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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Untact) 디지털 전환(DT) 시대의 대학수학교육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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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중국 우한(武漢)으로부터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퍼지며 대

학수학교육 환경을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Untact, 비접촉) 방식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수학 연구

자와 교수자들은 2020년 봄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 회의와 온라인 교육 등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난점과 이를 극복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비대면 환경에서 교육의 질을 보장

하는 대학수학교육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체득한 노하우(Know-How)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코로나 이

후(After Corona, AC) 시대의 대학수학교육과 연구 환경의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다. 특히 갑작스런 전면 비대

면 방식의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다양한 테크놀로지 활용 및 학생과의 소통

에 대하여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교육환경의 교수·학습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특히 학생의 학습

활동과 학습과정에 기반한 평가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언택트 교육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논한다.

Ⅰ. 서론

2019년 12월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는 현재 한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2일 마침내 ‘팬데믹(Pandemic,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미국의 대학들은 3월의 봄방학 이후 5월까지 남은 학

기를 모두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숙사 소개령1)을 내리는 등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대학들도 역시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대면 방식의 집합수업을 위한 등교 시작을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를 두고 정부의 방침을 기다리며 고심하고 있다. 즉 2020년 3월 한국의 모든 대학들은 온

라인 수업을 필수로 하는 사이버대학이 되었고, 캠퍼스는 텅 빈 이른바 ‘언택트(Untact, 비대면, 비접촉)’ 대학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COVID-19로 인하여 교육 부분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2)도 매우 급격하

게 진행되고 있다.

COVID-19의 확산이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전개되어 국내에도 1만여 명의 확진자와 5%내외의 치사율이 예

상된다고 언급되면서(2020년 5월 9일 현재 10,840명의 확진자, 2.36%의 치사율)3), 대학의 졸업식과 입학식은 물

* 접수일(2020년 5월 18일), 심사(수정)일(2020년 7월 1일), 게재 확정일(2020년 8월 11일)

* ZDM 분류 : A45, C65, C75, D65, U55

* MSC2000 분류 : 97A40, 97C60, 97C80, 97D40, 97U50

* 주제어 : 디지털 전환, COVID-19, 비대면(언택트), 대학수학교육, 온라인, 전자칠판.

✝ 교신저자 : sglee@skku.edu
1) 소개령(疏開令) :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주민이나 물자, 시설물 등을 분산시키는 명령
2)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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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Web 화상 세미나

론 새로 배움터(OT)와 소모임조차 취소되고, 도서관과 학생 식당을 포함하여 대학 대부분의 공용시설은 통제되

었고, 이에 따라 교수자들과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었다. 2020년 3월부터 시작하는 모든 대학의 1학

기 과정이 미뤄지거나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학습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대학당국은 물론이고 교수자와 학

생들 모두 처음 경험하는 언택트 대학의 한 학기를 보내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S대학은 2019년 2학기부

터 하버드(Harvard) 대학 등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기반의 차세대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을 도입하여, 2020년 2월부터 비대면(온라인/원격) 수업을 준비하고, 1학기 동안 전면 실시하는 것

으로 결정하였으며, K대학은 3월 하순까지 COVID-19의 추이를 지켜본 뒤 4월부터 비대면(온라인/원격)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반응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학습 진행을 무기한 연장하고 있다.

COVID-19로 인하여 연구 환경도 동시에 바뀌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S

대학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BioX 연구 그룹과의 Web 화상세미나

(Webinar)4)를 1월부터 준비하여, 4월 첫 주부터 2주에 한 번씩 양교의 교원

및 연구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그림Ⅰ-1]). 또한 필즈(Fields)상 수상자

인 테렌스 타오(Terence Tao) 교수의 강연 등 전 세계의 수준 높은 수학 세

미나들 중 온라인 실시간 화상으로 제공되는 강연들의 리스트5)가 공유되어

자신의 연구실에서 언제든지 청강할 수 있게 되었다([그림Ⅰ-2]). 이와 같이

교육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교육과 연구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림 Ⅰ-2]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된 테렌스 타오(Terence Tao) 교수의 강연

COVID-19 이후의 사회와 교육에 대하여 빌 게이츠(Bill Gates)나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 같은 지식인은

“도시와 학교는 코로나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제 ‘뉴노멀(New Normal,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일견 공감을 한다. 본 연구진은 “수학 교수자와 연구자들은

뉴노멀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같은 경험을 한 교수자들의 의견을 구하며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OVID-19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한 난점과 교수자들이 현장에서 이를 극복한 방법

들을 소개하고, 비대면 환경에서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대학수학교육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체득한 노하우

(Know-How)를 공유하고자 한다. 특히 온라인 교육을 수행하면서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다양한 시

도와 테크놀로지 활용을 보고한다. 또한 온라인 수학교육의 평가 부분에 대한 논의 중 학생의 학습활동과 학습

과정에 기반한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인식하며, 온라인 교육에서 PBL(Project/Problem-Based

Learning) 보고서에 기반한 평가 방법을 포함하여 코로나 이후(After Corona, AC) 시대의 대학수학교육에 대하

여 논한다. 마지막으로 언택트 교육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논한다.

3)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cdc/
4) Stanford K-BioX와 SKKU BioX 2020년 세미나 시리즈 1차 강연 (4월 7일) https://youtu.be/SKID1z5Wg4A
5) World Math Research seminars https://mathseminar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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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S대학의 온라인 강의 대응 사례

Ⅱ. 연구의 배경

1. 대학수학교육의 비대면 교육 환경으로의 변화

COVID-19로 인해 사실상 LMS, 콘텐츠 메이커, 웹엑스(WebEx)와 줌(Zoom)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등을 활용

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교수자들은 수업 콘텐츠를 준비하는 것 외에도 디지털 도구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이전에 K-MOOC 강의를 했거나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거꾸로 학습) 경험이 있는 교수자의 경우는 비

대면 교육환경에 쉽게 적응했지만, 짧은 시간에 온라인 교육을 위한 작동법을 익혀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교수

자들은 당혹스럽다고 얘기하는 말을 들었다. 또한 정상적인 온라인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이 전

제되어야 하는데, 각 대학이 갖춘 온라인 교육환경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따라 강의제작법과 활용방법([그림

Ⅱ-2])이 다양하여 교수자와 학생들은 새로운 온라인 또는 원

격 강의 방법과 형식에 익숙해지는데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K대학 등에서는 콘텐츠 제작법에 대

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교수자들이 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

내하였다. 예를 들어, S대학은 온라인 강의 신속 대응팀([그림

Ⅱ-1])을 거의 24시간 동안 운영하였으며,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강사를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 제작 및 학생들과의 화상

Office Hour(OH, 학생 면담시간) 운영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

하였다.6)

[그림 Ⅱ-2] 온라인 강의 제작 소프트웨어 예시

또한 온라인 강의의 질을 보장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제기되어 만들어진 교육부의 온라인 강의 콘텐츠

규격은 많은 교수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들었다([그림 Ⅱ-3]). 이에 대해 많은 교수자들이 교육의

6) S대는 2020년 1학기 개강 2주 전부터 첫 2주 강의를 미리 녹화 후 LMS에 업로드 하여, 학생들이 개강 전에 수강 신청한

과목의 첫 2주 강의 내용을 미리 청강해보고, 수강 변경(class shopping)을 첫 주에 마치도록 하였다. 이는 수강변경 기간

에 발생하는 학생들의 수고와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수강생들이 조기에 확정되어 강의가 가능한 한 빨리 안정적으

로 시작되고, 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 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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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강의 준비, 강의 진행, 학생들과의 질의응답)7)보다 학점 당 매주 일정시간 분량의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

LMS에 올려놓아야만 한다는 교육부의 요구8)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학생과 사회 및 교육부

의 여러 가지 요구가 보태지면서 동영상 강의의 양과 해상도 및 데이터의 용량도 빠르게 증가하였고, 동시에 각

대학은 모든 수업이 온라인화 되는 비상사태에 서버가 다운되지 않도록 시스템과 관련 기자재를 보완하느라 분

주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버의 크기와 첨단 기자재의 성능이 미리 준비된 학교와 아닌 학교 사이에 첫 몇 주간

의 적응에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투자와 준비가 미흡했던 대학들은 특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경험하였다.9)

[그림 Ⅱ-3]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 규격과 대응 매뉴얼

이런 대비에도 불구하고 교수자들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허공에 대고 혼자서 강의를 하는 동시에 프로듀

서(PD)와 엔지니어 역할을 수행하면서 진땀을 빼는 경우가 많았다.10) 비대면이면서 대면소통이 가능하도록 온라

인상에서 학생 참여형 토론수업을 시도해보지만, 수강생의 표정과 반응을 살핀다거나 질문과 토론을 끌어내는

건 초보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고, 상호 의사소통과 자료 공유 등에서 온라인 소통의 한계를 경험하는데 오

래 걸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학생들 중 일부는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카메라가 없어서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고, 카페에서 OH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들려줄 수 없다고도 했다. 이런 필요와 한계를 체감하면

서 새 웹캠과 성능이 나은 마이크를 준비하고, 촬영 전에 오디오 테스트를 미리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 판

서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펜 마우스도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빠르게 적응하였다. 3주차 정도가 되면서 성공적으

로 운영되는 다른 강좌들도 참고하고, 교내의 다양한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에 참여하여 수강자의 입장도 경험

하게 되었다. 그제야 소리가 작고, 화면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거나, 랙(lag, 시간적 지연)이 걸려 멈추는 상황도

보게 되고, 수십 명의 학생 얼굴들이 천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교수자들이 점차 온라인

교육 환경에 적응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책 읽고 토론하는 수업의 경우는 학생이 채팅창을 통해 질문하면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같은 식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실험 과목

의 경우 동영상으로 실험과정을 모두 찍고, 실험 순서에 대하여 교수자의 목소리를 입혀서 업로드 하였다. 또한

실시간 수업의 경우 웹엑스나 줌의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출석도 확인하고 강의를 진행하였다.

7) 중앙일보, [중앙시평] 비대면 수업과 사라진 40분 (게시일: 2020년 4월 24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762007?fbclid=iwar3oewhnpvposyctj2pslrwoghbpqqm7aeekqy8caza-uwtj_duiidvycq8
8) 2020년 4월 현재 교육부 기준은 3학점의 온라인 강좌인 경우 75분 이상의 동영상 녹화 강의를 제공한 후에, 75분 이상 학생

과의 대화를 운영하고 그 동영상을 저장하여 추가로 업로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9) 중앙일보, 갑자기 닥친 미래, 코로나 사태 전과 후로 구분될 대학 세상 (게시일: 2020년 3월 18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733321
10) Math4AI-인공지능-기초수학-강의계획서 설명 https://youtu.be/BlOMeZZqq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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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강의녹화 방법

2.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시도

최근까지 전 세계 교육기관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앞으로 대세이며, 동영상 강의는 물론 테크놀로지와 교수·학

습 내용을 접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런 교육의 방향 전환 선상에서 COVID-19를 이유로

그 변화가 더욱 타당성을 얻게 되고 빨라진 것이다. 따라서 교수자들도 어떻게든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교수·학

습, 온라인 동영상 및 실시간 화상 강의를 시도해야 하며, 변화에 발을 맞추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 절에서는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 시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하여 강의 녹화, 수업자료 준비,

학생들과의 소통 순으로 소개한다.

① 강의 녹화

COVID-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교수자들의 온라인 강의 준비일 것이다. 일

부 대학에서는 K-MOOC 강의나 플립드 러닝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강

의실 외부에서 교수자가 미리 준비한 강의 동영상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조금씩 갖추어 왔지만(박경은․이상구, 2016),

수학 과목은 강의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었다. 교

수자들이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연구실에서 강의를 미리

녹화한 경우가 많았고, 캠퍼스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자 전원의 출입

을 금지(shutdown)하면서 집에서 강의를 녹화한 경우도 많았다. 특히

시간이 모자라거나 파일이 저장 안 된 것을 확인하고 다시 녹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외에도 본인이 강의하는 강의실에 녹화 가능한

전자 교탁이 있는 경우, 강의 시간에 맞추어 혼자서 강의하면서 녹화

하는 경우도 있었다. 몇몇 대학에서는 교육 개발 센터에 강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어 교수자가 센터의 도움을 받아 강의를 촬영

하는 경우도 있었다([그림 Ⅱ-4]).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삼발

이(tripod) 위에 설치하고, 칠판에 판서하면서 강의하는 것을 촬영하여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 한 후 LMS나 유튜브(YouTube)에 본인 또는

조교가 업로드 한 후 학생들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수업을 청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다른 변화는 교수자들이 이미 정해

진 강의 시간과 요일에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강의하는 것이다. 예

를 들어, 수강 신청할 때의 수업 요일과 강의 시간에 교수자가 학생들

에게 웹엑스(WebEx)나 줌(Zoom)의 회의실 번호와 비밀번호를 미리

공지하여, 주어진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만나 PPT나 PDF 파일 형식

의 디지털 강의 자료를 띄우고 공유한 후에, 그 화면에 밑줄을 그어가

면서 설명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하면서 강의시간도 채우고 마친 후,

동영상을 저장하여 업로드 하는 방식이다.

② 수업자료 준비

수업자료는 학습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지식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학습자의 수업 참여

유도, 학습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유지, 교수자에 대한 신뢰성과 믿음 배양 등을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온라인

강의에서 대부분의 교수자들은 PPT, HWP, MS-word, PDF 파일의 형식으로 수업자료를 준비하여 화면에 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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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업내용을 전달한다. 그러나 타 전공과 달리, 수학을 지도해야 하는 교수자에게 크게 차별화되는 추가 이슈

가 있다. 대학수학교육의 강의 현장에서는 다양한 기호와 표기를 이용해 내용을 전개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

다. 수학 강좌에서는 교수 내용에 포함되는 설명과 질문 및 답변에 매번 수식이 포함된다. 즉, 영어

(      등), 그리스어(     등), 기호(    등)를 이용한 표기와 행렬, 함수, 그래프

등 다양한 표현들을 바로 바로 강의 내용에 담아 이론을 전개해야 하는데, 칠판이나 화이트보드에 판서를 하는

것처럼 글을 바로 쓰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아직 익숙하

지 않아, 이 부분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하게 들어가고 있다. 즉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자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강의를 제작하는 방법, 제작된 동영상을 공유하는 방법 이외에도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판

서 및 내용 전달 수단을 대신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림 Ⅱ-5] 디지털 판서의 예시

....

[그림 Ⅱ-6] 전자칠판과 한글 수식을 이용한 사례

교수자들은 펜 타블렛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된 파일에 직접 판서를 진행하거나, 주요 정리 등을 미리 입력해

놓고 증명들은 빈 칸으로 만든 파일에 디지털 강의노트를 이용하여 판서를 진행하였다. 또한 개인 컴퓨터용 전

자칠판에서 판서할 경우에는 보통 글자가 깨지거나 너무 굵게 표기되어 기호들이 정교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사

례가 발생했는데, 한글 프로그램으로 주요 정리의 내용이나 예제의 문제만 미리 입력하여 해결하거나, 수학 소프

트웨어인 Mathematica, SageMath 등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그림을 직접 그려서 첨부하는 식으로 해결하였다([그

림 Ⅱ-5], [그림 Ⅱ-6]). 이러한 현상들은 디지털 강의노트 활용 시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글씨 폰트만 적당히

선택하면, 정교한 글씨로 부드러운 판서가 가능하였으며, 그래프 그리는 기능이 있어서 여러 그래프를 동시에 그

릴 수 있었다. 또한 그림을 한 화면에서 그리고 바로 삽입할 수 있어서 다른 화면으로의 이동이 필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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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나 플립드 러닝에 맞추어 온라인 강의나 동영상 강의를 준비해본 교수자라면 디지털 판서에 대한

자신들 만의 노하우(Know-How)가 이미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이상구․이재화․박경은, 2017). 수학 수업을 진

행하면서 정확하고 정교한 수식 및 기호 표현을 강조하는 교수자는 온라인 강의 중 수학적 설명을 바로 전달하

는 판서의 기능을 갖춘 전자칠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모든 교안 파일위에 정확한 수식 기호를 적으면

서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교육경험이 있는 교수자들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익숙하게 사용했던 방법들

을 최대한 접목하여 수업을 준비하는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였다. 예를 들어, Mathematica나 SageMath와 같은

프로그램을 바로 연결하여 수업에 활용하거나(Zimmermann et al. 2018), EBS나 시사 동영상들을 추가하여 수업

내용을 좀 더 의미 있게 완성하기 또는 한글이나 엑셀 등의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모습들이었다. 그러

나 온라인 강의를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았고 이전에 강의 경험이 없는 새로운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자들의 경

우는 강의노트 준비와 디지털화를 동시에 준비하는 과정에 기존의 강의준비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학 강좌의 교수자들은 직접 칠판이나 화이트보드에 판서를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것을 선호해

왔기에, COVID-19로 판서 없이 수업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큰 부담감을 느낀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를 극

복하는 대안으로는 전자칠판을 활용하여 화면에 판서를 하는 것과 한글로 직접 수식을 치면서 진행하는 것 및

개별파일이나 웹상에 교재의 내용 및 풀이나 FAQ 일부를 미리 준비해두고11) 학생들과 함께 풀이할 곳에 판서

처럼 수식과 풀이를 바로 적거나,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이 있다([그림 Ⅱ-7]).

[그림 Ⅱ-7] 웹 콘텐츠로부터 수식을 활용하는 방법

③ 학생과의 소통 유지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강의는 기존 대면 방식의 강의보다 학생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자들은 LMS의 자유게시판(Q&A)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을 늘리거나 웹엑스나 줌을 활용하여 실시간으

로 OH를 진행하였다. Q&A에서 질의응답을 할 때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수식이 포함된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강의록이나 교재 관련 내용을 웹 콘텐츠로 미리 준비하였다가 필요할 때마다 관련

11) 웹상의 교재 예 http://matrix.skku.ac.kr/L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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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복사하여 Q&A에 붙여넣기 하면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그림 Ⅱ-8]).

[그림 Ⅱ-8] Q&A에서 수식을 활용한 질문 답변 예시

또는 Q&A에서 질문한 내용을 웹엑스나 줌을 활용하여 실시간 OH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다.12) 즉

미리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교수자가 화면에 먼저 띄우고 학습자들과 공유한 후에, 교수자가 직접 화면

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설명하여 학습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들은 설명을 들음과 동시에 채팅

을 통해 각각의 개념과 증명/풀이법을 최대한 이해하고, 교수자는 여건상 OH에 참여 못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저장하여 LMS에 업로드 한다. 이 방식은 학습자 모두에게 교육적인 답을 제시하기에

유익하다([그림 Ⅱ-9]).

12) WebEx를 활용하여 진행한 Office Hour 예시 참고 https://youtu.be/uGWZZHWJD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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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WebEx를 활용한 실시간 Office Hour

이번 COVID-19로 인해 각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출석시험을 기피하고, 온라인 시험을 평가에 반

영하였다. 특히 각 대학이 갖춘 인프라 구축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시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온라인 과제로 평가를 대체하기도 했다. 이때 과제는 학생이 만든 파일이나, 손으로 직접 쓴 노트를 핸드

폰으로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PDF 파일 형식으로 LMS 과제란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교수자는 제출된 과제를

다운로드 받아 채점한 후 LMS상에서 채점한 결과를 입력하고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온라인 강의에서의 공정한 평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Ⅲ. 연구의 결과

1. 비대면 교육 환경의 교수․학습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평가 방식

COVID-19가 일으킨 대학수학교육 현장에서의 커다란 변화를 겪으며, 앞으로의 대학수학교육에 대한 기대 또

는 COVID-19 이후의 ‘교육’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한다. 뉴노멀(New Normal)이란 과거에는 비정상적이던 일이

나 현상이 점차 정상이 돼가는 것을 뜻한다. 대학의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분명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COVID-19의 확산이 빠른 시일에 자연적으로 멈추거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 온라인 수업의 비중은 계속 확대될 것이고 점차 대학에서의 온라인 수업이 정상적으로 여겨

지는 뉴노멀의 과정이 뒤따른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자료와 국제 설문조사를 토대로 세계의 디지털

교육 준비도를 분석해서 발표했다13). 2019년도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적절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확보’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숙제용 컴퓨터에의 접근’이나 ‘효과적인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확보’는 겨우 평균

에 근접했다. ‘학교의 인터넷 속도’, ‘교사들의 디지털 장비 수업 활용 기술과 역량’은 상위권인데, ‘디지털 장비로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확보’나 ‘교사에 대한 전문적 지원’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더욱이 ‘기술 지원

인력의 확보’는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이는 중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마찬가지였다.

온라인 수업의 확대로 교사의 역할은 점차 지식의 전달에서 지식의 공유 및 재창출로 바뀌고, 티칭

(Teaching)보다 코칭(Coaching)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4) 이 과정에서 학생의 역할도 수동적 객체에서 능동

적인 주체로 변화하고 학생 각자의 학습현황에 따른 개인 맞춤형 학습의 도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13) 김이경, 동아 시론, 2020.05.07.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507/100936598/1
14) 교수신문, 교육, 이재는 티칭에서 코칭으로 (게시일: 2017년 5월 8일)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3643



이상구․함윤미․이재화․박경은210

[그림 Ⅲ-1] PBL 보고서 예시

평가에서도, 지금까지 시행하던 평가방법에 학습 분석이나 인공지능, 머신 러닝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

술 등이 추가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 모두는 교사와 학생의 역할에 대한 뉴노멀화의 진행이다. 특히 온라인 수업

과 그에 따른 학습과정과 성취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학생들은 물론 모든 교수자들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학생수가 100명이 넘는 강좌에서 충분히 숙달된 조교들의 도움 없이, 만약 조교가 있다 해도 직접 조

교를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

는 뉴노멀로 인해 해당 수업 내용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와 숙달 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역량 중심 교육 방식’이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이다. 즉 대면이 아닌 온라인 평가가 기본이 되고, 과제와 오픈북 테스트 및 재택 시험

(Take-Home Exam)이 평가의 기본이 되는 ‘학습과정 평가’의 필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다음은 역량 중심의 학습과정 평가에 대하여 본 연구자의 사례15)를 소개한다. 우선 교수자는 학생들이 시청

할 강의를 미리 녹화하고16), 학생들은 그 동영상 강의를 미리 듣는다. 이후 학생들은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Q&A에 질문하고, 학생들이 서로 답변

을 주고받으면서 마침내 이해한 후 그 질문과 얻은 답을 정리

하여 공개(또는 모아서 보고서에 담아 제출하고 그 학습과정

또는 학습결과를 평가 또는 동료평가)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다(이상구ㆍ이재화ㆍ함윤미, 2020).

① 매달 1회 PBL 보고서([그림 Ⅲ-1])로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코멘트를 받아 개선하면서 교육과정을 진행하였다.

② 보고서를 매달 수정 보완하면서, 잘 정리된 학생의 보고

서는 발표할 기회를 주고, 시험을 치루는 경우에는 학습 과정

에서 공유되고 또 발표한 유의미한 내용에서 60% 이상의 문제

를 출제하여 상향평준화를 이룰 수 있었다. 특히 학생 별로 심

화학습을 원하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완성을 도와주어,

잘 마무리 된 경우 발표 기회를 주어 동료 평가를 통해 가산점

을 주었다.17)

③ 일단 제출된 보고서들을 모두 한 번에 압축파일로 다운

받은 후, 압축을 풀어서 파일의 크기순으로 배열하면서, 상대적

인 정량에 근거하여 먼저 A와 D를 받을 대상을 추린다. 그리

고 글자의 폰트 크기와 이미지 이용 상황에 따라, 페이지의 양과 표현의 질을 기준으로 정성평가를 하면서 그

중에서 진짜 A와 D를 받게 될 대상과 B, C의 대상의 일부가 추려진다. B의 대상 중 독창성이 두드러지는 보고

서는 A로 상향 조정하고, 독창성이 없이 표절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은 C나 D로 하향조정하는 방법을 취한 후

결과를 매달 공개하였다. 이 과정을 매달 1회씩 3회 정도 반복하면, 기말 보고서 준비 시에는 대개 공정한 학습

활동 평가가 가능했다.

④ 그 후 그간의 학습 활동에서 두드러진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B, C로 판단했던 그룹에서 다

시 검토해 보아, 아주 독창적이고 집약적으로 정리된 것은 A로 평가하면 된다.

15) [기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육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 https://www.khu.ac.kr/kor/focus/detail.do?seq=2136904
16) 온라인으로 강의 녹화, Math4AI-Part1-복습-1, 행렬과 데이터, Math & Coding https://youtu.be/HTtQCP3r1j4
17) 배운 내용을 정리한 학생 프로젝트 http://matrix.skku.ac.kr/math4ai/Projec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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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리고 A로 평가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상 OH에서 자신의 보고서에 대하여, 특정 부분을 설명하게 하

면18), 그 중 A+를 받을 대상은 저절로 드러난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이런 평가 방법을 온라인 강좌의 학습활

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방법으로 아주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또한 교수자의 입장에서도 매우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었다.

이런 평가 방법을 거친 학생들의 질문/답변/활동에 대한 기록을 담은 PBL 보고서의 예는 각주의 웹사이트19)

를 참조하면 된다. 이 방법은 숙달된 조교의 도움 없이, 대형 강좌 학생 보고서 평가에서 효과가 확인되었다(이

상구․이재화, 2019). 이외에도 다양한 학습과정 평가 방법이 존재한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재택 시험

(Take-Home Exam) 대신 T/F 문제와 박스형 문제 및 코드를 채우는 문제를 중심으로 시간을 짧게 한정하여

치루는 온라인 시험도 가능하다.

강의 동영상이 학생에게 미리 제공된다면, 플립드 러닝이 보편화 될 것이고, 그럼 지금까지 지식 전달을 위주

로 진행하던 수업이 지양되고 점차 토론식 수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즉 기초적인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수업 자료나 동영상 강의를 통해 미리 배우고, 수업 시간은 심화 학습을 위한 토론 위주로 진행될 것이며, 이런

수업 방식의 변화에 따라 암기 위주의 시험도 종합적인 이해를 묻는 시험으로 전환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

이다. 따라서 학습과정 평가에 따른 역량 평가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2. 비대면 교육 환경에 대한 교수자/연구자의 변화와 제안

이번 COVID-19 팬데믹이 가져다 준 아이러니는 모든 교수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온라인 강의라는 새로

운 교육시스템을 경험하게 돼버렸다는 점이다. 평소 온라인 교육에 대해 거부감을 가졌던 교수자들도 어쩔 수

없이 새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다. 일부 학생들 중에는 오히려 온라인을 통한 강의가 훨씬 내실이 있고, 반복적

으로 학습하면서 학습효과가 크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AC 시대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다양한 교

과의 운영형태가 자리 잡을 것이다. 소위 블렌디드(Blended) 수업이 보편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

이다. 또한 AC 시대에 맞추어 우리나라 법령이 개선된다면 학생들이 반드시 캠퍼스 현장에서 강의를 듣지 않아

도 될 것이다.20) 한편, 더 많은 교사와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경험하게 되면서 무크(MOOC)나 명품 온라인 공개

수업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실재

감 있는 학습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 또한 뉴노멀이 될 것이다. 물론 COVID-19 팬데믹으로 갑작스럽게 맞이

하게 될 뉴노멀에 대한 거부감도 예측된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COVID-19 팬데믹 이후

다가올 교육의 뉴노멀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도하는 것은 현 시점을 함께 경험하고 소통하는 교수자들이며, 이들의

깊은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만이 발전된 교육변화를 이끌게 된다.

우려되는 점은 이른 바 언택트 교육의 사각지대다. 대표적으로, 장시간의 인터넷과 디지털로만 이루어지는 수

업에 학생들이 느끼는 피로감과 무력감을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학교육의 온라인화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게 부담이 되고 있다. 매끄럽게 동영상 강의를 듣기 위해 속도와 성능이 탁월한 노트북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

18) 학생 보고서 발표 http://matrix.skku.ac.kr/2019-album/
19) 학생들의 질문/답변/활동 기록 예시 http://matrix.skku.ac.kr/math4ai/PBL-Record/

http://matrix.skku.ac.kr/2019-Album/DM-PBL/ http://matrix.skku.ac.kr/2019-Album/MH-PBL/

http://matrix.skku.ac.kr/PBL/, http://matrix.skku.ac.kr/PBL2/
20) 한국대학신문, [아너스칼럼] “BC(Before Corona)시대와 AC(After Corona)시대의 대학교육 변화” (게시일: 2020년 4월 6일)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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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데이터 부담으로 주변의 무료 와이파이(Wi-Fi)를 찾느라 전전긍긍하는 경우 등이 현실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COVID-19로 강의실도 도서관도 모두 출입이 제한되면서, 수업을 듣기 위해 캠퍼스가 아닌 카페나 PC방

을 가는 학생들도 있었다. 즉 디지털 접근에 대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온라인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만큼 노트북을 모

두 대여해 줄 수 없는 여건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수업을 보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디

바이드(Digital Divide)21)에 대한 고려도 꼭 선행되어져야 한다.

또한, 수학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 과정에서 교수자 또는 대학교육 전문가가 지식 변환의 주체가 되고 변환의

결과는 교육과정, 교재, 교수자 지식(PCK) 등을 고려하여, 교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중 변형해서는 안

되는 것과 변형해도 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노련함과 정교함이 필요할 것이다. 즉,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할

책임을 가진 교수자들은 개인화, 문맥화 과정에서 사적인 편견에 의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들을 부적절한

것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탈개인화, 탈문맥화 과정에서 자신이 이해한 지식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지식의 표현 형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황혜정 외, 2019).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COVID-19 이후 대학수학교육 환경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난점과 이를 극복

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대학수학교육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였다. 그리고 비대면 환경에

서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대학수학교육의 방법을 모색한 여러 연구자들의 다양한 시도에 관한 노하우

(Know-How)와 온라인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테크놀로지 활용 및 공정한 평가방식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교수자들이 가장 진지하게 고민한 온라인 교육에 따른 공정한 평가, 특히 수강생수가 많은 서비스 과목에

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를 위하여 개발된, 대학수학교육 현

장에서 사용하기에 어렵지 않은 대안도 공유하였다. 이러한 본 논문의 시도는 AC 시대의 대학수학교육과 연구

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대응하는데 유의미할 것으로 보았다.

COVID-19로 인해 한 장소에 모여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방식의 학술교류 방식이 무너졌다. 수학자에게 공

동연구자를 방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얼굴을 맞대며 공동 연구하던 기존 수학 연구 방식을 대치하는 온

라인 협력 방식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즉 COVID-19가 학자들이 수백 년간 유지되어 온 학술교류 방식을

단번에 바꾸어 버린 것이다. 이에 세계의 수학자들도 온라인 강의/강연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국제

수학자연맹(IMU)은 COVID-19 Resource Website22)를 만들어 전 세계 수학 온라인 세미나(International online

seminars)를 연결하기 시작하였고, 수학교육국제위원회(ICMI)는 COVID-19 동영상 수학교육 자료23)를 만들어

제공하였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회장 오준석)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강연회(KSEA Science

Concert)24)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대한수학회(회장, 금종해)가 주관하는 ‘인공지능과 대학수학 심포지

엄’25)은 COVID-19 이후 교육이 변화된 2020년 1학기에 경험한 내용을 담아 우리나라 수학계 최초의 웹세미나

(Webinar)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교수자가 학회나 출장이 있을 경우, 온라인 보강이 주류가 될 것으

로 본다.

COVID-19를 통해 대학의 교수자들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우선 한 대학에서만도 수천 개의 강의가 온

21)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 속에 세대, 사회계층 간 정보, 기술 활용 능력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보격차를 의미.
22) https://www.mathunion.org/corona
23) https://www.youtube.com/watch?v=Kas0tIxDvrg
24) http://www.inews24.com/view/1261786
25) 인공지능과 대학수학 심포지엄 http://www.kms.or.kr/md_meet/main.html?period=58&id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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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교육현장에 교육학자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온라인 학습 디자

인과 운영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대면 강의라도 모든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는 게

쉽지 않았지만 원격교육에서는 가능했으며, 온라인 상에서 학생들이 이전보다 훨씬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고 질

문과 답변 과정에 자신의 속도로 참여하는 것이 자유로웠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본 연구자들은 다

음과 같은 질문들을 추가로 갖게 되었다.

‘한 순간에 가능했던 온라인 교육이 그간 전혀 우리 주위의 수학 교수자들에게 관심 밖이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것이 법과 제도만의 문제였을까?’,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학생들도 온라인 강의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스스로 깨우치는 것을 돕는 교육환경(Guided Discovery Learning Environments)이 필요한 시대에 이미 들어

선 것은 아닌가?’

‘그간 적용해오던 지필시험에 의한 상대평가가 최선의 평가방법이었나?’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학수학교육과 연구에서 COVID-19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만한 사건이다. AC 시대

에 대학에서의 수학교육 현장은 이번에 경험한 온라인 경험의 단점과 장점을 반영하면서, 꾸준히 변해갈 것이다.

앞으로 대학수학교육 현장에서 많은 교수자들이 기존의 틀을 뛰어 넘어, 무언가 새로운 시도들을 한번 해보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며, AC 시대 대학수학교육의 뉴노멀을 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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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cember 2019, new coronavirus (COVID-19) which was started from Wuhan caused a dramatic changes in 
college mathematics education around the world from the spring semester 2020. All classes in college was switched to 
online classes at once. As a result, many efforts were made to keep the quality of mathematics education in college. 
We have discussed the situation that we did experience and discussed a possible changes that future mathematics 
education and research can face in the post-corona era (after coronavirus, AC era). Finally, we discussed an evaluation 
method for student activities that can be used in online class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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