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 교육 및 그 이후

    

YouTube 학습 콘텐츠를 통한 공정성 
고취 및 권한 강화

평등 vs. 공정 

현황 기회

평등은 공정성 증진을 
목표로 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위치에서 시작하고 같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공정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반면 
평등은 모두를 동일하게 
대우합니다.

YouTube의 가치를 정의하는 4가지 본질적인 
자유는 표현의 자유, 기회의 자유, 정보의 

자유, 소속의 자유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자유는 교육의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YouTube는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학습자가 최대의 잠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라인 동영상이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YouTube는 교육 동영상 하나하나에  크리에이터와  기관의 수고와 정성이 
들어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 이 가이드는 
전 세계의 학습자, 교사, 보호자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 이를 위해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이를 위해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고등 교육 및 그 이후

현황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은 전례 없는 교육 붕괴 상황을 야기했습니다 .  

팬데믹 이전에 실시된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고등 교육 기관 재학률은 
2000년과 2018년 사이에 19%에서 38%로 2배 늘었지만 최빈층의 고등 
교육 기관 진학률은 계속 뒤처져 10%에 불과하며 이는 진학률이 77%에 

이르는 고소득층과 비교되는 수치입니다.2

YouTube 학습 콘텐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YouTube는 고질적이고 만연한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접근성 높은 방법이 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교육 시스템 붕괴 상황 

2억 2,000만 명
전 세계

고등 교육 기관 진학률 격차

91%
재학생 중 비율

<188
 국가

<

교육 불평등은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경제 및 인종 간 격차가 더욱 크고 깊어졌습니다 .1

전 세계 휴교 상황3  영향을 받은 고등 교육 기관 학생 수4  

심화된 고등 교육 격차 
소득 상위국과 중위국의 재학률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5 소득 
수준은 자원 접근성과 직결되므로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환경 붕괴에 

대처하고 학습을 지속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1. Inside Higher Ed, 2020년 6월 | 2. Unesco, 2020년 12월 | 3. OECD, 2020년 11월 | 4. Unesco, 2021년 7월 | 5. Unesco, 2021년

https://www.iesalc.unesco.org/en/2020/12/16/unesco-iesalc-report-reveals-that-access-to-higher-education-increased-from-19-to-38-in-the-last-two-decades/
https://www.insidehighered.com/news/2020/06/17/pandemic-has-worsened-equity-gaps-higher-education-and-work
https://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the-impact-of-covid-19-on-student-equity-and-inclusion-supporting-vulnerable-students-during-school-closures-and-school-re-openings-d593b5c8/#endnotea0z2
https://en.unesco.org/news/new-unesco-global-survey-reveals-impact-covid-19-higher-education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8174
https://www.insidehighered.com/news/2020/06/17/pandemic-has-worsened-equity-gaps-higher-education-and-work
https://www.iesalc.unesco.org/en/2020/12/16/unesco-iesalc-report-reveals-that-access-to-higher-education-increased-from-19-to-38-in-the-last-two-decades/
https://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the-impact-of-covid-19-on-student-equity-and-inclusion-supporting-vulnerable-students-during-school-closures-and-school-re-openings-d593b5c8/#endnotea0z2
https://en.unesco.org/news/new-unesco-global-survey-reveals-impact-covid-19-higher-education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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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디딤돌 놓기

학습자에게 즐겁고 어렵지 않은 고등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회

1

비 카티부의  
자기소개서  엿보기

YouTube 학습 콘텐츠에는  보다 주도적인 학습 경험을 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취업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등 교육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 콘텐츠는  거울이자  창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6 

나와 같은 사람이 내가 동경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는 것(거울)은 학습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진정성 있는 스토리로  다양한 롤모델을  
보여줌으로써  미래의 대학생들에게  대학에서의  
삶을 미리 보여주고(창문) 진학 대비 전술을 
소개합니다 .

대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효과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격/장학금 소식에 놀라는 반응 •
원서 접수 가이드 - 캠퍼스 투어• 

대학 생활 브이로그 • 기숙사 투어 • 모의 면접 • 
재학생 경험담 • 졸업 축사

학자금  납부 방법 | 집중 강좌

부모님과 보호자에게 자녀의 고등 교육 
기관 진학을 이해하고 이에 관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

2

● 가족 중 대학에 가는 첫 세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크리에이터는  지식 격차를 좁히고 자녀의 고등 교육 
기관 진학을 응원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일부 
보호자의  불안감을  경감해 주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입학 원서와 자기 소개서 , 장학금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팁은 사정이 어려운 
학습자와  가족이 정보나 도움의 부족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게 도와줍니다 .

7. 'College Readiness', Apex Learning 

https://www.youtube.com/watch?v=DYjH1dRt-GA
https://www.youtube.com/watch?v=DYjH1dRt-GA
https://www.youtube.com/watch?v=DYjH1dRt-GA
https://www.youtube.com/watch?v=DYjH1dRt-GA
https://www.pbs.org/education/blog/the-importance-of-windows-and-mirrors-in-stories
https://youtu.be/L6cjyTaExCQ
https://youtu.be/L6cjyTaExCQ
https://youtu.be/L6cjyTaExCQ
https://www.apexlearning.com/college-read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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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6. PBS Education, 2020년 11월

대학 진학에 필요한 소양 함양을 
도와주는 기회3

● 학습자가  표준화된  시험 기술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연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능력은 대학 진학과 학업 지속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 대학 수준의 학습에서는  읽기, 쓰기, 
수학과 관련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어떻게 하면 콘텐츠가  실제 사례와 
쌍방향 지도를 통해 참여도와  개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증명된 '실전 학습'7 활동을 증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결과

학습자가 고등 교육을 위한 든든한 
기초를 쌓으면 대입 시험과 대학교 
수업 이수 과정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고등 교육이 취업으로 연계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기회

4

● 학생이 원하는 진로에 필요한 요건을 상세히 파악하도록  도와주세요 . 예를 들어 복수 
전공과 자유 전공, 자격증 이수, 2년제, 4년제 과정과 대학원 등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습니다 . 콘텐츠를  통해 전공 선택 방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나누고 학습자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취업 기회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콘텐츠는  대학 재입학을  
고려하는  성인이 현재 경력에 따라 올바른 학업 진로와 역량 강화 방법을 결정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아직도  무슨 전공을  택할지  
모르겠어요 !

전문대  졸업 후 가능한  
10가지 고소득  직업

늦깎이  대학생  되기 | 
30살에 다시 학생이  된 소감

대학 진학 정보: 재생목록

간추린  가이드 : 
선택 과목과  전공

비판적  사고를  향상하는  
5가지 방법 

디딤돌 놓기

https://www.pbs.org/education/blog/the-importance-of-windows-and-mirrors-in-stories
https://www.apexlearning.com/college-readiness
https://youtu.be/JpvOjsYDCuk
https://youtu.be/JpvOjsYDCuk
https://youtu.be/JpvOjsYDCuk
https://youtu.be/JpvOjsYDCuk
https://www.youtube.com/watch?v=Ywl3o2aXmlc
https://www.youtube.com/watch?v=Ywl3o2aXmlc
https://www.youtube.com/watch?v=Ywl3o2aXmlc
https://www.youtube.com/watch?v=Ywl3o2aXmlc
https://youtu.be/qtUkeaW6qqg
https://youtu.be/qtUkeaW6qqg
https://youtu.be/qtUkeaW6qqg
https://youtu.be/qtUkeaW6qqg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8dPuuaLjXtNxrUcgYGmPneX1PTStLDQx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8dPuuaLjXtNxrUcgYGmPneX1PTStLDQx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ID58IQe16nExlHjy2XvusIGQkbe895Xr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ID58IQe16nExlHjy2XvusIGQkbe895Xr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ID58IQe16nExlHjy2XvusIGQkbe895Xr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ID58IQe16nExlHjy2XvusIGQkbe895Xr
https://www.youtube.com/watch?v=dItUGF8GdTw&t=4s
https://www.youtube.com/watch?v=dItUGF8GdTw&t=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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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8. TILT Higher Ed 9. 4단원, 2016년 6월 

적응 전략9을 
제안하는 기회2

가족 중 첫 대학생으로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입학하기

● 대학 진학은 여러 이유로 인해 단절된 
경험일 수 있습니다 . 어떤 학생은 가족 
중에 대학에 입학하는  첫 세대일 수 
있습니다 .  특히 외국과 취약 계층 출신 
학습자라면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학우나 교수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중대한 학습 중단의 위기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기회

1

● 누구에게나  학업 스트레스는  있지만 일부 어려움은  학습을 중단하는  
계기가 되고 이후에 재개하기란  무척 어려워집니다 . 학습 과정에서  
내용 파악의 어려움이나  학습 도구의 부재 등이 학습자의  감정과 학업 
지속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8 크리에이터는  
관련성이  높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제공하거나 , 참여와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를  제시하거나 , 지원을 받는 효과적인  방법을 
파악하거나 (예: 교습, 학업 지도), '가상 교실'에 대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학습자를  응원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졸업 이후의 삶을 내다보고 
향후 진로를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기회

3

● 회사? 대학원? 이후에 펼쳐질 미래를 
알고 있다면 고등 수준의 학업 
과정에서  당연히 겪게 될 어려움의  
순간을 참고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인턴십과  현장 실습 프로그램은  졸업 
후 진로 계획에 참고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크리에이터는  프로그램을  찾고 
일자리를  얻는 방법을 공유하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  분야의  인턴십  자리 얻기
(무경력부터  시급 63달러까지 )

YouTube 학습 콘텐츠는 
학업 지속률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제안 내용을 참조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끈기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실제로  필요한  건 도움일  
수 있습니다 .  어떤 사람에게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실제로  
필요한  건 따뜻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

- 에밀리 나고스키

니콜라스  채가 전하는  진짜 
대학 생활 조언

학업 지속률 향상

https://tilthighered.com/tiltexamplesandresources
https://www.unit4.com/blog/10-ways-to-increase-student-retention
https://www.unit4.com/blog/10-ways-to-increase-student-retention
https://www.youtube.com/watch?v=s_Q7d7uCBGI
https://www.youtube.com/watch?v=s_Q7d7uCBGI
https://www.youtube.com/watch?v=s_Q7d7uCBGI
https://youtu.be/z5LuiOiq9G4
https://youtu.be/z5LuiOiq9G4
https://youtu.be/z5LuiOiq9G4
https://youtu.be/z5LuiOiq9G4
https://www.youtube.com/watch?v=3ErErK1wRDM
https://www.youtube.com/watch?v=3ErErK1wRDM
https://www.youtube.com/watch?v=3ErErK1wRDM
https://www.youtube.com/watch?v=3ErErK1wR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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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교차성 : 
인종, 종교, 국적, 계층, 성별과  같은 정체성  
표지는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복잡하게  작용하면서  
종종 억압의  구심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

여러분의 콘텐츠는 정말 중요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팁을 얻으려면 전략 및 설계 리소스를 확인해 보세요.

기회

- 넬슨 만델라

● 학습자의  세상 경험은 교육 과정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문화 및 종교 관행과 관련된 인식을 높이면 교육 
수준이 한층 향상될 뿐 아니라 종교 교리 또는 기념일을  피해 
교육 과정 시일과 행사를 정하는 등, 교수진의  교육 과정 실행 
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학습자에 대한 교수진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5

교수법 권장사항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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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도 학습자입니다 . 학습 콘텐츠는  교사의 교육 내용을 
보완해 줄 뿐 아니라 교원이 포용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 
문화 감응 교육을 실천하며 , 편견을 발견하고  불식시키는  
방법을 이해하는  등의 중요한 분야에서  숙련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TEDx 대학 교육에서의  

암묵적  편견

“우리에게 상호교차성이 없다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도움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 킴벌리 크렌셔

학업 지속률 향상

"교육의 힘은 경제적 성공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 국가 건설과 화합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https://youtu.be/yiZQaE0q9BY
https://youtu.be/yiZQaE0q9BY
https://youtu.be/yiZQaE0q9BY
https://youtu.be/yiZQaE0q9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