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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비대면) 수업에 대한 대학의 교수학습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교수학습지원의 방향을 탐색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난 2년 간 네이버 뉴스 플랫폼에 올려진 온라인 수업과 교수학습

지원에 대한 신문기사 2,057건의 대해 연도별로 구분하여 텍스트마이닝을 수행하였다. 분석대상을 2020년과 2021년으로 나

누어 실시한 빈도 분석과 토픽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출 단어는 유사했으나 2020년은 ‘등록금’, 2021년은 

‘대면 병행’이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둘째, 도출된 토픽은 2020년은 ‘수업 변화에 대한 혼란’, ‘낮은 수업의 질’, ‘사회적 문제’ 이

며, 2021년은 ‘수업 변화, ’수업 방법 및 지원’, ‘교육 방침 변화’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온라인(비대면) 교수학습지원에 대

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명시하며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at universities for online(untact) 
classes and to explore the direc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For this, text mining has been conducted for 2,057 articles 
on online classes and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posted on Naver's news platform from January 2020 to December 2021. The 
results of frequency analysis and topic analysis conducted by dividing the analysis target into 2020 and 2021 are as follows. First, 
the frequent words were similar, but there was a difference in 2020 as 'tuition' but 2021 as 'Online & In-Class'. Second, the derived 
topics were 'confusion about class change', 'low quality of class', and 'social problems' in 2020, and 'class change, 'class method 
and support', and 'education policy change' in 2021. Through thes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ception of online(untact)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has changed. Finally, the limit of this study was specified and subsequent study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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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교육혁신을 위해 대학에 교

육환경과 교수학습방안에 대한 연구와 개선에 지원을 늘리고 

있다. 이에 맞춰 대학의 교수학습지원 기관은 대학의 교육혁

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적 시

도를 해왔다. 최근에는 COVID-19로 인해 교과 및 비교과 프

로그램을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자와 수강하는 학습자의 요구에 기반한 온라인 

교수학습지원을 하고 있다.

대학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교수학습법이 현 시국에

만 사용하는 일회성 교수학습법이 아닌 대학의 특성을 살린 

교수학습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

에 의해 교수학습지원 기관은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온라인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을 계획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온라인 수업은 교수자의 교육

권, 학습자의 학습권, 대학의 행정 등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향에 대한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1]. 따라서 교수학습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

속 활용 가능한 온라인 교수학습지원을 위해서는 현재의 온라

인 교수학습지원의 현황을 조사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비대면) 교수학습지원에 대한 연구는 교육공학분야 

또는 K-MOOC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온라인 수업 이론 연구, 교수자

와 학습자의 경험 연구, 온라인 수업 운영 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있다[2]. 하지만 현 상황과 같이 온라인 수업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대학의 교수학습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

은 어떤 것인지, 대학 관계자 외의 사회구성원은 교수학습지

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

는지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준비 없이 진행된 온라

인 수업에 의해 교육의 질이 저하되었다고 보고[3], [4]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온

라인 교수학습지원의 질적 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자료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방향

성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비대면) 교수학습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지원의 방

향성을 탐색하기 위해 뉴스기사를 활용하고자 한다. 언론매체

의 뉴스기사는 특정 주제를 분석할 때 활용되는 대표적인 분

석자료로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에 사회구성원의 인식

을 파악하고 관련된 논의점을 수집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으로 

활용되었다[5]. 즉, 언론매체의 뉴스기사는 주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함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관심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새로운 정책 결정에 영

향을 미친다. 이러한 언론매체의 역할 때문에 그동안 교육 분

야에서도 뉴스기사에 대한 분석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주

요 일간지 기사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고 코딩하

여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한 수준[6]이어서 언

론매체에서의 수많은 기사 정보와 사회구성원의 의견을 수집

하는 것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온라인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뉴

스기사들이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못하였다. 또한, 교수학습지

원, 온라인 수업 지원, 비대면 수업 지원과 같은 주제어를 분

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해 언론매체에서 

나타나는 온라인(비대면) 교수학습지원에 대한 현황 및 사회

적 인식을 2020년과 2021년 나누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COVID-19로 급박하게 일어난 교육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온라인(비대면) 교수학습

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교수학습지원

교수학습지원은 교수지원과 학습지원으로 나누어진다. 교

수지원은 2010년 전후로 대학에서는 대학종합평가의 평가영

역인 교수법 확산과 적용을 위해 교수학습센터나 교육개발센

터를 설립하여 지원하기 시작하였다[7]. 대학의 교수지원은 

교원의 교수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교수지원 프로그램은 수업컨설팅, 교수법 

특강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교수법 연구회와 같이 교수공동

체에서 협력하며 변화과정을 성찰하는 프로그램도 주목받고 

있다[8]. 이처럼 대학의 교수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오프라인

에서 대면 이루어지는 단기성 프로그램의 형태를 지닌다.

대학의 학습지원은 대학생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대학은 학습환경에서 적응하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해 학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대학생은 수동적으로 

학습하여 독립적으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해가는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이 저하되어 있다[4], [9]. 이에 대학

에서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위해 시간관리, 노트필기 기법 

등의 특강 및 세미나, 학습스타일 진단 및 학습컨설팅, 튜터링

과 같은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예비대학

생과 복학생 및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대학적응 및 학습능

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의 학습지원 프로그

램은 비슷하게 운영되지만 최근에는 개별 대학의 특성과 학

생 특성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려고 노

력하고 있다.

2-2 온라인(비대면) 교수학습지원

온라인(비대면) 교수학습지원은 사이버대학 및 K-MOOC와 

같은 교육환경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언택트 

생활로 바뀌면서 대학은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온라인(비대면) 교수학습지원 분석

1079 http://www.dcs.or.kr

러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했다.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교수학습 

환경에 적응하면서 수업을 설계하는 교수자는 심리적 부담을 

느꼈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의 투입도 필요했다. 학습자 역시 

온라인 수업 운영에 대한 불편함, 학습플랫폼의 무분별한 적용, 

일부 부실한 수업에 의한 학습권 침해 등을 경험하였다. 대학

의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온라인 수업 상황에 강제로 적응[10]

하면서 온라인 교수학습지원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였다.

온라인 교수지원은 주로 대학 홈페이지나 학습지원시스템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프라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수지

원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수준이다. 각각의 교수지원 프로그램

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운영시기, 참여방법을 소개하고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학습자 대상

으로 활용된 온라인 학습플랫폼을 교수지원 콘텐츠를 제공하

고 교수자의 의견을 교환하는 교수지원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온라인 수업 질 제고를 위

하여서는 수업 내용 전달력, 온라인 수업 방법의 적절성, 구상

한 콘텐츠 개발 능력, 온라인 수업 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등 다양한 교수지원이 필요하다

[3], [11]. 온라인 교수지원은 온라인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우선적으

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비대면) 학습지원은 학습자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 홈페이지, 학습지원시스

템, 통합정보시스템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학습지

원 프로그램은 온라인 학습플랫폼 활용 및 수업 콘텐츠 활용 

방안, 교수자와 상호작용 증진, 학습자의 동기부여 및 자기조

절학습능력 향상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다. 학습자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온라인 수업을 선호하였고 이러한 온라인 학습지원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그러나 학습자는 온라인 교수

학습상황을 대면 학습상황과 비교해 낮은 학습실재감과 학습

만족도를 나타냈다[12]. 이에 학습실재감을 향상하여 학습참

여도를 증진시키는 온라인 학습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의 단어 관계를 밝히

는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나타

난 온라인(비대면) 교수학습지원 현황 및 사회적 인식을 

2020년과 2021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변화를 분석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020년에서 2021년 국내 주요 일

간지와 방송사 및 온라인 신문에서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을 

보도한 기사를 웹 크롤링(web-crawling)을 이용하여 수집한

다. 형태소분석을 통해 빈출 단어를 도출하는 빈도분석을 실

시하고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  토픽 모델

링을 활용하여 토픽을 도출하고 온라인 교수학습지원 현황 

및 사회적 인식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

한 교수학습지원 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을 위해 python을 사용하였

다. python 프로그램에는 분석 방법에 따라 사용 가능한 다

양한 패키지가 있다. 빈도분석을 위해 KoNLpy 패키지, 토픽 

분석을 위해 LDA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3-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데이터는 국내 검색사이트 순위 1위

인 네이버의 뉴스 데이터로 선정하였다. 데이터 수집 범위는 

2020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온라인 교수

학습지원에 대한 네이버 뉴스 데이터로 COVID-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된 시점을 고려하

여 범위를 선정하였다.

네이버에서 키워드는 ‘온라인 수업’ 과 ‘대학’, ‘원격 수업’, 

‘비대면 수업’과 ‘대학’ 및 ‘교수학습지원’으로 뉴스를 검색하

여 뉴스 제목, 날짜, 출처, 내용, 뉴스 링크 주소를 Python으

로 웹 크롤링하여 2,057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웹 크롤

링 시 데이터의 중복은 제거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 총수와 

연도별 분석 대상 데이터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데이터 수

Table 1. Number of Analyzed Data

Year Data Range Number of Data

2020 2020.01.01.~12.31 1,103

2021 2021.01.01.~12.31 964

Whole Period 2,057

3-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연구방법 및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빈도 분석, 토픽 분석, 결과 해석의 4단계로 구성

되었다.

1) 단어 전처리 및 데이터 수집

그림 1. 연구방법 및 절차

Fig. 1. Research Method &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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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전처리란 대상 문장에서 부호, 숫자, 특수문자열 처

리, 어절 분리를 하여 분석을 원하는 후보를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비대면’과 ‘교수학습’이 함

께 등장하는 문서를 수집 대상으로 설정하여 2020년과 2021

년으로 기간을 나누어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크롤러를 설계하

였으며 동일한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문서 및 중

복문서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2) 빈도 분석

수집된 네이버 기사 글에 python의 KoNLpy를 사용한 형

태소분석을 통해 명사명을 인식하고 빈도를 카운트하였다. 명

사의 인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단어를 수동으로 등록하였

다. 예를 들어 ‘교수법’, ‘교수(teaching)’, ‘학습법’, ‘학습’을 

동의어 처리하였으며 ‘교수학습’을 복합명사 처리하여 연관어 

분석 시 단순명사로 분리되어 나오지 않도록 하였다. 단어를 

카운트하여 연도별 상위 10개의 빈출 단어를 분석하였다.

3) 토픽 분석

본 연구에서는 토픽 분석을 위해 LDA(Latent Dirichelt 

Allocation) 기반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LDA 토픽 모델링 

기법은 대용량의 텍스트에 사용된 단어들을 이용하여 잠재된 

토픽을 추출하고 토픽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어떻게 변

화해 가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다[13].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언론매체의 뉴스기사와 같은 빅데

이터의 토픽을 추출하고 이들의 연관성과 변화를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로 토픽을 도출하여 

변화의 경향을 확인하였다.

Ⅳ. 연구결과

4-1 빈도 분석

2020년 분석 대상 데이터와 2021년 분석 대상 데이터에

서 명사를 추출했으며 숫자 형태 및 의미가 없는 명사를 제외

하고 단어를 추출해 단어가 언급되는 횟수를 산출하였다.

2020년 분석 대상 데이터에서 427,141개의 명사가 추출

되었으며 가장 자주 언급된 상위 10개의 단어는 수업(15,178

회), 대학(10,652회), 코로나 (5,746회), 학생(5,130회), 온

라인(3,397회), 교육(3,251회), 교수(2,865회), 대면(2,664

회), 학습(1,740회), 등록금(1,705회)이다.

2021년의 분석 대상 데이터에서 378,823개의 명사가 추출

되었으며 가장 자주 언급된 상위 10개의 단어는 수업(8,252

회), 대학(8,079회), 학생(6,255회), 학기(5,859회), 교육

(4,055회), 지원(3,447회), 온라인(비대면) 대면 병행(2,307

회), 코로나(2,275), 교수(1,949회), 학습(1,575회)이었다. 가

장 많이 언급된 10개 단어의 빈출 현황은 표 2와 같다.

빈출 상위 10개 단어 중 기간별 언급 횟수를 비교해 본 결

과, ‘수업’, ‘대학’ 단어가 2020년과 2021년에 모두 가장 자

주 언급되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와 ‘온라인’ 자주 언급

된 반면 2021년에는 ‘학기(기간)’과 ‘지원’이 자주 언급되었

다. 2020년에는 ‘등록금’이란 단어도 자주 언급되었다. 빈도 

분석은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를 보여주는 데는 효과가 있

지만 빈출 단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한계를 나타낸다.

표 2. 연도별 상위 10 빈출 단어

Table 2. Number Top 10 Keywords by Year

Rank
2020 2021

Keyword Frequency Keyword Frequency

1 Class 15,178 Class 8,252

2 University 10,652 University 8,079

3 COVID-19 5,746 Student 6,255

4 Student 5,130 Term 5,859

5 Online 3,397 Education 4,055

6 Education 3,251 Support 3,447

7 Teaching 2,865
Online & 
In-Class

2,307

8 In-Class 2,664 COVID-19 2,275

9 Learning 1,740 Teaching 1,949

10 Tuition 1,705 Learning 1,575

4-2 토픽 분석

온라인(비대면) 교수학습지원에 관한 기사를 LDA(Latent 

Dirichelt Allocation) 기반 토픽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2020년의 토픽 모델링 결과를 살펴보면, Topic 1은 수업, 

대학, 코로나, 온라인과 같은 키워드가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상황에 의한 대학에서의 ‘수업 변화에 대한 혼란’을 신문기사

에서 다루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Topic 2는 교수(teaching), 학생, 학습, 교육, 수업의 질과 같

은 키워드가 언급되었다. 이는 변화된 교육환경에서의 만족스럽

지 못한 ‘낮은 교육의 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Topic 3은 등록금, 학생회, 반환, 진행, 요구, 소송, 문제와 

같은 단어들이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등록금 반환 등

의 ‘사회적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의 토픽 모델링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Topic 1은 대학, 대면, 학기(기간), 변화(전환), 학생과 같

이 ‘수업 변화’에 관련된 키워드가 나타났다. 학기(기간), 변

화와 같이 새로운 단어가 나타나 2020년과는 다른 관점으로 

교수학습지원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opic 2는 동영상, 지원, 온라인(비대면) 대면 병행, 방법, 

참여와 같은 수업 방법에 관한 키워드로 이루어졌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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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과 비교하면 보이지 않던 동영상, 지원, 병행, 참여와 

같은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수업 방법 및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Topic 3은 정부, 정책, 방역, 방침, 교육, 운영과 같은 키워

드가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따른 ‘교육 

방침 변화’에 대한 논의를 다룬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3. 토픽 분석 결과

Table 1. Result of Topic modelling

Year Topic Proportion Keyword

2020

1 0.245
Class, University, COVID-19, 

Online, Confusion

2 0.164
Teaching, Student, Learning, 

Education, Major, Quality

3 0.142
Student Council, Tuition, Return, 

Request, Process, Lawsuit, Problem

2021

1 0.191
University, Term, In-Class, Change, 

Student 

2 0.156
Video, Support, Class, Method, 
Participation, Online & In Class

3 0.112
Government, Policy, Prevention, 
Education, In-Class, Operation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비대면)수업 교수학습지원’과 관

련한 신문기사를 2020년과 2021년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교

수학습지원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신문기사 2,057건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온라인 교수학습

지원에 대한 논문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루어졌으나 이를 다

룬 국내 언론매체의 기사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코로

나로 인해 교육환경이 변화된 2020년에서 2021년간의 기사

의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교수학습지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출 단어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한 결

과, 온라인 교수학습지원과 관련된 기사는 2년간 매년 950개 

이상으로 많았으나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 1,103개에

서 2021년에는 964개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는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전환된 온라인수업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2020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연도별 상위 10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2020년에 상

위 키워드였던 ‘코로나’와 ‘온라인’이 2021년에는 순위가 낮

아졌다. 그리고 2020년 상위 10번째였던 ‘등록금’은 사라지

고 2021년에는 ‘지원’과 ‘온라인 대면 병행’이라는 새로운 단

어가 언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20년의 준비 없이 

진행된 온라인수업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정도로 수업의 

질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교수학습지원은 부족했지만 2021년

은 교수학습지원이 확대되었고 이와 함께 방역 정책에 따라 

변화되는 수업에도 적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LDA 기반의 토픽 분석을 한 결과, 2020년은 ‘수업 

변화에 대한 혼란’, 만족스럽지 않은 ‘수업의 질’, 그리고 등록

금 반환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3개의 토픽의 추출되었다. 이 

중 ‘수업 변화에 대한 혼란’과 관련된 토픽이 가장 높은 비중

을 나타냈고 이는 빈도 분석과 같은 결과이며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변화된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부적응과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다. 2021년은 ‘수업 변화’, ‘수업 방법 및 지원’, 

‘교육 방침변화’로 3개 토픽이 추출되었다. 이는 온라인 수업 

방법이 고도화되었고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이 병행되며 

교수학습지원도 확대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방역 정책의 변화와 함께 수업도 변화되어 대면 수업으로 전

환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의 토픽과 

2021년의 토픽을 비교하면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이 처음 시

작된 2020년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으나 

2021년이 되면서 새로운 교수학습방식을 습득하며 교육환경

의 변화에 적응하며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학에서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교수학습지

원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비대면) 교수학습지원에 대한 기사를 수

집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변화된 교육환경에서의 교수학

습의 방법이 변화되고 교수학습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이지만, 여전히 한

계가 있다. 선행연구는 학술논문을 분석한 연구이므로 교수학

습지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만 본 연구는 신문기

사를 분석 대상 데이터로 사용하여 교수학습지원에 대한 정

의가 광의적이다. 따라서 추출된 단어와 토픽이 제한적이어서 

분석에 대한 해석이 부족할 수 있다. 이에 교수학습지원에 대

한 언론매체의 신문기사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후

속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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