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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0년 코로나의 발생으로 학교교육은 대면수업에서 원격수업으로 전격적으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중등학교 

지리교사(N=12)들이 경험한 원격수업의 어려움과 기회를 조사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현장감이 떨어지는 수업, 학생들 이해도 파

악의 어려움, 질문과 피드백 등 상호작용 감소, 야외답사의 제약을 원격수업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반면, 수월해진 온라인 협력학

습, 다양한 학습자료의 활용, 원격수업 콘텐츠를 활용한 개별화 학습 지원, 내성적인 학생들의 참여도 증가를 기회로 보았다. 또한, 

원격수업 경험을 새로운 수업방법과 테크놀로지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했다. 지리교사들이 원격수업에서 포착한 

어려움과 기회는 지리교육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 - 야외답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경험 제공, 학습자들의 상호연결성과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한 온라인 협력 탐구활동 개발 -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 코로나, 원격수업, 지리교육, 가상의 답사, 온라인 협력 탐구

Abstract: Due to the outbreak of the COVID-19 in 2020, school education has been drastically changed from 

face-to-face classes to online class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ifficulties and opportunities of online classes 

experienced by secondary school geography teachers (N=12). Teachers reported the lack of presence in class, 

difficulty in grasping students' understanding, reduced interaction such as questions and feedback, and limitations on 

fieldwork as difficulties in online classes. On the other hand, they saw the easier online collaborative learning, the use 

of various learning materials, support for individualized learning, and the increase in the participation of introverted 

students as opportunities. In addition, teachers evaluated the transition to online classes as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new teaching methods and new technology. The difficulties and opportunities identified by geography 

teachers in online classes suggest the tasks for geography education community to address: providing alternative 

experiences to replace fieldwork, and developing online collaborative inquiry that utilize learners' interconnectivity 

and diverse data.

Key words: COVID-19, online classes, geography education, virtual fieldwork, online collaborative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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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코로나는 학교교육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다(United 

Nations, 2020). 교사들이 수업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늘어났으며,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들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Dhawan, 2020; 

Kamanetz, 2020; Sun et al., 2020). 심지어 학교라는 공간

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완벽한 준비없이 시행된 원격수업은 수많은 시행

착오를 낳았다. 접속자가 동시에 몰려 서버가 제대로 작

동하지 않거나 원격수업을 위한 학교의 환경(예, 와이파

이)이 뒷받침되지 않아 수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갑작스

럽게 전환된 원격교육은 대면수업에 비해 더 많은 스트

레스와 수업 이탈, 줄어든 상호작용과 학습의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Darby, 2020). 교사들은 예상치 못한 수업

방식의 변화와 정책의 혼선에 힘들어 했으며, 매일 아침 

콜센터 직원과 같은 역할에 정체성 혼란을 경험을 하면

서도(안서헌･김준･이정표, 2021), 한편으론 블렌디드 러

닝(blended learning) 같은 새로운 교수･학습 아이디어를 

온전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하기도 했다

(Zhao and Watterson, 2021). 예를 들어, Zimmerman(2020)

은 코로나로 인한 학교교육의 위기와 변화를 ‘위대한 온

라인 교육의 실험(Great Online-Learning Experiment)’으

로 명명하기도 했다.

현재의 원격수업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인 대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코로나가 종

료되더라도 2020년 4월 이전의 학교교육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권성연, 2020; 이지연 외, 2020). 

교육연구자들은 코로나가 촉발시킨 뉴노멀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제 원격수업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이상의 

활용 가치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교육부는 

“코로나가 종료된 이후에도 원격수업을 비상용 수업 방

법이 아니라 학교교육 활동 중에 상시적, 능동적으로 사

용”할 것이라 계획했으며, “2025년 고교학점제를 안착

시키는데, 지역 간 학교 간 차이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교육부, 2020. 4. 24.). 사실 

코로나 이후에도 원격수업이 미래교육의 중요한 방식으

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인지는 원격수업이 수업의 본질

을 얼마나 잘 구현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교사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

이 필요한 시점이다(김현진, 2020).

코로나로 인한 학교교육의 변화 모습을 조사하려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원격수업이 처음 시행된 2020년 

상반기에는 교육부나 기관을 중심으로 대규모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원격수업의 현황이나 만족도를 조사했다면, 

2020년 후반기부터는 원격수업이 가져온 교실수업의 변

화나 교사들의 경험을 조사하는 연구들이 늘어났다(예, 

김현진, 2020; 안서헌･김준･이정표, 2021; 임성만･양일호･

김성운, 2021; 최형미･이동국, 2020). 한편, 원격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연구들은 그들이 가르

치는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면수업에서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변화 앞에 과목의 특수

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고려대상이었을 것이다. 하

지만 국어과목과 체육과목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을 

때 교사들이 당면하는 어려움과 대응전략이 차이가 있

듯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과목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중요하다(최현규･조순묵, 2021; Doucet et al., 2020).

본 연구는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계획하고 진

행한 지리교사들의 경험을 조사하였다. 원격수업에서 

경험한 교사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또한 그 과정에서 

발견한 수업의 기회는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본 연

구의 목적이다. 중, 고등학교 지리교사 12명을 전화인터

뷰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인터뷰는 2021년 3월 동안 진

행되었다. 교사들이 원격수업 상황에서 경험한 어려움

과 기회는 원격수업 상황에서 더 잘 가르치기 위해 해

결해야 할 과제를 제안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II. 이론적 배경

1. 원격수업

일반적으로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은 교사와 학

생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환경에서 컴퓨터, 방송, 인터넷

과 같은 상호작용적 테크놀로지를 통해 이뤄지는 교육

방식을 의미한다(Schlosser and Simonson, 2002). 원격교

육은 온라인 학습(online learning), 이러닝(e-learning), 가

상수업(cyber education) 등 학문 공동체와 사용 맥락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 원격수업(remot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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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조치라는 또 다른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다(김현진, 2020). 원격수업은 의사소통의 동시성 

여부에 따라 실시간과 비실시간 원격수업으로 구분된다. 

원격수업은 코로나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지만 

실시간 원격수업의 경우 물리적 접근성이 좋지 않은 학

교를 중심으로 도입된 원격교육시스템이 대표적이며, 

비실시간 원격수업은 이러닝(E-Learning)이나 플립러닝

(Flipped Learning) 등의 형태가 된다(문현진, 2021). 2020

년 교육부(2020, 5)는 원격수업을 “교육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로 정의했으

며, 원격수업을 세 가지 형태 -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수행 중심, 실시간 쌍방향 중심 -로 제안한 바 있다. 교

육부가 제시한 방안에 ‘중심’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은 

다양한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

할 수 있다. 세 유형의 진행방식, 장단점, 대표 플랫폼에 

대한 설명은 표 1과 같다.

2020년 4월 온라인 개학 이후 초･중등학교에서는 원

격수업의 세 가지 진행방식 중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다. 2020년 7월 서울시 교육청 

소속 중학교 교사 496명을 조사한 결과 콘텐츠 활용 수

업(‘자체 제작 콘텐츠 중심 수업’과 ‘기존 콘텐츠 활용 

수업’)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

의 88.1%를 차지했다(이병민 외, 2020). 콘텐츠 활용 중

심 수업에 대한 높은 선호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

해 요구되는 인프라 안정성 이슈와 운영상의 어려움, 그

리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비해 학습시간 및 학습참여

의 유연성이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계보경 

외, 2020). 교사들은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할 경우 

제작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작권법으로 인해 자료 사용

에 한계가 있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콘

텐츠 활용 중심 수업의 경우 학생관리가 어렵고, 학생들

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하며, 학습효과도 보장되지 않는

다. 반면, 원격수업의 부담이 적고 양질의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제시했다. 실시간 쌍방향 중

심 수업의 경우 교사와 학생들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을 관리하

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이병민 외, 2020).

2. 원격수업을 위한 교수자의 역량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은 대면수업에 새로운 의사소통 

테크놀로지를 더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과제이다. 원격

수업을 위해 교사는 원격수업 상황에서 효과적인 수업

의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 방식

을 점검하고, 수업 외 학생들의 과제나 활동을 고려해야 

하는 등 복잡한 설계과정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도재

우, 2020). 권성연(2020)에 따르면, 원격수업을 위해 교사

표 1. 원격수업의 진행 방식 비교

구분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수행 중심 실시간 쌍방향 중심

진행방식

∙학생은 지정된 녹화강의 및 학습콘텐

츠를 시청하고 학습활동하고(예, 댓글) 

교사는 확인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들이 수

행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교사는 

피드백 제공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교

사와 학생 간 화상 수업 

장점

∙수업 및 학생관리가 쉬움

∙양질의 강의 활용 가능

∙학습자의 학습속도 조절 가능(반복학

습, 진도 조절)

∙개별화된 학습 진행이 가능하며, 시간

에 구애받지 않고 과제에 대한 피드백 

가능

∙실시간 상호작용 및 즉각적인 피드백 

가능 

∙학습 습관 유지 가능

단점

∙협동/토론학습, 실기수업 제한

∙동기유발 및 학습 관찰의 어려움

∙실시간 상호 의사소통 및 피드백의 

어려움

∙벌어지는 학습 격차 

∙자발적 학습에 의존해야 함

∙벌어지는 학습 격차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수업(참여) 불가능 

대표 플랫폼
∙ 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 

클래스팅

∙줌(ZOOM),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

soft Teams), 구글 미트(Google Meet)

출처: 교육부(20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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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에 대한 전문성 외에도 학생참여 유도, 상호작

용, 피드백 등 온라인 수업 설계 능력과 운영기술, 커뮤

니케이션 능력,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 미디

어리터러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한송이･남영옥

(2020)은 온라인 수업에서 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총 7가지 영역 - 내용지식, 

교수설계, 프레젠테이션 능력, 매체 활용 능력, 커뮤니케

이션 능력, 수업 운영 능력, 수업 평가 및 성찰 능력 - 

으로 분류하였다.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따라 당면하게 

되는 과제와 요구되는 역량을 확인해 보는 것도 가능하

다. 조은순(2020)은 다른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는 

ADDIE(분석-설계-개발-실행-평가) 수업설계 모형을 기

준으로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에서의 설계요소를 비교하

였다(표 2).

표 2를 보면, 대면수업에 비해 원격수업에서 교사들

이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격수업에서는 테크놀로지가 교수･학습과정

의 핵심적인 매개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수업의 성격과 

교사의 역할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가령, 대면수업에서

는 교수자가 직접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직접 확인하고 

수업진행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원격수업

에서는 학습자의 활동을 화면에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

어 교수자의 즉각적인 판단이 어렵다. 디지털 기반의 평

가를 진행하는 원격수업의 경우 채점과 피드백 방식을 

다르게 진행할 수 있다. 텍스트 마이닝, 자동채점 및 입

력 시스템, 통계처리 등 평가와 피드백을 위한 테크놀로

지의 진전이 교수자를 지원해 줄 수 있지만 평가유형을 

선정하고, 문항을 개발하고, 어떤 피드백을 제공할 것인

지는 여전히 교수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조은순, 2020).

한편, 원격수업의 설계에서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Tsai and Machado, 2002). 특히, 원격수업에

서는 종종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비실시간으로 진행되

는 콘텐츠 활용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동시적/

표 2.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에서 고려해야 할 설계 요소 비교 - ADDIE 수업설계 모형을 기준으로 

구분 대면 수업 원격수업

∙분석 - 누구와 무엇을 어떤 환경에서 가

르칠 것인지 파악한다.

∙학습자의 수준

∙학습목표와 과제

∙수업환경

∙학습자의 수준 

∙학습목표와 과제

∙테크놀로지 환경

∙기술지원 

∙설계 -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교수방법을 선정한다.

∙교수･학습지도안 

∙수업내용/방법(대면)

∙학습활동/방법(대면) 

∙수업관리(대면) 

∙교수학습활동 공간

∙교수･학습지도안

∙수업내용/방법(디지털)

∙학습활동/방법(디지털)

∙수업관리(디지털) 

∙디지털수업환경 공간

∙상호작용 테크놀로지 

∙개발 - 활용할 수업자료를 개발한다. ∙학습활동 자료 

∙수업보조 자료 

∙평가문항 

∙디지털 수업용 콘텐츠 

∙플랫폼 등 테크놀로지 지원 

∙학습(과제)활동 자료(디지털)

∙평가문항 및 처리방법(디지털) 

∙실행 - 수업에서 설계/개발 내용을 적용

한다. 

∙교실수업 운영(상호작용, Q&A) ∙테크놀로지기반 수업 운영(원격 상호작용, 

Q&A) 

∙학습지원(동시적/비동시적 피드백)

∙테크놀로지 문제해결 방안 마련 

∙평가 - 전체적인 교수활동을 평가한다. ∙형성/총괄평가(지필, 구두) 

∙성찰 

∙시스템 입력 

∙형성/총괄평가(디지털)  

∙성찰(디지털) 

∙시스템입력

∙콘텐츠 운영상의 문제점 

출처: 조은순(2020, 702)의 표를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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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시적 수업을 위한 차별화된 상호작용 전략을 계획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우선, 교사는 동

시적 수업과 비동시적 수업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각 모

드에 적합한 수업내용과 전략을 선별해야 한다. 녹화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퀴즈, 과제, 피드백, 토의 토론 활

동이 비동시적 수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상호작용 요소

라면, 동시적 수업에서는 학생들과의 원활한 대화, 질의

응답, 고차적 사고 촉진, 오개념 수정, 학생들의 불안감 

해소, 소속감 증진 등이 상호작용의 목표가 된다(이지연 

외, 2020). 원격수업에서의 상호작용은 수업의 질을 위

해서 뿐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의지와 동기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특히, Pearcy(2014)는 원격수업에서 학생들 간

의 협업(collaboration)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원격

수업에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협력하지 않은 채 독

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제출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협력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학습자들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촉진하

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도 효과적, 효율적인 협력이 가

능하도록 협력지원 도구 및 환경을 제공하고, 학기 초에 

상호작용의 교육적 가치를 공유해야 하며,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의사소통과 협력의 방식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이지연 외, 2020).

3. 원격수업의 어려움과 기회

대면수업에 익숙한 교사들이 2020년 4월 전격적으로 

원격수업이 시행되었을 때 얼마나 원격수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준비가 되었는지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 2020년 7월 교육부에서 전국의 교사들(51,021

명)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준비상

태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교사들은 원격수업 

도구 및 기술 활용 능력(51.82%), 원격수업을 위한 수업

자료 제작 능력(50.97%),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능력(50.38%), 디지털 시민성, 저작권 등 윤리적 이슈를 

고려한 학생 지도 능력(39.23%)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

했다. 반면, 스스로 원격수업 준비가 잘 되어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그렇다 54.33%, 그러지 않다 31.53%로 

조사되어, 교사들 간 편차가 큰 것을 보여준다(계보경 

외, 2020).

원격수업이 지속됨에 따라 교사들이 수업에서 경험

하는 어려움을 파악하려는 다양한 조사들이 진행되었다

(예, 계보경 외, 2020; 이병민 외, 2020). 앞서 언급한 교

육부의 설문 결과를 보면, 교사들은 출결 확인과 수업참

여 독려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56.6%), 대면 수업

에 비해 많이 소요되는 수업준비 시간(42.2%), 수업 내용

의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우려(41.3%), IT 기기 활용법 

등 새로운 기술의 학습 부담(42.2%), 원격 수업에 필요

한 기기의 노후화와 부족 문제(18.1%), 교실 와이파이 

등 인프라 부족(16.3%)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인식했다

(계보경 외, 2020).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주관한 설문

조사 결과 역시 교육부의 설문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

다. 교사들은 원격수업 자료 제작으로 수업 준비시간이 

늘어나 피로감을 느꼈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그뿐만 아니라, 원격수

업 기간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이 줄었고, 학생의 

평균 과제 수행 정도도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병민 

외, 2020). 한편, 교사들은 원격수업을 위한 기술적 도움

을 얻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64.3%) 동료교사에게 

도움을 청하는(61.2%)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온라인 

수업의 계획과 운영과정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문제점

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체계화, 전문화되지 못

했음을 보여준다(계보경 외, 2020).

2020년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부터는 비교적 소규모

의 연구를 통해 교사들의 원격수업 경험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되었다(예, 권성연, 2020; 문

현진, 2021; 안서헌･김준･이정표, 2021; 황미영, 2020).

예를 들어, 권성연(2020)은 18명의 초중등학교 교사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원격 수업의 

장단점을 조사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원

격수업의 효과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었으며, 그 이유

로는 학생들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즉

각적인 지도나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고, 일방향

적인 수업이 되기 쉬워 흥미유발이 어려우며, 관계 형성 

및 사회성 교육과 같은 정의적 교육이 어렵다는 문제점

을 제시했다. 반면, 원격 수업의 장점으로는 학습 목표

가 명확한 학습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반복 수강하거

나 속도를 조절하는 등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고, 소극적

이었던 일부 학생들의 경우 원격수업 상황에서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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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교실 수업에 비해 웹 사이트나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

를 활용 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교실에서 발생하는 예

상치 못하는 상황이나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거나 깨우

는 일 등 수업 외적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아 수

업이 효율적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황미영(2020)은 4명의 중학교 사회과교사들의 원격수

업을 참관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

은 대면수업에서와 달리 수업에서 학생들의 반응이나 

이해 정도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워했고, 학

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학습자간 배움이 이뤄

지지 않는 점을 아쉬워했다. 또한, 원격수업에서 이뤄지

는 상호작용은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나 시스템의 문제해

결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상호작용이 주를 이루

었다. 평가 측면에서는 교수자와 평가자의 불일치 문제, 

즉 학생들은 교사가 개발하지 않은 콘텐츠로 학습을 진

행하고 평가는 교사가 수행했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반면, 평소 대면수업에서 진행하지 않던 방식

의 수업 전략을 원격수업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된 부분

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예를 들어, 일부 교사들은 인

터넷 자료를 찾아보는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했는데 

비록 코로나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진행된 변화이기는 

하지만 사회과에서 강조해 온 인터넷 기반의 탐구학습

이 수월해졌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강조했다.

안서헌･김준･이정표(2021)는 원격수업을 진행한 초등

교사 8명을 면담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하였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언급한 가장 큰 변화와 어려움은 학생들과의 

친밀감과 래포(rappo)를 형성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일

부는 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혼란 문제를 토로

하기도 했다. 교사의 역할로서 수업보다 방역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자신의 모습에 혼란스러워 하고, 친

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되던 수업이 오롯히 학생들

의 몫으로만 남겨졌다는 것에 고민을 하기도 했다. 반대

로 원격수업 환경을 통해 개별화 학습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한 초등교사는 수학과목에

서 부진했던 학생을 돕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을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였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터뷰 조사방식을 통해 원격수업의 준비

와 진행과정에서 지리교사들이 경험한 어려움이나 원격

수업의 장점을 이해하고자 했다. 인터뷰는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원격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어떻게 수업을 준비하

고 실천하였는지, 이 과정에서 경험한 주된 어려움은 무

엇인지, 그리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차례로 조사하였다. 특히, 원격수업에 대한 

교사로서 겪는 일반적인 문제점이나 장점을 넘어 지리

교사와 지리수업의 고유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적인 질문을 제시하였다(예, 일반적인 교사가 아닌 지리

교사로서 경험한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까요?).

본 연구는 성찰적 접근 방식의 심층 인터뷰로 진행되

었다. 성찰적 접근 방식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응답

을 토대로 순차적인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다(Lindlof  

and Taylor, 2011). 성찰적 접근 방식을 통해 연구 참여자

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편안하고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고, 연구자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미리 준비하지 않

았거나 몰랐던 사실을 알 수 있는 한편 양적연구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연구 참여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대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터

뷰 조사는 전화로 진행되었으며, 한 명당 40분 내외 정

도 소요되었다.

총 12명의 중등학교 지리교사들이 인터뷰 조사에 참

여하였다(표 3). 인터뷰 대상은 편의적 표집방식을 사용

하여 연구자가 쉽게 접근 가능한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연구자와 함께 대학에서 공부하거

나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알게 된 동료들, 그리고 이

들의 추천을 받은 교사들이며, 무엇보다 본 인터뷰 취지

에 맞게 솔직한 응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이들은 모두 2020년을 기준으로 원격수업을 경험했으며, 

원격수업의 빈도와 방식은 교사들마다 차이가 있다. 한

편, 조사 대상자들의 성별, 지역, 근무 경력의 편향성이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고자 하

였다.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1:1이며, 근무지역은 수도권

과 비수도권의 비율은 동일하다. 교사경력을 기준으로 

10년 이하 5명, 11-20년 3명, 20년 이상 4명이다.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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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경험이나 활용능력은 사전에 

고려되지 않았다.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분석을 위해 모두 전사

되었다. 원격수업으로의 전환과정에서 교사들이 경험한 

어려움과 기회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소주제를 파악하였

다. 우선, 응답자들의 인터뷰를 내용 성분/주제별로 분

류한 다음 유사한 아이디어들끼리 묶고 이들을 다른 내

용들과 구분 가능한 소주제로 분류할 수 있는지 판단하

였다. 이 과정은 분류 가능한 소주제의 목록들과 교사들

의 응답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비교하고 분류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소주제들이 논리적, 개념적으로 서로 

분리되고, 교사들의 응답 내용이 이들 소주제들에 명료

하게 분류될 때 분류작업을 멈추었다. 

IV. 분석 결과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에 따라 지리교사들의 경험한 어

려움과 기회의 내용은 표 4와 같다.

1. 어려움

원격수업의 전환으로 지리교사들이 경험한 어려움은 

크게 3가지 ⑴현장감 결여, ⑵이해도 파악의 어려움, ⑶

수업방법의 제약 - 로 요약되었다. 현장감 결여는 이해

도 파악의 어려움과 더불어 교사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어려움 중의 하나이며 두 가지의 어려움은 종종 함께 

언급되었다. 인터뷰 조사에 참여했던 교사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6명의 교사들이 이러한 부분을 어려움으로 지

적했다. 4명의 교사들은 수업의 현장감 결여를 문제점으

로 꼽았다. 현장감은 다소 모호한 용어이지만 교사와 학

생들이 한 공간에 동시에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점

을 총칭하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이 언급한 수

업의 현장감은 수업의 생생함, 긴장감, 집중도, 혹은 수

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의

미이다. 물론, 학생 이해 부분도 현장감에 포함될 수 있

지만 이 부분만 언급한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따로 

분리하였다. 이와 관련한 교사들의 인터뷰 내용은 아래

와 같다.

수업이라는 것은 현장감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데 …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이 편하긴 한데 그렇게 했을 때 수업

하는 느낌이 들지 않고 현장감도 없고, 학생들과 호흡을 하

면서 알아 듣는지 확인하면서 수업하는 것이 진짜 수업을 

하는 것인데 … [교사12]

학생과 교사의 관계, 래포가 전혀 맺어지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애들의 경우 어느 정도 지도가 가능하지만 … 수업이

라는 것이 특정 공간에 놓여있어야지만 같은 공간에 동시

에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교실에 있지 않는다면 공부를 한

다고 볼 수 없고 또 현장감도 떨어집니다. [교사1]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밝힌 교사들도 4명이었다. 대면수업에 비해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는 이해도를 포함한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교사들은 교실에 

들어가기 전 자신들의 수업을 계획하지만 실제 교실에

서 구현하는 수업은 계획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학생들

의 첫인상, 질문에 대한 반응, 그날의 교실 분위기 등에 

따라 교사는 수업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활동을 추가하

고, 혹은 필요하다면 동기유발을 위해 준비한 농담을 바

꾸기도 한다. 즉, 교사는 계획된 수업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

집･해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교수활동으로 대응할 수 있

어야 한다. 하지만 원격수업 상황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실시간 정보 수집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호작용으로서의 수업’이라는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표 3. 인터뷰 대상자

참여자 성별 경력 학교급 근무지역

1 여 7 중 수도권

2 남 9 고 비수도권

3 남 12 고 비수도권

4 남 18 고 비수도권

5 남 14 고 수도권

6 여 8 고 비수도권

7 남 6 중 수도권

8 남 31 고 비수도권

9 여 5 중 수도권

10 여 21 중 수도권

11 여 26 고 수도권

12 여 21 고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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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교사들은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계속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할 수 없어서 …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확신이 없었어요. [교사9]

줌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읽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교사10] 

학생들로부터 반응이 바로바로 오지 않은 문제점도 … 줌 

수업을 하더라도 30명 아이들을 바로 확인하기 어렵고 …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 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

습니다. [교사7] 

줌으로 쌍방향 수업을 하더라도 학생 눈을 바라볼 수 없으

니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몰입하는지 알기 어렵습니

다. [교사1]

원격수업에 따른 수업방식의 제약을 어려움으로 언

급한 교사들도 다수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지리교사

들은 야외답사와 모둠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워졌으며,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단순해졌고, 평소 교실에서 활

용하는 설명 방식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수업방법의 제약으로 언급된 내용들의 대부

분이 과목과 무관한 내용들이라면 ‘야외답사’는 지리교

표 4. 지리교사들이 경험한 원격수업의 어려움과 기회의 유형

분류 주제 소주제

어려움

현장감 결여

현장감이 떨어지는 수업 [4]

학생들의 낮은 집중도 [1]

래포 형성의 어려움 [1] 

우연적 요소가 사라짐 [1]

이해도 파악의 어려움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움; 가정에서의 준비 및 학습 상태 파악의 어려움 [4]

수업 방법의 제약

*야외답사가 불가능해짐 [4] 

모둠활동이 어려워짐 [3]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단순해짐 [1]

학생들 간 상호학습의 기회가 없어짐 [1]

설명 방식의 제약 [1] 

학급별 차별화되지 못하는 수업 [1]

피드백 제공하기 어려움 [1]

테크놀로지 제약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다루기 어려움 [1]

기타
여행이 불가능해져서 여행지리 과목의 동기 부여가 어려워짐 [1]

교사로서의 정체성 혼란(콜센터 직원인가) [1]

기회

수업 방식의 확대 

온라인 교수·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협력학습 및 피드백 제공이 가능 [4]

*구글지도/구글어스를 활용한 소그룹 협력활동이 가능 [3] 

효과적인 수업 운영; 콘텐츠 중심의 수업이 가능 [2]

블랜디드 러닝으로 대면수업에서 활동 중심의 수업이 가능 [1]

온라인 콘텐츠로 학생들의 복습이 가능 [1] 

*활용 가능한 자료의 

확대

온라인으로 다양한 자료를 즉각 검색 활용 가능; 여행지리 과목과 유튜브 콘텐츠 연동 가능 [2] 

사진/이미지를 활용하는 지리과목은 온라인 콘텐츠/에듀테크에 유리 [3]

학생 참여 대면접촉에 부담을 느꼈던 내성적인 학생들의 참여 증가 [2]

새로운 학습의 기회
새로운 수업전략과 수업방식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 [2] 

거꾸로 학습, 활동 중심 수업, 블랜디드 러닝을 배우고 싶은 동기 [2] 

기타 코로나를 수업의 주제로 활용

[  ]은 응답자 수

*지리과목과 관련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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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

에서 중요하다. 특히, 야외답사는 지리과목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코로나

로 인한 제약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총 4명의 교사들이 

야외답사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어려움으로 지목했으

며, 대표적인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사회 1단원 지리정보기술 부분이 끝났는데 … 거기 

보면 커뮤니티 매핑이 나오는데 평상시였다면 과제를 부여

하고 학생들이 각자 돌아다니면서 매핑을 했을 텐데 … 모

둠으로 활동을 하게 하자니 이것도 위험하고 … 필드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과목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리수업이 교

실에 종속된 느낌입니다. [교사2]

저는 실질적인 대면 답사를 하고 싶은데 … 각자 집에 있을 

때 수업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보라는 활동을 해보고 싶었

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작년에 조금 괜찮아졌을 때 

학교 주변에 나갈 수 있었는데 학교에서 같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 많이 아쉬웠습니다. [교사5]

모둠활동 혹은 협력학습이 어려워졌다는 응답을 제

시한 교사들도 3명 있었다. 학생들이 각자 자신들의 집

에서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모둠활동이 불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등교했을 경우

에도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모둠활동 대형으

로 앉아 밀접한 방식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졌

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수업에서 보통 모둠으로 모여서 

지도도 그려 보고 프로젝트를 하는 수업이 많았는데 코

로나로 협업해서 같이 뭔가를 하는 수업이 어려워졌어

요.” [교사4] “교과 실 이동 수업이 불가능해지고 모둠 

수업이 불가능해진 점은 안 좋게 바뀐 부분이지.” [교사

11] 더불어, 학생들이 한 공간(교실)에 동시에 있지 않아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나 이를 통한 상호학습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우려를 표하는 교사도 있었다. 

독서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

한데 그런 지식을 교과나 과학 공부를 통해 이미 학습한 학

생들은 먼저 말을 하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수업을 했는데 

… 학생들이 서로서로 배우는 것이 줌 수업에서는 확실히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쌍방향이라 하더라도 … 질문을 달기

도 하고 답을 달기도 했는데 실시간 수업에서 조차 그런 효

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어요. [교사10]

대면수업에서 검증되었던 효과적인 설명 방식을 활

용할 수 없게 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교사도 있었

다. 또한, 대면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학급의 

특성을 고려할 수 없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번 수업 같은 경우 학생들이 지도를 어떻게 읽는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한데 …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순회하면서 

지속적으로 보면서 … 설명도 어려웠어요. 위도 경도도 하

나하나 짚어 가면서 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모니터 상에

서 그려지는 것을 보면서 해야 하니까 힘들었어요. [교사9]

같은 단원을 수업을 하더라도 뭔가 차별화를 둘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의 콘텐츠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보여주어야 하

다 보니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보여주기가 어려웠던 것 같

아요. 수업의 유연성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수

업을 하다 보니까 반마다 전부 똑같은 수업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교사7]

마지막은 테크놀로지의 활용과 관련한 어려움이다.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EBS 온라인클래스를 운영

하거나 동영상 수업자료를 직접 개발해야 하는 등 대면

수업에서와는 다른 상당한 수준의 테크놀로지 활용 능

력이 요구되었다. 자신의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 부족을 

언급한 교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교과와 관련한 다른 문

제점을 가릴 만큼 크고 중요하게 다가왔다고 언급했다. 

“2학기 때는 교사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야 해야 하

는 것이 많았는데, 혼자 모든 것을 제작해야 하고 … 소

프트웨어를 다루는 것이 실제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보

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교사7]

2. 기회

교사들은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혼란과 어려

움을 토로했지만 일부 교사들은 원격수업이 가져온 예

상치 못한 기회나 장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교사들이 포

착한 기회는 크게 4가지 분야 - ⑴수업 방식의 확대, ⑵

활용 가능한 자료의 확대, ⑶학생 참여, ⑷새로운 학습

의 기회- 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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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사들은 원격수업으로의 바뀌면서 다양한 온

라인 학생활동이나 협력활동이 가능해졌다고 응답했다

(N=4). 이는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고 

각자 컴퓨터나 태블릿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

진 장점들이다. 이들은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 

패들렛(padlet)과 같은 온라인 교수･학습 플랫폼을 활용

해 학생들의 공동작업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공동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

이 적극적이고 대화를 많이 하고, 이 정도 실시간이면 충분

히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교사5]

블랜디드 러닝으로 수업을 했는데 반드시 대면수업을 해야 

첨삭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의 소논문 작성하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대면은 아니지만 

계속 비대면으로 언제까지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계속 피드백을 제공하고 … [교사6]

한편, 이들 중 일부는 앞서 원격수업 전환으로 모둠

활동이나 협력학습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바 있어 흥

미롭다. 이러한 진술은 언뜻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교사들의 학습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원격수업 초기에는 변화된 환경과 툴에 적응

하고 주어진 진도를 나가는 것이 급선무였다면, 원격수

업 환경에 적응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교수･학습 가능성(예, 온라인 협력학습)을 인식하고 이

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온라인 협력학습 중에서도 특히 구글지도(Google Maps)

나 구글어스(Google Earth)의 활용을 언급한 사례들은 

지리수업의 고유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만하

다(N=3). 구글지도에 소그룹별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

거나 구글어스를 활용해 여행 경로를 만들어 보는 활동

은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가능한 수업방법이었지만 원

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이들을 활용하기가 더 수월해졌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처음에는 조별활동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사회과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에요. 예를 들어,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을 가

르칠 때 구글지도에 소그룹별로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을 

만들어서 올리게 했어요. 그리고 패들렛에 자신들의 의견

을 적어서 발표하게 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수업을 하려

면 컴퓨터실로 가야했었는데 온라인 수업을 실시간으로 하

다보니까 오히려 이런 게 가능해졌어요. [교사1]

2학기에 자유학기제 수업하면서 여행지리를 중학생용으

로 바꿔서 해 봤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학생들은 컴퓨터실

로 데려야 가능했던 수업이 이제 가능해 졌어요. 구글지도

로 점 찍고, 여행 경로 만들어 보고 kmz 파일 만들어보고 … 

학교에 등교하면 오히려 하기 힘든 것들이었는데 오히려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활용이 가능하게 된 부분

들이 있습니다. [교사9]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부분의 교사들이 곤

란함을 경험하고 어려움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반면 콘텐

츠 중심의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해졌다는 응답도 있었

다(N=2). 이들은 공통적으로 교직경력 20년 이상의 숙

련 교사들이며, 평소 수업에서도 테크놀로지를 적극적

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이 상대

적으로 큰 변화가 아니었을 수 있다. 이들은 실제로 “[원

격 수업으로의 전환은] 교사들이 어차피 받아들어야 할 

변화”(교사8)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들은 일방적인 교사

주도의 수업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위해 네

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단톡방 등 상용 프로그램을 활용

하는 공통점도 관찰되었다. 

오히려 온라인 수업이 편했습니다. 애들이 질문하는 것에 

바로 대답을 못해주는 것 외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

다. 오히려 수업 중간에 잠지는 애들을 깨우지 않아도 되서 

더 좋았어요. 필요한 것만 딱 할 수 있어서 … 그리고 질문은 

예전부터 밴드로 모든 학급을 미리 묶어 두었기 때문에 밴

드에 질문이 오면 바로 바로 답을 해 줄 수 있었습니다. 

[교사8]

많이 보여줄 수 있고, 수업 시간에는 질문도 하고 …  방해하

는 것 없이 전부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 뒤에 궁금한 부

분들은 오픈 카톡방에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고 … 오개념

을 수정해줄 수도 있고 … 내가 원하는 만큼 딱 수업을 하고 

… [교사12]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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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진행하는 사례로 관찰되었다. 그는 동영상으로 

원격수업의 진도를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에 등교하는 대면수업 동안에는 학생들과 활동 중심의 

수업이 가능했다는 응답을 제시했다(교사5). 마지막으로 

수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유하게 됨으로써 학

생들이 원할 때 찾아볼 수 있고, 필요할 때 동영상을 돌

려보며 복습이 가능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있었다(교사12). 이는 개별화 학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일부 교사들은 원격수업의 전환에 따른 수업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수업자료에 주목했다. 예를 들어, 여행지

리 수업의 경우 유튜브(YouTube) 동영상 콘텐츠를 많이 

활용할 수 있었다거나(교사11), 학생들의 컴퓨터가 온라

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필요한 자료를 즉시 찾아보거나 

각자 집에서 보관중인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가능했다

고 응답했다(교사10). 직접적인 이익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교사들은 지리과목이 이전부터 사진이나 

동영상, 이미지 등을 많이 활용해 왔기 때문에 다른 과

목에 비해 원격 수업의 운영이나 콘텐츠 제작에 유리하

다고 평가했다. 지리 과목이 자연환경, 문화, 경관 등 실

제 대상을 다루기 때문에 수업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활용해 왔으며, 이러한 특성이 원격수업을 준비하

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대표적인 인

터뷰 내용이다. 

지리 과목의 특성상 시각적 매체를 많이 활용하는데 실물

을 반영하는 사진이나 매체를 통해 여전히 현장감을 유지

하는 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 … 윤리 과목 같은 

경우 실물을 보여주기 어려우니까 … 지리는 공간에서 나타

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

어서 상대적으로 다행이었어요. [교사6]

다음으로, 원격수업 상황에서 일부 학생들, 특히 내향

적인 성격을 가진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활발해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원격수업에서의 상호작용이 직접적인 

발표나 대화가 아닌 원격수업을 위한 플랫폼을 통해 간

접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평소 공개적인 방

식의 발표가 힘들었던 학생들에게 원격수업은 오히려 

편안함을 가져왔을 수 있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거 … 예를 들어 패들렛 같은 프

로그램을 활용해 보니 말하기는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글로 

써서 내는 상황에서 그런 내향적인 학생들의 참여가 증가

했어요. [교사10]

학생들은 비대면을 선호하는데 선생님이랑 직접 대면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비대면으로 피드백을 받는 것을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교사6]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의 전환과 온라

인 수업 콘텐츠 준비 과정은 새로운 관점에서 수업을 

바라보고 자신의 수업방법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원격수업에 참여한 교사들은 평소 자신들

의 수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자료

를 개발하고,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평가하고, 활동을 

기록해야 했다. 이를 위해 평소 알고는 있었지만 당장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못했던 수업방법이나 기술들을 익

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비록 학습의 동기는 

비자발적이었지만 새로운 유형의 교수･학습 방법이나 

테크놀로지에 대한 배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스트레스가 아닌 배움으

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교사들이 이런 툴에 약한 편이었는데 … 특히 여자 선생님

들의 경우… 남자 선생님들 특히 젊은 선생님들이 더 적극

적이었는데 … 이런 시기는 어쨌든 뛰어들 수밖에 없는 환

경을 제공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양한 툴을 연습할 수 있

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 준 것 같아요. [교사10] 

다양한 지리 콘텐츠에 접근하려고 애쓰게 된 부분 … 예전

에는 말로만 하던 수업이 이제는 더 이상은 말로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 그동안 교과서에 의존도가 높았던 경

우 다양한 콘텐츠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게 된 점은 플러스

라도 생각해. 당장은 혼란스럽겠지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

을 거야. [교사11]

교사 집단 전체로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에 대

한 이해와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교사 개

개인에게는 블렌디드 러닝이나 거꾸로 학습 등에 대한 

학습이나 실천의 동기부여를 가져오기도 했다. “올해는 

교과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수업

에서는 개념 위주로 하고[거꾸로 수업], 등교수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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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교사7], 

“전체 등교를 하는 기간에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여주

고 거꾸로 수업이라고 하는 블랜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서 미리 보고 

오게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교사12] 

V. 논 의

1. 연구결과 논의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학교교육의 대면수업은 원

격수업으로 급작스럽게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전환 과

정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새로운 종류의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였다. 지리교사들이 밝힌 어려움과 기회는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 즉 일반적인 성격과 공통된 

부분이 많았다. 지리교사들은 원격수업의 경우 학생들

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권성연, 2020; 황미영, 

2020), 학생들과 래포를 형성하거나 친밀감을 갖기가 어

렵다고 평가했다(안서헌･김준･이정표, 2021). 수업 방법

의 측면에서는 즉각적인 지도나 피드백을 제공하기 어

렵고(권성연, 2020), 상호작용이 감소되고, 학생들 간 상

호학습이 줄었으며(황미영, 2020), 수업의 내용보다 테크

놀로지 활용방법이나 문제해결에 시간과 노력을 쏟다보

니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기도 했다(안서헌･

김준･이정표, 2021). 참가자들이 발견한 원격수업의 기

회 측면에서도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인터넷 조사활동

을 활용한 협력학습이나 탐구활동이 용이해졌고(황미영, 

2020), 원격수업용 콘텐츠를 활용해 복습 등 개별화 학

습이 가능해졌으며(권성연, 2020; 안서헌･김준･이정표, 2021), 

평소 내성적인 학생들의 참여가 증대되었다(권성연, 2020).

반면, 원격수업 전환으로 인한 어려움과 기회 중 지

리 교수･학습의 고유한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

은 야외답사의 제약, 구글지도/구글어스를 활용한 소그

룹 협력활동 가능, 활용 가능한 자료의 확대 등 비교적 

제한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지리교사들이 경험한 고

유의 어려움과 기회를 조사할 만큼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방법이 충분히 섬세하지 못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이 교과 특성을 고려할 

여유마저 갖지 못했을 만큼 갑작스럽고 거대한 변화였

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도 연구에 참

여한 교사들은 “사실 [일반적인] 교사로서의 어려움이 

훨씬 압도적이어서 지리교사의 어려움은 눈에 띄지 않

았던 것 같아요”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 어려움을 언급한 교사들이 동시에 

기회를 언급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원격수업의 초반에

는 주어진 학사일정에 맞춰 수업콘텐츠를 준비하고 필

요한 툴을 익히는 것이 급선무였다면 원격수업 환경과 

툴에 익숙해짐에 따라 기존의 대면수업을 대체하는 수

준을 넘어 대면수업에서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지리교육의 과제

지리교사들이 경험한 고유의 어려움과 기회는 지리

교육 공동체가 대응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

다. 이제 교수자의 과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특성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각 모드의 수업목표를 차별화하여 

그에 부합하는 전략과 수업활동을 설계하는 것이다(이

지연 외, 2020).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실

수업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교실수업에서는 불가능했던 

학습 경험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원격수업으로 인해 불가능해진 야외답사라는 도전은 대

안적 답사 경험의 제공이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활용 가능한 자료의 확대와 온라인 소그룹 협력활동이 

용이해진 환경은 온라인 협력 탐구활동(online corporative 

inquiry) 개발을 요청하고 있다(그림 1). 

코로나의 출현과 확산은 정규 학교교육은 물론 야외

답사의 진행에도 결정적인 제약을 가져왔다. 코로나로 

전통적인 방식의 야외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야외답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의 본

그림 1. 원격수업의 도전과 기회 그리고 지리교육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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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무엇이며, 대안적인 답사 경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

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 이후 동영상, 360도 

파노라마 사진, 3D 시뮬레이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등을 활용해 실제 현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실제와 같

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가상의 답사(virtual 

fieldwork)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상의 

답사는 “컴퓨터로 재현된 지역에서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Granshaw 

and Duggan-Haas, 2012). 가상현실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사물이나 현상을 구체화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가상의 

답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지역을 디지털로 모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가상의 답사는 날씨 조건

에 관계없이 활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몸이 불편한 학

생들도 참여할 수 있어 교육기회의 평등 측면에서도 중

요하다(Cliffe, 2017). 현재 다양한 가상의 답사 기술들이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3D 위성영상을 제공하는 구

글어스 보이저(Google Earth Voyager) 플랫폼을 활용하

면 넓은 지역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는 것이 가능하

다(그림 2(a)). 구글어스와 같이 가상의 지구(virtual globe)

를 활용하는 방식은 넓은 지역을 조사하는데 적합하다. 

360도 파노라마 영상을 가상여행(Virtual Tour) 소프트웨

어(e.g., Pano2VR)를 활용해 가상의 답사 환경을 구축하

는 것도 가능하다(그림 2(b)). 이 방식은 제주도 만장굴

과 대포동 주상절리(허준혁･이기영, 2013), 채석강(김희

수, 2014)의 사례와 같이 인간의 눈높이에서 직접 관찰 

가능한 대상을 관찰하고 조사하는데 유리하다. 구글 익

스피디션(Google Expeditions)에서 제공하는 가상현실 

자료를 활용한다면 그랜드캐년, 북극, 아이슬란드와 같

은 평소에 방문하기 쉽지 않은 지역을 VR 기기를 활용

해 방문할 수 있으며, 교수자-학습자 방식으로 개발되어 

있어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보여줄 장면을 선정하면서 

내용을 안내하는 것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그림 2(c)).

두 번째는 온라인 협력 탐구활동의 개발이다. 온라인 

협력 탐구활동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며, 대표적인 

온라인 기반 탐구활동으로 1995년 미국 샌디애고 대학

교의 버니 다지(Bernie Dodge)가 탐구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웹퀘스트(WebQuest)가 있다. 웹퀘스트는 웹

상에 설계된 프로그램과 자원을 토대로 학생들이 프로

젝트 또는 문제중심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 과제

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밟아야 하는 단계, 온라인 

자원, 해결안 발표, 평가방법 등을 웹에 제시해 놓았다. 

웹퀘스트의 과제들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종종 협동학습 체제로 운영된다(webquest.org). 흥미

로운 부분은 과거 웹퀘스트의 확산과 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개별 학습자의 웹 연결성이 코로나로 인

한 원격수업의 시행으로 단번에 해결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문현진(2021, 24)은 “사회과는 대면수업에서의 

‘사색’과 원격수업의 ‘검색’을 결합하여 그동안 구현하지 

못했던 사회과 핵심역량과 탐구교과로서의 본질을 되찾

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원격

수업 상황에서 집에서 혼자 학습하는 것은 힘들고 외롭

고 종종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협력과정에서 문

제의 답을 찾을 수 있고 외롭지 않게 학습할 수 있기 때

문에 온라인 협력학습은 학습자들의 학습동기와 학습의 

질 저하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의미있는 교수･학습이 된다

(Chatwattana and Nilsook, 2017).

최근 온라인 탐구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많은 공공기관과 중앙/지방

정부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공공 데이터와 빅 데이터, 그

(a) (b) (c)

그림 2. 야외답사 경험을 대체하려는 다양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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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시각화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1) 이는 온라인 탐

구활동을 위한 좋은 자원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관광

데이터 랩에서 제공하는 빅 데이터(예, 내비게이션 목적

지 검색 정보)를 활용해 코로나가 관광객들의 목적지 선

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빅 데이터를 활용한 탐구는 고정된 정보를 담고 

있는 교과서와 달리 본질적으로 실제적이며,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지식은 높은 시험 점수가 아닌 학교 바깥

의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될 가

능성이 높다. 이에 빅 데이터를 활용한 탐구(Big data 

inquiry)는 교육현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2017년 혁

신적인 교수법(The Innovating Pedagogy 2017)’의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Ferguson et al., 2017). 하지만 이러한 데

이터와 방법이 학교교육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들 

데이터를 활용한 수업사례들이 교실수업이라는 맥락에 

맞춰 개발될 필요가 있다. 즉, 수업사례는 다수의 학생

들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고, 학생들의 

흥미, 지식수준, 디지털리터러시를 고려하며, 교사들을 

위해 과목별 교육과정에 맞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

고, 평가방법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VI. 결 론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한 지리교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격수업 상황에서 그들이 경험한 어려

움은 무엇이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발견한 수업의 

기회는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격수업에서 교사들이 경험한 어려움은 수업 현

장감의 결여와 수업방식의 제약으로 요약된다. 다수의 

지리교사들은 원격수업 동안 학생들의 반응이 적고, 이

해 정도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피드

백이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특히, 

야외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부분은 지리과목의 특징

이 반영된 제약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부 교사들은 원

격수업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수업의 기회를 발견

하기도 했다. 온라인 협력활동이 수월해졌으며, 대면수

업에 비해 더 많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

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발견한 수업의 기회는 학생들의 

인터넷 접속과 원격수업 플랫폼(예, 줌, 패들렛)을 활용

한 상호연결성 등 수업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원격수업 상황에서 지리･교수학습에서 나타난 제약

과 기회는 지리교육에 새로운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학

생들에게 야외답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학습경

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가상의 지구, 360도 이

미지와 VR을 활용한 가상의 답사 기술은 이미 실험적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Kitchen, 2021).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웹 접속성과 상호연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만큼 원격수업 플랫폼과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합

한 온라인 협력 탐구활동이 필요하다. 두 가지 과제 모

두 한국의 교실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수업전략과 예시

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지금이 그러한 과제를 수행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2명의 지리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한, 이들 교사들이 근무하는 지역의 코로나 상황과 학교

의 규모, 그리고 학교에서의 원격수업 전략은 모두 다름

에도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주

1) 국토교통부 공간빅데이터 분석 플랫폼(http://gisbig.nsdi.go.kr); 

한국관광 데이터 랩(https://datalab.visitkorea.or.kr); 환경 빅데

이터 플랫폼(https://www.bigdata-environment.kr/user/main.do);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https://golmok.seoul.go.kr/main.do);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https://data.seoul.go.kr/); 마이크로 데

이터(https://mdis.kostat.go.kr/index.do); 지역데이터개방(https:// 

www.local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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