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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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원격교육 우수사례집 발간 취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의 원격교육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한 대학 원격교육 활성화 및 질 제고 도모를 위하여 "대학 원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주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선정된 대학 원격교육 우수사례를 사례집 형식으로 발간·배포하여 대학
원격교육 활성화 및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발간된 사례집은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통합 누리집(www.udec.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

(배경) 대학 재정 여건 및 보유 인프라 등에 따른 대학(전문대) 간, 지역 간

대학원격교육 격차 발생으로 인한 질 제고 요구 증대
○

(목적) 국가 차원의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구축･지원을 통한 양질의 대학 원격

교육 제공 및 미래 교육모델 마련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

수행주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중앙센터) 및전국 10개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컨소시엄

○

주요 사업 내용
―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 공동활용 학습관리시스템(LMS) 고도화･운영, 공동활용 스튜디오 등 구축･운영, 공동활용 강의
콘텐츠 개발･활용, 권역 내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
―

중앙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 권역센터 운영 및 성과 관리,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사업 협의체(사업관리위원회, 권역센터
협의회) 운영, 공식 누리집 운영, 공동 연수 실시 등

3. 사업 주요 추진 경과
○

20.03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 지정

○

20.11 ~ 10개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선정 및 협약

○

21.04 ~ 권역별 공동활용 원격교육 인프라 고도화 및 운영 지원

○

21.06 ~ 대학 원격교육 혁신 지원을 위한 콘퍼런스 및 포럼 등 개최

○

21.07 ~ 대학 원격교육 활성화 및 질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및
연구 수행

○

21.09 ~ 대학 원격교육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위한 대학 원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추진

○

21.11 ~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현장방문 및 운영 컨설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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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원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 공모 개요
○

공 모 명 : 대학 원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

추진목적 : 대학 원격교육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한 대학 원격교육 활성화 및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사업성과 확산
○

추진대상 : 전국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 원격교육 관계자(교수·교직원), 학생

○

추진경과
―

접수기간 : 2021. 8. 20(금) ~ 2021. 9. 28(화)

―

접수결과 : 총 123건 접수

―

선정결과 : 최우수상 1건, 우수상3건, 장려상 6건, 입상20건

□ 심사 결과
수상자
(소속)

구분

최우수상

교수

나영준
(건국대)

주제
에듀테인먼트를 적용한 코로나 시대의 원격강의 동기부여 방법
: 엄마가 하도 게임하듯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강의를 게임으로 만
들었습니다

최회명･이동훈
대학
우수상

교직원
학생팀
교수

장려상

교수
교수

(가천대 교육혁신원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

이용성
(울산대)

윤경환외 28명
(경상국립대)

김미정
(전주비전대)

최창범
(한밭대)

박형동
(서울대)

대규모 원격 캠프 운영 사례 및 최적 실시간 화상강의 플랫폼 구축

실시간 화상수업을 위한 메타버스(게더타운) 활용
지역 사회와 교류하는 원격 교육
VR기반 구강해부학 수업 운영(Blended Learming : on/off line)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 프로젝트 기반 수업 운영
공학실습 실시간 원격교육을 위한 지원 아이디어의 성공 사례와 국가
차원의 과제

수상자
(소속)

구분
교수
장려상

학생
학생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입상

교직원
교직원
교직원
교직원
대학
대학
대학

김지은
(가톨릭관동대)

김나경
(계명대)

김승주
(포항공대)

김민회
(한밭대)

류수영
(충남대)

문만용
(전북대)

엄인철
(경북대)

윤희재
(신구대)

한송이
(동국대)

전미현･현민영･정재희
(고려대 원격교육센터)

정재현
(원광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홍진헌
(계명문화대)

홍수현
(한림대 교육혁신센터)

신금수·김동식

주제
화상 회의 시스템, 메타버스 플랫폼과 온라인 수업 도구를 활용한
팀 기반 액션러닝 대학 수업
Study with COVID-19
물리 실험을 위해 가상현실로 뛰어들다
비대면 상황에서의 5단계 플립러닝 운영
비대면 실시간 수업에서 채팅창, 소규모회의, 협업플랫폼 Miro를
활용한 참여와 몰입, 그리고 집단지성 발현 촉진사례
경계를 넘는 하이브리드 강의: 서남권 대학 실시간 공동강의 사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원격교육 이야기: 원격교육의 시작, 개선
에서 학습자 주도형 교육에 활용하기까지
구글 G-suite를 활용한 실시간 양방향 학습주도 및 참여형 수업
대학교육에서의 하이플렉스(Hyflex) 수업 사례 연구
효과적인 비대면 수업 ‘NeMo Class’
디지털 신대륙에도 대학은 존재한다
최고의 지원보다 최선의 지원으로
한림 AI-AL(인공지능적응형학습)
3-way 하이브리드 실험실습강의시스템 구축을 통한 뉴노멀 블렌디드

(순천향대 원격교육지원센터) 교육 혁신

오수혁
(한양대)

이윤구

대학 간 공유교육 확산을 위한 HY-LIVE 교육 플랫폼
데스크탑 클라우드 서비스 DaaS(Desktop-as-a- Service)를 통한

(대구보건대 전산지원센터) 원격수업 지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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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원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자
(소속)

구분
대학
대학
학생

이종찬
(순천향대 원격교육지원센터)

강성민･황은영
(전남대 원격교육지원센터)

김동윤
(서울미디어 대학원대학교)

주제
메타버스를 통한 순천향대학교 '피닉스 열린강좌' 교육 콘텐츠 개발
사례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표준 모델
온택트 시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스마트 원격교육 학습법

입상
학생
학생
학생

김나은
(계명대)

손다빈
(울산대)

이병민
(연세대)

원석을 다듬는 보람 - 원격수업의 장점 찾아내기
4.5 여행으로 함께 떠나요
소설 ‘삼대’를 각색한 막장드라마 제작 및 마인크래프트로의 구현

□ 수상작 활용 방안
○

제1회 대학 원격교육 우수사례집

○

우수사례 발표 영상 제작･공유
※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통합누리집 (www.udec.kr) 게시

C 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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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 에듀테인먼트를 적용한 코로나 시대의 원격강의 동기부여 방법
: 엄마가 하도 게임하듯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강의를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3
나영준

우수상
• 실시간 화상수업을 위한 메타버스(게더타운) 활용 ····························································17
이용성

• 대규모 원격 캠프 운영 사례 및 최적 실시간 화상강의 플랫폼 구축 ································29
최회명･이동훈

• 지역 사회와 교류하는 원격교육 ·······················································································41
학생팀 윤경환 외 28명
(강은빈 공예림 김경민 김경수 김민수 김민정 김성동 김여경 김유진 김주호 김 진
박경현 박민수 박병제 백지우 손정빈 신혜란 윤경환 윤기원 이가현 이동은 이재만
장민지 장익제 정예찬 조유진 최성훈 하권빈 홍다빈)

장려상
• VR기반 구강해부학 수업 운영 사례 ·················································································57
김미정

• 화상회의시스템, 메타버스플랫폼과 온라인 수업도구를 활용한 팀 기반 액션러닝 대학 수업 ····69
김지은

• 공학실습 실시간 원격교육을 위한 지원 아이디어의 성공사례와 국가차원의 과제 ············81
박형동

•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 프로젝트 기반 수업 운영 ·······································89
최창범

• Study with COVID-19 ·································································································95
김나경

• 물리 실험을 위해 가상현실로 뛰어들다! ········································································107
김승주

입상
• 비대면 상황에서의 5단계 플립러닝 운영 ·······································································113
김민회

• 비대면 실시간 수업에서 채팅창, 소규모회의, 협업플랫폼 Miro를 활용한 참여와 몰입,
그리고 집단지성 발현 촉진사례 ·····················································································123
류수영

• 경계를 넘는 하이브리드 강의: 서남권 대학 실시간 공동강의 ········································135
문만용

•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원격교육 이야기: 원격교육의 시작,
개선에서 학습자 주도형 교육에 활용하기까지 ································································145
엄인철

• 구글 G-suite를 활용한 실시간 양방향 학습주도 및 참여형 수업 ·································171
윤희재

• 대학교육에서의 하이플렉스(Hyflex)수업 사례 ································································179
한송이

• 효과적인 비대면 수업 ‘NeMo Class’ ···········································································193
전미현･현민영･정재희

• 디지털 신대륙에도 대학은 존재한다. ·············································································203
정재현

• 최고의 지원보다 최선의 지원으로 ··················································································215
홍진헌

• 한림AI-AL(인공지능적응형학습) ·····················································································227
홍수현

• 3-Way 하이브리드 실험실습강의시스템 구축을 통한 뉴노멀 블렌디드 교육 혁신 ········237
신금수·김동식

• 대학 간 공유교육 확산을 위한 HY-LIVE 교육 플랫폼 ·················································· 247
오수혁

• 데스크탑 클라우드 서비스 DaaS(Desktop-as-a-Service)를 통한 원격수업 지원 사례 ···259
이윤구

• 메타버스를 통한 순천향대학교 ‘피닉스 열린 강좌’교육 콘텐츠 개발 사례 ·····················269
이종찬

•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표준 모델 ······································································277
강성민·황은영

• 온택트 시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스마트 원격교육 학습법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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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 에듀테인먼트를 적용한 코로나 시대의 원격강의 동기부여 방법
: 엄마가 하도 게임하듯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강의를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영준

에듀테인먼트를 적용한 코로나 시대의
원격강의 동기부여 방법
: 엄마가 하도 게임하듯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강의를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영준 (건국대)
최

응모 주제 ❚ 원격수업 및 실습 동기부여
Ⅰ. 서론
○

초지 및 사료작물학 수업은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수업으로, 소들이 먹는 풀사료에
대해 배우고 직접 초지실습포(이하 초지포)에서 1학기 동안 사료작물 재배실습을
하는 강의임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강의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부여
저하가 우려되며 캠퍼스의 낭만 또한 느끼기 힘든 상황

○

따라서 본 원격 강의 및 실습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동기를 고취시키고 캠퍼
스의 낭만과 학과의 소속감을 느껴볼 수 있는 강의를 계획 및 운영한 결과를 나누
고자 함

Ⅱ. 강의컨셉

스타듀밸리 게임화면 (ConcernedApe)

에듀테인먼트를 적용한 코로나 시대의 원격강의 동기부여 방법 (나영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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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듀밸리의 인트로 (할아버지로부터의 편지)를 오마쥬하여 온라인 강의 인트로를
만듦으로 학생들의 강의 기대감 고취

○

헨리데이빗소로의 월든에 나오는 글귀로 오프닝을 시작하며, 삶에 지쳐 있던 당신에게
초지포에서 풀을 키우는 일들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은 오프닝 제작

게임(강의)으로의 초대 (오프닝 영상)

Ⅲ. 강의계획
1. 학생들의 개개인성(성격유형)을 고려한 조 설계
○

조원들이 힘을 합쳐 한학기 동안 풀사료를 재배 및 발표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의 화합이 매우 중요한 강의임

○

조 편성 전에 MBTI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성격 유형 제출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가장 성격유형 간 불화를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

○

가장 이상적인 관계로는 조편성이 불가능 하지만(수강인원 50명) 최악의 성격유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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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유형 설문 제출 및 조 구성 기준

2. 실습 리워드 시스템
○

한학기 농사는 어떻게 보면 매우 지루할 수 있는 과정이며, 이를 꾸준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

○

따라서 게임에서 퀘스트를 내고 이를 해결하면 리워드를 획득하는 방식을 도입하
였음

○

이는 전체 점수 중 총 15%를 차지하여 학생들이 성적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강의인원 전체가 한번에 실습할 수 없으므로 각각 조별로

2-3인씩 짝을 지어 초지포에 방문하여 퀘스트를 수행
○

퀘스트는 팀 / 개인 / 희귀 / 전설 / 히든 퀘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난이도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함

○

특히 연속방문 퀘스트 (1주 이상 연속으로 방문 등)의 점수 비중을 높게 함으로
성실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음

○

최종적으로 풀사료를 총 5kg이상 수확할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리워드를 부여함
으로 풀사료의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도록 유도함

○

또한 본인이 재배하고 싶은 식용작물(토마토, 수박, 깻잎 등)을 재배함으로 흥미
유도

에듀테인먼트를 적용한 코로나 시대의 원격강의 동기부여 방법 (나영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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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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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스트를 수행할 경우 인증샷을 협업 툴인 Slack에 업로드 하며, 이는 즉각적으로
점수에 반영 및 피드백 (댓글과 이모티콘을 통한 칭찬, 조언, 격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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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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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LOG 형식의 풀사료 농사 방법 강의
○

이론수업 외에도 사료 작물이 실제로 자라는 모습을 매주 강의자가 직접 촬영

○

본인들의 초지단 및 다른 조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계절에 따라 어떻게 자라는지,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작물의 생육단계별 생김새 등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전달

○

오히려 50명가량 되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좁은 초지단에서 다같이 설명을
하는 것보다, 영상 전달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소외되는 학생 없이 정보 전달이
가능하였음

풀사료 농사법 강의

8

4. 스페셜 이벤트
○

학생들의 흥미증진을 위하여 추가적인 스페셜 이벤트를 진행하였음

○

보물찾기 이벤트, 마피아게임 이벤트 등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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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스페셜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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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강의결과
1. 리워드를 활용한 예상치 못한 문제 해결
○

강의 진행 도중 배추흰나비 애벌레로 인한 십자화과 작물 피해가 있었음

○

농약살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방제작업을 독려하기 위해 새로운
리워드를 개발하였음 (캐터피 사냥꾼)

○

이를 통하여 배추흰나비 애벌레의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하였으며 작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음

배추흰나비 방제 리워드

2. Thanks Giving Day 이벤트
○

총 16주 강의 중 기말고사를 15주에 수행하고 16주에는 Thanks Giving Day 이벤
트를 실시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해 총 4개의 타임으로 나눠 인원을 최소화해서 수행하였으며, 농지를
정리하고 작물을 수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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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Giving Day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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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본 강의를 통해 비대면 시대에 이론수업과 실습을 어떻게 접목하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다양한 시도들을 수행해 보았음

○

리워드 시스템를 통해 조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실습의 참여율을 높여줄 수 있었음

○

또한 농사 게임의 컨셉 도입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레벨업(강의수강) 및 퀘스트(리
워드, 조별발표 등)을 수행하는 재미를 전달할 수 있었음

○

Slack과 같은 협업 툴을 통해 빠르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였음

○

대학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의 역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의 전달 뿐 아니라 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통해 인생에 대한
성찰 또한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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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최종 레포트 및 강의후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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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 실시간 화상수업을 위한 메타버스(게더타운) 활용

이용성

• 대규모 원격 캠프 운영 사례 및 최적 실시간 화상강의 플랫폼 구축

최회명･이동훈

• 지역 사회와 교류하는 원격교육

윤경환외 28명

실시간 화상수업을 위한
메타버스(게더타운) 활용
이용성 (울산대)

응모 주제 ❚ 최신 에듀테크 활용

요

약

온라인 비대면 수업 지속으로 인해 생겨나는 교수자 및 학생들의 피로감을 극복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한
교수 설계를 통해 원격수업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본교에서는 ‘2021-2학기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 사
업을 시범 운영하였다. 메타버스는 플랫폼은 ‘게더타운’을 활용하였으며, 수요 조사, 관련 세미나 실시, 신청
접수를 통해 현재 총 17명의 교수가 참여하여 28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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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영 결과, 메타버스 기반 수업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오는 적응 문제, 플랫폼의 기술적 한계
등의 문제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학습자들의 흥미 및 몰입도를 높이고, 특히 토론 및 팀 프로젝트에 효과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에서는 시범 운영 후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갈 예
정이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추후 학습자 몰입도 향상을 위한 방안 및 상호작용 촉진 관련 사례 공유 및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지난 2년간 대부분의 대학 수업은 비대
면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었다. 많은 강의가 사전 녹화된 동영상으로 대체되었으며, 보다
실재감을 높이고자 Zoom, Webex 등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강의 방법 또한 활용되었다.
하지만 이 또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및 실재감에 있어서 한계를 보인다. 본교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대학의 정규 강의에 활용하여 강의 품질을 높
이는 동시에 기존의 비대면 수업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하였다.

실시간 화상수업을 위한 메타버스(게더타운) 활용 (이용성)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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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비대면 수업 지속으로 인한 학생 및 교수자의 피로감 증가
○

화상회의 및 비대면 수업의 증가로 인한 줌 피로(Zoom Fatigue)* 현상 발생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지속으로 학습효과와 수업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수업 방식의 제공 필요

* 줌 피로(Zoom Fatigue) : 코로나19로 인해 줌(ZOOM)과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한 화상회의가 잦아지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현상(HIDOC, 2021)

[그림 1] Zoom Fatigue(Wealth Management, 2020.5.1.)

나. 교내 구성원 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 도입 필요
○

K-NSSE(학부교육실태조사) 및 UEES(캠퍼스환경진단조사) 컨설팅 결과, 교내
구성원들 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음

○

재학생들은 교내 구성원(교수-학생, 학생-학생)간 상호작용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었으며, 교내에 학생들이 머무를 공간이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수업 및 행사가 축소된 상황에서, 사람들 간 만남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도입 필요

18

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메타버스의 활용 증가
○

메타버스 플랫폼은 기업에서 재택근무 및 채용설명회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대학
에서도 입학식, 대학 축제 등 메타버스의 적용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

○

본교에서도 메타버스 도입을 통해 교수자와 학생에게 최신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우
수
상

[그림 2] 메타버스 입학식(순천향대학교, 2021) 및 대학 축제(건국대학교, 2021)

라. 최신 기술을 적용한 비대면 수업 운영으로 원격수업 품질 개선 및 대학 이미지 제고
○

최신 에듀테크 플랫폼 도입 및 활용을 통한 원격 수업의 품질 개선 도모

○

원격교육 콘텐츠 제작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대학 이미지 제고

• 2009년 국내 대학 최초로 대학 강의를 일반인에게 공개
• 2013년 국내 최초 iTunes U 강의공개 실시
• 2015년 자체 MOOC 플랫폼 구축(U-MOOC) 및 코스강좌 운영
• 2016년 K-MOOC 무크선도대학 선정
• 2019년 K-MOOC 개별강좌(자율)사업 선정
• 2020년 K-MOOC 2단계 무크선도대학 선정 / 5년 연속 연차점검 우수강좌(교육부총리표창)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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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버스 플랫폼(게더타운) 선정 배경
가. 플랫폼 선정 기준
○

실시간 화면(webcam 영상) 지원이 가능할 것 : 실제 오프라인 수업과 유사한 환경
지원, 출결 및 발표를 위한 본인확인 가능

○

강의실 구성에 있어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 가능한 플랫폼 : 전공별, 교수별
특성 반영을 위해 관리자 및 사용자가 공간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 필요

○

비용적 측면 고려 : 시범 운영을 통해 활용방안 검토 후 플랫폼 이용 예정
―

위 선정 기준을 통해 게더타운(Gather Town)을 본교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결정
• 메타버스 및 Zoom의 기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음
• 소그룹 모임 개설 및 참여가 용이함
• 수업 전·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

[그림 3] 게더타운 화면(https://www.gather.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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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사업 추진 방향
가. 대학 정규 수업에 시범운영 실시 : 사전 조사 결과, 메타버스 플랫폼의 대학 정규
수업에서의 활용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음. 이에 정규 수업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
점을 찾아가고자 함
나. 본교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 : 튜터링, 스터디그룹, 공모전 등 재학생 학습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
다. 학생 상담 : 상담 전문가의 집단 상담, 학부(과) 전공별 상담 등에 활용

우
수
상
▶ 2021-2학기 시범 운영 후 활용 방안을 점차 확대해 갈 예정

2. 추진 일정 개요
일 시

내

용

2021.8.

메타버스 플랫폼 조사 및 시범 운영

2021.8.24.

메타버스 실시간 화상수업 수요조사

2021.9.3.

메타버스 활용방법 세미나

2021.9.6.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시범 적용(무료버전)

2021.9.7.

2021-2학기 메타버스 활용수업 운영 신청 안내

2021.9.10.

메타버스 게더타운 매뉴얼 배포(교수자용, 학습자용)

2021.9.13.

메타버스 게더타운 라이선스 계약

2021.9.13.

정규과목 시범운영(교수자 17명 참여, 28강좌 운영 / 2021.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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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추진 과정 및 성과
가. 메타버스 플랫폼 조사 및 시범 운영
○

메타버스 플랫폼 조사 및 교직원 대상 게더타운 시범 운영(회의 및 강연)

○

학생 서포터즈 체험을 통한 사용자 피드백 확인

[그림 4] 게더타운 시범 운영 장면

나. 메타버스 실시간 화상수업 수요조사
○

교수자 대상 메타버스 활용수업 수요조사 실시(총 28명 응답)

[그림 5] 메타버스 실시간 화상수업 수요조사(구글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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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타버스 활용방법 세미나
○

메타버스 활용수업 수요조사 및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교수법 세미나 실시

○

메타버스 전반, 게더타운 이용방법, 대학 내 활용방안 등 안내(총 48명 참여)

○

게더타운 시연 후, 전공별, 수업형태별 소그룹 네트워킹 실시

○

교수법 세미나 다시보기 URL : https://youtu.be/jbjMXsKUF-A

우
수
상

[그림 6] 메타버스 활용방법 세미나 화면

라. 2021-2학기 메타버스 활용수업 운영 신청 안내
○

메타버스 활용수업 운영 신청 접수(교수자 17명, 28강좌 신청)

인문대

사회대

경영대

공과대

자연대

예술대

교육대학원

계

4

1

5

6

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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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메타버스 활용 수업 운영 신청 안내

마. 메타버스 게더타운 매뉴얼 및 안내 사이트 배포
○

교수자 및 학습자 대상 게더타운 이용 매뉴얼 및 안내 사이트 배포

[그림 8] 메타버스 게더타운 매뉴얼(좌) 및 안내 사이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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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메타버스 라이선스 계약 및 시범운영
○

게더타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강좌 운영(최대 500명 접속 가능, 월 단위 계약)

○

메타버스 활용 교과목 지속적으로 신청 접수 중

○

교수자 피드백 및 수강생 만족도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선사항 점검

○

메타버스 활용수업 교수자 대상 간담회 예정

우
수
상

[그림 9] 메타버스 활용수업 수강생 대상 설문 조사

4. 메타버스 캠퍼스 구성
가. 학습 공간
○

모든 구성원은 ‘같은 공간’에 접속하여 각자의 강의실을 찾아가는 형태로 배치

(교수가 별도의 계정으로 강의실을 개설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
○

교수자별로 강의실을 배정하여 과목 특성에 맞는 교육 환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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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메타버스 캠퍼스 구성(실내 로비)

○

전공별이 아닌 교수자 가나다 순으로 강의실을 배치하여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가상 캠퍼스 공간에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강의실은 총 3개의 섹션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수업 방식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그림 11] 메타버스 캠퍼스 구성(강의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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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통 및 이벤트 공간
○

수업 전·후로 구성원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로비 공간 설계(MBTI 라운지 등)

○

진로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한 개인 및 집단상담 공간 마련

○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교과 프로그램 및 이벤트 공간(중앙도서관 방탈출게임 등)

○

본교 재학생이 공간 디자이너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위한 공간 설계

○

추후 메타버스 내 학생 창업기업 및 동아리 입주 계획 추진 예정

우
수
상

[그림 12] 메타버스 캠퍼스 구성(중앙 도서관(좌) 및 학생 상담실(우))

Ⅲ. 결론
호스트인 교수가 방을 개설해야 접속할 수 있는 Zoom 등의 화상 플랫폼과는 달리 메
타버스는 언제 어디서나 공간에 접속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강의실 내에서 일
어나는 학습 뿐아니라 학습자 간 네트워킹을 통한 비형식적 학습 또한 가능한 장점을 보
인다. 시범 운영 결과, 메타버스 기반 수업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오는 적응 문제,
플랫폼의 기술적 한계 등의 문제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학습자들의 흥미 및 몰입도를
높이고, 특히 토론 및 팀 프로젝트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버스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몰입감과 실재감을 높이기 위한 교수
설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참여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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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메타버스 내 캠퍼스 공간을 구성원들의 ‘학습’과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디자인 하였으며, 시범 운영 후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확대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원격교육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상호작용의 부족함을 극복
하고자 하며, 추후 학습자 몰입도 향상을 위한 방안 및 상호작용 촉진 관련 사례 공유
및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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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격 캠프 운영 사례 및
최적 실시간 화상강의 플랫폼 구축
최회명 (가천대학교 교육혁신원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 센터장)
이동훈 (가천대학교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 계장)

응모 주제 ❚ 대학원격교육 혁신지원
Ⅰ. 추진배경
1. 창의 Ntree 캠프 추진 배경
○

‘알기’ 중심 교육에서 ‘해보기･되어보기’ 위주의 경험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기계로
대체 불가능한 인간 고유역량(비판적 사고, 창의성, 협업, 의사소통)을 키우기 위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전면 도입함

○

“학생 스스로 배우는 법을 배우고, 직접 수행하는 교육”이 필요, 교수는 “teaching”이
아닌 “coaching”의 역할 수행 필요

○

대학 전체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핵심 프로그램을 학년, 역량 준비도,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체계화하고 경험중심 교육모델을 지원하는 유연한 학사체제를
구축함

< 가천대학교 경험중심 교육모델 혁신 >

대규모 원격 캠프 운영 사례 및 최적 실시간 화상강의 플랫폼 구축 (최회명･이동훈)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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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 NTree 캠프 개요
○

경험중심 혁신교육에 대한 신입생의 적응력 증진을 위해 1학년 대상으로

○

RC(Residential College)+FYE(First Year Experience)가 접목된 메이커스 기반 팀
협업 캠프, 무박2일의 몰입형 팀프로젝트

< 교육 인프라 구축 >

< 기획회의 >

Ⅱ. 추진 내용 : 대규모 원격 캠프 기획 및 운영
1. 비대면 원격 캠프 기획
○

(필요성) 코로나19사태로 대규모·대면 캠프 운영 제한으로 대규모·원격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

(수업모델 개발) 기존 무박2일 집단·대형 캠프를 주 5일 오후 6시~9시 Cyber-RC
원격 캠프로 변경: 5개월 기획, 2회 시뮬레이션 운영: 원격 캠프가 가능한 인프라
구축, 인력 구성, 프로그램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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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비교 >
○

(주요 내용) 사전 과제, 온라인 실습, 조별토의, 개발계획서 작성, 중간 컨설팅, 앱
개발/시제품 제작, 홍보 영상 제작, 최종발표
―

학생 구성: 학과별 10여명을 한조로 구성하고 기획·개발·홍보팀으로 세분화하여
역할 부여

우
수
상

2.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전 교육) 팀 프로젝트를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동영상으로 제작된 교육
내용을 Flipped Learning 으로 진행
―

앱인벤터(인문)/아두이노(이공계) 교육영상 및 사전 과제

―

온라인 의사소통, 디자인싱킹, 캠프 안내 영상

창의 NTree 안내
○

웹엑스 팀즈 사용법

디자인 싱킹

온라인협업

(원격 실습) 인문사회 계열은 앱기반 프로젝트, 이공계는 코딩·메이커스 기반 프로
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앱인벤터와 아두이노를 제작툴로 선정하여 원격 교육
―

조교 1명당 10명을 집중지도하여 조별로 선정한 주제로 개발물이 완성될 수 있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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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인벤터는 화요일 오후 6~8시 온라인 실습을 진행하고 아두이노는 월요일 오후
월 7~8시 기초 실습, 화요일 오후 6~8시에는 심화 실습 진행

원격 팀 프로젝트

○

(원격 조별 토의) 온라인 협업 도구(Cisco Webex)를 이용하여 원격 상황에서 아이
디어를 공유하고 결론을 도출함

○

―

화~수요일 2시간, 목요일 3시간 원격 조별 토의 진행

―

파일공유, 협업도구를 이용하여 손쉽게 의견전달 및 공유

(원격 컨설팅) 개발계획서의 추진 방향을 조정하고 최종 개발물의 완성도 제고
―

운영교수는 담당한 조별 온라인 협업도구에서 직접 화상으로 코칭

―

조별로 10~15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개발에 착수함

―

최종발표시 컨설팅 반영사항을 확인하여 완성도를 높임

○

(최종 발표) 조별로 5분 내외로 개발결과와 홍보영상, 소감을 발표함

○

(교육 성과 분석) 교육 성과 분석을 위해 서전 및 사후 역량검사를 진행
―

○

우리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60~70개의 문항으로 측정

(수업 지원 체계) 2020년 171명 학과교수, 40명 운영교수, 조교 90명 참여
―

교수: 개발내용을 세부적으로 코칭하는 운영교수와 팀프로젝트 및 협업능력을
코칭하는 학과 지도교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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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 집중 SW 실습을 위해 별도 선발된 조교 인원을 2개월간 집중 교육 및 훈련

―

직원: 프로그램 기획,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직원 2명

Ⅲ. 추진 성과
1. 성과: 재학생 대비 학생 참여율 및 만족도 증가
학년도

학생참여

참여율

만족도(5점)

횟수

교수참여

산출물

2019

2,998명

87.87%

3.81

28회

230명

419개

2020

2,941명

92%

4.05

20회

171명

302개

2021-1

1,932명

97%

4.21

10회

109명

189개

※ 2020학년도부터 6개 학과 참여제외로 학생참여, 횟수, 교수참여, 산출물 등이 감소

가. 개발계획서 예시

우
수
상

나. 앱인벤터 성과물 예시

실종 아동 찾기와 예방 어플

실종아동 찾기 어플

친환경 인식 향상 어플

다. 아두이노 성과물 예시

반자동 밝기 조절 시스템

심박수를 활용한 수면 보조 안대 물체식별센서를 이용한 방법용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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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역량 향상 및 경험중심 혁신교육의 목표 달성
○

3년간 대면-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프로그램 수정과 변경을 통해
교육역량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향상

○

2019~2021년 사전사후 역량검사의 분석 결과 2021학년도의 역량 향상도가 가장 높음

< 2019~2021년 역량향상 비교 >

3. 대규모·대면 캠프의 원격화 성공
가. 대규모·대면 캠프와 대규모·원격 캠프의 성과비교
○

역량 성과분석 내용: 혁신성/진취성/위험감수성/자기효능감/문제해결/협업능력

○

대규모·대면 캠프에 비교하여 대규모· 원격 집단수업도 충분히 역량향상에 도움이
되며, 특히 2019년의 집단·대형·대면 수업보다 더 효과가 있음

< 대면-원격 역량향상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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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내외 공유
1. 대내외 혁신사례 공유
○

SBS: “4차혁명시대, 대학 수업도 달라진다”(2019.05.01.)

○

중부일보: “신입생 대상 창의 Ntree 캠프 실시” (2019.03.21.)

○

한국대학신문: AI시대 “해보기, 되어보기” 혁신교육으로 미래를 이끈다.(2020.09.26)

○

가천대신문(2020.09.28.)

○

창의캠프 유튜브 누적 조회수: 전체 조회수 21,881회

우
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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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운영 계획
1. 대면+비대면 혼합 캠프 운영
○

20~21학년도 원격 캠프의 제한점 보완: 이공계열의 역량분석 결과에서 시제품
제작을 직접해보고자 하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

○

비대면 프로그램: 월~목요일에 원격의 이점을 활용하여 사전 교육 및 충분한 원격
조별 토의 진행

○

대면 프로그램: 금~토요일에 메이커스를 위한 대면 프로그램 운영

Ⅵ. 최적 실시간 화상강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례
1. 추진배경
○

교육부 권고(‘20.2.5)에 따른 대학의 개강연기에도 불구,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 및 전세계 팬데믹 상황에 따라 학사대책 마련 필요

○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의 기간(코로나19 관리기간)에는 등교에 의한 집합
수업을 하지 않고 재택수업 실시를 원칙

○

학사일정에 차질없도록 원격강의를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원하는 온라인수업
지원 체계 구축

2. 실시간 화상강의 플랫폼 구축
가. 투트랙(Two track) 실시간 화상강의 플랫폼 구축
○

화상강의의 유형분석을 통해 Mooc/Flipped learning등과 같은 영상제공 교과 플랫
폼과 실시간화상강의 운영 플랫폼으로 이원화 전략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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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제공 플랫폼 구축: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과 협약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CDN(Content Delivery Network) 구축으로 VOD 서버 부하 예방 및 최적의 영상
서비스 지원
○

실시간화상강의 플랫폼 구축: 대면강의와 거의 같은 수준의 화상강의를 위해 다양
한 화상강의의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 최종적으로 Cisco webex 시스템을 가천대
학교 LMS와 연동해 구축

⇒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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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완

나. 실시간 화상강의를 위한 LMS 및 네트워크 최적화 지원
○

○

단기간 내 서버 및 네트워크 대역폭 증설
―

동시접속자 분산처리를 위한 웹서버 증설(2대⟶6대)

―

네트워크 대역폭 증설: 3G⟶10G로 확장

학교내 실시간화상강의 최적화 zone 구축
―

소규모 대면 실험실습과 실시간화상강의 병행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실내 무선

AP 25대, 실외 무선 AP 5대, 안테나 5대 등 지원하여 약 800명이 무선인터넷을
통해 화상강의 참여 가능
○

LMS 최적화 지원: 사용량 증가로 인한 서버 접속 불가 또는 로그 장애 대응 Bypass
알고리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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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시간 화상강의(하이브리드 수업) 지원을 위한 강의실 환경 개선
○

대면+비대면 병행강의를 위한 이론 강의실 웹캠 설치: 300여 개 전 강의실

○

병행강의를 위한 전자교탁펜 및 무선 마이크 구입, 설치: 300여 개 전 강의실

○

High-end 실시간 화상 강의실 시범 구축 3건
―

교수 추적 화상 카메라, 전자칠판 화면 송출 시스템, 학생 참여자 표시 대형
모니터 등

3. 원격교육 운영 최적화
가. 디지털원스톱센터 구성 및 운영
○

디지털원스톱센터 구성

○

디지털원스톱센터 운영
―

2021-2학기 디지털원스톱센터 운영 결과
• 웹엑스 매뉴얼 신규 제작 및 업데이트 6건, 문의접수 및 처리 532건
• 신임교강사에 대한 웹엑스 계정 발급 약 190건
• 병행강의를 위한 16개 대학 279개 강의실 점검
• 개강 일주일(08.30~09.03) 모든 개설 과목의 수업진행 현황 검토 및 조치
• LMS 서버 부하로 인한 서버 성능 업그레이드 및 추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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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화상강의 문제 긴급 대응
• 본관에 비상강의실 25실 구축하여 문제발생시 비상강의실로 이동
• 긴급 상황 발생시 홈페이지 팝업 공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수단으로 상황 및 대응 방법 전파

―

화상강의 및 네트워크 품질 모니터링: 수업분포에 따른 네트워크 현황 분석 공유
및 문제점 해결

―

실시간 화상강의 집중 교육 추진: 교수자 및 조교 사전 교육, 보충 교육, 원격
강의 Tips 제작 및 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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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와 교류하는 원격교육
학생팀 윤경환 외 28명
(강은빈 공예림 김경민 김경수 김민수 김민정 김성동 김여경 김유진 김주호
김 진 박경현 박민수 박병제 백지우 손정빈 신혜란 윤경환 윤기원 이가현
이동은 이재만 장민지 장익제 정예찬 조유진 최성훈 하권빈 홍다빈)

지도교수 김병선･이경훈 교수
(경상국립대학교 화학교육과)

응모 주제 ❚ 원격 교육 콘텐츠 개발, 운영
Ⅰ. 서론

우
수

1. 원격개발 교육의 필요성

상

2020년 상반기 세계적인 펜데믹으로 인한 교육 시스템의 부재로 탐구와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많은 부분 축소되어 지금까지 이어졌다. 대학교의 학생들은 교육봉사와 같은
시스템의 부족으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필요한 실험과 탐구 활동
에 있어서 제한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적 자
원을 활용하여 가능한 컨텐츠 개발을 결심하게 되었다.
2. 원격교육 개발의 방향
현재의 교육은 컴퓨터와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수업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대면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한 일방향 수업이 대부분이다. 특히 원격
수업의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지역 사회에서는 그 문제점이 부각되며 우리는
일방향 원격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원격수업을 통해서도 충분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일방향 소통에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원격수업 개발

○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원격수업 개발

○

원격개발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이상을 목표로 하여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원격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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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비대면 수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가정에서는 1인 1기기를 통한 원격 수업이 가능해
졌고,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생겨났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찾
아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려고 했다.
1. 프로그램 기획 및 소개
가. 원격 교육에 사용한 프로그램

1) 공동 편집 문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같은 문서에 들어가 편집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이는 일종의
인터넷 문서이다. 교수자가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강의하고 학생들이 모르는 점이 있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의가 끝나고 학습자가 복습하면 막히는 부
분이 있기 마련인데 이때 미주를 달아 교수자에게 질문하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즉
각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파일을 학년별, 교과별로 구성하
여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보관하는데 용이했다. 빅데이터는 언제나 공유 권한만 부여받는
다면 언제라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비대면 교육 기간
에 필수요소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림 1] 공동문서 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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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 실험 프로그램
범유행 시기에 무리해서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데는 제한이 많았다. 그래서 생각한 방
법이 가상 실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다. 개개인별로 코드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으로 화학 실험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에 안성맞춤인 프로그램이다. 데이
터와 사용 가능한 최신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된 가상 실험을 실행할 수 있고, 필요한 시
약을 찾아 원하는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 각각의 실험은 수백 개의 실험을 지원하며 실
험실은 자유 형식의 실험이나 화학, 생물학, 물리학 등의 커리큘럼 주제를 다룰 수 있어
모든 과학 과목의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

우
수
상

[그림 2] 가상 실험 애플리케이션 사용 예시(Beyondlabz)

3) 화상 회의 프로그램
실시간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는 지금 상
황에서 다수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공유 문
서와는 다르게 말로 대화를 할 수 있어 장점이 많았던 프로그램이었다. 컴퓨터나 스마트
폰으로 판서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수업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사용
할 수 있었다. 다만,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이라 마우스로 하는 판서가 어색해 이 부분은
고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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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동 내용
○

2021년 7월 21일 ~ 8월 12일 (23일간) - 진주중학교 7명 : 가상 실험 애플리케이션
을 활용한 대면 수업

○

2021년 7월 29일 ~ 8월 3일 (4일간) - 경상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9명
: 가상 실험 애플리케이션 ( 비욘즈랩 )을 사용한 원격 교육과 대면 교육을 섞은
하이브리드형 모형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탐구 활동 실험.

○

2021년 8월 9일 ~ 11일 (3일간) - 명신고등학교 5명 : 가상 실험 애플리케이션
(비욘즈랩)을 활용한 원격 교육.

나. 멘토링 프로그램

1) 목적
○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멘티 교육

○

참여 학부생이 국내의 교육 관련 기관, 연구소 및 기업체를 방문하여 견학 및 체험
활동의 기회 제공

2) 프로그램의 필요성
○

학부생들의 전공학습 동기 유발과 예비교사 역량 강화

○

학생들의 조기 진로설정 및 취업준비를 통한 진로 역량 강화

3) 대상, 참석인원
○

화학교육과 재학생 15명, 대곡중 11명, 능동중 23명, 내서중 5명
―

총 54명

4)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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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1. 16.(토) ~ 2020. 1. 4.(토), 8주 – 김해 능동 중학교

○

2020. 1. 3.(금) ~ 2020. 1. 17.(금), 11일간 – 김해 능동 중학교

○

2020. 1. 3.(금) ~ 2020. 1. 10.(금), 6일간 – 마산 내서 중학교

○

2020. 1. 8.(수) ~ 2020. 1. 22.(수), 11일간 – 진주 대곡 중학교

5) 방법
○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강의

6) 주요내용
○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사범대 예비교사 간의 멘토-멘티 학습공동체

○

화학교육과 학생들의 학생지도 및 수업 역량이 강화

○

멘토와 멘티가 학습공동체를 이루어 학습 효과 증대

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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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멘토링 계획서와 지도안 예시

다. 비대면 원격 실험 수업

1) 프로그램 기획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과학 과목에서 교과과정에서 나온 개념이나
실험, 탐구 활동과 실력확인을 위한 문제를 편찬해서 빅데이터를 구성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교과서의 개념이나 학생들의 오개념을 파악해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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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 프로그램
○

PhET https://phet.colorado.edu/

○

Beyondlabz https://www.beyondlabz.com/

○

JAVA lab https://javalab.org/

※ 프로그램간 비교
Beyond Labz

PhET, JAVA Lab

이용자의 주도에 의한 실험 설계 가능

이용자는 간단한 Simulation만 가능

실험 관련 128개 worksheets제공

Contents 내용은 제한적

회원가입, 유료 이용

회원가입 불필요, 무료 이용

고사양의 PC와 인터넷 필요

핸드폰으로도 사용 가능

중등 고학년부터 대학생까지 활용 가능

중등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활용 가능

수업에 활용 시 사전 트레이닝 필수

사전 트레이닝 필요없음

새로운 컨텐츠의 개발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다. 그래서 기존에
유포되거나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고 오랜 시장 조사를
통해 위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림 4] Beyond Labz 사용 예시

단원별 커리큘럼을 매치시키고 사전 트레이닝을 통해 학습의 즐거움을 높이도록 하였
으며 원격 수업을 통해서도 교류할 수 있는 수업이 되는 구성을 짜려고 노력했다.
라. 프로그램 기획과정 및 체계화

교육을 기획하다 보니, 6개월이 지나 여름방학이 되어 다시 한번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때 우리는 프로그램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처음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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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은 모든 학년에 걸쳐 콘텐츠를 나눈 작업이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
지 과학 과목에서 교과과정에서 나온 개념이나 실험, 탐구 활동과 실력 확인을 위한 문
제를 편찬해서 빅데이터를 구성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교과서의 개념이
나 학생들의 오개념을 파악해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 노력했다. 기본적인 교과과정
을 끝내고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심화 교육 실험을 기획해 학습자의 학교 실험실과
본교 실험실을 이용해 실습했다. 비대면 강의 이후 학생들을 소수로 모아 여러 명의 선
생님과 실험을 진행하니 학생들도 적응해 효율적인 실험이 가능해지며 처음 생각했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 강의 교안, 사진 및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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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2, 3, 4] 지도안 일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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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 수업 활용 및 멘토링 결과 보고
가. 원격 수업 활용 만족도

수업과 관련한 내용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피드백을 받고자 하
였다. 초기 담당 선생님으로부터의 피드백은 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
며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도와 관심이 높은 가상실험으로 수업 내용을
설계하고 발전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학생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는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각 항목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점은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
째 자리까지 표기하였다.
<표 1> 학생 만족도 조사
가상 실험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1

2

3

4

5

평점

수업 만족도 (흥미, 재미)

-

-

1

-

9

4.80

수업 내용 및 분량

-

-

-

1

9

4.90

수업 자료 및 사용 기구

-

-

-

-

10

5.00

수업에 임하는 선생님들의 성실도

-

-

-

-

10

5.00

수업에 임하는 선생님들의 친절도

-

-

-

-

10

5.00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나요?

-

-

-

1

9

4.90

자신이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많았나요?

-

-

-

-

10

5.00

수업 도중 어려운 용어 사용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웠다.

-

-

1

1

8

4.70

다음에도 이 수업에 참여하고 싶다.

-

-

-

1

9

4.90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가상 실험수업에 대한 프로그램은 평점 4.91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가상 실험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역시 다음과 같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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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설문 조사를 통한 학생 의견 예시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구성된 가상실험에 만족했
고 다음 실험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가상 실험 프로그램이 실제 실험과 같은 리얼리티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가상
실험만의 매력과 장점으로 학생들에게 호기심으로 다가갈 수 있었고 다른 호기심을 유
발함으로써 원격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나. 멘토링 결과 보고

교육청과의 MOU를 통한 ‘아이톡톡’멘토링을 통해 지리적으로 더 다양한 교육적 기회
를 받지 못하는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었다. 교과는 물론 기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
제를 취합하여 1:1로 학습적인 부분의 멘토링을 하였고 그 결과 학습자들의 학습 의욕과
성취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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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학생 활동지 일부

이처럼 우리가 계획한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학습자들은 원격 수업을 통한 실험과
학습에 있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시종일관 보여주었고, 우리는 우리가 기획한 프로
젝트가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감을 얻었다.

Ⅲ. 결론
1. 지역교육환경 개선과 교류 확대
지금은 작다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도 학교마다 각기 다른 교육환경을 가지고
학습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세계가 축소되어 가는 것처럼 대면
교육이 아닌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될수록 이런 교육 환경은 단일화되고 통일되어갈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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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상기의 경험을 통해 각기 다른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분리된 지역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경험했다. 이번의 경험을 경험으로 그치지 않고 단점을 수정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계속적으로 모색한다면 지역사회의 교육을 융합하는 그 중심
에 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 학습자의 경험과 기회 확대

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습자 및 교수자의 피드백을 설문조사를 통해 받았다. 원
격수업의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보완 하기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나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의외로 가상실험 수업이나 원격수업에 대해 경험이 부족한 학습자들이 많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비대면 수업환경의 영향과 중학교나 고등학교라는 제한된 환경
에서 경험할 수 없었기에 생길 수 있는 결과였다고 생각이 된다.
이번 활동은 이런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원격
프로그램을 더 다양한 방향으로 개선해도 좋다는 원동력을 얻게 했다. 지금은 지역 인근
의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프로그램이 개발될수록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시 외 대
상의 학교에도 좋은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다. 교수자로서의 자신감

나를 비롯한 화학교육과 학생들은 앞으로 교단에 서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하고 있다.
학습자에게 최상의 교육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려고 노력한 것이 도리어 교수자로서 좋
은 경험을 갖는 기회가 되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원격수업 이전에 가르친다는 것
이 무엇인지 알았고 학습 노하우와 학생을 대하는 자세를 익힐 수 있었다.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원격수업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이미
원격 수업을 활용한 폭넓은 학습법을 익혔고 활용해 보았다. 이는 곧 교수자로서 큰 자
신감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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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

윤○○ 학생 : 원격 교육에 참여해 학생들을 가르치며 처음으로 진정한 선생님이
된것같은 기분을 느꼈다. 수업 자료를 제대로 갖추는 시작부터 학생들을 가르치고
깨달아 가는 과정을 보는 끝까지 직접 겪고 느끼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행위가
가치있고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다음 학기에도 뜻 깊은 활동에 참
여해 삶의 원동력을 얻고싶다.

○

이○○ 학생: 원격수업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참여와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다.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비대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와 자료들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수업 전에 미리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 점이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비대면 상황에서 줌의 원격제어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모둠을 만들어 조원간의
토의활동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기능들을 잘 활용한다면 더 효과적인 학생중심
수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썼던 부분
은 실험이었다. 비대면 상황에서는 실험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Phet, 자바 실
험실 등 가상실험 자료를 활용하기도 했고 비욘즈랩과 같은 가상실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진행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같다.

○

김○○ 학생 : 비대면 상황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은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
하였는데 여러 가지 비대면 수업 모델을 고려하면서 진정한 교육이란 교사가 학생
의 눈을 마주보는 것이 아닌 학생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김○○ 학생 : 대면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함께하는 교육만 해오다가 시기가
좋지 않아서 원격교육을 주도로 실시해 보았다. 처음에는 당연히 대면수업이 원격
교육보다 훨씬 뛰어날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진행하다보니 원격교육만의 또다른
장점을 많이 발굴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4차 산업에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고 생각한다.

○

하○○ 학생 :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과 교육으로부터 더 나아가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COVID-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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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비대면 위주의 수업과 활동이 진행되었고,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역
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멘토링 활동, 교육봉사 등을 진행하면서 예비
교사로서 능력을 향상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
자료를 미리 만들어두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COVID-19가 끝나더라고 지
구촌의 모든 일은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관심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가르칠지, 어떠한 자료를 활용할지 지속해서 고민하여야 한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 저작 도구 및 프로그램
zum학습백과, 비바샘 문제 은행, Zoom 화상회의, java lab, ph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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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 VR기반 구강해부학 수업 운영 사례

김미정

• 화상회의시스템, 메타버스플랫폼과 온라인 수업도구를 활용한
팀 기반 액션러닝 대학 수업

김지은

• 공학실습 실시간 원격교육을 위한 지원 아이디어의 성공사례와
국가차원의 과제

박형동

•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 프로젝트 기반 수업 운영

최창범

• Study with COVID-19

김나경

• 물리 실험을 위해 가상현실로 뛰어들다!

김승주

VR기반 구강해부학 수업 운영 사례
김미정 (전주비전대)

응모 주제 ❚ 최신 에듀테크 활용 (VR 활용)
Ⅰ. 서론
1. 대학 교육의 환경적 변화 및 교수의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미래학자들은 새로운 학습혁명이 시작될 것이고 그
것의 변화는 강의실에서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코
로나19로 인하여 그 시기가 좀 더 앞당겨졌을 뿐이다. 교수는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
로 의도치 않은 온라인 강의자가 되었고, 교수와 학생은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을 매개로 집, 카페, 캠퍼스 등 각기 다른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하였
다. 교육현장은 이미 비대면 원격수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3학기가 지난 지금
은 비대면원격수업의 장점이 나타나면서 코로나 19가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의
강의실에서 학생이 앉아 있고 교수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전달하는 전통적인 학습으로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포스트 코로
나 시대의 효과적인 학습방법으로 교육과 기술이 융합된 에듀테크의 질 좋은 콘텐츠 개
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가 가르치는 학습자는 21세기 학습자(디지털원주
민)로 이미 다양한 온라인 학습을 경험하여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학습을 경험 하였다. 또한 체험학습활동에 빠른 반응을
보이며, 정적인 학습보다는 동적인 학습에 훨씬 더 흥미를 갖고 있다. 치위생과에서 배
우는 구강해부학은 얼굴과 구강(입)에 존재하는 뼈, 근육, 혈관 및 신경의 구조적인 위치
에 대해 배우는 과목으로 치위생과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다. 과목명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전공구조물을 학습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물을 VR 콘텐츠로 제작하여 강의를 진행함으로서 학생들의 학습
흥미와 참여 및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였으며, 아울러 학생들에게 콘
텐츠를 사전에 제공하여 학업 만족도와 학습성취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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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VR기반의 구강해부학 실감형 콘텐츠 개발 과정
가. 콘텐츠 개발 목적과 목표

코로나19 이후 보건계열의 온라인 강좌 콘텐츠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디지털 신세대
의 학습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8개 대학이 공동으로 ‘VR기반의 구강해부학’콘텐츠를 개
발하였다. 그동안의 구강해부학 수업은 모형과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포
스트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학습혁명은 교육과 기술이 결합된 첨단
교육 콘텐츠 개발의 시대를 열었다. 구강해부학은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한 기초전공과목
으로 학습 내용인 머리뼈, 근육, 혈관, 신경 등의 구조물을 익히기 위해서는 실감형 교육
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구조물을 VR로 제작하게 되었다.
나. 참여 대학과 참여 교수

개발에 참여한 대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다.

다. 교육과정 설계 및 기획 총괄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창의융합콘텐츠개발원에서 기획 총괄을 맡았다.
라. VR/AR 제작

VR/AR 제작은 인덕대학교 이OO 교수팀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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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콘텐츠 과정 설계(One source multi use)

콘텐츠의 개발은 전국치위생과에 개설된 구강해부학의 학습목표를 검토하여 통일된 목
차와 내용으로 구성하여 제작하였으며 오리엔테이션, 중간, 기말평가 기간을 제외한 총 12
주차 과정을 설계하였다. 또한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혁신의 세 가지 모델 플립드
러닝, 블렌디드러닝, 어댑티브러닝을 한꺼번에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였다. 즉 하나
의 콘텐츠로 다양한 학습방법 적용이 가능한 one source multi use콘텐츠로 제작하였다. 먼
저 교수용 기본형 VR콘텐츠, 사전강의녹화와 실시간 쌍방향 소통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
학 맞춤형 VR콘텐츠 그리고 학생 휴대폰 등 통신장비에 제공하여 상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실제로 학생이 직접 VR실감형 체험수업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2. VR기반 구강해부학 수업 운영
가. 구강해부학

구강해부학은 치위생학을 공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으로 머리와 목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인 두개골의 형태, 근육, 구강구조, 악관절, 신경 및 혈관, 구조물과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여 치과 임상에 활용하도록 하는 과목이다.
구강해부학 과목의 학습목표는 치과 임상에 중요한 구강 및 주위기관 또는 구조물의
형태를 익히고, 구강과 주위조직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VR기반 구강해부학 과목과 관련된 학습 역량은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자격필수로 3학점
3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로 1학년 과정에 편성되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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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 운영

수업은 VR기반의 구강해부학 실감형/체험형 학습으로 진행하였고,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된 on-off line의 블렌디드 러닝법을 활용하였다. 사전 녹화된 영상의 LMS 탑재 비율

30%, 70%는 ZOOM을 통한 실시간 원격강의와 직접대면 강의로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거 수행하였다.
학습 역량 평가는 복습중심의 키워드 평가와 대면 역량 평가 2회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구강해부학 강의가 시공간적 제약 속에서 2차원의 전통적인 매체, 학습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면, VR기반 콘텐츠 활용 강의는 시공간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학습자에게 익숙한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입체적인 3D로 강의의 효율성과 참여
도를 높였다.

① 수업 오리엔테이션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은 여러 의미로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이 수업의 핵심과 원칙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 과목을 수강해야 할지를 보다 명확하게
그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오리엔테이션에서 본인은 교수철학을 제시하고 학생도 교수
의 철학에 따라 이 과목을 배우는 각자의 다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는 이번
학기 교과목의 교수목표를 안내하며 함께하는 수업을 강조하였고, 모든 학습은 ‘정해진
수업시간 안에 해결한다’라는 원칙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습결손을
최대한 수업시간에 해결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각자의 다짐을 적는 시간을
갖게 하고 본인의 다짐, 우리의 다짐을 적고 수업을 기대하는 동기부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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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업 단계에 따른 활동
수업은 주 3시간 수업으로 학생들의 집중력제고를 위하여 3시간 연강의 수업을 지양
하고 50분 단위의 수업을 설계하였다. 수업시간의 내용은 지난시간학습내용을 반복하는
복습의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구성하였고 이전 수업에서 배웠던 키워드를 제시하게 함
으로써 학생 참여 복습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학습결손 부분을 찾아내고 교수가 다시한
번 정리를 하였다. 이어 진행되는 수업내용에 대한 소개와 수업을 진행한 후 학생들이
스스로 배운 내용에 대한 키워드를 적게 하였으며, 키워드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는 활동
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활동지는 과제의 개념이 아닌 수업시간내에 작성하게 하였으며,
수업종료 후 제출하게 한 후 워드클라우드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적었던 키워
드와 가장 적게 적었던 키워들 살펴보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면서 교수
성찰이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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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분 수업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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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업 방식 및 활용
□ 수업 매체에 따른 방식( VR구강해부학 콘텐츠)

VR기반 구강해부학 콘텐츠를 활용하여 비대면 원격수업, ZOOM 실시간수업 및 대면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기존 수업매체가 아닌 VR수업매체활용에 대한 기대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으며 교수·학생모두에게 재미있고 효과적인 수업이었다.
수업
매체

1

대면
비대면

LMS

비대면

2

ZOOM

3

대면수업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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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수업 운영 자료

□ 수업 운영 방식
―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학생들은 사전에 스마트폰에 제공된 VR기반 구강해부학 콘텐츠를 활용하여 선행학습을
한 후 강의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 아울러 복습에도 활용함으로서 학업 성취도를
높였다 .

―

VR기반 실감형 수업

학생들이 직접 VR장비를 장착하고, 배운 내용에 대한 구조물들을 직접 만져보고 중요
구조물을 체험함으로써 학습능력향상과 학습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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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성과
구강해부학 수업의 학습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물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는
실감형학습이 가장 효율적이다. VR기반의 구강해부학 수업은 2021학년도 1학기에 진행
하였으며, 학습성과를 비교하고자 2020학번과 2021학번 학생의 핵심역량을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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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0학년도 1학기 / 2021학년도 1학기 강의자료 비교·분석

□ 2020학년도 1학기
코로나19로 인하여 15주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고, 25분씩 3차시 강의를 촬영하여

LMS에 탑재하였다. 교수자는 주로 일반 강의 PPT와 구조물의 사진자료와 모형을 활용
하였으며, 기간내에 강의를 듣게 하였고 질문을 올리면 교수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 2021학년도 1학기

VR기반의 구강해부학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였고 ZOOM 실시간 원격수업,
LMS사전 탑재 및 대면수업을 혼합(블렌디드 러닝)하여 진행하였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는 사전에 수업콘텐츠를 제공하여 플립드러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2020 강의영상과 2021강의영상자료

나. 2020학년도 1학기, 2021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주관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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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0, 2021학년도 구강해부학 핵심역량평가 7문항 성취도 비교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모두에게 시험 평가는 1, 2차 대면평가로 실시하였다. 문제의
구성은 두 학번 모두 객관식 25문항, 주관식 5문항을 출제하였다. 이중에서 핵심역량문
제가 똑같은 7문제를 비교평가 하였다.
성취도 결과는 VR기반으로 학습한 2021학번에게서 16%정도의 높은 학습역량을 보였다.
아울러 두 학번 모두에서 어려운문제와 쉬운 문제의 성취가 동일하게 나타나 교수의
강의 성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2020, 2021학년도 구강해부학 역량평가문항 1, 2차 평가 각 객관식 25, 주관식 5, N=68)

라. 2021년 좋은수업 에세이 경진대회’ 구강해부학 수강 학생 대상수상

한국전문대학교수학습발전협의회에서 주최한 2021 좋은 수업 에세이 경진대회에서

VR기반 구강해부학수업을 수강한 학생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치위생과 1학년 이○○학
생이 VR기반 구강해부학 수강의 경험을 ‘어서 와, VR 위드 쌤은 처음이지?’라는 주제로
공모하여 대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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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학생은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학교 유튜브 채널의 인터뷰

(https://youtu.be/f4Kp2orTHCU)를 통해서도 수강 후기를 공유하였다. VR의 생생한 재현
력이 처음에는 징그럽고 익숙지 않았지만, 해부학 과목의 특성상 글로 이해하는 것보다
사람 몸속을 직접 만져보듯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공간적 제약
없이 상시 학습이 가능한 콘텐츠인 것도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학과의 자랑으로

VR기반 구강해부학 강의를 소개하였다.
교수자의 일방적인 전달식의 강의보다는 최근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학습에 대한
참여와 만족을 높이고 결국에는 학습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은 이시대에 필요한 교수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 2021학년도 VR기반 구강해부학 수업적용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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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첩으로 인해 VR기반의 구강해부학 콘텐츠를 개발
하여 활용한 수업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코로
나19 상황으로 모든 교수자와 학습자는 필연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는데, 4차 산업
혁명으로 비대면 수업의 물리적, 공간적 한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전보다 보편
화·상용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른 VR기반의 구강해부학 콘텐츠 개발과 전공과목 적용의 긍
정적 효과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입장에서, VR기반의 실감형 온라인 강의를 통하여 학생은 교수자 중심의
학습이 아닌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부학 과목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둘째, 교수자 입장에서, 학생 강의평가에도 언급된 것과 같이 치위생과 전공과목 중에
도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하는 구강해부학 과목을 효과적으로 교수할 수 있다. 대면/비대
면과 블렌디드 러닝, 플립드 러닝 등 다양한 수업 방식에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교수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셋째, 특히 이번 VR기반 구강해부학 콘텐츠 개발은 전문대학 전공과목 최초로 공동
개발이 진행된 것이다. 전문대학 중에서도 선두로 공동개발을 진행하였다는 것과, 치위
생과가 전공과목 공동개발의 선례가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VR기반의 구강해부학 콘텐츠의 개발은 2020년도에 개발하여 2021학년도 1학기에 먼
저 적용하여 보았다. 처음 개발 된 콘텐츠로 1학기 적용해본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와 교
수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학생들은 수업을 마치며 교수님의 다른 수업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기대가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콘텐츠
를 개발하고 적용했던 것은 매우 보람된 일이었다. 향후 VR콘텐츠를 계속해서 고도화
하여 많은 대학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며, 학생에게 배우게 하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수업에 있어서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교수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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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시스템, 메타버스플랫폼과 온라인
수업도구를 활용한 팀 기반 액션러닝 대학 수업
김지은 (가톨릭관동대)

응모 주제 ❚ 최신 에듀테크 활용
Ⅰ. 서론
1. 수업의 개요
최근 대학 교육의 목표도 지식 습득을 넘어 학습자들의 지식 활용과 실제적인 과제 수행
능력 함양으로 변화되고 있다. 대부분 대학의 핵심역량에 포함되는 역량이 공동체 역량,
문제해결역량, 자기주도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역량들은 수업이 팀별 협력 형
태로 진행될 때 더 효과적으로 함양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중․고등학교 현장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팀 수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고 캡스톤디자인 수업이나 프
로젝트형 수업이나 강의형과 과업형 수업을 병행하는 팀 기반 활동이 많아지는 추세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실기 또는 실습수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업이 원
격으로 바뀌면서 초반에는 많은 교수자가 경험 부족으로 원격 수업 콘텐츠 제작과 운영
은 물론이고 팀 기반 수업 운영에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교육의 질에 대한 학
습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졌다(이지연 외, 2020). 최근에는 교수자들이 콘텐츠 제작이나
운영, 학습 관리 등에는 익숙해졌으나 아직도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수업의 설계나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와 성취 정도의 파악에는 어려움을 보
이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팀 기반 수업 중 하나는‘액션러닝(action learning)’수업인데, 최근 공대뿐 아
니라 인문, 사범대학 등에서도 많이 개설되고 있는 캡스톤디자인 수업이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등에서 이러한 팀 기반‘액션러닝’이 적용되고 있다. ‘액션러닝’에서 교수자는

‘러닝코치’로서, 질문자, 관찰자, 촉진자뿐 아니라 조언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상호
작용을 활발히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팀 기반 액션러닝 수업을 원격교육 상황에
서 적용할 때에는 교수자들은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의 부족을 우려하게 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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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은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방식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화상을 통해 얼굴을 보면서 음성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고, 채팅
을 이용하거나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며, 상호작용에 적합한 페들렛, 멘티
미터, 소크라티브, 구글 잼보드, 구글 설문조사 등의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다. 최근 초․
중․고등학교에서는 에듀테크의 사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학에서도 이러한 에
듀테크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상호작용의 양과 질을 고려하고 수업 설계를 한다면 대면
상호작용과 같은 정서적인 교감도 가능하고 목표 역량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수업의 경우, 캡스톤디자인 수업과 같이 수업의 대부분이 팀 기반 액션러닝 활
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강의식 수업과 병행하여 몇 주 정도만 팀 기반 액션
러닝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본 사례에서는 이 두 경우를 각각 화상회의시스템과 메
타버스플랫폼 그리고 온라인 수업 도구를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으며 교과와 역량 관련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도록 설계하여 적용하였다. 본 사례 소개의 목적은 대학의 교수자들이 팀 기반 액션러
닝 수업의 경험적 사례를 참고하여 교과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원격수업 플랫폼과
온라인 수업 도구를 선택하고 러닝코치로서 효과적인 액션러닝 수업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Ⅱ. 본론
1. 수업의 개요
가. 교과목 목표 및 방법

팀 기반 액션러닝을 적용한 수업의 과목명, 시기, 대상, 목표와 방법은 <표 1>과 같다.

2021년 1학기에는 화상회의시스템의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한 팀 기반 액션러닝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2학기에는 최근에 관심을 받는 메타버스플랫폼을 활용하여 모션 상호작용
을 바탕으로 한, 활동적인 분위기에서의 팀 기반 액션러닝 수업 적용의 가능성을 알아
보았다.

70

<표 1> 사례 과목의 개요
[원격 액션러닝 사례 1]
화상회의시스템의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한
캡스톤디자인 수업

[원격 액션러닝 사례 2]
강의와 메타버스플랫폼을 활용한 과제수행 혼합수업

과목명

영어교육캡스톤디자인

영어듣기와지도

시기

2021년 1학기 (완료)

2021년 2학기 (진행 중)

액션러닝
기간

11주

6주

대상

영어교육과 3학년

영어교육과 2학년

교과목
목표

∙ 영어교육과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중･고등학 ∙ 영어듣기지도 강의와 영어교육과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
교나 영어교육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으로 중･고등학교나 영어교육 현장에서의 영어듣기 관
련 문제를 분석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수업을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목표 역량을 함양하
는 것을 목표로 함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함

수업
방법

∙ WebEx와 LMS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활
발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위하여 Padlet을 보 ∙ 강의와 ‘액션러닝’중심 교수방법을 병행함
조 도구로 사용함
∙ 액션러닝을 위해서는 Gather town과 Padlet, 구글
∙ 팀 기반 ‘액션러닝’중심 교수방법을 적용함
설문을 보조 도구로 사용함
∙ 의사소통 역량과 문제해결 역량 등 목표역량 강화 ∙ AI, 챗봇 등을 활용한 디지털 활용 영어 듣기 교육 능력
를 위한 역량별 평가 루브릭을 적용하고 현장 전문 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함
가가 참여함

나. 에듀테크 활용

2021년 1학기에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 시스템을 활용한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위해
서는 ‘시스코(Sisco)’사가 운영하는 화상회의 솔루션인 웹엑스(WebEx)를 사용하였다. 웹
엑스는 소그룹 활동이 가능했고 학의 학습관리시스템(LMS)과 연동해 출결이나 상호작
용과 수업 등을 진행할 수 있었다. 단, 웹엑스를 활용한 실시간 화상수업을 하는 경우,
특정 팀이 속한 소회의실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팀의 진행 상황을 학습자들이
나 교수자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보조 도구 활용 시 별
도로 링크를 알려 주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어, 2021년 2학기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메타버스플랫폼을 활용해 보았다.
현실과 비슷한 가상공간인 메타버스플랫폼을 활용한 액션러닝 수업을 위해서는 게더
타운(Gather.town) 플랫폼을 사용하였는데, 게더타운을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자들이 사용법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참가자 계정이 없어도 링크만 있으면 쉽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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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활동 시간제한이 없고 영상과 채팅 모두 가능하며, 교사가
음성과 영상 제어를 할 수 있으며 외부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동영상이나 온라인 보조 도
구를 연결하여 사용하기가 용이하다. 무엇보다도 교수학습 모형에 따라 자유롭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고 물리적인 공간에서 실제 다가가거나 팀에서 대화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
팀별 협업 활동에 적합하다. 온라인 보조도구로는 패들렛(Padlet)과 구글 설문을 사용하
였는데, 토론 내용을 패들렛에 정리하여 다른 팀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찰은 구글 설문에 작성하여 교수자만 볼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1]). 이 외에도 게더
타운에서는 메모를 삽입하거나 구글 드라이브에 수업 자료를 삽입하여 학생들이 돌아다
니면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림 1] 액션러닝 수업을 위한 온라인 보조도구 활용

다. 교수자의 역할

초기 액션러닝은 참가자가 실제적이고 복합적인 과제에 참여하여 변화를 수행하고 역
량을 개발하는 것으로 정의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Rothwell,

1999). 액션러닝은 최근 많이 적용되고 있는 문제중심학습(PBL)과 비슷한데, 액션러닝에
서는 교수자가 촉진자는 물론이고‘러닝코치’로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박영주, 양근우, 2019). 즉, 액션러닝에서 교수자는 지식전달, 과제 수
행에 대한 판단, 과업 수행의 촉진자 역할, 학습자의 학습 과정 관찰, 과제 해결을 위한
개입 및 피드백 제공, 학습자 평가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은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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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원, 2013; 장경원과 고수일, 2013a). 단, 교수자가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은 아니고 학
습자들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것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질문자, 조언자, 관찰자, 촉진
자의 역할을 해야 하며, 액션러닝에서 과제 수행의 주체가 학습자라는 것은 잊으면 안
된다(장경원과고수일, 2013b). 따라서 본 교수자도 수업의 교과 학습목표와 목표 핵심역
량에 적합한 수업 방법과 내용 선정, 상호작용 유도, 학습자들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위
한 다양한 원격수업 도구 활용, 필요한 정보 제공, 학습 과정의 지속적인 관찰, 적절한
피드백 제공과 평가에 대한 환류를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학습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수업의 준비단계
가. 원활한 수업을 위한 수업시간 외 상호작용

본 사례에서 교수자는 수업 시 실시간 상호작용뿐 아니라 수업 외 상호작용을 위한 노
력도 하였다. 학습자들의 관심, 흥미, 그리고 참여를 유도하고 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LMS(학습관리시스템)와 SNS, 메타버스에서의 사전 만남 등을 통하여
공지 및 수업이나 플랫폼 사용 방법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였으며 수업에 대한 수업자료
를 사전에 공유하고 수업 날짜, 시간 등 학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질의응답을 위
해 메타버스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모바일에서도 쉽게 접속할 수 있는 ifland를 활
용하였는데, 학생들이 아바타로 질문을 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편하게 질문할 수 있었
다는 의견이 있었다([그림 2]).

[그림 2] 원활한 수업 운영을 위한 수업시간 외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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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격 수업을 위한 자료 제작

원격 학습 상황에서는 수업자료 제작이 특히 중요한데, 수업자료 제작 시 학생들의 흥
미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미지와 영상 등을 활용하였다. 이미지나 동영상
자료는 구글 이미지에서 도구를 선택하여 사용권 선택에서 바로 ‘재사용 가능’ 한 이미지를
찾아서 클릭 후 저작권 우려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된 자료만을 활용하거나

pixabay.com이나 pexels.com 등에서 저작권 없는 무료 자료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디자인
템플릿은 miricanvas.com이나 canva.com 등에서 저작권 없는 자료를, 동영상 제작을 위
해서는 곰캠, 곰믹스, vllo, wevideo 등을 활용하였다. 이 외에도 clovadubbing.naver.com
에서 텍스트 입력을 통해 동영상에 AI 목소리를 입히기도 하였다.
3. 수업 운영 단계
가. 액션러닝 수업 운영 프로세스

Marquardt(2000)에 의하면, 액션러닝의 구성요소는 실제적인 문제로 이루어진 과제,
4~8명의 팀, 실행 의지와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 질문, 성찰과 피드백, 그리고 러닝코치
이다. 또한 액션러닝은 보통, 과제 확인, 요구 사항 도출, 정보수집, 해결 아이디어 개발,
의사결정, 참여, 실행, 결과 평가 및 피드백 순으로 이루어진다(장경원, 2011). 본 교수자
가 설계한 화상회의 시스템의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한 팀 기반 액션러닝 수업과 메타버
스플랫폼을 활용한 팀 기반 액션러닝 수업의 프로세스는 <표 2>와 같다. 액션러닝 수업
이기는 하나, 기업이 아닌 수업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학습자들이 교과목표와 관련이 있
는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였고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실
제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문제해결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
의 목표 역량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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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액션러닝 수업 운영 프로세스
[원격 액션러닝 사례 1]
화상회의 시스템의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한
캡스톤디자인 수업

[원격 액션러닝 사례 2]
강의와 메타버스플랫폼을 활용한
과제수행 혼합수업

팀 편성

∙ 교수자가 최대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로 지정하 ∙ 학습자들이 최대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로 구성
여 팀을 나누고 소회의실로 배정
되도록 직접 아바타를 이동하여 소회의실로 입장

팀 빌딩 활동

∙ 소회의실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팀 규칙 제정(예: 팀 활동 시 적어도 3번 이상 의견 말하기, 화상 토론
시 캠과 마이크 켜두기 등)

과제 명확화 및 ∙ 실용적 또는 의사소통 중심 영어 교육의 어려움에 ∙ 영어 수업에서의 영어 듣기 활동 및 실생활에서의
분석
대한 문제 명확화 및 분석
영어듣기 인풋 부족에 대한 문제 명확화 및 분석
해결안 도출

∙ 연구 대상(중․고등학생) 조직에 대한 현장 방문이나(코로나19로 생략함) 자료 검색, 분석, 토론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 모색

해결안 실행

∙ 제시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을 위한 캡 ∙ 영어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 제시된 해결 방안에
스톤디자인 콘텐츠 제작
부합하는 자료 제작 또는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성찰 및
평가

∙ 개인 성찰 및 루브릭을 바탕으로 한 평가, 동료, 교수자의 피드백 제공
∙ 성찰, 평가, 피드백 시 교과내용과 핵심역량 고려

나. 학습자들 간의 팀 활동과 상호작용 활동

액션러닝 수업을 위해서 교수자는 웹엑스의 소회의실 기능 또는 게더타운의 소회의실
을 이용해 팀 활동 시간을 부여하고 팀별 활동을 도왔다. 웹엑스에서의 팀 내 상호작용
을 위해서는 모든 학습자가 발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학생들이 본
인의 화면을 공유하면서 팀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게더타운에서는 소회의실마다 보드를
배치하고 내용을 공유하면서 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습자들은 아바타를 자
유롭게 움직이면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다른 팀원들이나 교수자를
찾아 질문을 하거나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외에도 패들렛을 오브젝트에 연
결하여 팀 내 상호작용뿐 아니라 팀별 활동 결과 공개, 아이디어 개진, 수정의 반영 등을
포함한 팀 간의 상호작용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웹엑스 활용 수업 시에
는 패들렛의 QR 코드를 공유하여 팀 활동 결과를 정리하고 발표하여 다른 팀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게더타운에서는 상호작용 도구들을 여러 개의 보드에 링크로 걸어
배치해두고 학습자들이 결과물을 수시로 업로드하거나 다른 팀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
였다[그림 1, 그림 3]. 이 경우, 학습자들이 언제 어떤 보드를 사용하는지를 교수자가 파
악할 수도 있었으며 웹엑스 활용과 게더타운 활용 활동 모두에서 교수자는 팀 활동을 관
찰하고 적절한 가이드와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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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학습자들의 팀 기반 액션러닝 활동

4. 수업의 성과
가. 수업의 결과물

2021년 1학기 화상회의 시스템의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한 캡스톤디자인 수업에서 학
습자들은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영어교육 관련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관련
콘텐츠 아이디어를 창출해냈다. 이때 학습자들이 영어교육 이론을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좀 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조언 하였다. 수업 결과물의 일부
는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의 학습자들은 ‘Lollipopsicle’이라는 과제명으로, 팝송을
활용한 앱 관련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영어교육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시하
였다. 2021년 2학기에 실시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은 진행 중이어서 최종 결과물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
나. 자기성찰

화상회의 시스템의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한 캡스톤디자인 수업의 중간과 마지막에 학
습자들은 자기성찰을 하였는데, 내용을 분석한 결과, 팀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의견
을 나눈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창의성이나 공동체 역량 등의 함양에
도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수자의 피드백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다
수였다. [그림 4-3]은 이 중 최종 자기성찰의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강의
와 메타버스플랫폼을 활용한 과제수행 혼합수업의 경우에는 아직 학기가 끝나지 않아
중간 성찰만을 진행한 상태인데, 문제해결을 위해 팀원들과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눈
것과 새로운 매체를 활용을 배운 것에 긍정적이었으며 흥미와 동기가 유발되어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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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4-4]).
이러한 결과는 원격으로도 충분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액션러닝 적용 수업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목표 역량인 의사소통 역량과 문제해결 역량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수자의 ‘러닝코치’로서의 역할의 수행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수업의 평가, 피드백 및 학습자 만족도

액션러닝 수업의 평가는 출석, 개인 과제, 결과보고서, 발표 그리고 액션러닝 수행 평
가로 구성되어있으며, 액션러닝 활동 평가를 위한 역량별 평가 루브릭의 예시는 [그림

4-2]와 같다.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캡스톤디자인 수업에서 루브릭을 바탕으로 학생
들의 수행을 평가 한 결과 학생들의 성취 정도는 높은 편이었다. 최종 보고서는 동료, 교
수자 그리고 과제의 실제성 측면을 고려하여 현장 교사가 피드백을 제공했으며 교수자
는 ‘러닝코치’로서 매시간 피드백을 주었다.
캡스톤디자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알 수 있는 대학 측에서 시행한 공식적
강의평가는 97/100로 예전의 대면 캡스톤디자인 수업과 비교 시, 원격수업에 대한 우려
와 달리 더 낮지 않았으며 특히 ‘교수자가 학습자들이 토론이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유도했는지와 학습목표 달성, 피드백 관련 점수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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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습자들의 팀 기반 액션러닝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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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활용 방안
화상회의시스템인 웹엑스와 메타버스플랫폼인 게더타운, 그리고 온라인 수업 도구인
패들렛과 구글 설문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과 상
호작용을 증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적용한 수업 사례의 결과를 보았을 때, 원격으로도
효과적인 액션러닝 적용 수업이 가능하며, 목표 역량을 달성하고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화상회의시스템인 웹엑스와 메타버스플랫폼인 게더타운을 비교해보면, 게더타운은 관
련 영상이나 온라인 수업 도구를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기가 더 쉬웠으며 모션 상호작용
이 있어, 원격이지만 직관적이고 좀 더 활동적으로 수업을 진행 할 수 있었다. 각 팀에
교수자나 다른 학습자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팀원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 전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었다. 대면 상황과 비슷하게 다른 학생에게 다가가서 둘만
의 대화, 셋만의 대화 등도 가능하고 다른 팀에 잠시 가서 물어보는 등 대면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다는 장점도 있었다. 단, 사용법이 미숙한 경우에는 수업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사전 미팅 등으로 사용법에 익숙해질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모바일로는 사용이 다소 어렵다는 학습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본 사례에서 제안하는 효과적인 원격 액션러닝 수업을 위한 설계 및 운영 원칙은 다음
과 같다.

1. 수업에 적합한 원격 수업 플랫폼과 적절한 온라인 수업 도구 활용 및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 변형 사용

2.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양과 질 제고
3. 교수자는 ‘러닝코치’로서의 질문자, 관찰자, 촉진자, 조언자 역할의 중요성 인식 및 수행
4. 교과목표뿐 아니라 의사소통 역량, 문제해결 역량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 설계
최근 온라인 화상수업이나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나 정보는 많아지고 있으나 실제 대
학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효과적인 교수설계와 목표 역량
을 고려한 연구는 비교적 적다. 액션러닝을 적용한 대학 수업이 원격 상황에서도 효과적
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시사한 본 사례가 타 교수자들의 원격 수업 설계와 운영에 실질
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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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실습 실시간 원격교육을 위한 지원
아이디어의 성공사례와 국가차원의 과제
박형동 (서울대)

응모 주제 ❚ 원격실습 실시간 지원과 운영
Ⅰ. 서론
공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탄탄한 이론적 지식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손
에 익힐 수 있는 실습교육이다. 실습교육은 교과목에 따라 문제풀이와 피드백, 장비와
장치 및 재료를 중심으로 가공하거나 측정하는 실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반의 활용이
나 코딩 작성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어떤 형태이든지 공학실습교육의 핵심은 실시
간의 학생 주도적 참여와 교수자 및 조교의 실시간 피드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학교육의 실습은 과거의 기술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며 현대의 가장 최신 기술을 다룰
수 있게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므로 항상 매년, 또는 매학기 마다 내용을 점검하고, 관련
기술과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등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 하게 된다. 따라서 예년과 마
찬가지로 필자가 맡은 교과목들에 대해 필요한 실습시설의 업데이트, 관련 재료의 보충
및 구매, 활용 유료 소프트웨어의 사전 준비 및 테스트 진행 등 공학 실습교육을 준비하
기 위해서 최소한 한학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였다. 그렇게 2020년 1월-2월의 겨울방학에
여유있게 그리고 알차게 개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2020년 2월말 우리나라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상황은 그동안 수업준비
과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학생들의 이동이나 강의실에서의 수업참여가 거의 불
확실해지고 온라인 강의라는 형태로 급박하게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필자는
그동안 수차례 동영상 강의제작에 참여해 본 경험과 플립러닝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실
시간 회의 플랫폼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어 온라인 강의 자체에 대해서는 준비가 어렵지
않았다. 다만 공학 실습교육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운영해야 할지, 3월 첫 주부터 실습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았다. 필자의 전공 분야에서 나름 익숙해져 있는
가상공간의 활용기술을 접목시켜 볼 것인지 고민하며 최선의 답을 찾으며 순간적인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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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과 또다른 희망을 찾아 나갔던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 온라인 기반의 공학 실습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과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실습 장치의 직접 사용을 위한 택배의 활용
에너지 관련분야에서는 최근 들어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니
터링, 스마트팜 LED의 원격제어 등이 스마트폰 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2년 전
부터 교과목 실습에 사물인터넷 실습을 추가하는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아두이노, 앱인벤
터 등의 실습교육을 매년 업데이트 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스마트자원개발분야의 교
육을 운용해 오고 있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질 경우
사실상 이 실습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막막한 상태에서 선진국 대학들의 대응을 우선
탐색하였다. 미국, 영국 등의 대학들도 직접 실습하는 것은 거의 포기하고 있었고, 코로
나에 대한 대응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기법을 조금씩 도입하는 발빠른 대응이 관
찰되었다.
필자는 우선 학기 시작과 더불어 수강생 숫자에 맞추어 모든 실습 장치를 충분히 구비
해 둔 상태라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우리나라의 물류체계의 강점
인 택배시스템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다. 사실 공학 실습교육은 실험실이나 통제된 야외
환경에서 교수 및 조교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실험실 외부로 실습 장치
를 반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다행히 필자가 맡은 아두이노 실습은 조그마한 플라
스틱 통에 모두 담길 만큼 부품들의 부피가 작았다. 고민이 된 것은 전압, 전류를 측정할
멀티미터, 앱을 실행할 태블릿 PC의 운송이었다. 택배 비용 자체보다는 운반시 파손 여
부, 수강생들의 활용후 고장 발생 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있었으나 완충제를
충분히 넣고 포장을 한 다음 택배를 발송하였다.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에서는 일시적
으로 택배의 지연이 예상되어 실습 일정을 조금 조절하면서 택배 도착여부를 확인하고
실습교육을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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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아두이노 및 앱 인벤터, 전력측정 자가 실습을 위한 택배 구성품

다행히도 택배 서비스는 실시간 배송추적이 가능하였고, 수강생들과 카톡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모든 수강생이 성공적으로 실습장치 세트를 각자의 주거지에서 수령
할 수 있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택배 운송을 위해 수고해 주신 택배기사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택배가 전달되는 동안 멀티미터 사용법을 포함한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수업게시판을 통해 공유하였고, 수강생들이 실습장치 속의 각종 부품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들도 같이 온라인으로 공유하며 실습을 위한 기본 환경을 구축하였다.
또한 택배 수령후 고장난 부품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추가 택배를 통해 모든 수강생들이
실습장치들을 구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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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아두이노 실습을 위한 브레드보드(일명 빵판)의 내부 결선 설명용 실습 자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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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생의 직접 실습과 실시간 온라인 실습교육의 융합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상태에서 실시간 실습교육은 줌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
으로 진행해야만 했다. 가상현실 기반으로 실습자료를 제작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태
라 실시간 실습을 시도해 보기로 하였다. 실습자료는 수강생들이 받은 택배 상자 속의
부품들과 동일하게 제작된 파워포인트 파일의 그림자료를 이용하였고 수강생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아두이노의 기본 이론 및 실습을 진행할 수 있었다.

[사진 3] 아두이노 제작용 관련 부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실습 자료 화면

실시간으로 줌강의를 열어둔 상태로 수강생들의 질문에 대응하였고 수강생들의 스마
트폰으로 각자의 아두이노 구성 상태를 인증샷으로 촬영하여 실습의 성공적 수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각자가 작성한 실행 코드는 메일로 전송하여 실습 참여 여부와 성공
적인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혹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스마트폰 촬영을 통해
크기가 작은 부품들의 배치나 결선의 오류를 확인할 수 있어 실시간 온라인 실습교육의
첫 관문은 성공적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사진 4] 실습의 성공 여부를 보고하는 어느 수강생의 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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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학교육 실습은 실습장치의 다양성 때문에 모든 것을 택배로 해결할 수는 없다.
필자의 다른 교과목에서는 연구실에만 비치된 고가의 유일한 장비는 당연히 실험실 외
반출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결국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다른 형태의 대응이
필요하게 된다. 아두이노, 태블릿, 멀티미터와 같이 가격 수십만원 미안의 개인 기반의
실습장치세트는 택배를 통해 배분하면 성공적인 실시간 공학 실습교육이 가능하다. 학기
말에는 다시 택배를 통해 모든 실습장치를 성공적으로 회수하고, 다음 실습을 위해 모든
구성물을 점검하고 일부 고장, 소실된 부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매를 진행하였다. 아무
래도 통제된 실험실 내에서 보다는 부품의 손실 가능성이 증가하고 약간의 추가적인 비
용이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실시간 온라인 실습교육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한다.
수강생들의 강의평가에서도 택배 발송 아이디어에 대해 창의적이고 기발한 것으로 인식
되었고, 실습의 효과도 오프라인 실습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목표를 도달한 것으로 자평
하고 싶다.
태양광에너지 장치의 실습, 휴대용 정수기의 현장실습이 포함된 적정기술 분야의 교과
목 체험활동에서도 택배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 수업에서는 수강생들마다 실습장치가 비
교적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 각자 택배를 받은 후 실습활동을 하고 그 진행과정을 세
세히 기록하여 실시간 줌강의에서 공유하도록 진행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 외출조차
도 제약이 있던 시기인지라 야외출입이 원활한 수강생들은 나름대로 야외에서 태양광
실습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수강생들은 실내에서 일사조건이 허락하는만큼 실습을 진행
하여 측정과정과 결과를 공유하였다. 휴대용 정수장치의 경우 원래 야외 하천이나 산의
계곡물을 이용하여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수강생들에게 택배를 통해 서로 상이한 종류의
정수장치를 이용하여 실내에서 상수도를 이용하여 다양한 간접적 경험들을 공유하도록
했다.

[사진 5] 태양광 충전만으로 실내 조명을 공부에 사용하며 에너지 부족 국가에 대한 적정
에너지 기술 체험활동 (모든 실습 장치는 택배로 배분 및 손상없이 성공적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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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교육 실습의 일시적 좌절과 해결 과정
필자가 담당한 또다른 전공 교과목인 에너지 원격탐사의 공학 실습 부분은 GIS(지리
정보시스템) 분야의 유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미리 캠퍼스 라이
선스를 구매해 둔 상태였다. 사용자의 숫자상 제약이 없어 해당 수강생들에게 접근 가능
하도록 필자가 미리 허가해 주면 수강생들은 학내에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실
습교육에 있어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학내 기숙사에 머
무르는 수강생 이외에는 사실상 캠퍼스 라이선스 접근이 불가능했다. 이 실습교육은 스
스로 디지털 지도제작과 분석을 하는 것이므로 가상실습은 거의 의미가 없는 편으로 새
로운 해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선, 캠퍼스 외부에서 실험실 컴퓨터로 접근이 되도록

VPN 방식을 조교와 함께 구상하였고, 외부에서 시범적으로 접근 및 소프트웨어 실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생각보다는 너무 쉽게 해결이 되어 드디어 실습문제와 과정이
담긴 파워포인트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실습교육을 자신만만하게 시작하였다.
실시간으로 줌을 통해 당일 실습 주제 및 원리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고, 드디어 각자
실습문제를 던져 주고 실시간 피드백을 받으려 했으나 단톡방을 통해 병행 확인한 바로
는 막상 VPN접근이 안되는 수강생이 발생하였다. 일부 문제는 수강생의 컴퓨터 설정 문
제인 것으로 파악되어 채팅창을 통해 문제 현상을 보고 받고 피드백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다. 일부 수강생들은 아예 VPN 트래픽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실행이 막히게
되었다. 결국 첫 실습교육은 예상과 달리 접속 문제 때문에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예기
치 않은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실습생들이 순차적으로 접속을 하도록 임기응변식의 해결
책을 이용하며 그럭저럭 첫 실습교육을 마치게 되었다. 이후 조교와 함께 원격 접속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를 더 파악하고 VPN 경로 증설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연구실 컴퓨터 접속 숫자의 제한문제도 파악하게 되었고 공유기 증설을 한 후 수업 이외
의 시간에 수강생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추가적으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후의 실습교육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다. 결국 실습
교육 이전에 VPN에 대해 단 한건의 부분적인 접속 사전 테스트를 하고 지나친 자만을
한 부분이 문제였음을 깨닫고 향후 모든 실습에서는 100% 수강생 숫자에 대한 사전 테
스트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함을 교훈으로 얻게 되었다. 대학의 컴퓨터 네트웍은 보안
문제로 외부와의 접속이 적절히 제한되기도 한다. 민감한 정보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지
켜져야할 부분인데 앞으로 원격교육이 더 확장된다면 소프트웨어 실습을 위한 원격접속
의 보안기술 문제를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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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캠퍼스 라이선스가 구비된 유료 소프트웨어 기반의
에너지 원격탐사 실습 교육을 위한 자료 화면

4. 현장방문 학습의 직간접 체험 살리기 사례와 한계점
어떤 종류의 공학적 실습 교육은 현장을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전공교과목 중 산사태 지역 지반조사를 실습으로 하는 지질공학 강의에서는 매 번
하나의 야외현장을 다같이 방문하여 관찰하고, 직접 측정하고 측정자료와 분석결과를 서로
비교하면서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어떤 식의 현장학습이
가능할지 사실상 답이 보이지 않았다. 물론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을 지정하고, 각자 한
번씩 방문해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당장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간 이동을 꺼리는
수강생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외국의 실습사례 중에서는 3D 안경을 배포하고 증강현실을 이용하거나, 컴퓨터 화면
상의 가상현실에 마우스를 이동하여 간접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필
자의 교과목에서는 직접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 암석 면의 깨어진 상태에 대한 관찰과 직
접 접촉하여 측정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가상의 환경은 실습교육 목표의 절반 정도 밖에
채워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 결국 고민 끝에 택배나 인편을 통해 휴대용 측정장치를 수
강생들에게 전달하고 각 수강생들이 자신의 거주 지역 근처에서 실제 암석의 깨진 경사
면을 관찰하고 직접 측정하거나 단단한 종이박스를 이용하여 가상의 암석 면을 만든 후
간접체험을 하도록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진행하게 되었다. 다행히 코로나 상황이 완화
된 기간 중 학교 캠퍼스 방문이 가능하여 오프라인 실습을 혼합할 수 있었고 캠퍼스 인
근의 산 계곡을 방문하여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단기간의 야외실습을 병행할 수 있었다.

공학실습 실시간 원격교육을 위한 지원 아이디어의 성공사례와 국가차원의 과제 (박형동)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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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형태로 유연하게 실습을 운영할 수 있게 수강생들이 호응해 준 점 또한 감사
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사진 7] 야외 현장 자가 측정 및 분석용 실습 장치의 택배 배송 준비과정

Ⅲ. 결론
코로나 발생 이후로 몇 번의 학기를 경험하면서 필자는 비교적 발빠르고 유연하게 대
응을 하면서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 나가며 수강생들의 반응도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
라 현재까지 성공적이었음을 자평하고 싶다. 하지만 공학실습의 교과목에 따라서는 한계
점도 분명히 존재하며 풀어가야할 추가적인 과제가 놓여 있다.
앞으로 코로나 긴급상황이 재현될 경우 특히 현장 중심의 학습을 위해서는 전국 단위
의 대학 유사 수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단위의 현장학습장을 공동 운영하는 식의
실습 공유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공학 실습 공통 교과목 전체 보다
는 실습 항목 중 공통항목을 발굴하고 상호 매칭하는 방식의 공유과정을 개별 요소별로
운용해야 할 것 같다. 이론 수업기반이나 가상현실 기반의 디지털 방식의 공유는 한 번
만들기만 하면 운용의 어려움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학습이 동반되거나 커다
란 실습장치를 활용해야 할 경우 결국 지역별 공학 실습교육장과 같은 공유체험장 개념
이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 같다. 가상공간, 증강현실 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에는 한계가 있는 공학 실습교육을 위해 각 지역에서 대신 실습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
드 실습교육에 대한 지혜를 모은다면 앞으로 우리 미래의 공학 실습교육은 여유있게 그
리고 알차게 준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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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구축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 프로젝트 기반 수업 운영
최창범 (한밭대)

응모 주제 ❚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최신 에듀테크 활용
Ⅰ. 서론
1. 배경
○

전공입문 학생들에게는 프로젝트 실습을 통하여 자신의 전공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체험하는 형태의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운영하였음

○

기존 프로젝트 기반 수업의 경우 문제를 주고 문제 요인을 분석하고 문제 요인을
공학적인 해결을 직접 경험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음

○

COVID-19 상황에서 비대면 원격수업이 일상화되면서 프로젝트 기반 수업 진행이
어려워졌으며 학생들 사이에서 비대면 수업 진행 및 지도로 인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음

○

이외에도 전공입문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에 제약이
발생하여 원격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전공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방안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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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프로젝트 수업 운영 분석
가. 강의실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운영 문제점 분석
※ 특정 시간에 학생들이 조를 이루어 수업에 참여함
※ Open Problem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 수업의 경우 평가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 발생
※ 현장에서 주어진 키트(kit)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나. COVID-19 상황에서의 프로젝트 수업 상황
※ 비대면 프로젝트 진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프로젝트 운영에 한계
※ 실습 키트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주는 방안은 예산의 한계와 팀 프로젝트의 특성 상 대면실습을 진행해야
함으로 공간 확보의 문제점 발생
※ 비대면으로 세미나 진행 시 네트워크의 불안정 등 다양한 돌발상황 발생으로 긍정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문제 발생

Ⅱ. 운영사례
1.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 프로젝트 기반 수업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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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상황에서 실재적 지식과 경험 제공

○

비대면 상황에서의 모둠식 협동 학습으로 문제 해결

○

현업에서 사용하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산업현장식 On-the-Job Training 수행

○

스스로 해 봄으로써의 학습(Learn by doing)

○

다른 사람을 평가함으로써 학습(Learn by Assessing)

○

프로젝트 운영에서 형평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 필요

2.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
○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교수자가 원격 비대면 프로젝트 기반 수업의 교구재로써
웹 기반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을 개발하고 활용함

<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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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현실을 활용한 메타버스 구축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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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된 웹 기반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은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웹서버로 구성되어 있음

< 웹 기반 메타버스 아키텍처 및 학습자 경험 >
※ 웹 기반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은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공개되어 있어 학생들이 오픈 소스 플랫폼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관리하는 오픈소스 코드관리 경험 제공
※ 학생들이 웹 기반 메타버스를 위해 자신의 컴퓨터에 개발환경을 구축
※ 자신의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을 운영하며 서비스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서비스/콘텐츠 운영

3.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 프로젝트 기반 수업의 운영

< 원격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위한 운영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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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프로젝트 기반 수업에 있어 웹 기반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평가의 형평성 문제 발생

○

교수자와 평가자 역할을 이원화하여 수업을 운영함

○

교수자는 최신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교육환경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관점에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과정에 대한 평가 수행
※ 학생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 수행 및 지원을 통한 학습동기 부여
※ 성실하게 프로젝트와 문제해결에 참여하였는 지를 정량화하여 평가함

○

평가자는 산업수요와 기술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외부 평가자를 활용하여 프로
젝트의 성과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 수행
※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획득을 통한 현장성 확보
※ 교수자는 평가자에게 평가척도를 사전에 전달 받아 학습자들에게 공지

○

학습자는 동료평가를 수행하였고, 동료평가의 결과와 평가자의 의견을 학습자들에게
모두 공개하여 자신의 평가와 전문가의 평가와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함

○

학습자는 전문가의 평가와 자기 자신의 평가와의 차이를 분석하게 함으로써 향후
전공분야에서 한 명의 전문가가 되었을 시의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Ⅲ.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 프로젝트 기반 수업의 운영 결과
1. 강의평가 결과

2. 전문가를 활용한 다면평가에 대한 분석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 프로젝트 기반 수업 운영 (최창범)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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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

비대면 상황에서의 원격 수업 운영 중 프로젝트 기반 수업 운영에는 동일한 실습
환경구축, 평가의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 전공의 현장성 강화와 같은 극복해야 하
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음

○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 프로젝트 기반 수업 운영에서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원격으로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음

○

컴퓨터공학 전공 입문자들에게 실무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운영 경험을 동시에 해볼 수 있는 실습 환경을 구축함

○

교수자가 직접 서비스를 설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전공의 현장성 확보가 가능
하였음

○

학습자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해당 플랫폼을 오픈소스화하여 자신의 프로젝트로 다
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였음

○

교수자는 개발과 서비스 운영에 대한 학습지원 및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프로젝트
의 성과에 대해서는 외부평가 위원이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학생
에게 전달하여 지속적으로 프로젝트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수업을 설계 운영함

○

학습자들도 동일하게 각 팀별로 평가를 하였으며 전공분야의 전문가 피드백과 자
신의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향후 전문가의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이후 다양한 공학교육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코로나 이후에 on-off mix의 학
습 관리에 대한 연구 및 최신 EduTech와의 접목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근거
최창범,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 소스코드, https://github.com/cbchoi/vr-cms.git
최창범,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 https://meta.cbchoi.info: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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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계명대)

응모 주제 ❚ 원격교육 학습방법
Ⅰ. 서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시기, 당연하던 우리의 일상도 모두 바뀌어버렸다.
사회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부터 우리 개인의 삶까지 코로나의 여파를 피해간 곳은 없었다.
대학을 오는 신입생들은 활기찬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고, 학우들과 뜨거운 학구열을
불태우며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우고, 다양한 대외 활동을 참가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고자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개인의 건강, 사회의 건강이 우선이기에 대부분의 학교에
서는 원격수업을,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낯선 방식에 다들
헤맸고,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다.
의과대학은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6년제인데, 예과 2학년으로 진급할 때쯤 코로나가
발생하였다. 초반엔 등교가 연기되다가, 결국 전면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수업이 교양수업이라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예과 1학년 시기와 달리, 예과 2학년부터 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약리학 등 기초의학 과목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다. 중요한 시기에
비대면 수업이 결정되어 당시에 정말 당혹스러웠다. 현장의 수업만큼 잘 몰입하고 흡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고등학교 시절 인터넷 강의를 들어봤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꾸준히 듣고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는 인터넷
강의를 미루고 미루다 기한까지 못들은 강의들이 수두룩했다. 고등학교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에 완벽히 적응하여 대면수업 만큼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스스로 철저히 각오하고 계획을 세웠다.

Ⅱ. [비대면 수업을 대면 수업처럼, 나만의 학습 레시피]
먼저 목표를 설정하였다. 목표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었는데, 저의 3단계 목표는

“실력 있는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한 분야의 저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최종 꿈
입니다.” 2단계 목표는 소위 BIG5 라고 불리는 병원에 근무하는 것이다. BIG5는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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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대형 상급종합병원 5곳을 일컫는 말로, 나는 5곳 중에 서울성모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꿈이다. 서울성모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과정을 수련받기 위해서는 우수한 성적이
필수이다. 따라서 1단계 목표, 즉 이번 학기에 바로 실행해야 할 목표는 학점 4.0/4.5를
넘기는 것이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기 위해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였다.
1. 대면수업과 같이 정해진 수업시간, 수강 장소
비대면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언제든지 원할 때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내일부터 들어야지, 조금만 쉬고 들어야지' 하다간 강의 마지막 기한 날에 2.0배속으로
듣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표에 맞춰서 올라오는 강의를 제시간에
듣기만 해도 보람 있는 학기를 보내는데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늦잠자고 일어나 강의를
몰아 듣는 것이 습관이라면 얼른 고치는 것이 좋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대면수업으로
전환되었을 때 다시 적응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수업을 정해진 시간에 듣는 습관을
들이면 강의를 절대 미루지 않게 된다.
또한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의 분리도 중요하다.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다 보면 정지버튼을
누르고 폰을 만지는 일이 흔한데, 폰은 정해진 쉬는 시간에만 만지도록 했다. [사진1]은
필자가 자주 사용한 시간표이다. 공부시간과 쉬는 시간, 식사시간을 분리한 것이 규칙적
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수업을 듣는 장소도 일관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잠을
자는 곳과 공부하는 곳, 공간의 분리가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지면서 공간의 경계가 깨지기 쉬우나 스스로 공간의 경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 1] 학기 중 활용한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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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일 시각적으로 확인가능한 플래너 활용
플래너에 오늘 수강할 강의 목록, 과제 목록 등을 작성하고 매일매일 지켰는지 체크한다.
모든 학과가 다 그렇겠지만 의과대학은 특히 공부량이 방대하다. 때문에 자신이 정확히
오늘 어디까지 공부할 것인지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플래너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사진2] 은 필자가 작성한 플래너이다. 과제는 기한이 언제까지
인지 반드시 명시하여 까먹지 않도록 하였다.

[사진 2] 계획을 정리한 플래너

3. 학습 동기가 되는 목표 수립 및 목표 다짐
무슨 일이든 동기가 필요하다.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는 데도 큰 동기가 필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자기주도적 학습이 필요한 시기에는 그 동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누군가는 취업이,
장학금이, 과탑이 목표일수 있다. 공부의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공부의
동기부여가 되고, 공부자극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무작정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도 좋다. Youtube ‘study

with me’, ‘열품타’ 같은 공부 어플을 이용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알게 된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도 묵묵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자극이 될 것이다.
자신만의 목표가 확실하다면 플래너나 책상에 적어놓고 항상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공부 명언을 붙여넣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나는 ‘당신의 하루가 편안했다면 그건 내리막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같은 말을 수험시절 때 책상에 붙여놓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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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대면 상황에서 함께 공부하기
사람들은 왜 카페와 도서관에서 공부할까?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 다들 집에서 공부
하기 힘들다고 한다. 이렇게 집에서 공부가 힘든 이유는 너무 편하기 때문이다. 내가
침대에 드러눕든, 노래를 부르며 공부를 하든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하지만 카페와
도서관은 나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카페, 독서실도 안전하지 못하다.
집에서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다면 공부 스터디를 모집해서 ZOOM 어플을 적극 활용하자.

ZOOM 회의실을 개설해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된다. 공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화면에 비추면서 각자 공부를 하는 것이다. 서로 공부하고 있는지 아닌지
감시자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친구는 좋은 선의의 경쟁자이다. 다만 너무 친한 사이라면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마이크는 꼭 끄는 것이 좋다. 친구와 수다 삼매경
으로 빠지지 않게 적절히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혼자 밤을 새다 보면 우울해질
때가 많다. 그럴 때 친구와 함께 공부하면 우울함이 덜하고 오히려 동지애가 솟는다.

‘쟤도 똑같이 힘들고 쉬고 싶겠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든다. 항상 같이 공부ZOOM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함께 공부하니 더 집중이 잘되고
공부의 효율이 올랐다.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지만 화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위안을 얻고
같이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사진3]과 [사진4] 는 앞서 언급한 그 2명과
함께 ZOOM으로 공부하는 장면과 단톡방이다. 누가 자고 있는걸 발견하면 채팅에 ‘누구
잔다’고 신고하기도 하고, 너무 피곤할 때는 몇 분만 잘 테니 나중에 깨워달라고 부탁도 한다.

[사진 3] 공부 카카오톡 단체방

98

[사진 4] 친구들과 ZOOM을 실행하고 공부하는 모습

같이 공부할 만한 친구가 없을 때는 Youtube를 활용했다. 많은 사람들이 study with

me 영상을 올린다. 심지어 실시간 공부 live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도 많다. 나는 친구들과
ZOOM 공부 시간이 맞지 않을 때 프랑스에서 라이브 공부 방송을 하는 ‘프랑스 새벽
공방’과 의대생 공부 유튜버 ‘횹이’를 시청한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시차가 정반대라
밤새는 동안 낮의 프랑스 풍경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다. 외국 계정 ‘merve’도 3시간,

4시간짜리 study with me 영상을 자주 업로드한다. 함께 공부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공부에 집중하는데 도움을 준다.
대면수업만큼의 효과를 내기위한 마음가짐에 더하여 원격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부법들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에 원격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이점들을 극대화할
만한 방법을 찾아 실행하였다.

Ⅲ. [온라인 툴을 활용한 대면 수업 이상 학습 효과 올리기]
1. 구글 Jamboard, 구글드라이브 적극 활용하기
의과대학 공부량은 상당히 많은 편이라 혼자 하려니 막막하고 힘든 경우가 많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 정상적인 대학생활이 가능했던 작년에는 수업이 끝난 후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고, 같이 밤을 새우기도 했었다. 그런데 코로나로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혼자 공부하려니 외롭고 막막했었다. 저의 경우 Jamboard를 통해서 이런 어려
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Jamboard는 이번에 조별과제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웹사이트
이다. Jamboard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롤링페이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작업할 수 있다. 같은 페이지에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조별과
제에 매우 유용하였다. Jamboard 사이트를 통해서 조원들과 실시간으로 작업하고 PDF
파일로 변환해 제출하는 과제가 여럿 있었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었다.
전국 모든 의대의 공통적인 수업 특성이 있는데, 바로 TBL과 CBL이다. TBL은 Team

Based Learning으로 팀을 구성하여 공부를 한다는 의미이고, CBL은 Case Based Learning
으로 환자의 증례를 보고 진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TBL과 CBL의 진행에 모두 차질이 있었는데 구글 Jamboard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구글 Jamboard를 이용해서 각자 문제를 풀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카톡으로도
물론 소통할 수 있지만, 자료나 그림 논문을 한번에 볼 수 있게 각자 정리해서 올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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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5]는 Jamboard로 작업하여 제출한 과제이다. 언뜻 보기에는
혼자서 한 것 같지만 5명이서 보기 하나씩 담당하여 문제 풀이한 것이다. Jamboard는 토론
하는 데도 유용하다. Jamboard를 통해 조원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각자 판단하는 종양의
종류와 병기가 다른 것도 독특하고 재밌었다. 현미경적 육안 소견을 관찰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내가 보는 게 맞는 건지, 다른 동기들은 어떻게 보고 판단하는지 궁금했는데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구글 Jamboard를 이용하니
카톡방[사진 6,7]을 통해서 각자 정보를 공유하고 피드백해주는 과정이 더욱 유익했다.

[사진 5] 5명의 조원들끼리 jamboard로 완성한 문제풀이

[사진 6] 조별과제 카톡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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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조별과제 카톡방(2)

[사진 8] Case Based Learning 예시 문제

[사진 9] CBL 문제풀이 후 친구와 공유

구글 드라이브는 자료를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드라이브이다.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여 친구들과 공부자료를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각자 수업 들으며 필기한
자료를 업로드하고, 서로의 필기를 보면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사진 8, 9].
게다가 교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을 필기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각자 파트를 정해 분담해서 꼼꼼히 필기하고, 공유하면 큰 도움이 된다. 강의록에
정성껏 필기를 하여 구글 드라이브나 단톡방에 올린다. 다른 친구들은 자기의 필기와
비교해보면서 빠진 부분을 채울 수 있다. 자기가 필기하기로 담당한 강의를 책임감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을 수 밖에 없다. 친구들의 공부 흔적을 보면서 공부 자극도 된다. 또
수업을 듣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친구들과 공유해보면 좋다. [사진 10]과 [사진 11]는
동기들이 필기를 업로드하는 구글 드라이브 사진과 각자 꼼꼼히 필기한 흔적이다.

[사진 10] 구글 드라이브에 자신의 필기본을 업로드하여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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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필기 예시

2. 전공과 연계된 온라인 사이트 활용 및 교수님, 학교 자원 활용하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학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집에서도 해부학, 조직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부학 영상과 조직학 해설 영상사이트를
제공하는데, 학교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러한 유익한 자료들이 많다. e-anatomy,

e-histology 라는 사이트인데, 인체의 구조를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고 해부하는 전
과정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이다.
학생 개인이 구독하기에는 값이 비싸 학교에서 단체로 구독을 하고 있는데, 비대면
학습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Atlas 라는 유료 해부학 3D 어플도 도서관을
통해 다운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우리 몸은 3차원이라 강의만 듣고는 바로 이해하기
힘들다. 직접 해부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해부학 어플을 이용
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사진 13]은 해부학 어플을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이다.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설명도 상세하게 되어있으며, 내가 구조물을 넣고 뺄 수도 있고,
횡단면을 관찰할 수도 있다.
또한 교수님께서도 정말 많이 도와주셨다. 수업 자료를 미리 pdf 파일로 교수학습지원
시스템에 업로드 해주셨다. 그리고 학습하는데 필요한 병리 slide를 정리한 사이트 주소를
공유해주셨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습하였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실제로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었겠지만 학습하는 데 무리는
없었다. 만일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교수님, 행정실에 적극적으로 건의해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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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교수님께서 언제든지 질문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을 통하거나, 강의 유튜브 주소로
들어가 댓글을 남겨 달라고 하셨다. 염증 과제를 하면서 병리 현미경 slide를 볼 일이
많았는데, slide를 확인하다 궁금한 점이 많았다.

[사진 12] e-histology 사이트 학습사진

[사진 13] Atlas 해부학 어플 학습사진

병리 slide를 보면서 궁금한 질문들을 word 파일로 문서화하여 정리하고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다. 교수님께서 파일을 확인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다. 또 실험을
직접 못해 아쉬운 학생들은 학사 일정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교수님을 찾아뵈면 따로
실습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다. 직접 뵙지 못해 아쉽지만 어떻게든 학생
들의 공부에 차질이 없도록 힘쓰시는 모습이 정말 감사했다. [사진 14]는 내가 직접
교수님께 메일로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답변받은 기록들이다.

[사진 14] 교수님께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답변받은 word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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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고의 참고서 Youtube 활용하기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대부분의 시간은 Youtube를 하며 보낸다. Youtube는
다양한 동영상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이나, 우리의 시간을 무섭게
잡아먹는다. 흔히 Youtube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만 찾아봐도
비슷한 영상을 알아서 추천해준다. 이 알고리즘에 빠지면 최소 3시간은 훌쩍 지나가버린다.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유튜브지만, 원격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양질의 수업 보조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는 것 또한 유튜브이다.
흉수 천자와 흉수 배액술의 차이가 뭔지, 정확히 어떻게 시행하는 건지 잘 몰랐었는데

Youtube에 thoracentesis를 검색하면 각종 해외 의대, 병원에서 시행하는 실제 흉수천자술
영상이 상세하게 나와있다. 또한 각종 병에 대한 기전과 해부, 생리 영상을 정리한 의학
채널과 실제 수술 영상도 많다. 무수한 지식이 담긴 곳이니 잘 활용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된다.
공부와 오락을 구분하기 위해 Youtube 계정을 두 개 만들었다. 공부 계정으로는 절대
공부 외 다른 영상을 보지 않는다. 공부 관련 영상만 계속 시청하면, Youtube도 알아서
내게 유익한 영상을 추천해준다. 현재 여러 유용한 의학 채널들을 구독하고 있는데 설명
이 매우 자세하고 애니메이션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수업시간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사진 15]은 내가 가장 자주 보는 의학 애니메이션
채널이다.

[사진 15] Youtube 의학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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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Youtube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모습

Ⅳ. [변화를 이끄는 주동자 ]
대면수업만큼의 효과를 내기 위한 마음가짐과 노하우들을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예과 2학년을 4.12/4.5라는 만족스러운 성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성적장학금을
받았다. 번 원격수업을 통해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스스로 마음만
굳게 먹으면 환경에 쉽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뚝심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원격수업이여서 오히려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더 긴장했고, 더 간절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 강의를 듣기 힘든 날도 있었지만 늘 목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제 1 목표를
이루었고, 제 2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나아갈 것이다.
더이상 코로나라는 핑계는 대지 못한다. ‘원격수업이라 집중이 안된다, 공부가 힘들다’
불평할 동안에도 누군가는 묵묵히 공부에 정진하고 있다. 과도기에는 누구나 혼란을
겪지만, 그 시간이 짧은 사람이 결국 목표를 이룰 것이다. RNA바이러스 특성상 변이가
매우 빨라 완전한 백신 개발이 쉽지 않고 완벽한 치료가 어렵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이
러스의 변이속도보다 더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학습 형태도
많이 바뀌었다. 변화를 이끌 주동자가 될 것인지, 수동적인 방관자로 사라질 것인지는
개인에게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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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실험을 위해 가상현실로 뛰어들다!
김승주 (포항공대)

응모 주제 ❚ 비대면 수업 방식
먼저 저는 포항공과대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김승주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기
존의 비대면 수업 방식과 다르게 독특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
하여 이 공모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실상 2020년부터 원격교육이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줌
이나 웹엑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수업하는 비대면 실시간, 녹화 강의는 아무
래도 화면상으로 수업을 듣고 소통하니 집중도도 떨어지고, 학습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
았습니다. 사실상 코로나가 저희 공학 대학교육의 핵심인 대면 실험 학습을 일시 정지시
켜 학교 측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는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장소의 제약 없이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을 고안해내었습니다. 바로 VR을 활용하여 수업을 수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실제로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전자전기공학과 김욱성 포스텍 교수님이

2020년 2학기부터 VR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획하셨습니다. 이후 VR 기기를 활용한
수업 콘텐츠 개발도 시작하셨고, 학교 측에서는 약 1억 4000만원을 들여 신입생 320명
전원에게 VR 기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로써 신입생들에게 포스텍의 새로운 원격교
육 시스템을 도입할 준비를 마치고 실제로 ‘일반물리실험1’이라는 과목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텍 물리학과가 VR 프로젝트에 합류하여, 실험 수
업 영상을 360도 카메라로 조교들의 실험 장면을 촬영하여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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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학술정보관 5층에서 신입생이 VR 기기를 착용하고 수업을 듣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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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사용된 VR 기기인 오큘러스 퀘스트 2의 특징은 바로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되
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 컨트롤러가 손에 딱 잡히도록 하여, 실
제 실험 도구를 만지고 실험을 진행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한 VR을 착용하면
가상현실만이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이 또한 기기의
특성상 안전거리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가상현실 모드
가 해제되기 때문에 안전성도 챙긴 원격교육 기기로 적합했습니다.

‘일반물리실험1’과목뿐만 아니라 ‘일반물리1’과목에서도 이 VR 기기를 활용한 원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DEMO 영상을 360도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VR 기기로 시청한
다면, 실제 눈앞에서 실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수업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VR 기기를 활용하여 수업을 수강한 수강생으로서의 생각은 한
마디로 정말 과학기술의 발전이 놀랍고 이러한 원격교육 방법을 생각해 낸 학교에게 너
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360도 카메라를 사용하니 실제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고 실험 영상에서 나타난 실험 과정에 대한 집중도도 훨씬 높아져, 이후에 홀로
실험 키트를 가지고 실험할 때 어려움 없이 VR로 본 영상을 떠올리며 실험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DEMO 영상을 보는데 있어서도 훨씬 집중하며 시청해서, 학습 효과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장
려
상

<학교에서 ‘일반물리실험1’과목 수강을 위해 보내 준 실험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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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희 학교는 앞으로 새로운 과목들에도 이처럼 VR 강의를 적용할 계획이 있다
고 밝혔습니다. 실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들에서도 VR이 활용될 수 있기에 전망이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을 다루고 방사성 물질을
다루기에, 사람이 잘 들어가기 어려운 원자로 내부를 VR을 활용해 실제 그 장소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 업체가 만드는 영상을 활용
해야 하기 때문에, 산학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코로나 이
후에도 첨단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비대면 교육 실험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 있다고 합
니다. 이는 위의 교육 효과들뿐만 아니라 장소적 제약이 있는 지방 대학들이 지역적 한
계를 뛰어넘고, 영상은 다시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실습에 특화된 대학
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조선일보, 포스텍 신입생 전원 가상현실서 수업>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
/2021/04/24/OR4VENHFRNGS5CFQFEHCO4D354/,
<postech 대학소식, 이것은 가상인가? 현실인가? VR·AR·MR 실현된 POSTECH강의실>
https://www.postech.ac.kr/%EC%9D%B4%EA%B2%83%EC%9D%80-%EA%B0%
80%EC%83%81%EC%9D%B8%EA%B0%80-%ED%98%84%EC%8B%A4%EC%
9D%B8%EA%B0%80-vr%C2%B7ar%C2%B7mr-%EC%8B%A4%ED%98%84%
EB%90%9C-postech-%EA%B0%95%EC%9D%98%EC%8B%A4/,
네이버 카페 <이공계의 별>

https://cafe.naver.com/kong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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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

• 비대면 상황에서의 5단계 플립러닝 운영

김민회

• 비대면 실시간 수업에서 채팅창, 소규모회의, 협업플랫폼 Miro를
활용한 참여와 몰입, 그리고 집단지성 발현 촉진사례

류수영

• 경계를 넘는 하이브리드 강의: 서남권 대학 실시간 공동강의

문만용

•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원격교육 이야기: 원격교육의 시작,
개선에서 학습자 주도형 교육에 활용하기까지

엄인철

• 구글 G-suite를 활용한 실시간 양방향 학습주도 및 참여형 수업

윤희재

• 대학교육에서의 하이플렉스(Hyflex)수업 사례

한송이

• 효과적인 비대면 수업 ‘NeMo Class’

전미현･현민영･정재희

• 디지털 신대륙에도 대학은 존재한다.

정재현

• 최고의 지원보다 최선의 지원으로

홍진헌

• 한림AI-AL(인공지능적응형학습)

홍수현

• 3-Way 하이브리드 실험실습강의시스템 구축을 통한 뉴노멀
블렌디드 교육 혁신

신금수·김동식

• 대학 간 공유교육 확산을 위한 HY-LIVE 교육 플랫폼

오수혁

• 데스크탑 클라우드 서비스 DaaS(Desktop-as- a-Service)를
통한 원격수업 지원 사례

이윤구

• 메타버스를 통한 순천향대학교 ‘피닉스 열린 강좌’교육 콘텐츠
개발 사례

이종찬

•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표준 모델

강성민･황은영

• 온택트 시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스마트 원격교육 학습법

김동윤

• 원석을 다듬는 보람 - 원격수업의 장점 찾기

김나은

• 4.5 여행으로 함께 떠나요!

손다빈

• 소설 ‘삼대’를 각색한 막장드라마 제작 및 마인크래프트로의 구현

이병민

비대면 상황에서의 5단계 플립러닝 운영
김민회 (한밭대)

응모 주제 ❚ 혼합형강의운영
<요약>
○

목적: 비대면 상황에서 체계적인 5단계 플립러닝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와 중하위권 학생의 성취도 향상을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성: 준비-셀프학습-실시간 수업 준비-실시간 수업-복습 활동의 5단계로 구성함

1) 준비 단계: 교수자가 녹화동영상, 수업자료, 셀프학습문제 업로드
2) 셀프 학습 단계: 학습자가 녹화동영상을 이용하여 스스로 학습
3) 실시간 수업 준비 단계: 학습자가 셀프학습문제를 통하여 학습을 확인하고
질문올리기. 교수자는 학습자의 셀프 학습을 통하여

4) 실시간 수업 단계: 교수자와 학습자는 질의응답 중심의 실시간 수업에 참여
5) 복습 활동 단계: 퀴즈나 숙제를 통한 복습 활동
○

○

과목별 추가 구성:
―

실험 수업: 셀프 실험 키트와 실험 동영상 제시

―

발표 중심 수업: 단계별 피드백과 평가

―

이론 중심 수업: 보충 강의 동영상 제시 및 심화 셀프 학습 문제 제시

성과 / 활용: 작은 학습활동이라도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강의설계를 통하여
―

중하위권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

입

―

비대면 상황에서의 실험 수업 성취도 향상

상

―

전반적인 수업 질 향상

―

확산 및 시스템화를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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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배경:
○

교수의 역할은 지식의 효율적 전달자이자 창의적 사고의 촉진자

○

기존의 교수가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교육을 뒤집어서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고
교수가 도와주는 플립러닝과 같은 혁신교육법은 창의적 사고의 촉진은 가능하지만
중하위권 학생의 성취도 저하가 심화되기 쉬운 학습법임

○

특히 비대면 상황에서는 학습자와의 인격적 관계 형상이 어렵기 때문에 동기 부여가
어려워져서 중하위권 학생의 성취도 저하가 더욱 심화되기 쉬움

○

아래 그림은 대면 수업이 진행되던 2019년 1학기와 비대면 수업이 처음으로 시행
된 2020년 1학기의 전자기학 수업의 성적분포도로 전체적으로 중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늘어남

2. 목적:
○

이러한 비대면 상황에서 체계적인 5단계 플립러닝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능동적
수업 참여를 통한 전반적인 수업의 질 향상과 중하위권 학생의 성취도 향상을 이
끄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방법적으로는 학습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계인 셀프 학습 단계에서 학생
들이 능동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가장 중시함

○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한 학기 동안 학습자가 퀴즈라는 작은 목표를 순차적으로 해
결해 나가면서 한 학기동안의 큰 학습활동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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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5단계 플립 러닝
○

적용 수업 정보:
―

아래 표와 같이 학기당 4~5개의 공학분야(전기전자)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
목들에 적용함

―

○

이론+실험 혼합 교과3~4개, 이론 교과 1~2개에 적용함

5단계 플립러닝의 구성:
―

아래 표와 같이 5단계(준비-셀프학습-실시간수업준비-실시간수업-복습활동)로 이
루어진 플립러닝을 구성함

―

일주일 단위로 5단계를 반복적으로 적용함

―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을 제외한 모든 주에 적용함

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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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세부 사항
○

1단계: 준비 단계
―

녹화 동영상, 수업자료를 최소 1주전에 업로드

―

퀴즈 초안 제작

―

셀프학습문제 업로드

―

실험수업의 경우에는 셀프실험키트 배포
⇒ 1단계의 핵심은 전체적인 강의 준비를 완성하는 것

○

2단계: 셀프학습 단계
―

학습자는 녹화 동영상을 시청하며 학습

―

실험수업은 아래 그림처럼 실험을 자세히 진행하는 실험 동영상이 제시되고 학
습자는 미리 배포된 개인 셀프실험키트를 이용해서 실험동영상을 보면서 따라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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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 동영상 시청시 집중력 강화를 위해서 질의응답 올리기와 퀴즈 시행을 염두에
두고 시청하도록 함. 학습자에게 실시간 수업 전날까지 녹화동영상 시청을 완료
하도록 요구함
⇒ 2단계의 핵심은 학생들이 녹화동영상 수업을 시청할 때 집중해서 능동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3단계: 실시간 수업 준비 단계
―

학습자는 제시된 확인문제를 이용하여 학습함. 확인문제는 아래 그림의 예시와
같이 간단한 단답형의 문제들 위주로 출제되고 5단계의 퀴즈는 숫자만 바뀌는
정도로 출제하여 학습자가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학습문제를 풀어 보면 퀴즈 문제도
풀 수 있다는 확신을 줌. 즉, 약간의 학습이라도 보상이 되도록 함

입
상

―

학습자는 위의 그림처럼 동영상 수업, 확인문제와 연관된 질문을 의무적으로 하
나 이상 올림. 이 또한 학습자의 능동적 셀프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임.

―

질문은 실시간 수업 전날까지 올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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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자는 질문을 정리하고 분류하여 실시간 수업 자료 제작
⇒ 3단계의 핵심은 셀프확인문제 풀이와 질문활동을 통해서 녹화동영상 시청에
서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고 확인하는 것

○

4단계: 실시간 수업 단계
―

ZOOM을 활용하여 진행 (40분 정도 진행)

―

교수자는 사전에 질의된 질문들을 답변하는 것 위주로 실시간 수업

―

필요시 해당 분야 실무 환경이나 주요 이론 설명 추가

―

아래 그림(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은 일부 삭제되었음)처럼 질문 옆에 해당
질문을 한 학생의 이름을 기입하여 해당 학생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 유도

―

학습자는 본인 얼굴이 명확히 나오도록 카메라를 키도록 요구됨

―

학생들의 질문들은 일반적으로 5~10개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음. 즉 여러 학생의
질문을 한 번에 답변할 수 있음. 이로 인해서 개별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면서도
다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음

―

학습자는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통하여 본인의 학습내용을 강화시킬 수 있음

―

학습자는 긴 시간동안 질문을 준비할 수 있고 교수자는 답변을 체계화하고 여러
사람의 질문에 동시에 답변이 가능하여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부담이 적은
효과적인 방식임
⇒ 4단계의 핵심은 학생들이 질문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학습내용을
강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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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복습 활동 단계
―

교내 LMS로 퀴즈 진행 (10~15분 소요). ZOOM을 활용한 시험 감독

―

문제의 수준은 주요 개념 확인을 위한 단답형, 객관식 문제로 출제함

―

문제의 내용은 셀프학습문제에서 약간 변형된 정도로 출제

―

퀴즈 직후 성적 즉시 공지

―

학생들의 답안 오류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재채점 및 피드백 제공

―

상위권 학생 독려를 위한 수업 단톡방 공지

―

복습활동을 숙제로 진행할 수 있음. 그러나 숙제로 진행할 경우 추가적인 채점
업무가 교수자에게 부과되고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과목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나 교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푸는 퀴즈가 학습을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선호됨
⇒ 5단계의 핵심은 복습활동을 통하여 학습자의 학습을 점검하고 완성하는 것

3. 교수자-학습자 상호작용 및 수준별 학생 독려 방법
○

○

수업 중 피드백
―

의무적인 질문 올리기와 실시간 수업에서의 피드백

―

실시간 수업 후 개인적인 질문 및 상담 진행

수업 외 피드백
―

수업 단체 채팅방 운영 (학기 수업 1주일 전부터 운영)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
하는 카카오톡을 이용

―

아래 왼쪽 그림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후 LMS를 활용한 설문조사

―

긴급한 사안은 교수자에게 아래 오른쪽 그림처럼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도록 함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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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하위권 학생의 독려 방법
―

퀴즈에 매우 쉬운 문제를 출제하여 간단한 학습으로도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반
드시 제시

―

초반 2주간 퀴즈에서 최하위권인 학생은 실시간 수업 후 면담

―

3단계에서 올리는 질문의 질이 매우 떨어지더라도 충실히 반복적으로 답변

―

동영상 수업을 듣고 셀프학습문제를 성실히 푼 학생은 퀴즈에서 80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퀴즈문제를 셀프학습문에와 유사하게 출제

○

상위권 학생의 독려 방법
―

퀴즈 만점이나 5등 이내인 학생들의 명단을 수업 채팅방에 게시

―

이론 중심의 교과인 경우 높은 수준의 셀프학습문제를 구분하여 출제하여 도전
정신 고취

―

중간/기말고사에 자유도가 매우 높은 문제 제시

4. 평가방법
○

평가 비율 구성
―

중간고사:20, 기말고사:30, 출석:10, 프로젝트:20, 실험보고서:10 정도로 구성

―

비대면상황에서 프로젝트와 실험 참여를 독려하고 공정성 확보가 부족할 것을
대비하여 관련 내용을 기말고사에 다수 출제

―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비대면으로 시행할 경우 2단계로 실행
• 1단계: (단답형/객관식) 쉬운 다수의 문제를 짧은 시간 동안 풀이
⇒ 중하위권 학생의 학습 독려 및 성취도 평가
• 2단계: (서술형/자유형) 어려운 소수의 문제를 긴 시간 동안 풀이
⇒ 사고력과 창의성 평가. 상위권 학생의 학습 독려 및 성취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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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를 명확히 제시

5. 과목별 특수성 반영
○

실험이 포함된 교과 (예:전자회로 및 실험)
―

셀프 실험 키트를 제작하여 1인 1키트가 배정되도록 준비

―

아래 사진처럼 실험 모습을 동영상으로 자세히 제시

―

조원간 토의가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수업에 관한 동영상 시청은

3주 이상의 시청시간 배분
⇒ 비대면 실험 수업의 핵심은 학습자 혼자서 스스로 실험을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프로젝트 발표가 중요한 교과 (예:반도체소자공학) : 발표는 ZOOM으로 진행
―

중간고사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

―

대면수업보다 적은 조별 인원 (예: 대면수업시 3인1조 편성이라면 비대면에서는

2인1조)
―

단계별 지도: 주제선정 --> 개요 --> 핵심 파악(PPT4장) --> PPT 50% --> PPT

80% -->본 발표의 6단계과정을 통하여 발표의 질을 향상
―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다른 조에 대한 평가 실시 및 기말고사 관련 내용 출제
⇒ 비대면 프로젝트 발표의 핵심은 단계별 지도로 발표의 질을 높여서 다른 조의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

○

이론 중심 교과 (예:전자기학)
―

중하위권 학생을 위한 추가 설명 동영상 제공

―

아래 그림처럼 상위권 학생을 위해서 셀프학습문제에 고수준의 서술형 도전
문제를 따로 제시
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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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1. 학생 성취도 향상
○

작은 학습활동이라도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5단계 플립러닝 강의 설계로 셀프학습
시간의 집중도를 높이고 피드백을 강화하여 다음과 같은 학습 효과를 얻음
―

비대면 상황에서 흔히 나타나는 중하위권 학생의 학업 성취도 하락 방지

―

대면 수업에 근접한 학업 성취도 달성

―

전반적인 수업의 질 향상

2. 확산 및 시스템화를 위한 관점
○

단계적 플립러닝의 적용
―

처음 플립러닝을 적용하는 교수자가 위에 제시된 모든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고난이도의 업무임. 따라서 녹화동영상, 퀴즈, 셀프확인문제, 녹화동영상 교체 및
추가, FAQ동영상 제작의 순서로 학기별로 하나씩 추가해 나간다면 큰 업무부담
없이 성공적인 플립러닝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대면 환경으로의 전환 이후의 플립러닝의 적용
―

비대면 5단계 플립러닝은 대면환경으로 전환되더라도 실시간 수업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면 그대로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따라
서 현재의 플립러닝 적용은 단순히 지금의 단기적인 상황에 대한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식의 전달과 창의력의 촉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수
단이 될 것임

○

본 내용을 가지고 소수의 대학에서 세미나를 진행해본 결과 플립러닝과 같은 혁신
교육법의 운영 사례를 알기 원한다는 교수자들의 요구가 있었음. 특히 실험이
필요한 공학계열 쪽에서는 더욱 많은 요구가 있었음. 따라서 이번 공모전과 같은
사례 확산이 매우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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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주제 ❚ 최신 에듀테크 활용과 혼합형 강의 운영
Ⅰ. 서론
1. 배경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COVID-19가 교육현장에도 예외 없이 도전적인 과제들
을 던지고 있다. 높은 전염성과 치사율로 인해 원천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집합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동영상 강의 또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형식의 비대면 교육이 일반적인
교육형태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비대면 강의의 가장 큰 이점으로 거리 및 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사실을 부인하
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특히, 동영상 강의는 수강생의 입장에서는 반복해서 수강할 수
있다는 이점을 제공하고, 강사의 입장에서는 한번 녹화한 자료를 여러 분반/여러 학기
재사용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강의는 전통적인 강의방식의 한계점으로 종종 언급되는 일방향 학습법의 문제점을 고스
란히 내포한다.
강사 중심으로 제작된 동영상 강의는 교수가 미리 준비한 학습 내용을 학생들의 학습
동기, 학습능력, 참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의하게 되고, 수강생은 주입
식으로 제공되는 내용을 범주화, 저장, 인출하는 일련의 정보처리 과정을 반복적으로 처

입

리하게 된다. 특히, 동영상 강의 제작에 익숙지 않은 교수자가 만든 동영상 강의는 학습

상

내용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달하는 것에 한계점을 지니게 되고, 이는 곧 학생들의 학
습 흥미와 몰입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학생들의 수학능력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식을 유형화하고 저장하여 잘 기억해내는가-객관식 문제의 경우에는 재인

(recognizing) 능력을, 주관식 문제의 경우 회상(recalling) 능력으로 평가하게 된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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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으로 운영되는 강의는 학습형태가 대면/비대면으로 바뀌었을 뿐 교육목표와 교수
법이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
전통적인 교수법의 한계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점은 비판적 사고능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협력적 문제해결역량을 지닌 인재양성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2010년 서울
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을 향해 “질문
있습니까?”라고 여러 차례 기회를 제공했지만 끝내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G20 정상회의 폐막식에 초대된 한국 기자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기관에서 선발된
소위 말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엘리트들이다. 그리고 기자라는 직업이 질문하는 것이 주
요 과업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일화는 더 충격으로 와 닿는다.
한국 기자들은 왜 개최국의 프리미엄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질문
기회를, 그것도 재차 주어진 기회에 침묵으로 반응했을까? 이에 대한 해석은 그리 간단
하지 않다. ‘침묵은 금이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등에서 드러나는 사회문화에 원인을
귀결할 수도, 단기간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재를 대량 생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택된 주입식 교육의 폐해로 해석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질문이 결여된 상황이 비단 특정 상황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 깊은 문제의식과 ‘왜’라는 질문이 결여된 채 모범답안만을 강조하는 교수법과 학습
법이 정작 자기주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못하는 불완전
한 인간을 양성하고, 급기야 대학에 진학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wants), 욕망하고

(desires), 필요로(needs)’하는지에 無知한 청년을 양성하고 있다는 자괴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입식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 이점이다. 특정 정보, 지식을 단시간에 많은 사
람에게 전파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동시에 매우 효과적인 교수법이다. 반면에 건설적 비
판, 창의성, 협동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리더십 함양을 방해하는 교수법으로 자주 비
판받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교수법으로 자발적 참여, 협업 등에 초점을 둔 팀 학습

(team based learning: TL), 비구조화된 문제를 기반으로 창의적·협력적 참여 활동에 초
점을 둔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 건설적 비판능력과 적용에 초점을
둔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FL), 그리고 최근에는 교수법들간의 융합(예, 가상커뮤
니티를 활용하여 PL과 FL을 결합한 교수법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전통적인 교수법이
교수자가 처음부터 문제와 모범답안을 안내하는 반면에, 학생의 참여가 중심이 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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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교수법은 학생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왜’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
통적 교수법과 차별된다.
2. 목적

‘경영과 사회’라는 매년 2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을 2016년부터 강의하였다. 실제 상
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구조화된 문제를 매개로 수강생들의 참여와 협업, 그리고 현업
에서의 적용방안 등을 탐색하도록 설계하여 운영하여왔었다. 본 사례는 비대면 교육이라
는 제약상황에서 어떻게 수강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교
수자-학생, 학생들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협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퍼실리테
이션(facilitation) 할 것인가? 라는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화상회의 앱(Zoom)에
서 지원하는 소그룹 활동과 Miro라는 웹기반 협업도구를 활용하여 참여와 몰입 그리고
집단지성 발현을 통해 비대면 수업만족도 제고(提高)를 검토하였다.

Ⅱ. 본론
1. 계획
(학생들의 참여 유도 및 측정)

대면 수업에서 중요한 학습수행평가 지표였던 발표 및 토론을 비대면 수업에서 적용
하기 위해 채팅창. 소집단회의. Miro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수업몰입 및 참여
정도를 측정하였고, 이를 학생들에게 공지하였다.
채팅창을 통한 소통은 학생들이‘문자’형태로 자신의 생각, 느낌, 의견 등을 표현하는데
매우 익숙하다는 점과 비대면 수업에서 학생들이 동시에 마이크를 켤 때 발생할 수 있는
소리가 겹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작성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강생들의 참여
도를 확인하는데 활용 하였다.
소집단회의는 4명 내외로 구성하여 처음에는 10분 내외로 주어진 시간 내 토의가 가
능한 주제에서 시작해서 15주 끝날 때쯤에는 20분 정도 토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토의주제별 대화에 참여하는 학생수와 시간, 그리고 토의내용의 깊이를 관찰(집단
내 활동 관찰), 다른 집단의견에 대한 피드백/공감/비판 등 전체 수준의 활동 관찰(수업
전체 수준 활동 관찰) 하였다.

비대면 실시간 수업에서 채팅창, 소규모회의, 협업플랫폼 Miro를 활용한 참여와 몰입, 그리고 집단지성 발현 촉진사례 (류수영) ∙ 125

입
상

제1회 대학 원격교육 우수사례집

Miro를 통한 협업은 특정 주제에 대해 전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때 활용하였다.
통상적으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생각/느낌/의견 등을 질문하면,

G20 정상회의 폐막식에 초대된 한국 기자들처럼 침묵으로 일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출석부를 확인해서 학생의 이름을 호명하고 질문하지 않으면 자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웹기반 협업도구 Miro는 커뮤니케이션의 독립성을 보장해줌으
로써, 즉,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없이 자신의 생각/느낌/의견을 자유롭고 진실되게 포스
트잇, 화살표, 도형 등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돕는다. 그리고 단순나열된 내용들을
스스로 유목화(grouping)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전체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과정
(채팅창을 통한 참여 활동 예시)
○

강의주제: 집단의사결정의 함정과 집단사고

○

강의안

○

채팅창을 통한 학생참여 예시:
00:16:33

201904137 어X훈:

집단은 책임이 분산되는 것 같습니다

00:19:06

201901559 강X:

니부어의 "도덕적인 개인과 이기적인 집단" 이라는 책에 대해 예전에 고등
학교 윤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는데, 그와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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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54

201900877 김X하:

착할 선 자입니다!

00:21:00

201704025 양X혜:

善 맞습니당!!

00:22:10

201801580 유X성:

이전 수업 시간에 양지혜 학우님께서 언급하셨던 '침묵의 나선이론'도 집단
의사결정의 함정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23:14

201701498 백X은:

윤리적 문제 등 주관성이 개입되다보니 침묵의 나선이론과 같은 효과로,
소수가 침묵하는 현상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00:25:13

201500503 이X효: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나치 사례를 잘
표현한 사상인 것 같습니다.

00:25:24

201900877 김X하: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상황에서 다수로부터 받는 동조의
압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00:25:42

201401553 길X건:

더욱이 카리스마 있는 독제적인 리더의 존재로 인해 더더욱 집단사고가 발
생한 것 같습니다

00:26:19

201701498 백지은:

이미 성립된 조직문화의 영향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00:26:25

201801580 유X성:

실제로 '침묵의 나선이론'을 주장한 노엘레 노이만도 나치의 선전성장관이
었던 괴벨스와 같이 일을 한 뒤 '침묵의 나선이론'을 주장하게 되었다고 알
고 있습니다.

00:29:18

201801580 유X성: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All for one, One for all)

00:35:34

201901559 강X:

네!

00:35:34

201900877 김X하:

넵

00:35:57

201901559 강X:

천서진과 주단태입니다

00:36:17

201900877 김X하:

자식을 위함이라고 정당화합니다

00:36:46

201401553 길X건:

교수님 혹시 개인 또는 집단이 처음 자신의 의사결절이 잘못되었음을 알아도
자신의 최초 주장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몰읩의에스컬레이션' 현상
이 집다사고로 인한 현상으로 볼 수있을까?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00:37:03

201401553 길X건:

몰입입니다ㅠㅠ

00:40:08

201401553 길X건:

아 넵넵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00:44:46

201901559 강X:

신천지도 집단사고의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략>

01:20:15

201701498 백X은:

네 침묵은 결국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다수의 편을 들어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01:22:26

201401582 김X철:

지명반론자법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01:22:41

201901559 강X:

요나스라는 학자도 최악의 상황을 항상 가정하는 공포의 발견술을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 그점이 저 허조라는 인물과 닮은것 같습니다.

01:22:54

201900877 김X하:

세종도 세종이지만 허조도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조라는
체제에서 반대의견을 내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꾸준히 의견을 제
시했던 점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1:24:12

201904137 어X훈:

조직 내 레드팀의 역할을 허조가 맡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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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01:29:29

201401553 길X건:

아 그런 세부사항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는데 새로이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ㅎㅎ

01:29:46

201901559 강X: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집단주의적 사고에서 탈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거로군요.

01:31:25

201801580 유X성:

그럼 이미 집단사고를 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브래인스토밍 등 아이스 브레
이킹을 도입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 것인가요?
<중략>

01:33:31

201900877 김X하:

이미 집단사고가 형성된 집단에서는 오히려 자유로운 의견 제시보다 반대
되는 의견을 하나씩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01:33:40

201801580 유X성:

감사합니다!

(소집단 활동을 통한 참여 활동 예시)
○

토론과제-은퇴를 고려 중인 그룹의 총수, 경영권은 누구에게?

○

강의안

○

절차: 소집단구성→20분 이내 집단토의→소집단토의 종료 후 전체집단으로 회귀

○

소규모 집단토의 결과를 전체 학생들에게 공유 예시
―

mp4파일로 , - 경영권은 누구에게_소규모 토의 결과 공유예시1.mp4
- 경영권은 누구에게_소규모 토의 결과 공유예시2.mp4
- 경영권은 누구에게_소규모 토의 결과 공유예시3.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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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o를 통한 참여 활동 예시_지배구조의 우위성)
○

협업주제: 경영지배구조의 우위성을 리더십, 조직운영, 사회참여, 부와 권력, life

cycle의 측면에서 수강생 본인이 평소 옹호하는 지배구조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
○

절차: Zoom 채팅창에 miro 접속 url 공유→ 수강생: 포스트잇 등을 통한 참여 활동

(+종료 전 timer 5분 설정)→ 수강생: 단순 나열된 내용을 grouping

(miro 활동 후 줌 채팅창에 게시된 글)
201900xxx 김00:

이렇게 다같이 하니까 더 가시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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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1. 성과

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처음 시도할 때 많은 우려가 있었다. 일례로,
줌 수업에서 교수는 강의하는 틈틈이 수강생 접속 수락과 채팅창 메시지 확인, 그리고
미러링(mirroring) 문제해결 등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온라인수업 도구 사용과 관
련된 멀티기능에 익숙해야 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관련 도구 사용의 미숙함이 학생들
의 수업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 달라진 수업환경에 대한 불만이 제
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첫 학기가 끝날 때까지 전전긍긍하였다. 또한, 갑작스러운 비
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미처 온라인수업 수강 관련 도구를 마련하지 못한 학생
들의 수업참여권을 박탈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컸다. 대학교육이 1년 반 동안 비대면
으로 진행되면서 교수-학생 사이, 학생들간 rapport를 형성하는 방법을 찾아갔다.
가. 소통과 rapport 형성

비대면 강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수-학생간의 수업관련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
기 위해 사이버캠퍼스 공지사항, 문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수업 중에 매주

1회 이상 사이버캠퍼스 방문을 통한 공지사항 확인할 것과 공지사항에 글을 올릴 때마
다 문자안내도 동시에 하여 학생이 수업관련 안내를 사전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
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수업내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강의 중에라도 생각나는
아이디어나 질문, 의견, 자료 등이 있으면 채팅창에 공유하도록 하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사이버캠퍼스가 오래전에 구축되어 있고, 학생들이 자유게시판을 활
용하여 의견이나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비대면 실시간 수업을 통해 교수-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 노력은 신뢰 구축에 기
여한 듯하다.
수강생들이 ‘강의를 듣는 중’, ‘소규모회의 중’, ‘미로 협업 중’에 자신이 찾은 자료들
을 공유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소규모회의에서 학생들간에 주어진 주제로 토론
하는 시간이 점차 길어졌다. 또한, 다른 학생의 발언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글이 수업시간 채팅창에 다수 확인되었고, 다른 학우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도 공감
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세련된 매너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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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와 몰입

텍스트를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데 익숙한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 19 이전의 어떤 대면수업에서 보다 강의시간에 참여와 몰입, 그리고 학생들과의
소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였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접속 및 퇴장하면서 인
사말을 건넸고, 강의 중 즉흥 질문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잘 모르는 것은 인터넷검색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학기 초에 개설된 소집단회의에서는 리더 역할을 하는 학생 중심으로 회의가 진
행되다가 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구성된 팀원 전원이 적극적으로 주제토론
에 동참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소집단회의는 전체 학생 앞에서 발언하는 것보다는 자
기검열, 공포, 두려움, 걱정 등을 덜 경험할 수 있고, 무엇보다 4명 내외로 구성됨으로써
짧은 시간 내 또래들과의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경영학부 수업이 60~70명
으로 구성되고 교과목별 수업 진도를 맞추기 위한 강의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15주
동안 학생들간 또는 교수-학생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채팅창, 소집단 활동과 결과공유 활동을 통해 수강생들은 서로의 생각의 차
이와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었고, 참여 활동을 통해 얻
은 심리적 안정이 Miro에서 각자의 생각을 포스트잇에 표현하고 유사한 것끼리 스스로
범주화하는 활동을 통해 수업 전체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대면 수업시 학생들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의견을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하고 끝나는 대부분인 것을 고려할 때, IT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통해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평등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이를 자유롭게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입

다. 수업만족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수강생들이 느끼는 교육의 질과
만족도의 변화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면 강의 2년과 비대면 강의 3학기 ‘경영과 사
회’ 교과목의 강의만족도를 비교하였다. 다행히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학생들의 수업
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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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상호작용과 학생참여는 비대면 수업에 특화된 IT 도구들의 도움으로 인해 오히려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 경영과 사회 교과목 대면/비대면 수업만족도 비교 >
수업
운영

비대면, 실시간 수업과 학생참여 활동
(채팅/소집단 활동/Miro를 통한 협업)

대면 수업, 강의 및 토의

학기

2018
/2학기

2019
/2학기

2020/1학기

2020/2학기

2021/1학기

평점

4.31

4.47

4.35

4.79

4.41

소감

- 수업을 통해 이야기도 - 한 학기동안 좋은 수업 감사 - 타과 학생이었지만,
- 성적을 위해
해보고 많은 것을 생각 했습니다. 많이 생각하는 수 학생 눈높이에서
단순히 암기
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 업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쉽게 되도
하는 학습이
니다.
- 수업이 넘넘 챔잇구요 교수 록, 또 경영과 사회
아닌 학생이
- 경영과 사회 수업에서 님이 교수님으로가 아닌 인 가 어떻게 이뤄지
직접 참여하
줌 화상회의를 통해 이 간대 인간으로 배울 점이 넘 고 있는지 배울 수
면 생각하는 - 가장 인상
많앗어요. 만약 주변에 교수 있었습니다. 교수
힘을 기르고 깊었던 강의 론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님같은 사람이 잇다면 말 한 님 수업 내용은 저
소그룹회의까지
진행하
견문이 넓어
번 섞어보고 싶어 눈치봤을 에게 신선한 충격
였기
때문에보다
기억에
지는 수업이
정도!! 넘 즐거운 수업이었 이자 세계 경제시
남았습니다.
또한,
어느
라 정말 좋
습니다!!
스템, 노동을 너무
한
케이스에
대해서
보
은 시간이었
유익했던 수업이었
다
깊게
생각할
수
있는
한학기동안
좋은
수업감사
습니다.
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합니다!!

(2021학년도 1학기 경영과 사회 마지막 수업 채팅창 중에서 일부 발췌)
00:51:17

201801580 유X성:

교수님에게 수학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00:51:20

201701498 백X은: 경영학부: 감사합니다!

00:51:22

KANG XXXXX:

감사합니다

00:51:23

201904137 어X훈:

감사합니다~

00:51:23

201900877 김X하:

한 학기 동안 수업 감사했습니다!

00:51:28

201501551 박X희:

감사합니다!!

00:51:29

201501540 도X욱:

감사합니다.

00:51:35

201904120 김X수:

너무 아쉽네요 교수님 ㅠ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한 한기동안 너무 감사했

00:51:44

201401553 길X건:

참여도가 많이 높아서 유익했었습니다 한학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00:52:00

201801580 유X성:

미로도 협업한 결과물을 자료실에 올려주셔서 곱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0:52:14

201904136 안X정:

정말 재미있는 수업이었습니다 한학기동안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

00:52:38

201804176 김X현:

많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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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
경영학 분야에서도 최근 들어 경영이론과 응용이라는 주제로 경영학회를 중심으로 다
년간 문제제기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져 왔다. 그리고 수업환경차원에서 강의
중심에서 학생들간의 협업과 토론이 가능한 스마트강의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
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운이 좋게도 경영학부는 충남대학에서 진행하는 스마트강의실
환경구축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일체의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의 스마트강의실을 구축하는데 수천만 원을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학기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통해 값비싼 스마트강의실이 없어도, 토론용 책상과 보조
용품이 없어도, 즉, 강의실 환경에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학생들의 교과 내용과 수
업에 대한 흥미, 참여, 몰입을 이끌어내는데 온라인기반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이며, 이
는 직무교육에서도 적용해볼 수 있다.
다만, 현재 대학마다 구비하고 있는 컴퓨터실 또는 전산실과 같은 붙박이형 기자재를
확보하고 운영하는 운영방식은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향후 보급형/학습용 패드 등과 같
이 이동이 가능한 IT 기자재를 구비하여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기별 대여하는 체계를 갖
추어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비대면 강의가 활성화되고 온라인에서 수업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검색해서 찾
아볼 수 있는 만큼 수업담당 교수는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능력보다는 ‘좋은’ 질문, 즉,

‘통찰력 있는’ 질문을 얼마나 빈번하게 하는가, 다른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에 얼마나 공
감하고 경청하는가, 문제해결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협업하는가 등 미래형 인재상에 부
합되는 기준으로 학생들의 수행능력을 평가 등 학습수행평가 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비대면 수업내용과 만족도에 대한 불만 제기를 불식시키는 방안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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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넘는 하이브리드 강의:
서남권 대학 실시간 공동강의
문만용 (전북대)

응모 주제 ❚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Ⅰ. 머리말
최근 대학 간의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학령 인구의 감소, 양
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증가 등의 환경 변화에 대학도 새로운 시도로 적응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지역의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공동 교육과정을
구축하여 각 대학의 독특한 강좌를 공유함으로써 국립대학 교육의 비효율을 줄이고 협
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1학기부
터 시작된 “서남권 대학 실시간 공동강의”라 할 수 있다.
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한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남대학교가 국립
대학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상호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고
각 대학이 지닌 강점 분야의 강의를 교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대학교가 주관학교
를 맡아 각 대학이 공동강의(화상수업)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 대학별로 대표 강
의를 선정하여 세 학교가 공동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
게 거점국립대학이 ‘원격교육’까지 교육 방식을 확장하여 교육 대상을 늘림으로써 지역
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더 나아가 한국 대학교육에 ‘하이브리드 강의’라는 새로운 길
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남권 대학 실시간 공동강의의 하나로 2020년 1학기부터 현재까지 전북
대 주관으로 4학기째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아시아공동체의 과학과 문명” 강좌를 소

입

개하고자 한다. 이는 매주 다른 연사가, 새로운 토픽으로 특강을 진행하는 형식이며, 아

상

시아의 과학과 문명에 대한 여러 주제에 대해 다양한 정보와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수강
생들의 교양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온‧오프라인, 지역, 국가,
문‧이과 등 기존 경계의 틀을 넘는 ‘리버럴 아츠’(liberal arts) 교육을 원격으로 제공함으
로써 대학 교육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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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시아공동체의 과학과 문명
1. 강좌 개요

“아시아공동체의 과학과 문명”은 2016년 2학기에 처음 개설되었다. 일본에 기반을 두
고 있는 국제 비영리기관인 유라시아재단[Eurasia Foundation (from Asia)]의 지원을 받
아 개설되었으며, 매주 다른 연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듣는 옴니버스 방식의 수업이다.
유라시아재단은 장기적으로 유럽공동체와 유사한 아시아공동체를 설립하여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달성하자는 기치 아래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세계 여러 대학에
아시아공동체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강좌의 개설 및 운영을 후원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은 강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해당 강좌는 전적으로
담당 교수의 책임하에 운영된다.
유라시아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설된 대부분 강좌가 인문‧사회‧문화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아시아공동체의 과학과 문명”은 과학을 키워드로 내세운 사실상 첫 번
째 강좌였다. 이는 아시아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편타당한 지식체계로 간주되는
과학을 매개로 국가 간의 접점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한‧중‧일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조금씩 다른 궤적으로 보였던 아시아 여러 나라 과학의 역사를 앎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
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서 출발했다. 이 강좌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한국을 중심으로 전통시대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의 과학기
술과 관련된 여러 주제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듣고 자유로운 질문을
통해 아시아의 과학에 대한 폭넓은 교양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시대 우리
조상들의 자연에 대한 이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흥미로운 과학연구나 과학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아시아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학기술 과제에 대해 해당 전문가의 생생한
강연을 통해 아시아[공동체]의 과학기술, 과학문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

이 강좌는 기본적으로 과학사(科學史)를 바탕에 두고 있지만 과학이나 역사를 전공하
지 않은 학부 1학년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강의를 목표로 한다. 강의 내용
을 암기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수강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 시험 대
신 특강감상문, 질문‧토론 및 코멘트 참여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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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남권 공동강의 전북대 대표 강좌

“아시아공동체의 과학과 문명”은 2020년 1학기 서남권 대학 실시간 공동강의(화상수
업)가 시작되면서 전북대학교가 제공하는 대표 강좌로 선정되어 충남대, 전남대 학생들
도 원격으로 이 강좌에 참여하게 되었다. 2020년 1학기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면서 이 강좌는 현재까지 전면 실시간 원격강의 형식으로 진행되
고 있다. 하지만 이 강좌는 팬데믹과 무관하게 전남대와 충남대 학생들에게는 원격강의
로 제공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팬데믹이라는 상황에도 큰 변화 없이 안정되게 원
격강의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 계획은 세 학교 학생들이 모두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강의실에 출석하여 강의를 들어야 하며, 담당 교수와 초빙 연사는 전북대의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전북대 학생들은 그 현장에서, 다른 두 학교 학생들은 화상수업으로 강
의를 듣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현재까지는 세 학교 학생 모두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각자 “줌”으로 접속하여 원격강의로 수강하고 있지만, 대면 강의로 전환될 경우 현장강
의와 원격강의의 결합이라는 원래의 구상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림 1] 전북대 원격강의용 시설. 사진 중앙의 대형 디스

[그림 2] 원격강의 장면. 교수자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개

플레이가 반대편에도 설치되어 있어 각각 두 학
교 수강생들을 보여준다.

별 수강생과 소통할 수 있고, 수강생들은 위 사
진과 같은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듣는다.
입

서남권 대학 실시간 공동강의를 위해 참여 대학들은 우선 필요한 인프라 구축 작업을
시작했다. 전북대의 경우 지정된 계단식 대형 강의실(진수당 351호)에 원격강의에 필요
한 시설을 갖추었다. 강의 영상과 학생들의 수강 모습을 중계하기 위한 두 대의 카메라
와 영상송출 장치를 설치했으며, 카메라는 교수자와 학생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면서 촬영
을 한다. 또한 강의실 전면 중앙의 대형 화이트 스크린 양쪽에 초대형 디스플레이 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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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하여, 한쪽은 충남대, 다른 한쪽은 전남대의 강의실을 비춤으로써 교수자가 강의
하면서 세 학교 학습자들의 수강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강의 중에 각 학교
학생들이 질문을 하거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 무선 마이크 시설도 갖추었다. 세
학교 모두 강의 시간에 강의지원 인력이 함께 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에 대비
하고 있다.
외부 연사를 모시는 강의의 기본 특성상 3시간 연강으로 진행되며, 이중 90분은 연사
의 특강, 나머지 시간은 학생들의 질의와 연사의 응답, 그리고 담당 교수가 주관하는 토
론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강의 4일 전까지 스마
트학습관리시스템에 특강의 주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반드시 미리 업로드한다. 이는 부
분적으로 플립 러닝의 요소를 가미하려는 의도로, 학생들은 자료를 미리 학습하고, 강의
에서 심화된 내용을 듣고 교수에게 자유롭게 질문할 기회를 갖는다. 한국의 많은 대학
강의에서 학생들은 대체로 질문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원격강의는 현장 진행 강
의에 비해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본 강의는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수강생들의 질문이나 특강 감상문 등을 토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게
된다.
본 강좌는 [대면 강의의 경우] 매학기 2주 강의 때의 좌석을 지정 좌석으로 정해 한학
기 동안 유지하게 하고 있다. 원격으로 수강하는 두 학교의 수강생들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시스템 덕분에 담당 교수는 학생들의 출석과 수강 태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학생들과의 상호작용도 훨씬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특강
후 학생들의 질의응답시 세 학교 모두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격으로 강의를
듣는 충남대, 전남대 학생들도 동일한 집중도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질
의응답 및 토론 과정은 담당 교수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학생들
의 참여를 유도한다.
3. 원격강의의 장점: 해외 연구자의 참여

2019년까지 본 강좌에서는 학기마다 최소한 한 명 이상의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
강을 들었다. 2016년 첫 강의 때는 영국,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에서 전문가를 초빙했
고, 이후에도 일본, 대만, 카타르, 인도네시아 등 해외의 학자들을 초청하여 그 나라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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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문명에 대한 특강을 듣고 이후 한국과 해당 국가들이 과학기술을 매개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해
외 전문가의 특강이나 질의응답에는 반드시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한학기가 끝나고 수강생들이 강의에서 다룬 주제에 대해 평가를 할 때 특
히 해외 대학 유명 학자의 특강을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로 꼽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강의
내용도 관련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해외 전문가의 특강을 듣고 질문을 하는 등 자신이 해
외 학자와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해외 학자의 초빙도 어려워졌다. 하
지만 원격강의의 특성을 살려 2021년 1학기부터 해외의 전문가들을 ‘줌’이라는 원격강
의 플랫폼을 이용해 해외에서 특강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21년 1학기에는 일
본의 히로시마와 도쿄에 있는 두 명의 전문가가 특강을 진행했다. 2021년 2학기에도 일
본 도쿄의 니혼대학의 고바야시 소메이 교수를 초빙해 특강을 들었다. 그는 강의 서두에

“한일 관계가 요즘처럼 좋지 않을 때 더욱 대화가 필요하고, 오늘 강의는 한국 학생들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본 강의에 큰 의미를 부
여했다. 원격강의에서 통역을 거치는 것이 현장 강의에 비해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
고, 구미권의 경우 시간대 차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까지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활
동하는 한국인 연구자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해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처
럼 팬데믹 상황이지만 원격강의라는 본 강좌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서 해외 연구자를
수업에 초빙하는 방식은 이후에도 더욱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입
상

[그림 3] 2021년 3월 18일 일본 고마자와대학 최가영
교수(위에서 네 번째)의 강의 장면

[그림 4] 2021년 3월 25일 일본 히로시마슈도대학의
미야가와 타쿠야 교수(셋째 줄 오른쪽 끝)의 질
의응답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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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 2학기의 사례

“아시아공동체의 과학과 문명”은 기본적으로 매 학기 다른 주제의 연사를 초빙해서
새로운 주제를 다룬다. 비록 수강생들은 매 학기 달라지지만 최대한 새로운 이슈를 다룸
으로써 강좌가 포괄하는 영역을 넓히면서 참신함을 유지하려는 의도이다. 현재 진행 중
인 2021년 2학기 강좌의 경우 3개 학교에서 83명의 학생이 수강 중이며, 1학년 신입생
부터 4학년까지, 그리고 자연대, 공대, 인문대, 사회대, 예술대 등 학생들의 전공도 매우
다양하다. 진행 중인 강좌의 세부 특강 주제와 담당자는 아래와 같다.

#01 강의 소개: 아시아공동체와 과학 (9월 2일) 문만용 (전북대)
#02 한의학이 보는 몸과 마음 (9월 9일) 오재근 (대전대)
#03 중국과학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술수(術數) (9월 16일) 정재상 (원광디지털대)
#04 문헌으로 본 한국의 음식문화 (9월 23일) 고영 (음식문헌 연구자)
#05 일본의 원자력 도입과 미디어의 역할 (9월 30일) 고바야시 소메이 (일본 니혼대)
#06 한국의 기생충 극복사 (10월 7일) 정준호 (전북대)
#07 코로나 팬데믹과 백신 (10월 14일) 이경열 (전북대)
#08 인류세란 무엇인가? (10월 28일) 김용진 (KAIST)
#09 한국 현대 과학기술의 발자취 (11월 4일) 문만용 (전북대)
#10 몽골 유목문화의 이해 (11월 11일) 이평래 (한국외대)
#11 과학기술과 젠더 (11월 18일) 임소연 (숙명여대)
#12 중국인, 중국사회, 중국문화 (11월 25일) 신의연 (한일장신대)
#13 과학기술 ODA 이야기 (12월 2일) 장보원 (건국대)
#14 아시아공동체가 풀어야 할 과학과제: 종합토론 (12월 9일) 문만용 (전북대)
이전 학기에는 “북한 과학기술 현황과 협력 방안”, “왕벚나무의 원산지 논쟁을 통해
본 과학, 역사, 문화”, “AI는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인류세와 기후위기”, “동
아시아의 우주개발사”, “팬데믹과 인류역사”, “일본의 근대과학 형성”, “근대의 맛과 멋:
근대 빵집 이야기”, “인수공통전염병과 신종코로나”, “조선 최대의 백과사전, 임원경제
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한국과 일본의 자세”, “동남아시아의 코로나 극복기”, “음식
문화로 본 중앙아시아”, “작은 곤충이 보여주는 넓은 세상” 등 아시아의 과학과 문명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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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수강생과 담당 교수와의 의견 교환

담당 교수는 사전에 세부 주제를 정해 연사를 섭외하고, 매주 강의의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그리고 첫 주와 중간 한 주제, 그리고 마지막 주 강의를 담당하
며, 매주 초빙 연사의 특강 이후 학생들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주도한다. 그리고 학
생들이 학습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는 특강감상문에 대해 개선점이나 생각할 문제들을
제시하는 한편, 댓글을 통해 학생들과 강의 이후에도 의견을 나눈다. 이를 통해 수강생
들과의 교감을 높이고 강의 시간 이후에도 해당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지시킴
으로써 원격강의가 갖기 쉬운 특성인 일방향성을 줄이고자 한다.
입

Ⅲ. 맺음말

상

성공적인 원격강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인프라 구축와 함께 강의의 내용과 형식도 그
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아시아공동체의 과학과 문명” 강좌는 대학의 전폭적인 시설
지원을 받았으며, 학생들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강의 주제와 진행 방식을 채택
하여 대학에서 제공되는 기존 교양 과목의 경계를 넘은 ‘하이브리드 강의’를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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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온‧오프라인 강의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강의로서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이라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 세 학교 학생들이 함께 공유하는 강의로서의 특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는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2022년 1학기부터 최소 각각 1회 이상 전남대와 충남대에서 현장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충남대, 전남대 학생들이 원격강의에서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을 줄이고자 한다. 대전이나
광주 지역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당 지역에서 강의를 함으로써 원격강의의 장점을 살
리면서 특정 지역이라는 공간상 경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강좌에서 다루는 세부 주제는 학기마다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과학 문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과학‧보건의료 및 사회문화에 대한 토픽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아시아에 대한 시공
간적 인식의 영역을 확장시킬 기회를 주고자 한다. 가능하면 매주 특강마다 일국적 관점을
넘어 트랜스내셔널한 시각을 포함시켜서 국가간의 경계를 넘는 시야를 키우고자 한다.
아시아, 과학, 문명, 역사를 키워드로 하는 강의의 특성상 상당수의 주제가 과학기술 및
보건의료와 관련된 논의를 역사나 사회학적으로 풀어내는 과학학(科學學, Science Studies)
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빙 연사의 전공이나 소속은 매우
다양하다. 이는 여전히 한국의 중등 및 고등 교육에 남아 있는 문과 이과의 경계를 넘어
학제간 혹은 융복합적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에게는 낯선 과학
기술과 관련된 주제이지만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법을 통해 접근하게 하며, 이공계 학생들
에게는 자신들이 전공하는 문제를 그간 고려하지 못했던 인문사회적 시각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문‧이과의 경계를 넘는 관점을 제시하게 된다. 흔히 리버럴 아츠(liberal arts)를
인문학으로 이해하지만, 역사적으로 리버럴 아츠는 중세 대학의 교양 학부에서 이루어진

‘3학4과’의 전통에서 유래했으며, 인문사회뿐 아니라 과학 분야까지 포괄한 ‘기초/교양 학
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공동체의 과학과 문명”은 리버럴 아츠에 어
울리는 과학, 역사, 사회를 아우르는 핵심 교양을 제공하는 강좌라 할 수 있다.
<표 1> 2020-21년 초빙 교수자 전공 및 소속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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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인원(총 42명)

소속

인원(총 42명)

이공의학

10

대학

25

인문사회

17

연구소

12

기타/복합학

15

기타

5

또한 원격강의가 갖게 되기 쉬운 특성인 교수자의 일방향적 강의를 지양하고, 학생들의
질의와 교수의 응답을 통해 관련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사고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단순히 강의 내용을 외워서 필기시험을 보는 평
가가 아닌, 해당 주제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가 생각해서 의문점을 찾아보고 이를 체계적
인 질문으로 발화하도록 하는 한편 특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감상문과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개진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적극적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교수와 학생간의 엄격한 경계를 넘어 수강생들이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나
누면서 참여를 촉진하고 자신의 사고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공동체의 과학과 문명”은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원격강
의에 부합되는 여러 특성들을 갖고 있다. 이 강좌는 새로운 교수 및 평가 방법을 채택하
고 기존 경계를 넘어 다양한 관점과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교양교육과 원격교육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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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원격교육 이야기:
원격교육의 시작, 개선에서 학습자 주도형
교육에 활용하기까지
엄인철 (경북대)

응모 주제 ❚ 자유 주제
Ⅰ. 서론
1. 4차산업혁명 시대 왜 학생주도형 원격교육인가?
○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차원에서 비대면 수업의 일환으로 많은 원격교육이
대학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사실 원격교육은 코로나 상황이전부터 시작되어온 미래
교육의 중요한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교육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고,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4차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현상황에서
원격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

이러한 원격교육의 중요성은 우리사회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전이 가속화되는 경
향과 관계가 있다. 즉, 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입하면서 1년 6개월마다 지식
의 양은 2배로 증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 증가속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

기하급수적으로 지식이 팽창하는 사회에서는 대학졸업 후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모
든 지식을 대학에서 모두 가르칠 수 없으며, 졸업하고 나서도 새로운 지식이 쏟아
지므로 졸업생들은 평생 학습을 해야 하는 시대에 살게 된 것이다.

○

이러한 시대에서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지식은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하겠지만, 그것에서 머물러서는 안되며 (1) 학생들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찾아 학습할 수 있는 주도적 학습능력, (2) 학습한 지식들을 활용하고 문제를 해결
하고 동료와 토론 발표하며,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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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상황에서 다양한 강의녹화형과 실시간강의형 원격교육들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중에서도 강의녹화형 원격교육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학습과 반복이 가능하고,
많은 학습자에게 접근 허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의녹화형 원격교육은 학습자의
주도적인 학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학습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

학생 입장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아이템은 1) 논문/리포트/강의교안 등과 같
은 서면자료와 2) 강의 또는 설명 형태로 제시되는 동영상 자료가 대표적인데, 서
면자료보다 동영상 자료가 젊은 세대에 있어 스스로 학습하는데 있어 효과적이고
선호되는 자료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2.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교육을 위한 원격교육 개발과 활용에 대한 이야기
○

본 교수자가 처음부터 주도적 학습을 위해 원격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발과
활용을 해왔던 것은 아니나, 원격교육과 플립드러닝 등의 교육법을 개발하고 수행
하면서 학생 주도적 학습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에 맞게 원격교육
을 활용하여 학생 주도적 학습을 강화하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다. 본 글을 통
하여, 본 교수자가 원격교육을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어떻게 원격교육을 개선 내지 발전시켜왔으며, 활용
해왔는지 대학교육의 혁신에 관심 있는 분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다양한 원격강의 개발과 운영
가. 원격교육의 시작
○

출장시 강의보강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된 강의동영상 자체제작 시도: 본 교수가
원격강의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것은 2018년이었는데, 출장시 발생하는 결강에 대
한 보강을 주말시간에 실시하면 학생들은 싫어하고, 기존 강의에서 강의속도를 빨
리하여 강의진도를 나가면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 해결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결강시 강의를 미리 녹화해놓고(연구실의 대형모니터와 캠코더 사용),
유튜브에 일부공개상태로 자료를 올린 후(별첨-그림 1), 학생들에게 강의 link를
공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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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된 동영상 원격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기대이상: 바이오섬유소재화학
강의에서 처음 사용한 원격강의는 종강 후에 강의평가결과에서 “동영상으로 수업
해주신 것이 매우 유익했다”는 평들이 올라왔고, 학생들이 학교 나오지 않고 원하
는 시간에 들을 수 있고, 시험 공부하면서 다시 되돌려 봐서 좋았다면서 동영상 강
의를 늘려달라고 직접 요청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나. 대학내 정식 원격강의 실시
○

이왕 할 것이면, 대학의 정식 온라인강의를 만들어 보자!: 처음 시도했던 원격강의
에 대한 좋은 호응으로, 2019년 1학기 동일 강좌에서 동영상 강의를 2개 더 늘렸
는데, 역시 학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었다. 2학기에는 ‘분석화학’에 대해, 대
학의 온라인강의개발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됨으로써 대학내 공식적인 원격강의를
개설하게 되었고, 이어, 2020년 1학기에는 ‘바이오섬유소재화학’ 강의에 대해서도
원격강의를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별첨–그림 2).

다. 원격강의 운영의 어려움과 개선노력들
○

원격강의 운영의 어려움: 원격강의의 어려움이라면 (1)많은 학생들이 수강한다는
점과 (2)학생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본 교수자의 경우 대면강의
에서 30~40명에 불과했던 학생수가 원격 강의를 통해 130~150명으로 크게 늘었고,
대면강의에서 자학과 학생 중심의 수업이 원격 강의에서는 타학과 학생이 3~4배
많은 타학과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바뀌었다. 본 교수자의 강의에 수강생수가 크
게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 유쾌한 일이나 타학과 중심의 대형강좌로 변해버린 원격
강의는 분명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대면수업에서는 강의시간에
말로 해버리면 간단한 공지사항 전달과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어려움
이 있었다.

○

원격수업 개선노력 1: 학생들이 가장 민감하고 궁금해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
공: 성공적인 원격강의를 위하여 본 교수자는 몇 가지 노력을 하였는데, 주된 개선
포인트는 학생들에게 민감하고, 궁금한 다양한 정보를 대학내 LMS(수업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선제적으로 제공했던 부분이었다(별첨-그림 3).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면수업에 비하여 의사소통(질의응답)이 쉽지 않은 원격강의를 듣는데 문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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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고, 교수자 입장에서는 이에 통해 학생들로부터 강의운영에 대한 산발적인 질
문 메시지나 이메일을 받지 않아 이에 일일이 답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효
율적인 수업운영이 가능했다. 수업관련된 정보에 대한 사전제공에 있어, 본 교수자
가 가장 신경썼던 부분은 출석에 대한 독려,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었다. 특히, 시험은 학생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이고, 100명이 넘는 대형강의이
고 고사장도 팬데믹 상황에서는 2~3개의 강의실을 이용하여 시험을 치루게 되므
로, 시험관련 안내공지는 상세하게 제공하였다(별첨-그림 4).
○

원격수업 개선노력 2: 지속적인 학습독려와 eye contact: 학생 입장에서 원격강의
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많은 자유가 부여
되다 보니, 학습을 게을리 하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
로 학생의 학습진행상황(출결)을 체크하고 학생들의 학습진도가 너무 늦을 경우,
학습을 독려하는 공지글을 LMS에 올리고, 특히 결석수가 많아 F학점 가능성이 있
는 경우,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 학습을 독려하였다. 또한, 일반 수업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학생들과의 eye contact인데, 강의녹화를 통한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학생들과 최대한 눈을 마주치기 위해 카메라 렌즈를 보고 강
의녹화하므로써 학생들 입장에서 교수와의 eye contact이 되도록 하였다 (실제, 강
의에 대한 피드백에서, 동영상 강의에서 교수님이 항상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 딴
짓 못하겠다는 농담반 진담반 성격의 피드백도 다수 올라옴).

○

원격수업 개선노력 3: 타학과 학생들을 배려한 시험유형 사전공지 & 시험결과 제
공: 많은 타학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원격수업에는 시험유형을 사
전에 공지하여(별첨-그림 5와 6), 소속 학과와 관계없이 학생들이 시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타학과 수강생수는 2019년 첫 원격강의에서

100여명 수강생에서 2021년 현재 150명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본 교수자는
과거부터(즉, 오프라인 수업에서) 시험이 끝나면 시험문제 풀이를 하면서 모범답안
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채점지를 나눠주면서 본인의 채점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왔다. 원격 수업의 경우에 그런 과
정이 용이하지 않아서, 모법답안에 대한 풀이를 작성하여 LMS에 공지하고(별첨-그
림 7), 학생들로 하여금 혹시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수정한 후(별첨-그림 8), 채점을 시작하여 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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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을 높였고, 학생들이 시험문제시 본인의 틀린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채점이 종료된 후에는 채점결과를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아 성적부분에서 학생들의 불만을 최소화하였다(별첨

-그림 9).
라. 거점국립대학 원격수업 실시
○

타국립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원격강의를 통해 본 교수자는 거점국립대학
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즉, 9개 거점국립대학
들이 원격수업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로 하
였고, 본 원격강의 공모에 본 교수자의 수업이 선정되어, 2021년 1학기에 원격강
의를 실시하였다(별첨-그림 10).

○

새로운 컨텐츠의 강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 이미 각 거점국
립대학내에 원격수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거점국립대학끼리 원격수업을 공동
활용하는 것은 각 대학내에 원격수업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원격수업
에 대한 많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궁극적으로는 각 대학내에
서는 존재하지 않는 학문분야 또는 강의를 타대학 학생도 수강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획기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교수자의 소속학과는 바이오섬유소재
학과로서 타 거점국립대학에는 존재하지 않는 학과로 교수자의 강의(바이오섬유소
재화학) 역시 타대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컨텐츠의 강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2019년 오프라인 강의에서 3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본 교수자가

2021년 원격강의에서 경북대 130명, 거점국립대 120여명으로 수강생이 7배나 늘
었다는 것은 본 교수자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

평가와 피드백이 수월하여 교수자-학생 모두가 만족했던 원격시험: 거점국립대학
원격수업은 수업플랫폼 사용법만 기존의 소속대학의 LMS 시스템과 달라 적응이

입

필요했을 뿐, 원격수업의 기본 운영은 동일하기 때문에 원격수업진행에 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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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었다. 앞서 기술한 소속대학 원격수업을 통해 얻은 운영상의 노하우를 그대
로 적용하여 원격수업을 진행하였다. 오히려 거점국립대학 시스템의 우수한 원격
시험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험과 평가시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원격시험
에서 다양한 문제를 출제하고, 문제풀이 설명을 추가해 놓음으로써(별첨-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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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후에는 학생들이 본인이 푼 문제에 대한 답과 풀이를 확인하고, 본인의 성적
역시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문제풀이에 대한 부분을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교수 입장에서는 일일이 채점하는 노력과 시험결과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피드백
주는 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고, 학생들은 바로 본인의 성적확인과 틀린 문제
를 확인할 수 있어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었다. 물론, 이에
대한 거점국립대학 학점교류 사무국 직원분 들의 조력 덕분에 이러한 원격시험 운
영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마. 일본국립대학 초청강의 경험: 현장&원격 병행강의
○

원격수업을 활용한 국립대학 대학원 공동교육 프로그램: 일본도 인력양성에 있어
국제화를 꾀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교육에 대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본 교수자는 Covid-19 팬데믹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20년 2월 일본 국립대학간
대학원생 공동교육 프로그램에서 초청강의자로 1주일동안 강의를 했던 경험을 소
개하고자 한다. 본 교육 프로젝트는 3개 국립대학 (신슈대학-교토공예대학-후쿠이
대학)의 대학원생으로 대상으로 공동교육 프로젝트이며, 본 교수자는 본 프로젝트
중에 외국인 교수강의 프로그램에 강의연사로 초청된 것이었다.

○

지리적인 차이를 원격수업 시스템으로 극복 : 일본내 3개 국립대학들은 지리적으
로 떨어져 있어 실제로 집합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이
들은 현장&원격 병행강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예를 들면, 교수자가 신슈대학 강의실에서 현장강의를 하면, 이는 실시간으로 교토
공예대학과 후쿠이대학에 원격 중계가 되어 이들 2개 대학의 학생에게는 원격강의
가 된다(별첨-그림 12). 이렇게 녹화된 강의는 동영상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이
후에도 볼 수 있도록 제공된다. 신슈대학에서 먼저 현장강의를 한 후, 교수자는 그
다음대학인 교토공예대학과 후쿠이 대학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하여 강의함으로써,
각 대학의 대학원생들은 현장강의와 원격강의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본 교수자
가 방문시에는 대학내 사정으로 신슈대학과 교토공예대학만을 방문).

○

우리도 상황에 따라 활용해볼 수 있는 현장&원격 병행강의: 이러한 현장&원격 병
행강의가 가장 우수한 형태의 강의라고 볼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에서도 상황에
따라 적용해 볼 수 있는 강의형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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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마찬가지로 타지역 대학간 공동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경우, 적용해볼
수 있는 방법이며, 단일 대학내에서도 학생에 따라 원격강의와 현장강의를 선호하
는 학생이 각각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장강의를 선호하는 학생은 현장에서
교수와 대면으로 강의를 듣고, 원격강의를 선호하는 학생은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 학생입장에서는 선택이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강의실내 조력자가 없다면, 현장과 원격 학생들을 모두 신경 써야 하는 교수자의
강의에 대한 부담은 클 수 있다는 단점은 있다.
바. 유튜브 기능들을 활용한 영어 원격강의
○

영어자막기능 활용: 국제화에 발맞춰 국내 대학에서도 많은 영어강의를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본 교수자는 영어강의를 대상으로 강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투브에 올려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격강의
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 영어강의를 원격강의로 진행했을 때는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먼저 반복재생기능이 매우 큰 장점이다. 영어강의는 국어를 이용한 강의에
비하여 학생들은 청취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원격강의의 특성상 무한 반복이 가능
하다는 것은 학생들의 영어강의 수강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유튜브에는 자
막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활용하면, 교수자의 영어가 그대로 영어자막으로 화면
에 나타나(별첨-그림 13) 잘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을 자막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원격강의의 장점이 배가 된다.

○

재생속도 조절기능 활용: 유튜브의 다른 기능중 하나는 바로 재생속도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학내 원격강의 시스템에서도 대학에 따라 가능), 영어
에 대한 청취실력에 따라 재생속도를 달리하여 강의를 듣게 되면, 학생별로 맞춤
형 영어강의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면 영어강의가 가지는 단점(국어
강의에 비하여 이해하기 어렵다)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영어강의를 원격
수업형태로 운영할 경우, 수강하는 학생 입장에서 좀 더 효과적이다.

2. 학생의 주도적 학습 강화를 위한 원격강의의 개선
○

주도적 학습에서 원격교육의 중요성: 서론에서 4차산업 혁명시대을 살아가기 위해
서는 학생들에 의한 주도적 학습과 지식의 활용이 왜 중요한지 기술한 바 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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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교육에 있어 원격교육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히 많은 학생들이
장소와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원격강의의 편의성에
그치지 않고, 원격교육이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강의방식이기
때문이다.
○

유쾌한 변화-원격교육을 통해 강의주도권은 교수에서 학생으로: 즉, 기존의 대면강
의는 모든 것이 교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강의의 시작과 끝은 교수자가 결
정하며, 강의는 1회로 끝나게 되고,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학생은 강의실에 출석해
야 한다. 현장강의에서 학생들은 수동적이 되기 싶다. 반면 원격강의는 다르다. 본
인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교수님 강의해주세요”하면, 교수는 강의를 한다. 한번
듣고 이해가 안되어서 “다시 설명해주세요” 하면 다시 설명해준다. 시험기간에 다
시 공부하려는데 잊어 버렸던 내용을 “다시 설명해주세요” 하면 교수자는 다시 나
타난다. 강의에 대한, 학습에 대한 주도권은 이렇게 학생들에게 넘어간 것이다. 교
수 입장에서는 강의주도권이 학생에게로 넘어간 것에 대해 불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세상에서는 학생 주도적인 학습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짐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한 변화이기 때문이다.

○

학생들의 학습 자율성의 극대화 – 출석인정기간의 확대: 소속대학에서의 원격강의
와 거점국립대학 원격강의를 모두 경험한 결과, 모두 1주일에 1주차의 강의를 학
습하도록 기본 설계가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수자의 재량으로 변경은 가
능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주차별로 출석이 인정되는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에
수업을 듣지 않으면 출석평가에 있어 불이익이 따른다. 이러한 설계는 학생들 학
습에 있어 게으름을 방지하고 낙오하는 학생을 방지하기 위한 배려에 기반하고 있
다고 생각되나, 본 교수자는 이 역시 학생들의 학습자율성 내지 자기주도적 학습
력을 제한한다고 생각했다. 강의실 교육에서는 특정 시간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의
를 들을 수 없으므로 결석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원격강의에서는 언제 들어도 강
의만 들으면 출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본 교수자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본 교
수자는 중간고사 시험범위 및 기말고사 시험범위의 강의에 대해 출석인정기간을
각각 개강일~중간고사 전날, 개강일~기말고사 전날로 크게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예를 들면, 중간고사 시험범위내에 있는 강의들은 개강일부터 중간고사 시험전날
까지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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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학생이 학습시간 자율화에 긍정: 출석인정기간 확대로 원격강의는 어떻게 달
라졌을까? 먼저 학생들의 학습진도가 느려지기 시작했다. 출석인정기간을 확대해
도 학생 스스로 잘할 줄 알았는데, 스스로 학습진도를 조절하지 못하나 싶어서 걱
정도 되었고, 내 결정에 후회도 되었다. 학습을 독려하는 게시글도 몇 번 올렸다.
그런데 시험일이 다가오자 학습진도가 빨라졌고, 결과적으로 출석인정기간을 주차
별로 했을 때보다 결석으로 인한 감점사례는 크게 줄었고, 끝까지 수업을 듣지 않
아 F를 받은 학생수는 차이가 없었다. 학생들에게 출석인정기간에 대해 기존방식
인 주차별 출석체크와 새로운 방식인 기간확대에 대해 의견을 기술하게 했더니,

80% 정도의 학생이 새로운 방식이 좋으며, 또한 상당수의 학생은 출석인정기간이
길어 학습기간에 자율성이 생긴 것이 본 강의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라는 피
드백을 주었다.
○

학습진도가 늦다고 해서 학업성취가 낮은 것은 아니다: 학습인정기간을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학습자율권을 확대해준 것이 출석(강의동영상 수강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확인했으나, 또 궁금했던 것은 과연 학습진도가 늦었던

(즉, 주차별로 꾸준히 학습하지 않고, 시험 부근에 몰아서 공부했던) 학생들의 시
험 성적은 어떨까 궁금했다. 그 부분을 체크해본 결과, 학습진도가 늦었지만 시험
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많았고, 학습진도가 늦다고 해서 성적이 나쁘
다는 어떤 증거도 찾기 어려웠다.
3. 주도적 학습을 위한 원격교육 활용: 플립드러닝
○

학생 주도적 학습을 위한 플립드러닝: 본 교수자는 2019년 플립드러닝 강의를 시
작한 이래 매학기 플립드러닝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플립드러닝은 기존에 강의실
에서 수업을 듣고, 집에서 복습을 하는 기존의 학습방식을 뒤집어서(flipped) 집에

○

서 사전학습을 하고, 강의실에서는 이를 심화 학습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강의로

입

학생들이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키워주는데 매우 효과적인 강의방식이기 때문이다.

상

본 교수자는 지금까지 3개 강의에 대해 플립드러닝 강좌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
는데, 사전학습은 동영상강의(원격강의) 또는 서면자료(논문, 기술리포트 등)로 시
행하고, 강의실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토론, 발표, 교수:학생 1:1 질의응답, 실험 등
을 통해 심화 학습하는 형태로 플립드러닝 강좌를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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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립드러닝에서 원격교육자료 활용이 효과적: 플립드러닝의 사전 학습에 있어, 초
창기에는 서면자료를 활용했으나 이 보다는 원격교육자료(동영상 강의)가 더 효과
적인 것임을 확인하고, 강의마다 서면자료에 원격교육자료를 추가하여 사전학습
자료로 제공하거나, 아예 100% 원격강의자료를 사전학습 자료로 제공하여 플립드
러닝을 운영하고 있다. 플립드러닝은 이론발표형(Type 1)과 이론실습형(Type 2)에
대해 각각 운영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업진행 흐름도를 그림 I과 II에 나
타내었다.

○

이론발표형 플립드러닝에서는 원격강의자료를 추가제공: 먼저 이론발표형(그림 I)
플립드러닝 강의에서는 학생별로 각기 다른 논문자료가 사전학습자료로 배정이 되
고(A), 이를 바탕으로 학생별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되(B), 주로 나오는 질문과 대
답(FAQ)를 2020년부터는 원격강의 자료로 만들어 제공하였다(별첨-그림 14). 그
이후에 교수와 학생간 1:1 개인지도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해결하고(C), 이에 대해 발표자료를 준비하는데(D), 이전강의에서 우수한
발표사례를 원격강의 자료로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별첨-그림 15), 학생 발표수준
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였다. 개인발표와 토론 후에는(E) 학생별로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F). 우수발표사례에 대한 원격강의자료 제공과 발표 후 피드
백 제공을 통해 매년 발표수준이 향상되고, 특히, 하위권 학생들의 발표수준이 향
상되어, 점차 상향평준화되고 있음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또한, 1차 발표에 대한
피드백으로 2차발표시 발표수준이 향상되는 것도 확인되고 학생들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다(2020년 수업강의평가결과는 4.73점/5점 만점). 또한, 본 강의에
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성향들도 눈의 띄게 좋아졌는데, 발표논문에 없는 내
용을 추가로 학습하면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별첨-그림 16).

○

이론실습형 플립드러닝에서는 원격강의자료로만 사전학습자료 구성: 이론실습형

(그림 II) 플립드러닝 강의에서는 이론부분에 대한 학습을 100% 동영상 강의로
녹화하여 원격으로 제공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사전학습을 실시한다.
사전학습기간은 실험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으며, 사전학
습을 마치고 실험수업 시작전 학생이 원하는 시기에 사전학습 관련된 과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학습과 평가에 있어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사전학습 강의내용에 더불어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학습하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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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학생에 대해서 과제평가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
습을 이끌어 내도록 하였다. 그 이후에 실험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교수가 실험조
건을 미리 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사전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실험할
조건과 내용을 직접 정하도록(교수와 TA는 옆에서 guide하는 정도) 설계하였는데,
이는 학생에 의한 자기주도적 실험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을 마친 후
에는 리포트보다는(과거에 본 교수자가 했던 방식) 발표평가를 하도록 하되, 실험
팀원들이 함께 결과를 정리하고, 어떤 쪽으로 발표를 하면 좋을지 토론하고, 교수
가 조언을 해주는 시간을 갖은 후, 일주일 후 본 발표와 토론을 함으로써 실험결과
에 대한 고찰(discussion)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학생들끼리 토론의 수준을 끌어 올
리는 결과를 얻었다.

[그림 1] 이론발표형 (Type 1) 플립드 러닝 강의 (단백질소재공학) 수업진행 흐름도

입
상

[그림 2] 이론실습형(Type 2) 플립드러닝 강의 (섬유형성체공학, 바이오부직포공학) 수업진행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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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

아래 도식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본 교수자는 2018년 강의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제작 및 운영했던 원격강의를 시작으로 2021년 현재까지 2개의 원격강
의, 3개의 플립드 러닝 강의를 개발하여 학생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2018년 기준

5개 강의에 대해 100여명이 조금 넘는 학생이 수강했던 것이 2020년 기준 400여
명의 학생이 본 교수자의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

본 교수자는 다양한 원격수업을 경험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학생의
학습자율성 내지 자기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플립드러닝에도 원격수업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강화시
켜가고 있다.

○

본 교수자의 원격수업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며, 학생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원격수업 및 플립드러닝 수업의 질
제고에 대한 노력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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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몇 년 동안 소속 대학내에서, 거점국립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외국 대학원생
을 대상으로 다양한 원격강의와 원격강의를 활용한 플립드러닝 강의를 진행해본
결과, 코로나상황과 관계없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평생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활
용해야만 하는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끌어올
리기 위해서는 일부를 사용하든, 전부를 사용하든 원격교육은 미래 학생교육을 위
해 반드시 필요한 학습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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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자료] 신청서에서 인용된 그림 참고자료

[그림 1] 2018년 연구실에서 자체 제작하여 처음으로 시도한 바이오섬유소재화학 원격강의

[그림 2] 2019년 대학의 온라인 강의 제작 스튜디오에서 제작하여 운영한 바이오섬유소재화학 원격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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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MS에 사전공지한 강의운영관련 안내사항들
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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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MS에 공지한 시험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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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MS에 공지한 시험유형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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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LMS에 공지한 전년도 시험문제 및 답안/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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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LMS에 공지한 시험문제 및 답안/해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원격교육 이야기: 원격교육의 시작, 개선에서 학습자 주도형 교육에 활용하기까지 (엄인철) ∙ 163

입
상

제1회 대학 원격교육 우수사례집

[그림 8] 학생들에게 시험답안 및 해설지에 대한 의견수렴 후 답이 잘못된 부분 수정하여 최종 시험답안 공지

[그림 9] 채점결과 학생들에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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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거점국립대학 원격강의 진행 (2021년 1학기)

입
상

[그림 11] 거점국립대학 원격시험 실시후 채점화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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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셀룰로오스 소재공학 영어강의를 일본 국립대법인 대학원생 대상으로 현장(신슈대학)
+ 실시간 원격(섬유공예대학)으로 강의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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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Youtube내의 자막기능 선택기능(上)과 실제 자막이 발현된 화면(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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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실험 방법 관련 FAQ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 강의하는 원격강의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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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우수발표사례에 대한 발표동영상을 Youtube를 이용하여 학생들에 공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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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추가적인 학습한 내용을 발표시간에 발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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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G-suite를 활용한
실시간 양방향 학습주도 및 참여형 수업
윤희재 (신구대)

응모 주제 ❚ 혼합형 강의
Ⅰ. 서론
1. 배경
○

COVID-19으로 학교 수업이 급작스럽게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불만족스러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음

○

특히 학습 내용의 전달과 이해 확인 등과 같은 상호 간의 피드백이 어려운 상황이
었음

○

이를 해결하고자 플립러닝 방식으로 25분 내의 영상을 제작하여, 수업 최소 일주일 전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업로드하고 토론 수업을 하고자 하였음
○

플립러닝 토론 수업은 예상과 달리, 30명이 넘는 수업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의견
을 나누지 못하고, 소수의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다수의 학생들은 조용히 있는 수
업에 익숙해져가고 있었음

2. 목적
○

(참여형)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

(주도형) 실시간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입

○

(표현형) 이를 교수자와 다른 학생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수업방식을 만들고자

상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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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실시간 양방향 학습의 도출 기본전제
○

(조작 용이성) 학생들이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함

○

(정리 편의성) 생각의 흐름(수업의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함

○

(반복 학습) 휘발성 높은 온라인 수업에 대응하도록 반복이 쉬어야 함

2. 실시간 양방향 학습주도 및 참여형 수업 방안
○

구글 G-Suite의 클래스룸(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토대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프레젠테이션(Google presentation)을 활용한 수업을 도입함

○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대표 프로그램인 파워포인트(PPT)와
거의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 학생들이 쉽게 조작할 수 있음

<구글 기본 제공 어플리케이션>

<구글 프레젠테이션 기본화면 구성>

[ MS Office의 PPT와 유사한 인터페이스 ]
○

숫자와 텍스트 중심의 수업에 있어,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고자 육각 마인드맵을
도입함

○

육각 마인드맵을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구현하는 경우, 복잡한 기능의 숙달 없이
단순 ‘복사하기-붙여넣기’의 반복을 통해 손쉽게 만들고 조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크기 조절과 배경채우기(육각형 내부 색칠) 기능을 통해 마인드맵을 보다 가독성
높게 조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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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중심으로 육각형을 다양하게 채워 넣고, 조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육
각형을 배치해가며 생각을 쉽게 정리할 수 있음

<육각 마인드맵 예시(오프라인)>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육각 마인드맵(수업결과물)>

[ 협업이 수월한 형태의 마인드맵 ]
○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수업일수록 집중도와 만족도가 떨어지는 온라인 수업의 한
계를 극복하고자, 학생의 수를 5~6명의 조로 구분하여 각 조별로 육각 마인드맵을
작성하도록 하였음

○

교수자가 조별활동을 순차적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체크 대상이 아닌 조의 경우
학생들 상호 간의 손쉬운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었음

○

조별 의견정리가 마무리되면 조별로 발표의 시간을 갖도록 하여, 반복적인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

반드시 교수자가 주제의 난이도에 따라, 학습자의 조별 작업 전후에 육각 마인드
맵을 직접 작성하며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해당 수업 시간의 핵심적

입

인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일괄되게 정리하였음

상

또한 수업결과물을 언제든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내에 작성한 파일을 개인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수
업 시간 내 별도의 필기를 할 필요가 없이 수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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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업 시간 내 조별 발표 화면 일부 캡처>

[ 조별발표를 통한 반복학습 ]

3. 실제 수업 장면
○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내용을 통해 조경공사의 비용을 산출하는 수업으로, 수(數)
와 텍스트로 이루어진 학생들의 집중도와 참여도가 낮은 과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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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의 경우 플립러닝을 활용해도 수업 참여도가 매우 낮은 상태였음

< 텍스트와 숫자로 이루어진,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수업 내용 >
○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경우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화면에 나타나고, 각
페이지별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페이지를 조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해당 조에 페이지에 모여서 마인드맵을 작성하였음

입

<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어떤 페이지를 보고 있는지 나타나는 장면 >
○

기존의 육각 마인드맵을 탈피해 개성을 추구하는 모습이 쉽게 나타날 정도로,
조작이 용이하고 학생들의 접근이 쉽고 활용도가 높음

○

이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로 이어지는 효과가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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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별 작업 중 장난을 칠 정도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나는 화면 >

<교수자 정리 자료>

<실시간으로 학습자가 작성한 발표 학습 자료 1>

<실시간으로 학습자가 작성한 발표 학습 자료 2>

<실시간으로 학습자가 작성한 발표 학습 자료 3>

[ 동일 수업시간 내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결과물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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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
○

참여와 표현이라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

(참여형) 다수의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였음

○

(주도형) 조별 작업을 통해 학생 주도형의 실시간 수업을 만들었음

○

(표현형) 편하고 익숙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다른 학생들에게 본인들의
정리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형성하였음

○

(정리 편의성) 수업의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마인드맵 형태로 정리하였으며,
파일의 개인 보유 및 온라인 상시 접속을 통해 학생이 원할 때 볼 수 있도록 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게 하였음

○

(반복 학습) 조별 발표와 교수자의 정리를 통한 반복 학습으로 휘발성 높은 온라인
수업의 내용을 보다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음

Ⅲ. 결론
○

구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사용
하여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있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학습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는 기존의 플립러닝 토론 수업 등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학생들의 실시간 온
라인 수업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또한 조작업을 통해 다수의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장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음

○

교수자의 학습 내용이 충분히 잘 전달되었는지, 학습자의 이해가 충분한지 등의
확인이 쉽게 되었으며, 교수자와 학습자의 피드백이 쉽게 이루어졌음

○

COVID-19으로 급작스럽게 변환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구글 G-suite, 특히 구글

입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실시간 양방향 학습주도 및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한다면,

상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만족스러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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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주제 ❚ 혼합형 강의 운영
Ⅰ. 서론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 수업은 온라인 수업을 포함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2020학년도에는 대학 대부분이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던 학
사 시스템을 온라인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다양한 원격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
존의 면대면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였다.

○

2021학년도에는 많은 대학이 학생의 요구 반영과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Raman

et al., 2021). 비대면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 수업
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실기·실습과목에서도 온라인 수업이 포함된 블
렌디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

블렌디드 수업은 혼합의 방식이나 수업의 운영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Bersin, 2004), 그중에도 학습자의 요구에 맞춰 융통성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하이플렉스 형태의 수업이 주목받고 있다(Irvine, 2010;

McCue & Scales, 2007). 하이플렉스 수업이란, 일부 학습자는 물리적인 교실에 있
고, 일부 학습자는 화상회의 플랫폼 등을 사용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활동
에 함께 참여하는 학습 방법을 의미하며(Bower, Dalgarno, Kennedy, Lee, &

Kenney, 2014), synchronous hybrid learning(Cain & Henriksen, 2013), synchronous
blended learning(Bower et al., 2014), multi-access learning(Irvine, Code &
Richards, 2013)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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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플렉스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면대면교육, 실시간 온라인 교육, 비실시간 온
라인 교육 중 원하는 수업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 학습자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KERIS, 2020), 학교 교실 환경과 비슷한 학습
환경을 구축하여 온라인·오프라인 학습자에게 평등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Cunningham, 2014, Beatty, 2019).
○

이러한 하이플렉스 수업이 갖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하이플렉스
수업과 관련된 연구와 적용은 일부 교과목에 한정되어 진행되거나 해외를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 국내의 경우, 2021학년 1학기를 기준으로 여러 대학에서 하이플렉
스 수업이 가능한 수업환경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실제로 수업에
적용하고 효과성을 검도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특히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
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이플렉스 수업을 설계하는 것은 새로운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의 하이플렉스 수업 형태는 코로나 이전과는 다
를 것이며(Raman et al. 2021), 국내 대학 현실을 반영한 하이플렉스 수업과 관련
된 사례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본 사례는 <교육공학 및 교육방법> 수업 중 총 2차시를 하이플렉스 수업으로 설계
하고 운영하였다.“최신 테크놀로지 기반 수업 설계,“블렌디드러닝의 설계와 사례
의 주제로 각각 1차시씩 수업을 운영하였으며, 총 120분간의 수업 중에 20분~30분
은 교수자 중심의 이론 강의, 90분은 학생 중심의 팀 활동으로 수업을 운영하였다.
해당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학부생 9명으로 그중 2명은 하이플렉스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었다. 하이플렉스 수업에 참여한 9명의 학습자는 각자의 상황 및 환경에
따라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 형태를 매 차시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도록 하
였으며, 온라인 수업 접속기기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원만한 수업 운영
을 위해 PC 혹은 노트북을 통한 접속을 권장하였다. 또한 본 연구 시작 전에, 연구
설명과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참여 대상의 익명성과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시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
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언급하고, 약
속하였다. [그림 1]은 하이플렉스 수업의 전형적인 형태를 도식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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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이플렉스 수업 형태

Ⅱ. 운영개요
○

본 연구는 하이플렉스 수업을 설계 및 운영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
보기 위해 일반적인 교수설계 모형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ADDIE의 절차

(Branch, 2009)를 따라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였으며, 기술적인 오류의 발생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I(Implementation: 실행) 전에 파일럿 테
스트(Pilot Test)를 총 2회 실시하였다.

파일럿 1차 (기술 테스트)

파일럿 1차 (기술 테스트)
입
상

파일럿 2차 (시범수업)

파일럿 2차 (시범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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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nalyze: 분석)의 단계에서는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 내용 분석을 진행하였다.
학습자 분석의 경우, 학습자가 어떠한 형태(온라인·오프라인)로 수업에 참석할 것
인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팀 구성을 위해 학습자 수준과 성향을 조사
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본 수업의 경우, 중국에서 접속하는 외국인 학생 1명이 있
어서 수업에서 사용될 교육도구에 접속이 가능하지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환
경 분석의 경우, 하이플렉스 수업에 적합한 형태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카메라,
마이크, 책상 배치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환경·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학습도구 등
을 포함한 온라인 환경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D(Design: 설계) 단계에서는 하이플렉스 수업을 위한 수업 내용 설계, 활동 설계를
진행되었다. 수업 주제는 교육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팀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활동을
설계하였다.

○

D(Development: 개발)에서는 온라인 학습자와 오프라인 학습자가 모두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였고, 실제 팀 활동에서 활용할 자료와 학습
공간을 온라인 형태로 제작하였다. 또한 실행단계 전에 파일럿 테스트를 2회 실시
하였다. 파일럿 테스트는 총 5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명의 학습자는
오프라인 형태, 3명의 학습자는 온라인 형태로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하였다. 파일
럿 테스트에 참여한 학생은 교내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속의 연구원과 조교로 구성
되었다. 파일럿 테스트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인력(3명)
과 함께 시행하였으며, 하이플렉스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오류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시스템 및 인프라, 접속기기(PC, 노트북, 태블릿, 스마
트폰) 등을 다양하게 확인하였다.

○

E(Evaluation: 평가)에서는 하이플렉스 수업의 장단점 및 향후 하이플렉스 수업설
계 시 유의점 및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수업을 수강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9개 설문 문항 리커트 5점 척도, 개방형 질문)를 실시하고, 하
이플렉스 수업과 관련한 자기성찰일지를 작성 하게 한 후, 이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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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플렉스 1차시 수업 진행 (120분)

:

: 교수자 강의, 팀 활동 및 발표, 평가 및 마무리

하이플렉스, 하이브리드. 블렌디드 러닝

초기면담
: 하이플렉스 수업 경험 교수자 2인, 학습자 3인

하이플렉스 2차시 수업 진행 (120분)
: 외부 전문가 강의, 팀 활동 및 발표, 평가 및 마무리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 내용분석

만족도 조사

↓

↓

↑

↑

전문가 타당화
: 교육학 박사 3인

↑

교수자료 개발 및 제작
: 교육공학 박사 2인

학습자 설문 (9인), 학습자 면담 (2인)
: 하이플렉스 수업의 장·단점 및 개선점

파일럿 테스트 2회 진행
: 기술 및 환경, 시범수업

학습자 자기성찰일지 및 교수자 자기성찰

[그림 2] 하이플렉스 수업 절차
○

본 하이플렉스 수업 사례는 매 차시가 마무리될 때마다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면담에 응해준 학습자 2명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하이플렉스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2021학년도 2학기 하이플렉스 수업 수강 계획
여부, 코로나 종식 후 하이플렉스 수업 수강 여부, 하이플렉스가 국내 대학교육에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추천도 등을 확인하였고, 이외에 하이플렉스 수업에서 적절
한 수강인원, 수업 종류, 교수 실재감 및 사회적 실재감, 팀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전
반적으로 확인하였다.

○

학습자 반응 관련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활용한 질문 문항은“하이플렉스 기반
수업의 장점은 무엇인가?,“하이플렉스 기반 수업의 단점은 무엇인가?,“하이플렉스
수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개선점은 무엇인가?”등으로 구성되었다.

○

2차시 이후의 설문은 하이플렉스 수업 참여와 관련된 전반적인 느낌, 외부 교수자의

입

실재감 및 사회적 실재감, 상호작용, 팀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였다.

상

면담의 경우, 설문지에서 확인한 설문 문항 중,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
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개인별로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또한 학습자가 작성한 자기성찰일지를 통해 하이플렉스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더
촘촘하고 섬세하게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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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학습자 환경

온라인 학습자 환경

교수자 강의

외부전문가 강의

오프라인 학습자 발표

온라인 학습자 발표

팀별 활동을 위한 교육도구 활용 (Jamboard)

상호작용을 위한 교육도구 활용 (Kahoot)

[그림 3] 하이플렉스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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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

수업 만족도: 2차시에 걸쳐 진행한 하이플렉스 수업의 만족도는 만족(55.6%), 매우
만족(44.4%)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하이플렉스 수업
을 실시하기 전에 조사한 하이플렉스 수업에 대한 기대는 평균 2점(9명)대로 매우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하이플렉스 수업을 실기하기 전에는 처음에는 익
숙하지 않은 수업 방식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이플렉
스를 진행해 본 결과,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다수의 학
습자가 하이플렉스 수업을 국내 대학 수업유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고, 코로
나 종식 이후에도 하이플렉스 강의 유형이 존재한다면 수강을 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이플렉스 강의에서 수업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강 인원은 10명
미만(55.6%), 30명 미만(33.3%)로 소규모의 수업에서의 하이플렉스가 유용할 것이
라고 답하였다.
<표 1> 하이플렉스 기반 수업 만족도 (n=9)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0(0)

0(0)

0(0)

5(55.6)

4(44.4)

<표 2> 2021학년도 2학기 이후, 하이플렉스 수업 수강 계획 여부 (n=9)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0(0)

0(0)

1(11.1)

5(55.6)

3(33.3)

○

하이플렉스 기반 수업의 강점: 하이플렉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두 환경에 있는

입

학습자가 동시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이플렉스 수업은 혼합형 비실시간 수업보다

상

일반적인 교실 수업과 더 유사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이플렉스 기
반 수업에 대한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느 수업환경에 참여할지에 대한 선택
권은 참여자에게 모두 맡기기 때문에, 학습자가 보다 편한 환경에서 수업에 참여
할 수 있다. 둘째, 비실시간적 수단을 통해 쉽게 달성되지 못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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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간의 상호작용, 교수자 지원 및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Park & Bonk, 2007: 장수, 2019), 실시간으로 교수자 혹은 학습자의 얼굴 보며 서
로 간의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므로 토론 및 협동학습이 기존 면
대면 수업보다 수업 효과성이 높고, 교수 실재감이 높다. 셋째, 코로나로 인해 어
려워진 면대면 오프라인 강의가 선택적이긴 하지만 가능하다는 점이 하이플렉스
기반 수업의 강점이다.
<표 3> 하이플렉스 기반 수업의 강점
영역

내용

빈도

다양한 학습 환경 활용을 통한 시공간적 문제 해결
온-오프라인 병행

면대면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

9

학습자의 선택권에 맡긴 참여방식
상호작용

능동적인 참여 및 활발한 상호작용 가능

7

교수 실재감

교수 실재감으로 인한 몰입감 상승

9

○

하이플렉스 기반 수업의 약점: 하이플렉스 기반 수업의 약점으로는 첫째, 수업 중
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수자가 매체 활용 능력이 부족하다면 즉각적
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본 수업에서는 원만한 수업 운영을 위해 기술적
으로 수업을 도와줄 수 있는 추가 인력 3명을 배치하였고, 수업 전·중·후에 발생하
는 모든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지만, 실제 교수자 혼자 하이플렉스 기반
수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기술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교수와 학습자의 부담이다. 특히 교수자는 모든 환경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눈앞에 있는 오프라인
학습자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접속해있는 학습자들을 두루 신경 쓰면서 수업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학습자도 수업 환경
을 학습자의 선택권으로 제시는 하고 있으나, 면대면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
박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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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하이플렉스 기반 수업의 약점
영역

내용

빈도

학생 개별 네트워크 문제로 인한 기술적 결함 발생
기술적 결함

기술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해결 어려움

9

하울링 발생
교수자 부담
학습자 부담

○

교수자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두 동시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담

6

오프라인 학습자에게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3

선택권이긴 하나, 면대면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감

2

하이플렉스 기반 수업의 개선점: 하이플렉스 수업의 개선점으로는 기술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가 하이플렉스 강의실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교수자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 준비 및 기본적인 해결방안
을 숙지하고 있어야겠지만, 수업 중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교수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하이플렉스 강의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혹은 학생 조교
를 두어 교수자의 수업 진행이 기술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는 원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제 발생 시 해당 강의실 PC를 원격지원 하거나, 하이
플렉스 강의실 제어가 가능한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이플렉스 수업을 하
고자 하는 교수자는 반드시 수업 현장을 사전에 답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 본인
이 수업하는지 확인을 해야 함과 동시에 강의실에 있는 매체들의 기본적인 활용법
은 숙지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부서의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
지 대한 정보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표 5> 하이플렉스 기반 수업의 개선점
영역

내용

빈도

교수자마다 교수법이 다를 경우, 강의실 내 장비를 수동으로 운용해야하기 때문에
작동 미숙으로 인한 불편 발생

8

하이플렉스 강의실 전담인력의 신속지원 및 동시지원 어려움

8

교수자의 기본적인 매체 활용 능력이 필요함

9

교수설계

하이플렉스 수업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교수설계 방법

5

관련 정책

하이플렉스 수업과 관련한 정책 필요

3

기술적 지원

입

대학교육에서의 하이플렉스(Hyflex)수업 사례 (한송이) ∙ 187

상

제1회 대학 원격교육 우수사례집

Ⅳ. 결론
○

온라인 수업의 형태와 오프라인 수업의 형태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면대
면 수업과 동일한 교육의 질이 보장되는 하이플렉스 수업이 대학 수업의 새로운
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하이플렉스 관련한 연구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사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을 반영한 하이플렉스
형태의 수업을 ADDIE 모형을 활용하여 설계하였고 학습자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
해 설문, 면담, 성찰 일지 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

본 하이플렉스 기반 수업 사례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내 효과적인 하이플렉
스 수업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하이플렉스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교원의 역량 향상이 필요하다. 하이플렉스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온라인 수업이나 오프라인 수업을 설계하고 운
영하는 것과는 다른 역량이 필요하다. 하이플렉스 수업은 기존의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과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수업의 형태를 설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두 형태의 수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원은 온라인, 오프라인에 참여하는 모든 학습자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
설계를 진행해야 하며 각각의 참여 형태에 맞는 활동 설계, 전략 설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하이플렉스 수업은 하이플렉스 강의실의 규모, 학습자의 규모,
수업 방식, 하이플렉스 강의실을 구성하고 있는 기자재 종류, 학습자의 리터러시
수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어야 하므로 교수자의 고차원적인 역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이플렉스 수업과 관련한 사례 연구뿐만 아니라
하이플렉스 수업 설계 전략 및 교수자 역량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둘째, 하이플렉스 수업의 형태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
들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하이플렉스 수업을 운영하면서 몇 차례 학습자들에게
자유롭게 수업의 형태를 결정해도 된다는 사실을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
은 대면 학습 형태 대신 온라인 학습의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 성적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단순한 오해라기보다는, 지금까지의 누적
된 경험이거나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오프라인 학습자, 온라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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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선택한 수업의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활동, 수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업이
설계되어야 하며, 평가 기준 또한 온오프라인 수업형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어떠한 점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지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셋째, 하이플렉스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업과 관련한 기술적
인 지원,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하이플렉스 수업은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동시에 진행됨으로 기존의 수업과 비교해보았을 때, 두 배 이상의 지원 인력이 필
요하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학습자가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지, 오프라인 수업
을 수강할지에 대한 내용을 매주 조사하여 수업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수
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온라인 학습자가 소외되거나 오프라인 학습자가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오프라인 수업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를 해결할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

넷째, 하이플렉스 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
요하다. 하이플렉스 수업에 대해서 온라인 학습자와 오프라인 학습자는 서로 다른
교육환경에서 다른 형태의 수업을 수강하기 때문에 다른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학습자의 학습 성취와 관련 있을 수 있는 학습 몰입, 인지된 학습
결과, 교수 실재감 등의 인식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하이플렉스 수업 설계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대학 차원에서 하이플렉스 수업과 관련된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하이플렉스 기반 수업은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선택권이 보장된 수업 형태이므로,
학습자가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수업을 수업의 형태를 결정해야 한
다. 반면 학습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폭이 커질수록 교수자는 수업을 설계하고

○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학사 관리 차원에서 하이플렉스 수업을

입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할지에 대한 정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상

본 사례가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의 대학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예측
함에 바탕이 되는 선행연구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관련 교수법 및 학습
법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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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비대면 수업 ‘NeMo Class’
전미현･현민영･정재희 (고려대 원격교육센터)

응모 주제 ❚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 / 혼합형 강의
Ⅰ. 서론

입

[그림 1] NeMo Class 소개 이미지

고려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도에 시범 강의 진행 후

2018년도부터 실시간 원격화상강의 시스템을 활용한 ‘NeMo Class’를 통해 정규교과
과정에서 학점 인정 과목으로 매 학기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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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요
1. NeMo Class란?

‘Networked Modular Class’의 약자로 실시간 원격화상강의 시스템을 통해 공간의
제약 없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교육방식입니다. 타 실시간 원격화상
강의와의 차이점은 교수자의 강의 운영 방식에 따라 학습자가 온라인 환경뿐만 아니라
강의실 현장에서도 직접 수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교수자는 일반적인 강의를 진행하고, 해당 강의가 실시간(Live) 온라인으로
송출되어 학습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전달된 강의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디바이스

(예: 스마트폰, 태블릿 등)를 이용하여 본인이 수강하고 싶은 장소에서 자유롭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강의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강의실 현장에 직접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NeMo Class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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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및 특징

NeMo Class의 주목적은 ‘학습자의 수강권 보장’입니다. 공간의 제약을 넘나드는 수강
의 자율성은 자연스럽게 학습자의 수강권 보장으로 이어집니다. 일례로, 자연계캠퍼스에
소속된 학생들이 교양과목을 수강하기 위하여 인문·사회계캠퍼스로 이동할 때, 해당 강
의에 지각하는 경우 등 학습자의 수강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나, NeMo

Class로 해당 과목을 운영한 이후 불필요한 이동 거리를 줄임으로써 학습자들의 수강권
이 보장 되었습니다.
한편, NeMo Class의 특징은 기존 온라인 강의의 문제점인 의사소통의 한계를 음성
과 문자 채팅으로 극복하고, 녹화 영상 제공을 통한 강의 복습이 가능함으로써 학습자
의 개인별 맞춤 학습 및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학사운영 측면
에서는 분반의 통합 및 전임교원의 강의 운영 확대를 통해 학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
였습니다.
<표 1> NeMo Class의 특징
NeMo Class의 특징 6가지
① 학습자들의 수강권 보장
② 공간 제약이 없는 강의 수강
③ 분반의 통합 및 전임 교원의 강의 운영 확대로 학사운영의 효율성 제고
④ 음성 및 문자 채팅 기능을 활용한 실시간 상호작용성 증대
⑤ 복습을 위한 강의 녹화본 제공 (개인별 맞춤학습 및 자기주도학습)
⑥ 출결 문제 감소 (온라인 접속 현황 및 유고 결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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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획 및 운영
1. NeMo Class 기획

[그림 3] NeMo Class 강좌 운영 사례

2017년도 2학기 1개의 교과목에 대한 시범 운영 이후 관련 규정을 정비 하였습니다.
시범 교과목은 본교의 핵심 교양과목으로 약 500명 이상이 수강하는 ‘대형강의’입니다.
학생들은 강의실(대강당 제공)에 직접 출석하여 대면 방식으로 수강하거나, 편의에 따
라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수강하는 등 ‘대면-비대면 병행’을 통하여 해당 강의를 수강하
였습니다. 이를 통해 NeMo Class와 타 강의(즉, 대면 강의)를 비교함으로써 NeMo Class
가 효과적인 비대면 수업의 형태인지 확인하는 긍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도 1학기부터 핵심 교양과목을 정규교과과정으로 운영하였으며, 공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생명과학대학 등 교과목의 특성 및 강의 방법에 따라 확대· 시행하고,
해당 강의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림 4] 강의유형에 따른 NeMo Class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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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Mo Class 운영
학사 일정에 따른 NeMo Class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매 학기
개강 전 NeMo Class 개설신청서를 받은 후, 개설 여부에 관한 심의를 ‘원격수업관리위
원회(구 온라인활용교육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개설 허가된 교과목을

‘NeMo Class 교과목’으로 운영합니다(표2 참고).
<표 2> NeMo Class 운영 방법
구분

내용

학기 전

- 교수자가 소속 단과대학을 통해 원격교육센터에 개설신청서 제출
- NeMo Class 운영을 위한 온라인활용교육 워크숍 참여 (필수 1회, 선택 1회)

학기 중

- 본교 강의시간을 준수하여 실시간 화상강의 방식으로 강의 진행
- 강의는 영상 송출 장비가 세팅된 전용 강의실에서 진행
- NeMo Class 기술전담 조교를 배치하여 시스템 관련 지원을 담당

학기 말

- 원격교육센터 주관의 학습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NeMo Class의 개선점 도출 후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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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온라인활용교육 워크숍 포스터(2019-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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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Mo Class 운영을 위한 강의실
현재 본교에는 NeMo Class를 위한 총 6개의 전용 강의실이 구축되어있으며, 이 중 대
강당은 2곳으로 대규모의 강의(500명 이상)에서도 대면-비대면 병행 강의가 원활하게 진
행 가능합니다. 모든 강의실에는 고화질 실시간 송출 영상장비와 사용자 추적 및 줌이
가능한 PTZ(Pan-Tilt-Zoom) 카메라가 설치되어있으며, 이 중 2곳은 PBL(Problem-based

Learning) 형태의 강의도 진행할 수 있도록 8대의 조별 모니터와 이동식 데스크가 완비
되어 있습니다.

[그림 6] 본교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제공하는 VR 강의실 투어 페이지

[그림 7] 본교 SK미래관에 설치된 NeMo Class 전용 강의실 (한국일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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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과
1. 코로나를 극복한 NeMo Class

2020학년도 1학기 시작 시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모든 대학은 큰 어려움을 겪
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강의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본교는 2018년도부터 NeMo

Class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타 대학보다 원활한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전 온라인 강의 비중이 0.01%에서 코로나19 사태 이
후 100%가 된 상황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는 데 큰 혼란이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수자들의 강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였고, 학습자들의 수업 결손 문제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 매 학기 증가하는 NeMo Class
코로나19 이전 4개 정도의 교과목이 NeMo Class로 운영되었다면, 코로나19 이후
신청 과목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개설과목 수가 다소 적은 폭으로 증가하였다
고 할 수 있으나, 코로나 이후 현재 모든 과목이 온라인 강의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NeMo Class의 경험을 통해 담당 교원이 직접 개설을

신청하여 NeMo Class 교과목을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고자 한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표 3> NeMo Class 개설 과목 현황
학기

재개설

신설

전체 개설과목 수

2018-1

-

1

1

2018-2

-

1

1

2019-1

1

1

2

2019-2

1

3

4

2020-1

1

3

4

2020-2

1

3

4

2021-1

5

4

9

2021-2

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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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자 및 학습자 모두 만족도가 높은 NeMo Class

NeMo Class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 학기 만족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만족도
조사에는 시스템의 품질, 효과성 등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ikert 5점 척
도로 조사(2020년도 기준)를 했을 때, 시스템(영상, 사운드 등)의 품질 만족도는 3.97점,

NeMo Class 교수· 학습방법의 효과성은 4.1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향후 NeMo
Class 수강 의향은 4.35점, 추천 의향은 4.29점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NeMo
Class 수강 동기와 관련된 문항의 경우,‘수강할 강의가 NeMo Class로 운영되기 때문에’
라는 응답에 가장 높은 응답률(43.48%)을 보였습니다.
<표 4> NeMo Class 수강 학습자의 실제 주관식 의견
NeMo Class 수강 학습자 의견
- 강의실이 아닌 어느 공간에서나 수강할 수 있어 좋았고, 오히려 현장 수업과 비교해 질문도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라
더 좋았다.
- 통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다.
- 수강 정원이 많은 대규모 강의의 경우, 수강 신청이 용이하였다.

한편, NeMo Class를 운영한 한 교수님은 ‘NeMo Class로 과목을 운영하니 학생들이
매우 좋아하고, 소통과 질의응답이 매우 용이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인터
넷 강의 및 메신저 사용에 익숙한 MZ세대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강의의 형태이며,
개별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Ⅴ. 향후 계획
1. 온·오프라인 KU Hyblend(Hybrid+Blended) Learning인 NeMo+ 강의 운영
일반적인 강의 전달 형태의 NeMo Class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으며, 안정적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실습 및 토의·토론 형태의 성공적인 온라인 강의 사례는 부
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NeMo Class 고도화(이하 NeMo+)를 통하여 다양한 강의 형태에
적합한 온라인 강의 유형의 개발 및 확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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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고려대학교 NeMo+ 운영을 위한 Framework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 2학기에 시범강좌 선정을 통해 교수설계, 온라인 도구의 활용,
시스템 활용 등과 관련한 운영 및 시범강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반적인 강의식 형태 외에 활동식(참여형과 실습형) 형태 등 다양한 강의 유형을 발굴
하고 확대하는 NeMo+ 강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표 5> 수업 유형에 따른 분류
수업 유형
강의형
활
동
형

내용
- Hybrid Learning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업유형

참여형

- 협동학습, 토의토론, 프로젝트, 문제중심학습, 팀기반학습 등 자기주도적 학습자 활동이 중심이
되는 수업유형

실습형

- 실험, 실습, 실기 등 학습자의 직접적인 경험(체험)이 중심이 되는 수업유형

기존과 동일하게 NeMo+ 수업도 교수 및 학생 대상의 우수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며,

입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 방안도 도출함으로써 매 학기 운영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상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교육 생태계 구축 및 수업설계의 표준화를 마련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담보한 명품 강의 보급을 통해
본교만의 시그니처 강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효과적인 비대면 수업 ‘NeMo Class’(전미현･현민영･정재희)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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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주제 ❚ 최신 에듀테크 활용 (메타버스, AR/VR 등 활용)
Ⅰ. 대학들이 메타버스 교육 시장에 뛰어든다.
메타버스에 엄청난 관심이 몰리고 있다. 세계적으로 메타버스는 인류가 진출해야 할
디지털 신대륙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메타버스를 미래를 위한 중요 사업으로
판단하여 한국판뉴딜2.0에 포함시켰으며, 그중 가장 활발한 반응을 보이는 곳 중 하나가
교육계이다.
메타버스의 개념 중 하나인 AR/VR을 활용한 교육 방법은 에듀테크의 일환으로 활발
히 진행 중이다. 에듀테크(Edu-Tech)는 교육(Education) +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신
조어로 원격 교육 분야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흐름
이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갖춘 ‘AI
선생님’, 온라인대규모공개강좌 ‘MOOC’ 등과 같이 교육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1]
사실 메타버스는 교육계를 오래전부터 변화시키고 있었다. 윤기영 한국외대 경영학부
미래학 겸임교수(에프엔에스 미래전략 연구소장)는 “메타버스를 주도하거나 기민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대학은 경쟁력을 급격하게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학령인구
저하로 인해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재 대학들에게 메타버스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국 과학계를 이끌어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이광형 총장은 “디지털 인프라
와 정통적 인적 자원을 잘 갖춘 대학이 지역적 위치와 관계없이 교육계의 새로운 리더로
등장”할 것이며 글로벌 메타버스 캠퍼스를 만들 계획임을 밝혔다.[2]
본 저자는 이광형 총장의 계획을 당국 대학이 맞이한 수도권 집중화에 대비할 지방대
학의 경쟁력으로 해석했다.
이에 원광대학교에서 에듀테크(메타버스)를 통해 이뤄낸 원격 교육 우수 사례를 소개
하며 미래 교육 사회의 궁극적인 목적과 전국 대학들이 갖춰야 할 메타버스 경쟁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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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해 보려 한다. 2장에서 원격교육과 메타버스에 대해 다루며, 원광대학교의 원격
교육 우수사례 및 중요 내용은 3장에서 다룬다.

Ⅱ. 원격교육과 메타버스
원격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이
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 시간과 공간의 특성으로 구분된 ‘동시적 원격교육’, ‘비동시
적 원격교육’ 등의 개념이 있다.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 교육하
는 비동시적 원격교육이 늘어가고 있다. 기존의 원격 교육은 웹(Web) 인터넷을 기반으
로 이루어져왔으나, 기술 발전에 따라 메타버스에서 진행하는 사례가 물밀 듯 쏟아지고
있다.
수업, 졸업식, 입학식, 금융, 관광, 종교, 채용 박람회, 도시 행사, 취업 특강, 나이팅게
일 선포식, 워크숍, 웨비나, 여행, 운동, 예술 등 앞서 말한 단어는“대학 + 메타버스”를
검색하여 2주간의 기사에서 얻은 키워드들이다. 이렇듯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원광대학교는 메타버스 붐이 일기 전부터 가상·증강 현실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주
목하고, 관련 교육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비동시적 원격교육을 위해 메타버스 가상세계

[그림1]를 구축하여 학습법(노하우) 공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게더타운 플랫폼[그림2]
을 통해 E-learnig 학습플랫폼 오리엔테이션을 시청하거나, VR 특강 신청 및 홍보, 학습
공모전 우수사례집을 둘러보는 등 원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1] 원광대학교 학습법(노하우) 공유회, 네이버 제페토 플랫폼

204

[그림 2] 원광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위와 같이 원격 교육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지난 3년간 꾸준히 AR/VR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정규 교과목과 연계시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학습자 관심을 끌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 및 만족도를 높였다. 실감형
교육용 콘텐츠 활용 분야 발굴을 위해 2019년 2건, 2020년 5건 등 총 7건의 AR/VR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데 이어 6건을 추가 개발 중이며, 의학, 공학, 인문학, 예체능 등 다양한
전공과 실험실습 과목뿐만 아니라 학문 간 융·복합으로 교수와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수법 쇄신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1. 메타버스(AR/VR)란?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Meta'와 '우주'를 뜻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을
초월한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 VR(Virtual Reality)은 디지털로 구성된 특정 환경이나 물
체 등 완전한 가상세계를 의미하며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은 눈으로 보는 현
실세계에 가상의 디지털 물체의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다. 또한 AR/VR은 메타
버스의 개념 중 일부이다.[3]
본 저자가 AR/VR 관련 교육 사업을 진행하면서 받는 많은 질문 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입

○

1등 “AR/VR(메타버스)이 무엇입니까?”

○

2등 “AR/VR(메타버스)로 어떻게 학습을 하죠?”

상

이와 같이 에듀테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 아무리 최신기술을 사용하더라도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 시작 단계에 해당
기술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파트를 항상 넣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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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광대학교 메타버스 사례
1. 기획 및 목적
메타버스는 코로나19가 초래한 교육계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았다. 지
난해부터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해왔으나, 급하게 도입
한 만큼 교육 자료가 원격 수업에 적합하지 않거나, 학생들의 집중력과 참여도가 저조해지
는 단점을 보였다. 이는 곧 학력 능력 저하로 연결되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메타버
스가 도입되었다. 가상의 아바타를 생성하여 가상공간에서 학우들과 소통하며, 디지털 오
브젝트와 인터랙션하는 이벤트를 통해 일반적인 원격 수업보다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실제로 국내·외 대학에서 입학식, 졸업식, 전시회 등을 메타버스에서 진행하여 코로나로
인해 교류가 없었던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학생 간 소통을 통해 연대감까지 생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2. 운영
원광대학교는 일찍이 AR/VR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8년부터 AR/VR/MR 관련 체험
실 및 모델링 공간을 구축하였으며, 2019년엔 VR형 구내방사선촬영을 통해 치과대학의
방사선 촬영 훈련 실습[그림3]을 가상현실에 적용시켰다. 특히 의료계에서 메타버스를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실험실습 교육이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
해 어려움을 겪으며,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 원격교육의 장점을 살린 수업 방식으로 실험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실습 후 실습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업 참여도 및
학습을 확인하는 등 비동시적 원격교육의 장점을 확실히 살리고 있다.

[그림 3] 치과대학 교수의 VR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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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원광대학교 VR 콘텐츠 개발 현황
개발 연도

이름

2019

구내방사선촬영 실습

2019

화학 AR 학습

2020

역사 학습(거북선, 이순신)

2020

원자 및 분자 구조 입체화 학습

2020

임용시험 인터뷰 학습 훈련

2020

운동을 통한 신체 변화 학습

2020

음식 섭취를 통한 신체 변화 학습

2021(개발 중)

오지상승요법을 활용한 감정치료

2021(개발 중)

스마트 플랜트 품질 경영 학습

2021(개발 중)

재봉틀 실습

2021(개발 중)

역사 학습(고대 스포츠, 로마)

2021(개발 중)

구내방사선촬영 실습

2021(개발 중)

경혈학 실습

또한, 원광대학교는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가상세계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원격수업을 진행하였다. 아래 1~3의 내용은 원광대학교에서 기획하고 운영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원격수업 사례이다.
가. 인게이지(Engage)

인게이지 플랫폼은 가상 공간에서의 수업, 회의가 가능하다, [그림4]에서 보듯 클라우드
시스템과 연동하여 교안을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다.[5] 다만 VR 기기를 활용한 수업은
어지럼증으로 인해 장기간 진행하기 어렵다. 실제로 데모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직 실제
수업에선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VR 기기의 어지럼증은 전 세계 VR 시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점으로 해당 기술의 발달로 어지럼증이 줄어들면, VR을 통한
수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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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게이지 플랫폼 가상 강의실

나. 제페토(Zepeto)

[그림 5] 메타버스에 게시된 역대 수상식 사진과 주최 부서의 인사말

위 [그림5]는 1장에서 소개한 메타버스(네이버 제페토)에서 진행하는 학습노하우 공유
회이다. 원광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매학기 재학생들의 학습노하우를 주제로 공모
전을 진행해왔다. 기존 공모전 수상작들은 별도 책자로 제작되어 학생들에게 공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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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나, 코로나19와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공유될 기회가 적었다. 하지만

[그림1, 5]에서와 같이 공모전 수상작들의 노하우를 전시하여 많은 학생들이 가상공간에서
우수한 학습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시공간적 제약을 사라지게
하였다. 역대 수상식 사진과 더불어 주최 부서의 공모전 안내와 인사말 등을 게시하여
인해 교류가 없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는 수상자들이 강의자가 되어 자신의 노하우를 메타버스를 통해 비동시적 원격교육
의 진행하는 사례이다. 해당 플랫폼은 서버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며 빌드잇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료로 자체개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 게더 타운(Gather Town)

현재 많은 대학 및 기업이 활용하는 플랫폼 중 활용도가 높고 참여가 쉬운 플랫폼을 고
르라고 한다면, 당연 게더타운이다. 게더타운은 웹으로 접속이 가능하다. 즉 별도의 VR
기기나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하는 원격교육이 아닌 PC 웹브라우저를 통해 접
속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원광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게더타운을 통해 가상 센터를
구성하여, 센터에서 진행하는 특강, 공지사항, 이벤트 등을 한곳에서 보기 쉽게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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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비대면 학습시스템 오리엔테이션(OT)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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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E-book을 연동한 학습공모전 우수사례 학습

[그림 8] 방명록(출석) 작성 및 공지사항 확인

[그림 9] 센터 홍보영상 및 SNS 사이트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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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특강 및 학습을 비동시적 원격교육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메타버스에 녹여내
었고, 여러 교육 및 공지(홍보)를 하나의 가상공간 안에 집적시켰다. 또한 시작 부분에 나
만의 아바타를 커스터마이징하여 재미의 요소와 집중력을 보여주며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
였다. 접속 인원수에 따라 정해진 비용이 지출되며, 일정 인원은 무료로 접속 가능하다. 또
한 가상공간을 별도 비용 없이 구축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디버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수·학습법 연구와 AR/VR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을 진행 중이다. 또한 오는 12월 원광대 에너지사업단과 공동으로 ‘메타버스와 최신
교수법’을 주제로 교육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게더타운 플랫폼
을 이용할 계획이다.
원광대학교에서는 앞서 소개한 3가지 메타버스 외에도 메타버스 콘텐츠를 실험하고,
연구개발 및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첨단 시스템을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
게 무료 개방해 교육적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구축된 메타버스 관련 시설은 학습자가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학습 내용을 360 카메라, 프로젝션기반, 크로마키 기반, HMD 기
반 콘텐츠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개발해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체험
신청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아 재학생과 대학 방문 고교생, 일반 시민들도 사전 신청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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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R/VR 전용강의실, 체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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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 메타버스에 대비하라
1. 메타버스 선도대학 잰걸음
메타버스는 많은 세계인들의 오프라인 커넥트 대한 인식을 탈바꿈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AR/VR 운영 담당자는 “최근 10대들의 가상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
페토, 로블록스 등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이 활성화 되고 있다”며 “이제는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10대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용체험 신청이 부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10대들은 미래에 대학에 입학할 인재들이며, 태어날 때부터 IT기기를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 MZ세대들이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은 당국 대학은
미래 시장의 경쟁력을 위해 메타버스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메타버스를 위한 노력은
대학 간 경쟁에서 큰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이다.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맡고 있는 전기전자공학과 조영식 교수는 “본교의 선도적인

AR/VR 관련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재학생, 신입생, 그리고 더 나아가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각적 학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원
광대가 향후 국내 교육 영역의 메타버스 시대를 리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향
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방사선 VR 치의학 콘텐츠를 개발한 교수는 “방사선 촬영 실습
중에 발생하는 피폭을 차단하고 학습자의 동기부여를 통해 안전한 실습수업에 대한 흥
미를 유발할 수 있었다”라며 “방사선 촬영 실습의 예습 및 복습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수
있어 학습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업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사업을 총괄하는 황보경 교육혁신단장은 “교내 여러 학과와 부서별로 새로운 흐름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다”라며 “원광대가 메
타버스 선도대학으로 앞서 나가기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6]
2. 디지털 신세계에도 대학은 존재한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메타버스 열풍은 전문가들의 성장 예측 속도를 급속히 뛰어넘었다.
메타버스 시장이 블루오션 시장이란 걸 예측한 글로벌 소셜네트워크(SNS) 회사인 페이
스북의 주커버그(Zuckerberg)는 ‘가상현실이 2030년 이전에 대중화’될 것이라고 전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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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아크 투자(Ark Invest)는 2030년이 되면 증강현실 안경 등이 스마트폰 정도로 대중
화될 것으로 전망했다.[2]
제페토 플랫폼은 전 세계 2억 명의 가입자 중 10대가 80% 이상이다. 로블록스 플랫폼은
미국 16세 미만 청소년의 55%가 가입했고, 하루 평균 접속자만 4,000만 명에 달한다. 이
렇듯 데이터 리터러시에 역량이 없어도 수치만으로 알 수 있다. 메타버스는 원격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디지털 신세계에도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본 저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원격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느
끼며, 현재 기삿거리로 쓰이는 메타버스가 진정한 교육을 위한 R&D가 진행되기를 희망
하며 글을 마친다.

관련근거
한화생명, 교육의 혁명! 미래를 변화하는 디지털 교육 ‘에듀테크’란?

(https://www.lifentalk.com/1820)
한국대학신문, 메타버스 특집, 메타버스가 캠퍼스에 몰려온다.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13932)
KBS, 현실에서 못하는 모든 거스 메타버스에서? 열풍, 실제로 체험해봤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6894)
원격교육(http://kocw.xcache.kinxcdn.com/KOCW/document/2018/sunmoon/simhyeonae021/1.pdf)
인게이지(https://engagevr.io/engage-oasis-metaverse)
원광대학교, 대외협력 홍보과(AR·VR 활용한 메타버스 선도대학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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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지원보다 최선의 지원으로
홍진헌 (계명문화대)

응모 주제 ❚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대학차원의 노력
Ⅰ. 서론
1. 목적
○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대학차원의

다양한

노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19)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특히
교육은 소위 언택트(Untact)라고 하는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었음. 이로 인해 대
학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진행해 왔음. 우리대학
역시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대학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교육부의 공문(전문대
학지원과-3547호(2020.8.24.))에 2020-1학기 전문대학 원격수업 우수사례로 소개되
었음. 대학에서 지원한 다양한 사례에 대한 소개와 공유를 통해 대학 원격교육의
발전을 위해 우수 사례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음.
2. 코로나19가 바꾼 대학의 교육환경
○

(전대미문의 개강 연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우리나라에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음. 2020년 2월말은 대구지역 모 교회의 집단감염 사건으로 인해 코로나
의 1차 대유행 시기를 맞이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이 되었음. 교육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분야에서의 활동은 잠시 멈춤이 되었으며,

입

겪어보지 못한 일에 우왕좌왕 모든 것이 혼란한 상황이었음. 특히 대학은 개강을

상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개강을 연기하
는 전대미문의 역사를 갖게 되었음.

최고의 지원보다 최선의 지원으로 (홍진헌) ∙ 215

제1회 대학 원격교육 우수사례집

○

(대학의 대처) 대학에서는 개강이 연기되는 혼란 속에서도 발빠른 대처를 위해 개
강이후 2주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비대면 수업의 연기 여부
를 결정하는 대책을 수립하였음. 또한 원격수업의 방법, 기 구축된 원격수업을 위
한 시설, 학습관리시스템(LMS)에 대해 교수자들에게 어떻게든 쉽게 활용할 수 있
도록 안내하는 것이 주효했음.

○

(코로나19가 바꾼 대학의 교육환경) 대학에서는 그동안 원격수업의 교육효과성
저하, 학생들의 학습 이해도 제고 방안 수립 필요성, 원격수업을 위한 스튜디오,
학습관리시스템(LMS) 등 고가의 시설과 기자재 등으로 인해 부정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았음. 특히 교육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K-MOOC의 경우 전문대학
의 실적은 4년제 일반대학에 비해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지지부진했음. 실
습이 많은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은 원격수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은 대학교육 환경을 180도 변화시켰음.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학습관리시스템(LMS) 도입, ZOOM, Webex
등 화상강의시스템 도입, 서버 구축, 강의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증설,
교수자에게 웹캠 지급, 노트북 지급, 강사추적 시스템을 통한 수업 녹화가 되는 스
마트 강의실 구축 등 앞다투어 원격수업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음.

3. 원격수업 운영 지원에 따른 문제점
○

(교수자를 위한 집체교육 불가) 우리대학의 교수자(강사 포함)는 20대 후반부터 60
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보유하고 있음, 일부 실습과목의 경우 산업체 실무자의
강의로 진행됨. 비대면 수업이라는 당황스러운 환경 속에 원격수업이라는 시스템
을 이해시키기 위해 집체교육의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했음. 또한 원격수업에 대한
시스템, 기능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은 큰 걸림돌이었음.

○

(실습과목 운영 곤란) 전문대학은 전체 교과목의 40% 정도 실습으로 구성되어 운
영되고 있음.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서 실습과목은 소프트웨어, 기자재가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예를 들면 디자인 계열에 CAD를 배우려면 학생이 소유하
고 있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운용할 수 있는 컴퓨터 사양이 되지
않으면 실습을 할 수 없음. 최근 VR, AR 등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기자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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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교육적 효과에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음.
○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시스템 필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대학의 발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웹캠, 스토리지 등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물품의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공급에 차질이 있었음. 교수자는 강의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스튜디오를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준비사항 등이 필요함에 따라 부담감이 컸음.
또한 모든 교수자들을 유튜버나 소위 일타강사로 만들 수도 없었음. 교수자들이
수업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저작도구를 찾아 지원하는 것이
최고의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했음.

Ⅱ. 본론
1. 코로나19 이전 우리대학의 원격수업 인프라 현황
○

(강의촬영 스튜디오) 우리대학은 2018년 5월 이러닝 콘텐츠 및 수업 보조자료 제
작을 위해 스튜디오를 구축함. 스튜디오의 내부는 약9.4평 크기이며, 86인치 UHD
형 전자칠판 또는 크로마키를 활용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구성함. 스튜디오 외부는

2평 크기의 조정실로 4K 디지털 VR방송 시스템과 12채널의 오디오 믹서 등으로
구성함. 또한 콘텐츠 촬영 전 다양한 회의와 준비를 위한 12평 정도의 회의실이 구
성되어 있음. 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촬영인력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별도의 촬
영인력을 두어 운영함.
<표 1> 강의촬영 스튜디오 보유기자재
시설명

주요내용
∙ 보유 기자재
연번

스튜디오

주요 기자재 및 장비 목록

1

4K XDCAM HD422 Camcorder

2

모니터링 UHD 모니터(55인치)

3

좌식형 태블릿 모니터 22인치

4

크로마키

5

UHD형 86인치 전자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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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주요내용
∙ 보유 기자재
연번

조정실

주요 기자재 및 비품 목록

1

4K 디지털 VR방송 시스템

2

모니터링 모니터

3

HDMI 분배기(4K UHD 1:4분배기)

4

오디오 믹서(12CH)

∙ 보유 기자재
연번

회의실1

○

주요 기자재 및 비품 목록

1

회의테이블(8인용)

2

회의용 의자

3

태블릿 모니터 및 전용 펜(대여용)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우리대학은 2004년 3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습
관리시스템의 전신인 E-class를 구축한 후, 2014년 6월에 학습관리시스템(LMS)을
도입하고, 2019년 2월에 학습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음.
학생들의 휴대폰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습관리시스템도 모바일 기기를 통한
강의 수강과 동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하여 운영하고 있음.

○

(원격수업 운영 현황) 우리대학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원격수업을 위한 콘텐츠를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2021학년도 현재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양과
목(26개 과목) 대부분을 원격수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표 2> 2018~2019학년도 원격수업 개설 교과목 운영 현황

구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1학기

4개 과목
(기초취업토익, 영화속의음악, 인성과본보기인물,
회계와프레젠테이션실무)

3개 과목
(기초취업토익, 영화속의음악,
인성과본보기인물)

2학기

7개 과목
(기초취업토익, 영화속의음악, 인성과본보기인물, ERP인사,
기독교와문화, 식사요법, 회계데이터처리

2개 과목
(기초취업토익, 인성과본보기인물)

합계

11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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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과목

2.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을 위한 지원 계획 및 실적
○

(원격수업을 위한 방향설정)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의 원격수업 운
영 기준을 준용하여 50분 수업 기준 25분 이상의 콘텐츠 재생하고 퀴즈, 토론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강좌의 이해를 돕도록 안내함. 특히 원격수업의 기본원칙
은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는 모든 수업(탑재형, 링크형, 실시간형)은 대학 학습관리
시스템(LMS)을 이용하여야 하며, 교수자는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업내용 탑
재 및 학생의 출결사항을 체크하고, 학습자는 학습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강의를
들어야만 해당 수업의 출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원격수업 운영 유형) 전공 및 교과목 특성을 반영하여 ①탑재형(50분 수업 기준
25분 이상의 콘텐츠를 재생하고 퀴즈, 토론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강좌의 이
해를 돕도록 운영하며 ppt 슬라이드 쇼(자료를 설명하는 음성 필수) 또는 PDF 파
일을 학습관리시스템(LMS)에 탑재하여 수강), ②링크형(동영상으로 촬영한 수업
내용(강의자료)을 개인의 유튜브 채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강의콘텐츠 저장소
등에 탑재한 후, 학습관리시스템에 해당 링크(저장소의 URL 주소 등)를 통해 학생
들이 접속하여 수강), ③실시간형(학사와 연동된 LMS, 실시간 화상수업 시스템

(Webex Virtual Campus)을 구축하고 출석수업과 동일한 수준의 출석관리, 강의,
과제물 제출, 시험(평가), 토론, 질의응답 등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가능하도록 지원
함. 해당 강좌의 수강생이 아니면 입장이 불가능) 중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워킹스루를 통한 온라인 학습지원 자료 제공) 일부 학과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 강의 퀄러티를 높이기 위해 재학생에게 온라인 학습지원 자료와 간단한
간식을 교수가 직접 워킹스루로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함.
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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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역신문 보도자료(영남일보 2020.5.7.)

○

(실시간 화상강의 시스템 구축) 2020년 2월 코로나19 감염병의 1차 대유행 이후
언택트 수업을 위한 실시간 화상강의 시스템에 대한 도입이 급선무라고 판단함.
다만 우리대학 학생이 아닌 타인이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안문제 해결, 대학
의 학사와 연동하여 자동 출결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었음.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전 2020년 3월 30일 전임교원 및 강사를 포함한 비
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솔루션인 시스코 웹엑스(Cisco Webex) 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실시함. 이후 4월부터 기존 구축된 학습관
리시스템(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화상회의 솔루션인 시스코 웹엑
스(Cisco Webex) 시스템을 추가하여 쌍방향 실시간 화상수업을 실시하고 출석수
업과 동일한 수준의 출석관리, 강의, 과제물 제출, 시험(평가), 토론, 질의응답 등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가능하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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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역신문 보도자료(매일신문 2020.4.27.)
○

(KMCU Online Class Frontier 구성 및 운영) 코로나 19 관련 대학의 비대면 수업 질
담보를 위해 학과별 원격수업 컨설팅 교수를 1~2명 추천받아 4.13.(월)에 구성하였
음. 이들은 학과(부) 교강사의 원격수업 운영기준과 방법 등의 안내와 지원, Webex
원격수업(선도적 운영) 연수, LMS 활용 및 원격수업 팁 공유 등을 하는 컨설팅의
역할과 학과(부) 개설강좌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의 임무를 수행함.

○

(원격수업 만족도 조사 및 공유) 대학 자체적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5.8.(금)부터 5.22.(금)까지 실시해 학생들의 만족도와 의견을 수렴하고, 만족도 조
사결과를 교원별로 확인하여 수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

○

(강의 개선을 위한 수업컨설팅 진행) 강의 개선이 필요한 교원, 강의 평가 하위 교
원을 대상으로 원격수업 강의계획서,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6.23.(화)부터 7.16.(목)
까지 수업컨설팅을 진행함.

○

(원격수업 확대를 위한 교수자 교육) 원격수업의 운영방법, 학생들과 소통이 익숙
하지 않은 교수자들을 위해 다양한 특강, 워크숍, 교수공동체 등을 개최하였음.
<표 3> 교수자 교육 등 주요 지원 실적
구분

교수법 특강
워크숍
교수공동체

주요내용
∙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소통, 공감하기 등 2회 163명 참여
∙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Doczoom) 등 8회 452명 참여
∙ 교학상장 등 8개 그룹 활동 41명 참여 (2020.5.19. ~ 12.16.)

런천아카데미

∙ 나의 원격수업 사례 발표 등 4회 160명 참여(2020. 4.23.~ 11.11.)

수업 컨설팅

∙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 등 27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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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교육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실시간 원격강의 시스템인 Webex와 Virture
Campus 구축 이후 원격교육 시스템의 계획과 실적은 다음과 같음.

계획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도입을 통해 교수자들에게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의 효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학습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콘텐츠 영상지원을 통한 효과적인 학습지원 추구
강의자료 제작을 위한 저작도구(DocZoom) 도입
학습관리시스템(LMS)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VOD 가상화 서버 구축
학습관리시스템(LMS) 내 강의자료 저장공간 해결을 위한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CMS 구축(이중화 구축) : (도입시기) 2021.2.23.
콘텐츠 통합관리 지원, 동영상 파일의 MP4 자동변환 지원, TML5 기반 동영상 Player 지원, Web 및
Mobile 지원(반응형 웹)

[그림 3] CMS 구축 화면

실적

LMS와 CMS 연동을 통한 편의성
- LMS에서 콘텐츠 업로드 시 CMS로 자동 저장
- LMS에 수업관련 파일등록 시 CMS에 업로드 되어 있는 영상파일을 링크로 등록
Doczoom (1인 강의 녹화 솔루션 도입) : 사용자 개별 수업콘텐츠 작성 지원

[그림 4] 1인 저작도구 Doczoom 프로그램 화면
VOD 가상화 서버 구축 : (구축 완료시기) 2021.2.15.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40TB) : (구축 완료시기) 2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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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교육 환경 구축) 강의실 환경 외 다양한 기자재를 통한 원격교육의 환경을
구축하여 교수자, 학생에게 지원함. 계획과 실적은 다음과 같음.

계획


AI 카메라는 움직임을 추적하여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로서, 교수자의 강의, 실습, 시연 등을 보조자 없이
촬영하여 실시간 또는 원격수업에 활용하여 수업의 질과 효과 제고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혼용한 블렌디드 수업의 활성화와 운영 지원을 위해 수업시간에 활용이 용이한
펜 기능을 갖춘 펜 노트북을 도입
스마트패드 도입을 통해 Webex, 저작도구(1인 강의녹화 솔루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강의자료 제작 시
펜 기능을 활용하여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입

실시간 원격교육 목적의 교수·학생 간 화상 수업,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가능한
스마트 강의실 구축
AI 카메라 : (도입시기: 2020.11.25.) 24대 구입
Recording, Tracking, Zoom(In, Out)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교수자 혼자서도 촬영이 가능함. 또한,
우리 대학교가 도입한 실시간 화상시스템(Webex)과 연동하여 실시간 화상수업이 가능하도록 운영

[그림 5] AI 카메라, 전자칠판, Webex 연동화면

실적

펜 노트북 구입 및 대여 : (도입시기 : 2020.12.8.) 16대 구입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혼용한 블렌디드 수업의 활성화와 운영 지원을 위해 수업시간에 활용이 용이한
펜 기능을 갖춘 노트북을 구입 및 대여

스마트패드 구입 및 배부 : (도입시기 : 2020.12.8.) 111대 구입, 강의자료 제작 시 펜 기능을 활용하여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입

입
상

[그림 6] 스마트패드 활용 방법 워크숍(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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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강의실 구축 : (구축완료 2021년 2월) 13개실 구축
전자칠판을 설치하고 좌우모션 추적 카메라를 통하여 교수자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무선마이크
사용으로 전체 강의공간을 활용하여 활동적인 수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스마트 강의실 13개실 구축

[그림 7] 스마트 강의실
각 건물별 액티브러닝룸 구축 : (구축완료 2020.12.9.) 4개실 구축
학습자에게 자기주도적, 협력학습을 통한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하고 블렌디드 러닝, 온, 오프라인 동시 수업
등 교수자의 새로운 교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86인치 전자칠판, 55인치 TV 6대, 조별 활동용 컴퓨터
6대 미러링, 매트릭스 등의 기자재로 구성

[그림 8] 액티브 러닝룸(중앙일보, 영남일보 등 2021.1.5. 기사 참고)
1인 스튜디오 구축 : (구축완료 2021.8.20.) 1개실 구축
기존 스튜디오의 경우 촬영 및 기자재 운영인력이 필요했으나 1인 스튜디오의 경우 교수자 혼자서도 촬영,
Webex나 Zoom을 통한 화상강의가 가능하도록 구축함.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소수의 학생(7
명 이하)에게는 대면으로, 다수의 학생에게는 실시간 방송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동시 수업 가능

[그림 9] 1인 스튜디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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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원격 도우미 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교수자들은 비대면 수업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강의 촬영, 편집 등의 업무로 인해
교육에 집중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음. 원격교육의 질 개선 및 학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2020년 온라인 원격도우미 지원 사업, 2021년 전문대학 강의제작 운영지원
온라인 원격 도우미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음.

Ⅲ. 결론
1. 원격수업 지원을 통한 성과
○

(최고의 지원보다 최선의 지원) 원격수업 지원에 있어 모든 시설, 기자재가 최고급
이기보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이 원격수업의 질을 제고할 수
있었음. 우리대학은 강사를 포함한 교수자와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원
격수업 우수사례 대학, 2020학년도 우수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선정되었음.

○

(원격수업 우수 사례 대학으로 소개) 2020학년도 1학기 원격수업 운영 전문대학
중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전문대학에 공문(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3547호

(2020.8.24.))으로 배부됨.
○

(2020년 우수 교수학습지원센터 선정) 전국 전문대학 교수학습지원센터 중 1차 보
고서 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3개 대학만 선정하는 2020년 우수 교수학습
지원센터에 선정(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145번, 입학지원실

-5787호(2020.12.9.))됨. 특히 2020년 우수 교수학습지원센터 선정을 위한 보고서
내용 중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를 수록하여 심사를 받음.
○

(교원 대상 만족도 조사) 2020년 대학 만족도 조사 결과(교원 대상) 종합만족도
80.8점이며 교육시설(기자재 포함) 영역에서 81.4점으로 종합만족도 보다 높은

입

점수를 획득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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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교원 대상 종합/차원 만족도

2. 원격수업 지원 경험을 통한 실시간 수업 확산 계획
○

(실시간 원격수업 지원 경험을 통한 대규모 세미나 등 개최) 2021.8.6. 한국식품영
양 관련학과 교수협의회 하계 연수회를 시스코 웹엑스(Cisco Webex) 시스템을 통
해 지원한 바 있음. 스튜디오 외 다양한 장소에서 교수자와 학생들이 상호 소통하
면서 수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1인 스튜디오 활용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기존 스튜디오에 비해 교수
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혼자서도 촬영이 가능한 1인 스튜디오가 2021년 8월말
구축되어 현재 활발하게 사용됨에 따라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이 가능하게 됨. 대구경북권역 원격교육지원센터 협력대학으로서 타 대학과
공유를 통해 원격수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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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AI-AL(인공지능적응형학습)
홍수현 (한림대 교육혁신센터)

응모 주제 ❚ 최신 에듀테크 활용, 혼합형 강의 운영
Ⅰ. 한림AI-AL(인공지능적응형학습)
1. 새로운 학습 형태의 필요성
○

코로나-19라는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교육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음. 기존

‘대면 수업’은 ‘비대면 수업’과 ‘에듀테크(EduTech)’수업으로 대체 되었고, 정보통
신기술과 에듀테크를 접속한 교육시스템은 언택트(Untact)에서 온택트(Ontact)로
바꿔나가고 있음(최은주, 2020).
○

급변한 교육 패러다임 속에서 학습자들은 시공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학습에 임해야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고, 이로써 온라인 수업은 과정 성취
여부와 학습 만족도가 중요시 되고(김은주, 2014), 상호작용, 학습용 콘텐츠, 수업
여건, 평가 등으로 수업의 질이 결정되고 있음(이종연, 이은진, 2010).

2. 적응형학습
○

적응형학습(Adaptive Learning)은 온라인상에서 학습자의 이전 학습 내용에 따라
이후에 제공되는 학습 자료의 특성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자동적이고 동적이며,
상호성을 갖음.

○

적응형학습의 목적은 개별화, 차별성, 개인맞춤화의 주요 특성들로 개인에 맞춤

상

학습경험을 하는 것(Kerr, 2016).
○

입

적응형학습은 빅데이터 기반의 학습분석 결과를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대시보드를
통해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게 하며(최민선, 정재삼, 2019), 그로 인해 개인 학습력 향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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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림대학교 적응형학습 도입
○

교육에서의 시대적 상황, 수요자인 학습자들의 요구에 따라 한림대학교는 한림
하이브리드 러닝(Hallym Hybrid Learning: 이하 HHL) 모델을 개발함.

○

HHL은 총 4개의 수업 유형(한림플립러닝, 한림인공지능적응형학습, e+문제기반/
프로젝트기반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도 개선, 교수 설계 및 운영 지원, 환류
체계를 갖추고 2020학년도 2학기부터 교과목 운영함.

Ⅱ. 한림AI-AL 운영
1. 한림AI-AL: 시작부터 현재까지 주요점

2. 한림AI-AL 운영을 위한 체제 구축
○

한림 하이브리드 러닝(HHL)의 수업모델 체계화를 위해 원격수업 규정 및 지침을
전면 개편(2020년 9월)1)하였고, 한림AI-AL의 세부 지침을 신설함.

○

교수자의 교과목 운영에 따른 지원 확대로 교원 업적평가 반영2)

1) 운영 단계 및 전략에 주요 내용 포함
2) 자기 주도적 학습교과목 개발(5점),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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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림AI-AL 운영 현황
가. 운영 절차(PMI: Pilot-Manage-Improve)

새로운 수업 유형 도입에서 Risk 최소화, 효율성 최대화를 위해 정규 교과목 개설 전

pilot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수업 설계, 수업 효과 부분에 대해 교수-학생의 의견을 취합
함(pilot). 그 후 정규 교과 운영에서 컨설팅, 워크숍 등을 제공하고(manage),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간담회, 총평회 운영과 운영 결과보고서, HCQI(한림강의개선보고서)를 통
해 분석과 환류를 시행함(Improve).

나. 운영 단계 및 전략(* 원격수업 규정 및 지침포함)
구분
수업
준비

사전분석

맞춤형
학습
수업
운영

내용

AI 프로그램
활용
보조자료
활용

피드백 제공
온라인 학습활동
오프라인 수업
결과보고서

운영
결과

강의 개선보고서
개발비 지급

∙ 수업 전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test 진행
∙ 학습 목표 및 내용 선택
∙ 주차별 진도 및 Topic 설정
∙ AI 학습프로그램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학습자 주차별 진도 현황 모니터링
∙ 주차별 학습 진도에 따라 교수자가 추가 개념자료 및 퀴즈, 과제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학생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 제공
∙ 원활한 학습 지원을 위해 온라인 학습활동 2개 이상 운영

입

∙ 전체 시수(평가 활동 제외)의 50% 이상 진행

상

∙ Adaptive Learning 진행 결과 보고
∙ 강의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신규 강좌에 한해 1회 개발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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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영 현황
구분

2020-하계

2020-2

2020-동계

2021-1

2021-2

총계

강좌수(개)

3

2

3

20

16

44

참여교수(명)

3

2

3

16

16

40

참여학생(명)

28

71

21

883

538

1,541

4. 교과목 운영
가. 2020-2학기 교과목 운영 사례: ‘AI를 활용한 수학 기초’

ALEKS(AI학습프로그램)를 활용하여 운영하였으며, 수업 설계는 교재의 Chapter에 해
당하는 Objective와 그 하위에 꼭 배워야 할 내용의 Topic으로 구성됨. 사전 점검을 통해
학생 수준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개인별로 Practice 문제, 학습할 Topic, 지식 점검 문제,
과제가 AI로 제공됨. Insight를 통해 class와 학생 개인별 분석 자료가 제공되어 교수자는
개별 피드백을 통해 교과목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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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1학기 교과목 운영 사례: ‘인공지능영어2(중급)’
○

단계별 수업 설계

단계

사전
분석

단계별 주요 활동 내용
∙
∙
∙
∙

교과목 오리엔테션을 진행하며 AI 학습 프로그램인 Duolingo와 AI-Tutor소개
Duolingo와 AI-Tutor의 학습 범위와 예상학습시간을 제공하여 Study Plan작성에 고려하게 함.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범위를 제공함
학생들의 선행학습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2가지 활동을 함
1. Duolingo를 가입 단계부터 함께 진행하면서 Duolingo의 진단 테스트를 실시 : AI 프로그램을 통한
영어 능력 평가
2. 영어로 1분 자기소개하기 : 영어 발표력과 발음, 억양, 강세, 유창성, 정확성 등 말하기 능력에 대한
통합적 평가

∙ 사전 분석 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맞춤형 학습을 실시함

맞춤형
학습

1. 자기 주도적학습을 위한 목표설정과 학습설계서 (Study Plan)작성 : 문서형식과 설계서 작성 예시문,
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 범위를 미리제공한 후 학생들이 자신의 필요, 학습 스타일과 상황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자율적으로 학습을 할지를 문서로 작성함으로써 구체적인 실행 전에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학습동기를 유발함.
2. 계획에 따라 매주 자기주도적 학습을 진행 후 학습일지(Study Log)를 작성하여 Smart Lead 게시판에
제출하도록 함: 75분 이상의 학습을 하도록 지도하고, 참고할 수 있는 예를 제공함.
▸ 듀오링고를 통해 중급 구문 이해를 위한 어휘 학습, 중급 문법 학습
▸ AI-Tutor를 통해 상황별 회화 연습, 중급 회화 구문 만들기 위한 어휘 학습(기초 회화 연습 포함)
3. 매주 75분의 Zoom 수업을 통해 자율학습에서 조 활동과 영어 클리닉을 통해 직면했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나누고, 짝 활동 및 조 활동을 하면서 AI 프로그램으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여 연습함.
4. 듀오링고 교실의 학습자 활동 상황과 AI Tutor의 학습 통계, 학습자들의 Study Log를 바탕으로 학습자
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내용의 강의를 하고 이와 관련된 소그룹 활동을 함으로써 학습자들 간의 중복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도함.
5. 중간시험을 실시하여 중간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점검함. 시험 종료 후 점수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자신의
학습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함.
6. 기말시험을 실시하고 최종 목표 달성을 확인함.
7. Conversation Practice: 조별 대화시간을 주어서 스스로 학습한 표현을 실제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함.
∙ 학습자의 적응형 학습을 성공적으로 돕기 위해 다음의 피드백을 제공함.

피드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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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설정과 학습설계서 (Study Plan)를 작성한 것을 검토하고 Zoom 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줌.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수정할 기회를 줌.
2. 매주 듀오링고 교실에서의 통계, AI-Tutor의 접속, 학습 통계를 점검 후 필요한 학습자에게 스마트리드
메시지로 피드백을 함.
3. 매주 제출하는 학습일지(Study Log)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함.
4.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후 틀린 문제에 대한 피드백과 보충 설명을 함.
6. 수업시간 및 개별 면담을 통한 지도 및 피드백

○

적응형학습의 교육적 가치

학습자

교수자

∙ 학생 소감(최OO)
처음 수강신청 기간에는 ‘인공지능영어’란 대체 어떤 수업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학습진도를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재밌겠다.’라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첫 주 오리엔테이션에서 자기주도학습이
핵심인 강의임을 깨닫고 조금 걱정됐다. 목표해둔 진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도 핸드폰은 필수였다.
나는 학교 시간표에 듀오링고와 AI튜터 학습시간을 따로 입력해두었고 알림을 설정했다. 그 결과 듀오링고는
2021년 6월 1일 기준 연속 학습 92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 AI튜터는 목표했던 주제보다 10개 이상 더 학습했다.
한 학기 동안 부지런하게 학습에 임했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대견스럽다. 물론 더 많은 진도를 나간 학생들도
있겠지만 내가 직접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꼈다. 매주 있는 리그 승급을 위해 더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중략)
∙ 학습자의 동기유발과 지속성: 학생들이 수강 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열심히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긴밀한 돌봄이 필요한 것을 새삼 절감했다.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조금이라도 시도하도
록 격려하는 메시지가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효과적인 것 같다. 그러나 모든 방법을 취해도 학습성과에 변화가
없는 학생들은 학기 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고민해 보아야 할 숙제로 남았다.
∙ 자기주도적인 학습 방법 안내: 학습설계서, 학습일지 등의 형식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목표설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하지만 단계별로 이유와 세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시간을 들여서 같이 작성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각 앱별로 주차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략)

Ⅲ. 한림AI-AL 운영 성과
1. 2021년도 1학기 교과목 운영 성과
적응형학습 교과목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인지된 성취도와 수업 만족도’척도로
사전-후 검사를 시행하였고, 총 681명이 응답함. 두 종속표본 t 검정에 의하여 사전과
사후 학습성취를 비교한 결과 적응형학습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사전과 사후 학습
성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전 학습 성취

사후 학습 성취

입

평균

33.54

35.37

상

표준편차

6.38

3.87

사례 수

681

681

t

-5.13

유의확률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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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사례 발굴
가. 목적: 우수수업과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담은 우수 러닝 포트폴리오 선정으로

한림AI-AL 고도화와 확산
나. 선정기준
구분
우수
수업
(교수)

기준

세부 내용

수업설계

교수분석(30점)/ 학습자분석(10)/ 학습환경분석(5)

주차별 교수학습활동

사전분석(10점) / 맞춤형학습(10)/ 피드백제공(5)

관리
자기 이해도

우수
러닝
포트
폴리오
(학생)

평가 및 성찰(5점)/ 강의평가:정량(5)/ 강의평가:정성(15)
학습자 자기 분석/ 학습상태 표현(20점)

학습목표

실현 가능한 구체적 내용/ 학습 목표와 계획에 따른 학습 활동(20점)

학습활동

교과목 특성에 따른 학습 절차 이행/ 학습활동 참여도(20점)

학습성찰

학습활동 과정 및 결과 적시/ 학습 성찰(20점)

학습만족도

교과목에서 얻어진 학습자 자신의 영향력과 학업성취도 기술(20점)

다. 선정결과 (※ 사례집 발간)
구분

선정

시상

우수수업(교수)

총 20개 강좌 중 4개 강좌

우수수업상, 상금 30만원

우수러닝포트폴리오(학생)

총 18개 중 5개 선정

우수러닝포트폴리오상, 상금 30만원

234

3. 주요 대내외 확산: 강원지역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발표, Webassing(AI학습프로
그램) 매뉴얼 개발 등 다수
Hallym Hybrid Learning 심포지엄
(2020.11.5)

2020 UCN PRESIDENT SUMMIT
(2020.12.27.)

HTHT 컨소시엄 동계 세미나
(2021.1.25.)

대학혁신지원사업 뉴스레터
(2021.5월)

HTHT 컨소시엄 글로벌 컨퍼런스
(2021.7.2.)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릴레이 포럼(2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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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Way 하이브리드 실험실습강의시스템 구축을
통한 뉴노멀 블렌디드 교육 혁신
신금수･김동식 (순천향대 원격교육지원센터)

응모 주제 ❚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
Ⅰ. 서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의 확대는 원격교육기반 고등교육 확산의 기회
가 되었으나, 실험실습 교과목의 경우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 학생들의
수업결손과 학습성취도의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대학에서는 실험실습 교과목을 소규모 형태로 분할하여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수업 분반에 따른 실험실 부족과 시간표 편성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공간상에서 실험실습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
로 순천향대학교에서는 3-way 하이브리드 실험실습강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실
험실습강의시스템은 실험실습 수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자로 나누어 블렌디드 학
습 형태로 실험을 진행하면서, 교수자와 온라인/오프라인 학습자들 상호간에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었으며 현재 2021년 2학기부터 운영 중이다.
새롭게 구축된 실험실습강의시스템은 기존의 고전적인 실험교육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실제 실험실에 참여할 최소한의 오프라인 학습자를 선정한 다음, 나머지 학생들은 온라
인으로 실험에 참여하여 상호간에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된 뉴노멀 블렌디드
교육혁신시스템이다.
본 대학에서 구축된 3-way 하이브리드 실험실습강의시스템은 실험실습교육의 새로운
혁신모델로서 기존의 고전적인 실험교육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

교수자의 강의콘텐츠와 각 그룹별 실험실습 과정이 고품질로 녹화됨과 동시에 온
라인 학습자에게도 실시간으로 동일한 품질로 송출함으로써 직접 실험에 참여한
것 같은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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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캠퍼스 실험실에서 진행되던 고전적인 실험교육의 수강 학생수보다 2배가
많은 수강생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한꺼번에 수업진행이 가능하다.

○

교수자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학생
들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학습이해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

강의 종료후에 강의콘텐츠가 자동으로 순천향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SCH-LMS)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어 교수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학습자들의 복습 편의 제공이 가능하다.

Ⅱ. 3-way 하이브리드 실험실습강의시스템의 구축
1. 시스템 구성 개념도

3-way 하이브리드 실험실습강의시스템에는 교수자가 강의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동작
추적 카메라와 소그룹 학습자의 활동을 촬영하는 음성추적 카메라, 그리고 실험실습장면
을 촬영하는 수평 및 수직카메라 등 총 4대가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화면을 송출할 수 있
다.
그밖에 시스템 기본 구성요소로서 전동데스크 및 와콤태블릿, 실시간인코딩/녹화시스템,
콘텐츠 제작 S/W, 오디오 믹서, 매트릭스 컨트롤러 등이 설치된다.
한편, 교수자가 원하는 화면이나 음성을 송출하기 위하여 매트릭스 컨트롤러를 선택함
으로써 특정 소그룹에서의 실험과정을 온라인 학습자뿐만 아니라 다른 오프라인 학습자
와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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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way 하이브리드 실험실습강의시스템

2. 실험실습강의시스템 기본구성 요소
○

전동데스크, 와콤 태블릿 1대: 전자교탁 대체

○

교안 및 화상강의용 86인치 디스플레이 2대

○

수평 및 수직 카메라: 실험실습 장면 실시간 송출 및 녹화

○

각 소그룹별 PC, 모니터, 마이크 각 1대

○

교수용 동작추적 카메라, 학생용 음성추적 카메라 각 1대

○

영상 및 음성을 선택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매트릭스 컨트롤러

[그림 2] 소그룹별 계측장비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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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동데스크 및 대형 모니터

3. 학습진행 과정: ①→②→③→④→⑤
① 교수자가 온라인 학습자와 ZOOM으로 접속한 오프라인 학습자에게 실험실습원리
와 실험방법에 대하여 간단한 강의 실시
② 교수자는 온라인 학습자를 ZOOM 소그룹으로 분할한 다음, 각 오프라인 그룹 대표

1인을 소그룹 호스트로 지정
③ 각 그룹별 오프라인 학습자와 온라인 학습자가 서로 소통하면서 실험을 진행
④ 교수자는 오프라인 소그룹 중에서 실험진행이 우수한 그룹을 선택하여 해당 실험
실습장면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습자와 공유
⑤ 매트릭스 컨트롤러로 선택된 소그룹 활동을 녹화하여 SCH-LMS로 자동 업로드하여
복습이 가능한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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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소그룹 대면실습 진행화면 I

[그림 5] 소그룹 대면실습 진행화면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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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3-way 하이브리드 실험실 수업 전경

[그림 7] 수평/수직카메라 촬영화면 동시 송출

[그림 8-1] 대면으로 참여한 학습자의 실험진행 화면 [그림 8-2] 비대면으로 참여한 학습자의 실험진행 화면

4. 3-way 하이브리드 실험실습강의시스템의 구축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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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비용(천원)

비고

하이브리드시스템 구축비

110,000

실험테이블 및 집기

10,000

실험테이블, 의자, 수납대

실험실 인테리어 공사비

15,000

전기 및 통신공사 포함

계측장비(4종 6세트)

15,000

오실로스코프, 디지털멀티미터
신호발생기, 직류전원공급기

합계

150,000

5. 하이브리드 실험실습강의시스템의 3-way 상호작용
기존의 고전적인 수업방식은 교수자와 학습자들과의 단방향 소통은 일부 가능하지만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끼리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수업 참
여를 위한 동기부여가 쉽지 않은 것이 교육현장의 실정이다.
그러나 본 대학에서 구축한 3-way 하이브리드 실험실습강의시스템은 교수자와 전체
학습자와의 소통도 가능하지만 무엇보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학습자들간의
활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학습자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
록 동기부여 하는 것이 가능한 혁신적인 실험교육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
적으로 교수자에게 직접 질문하기를 어려워하는 학습자들도 동료 학습자에게는 부담 없
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학습자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학습환경을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그룹과 오프라인 그룹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함께 수평 및 수직 카메라를
통하여 실험진행 화면을 동시에 공유하도록 구현되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학습
자도 실제 실험 환경에 참여한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구축
된 실험실습강의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접속하였다고 하더라도 3-way 상호작용을 통하여
오프라인 실험에 주도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뉴노멀 블렌디드 실험교육혁신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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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3-way 하이브리드 실험실습강의시스템 활용
1. 토론형 하이브리드강의시스템 적용
하이브리드 실험실습강의시스템의 개념을 인문사회계열의 토론형 수업에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토론형 하이브리드강의시스템은 실험장면을 촬영하는 카메라나 계측장
비 등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약 1/4 정도의 비용으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며, 시스템
구축 개념도와 학습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실험실습교과목에 시범 강의
하이브리드 실험실습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기전자계열에서 필수 교과목인 전자회
로실험, 전기회로실험, 디지털 논리회로실험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구축된 시스템은
교수자의 강의모습을 촬영하는 동작추적 카메라를 사용하여 판서의 가독성 향상이 가능
하며, 생생한 현장감 전달이 가능하다. 또한 교수자가 매트릭스 컨트롤러를 선택하여 실
험실습의 전체 진행과정을 담은 고품질의 콘텐츠를 SCH-LMS에 자동으로 업로드하여
복습 및 출결체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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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에서 구축한 3-way 하이브리드 실험실습강의시스템을 2021년 2학기부터 전자
회로실험에 적용하여 시범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TJB 뉴스에서도 그 우수성이 소개
된 바 있다.

[그림 9-1] TJB 뉴스 리포트 방송 화면 캡처

[그림 9-2] TJB 뉴스 리포트 방송 화면 캡처

Ⅳ. 결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실험실습 교과목의 경우 수
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결손과 학습성취도의 저하가 심화되
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본 대학에서는 비대면으로 진
행하기 어려운 실험실습 수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자로 나누어 브렌디드 학습형태
로 실험을 진행하면서, 교수자와 온라인/오프라인 학습자들 상호간의 소통을 극대화한

3-way 하이브리드 실험실습강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고전적인 실험교육방식에서
벗어난 뉴노멀 블렌디드 실험교육혁신시스템이라 할 수 있으며, 실험교육뿐만 아니라 인
문사회계열의 토론형 수업에도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선도 모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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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간 공유교육 확산을 위한
HY-LIVE 교육 플랫폼
오수혁 (한양대)

응모 주제 ❚ 최신 에듀테크 활용
Ⅰ. 개요
1.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들이 산업 현장에 적용되어감에 따라, 미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을 위해 온라인 및
홀로그램,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학습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교육혁신 시도가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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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는 아주 빠르게 실시간으로 대용량 데이터와 모든 사물
을 연결하는 4차산업 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홀로그램 형상의
구현을 가능하게 되었음

<HY-LIVE 홀로그램 스튜디오>
○

<HY-LIVE 교육모델 버전 1.0>

<HY-LIVE 교육모델 버전 2.0>

홀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시각적 특성과 근접감, 실물감, 입체감을 바탕
으로 하는 실재감에 있으며, 이는 학습자에게 가상과 실제를 넘나들어 생생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몰입감을 제공하는데 이는 원격교육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이를 활용한 교육방식을 개발함

2. HY-LIVE 교육모델 소개
○

HY-LIVE 교육모델은 홀로그램 스튜디오-원격지 강의실들을 5G로 연결하는 수업
으로 각각의 원격지 강의실뿐 아니라 기업현장과 실험실을 연결하여 생생한 기업
현장 소리와 위험한 실험을 중계하여 각 강의실로 전달하는 텔레프레즌스 기반 강
의를 통해 기업 현장 전문가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다자간 입체 교육 모델임

* Telepresence(텔레프레즌스) 기반 HY-LIVE(하이-라이브)란?
“Telepresence(텔레프레즌스)란 Tele(원거리)＋Presence(실제)”의 합성어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현재 공간으
로 불러오는 기술을 말하며, 5G Telepresence 기술과 실재감 있는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한 새로운 강의 방식으로 한양대학교에서 최초로 개발한 Sharing Education 교육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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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현장 전문가 연계 실시간 수업을 통해 혁신교육에 대한 경험과 학습 극대화를 통해 산업체 대학 간 상호 발전을
이루며, 적극적인 협업 기반 조성

○

HY-LIVE 수업 유형 세계최초 5G Telepresence기반 HY-LIVE 교육모델을 개발하여
강좌운영에 성공하였으며 각 대학 캠퍼스를 연결하여 HY-LIVE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수업방식을 운영함

<일반유형 강좌운영-1명의 교수> <상호유형 강좌운영–2명의 교수>

<상호유형 강좌운영-외부전문가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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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LIVE 수업의 특징은 5G Telpresence 기반 HY-LIVE 수업은 시공간의 물리적 제
약없이 스튜디오, 강의실, 산업 현장, 실험실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수업으로 기존의

E-Learning 강의에 비해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홀로그램으로 나타난 교수자가
실시간으로 다수의 학생과 소통하며 수업 진행이 가능해 학생 몰입도를 극대화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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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LIVE 수강학생 사례”

☞ ‘생활속의 화학‘ 수강생 교육만족도 조사 답변
“5G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업시간에 KCC 전무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KCC에서 어떤 일을 하는 지, 국어국문학과 학생이지만 일상생활에서 화학
상식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AI+X : 인공지능’ 수강생 교육만족도 조사 답변
“수업시간에 멘티미터나 카훗을 사용하여 실시간 의사소통하는 점이 인상깊
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할 때 머뭇거렸던 적이 많았는데 HY-LIVE 수업에
서는 어플을 통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교수님의 빠른
피드백! 항상 감사드립니다!”

☞ ‘AI+X : 딥러닝’ 수강생 교육만족도 조사 답변
AI, 4차 산업혁명, 딥러닝 모두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HY-LIVE 방식으로
수업을 들으니 이해가 정말 잘 됩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LIVE로
코딩을 진행해주셔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HY-LIVE 교육모델 인프라
―

HY-LIVE 공유 교육모델의 우수한 교육 콘텐츠와 다양한 교육과정의 공유･확산
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연계 공유교육 플랫폼을 구축 함으로써 대학 간 교육 공
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 교육 콘텐츠 활용을 활성화하여 원격교육 서비스의
공유·확산으로 향후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모델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
<공동 협약식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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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사 및 컨설팅>

➡
<인프라 구축>

<인프라 운영>

―

또한 HY-LIVE 인프라 확충을 통한 대학 간 단순 공동활용을 넘어 대학기업- 지
자체가 실시간으로 실재감있게 참여가능한 다자간 원격 교육모델 HY-LIVE 플
랫폼 인프라 구축을 HY-LIVE 컨소시엄 참여 대학에 적용해 나가고 있음

○

HY-LIVE 상호작용 수업 모델 고도화
―

HY-LIVE 컨소시엄 참여대학이 확대되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
에 대단위 강좌 운영에 대한 개별 교수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HY-LIVE 교
육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학습몰입증진 자동개입 AI 시스템구축이 요구됨

―

현재 개발 중인 학습몰입증진 자동개입 AI 시스템은 상호작용 수업모델 고도화
를 목표로 수업 간 교수자-학습자의 상호작용 다변화 및 온라인 대규모 강의의
학습 몰입도와 참여도 증진을 가능하게 함

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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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현황
1. 추진체계
○

HY-LIVE 컨소시엄 파트너 제휴를 통해 HY-LIVE 모델 설계-개발-운영-성과관리
프로세스 적용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 품질관리

○

HY-LIVE 인프라의 체계적인 설계를 위해 WBS(Work Breakdown Structure)를 기
반으로 참여대학과 함께 구축·운영을 공동 추진함

※ 2021년 1학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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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LIVE 인프라 구축 단계별 프로세스
구분

세부 내용

수요조사

1) 일반대 및 전문대학 대상으로 수요조사 진행
2) 참여대학 선정 평가
3) 선정 대학 대상 HY-LIVE 컨소시엄 협약 체결

현장실사

1) 선정 대학 현장 실사 및 컨설팅 진행
2) 인프라 구축 후보지 최종 선정 및 구축 간 제반사항 협의

인프라 구축

1) 인프라 구축 제안평가를 통한 구축 업체 선정
2) 인프라 구축 진행
3) 인프라 구축 대학별 검수 및 참여대학 통합 송출 테스트

인프라 운영

1) 참여대학 담당자 및 TA 교육
2) Pilot 비교과 운영 (학생 체험단 대상)
3) 학기 운영

2. 추진현황
○

[한양대학교 교내강좌] 서울 및 ERICA 캠퍼스를 연결하여 HY-LIVE를 활용한 다
양한 유형의 수업방식을 개발, 핵심교양강좌 ‘생활속의 화학’과 4차 산업혁명 AI
과목인‘AI+X Nanotrack’총 6개 교과목을 HY-LIVE 강좌로 개발하여 전공 및 핵심
교양학점으로 인정

○

―

2019-1학기 1과목 운영, 109명 수강 / 2019-2학기 5과목 운영, 450명 수강

―

2020-1학기 5과목 운영, 491명 수강 / 2020-2학기 5과목 운영, 526명 수강

―

2021-1학기 6과목 운영, 596명 수강 / 2021-2학기 6과목 운영, 578명 수강

[HY-LIVE 참여대 강좌] 참여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총 13개 대학 16개 캠퍼스
에서 HY-LIVE 교육모델 도입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2개 강좌 동시수강 진행 중
임 (2021년 9월 기준)
―

❶
❷
❸
❹

입

(HY-LIVE 컨소시엄 현황) 총 13개 대학 / 16개 캠퍼스 참여

[2020.09.15] 1차 협약 (총 2 개大) : 광주여대-을지대(성남캠퍼스)-한양대(서울)
[2020.11.12] 2차 협약 (총 2 개大) : 백석대-[전문대]백석문화대-한양대(서울)
[2020.12.28] 3차 협약 (총 3 개大) : 루터대-상명대-을지대(의정부/대전캠퍼스)-한양대(서울)
[2021.06.23] 4차 협약 (총 6 개大) : 서울여대-청운대-한국산업기술대-[전문대]동양미래대-안산대-인덕대-한
양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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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LIVE 컨소시엄 인프라 구축 현황)
기 간
2019-1학기

내 용
∙ HY-LIVE 개발 착수 (2018. 12 ~ 2019. 02)
∙ HY-LIVE 버전 1.0개발 및 파일럿 운영
∙ HY-LIVE 고도화 개발사업 착수 (2019. 06 ~ 2019. 08)

2019-2학기

∙ HY-LIVE 버전 2.0 개발 및 확대 운영
∙ 총 6개 HY-LIVE 강의실 보유(서울 5개, ERICA 1개)
∙ HY-LIVE 스튜디오 및 조정실 (2개실 구축)

2020-1학기

∙ HY-LIVE 교과목 운영 (5개 교과목 상시 운영)

2020-2학기

∙ HY-LIVE 컨소시엄 1~3차 협약 (총 7개 大)
∙ HY-LIVE 컨소시엄 대학 강의실 구축 (6개실 구축)
∙ HY-LIVE 컨소시엄 Pilot 비교과 운영

2021-1학기

∙ HY-LIVE 컨소시엄 교과목 운영 (인공지능)
∙ HY-LIVE 컨소시엄 4차 협약 (총 6개 大)
∙ HY-LIVE 컨소시엄 대학 강의실 구축 (5개실 구축)

2021-2학기

∙ HY-LIVE 컨소시엄 Pilot 비교과 운영
∙ HY-LIVE 컨소시엄 교과목 운영 (인공지능 / 기초화학 : 총 2개 강좌)
∙ HY-LIVE 고도화 개발사업 착수 (2021. 08 ~ 2021. 12)
∙ HY-LIVE 버전 3.0 개발 및 운영 예정 (2022년 1학기)

○

(HY-LIVE 컨소시엄 강좌 운영 현황) 일반대와 전문대 대상으로 HY-LIVE 컨소시엄을
각각 구성하여 운영 중임
구분

2021년
1학기

2021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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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LIVE 강좌명

참여대학

수강현황

인공지능

총 6개 대학
광주여대/루터대/백석대
백석문화대/상명대/을지대
(성남,의정부)

117명
동시수강

일반대
컨소시엄

인공지능

총 8개 대학
광주여대/루터대/백석대
상명대/서울여대/청운대
을지대(성남,의정부)/산기대

124명
동시수강

전문대
컨소시엄

기초화학

총 4개 대학
동양미래대/백석문화대
안산대/인덕대

60명
동시수강

일반대
컨소시엄

비고

VR실험실 연계
실감형 교육

○

HY-LIVE 컨소시엄 인프라 확충을 통한 단순 공동활용을 넘어 컨소시엄 참여 대
학 간 연계를 통해 교육혁신 모델 확산을 추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에 따
른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혼합이 가능한 HY-LIVE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원격교육 모델 활성화 제고

3. 추진성과
○

HY-LIVE 공유교육 모델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지적재산권 확보
―

○

교육모델 【특허】, 【상표권】,【화상디자인】등록 완료(2021.02.15.)

실감형 교육혁신의 성공사례로 언론 기사화 및 성과확산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 원격교육의 로드맵 제시”

입
< 조선일보(2020.08.13.) >

< 한국대학신문(2021.03.08.) >

< 동부권5개대학혁신성과포럼(2021.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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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학혁신포럼(2020.01.17)에 우수사례로 선정 및 소개
• 한국공학교육학회 정기간행물 인재니움 학술지 사례 소개(2020.04 발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5G 실감콘텐츠 신시장 창출 사업 선정(2020.03.30)
‘HY-LIVE 및 실감형 가상현실 실험시스템 (HY-DIVE) 융합을 통한과학·공학 교육’
• HY-LIVE 벤치마킹 총30여 대학 방문 및 HY-LIVE 컨소시엄 협약 체결 (13개 대학)

○

대학 간 공유를 통한 선진교육 모델 확산 (Sharing Education)
―

HY-LIVE 컨소시엄 전국단위 Networking 구축 및 해외대학 진출을 위한 글로벌화
발판마련
[대학 간 교육 자원 공유·확산 ]

“교육 콘텐츠와 인프라를 개발하여 향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유 교육 (Sharing Education) 실현”

○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을 위한 Edutech 교육혁신 사례로 개별 대학이 보유한 교육
자원을 공유·확산할 수 있는“최적의 교육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

HY-LIVE 컨소시엄 확대를 통한 참여대학 발굴 및 지속발전 가능한 성과 창출
구분

｢HY-LIVE 컨소시엄｣
참여대-한양대간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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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범위
∙
∙
∙
∙
∙
∙
∙

HY-LIVE 교육모델을 통한 상호 교류
HY-LIVE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공동 활용
HY-LIVE 인프라 구축에 대한 상호 협력
HY-LIVE 인프라 상호 활용에 대한 협력
HY-LIVE 강좌 운영에 대한 공동 협력
Edu-Tech관련 공동 연구 및 정보 교류
기타 온라인 교육 사업의 공동 추진

Ⅲ. 향후 계획
○

(HY-LIVE 컨소시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개별 대학이 대응하기 힘든 교육
방법의 혁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일반대’와 전문대’를 대상으로 HY-LIVE 컨소
시엄을 각각 구성하고, 맞춤형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지속 가능한 공유 교육

(Sharing Education) 모델의 혁신사례로 전국 대학에 공유 및 확산할 계획임

○

(VR기반 실감형 교육연계) 원격교육의 약점인 낮은 학습 몰입도, 비대면 접촉으로
인한 간접경험을 극복할 수 있는 실감형 기술을 기반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
고 HY-LIVE 교육과 VR기반 실험 교육 시스템을 연계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HY-LIVE] 실시간 공유교육 + [HY-DIVE] 실감형 실험교육 연계 모델

실감형 VR 콘텐츠 개발
 기초과학분야 전공기초 과목
 실감형 교육콘텐츠 설계‧개발

HY-LIVE 기초과학 강좌
 학생-교수간 실시간-실재감 있는 수업
 원격지강의실 학생 양방향 상호작용

원격지 VR 실험실 구축
 수업 전․후 VR활용 실험/실습
 실험/실습과정 실시간 송출

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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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지능형로봇 분야의 주관대학인 한양대
ERICA는 참여대학(광운대, 부경대, 상명대, 조선대, 한국산업기술대, 영진전문대)
과 컨소시엄을 맺고 HY-LIVE 공육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여러 대학에 흩어져
있는 신기술 분야 교육자원을 공동활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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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탑 클라우드 서비스 DaaS(Desktop-asa-Service)를 통한 원격수업 지원 사례
이윤구 (대구보건대 전산지원센터)

응모 주제 ❚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
Ⅰ. 운영개요
1. 운영 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및 시험 실시로 교육 패러다임 변화

○

코로나19 상황에서 중단 없는 학습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비대면 환경에서 실습과목에 대한 정보자원 인프라 지원서비스 필요

○

비대면 수업 시 학생들의 학습저하 방지대책 필요

○

성인학습자의 교육 수요증가에 따른 정보 인프라 제공의 필요성

2. 현재 원격수업 운영 문제점
○

대학에서 사용 중인 실습관련 프로그램(빅데이터, AI, OCS, EMR, Python..등)을
활용한 전공수업 진행 시 현재 원격수업방식으로는 컴퓨터를 활용한 실습 불가

○

비대면 수업 시 소프트웨어 개별 배포의 어려움(라이센스 비용문제)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방과 후 컴퓨터 실습실 활용이 어려움

○

취약계층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3. 운영규모(2021학년도 기준)
입

가. 2021학년도 1학기(총 5개 Class)
번호

참여학과

1

치**과

2

보건**과

상
DaaS를 이용한 과목명
치위생 연구방법론
의료정보기술
보건의료데이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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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학년도 2학기(총 12개 Class)
번호

참여학과

DaaS를 이용한 과목명

1

치**과

2

보건**과

보건의료데이터관리

3

임상**과

빅데이터 활용기초(Python, R)

보건통계학

다. 향후 DaaS 사용자 수요에 따라 단계별로 서비스 추가 예정

Ⅱ. 운영내용 및 방법
1. 데스크탑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DaaS) 구성
○

DaaS 서비스용 서버 – 3대(대학내 전산센터)

○

사용자 인증용 서버 – 1대(대학내 전산센터)

○

DaaS 클라우드 서비스 – 사용자 정보 확인 및 정책관리(클라우드)

○

뉴**스社 XiFrame 솔루션 도입 및 학사시스템과 연동
※ 참고 DaaS(Desktop as a Service)란 데스크탑 클라우드 서비스

[그림 1] DaaS 인프라 구성도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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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방법
가. 데스크탑 클라우드 서비스(DaaS) 접속

인증페이지접속 → 사용자인증 → DaaS사용

[그림 2] DaaS 사용자 인증화면 및 DaaS 사용자 화면

나. 데스크탑 클라우드 서비스(DaaS) 사용자 연동
○

학사시스템연동을 통한 수강강좌 및 수강생정보 확인

○

개별 또는 일괄 사용자 등록 가능 → 사용자계정 비활성화 기능

○

강좌별 서비스 사용시간 조정 → 사용주차별 시간 선택가능

○

강좌별 환경에 맞는 가상 컴퓨터 OS 작업 및 업데이트

○

개인 또는 소속별 이용현황 및 실시간 서비스 조회 기능
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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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데스크탑 클라우드 서비스 대시보드

다. 데스크탑 클라우드 서비스(DaaS) 서비스 기능 및 활용방법
○

화상수업서비스(Zoom)와 연계하여 실습용으로 DaaS사용

○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PC, 노트북, 테블릿,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양한 단말기에서

DaaS서비스 접속
○

사용자 기기의 해상도에 따라 자동조절 되어 쾌적한 실습환경에서 학습

○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와 같은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가상PC 접속가능 *호환성 문제가 없음

○

가상데스크탑 스토리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 기능 활용
* 구글, 드롭박스, 원드라이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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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AI, EMR, OCS..등 컴퓨터 실습과목 프로그램 운영가능

[그림 4] DaaS 구글드라이브 연동 및 DaaS 파일업로드 기능

Ⅲ. 운영현황 및 사용자 만족도 결과
1. 2021학년도 1학기 운영현황
가. 2021학년도 1학기 DaaS 서비스 이용
○

총 5개 Class(114명) 원격수업에 활용

입
상

[그림 5] Zoom과 DaaS를 이용한 실시간 수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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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aS 사용자 만족도 결과
가. LMS를 통한 만족도 조사
○

조사기간 : 2021학년도 1학기 수업시간 중(2021년 5월 17일 ~ 23일)

○

조사인원 : 20명

○

조사대상 : 치위생연구방법론 수강생

○

참여방법 : 자율 참여

[그림 6] LMS를 통한 DaaS 만족도 조사 화면

나. 설문내용 및 만족도 조사결과
○

(계열1) 가상공간을 통한 원격서비스 사용은 이번 수업에 유용한가요?

○

(계열2) 가상공간을 통한 원격서비스 사용은 본 수업에 유용한가요?

○

(계열3) 가상공간에서의 수업관련 프로그램 활용은 도움이 되었나요?

○

(계열4) 가상공간을 통한 원격서비스 사용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

(계열5) 다른 수업에도 가상공간 원격서비스를 추천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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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DaaS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비대면 수업에 유용한가에 대한 만족도가 85%이상 “매우 그렇다”, “그렇다”로 응답을 하였고, DaaS를
이용한 원격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는 86%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음.

Ⅳ. DaaS시스템 도입효과
1. 원격수업의 유연성 확보
○

위드 코로나 대비 학습자의 다양한 수업환경 대응 가능

○

방과 후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실습이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기회 제공

*서비스 만족도 증가(1년 365일 서비스 가동)
○

비대면수업 시 대면수업과 똑같은 컴퓨터 실습환경을 DaaS로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저하 최소화

2. 모든 디바이스에 연결 가능한 기기호환성
○

언제 어디서나 모든 기기로 사용자의 접근을 지원가능

○

사용자 접속환경 관계없이 HTML5를 지원하는 모든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접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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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aS 시스템의 관리용이성
○

향후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장성이 용이함

○

DaaS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복잡성이 감소하여 관리가 용이함

○

사용자 운영체제 및 어플리케이션의 관리가 용이함

4. 보안성 강화
○

데스크탑 클라우드 시스템의 내부파일 저장이 없어서 교직원 및 학생들의 내부
정보 유출방지

○

학교 내의 네트워크와 IP를 노출하지 않고 DaaS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안
수준 향상

○

SSL, VPN, Two Factor인증을 이용하여 보안수준 강화

5. DaaS 구축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
○

가상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함으로서 비용절감 효과

○

기존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VDI)와 비교하여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효율적인 관리

○

DaaS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컴퓨터 실습실의 환경을 저비용 올인원 PC로 대체 가능

[그림 8] DaaS 시스템 도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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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마무리
1. 편리한 사용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다양한 기기를(Any Device) 이용하여 간편하고
안전하게 학습자에게 학습도구를 제공하여 수업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2. 중단 없는 학습 지원 체계 구축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학습격차를 줄이고,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학습도구를
제공한다.
3. 디지털 경쟁력 강화
학습자에게 다양한 구조의 정보인프라를 서비스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보수준을 향상시
키고 클라우드, 빅데이터와 같은 4차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을 제공한다.
4. 원격수업의 효과성 증대
다양한 분야의 원격수업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수자와 학습
자에게 수업의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위드 코로나 대비 원격수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5.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직업교육 환경 구축
재교육, 향상교육을 원하는 성인학습자의 수요에 맞는 원격수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폭넓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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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를 통한 순천향대학교
‘피닉스 열린 강좌’교육 콘텐츠 개발 사례
이종찬 (순천향대 원격교육지원센터)

응모 주제 ❚ 최신 에듀테크 활용
Ⅰ. 서론
COVID-19의 습격은 우리의 생활을 한꺼번에 바꿔놓았다. 대부분의 교육이 온라인으
로 전환되면서 활기가 넘치던 대학 캠퍼스는 한산하다 못해 적막했다.

2021년도 2학기에 부분적으로 대면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교과가 원격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원격수업에 익숙해져 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일방적 강의로 인한 교수와의 상호작용
부재,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학습활동의 제약 등으로 원격수업의 질 저하를 우
려하고 있다.
이에 순천향대학교는 원격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MZ 세대들의 성향과 문화를 고려
하여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수업에 적용시켜 학습효
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첫 번째 시도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신입생 입학식으로 3차원 가상공간에서 총장님의
인사 말씀과 신입생 대표의 입학 선서를 듣고, 각자 개성 넘치는 아바타를 활용해 교수,
동기, 선배들과 상견례를 나누는 등 기존 오프라인과 온라인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
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메타버스 입학식을 시작으로 메타버스 입시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양강좌인‘피닉스 열린 강좌’를 메타버스 기반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교육에 접목시킨 혁신적 시도를 꾀하였다.

‘피닉스 열린 강좌’는 매주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연사의 생생한 경험
과 가치관을 공유하여 올바른 인생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획된 교양강좌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300여명의 학생들이 대형 강의실에 모여 저명한 연사의 특강을 듣고 소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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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강좌였는데, COVID-19로 인해 동영상 녹화강의로 대체되면서 몰입도와 흥미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15주 강의 중 4주를 메타버스 기반으로 운영하여 실제 수업
에 참여한 것과 같은 생생한 현장감과 몰입도를 높여‘피닉스 열린 강좌’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기획했다.

Ⅱ. 본론
1. 메타버스를 활용한‘피닉스 열린 강좌’진행 배경
순천향대학교‘피닉스 열린 강좌’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각계의 저명한 인사를 초청하
여 특강형식으로 진행되는 순천향대학교의 명품 교양강좌이다. COVID-19가 유행하기
전에는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형 강의로서 매주 저명한 연사를 직접 대면하여
다양한 경험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COVID-19 이후에 동영상 녹화강의로 대체되면서 연사와의 의사소통이 힘들다
는 점과 질의응답이 불편하기 때문에 강의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가상세계 메타버스의 장점을 활용하여 연사와 학생들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돕고, 현장에서 실제 강의를 듣는 효과를 주기 위해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특강을 기
획하게 되었다.
메타버스의 특징은 3D 그래픽과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한 가상현실 세계에서 사
용자는 아바타를 생성, 조작하여 가상현실 세계에서 공간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같은 목
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1).
위와 같은 특징과 더불어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환경을 연구한 연구자료들이 있는데,
미국 교육학자 에드가 데일은 사람이 읽은 것은 10%, 들은 것은 20%, 본 것은 30%를
기억하는데 반해 말하고, 행동했을 때는 90%를 기억한다고 하여 학습에 있어서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말했다. 기존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은 보고 듣는데 그치는 반면에 메타버
스 세계에서는 아바타를 통한 체험이라는 차별화된 경험을 겪을 수 있고, 생성된 가상공
간이 사실상 무한대에 이르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 대면 교
육 수준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연구가 있다(이승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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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메타버스 기반‘피닉스 열린 강좌’는 기존 동영상 녹화강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바타를 통해 직접 메타버스 공간에 참여함으로써 연사와 참여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여 대면수업의 효과와 비슷한 교육적 성취를 기대할 수 있다.
2. ‘피닉스 열린 강좌’운영계획 수립
이와 같은 장점을 기반으로 본교는 원격교육의 서비스품질 제고, 학습의 접근성, 용이성,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피닉스 열린 강좌’의 운영계획을 2021. 06. 28. ~ 2021. 07. 30.에
수립하게 되었다.
총 운영기간은 2021.09.09~09.30으로 총 4주 동안, 입학식에서 사용된 SK Telecom에
서 제공하는‘ifland’를 통하여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양강좌의 운영을 기획하였다. 이에
원활한 강의를 위해 메타버스 접속자 130명, ZOOM 접속자 170명으로 나누어 학생들의
조 편성을 2021.09.06.까지 진행하였다.
운영계획 수립
(06. 28. ~ 07. 30.)

‘피닉스 열린 강좌’운영계획 수립

▼
계약 체결
(08.18.)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업체와 계약 체결

▼
수강신청
(08. 16. ~ 09. 03.)

2학기 수강신청 및 정정

▼
수강생 조편성
(09. 06)

메타버스 접속자(130명)
ZOOM 접속자(170명)

▼
‘피닉스 열린 강좌’운영
(~ 09.30)

인문과학관 스튜디오에서 촬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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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좌 세부 일정

‘피닉스 열린 강좌’의 일정과 연사는 다음과 같다. 09.09 탁재형 방송PD(비일상의 힘,
여행), 09.16 김물길 여행작가(컬러풀한 여행, 아트로드), 09.23 이설아 KBS 기상캐스터

(기상 캐스터의 날씨 이야기), 09.30 권일용 전 프로파일러(범죄제도) 등 총 4개 강좌이다.
주차

일자

강사명

소속

주제

비고

1

9.2

김국원

향설나눔대학장

OT

녹화강의

2

9.9

탁재형

방송PD

비일상의 힘, 여행

3

9.16

김물길

여행작가, 화가

컬러풀한 여행, 아트로드

4

9.23

이설아

KBS 기상캐스터

기상 캐스터의 날씨 이야기

5

9.30

권일용

전 프로파일러

범죄제도

메타버스 운영

4. ‘피닉스 열린 강좌’총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은 11,000,000원으로 대부분 용역비로 활용되었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타운홀 내 Back-wall 교체, 행사용 사전제작 영상 업로드 및 스트리밍 제공, 방 개설 및
행사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항목

일반용역비-기타

산출내역
- 타운홀 내의 Back-wall 교체
- 행사용 사전제작 영상 업로드 및 스트리밍 제공

예산액

11,000,000원

- 방 개설 및 행사 운영 지원

5. 메타버스를 통해 구현한‘피닉스 열린 강좌’
강의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메타버스 기반 강의이므로 가상의 공간을 대강
당과 같이 꾸미고 또한 순천향대학교의“과잠(학과 점퍼)”을 메타버스에서 구현하였으며

Back-wall에서 동영상 재생 및 강의 자료 송출을 진행하였다.
아래의 예시는 2021년 상반기 순천향대학교 메타버스 입학식에서 구현된 공간과

“과잠”의 예시이며 비슷한 방법으로 메타버스 기반‘피닉스 열린 강좌’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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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식 메타버스 구현 장면 >

다음은 실제 강의 현장을 캡쳐한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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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닉스 열린 강좌’ 메타버스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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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언론에 소개된 순천향대학교 메타버스
세계최초로 거행된 메타버스 입학식은 각종 방송 및 매체에 소개된 바 있으며 메타버스

‘피닉스 열린 강좌’또한 국내 최초로 정규강좌에 도입되어 원격교육의 다양한 플랫폼 적
용사례로 여러 보도매체가 소개하고 있다. 이는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도와 미래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 MBC 뉴스터치 메타버스 입학식 방송 화면 >

< 머니투데이 ‘피닉스 열린 강좌’ 기사 자료 >

Ⅲ. 결론
1. 메타버스를 통한 ‘피닉스 열린 강좌’의 교육적인 성과

‘피닉스 열린 강좌’는 메타버스 공간을 순천향대학교 대강당으로 구현하였고, 좌ㆍ우
에 자료영상을 준비하여 진행하였으며 교육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강당을 가상공간으로 꾸며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강의에 있다는 몰입감을 주었다.
기존 ZOOM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교수자의 교안을 보며 강의를 듣는 수동적 학습태도
를 보였다면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에서는 아바타가 나를 대신하여 참석하고, 주변에
동료학생들이 같은 모습으로 아바타 형식으로 구현되어 대강당에서 실제로 수업에 참여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수업에 대한 몰입감을 높일 수 있었다.
둘째, 아바타“과잠(학과 점퍼)”의 통일로 인한 소속감을 얻을 수 있었다. 가상현실에서
의 아바타는 자아를 대신하는 존재로서 아바타를 생성할 때 본인을 대입하여 생성하곤
하는데 그러한 아바타에게“과잠”을 적용함으로써 순천향대학교에 속해 수업을 듣고 있
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 수 있도록 진행하여 수업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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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SNS 기능을 활용한 소통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교수자와의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가상현실 메타버스 플랫폼인‘ifland’는 이모티콘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아
바타 표정과 다양한 행동들을 가능하게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모티콘으로 교수자에
게 박수를 보내거나, 즐거우면 춤을 추는 등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 교수자와의 친밀감
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넷째, COVID-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제한이 없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다.‘피
닉스 열린 강좌’수강생 300명 가량을 모두 수용하려면 대강당이 아닌 야외 공간에서 진
행할 수 밖에 없는데 가상현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장소적 제한이 없이 강의를 진행
할 수 있어 대규모 강의에 효과적이다.
2. 메타버스를 통한‘피닉스 열린 강좌’의 향후 과제 및 제언
이러한 성과 및 장점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보완점 및 애로사항도 있었다.
첫째, 제한된 디바이스로만 접속이 가능했다.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높은 성능을 가진 디바이스가 필요했으며,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PC나 테블
릿으로는 접속이 제한되었고, SK telecom의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아이폰을 통해 접속
하는 것이 불가능 했다. 또한 최신 스마트 폰으로만 접속이 원활하여 일부 학생들은 접
속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플랫폼에 접속했다가 끊기거나 느려지는 등 불안정한 모습
을 보이기도 했다.
둘째,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이 갖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몰입도가 가장 높은 디바이스
는 현재 일반적으로 VR기기로 명해지는 다양한 기기들이다. 그 다음으로는 프로젝터를
원형으로 투사하는 방식이 몰입도가 높은데 반해 모바일 기기를 통한 방식은 기존에 모
바일 게임에 가까운 몰입도 정도밖에 줄 수 없다. 이미 게임에 익숙한 MZ 세대들에게
있어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은 몰입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원격교육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입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험적인 단계에 있다. 현재 선진국의 경우에 COVID-19의

상

치료제가 개발되어 위드코로나(with COVID-19) 체재로 돌입되면서 COVID-19의 장기
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시류 속에서 교육계는 학습자를 보
호하기 위해 원격교육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학습플랫폼 시스템
은 교수자와 학습자와의 친밀도를 높이기 어렵고, 상호작용 또한 제한적이어서 학습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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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학습 효과를 높이기에 한계가 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수법과 학습경험들이 이
러한 원격교육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에서 언급되어
진 단점을 보완하여 원격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현한다면 대면수업과 비슷한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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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술정보원(2021). 메타버스(Metaverse)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한계, 교육학술
정보원, 1-39.
이승환(2021). 로그인(Log in) 메타버스: 인간X공간X시간의 혁명,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IS-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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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주제 ❚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Ⅰ.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표준 모델 개요
1. 응모 주제
○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2. 제목
○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표준 모델

3. 목적 및 필요성
○

고등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대학 원격교육 표준 모델 개발

○

원격수업 증대에 따른 콘텐츠 개발 및 질 관리 표준 모델 개발

○

원격수업 콘텐츠 활용에 대한 표준화된 운영 지침 필요

○

원격수업 학사 운영 및 학점교류에 대한 운영 지침 필요

4. 주요 내용
○

○

공동 활용 교과목 콘텐츠 개발 선정

입

―

상

10개 이상의 분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양교과목 중심

공모를 통한 교양교과목(‘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콘텐츠 개발
―

학점 유형에 따른 A형(13차시)·B형(26차시)·C형(39차시)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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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콘텐츠 공동 활용
―

47개 분반에 개발 완료된 콘텐츠 탑재 후 운영(‘20. 2학기)

―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콘텐츠 활용 확대(‘21. 1·2학기)
(‘인문사회 글쓰기’, ‘과학기술 글쓰기’ 교과목에 활용)

○

콘텐츠 개발·활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표준 모델’ 개발 및 발표
(‘21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제1회 릴레이 포럼)

○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성과 공유 및 환류
―

‘찾아가는 맞춤형 원격수업 컨설팅’ 운영

―

‘대학 원격수업 표준 모델 개발 연구’ 추진

Ⅱ.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표준 모델 프로세스
1. 원격수업 의견조사 실시
○

목적: 학생의 원격수업 선호도 조사 및 원격교육 정책 의사 결정 수립

○

대상: 전남대학교 대학생 및 대학원생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기간: 2020. 7. 23.(목) ~ 8. 5.(수) / 2주간

○

문항 및 소요시간: 26문항 / 약 10~15분 소요

○

총 참여인원: 4,069명
측정변수
성별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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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빈도(명)

비율(%)

여자

2,533

62.3

남자

1,531

37.7

1학년

1,119

27.5

2학년

822

20.2

3학년

889

21.9

4학년

728

17.9

대학원생

506

12.5

문항 4. 다음의 원격수업 방식 중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하

문항 23. 본인에게 가장 학습효과가 높은 수업방식은

십니까?

무엇입니까?

< 원격수업 의견조사 결과 >

2. 콘텐츠 개발
가. 콘텐츠 개발·활용 계획 수립
○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방안 계획 수립
―

○

추진 일정, 개발 방식, 활용 방안, 환류 등

콘텐츠 개발 선정 심사기준 수립
―

‘콘텐츠 개발 신청서’(평가항목 3개), ‘콘텐츠 개발 계획서’(평가항목 4개)
입

나. 콘텐츠 개발 희망 분야 조사·선정
○

전공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희망 분야 조사
―

개발 희망 교과목(교양/전공/비교과)

―

개발 선호 형식(단독개발/공동개발)

―

학점 유형(13차시[1학점]/26차시[2학점]/39차시[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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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교과목 공모·선정·홍보
○

콘텐츠 공모 참여율 제고를 위한 선정 방식 다양화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

공모, 지정(우수 교원 대상), 추천(교수, 학생)

―

‘참여대학 마일리지’ 운영(콘텐츠 개발에 최고 마일리지 점수 부여)

―

‘콘텐츠 수강 이벤트’ 홍보· 실시(이수 인증 이벤트/우수 후기 이벤트)

< 참여대학 마일리지 홍보 포스터 >

< 공동활용 콘텐츠 수강 이벤트 포스터 >

라. 촬영 및 편집
○

스튜디오 대여 예약시스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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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내용 구성에 맞는 메인·셀프 스튜디오 사용

정○운 교수

조○숙 교수

선○빛 교수

* 50분 수업 기준 차시당 25분 구성(교육부 원격수업 기준 준수)

마. 콘텐츠 품질 검수
○

자체‘콘텐츠 품질관리 시스템’개발 및 공개(www.gjudec.com)
―

‘콘텐츠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한 상시 콘텐츠 질 관리 실시

입
상

< 광주전남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콘텐츠 품질관리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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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텐츠 질 관리
가. 모니터링단 운영
○

학습자 모니터링단을 통해 강좌 운영 상시 모니터링
―

모니터링단 강좌 운영 인터뷰 실시 후 질 관리에 반영

나. 강의평가 만족도 조사
○

원격수업에 적합한 강의평가 문항 개발
―

원격수업 강의 중간평가 실시

* 수업 내용에 대한 건의사항 결과를 교원에게 제공하여 수업 개선에 활용

다. 최신성 점검
○

3년 경과된 콘텐츠에 대한 최신성 점검

4. 콘텐츠 활용
가. 학점 교류
○

학점 교류에 따른 문제점 도출
―

(교수) 대학별 책임시수 인정 기준, 원격수업 지원(TA 배정, 인센티브)

―

(학생) 학점인정 기준 상이함

―

(대학) 학점교류 대학 선택 범위, 원격수업 학기 운영 범위(계절학기 포함), 수강료

나. 타 사업 연계 및 협력
○

지역혁신플랫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등 타 사업 간 공동 활용 콘텐츠 우선순으로 개발
―

원격수업 인프라(스튜디오, 촬영 및 편집 장비) 공동 활용

다. 수업보조 활용
○

UDEC(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콘텐츠 공개(www.ude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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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대학 혼합형, 플립러닝 활용

Ⅲ. 성과 및 확산
1. 원격수업 콘텐츠 공동개발 및 활용방안 표준 모델 개발
구분

내용

문제점

노력 및 실적·계획

- 콘텐츠 개발 신청서 및 계획서를 바탕으로
①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
- 원격수업 콘텐츠 선정 관련 가이드 공동 활용 콘텐츠 심사 기준 정립
- 추진일정, 선정기준, 개발
- 광주전남권역 사업추진위윈회를 통한 객관
라인 필요
방식, 활용방안 등
적인 콘텐츠 선정 심사
② 교내 및 권역 내 개발희망 - 대학별 개발 희망 분야가 상이하여 - 개발 희망 분야의 무분별한 분산을 막기 위해
분야 조사·선정
분야 선정에 어려움 발생
전공분류체계 적용
콘텐츠
③ 교내 및 권역 내 대학 공모·
개발
- 공모 참여율 저조
선정

- 선정 방식의 다양화
∙ ①공모 ②지정 ③추천
- 인센티브 및 마일리지 제도 도입

④ 촬영 및 편집

- 대학별 스튜디오 시설 수준 격차
- 스튜디오 예약·관리 시스템 개발 및 활용을
발생
통한 스튜디오 활용률 증대
- 스튜디오 활용률 저조

⑤ 콘텐츠 품질 검수

- 콘텐츠 질 관리를 위한 교수설계, - 자체 개발한 ‘콘텐츠 품질관리 시스템’ 활용
영상 콘텐츠 컨설팅 전문 인력 부재 및 공개를 통한 콘텐츠 질 관리 공유

① 콘텐츠 운영 실태 점검을 - 표준화된 원격수업 질 관리 모델 - ‘원격수업 표준 모델 연구’를 통한 원격수업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
구축 필요
품질 관리 체계 구축(연구 용역 발주)
- 원격수업에 적합한 강의평가 문항 개발 및
콘텐츠
② 콘텐츠 중간평가 및 강의 - 원격수업에 적합한 강의평가 문항 적용
질
평가 만족도 조사 실시
개발
- 원격수업 우수 사례 발굴·공개
관리
∙ 전남대 우수 사례 공개(gjudec.com)
③ 3년 경과 콘텐츠에 대한
- 콘텐츠 계속 운영 기준 모호
최신성 점검

① 학점 교류

콘텐츠
활용 ② 타 사업 연계

③ 수업보조 활용

- ‘원격수업 표준 모델 연구’를 통한 기준 마련
(연구 용역 발주)

- 대학별 책임시수·학점인정 기준
상이하여 공통기준 필요
- ‘원격수업 표준 모델 연구’를 통한 학점교류
- 학점교류 희망 교과목이 다양하여 매뉴얼 공개 예정(연구 용역 발주)
수요 충족 어려움
- 타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과 협업
부재

- 교육협력위윈회(신설) 및 사업 간 실무자
협의를 통한 유사 콘텐츠 개발 최소화 및
공동 활용 노력 강화

- 콘텐츠 개발 후 공개 안됨

- 콘텐츠 공개(지식 기부) 요청 (콘텐츠 공개
인센티브 부여)
∙ 혼합형 및 플립러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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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 개발･활용 성과 및 확산 실적
○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성과 내역
년도

교과목 명

분반 수

활용 교수 수

학생 수

2020년 2학기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47

34

1,374

2021년 1학기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44

35

1,400

2021년 2학기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47

32

1,366

○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콘텐츠 활용 확산 내역
년도

2020년 2학기

2021년 1학기

2021년 2학기

교과목 명

분반 수

활용 교수 수

학생 수

인문사회 글쓰기

2

2

54

과학기술 글쓰기

3

3

91

인문사회 글쓰기

2

2

69

과학기술 글쓰기

4

4

122

인문사회 글쓰기

2

2

63

과학기술 글쓰기

4

4

111

* 원격수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의견조사(‘20 ~‘21)
설문 내용

원격수업 전반적 만족도
(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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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

Ⅳ. 공유 및 선순환 환류
1.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성과 공유
○

성과 발표: ‘2021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릴레이 포럼(제1회)’

○

발표 주제: ‘원격수업 콘텐츠 공동개발 및 활용방안’

○

참석 대상: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 원격교육 관계자

○

참석 방법: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웨비나

○

일시: 2021. 8. 6.(금) 10:00 ~ 11:30 / 참여인원: 195명

○

세부 프로그램 일정
시간

10:00~10:50

내용

50’

비고

(주제1) 개념 및 활성화 방안
- 원격수업 콘텐츠 공동개발 및 활용방안

차성현 교수(전남대)

(주제2) 전문대학 사례

강문상 교수(인덕대)

10:50~11:20

30’

종합 토론

11:20~11:30

10’

만족도 조사 및 마무리

토론패널:
박주병 교수(강원대)
조은순 교수(목원대)
KERIS

입
상

<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릴레이 포럼 발표(주제: 강의콘텐츠 공동개발 및 공동운영) >
○

｢육군공병학교｣ 콘텐츠 원격수업 벤치마킹(‘21. 8. 19.[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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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성과 환류
○

‘찾아가는 맞춤형 원격수업 컨설팅’운영
―

지원대상: 광주전남권역대학 교원 및 원격수업 담당자

―

지원내용

구분

컨설팅 내용

원격수업
교수법

- 원격수업 교수설계법
- 권역 내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유
- 효과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동기유발·상호
작용 전략

컨설팅 홍보 포스터

- 원격수업 제작 및 학습관리 시설·장비 구축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콘텐츠 개발 노하우 및 전략
원격수업
- 콘텐츠 개발·활용
콘텐츠 개발
(학점교류/타 사업 연계/수업보조 자료
및 활용
활용 등)
- 원격수업 운영 관리
원격수업
- 원격수업 콘텐츠 질 관리
운영 및 관리
- 교수자 및 실무진 원격수업 역량 강화

○

｢목포과학대학교｣ 원격수업 컨설팅(‘21. 9. 30.[목] 10:30) 예정

○

‘대학 원격수업 표준 모델 개발 연구’공개(22년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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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택트 시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스마트 원격교육 학습법
김동윤 (서울미디어 대학원대학교)

응모 주제 ❚ 학생 - 자유주제
Ⅰ. 서론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세계경제포럼의 주제로 다루어지고, AI
와 메타버스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핫한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큰 변
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실감한다. 전례없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은 기존에 고수해오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자의가 아닌 바이러스에 의해 익숙한 삶의 방식을
멈추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를 맞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문명 시대에 발전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삶의 기본임을 절실
히 깨닫도록 해주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많은 대학(원)생들이 원격교육 수업에 어려
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학습해야할지 몰라 방황하다가 일시 휴학하는 대학(원)생들도
많다.
비대면이 장기화되면서 이미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은 상당히 달라졌고, 전형적인 교
육 방식은 예전처럼 큰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졌다. 때문에 온택트 시대에 문화적 특성에
맞춰 새로운 방식으로 원격교육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
어 교육과 IT가 접목된 스마트 에듀테크 기술이 주목받고 있고 이를 활용한 원격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필자는 1년 반이라는 대학원 기간동안 실제 사용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한 스마트 공부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원격수업 예습준비와 원격수업, 개별보강,
과제의 순서로 정리를 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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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원격수업 예습준비
본 수업을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사전에 예습을 준비하고 수업에 들어가면 효과적으
로 학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것이다. 필자 역시도 수강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살펴본 후, 주차별 강의내용의 키워드를 유튜브와 틱톡에서
검색하여 대중교통 이동시간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시청하였다. 대학교(원) 강의영상
콘텐츠, 정보성 유튜브 채널 영상콘텐츠들이 많고 예시와 함께 핵심만 간추려져있기 때
문에 재밌게 학습할 수 있으며, 1.2~1.5x 등 배속기능을 이용하면 더 짧은 시간 안에도
시청이 가능하다.

(출처 :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그림 1] 학교에서 운영중인 유튜브 녹화영상

(출처 : 미래채널Myf, 티타임즈TV)

[그림 2] 유튜브 영상콘텐츠와 자막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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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을 이해했으면 해당 주차의 교안도 예습을 하는 편이다. 영어로
진행하는 교과목 수업의 경우, PDF 수업교안과 교재 모두 영문으로 작성된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 내 구글렌즈 앱으로 영문 수업교재를 촬영하면 한글로 바로 바꾸어준다. PC로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의 워드문서 내 번역기능을 이용해서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영어가 능숙하지 않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3] 구글 드라이브 내 워드 문서번역 기능 (출처 : 이미지 캡처)

필자는 본교에서 한국어로 수업을 듣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메이트의
역할도 맡고 있다. 이 때 유튜브에서 함께 제공되는 자막기능과 번역기능을 이용해 미국,
중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에게 영상 링크를 공유해주고, 구
글렌즈와 구글 드라이브 번역기능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2. 원격수업 및 복습
재학중인 본교에서는 줌(Zoom)을 이용한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수님 재량에
따라 줌의 유튜브 송출기능을 이용해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 운영하시기도 한다. 교수님
께서 줌 녹화기능을 이용해 강의영상 링크를 학습자료실에 업로드하면 재시청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영상도 음원 모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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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그림 4] 줌으로 녹화된 강의영상 다시보기

(출처 : 이미지 캡처)

[그림 5] 다글로 사이트 내 영상 및 음원 AI 자동타자 기능

필자의 경우, AI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한 다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유료로 강의영상
과 음원을 넣고 녹취록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하면 강의내용 중에 놓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직접 모든 내용을 필기하지 않아도 필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의 비용을 줄
일 수 있었다. 꼭 유료인 다글로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유튜브 스크립트 기능이나 네이버
클로바노트를 통해서도 같은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3가지 모두를 상황과 필요
에 따라 섞어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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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격수업 보강
유튜브 영상 콘텐츠와 줌 녹화강의를 통해서도 학습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은 대학공개강의(KOCW)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이트는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공학,
자연과학, 교육학, 의약학, 예술체육 등 다양한 전공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타 대학교의
우수한 교수진의 강의를 시청할 수 있어 이해가 잘 되었다.

(출처 : 이미지 캡처)

[그림 6] 대학공개강의(KOCW)

필자의 경우에는 인문계열 학생으로 이공계열 과목이해를 위해 선수강하면 좋은 과목을
중심으로 대학기초강의를 들었다. 같은 강의라도 교양과목으로 선택된 과목은 전공과목
강의보다 사례중심으로 되어있어 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어 부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이를 활용하였다.
4. 원격수업 과제
개별과제와 조별과제 모두 PPT 발표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긴다. 필자

입

는 디자인, 영상 등 뉴미디어 관련 과목도 수강하기 때문에 카드뉴스, 유튜브 썸네일 자

상

료도 만들어야 했는데, 이때 저작권 걱정없이 무료사용이 가능한 디자인 툴 미리캔버스
사이트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 템플릿이나 카드뉴스 템플릿 등을 활용하였다. 짧은 동영
상이나 QR코드, 차트, 도표 등을 삽입할 수도 있고, 누끼따기와 컬러 스포이트 기능도
사용할 수 있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손쉽게 심미적으로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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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발표자료를 만들 수 있다. 비슷한 사이트인 캔바와 망고보드의 경우, 유료 서비스
로 제공하고 있어 학생이 사용하기에 부담이 많이 되어 주로 미리캔버스로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물을 슬라이드쇼로 보거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공유 및 복제할 수 있어 팀
원들과 작업하기에도 용이하다.

(출처 : 이미지 캡처)

[그림 7] 미리캔버스를 이용한 PPT 발표과제 제작

팀별 과제를 할 때에 외국인 유학생이 팀원으로 있는 경우에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구글 번역, 네이버 파파고, 한컴 말랑말랑 등 다양한 번역 앱이 있지만 카카오톡 단체카
톡방이나 메일 앱 안에서 실시간으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였다. 네이버 스마트보드
를 알고나서 내가 입력한 텍스트를 바로 지정한 국가의 언어로 입력해주고 한글과 번역
본이 같이 출력이 되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여 훨씬 회의하기가 간편해졌다.

292

(출처 : 이미지 캡처)

[그림 8] 네이버 스마트보드 내 번역기능

Ⅲ. 결론
작년 대학원 입학을 하면서 1년 반동안 원격교육을 진행하면서 겪은 노하우를 적어놓
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격교육은 줌이나 구글 미트와 같은 온라인 양방향 화상교육
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계속하여 온택트 시대에 맞는 알맞은 원격교육 방법이 필요
함을 느낀다. 뉴노멀, 앞으로는 새로운 표준이 통하는 시대이다. 위에서 소개한 내용들은
이런 표준을 시도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알아서 시도했다기보다는 실험정신을 가지고 보다 나은 학습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고 시
도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하고 많은 시도를 하고, 결과를
공유하기를 소망한다.
세상이 바뀌면 표준도 바뀐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교육의 표준을 따라가는 경

입

우가 흔하지만,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오고 있는 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상

싶다. 변화의 시대에 학생과 교사 모두가 창의성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하는 스마트 러너(Smart Learner)가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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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을 다듬는 보람 - 원격수업의 장점 찾기
김나은 (계명대)

응모 주제 ❚ 나의 원격수업 활용 사례
Ⅰ. 서론
코로나19 이전에도 온라인 강의가 운영되었지만 일부 강의에 한정되어 있었고, 특히
실시간 강의는 거의 활용되지 않을 정도로 생소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방식에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았고, 원격수업을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석을 다듬으면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처럼, 점점
원격수업에 적응해가면서 대면수업과 비교했을 때 여러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들을 활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저만의 학습 방법이 생겨
내용 이해도나 효율적인 면을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보람을 느꼈고, 발견한 장점들과 함
께 저만의 학습법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Ⅱ. 본론
1. 원격 수업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내게 맞는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만들다.
[장점 1] 시공간 제약이 없다: 자율적 시간계획과 효율을 높이는 공간 활용

원격수업을 하게 되면서 가장 큰 변화이자 장점은 시공간에 제약이 없어 시간을 자율
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원하는 장소에서 수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면
수업은 정해진 강의실에서 정해진 시간에 수강을 해야 해서 집에서 학교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왕복으로 1~2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수업이 연달아서 있는 경우 다른 강의실
로 이동하기 촉박해서 수업 초반부 내용을 놓치는 등 시간적인 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
었습니다. 하지만 원격수업 중 업로드된 강의 동영상을 보는 경우에는 시공간적 제약이
없어 학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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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면 이외에도 학생들마다 선호하는 학습 시간대와 장소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낮에 공부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
들이 있는 반면, 밤이나 새벽에 공부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장소
또한 매우 조용한 도서관에서 학습하는 것이 집중이 더 잘 된다는 학생들도 있으나 적당한
소음이 있는 카페에서 학습하는 것이 집중이 더 잘 된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낮 시간대에 조용한 도서관에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이후로 점심을 먹기 전 10시까지 도서관에 도착해 원격수업 강의를 수강합니다. 도서관
에 가서도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익숙한 환경에서 학습해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성향에 맞춰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은 집중이 수월한 환경이 조
성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율적인 일과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더욱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원
격수업으로 전환된 후로 저는 원형 계획표 어플 ‘오늘하루’를 사용하여 한눈에 보기 쉽
게 하루 일정을 확인하고 관리했습니다. 하루 전체적인 일정 중에서 하루의 가장 첫 일
정을 늦지 않게 실행해야 그 뒤의 계획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제일 신경 써서 계획한 시
간에 맞게 실행할 수 있도록 운동을 첫 일정으로 계획했습니다. 운동은 아침에 가야지만
사람도 별로 없고 더 세세하게 배울 수 있어서 트레이너분과 아침 7시 반에 도착하도록
약속해서 스스로의 의지만이 아닌 통제를 위한 장치로 약속을 활용했습니다.

현재인 오늘 하루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매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니체의 말에서-

< ‘오늘 하루’ 어플을 이용한 원형계획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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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언’ 활용하여 자기 의지와 통제를 키움 >

[장점 2] 자유로운 수업 시간: 수강-복습노트-전체 복습을 활용한 나만의 효과적인
수강 시스템 개발

두 번째 원격수업의 장점은 수강 구성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면수업
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표대로 일주일에 수업을 두 번으로 나눠서 수강해야
했습니다. 수업이 두 번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는 하루 공부량이 많지 않아 학습에 부담
이 줄긴 했지만 진도가 한창 나가는 도중에 끊기는 경우가 많아 다음 수업시간에 항상
그 전 수업 때 어떤 내용을 학습했었는지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원격수업 중에서
도 영상 업로드 방식의 강의는 대부분 교수님들께서 수강기한 이전에 미리 업로드를 해
주시고, 수강기한 내에만 수강하면 되기 때문에 원하는 요일, 시간에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저는 시간표를 기준으로 월, 목 수업이던 강의는 월요일에 수강
하고 화, 목이나 화, 금 수업이던 강의는 화요일에 수업 수강 및 노트를 정리하며 수, 금
수업이던 강의는 수요일에 연달아서 듣는 방식으로 학습했습니다. 남은 목요일, 금요일
은 대부분 복습하는 데에 집중하고 만약 업로드가 늦게 된 강의가 있다면 목요일 오전에
수강한 뒤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학습했을 때 내용이 끊기지 않아 이해도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복습 또한 한꺼번에 가능해서 기타 과제를 수행하고 관리하기에도
효율적이었습니다.
< 업로드 강의 수강을 위한 나만의 학습 시간표 >
월

월, 목 수업 수강 및 노트 정리

화

화, 목 수업이나 화, 금 수업 수강 및 노트정리

수

수, 금 수업 수강 및 노트정리

목

늦게 올라온 강의 수강 및 노트정리

금

전체 복습

입
상

[장점 3] 수준에 맞춘 학습 가능: 재생속도 조절하며 차근차근 이해하며 학습하기

원격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면
수업일 때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수업 중에 설명을 계속해서 부탁드릴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된 내용 때문에 다음 수업 내용의 학습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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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하지만 원격수업은 교수님께서 정해주신 기한 내에는 학생이 원하는 만큼, 원하
는 부분을 반복해서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부분이 학습에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 대면수업에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따로 메모를 해두고 수업이 끝난 이후에 여쭤봤습니
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배우고 넘어가야 할 내용을 빼고 다음 내용을 배우려고 하니 이
해가 잘 안 됐고, 가끔 어떤 부분이 이해되지 않았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아 여쭤
보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격수업을 수강할 때는 이해가 안 될 때 바
로 강의를 멈춰두고 스스로 이해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 뒤로 이해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0.75배속으로 조금 느리게 속도를 조절하여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는 흐름을
따라서 이해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해가 다 됐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원래의 배속으
로 바꿔서 강의를 마저 들었습니다. 강의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들으니 차근차근 진도를
따라가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배속 조절을 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는 말하는 속도가 느리신 교수님의 강의는 1.25배속
으로 조금 빠르게, 말하는 속도가 빠르신 교수님의 강의는 0.75배속으로 조금 느리게 듣
는 등 강의마다 학습에 수월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 재생 속도 조절을 활용한 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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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석을 보석으로 다듬는 새로운 학습 노하우를 터득하다.
[원격수업 유형에 따라 과제작성, 제출방법에 유의하기]

과제의 경우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강의를 듣고 요약정리하여 제출하는 과제
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기
도 하고 학생들도 요약을 하면서 수업의 큰 흐름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
서 요약정리 과제의 경우에는 수업를 듣자마자 바로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부분 위주로
정리하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빨간색으로 정리해서 키워드만 모아서 읽어도 대략적인
흐름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이후에 보았을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은 파란색으로 간략하게 적어둔 후 시험 전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뒀습니다. 시험 대비
요약본을 정리한다 생각하고 과제를 수행해 더욱 집중도 있게 수강할 수 있었고 키워드
를 빠르게 보면서 바로 떠오르지 않는 부분을 다시 복습하며 시험 대비까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과제가 아닌 보고서 제출 방식의 과제인 경우, 앞에서 언급한 시간표에 따라서
학습을 했을 때 목, 금요일이 대체로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 금요일을 주로
활용하되 하루에 조금씩 분량을 나눠서 작성해나가는 방법으로 한 번에 무리하지 않고
작성했습니다. 큰 틀만 잡아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 주제로 보고서를 쓰는 경우에는 교수
님께서 과제를 주신 날에 마인드맵 작성을 통해서 어떤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할지 생각
했습니다. 마인드맵은 평소 학습에도 키워드를 정리할 때 많이 사용하지만, 특히 보고서
주제를 생각해내야 할 때 가장 도움이 됩니다. 먼저 큰 주제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며 키
워드를 작성해나간 후에 개요를 작성했습니다. 개요를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수정
후에 적절한 자료를 탐색했습니다. 수정을 할 때 대략 어느 부분에 어떤 자료를 추가할
지 구상해두고 자료를 첨부하며 최종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원격수업으로 수강하면서 최종점검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대면수업으로
진행될 때는 보고서 과제나 프레젠테이션 파일의 경우 대부분 프린트해서 직접 제출해
야 했지만,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파일 형식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이 많아졌습니다.
교수님께서 폰트나 줄 간격 등의 양식을 정해주시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이 가진 폰트를
사용할 수 있고, 교수님께서 파일을 열었을 때 폰트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전용 파일로 변환을 하거나 기본 폰트를 사용해서 작성해야 제가 구상했던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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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점검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문제로 업로드가 되
지 않거나, 제출 시간이 임박했을 때 오류가 생겨 업로드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있기때
문에 적어도 하루 전에 미리 제출하고, 업로드 되었는지 과제 정보란에 들어가서 마지막
으로 다시 확인해 과제 제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 과제 제출정보란 확인 >

[강의를 반복하며 복습하는 학습법 만들기]

원격수업 중 영상 강의의 경우, 수강기한 내에 원하는 만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활
용하여 복습 또한 강의를 활용했습니다. 저의 학습 방법은 암기 위주의 과목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과목을 구분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먼저 암기 위주의 내용인 과목은 강의 수강
횟수를 2번,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과목의 경우 수강 횟수를 3번으로 정해두고 수강했습니다.
단순 암기 과목의 경우 첫 번째 수강 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큰 틀을 잡아서 수강
하며 바로 한글 파일로 정리를 했습니다. 손으로 쓰면서 노트 정리를 하지 않고 한글 파
일로 정리하는 이유는 암기 과목의 경우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과목과 비교했을 때 분량이
훨씬 많은 편이기도 하고, 세세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수업 중 대
부분의 내용을 다 정리해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를 수강할 때는 교
수님께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지 유의하며 정리 파일에 중요한 키워드는 빨간색으로
표시해가며 수강했습니다. 암기의 가장 기본은 반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내용 정리
파일을 프린트해서 연필로 줄을 그어가면서 소리 내서 읽고, 소제목만 보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읊을 수 있게끔 반복했습니다. 대면수업 때는 무작정 외우기만 하는 기분이었

300

지만 원격수업이 된 이후로 두 번 정도 강의를 수강한 뒤에 암기하다 보니 기억에 많이
남아서 암기 시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의 경우 첫 번째 수강을 할 때는 교재나 프린트
물에 먼저 필기를 하면서 수강하고,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노트 정리를 했습
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빨간색으로, 부가 설명은 파란색으로 적어두고 그 이후에 두 번
째로 수강할 때 교수님이 강조하신 부분을 제대로 필기했는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점검
해나가며 저만의 방법으로 노트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놓치거나 질문이 생긴 내
용은 노란색 포스트잇에 적어 노트 우측 상단에 붙여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수강할
때 전체적으로 점검하며 수강하고, 세 번째에 생긴 질문이나 추가 내용은 분홍색 포스트
잇에 적어 붙여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학습했을 때 시간은 조금 걸릴지도 모르지만,
교수님의 설명을 그대로 다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한 과목 안에서도 이해가 필요한 단원, 암기를 필요로
하는 단원 등으로 구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유동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여 더욱 효과적으
로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 암기과목 학습법과 이해과목 학습법 비교 >
암기를 필요로 하는 과목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과목

1차 수강
큰 틀을 파악하기
한글 파일로 정리하면서 듣기
↓
2차 수강
강조하시는 부분에 집중
중요한 키워드에 빨간색 표시
↓
내용 암기
연필로 줄 그어가면서
소리내서 읽기
↓
소제목만 보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읊기

1차 수강
교재나 프린트물에 필기
↓
노트정리
↓
2차 수강
강조하시는 부분에 집중, 필기확인
+ 노란색 포스트잇에 놓치거나
모르는 내용 적어서 붙이기
↓
3차 수강
전체적인 이해 점검
+ 분홍색 포스트잇에 질문이나
추가 정리 내용 적어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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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실 쪽지, 댓글, SNS 적극 활용하여 강의 이해도 100% 끌어 올리기]

많은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소통이었습
니다. 실시간 강의의 경우에는 대면강의와 상대적으로 유사하게 바로 질문이나 소통이
가능했지만, 영상 업로드 강의는 미리 녹화해 둔 영상을 학생들이 시청하는 방식이기 때
문에 자칫하면 일방적 정보전달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걱정과 달리 소통 수단이 다양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수
월하게 학습했습니다. 먼저 영상 업로드 강의는 각 강의마다 있는 과목별 페이지가 있었
고, 페이지에는 질의응답란이 있었습니다. 질의응답란은 수강생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작
성할 수 있고, 댓글 형식으로 교수님께서 답변해주시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질의응답란
의 장점은 질문이 생겼을 때 바로 질문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쓰기 버
튼을 누르면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리는데, 글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닌
파일 또한 첨부가 가능해 질문이 생긴 책의 일부분을 찍어서 업로드하거나 파일을 함께
첨부해서 올릴 수 있어 원활한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찾아가거나 수업
이 끝난 뒤 다른 학생들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바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할 내용을 잊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질문이 생겼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 교수학습지원시스템의 질의응답란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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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면수업 때는 교수님께 대부분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었고, 다른 학생들은 어
떤 부분에서 이해가 어려웠는지 학생들끼리도 알지 못해서 같은 내용을 또 질문하거나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학습할 기회를 놓치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질의응답란은 특히
수강생 모두가 누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열람할 수 있고, 교수님께서 해주신 답변까지
확인할 수 있어 수강생 모두가 함께 공유하면서 학습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의
과정에서 포스트잇에 메모해 둔 질문들을 질의응답란에 작성해두면 교수님께서 확인하
시고 답변을 해주셔서 원격수업이지만 충분한 소통이 가능했고 문제없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질의응답란 뿐만 아니라 교수님께 쪽지를 드리는 기능 또한 함께 있어 출석이나 과제
제출 여부 등 개인적인 질문의 경우 다른 수강생에게 보이지 않도록 1:1로도 소통이 가
능했습니다. 질의응답란에는 수업 내용이나 과목 학습과 관련된 내용 위주, 개인적인 내
용의 질문은 쪽지나 메일을 활용하여 구분 지어 교수님과 소통할 수 있었고 소통에 있어
서 불편함이 있지 않을지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대면수업 때 수업이 끝날 때까
지 기다리거나, 다른 학생들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등의 시간 낭비 또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입

< 교수학습지원시스템 쪽지를 활용한 강의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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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원격수업을 통해 IT 도구, 스마트 시스템에 익숙해짐]

처음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을 때, 실제로 많은 불편함이 따른 것은 사실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 온라인 강의실로 접속하지 못한 경우, 쌍방향 소통이 불가능한
점 등 어쩔 수 없이 원격화되면서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
돌이켜봤을 때, ‘원격’이라는 단어에 어색함을 느꼈을 뿐 원격수업은 원석과 같은 존재
였습니다. 원석을 다듬어나가듯 교수님들께서는 실시간 프로그램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수업에 임해주시기도 하고, 영상을 녹화하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학생들
과 소통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해주셨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의 부재
로 인해 어려움이 없도록 실시간 강의나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셨
습니다. 학생들도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강의를 더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는지, 나에게
맞는 학습법이 무엇인지 시도해보며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해나갔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로 다듬어진 원격수업이라는 원석은 지금 빛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
로 더욱 빛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시공간 제약이 따르는 대면
회의나 활동이 아닌 화상 프로그램으로 대화하고 만나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먼 미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원격수업이 계기
가 되어 실시간 화상 회의 프로그램이나 기타 원격 프로그램과 같은 시스템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사용해보고 적응할 기회도 가질 수 있었고, IT 기술이 발달
하고 그래서 이번 원격수업 이후로는 이러한 소통방식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도적 학습관리를 통한 학업성적향상, 어학, 자격증 등 학습성공 경험 축적]

마지막으로 원격수업으로 강의를 수강하게 되면서 편리하고 유용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대면수업이라면 하지 못했을 강의 반복 수강을 통한 학습이나 시간표 재구성 등은 제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았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저의 시간을 온전하게 제가 활용해서
학습해나가며 자립심 또한 길러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접하게 된 원격수업이었지만 직
접 제게 맞는 학습법을 개발하고 실천함에 따라서 이해도도 훨씬 높아져서 실제로 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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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수강한 모든 과목을 A 이상으로 받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진
자립심과 효율적인 시간 활용법 등을 통해 학기가 끝나도 자격증 공부나 어학 공부를 더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자격증 시험도 합격하고, 원하던 어학
성적까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원격수업은 제게 단순한 수업이 아닌 계획부터
실천까지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인생 코치 같은 존재였습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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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여행으로 함께 떠나요!
손다빈 (울산대)

응모 주제 ❚ 나만의 원격수업 학습방법
Ⅰ. 서론
사람들에게 ‘여행’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느낌을 말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이 ‘즐거움’, ‘행복함’등의 긍정적 단어를 표현하지만 반대로‘학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느낌을 말해달라고 하면 ‘지루함’, ‘어려움’등의 부정적 단어들을 주로 표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학습은 지루하고 어려운 것일까?” 이 질문에 나는 확실하게 “아니
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변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학습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어렵고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학습을 하
기 전 이미 마음 속에“공부는 너무 재미없어”, “공부는 어렵고 지루해”라고 생각하기 때
문에 더욱더 학습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실제로 2021
년도 1학기에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최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수업에 임하였으며 수업
을 최대한 즐기려고 해보았다.
결과적으로 학습 성과도 매우 좋았을뿐더러 내 삶 자체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이 글을 통해 학습을 어려워하고 지루해하는 친구들에게 “학습을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해 주며 함께 4.5 여행으로 떠나자고
제안하고 싶다.
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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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긍정이 ‘나’를 바꾼다

# 긍정 # 마인드 # ‘나’# 변화 # 긍정의 힘
4.5 여행으로 떠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긍정적 마인드’
이다. 나도 실제로 전에는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부정적인
사람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나’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해준 특별한
계기가 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책의 문구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는 우리가 하는 일과도 관계가 있지만, 그보다는 자기가 하는 일을 스스로 어떻게 받아
들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문구를 보고 정말 크게 와닿았다.
지금까지 나는 정말 열심히 살긴 했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즐기면서 하는 마음보다는

“빨리 끝내고 싶다”, “무조건 잘해야지”등 일에 대해 귀찮음을 느끼고 나를 많이 압박했
던 것 같다. 이러한 태도로 무언가를 했을 때는 결과는 나쁘지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 좋
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나는 이 문구를 보고 “오늘부터 긍정적 마인드
로 살기 위해 노력해보자”라는 다짐을 했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상 앞에 긍정
적 문구를 써놓는 등 작은 것부터 조금씩 실천해나갔다.
그리고 매일 아침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보자”, “오늘 하루도 후회없이 보내보자”
라고 소리 내어 외친다. 수업을 듣기 전에도 “오늘 수업 너무 재밌겠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 설렌다”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외치고 수업 중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도 좌절하지 않고 “할 수 있어” 등의 메시지를 통해 파이팅을 한다.
이렇게 긍정적 마인드로 살기 위해 작은 것부터 조금씩 실천하다 보니 예전보다 웃는
경우가 많아졌고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면서 하는 일들이 잘 풀리게 되는 등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긍정의
태도를 갖지 못하는 것은 너무 조급하게 다가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급하게 다가가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천천히 그리고 꾸준
히 실천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08

그리고 또래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책상 앞에 좋은 글귀들을 써서 붙여놓음
으로써 시간이 날 때마다 보고 또한 일어나서 긍정적이고 희망찬 메시지를 외침으로써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학습을 할 때에도 계속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찬 메시지를 던지
다 보면 어느 순간 학습에 몰입하고 즐기게 될 것이며 이는 자연스레 학습 성과도 크게
높여줄 것이다.

2. 줌브루타 학습법

# 줌(Zoom) # 하브루타 # 함께하는 것의 힘 # 토론 # Why?
두 번째, 4.5 여행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친구들이 필요하다. 2021-1학기 때 친한
친구와 함께 줌브라타 학습법을 개발해 활용해보았는데 정말 재미있었고 효과가 좋아
소개해보려고 한다.

입

줌브루타란 ‘줌(Zoom)+하브루타’의 합성어이다. 먼저, 하브루타란 짝을 이뤄 서로 질
문을 주고받으면서 공부한 것에 대해 논쟁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 방법이다.
하브루타 학습법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다”라는 생
각을 가지고 있다. 나 또한 이 말에 동의한다. 우리가 수업을 듣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면
서 수업 내용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해 말로 설명해달라고 하면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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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학습한 부분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줌(Zoom)이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우리는 각자 수업을 다 들은 후 매주 온라인 줌을 통해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약 1시간 동안 주제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이 시간을 통해 ‘Why?’를 핵심 키워드로 설정했다.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논리정
연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말하려고 노력했다. 매주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니
학습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두 명의 의견이 합쳐지다 보니 문제를 창의
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각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능력이 높아졌으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법
도 배울 수 있었다.
줌브루타 학습법을 통해 친구와 나 모두 높은 성적을 얻었으며 무엇보다 도 ‘함께하는
가치’에 대해 크게 깨달을 수 있었다. 현재 코로나 19 상황으로 서로 만나서 무언가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렇게 줌과 같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친구들과‘줌브루
타 학습법’을 실천해 보면 학습의 재미도 크게 느낄 수 있을뿐더러 학습 능률과 성과가
확실하게 올라갈 것이다.

< 줌브루타 학습법 – 생산관리 >

310

< 줌브루타 학습법 – MIS >

3. 역할놀이 학습법

# 역할놀이 # 교수님 # 학생 # 이해가 쏙쏙 # 설명
세 번째,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게임이듯이 4.5 여행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역할놀이 학습법’이다. 역할놀이 학습법은 어떤 한 주제에 대해 한 명은
교수님 역할로 주제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되고 한 명은 학생 역할을 맡게 된다.
교수님 역할과 학생 역할은 매주 바뀌게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한 과목에서 한
챕터가 끝나면 교수님 역할을 맡은 사람은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그 챕터에 대해
강의를 하기 위해 꼼꼼하게 공부를 해오고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은 질문 리스트를 준비
해 오게 된다.
교수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약 40~50분 정도 강의를 하게 되고 이후 15~20분 정도는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이 사전에 준비해온 질문 리스트를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된다.
처음에 교수님 역할을 할 때는 부끄럽고 민망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끄러
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학생 역할을 맡은 친구에게 제대로 알려줘야겠다는 책임감이 생
겼다.
또한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이 사전에 준비해온 질문 리스트를 통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었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면
서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역할놀이 학습법을 실행해봄으로써 학습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높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
을 배양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역할놀이 학습법은 꼭 친구들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스터디 그룹을 만
입

들어 진행할 수 있으니 꼭 해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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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관리 Chapter 5 >

< 생산관리 Chapter 7 >

4. 333 학습법

# 전략 # 계획 # 시험기간 # 333 # 효과 짱!
네 번째,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듯이 이번 4.5 여행에서도
철저하게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사실 여행은 대부분 계획을 여행 가기 전에 세운
다면 4.5 여행에서는 계획을 시험기간 3주 전에 세우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나만의 용어로 ‘333 학습계획’이라고 부른다.

‘333 학습계획’이란 시험기간에 활용하는 나만의 방법으로 한 과목을 시험기간 ‘3주’
전부터 하루‘3시간’총 ‘3번’을 공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6월 15일(화)에 A라는 과목
에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면 5월 31일(월), 6월 7일(월), 6월 14일(월) 매주 월요일마다 하
루 3시간씩 A 과목을 공부한다.
구체적으로는 1주 차인 5월 31일(월)에는 암기를 하고 꼼꼼히 공부를 하기보다는 빠르
게‘Skimming’을 하면서 그 과목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파악을 한다.

2주 차인 6월 7일(월)에는 1주차 보다는 내용들을 꼼꼼히 살피면서 70~80% 정도는 숙
지가 되게끔 공부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따로 체크를 해둔다.
마지막 3주 차인 6월 14일 (월)에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 1주 차와 2주 차에서 그 시
험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3주 차에서는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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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부분들과 어려운 부분들을 집중해서 암기하고 반복 학습을 한다.
이후에는 A4용지의 맨 위에 목차만 적어놓고 목차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전부 다
적어보고 A4용지에 내가 적은 글과 책과 ppt 등의 자료를 비교해나가며 부족한 부분들
에 대해 보완을 한다.

1주 차, 2주 차, 3주 차 모두 계획에 잘 맞춰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 가장 중요한 건 3주 차 인 것 같다. 시험이 하루 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과 자신
이 부족한 부분 위주로 공부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학점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시험기간 학습법을 정
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시험기간에 여러 가지 학습법을 시도해봤지만
이 학습법이 나에게 가장 잘 맞았고 실제로 가장 효과도 높았다.
아직 자신만의 시험기간 학습법이 정립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333 학습법’을
시도해보기를 추천한다.

내 점수

평균 점수

A과목

94.75

71.5

B과목

94

65
입

<시험기간 3주차 학습 자료>

<실제 시험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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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계발

# 마케팅 # 디자인 # 운동 # SPSS # 파이팅
다섯 번째, 친구랑 여행을 가더라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4.5 여행에서도 학습
에 투자하는 시간뿐 아니라 자기계발을 하는데 투자하는 시간도 꼭 필요하다. 따라서 나
는 2021-1학기 비대면 수업을 들으면서 학습 시간 이외에 자기계발 시간을 어떻게 활용
했고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소개해보고자 한다.
먼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면 수업을 들을 때보다는 시간에 여유가 있
어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꼭 운동을 했다. 운동을 또래 친구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
은 것은 운동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신선하고 획기적인 아
이디어가 많이 떠올랐다. 또한 운동을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고 다시 학업에
집중하기가 수월했다.
다음으로 나는 마케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마케팅 관련 나의 역량을 기르고자 마케팅
관련 여러 강의를 들었으며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SPSS, 디자인에 대해서도 공부하였다.
이렇게 마케팅 공부를 한 것으로 바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프로모션 마케팅
전략 수립, 데이터 분석, 디자인도 직접 해보았고 이를 통해 정말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에서 신입사원들을 채용할 때 ‘Best People’이 아닌 ‘Right People’
을 채용하는 만큼 다른 친구들도 자신의 관심분야를 파악한 후 그 분야에 대해 깊이있게
공부하고 실무적인 역량들도 기르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

< 앱 소개화면 디자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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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소개화면 디자인(2) >

< 포스터 디자인(1) >

<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1) >

< 포스터 디자인(2) >

< 포스터 디자인(3) >

<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2) >

입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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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여행으로 함께 떠나요!’라는 주제로 ‘긍정적 마인드’, ‘줌브루타 학습법’, ‘역할놀
이 학습법’, ‘333 학습법’, ‘자기계발’ 나만의 원격수업 학습방법을 작성해 보았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소개하는 학습법들은 마치 여행처럼 재미있고 신선하게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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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여행을 통해 즐거움을 얻듯이 학습을 어려워하고 지루해하는 친구들이 이 글
을 읽고 같이 4.5 여행으로 떠나 함께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의 여행 목적
지가 ‘4.5’이지만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서 우
리는 충분한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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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삼대’를 각색한 막장드라마 제작 및
마인크래프트로의 구현
이병민 (연세대)

응모 주제 ❚ PBL 원격 수업을 통한 프로젝트
Ⅰ. 학습 형태

이론중심수업

PBL수업

PBL수업(문제해결학습 : Problem Based learning)은 대학의 전반적인 수업형태인 이론
중심의 수업을 탈피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업의 흐름을 이끌어 가며 하나의 프로젝
트를 완수하기 위해 소규모의 팀을 조직하여 서로 협업해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고 팀워
크를 통해 결과물을 완성해가는 형태의 수업이었습니다.
염상섭의 ‘삼대’라는 소설을 중심으로 하여 교수님이 제시해주시는 소설의 내용에 대
한 질문에 답을 공유해보는 토론의 장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소설을 최근에 유행하는

‘막장’을 소재로하여 드라마로 재창조시키는 창의적인 활동들로 풀어나가는 활동을 진
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진행은 시나리오와 배우구성 그리고 연출까지 팀원
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통해 직접 고민해보고 더 완성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 교수님의 피

입

드백을 받으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형식이었습니다.

상

임의로 배정된 팀원들과의 의견을 공유하며 소설 ‘삼대’의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대표
적인 랜드마크들을 블록으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으로 직접 구
현해 봄으로서 팀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나가는 시간을 가지며 당 시대의
모습을 최대한 실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에 지어졌었던 여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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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들을 직접 자료조사하여 화상회의를 통해 공유하며 당 시대의 기풍을 간접적으로
느껴보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리메이크하는 창조적인 시도를 이어나갔습니다.

Ⅱ. 주요 활동
1. 염상섭의 소설 ‘삼대’ 내용을 기반 한 나의 생각을 교내 포럼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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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기 전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시는 삼대 소설에 관한
간략한 문제들과 토론과제에 대해서 직접 생각해보고 다른 학생들과의 소설에 관한 내
용을 공유함으로써 이해도를 넓히기 위해 교내 학습 시스템을 통한 주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보완하려는 시도를 이어나갔습니다
2. 포럼에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 한 삼대 소설을 ‘막장드라마’로 제작
중장편 드라마로서 구현하기 위해 21부작의 소제목을 붙이는 활동을 통해 각 화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제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요약함으로서 시청자들이 드
라마를 좀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소설 삼대에서 등장하는 인
물과 캐스팅하려는 배우들의 이미지를 적절하게 배치시켜 프로필 리스트를 만들어보는
관상을 이용한 매칭방법을 실시함으로서 현 시대 상을 잘 보여주며 시청자들을 매료시
킬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보는 활동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드라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간접광고 즉, PPL작업을 연세우유를 사
용하여 시대적 특성상 노골적으로 PPL을 할 수 없고 자칫하면 인위적으로 보일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에피소드 본문에서 병문안 용으로 연세우유를 사가지고 간다는 설정으
로 PPL을 선보이는 것으로 디테일을 다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의 꽃이라고 불리
우는 OST 사운드트랙 목록을 직접 선정하는 작업까지 스스로 함으로서 장면을 나타낼
때 시청자들을 더욱 몰입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투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3. 소설‘삼대’를 막장드라마 제작 및 영어이력서로 구현
드라마의 틀을 잡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로 역할에 따른 배우를 설정하는 작업을 실시
하여 드라마 중간중간에 자연스럽게 삽입 되어질 PPL, 각 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소제목 창출 등 현재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드라마 시나
리오와 유사하게 만들기 위한 콘티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영상 매체 시청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 단순히 학업을 위한
시나리오 작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작품이 하나의 해외시장 공략 아이템으로
서 발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이 조금 더 쉽게 한국의 역사
를 이해할 수 있고 ‘막장’이라는 한국 내 인기 장르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을지를 교수
님 및 팀원들과의 주기적인 화상 회의 피드백을 통해 의논하였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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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갔던 상황속에서 직접 대면으로 대화를 할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약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시도를 지속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었습니다.
학생들의 역사 교육 혹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관련 유튜브 컨텐츠 개발 등을 고안
해보고 이를 반영하여 영문 이력서를 만들어 봄으로서 자기발전을 시행한다는 점과 다
양한 매체를 이용한 시도를 통해 현 PBL수업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목표인 창조적 수행
능력과 도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결과로서 보여졌습니다. 이 결과, 나만의 아이디어를 다
른 국가의 언어로 표현해 낼 수 있을 지에 대한 노하우와 스킬 등을 확립할 수 있게 되
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수업에서 가장 많은 창조성을 발휘해야만 하는 ‘마인크래
프트를 이용한 협업 프로젝트는 여러 개의 팀이 각자의 결과물로 순위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닌 ‘삼대’의 전체적인 공간적 배경을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목표를 가짐
으로써 좋은 성적 취득을 위한 공부가 아닌 전체의 협업을 중시하는 PBL 수업의 이점을
적절히 구현해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Ⅲ. PBL 수업의 결과

< 명동성당 왼쪽 >

< 교내 블로그기사 썸네일 >

1. 한국문학과역사 수업을 소개하는 대표 썸네일(명동성당)
팀원들과 함께 만든 소설 삼대에 나오는 명동성당 랜드마크를 성공적으로 지은 결과,
연세대학교 기자단이 ‘삼대’ 소설을 막장드리마로 새롭게 각색한 ‘한국문학과 역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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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기사로서 쓰여지며 팀원과 함께 만들었던 ‘소설’ 삼대의 공간적 배경 중 하나인

‘명동성당’이 블로그의 대표 썸네일로 게재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4개월이라는 한
학기의 프로젝트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상징적인 의미이자 기사의 대표 썸네일로 장식되
었다는 점에서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대면 활동의 제약으로 원격으로 이루어질 수 밖
에 없었던 4개월간의 프로젝트 활동이 더욱 값지게 느껴졌었습니다.

< 인스타그램 게시 및 지인 반응 >

SNS를 통한 과제 홍보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결과물 자체가 결코 성적만을 평가 받
기 위한 것이 아닌 추후에 내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컨텐츠로서 생산해 낼 수 있는 좋
은 소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직접 실현하고자 완성된 작품을 SNS에 기재하는 활동을
게시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평소에 개인적인 사소한 게시물을 올리는 공간으로서 사용하던 인스타그램 SNS에 이
번 한국문학과 역사 PBL 수업에서 실시한 마인크래프트를 사용하여 지은 명동성당을
게시한 결과 생각보다 꽤 많은 지인들의 호의적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좋
은 성적에 대한 기쁨과 더해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가 내면의 자신감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결과 또한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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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PBL수업의 장점 및 보완점
1. 장점
가. 정해지지 않은 수업 시간

수업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자신이 과제 혹은 공부를 수행하고 싶은 시간을 본
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고,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정해져 있는 수업시간 때 보다 집중력 있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 PBL수업으로 의견조율 능력 향상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작품 구현

PBL 수업의 특성이 프로젝트를 제시해주고 팀원들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며 팀워크를
발휘해야 하는 만큼 소통의 중요성을 몸소 느껴가면서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인크래프트라는 블록 게임을 이용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건물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팀원들의 상상력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하는 과제. 일제강점기 시대의
명동성당은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생각하고 구현해 나가면서 팀원들 각각의 창의
성을 건물에 덧붙여 화려하고 웅장한 느낌의 명동성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2. 보완점
기존 수업형태와 다른 형태의 수업이었기 때문에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시간 필요했었
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업 형태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했지만 처음 이 수업을 접했을 때는
외국에서 주로 실시하는 교육의 형태인 PBL시스템을 적용시킨 과목이었기 때문에 한국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낯설게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형식의 수업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PBL 수업에
대한 보편화를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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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업을 통해 이루어진 본인의 역량 변화
1. 도전의식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사고 증대
드라마의 콘티 그리고 시나리오의 전반적인 부분을 스스로 직접 작업해야 한다는 것은
처음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나도 큰 관문이자 과제로서 느껴졌었습니다. 하
지만 이 작업을 해내지 못하면 그 다음 수업에서 팀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어려울 것이
라는 생각과 한계에 봉착하여 이겨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 후회할 것 같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 많은 고민이 필요하더라도 내가 드라마 작가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책임
감을 가지고 시나리오 작업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다보니 완성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자세로 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2.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한 건물 제작을 통해 팀원들과의 협업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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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신 명동성당 3D입체도안을 기본 틀로 삼아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통해 직접 건물을 지어보는 작업 시행하였고, 팀원들과 함께 성당 앞부분, 몸통부분, 내부
그리고 건물의 후면 부분까지 실제적으로 구현하고 인테리어는 성당의 웅장함을 표현하기
위해 화려함을 강조한 제작을 시도하여 퀄리티 높은 완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과의 화상 회의를 통해 성당 내부의 디테일 한 부분을 주기적으로 의논하며 조
금 더 럭셔리한 연출을 구현하였던 것이 놓았던 것은 시각적으로 화려함을 이끌어내어
학교 블로그 기사 작성 시 썸네일로 들어가는 쾌거를 이루어내며 한층 더 돋보이는 작품
이 될 수 있었습니다.

Ⅵ. PBL수업과 관련한 나의 생각
개인적으로 PBL 수업이라는 것을 처음 시도했을 때 들었던 생각은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따라 여러가지 제약이 생기는 문제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아직은 생소하게 다가오
는 PBL 수업 안에서의 프로젝트를 잘 마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
만 그러한 회의감은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돌입 후 자유로운 구상과 상상력으로서 작품
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반복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었고, 팀원 및 교수님과의
실시간 화상회의를 언제 어디서나 진행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면 활동을 할 때
보다 더 의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나 자신의 부족함을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작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정보전달식 의미전달 수업에서는 이루어 낼 수 없는
것을 학생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PBL(문제해결학습 : Problem Based

learning)수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일상이 제약으로 덮여 있는 상황속에서 경쟁이
아닌 창의력과 협동심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아주 획기적인 역할
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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