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 및 중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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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믿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돕고 더 큰 세상과 

만나게 하는 것"이것은 공식적인 YouTube의 사명이지만 
교육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회 공정성을 증진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YouTube 학습 콘텐츠

평등 vs. 공정 

현황 기회

'소외'는 신분이나 인구 통계 집단이 아닌 생활 속 경험입니다.
소외 경험은 자원 접근성으로 정의되며 시스템 측면과 보다 유동적인 상황적 측면이 
함께 작용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각 학습자가 경험한 것과 현재 처한 상황은 일정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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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는 교육 동영상 하나하나에 크리에이터의 수고와 정성이 들어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크리에이터가 전 
세계의 학습자, 교사, 보호자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우선 두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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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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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이전에 실시된 분석2에 따르면 전 세계 상당수의  어린이가  직장 생활과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중등 교육 수준의 기술도 습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공정의 핵심은 자녀를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페드로 노구에라

50%
소득 중위국의 저학력 어린이 

비율

90%
소득 하위국의 저학력 어린이 

비율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어린이에게  학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특히 
개도국의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3 읽기는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인데  팬데믹에  따른 휴교 사태로 인해 '교육 
빈곤'(기본적인  텍스트를  읽지 못하는 만 10세 어린이의  비율)4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억 명
2020년 3월

휴교율이 가장 높았던 시점에 
등교하지 못한 학생 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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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교육 문제

30%
소득 상위국의 저학력 어린이 비율

70%
소득 하위국 및 중위국 내

팬데믹이 불러온 학습 
빈곤4

코로나19로 무너진 전 세계 교육 시스템

1. McKinsey & Company, 2020년 12월 | 2. The Education Commission, 2016년 9월 | 3. 세계은행, 2021년 12월 | 4. 세계은행, 2021년 7월 | 5.  Brookings, 2020년 9월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public-and-social-sector/our-insights/covid-19-and-learning-loss-disparities-grow-and-students-need-help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public-and-social-sector/our-insights/covid-19-and-learning-loss-disparities-grow-and-students-need-help
https://report.educationcommission.org/report/
https://blogs.worldbank.org/voices/reversing-pandemics-education-losses
https://www.worldbank.org/en/topic/education/brief/ending-learning-poverty
https://www.worldbank.org/en/topic/education/brief/ending-learning-poverty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public-and-social-sector/our-insights/covid-19-and-learning-loss-disparities-grow-and-students-need-help
https://report.educationcommission.org/report/
https://blogs.worldbank.org/voices/reversing-pandemics-education-losses
https://www.worldbank.org/en/topic/education/brief/ending-learning-poverty
https://www.brookings.edu/research/beyond-reopening-schools-how-education-can-emerge-stronger-than-before-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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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YouTube 학습 콘텐츠에는  삶을 바꿀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학습자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새로운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1

콘텐츠는  거울이자  창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6 
나와 같은 사람이 내가 동경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는 것(거울)은 학습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또한 학습자에게  자신과 
다른 문화를 보여줌으로써 (창문)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경험을 공유하는  세계 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이나  동물원에  가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지만 , 취약 
계층의 학습자는  학교 밖에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이러한 학습 경험을 
갖지 못합니다 . 동영상은  가상의 현장 학습으로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어린이의  
학습 여정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가보지 못한 장소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3

부모님과 보호자가 
자녀의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기회

2

특히 교사가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콘텐츠가  학습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 크리에이터는  심층적인  내용을 
다루는 동시에 보호자가  자녀의 어려운 
공부를 도와주다가  겪는 부끄러운  순간을 
모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

세계 시민이  된다는  것의 의미 | 휴 
에반스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 도와줄  일

360VR로 보는 공룡마야 문명 탐험 전 세계 재래시장  12곳

6. PBS Education, 2020년 11월 

https://www.pbs.org/education/blog/the-importance-of-windows-and-mirrors-in-stories
https://www.youtube.com/c/googleartsculture/search?query=museum
https://www.youtube.com/watch?v=ODLg_00f9BE
https://www.youtube.com/watch?v=ODLg_00f9BE
https://www.youtube.com/watch?v=ODLg_00f9BE
https://www.youtube.com/watch?v=ODLg_00f9BE
https://youtu.be/CpJ0wDJf7Kc
https://youtu.be/CpJ0wDJf7Kc
https://youtu.be/CpJ0wDJf7Kc
https://youtu.be/CpJ0wDJf7Kc
https://youtu.be/p86gh2HEsp0
https://youtu.be/p86gh2HEsp0
https://youtu.be/p86gh2HEsp0
https://www.youtube.com/watch?v=PO-k5Zkxs8k
https://www.youtube.com/watch?v=PO-k5Zkxs8k
https://www.youtube.com/watch?v=PO-k5Zkxs8k
https://www.youtube.com/watch?v=wA1fBatfOws
https://www.youtube.com/watch?v=wA1fBatfOws
https://www.youtube.com/watch?v=wA1fBatfOws
https://www.pbs.org/education/blog/the-importance-of-windows-and-mirrors-in-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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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학습 중단의 위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4

누구에게나  학업 스트레스는  있지만 취약 
집단의 학습자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학습을 
중단하는  계기가 되고 그 이후에는  
재개하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 학습 
과정에서  내용 파악의 어려움이나  학습 
도구의 부재 등이 학습자의  감정과 학업 지속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7 

크리에이터는  관련성이  높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제공하거나 , 오해를 
풀어주거나 , 참여와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를  제시하거나 , '가상 교실'에 대한 
유대감8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시기를 
겪는 학습자를  응원할 수 있습니다 . 
큐레이터는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통해 
집념을 보여주는  감동 스토리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

교수법 권장사항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는 기회5

교사도 학습자입니다 . 학습 콘텐츠는  교사의 
교육 내용을 보완해 줄 뿐 아니라 교원이 
포용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9 문화 감응 
교육을 실천하며 ,10 편견을 발견하고  
불식시키는  방법을 이해하는  등11의 중요한 
분야에서  숙련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 넬슨 만델라

여성 우주 비행사

과학적인  가르침

남부 지역의  커밍아웃과  
프라이드 장애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수학 학습 팁

관련 조언 및 오해 바로잡기

숙제가  꼭 필요할까?

여러분의 콘텐츠는 정말 중요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팁을 얻으려면 전략 및 설계 리소스를 확인해 보세요.

문화 감응 교육

감동적인 사연과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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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전문성 개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8명의 놀라운  흑인 아티스트

7. TILT Higher Ed | 8. Active Education-Maria Angel Ferrero, 2020년 10월 | 9. Google for Education | 10. Edutopia, 2019년 12월 | 11. Brookings 2020년 7월 

https://mariangelf.com/how-to-create-a-sense-of-community-in-your-classroom-in-5-steps/#:~:text=Building%20a%20sense%20of%20community,academic%20programs%2C%20and%20cognitive%20learning.
https://www.gstatic.com/gumdrop/consciouskid_inclusivereads.pdf
https://www.edutopia.org/article/getting-started-culturally-responsive-teaching
https://www.edutopia.org/article/getting-started-culturally-responsive-teaching
https://www.brookings.edu/blog/brown-center-chalkboard/2020/07/20/educator-bias-is-associated-with-racial-disparities-in-student-achievement-and-discipline/
https://www.youtube.com/watch?v=TeRRqDmBx-Q&list=PLu4Zo9fB5MNd4T-fI_Z87ny32roUll1Gl.
https://www.youtube.com/watch?v=NmAmoZ8wcUo
https://youtu.be/KVLTxKyxioA
https://youtu.be/YjGgwxHwFwY
https://youtu.be/YjGgwxHwFwY
https://youtu.be/bwW6mYdJ7Xc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0G-Nd0V5ZMr-FImWwFcy6wIzMKPubmcP
https://youtu.be/lwG3sQHb_NU
https://www.youtube.com/watch?v=TeRRqDmBx-Q&list=PLu4Zo9fB5MNd4T-fI_Z87ny32roUll1Gl.
https://www.youtube.com/watch?v=TeRRqDmBx-Q&list=PLu4Zo9fB5MNd4T-fI_Z87ny32roUll1Gl.
https://youtu.be/YjGgwxHwFwY
https://youtu.be/YjGgwxHwFwY
https://youtu.be/bwW6mYdJ7Xc
https://youtu.be/bwW6mYdJ7Xc
https://youtu.be/KVLTxKyxioA
https://youtu.be/KVLTxKyxioA
https://www.youtube.com/watch?v=NmAmoZ8wcUo
https://youtu.be/4KrxfcW7Irg
https://youtu.be/4KrxfcW7Irg
https://youtu.be/4KrxfcW7Irg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0G-Nd0V5ZMr-FImWwFcy6wIzMKPubmcP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0G-Nd0V5ZMr-FImWwFcy6wIzMKPubmcP
https://youtu.be/lwG3sQHb_NU
https://youtu.be/lwG3sQHb_NU
https://youtu.be/CBi0CZpfzZc
https://youtu.be/CBi0CZpfzZc
https://youtu.be/CBi0CZpfzZc
https://youtu.be/CBi0CZpfzZc
https://tilthighered.com/tiltexamplesandresources
https://mariangelf.com/how-to-create-a-sense-of-community-in-your-classroom-in-5-steps/
https://edu.google.com/intl/ALL_us/
https://www.edutopia.org/article/getting-started-culturally-responsive-teaching
https://www.brookings.edu/blog/brown-center-chalkboard/2020/07/20/educator-bias-is-associated-with-racial-disparities-in-student-achievement-and-discipl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