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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지난 코로나 상황 동안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고, 학생들은 빠르게 적응했다. 온라인 수업은 학습자가 이해

될 때까지 반복 학습이 가능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만, 온라인상이라는 특징 때문에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점은 차후에 비대면 수업의 지속적인 활용 및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호작용

을 높일 수 있는 웹 기반 에듀테크 시스템을 제안한다. 온라인 수업의 강의 영상을 세부적인 내용을 나누는 

Section을 통해 다른 학생들이 질문했던 Q&A 데이터를 모아서 생성된 Section-FAQ를 열람할 수 있고, 그 

Q&A에 반응해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또한 교수자에게 Q&A를 보낼 때 영상의 Section 정보와 강의시간 

정보를 같이 전송하여 강의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빠른 답변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온라인 수업의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웹 기반 에듀테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교수자의 역할을 대신

해주고 비대면 수업의 단점을 해소해주면서, 교수자과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높여 수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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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지난 코로나 상황 동안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고, 학생들은 빠르게 

적응해 왔다. 비대면 수업 중 온라인 수업은 반에서 면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어 학생들은 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온라인 수업은 학습자가 이해될 때까지 반복 학습이 가능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온라인상이라는 특징 때문에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부족하다

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문에서는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웹 

기반 에듀테크 시스템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온라인 수업 단점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소통의 부족 및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다[1]. 모든 수업에서

는 학습자의 학업 수행에 대해 교수자의 피드백은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하는데[2]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피드백의 부재를 다양한 

의사소통을 위한 앱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수업과 보조 도구를 

같이 활용하는 혼합된 방식을 채용해서 해결해야 한다[3]. 하지만 

이런 점은 향후 비대면 수업의 지속적인 활용 및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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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웹 기반 에듀테크 시스템은 학습자가 실시간

으로 근접하게 교수자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Fig. 1.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Fig. 1. System Function Diagram

1. Professor

1.1 Lecture Section Manage

교수자는 영상 강의를 서버에 업로드할 때, 영상의 세부 내용을 

시간으로 나눈 Section 정보를 영상정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업로

드한다. 각 Section에는 간단한 강의 내용을 저장하고, 후에 학생들의 

Q&A 데이터를 모아 Section-FAQ가 생성된다.

1.2 Q＆A Check and Section-FAQ Manage

학습자는 영상 강의를 시청하다가 궁금증이 생기면 정지해서 현재 

듣고 있는 Section에 Q&A를 보낼 수 있다. 기존의 Q&A와는 다르게 

Section 정보와 영상의 시각 정보를 같이 전송해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Q&A에 대한 빠른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자주 묻는 Q&A를 Section에 보여주기 위해 이를 Section-FAQ에 

이동시킬 수 있다.

2. Student

2.1 Section-FAQ

학습자는 학업 수행 중 생기면 강의를 정지해서 Section-FAQ를 

열람할 수 있다. 다른 학생들이 보냈었던 Q&A 데이터를 이용해서 

Section마다 생성된 FAQ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Q&A를 보내지 

않아도 Section-FAQ를 보고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2.2 Q&A Send

Section-FAQ에 없는 질문은 영상을 정지하고 보낼 수 있다. Q&A 

전송 시에는 자세한 정보를 같이 전송해서 교수자가 강의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도 답변하기 편하도록 설계했다.

2.3 Reaction Q&A

Section-FAQ에 있는 질문들에 “좋아요”나 “싫어요”, “도움이 

됐어요” 등, 반응을 줄 수 있어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습자들이 수업에 대해 능동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녹화 강의 수업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비대면 

수업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의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웹 기반 에듀테크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상에서 

질의응답이 수월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

의 장점을 높이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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