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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K대학에서 장애대학생을 위한 하이브리드 통합수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한 효과

성을 검증하였다. 신입생 218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장애대학생의 하이브리드 통합수업 운영을 위해 보편적 설계로 적용된 

실시간 심리스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하이브리드 통합수업과 원격교육 콘텐츠 제작에는 장애 통역을 모두 제공하였다. 하이브

리드 통합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유익하고 즐거웠다고 만족(76.1%)했고, 학습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팬데믹 상

황에서 장애대학생의 통합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이들이 대학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양성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

혁명 시대 교육 트렌드에 맞는 교육정책과 제도를 보완하고, 대면수업에 주로 활용하는 공간을 비대면 수업까지 가능한 하이브

리드 스마트학습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did analysis on the basis of the lecture system built for operating the liberal arts courses of university K and of 
the satisfaction level surveyed for the 218 freshman participants of the classes. For the hybrid class operation of the inclusive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psychological platform applying universal design for the real-time class was 
built for the use in the class, and the interpreter providing interpretation support for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was included 
in the hybrid class and contents of inclusive education. The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hybrid class of inclusive 
education were satisfied(76.1%) with benefits and joys and said that it was helpful to the learning activity. According to the 
discussion made on the necessary effort on change, the education policy and system suitable to the future education trend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eed to be supplemented, and the college education space mainly used for the face-to-face class also need 
to be re-designed innovatively to provide the universal design smart learning system beyond the time and space enabling the 
untac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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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 19가 강타한 2020년의 교육계는 재난약자[1]가 

속출하였다.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격리하는 새로운 대응법

이 요구되어, 상호접촉과 소통이 기본이 되는 교육계에서는 

학교교육을 이어갈 수 없었다[2].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

지 못하고, 과거에 경험한 적 없고, 준비되지 않은 온라인 강

의가 실시되면서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3].

코로나 19는 혁신적인 교육 변화를 요구하여 비대면 중심

의 원격교육이 부각되었다. 교육부[4]는 코로나 상황에서 학

생들과 접촉하지 않고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수업을 

권고하고, 대학이 원격수업 비중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

다. 정부에서 제시한 비대면 수업은 공간적 ․ 시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실시간 화상교육 등 동시적 ․ 비동시적 수업으로 개

념을 정리하여, 기존의 원격교육보다 학습자의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대학에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물리적 보완이 재정립

되어야 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원격학습은 인공지능, 가상

증강현실, 게임 등 흥미요소가 추가되고, 실시간 소통과 토론

이 가능해야 하며, 에듀테크 활용이 구체화되어야 한다[5].

감염병으로 비대면 수업은 증가되고 있지만, 부작용을 제

시하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학생의 학력 격차가 커지고, 기

초학력은 낮아졌고, 대면 실험수업과 비교하여 비대면 수업 

효과가 떨어지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어, 온라인 학습에서 

학생들이 자기관리 역량을 높이고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

도록 교수학습 지원이 개선되어야 한다[6]-[10].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였다. 팬데믹 상황의 

비대면 교육은 감염병 상황과 학습자 상황을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 원격수업을 적절하게 통합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학습

형태가 적절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온라인 콘텐

츠와 화상회의를 병행한 하이브리드 수업을 실시하였으나

[11], 교사가 주도하고 학생은 제한적으로 참여하였다. 하이

브리드 수업이 온 ․ 오프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개념으로 이해

되어, 온 ․ 오프라인 수업을 적용하였고[12]-[14], 오프라인 

강의가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었다[15]. 과거의 사

례들은 현시점에서 요구하는 쌍방향 교수법 중심 하이브리드 

수업과는 다른 접근으로 적용되었다.

장애대학생은 감염병으로 확대된 비대면 수업에서 학습권

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학은 자연스러

운 상호작용이 활발한 공간으로, 장애 ․ 비장애 대학생 간 친

구맺기를 시도하고[16], 비장애 학생이 인식하는 장애대학생 

유형을 분석하여[17] 통합교육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그럼에

도 장애대학생은 여전히 많은 장벽들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고[18], 장애대학생에게 감염병으로 인해 촉발된 비

대면 수업은 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

교사와 보호자는 온라인 비대면 학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지원 부재와 상호작용 어려움을 호소

하며 특수교육에서의 온라인 학습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9]. 대학은 장애대학생을 위한 수업내용 속기 지원, 온라인 

수강 맞춤형 안내 등으로 학습권 보장에 노력하고 있으나 몇

몇 대학은 원격교육을 위한 지원이 전무하다고 보고되었다

[20]. 장애대학생의 온라인 수업 접근이 어렵고, 콘텐츠를 읽

어주는 프로그램이 호환되지 않고, 자막과 수어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21]. 부지런한 연구자는 발빠르게 코

로나 상황의 비대면 학습 실태를 분석하여 장애대학생 지원 

필요성을 보고하고 있으나[22]-[24], 아직은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감염병과 메타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 미래의 학교교육은 

시공간 초월, 쌍방향 소통이 활성화되는 온 ․ 오프라인 병행 

하이브리드 수업이 일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장애대

학생 등 학업취약계층을 포함한 보편적인 학습설계 가 수반

되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육이 뉴노멀로 자리를 잡

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 특성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학습자 

중심의 강의설계 및 개발, 상호작용 활성화 기반 구축을 통한 

학습경험을 제공해야 하고 그 결과가 학업성취로 이어지도록 

교수학습 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25].

대학은 통합교육이 일상화되어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것처럼 팬데믹 상황에 적합한 하이브리드 수업 시스템을 

통한 통합교육 연구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

는 장애대학생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대학생 하이브리드 통합수업 시스템 구축과 운영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팬데믹 상황, 장애대학생을 위한 하이브리드 통합수

업 시스템 구축과 적용은 어떠한가?

둘째, 팬데믹 상황, 장애대학생이 참여한 하이브리드 통합

수업 만족도는 어떠한가?

Ⅱ. 관련 연구

2-1 코로나로 촉발된 대학 비대면 수업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은 기존의 강의 개념을 탈피

하는 새로운 방식과 이전에 없던 교육환경 변화를 필요로 하

였고,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교육의 기능과 범위, 강의장 등 

변화를 요구하였다[26].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강의자의 지식전달이 아닌 학생 중

심의 학습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수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에 따라 수강을 선택하

도록 설계하고, 수업 및 평가방법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학생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학습활동을 구체화해야 한다[25].

팬데믹 상황에는 강의실, 교수, 학생, 교재, 수업지원, 상호

작용, 평가 등 모든 학습활동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될 것이다.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대학 강의는 지속되는 시스템

이 정착되고, 강의장에서의 대면수업과 온라인망을 활용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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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수업이 병행되는 수업형태가 보편화되어, 하이브리드형 

수업이 일반화될 것이다.

Ross와 Gage[27]는 단순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학습환

경을 결합하는 단계를 넘어 학습활동, 학습매체, 학습경험, 상

호작용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하

도록 설계한 것을 하이브리드 모델로 정의하였다. 하이브리드 

수업은 학습자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교수자와 동시적-

비동시적 상호작용을 더 활발하게 수행한다[28]. 하이브리드 

수업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운영하므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테크놀로지가 결합되는 기술적 요인을 포함하는 것이 더 효

과를 극대화한다고 보고되었다[29].

경기도는 O2O(Online to Offline; 이하 O2O) 디지털 학

습플랫폼을 개발하고 커리큘럼을 설계하여 온 ․ 오프라인 학

습을 연계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O2O는 AI, 빅데이터, 로

봇을 활용해 1:1 맞춤학습 콘텐츠를 설계하고, 게임, 3D, AR 

등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이

다. O2O 학습모델은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방식과 현장체험 

실습중심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메이커스페이스 등 오프라인 

공간과 연계를 확장하도록 지원한다[4].

2-2 비대면 수업에서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

｢특수교육법[30]｣은 장애대학생의 교육 편의제공을 의무

화하고(제31조), 동법 시행령은 원격수업을 위해 점자 및 자

막 등 장애 특성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 ․ 보급해야 함을 규

정(제20조의2)하고 있다.

장애대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은 장벽없이 정보접근이 가

능해야하고, 오프라인 교육과 병행된다면 물리적 ․ 사회적 제

한없이 비장애 학생과 동일하게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원되어

야 한다[31]. 시각장애 대학생들은 장애특성과 관련한 학습지

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온라인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강의 접근성 및 이용 용이성 개선, 디지털화된 학습

자료 제공 등 비대면 학습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장애대학

생들이 온라인 학습에 몰입과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

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다른 학습자 및 교수자와 상호작용

하도록 장애친화적 학습설계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32].

코로나 이후 장애대학생의 비대면 수업 실태 및 요구를 조

사한 연구에서 박재우[24]는 장애대학생의 응답을 신체 ․ 학
습 ․ 사회적 측면으로 정리하였다. 신체 측면에서는 기기 조작

과 모니터 정보습득으로 인한 피로감이 제기되었고, 학습 측

면에서는 정보습득, 참여, 주의집중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사

회 측면에서는 관계형성이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애대학생을 위한 팬데믹 상황의 교육환경 변화가 

필요하고, 감염병에 대한 안전과 심리사회적 지원, 학습지원

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대학생을 위한 

비대면 수업은 물리적 통합과 상호작용, 관계형성을 강화하는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창의 ․ 융합적인 교육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코로나를 경험한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

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교수학습 방법, 컴퓨터 및 시스

템 지원, 심리 ․ 정서적 지원, 교수자의 역량이 우선순위 고려

사항으로 도출되었다[22]. 이는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지원을 

제공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장애 보호자는 코로나19 상황의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지

원으로 비대면 교육 플랫폼 정보 제공을 요구하였고, 온라인 

수업 개선안으로 교수방법 다양화, 양방향 참여 활성화, 수업 

질 제고와 소통 확대 방안을 요구하였다[33].

Ⅲ.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K대학은 모든 학과에 장애대학생이 재학하여 통합교육을 

받는 상황으로 수어 및 속기통역, 점역 지원 등 장애영역별 

맞춤지원이 필수적으로 지원된다. 2021년도에 코로나가 지

속되어 비대면과 대면수업을 병행 운영하였다. 이 연구는 신

입생이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교양 교과목 운영을 위해 구축

한 하이브리드 수업 시스템 적용과 운영 만족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은 수강을 희망한 248명 중 만족도 조

사까지 참여한 학생 218명이다.

표 1. 대상자 배경정보

Table 1. Information of Participants                (n=218)
Variable N %

Gender
Male 134 61.5

Female 84 38.5

Disability
Disability 80 36.7

Non Disabled 138 63.0

Major

Humanities Social 71 32.6

Natural Science 28 12.8

Art & Sports 63 28.9

Engineering 56 25.7

Domitory
Entered 81 37.2

Home 137 62.8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남학생이 많았고, 전공계열은 인문

사회가 가장 많고, 예체능, 공학, 자연과학 순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입소자(37.2%)보다는 가정에서 비대면 수업을 받는 

학생(62.8%)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프로그램 내용

이 연구에서 실시한 하이브리드 통합수업은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및 핵심역량 향상을 위해 편성한 교과목으로 대학환

경에 빨리 적응하도록 개강 주간에 집중이수제로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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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으로 비대면 환경에서 학생간 소통과 적극적인 수

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액션러닝 수업으로 구성하였고, 4

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체험하여 

미래직업에 대비하도록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여 운영하였다.

표 2.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Table 2. Program Contents & Type
Subject 5 Fun (Liberal arts)

Period 2021. 3. 2.(Tue) ~ 3. 5.(Fri)

Topic H Content Operating Type

University Guide 3
Institutional 
guidance needed for 
college life

Real time, 
YouTube lessons 

Making a Club 3
Organizing a club 
that sets common 
learning goals

Real time, 
non-face-to-fac
e small group 
classes

Online Campus Tour 3
Exploring the school 
with Avatar

Real time, 
face-to-face/ 
non-face classes

English Cooking Class 3
Learning english 
conversation while 
cooking

Real time, 
non-face-to-fac
e practice

AI Experience 3
AI application 
practice

Real time, 
non-face-to-fac
e practice

Group Dance 3
Create collective 
motion for flash mob 
songs

Real time, 
non-face-to-fac
e practice

Challenge Quiz 3
Take the college 
Topic Quiz

Real time, 
Non-face-to-fac
e activity classes

VR, AR Space 3
AR and VR 
game-based 
learning experience

Real time, 
non-face-to-fac
e practice

Task Activities 6

Individual tasks, 
Diagnostic 
evaluation
(Core Competency, 
Basic Learning 
Ability)

Anytime, Watch 
online content. 
Online survey

Total 30H

소통과 공동체역량을 중심으로 주요하게 선정한 주제는 대

학생활 안내, 학습동아리 만들기, 랜선 캠퍼스 투어, 잉글리쉬 

쿠킹클래스, 인공지능 체험, 집단댄스, 도전 골든벨, 가상증강 

스페이스 체험이고, 개별과제활동을 포함하였다.

3-3 연구절차

이 연구의 참여자는 2021학년도 입학전형을 통해 등록한 

신입생으로,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을 2월말에 최종 선정하

였다. 개강전일까지 참여 학생에게 모바일과 SNS 단체알림

으로 연락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참여 여부를 조사하고, 수업 

참여에 필요한 시스템 환경을 사전 점검하였다. 모든 대상자

는 PC 또는 모바일을 활용해 수업에 참여하고 기숙사에 입소

했거나 근거리에 거주하여 통학이 가능한 학생은 희망 여부

와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 범위에서 대면수업에 참여하였다.

하이브리드 통합수업은 실시간 대면 ․ 비대면 동시 수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스마트 강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스마트 강

의실은 하이브리드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강사-교재-수어통

역사-속기사-학생 등이 동시에 보여지도록 카메라부터 라이

브 송출까지 모든 네트워크 상에서 심리스 시스템으로 구축

하였다. 대면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별도 카메라 또는 

모바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여 수업에 참여하고, 온라인으

로 만나는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동일한 URL 통신망으로 접

속하도록 하였다.

하이브리드 통합수업은 학과를 중심으로 50명 내외의 10

개 조로 구성하였고, 조별로 시스템 지원 인력 1명, 보조교사 

1명을 배치하였다. 시스템 지원 인력은 인터넷 접속 및 오류 

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보조교사는 비대면으로 참

여하는 학생의 수업관련 질의에 대해 응대하고, 매시간 출석

관리를 담당하였다.

장애대학생에게는 장애유형에 적절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

하였다. 청각장애 대학생은 같은 모둠에 통합하여 분반을 편

성하고 수어통역사와 속기사를 각 2명씩 배치하였고, 대면활

동 수업을 희망한 학생을 위해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요청

하여 수어통역사를 추가 배치하였다. 지체장애대학생은 PC

활용 등 시스템 상에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가 있어 전담 지원

이 가능하도록 학습지원사를 배치하고 1:1 상시 맞춤지원을 

하였다. 시각장애 대학생은 자신의 PC로 하이브리드 통합수업

에 참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었고,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점역 교재 또는 확대 교재를 제공하거나 파일로 제공하였다.

3-4 자료처리

이 연구에서 구축한 하이브리드 통합수업 시스템은［그림 

1］에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하이브리드 통합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교과목 운영 마지막날 쉬는시간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은 하이브리드 통합

수업 운영 만족, 하이브리드 통합수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

적인 면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5점 척도와 선택형

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는 IBM SPSS(ver 

23.0)를 활용해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하이브

리드 통합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응

답 결과는 핵심 키워드를 텍스트마이닝하여 워드클라우드 생

성기(ver 3.4)를 활용해 시각화 분석으로 제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4-1 장애대학생 하이브리드 통합수업 시스템 구축 및 적용

이 연구에서 실시한 하이브리드 통합교육 수업은 장애 및 

비장애 신입생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양필수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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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K대학 인재양성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형태로 구성하고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소통하는 

액션러닝으로 설계하였다. K대학은 장애와 비장애 학생의 통

합교육이 모든 교수학습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면 ․ 비대

면 상황에서 실시간 액션러닝이 가능하도록 이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통합교육 수업 시스템을 심리스 네트워크로 구축

하였다. 이 연구에서 구축 ․ 운영한 하이브리드 통합수업 시스

템은［그림 1］에 제시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수행한 교양 수업은 장애대학생과 비장

애 학생이 실시간 온 ․ 오프라인 통합수업이 가능하도록 시스

템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보편적 설계가 적용된 하이브리

트 통합수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심리스 네트워크 

플랫폼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통합수업 시스템은 학생-강의자

-교육자료-통역사 등 하위 디바이스들의 네트워크를 상위 정

보시스템에서 통합하여 층간 막힘없이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

도록 하거나 온라인 네트워크에 송출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활동이 가능하여 대면수업과 비대면수

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충촉시켰다. 일부 학생은 기

숙사에 입소하여 대면으로 수업에 참여를 희망하였고,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지침으로 결정한 학과의 학생들은 교양 수업 

참여를 위해 출석하기 어려워 비대면으로 참여하였다. 장애대

학생은 감염병이 확산되는 염려로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였으

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은 욕구 또한 강하게 요구하였다. 

해당 수업은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공동체역량을 향상

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학생간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장애와 비장

애 학생이 적극적으로 통합교육에 참여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중요 요인으로 수행하였다.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하이브리

드 운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형 강의실에 심리스 스마트 강

의환경을 구축하였고, 일부 학생들은 강의장에서 대면으로 수

업에 참여하였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52인치 HD TV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하였다. 학생 참여는 랜선참여 또는 아바타 

참여 등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교수학습 형태를 적용하였다. 

수업 운영내용 중 랜선 캠퍼스 투어를 예로 들면, 각 모둠에

서 2명의 학생들이 아바타가 되어 통역사와 함께 학교 여기저

기를 투어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바타가 수행해야 하는 미션은 

랜선으로 참여하는 모둠 친구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아바타

는 장소를 방문해서 미션을 수행하고 인증 촬영을 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이 하이브리드 통합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이 가능한 원격교육 

콘텐츠 제작 툴을 지원하였다.［그림 1］에 제시된 하이브리

드 통합수업 콘텐츠에는 장애대학생이 어려움없이 수업에 참

여하도록 장애유형에 적절한 통역 지원을 제공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강의자는 K대학에서 구축한 학과의 스마트 강의실과 LMS

에 접속해 실시간 대면 ․ 비대면 수업 운영에 수어 및 속기사

를 초대하여 통역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

이 일정기간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제작할 때 

수어 및 속기 통역을 포함해 제작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이전

에는 강의자가 콘텐츠를 제작한 이후에 수어 또는 속기 통역

을 추가 요청하는 2단계 절차였고, 이제는 1단계에서 원스탑

으로 콘텐츠 제작을 통합하였다. 이는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

는 상황에서 장애대학생들에게 통역 지원이 포함된 콘텐츠 제

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역사의 통역 업무 폭주를 해

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대학생 지원 체제를 개선한 것이다.

하이브리드 통합교육 수업 녹화 및 송출은 2분할부터 4분할

까지 16개의 프레임 구성 중에서 강의자가 선택하여 창을 구성

할 수 있다. 장애대학생이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은 2

분할 창으로, 강의자와 수업내용(교재)만 보여지도록 구성한

다. 최대 4분할로 구성된 프레임은 강의자-교재-수어통역-속

기통역(자막) 포함된 구성으로 수업이 녹화되거나 송출된다.

4-2 하이브리드 통합수업 만족도

하이브리드 통합수업 만족도 조사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 

2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은 운영 만족도, 하

이브리드 통합수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구성하

였고, 5점척도 또는 선택형 응답으로 평정하도록 구성하였다.

표 3. 만족도 조사 결과

Table 3. Satisfaction Survey Results              (n=218)

Question

Response Results N(%)

Total
Very 
much 

so

That’s
right

It's 
norm

al

I 
don't 
think 
so

It's 
not 
like 
that 
at all

The class 
was useful 

and 
enjoyable.

89
(40.8%)

77
(35.3%)

36
(16.5%)

12
(5.5%)

4
(1.9%)

218
(100%)

I am 
satisfied 
with the 
hybrid 
class.

46
(21.1%)

89
(40.8%)

64
(29.4%)

12
(5.5%)

7
(3.2%)

218
(100%)

Hybrid 
classes 
helped 
with 

learning 
activities.

60
(27.5%)

97
(44.5%)

46
(21.1%)

9
(4.1%)

6
(2.8%)

218
(100%)

학생은 하이브리드 통합수업이 ‘유익하고 즐거웠다’라는 

문항에 매우그렇다(40.8%)와 그렇다(35.3%)라고 응답하여 

양호한 만족도를 나타냈다(76.1%). ‘하이브리드형 수업에 만

족한다’라는 문항에서는 만족하지 못한 학생(8.7%)에 비해 

매우그렇다(21.1%)와 그렇다(40.8%)라고 응답한 학생이 월

등히 많아(61.9%)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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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MP(Seamless Message Protocol) System for Hybrid Inclusive Class

Hybrid Inclusive Class Scene(textbook/lecturer/stenograph & sign language support)

Hybrid Inclusive Class Content(textbook/lecturer/stenograph & sign language support)

그림 1. 하이브리드 통합수업 시스템

Fig. 1. Hybrid Inclusive Cla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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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수업이 학습활동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문항

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한 학생(6.9%)에 비해 매우그렇다

(27.5%)와 그렇다(44.5%)라고 응답한 학생이 월등히 많아

(72.0%)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통합수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4>, <표 5>에 제시하였고, 주제어를 시각화

한 분석 결과는［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4. 하이브리드 수업의 긍정적인 면

Table 4. Positive Thing of Hybrid Class

Question

Response Results N(%)

Tot
al

Online 
and 

offline 
parallel 
classes

Making 
friends 
online

Non-fa
ce-to-
face 

action 
learning 
classes

Adapti
ng to 
colleg
e life in 
Corona

Other 
things

Positive 
of 

Hybrid 
Class

52
(23.9%)

90
(41.3%)

42
(19.3%)

19
(8.7%)

15
(6.8%)

218
(100%)

하이브리드 통합수업의 긍정적인 면으로 학생들은 ‘온라인 

친구사귐(41.3%)’이 가장 좋았다고 응답하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수업(23.9%)’, ‘비대면 액션러닝 수업

(19.3%)’, ‘코로나 속 대학생활 적응(8.7%)’ 순으로 높은 응

답을 나타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은 다양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2021년은 다양한 수업설계

를 통해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하이브리드 수업의 부정적인 면

Table 5. Negative Thing of Hybrid Class

Question

Response Results N(%)

TotalNetwork
Enviro
nment

PC 
Litera

cy

Suppo
rt for 
stude
nts 
with 

disabil
ities

Non-f
ace-

to-face 
class 
adapt
ation

None

Negativ
es of 
hybrid 

classes

20
(9.2%)

36
(16.5%)

7
(3.2%)

56
(25.7%)

99
(45.4%)

218
(100%)

하이브리드 통합수업의 부정적인 면으로는 없다는 응답이 

높았고(45.4%), ‘비대면 수업에 적응하기(25.7%)’, ‘PC 사용

능력(16.5%)’, ‘불안정한 네트워크 환경(9.2%)’, ‘장애대학생 

맞춤 지원(3.2%)’ 순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의 장기화로 학생

들이 비대면 원격수업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어 변화된 수

업에 적응해 가고 있지만, 모니터에 집중해야 하는 피로와 어

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Positive of Hybrid Class Negative of hybrid classes
* It can't be translated into korean word cloud.

그림 2.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Fig. 2. Word Cloud Analysis Results

Ⅴ. 결  론

이 연구는 장애대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는 대학에서 장애대학생을 위한 하이브리드 통합수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효과성을 검증

하였다. 장애와 비장애 대학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온 ․
오프라인 통합수업에 참여하도록 보편적 설계를 기반으로 하

이브리드 심리스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하이브리드 통합수업

과 원격교육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는 장애 통역 지원을 위한 

통역사가 포함되었다. 하이브리드 통합교육 수업에 참여한 대

부분의 장애와 비장애 학생은 유익하고 즐거웠고, 학습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만족하였다. 가장 긍정적인 면으로 온라인으

로 친구를 사귄 것이라고 답하였고, 부정적인 면은 없다고 응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PC 사용능력과 비대면 수업에 적

응해야 하는 상황의 어려움도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팬데믹 상황에서의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학습권 강화를 위한 대학 및 정부의 노력을 제안하

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팬데믹 상황에는 장애와 비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하이브리드를 적용한 실시간 수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

다. 팬데믹 상황에는 매년 백신을 접종하면서 학교교육을 받

게될 것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수업은 비대면이 확대되고, 감

염 상황이 줄면 대면이 확대되어 대면과비대면 수업이 통합

운영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학교육이 방해받지 않는 

교수학습 시스템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기반

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수업모형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인 소통

이 가능한 수업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업환경을 스

마트한 디지털환경으로 전환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

한 수업을 운영하고, 변화된 수업환경에서도 학생과 교수가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수업 접근권에 어려움이 없는 보

편적인 학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팬데믹 상황의 하이브리드 통합수업 운영에서는 장

애대학생 등 학업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권이 방해받지 않도

록 접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확보를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J. DCS) Vol. 23, No. 4, pp. 631-640, Apr. 2022

http://dx.doi.org/10.9728/dcs.2022.23.4.631 638

위한 지원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모든 장애유형

과 특성을 고려해 접근권 확보와 대체자료가 필수적으로 제

공되어야 하고, 특히 갑작스럽게 확대된 비대면 수업 상황에

서의 장애대학생 지원은 좀 더 보완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국가차원에서 마련한 원격교육 방안에 장애대학생 접근성 

강화 방안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의 노력

도 함께 확대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

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식 교육을 더 세심하

게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는 

내용를 넘어 장애유형별 특성과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교육하

여 장애별 맞춤지원을 실행하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비대면 

수업상황의 지원에도 빈틈이 있다면 의무교육 기회를 활용해 

컨설팅을 받는다면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 될 것이다. 권역별로 운영되는 장애지원 우수대학과 네트

워킹을 하는 것도 각 대학에서 부족한 인적 ․ 물적 자원을 수

급받는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

셋째, 팬데믹 상황에는 장애대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하이

브리드 통합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 ․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장면에서의 교수법 개발 뿐 아니라 비대면 

수업상황에서 장애대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적극적으로 소통

하도록 쌍방향 접근이 제공되어야 한다. 교수자와 학생의 소

통, 학생간 소통에 제한이 없는 물리적 환경을 갖추었다면, 더 

나아가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수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무

엇보다 수업을 전개하는 교수자의 미래교육체제 운영에 대한 

역량이 필요하다. 교수자는 비대면 상태에서 원격으로 개별학

생을 지도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생은 학습활동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능동적인 학습주체로 변화하도록 지도

해야 한다[26]. 이를 위해 교수자는 미래지향적 수업설계능

력을 강화하고, 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하여, 교

수자와 학생이 상호협력하는 교수학습 혁신방법이 다양하게 

연구되기를 희망한다.

결론적으로, 팬데믹 상황에는 장애대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이들이 대학의 유능한 인재

로 성장하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 트렌드에 맞는 교

육정책과 제도를 보완하고, 대면수업에 주로 활용되던 대학 

교육공간을 혁신적으로 재설계하여 비대면 수업까지 가능한 

시공간을 뛰어넘는 보편적 설계 기반 스마트학습이 가능하도

록 시스템을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K국립대학의 하이브리드 통합수업 시

스템 구축과 운영 사례가 팬데믹 상황에 필요한 통합교육을 

활성화 할 것을 희망하나 모든 대학에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는 현시점에 대

학의 강의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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