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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미국에서 실시된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와 온라인 강좌를 상으로 한 주요

설문조사 결과들을 토 로 MOOC의 문제 들을 도출하 다. 그리고 재의 IT 기술 상태에서 MOOC를 어떻게

개선하여 학 교육과 융합시킬지에 해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와 시사 을 제시하 다. 첫째, MOOC의

massiveness 문제는 분반 수업으로, openness 문제는 Level 테스트 후 수 별 강좌 제공으로, onlineness 문제는

Flipped Learning으로 보완하여 개선시킨다. 둘째, MOOC를 기존 학교육과 융합시킬 때 무학 용 강좌는 본 연

구에서 제안한 개선된 MOOC 방식을 사용한다. 학 용 강좌는 학과 단 로 온라인 공통강좌를 기본으로 Flipped

Learning 방식으로 운 하되, 가능하면 온라인 심화강좌와 보충강좌를 더불어 제공한다. 셋째, MOOC는 수 별

강좌로 제작될수록, 교육 심 학 주로 제작될수록 그 활용 범 가 넓어질 수 있다.

• 주제어 : MOOC, 수 별 교육, 온라인 교육, Flipped Learning, 학교육 융합

Abstract This study explains the fundamental problems of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based on major survey results for MOOC and online courses conducted in the United States. Consequently,

this study integrates the following conclusions and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MOOC and convergence

of MOOC and universities under the current IT technology.

First, the division into small sized classes will solve the problem of massiveness with MOOC. The problem

of openness will be solved by providing differentiated courses based on placement tests; and the weakness

of onlineness can be complemented through Flipped Learning methodologies. Second, in convergence of

universities and MOOC, there are two desirable approache s: credit-free courses use the improved MOOC

suggested in this study while credit courses are conducted by Flipped Learning, based on core online

courses within departments. In addition, the credit courses offer intensive and supplementary ones together

if possible. Third, MOOC will be utilized more widely as it will offer differentiated courses and be produced

by education-based universities.

• Key Words : MOOC, differentiated education, online education, Flipped Learning, convergence of universi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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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목적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란 온라인을 통

해서 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있

는 온라인 공개강좌이다. MOOC는 학 강좌 형식을 표

방했기 때문에 학습자가 수동 으로 듣기만하던 기존의

온라인 강좌와는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

자간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제출 등 다양한 양방향

학습이 가능한 강좌 랫폼이다(http://www.kmooc.kr/).

MOOC는 2008년에 세계 유수의 명문 학 강의를 무

료로인터넷을 통해들을 수있다는기치를내걸고 세

계 으로 edX, Coursera, Udacity, FutureLearn 등의 기

들이 주도하고 있다. 2014년에 하버드 학 총장은 M

OOC 상을미국 학 체제에 한 ‘지진’이라고표 했

고, 스탠퍼드 학총장은 미국 학들에 ‘쓰나미’가몰려

오고있다고했다. 그리고MIT 총장은 MOOC 덕분에 컴

퓨터 수업은 스탠퍼드 학에서, 문학은 국 에든버러

학에서 수강하는 등 분야별 최고 수 의 교육을 세

계 어디서나 머잖아 받을수 있게 될것이라고말했다[1].

그러나 MOOC는 극히 낮은 수료율이라는 암 에 부

딪쳐 MOOC가 미치는 향이 상외로 극히 미약했다.

2012년 Meyer의 보고에 따르면 스탠퍼드, MIT, UC 버

클리가 제공한 MOOC의 퇴자는 80~95% 다. 그리고

Coursera의 강좌 ‘Social Network Analysis’도 단지 2%

만이 인증서를 획득했다[1]. 한 2013년 12월에 펜실베

이니아 학이 제공한 16개의 MOOC 강좌에 등록한 1백

만 명을 분석한 결과 50%만이 강의를 한번이라도 보았

고, 단지 4%만이 수료하 다[2,3].

이러한 상들을종합하면Hype Cycle1)에서 볼때 국

외 MOOC 문가들은 2014년도부터 ‘환멸 단계(Throug

h of Disillusionment)’를 지나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다

고 망하 다[4]. 구본 [5]은 Flipped Learning을 도입

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일부 학의 경우, 강의는 하버

드 학이나 MIT의 MOOC로 체하고 담당 교수는 보

조 인 역할만 하는 형태로 운 되는경우까지 발생하기

도 해 MOOC가 교육계에 기회이자 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 다. 한편 Daniel[6]은 MOOC가 의미 있게 성장

하려면 높은 실패율의 원인 분석과 함께 책 수립이 필

요하다고 주장하 다. 안승신[7]의 학 온라인 교육의

1) 하이 사이클(Hype Cycle)은 기술의 성숙도를 표 하기 한 시각

도구로 ‘과 고주기’라고도 하는데, 미국의정보 기술연구 자문

회사인 Gartner가 2005년도에 제시한 것이다.

상과 연계방식에 한 고찰에서도 도포기 문제가 이

러닝의 심각한 문제라고 분석하 다. 그리고 배 선[8]은

MOOC가 교육의 한 방법으로 지속 으로 인정받고, 보

다 안정 으로 성장하기 해서는 교육학 측면에서 기

반을 갖추는 것이 요하고, 드러난 문제 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 다.

이런추세 속에서 본 연구는 재의 IT 기술 상태에서

문제 이 드러난 MOOC를 개선하고, 학 교육의 질 제

고를 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목 이있

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MOOC 련 설문조사들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

가 무엇인가?

둘째, MOOC의 근원 인 문제 들의 원인은 무엇인

가?

셋째, MOOC의 문제 들에 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넷째, MOOC를 학에서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2. 론적 경

2.1 MOOC  개념 

MOOC는 수강인원에 아무 제한이 없는(unlimited par

ticipation; Massive) 공개된(Open) 온라인 강좌이다. 즉

학의 강의를 무료로 공개하여 그 강의를 필요로 하는

구나 인터넷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MOOC라는 용어는 2008년 ‘긴 성과 업 지식(Conneti

vism and Connective Knowledge)’이라는 세미나에서 명

명되었다.

그러나 이런 개념으로는 OCW(Open Course Ware)가

MOOC의 조상이다. MIT는 2002년에 OCW라는 이름으

로 학 강의동 상을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하 다. 200

2년 UNESCO는 이런 유의 공개 교육 자료를 OER(Open

Educational Resource)이라고 명명하 다. OER은 교수

자, 학습자, 학습자들이 교육,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

록 공개 으로 제공되는 무료 교수・학습 자료를 말한다.

그러나 OCW는 강의 동 상만을 제공할 뿐이지만, MOO

C는 사이버 학처럼 과제와퀴즈, 상호작용, 학습 평가를

온라인으로 수행하고,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 이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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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OOC  파격: Massive Open

MOOC는 여러 면에서사이버 학과 유사하지만 사이

버 학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기 이 교육의 질 리를

해 수해야 할 교육·행정 규범에서벗어나있다. M

OOC가 사이버 학과 다른근원 인차이 은 강좌당수

강생 수의 제한이 없고(Massive), 녹화된 강좌를 구나

인터넷상에서 무료로(Open) 수강할 수 있다는 이다.

이것은 교육의 질 리를 해 통 으로 규제해 온 입

학 정원, 학과정원, 교원 확보율, 교원당학생 수, 강좌당

학생 수 등의 개념이 MOOC에는 용되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3. 연  

본 연구는 MOOC의 교육 인 문제 들을 생생한 교

육 장으로부터 도출해 내기 해 MOOC와 온라인 강

좌를 상으로 미국에서 실시한 주요설문조사 결과들을

수집하 다. 설문조사에는 2013년 ‘Open Culture’2)에서

MOOC 경험자들을 상으로 실시한 것, 미국 갤럽이 201

3년과 2014년에 미국 내 교수와교육기술 리자(academi

c technology administrators)를 상으로 실시한 것, 그

리고 특정 MOOC 강좌의 수강생들을 상으로 실시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Reasons

1 Takes Too Much Time

2 Assumes Too Much Knowledge

3
Too Basic, Not Really at the Level of Stanford, Oxford and
MIT

4 Lecture Fatigue

5 Poor Course Design

6 Clunky Community/Communication Tools

7 Bad Peer Review & Trolls

8 Surprised by Hidden Costs

9 You’re Just Shopping Around

10 You’re There to Learn, Not for the Credential at the End

<Table 1> Top 10 reasons of MOOC incompletion

2) Cultural & Educational Media를 무료로 제공하는 미국 사이트

Statement Agree
Disa
gree

MOOCs offered by elite colleges are better than other
forms of online learning.

19 53

Higher education should award credit for MOOCs 22 49

MOOCs can help accommodate for lack of space at
public institutions

40 31

MOOCs can serve students at all ability levels. 19 62

Course completion rates of 5-10 percent are acceptable
in MOOCs.

10 74

MOOCs could lower the costs of higher education for
some students/families

48 25

Fini[13]는 이탈리아 Florence 학에서 개설한 MOO

C 강좌 ‘Connectivism and Connective Knowledge’ (415

명 등록)를 상으로 와동일한 설문을실시하여 응답

자 83명을 분석하 다. 그 결과, 강좌를 수료하지 못한

이유로는 ‘시간 부족(39%), 동기부족(3%), 기 와 불일

치(3%), 사 인 문제(2%), ‘ 무 어려움(1%)’, ‘강좌

련 기술 문제(1%)’, ‘언어 문제(1%)’ 등으로 조사되었다.

Duke 학에서 개설한 MOOC 강좌 ‘Bioelectricity-A

Quantitative Approach’ (100개국 총 12,000명 등록, 400

명 수료)를 상으로 한 Barr[14]의 연구에서는 ‘시간 부

족’, ‘수학 배경지식 부족’, ‘청강이 원래 목 ’이라고

조사되었다.

<Table 2> Responses of professors to MOOCs(%)

3.1 MOOC 련 주  조사

3.1.1 MOOC 미수료 

통계 으로 볼 때 MOOC 강좌당 등록생 수는 약 43,0

00명 정도이며 수료율은 약 5%로 정도이다[9,10]. 그런데

MOOC 기 의 입장에서 볼 때 MOOC의 가장 치명 인

문제는 극히 조한 수료율이다. 2013년 ‘Open Culture’

에서 “왜 강좌를 수료하지 못했는가?”에 해 50명의 사

려 깊은응답을 분석하여도출한 상 10가지이유는 <T

able 1>과 같다[11]. 그리고 Gütl, Rizzardini, Chang[12]

의 연구에서도 134명의 응답자를 상으로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3.1.2 MOOC에  수들  식

<Table 2>에서 보인 것처럼 ‘Inside Higher Ed’가 201

3년 8월 미국 갤럽에 의뢰하여 미국 2,250 명의 교수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15]에서 엘리트 학이 제공하는

MOOC가다른 온라인 교육보다 더 효과 이라는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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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Analy
sis

Assumes Too Much Knowledge
Too Basic, Not Really at the Level of Stanford, Oxford
and MIT
MOOCs offered by elite colleges are better than other fo
rms of online learning.(19% agree).
MOOCs can serve students at all ability levels.(62% agr
eet).

Differe
ntiated
course
s are n
eeded.

Lecture Fatigue
Clunky Community/Communication Tools
Bad Peer Review & Trolls
Virtually all faculty members and technology administra
tors say meaningful student-teacher interaction is a hall
mark of a quality online education, and that it is missing
from most online courses.

Meani
ngful i
nteract
ion is
neede
d.

Higher education should award credit for MOOCs(22%
agree, 49% disagree).
MOOCs can help accommodate for lack of space at publ
ic institutions(40% agree, 31% disagree).
MOOCs could lower the costs of higher education for so
me students/families(48% agree, 25% disagree).

Flippe
d Lear
ning is
neede
d.

[Fig. 1] Education forms by the comnbination of education and IT

해 19%만이 동의했고, MOOC가 모든 수 의 학생들

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에 해서도 19%만이 동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1.3 라  강좌에  수들  식

2014년에들어MOOC에 한열 은진정되었으나 고

등교육에서 온라인 강좌의 역할에 한 논쟁은 지 도 계

속되고있다. 이에 ‘Inside Higher Ed’가 2014년 10월미국

갤럽에 의뢰하여 2,799명의 교수와 288명의 교육기술 리

자를 상으로한설문조사(2014 미국갤럽조사)의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16].

① 사실상 모든 교수(93%)와 교육기술 리자(98%)는 교

수자와학습자간의미있는상호작용의여부가온라인

교육의품질을결정짓는증표(hallmark)이며, 부분의

온라인 강좌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② 온라인강좌를담당해본 다수의교수들도온라인강

좌가 면 강좌보다 비효과 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Proesssors
Statement

2013 2014

A B A B

Ability to deliver the necessary content to
meet learning objectives.

57 36 54 31

Ability to answer student questions. 76 45 71 42

Interaction with students during class. 92 71 89 71

Interaction with students outside of class. 66 52 63 47

Grading and communication about grading. 41 21 33 17

Ability to reach "at-risk" students. 83 67 81 68

Ability to reach "exceptional" students. - - 58 33

<Table 3> Quality of online courses is worse than to 

face-to-face(%) 

A: Have Not Taught Online B: Have Taught Online

<Table 4> Results analysis of surveys

4. 연  결과

4.1 MOOC 련 주  조사  결과 분

MOOC 강좌의 미수료 이유 가장높은빈도를차지

한 ‘시간 부족’은 학습자들이 주로 단지 즐거움이나 자기

계발을 목 으로 수강하여 수료 자체가 실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순 에서 린 것으로 분석된다[1

4]. MOOC가 학의 공간 문제 해결이나 일부 학생들에

게 학 비용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에 상당수

의 미국 교수들이 동의한 것은 학에 온라인 교육이 어

떤 형태로든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MOOC 강좌에 학 을 부여하는 것에 22%

의 교수만이 동의하 고, 온라인 강좌의 품질에 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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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benefits MOOC improvements

division into small sized classes

differentiated courses based on placement
tests

Offline Learning Community
Flipped Learning

[Fig. 2] Educational benefits and improv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scale

신, MOOC에 한 거부감[16] 등을 고려할 때 학에서

MOOC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Flipped Learning

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여러모로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 다.

이런 들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종합

해 보면 <Table 4>와 같다. 즉 MOOC는 교육 측면에

서 ‘수 별 맞춤형 강좌’로 변모되어야 하고, ‘원활한 상

호작용’이 필요하며, 학에서는MOOC를 Flipped Learn

ing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

기 해 바람직한 것으로 요약된다.

4.2 MOOC 제점  원  분

[Fig. 1]은 교육과 IT 기술의 결합에 따른 교육형태를

출 순으로나열하고, 이해의편의를돕기 해 massive

ness( 규모성) openness(개방성), onlineness(온라인성)

라는 세 가지 척도에 따라 도해한 것이다. 통 강좌

( 면 강좌)는소규모성(교수자 1인당 학습자 수 20명 내

외 권장), 폐쇄성, 오 라인성으로규정되며, 온라인 강좌

는 사이버 학을 기 으로 할 때3) 소규모성(교수자 1

인당 학습자 수 200명 내외 권장)이면서, 폐쇄성, 온라인

성 100%로 규정된다. 그런데 온라인 강좌는 통 강좌

에 비해 상호작용의 질에 한 불만은 있었으나, 폐쇄성

이기 때문에 MOOC처럼 맞춤형 강좌에 한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었다.

Flipped Learning은 집에서 온라인 강좌를 듣고, 교실

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간 혹은 학습자 상호간 집 인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Flipped Learning은 온라인 강

좌의 장 과 오 라인 강좌의 장 을 결합시킨 것이다.

그런데MOOC는시공간에구애되지않는 온라인 강좌의

3) 본 연구에서 온라인 강좌는 고등교육기 에서 폐쇄성으로 운 하는

강좌만을 지칭한다.

장 을 극 화시키기 해 massiveness와 openness에

격 인 교육 실험을 한 것이다.

<Table 4>에서 기존 온라인 강좌에 비해 MOOC에

해 상호작용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MOOC의 massi

veness 100%에 주로 기인한다. Fini[13] 연구에서 학습자

들은 SNS 상의 수많은 들을다 읽어볼 수없기때문에

교수자가선별하여정리해주는 학습 자료를선호하 다.

그리고 부분의 학습자들은 의미 있는 내용을 올리지

않고, 단지 무언가를 올렸다는시늉만 하 다. MOOC 강

좌에는 수천내지 수만 명의 수강생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거 한 군 속의 일원이 되어버린 여 일

것이다[17].

<Table 4>에서 MOOC가 학습자 수 에 따른 맞춤형

강좌가 되지 못하는 것은 주로 openness 100%에 기인할

것이다. ‘Open’ 개념을 개방과 무료라는 측면에 을

두어 세계 인 명문 학의 양질의 강의를 ‘ 구나 무료

로’ 들을수 있어 고등교육의 신을 이끌 것이라는 기

가 있었다. 그러나 그이면은 맞춤형 교육에 역행되어

량 도 포기 사태를 가져왔다. 양질의 강의는 교육 상

의 지 수 , 학력 수 , 문화 배경, 수강 동기, 연령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교수 설계를 해야 하기 때

문이다.

<Table 4>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간 의미 있는 상호작

용 여부가 온라인 교육의 품질을 결정짓는 증표이며, 온

라인 강좌는 수업 학생과의 상호작용과 기 학생의

지도에 특히 문제가 있다는 것에 다수의 교수들이 동

의하고 있다. 양질의 강의에서는 수시로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찰 감독(supervision)하여 피드백을 제공하

며, 학생들의 질의와 이해도에 따라 실시간으로 수업 내

용, 난이도, 진도를 조정해 나가는 실시간 양방향성이

요하다. 그런데 온라인 교육은 ‘이미 녹화된’ 강의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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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4.3 MOOC  제점들에  개 책

[Fig. 2]는 교육 형태의 척도에 따라 교육 인 강 을

도해하고, 앞 장에서 분석된 MOOC의 문제 들에 한

개선책을 정리한 것이다. 원리 으로 볼 때 masssivenes

s는 비용 감 효과를, smallness는 상호작용의 이 을

가지고 있다. openness는 자유로운 근을, closeness는

맞춤형 교육을 용이하게 한다. onlineness는 근과 수

별 교육을 용이하게 하고, offlineness는 원활한 실시간

상호작용과 공정한 평가를 용이하게 한다. 그 다면 MO

OC가 규모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소규모성을 지니고,

개방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폐쇄성을 지니고, 온라인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오 라인성을 지니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교육 형태로 변모되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massiveness로 인한 상호작용 문제를 개선하

기 해서는수강생을일정규모로분반시켜 분반수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openness로 인해 수강생 수 에 따

른 맞춤형 수업이 되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해서는

강좌의 수 , 선행배경지식수 , 강좌의주요 상에

해 사 에 공지하고[18], 화 고편처럼 3분 맛보기 강

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Level 테스트를 통해 수 별로 반

편성하고 더나아가수 별강좌를제공하는 것이바람직

하다. 한 학습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수강하는 강좌 수

을 임의로변경하여자신에게 합한강좌를스스로찾

아갈 수있는 선택권도 보장해 다[19]. 마지막으로 onlin

eness로 인한 원활한 실시간 상호작용과 감독의 결여 문

제는 오 라인 학습공동체와 Flipped Learning으로 개선

시킬 수 있다. 지역 기반의 오 라인 학습모임을 통해 온

라인 강좌에서 결핍되었던 학습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온라인강좌에서이해가부족한부분에 해

상호 토론이나 실습 등을 진행할 수 있다[18,20].

그리고 학에서 MOOC를 도입할 때는 교육 효과

가 이미 검증된 Flipped Learning이 해법이다. Sonicfoun

dry[21]는 미국 교수들 50%가 Flipped Learning을 실행

하고 있거나 2014년에는 할 것이라고 보고하 고, 주된

이유는 학생들의 학업향상을 해서라고 답변하 다. 우

리나라는 이제 Flipped Learning의 도입단계이지만 미국

에서는 이제 더는 실험이나 연구의 상이 아니라 검증

된 교육모델로서 실행되고 있다[3]. 국내에서는 KAIST,

울산과기 (UNIST), 서울 등이 선도 으로 Flipped L

earning을 운 하고 있다. Barr[14]는 MOOC가 고도의

자기 동기부여가 된 학습자들에게는 매우 효과 인 것이

명백하지만 학습에 한 감독이 필요한 학습자에게는 효

과 이지 않다고 분석하 다. 그런데 이 게 MOOC와 F

lipped Learning의 결합은 이러한 감독 문제도해결할 수

있다.

온라인 상에서 단순한 분반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는 회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규모 다 사용자 온

라인 롤 잉 게임(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MMORPG)은 수백, 수천 명의사용자가

인터넷으로 역할 수행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온라인 게

임 분야에서 이미 보편화된 기법이다. MOOC의 ‘Open’

정신도 ‘묻지마 수강신청’을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에게 합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구에게

나 부여한다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 별 분반 운 의 상당 부분은 이미 온라인 바둑 게임

(http://www.cyberoro.com/)에서 보편 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다음은 학에서 MOOC를 수

별 맞춤형 강좌를 구 하기 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 바

람직한 방향을 제안한 것이다.

4.4 에  적용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 되기 해서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 해야 하고,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과정에 극 개입하여 지속 으

로 학습자를 리하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7,22]. 그

리고 오 라인 상에서의 수 별 분반은 교수자 교실

배정 문제도 있지만 자존감, 학업 효능감, 학습동기

의욕, 학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정 향을 미

칠 수 있다[9]. 그런데 온라인 수 별 분반 수업 평가

는 시공간 월과 익명성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학 평

가의 형평성 문제를 제외하면 별 부작용 없이 효과 으

로 구 될 수 있다.

아웃소싱을 통해 최고의 MOOC를 사용한다면 강의

자료를 만드는 노력과 비용을 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교육의 질도 올라간다. 최고의 MOOC를 사용한다면

이론 으로 교육자료의 질 100%와 교실 수업의 질 50%

의 평균치는 75% 즉, (100%+50%)/2로 상승한다[9]. 그러

나 외부 MOOC를 사용하는 경우, 교수는 자신의 업무

반쪽만을 담당하는 것, 타 학에서 제작된 MOOC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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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에 한 심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3,16]. 그

래서 본 연구는 핵심 기본 강좌는 기본 으로 해당 학

에서 제작하고, 심화 혹은 보충 강좌는 아웃소싱 MOOC

를 사용할 것을 실 인 안으로 제안한다.

4.4.1 점용

무학 용 강좌는 일정 규모로 분반, 수 별 강좌 제공,

수 별 시험 평가를 특징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

한 개선된 MOOC 방식을사용하여온라인으로만 운 한

다. Level 테스트를 통해 수 에 맞는 강좌를 권해주되

수강생이 임의로 강좌 수 을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을 보

장해 다. 물론 강좌는 일정 규모로분반되어 학생 간에

원활한 상호작용을 유도해야 한다. 이것은 바둑게임 사

이트 등에서 보편 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리

고 학 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평가의 부작용

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4.4.2 점용

MOOC에서 좋은 학업 성취도를 해 가장 요한 요

인은 그 강좌에 해 오 라인 상에서 조언자가 있는 경

우라고 한다[13]. 그래서 학 용 강좌는 온라인 교육에

결핍된 실시간 상호작용과 감독 문제를 해결하기 해 F

lipped Learning이 바람직하다. 학 용 강좌는 학 평가

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 학과 단 로 운 한다. 학과

단 가 큰 경우는 기존처럼 일정 규모로 분반을 하되 수

별 분반은 하지 않는다. 무학 용의 수 별 수업과는

달리 학과 학생들에게 온라인 공통강좌를기본으로 제공

하고, 가능하면 온라인 심화강좌와 보충강좌를 더불어

제공한다. 이런 방식의 Flipped Learning은 기존의 한정

된 자원과 교육 부작용으로 시행이 여의치 않았던 수

별 맞춤형 교육을 잘 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5. 결론  제언

5.1 결론

MOOC 기의 향력과 성장 속도는 매우 이

었는데 지 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분석 종합해 보면 MOOC는 ‘수 별맞춤형 강

좌’로 변모되어야 하고, ‘원활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MOOC가 시공간에 구애되지 않는 온라

인 강좌의장 을 극 화시키기 해 massiveness와 ope

nness에 격 인 교육 실험을 했기 때문이다. 산업사

회의 교육은 보편 역량을 갖춘 인재를 량으로 양성

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IT 기술을 이용한 교육 신은

개별화된 교육, 수요자 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변화시

키는 데 있다[9]. 그러므로 기존 온라인 강좌와는 다르게

MOOC에 쏟아진 비평 인 평가는 모두 massiveness 10

0%와 openness 100%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들

에 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MOOC와 온라인 강좌에 한 설문조사가 의미

하는 바는 MOOC가 학습자 수 에 따른 맞춤형 강좌가

되어야 하고,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MOOC의 문제 들에 한 원인은 MOOC가 시

공간에 구애되지 않는 온라인 강좌의 장 을 극 화시키

기 해 massiveness 100%와 openness 100%를 추구하

는 교육 실험을 했기 때문이다. 즉 massiveness는 원

활한 상호작용의 결여, openness는 수 에 따른 맞춤형

교육의 결여, onlineness는 실시간 상호작용과 감독의 결

여 문제를 야기했다.

셋째, MOOC의 massiveness 문제는 분반 수업으로, o

penness 문제는 Level 테스트 후 수 별 반편성과 수

별 강좌 제공으로, onlineness 문제는 오 라인 학습공동

체와 Flipped Learning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넷째, MOOC를 학에서 활용할 때 무학 용 강좌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된 MOOC 방식을 사용한다. 학

용 강좌는 학과 단 로온라인 공통강좌를 기본으로 F

lipped Learning 방식으로 운 하되, 가능하면 온라인 심

화강좌와 보충강좌를 더불어 제공한다.

본 연구는 MOOC에 한 외국의 유력한 설문조사에

근거하 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한계 이 있다. 첫째, 언

어 문제는 논외로하 다. 둘째, 미국 갤럽에 의해 실시된

설문조사들은 여론조사 문기 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반면, 그 외는 특정 MOOC 강좌에서 극히 소수의

응답자만을 상으로 한 것으로 침묵한 다수의 의견은

반 되지 못했다. 즉 자신이 등록한 MOOC 강좌에 해

강한 정이나 부정 견해를 가진 수강생들만의 의견만

반 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MOOC에 해 이와

같은 조사들이 실시되어 본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5.2 시사점과 제언

오 라인 상에서의 수 별 분반은 교수자 교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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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문제도 있지만 학습자의 자존감, 학업 효능감, 학습

동기 의욕에 부정 인 향을 미쳐 수 별 수업의 효

과를 의심스럽게만들 수 있다. 그런데시공간 월과 익

명성을 매개로 하는 온라인 교육은 이 문제들을 원만하

게 해결할 수 있다[23,24]. 그래서 학에서 MOOC의 긴

요한 용도가 수 별 수업의 구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매

우 높다. 따라서 MOOC인 경우강의 수 이최소한연구

심 학용, 교육 심 학용으로 구분하여 수 별 강좌

들이 제작될 필요가 있다[25].

세계 인 명문 학들이앞 다투어 MOOC에 참여하는

배경 하나는 MOOC가 학 랜드가치제고 홍보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26]. 그래서 ‘2014 미국 갤럽조사’

에서 온라인 학 로그램을 아웃소싱 해야 하는지, 자

체 생산해야 하는지에 해 온라인 강의 유경험자 98%,

무경험자 96%의 교수들이 자체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리고 교수들은 마 목 으로조차 온라인 강

좌 운 의 일부를 담당할 조력자(enabler)를 외부로부터

유입하는 것에 해서도 압도 으로 반 했다[16]. 이와

같은교수들의 인식하에서MOOC도보충강좌이외의 목

으로는 다른 학에 보편 으로 도입되기는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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