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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설

고려 학교는 학부 교과목으로 ‘민법’(학수번호: JURA242)1)을 개설․

운 하고 있다. 이 교과목은 ‘헌법’(학수번호: JURA241), ‘형법’(학수번호: 

JURA244)과 더불어 “공공거버 스와 리더십 융합 공”2)의 필수과목으로 

* 고려 학교 법학 문 학원 교수.

1) 이 에서 ‘민법’은 교과목을 가리킨다.

2) 의과 학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려 학교 학생은 졸업을 해서 제1 공과 

아울러 심화 공(해당 공 분야의 심화된 내용의 교육과정) 는 제2 공(소속 학과 

외의 학과가 개설한 공과정)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고려 학교 학칙｣ 제35조 

제3항). 제2 공으로는 이 공(제1 공에 이어 다른 학과가 개설한 기본 공과정을 

이수하는 것), 융합 공(2개 이상의 학과가 연합하여 개설한 융복합과정을 이수하는 것), 

학생설계 공(학생이 설계하고 총장이 승인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있다(｢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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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되어 비교  많은 수의 다양한 공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3)  이 교

과목은 「민법」4) (특히 제1편(총칙)․제2편(물권)․제3편(채권))을 한 학기

에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3학 (3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민법’ 교과목은 짧은 시간 안에 민법 반을 개 함으로써 세부사항을 

공부할 수 있는 기 를 다지기 한 교과목이다. 그런데 매우 다양한 개념

이 얽히고설켜 내용이 복잡하고 분량도 방 한 민법 공부에서는 짧은 시간

에 이루어진 개론  학습이 소기의 목 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경

험한다. 개론  학습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민법의 이론체계에 맞추어 순

차 으로 세부주제를 다루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 일 수 있다. 법학 문

학원 체제가 도입되기  법과 학 체제에서 민법 의 규정체계에 맞춰 순

차 으로 민법총칙, 물권, 채권총론, 채권각론의 이름으로 세부학습을 했던 

것도 이런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학 문 학원을 운 하

는 학교에서는 학부 수 에서 민법을 과거와 같이 여러 교과목으로 구분하

여 체계 으로 교육하는 것이 지되어 있다.5) 그런데 한 학기 내에 3학

의 시간으로 학생들에게 민법을 개 해 주어야 할 필요성도 크다. 법의 기

본에 해당하는 민법에 한 이해는 법률 문가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개론 강의를 선행하고 그 토  에서 세부 강의를 통해 심화학습을 진

행하는 이상 인 모습이 민법 분야에서 실 되기 어려운 원인은 민법이론

의 방 성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는 형법과 달리 민법의 경우에는 개론

에서 다루어야 할 분량이 많다는 것이다. 교수의 일방  강의와 학생의 수

동  행태로는 시간  한계를 극복할 수 없으며, 결국 해결책은 학생의 

력행 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문제는 어떻게 학생의 력을 이끌

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소규모 강의와 달리 가령 100명 이상의 

학교 학칙｣ 제35조 제3항).

3) 이 교과목은 2012학년도 개설 이래 2012년 168명, 2013년 220명, 2014년 227명, 307명이 

수강하여 수강생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 이 에서 ｢민법｣은 민법 을 가리킨다.

5) ｢법학 문 학원 설치․운 에 한 법률｣은 “법학 문 학원을 두는 학은 법학에 

한 학사학 과정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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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강의에서는 그 방식이 마땅치 않다.

필자는 2015학년도 제2학기 고려 학교에서 ‘민법’ 교과목을 MOOC

로 운 했다.6)  이른바 오 라인 학에서 정규 교과목을 MOOC로 개설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이 에서는 규모 강의에 있어서 학생들의 력

을 통해 단  시간 동안 효율 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실행한 경험을 소개하고 그 효용을 진단

하고자 한다.

Ⅱ. 원격교육과 MOOC의 의미

1. 원격교육의 의미

(1) 원격교육의 역사와 개념

‘Distance Education’(원격교육)이란 용어는 1970년 미국의 스컨신 

학을 방문한 스 스 교육학자 홈버그(Börje Holmberg)가 사용했던 독일어 

‘Fernstudium’을 마이클 무어(Michael G. Moore)가 어로 번역한 데서 비

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7)  미권에서 ‘Distance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정착된 것은 1980년 로 추정되며, 그 에는 ‘통신교육’(Correspondence 

Education), ‘개방교육’(Open Education)’ 등의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고, 그 

외에 ’가정학습‘(Home Study), ‘독립학습’(Indepenent Study), ‘외부학습’(External 

Studies), ‘텔 마틱 교육’(Telematic Education) 등의 용어도 사용되었다.8) 

6) ‘민법’ 교과목은 2013학년도부터 2분반으로 운 되었는데 2015학년도에는 MOOC ‘민

법’을 추가하여 모두 3분반으로 운 했다. 2015학년도 ‘민법’ 체 수강생 307명  

219명(71.3%)이 MOOC ‘민법’을 수강했다.

7) 신나민, 원격교육입문, 서 사, 2007, 52면. 우리나라에서 ‘Distance Education’의 번역

어로서 ‘원격교육’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84년 11월 한국방송통신 학 방송

통신교육연구소(  한국방송통신 학교 원격교육연구소)가 “원격교육매체의 활용: 그 

망과 효율성”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2회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미학자들의 원

고를 번역하여 게재한 보고서 다(신나민, 앞의 책, 20면).

8) 신나민, 앞의 책,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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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미국과 캐나다의 학확장 로그램(University Extension Program)9)

에 여한 교육자들을 심으로 설립되어 통신교육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학회 던 국제통신교육 의회(International Council for correspondence 

Education: ICCE)가 1982년 밴쿠버 회의에서 그 명칭을 국제원격교육 의회

(International Council for Distance Education: ICDE)로 변경함으로써 원격교

육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공간 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교

육을 가장 포 으로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10)

1980년 키건(Desmond Keegan)이 호주의 학술지『Distance Education』

에 ‘원격교육’의 정의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원격교육의 개념에 해 심이 

고조된 이래 여러 학자들이『American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에 

원격교육의 정의에 한 논문들을 발표하면서 1990년 까지 논쟁이 이어졌

다.11) 키건은 1971년에 제정된 랑스 평생교육법과 홈버그, 무어, 피터스

(Otto Peters)가 말한 정의들을 참고하여 원격교육의 주요 요소를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했다.

① 교수자와 학습자의 분리: 이는 면 면 교육과 명확하게 비되는 것

으로 원격교육을 정의하는 핵심요소이다.

② 기 에 의해 조직된 형태의 교육에 참여: 이는 개인학습과 비되는 

것으로, 홈버그에 의해 강조되는 요소이다. 원격교육은 독학과 달리 공공기

이나 사설기 에서 조직 으로 비하여 교재를 제공하는 교육형태라는 

것이다.

③ 기술매체의 이용: 면 면 교육에서도 교과서 등의 매체가 이용되기

는 하나 기본 으로 교수자에 의해 교육내용이 달되는 반면, 원격교육에

서는 매체를 통하여 교육내용이 달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④ 방향 커뮤니 이션의 제공: 무어에 의해 강조되는 요소로서, 인쇄

매체나 방송 등이 제공할 수 없는 상호작용의 기회를 우편제도나 화, 팩

9) 캠퍼스에 출석하는 정규 학생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학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로그램을 말함.

10) 신나민, 앞의 책, 52면.

11) 정연희, 원격교육 논의의 ‘교육’ 개념에 한 비  검토,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2013, 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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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⑤ 개별학습: 원격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집단으로 학습하지 않고 개별

으로 학습한다는 것이다. 1996년 키건은 이 요소를 ‘간헐  모임의 가능

성’으로 수정한다. 원격교육에서도 학습자들이 면 면 혹은 자  매체를 

통하여 가끔 모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⑥ 가장 산업화된 형태의 교육: 이는 독일 원격교육 학인 페른 학교

의  총장을 역임한 피터스에 의해 강조되는 요소이다. 산업화란 상품이 

사 에 기획되고, 분화된 노동에 종사하는 문가들의 업으로 생산되며, 

량복제가 가능하고, 에 의해 소비되며, 그 질이 앙 생산본부에 의해 

체계 으로 리되는 체계인데, 원격교육은 이러한 생산양식을 따른다는 것

이다.12) 컨  교육방송 로그램 제작에는 강사 외에도 시각자료를 비

하는 디자이 , 촬 ·편집·방송 기술자 등의 업이 필요하다.13)

거리(Distance)란 우선 교육자 혹은 학습자와 교육기  사이의 공간  

거리를 지칭하는 한편, 성별·연령·학력, 신체장애, 시간부족, 경제  이유처

럼 개인의 교육기회를 가로막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물이 모두 교육기회로

부터의 거리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거리의 완화 혹은 제거는 원격교육의 

존재 이유이자 철학  바탕이 된다.14)  그리고 이처럼 원격에 여러 가지 의미

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원격교육이 무엇인지 규정하기 어려워지는 측면

이 있다.15)

생각건 , 원격교육의 정의에 하여 논란이 생기는 근본 인 원인은 

원격교육에 활용되는 기술이 계속 발달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컨 , 원

12) 신나민, 앞의 책, 66면.

13) 원격교육이 가장 산업화된 형태의 교육이라는 은 다음의 비유에서도 드러난다. 교육

과 원격교육의 계는 흡사 ‘회화’와 ‘사진’ 혹은 ‘연극’과 ‘ 화’의 계와 같은데, 회화

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원본이 세상에 단 하나 존재하지만 사진은 무한정 복제할 

수 있으며, 연극이 일회성과 존성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데 비해 화는 시간의 지속

성과 공간의 확장성을 특징으로 한다(신나민, 앞의 책, 23면). 즉 통 인 교육이 

교실이라는 무 에서 일회 으로 이루어진다면, 원격교육은 교실 밖의 매체를 통해 

복제가 가능한 교육인 것이다.

14) 신나민, 앞의 책, 54면.

15) 정연희, 앞의 논문, 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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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교육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 으로 분리된다는 기의 개념은 오디

오·비디오·컴퓨터 장치에 의한 텔 컨퍼런스(tele-conference) 기술을 사용

할 경우 교수자와 학습자가 같은 시간에 수업에 참여한다는 에서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원격교육에 하여 모든 시 에 걸쳐 보편타

당하면서 동시에 엄 한 정의는 아마 도출할 수 없을 것이다. 재로서는 

원격교육을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지리 으로 떨어져 있지만 교수매체를 

사용하여 통 인 수업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이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

와 학습자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형태”16)  정도로 이해하

면 어떨까 생각한다.

(2) 원격교육의 분류

원격교육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본 인 기 은 원격교육에 사용된 매체

이다. 최 의 매체는 우편인데, 1833년 어느 스웨덴 신문의 고란에 “우편

을 통한 작문교육”이 게재된 이 있다고 한다.17)  1920년 이후에는 라디오

가, 1937년 이후에는 텔 비 이 원격교육에 이용되기 시작했고,18)  1970년

에 오디오 컨퍼런싱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로 비디오 컨퍼런싱 시스템을 

거쳐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이 등장하 다.19)

한국의 원격교육은 텔 컨퍼런싱 방식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주도의 

원격교육으로 바로 진입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이 원격교육의 

한 역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원격교육 분야 체로 간주되는 인식을 낳았

다.20)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에 해서는 웹기반교육, 온라인교육, 사이버교

육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개념상 큰 차이는 없고 차 ‘이러닝’

이란 용어로 통합되는 추세이다.21)

원격교육은 이를 제공하는 교육기 의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는

16) 조은순·염명숙·김 진, 원격교육론, 양서원, 2012, 14면.

17) Michale Simonson 외 3인 공 , 원격교육활용론, 시그마 스, 2008, 41면.

18) 조은순·염명숙·김 진, 앞의 책, 58면.

19) 신나민, 앞의 책, 94～96면.

20) 신나민, 앞의 책, 100면.

21) 조은순·염명숙·김 진, 앞의 책,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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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처음부터 원격교육만을 목 으로 설립된 기 에서 제공하는 경우(단일

모형)와 통 인 교육기 에서 원격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이 모형)가 있

다.22)

1840년 국에서 1페니 우편제도가 신설되면서 1843년에 우편을 통한 

속기교육을 제공하는 속기통신 회(Phonographic Correspondence Society: 

훗날 통신 학으로 발 )가 단일모형의 시 로 보이며, 1891년 펜실베니아

의 일간신문 Mining Herald의 편집자가 만든 업에 한 통신교육과정은 

1920년에 등록자가 200만 명에 육박했다.23) 단일모형에서 가장 요한 모델

은 1969년에 개교한 국 개방 학(Open University)이다. OU는 원격교육

만으로 학 과정을 제공하는 최 의 학이었으며, 일방향 매체(인쇄, 라디

오·텔 비  방송, 카세트 테이 )와 방향 매체(튜터링, 면 면 수업)를 

결합시킴으로써 원격교육에 복합매체  근을 최 로 도입하 고,24) 세계 

각국에서 이와 유사한 교육기 들이 설립되었다.25)

이 모형의 선구자는 시카고 학의  총장을 역임한 하퍼(William 

Rainey Harper)이다. 뉴욕 주는 미국과 잉 랜드에서 추진된 학 공개강좌 

운동의 일환으로 1883년에서 1891년까지 여름학기 과정과 통신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학 를 주는 로그램을 운 하 는데, 이를 이끈 사람이 당시 

일 학 교수 던 하퍼 다.26) 그는 시카고에 있는 뱁티스트 유니언 신학

학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통신학습을 통해 히 리어를 배운 이 있었는데, 

1881년 이를 토 로 10주 히 리어 집  코스를 직  개발하여 히 리어를 

공부하고 싶어도 시카고로 올 수 없는 목사들을 한 코스를 제공했던 경험

이 있었고, 시카고 학 총장이 된 후에는 학확장 부서를 학의 핵심조직

으로 운 하는 한편, 학생들이 수업의 50%까지를 통신학습(Correspondence 

study: 학생들은 우편을 통해 교재를 받고, 과제물을 교육기 으로 발송. 이 

과제물은 지정된 교수자나 튜터에 의해 검토된 후 피드백과 함께 다시 학생

22) 조은순·염명숙·김 진, 앞의 책, 37면.

23) Michale Simonson 외 3인 공 , 앞의 책, 41면.

24) 신나민, 앞의 책, 93면.

25) Michale Simonson 외 3인 공 , 앞의 책, 45면.

26) Michale Simonson 외 3인 공 , 앞의 책,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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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발송됨)을 통해 학 을 취득하더라도 졸업을 허용하는 격 인 정

책을 펼쳤다.27)

1951년 웨스턴 리  학교는 텔 비  방송을 통한 학 인정 과정

을 최 로 제공했고, 1960년 에 개발된 성기술은 텔 비 을 통한 교육

을 빠르게 확산시켰으며, 뉴욕 학교는 1957년부터 1982년까지 CBS를 통

해 Sunrise Semester라는 학과정을 방송한 바 있다.28)

이와 같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 모형의 양상도 달라지며, 다음에서 

설명하는 MOOC는 통 인 교육기 에서 제공하는 원격교육 형태 에서 

최신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2. MOOC의 의미와 기능

(1) MOOC의 개념과 역사

MOOC는 웹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공개 수업으로, 사용자간

의 상호 참여  교류가 가능한 거  규모의 교육을 의미하며, 원격교육이 사

용자 심으로 진화한 형태이다.29) 이 용어는 2008년 린스에드워드아일랜

드 주립 학교의 Dave Comier가 George Siemens와 Stephen Downes이 매

니토바 학교에 무료로 개설하여 2,200명 여명이 참여한 “연결주의와 연결

지식”(Connectivism and Connective Knowledge) 강의를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30) 뉴욕 타임스에 “The Year of the MOOC”라는 기사가 실린 

것은 2012년인데, 이는 스탠포드 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일어난 사건이 

계기 다.

2011년 가을, 스탠포드 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스룬(Sebastian Thrun)

이 자교 학생 200명이 수강하는 “인공지능입문”(Introduction Into AI) 강좌

27) 신나민, 앞의 책, 34쪽.

28) Michale Simonson 외 3인 공 , 앞의 책, 43면.

29) 미 ·장정아·최지 , “온라인 활용 교육 운  방안”, ｢2015년도 한기계학회 교육

부문 춘계학술 회 논문집｣, 89면.

30) 배예선·전우천, “온라인 공개 강좌 MOOC의 현황 분석 및 개선안 연구”, ｢한국정보통신
학회논문지｣ 제18권 제12호, 2014, 30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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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무료로 일반인들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190여 개국에서 16만 명의 수강생이 몰려들었고, 같은 학기에 같은 학과 응

(Andrew Ng) 교수의 공개강좌 “Stanford Engineering Everywhere”도 10

만 명이 수강하 는데, 2012년 2월 스룬은 유 시티(Udacity)라는 리교육

회사를 설립하여 강좌를 제공하 고, 응 한 같은 학과의 콜러(Daphne 

Koller) 교수와 공동으로 코세라(Coursera)라는 리교육회사를 설립한 뒤 

2012년 4월부터 강좌를 시작하 으며, 5월에는 MIT와 하버드 학이 에덱스

(edX)라는 비 리교육법인을 설립하여 서비스를 개시했다.31)

MOOC 에 공개교육자료(Open Courseware: OCW)32)가 있었는데 양

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MIT가 2002년부터 시작했던 OCW에서는 강의계

획표, 강의를 녹화한 비디오나 오디오 일, 강의노트, 퀴즈나 시험문제  

답안 등의 자료가 상시 으로 제공되었으나 학습 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MOOC는 학습 리를 수반한다는 에서 OCW와 근본 으로 구별되는

데,33)  MOOC의 개념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Massive: MOOC는 수강생 수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일반강의와 달

리 MOOC의 경우 일단 개설되면 수강인원의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은 거의 

무시할 만하기 때문에 수업료를 획기 으로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다. 이는 학에 기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래

하 다.34) 수강생의 규모에 제한이 없는 까닭에 교수와 수강자간 소통이 사

실상 불가능한 경우 안으로 학습자간 평가(Peer Assessment)와 다  토

론(Many-to-many Conversation)이 채택된다.35)

② Open: 통  학 교육은 엄격한 자격 심사를 거쳐 입학 허가를 받

은 뒤 등록 을 낸 제한된 인원만이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MOOC는 간단

31) 최진숙, “온라인 교육문화혁명 MOOC”, ｢글로벌문화콘텐츠｣ 제14호, 2014, 181면.
32) 2002년 UNESCO는 이러한 공개교육자료를 OER(Open Educational Resource)이라고 

이름지었고, 이것이 오늘날 MOOC의 탄생 배경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배예선·전우천, 
앞의 논문, 3007면.

33) 최진숙, 앞의 논문, 188면.
34) 최진숙, 앞의 논문, 185면.
35) 조순정, “국내 대학생의 온라인 공개강좌(MOOC) 수용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

구｣ 제15권 제9호, 2015, 6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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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입 차를 요구할 뿐 학습자의 학력·연령 등 어떠한 제한 없이 구에

게나 수강이 허용된다. 코세라에서는 MOOC가 재 5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데 앞으로 MOOC 강좌를 수강생 자신의 모국어로 들을 수 있게 되면 

이제까지 언어 장벽이 막아주었던 학생 유치 경쟁이 향후 국경을 넘어 이루

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36)

③ Online: MOOC는 면 면이 아니라 웹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

며, 강의를 온라인에 최 화된 상태로 재구성하여 제공한다.37)  MOOC 상

에서는 교수의 강의 속도  내용에 맞추어 정리된 필기를 제시하거나 교수

의 서를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식으로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교수자가 실시간으로 학생의 수업 몰입도나 이해도를 악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극복하기 한 방안의 하나로 강의 상을 세분화된 단 로 쪼개어 하

나의 단 를 시청했을 때마다 연습문제를 풀게 하고, 이에 한 피드백도 

제공한다.38)

④ Course: MOOC는 주차별로 설계된 강좌이다. 통 인 강의처럼 특

정한 시기에만 제공되며,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면 강의를 담당한 교수 명의

의 수료증(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다는 에서 다른 공개교육과 차별화

된다.39)

(2) MOOC와 고등교육의 계

MOOC와 고등교육의 계에  해서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36) 최진숙, 앞의 논문, 187면.
37) 김선영, “대학 교육의 ICT 활용 동향: 온라인 대중공개강좌(MOOCs)”, ｢한국통신학회 

2013년 하계종합학술발표회 논문집｣, 812면.
38) 이때 학생이 정답을 제출하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오답을 제출하면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완  학습을 지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MOOC에

서는 수강생이 자신의 학습 속도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연습문제의 풀이방법

을 수강생끼리 상의하는 것도 통상 허용된다. 연습문제도 학습을 한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의 일부는 코세라의 유료과정(signature track)에

서 보듯이 그 목 이 MOOC 수강생의 학습 성취도에 한 객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진숙, 앞의 논문, 183면 
참조.

39) Sarah Porter, To MOOC or Not to MOOC, Chandos Publishing, 2015,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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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티의 창업자 스룬은 “50년 내에 세계에 학은 10개 정도만 남

을 것”이라고 망하 는데, 이는 MOOC를 학교육에 한 체재로 보는 

견해이다.40) 어떤 블로거는 코세라에 개설된 강좌만으로 컴퓨터 공학의 4년

제 커리큘럼을 구성한 바 있다.41)  2013년 MIT 슬론 경 학원의 쿠사마노 

M.A.(Cusumano, M.A.) 교수는 MOOC가 학의 재정  기 를 붕괴시켜 

학의 수를 이는 결과를 래한다면 학문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사회

으로 지 자본이 축소되는 등 사회  비용이 결코 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하 다.42)

반 로 코세라를 창업한 응은 “MOOC는 학교육에 한 보완재일 뿐”

이라고 표명한 바 있고,43) 특히 MOOC가 Flipped Class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Flipped Class란 강의실에서 교수자가 

강의를 진행하고 수업 종료 후에 과제수행을 통해 수업내용을 복습하게 했

던 기존의 통 인 강의실 수업모델을 거꾸로 뒤집은 형태로, 강의 시작 

에 교수자가 제공한 사 학습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학습자가 미리 학습

하고 강의실에서는 교수자와 함께 능동 인 활동을 통해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수업형태이다.44)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자신

의 수 에 맞추어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과제를 수행하므로, 통 인 형태

의 수업에서 쉽게 경험하게 되는 뒤처짐을 느끼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수업시간에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고, 수업시간은 학생들로 하여  도

인 개념에 근하거나 더 고차원 인 문제 해결을 한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45)  Flipped Class에서 학습자는 교수자가 미리 제시하는 학습활동

을 스스로 학습을 해야 하고 학습  의문 을 다시 교실에서 찾아야 하고, 

교수자는 미리 제시되는 학습활동을 마친 다양한 수 의 학생을 보충·심화

40) 최진숙, 앞의 논문, 188면.
41) 김선 , 앞의 논문, 813면.

42) 최진숙, 앞의 논문, 190면.
43) 최진숙, 앞의 논문, 191면.
44) 미 ·장정아·최지 , 앞의 논문, 89면.

45) 구본혁·허서정·이희숙·김창석, “MOOC를 활용한 플립러닝의 효과성 분석 및 수업 방안”, 
｢한국지능시스템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제24권 제2호, 2014,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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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문화된 수업역량이 필요할 것이다.46)

MOOC는 통 인 학에 직 인 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

다. 독일 MOOC 기 인 openHPI의 설립자 Hasso Plattner 교수는 MOOC

는 기존의 통 인 학을 체하기보다는 캠퍼스의 물리 인 한계 때문

에 가질 수 없었던 새롭고 넓은 시장을 창조할 기회라고 본다.47)  MOOC가 

학 교육의 수요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는 것이다.48) 실제로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간호 학의 사례는 

MOOC를 잘 활용하면 신입생충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다.49)

Ⅲ. MOOC 련 고려 학교 학교규칙

1. 학교규칙의 체계

｢고려 학교 학칙｣ 제23조 제1항은 “수업방법으로는 통상 인 출석수

업 외에 학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닝(e-Learning) 등 정보통신매체

를 활용한 수업도 가능하다”라고 규정하여 MOOC 방식에 의한 수업의 가

능성을 열었다. 「고려 학교 학칙」은 학· 학원의 조직·운  등의 강

을 정하고 세부사항은 하 의 학교규칙(효력단계의 순으로 규정, 시행세칙, 

내규, 지침 등)으로 따로 정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려 학교 학칙」 

46) 최미나·노혜란, “MOOCs에 기반한 대학이러닝의 융복합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디
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7호, 2015,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1면.

47) 배예선·전우천, 앞의 논문, 3009면.
48) 김선 , 앞의 논문, 813면.

49) 최진숙, 앞의 논문, 186면은 이 사례를 설명한다. 이 대학은 2008년까지는 오프라인과
정만 운영했으나 Academic Partners라는 회사의 도움을 받아 MOOC2Degree라는 강
좌를 만든다. 이 제도는 간호대학 입학희망자가 우선 무료로 강의를 수강한 후 학점을 
취득하면 입학자격이 주어지고 등록금을 납부하면 학점취득이 인정되는 제도이다. 
2008년 시작 당시의 온라인과정생은 127명이었으나 현재는 5,000명으로 재학생 수가 
증가했다. 이 학교의 온라인 수강생들은 대부분의 직장인이므로 15주였던 학기를 5주 
단위로 분할하고 1년에 8회의 입학기회를 부여하였고, 5주 단위로 휴학을 허용하여 학
생의 편의를 극대화하였다. 이런 방식을 통해 90% 이상의 졸업률과 95% 수준의 면허시
험합격률을 달성하는 등 교육의 질 관리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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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3항). 이는 2014년 「고려 학교 학칙」 부개정의 결과로서, 종  

학칙의 내용  지나치게 세부 인 사항은 규정․시행세칙 등 하부 학교규

칙으로 내려 정비하여 학칙을 체계화․단순화한 것이다.50) 

「고려 학교 학칙」의 임에 따라 규정 차원에서「온라인활용 교육 

운  규정」(2015. 1. 1. 제정․시행)이 마련되었고, MOOC에 해서는「온

라인활용 교육 운  규정」의 임에 따라 「MOOC 운  시행세칙」(2015. 

1. 1. 제정․시행)이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51)

2. ｢온라인활용 교육 운  규정｣

「온라인활용 교육 운  규정」은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이하 ‘온라인

활용 교육’)의 운 에 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다(제1조). ‘온라인활용 교

육’이란 수업과정의 일부 는 부가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지

는 교육방식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일부에서는 온라인활용 교육의 효용으

로 비용 감을 들기도 하나, 이것은 부수 인 효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온라인활용 교육을 단순히 경제성의 측면에서만 근하여 운

한다면 이는 교육수요자의 기 에 어 나게 될 가능성이 많아 지속성을 유

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온라인활용 교육 운  규정」은 온라인활용 

교육의 목표를 교육 수 의 향상  교육의 공공성 제고로 규정한다(제3조).52)  

온라인활용 교육 로그램을 고려 학교의 사회  책무 수행 차원에서 외부

에 공개할 수 있다53)(제11조 제1항)는 것도 고등교육의 공공성에 근거한 것

50) 종 의 학칙은 1957년 ｢고려 학교 학칙｣의 체계를 답습하 는데, 2014년 학칙 부개정

의 배경에 하여 자세한 것은, 고려 학교 제18  총장 김병철 학경 보고서, 고려

학교, 2015, 95～96면 참조. 한편, 고려 학교의 신인 보성 문학교의 학칙 등 ｢고려

학교 학칙｣의 주요 역사에 해서는 명순구･고형진･류경선, 1955년 고려 학교, 법과 

시와 음악, 고려 학교 법학연구원, 2015, 37～60면 참조.

51) Flipped Class에 해서는｢Flipped Class 운  시행세칙｣(2015. 1. 1. 제정․시행)이 

정하고 있다.

52) 고려 학교의 LMS인 Blackboard는 ‘Open Education’이라는 MOOC 랫폼을 제공

하고 있다. 고려 학교 ‘민법’ 교과목은 ‘Open Education’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공개되

어 있다.

53) 다만, 온라인활용 교육 로그램을 외부에 공개한 경우에 사회 으로 통용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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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활용 교육이 교수의 편의  시각에서 남용․오용될 가능성을 제

어하기 한 안 장치로서 온라인활용 교육 운 원회를 설치하여 온라인

활용 교육의 운 에 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제4조 제1항), 총장의 승

인에 의하여 온라인활용 교육 교과목으로 인정된다(제6조 제1항).

오 라인 학에서 온라인활용 교육은 보충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

다. 그리고 온라인활용이 아직 기 단계라는 에서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는 보수 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오 라인 학의 학사운  체계, 교원과 

학생의 태도는 체로 온라인활용 교육 형태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

런 을 고려하여 온라인활용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의 수업방식에 

해서는 합리 인 수 에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제9조 제1항). 그

리고 온라인활용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 에 

해서는 학기별로 는 총 취득학 에 제한을 둘 수 있다(제9조 제2항).

3.「MOOC 운  시행세칙」

「MOOC 운  시행세칙」은 MOOC의 운 에 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MOOC의 운 을 원하는 교수는 학교육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로그램을 이수하고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제3조). 이는 MOOC 운

에 있어서 최소한의 표 을 공유함으로써 MOOC의 품질을 유지하기 한 

조치로 볼 수 있다. MOOC의 형태에 해서는 ① 서녹화형, ② 태블릿 

PC 녹화형, ③ 다큐멘터리형, ④ 그밖에 MOOC 교육방식에 합한 형태로 

정하여(제5조), 강의의 특성에 따라 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MOOC의 구성요소와 기본단 를 본다. ① 강의동 상, ② 스크립트 콘

텐츠, ③ 평가 콘텐츠(퀴즈, 과제 등), ④ 시험 콘텐츠의 네 가지를 모두 갖

추면 MOOC의 기본단 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제5조 제1항). 이 기본

에 부합하는 수 에서 외부인에게 일정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제11조 

제2항), 이는 해당 온라인활용 교육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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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개를 ‘1세트’라고 하며(제7조 제1항), MOOC 1세트는 1학 에 해당

한다(제7조 제2항). 기본단 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스크립트 콘텐츠

와 평가 콘텐츠는 각 강의동 상마다 수반되어야 한다(제5조 제2항). 시험 

콘텐츠는 MOOC 교과목당 2회 이상 는 1세트 당 1회 이상이어야 한다(제

5조 제3항). 그리고 1세트를 구성하는 20개의 각 개별 강의동 상의 러닝타

임은 20분 이상이어야 하며, 침묵 는 학습목표와 무 한 내용은 러닝타임

에 포함되지 않는다(제6조)54). 여기에서 MOOC의 경우 1학 을 한 시간

이 무 짧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통 인 출석수업의 경우 1

학 을 한 강의시간은 700분(50분x14주55)) 이상인데 반해, MOOC의 경우

에는 강의동 상의 길이가 400분(20분x20회) 이상이어서 둘 사이에 300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게 볼 것은 아니라는 에 유의해야 한

다. 강의동 상의 내용이 학습목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되고 동

상 촬  에는 학생들과의 상호교감에 소요되는 시간이 없으므로 20분의 

강의동 상은 일반 인 출석수업 50분 분량에 비해 결코 짧지 않다.

「MOOC 운  시행세칙」은 본교 교원이 MOOC로 강의를 개설하고 

이를 정규학 으로 인정하는 구체 인 차를 두고 있다. 총장은 해당 교원

의 소속 학과 교수회의의 추천과 학교본부의 련 원회의 심의를 거쳐 

MOOC 교과목에 정규학 을 인정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MOOC를 본교

의 학 으로 인정하기 한 조건은 ① 학사일정에 따른 수강신청, ② 해당 

학기 MOOC 수강, ③ 학사일정에 따른 시험이다(제11조 제2항). 시험은 반

드시 오 라인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MOOC가 손쉽게 학 을 취득하기 

54) 이것은「MOOC 운  시행세칙」 제6조가「Flipped Class 운  시행세칙」제5조 제2

항을 용한 결과이다.「MOOC 운  시행세칙」과 마찬가지로「Flipped Class 운  

시행세칙」도「온라인활용 교육 운  규정」의 임에 의한 것이다. 이 시행세칙에 

따르면, ‘Flipped Class’란 수업자료를 수업 에 학습 리시스템에 올려두어(온라인 

수업자료) 수강생들이 스스로 수업내용을 먼  학습을 하도록 하고(온라인수업), 그 

후에 진행되는 출석수업에서는 토론과 연습 등에 을 둠으로써 학습효과를 극 화

하는 교육방식이다(시행세칙 제2조).

55)「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고려 학교는 학기당 수업일수를 16주로 하고 있으므로 간고

사와 기말고사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강의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14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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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구로 오용될 수 있는 험을 차단했다. 한편, MOOC에 하여 극

인 입장은 유지하되 이것이 시행 기 단계라는 을 감안하여 보수 인 시

각을 견지했다. 학생이 MOOC를 수강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 은 학기당 3

학 을 한도로 한다든가(제11조 제3항) 교원은 학기당 3학  이내에서 학

이 인정되는 MOOC를 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이다(제11조 제4항).

Ⅳ. MOOC ‘민법’ 교과목의 설계와 운

1. MOOC를 한 교재

(1) 교재의 필요성과 기본 시각

통 인 출석수업을 기 으로 할 때 민법을 개 하기 하여 3학 (시

간 수: 주당 150분)을 배정하고 순수 강의만으로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달하

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강의 동 상에서는 와 핵심사항을 다루고 그

밖에 세부사항은 담당교수의 지도 아래 수강생의 자율 인 학습활동에 맡

기는 방법이 효율 이다. 학생들의 자율 인 학습활동이 민법의 개 이라는 

목 에 부합하기 해서는 학습내용의 경 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마련된 

교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맞춰『민법학입문』56)을 출간했다.

교재는 심화된 민법 공서를 공부하기 에 큰 시각으로 민법을 조망

하기 한 것이다. 법을 처음 공부하는 심자 혹은 법을 이미 공부한 경험

은 있으나 체계 인 이해의 수 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상으로 민법의 

원리를 알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원리를 이해하지 않은 채 진하는 것은 

무망하기 때문이다. 설명 방법으로는 추상  설명보다는 가  구체  사

례를 들어 보 다. 미법(Common Law System)과 비교할 때 륙법(Civil 

Law System)은 개념의 추상화로 인해 심자들이 근하기에 장벽이 높은 

특성이 있다는 을 고려한 것이다.

56) 명순구, 민법학입문, 박 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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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재의 구성과 체계

교재의 술방향을 보다 구체 으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재의 분량은 500면을 넘지 않도록 제했다.

둘째, 민법  재산법 편(제1～3편)을 다루었다. 그것이『민법학원론』의 

목 을 달성하기에 보다 하다는 단에 따른 것이다.

셋째, 추상성을 지양하고 가능하면 쉬운 언어로 구체 인 를 들어가

며 설명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왜?”라고 느낄만한 목에서는 그 이유를 

달았다.

넷째, 학설 소개는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요한 분야에 해서는 

자의 학문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것은 자의 입장을 강조 내지 강

요하기 한 것이 아니라 일 된 논리체계를 해 필요하다고 단했기 때

문이다.

다섯째,  범 에 동일한 무게를 두지 않았다. 민법의 가 되는 부

분을 심으로 논의의 강약을 조정했다. 교재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약간만 

언 했다고 하여 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입문서에 담기보다는 

본격 인 공서 에서 통째로 다루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단되는 주

제는 설명에서 제외했다. 어설 게 맛만 보는 것보다는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이 명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설명의 순서는 체로「민법」의 체계를 유지하 지만 요한 부분에

서는 민법의 원리를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의 순서를 조정

했다.57) 「민법」의 규정 체계를 무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심자인 학생

들에게 혼란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설명의 순서는 민법 의 

체계 유지와 학습의 효율성이라는 두 시각을 충하고자 했다. 학습의 효율

을 하여 「민법」의 규정 순서를 따르지 않은 경우라도 지나치게 세부

57)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지 으로는 양창수, “민법학교육의 문제 과 개선방향”, 『민사법

학』 제17호(1999), 237면; 김동훈, “민법학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법학연구』 

제12호, 연세 학교 법학연구소, 2002, 45면 이하; 명순구, “사법학의 교육내용  방법

(민법)”, 『법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제5회 한국법률가 회논문집),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2006, 255면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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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려내어 다른 곳으로 이 하기보다는 가  민법 의 규정 체계를 

존 하여 덩어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시각에 따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몇 가지 밝 본다.

첫째, 민법총칙 다음에 물권에 앞서 채권을 배치했다. 독일민법(BGB)

으로부터 출발하는 덱텐 체계는 ‘법률행 ’(Rechtsgeschäft)라는 개념을 

핵심축으로 하여 법이론과 법체계를 구성한다. 법률행 를 의무부담행 와 

처분행 로 구분할 때 채권은 자, 물권은 후자에 한 규범이어서 자를 

이해한 후에 후자를 이해하는 것이 논리상 자연스럽다. 독일민법은 이 순서

로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의 에 따라 총칙(제1

편) 다음에 물권(제2편), 채권(제3편)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이는 학습의 차

원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배치이다.58)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법학 문

학원이 발족하기  법과 학 체제에서도 물권에 앞서 채권을 교육하던 

학교가 많았었다. 법학 문 학원 체제에서는 부분의 학교가 채권을 먼  

교육하는 입장이다.

둘째, 교재의 앞부분인 제1편(민법총칙) 제1장(총설)59)  바로 다음인 제

2장에 바로 법률행 를 배치하 다. 이는 민법 의 규정 순서와 크게 다르

다. 「민법」은 제1조(법원)와 제2조(신의성실) 바로 다음에 자연인의 권리

능력과 행 능력(제3～17조), 주소(제18～21조), 부재와 실종(제22～30조), 

법인(제31～97조), 물건(제98～102조)을 규정한 후에 비로소 법률행 (제10

3～154조)를 규정한다. 이 「민법」의 규정 순서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 이다. 왜냐하면 행 능력제도는 법률행  역에서 작동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법」 제103조 의 규정(제3～102조) 사항들을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법률행  개념에 한 이해가 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교재의 제2편(채권)은 체로 민법 의 규정 순서를 유지했다. 다

만, 채권총칙의 서론에 해당하는 설명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채권의 효력’이

58) 채권을 공부하지 않은 채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을 먼  공부하는 것은 학습의 

비효율성을 극명하게 보여 다.

59) 여기에서 다루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서설; ② 민법의 규율 상(권리 계); ③ 민법의 

기본원리; ④ 권리의 변동. 이는 종래의 일반 인 교과서의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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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을 앞부분에 배치하여 여기에서 채무불이행의 의미, 채무불이행에 

한 제재(강제이행, 손해배상, 채권자지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책임재

산의 보 )를 다루었다. 교재는 ‘채권의 효력’ 다음에 채권의 목 (특정물채

권, 종류채권 등), 채권의 소멸(변제, 상계 등), 채권․채무의 이 (채권양도, 

채무인수 등), 다수당사자의 채권 계(연 채무, 보증채무 등)를 배치했다. 

이 순서도 민법 의 규정 순서와 차이가 있는데 이 한 가  설명의 

복을 피하면서 학습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다.

2. MOOC ‘민법’의 구성과 운

(1) 강의 동 상의 비

강의 동 상은 MOOC ‘민법’의 핵심요소이지만, 촬 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단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2015학년도 2학기 개강일이 8월 31

일(월요일)이므로 그 에 촬 을 마칠 계획으로 일정을 진행했다. 6월 9일

(화요일)의 첫 촬 을 시작으로 주당 2회씩 비교  빡빡한 일정으로 촬 을 

진행했다. 촬 은 고려사이버 학교의 조로 그곳의 스튜디오에서 진행되

었는데,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여 그것을 기 로 녹화가 진행되었다.60)  더운 

날씨를 무릅쓰고 녹화를 진행했으나 모든 동 상이 완성된 것은 8월 24일

(월요일)로 2015학년도 제2학기 개강일 1주일 이었다.61)

고려 학교의 학사일정( 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을 제외한 실제수업 일

수는 14주)에 맞추어 모두 14개의 동 상을 제작했다.62) 편별로는 제1편(민법

총칙) 4개, 제2편(채권) 5개, 제3편(물권) 5개이다. 14개 동 상의 러닝타임은 

최장 124분부터 최단 80분까지로 각 동 상의 러닝타임은 평균 약 90분이다.

60) 강의 동 상 녹화를 하여 행정 인 배려를 베풀어 주신 고려사이버 학교 김 순 

총장님,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신 이혜승 선생님, 촬 을 진행하신 황민승 선생님의 

력을 기억하고자 한다.

61) 1차 인 강의 동 상은 7월 말 경에 완성되었지만, 그 동 상을 모니터링하면서 오류

를 바로잡고 시간을 조정하는 개정 작업에 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62) 오리엔테이션 동 상을 합하면 모두 15개이나 이것은 7분 정도의 짧은 것이어서 개수

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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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OC를 한 Blackboard의 기능

MOOC의 경우 온라인으로 교수학습의 모든 행 가 이루어지므로 가르

치고 배우는 일련의 모든 행 와 그 부산물을 담을 수 있는 학습 리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을 제공해야 한다.63) MOOC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활동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강의 상을 매개로 일어나는 

강의 활동이고, 둘째는 토론방·퀴즈·시험을 수단으로 하는 학습 활동이며, 

셋째는 특정한 보호 장치가 없을 경우 부정행 가 공공연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여겨지는 평가 활동이다.64) 교수자는 LMS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 수강신청 시 부터 인증서 발 까지 학

생들의 출결과 진도  성  등 학사 반에 걸친 모든 정보를 추 · 악하

고 리할 수 있다.65) 학습자가 강의 시청  특정 내용에서 멈추거나 되감

기를 할 때, 퀴즈에 응답할 때, 과제를 수정할 때, 게시 에 의견을 개진할 

때 등 수업 진행과 련된 학습자의 모든 활동이 장되므로 이를 분석하여 

교수법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66)

과거의 LMS가 면 면 교육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면 의 

LMS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방향 소통  업 기능까지 포함하는 역

동 인 커뮤니 이션 공간으로 발 하고 있다. 통 인 원격교육과 

MOOC의 차이 을 교수자․학습자 간 혹은 학습자 상호간의 소통  업

이라고 볼 때 LMS의 발 상은 MOOC 활성화의 토 가 되고 있다. 2014년 

고려 학교는 LMS로서 Blackboard를 채택했으며, Blackboard는 MOOC의 

운 에 유리한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2015학년도에 Blackboard를 

토 로 MOOC ‘민법’을 운 하면서 경험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67)

63) 미 ·장정아·최지 , 앞의 논문, 93면.

64) 최미나·노혜란, 앞의 논문, 11면.

65) 최진숙, 앞의 논문, 184면.
66) 임걸·김미화, “SWOT 분석에 기반한 한국형 MOOCs 설계요소 연구”, ｢디지털융복합연

구｣ 제12권 제6호, 2014, 617면.
67) 미 ․장정아․김규태, 앞의 논문, 41~42면은 Blackboard의 주요 특장으로서 교육 

 연구 커뮤니티 형성, 단  온라인 교육 진행, 단과 별 인증 로그램  학평가 

지원, 다양한 교수학습방법(Flipped Learning, Problem-Based Learning, MOOC 등)

의 지원, 조직별 웹사이트 통합 운 을 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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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기주도  학습 동기의 부여이다. Blackboard에서는 학습자가 

주차별 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다음 주차의 강의 내용이 표시되지 않도

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시각 으로 자신의 학습 진행 상황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약간의 심리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자기주도  학습 동기

를 부여하는 셈이다.

둘째, 평가의 수월성이다. 평가에 마감일을 설정하여 이를 지키지 않은 

학생이 구인지 개별 으로 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학  산출시 감 의 페 티를 부과함으로써 진도를 강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MOOC의 가장 큰 문제 이 낮은 수료율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는 Blackboard가 가지는 매우 큰 장 으로 생각된다.

셋째, 개별  학습 독려의 가능성이다. ‘학습진척상황표’와 ‘성 리센

터’에서 개별 학습자의 총체 인 학습 상황(진도  각 평가 수, 최종 

속 일시, 게시 에 작성한 의 개수 등)을 리자가 일 으로 혹은 개별

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진척이 없는 학습자를 검색하는 ‘특별 리센터’ 

기능이 별도로 제공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메일이나 쪽지로 특정 학생에게 

학습을 개별 으로 독려할 수 있다.

넷째, 수업설계를 한 다양한 정보이다. 학습자들이 각 학습 콘텐츠에 

소요한 시간 등의 활동 정보를 날짜별·시간별·요일별로 악한 ‘코스 통계 

보고서’를 제공하므로 수업 설계에 참고할 수 있다.

다섯째, 평가 문제의 변별력 악 기능이다. 각 평가의 개별 문항별로 

오답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토 로 평가 문제의 변별력을 악

할 수 있다.

여섯째, 콘텐츠 제작․운 상의 편이성이다. 다양한 방식의 강의 콘텐

츠 제작 방법을 직 으로 악할 수 있으므로 html 언어에 능숙하지 않은 

교수자가 이용하기에 상 으로 용이하며, 한 번 제작된 코스 혹은 평가를 

간편하게 복제하여 다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기능들에 비추어 볼 때 MOOC 운 에 있어서 다른 LMS에 비해 

Blackboard가 상  우 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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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OC ‘민법’ 사이트의 주요 메뉴

MOOC ‘민법’의 특성에 맞추어 사이트68)의 메뉴를 정비했는데, 주요 메

뉴는 다음과 같다: ① 공지사항; ② 강의계획(FAQ 포함); ③ 강의실(MOOC); 

④ 강의자료실(교수제공); ⑤ 자유토론실. 다음에서는 각 메뉴별 콘텐츠와 

운 에 한 특기 사항을 소개하기로 한다.

① “공지사항”: 강좌소개, MOOC의 특성, 동 상의 시청방법, 사이트의 

활용방법 등 일반 인 공지사항을 비롯하여 MOOC 운 과정에서 긴 한 사

항들을 학생들에게 알리는데 유용하게 활용하 다. 종 의 보 인 LMS인 

EKU를 체한 Blackboard는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근하는데 아

무런 장애가 없다. 이 은 재 고려 학교 재학생의 스마트폰 보 률이 

거의 100%에 이르는 환경과 어우러져 학생과의 소통에 큰 역할을 했다.

② “강의계획(FAQ 포함)”: 여기에는 한 학기 동안의 강의계획과 MOOC 

운 과 련하여 학생들이 자주 의문을 가지는 사항을 게시하여 수시로 열

람할 수 있도록 했다.

③ “강의실(MOOC)”: 여기에는 주차별로 강의 동 상을 올려놓았다. 해

당 강의 동 상이 교재의 어느 부분에 응하는가를 표시하여 학생들의 학

습범 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④ “강의자료실(교수제공)”: 여기에는 수업과 간 으로 련되는 자

료를 오려놓았다. 법원 결문의 구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공고 

제2015-228호), 교재 정오표, 각 주차별 Storyboard 등을 올렸다.

⑤ “자유토론실”: 담당교수와 학생 사이에 자유로운 토론이 오가는 공

간이다. 주차별로 해당 범 에 속하는 사항을 다루는 학습토론방 14개를 개

설․운 하는 한편, 딱히 어떤 주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항들을 포

섭하기 하여 ‘학습토론방(always)’을 개설하여 주차와 무 한 주제에 

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한 학기 동안 이들 학습토론방에 올라온 의 

68) MOOC ‘민법’ 교과목에 하여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이 근할 수 있으며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ps://kulms.korea.ac.kr/webapps/blackboard/execute/announcement? 

method=search&context=course&course_id=_46865_1&handle=cp_announcements

&mode=cp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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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모두 393개로 14주 기  주당 평균 28개에 이르러 비교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질문에 해서는 가  24시간 이

내에 답변을 하고자 노력했다.69)  다만, 수강생 219명  의견개진을 활발히 

하는 학생이 일부에 편 되어 이 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유토론실에는 

학습토론방 외에도 시험문제토론방( 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에 

한 질의와 답변을 한 공간), 학생학습자료실(강의와 련되는 정보, 자료 

등을 학생 스스로가 올려서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는 공간), 스터디그룹(학

생들끼리 실제로 서로 만나 함께 학습하는 모임을 꾸릴 수 있도록 주선하는 

공간) 게시 을 마련했다. 이  시험문제토론방은 모두 61개의 이 올라

와 매우 활발한 토론이 있었으나, 학생학습자료실에는 1개의 도 올라오지 

않아 조를 이루었다. 학생학습자료실에 아무 도 올라오지 않은 것은 학

생들의 수동 인 학습태도를 반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스터디그룹 게시

도 그리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아 4 만이 이 공간을 통해 스터디그룹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토론실의 모든 게시 이 학습과 련된 것이

어서 지나치게 건조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나 기’라는 공간을 개설․운

했다.70) 담당교수는 이 공간에 수필, 계 을 보여주는 사진, 소소한 학교 

행사 등 비교  가벼운 느낌의 을 올렸으나, 최소한 댓  형식으로 나타

난 학생들의 반응은 미미했다.

(4) 평가와 시험

학생은 각 주차별로 정해진 강의 동 상을 교재를 참고하면서 수강하

고 해당 범 의 내용을 묻는 퀴즈71)를 풀어야 한다. 퀴즈는 해당 동 상과 

그에 해당하는 범 의 교재를 공부했는가를 검하기 한 것으로 난이도

69) MOOC ‘민법’의 운 을 하여 고려 학교 학원 석사과정의 박덕 , 박사과정의 

박종명  이순환, 세 학생이 큰 도움을 주었다.

70) 게시 의 내용 설명은 다음과 같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지요. 공부도 마음 없이

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강의도 교수와 학생 사이 정서 소통이 토 가 되어야 하는데, 

MOOC의 특성상 이 부분에 한계를 느낍니다. 이런 이유로 ‘마음나 기’라는 이름으로 

이 공간을 마련합니다.”

71) 퀴즈 문항 수는 30문항이며, 형식은 부분이 OX이고 호넣기 형식이 2～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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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높지 않게 구성했다. 주당 소화해야 할 범 를 교재로 계산하면 약 35페

이지 분량이다. 수강생은 30문항  24문항 이상에 정답을 맞 야(정답률 

80%) 합격으로 처리되어 다음 주차의 강의 동 상을 수강할 수 있다. 수강

시한은 해당 주차의 일요일 24시까지로 설정해 놓았다. 그때까지 퀴즈에 합

격하지 못하면 2 의 감 이 있게 되는데, 만 이 200 ( 간고사와 기말고

사 각 100 )이므로 감  폭은 결코 지 않은 것이다. 주차별 퀴즈는 

Pass/Fail 평가로 그 수는 성 에 반 하지 않았다.

MOOC ‘민법’은 고려 학교의 정규 교과목이므로 시험은 오 라인으로 

시행해야 한다(「MOOC 운  시행세칙」제11조 제2항). 시험은 그 요성

에 걸맞게 그 기 과 시행방법을 학기 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강의계획

에 명확하게 제시했다.

1. 평가방식은 상 평가이다(이는 분반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는 평가

방식을 통일해야 한다는 학교의 방침에 따른 것).

2. 성 은 간고사(100  만 )와 기말고사(100  만 ) 수에 근거하여 

산출한다(총 200  만 ).

3. 간․기말고사는 학사일정의 시험기간에 출석하여 시행한다(5지선

다형, 50문항).

4. 해당 주차에 진도(강의 동 상 시청  평가 문제 풀이)를 완료하지 못

하면 감 (2 )된다(다만, 1주차에 해당하는 내용은 2주차 종료시까지 

유 기간을 부여하며, 1·2주차의 마감일을 어긴 경우에는 1 만 감 ).

5. 성 확정: 시험이 종료한 때로부터 2주의 기간 동안 정답에 한 이

의를 수하여 처리한 후 성 을 확정한다.

간․기말고사의 일정은 시험기간이 시작되기  토요일 오  10시로 

정하여 시행했다. 일반 으로 시험시간은 해당 교과목의 수업시간과 일치하

도록 하여 다른 교과목과의 복을 피한다. 그런데 MOOC 교과목은 정해진 

수업시간이 없어 다른 교과목의 시험시간과 겹칠 수 있으므로 수업이 배정

되지 않는 토요일로 했다. 정답과 해설은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 미리 

비해 두었다가 시험 종료 후 즉시 이를 공개했다. 시험은 단순한 평가수단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성찰의 계기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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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부터 2주에 걸친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면 정답을 확정하고 그 정답을 

기 으로 성  분포를 공개하여 각 학생이 자신의 성  수 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5) MOOC ‘민법’에 한 학생의 반응

MOOC ‘민법’ 교과목에 한 학생들의 참여도와 반응은 매우 정 으

로 나타났다. 몇 가지 자료가 이를 보여 다.

우선, 주차별 진도를 달성하지 못하여 2  감 을 당한 학생의 비율이 

낮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Blackboard의 통계에 따르면, 감  해당 학생

은 각 주차별로 많게는 25명(수강생의 11.4%), 게는 9명(수강생의 4.1%)

으로 평균 18.2명(수강생의 8.3%)이었다. 주차별로 92%의 학생이 감  없이 

강의 내용을 따라왔다는 것인데 이 숫자는 단순한 출석이 아니라 강의의 

반 인 내용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퀴즈평가를 통과한 수치라는 에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

보다 구체 인 반응을 살피기 해 고려 학교 학교육개발원에서 온

라인으로72)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본다(실시기간: 2015. 12. 1.～12. 20./참

여인원: 142/219명).

72) https://docs.google.com/forms/d/1VuXFzlVUB6lclzj2VBah3cp9iXzZ_ 

NIrOqNx_tzH_cY/viewform?usp=send_form

문 항 평가 척도

1. 이 강좌는 일반 강의와 비교하여 학습 

효율이 높았다.

① 매우 그 다  ② 그 다  ③ 보통이다  

④ 그 지 않다  ⑤ 매우 그 지 않다

2. 추후 다른 MOOC가 개설된다면 수강할 

의향이 있다.

① 매우 그 다  ② 그 다  ③ 보통이다

④ 그 지 않다  ⑤ 매우 그 지 않다

3. 이 MOOC의 학습을 해 블랙보드에 1

주일에 몇 번 정도 속하 습니까?

① 1번      ② 2～3번 

③ 4～6번   ④ 7번 이상

4. 이 MOOC의 학습을 해 1주일에 투입

한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됩니까?

① 2시간 이하  ② 2～3시간

③ 3～4시간     ④ 5시간 이상

5. MOOC 수강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

까?(복수 선택 가능)

① 집  ② 학교

③ 이동시 통학시간 활용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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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문항1: ① 매우 그 다(32명, 22.5%)   ②그 다(68명, 47.8%)

③ 보통이다(30명, 21.1%)      ④그 지 않다(9명, 6.3%)

⑤ 매우 그 지 않다(3명, 2.1%)

〇 문항2: ① 매우 그 다(69명, 48.5%)   ② 그 다(55명, 38.7%)

③ 보통이다(12명, 8.4%)       ④ 그 지 않다(3명, 2.1%)

⑤ 매우 그 지 않다(3명, 2.1%)

〇 문항3: ① 1번(25명, 17.6%)       ② 2～3번(93명, 65.4%)

③ 4～6번(17명, 11.9%)    ④ 7번 이상(7명, 4.9%)

〇 문항4: ① 2시간 이하(14명, 9.8%)    ② 2～3시간(56명, 39.4%)

③ 3～4시간(52명, 36.6%)     ④ 5시간 이상(20명, 14.0%)

문항1의 경우에 “그 다” 이상이 70.3%에 달하여 MOOC ‘민법’의 학습

효율성이 매우 정 이었음을 보여 다. 문항2는 “그 다” 이상이 무려 

87.2%로 MOOC 교과목에 한 학생들의 기 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문항3은 MOOC ‘민법’을 공부하기 하여 Blackboard에 속한 

회수가 1주일에 2회 이상인 학생이 82.2%, 문항4는 MOOC ‘민법’을 공부하

문 항 평가 척도

6. 오 라인 강좌에 비해 MOOC의 장 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복수 선택 가

능)

① 학습시 공간의 유동성

② 학습 효과의 극 화

③ 교수자․학습자 간 활발한 상호작용

④ 학습자들 간 활발한 상호작용

⑤ 기타

7. 오 라인 강좌에 비해 MOOC의 단 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복수 선택 가

능)

① 역동 인 수업 장의 부재

② 학습 효과의 부재

③ 교수자․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부족

④ 학습자들 간 상호작용의 부족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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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여 투입한 시간이 2시간 이상인 학생이 무려 90%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주당 공부시간이 3시간 이상인 학생도 50%에 이르고 있는데, 학

생들의 스스로 학습 시간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긴 시간이다.73) 이는 

MOOC로 진행되는 수업이 학생들에게 학습유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목이다.

〇 문항5: ① 집(113명, 79.5%)     ② 학교(79명, 55.6%)  

③ 이동시 통학시간 활용(10명, 7.0%)   ④ 기타(7명, 4.9%)

〇 문항6: ① 학습공간의 유동성(136명, 95.7%) 

② 학습효과의 극 화(56명, 39.4%)

③ 교수자․학습자 간 활발한 상호작용(12명, 8.4%)

④ 학습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15명, 10.5%)

⑤ 기타(11명, 7.7%)

〇 문항7: ① 역동 인 수업 장의 부재(48명, 33.8%)

② 학습 효과의 부재(9명, 6.3%)

③ 교수자․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부족(89명, 62.6%)

④ 학습자들 간 상호작용의 부족(32명, 22.5%)

⑤ 기타(21명, 14.7%)

MOOC 수강 장소(문항5)는 집과 학교가 가장 많았다. MOOC의 장

(문항6)으로는 당연히 “학습공간의 유동성”이 압도 인데, 지 않은 학생

들이 “학습효과의 극 화”를 선택한 것도 유의할 부분이다. “학습공간의 유

73) 고려 학교 학교육개발원이 조사한 2015학년도 학생활실태조사( 상인원: 3,494

명)에 따르면, 고려 학교 학생의 하루 스스로 학습시간은 1시간 미만 16.2%, 1～2시

간 36.1%, 2～3시간 26.7%, 3～4시간 11.7%, 4～5시간 4.1%, 5시간 이상 0.7%, 기타 

4.4%이다. 한편, 한국 학생들의 주당 평균 스스로 학습시간은 7.59시간이라는 통계

가 있다(류지 ․신동 , “ 학생의 교육투자에 따른 희망임 과 취업선호도”, 

『The HRD Review』 2014년 3월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7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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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과 통하는 것이기는 하나 MOOC의 최  강 은 특정 부분을 반복하

여 들을 수 있다는 이다. MOOC의 단 (문항7)으로는 “교수자․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부족”, “학습자들 간 상호작용의 부족”의 순이다. 교육이 교

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지 ․정서  상호작용인데 MOOC는 그 본질상 이

러한 상호작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74) 이러한 결과는 MOOC로 운 할 수 

있는 교과목과 그 지 않은 교과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 할 필요가 있

음을 보여 다. 한편, “교수자․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부족”의 단 은 스터

디그룹을 장려한다든가 공동학습이 필요한 과제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학습

자 간의 상호작용을 진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륙법 체계 민법의 특성상 학습 기 단계에서 기  개념과 체계를 

세 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만만치 않다. 그

런데 학습의 수 은 그 기  개념과 체계를 토 로 심화된 역까지 나아

갈 것을 요구한다. 그러다 보니 학교 수업은 늘 시간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실을 거의 숙명 으로 받아들이고 교육 활동을 하던 필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것이 바로 MOOC이다. 2015학년도 2학기 운 했던 

MOOC ‘민법’과 그 에 통상 인 방식으로 운 했던 ‘민법’의 여러 차이  

 특기할 만한 것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 비를 매우 면 하게 했다는 이다. 교재로 사용할 교과서

를 집필하여 출 하고75), 각 주차별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여 그에 맞추어 

74) 2015학년도 MOOC ‘민법’을 운 하면서 학생들과의 정서  공감을 하여 각각 다른 

요일로(학생들이 심시간에도 일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을 고려한 것임) 3회에 

걸쳐 학생들을 직  만나는 행사를 진행했다(모임의 명칭은 “Eye Contact Meeting”, 

약칭하여 “EC Meeting”). 모임 시간은 심시간(12:00～13:00)으로 하여 간단하게 

심식사를 하면서 진행했는데, 참석 인원은 회당 30~40명이었다. 이 모임에서 학생들

의 질문은 학습에 한 사항에서부터 미래에 한 고민 등 매우 다양했다.

75) 고려 학교의 MOOC ‘민법’ 강의를 K-MOOC(일반인을 상으로 교육부에서 주 하

는 MOOC)에서 ‘민법학입문’(http://www.kmooc.kr)이란 명칭으로 공개해야 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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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동 상을 촬 하고, 촬 된 강의 동 상을 모니터링하여 교정하는 등 

비작업에 들어간 시간이 지 않았다. 여러 연구보고가 밝히는 바와 같

이76)  컴퓨터 네트워크를 비롯한 상호작용  첨단교수매체를 활용한 강의는 

정제된 수업 비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MOOC ‘민법’에서는 목표 진도를 무리없이 달성했다는 이다. 과

거 통상 인 방법으로 운 했던 ‘민법’에서는 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반부와 

비교할 때 후반부 강의의 도가 상 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었다. 

MOOC ‘민법’에서는 반부와 후반부의 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면 면 수업에서는 교실에서 여러 번 반복 설명함으로써 시간  손실이 불가

피한 사항의 경우에 MOOC에서는 그 반복을 강의 동 상을 통해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스스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순기능이다. 즉 학생들

의 스스로 학습을 통하여 시간을 약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셋째, MOOC ‘민법’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Self-Directed Learning)

을 진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이다. MOOC ‘민법’에서 학생들은 교재를 

참고하면서 동 상 강의를 시청한 후 그것을 종합하는 과정을 스스로 진행

해야 한다. 한 학기 동안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교수든 학생이든 법학 

교육의 방법에 한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 으로 교육이란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지 ․정서  상호작용

의 과정이며, 한 교육의 방법은 그간 쉼 없이 진화를 거듭했다. 이에 맞추

어 고등교육 장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긴 하고 빈번한 소통, 효

율 인 교육방법을 용․실천하느라 새로운 실험과 시도가 활발하다. 그런

데 법학 교육 장은 어떠한가? 법학 교육 분야는 이와 같은 방향에 체로 

무 심하거나, 심하면 애당  법학 교육과는 무 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

도 없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한국 법학 교육의 환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 법학 교육은 수험교육이 축을 이루고 있는 이 그것이

다. 법과 학 체제에서 주요 학들은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 경쟁에 매몰되

에 단순한 내부 교재를 넘어 출 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76) 정인성, “원격교육의 질에 한 논의”, ｢평생학습사회｣ 제1권 제1호, 2005, 10면; Michale 

Simonson 외 3인 공 , 앞의 책, 8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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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법학 문 학원 체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변호사시험과 취업의 숫자 

경쟁에 내몰렸다. 늘 다 한 목표를 앞에 마주하고 보니 ‘좋은 교육’(Good 

Education)에 한 고민에 무뎌졌던 것 같다. 사람과 사회의 실이라는 것

이 늘 냉혹한 것이어서 이상만을 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다 해도 지

보다는 좀 더 바람직한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 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MOOC에 의한 민법 교육, 경험과 진단

- 명 순 구

수령 날짜 심사개시일 게재결정일

2016.02.15. 2016.02.18.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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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필자는 2015학년도 제2학기 고려 학교에서 ‘민법’ 교과목을 MOOC로 

운 했다. 이른바 오 라인 학에서 정규 교과목을 MOOC로 개설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이 은 규모 강의에 있어서 학생들의 력을 통해 

단  시간 동안 효율 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실행한 경험을 소개하고 그 효용을 진단한 것이다.

MOOC는 민법 강의에서 자주 느끼는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MOOC ‘민법’과 그 에 통상 인 방식으로 

운 했던 ‘민법’의 여러 차이   특기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 비를 매우 면 하게 했다는 이다. 교재로 사용할 교과서

를 집필하여 출 하고, 각 주차별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여 그에 맞추어 강

의 동 상을 촬 하고, 촬 된 강의 동 상을 모니터링하여 교정하는 등 

비작업에 들어간 시간이 지 않았다.

둘째, MOOC ‘민법’에서는 목표 진도를 무리없이 달성했다는 이다. 

MOOC ‘민법’에서는 반부와 후반부의 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면 면 수업에서는 교실에서 여러 번 반복 설명함으로써 시간  손실이 불

가피한 상을 피할 수 있었다. 즉 학생들의 스스로 학습을 통하여 시간을 

약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셋째, MOOC ‘민법’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Self-Directed Learning)

을 진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이다. 한 학기 동안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

면서 교수든 학생이든 법학 교육의 방법에 한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비롯한 상호작용  첨단교수매체를 활용한 강의는 

정제된 수업 비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면 하

게 구성된 온라인교육은 면 면 교육에 비하여 효율이 높다는 많은 연구결

과를 체험할 수 있었다. 고려 학교 학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한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5학년도 2학기 MOOC ‘민법’을 운 하면서 MOOC의 장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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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해야 할 단 도 병존하고 있다는 을 알 수 있었다. 국내에서 처음으

로 정규교과목을 MOOC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시행착오도 있었다. 그러나 

219명의 학생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방향소통을 하면서 공부한 경험

은 소 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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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fall semester of 2015 at Korea University the present 

author taught a course on civil law by means of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This was the first time a regular course was opened as 

MOOC at an offlin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article is to 

offer an introduction to and assessment of the experience the present 

author has had in MOOC as a method of conducting massive courses 

where students can learn efficiently through their cooperation during a 

unit period.

MOOC has shown new possibilities in solving the problem of time 

constraints while teaching civil law. The following are the most 

important differences that teaching civil law through MOOC has shown 

compared to  traditional offline courses.

First, preparations for class required a far more meticulous and 

detailed approach. Writing a textbook as teaching material and having it 

published, shooting lectures according to a storyboard that is prepared on 

a weekly basis, monitoring the videos and reshooting necessary 

fragments were very demanding and time-consu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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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making it through the whole course on civil law via MOOC 

was not a difficult task. It was possible to maintain a balanced pace 

throughout the whole course, thereby allowing steady progess. It was 

possible to aviod time loss that inevitably occurs during traditional offline 

courses when there is a need to explain certain parts repeatedly. 

Therefore students could save time and thus enhance efficiency by 

studying on their own.

Third, civil law courses via MOOC served as a stimulus for self- 

directed learning. This proved beneficial both for the professor and 

students alike, thereby opening up new possiblities in teaching and 

learning.

The use of computer network and other interactive means of teaching 

in conducting courses allowed for meticulous preparations for class which 

proved effective in improving the level of education. Experience in such 

teaching has shown that carefully structured online courses can be, as 

some research suggest, more efficient than traditional offline courses. A 

survey conducted by the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Korea 

University points to the same conclusion.

  Along with numerous advantages of teaching civil law as MOOC, 

the experience of the fall semester of 2015 has also revealed weaknesses 

that need to be addressed. However such trial and error were only 

natural, given that it was the first time in Korea that a regular course 

was taught as MOOC. The experience with 219 students in interactive 

teaching and learning free from the limits of time and space will remain 

a memorable achievement to recall.

주제어(Keyword) : 민법교육(education in civil law), 법학교육(education in jurisprudence), 

고려 학교(Korea University),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원격교육(distant learning), OCW(Open Courseware),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Blackbo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