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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스크립트는 KERIS에서 운영하는 영어스크립트제작봉사단(OES)의 영어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 번역자 : 이은별(경북대), 윤지영(경북대), 이승은(부산대), 강학수(동아대) 

 

SDF2014 

*연사: 김서준 / Simon Seojoon KIM  

*소속/직함: 노리(KnowRe) 공동창업자 겸 제품총괄책임자(CPO) 

Co-Founder and CPO of KnowRe 

*연설:  “모든 학생들을 위한 수학교실 만들기” 

“The Math Class that Leaves No Student behind” 

(Time Code 39:15) 

 

김환 : 네. 콰미 페레이라의 혁신적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Hwan Kim : Ok. We have heard 

about Kwame Ferreira’s innovative dialogue technology. 

 

자, 다음은 수학 교육의 혁신적 지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let us move on to the innovative wisdom 

in a mathematics education. 

 

학부모님들 아마 귀가 쫑긋하실 것 같습니다 

Parents might prick their ears up. 

 

디지털 시대에 기술은 하루가 멀다 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In the Digital Age, the technology changes very rapidly day by day. 

 

아니죠 

하루도 아닙니다 

No. Actually it doesn’t even take one day. 

 

오전과 오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echnology changes during the day or night. 

 

하지만 교육 환경은 어떻습니까?  

But how about educational environment? 

 

10 년 전이나 20 년 전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It has not changed consider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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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en years ago or twenty years ago. 

학원도 똑같고요 

학교도 같고요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are the same and schools are, too. 

 

교과서도 그리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Textbooks didn’t change that much. 

 

놀면서 공부하는 디지털 시대의 교육의 비전, 

맞춤형 수학교육 노리의 김서준 대표가 

새로운 수학교육의 비전을 제시해주겠습니다 

Seojoon Kim, the president of ‘KnowRe’ 

which is an educational vision in the Digital Age, 

studying by playing, and the personalized mathematics education, 

will propose a new vision of a mathematics education.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give him a round of applause. 

 

김서준 :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탐정 소설을 참 좋아했습니다 

Seojoon Kim : I really liked detective stories from childhood. 

 

천재적인 악당들이 만들어놓은 범죄 현장 속에서 

그들과 두뇌 싸움 하는 것을 즐겼죠 

I enjoyed a battle of wits with the main characters 

in a crime scene made by genius villains. 

 

세상에는 너무나 멋있는 탐정들이 많았습니다 

There were so many cool detectives in the world.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멋있는 탐정이 되고 싶다’ 

그런 꿈도 가지고 있었죠 

So, as I saw them, I had a dream that 

‘I want to be a cool detective like them when I grow up.’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탐정은 누구입니까?  

Who is your favorite detective? 

 

저는 셜록 홈즈를 가장 좋아합니다 

I like Sherlock Holmes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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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은 왓슨과 단짝이죠 

Sherlock and Watson are best friends. 

 

재밌는 건 홈즈가 왓슨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의 정체를 한 번에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Holmes 

found out Watson’s identity 

at a time when Holmes met him for the first time. 

 

왓슨은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What did Watson do? 

 

홈즈는 어떻게 그것을 알아냈을까요?  

How did Holmes find out? 

 

먼저 홈즈는 왓슨의 머리 스타일과 손동작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At the very beginning, Holmes observed 

Watson’s hair style and hand gestures carefully. 

 

분명 군인의 그것이었죠 

It was clearly the things of soldiers. 

 

홈즈는 왓슨을 바르톨르뮤 병원에서 처음 만났는데 

Holmes met Watson at the St. Bartholomew's Hospital 

for the first time 

 

왓슨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예전과 많이 달라졌군”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Holmes heard that Watson said 

“It became much different from before” 

while looking around. 

 

그가 과거에 이곳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었던 

의사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He knew that Watson was a doctor  

who worked there in the past by his intuition. 

 

왓슨의 얼굴과 손은 까맣게 타 있었지만  

팔 부분으로는 흰 속살이 보였죠 

Watson’s face and hands got sunburnt  

but his upper part of arms were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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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열대 지역에서 근무를 하다 왔을 겁니다 

He clearly worked in the tropics. 

 

마지막으로 왓슨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있었는데 

Lastly, Watson walked with a walking stick 

 

그가 걸어다니는 모습이나 서있는 모습은 너무나 편안해 보였기에 

but his walking or standing figure looked very comfortable  

 

진짜로 다친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심리적인 트라우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so Holmes thought that he didn’t get hurt  

but he might suffer a trauma because of a war. 

 

이것을 종합하면  

왓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의가사 제대한 군의관이겠죠 

When put together, Watson was an army surgeon  

discharged from Afghanistan due to hardships. 

 

저는 이러한 사고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I had so much fun watching these thinking processes. 

 

이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학습했던 것들이  

패턴의 형태로 종합되어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죠.  

It was putting  

what we have experienced and learnt together  

in the form of a certain pattern and reaching a conclusion. 

그럼 패턴을 찾고 지식을 적용시키는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Let’s think more about the process of finding out  

the pattern and applying the knowledge.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루믹스 큐브가 있습니다 

Here is a Rubik's cube we like. 

 

사람들은 어떻게 큐브를 맞출까요?  

How do people solve the Rubik’s cube? 

 

큐브를 맞추는 법을 잘 모르신다고요?  

You don’t know how to solve it?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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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ill let you know, 

 

먼저 큐브의 모양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First of all, observe the shape of the cube carefully. 

 

블록들의 위치를 살펴본 뒤에  

After observing the block’s position 

 

이러한 패턴일 경우에 어떤 지식을 적용시켜서 

Apply certain knowledge according to a certain pattern  

 

블록을 돌려야 되는지를 적용시키죠 

Choose which block should be turned. 

 

그렇게 블록을 움직이고 나면 

After moving the block in that way 

 

우리가 다음 지식을 적용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패턴이 나타납니다.  

another pattern emerges to which we can apply the next knowledge 

 

이러한 패턴을 잘 외우고 적용시킬 수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큐브를 맞출 수 있습니다 

If you could memorize these patterns and apply well, 

then you could solve the cube very easily.  

 

요령만 알고 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Actually it is not difficult that much once you know the trick. 

 

그리고 바로 이렇게 패턴을 발견하고 

지식을 적용시켜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말하는 수학적 사고의 본질입니다 

And this is what we call the essence of mathematical thoughts 

which is the process of finding out 

the patterns and applying the knowledge.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 사실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We learn math to practice this. 

 

탐정 소설을 읽을 때도 큐브를 맞출 때도 수학적 사고는 중요합니다 

Mathematical thoughts are important 

when you read detective stories or solving a c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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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게 이뿐 만은 아니죠 

However, it is not the only reason to learn math. 

 

수학은 지식 그 자체로서 

현실 세계에서도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Math in itself can be utilized usefully in the real world.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볼 때  

특정한 상황에서 이 타자가 공을 

얼마나 잘 칠 수 있을지 확률을 생각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when we watch a baseball game,  

if we could know the probability 

how well the batter could strike the ball in a specific situation, 

we could watch the game while having more fun. 

 

이미 극성 야구팬들은 확률과 통계에 누구보다 익숙합니다 

Diehard baseball fans are already more familiar 

with probability and statistics than anyone else.   

 

우리가 돈을 모을 때  

When we save money 

 

적금을 들어야할지 예금을 들어야할지 

어떤 펀드를 선택해야할지 고민할 때도  

When we think over  

whether we choose a checking account or a saving account 

 

수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ath can help us.  

 

아마 세계적인 부자들 중에서 

수학적 사고를 잘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There might be few global rich people  

who cannot think mathematically well.  

 

나아가 수학은 우리가 자연을 탐구하고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Furthermore, math functions as the catalyst  

which we study nature and develop science. 

 

우리는 수학을 통해 과거를 해석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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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We can interpret our past through math and also predict the future.  

 

이뿐 만이 아니죠 

It is not all. 

 

수학은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가지는 데도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Math gives us practical help when we have a good job. 

 

앞으로 떠오르는 20개의 직업 중에서  

15개가 수학과 과학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There is a survey result that 15 jobs  

among 20 promising occupations in the future  

need math and science knowledge.  

 

수학이 정말 중요한 것 같지 않나요?  

It seems that math is really important. 

Don’t you agree?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수학 과목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냐는 것이겠죠 

But the problem is how we feel about math  

which is important this much.  

 

수학 공부 어떠셨습니까?  

How was your studying math? 

 

충분히 공부 쉽게 하실 만 했나요?  

Was it easy enough to study?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끔찍했던 학창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There might be a lot of people  

who recall their terrible memories  

since I see your face. 

 

이곳 서울디지털포럼이 열리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사실 세계에서 수학을 제일 잘합니다 

Actually the students in Korea  

where the Seoul Digital Forum is held  

have the most strength at math in the world. 

 



                             

 

8 

OECD 국가에서  

의무 교육이 끝나는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PISA 테스트에서 1등을 차지했죠 

Korea got first place in the PISA test  

among the OECD countries  

which is intended for the students aged 15  

who finished the compulsory education. 

 

그럼 한국의 학생들은 특별히 머리가 더 좋아서  

수학 과목을 다른 과목보다 더 잘하는 것일까요?  

Is it because Korean students are specially clever  

that they can do better in math than other subjects?  

 

수능 시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It seems wrong as we saw the CAST  

which is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to enter the South Korean university.  

 

국어나 영어 과목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득점에 분포를 해 있지만  

수학 과목의 경우에는 낮은 점수대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위치해 있죠 

Most students are distributed in the high marks  

in the case of Korean and English language. 

On the other hands, most students are distributed  

in the low marks in Mathematics.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수학을 잘하는  

대한민국의 학생들도 수학을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It seems that Korean students  

who are good at math in the world  

also have difficulty in math this much. 

 

(Time Code 45:17) 

저는 과학고와 공대에서 공부를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I’ve studied at a science high school 

and graduated from an engineering college. 

 

그러니까 엄마들이 얘기하는 수학 잘하는 엄친아 중 한 명이었죠 

I was one of the golden boy. 

 

저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 받았던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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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ink 

many students would get stressed by me at that time. 

 

고백을 하자면 저도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But actually it was very hard for me 

to study mathematics too.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 더 쉬웠기 때문에 

그래도 수학을 그나마 재미있게 공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I guess that studying mathematics was 

just easier than other subjects for me. 

So I enjoyed studying it. 

 

저에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사실이 있었다면  

세계적인 수학자들도 수학을 정말 어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I felt much better when I heard something 

that mathematics is the most difficult thing 

for many famous mathematicians too. 

 

왠지 모르게 통쾌하지 않나요?  

Isn’t it sounds funny? 

 

존 폰 노이만은 20 세기 최고의 수학자 중 한 명이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이론적인 모델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John von Neumann is one of the greatest mathematicians in 20 century 

He invented the theoretical model of the computer system.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천재죠 

그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He is the absolutely genius. And He said that, 

 

“수학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익숙해지는 것일 뿐이다” 

“Young man, in mathematics you don’t understand things. 

You just get used to them.” 

 

천재적인 수학자들조차 이렇게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또 다른 천재 수학자인 데카르트가 남긴 말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The reason 

why even top mathematicians feel embarrassed in mathematic  

is found by Descartes, who is another great mathemat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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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푼 문제마다 이후  

다음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규칙이 있었다” 

“Each problem that I solved became a rule 

which served afterwards to solve other problems.” 

 

사실 이것 때문에 수학을 공부하는 건 정말 즐거울 수도 있지만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만약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풀지 못했을 때는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도 풀 수 없다는 끔찍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죠 

Studying mathematics can be really joyful by this reason.  

But we have to think carefully.  

It means that if we failed to solve a problem in mathematics,  

we wouldn’t possible to solve other problems. How terrible it is. 

 

그래서 수학은 그냥 그냥 공부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In this reason, mathematics isn’t the simple subject.  

 

단 하나의 개념도 흘려보내지 않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When we study mathematics,  

we have to apply the correct concept of mathematics systematically.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 현장은  

이 같은 수학 과목의 특징을 올바로 반영해서 설계되었을까요? 

Think about our education system in Korea.  

Do you agree we have no problem  

when students study mathematics? 

 

100 년 전 미국의 한 학교의 모습입니다 

Let me show you a picture  

that is a scene of a school in the U.S 100 years ago. 

 

교실에서 한 명의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so many students  

but only one teacher is holding a class. 

 

익숙한 풍경이죠.  

It’s very familiar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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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의 한국의 한 학교의 모습입니다 

And it’s in Korea lately. 

 

자세히 보시면 컬러로 된 교과서가 나왔고  

저쪽 구석에는 컬러로 된 TV 도 있고  

뭔가 달라진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교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Look at this carefully.  

It looks that many things such as the color TV  

or something like that are changed  

compared to 100 years ago in USA.  

But basic situation is not changed at all. 

 

여전히 집합식으로 수업을 받고 있죠 

There are still so many students at the same classroom. 

 

이런 집합식 교육 환경에서는  

자연스레 학생들이 한 명씩 낙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In this situation, it is very likely to show up stragglers. 

 

왜냐하면 선생님은 주어진 수업 시간 동안  

주어진 진도를 나가야만 하고  

선생님이 강의하는 속도에  

학생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속도를 억지로 맞춰야만 합니다 

Because all students must struggle to follow  

what teacher say.  

They would be forced by the progress in class. 

 

이것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한 명씩 수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겠죠 

So it is possible to appear a straggler  

who can’t follow the progress in class. 

 

선생님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어떠한 내용을 알고 모르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며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There are no ways to know  

whether students follow the class well or not.  

Although teachers know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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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no ways to help them personally.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사용하는 종이책 또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And a printed book we use when we study mathematics  

are also have troubles. 

 

문제가 많은 문제집이죠.  

떠올려보시면 정말 두꺼운 문제집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Let’s think about it. In a very thick math workbook  

you can find so many problems. 

 

끔찍합니다 

It is terrible. 

 

그런데 이런 문제집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화되어 문제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작 나에게 도움이 되는 문제가 충분히 많지 않습니다 

These thick workbooks are standardized for every student  

so that it sometimes can be not helpful for them. 

 

비효율적인 학습을 강요하는 것이죠 

It is very ineffective way. 

 

사실 더 큰 문제는 풀이 과정을 보고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The worse situation is  

that students can’t understand  

the solving process by themselves. 

 

왜냐하면 수학 책은 이미 출판이 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어느 정도 안다는 가정 하에  

풀이 과정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These workbooks are usually published without solving process.  

Because the writers think  

that most of the students might know  

how to solve the problems  

because they already have learned it a little before.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풀이과정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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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나  

아니면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In this reason,  

many students cannot understand the answer exactly.  

So they have to ask other friends or teacher after the class.  

It is very weird situation. 

 

여기 화면에 표어가 보이십니까? “No Child Left Behind”  

Look at the motto in this picture. “No Child Left Behind” 

 

그러니까 단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게 하라 

It means that never let  

even a student get left behind. 

 

정말 중요한 교육 철학이자 미국에서는 연방법이기도 합니다 

It is the very important philosophy of education  

and also the federal law of USA. 

 

그런데 현실은 사진에서처럼  

선생님 뒤로 학생들이 힘겹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But in reality, you can see  

that students run after the teacher and they seem difficult. 

 

저희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 교실 안에서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I’ve wanted to make a classroom  

where students and teacher can study together. 

 

그것이 우리의 교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I thought it is the correct situation we have to maintain.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외를 통해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How should we do?  

We were able to find a clue by the private lesson. 

 

사실 과외는 거의 완벽한 교육입니다.  

In fact, the private lesson is almost perfect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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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과 학생이 1:1 로 수업을 하면서  

학생이 모르는 것이 나오는 순간에  

선생님은 즉시적으로 부족한 내용을 보충해 줄 수 있죠 

In face to face system,  

students can ask teacher anything whenever they want  

and the teacher can answer it immediately.  

 

하지만 역시 과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비싸고  

내가 원하는 순간마다 선생님을 불러서 수업을 받을 수도 없으며  

가장 큰 문제인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망치게 만듭니다 

But it has also a critical trouble.  

As you know, private lesson is too expensive.  

And actually, it is not easy to ask whenever they want.  

Besides, the biggest problem is  

that private lesson makes students  

unable to solve the problem by themselves. 

 

선생님에게 의존하는 학생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It means  

that private lesson makes students to rely on the teacher.  

So I was a little worried. 

 

만약 과외 선생님처럼 인공 지능을 가지고  

학생 스스로 공부하되  

모르는 게 있는 순간 맞춤형으로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면  

단 한 명의 학생도 낙오되지 않는 교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은 노리(KnowRe)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So we developed a solution called 'KnowRe'  

which is a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and it can give students the right answer immediately  

whenever students ask.  

Also This solution can make all students  

to follow the progress in class without straggler. 
 

 

(Time Code 50:33) 

사실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Actually we celebrate today. 
 

저희 노리가 2012년 오늘 법인 등록을 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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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이 된 그런 날입니다 

It has been two years to the say 

since KnowRe was registered as a corporation.  
 

저희 노리 팀은 수학을 분석해서 

수학에 있는 개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헤치고 잘게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We started to work on analyzing mathematics 

and splitting up into mathematic conceptions one by one. 
 

그리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지식을 

단위지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And we defined the smallest knowledge 

we cannot split up into as ‘Unit Knowledge’. 
 

각각의 단위지식은 

알고리즘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드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We began to develop each unit knowledge 

into code of computer program which had algorisms. 
 

단위지식은 그 자체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Unit knowledge includes questions itself 
 

학생이 모를 경우 더 작은 단위 지식으로 

쪼개져 설명을 해 줄 수도 있고 

and in case of students not knowing it, 

it can be split up into smaller unit knowledge and give an explanation 
 

또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친절하게 해당 지식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Also, a student can be given enough of an explanation 

when he or she wonders about something 

as unit knowledge has videos to provide information. 
 

저희는 수학을 분석해서 

총 세 가지 종류의 단위지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fter conducting an analysis of mathematics, 

we found out that there are three types of unit knowledge. 
 

첫 번 째는 일상 생활의 용어를 분석하고 번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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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프릿티브 유닛 

The first one is the Interpretive Unit, 

which analyzes and translates everyday words. 
 

두 번 째는 수식화와 공식을 담당하는 

포뮬라익 유닛 

The second one is the Formulaic Unit, 

which is in charge of modifying processes and formulas.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인 계산, 연산을 담당하는 

컴퓨테이셔널 유닛이 있었습니다 

The last one is the Computational Unit, 

which works on general calculations and arithmetic. 
 

이러한 단위지식들을 

일련의 흐름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연결시키고 나면은  

지식 체인이 완성되고 

We completed a chain of unit knowledge 

by using logic to connect them. 
 

이러한 지식 체인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의 문제, 이미지를 입히고 나면은 

인터렉티브한 수학 문제가 완성됩니다 

We make interactive math questions 

by adding the form of math questions we know of 

on top of this kind of chain of unit knowledge.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최적의 솔루션으로 리뷰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You have access to the best solution 

as contents have been made in this way. 

 

이렇게 만들어진 노리의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et me show you the demo of KnowRe. 
 

처음 서비스에 접속하면 

마치 게임과 같은 커리큘럼 맵을 만나게 됩니다 

When you use our service, 

you see the curriculum map that looks kind of like a game.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지 않나요? 

Doesn’t it look inte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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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단원에서는 캐주얼 게임처럼 

별을 세 개까지 딸 수 있습니다 

In each unit, you can get three stars at most 

as if you are doing a casual game. 
 

공부를 시작하면 이 단원에서 보아야 되는 

문제들의 리스트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을 

재미있는 만화의 형태로 친근하게 먼저 접합니다 

If you decide to start studying math with our program, first of all, 

you check the list of questions you will see in the unit 

and are kindly informed by an interesting cartoon 

what you are going to learn in the unit. 
 

그리고 동영상을 학습한 뒤에 

진짜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And you start dealing with questions 

after learning through the videos. 
 

지금 보여드리는 문제는 간단한 분수방정식입니다 

This question you are now seeing is 

about a fractional equation, which is simple. 
 

하지만 학생이 문제를 풀다 막혔을 때 

마치 과외 선생님이 한 줄 한 줄 잘라서 

문제를 쪼개 주는 것처럼 문제를 쪼개줍니다 

If a student does not know how to solve this problem 

our program splits this up 

as if a tutor were dividing it into smaller conceptions line by line. 
 

첫 번째 단계는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과정이었는데 

모른다면 비디오를 보고 돌아와서 

다시 스스로 답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The first step on the screen just now 

was about finding the smallest common multiple. 

If you can’t handle that, you go back and see the videos related 

and find the answer and you are able to enter it for yourself. 
 

그럼 다음 단계가 나오죠 

Then the next step pops up. 
 

이런 식으로 학생은 단계단계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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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Students are able to study in this way, 

step by step, for themselves. 
 

각각의 단계는 단순히 객관식이 아니라  

우리가 수학을 입력할 때 공부하는 

모든 수식들을 입력 받을 수 있습니다 

Each step is not just a multiple choice question, 

but about any expressions or mathematical formulas we input. 
 

이렇게 해서 결국 학생이 스스로 

문제의 답을 구한 것을 볼 수 있었죠 

We could help students get the right answer for themselves. 

 

이렇게 학생이 공부를 하는 동안 

어떤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동영상을 참고로 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 서버에서 분석을 하고 

Our server analyzes information 

like which step the student had difficulty in, 

what part he spent the longest time on, 

what videos he referred to and so on. 

 

학생이 무엇이 부족해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나 

이 학생에게 필요한 지식들은 어떤 것인가를 

맞춤형 리뷰로 제공을 해 줄 수 있습니다 

As a result, we are able to provide customized reviews 

like why he couldn’t solve the question 

and what kind of knowledge he does not have and needs to be given. 

 

저희 노리는 이미 미국의 많은 학교들에 보급되어 

선생님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현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We are making a radical reform 

by widely distributing KnowRe into school education field 

where teachers and students study.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저렇게 즐거워하는 표정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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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you ever seen students 

enjoying studying math like in this picture? 
 

작년 9월,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미국에 있는 150개 학교가 

저희 프로그램을 쓰고 싶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Since our pilot program was launched last September, 

a hundred and fifty schools in the U.S. applied for it. 
 

저희는 그 중에서 37개를 선택하여 

학교 현장에 노리를 보급했고요 

Thirty seven of them chosen by us 

were allowed to use KnowRe in their schools. 
 

노리를 통해 수업을 했던 선생님 중 

88%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끌어 올리는 데 

노리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88 percent of those who made the use of KnowRe 

gave us positive feedback 

that KnowRe was a great help to improve students’ math skills. 
 

대단하죠? 

Don’t you agree this is awesome? 
 

그럼 이렇게 교실 현장에 솔루션이 보급되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동안 

선생님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While students study with KnowRe in the real field of education, 

what are teachers going to do? 
 

가르치는 역할을 컴퓨터한테 뺏긴 채 

자리에서 쉬게 되나요? 

Are they being taken away their own role of teaching students 

and just left with nothing to do? 
 

그럼 선생님들은 이런 솔루션을 싫어하지 않을까요? 

Then don’t they object to this solution?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It seems like they ar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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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의 인터뷰를 보여드리죠 

I am going to show you a video interview by teachers 

who joined our pilot program. 
 

(Time Code: 54:42) 

I have a hundred and forty students in my classes. 

저는 14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It is hard to get around to see what each kid is doing. 

학생들이 각자 뭘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죠 

 

It is really difficult to track the progress of every student. 

모든 학생들의 성취도를 파악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I think using KnowRe on a regular basis in my classroom 

is maybe more effective as a teacher. 

노리를 정기적으로 사용해서 

더 효과적인 선생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I’ve been teaching for 7 years now 

and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 am able to really reach every single student. 

저는 7년차 교사인데 

처음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제 손길이 닿을 수 있게 됐습니다 

 

The students can answer questions 

and get feedback from the program 

학생들은 문제를 풀고 

노리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then know if they are right or wrong 

then they watch videos to get extra help 

스스로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고 

동영상으로 더 필요한 내용을 습득하죠 

 

and then all of that information comes back to me 

and I can look at an overview of my classroom. 

저는 관련된 모든 학습 정보를 받아서 

교실 전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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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ta in the teacher dashboard is great. 

교사용 대시보드의 데이터는 훌륭합니다 

 

It gives me just enough information to know 

where my students are, what progress they are making. 

학생들의 학습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죠 

 

My students are becoming independent learners 

which is making them successful students.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워서 

훌륭한 학습자가 되고 있습니다 

 

They enjoy watching the videos 

학생들은 비디오 보는 걸 좋아합니다 

 

and they get out their earbuds and plug them in 

so they can all watch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어폰을 꽂고 비디오를 보지만 

각자 스스로에게 필요한 영상을 보죠 

 

Kids in the current generation schools 

are growing up in a world 

where they need to be able to learn online. 

요즘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배워야 하는 

세상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They need to be able to learn at an independent pace. 

각자가 이해하는 속도에 맞게 공부해야 합니다 

 

They need to be able to teach themselves, challenge themselves. 

그들 스스로 배우고 도전해야 하죠 

 

KnowRe is a great way of introducing some of those skills 

at an early age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노리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좋은 솔루션입니다 

 

Anytime you can get an extra time as a teacher, 

that’s, that’s just the best thing ever. 

교사로서 여유시간이 생긴다는 건 

최고로 좋은 일이죠 

 

They can work on math 

and they don’t even realize that they are doing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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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자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수학을 잘하게 되죠 

 

It will change teachers’ lives. 

교사들의 삶을 바꿔 줄 겁니다 

 

My job is definitely easier now with the help of KnowRe. 

제 일은 노리 덕분에 확실히 더 쉬워졌습니다 

 

(Time Code: 55:59)  

인상적으로 보셨나요? 

Was it impressive? 

 

교사들의 삶을 바꿔 줄 거라는 메시지가  

저희들한테는 그 어떤 칭찬보다도 크게 와 닿았습니다 

The message saying that it will change the lives of teachers 

was the most touching compliment than any other. 

 

아마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솔루션으로 공부할 수 있나?  

Maybe the next question will occur to you. 

Can this solution be adapted to Korea also? 

 

노리는 얼마 전부터 미국에서 정식 버전으로 세일즈를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마지막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나라에서도 노리를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KnowRe has began to sale in formal version in United States lately 

and last pilot program has been operated in Korea 

so it will soon become possible to learn through KnowRe also here. 

 

노리는 혁신적인 솔루션 덕분에 

이미 많은 이벤트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Thanks to the innovative solution 

KnowRe achieved recognition of its excellence from many events. 

 

작년 5 월에는 미국 최대의 교육청인 뉴욕시 교육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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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한 교육앱 경진대회에서 1 등을 수상했습니다 

Last year in May, KnowRe won first prize  

at the ‘NYC Schools Gap App Challenge’  

held by NYC Department of Education 

the biggest Education Office in the United States. 

 

이를 통해 뉴욕에 있는 혁신 학교에  

우선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벤더로 선정되기도 했죠 

Through this experience our program has been appointed 

as the preferentially propagable vendor. 

 

최근에는 비즈니스 매거진 패스트 컴퍼니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육회사 Top 10 으로 선정되었습니다 

Recently Fast Company, a business magazine, named KnowRe as one of  

“The World’s Top 10 Most Innovative Companies in Education.” 

  

큰 교육회사들 사이에서 벤처기업으로서 함께  

선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It was a honorable moment than any other because 

KnowRe was appointed as a venture business together  

with other huge Education Companies. 

 

교실은 학생들에게 부족한 지식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Classes should be a space where 

students are supplied of their lacking knowledge.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며 교실에서 점수를 받습니다 

But what about the reality? 

Student receive points in the class as they go to school. 

 

어떤 학생이 시험에서 70 점의 점수를 받았다고 상상해봅시다 

Let’s imagine a student got a score of 70 on a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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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왜 내가 70 점의 점수를 받았는지  

그렇다면 나에게 부족했던 30 점의 점수는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30 점의 점수를 더 보충할 수 있을지  

What this student need is the reason why I got 70 

and then what was the deficiency that caused to lose 30 

and what can I do to complement those 30 points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지만  

are the answers the student need 

 

현실의 교실은  

‘너는 70 점짜리 학생이야’라고  

낙인을 시켜버린 뒤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but a class in the real world stigmatize the students 

saying ‘You are a student who worth only 70 point’ 

then does not offer any help. 

 

저희는 이러한 교실의 문제를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se kind of problem in the class  

can be improved with digital solution. 

 

학생들은 디지털 교육을 통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Student can study at the speed  

they can comprehend through digital education. 

 

더 이상 선생님의 강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한다고 낙오자가 될 필요가 없죠 

They don’t need to be a failure because  

they cannot keep up with the teacher any more. 

 

선생님은 처음으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왜 공부를 어려워하고 있는지  

어떠한 지식이 부족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Teachers can understand for the fir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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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he students I teach are having trouble with studying  

and what kind of knowledge they lack. 

 

그들과 눈을 맞춰 진짜 선생님이 되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They become real teachers  

who can start a conversation eye to eye. 

 

저희가 한국 버전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한 학생이 남겨준 후기입니다 

This is a comment that a student have written  

while we operated a Korean version of pilot program. 

 

재미있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표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There are many funny expressions, but I will read out 

the expression at the bottom of the page. 

 

“졸렸었는데 잠이 확 깼다.”  

“I was sleepy then wide awake.” 

 

여러분들은 수학 공부하면서 한 번이라도 잠이 확 깼던 적이 있으신가요?  

Have you ever been wide awake even once  

when you were studying Math?  

 

저희가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재미있는 지원서들이 많았습니다 

While we were operating a pilot program in U.S 

there were many funny applications. 

 

그 중에 정말 감동적인 지원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63 세의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것이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Among them was a very touching application. 

It was sent by a 63 year old woman. 

Here is how it goes. 

 

나는 수학을 정말 사랑했지만 잘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과 함께라면 나도 수학을 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당신은 공부하기에 너무 늙지 않았다 

“I’ve always loved Math but was poor at it 



                             

 

26 

but with this program I think I can study well in Math. 

You are never too old to learn.” 

 

이곳에 계신 어떤 분도 수학을 공부하기에  

늙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Everyone who came here are   

never too old to study Math,  

never too late to study Math. 

 

누구나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명탐정이 될 수도 있고 

큐브를 쉽게 맞출 수도 있죠. 

Anyone can do well in Math 

can be a detective or easily solve a cube. 

 

야구 경기를 더욱 더 재밌게 볼 수도 있습니다 

Can enjoy a baseball game more. 

 

그리고 돈을 더 효과적으로 모으는 방법을 알아서 부자가 될 수도 있죠 

And can become rich by learning  

how to save money more efficiently. 

 

아이작 뉴턴이 한 말입니다.  

This is what Isaac Newton said. 

 

“내가 남들보다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If I have seen a little further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유턴이 말한 거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항상 여러분들 앞에는 수학이라는 지식의 거인이 서 있었습니다 

What do you think the ‘Giants’ were referred to? 

What stands in front of you all the time  

was the giants of knowledge called 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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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거인의 무릎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면  

더 이상 수학 성적 때문에 머리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직업도 가질 수 있죠  

If you can reach the giants’ knee 

you do not have to suffer from headache because of Math scores. 

You can have any job you want. 

 

그리고 만약에 거인의 어깨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인류의 지식 문명 위에 하나의 지식을  

더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And if you can reach the giants’ shoulder, 

you have the opportunity to accumulate  

another knowledge upon human civilization. 

 

거인에 오르는 가장 좋은 사다리가 되어 드리기 위해  

어디까지 올라갈지 여러분들의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  

저희들은 오늘도 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To become the best ladder to climb up the giant 

and to help your choice of how far you will go, 

we are making KnowRe even today. 

 

감사합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