘 고려하여 적절한 팀을 매치시
켜 주었다.” (2분반 1팀)
“팀 안에서도 각자의 역할 분담이 쉽지 않은데 장
관의 이름을 활용해 각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컸다.” (2분반 1팀)
“현재 zoom 수업을 하시는 다른 교수님들의 수업
방식조차 화상강의만 이용한다 뿐이지 학생의 참여
를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좋지 않은 행동
이긴 하지만 딴짓도 하고 다른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번 강의는 비록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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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하게 한
다음 교수가
보충 설명

5 질의응답

-Content 관련
-Process 관련

-교수 대 학생
강의
시간
비율
6 추가 투입 -참가자감소간 효과
소통
촉진

이긴 하지만 학생이 지속해서 참여하고, 반응을 끌
어내기 때문에 다른 수업에 비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습니다.” (2
분반 2팀)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활발
하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던 요인. 왜냐하
면, 학생과 교수 간의 소통이 활발하고 참여를 하다
보니, 수업에 참여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기왕에 참
여한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어서 열심히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분반 1팀)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경청의 태도가 매우
좋으며, 어떤 질문을 해도 good question 이런 식으
로 말씀하시며 학생들을 존중해주시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 (1분반 4팀)
“간결한 질문에도 교수님의 다양한 경험과 구체적
인 예시를 통해 학생의 이해를 도와주심.” (1분반 8
팀)
“교수님의 시간을 더욱 투자하여 학생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려고 함.”(1분반 8팀)

위의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들은 B수업의 성공요인을 “학생들 간, 학
생들과 교수 간의 친밀감 형성. 동기부여, 팀워크 강화, 학생들의 참여 촉진, 질의응
답, 강의 시간 추가 투입” 6가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 B수업을 성공으로 이끈 교수자의 역할

학생들이 제시한 수업을 성공으로 이끈 교수자의 행동과 태도는 다음의 <표 11>
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1> 수업을 성공으로 이끈 교수자의 역할
NO

Best5

1

친밀감 형성
노력

교수와 학생
2 간 및 학생
상호간의 소통

학생들의 의견 (인터뷰 결과)
“교수님의 인자하신 표정과 학생들 이름을 다 기억하시려는 모
습이 너무 인상 깊었다.” (2분반 2팀)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개인적 관심을 엿볼 수 있었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분반 5팀)
“팀원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교수님께서 유도하셨다. 소회의실을
통해 팀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해주시고, 조원들은 주어진
지침안에서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다.” (2분반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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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과의 대화 수업이다. 그 이유는 교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수업을 하는 거의 유일한 수업이기 때문이다.” (1분반 2팀)
촉진
“교수님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같은 수강생들끼리도 서로의 의견
을 나누면서 수업 시간에 배운 점들에 대해 서로의 의견
을 나눌 수 있다.” (1분반 4팀)
배려하고 또다시 질문으로 함으로써 확인하는 모습에
교수의 설명에 “학생들을
서”
(2분반
3팀)
3 대한 이해여부
재차 확인 “말을 마치신 후 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하시는 것” (2분반 5팀)
“자신의 실수에 관해서 부끄럼이나 피함 없이 즉각 시인하고 이
바꾸려고 하는 모습” (2분반 2팀)
4 진솔한 답변 를“교수님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를 통한 깨달음을 전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1분반 6팀)
“교수님께서 수용력이 좋으시다. 학생들의 말을 성심성의껏 들어주
신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피드백을 해 주신다.” (1분반 3팀).
5
경청
“교수님을 롤모델로 경청의 자세로 수업에 임할 것이다.” (1분반 2
팀)

위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과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교수자의 행동은 “친밀감 형성 노력, 교수와 학생 간 및 학생
상호 간의 소통 촉진, 교수의 설명에 대한 이해 여부 재차 확인, 진솔한 답변, 경청”
으로 나타났다.
라. 학생들이 개선해 주기를 원했던 교수의 행동 : Most Wanted 5

학생들이 교수가 개선해 주길 원했던 행동은 다음의 <표 12>에 요약된 바와 같다.
<표 12> 학생들이 개선해 주기를 원했던 교수의 행동
NO

Most Wanted 5

학생들의 의견 (인터뷰 결과)
“강의 시간 때 무엇을 배울지 당일이나, 하루 전날 사전
공개가 아닌 강의 계획서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1분
수업내용을 반“수업4팀)커리큘럼이 확실하게 짜였으면 좋겠다. 교수님께
1 주별/일자별
미리 공지해 주시길~ 서 그때그때 공지해 주시지만 예측할 수도 없고, 따로
진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예상하기 어렵다. 뭔가 우왕
좌왕하는 부분이 있다.” (2분반 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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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교수였다면 학생들한테 모르는 것에 대해 걱정하
지 말고 이 메일, 문자로 보낼 수 있게 할 것이다.” (1
분반 4팀)
“현재의 수업 진행 상황에서 잘하고 있는지 조원끼리가
아닌 교수님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 (1
분반 6팀)
“내가 교수였다면 많은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 너무 조
위주의 수업이 아닌 다른 조와의 소통도 많이 했을 것
팀간 교류의 기회를 이다.” (1분반 8팀)
주셨으면~
“내가 만약 교수라면 같은 팀원들 간의 교류뿐만 아니
라 타 팀과의 교류 활동 비중도 높일 것 같다.” (2분반
1팀)
교수였다면 현학적이고 어려운 언어 사용을 배제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내가
하고
이해하기
쉽고, 내용전달에 쉬운 표현을 사용할 것
표현을 써 주셨으면~ 이다.” (2분반 3팀)

개인별 수업시간 외
2 질문을
받아 주셨으면~
개인별 인간관계 관련
3 고민에 대해 조언해
주셨으면~
4
5

위의 <표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들은 교수자의 5가지 행동, 즉 일자별
수업내용의 사전 공지, 수업 시간 외의 질문 기회 제공, 개인별 인간관계 관련 조언
제공, 팀 간 교류의 기회 확대,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표현 사용 등을 원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Ⅳ

. 연구 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와 향후 과제

1. 연구결과의 시사점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연구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 내용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교수자의 역할을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인 “바람직한 언행과 태도”, “더 원하는 행동”으로 조사하
였다. 이런 접근 때문에 연구 결과가 연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 방법 측면의 본 연구는 수업의 성공요인을 주로 교수자에 대한 인터뷰
를 통해 도출했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수업의 고객이라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질문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수업의 성공요인을 탐색할 수 있었으며, 교수자에
게 그 내용은 매우 직접적인 참고자료를 제공했다고 사료된다.
실무적 측면에서 본 시사점은 두 가지이며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시도했던 교수의 수업 운영 방식은 학생들의 피드백을 수렴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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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로서, 비단 연구 목적뿐만 아니라 수업 개선 방안으로도 유용
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를 위한 학생들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연구
논문 작성을 위한 시점 11월 23일 ～ 12월 5일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교수자가 학생
들의 의견을 수업 직후부터 종료 시점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반영함으로써 수업
의 질을 재고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비단 액션러닝 방식에 의한 비대면 수업의 운영뿐만 아니라
대면 상황에서 진행되는 여타의 전달식과 참여식 수업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학생들이 개선해 주기를 원했던 교수 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진솔한
답변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교수의 언행에 충실하게 반영한다면, 교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연구과제를 2가지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방법의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학생들의 의견을 학점 부여라는 막
강한 권한을 가진 교수자가 직접 취합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물론 익명성을 최대
한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팀원 전원 의견을 전달받았지만, 학생들
이 과연 교수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
웠는지 판단은 어렵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제 3자 또는 공동연구
자가 해당 수업, 또는 서로의 수업에 수강한 학생들의 의견을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
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연구 내용 측면에서 본 연구는 비대면 상황에서 운영되었던 수업 성공 요인
과 교수자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그쳤으며, 이를 대면 상황과 비교하는 시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양자 간의 차이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본 연구 결과가 과연 비대면 상황에서만 독특하게 적용되는 성공 요인인지
아니면 대면 상황과 비대면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연구가 과제는 대면 상황과 비대면 상황에서 동일한
교수자가 운영했던 동일한 수업에 관한 비교 연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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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ccess factors and roles of professors in
action learning based on-line class in the
University
Bong, Hyeon Che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im, Mi O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swer the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How
can action learning based class in the University be effectively managed, when it
should be operated on-line? Second, what are the success factors of action learning
based on-line class? Third, which additional roles have the professor to play on-line
in contrast to off-line?
In the case study of the class A of the University B, six success factors are
identified : Building rapport between students as well as between students and
professor, motivation of students, teamwork of students, accelerating of participation,
extended Q&A session, and additional input of time for the action learning teams.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anonymous focus group interview appreciated the
following 5 behaviors and/or attitudes of the professor : Effort for building rapport,
facilitating communication between students as well as between students and
professor, extra effort for conforming the understanding of students about what was
explained by professor, candid and honest answers of the professor to the students'
questions, and active listening.
The study summarized four implic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in theoretical and
practical viewpoints, two limitations of the research as well as two agenda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Action Learning, On-line Class, Key Success Factors, Roles of
Prof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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