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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디지털화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는 파괴적 변화와 혁신의 시대”라고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 사회를 살아갈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키워내기에
적합한 학습체제는 무엇인가? 이것이 본 연구과제의 추진배경이자 연구목적이다.
산업구조와 일자리의 급격한 변화가 예측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직접
습득하는 학습방식을 통해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미 보편화된
인식이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정에만 수년씩 걸리는 현행 공교육 방식만으로는
미래 세대가 갖추어야 새로운 역량을 키워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혁명이
가능케 해줄 첨단 학습환경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 또한 본 연구의 지향점이다. 증강
현실(AR)․가상현실(VR)을 통한 실감나는 학습경험 제공,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수준 진단 및 맞춤형 개별학습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학습자원
관리‧분석 효율화 및 공유를 통한 협업 진작 등 디지털혁명의 혜택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과학기술 인재양성 방안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먼저
산업혁명과의 관련 속에서 미래 사회 변화를 예측해 보고 그에 따른 과학기술 인재의
핵심역량을 살펴보았다. 실제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 중국 등의 최근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정책 동향도 탐색하였다. 한편, 디지털 기술 발전이 교육 공간 및 시간,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장시킴에 따라 교육 방법 또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 새로운 방법이 출현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 인재의 학습방법에서도 최신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빅데이터, AI 및 딥러닝, AR‧VR 콘텐츠, IoT 학습
도구, 학습플랫폼 등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최신 에듀테크 기술의 현주소를
진단하였다.
최근 글로벌 인재양성 정책 동향 및 에듀테크 현황에 대한 진단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 과학기술 인재의 핵심역량, 핵심역량에 영향을 주는
학습 요인과 학습 이슈, 그리고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필요능력을 도출하였다. 미래
인재들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모델을 수립함에 있어 본 연구가 주목한
이슈는 컴퓨팅 환경의 발전에 따른 학습 환경의 변화, 자기주도형 탐구학습으로
학습 방법의 변화, 공유 문화의 확산에 따른 학습 정보 생활의 도래 등 세 가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를 고려할 때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인재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탐구학습을 위한 시뮬레이션 학습 능력, 정보 생성과 시뮬레이션
학습 환경을 다루기 위한 컴퓨팅 능력, 학습 정보를 스스로 생산하고 다른 학습자와
공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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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생들이 상기 세 가지의 필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학습 플랫폼으로서 “학습정보 공유
생태계”와 “지능형 학습시스템”을 갖춘 “미래 과학기술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 플랫폼은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학습자 맞춤형‧적응형‧
체감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즉, 평균 학생에 맞춘 교과 중심, 교실
단위 수준별 교육이 아닌, 각 학습자의 역량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학생 단위 맞춤형
교육으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일방적인
온라인 학습이 아닌, 학습 분석과 추론을 바탕으로 각 학습자의 현 수준을 진단
하고 다음 학습을 제시하는 성장 지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Io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학습 콘텐츠와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의 IT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플랫폼의 개념 도출에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플랫폼을 사용하게 될 학생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플랫폼 구축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 실행에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미래 과학기술 인재 육성
플랫폼 모델(안)을 설계하고 시스템 구성과 사용자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제안한 모델은
플랫폼, 콘텐츠, 도구 등 세 가지 핵심기능을 탑재한 시스템으로, 1) 학습정보 공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능형 탐구학습 시스템, 2) 시뮬레이션 학습을 위한 AR/VR
기반 가상 과학 실험실 및 콘텐츠, 3) 시뮬레이션(프로그래밍) 학습을 위한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 도구로 이루어져 있다. 아울러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투자효과를
예측해 보았다. 본 플랫폼의 핵심 개념은 어떤 학생이 플랫폼을 통해 학습하는 과정이
정리되어 다른 학생이 학습하는 콘텐츠로 다시 활용되는 학습정보 공유 생태계라는
점이다. 따라서 플랫폼의 정착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 자기주도적 탐구학습 역량이
높은 학습자들이 활발하게 플랫폼을 활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양질의 콘텐츠를
축적하고 다른 학생들이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험이 확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교적 자기주도적 탐구역량이 높다고 알려진 과학영재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학생들 눈높이의 콘텐츠를 조기에 다량 확보하고, 일반 학생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x

Ⅰ. 서 론

미래 사회 변화 대응 과학기술인재 육성 방안 연구

Ⅰ. 서

론

1

Ⅰ. 서 론

Ⅰ. 서

1

론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미래사회 전망
2016년 다보스 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핵심의제로 채택하고, “과학기
술과 디지털화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는 파괴적 변화와 혁신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강조1)하며, 급격한 과학기술 혁신은 고용에도 영향을 미쳐 미래 일
자리를 변화 시키고, 요구되는 직무역량 또한 달라질 것으로 예상
- 옥스포드 마틴 스쿨의 경제학자인 프레이와 오스본 또한 ｢고용의 미래｣ 보고서에
서 기술에 의한 자동화로 인해 향후 10년에서 20년 이내에 미국 내 현재 직업의
47%가 도태 가능하다고 전망
- 세계경제포럼 ｢직업의 미래｣ 보고서도 향후 5년간 단순반복 작업 뿐 아니라 약한
인공지능으로 대체가능한 사무‧행정직 등 710만개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며, 2020년
에는 육체적 기술이나 콘텐츠 기술보다 복잡한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기술 및 시
스템 기술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측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공학, 3D 프린팅, 공유경제 등 제4차 산업
혁명을 견인하는 주요 기술은 디지털‧물리적‧생물학적 영역의 경계를 없애고 기술의
융합을 심화시키며, 디지털 연결성을 통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것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의 고용 트렌드를 예
측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과
학기술이 정치․사회․경제․문화를 주도할 것이므로 과학기술 인재의 역할이 더욱 중
요해짐
특히 디지털혁명 기반 새로운 융합현상은 교과 중심의 현행 학습체제를 비롯, 미
래교육의 비전 및 정책, 학습 환경에도 아래와 같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됨

1) 클라우스 슈밥 (2016),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현재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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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이 실감나는 학습 경험 제공2)
- 빅데이터로 인해 학습자의 수준 진단 및 개선 가능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통해 학습자원 관리‧분석이 효율화되고 자원 공유를 통
한 협업 용이
- 인공지능이 정보 취득을 용이하게 하며 맞춤형 개별학습 지원 가능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변화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고 주도할 인재양성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창의성, 도전정신, 협
업능력 등 핵심역량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
구 증대
- 미래 과학기술인력 육성정책 방향을 총론적으로 정리하고, 기 추진 중인 개별 단
위사업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실행방안과 체계적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의융합형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

과학기술계가 과학기술과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을 연계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미래에
대한 거대 담론을 형성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진화된 최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 인프라 구축‧운영 시급
- 교육과 IT가 결합된 ‘에듀 테크(Edu Tech)’ 방식으로 학생 개인의 필요와 학습능력에
맞는 실질적 개인 맞춤형 교육 제공
▸교실 단위 수준별 교육 → 학생 단위 맞춤형 교육으로 변화

평균 학생에 맞춘 교과 중심 교수학습에서 탈피, 개인 역량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교육 구현으로 인재양성 패러다임 전환 필요

2) “새로운 경험을 만들기 위해 3D 공간에 데이터를 배치하는 증강현실(AR)은 “혼합 현실”로 불리기도 하며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함. 가상현실(VR)은 사실적인 감각 경험을 위해 사람과 사물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컴퓨터 기반 환경을 말함. AR 및 VR이 소비자 부문(개인 미디어 소비 분야)에서 많이 활용
되고 있지만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도구 사용이 쉬워지면서 교육 부문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됨. VR 구조는 가상 환경 속에서 실세계에 대한 데이터를 탐색 하는 맥락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반면, AR
의 반응형 상호작용은 학생이 가상의 객체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더 넓은 이해하도록 도움.” (Horizon Report
2016 (한국어판) – 고등교육 에디션 본문 중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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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을 진단하고, 다음을 제시하는 성장 지원 교육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기반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 일방적 온라인 학습이 아닌 학습자 분석과
추론에 바탕한 맞춤형 교육 인프라 확충‧운영 필요
* 머신러닝 : 경험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하고 예측하여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AI 분야

▸학습 콘텐츠와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IT도구의 제공

기존의 범용적인 인터페이스에서 탈피, 학습 콘텐츠와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의 IT도구 개발 필요
* 텐저블 인터페이스 : 사용자가 신체를 사용하여 컴퓨팅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

2

연구목표
4차 산업혁명 시대, IoT․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 양성 관련 핵심이슈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능정보사회를 능동적으로
주도할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방안 기획 및 세부 추진방안 수립
(시스템) 맞춤형‧적응형‧체감형 미래과학기술 인재양성 플랫폼 및 콘텐츠 지속발전
생태계(생성–공유(유통)-소비(활용)–재생성) 구축․운영 추진방안 기획
(콘텐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가상 과학실험
콘텐츠 개발․활용 추진방안 수립
(도구)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TUI)에 기반 프로그래밍․코딩 도구 개발 및 증강현
실(AR)․가상현실(VR)과 연계된 텐저블 도구 개발․보급 활성화 방안 수립

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과학기술 분야 인력 양성 관련 주요 이슈 도출, 미래형 과학기술 인재
양성 플랫폼 모델 제시, 제시된 플랫폼의 구축방안 등 3가지 파트를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하였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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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문헌 및 자료를 통하여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의 인재 양성 동향을 탐색
하는 한편, 최신 에듀테크 기술의 인재양성 부문에의 활용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교사 등 플랫폼 활용자 대상 설문조사, 관계 전문가 심층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인재양성 플랫폼 모델(안) 및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음
(이슈 도출) 사회 각 분야의 산업 구조 변화와 요구되는 일자리 변화에 따라 이에
필요한 과학기술 인재의 직무역량을 도출하고, 직무 역량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 단계별 이슈를 파악
(플랫폼 제시) ICT 기반 미래형 과학기술 인재양성 플랫폼을 시스템, 콘텐츠, 학습
도구의 3가지 측면에서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추진방안 및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안
- 에듀테크 산업계를 포함한 내외 연구진 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플랫폼 아이디어
컨셉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 컨셉의 실현 가능성, 적합성 검증을
각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진행
- 도출된 플랫폼 아이디어 컨셉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미래 과학기술 교
육 플랫폼 모델을 확정하는 한편, 플랫폼 구축 성공요인 도출을 위해서 교육, 기
술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여 핵심
요인 설정
- 전문가 델파이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도출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학생 및 교사 등
플랫폼의 잠재 활용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
조사
(추진계획 수립) 기획된 ICT 기반 과학기술인재 육성 사업의 연차별 추진 계획안
도출 및 소요예산 산출
- 시스템, 콘텐츠, 학습도구 등 3가지 부문으로 추진방안 수립 및 소요 예산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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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혁명과 근대적 교육제도의 탄생
산업혁명과 보통교육의 탄생
보통 교육은 일반적으로 그 시대 사회가 요구하는 산업과 직업의 수요에 조응한
다고 할 수 있음. 근대적인 공교육, 보통의무교육은 산업혁명 이후 공장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추어 탄생함. 산업혁명으로 공장노동이 확대되고,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문자해독, 연산 등 지적 능력이 커지면서, 앞으로 공장에서 일할 일반
국민, 어린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지적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공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특히 산업화와 근대적 국가 형성에 뒤쳐졌던 독일 프로이센의 계몽군주들은 부국
강병의 수단으로 공교육 제도를 수립. 1713년 프로이센의 황제인 프리드리히 빌헬
름1세는 보통교육에 관한 교육령을 공포하여 프로이센 내에서의 초등학교 취학을
의무화 함. 이후 1763년 프리드리히 2세가 공포한 '일반지방학사통칙'은 독일의 대
표적 초등교육 시행령인 동시에 세계 최초의 초등 교육령으로 5~14세 아동들에게
취학을 의무화했음.
이는 농업사회의 도제식 교육에서 산업사회의 보편적 의무교육으로 교육의 패러
다임 변화를 가져옴(표 1). 농업사회의 도제식 교육은 부모의 책임하에 사회적 재
생산을 목표로 실용적인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이었다면, 산업사회의 보편적 의무
교육은 국가의 책임하에 대량생산을 목표로 학문적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음(Collins & Halvers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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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3)
구분

1세대:도제식 교육

2세대:보편적/의무교육

3세대:평생학습

책임의 주체

부모

국가

개인과 부모

목표

사회적 재생산

대량 생산

개인의 선택 존중

교육의 내용

실용적 기술

학문적 지식

배우는 방법을 배우기
(Learning how to learn)

페다고지

도제식

주입식

상호작용(interaction)

근대적인 시민의 양성과 동시에, 작업 지시를 받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집단적인 규율을 강조하는 교실은 학생들이 졸업 후 일할 공장과 국가의 기본 룰을
익히는 곳이었음.

관리자와 엔지니어를 위한 대학의 탄생
공장 노동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 초중등 교육이었다면, 대학(고등) 교육은
관리자와 엔지니어, 연구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관으로 설립됨. 대학은 중세
시대에도 있었으나, 당시의 대학은 귀족이나 사제, 상층 부르주아지를 대상으로
주로 신학 및 라틴어를 교육하는 기관이었음. 근대적인 산업사회를 위한 대학의
탄생은 미국의 모릴 토지 허여 법(Morrill Land-Grant Colleges Act)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중세의 대학이 통치, 지배 계급을 위한 교육기관이었다면, 근대 미국의 주립대학은
철저히 그 당시 산업이 요구하는 인력,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862년과 1890년에 통과된 2개의 법으로 구성된 모릴법은 연방정부가 각 주의 공립
대학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주 정부에 무상 토지를 불하한 법으로, 독일의 기술대학
(Technische Hochschulen)을 모델로 하여 각 주에 ‘농공대학’(schools of agriculture
and engineering)이 설립됨. 농공대학은 그 당시 주력 산업인 농업을 발전시키고,
미국이 서양에 비해 뒤쳐진 미래 산업인 공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미국은 또한 중세 대학의 전형적인 교육 방식인 강독을 강의 형식과 세미나로 바꾼
독일 대학의 교육 방식도 도입함. 농공대학은 산업화되는 미국에 엔지니어를 공급
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미국이
급속히 산업사회로 진입하는데 기여하였음. 미국의 연구 중심 대학원들은 미국이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고, 세계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됨.
3) 출처: Collins & Halverso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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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기술혁명과 사회패러다임 변화4)
산업혁명과의 관련 속에서 근대적인 교육제도의 탄생을 살펴보았듯이, 보통교육은
일반적인 국민과 공장 노동자 양성을 목적으로 제도화되었고, 대학교육은 엔지니
어와 관리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당시 선진국이 아닌 뒤떨어졌던 독일과 미국에서
먼저 일어났고, 두 나라 모두 급속히 산업화에 성공하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즉, 향후 필요한 분야의 우수한 인력 양성은 뒤떨어진 현재의 역량(국력, 산업
경쟁력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임.

2 지식정보화, 4차 산업혁명과 인재 역량의 변화
비반복적 업무의 증가와 인재 역량의 변화
1980년대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사회,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이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교육이 사회의 변화된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새로운 기술과 기술적 혁신이 나타나는 주기가 극단적으로 빨라졌
으며, 기술의 파급속도도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음. 1876년 벨(Bell)이 발명한 유선
전화기의 보급률이 10%에서 90%로 도달하는데 걸린 기간이 73년이었으나, 1990년
대에 상용화된 인터넷이 확산되는데 걸린 시간은 20년에 불과했고, 휴대전화가 대
중화되는 기간이 14년이라는 점은 기술발전의 속도와 더불어 기술의 파급력이 급
진적으로 빠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산업 또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4) 자료: 김성태(2011), 스마트사회를 향한 대한민국 미래전략, 2011, 법문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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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ICT 산업으로 주력 산업이 바뀌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업무 역량에 대한 정
의도 변했는데, 과거의 역사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유산의 결과물”인 교육은
여전히 산업시대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대량생산과 분업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시대에는 단순반복적인 육체노동, 매뉴얼
학습을 통한 인지적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지식정보화사회로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일이 반복되지 않고, 협업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음.
머네인(Murnane) 보고서(2010)에 의하면, 기업의 주된 활동 변화를 추적 연구한
결과 1960년대만 하더라도 기업 활동의 주축을 이루는 매뉴얼 기반의 반복 업무
(Routine Manual, Routine Cognitive)는 급속도로 축소되고, 1980년대를 기점으로
비반복적인 업무(Non-routine Interactive, Non-routine Analytic), 즉, 상호작용, 협력을
요하는 분석적 업무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그림 Ⅱ-2). 즉, 틀에 박힌
육체노동 관련 기술, 인지적 기술을 요구하는 업무는 감소하고 있으며, 틀에 얽매
이지 않는 분석적 기술과 대인관계 기술을 요구하는 업무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이 변하고 있음.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기업들이 필요한 역량을 갖춘 노동력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임(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6). 노동시장, 나아가 사
회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를 분석하여, 여럿이 상호협력하여 창의적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림 Ⅱ-2] 경제 활동에서 반복적-비반복적 업무의 변화, 1960-20005)
5) 자료: Murnane 보고서(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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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새로운 변화의 시작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환점을 맞
이하고 있음. 18세기 중반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은 ‘기계 혁
명’의 시대로 가내수공업 중심의 생산체제가 공장생산체제로 변화됨. 19~20세기에
걸친 제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동력의 등장으로 효율적인 대량생산체제가 가능
해졌고, 가전, 자동차 등이 대중화된 ‘에너지 혁명’의 시대였음.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3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인한
지식정보산업의 성장 및 정보화․자동화 체제가 구축되었음. 디지털혁명이라고도
불리는 3차 산업혁명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 중에 있음. 사물인터넷(IoT)
과 인공지능(AI)를 기반 기술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사람, 사물 등 모든 것이 인
터넷으로 연결되고, 인공지능으로 자동화․최적화되는 가상물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이라고 할 수 있음(그림 Ⅱ-3, 그림 Ⅱ-4).

[그림 Ⅱ-3] 세계경제포럼의 산업혁명 진화 4단계6)

[그림 Ⅱ-4] 독일의 Industry 진화 4단계7)
6) 자료: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7) 자료: 독일인공지능연구센터 DFKI(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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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물리학, 디지털, 바이오
등 과학기술의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이 융합하고, 분야 간 상호교류가 이루어지
면서 이전의 어떤 혁명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크라우스 슈밥 회장은
2016년 1월 개최된 제46차 다보스포럼에서 4차 혁명을 일컬어 “지금까지 이보다
더 큰 기회도, 더 큰 위험도 존재했던 적이 없다”며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 사회, 문화, 인류 환경을 재편할지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 지
구적인 관점 공유가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함.

3 미래 일자리의 변화와 새로운 역량에 대한 요구
미래 사회의 일자리 변화
디지털혁명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과
로봇에 기반한 자동화의 발달로 인간이 하던 많은 일이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임. 반복적인 일뿐만 아니라 비반복적인 일 또한 사람을 닮은 인공지능이 점점
더 잘 처리해 나가고 있음. 사라지고 있는 단순·반복적인 사무행정직이나 저숙련
(Low-Skills) 업무는 물론이고, 그동안 자동화가 어려웠던 재무관리자, 의사, 고위
간부 등 고숙련 전문직 업무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WEF가 발표한 ‘미래(2015~2020)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
5년 내에 기존 일자리 710만개가 없어지고, 새롭게 210만개가 만들어 져서 순 감
소 일자리가 500만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음. 이 보고서는 응답한 경영진들이 고
용하고 있는 인력이 1,300만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38%의 인력이 실직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음. 또한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의 65%는 지금 존재하
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함.
옥스퍼드 대학(Oxford University)의 Martin School은 유럽 노동시장이 ‘글로벌화’
와 ‘기술적 혁신’으로 인해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특히
S/W 및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단순 업무에서부터 복잡한 업
무까지 자동화되고, 자율주행기술 및 3D 프린팅 기술 등의 등장으로 일자리 지형
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함. 구체적으로는 텔레마케터, 도서관 사서, 회계사 및
택시기사 등 현재 직업의 47%가 20년 이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도출
하였음(Oxford Univ.,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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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동시장의 미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CEDA는 호주는 노동시장의
39.6%(약 5만 명의 노동인력)가 수십 년 내 컴퓨터에 의해 대체 될 것이고, 그 중
18.4%는 업무에서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함(CEDA,
2015). Boston Consulting Group은 독일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화 기계 등으로
인해 생산부문 120,000개(부문 내 4%), 품질관리부문 20,000개(부문 내 8%) 및 유
지부문 10,000개(부문 내 7%)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생산계획부문의 반복형 인지업무
(Routine cognitive work)도 20,000개 이상 사라질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2025년
이후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Boston Consulting Group, 2015).
Mckinsey는 인공지능, 첨단로봇 등 물리적․지적 업무의 자동화로 인해 대부분 업
무의 특정 부분이 자동화 될 것으로 보고 있음. 미국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저숙련
및 저임금 노동인력이 수행하는 단순 업무와 더불어 재무관리자, 의사, 고위간부
등 고숙련 고임금 직업의 상당수도 자동화되어, 인간이 하는 업무의 45%가 자동
화될 것으로 전망함(Mckinsey, 2016).
역사적으로 산업화의 진전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고, 자동화로 처리할 수 없는 역량, 고숙련 인력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음.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새로운 산업과 직군들이 생길 것임. GE는 미래에 생산성을 높일 기술로
제시되고 있는 클라우드, 자동화 기술, 예측 분석 및 선행제어를 위한 스마트 시
스템 등의 기술과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로 제시되고 있는 기계
센서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3D 프린팅 기술 등의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였
음. 특히 산업계에서는 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 및 산업로봇 등 분야에서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중 65%는 신생직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
하고 있음(GE, 2016).
Boston Consulting Group 또한 독일 제조업 분야 내 노동력의 수요는 대부분 IT와
S/W 개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노동자를 대상으로 나타날 것이고, 특히 IT 및
데이터 통합 분야의 일자리 수는 110,000개(약 96%)가 증가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배치의 일반화로 인해 로봇 코디네이터 등 관련 분야 일자리가 40,000개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였음(Boston Consulting Group, 2015).
결국 4차 산업혁명은 기술 및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새로
운 산업․비즈니스 모델을 창발시킬 것임. 이러한 직업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또한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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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역량에 대한 요구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산업 측면의 변화와 일자리 지형의 변화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고용 인력의 “직무역량(Skills & Abilities)*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WEF 보고서에 따르면 제4차 산업혁명은 고용인력의 직무역량 안정성(Skills
Stability)에도 영향을 미치고, 산업분야가 요구하는 주요 능력 및 역량에도 변화가
생겨 ‘복합문제 해결능력(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 및 ‘인지능력’ 등에 대
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WEF, 2016).
그 외 다수의 전망 보고서에서도 ‘컴퓨터/IT’ 및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분야의 지식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함을 강
조하고 있음(Oxford Univ., 2016). 특히 미국 제조업계에서는 2018년까지 전체 일
자리의 63%가 STEM 분야의 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첨단제조분야의 15% 이상이
STEM 관련 고급학위(석사 이상)를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함(GE, 2016).
또한 미래사회의 고용 인력은 새로운 역할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더
불어 지속적인 학제간 학습(Interdisciplinary Learning)이 필요하고, 다양한 하드스
킬(Hard Skills)*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로봇이나 기계를 다루
는 전문적인 직업 노하우를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할 수 있는 역량과 더불어
다양한 지식의 활용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스킬(Soft Skills)*이 미래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Boston Consulting Group, 2015).

용

어

직무역량 안정성
(Skills Stability)

설

명

기술발전 및 산업변화에 따른 고용 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변화 정도 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역량의 유통기한의 변화 정도를 의미

하드스킬
(Hard Skills)

기술적 능력 및 실력 또는 전문지식을 의미

소프트스킬
(Soft Skills)

변화에 대한 유연성 및 다양한 기술의 활용능력 또는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협
상, 팀워크, 리더쉽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자료: 김진하(2016)

직무역량과 더불어 자동화 또는 인공지능 등 기술 및 기계의 발전으로 노동력이
대체되더라도 창의성 및 혁신성 등과 같은 인간만의 주요 능력 및 영역은 자동화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Mckinsey는 미국 내 800개 직업을 대상으로 업무활동의
자동화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800개 중 5% 만이 자동화 기술로 대체되고 2,000개
업무 활동 중 45%만이 자동화 될 것으로 분석함. 그리고 인간이 수행하는 업무 중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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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을 요구하는 업무(전체 업무의 4%)와 감정을 인지하는 업무(전체업무의
29%)는 자동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봄(Mckinsey, 2015)
종합해 보면, 첫째 정형적, 반복적 업무일수록 대체 가능성이 높고, 창의성이나 판
단력 등 인간 고유 역량이 중요할수록 대체보다는 보완, 협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둘째 이미 정형적, 반복적 업무의 상당 부분은 자동화되기 시작함. 셋째, 정
형성․반복성은 약하나 창의성․판단력도 필요치 않은 어중간한 직무의 대체위협이
클 것으로 전망됨(엄미정 외, 2015).
과학기술 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분과적 전문성 확보에
더해 첫째, 미래 환경에서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즈, 리더
십 등의 역량의 확보가 필요함. 둘째, 전문화 요구에 의해 도외시되었던 다른 분
과학문에 대한 이해, 다른 분야와의 소통 및 협업 능력, 언어, 예술, 디자인 등 기
초적인 소양의 확보가 한층 중요해지고 있음(홍성민 외, 2013)

4 국내외 핵심역량 선행 연구 및 문헌 분석
1) 국외 핵심역량 선행 연구
국외 핵심역량의 정의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빠른 기술적 변화로 직업 안정성이 낮아짐에 따
라 단순한 지식을 넘어 인간의 다양한 특성, 기질, 능력 등 모두가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필수역량을 핵심역량(core competency)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움직
임이 활성화 됨.8)

OECD의 DeSeCo 프로젝트
핵심역량 개념은 OECD의 연구인 DeSeCo 프로젝트(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1997~2003)를 통해 정의된 역량(competencies) 개념을 토대로 발전됨
- DeSeCo 프로젝트 결과 제시된 역량의 정의는 지식(knowledge), 실행능력(skill),
삶의 태도(attitude)를 포괄하는 능력임
8) Trilling, B. and Fadel, C. (2009) 21st Century Skills: Learning for Life in Our Time, 한국교육개발원 역
(2012) 『21세기 핵심역량』,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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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실행능력(skill), 태도의 중요성을 부각함으로써, 21세
기에 맞는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을 균형적으로 함양하는 교육이 요구됨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OECD가 2003년, 2005년에 발표한 DeSeCo는 미래사회 학습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세 가
지로 범주화 범주화해 제시함9)
- 첫째, 사회적으로 다양한 집단 내 상호작용을 위한 역량으로 인간관계능력, 협동
능력, 갈등 관리 및 해결능력을 포함
- 둘째, 자율적인 행동을 위한 역량으로 조직 내의 협력적･자율적 행동능력, 인생
계획 및 프로젝트 구상･실행 능력, 자신의 권리 및 필요의 옹호･주장 능력을 포함
- 셋째, 상호작용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 활용을 위한 역량으로 언어･상징･텍스트
등의 다양한 소통 도구 활용 능력, 상호작용을 위한 지식과 정보의 활용 능력, 새
로운 기술 활용 능력을 포함

<표 Ⅱ-2> DeSeCo 프로젝트에서의 핵심역량
범주

역량
인간관계 능력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과의
상호작용역량

협동능력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전체조직내에서 협력적‧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자율적인 행동역량

자신의 인생계획‧프로젝트를 구상‧실행하는 능력
자신의 권리, 필요 등을 옹호‧주장하는 능력
언어‧상징‧텍스트 등 다양한 소통 도구 활용 능력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역량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새로운 기술 활용 능력

* 출처: OECD(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pp.10-15 재구성

최근에는 OECD 등에서 DeSeCo 프로젝트에서 강조한 역량 개념(competencies) 보
다는 실행능력(skills) 개념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21세기 들어 특히 산
업계 등에서 실행능력(skills)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음(OECD, 2011).
9) OECD(2003),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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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측정평가 측면에서 총합적 능력을 의미하는 역량(competencies)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식은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측정해
온 반면 실행능력(skills)의 측정은 상대적으로 간과된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음.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2002년에 미국에서 21세기에 요구되는 역량의 교육을 위한 교육 혁신을 목표로
설립된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이하 P21)은 미국의 교육자, 기업, 지
역사회, 정부 지도자들이 협력해 미국 전역과 세계의 초･중등학교에 21세기에 요
구되는 실행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도입하고자 노력10)
P21의 연구는 “지금부터 20년 후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겠는가?”라는 전망을 통
해 21세기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핵심역량을 특히 교육과정
개편 방향과 통합하여 논의 시도11)
- P21에서는 21세기에 요구되는 실행능력을 생활 및 직업 관련 능력, 학습 및 혁신
능력, 정보･미디어 사용 능력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함
① 직업 및 생활 스킬 :
유연성과 적응력, 진취성과 자기주도성, 사회성과 타문화와의 상호작용능력,
생산성과 책무성, 리더쉽과 책임감
② 학습과 혁신을 위한 스킬 :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과 협동능력, 창의성과 혁신
③ 디지털 리터러시 스킬 :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통신기술(ICT) 리터러시

10) http://www.p21.org/about-us/our-history 참조
11) Trilling, B. and Fadel, C. (2009) 21st Century Skills: Learning for Life in Our Time, 한국교육개발원
역 (2012) 『21세기 핵심역량』,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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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21세기 학습 체제12)

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Century Skills
2009년부터 3개년에 걸쳐 세계 여러 국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1세기에 요구되는
실행능력을 실제로 평가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21세기 실행
능력의 평가와 교육’(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Century Skills, ATC21S)
프로젝트가 수행되었고, 10가지 핵심역량을 네 영역으로 범주화함(표 Ⅱ-3)

<표 Ⅱ-3> ATC21S 프로젝트가 제안한 21세기 핵심역량
범주

사고방식
직무방식
직무수단
사회생활방식
(Ways of Thinking) (Ways of Working) (Tools for Working) (Ways of living in the world)

- 창의력‧혁신능력
- 비판적사고력‧
하위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역량
- 협업능력
의사결정력
- 자기주도 학습능력

- 정보 문해
- ICT 문해

- 시민의식(지역/글로벌)
-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 출처: Griffin, P. 외(2012). 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pp.18-19.

12) P21, FRAMEWORK FOR 21ST CENTURY LEARNING,
http://www.p21.org/about-us/p21-framework

20

Ⅱ. 미래 사회 변화와 과학기술 인재의 핵심역량

2) 국내 핵심역량 선행 연구
국내 핵심역량의 정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핵심역량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능력, 인성(태도), 기술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향후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의 삶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능력’으로 정의

창의적 인재가 갖추어야할 요소와 핵심역량 연구
미래핵심역량은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와 자기주도적 인재 그리고
사회적 인재에게 필수가 되는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의 통합적인 능력임. 즉, 미
래사회의 구성원으로 마주하게 될 과제의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성과를 창출
해내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종합적인 능력임
창의적 인재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로서 창의적 인성, 전문지식, 미래
핵심역량을 제시하며, 핵심역량으로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시민의식, 사회적 책임감 등을 포함하였음(최상덕, 2011)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에서의 핵심역량 연구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습득되어야 하는 핵심역량으로는 의사 소통능력, 대인관계
능력, 문제해결력, 정보, 기술 및 자원의 상호적 활용 능력, 자기관리능력, 조직과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 등이 제시됨
고등교육 단계에서 습득되어야 하는 핵심역량으로는 사고력, 자기관리능력, 시민
의식, 국제이해, 문화감수성, 직무태도, 기초 및 전문지식 등을 포함하고, 직업세계
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는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
기술･자원의 활용능력, 자기관리능력, 조직과 문화에 대한 이해능력 등이 제시됨

우리나라의 초중고교 학생대상 핵심역량 수준측정 연구
미래핵심역량 진단을 위한 하부적인 요인은 창의역량과 자기주도역량 그리고 사
회역량으로 정의함(남궁지영 등, 2012)
- 창의역량(Creative competency)은 창의적인 사고 및 정보의 활용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직면한 문제적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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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도역량(Self-Directed Competency)은 학습자 개인이 자신이 가진 역량에 대
해 확신을 갖고 주도적으로 목표를 수립하여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 사회역량(Social Competency)은 사회공동체 일환으로 공동이 가진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개인역할의 수행 및 관리능력을 말함
세가지 역량의 하위역량은 [표 Ⅱ-4]와 같이 제시함

<표 Ⅱ-4> 미래 핵심역량(2013년)
범주
하위
역량

창의역량

자기주도역량

사회역량

- 창의적 사고

- 성취동기

- 의사소통능력

- 문제해결력

- 자기관리능력

- 협동심

- 정보활용력

- 자기확신

- 사회적 책무성

* 자료 : 남궁지영 등(2012)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연구
최상덕 등(2013)은 3차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역량을 다음과 같이 종합함(표 Ⅱ-5)

<표 Ⅱ-5> 21세기에 교육해야 할 핵심역량(가나다순)
-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글로벌 시민의식
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능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갈등관리 및
해결 능력

-

인성 함양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자기주도성
창의력
협업능력/대인관계능력
ICT 활용 능력

* 출처 : 최상덕(2013)

3) 과학기술 연구인력의 직무역량 분석
과학기술 핵심역량
과학기술의 전문화‧고도화로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도 지속적으로 미래 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 인재상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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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A는 과학소양을 과학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과학적 질문을 하고 증거에
기반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인간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은 생태계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앞에 소개한 OECD의 역량 정의는 미래 과학 교육에 대해 PISA가 개념화 한 과학
소양을 심화, 발전시키는 데 있어 성찰성이 중요하며, 앞으로 과학 교육 체제가
기존의 인지 능력 평가를 넘어 과학적 사고와 성찰성에 합당한 태도와 성향을 계
발하는 데 적합한 평가 방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
미국의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는 과학
적 소양(science for literacy), 핵심역량(core competency), 차세대 과학교육 표준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을 정의하고 현대 과학교육의 아젠다를 제시13)
일본 또한 “Science for all Japanese”를 산출하기 위해 2005년부터 “과학기술 리
터러시(literacy) 구축을 위한 조사 연구”와 “일본인이 습득해야 할 과학기술의 기
초적 소양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추진하면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중 과
학 교육의 길을 모색14)
우리나라도 창의성에 기반한 지식경제를 실현시키고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어나갈
과학기술인력의 육성 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미
래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청사진에 관한 다수의 연구 추진 중
특히 미래사회 변화 방향 및 한국 교육현실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토대로 한 비전
및 방법론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한국의 사회적‧교육적 맥락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과학기술 핵심역량에 대한 검토 필요

과학기술 연구인력의 역량요소를 분석한 연구
홍성민(2013)은 영국의 연구자 역량개발 프레임워크(RDF)를 토대로 2차에 걸친 전
문가 FGI 및 델파이조사를 추진하여 과학기술연구인력 역량 모형을 다음과 같이
4개 역량 영역, 10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함(표 Ⅱ-6).

13)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993) Benchmarks for science litera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2001) Atlas
of science literacy. Volume 1, Washington DC. /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2007) Atlas of science literacy. Volume 2, Washington DC. /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2009) Vision and Change in Undergraduate Biology Education: A call to
Action, Washington DC.
14) 키타하라 카즈오 외, 한국과학창의재단 역 (2008) 『21세기 과학 기술 소양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 프로젝트
종합보고서』, 한국과학창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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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과학기술연구인력 역량 모형
영역(설명)

하위영역

역량 설명어

1. 학과지식(전공지식)
축적된 지식 2. 연구방법론 : 이론적 지식
3. 연구방법론 : 실제적 적용
기초지식

1.
2.
3.
4.

정보탐색
정보해석 및 관리
학문적인 읽고 쓰는 능력 및 수리력
외국어 역량

인지능력

1.
2.
3.
4.
5.

분석력
종합력
비판적 사고력
평가력
문제해결력

창조력

1.
2.
3.
4.

탐구심
지적 통찰력
혁신능력
지적도전의식

개인적 자질

1.
2.
3.
4.

열정
인내심
책임감
윤리성

자기관리

1.
2.
3.
4.
5.

준비 및 우선순위 결정
연구에의 전념
시간관리
변화대응
일과 삶의 균형

정보처리력
지식,
학문적
능력

개인적
연구성과
창출역량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학문적 능력과
테크닉

효과적인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개인적인
자질 및 접근법

전문성 및 경력개발

연구 소양 및
관리역량

공동활동 및
성과확산역량

연구수행을 위한
표준에 대한 지식,
자격요건,
전문적인 직업의식

타인과 함께 일하기
위한, 그리고
연구결과의 폭넓은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지식과 숙련(Skill)

* 출처 : 홍성민(2013)

24

1. 경력관리
2. 지속적 전문성 개발
3. 네트워킹

전문가소양

1. 연구환경 및 연구안전
2. 지적자산 지식 및 소양
3. 공동저작 관련 소양

연구관리

1. 연구전략
2.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3. 위험관리

타인과의 업무수행

1.
4.
6.
7.

팀워크 2. 인적관리 3. 멘토링
영향력과 리더십 5. 공동연구
공정성과 다양성
의사소통 기술

1. 사회적 기여 추구
광범위한 성과확산 역량 2. 사업화
3. 사회문화적 맥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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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비전과 해외 인재양성 정책 동향
1) WEF의 교육을 위한 새로운 비전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업혁명의 특성과 이에 따른 산업과 일자리 변화를 예
고하면서, 21세기 혁신, 경쟁력, 성장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
식하에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비전을 발표하였음. WEF는 2015년과 2016년 ‘교육을
위한 새로운 비전(New Vision for Education)’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교육의 비전:
기술의 잠재력 발현(New Vision for Education: Unlocking the Potential of
Technology)’과 ‘새로운 교육의 비전: 기술을 통한 사회 정서 학습 기술의 촉진
(New Vision for Education: Foster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through
Technology)’이라는 두 문건을 발표함.
WEF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기술(능력) 16가지를
‘21세기 기술’이라는 이름 하에 '기초문해(foundational skills)', '역량(competencies)',
'인성자질(character qualities)'이라는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음(그림
Ⅱ-6).
- 기초문해 카테고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문해, 수학, 화학
문해, ICT문해, 재정문해, 문화 및 시민문해라는 6가지 능력을 제시
- 역량 카테고리에서는 복잡한 도전사항들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기술로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이라는 4가지 능력을 제시
- 인성자질 카테고리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는데 필요 기술로 창의성, 주도성,
일관성/도전정신, 적응력, 리더십, 과학 및 문화라는 6가지 능력을 제시
WEF는 이중에서 역량과 인성자질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회 정서 학습
기술(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Skills)’로 명명하고, 4차 산업혁명이 진
전될수록 이들 기술의 보유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하였음. 따라서 창의성,
융합성 및 문제해결능력 등과 같은 역량에 초점을 맞춘 교육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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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21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16가지 기술15)

[그림 Ⅱ-7] 미래 산업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16)

15)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6b). New vision for education: Unlocking the potential of
technology. Colony/Geneva: World Economic Forum(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료에서 재인용)
16) 자료: Oxford Martin School & Citi Reserch,(2016) Technology at Work v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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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주요국가의 과학기술 인재양성 동향
(미국) 미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디지털 관련 교육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평
가받고

있음.

미국은

K-12를

대상으로

하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뿐만 아니라 4C(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 교육, Computational Thinking 관련 S/W교육 등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미국은 10여 년 전부터 STEM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수학 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미국 경쟁력
강화법안 (America Competes Act of 2007)'을 통해 STEM 교육을 강조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와 교사 양성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디지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임기 내 99%
학생이 교실과 도서관 등에서 고속 인터넷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ConnectED’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모든 교사가 IT기술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풍부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개인화 학습이 가능한 수준을
목표로 함. 또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개편에도 적극적임.
- 미국은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는 코딩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는
등 민간의 교육 활동에 대하여 협력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2013년부
터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대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이 출자해
만든 비영리단체 ‘코드닷오알지’(Code.org)는 일주일에 한 시간씩 코딩을 배우자
는 '아워 오브 코드' 캠페인을 펼치고 있음. 이 캠페인을 마중물 삼아 '컴퓨터과학
'(코딩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삼는 학구가 늘어남.
- 2014년 가을학기부터 시카고, 뉴욕 등 30개 학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과
학을 커리큘럼에 포함했으며, 올해 2월 플로리다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
한 이수과목인 외국어 코스를 코딩 코스로 대체할 수 있게 해 컴퓨터과학 과목의
위상을 한층 높임.
(영국) 영국은 ‘과학과 혁신에 대한 틀 2004-2014’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기금 3억 5
천만 파운드를 전략적으로 지원한 결과, 대입자격시험에서 STEM 분야를 선택한
학생이 증가하고 성취도 또한 상승하는 효과를 내고 있음. 또한 기업, 기관, 학교
등이 연계하여 STEM Network를 형성하는 등 STEM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을 확대하고 있음
- 전통적인 교육 강국으로 손꼽히는 영국은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코딩 교육에
나섰음. 영국 정부는 2014년부터 초‧중‧고 필수 교육과정에 '컴퓨팅' 과목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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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이는 G20 국가 중 최초의 시도임. 기존의 ICT 교육, 즉 컴퓨터 사용법과
문서업무 역량을 가르치는 수준에서 벗어나 프로그래밍 방법이나 컴퓨터의 동작
원리를 가르쳐 논리적 문제해결을 통한 창의성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또, 컴퓨팅 과목의 커리큘럼 진입에 따른 교사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교육부 예산
50만 유로(약 6억 3천만원)를 투자해 영국컴퓨터협회(BCS)를 통한 체계적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함.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영국은 공교육에서 가장 안정적인
코딩교육 시스템을 정착시켰다는 평을 받음.
(독일) 인더스트리4.0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은 교육 개혁을 인더스트리4.0 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인더
스트리4.0은 결국 노동자에게 새로운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학교 교육 제도가 새
로운 요구에 맞는 인재 양성 기관으로 개편돼야 하기 때문임. 노동자 교육을 위해
보통학교 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하였듯이 독일은 산업계와 교육계가 협력하여 제
조업을 지탱하는 독특한 교육 제도를 구축해옴.
- 독일의 교육 제도는 산업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학교 교육에 직업 교육
/훈련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그 대표적인 것이 ‘듀얼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도로 학교 수업과 기업의 직업 훈련을 병행하여 진행함. 최근에는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주도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디지털 기반의 직업 훈련을 강화
하기 위하여 기업 내 현장훈련용 전자장비 지원, 학교 디지털 교육(빅데이터, 클
라우드컴퓨팅, IoT 등)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핀란드) IT 강국 핀란드는 '기업에서 쓸 인재를 직접 양성한다'는 모토로 민간 주도의
코딩교육 바람이 정책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 2013년 ICT 기업 레악토에서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디콜루(코딩학교)'를 계기로 전국적인 조기 코딩교육
붐이 조성됨.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넘치는 자부심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선뜻
정규화하지 못했던 핀란드 정부도 결국 올해 8월부터 커리큘럼을 개정함. 독립된
교과과정이 아닌, 수학, 음악, 체육 등 전 과목에 '프로그래밍' 교육을 적용해 의무
교육이 종료되는 16세에는 최소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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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의 최근 인재양성 정책 사례
가. 미국
Grand Challenge Scholars Program(GCSP) (’15)
국립공학아카데미(NAE)의 ‘Grand Challenge Scholars Program’은 공대학생을 중
심으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정규교과 과정
특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 NAE가 ‘08년에 발표한 ‘21세기 공학분야 14대 도전과제(14 Grand Challenges for Engineerin
in the 21st Century)’를 사회적 난제로 설정

각 대학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기관 및 국립공학아카데미 명의
인증서(distinction, special award)를 제공
2015년 백악관 과학 박람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122개의 공과대학의
GCSP 프로그램 참여를 밝히는 협정서(Letter of Commitment) 내용 발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학습자 수요기반의 교육운영 사례
칸랩스쿨(Khan Lab school)
- 칸아카데미*의 교육 철학을 오프라인 현장으로 적용한 학교로 2014년 설립
* 실만 칸이 2008년도에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서 동영상 학습 콘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

- 5~12학년이 재학하며 나이별로 나누지 않고 로어스쿨(lower school:초등수준)과
랩X(Lab X:중고등수준)로 구분
- 시험평가가 없으며 협력프로젝트 학습, 개개인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 학습
알트스쿨(Alt school)
- 구글직원이었던 맥스 벤틸라가 2013년도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설립
- 아이의 흥미와 특성에 따라 반을 편성, 마이크로학교 철학 추구, 작은 집단 수업,
맞춤화 수업제공
- 교사, 부모, 학생의 협력 관계, 포트폴리오 기반 학습, 기술의 적극적 활용(콘텐츠,
학습관리, 평가, 학습 분석 등)
미네르바 스쿨
- 공식 인증된 대학(학위 수여)으로 2011년도에 설립(2016년 현재 11,000여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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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교실이 없으며 4년 내내 100% 온라인 수업, 100% 기숙사 생활(1년마다
로테이션, 미국, 아르헨티나, 인도, 한국, 영국, 이스라엘에 기숙사 위치)
- 동영상 강의가 아닌 실시간 온라인 화상 강의가 이루어지며, 토의토론, 협력 활동
위주의 온라인 학습, 학습관리, 협업도구, 수업도구 등의 통합 서비스 제공

차세대 고등학교 교육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 발표(’15, 백악관)
직접경험 강조, 대학 연계 교육, 여성 및 소수민족 대상 이공계(STEM) 부문 강조
등 3가지 방향을 중점적으로 추진

TechHire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발표(’15, 백악관)
IT 분야의 노동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술인력 공급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직자들에게 코딩 훈련 등을 제공하여 IT분야 기업으로 채용 유도

해외 우수인력 이민정책 개혁 조치 발표(’16, OSTP)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스타트업 비자를 신설하고 유학생 이민조건, 이민노동자
영주권 취득 보증 요건, 우수교수·연구자 유치 관련 필수 증빙자료 등을 개선

소외계층 연구 참여 및 학위 취득 프로그램(NSF INCLUDES) 추진(’16,NSF)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오랜 기간 소외되었던 소수인종 및 여성들의 R&D 참여
및 STEM 분야 학위취득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개시

연방정부의 STEM 교육 5개년 전략(’13)
미래 일자리 창출, 미국 국제경쟁력 강화 위한 K—12 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해
STEM

5개 부문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설정

2020년까지 100,000명의 우수 K-12 교사 채용 및 교육훈련을 지원
학부생의 STEM 교육을 강화하여 향후 10년간 STEM 분야 학위 취득자 1백만 명
신규 배출
소수민족 및 여성의 STEM 교육 기회 확대하며 미래 STEM 인력을 위한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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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창업교육 지원
미국 내 청년층의 적극적인 창업 활성화 위한 지원
Start America Initiative(’11)를 통해 350개 공대를 대상으로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가르치는 교육 센터 지원, 비영리재단과 협력 하 청년 창업가양성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미 중기청, 상무성 등이 다양한 취업교육 지원, 18개 주정부가 창업교육 지원 법률
제정

희망 프로젝트(Project HOPE, ’09~’14)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 중 수학능력에 뛰어난 영재 발굴 및 효과적인 수학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저소득층의 이민자 가족 자녀들에게 수학 과목에 대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시행
(전년도 영어 수준 및 교사 추천 통해 상위 50% 선발)

외국인 전문 인력 대상 H-1B 비자 발급
외국인 전문 인력 유치 확대 및 내국인 기업 활성화
학사 학위 이상의 외국인 전문 인력*에게 미국 내 취업을 보장하는 비자 발급
* 최초 3년 기한, 1회 연장 가능(최대 6년), 직종과 전공이 일치, 미국 내 기업이 채용 보장, 발급
대상자 직계 가족에게 미국 내 취업 가능한 H-4 비자 발급

과학기술분야(STEM) 학위 유학생은 졸업 후 사증변경 허가까지 최대 29개월 동안
미국 내 취업활동 가능

여학생 공학의 날(Introduce a Girl to Engineering Day)
여학생들의 공학 분야 관심 촉진시키기 위해 미국 내 중고등학교, 대학교, 국립
연구소 등에서 공학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 개최
공학 분야에 대한 소개 및 기회 홍보, 관련 전문가와의 만남 주선을 통한 진로
상담 등 제공

ADVANCE 프로그램(미 국립과학재단)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의 등장 및 승진 확대를 통해 인력 풀의 다양성 증진

31

미래 사회 변화 대응 과학기술인재 육성 방안 연구

고등교육기관, 과학기술단체 및 조직에서의 여성 채용 및 활용 증대에 대한 기관
변화 유도 및 장려

‘Maker education initiative’ 추진(’12)
아이디어를 구현해 보고 발전시켜 나가는 메이커 문화(창조경제문화)를 창의체험
활동 등 교육과 연계하여 상상력,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

나. 유럽
EU Opening up, Education(’14)
국가간 ICT 인프라, 학생 및 교사의 활용 격차 줄여 학생들의 창의성 향상
교육자원으로서 ICT를 적극 활용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흥미 및 창의성 증진 등
교육효과성과 ICT 교육기술 시장 확대
학교 내 ICT 확충 등 열린학습환경 조성, 디지털 교육자료 확충, 질적 개선 및 활
용‧확산 등 열린교육자원 확보, 교육자원 공유 및 검색,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킹
지원, 최신 동향 정보 제공 등을 위한 Open Education Europe 정보시스템 활용

EU Youth Guarantee(’14)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에
EU의회에서 승인(연간 210억 유로 투입), 청년고용의 범국가적 개혁정책으로 추진
학교 졸업 후 또는 실직한 후 4개월 이내의 2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 재능,
경력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획득 지원 또는 미래 일자리 획득을 위한 견습, 훈련,
교육 제공

(1) 영국
과학혁신분야 성장계획(plan for growth: Science and innovation)
과학 분야 내 29억 파운드를 투자, 8대 주요기술을 결정하는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공
- 융합인재양성 정책의 실적 및 과제를 점검하고 세부 정책을 시행하는 관련 부처·
기관의 역할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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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학생, 학교, 기업등이 연계된 STEMNET을 중심으로 STEM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1)STEM Ambassadors, 2)STEM Clubs Programmes,
3)Schools STEM Advisory Network 등이 있음
- STEM분야의 리더 양성을 위해 젊은세대에게 STEM분야의 흥미와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관련 분야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 교육기관과 사업체,
개인의 참여를 장려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보고서(‘16)
영국 기계공학연구소(Institution of Mechanical Engineers) 및 왕립공학한림원
(Royal Academy of Engineering)은 전문가 의견과 관련 산업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 하여 영국 공학교육의 미래 전략 비전을 담은 10개 혁신목표 및 7개
실행방안을 수립·발표함
* 문제기반학습: 공학적인 사고습관(Habits of Mind)을 강화하기 위해 이론적 지식 제공 및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문제기반 학습 시스템으로 전환

- 학제 간 협력에 기반하여 학생들이 설계·제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공
간(Making Spaces)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창의적 사고 증진을 장려
- 공학교육에 대한 관심 증진 및 STEM교육과 창의적 디자인의 결합을 위해 ‘디자
인 및 기술(Design and Technology)’ 과목 활용 강조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5개 국립대학 신설 계획 발표(’16, 영국기술혁신숙련부)
핵심산업의 고급 기능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5개 국립대학(고속철도,
원자력, 원유·가스, 디지털기술*, 창의문화산업) 신설
* 디지털기술 대학은 학생들이 학업과 동시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산업 공동 지원

수학교육 허브(Mathematics education strategic hubs: MESH, ’14)
영국 초등학생의 수학능력향상 및 수학교육 개선
잉글랜드 30여 개의 학교에 고급 수학 센터 설치하고 초등고 교사 대상으로 수학
교육 관련 교사연수 및 우수 수학교사의 충원 등

Newton International Fellowships(영국왕립학회)
세계의 우수 신진연구자 유치를 통한 영국의 학문역량 강화 및 영국인 연구자들
과의 국제 교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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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지닌 경력 7년 미만의 박사후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영국의 연구
기관에 2년간 정규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펠로우십 동창회 등을 통해 수혜자들 간
장기 네트워크 기회 제공

산업견습생 프로그램(Industrial Cadets) 지원금(’14, 영국 고용기술위원회)17)
청소년들에게 직무에 대한 이해와 기술 숙련 기회 제공, 고숙련 기술자 양성 유도
영국고용기술위원회(UKCES)가 180만 파운드, 기업에서 290만 파운드를 지원하여
제조기업의 견습생 고용 및 참여 청소년 소요경비를 지원
300여명 고용주가 산업견습생 프로그램 참여하였으며, 향후 3년간 4,200명의 청소년
에게 인턴형식으로 제조산업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

(2) 독일
디지털 기반 직업 훈련 강화 추진(’16,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4차 산업혁명 대비 IT기반 직업 훈련 강화를 위해 기업 내 현장훈련용 전자장비
지원, 학교 디지털 교육(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IoT 등) 강화 등 추진

MINT분야 여성인력 지원프로그램 시행(’15,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MINT(수학, 정보학, 자연과학, 공학)분야 젊은 여성 인력의 학계 진출 지원, 네트
워크 강화, 멘토링 등을 통해 신첨단전략 분야 여성 인력 양성 추진

Excellence Initiative (’05-‘17)
독일주정부는 우수대학원 및 탑 연구클러스터(Excellence Cluster), 우수연구전략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과 과학분야의 선도적 지위를 갖춘 대학 및 신진과학자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05년에 ’Excellence Initiative’시행추진 결정
* 독일연구재단(DFG, Deusche Forschungsgemeinschaft)과 독일 과학·인문학위원회(German
Council of Science and Humanities)가 사업 주관

- 3개의 지원대상은 우수대학원(연간 12~18백만유로 지원), 탑 연구클러스터(연간
42~108백만유로 지원), 우수연구전략 제안대학(연간 96~134백만유로 지원)임
17) UK Commission for Employment and Skills. (2014). The Future of Work: Jobs and Skills in
2030. Retriev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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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for Excellence (’17~)
‘Strategy for Excellence’18)는 ‘Excellence Initiative’를 계승하는 사업으로 Strategy
for Excellence 지원 대학 및 클러스터에 연간 약 5.3억 유로를 지원예정
- 과학 분야 내 국제적인 연구 성과를 내는 것을 계속 지원조건으로 두며, 7년마다
평가 및 신규 프로젝트 제안 대학·클러스터와의 경쟁을 시행하여 우수 지원 대상
만을 선별하는 프로세스를 갖춤

신진과학자 장려 프로그램 (’17~‘32)
본 프로그램은 대학 내 신진 과학자들의 진로를 보다 체계화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신진과학자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본 프로그램에 ‘32년까지 약 10억달러 투입 예정
- 1,000개의 전임 교수직(tenure-track) 제공

Innovative University (‘18~‘27)
Innovative University는 중소(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사회를 위한 혁신 아
이디어의 교류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과학 전 분야의 연구결과가 사회문제에 있어 효율적·창의적인 해결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기반의 아이디어 및 지식, 기술의 교류를 지원
- 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산업체와 사회구성원들을 연결하는 동시에 지역 사
회 내 혁신시스템 역할 수행
- 총 2차(1차(‘18년~’22년), 2차(‘23년~’27년))에 걸쳐 각각 550백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

SINUS Program(’98)
지속가능한 강소기업 육성 및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의 수학 및 자연과학
수업의 효율성 향상
MINT(수학, 정보, 자연과학, 기술) 과목을 장려, 범국가 차원에서 지원 및 기업협조,
사회캠페인 등 추진
각 주정부는 MINT 과목 장려정책 일환으로 학교 실험실 프로그램(SLB) 운영 등
학교 외 인프라 활용 활성화 추진
18) 출처: Strategy for Excellence(Die Exzellenzstrategie)
(https://www.bmbf.de/de/die-exzellenzstrategie-30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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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boldt Research Fellowship(흄볼트 재단)
해외 우수과학자들의 독일 체류 연구 장기화 및 자국의 연구역량 강화
이전 독일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박사 후 연구자를 대상으로 독일 및 유럽 국가
소속 연구기관에서의 체류 및 연구 기회를 부여하고 6~24개월 간 독일 내 각종
여행경비, 어학 강좌, 가족 수당, 연구보조금 등 지급

(3) 핀란드
핀란드 교육개혁의 주요 프로젝트 (‘16)
핀란드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6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발표함
학교 내 디지털 교재·교구사용 활성화 등 새로운 교육환경체제 구축
- 디지털교육방법 활성화를 통해 2020년까지 기초교육 개혁
- 디지털교육환경 활용증진을 위한 교사 훈련 및 교육방식 혁신, 베스트 사례 공유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의 개혁
-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의 직업교육으로 선회
3차(대학)교육(Tertiary Education)의 개선
- 기업가정신 관련 수업 및 학생주도 학습에 대한 지속적 강조
- 교육의 디지털화를 통한 고등교육기관 간의 협력 증진
젊은 청년층과 어린이들의 창의성 증진을 위해 예술․문화 분야로의 접근성 증진
- 학교 수업 중 예술 및 공예수업의 비중을 높이고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취미활동을
영위하도록 지원
- 학생들이 제작자(makers)와 참관객(viewers) 2가지 관점에서 예술·문화 활동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장려
- 헬스케어·사회복지서비스 등 복지를 위한 예술·문화 활용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시장 내 혁신 추구
-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한 연구의 상용화·국제화 장려
- 핀란드의 성장을 위해 연구분야 발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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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청년층의 사회참여 활성화 장려
- 공공·민간부문과 제3부문의 협업을 통해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19)
-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스터디 공간을 확대·제공
- 젊은 청년층이 자신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기획·개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

핀란드의 신규 기초교육 주요 커리큘럼(Core Curriculum) (‘16)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는 기초교육 개혁 차
원에서 학생주도학습과 다학제 학습을 강조하는 신규 커리큘럼 수립·발표
학생주도 학습 및 학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수업환경 구축, 개인맞춤형 수업
도입 및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높은 질 보장
다양한 교육컨텐츠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시키고 다른 학문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장려

LUMA Center 프로젝트(’13)
수학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핀란드 국가 경쟁력 갖춘 전문인력 양성
핀란드의 수학 및 과학기술센터(LUMA Center)를 활용하여 3~19세 아이들의 수학·
과학·컴퓨터·기술에 대한 흥미 고취, 심도 깊은 공부 지원, 학부모의 과학기술의
중요성 및 자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 등

다. 일본
4차 산업혁명을 향한 인재육성 종합 이니셔티브 추진 (’16) : 미래사회를 창조하는
AI, IoT, 빅데이터 등을 견인하는 인재육성 종합 프로그램
(초중등 교육단계) 차세대 학교, ‘사회로의 열린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해 관·민 제휴 추진
- 차세대 학교(2020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실시)
‧ 차세대에 요구되는 정보활용 능력 육성

19)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 : 젊은 층으로 구성된 특정그룹에 직업훈련, 교육제공 또는 공공고용제를 보장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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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개척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고 새로운 가치 창조에 필요한 능력 및
과제 발굴·해결에 ICT를 활용하는 능력을 발달 단계에 따라 육성

모든 교과과제 내 문제발견·해결 등의
과정에서 각 교과의 특성에 따라
ICT를 효과적으로 활용

프로그래밍 교육은
소학교에서 체험적으로 학습기회를 제공,
중학교에서 전문 프로그래밍 학습,
고등학교에서는 발달단계에 따른 필수화

‧ A.I.와 개인 학습요구 대응하는 ‘차세대 학교’ 구축
- 어휘·독해력 등 기초지식·기술과 창조적 문제해결능력의 종합적 육성을 위해 대화형
및 액티브러닝 관점에서의 교육방법 개선
- 저학년부터 어휘/독해력 측면의 학력차이 해소 및 발전적 학습을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 실시
- 과학이나, 예술·문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 확보

교사의 수업능력 향상과 ICT와의 융합을
통해 학교와 학급의 다양성을 살리되,
개인 이해도에 따른 세심한 교육 및 과제
해결력 육성을 실현

학교내 동아리, 지역 학교 협회 부서
등을 활용하여 학생에게 교육과정 외
다양한 학습과 체험의 장을 확보

‧ 미래 시대에 요구되는 자질·능력의 육성 및 학습성과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의
노하우와 교육현장의 지혜를 융합한 콘텐츠 중심의 학교 정보화가 불가피
- ‘사회로의 열린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해 관·민 제휴 추진
‧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총무성이 연계하여 금년 중 학교 관계자와 ICT 관련
기업·벤처 등으로 구성된 관·민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우수한 교육 컨텐츠 개발·
공유 및 학교에 직원 파견 등의 활동 시작
* 경제산업성은 ICT 기업과 연계하여 컨텐츠 개발을 촉진하고, 총무성은 클라우드 활용, Wifi 정비
등의 관점에서 접근

‧ 최첨단 교육을 위해 학교의 ICT화를 가속화하고, ‘교육의 정보화 가속화 플랜’
책정을 통해 컨텐츠 중심의 학교 정보화 환경 정비 및 효과적 ICT 활용을 위한
산학관 연계 등 추진
(고등 교육단계) 수학 및 정보전문인력 교육‧양성 강화
- 전반적 수학 및 정보 교육 강화(비수학/정보학부 포함, 수학 및 정보 학습 강화)
‧ 전반적 교육 연구조직(수학/정보 교육연구센터(가칭))의 정비
* 교육체제의 근본적 강화, 다른분야와 수학·정보를 융합한 교육 연구의 실시 등(예시 : 오사카 대학은
수리데이터 과학교육연구센터를 2015년 10월에 설립)

‧ 이공학의 기초가 되는 수학교육의 표준 커리큘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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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및 정보 전문인력의 육성 강화
‧ 수리 정보 관련 학부 및 대학원의 정비·확충을 촉진
* 수리정보 관련 학부 및 대학원의 신설 및 정원증가 등(나고야 대학은 2017년 정보학부 신설을
구상 중)

‧ 실천교육을 위해 산학 협력네트워크를 구축(enPiT(Education Network for Practical
Information Technology) 확충, 수학을 산업에 활용·실천하는 교육 추진)
‧ 수학 및 정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대학 내 의료·농업·경영·공공정책 등 다른분야와
정보·수리를 융합하는 프로그램 개발, 고등/전문학교 내 정보교육 파일럿 프로
그램 개발)
‧ 핵심 교과과정의 수립(대학 정보교육 관련 핵심 교과과정 수립, 대학원 내 핵심
커리큘럼 도입 촉진)
(재직단계) 미래사회를 창조하는 AI/IoT/빅데이터 등을 견인하는 하이레벨 인재육성
우수 연구원 제도의 활용
- 우수한 젊은 연구자가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산학관 연구기관을 필드로 활동하는 절은 연
구자의 새로운 진로 개척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에 대한
국제연구 거점의 젊은 인재 육성
- 일본 강점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국제
연구거점을 정비
※ 대상분야 : 나노기술, 재료, 건강·의료 등
- 연구거점에서 우수한 박사과정생과 포스닥
등의 활약 장을 제공하여 데이터 이용 분야
에서 전문 인재의 육성을 가속화

이화학연구소 내 AIP 센터 설립을 통해
연구개발 최상위 인재 육성
- 데이터 활용을 선도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데이터 과학자 육성
- 최고 보안지식과 관리능력을 가진 사이버시
큐리티 인재 육성
- JST(과학기술진흥기구) 전략적 창조연구추진
사업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연구자들이 연구를
추진하는 등 인재 육성을 가속

데이터 과학자(Scientist)·경력 개발 지원
- 우수 박사과정생과 포스닥 등의 젊은 인재가
전문성을 가지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데이터
과학 등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IT 기술, 비즈니스 스킬, 통계분석기술의 3개
영역 포함
- 산업계와 연계하여 문제해결형 연습(PBL)을
활용한 단기연수 등으로 데이터 과학자로서의
능력 개발 및 커리어 개발을 지원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대처
- 전반적 수학 및 정보교육의 강화
- 수리·정보 전문 인재의 육성 강화
* AIP(Advanced Integrated Intelligence Platform; 혁신지능통합연구센터)을 2016년 여름에 개설하여 연구자
100명을 선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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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인재 육성 전략(’15)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강화, 청소년의 창의체험 및
여성‧청년의 이공계 진출 강화, 산학관 협력 등 3대 전략 10개 중점추진과제 발표
주요 전략으로 고등교육단계의 교육연구 기능의 강화, 산학관 대화와 협동, 초중
등·신진연구자·산업계인력·여성 등 각계각층을 위한 지원책 마련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13)
저출산 고령화, 사회격차의 심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사회에 대비
자립, 협동, 창조를 바탕으로 하는 생애학습사회 구성
4개의 비전(기본 방향), 8개의 미션(성과목표), 30개의 액션(기본시책) 수립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의 양성’ 통해 다양한 고도학습기회 확보, 탁월한 교육연구거점 형성,
외국어교육 및 쌍방향 유학생 교류 등을 주요 기본시책으로 제시

지역창생을 담당하는 인재육성시책(’14)
지역창생을 활성화하는 인재육성 및 지역과의 밀접한 연계·협력체계 구축
문부과학성은 지역 창생과 관련된 과제 발굴, 시책 검토, 관계 법령 의결 및 회의
개최 등을 수행하는 ‘마을·사람·일 창생본부’ 설립
지역 기업 등 산업계의 요구와 지역자치단체의 비전에 대응, 일관된 인재육성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 주체적인 대응장려·지원
현 단위 이상의 전국 지역에서 구성된 산학관 연계의 ｢인재 육성 컨소시엄｣과
｢지역인재육성본부｣를 통해 지역인재육성체계를 구축
전국 및 구역별로 ｢지역인재육성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환경조
성 및 계몽활동, 우수사례의 공유 추진

창조적 IT 인재 육성 방침(’13)
장기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 및 창조적 IT 인재
육성 방침을 제시
IT인재 육성을 위해 전국민의 IT소양 제고, 학습환경 구축, 글로벌 고급 IT인재 육
성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IT인재의 유형별 특성과 요구능력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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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추진 위해 목표지표와 세부성과지표 설정하고 정책기획, 실행, 평가, 환류
등 정책추진점검체계 제시

‘박사과정교육 리딩 프로그램’ 추진(’11)
산학연관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미래 리더 양성을 위해
박사과정교육 개혁 추진

고도전문직업인 양성기능 강화방안 및 탁월대학원(가칭)에 관한 기본적 구상(안) 논의
(’16, 문부과학성)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비 고도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학·석사 과정 연계 강화,
분야별로 차별화된 교육 등 전문직대학원 제도 강화 추진
우수 학생‧연구자 중심의 탁월대학원(가칭) 제도를 통해 고급 박사인력의 육성과
최고수준의 연구 및 인재 양성을 추진

산학관 인재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발표(’16, 문부과학성)
기술인재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업 인재의 박사과정 파견(기업), 산업계 겸임
교수 활동(대학), 박사인재 융합 커리어 개발(대학) 등을 지원

라. 중국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인재발전 계획(’10~’20)
충분한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인재 선발·성장·평가 메커니즘 등을 개선·
완비 하는 등의 세부시책을 수립
2008년 현재 196.5만명 수준의 R&D인력을 2020년 380만명 규모로 확대
연구자 평균 1인당 R&D자금 2008년 44만 위안에서 2020년 100만 위안으로 늘리는
등 양적 확대와 정책적·조직적 방안 제시

세계 일류 대학과 일류 학문 분야 육성을 위한 추진 방안 발표(’16, 국무원)
중국의 대학과 학문분야를 세계 일류대열에 진입시키기 위해 대학별, 학문분야별
차별화된 발전전략 마련 및 총체적 기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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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계획(’08)
향후 5~10년 내 중국의 교육·연구기관 및 산업분야에 2,000명 규모의 해외인재 유치
및 활용
매년 6개월 이상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박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중대 과학
연구 프로젝트 및 각종 학술 조직 참여 지원, 1인당 100만 위안(약 2억 원)의 정
착금 지급, 2~5년 유효기간의 복수 비자 제공, 대상자 가족까지 보험 적용, 일부
세금 면제 등

국가 핵심고급인재 특별지원 계획(만인계획, ’12)
혁신 국가 건설의 전략적 방침을 중심으로 ‘천인계획’과 연계한 고급 혁신 창업
인재 풀(Pool) 구축 시스템 형성
국가특별지원계획의 걸출인재와 선도인재에게 ‘국가특별지원인재’라는 호칭 부여
및 ‘국가 고급인재 특별 지원계획 합격증’ 발부
선발된 인재에게 1인당 100만 위안 이하의 특별 지원금 배정 및 각종 경비 지원 등

국가 백천만 인재 프로젝트(’12)
’12년부터 10년 간 ‘백천만 프로젝트’를 통해 4,000명 가량의 국가급 인재를 육성
각 분야의 기업과 비영리사업 기관의 전문 엔지니어를 선발하여 자율적으로 연구팀을
구성하고 과제 선정, 과학연구 관리, 인력 배치 등에 있어 더 많은 자주권 부여

과학기술의 대학졸업자 취업 및 창업지원(’13)
대학 졸업생 취업 유치 프로젝트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추진
지방 과학기술 계획 중요 평가지표로 대학 졸업생의 고용률을 포함시키고 연수생
프로그램 자금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과 대학생 대상 혁신과 기업가 정신 교육 실시

전체국민 과학소양 행동계획 강요(’10~’20, 중국 국무원)
중국 국민의 과학기술 소양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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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중국국민의 과학적 소양수준을 세계 주요선진국의 21세기 초반수준에
달할 것을 요구
미성년자, 농민, 도시노동인구, 지도자·간부·공무원 등의 4대 인력유형을 중점으로
행동계획 전개

후난성 주저우시 교육국의 초중학교 과학기술혁신교육 강화 통지(’13)
중소학교 과학기술 교사팀 소양 향상 및 과학기술교육 여건을 개선, 학생들의 과
학기술에 대한 흥미 유발
과학기술혁신교육 커리큘럼 개설 및 강화, 과학기술 교사의 전문수준 향상 및 과
학기술혁신 거점학교 구축 강화, 과학기술혁신 전문가 캠퍼스 진입활동 추진 및
과학서클 운영, 과학기술혁신 경연대회 및 성과전시 행사 추진

마. 기타 국가
Gifted Education Programme, School Based Gifted Education(싱가포르)
재능있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 영재만을 위한 훌륭한 교육프로그램 신설
싱가포르 교육부 내 영재교육기관에서 초등학생 3학년 대상으로 두 차례 걸쳐 입
학시험 실시, 상위 1% 학생만 입학
수학·과학 과목만 심화수업을 실시하고 졸업 이후 별도의 시험없이 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인 IP(Integrated Programme)스쿨 진학

Israel Arts and Science Academy(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우수한 수학․과학 영재 육성을 위해 90년 유대인 석학들이 고등학교
과정의 영재교육기관 설립
인종, 종교적 배경 관계없이 매년 70~80명의 학생 선발하여 토론식 수업 중심, 졸
업 과정에서 논문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체 학생의 90%이상에게 장학금 지급

‘S-BB’ 기관 설치‧운영(네덜란드)
2012년도에 대학과 산업체간 산학협력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학생과 연수기업간 장기현장실습 연계, 관리, 취업 지원(일‧경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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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에듀테크 산업 현황 분석

1

디지털 교육 기술의 발달

1) 인쇄술에서 디지털로의 지식기술체계의 변화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는 20여년 전에 저술한 “디지털이다(Being Digital)”이라는 책에서
기술의 최소 단위를 연구하고,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계를 분석하면 그
기계가 가져오는 인류사회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사회 변혁의 원동력을
찾아내면 새로운 질서의 창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함. 그는 이전까지의
세계는 최소 단위가 아톰(atom, 원자), 아날로그(analog)의 세계였다면, 컴퓨터와
인터넷의 세상은 비트(bit), 디지털의 세상이라고 하였음. 세상은 이제 0와 1로
이루어진 비트의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디지털의
룰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 진지 70여년이 지났고, 인터넷이 등장한지 50여년이 된 지금
글(정보)의 매체는 디지털 매체이며, 모든 글들이 디지털의 상징인 컴퓨터와 프로
그램으로 작성을 하여, 인터넷으로 전달되고 있음. 컴퓨터도 CAD라는 설계 도구
로 디자인되어, 설계 도면이 중국으로 전송되어, ERP(전사자원관리프로그램)으로
관리되는 공장에서 제작되어, B2B 또는 B2C라는 유통채널을 통하여 책상 앞에 놓
이게 되었을 것임.
디지털은 아직도 진행형(Being Digital)이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또는 인더스트리
(Industry) 4.0에 의한 지능정보사회 또는 디지털사회로 진화되고 있음. 디지털의
사회체계 중에서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지식-기술체계의 특성을 산업사회의 인쇄술과
비교해 보면서 디지털의 지식-기술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임. 여기서 지식-기술체계라는 용어는 그 사회의 지식-기술이 기록, 전파, 창출
되는 최소 단위로 구성된 시스템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음.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은 1769년 증기기관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함. 물론 증기기관
(엔진)은 산업혁명의 범용기술로 이후 대표적인 산업은 모두 엔진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가전 제품도 모두 모터에 기반하여 작동하고 있고, 기차, 자동차, 비행기,
47

미래 사회 변화 대응 과학기술인재 육성 방안 연구

생산기계, 전축, CD, 하드 디스크 등 모두 엔진에 기반한 제품임. 따라서 산업혁명은
인쇄술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1440년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는 모듈화된
활자를 배열하여 활판을 만들고 압착기로 찍어내는 표준화된 동일한 제품의 대량
생산체계의 모델을 보여줌.
손 글씨로 복사하는 방법이 시행된지 천년이 지나서 인쇄술은 지식의 기록-전파
체계를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음. 당시 필사본 한 장의 가격은 지금 책값보다 비싼
40달러 정도고 책 한권은 평균 2만 달러 정도였다고 함. 인쇄기 이후 이 가격은
대략 70달러, 즉 300분에 1의 가격으로 떨어졌음. 책 한권을 필사하려면 한 사람이
몇 달이 걸렸고, 책은 필사 과정에서 오류를 피할 수 없었고, 모든 필사본은 다
고유한 판본이었음.
그러나 인쇄술은 동일한 내용의 표준화된 제품으로 지식이 전파되는 길을 열었으며,
인쇄기 등장 이후 50년 만에 그 전의 수천 년 인류 역사에서 만들어진 모든 책보다
더 많은 책이 만들어졌음. 이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발명, 발견, 창작)과 확산(교육,
유통)의 폭발을 가져옴. 인쇄기 이전에는 지위가 높은 권력자나 성직자 등 소수만이
글을 읽고 책을 접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지식과 권력을 독점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인쇄술은 책에 접근할 수 있는 식자층을 넓혀, 동일한 책을
같이 보고 토론하는 자유로운 사유문화가 등장하였고, 이는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신의 도그마에서 해방된 욕망하는 인간의 탄생), 근대 과학혁명(자연과 사회의 질서에
대한 탐구로 새로운 지식의 탄생)이라는 계몽주의를 촉발시켰다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인쇄술은 근대적인 사유와 지식,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결국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근대적인 지식-기술 체계의 기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마셜 맥루한이 말한 대로 활판인쇄술은 최초로 균일하고 재현 가능한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했고, 최초의 조립라인과 최초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한 산업혁
명의 모델이었다고 할 수 있음.
1946년 에니악(ENIAC: Electronic Numerical Integrator And Computer)이라는
전자식 숫자 적분 및 계산기가 만들어 졌을 때 누구도 이것이 디지털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범용기술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임. 포탄의 탄도 계산을 위해
개발된 30톤에 달하는 이 컴퓨터는 지금의 공학용 계산기 보다 못한 기계였음.
그러나 1974년 개인용 컴퓨터가 나오면서 컴퓨터는 디지털세상을 알리는 범용기술로
등장하게 됨. 컴퓨터에서 정보가 비트(디지털)로 형성, 보관, 전달되면서, 아날로그
상에서 아톰의 형태로 공간을 차지하던 정보는 디지털로 바뀌면서 공간을 차지하
지 않는 무형의 존재로 변하게 되었음.
글자(text), 그림(image), 소리(audio) 등 기존의 아날로그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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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며, 섞일 수 없었던 정보는 디지털이라는 동일한 형태의 정보로 변환이 되면서,
모든 정보가 디지털로 통합되게 됨. 디지털의 이와 같은 속성은 정보의 손상없이
저장, 복제, 변환이 가능한 복제성, 물리적 한계 없이 빛의 속도로 확산되는 전파성,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무한의 정보가 수집, 저장될 수 있는 축적성을 가지게 됨.
이와 같은 디지털의 통합성, 복제성, 전파성, 축적성은 인터넷과 만나면서 네트워크
상에서 무한증대되는 연결성, 연결과 거래(유통) 비용이 0에 가까운 공유성, 정보와
행동이 결합되는 자동화로 발전함.
지금까지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산업시대의 지식-기술인 인쇄술에 기반한 책
이라는 매체와 교사의 말이라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었음. 디지털
이라는 새로운 기술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교육은 여전히 이전 시대의 기술을 기
반으로 함. 디지털이라는 지식-기술 체계에 맞는 교육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사회
의 변화에 뒤쳐져 천천히 진행되고 있음.

2) 에듀테크 시대의 도래
미국 어린이의 53%가 7세 이전에 휴대폰을 보유하며,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비디
오 게임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놀이를 하는 현 시대에서 교육 현장에서 에듀테
크(Education+Technology)를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임(Ward, 2015). 실제
교육의 결과 측면이나 기술 격차 해소 측면에서 에듀테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살펴보았을 때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가
짐(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 구체적으로 에듀테크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Ⅲ-1> 에듀테크 활용 분야20)
훈련된 교사의 부족, 인프라 시설에 대한 부족한 접근성과 같은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 도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좀 더 많은 학습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같은 비용으로
더 나은 수준의 교수 내용 제공
지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망 모델들을 발굴하여 이를 발전시키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우수 사례들을 전파하는 활동을 보다 손쉽게 실행
기술을 활용하여 훨씬 더 폭넓은 데이터를 대량으로 빠르게 확보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실시간으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관한 인사이트를 확보
시험, 채점과 같은 업무로부터 교사를 해방시켜 줌으로써 이들이 역량과 인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사들의 생산성을 향상
20)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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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듀테크 활용 방안
에듀테크를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WEF는 먼저 교수-학습 모
형으로 ‘폐쇄회로 교수 학습 체제(closed loop instructional system)’를 제안함. 폐
쇄회로 교수학습 체제란 교수자들이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평가 단
계까지 교수활동의 전 단계가 서로 통합되고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모형임(그림 Ⅲ-1). 이 가운데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자원들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표 Ⅲ-2)와 같음.

[그림 Ⅲ-1] 폐쇄회로 교수학습 체제21)

<표 Ⅲ-2>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교수학습 자원의 활용 방안22)

21) 자료: World
technology.
22) 자료: Worl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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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언급한 것처럼 21세기가 요구하는 핵심 기술에서 SEL 기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음. 이러한 기술들은 협동적 그룹 학습, 토론 등의 면대면
교수법을 통해서만이 길러질 수 있다는 전통적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현재 교육
분야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대부분 ‘기초 문해 기술’과 관련된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하여 WEF는 SEL 기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에도 에듀테크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비디오게임 등과 같은 전통적인
에듀테크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가상현실 역시
창의성, 의사소통 기술, 비판적 사고 향상 교육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4) 기타 에듀테크의 활용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기술은 교과서와 체험학습 기반의 시청각 교육이 갖는
물리적, 금전적 한계를 일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이미 미국에서는
구글(Google)에서 제공하는 가상현실 현장학습 시범 프로그램인 '익스피디션 파이
오니어 프로그램(Expeditions Pioneer Program)'을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음.
학생과 교사들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HMD(Head Mounted Display)를 착용
하고, 호주의 유명 산호초 지역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돌아볼 수 있음. 향후
보편화된다면, 실제 장소에 방문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개별화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을 가능하게
함. 학습자의 SNS나 반응 등을 고도의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해, 학생마다 최적의
교육방식을 찾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총체적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해줌.
온라인 공개수업(MOOCs: Massive Open Online Courses)은 세계 유명 석학들의
수준 높은 강의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한 것임. 2012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세바스찬 스런(Sebastian Thrun) 교수가 세운 유다시티(Udacity)를 필두로 에드엑스
(edX)와 코세라(Coursera) 등의 MOOCs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하버드, MIT, 스탠포드
대학 등 전 세계 유명대학들의 경쟁력 있는 강좌들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됐음.
이는 학제와 전공의 벽을 넘어,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대학교육을 온라인 중심의
평생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높았던
학문의 벽은 이제 디지털 기술에 허물어져 세상과 뒤섞이고 있음.
학교를 창조와 생산의 장으로 변신시키는 '메이커 스페이스' 캠페인은 아이디어
기반의 실제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솔루션을 구상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 앞으로도 학제에 편성된 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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큘럼에서 접하기 힘든, 실용적이면서도 높은 수준의 콘텐츠와 참여/생산 위주의
학습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촘촘히 공유되리라 전망됨. 이는 전통적 의미
에서의 스쿨링(Schooling)을 재편하고, 다양한 경력의 사람들이 교육 콘텐츠 생산
자로 등장하게 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임.

2 국내외 에듀테크 산업과 정책현황 분석
1) 빅데이터
가. 빅데이터의 개요
빅데이터의 정의 및 특성
빅데이터(Bigdata)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IT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의 생성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데이터 처리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에서 비롯된 용어임(표 Ⅲ-3).
세계 시장에서 빅데이터는 최신 흐름에서 가치를 도출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술
로 인정받고 있으며, 빅데이터에 기초한 예측 및 분석 솔루션의 적극적인 도입은
데이터가 가진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음.

<표 Ⅲ-3> 빅데이터의 정의
기관

정의

Gartner

통찰력 향상 및 의사결정에 높은 비용대비 효율과 혁신적인 도움을 주는, 엄청난
양과 빠른 속도, 그리고 다양성을 갖춘 정보

McKinsey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역량을 넘어서는 데
이터

IDC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방대한 크기의 데이터로부터 경제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추출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차세대 기술

빅데이터의 특성은 복수의 데이터 소스에도 대응 가능한 다원성, 스트리밍 처리가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한 고속성, 구조화된 데이터는 물론 비구조화
데이터까지도 대응 가능한 다종별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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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전망
IDC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디지털 정보량은 1.8ZB로, 매
2년마다 2배씩 증가해 2020년에는 약 40ZB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인당
평균 보유 데이터양은 130TB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빅데이터를 통해
매우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최근 빅데이터가 ICT 산업의 메가트렌드로 급부상함 에 따라 세계 유수의 ICT 리
서치 기관에서 빅데이터를 전략적 핵심기술로 선정하였으며, 빅데이터에 대한 기
업들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관련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 하지만 빅데이터
산업은 수명 주기상 태동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장조사 기관마다 시장규모
전망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IDC는 빅데이터 산업의 시장규모가 2011년 74억 달러에서 연평균 27.9% 성장하여
2017년에는 324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IDC는 빅데이터 산업이 ICT 산
업 전체의 성장보다 6배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소프트웨어 중 특히 인프라스트럭처 시장이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할 것
으로 전망함(그림 Ⅲ-2)23).

[그림 Ⅲ-2] IDC와 Wikibon의 빅데이터 세계 시장규모 전망치 비교

23) 김방룡 외(2014). 특허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기술개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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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외 빅데이터 기술 현황
빅데이터 기술 분류
빅데이터 기술에 관한 기술 분류 체계는 데이터 수집, 저장, 실시간 처리, 분산 처리,
데이터 분석 및 표현의 여섯 가지 기술로 분류될 수 있음24).

<표 Ⅲ-4> 빅데이터 기술 분류
대분류

데이터 수집

소분류
크롤링(crawling)

검색엔진의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ETL(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ing)

소스 데이터의 추출, 전송, 변환, 적재

NoSQL
Database
저장

실시간 처리

분산처리

표현

비정형 데이터 관리, 분산 데이터베이스(Not only SQL)

Storage

빅데이터 저장, High Performance

Servers

초경량 서버

In-Memory
computing

In-Memory 플랫폼, In-Memory 메시징, In-Memory
데이터 관리(DBMS, Data Grid)

데이터 스트림 처리

DSMS, Storm, ESPER, S4, Hstreaming CEP(Complex
Event Processing)

Cloud computing

클라우드 컴퓨팅, 분산처리

Hadoop
NLP(Neuro Linguistic
Programming)

데이터 분석

검색개요(기술범위)

Machine Learning

HDFS, MapReduce
자연어 처리
기계학슬을 통한 데이터의 패턴 발견

Data mining

데이터 마이닝

Serialization

데이터 간의 순서화

Visualization

데이터를 도표나 그래픽으로 표현, 시각화, R, 시뮬레이션,
수치해석

Acquisition

데이터의 획득 및 재해석

24) 김방룡 외(2014). 특허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기술개발 동향.

54

Ⅲ. 국내외 에듀테크 산업 현황 분석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수준과 특성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카드사와 통신사 등이 내/외부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고객 관계관리/경험의 변화와 신규 가치 창출을 통한 신사업 발굴 등에
치우쳐 있음.

<표 Ⅲ-5>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기술 활용 현황
업체명

현황
- 신한카드는 자사의 월평균 승인 건수 2억 건과 2,20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빅데
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소비패턴에 따라 남녀 각각 9개씩 18개의 생활방식을 도출
해 새로운 상품체계인 ‘코드나인’을 선보임.
- 신한카드는 ‘코드나인’을 활용한 세부적인 맞춤형 카드를 앞세워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카드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음.

신한카드

삼성 SDS

- 삼성SDS는 제조, 물류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솔루션 '
브라이틱스(Brightics)'의 '실시간 생산시설분석', '물류 리스크 모니터링' 등을 앞세워
고객사들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빅데이터 서비스 사업 기회 발굴을
추진하고 있음.
- 삼성전자가 삼성SDS의 '브라이틱스' 솔루션을 국내외 법인 간 물류 효율화에 적용해
생산성 증대에 활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들이 품질관리 등에 해당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SK 텔레콤

- SK텔레콤은 국내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로서 보유한 강점을 적극적으로 레버리지해
유동 인구와 지리 정보, 소비 업종과 상품 판매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오
비전(Geovision)이라는 상권 분석 및 타겟 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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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솔로지

- 텍스트 의미 이해 전문 기업
- 소셜 분석 솔루션(오피니언 버디), 여론 분석 서비스(평닷컴) 제공

아크원소프트

- 둡 기반의 솔루션 개발 및 공급 전문 기업
- 빅데이터 솔루션(Easy-Up) 및 SI 구축과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

알테어

야인소프트

- 엔지니어링컨설팅, 클라우드, BA 시뮬레이션 전문 기업
- BA 솔루션(HiQube)과 클라우드 환경 개선 제품(PBS works) 기반의 다양한
패키지 솔루션 구축
- 인메모리 기술 기반의 데이터 분석/처리 전문 기업
- BI 솔루션(OctagonTM EnterpriseBI Server) 구축

에스엠투
네트웍스

- BI 분야 중심의 SW 개발 및 시스템 통합 전문 기업
-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Radian6)를 통한 다양한 소셜 분석 지원

엔에프랩

- 콘텐츠 딜리버리, 클라우드 분야의 빅데이터 솔루션 전문 기업
- ‘BI/BA’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PelotonTM) 제공

위세아이텍

- BI/데이터 관리/데이터 품질 관리/CRM 분야 솔루션 전문 기업
- 마케팅 솔루션(CampaignTM), 빅데이터 저장/분석 플랫폼(Cloud BITM), 데이터
공유/활용 오픈플랫폼(Smart BITM), 고객프로파일링 솔루션 (Social AnalyticsTM)
제공

이씨마이너

-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및 컨설팅, 시스템 구축 전문 기업
- 분석 솔루션(ECMinerTM), 모니터링 솔루션(IMSTM), 룰/연관 분석 솔루션
(RuleTM), 이미지 마이닝 솔루션(SISTM) 기반의 패키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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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온

-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및 플랫폼 전문 기업
- 분석 솔루션/서비스(SNSpiderTM),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UNINANTM) 제공

카디날정보기술

- 컨설팅, 스토리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 관리 전문 기업
- 스토리지 분야(Monad Storage), 분석 분야(Monad Integration), 시스템 운영‧관리
분야(Monad Management)의 솔루션 제공

코난테크놀로지

- 검색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공 전문 기업
- 데이터 수집, 검색, 분석 기술 기반의 소셜 모니터링/분석 서비스(pulse-K) 제공

클루닉스

투이컨설팅

- 클라우드/슈퍼 컴퓨팅 솔루션 개발/제공 전문 기업
- 하둡 시스템 및 작업 관리(Gridcenter Hadoop), 저장 및 처리
(Teragon-Hadoop), 분석 클라우드 구축(RNTier) 솔루션 제공
-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전문 기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교육 훈련 지원
- 빅데이터 환경의 전략 수립 및 프 로세스 최적화 컨설팅 서비스(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서비스) 제공

해외 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수준과 특성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 상황을 살펴보면 서비스 영역에서는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임. 구글은 2011년 말 ‘Google
BigQuery’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분석을 원하는 데이터를 웹 서비스를 통해 업
로드하면 상호작용 방식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공개함.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Cloudera와 Hortonworks, MapR 등의 하둡 솔루션 기업
들이 대표적이며, 기존의 글로벌 IT 솔루션 기업들인 IBM, Oracle, EMC, SAS,
Teradata 등은 자신의 솔루션에 하둡을 통합하여 하둡 어플라이언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
빅데이터를 전문적인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는 기업들로서 매출액 및 시장 점유
율이 높은 기업들로는 Vertica, AsterData, Splunk 등을 들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들은 빅데이터 관련 정보 관리 및 분석 기술면에서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는
업체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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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세계 빅데이터 관련 업계 지도

국내외 빅데이터 기술수준 비교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도입 초기 단계 수준으로 솔루션 및 시스템에 대한 기술수준은
평균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 거래, 분석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등 서비스 부분의 기술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실정임. 이러한 이유로 선진
기술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급 기업은 62.6, 수요기업은 60.4로 국내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있음
국내 기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거래, 분석, 시스템구축, 컨설팅 등 서비스 분야의
수준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기술 수준은 ‘선진기술과 차이가 거의
없다’는 평가에서 최대 10년의 차이가 난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공급기업,
수요기업에서 평가하는 수준격차는 각각 3.3년, 3.2년으로 나타남. 향후, 선진 기술
수준으로의 도달기간이 다른 IT 기술과 비교하였을 경우 더 빠른 성장세를 나타
내고 있어 현재 수준격차가 벌어진 것 이상으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선진
기술로의 도달 시간은 3.6년과 3.5년이 걸릴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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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
교육 분야와 관련된 빅데이터는 교육 환경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교육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습자와 교사,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추적하고 피드백 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학습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개별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그림 Ⅲ-4] 학습 분석의 개념(UNESCO, 2012)
<표 Ⅲ-6> 학습 분석 기술의 개념 및 사례
학습 분석 기술

개념 및 사례

학습 플랫폼 분석 대시보드
(LMS/VLE Analytics
Dashboard)

- 로그 데이터를 개인 사용자 또는 그룹에 시각화하여 제공
- 시험성적, 포험 기여도, 세미나 참석 정도 등에 대한 상대적 위치 파악
가능

예측 분석
(Predictive Analytics)

- 정적인 데이터와 동적인 데이터 패턴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
- 위험 단계 또는 우수 단계에 위치한 학습자들의 궤적을 그려서 개별
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처방적 조치를 제안하는 서비스

적응형 학습 분석
- 특정한 주제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측정하여 세부적인 피드백을
(Adaptive Learning Analytics)
제공하고, 후속조치로서 관련된 디지털 자원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모델
소셜네트워크 분석
(Social Network Analytics)
담화 분석
(Discourse Analytics)

- 소셜 네트워크 상의 관계망 분석 모델
- 활동의 내실을 판단하기 위해 문맥을 분석해서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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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분석(Academic Analytics)
학술분석은 학습에 비즈니스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관점을 응용하여 단
순히 학습과정 측면이 아닌 교육기관, 지역 교육, 국제교육 수준에서의 데이터 분
석을 강조하는 관점을 의미함

<표 Ⅲ-7> 학술분석(Academic Analytics)
유형

분석 수준 또는 대상

수요자

학습 기관 : 학습자 프로필, 학업 성과, 지식 흐름

행정관료, 기금제공자

지역 교육 시스템의 비교

기금제공자, 행정관료

국가 단위 교육 시스템의 비교

국가 정보, 교육 기관

학술분석
(Academic Analytics)

2) 인공지능(딥러닝)
가. 인공지능(딥러닝)의 개요
인공지능(딥러닝) 시장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IBM, 스탠퍼드대학교 등 미국의 산업계와 학계가
세계 인공지능 관련 연구와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음
미국의 수많은 신생 기업과 연구자들이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에 뛰어
들어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이들의 아이디어와 기술경험을
대기업이 지원 또는 구매하여 대중화 및 상품화를 시도하고 있음

<표 Ⅲ-8>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추이
구분

2014

⇒

기초기술

화상인식,
음성인식

기술발전

응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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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025

2030

다양한
행위의
개별인식

행동과 학습

행동기반의
추론 형상화

언어와의
상호관계

언어지식의
컴퓨터에
의한 획득

인식 정밀도
향상

감정이해,
행동예측,
환경인식

자율적
행동계획

환경인식
능력 향상

언어이해

대규모
지식이해

광고,
화면진단

휴머
노이드,
빅데이터,
방범감시

자율주행,
농장
자동화,
물류, 로봇

가사/간호,
인간이해,
감정노동대체

번역,
해외
상거래

교육,
비서,
사무직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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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와 학계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생각하고,
막대한 예산과 연구자를 투입하여 연구 및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음. 민간 단위에서도
인공지능 100년 연구(AI100: The One Hundred Year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로 BRAIN(Brain Research through
Advancing Innovative Neurotechnologies)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2015년엔 3억 달러(약 3624억원) 지난 2010년
(1490만 달러(약 180억원)) 대비 20배 급증하였으며, 최근 2년 간 AI 스타트업에
투자된 액수는 총 7억 달러(약 8464억원)규모임

[그림 Ⅲ-5] 인공지능 분야 투자 현황(이데일리)
IDC의 예측에 의하면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1,270억 달러, 2017년
약 1,65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으며, AI시스템만 놓고 보았을 때 2015년 2억달러
수준에서 2024년에는 11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56.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표 Ⅲ-9> 기술 별 인공지능 관련 시장 매출액 규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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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기대감과 동시에 예측 불
가능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은 2020년까지 자동화 기술로 인해 세계적으로 500만 개
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측함

나. 국내외 기술 현황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
국내의 일부 IT 기업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해외대비 수준과 규모가 미약함
네이버는 2012년부터 네이버랩을 운영 중이고 음성인식 검색서비스, 사진 분류
서비스 및 지식iN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 하고 있으며, 엔씨소프트는 인공지능 기반의
게임개발에 집중하며 AI랩을 운영 중임. 다음 카카오는 여행지 추천서비스 및
즉답검색서비스에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대학 및 연구소는 KAIST와 ETRI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R&D 진행하고 있음. 루닛
(KAIST), 솔트룩스(엑소브레인 참여), 디오텍(의료관련) 등과 같은 업체가 정부
R&D 과제를 통해 연구 및 제품 개발 진행 중임

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해외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으며, 인공지능 분야의 기계학습과 이를 위해 인공신경망을 이용하는 딥러닝
(Deep Learning) 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음. 학습을 위한 막대한 양의 데이터
계산처리에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 기법의 활용하고 있음.
구글은 최근(지난 1월) 구글의 Deepmind 팀이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
AlphaGo를 선보임 (발표 당시 프로 2~5단 수준, 현재는 프로 9단 이상으로 추정).
AlphaGo에는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용한 딥러닝 기술과 바둑프로그램으로 널리
쓰이는 MCTS 알고리즘이 사용 됨
2015년 11월 오픈소스 기반의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인 텐서플로우(Tensorflow)를
공개하였음. 텐서플로우는 고양이 이미지 인식 및 스팸메일 필터링(99.9%) 학습에
적용될 수 있으며, 파이썬(Python), C/C++ 환경을 지원하고 범용성과 속도, 용이성과
확장성을 갖추었고 무료 사용 및 프로젝트에 자유로이 참여해 수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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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구글의 알파고와 텐서플로우
IBM 왓슨(Watson)은 이미 2011년 미국의 인기 퀴즈쇼‘제퍼디’에서 승리한 바 있으며,
현재 왓슨은 12세 정도의 지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IBM은 현재 의료
왓슨으로 상업화를 진행하고 있고,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뉴욕유전자센터
(New York Genome Center), 베일러의과대학(Baylor College of Medicine) 등
헬스케어 관련 여러 기업 및 기관들과 제휴 중임. 최근 Watson Discovery
Advisor를 발표하며, 수백만 건의 과학논문 및 산업분야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의 진전을 가속화하고 있음

[그림 Ⅲ-7] IBM의 왓슨
마이크로 소프트(MS)는 음성인식을 하는 인공지능 개인비서 코타나, 스카이프
(Skype)에서 실시간 언어 번역, 이미지 내의 물체를 인식하는 혁신적인 화상인식
기술인 아담 프로젝트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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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코타나
페이스북의 인공지능 기술은 사용자가 공유하는 컨텐츠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람의 얼굴을 97.25%의 정확도로 알아내는 딥 페이스(Deep
Face) 개발 및 인공지능 분석 서버 빅서(Big Sur) 공개함. 사진 속 사물과 인물을
구별하고 내용을 인식, 뉴스피드 내용 필터링, 자동텍스트번역, 음성인식 등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기술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1월 GPU에 특화된 오픈소스의
딥러닝 모듈인 토치(Torch)를 공개 함.

[그림 Ⅲ-9] 딥페이스
애플은 지난 2011년 출시한 음성인식 시리(Siri)의 인공지능을 강화하는 기술 개발
중이며, 음성인식 기반의 통합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물인터넷(IoT)와 스마트카(자율
주행 자동차)에 활용하고자 함.
아마존에서는 신속한 배송과 정확한 물류관리를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으며,
드론 배송과, 로봇에 의한 물류창고 관리, 예측배송 시스템을 통한 자동주문 배송
시스템을 개발함.

사람의 말투와 억양, 문맥을 파악하는 클라우드 기반 음성인식

인공지능 알렉사(Alexa) 출시
바이두는 뉴스와 주식시장, 바이두 검색엔진 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주가와 테마주를 예측하는 주식 앱 스톡마스터(Stock Master)를 출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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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인식율과 비슷한 수준의 이미지 인식 기술인 바이두 아이(Baidu eye)를
보유하고 있음. 현재 온라인 쇼핑을 쉽게 할 수 있는 음성 인식 기술 연구 중
소프트뱅크는 2014년 6월 인간형 감성인식 로봇인 페퍼(Pepper)출시하였으며,
현재 몇몇 커피머신 판매점에서 고객서비스를 대신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IBM과 제휴, 왓슨을 페퍼에 적용 진행 중임

다. 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교육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연구 차원에서 인공지능과 교육을 논의하는 곳으로는 인공지능 학회의 세부 분야
중

하나인

'인공지능에서의

교육발전(Educational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심포지엄이 있음. 인공지능 기술은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신생 학문
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활용한 교육에 관한 연구도 시작 단계에 있음
연구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인공지능 지식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가’와
함께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가’ 등이며, 최근 주목받는
연구주제로는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새로운 알고리즘을 어떻게 인공
지능 연구자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가’임

인공지능이 도입될 수 있는 교육 분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채점과 같은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자동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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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교육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학생의 수준에 맞게 진도를 나가고,
교육과정 자체를 맞춤형으로 진행해 갈 수 있음
인공지능을 이용한 학습자 모니터링을 통해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진단하고 피드백이 가능함
인공지능 기반 교육 플랫폼을 통해 교실 밖에서도 언제든 학습관련 도움을 얻을
수 있음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해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마치 구글 또는 아마존의 검색기능을 활용하는 것과 같이
학생의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아짐
인공지능이 교육에 도입되면 교사의 역할은 인공지능의 보조역할로서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학생과의 소통에 집중하게 될 것임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다음 단계의 학교와 학과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인공지능을 통해 교사가 최적의 교과서와 교육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함

3) AR/VR 기반의 교육 콘텐츠
가. AR/VR 기술의 개요
(1) 국내외 시장 규모
국내외 가상·실세계 시장
VR시장은 ‘20년 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게임 및 하드웨어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화, 테마파크 및 틈새시장도 가능성이
많으므로 관련분야 개발에 투자가 필요함
VR콘텐츠 적용 가능 분야를 살펴보면, 게임, 영화 뿐만 아니라 교육, 헬스케어,
기업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아직 출시 및 개발 중인 콘텐츠가
다양하지 않으므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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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가상현실 관련 제품 출시 현황/KZERO
증강현실

가상증강

가상현실

뷰직스M100
앱손MoverioBT-200

없음

오큘러스오큘러스리프트
삼성전자GearVR
볼텍스VRVRTXone 등
10여개제품

없음

술론Cortex
머지VRMergeGoggles
메타Spaceglasses

ANTVRVirtualRealityKit
ImmersiOn-Vrelia
Moggles

MS HoloLens
삼성GlassGear
i2iiPal
소니SmartEyeGlass
LGGGlass
ODG

Seebright
MagicLeap
castAR
vrAse
Cmoar
AtheerOne

소니Morpheus
마이크로소프트
레이저OSVR
뷰직스Iware720
AirVR
FOVE 등
16개 이상의제품

<표 Ⅲ-11> 가상·실세계 시장 규모 예측
(단위 : 억달러)
(2016년)
현재년도

(2017년)
개발 종료후 1년

(2020년)
개발 종료후 3년

세계 시장 규모

1,670

1,837

2,446

한국 시장 규모

39

44

62

년도

* 출처: 세계 CyberEdge 예측자료 / 국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 Ⅲ-12> HMD 시장 규모
(단위 : 억달러)
(2016년)
현재년도

(2017년)
개발 종료후 1년

(2020년)
개발 종료후 3년

세계 시장 규모

US$ 2,984M

US$ 3,990M

US$ 3,885M

한국 시장 규모

-

-

-

년도

* 출처: KZERO(2014.7):디바이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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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VR 클라우드 플랫폼 시장
오큘러스 멀티 플랫폼 : 가상현실 앱 생태계를 조성 및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구동하는 플랫폼 제작, 오큘러스 리프트 버전을 비롯해 iOS, 안드로이드,
윈도,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인터넷익스플로러 등 여러 버전으로 오큘러스
플랫폼을 공급할 예정
구글 VR 플랫폼 '점프': 점프는 누구나 VR 비디오를 촬영,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플랫폼으로 구글은 액션 카메라 전문업체 고프로(GoPro)와 제휴해 360도 카메라를
제작, 판매 예정임. 이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VR 콘텐츠로 바꾸려면 장면 사이의
경계를 없애고,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고급 기술(스티칭)이 필요함. 최근 고프로는
프랑스 VR 소프트웨어 업체 ‘콜러(Kolor)’를 인수함. 콜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티칭 기술을 가진 회사임. 구글의 전략은 ‘누구든 찍어서 구글 클라우드에 올리
기만 하면 우리가 VR콘텐츠로 바꿔주겠다’는 것임.
현재 각사의 VR 마켓에 올라와 있는 VR 콘텐츠는 모두 합해도 1000개가
‘쓸만하다’는 평가를 받는 건 그보다 훨씬 적음. 황대실 스코넥엔터테인먼트
“한국은 하드웨어 강국임에도 플랫폼이나 콘텐츠 시장에서 항상 다른
밀렸는데 VR은 아직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아 국내 많은 개발자에게 새로운
될 것”이라며 “정부나 대기업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안되며
대표는
나라에
기회가

국내외 클라우드 시장
구글 ‘구글 포토스’ : 고해상도 사진·동영상을 무료로 무제한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이 고해상도 사진 서비스를 평생 무료로 제공함에 따라 클라우드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
MCN(다중채널 네트워크) : 다양한 채널의 연결집합, 다양한 채널,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집합체, 국내 시장의 경우에 아프리카, 마운틴
TV 등과 같은 많은 1인 미디어 매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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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미국 등 주요국은 클라우드 우선 적용(Cloud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정부․기업에서 클라우드 이용이 급속 확산중
전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급성장(연평균 17% 수준) 중, 세계는 ‘14년 836억불에서
’19년 1,882억불(연평균 16.9%), 국내는 ‘14년 5.4억불에서 ’19년 12억불(연평균
17.7%)로 급성장 예상 ※ 동일기간(’14년～’19년) SW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4.8%
수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아마존이 연매출 100억달러로 장악하고 있음. 하지만
이 회사가 강점을 보여온 인프라 스트럭처 호스팅 서비스(IaaS)의 수요가 줄고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클라우드서비스(SaaS)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연매출 94억
달러의 MS가 아마존을 추월할 강자로 주목을 받고 있음. 국내는 더존비즈온․한글
과컴퓨터 등이 ERP, 오피스 SaaS를 글로벌 시장에 진출 추진 중
인공지능 알파고로 주목을 받았던 알파벳은 올해부터 AI 기술을 접목해 클라우드
시장 장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알파벳은 이런 공격적인 AI 클라우드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힘들 전망. 클라우드 시장이
SaaS 위주로 커지고 있는 데다 알파벳이 보유한 글로벌 데이터센터가 3개에 불과해
시장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 알파벳은 2017년말까지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12곳에 세워 이를 해결할 계획임. 또 MS의 애저나 IBM의 소프트레이어와 같은
SaaS 솔루션이 부족한 것도 알파벳의 발목을 잡고 있음.

(2) 국내․외 장치분야 기관 현황
국내외 장치분야 기관 현황
가상현실 장치 분야의 국내업체는 (주)아큐픽스, 대양이엔씨, (주)프로옵틱스, 디오
컴, 쓰리디인터페이스, 모션테크놀로지, (주)버츄얼쓰리디, (주)실리콘스튜디오코리
아, NT리서치 등이 있음

국내외 VR플랫폼 현황
구글 카드보드 : 매우 싸다는 이점이 있으나 퍼포먼스가 매우 절망스럽고 입력기기나
머리끈 등 구성요소도 부족하고, 하드웨어 자체가 매우 파편화되어 있음
기어 VR : 삼성과 오큘러스의 협력으로 출시한 기어VR, 전방위 위치 감지 기능
(Positional tracking)과 선이 없고, 터치패드는 기기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게임패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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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항임. 공식 스펙상 1440P 해상도에 스테레오스코픽 3D, 60FPS를 스마트폰
에서 구현하게 할 수는 있음. 현재 출시된 HMD 중에서 가장 우수함.
오큘러스 리프트, 플레이스테이션 VR : 전방위 위치 감지 기능을 지원하지만 '룸
스케일' 기능은 지원하지 않음. 두 기기 모두 게임패드, 트래커 컨트롤러를 지원하기
때문에 입력기기의 파편화가 생김
바이브 : 유일하게 '룸 스케일' 위치 감지 기능을 지원하며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트래커를 지원. 하지만, 어떤 기기보다 높은 PC 사양을 요구함. 밸브의 '스팀'
플랫폼으로 VR 성능을 측정할 수 있음

헤드마운트형 디바이스
업체명

업 체 현 황
· 눈앞의 화면만 보여주는 기존의 HMD와는 달리 실제 머리를 움직이는대로 화면이
따라 움직이는 ‘오큘러스 리프트’를 개발
· 3D 영상출력이 가능한 7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으며 옵티컬 트래킹, 헤드
트래커 등 각종 센서를 활용해 이용자의 몰입감을 극대화

오큘러스VR
(Oculus VR)

[오큘러스 리프트 (출처: tested.com, oneverry.ru)]
· 오큘러스 리프트와 기능이 유사하나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높이고 카메라, 콘트롤러
등 기타 입력장치와의 호환을 통해 몸의 움직임의 파악이 가능
· 플레이스테이션 4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상현실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영화와 교육용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으로 활용을 확대할 방침
소니
(SONY)

[SONY PlayStation VR (출처 : For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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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형 디바이스
업체명

업 체 현 황
·날씨, 실시간 영상공유, 지도, 메시징, 음성인식 등 스마트폰 기능의 다수를 증강현실
형태로 이용할 수 있으며 3rd 파티와의 협력이 활발해 의료, 교육, 방송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할 전망

구글

[구글의 Google Glass]

·글래스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 ‘뷰직스 M100’은 안드로이
드 OS에 기반하며 증강현실 기술을 제공
·뷰직스는 레노버와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 레노버는 ‘뷰직스
M100’과 자체 개발한 ‘C1’ 제품을 중국 시장에 출시할 계획

뷰직스
-레노버

[뷰직스 M100(좌)와 레노버 C1(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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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디바이스
업체명

업 체 현 황

· 헤드마운트형 제품과 안경형
터페이스 기기 ‘Hololens’를
· 다른 헤드마운트형 제품과는
스마트폰이나 PC 등의 연결

제품이 혼합된 형태의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및 인
공개
달리 반투명한 글래스에 홀로그램을 투사하는 방식,
없이 독자 구동되는 것이 주요 특징

마이크로
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Hololens)]

· 가상현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신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런닝
머신 형태의 인터페이스 플랫폼 ‘Virtuix Omni’ 출시
· HMD 제품과 연동해서 활용되며 사용자는 옴니 위에서 걷기, 달리기, 360도 회
전이 가능해 높은 몰임감과 현장감의 제공이 가능한 것이 특징

버툭스
(Virtuix)

[버툭스의 Virtux Om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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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소프트웨어 경쟁기관 현황
가상·실세계

SW

분야에서는

Tatal

Immersion(France),

Metaio(Germany),

Wikitude(Austria), Zugara(U.S.) 및 Layer(Netherlands)와 같은 기업들이 기술개발
선도
이온리얼리티 : VR기술 소프트웨어 글로벌업체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산업,
교육 등에 접목시켜 지식 전달 기법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기업임.
앤더슨 CTO는 VR분야가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교육이라고 함.
학생들이 VR을 통해 콘텐츠를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보다
효과적임
구글 : 지난해 9월부터 전 세계 학교에 VR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익스페디션 파이오니어' 프로그램을 진행, 미국 내에서는 볼티모어, 디트로이트
등 미국 13개 주와 덴마크, 싱가포르, 캐나다 등 3개국의 학교에 구글의 VR기기
'카드보드'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국내 게임 업체들도 VR 콘텐츠 제작중. 넥슨은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VR
콘텐츠를 엔씨소프트도 '블레이드&소울' VR 콘텐츠를 각각 공개했고, 네오위즈
게임즈와 한빛소프트도 VR용 게임을 개발 중
다양한 산업군에서는 실제 경험하기 어려운 위험 상황을 VR을 통해 훈련 중, 정유사
엑슨 모빌은 석유 굴착 작업을 VR로 미리 수행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있음.
정유사 BP(British Petroleum)는 직원 교육에 VR을 이용함

나.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1) 관련 기술/제품의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가상·실세계 분야 국내 특허 현황
한국(KIPO)은 내국인 출원비중이 77%로 자국 출원인의 비중이 높고, 외국인 출원
비중의 76%를 차지하는 미국을 제외한 외국 국적 출원인의 출원빈도가 낮아 현재
시장 매력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을 중심으로 몰입형 시각화 및 실시간 모션 플랫폼 제어를 이용한 체감형
가상현실 구현에 관한 특허출원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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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가상 프로토타이핑 VR기반 e-러닝 등 산업계 및 에듀테인먼트분야로의 가상
현실 응용 특허 출원이 다수를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됨
특정 서비스 시나리오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핵심 부품 및 장비 분야 특허 발굴
필요. 한국 강점의 고부가 가치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가상현실 콘텐츠 저작 및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의 핵심 특허 발굴이 필요
착용형 스마트 기기의 경우, 삼성전자, 삼성SDI, 엘지화학, 삼성전기 순으로 특허
수가 높음

<표 Ⅲ-13> 선도국 대비 한국의 특허 수준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15.7

HMD 분야 국내 특허 현황
삼성 : 삼성에서 미국에 출원한 HMD 특허로, 기존 액티브셔터 글래스와 HMD를
결합한 발명. See-through 타입의 HMD는 밝은 곳에서 디스플레이 내용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필터나 미러를 이용하여 외부광이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일부
차단하는데, 이럴 경우, TV 등의 외부 디스플레이도 잘 보이지 않게 됨. 이러한
TV 등의 외부 디스플레이를 볼 때는 셔터를 조절하여 외부광 투과율을 높여준다는
내용의 발명
LG : TV를 보다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TV 화면을 안경으로 보내주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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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LG HMD 특허 내용

(2) 관련 기술/제품의 국외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가상·실세계 분야 국외 특허 현황
가상·실세계 분야의 세부기술 모두 초기 성장 단계로 파악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독과점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장 진입이 용이할 것으로 파악됨
세계특허동향을 살펴보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 초기 구간인 1980년대 중반부터
관련 분야의 특허가 출원되기 시작하여 꾸준히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인 것으로 나타남
미국은 가상·실세계 분야의 3개 전략기술 모두 최고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유럽과 일본이 가상·실세계 연동 서비스 분야의 기술분야를 선도하고 있음
Microsoft는 가상·실세계 전 분야에 특허 출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IBM와 Sony도 출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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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 몰입형 가시화 및 실감형 인터랙션을 이용한
군사의료분야에의 가상현실기술응용에 집중되어
있음. 또한, 홀로그램분야 등의 미래기반기술에
관한 특허도 선점하고 있음.
· 햅틱역감촉감·오감제시장치 및 API 기술에서
햅틱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군사 의료 시뮬레이션
분야의 가상현실응용에 집중 미국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인체모델을 이용한 실감형 인터랙션을
통하여 차량 평가에 이용 할 수 있는 특허 출원

· 생체신호기반 사용자 의도 파악 관련으로 특허
및 기술개발을 주도
· 실시간 물리엔진기술을 독일 등에서 CAD/CAM
분야에 적용 산업계 제품설계에 응용 가능한 특허
다수 보유
· 혼합현실의 요소 기술인 사용자 및 개체 추적기술,
공간정합 기술, 실시간 영상 합성기술, 실제 가상
객체 상호작용기술 등에서 원천기반 특허를 다수
보유

HMD 분야 국외 특허 현황
애플 : 2015. 2월 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으로부터
아이폰(iPhone)을 이용한 HMD 기술 특허를 취득. 해당 기술은 사용자의 눈앞에
아이폰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놓여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함.
또한, 원격조정 장치인 리모콘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가상현실 내 콘텐츠를 직접
조작 가능. 그러나, 업계전문가들은 애플의 이러한 특허출원이 다소 늦은 대응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뉴욕타임즈는 아이폰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애플이 신속하게 HMD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그림 Ⅲ-11] 애플 아이폰 이용 HMD 특허 출원 내용
애플은 자동초점 기능 HMD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야외에서도 동영상 미디어를
즐기게 해주는 고글형태의 HMD 특허 확보. 이 HMD는 두눈 각각의 시력을 교정해
디스플레이 영상을 또렷이 볼 수 있게 해주는 자동초점기능 모듈이 장착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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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애플 자동초점 기능 HMD 특허출원 내용

다. 국내 ․ 외 표준화 현황
(1) 국내 표준화 현황
가상·실세계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 기관

표준 진행 및 활동 내용

ICT 표준화 전략
포럼

-

혼합현실 기반 사용자 인터랙션 인터페이스 기술
다중 동작인식 센서 데이터 정합 및 병합 기술
HMD(Head Mounted Display) 기기 3D 휴먼팩터 기술
HMD(Head Mounted Display) 기기 간 데이터 전송 및 공유 기술
실감형 혼합현실 콘텐츠 상호 호환성 기술

가상세계기술
표준화포럼

-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연동 기술 및 안정성
3D 가상환경과 현실 사용자 환경에서 인식/생성/표현/상호작용 기술
스테레오스코픽 3D 콘텐츠 기술, 2D/3D변환 기술 및 안전규격
3D콘텐츠의 파일 포맷 및 압축 코덱의 표준화
유무선 컨버전스 환경의 3D 콘텐츠 제작 프레임 워크 기술

TTA PG610

- 디지털콘텐츠 기술 분야 표준화(VR, 혼합현실, 홀로그래피, 소셜미디어,
멀티미디어, 게임, 웨어러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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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D 국내 표준화 현황
현재 국내에서 표준화된 하드웨어 또는 플랫폼은 없는 상황이나, 삼성의 ‘기어VR’
출시로 조만간 플랫폼 선전을 위한 업체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2) 국외 표준화 현황
가상·실세계 국외 표준화 현황
표준 기관

표준 진행 및 활동 내용

MPEG

키보드, 마우스를 비롯한 촉각 장치, 음성 인식, 제스처 인식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전반에 걸친 표준을 제정 추진

MPEG-V

디지털 콘텐츠 및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그리고 가상 세계와 가상 세계
사이의 소통을 위한 인터페이스 규격을 정의

SC24

- 멀티미디어 표현 및 교환(WGI), 이미지 처리 및 교환(WG2), 환경 표현
(WG8) 등으로 분류되어 관련 표준화 작업
- 주로 인터넷 웹상의 가상현실 데이터 포맷인 X3D, 지형 데이터 포맷인
SEDRIS, 그리고 아바타 표현 데이터 포맷인 H-Anim의 표준화 활동을
전개

SC29/
WG11

- 가상과 현실/ 가상과 가상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표준 진행
- 가상공간 간, 가상공간과 현실공간 사이의 데이터 서술 구조 정의를 위하
여 Part 2 Control Information, Part 3 Sensory Information, Part 4
Avatar Information으로 분류하여 국제 표준화 활동 전개

ISO/IEC
JTC1

HMD 국외 표준화 현황
현재 국외에서는 헤드마운트형/스마트폰ᐧHMD 결합형/글래스형/홀로그램형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HW 디바이스가 출시되고 있으며, 헤드마운트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임
그 외에 플랫폼 측면에서는 표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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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외 기술 현황
(1)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
KAIST는 착용형 디스플레이 기반 손동작 인식을 통해 가상 객체를 조작하는
연구를 진행 중
한양대는 가상‧실세계 상호작용을 위한 내추럴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진행중
삼성은 오큘러스 인수 실패후, 오큘러스와 협력관계를 체결하여 VR관련 기술 및
콘텐츠를 활용하는 전략과 함께 독자적인 영화제작 및 플랫폼(밀크VRcom)을
준비 중
국내업체는 일부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VR전용 게임을 출시했거나 개발중이며 대형
게임업체들은 VR분야 진출을 고민이거나 R&D 중임. 스코넥엔터테인먼트(모탈블리츠),
네오위즈(애스커), CCP게임즈(이브:발키리) 등이 기어 VR전용 슈팅게임을 출시 및
개발 중에 있으며 넥슨 및 엔씨소프트는 투자 계획 중
국내에서도 에버랜드 'T익스프레스' 놀이기구 가상체험 영상, 음악방송 '엠카운트
다운' 무대 영상, 영화 '히말라야' 등이 VR영상 콘텐츠로 제작

업체명

업 체 현 황
- 최근 스마트폰을 HMD의 디스플레이 및 입력 센서로 활용하는 형태의 제품들이 다수
공개, 비용 절감이 가능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
- 2014년 9월 갤럭시 노트4, 갤럭시S6와 연동해 사용하는 기어 VR소개
- 오큘러스VR과의 제휴를 통해 개발하였으며 오큘러스 모바일 SDK 기반으로 구동
- 오큘러스VR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에 주력하고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제조에 주력하는
협력관계

삼성전자

[삼성의 기어VR(좌)와 볼텍스VR의 VRTX one(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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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모션 저작 국내 기술
(주)모션테크놀로지의 기술특허 '모션캡쳐‘ : ‘MVN 모션캡쳐 장비’는 공간의 제약
없이 모션캡쳐 슈트를 착용만 하면 협소한 장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ipi모션
캡쳐’는 3D 인체 동작을 추적하여 3D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시스템
국내 MMORPG 게임 ‘마비노기’ : 모션 캡쳐를 통한 캐릭터들의 생생하고 역동적인
액션을 보여주며 게임 플레이의 즐거움을 배가시킴

동작·제스처 인식 국내 기술
2015년 10월 SK텔레콤은 동작인식 관련 센서를 개발하는 미국 립모션과 MOU 체결,
립모션은 현재 개발 중인 동작인식 센서 ‘드래곤플라이(Dragonfly Module)’의 베타
버전을 SK텔레콤에 우선적 제공, 기존 센서는 적외선 이미지 센서가 장착되어 근
거리의 흑백 영상만 획득이 가능했지만, ‘드래곤플라이’ 센서는 빛의 삼원색(RGB)까지
인식해 컬러 영상 획득이 가능, 또한 ‘드래곤플라이’는 HMD착용 상태에서도 외부
환경을 볼 수 있어 실제 외부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증강현실 솔루션을 개발 할
수 있음.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영상콘텐츠연구부장 이준석 박사팀이 '동작인식 원천기술'을
개발, 신체 관절구조 검출을 통해 동작을 인식해 복잡한 동작도 파악이 가능하여
전문 트레이너가 필요했던 피트니스, 골프, 야구, 태권도 등 다양한 스포츠와 재활
치료에 폭넓게 활용될 전망

국내 클라우드 유통 플랫폼
클라우드 스토어 '씨앗' : 공공 부문 클라우드 서비스로 한 곳에서 조달, 체험, 구매
가능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소프트웨어, IT 전문가 서비스를 위한 오픈마켓 및 정보
유통허브 역할을 하는 스토어로 향후 우리나라의 IT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
2014년 11월 KT는 판도라TV와 협약을 맺고 온라인 상에서 동영상 콘텐츠 배포 시
복잡한 과정을 대폭 줄여주는 ‘미디어 클라우드’를 출시, 판도라TV는 국내 1위의
웹기반 동영상 서비스 전문업체로 국내 최초의 UCC플랫폼과 국내 최다 동영상
콘텐츠 보유

머시니마 국내 기술
머시니마의 제작방식은 작업 특징에 따라 리플레이 녹화, 게임 화면 캡처, 가상
세계 활용, 머시니마 전용 제작 프로그램 사용이 4가지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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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Klose Up) : 국내 벤처기업인 아이토닉(I-TONIC)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클로즈업은 사용자들이 3D CG를 이용해 UCC를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머시니마 제작 서비스로 2008년 서비스를 개시한 클로즈업은 유저들에게 영상을
만드는 법을 동영상 가이드를 통해 교육하고, 유저들이 만든 동영상들을 커뮤니티와
유투브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구글 3D 웨어하우스에서 공유되는 30만
개의 소품이나 배경을 다운로드 받아서 머시니마 제작에 활용 가능

HMD 국내 기술
국내 HMD 관련하여 HW의 경우, 삼성과 LG에서 스마트폰 기반의 HMD를 상용
출시 하였으며,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360˚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동시 출시
콘텐츠 관련해서는 주로 게임사들이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나, 영상
등의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자사의 경우, 국내외 기술 동향에 맞추어 스마트폰 기반의 HMD를 준비해 왔으며,
국내 다양한 콘텐츠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

(2)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가상·실세계 국외 기술
조지아 공대의 Blair Maclntyre 그룹에서는 증강현실을 웹 플랫폼에서 동작 가능
케하는 GTour, KHARMA 등의 AR-Enabled Web 연구를 진행중. 증강현실 저작
도구, 증강현실 기반 협업 시스템, 증강현실 게임 등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중
콜롬비아 대학의 Steven Feiner 그룹에서는 관리 및 수리를 위한 증강현실 기술 및
증강현실 기반 상호작용 기술 연구를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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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HITLab NZ Mark Billinghurst 그룹에서는 증강현실 기반 원격 협업 소프트
웨어 연구, 교육 및 치료를 위한 증강현실 응용 및 사용성 평가 연구를 진행중
뷰직스(Vuzix),

아베간트(Avegant),

버추익스(Virtuix),

시브라이트(Seebright),

ImmersiOnVRelia, ANTVR 등 가상현실 벤처기업의 성장
스마트폰을 디스플레이로 사용하는 형태의 저렴한 헤드마운트 제품 출시로 가속화
해외업체들은 RPG(Roll Play Game), 슈팅/비행게임, 시뮬레이션게임에서부터 존
게임의 VR버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게임이 출시중이거나 출시 예정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게임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영상, 의료, 교육, 여행, 쇼핑
등으로 영역 확대 전망, 가상 우주공간 여행 서비스 ‘타이탄즈 오브 스페이스’,
뉴욕 내 1,000여 개 대학 가상 캠퍼스 ‘YouVisit NY’ 등, 일본의 부동산/주택 정보
제공 서비스 ‘룸 VR’ (‘홈즈’ 사업자 제공)
가상현실 기술은 단순한 디스플레이와 인터페이스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애플리케
이션과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으로 가치가 확대될 전망

<표 Ⅲ-14> 주요 IT기업들의 VR사업 추진현황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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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
-

오큘러스사를 20억달러에 인수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확대할 전략
HMD 기기 기업인수를 기반으로 시장 선점
5편의 가상현실영화 제작 배포(오큘러스)
오큘러스는 자체 플랫폼 구축에 힘씀
XBox와 연동을 통한 콘솔시장도 진출 예정

-

저렴한 카드보드(20불)로 대중화 선도
유투브를 통한 VR동영상 배포 전략
AR(증강현실) 업체인 매직립 5억 4200만달러 인수
VR 플랫폼인 점프를 출시하여 VR콘텐츠 보급에 주도적
VR제작카메라인 GoPro발표
구글 Glass, 구글Car 등과 함께 차세대 아이템으로 발굴
현재 특별한 발표나 움직임은 없으나 향후 관련제품을 출시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
2년간 VR 전문가 영입 및 특허 출현 중
AR(증강현실)/ VR관련기업인 메타이오, 프라임 센스 인수
프로젝트 모피어스를 출시 예정
Playstation4와 연계해서 콘솔게임 시장 공략
14년 VR용 ‘Summer Lesson’ 출시

-

대만모바일 회사로 VIVE VR출시
전세계 최대 게임유통망 STEAM과 게임업체인 VALVE사와 협력
무선 컨트롤러 및 VR전용 게임 개발 완료
오큘러스 리프트2보다 먼저 출시하여 선점하려는 전략
자사 스마트폰 연동이 아닌 일체형으로 출시
스마트 밴드도 함께 출시

플랫폼·콘텐츠

- VR전용 플랫폼
‘점프’
- 구글 앱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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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모션 저작 국외 기술
IClone5 : 간단한 드래그앤 드롭 편집만으로 키넥트 모션 캡쳐 시스템을 이용한
3D 애니메이션을 제작

[그림 Ⅲ-13] IClone5
크레이지 토크(CrazyTalk) Animator : 2D 이미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만
들 수 있도록 하며, 얼굴, 몸, 팔,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 X,Y,Z
구도를 통해서 3D와 같은 화면 연출

[그림 Ⅲ-14] CrazyTalk
매시미(MashMe) : 웹캠으로 사람의 얼굴과 동작을 실시간으로 캡처해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바꿔서 재현해주는 소프트웨어, 매시미는 실시간 애니메이션 맵핑을 해줘
만들어진 아바타로 스카이프나 구글 행아웃 등으로 영상 채팅을 할 때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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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이런 커뮤니케이션 도구 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 응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제품은 일반 웹캠 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키넥트를 활용할 수도 있음.

[그림 Ⅲ-15] MashMe

동작·제스처 인식 국외 기술
센싱의 대상에 따라 음성인식, 동작인식, 뇌파인식(BCI) 등으로 구분
음성인식 분야 : 애플 시리(Apple Siri), 구글 나우(Google Now)가 경쟁 중. 아마
존 알렉사(Amazon Alexa), 마이크로소프트 코타나(Microsoft Cortana) 등이 경쟁에
가세한 상황. 애플과 구글은 각 사의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 안드로이드에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사용성을 크게 증대. 운영체제와 강력히 결합되지 못하면
스마트 인터랙션 기술은 사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음성인식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스마트 인터랙션 기술들에 있어서 운영체제를 소유한 플랫폼
기업들이 크게 유리한 상황
동작인식 분야 : 2013년 10월, 구글은 동장인식 전문기업 플러터(Flutter) 인수. 플러터는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의 웹캠을 이용해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해서 음악, 영화 등의
재생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 2013년 11월, 애플은 이스라엘의
동작인식 전문기업 프라임센스(PrimeSense)를 3억 5000만 달러에 인수. 프라임센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기 엑스박스(Xbox 360)에 적용된 키넥트(Kinect) 기술을
개발한 업체이며, 애플과 구글은 동작인식 전문기업을 인수한 후 이를 운영체에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운영체제에 통합된
형태로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
독자적인 동작인식 기술을 제공.

인텔은 리얼센스(RealSense)5라는 브랜드로

리얼센스에는 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제스처

인식과 얼굴인식을 비롯해 음성인식, 3D스캐닝 및 증강현실 등의 기술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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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6] 인텔의 리얼센스 3D카메라 구조
뇌파인식 분야 : 주로 장애인용 인터페이스 개발이나 뇌파의 기본적인 처리 및
인터페이스 활용. 뉴로피드백 치료는 아동의 ADHD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 게임을
통해 쎄타파를 줄이고 베타파를 늘리는 집중훈련을 함. 최근 BCI를 게임 인터페
이스로 활용하려는 연구와 상용화 시도가 활발.

클라우드 유통 플랫폼 국외 기술
Microsoft Azure : 분석, 컴퓨팅, 데이터베이스, 모바일, 네트워킹, 저장소 및 웹이
통합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으로 주로 모바일게임들이 애저를 많이 도입하는
추세, 모바일게임은 게임 상황을 알려주는 ‘알림’ 기능이 가장 부화가 많이 걸리는
중요한 기능으로 클라우드에 맡기면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
아마존 AWS : 웹과 모바일의 애플리케이션, 빅 데이터 프로젝트, 소셜 게임, 모바일
앱에 이르는 거의 모든 물리적인 컴퓨팅 자원을 클라우드를 통하여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
비메오(Vimeo) : 동영상 클립 공유 플랫폼, 유튜브 보다 동영상 품질이 뛰어나고
브랜드 맞춤형 플레이어가 가능, 동영상 업로드 시 재생 영역과 한도를 직접 조절
가능. 불법으로 퍼가지 못하도록 특정 웹사이트 또는 블로그에서만 재생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음
사운드 클라우드 : 오디오 분야의 유튜브, 월 9.99달러에 광고없이 음악 무제한
스트리밍. 미국의 음악 서비스 시장은 2015년 스트리밍 서비스 매출이 디지털
다운로드 서비스를 넘어섰으며 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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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시니마 국외 기술
언리얼엔진 : 언리얼엔진은 에픽 게임즈(Epic Games)에 의해 개발된 제작 게임
엔진으로, 첫 번째 언리얼엔진은 1998년 FPS 게임인 언리얼(Unreal)을 제작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현재는 최신 버전인 언리얼엔진3까지 출시되어 있음. 언리얼
엔진2는 HDR렌더링, 픽셀 라이팅, 다이내믹 쉐도우 같은 고품질 그래픽 구현을
위한 기능들을 지원하며, C++, 언리얼 스크립트를 사용해 개발되었으며, 개발
플랫폼으로는 데스크탑으로 윈도우 PC와 맥OS, 리눅스를 지원하며 콘솔게임으로는
플레이스테이션3, XBox 360, 모바일로는 iOS와 안드로이드를 지원함
무비스톰(Moviestorm) : 무비스톰은 영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무비스톰이 개발한
실시간(Real-Time) 3D 애니메이션 제작 툴. 프로그램 내에는 미리 완성된 배경,
소품, 캐릭터 등이 다양하게 제공되며 이를 활용해 쉽고 빠르게 머시니마를 제작
할 수 있음. 무비스톰을 활용한 머시니마 제작 과정은 배경 작업(배경과 소품 선택)
→ 캐릭터 작업 → 디렉팅 작업(캐릭터를 배경에 집어넣고 연기시키기) → 카메라
시점에 따른 녹화 → 편집하기 → 동영상 포맷 변환의 6단계를 거침

아이클론(Iclone) : 실리콘 밸리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리얼루션(Reallusion)에서
개발한 리얼타임 3D CG 개발 툴로 아이클론은 현재 5.1버전까지 개발되었으며
무비스톰과 유사하게 캐릭터 디자인과 움직임 구현. 배경 세팅과 소품 배치, 카메라
시점과 조명 등의 머시니마 개발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HMD 국외 기술
가상현실 디바이스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HMD)가 증가하는 추세
- 오큘러스, Sony, MS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적극적 진출 및 스타트업의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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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D의 경우, 초반 군사 및 전문가 훈련용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 게임 및
미디어 감상을 위한 용도로 보급 확대
- 스마트폰을 디스플레이로 하는 보급형 HMD 출시로 보급 확대 전망
가상현실 디스플레이 외에 안경 및 렌즈 형태의 증강현실 제품도 출시
- 구글 글래스의 경우, 2014년 출시했으나 사생활 보호 및 성능 이슈 등으로 인하여
현재 판매를 중단
- 현재 뷰직스, 앱손 등에서 안경 형태의 디바이스를 판매 중

4) 온라인 학습 플랫폼
가. 온라인 학습의 개요
이러닝(e-Learning)으로 대변되는 온라인 학습 관련 산업은 지식 경제 사회로
접어들면서 거대한 황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에 발맞추어
인터넷 교육산업이 주목 받고 있음.
이러닝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1998년에는 CBT (Computer-Based Training),
즉 컴퓨터 기반의 교육과 화상 원격 교육 등의 제한된 방식이 인터넷 인프라와
결합되어 실험적으로 적용되었음. 국내에서도 1996년도부터 이러닝에 대한 관심은
높았으나 광대한 인터넷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하여 본격적인 이러닝의 도입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1999년 이후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 임직원들대상의 인터넷 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함.
2002년부터는 통신 인프라, 교육 시스템 등의 하드웨어적 측면보다는 이러닝 콘텐츠와
서비스 자체의 품질 경쟁이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콘텐츠의 질에 따라
경쟁사 간 차별화가 이루어졌고 이러닝에 대한 일반인들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2005년 이후부터 이러닝 콘텐츠와 서비스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러닝시장도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성장세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시장의 성장뿐 아니라 이러닝의 도입 및 활용 영역 또한 사교육업체,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
이러닝은 U러닝, M러닝 등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최근 스마트 러닝으로 교육산업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정부가 스마트 러닝을 핵심 교육기조로 삼고,
2015년 디지털교과서 전환을 앞두고 있어 교육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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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4 이러닝 산업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14년 이러닝 산업의 총 매출액은 3조 2,142억 원으로 전년대비 9.1% 성장, 최근
5년간 9%나 성장함. 학생뿐만 아니라 고용 불안 탓에 자기 계발 욕구가 높아지면서
이러닝을 통해 재교육을 실시하는 직장인들도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닝
시장에서는 수능 분야, 어학 분야, 기업 교육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Ⅲ-17] 국내 직장인 재교육 시장 연간 2조원 규모
기업체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업 교육 분야에는 크레듀,
휴넷, 삼성SDS멀티캠퍼스, KT이노에듀 등이 있음.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러닝은 주요 화두이며, 대학의 경우 IT 과정을 중심으로 온라인 과정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이러닝 도입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또한 학점 인정뿐만 아니라
취업 대비 등 학생 복지 차원에서의 이러닝 도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나. 학습 환경의 변화
스마트교육으로의 교육환경 변화를 통해 교육 공간 및 시간의 확장, 교육 내용의
확장, 교육 방법의 확장, 교육 역량의 확장 등 기존 교육방식과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법이 대두되고 있으며 스마트교육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교육
플랫폼은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화 시대의 변화에 맞춘 교육환경 변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교현장의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까지 교육 주체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함. 이는 학교를 학습문화를 만들어가는 학습
커뮤니티의 장으로, 교사를 가르치는 사람이자 도와주는 사람(facilitator)으로, 부모를
감시자에서 참여자로 그리고 학생들은 서로를 경쟁자에서 협력자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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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LTE 등의 개인 이동통신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스마트 기기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교육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한 교육
효과 상승 기대와 기존 PC보다 휴대성과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 때문에 주 학습
단말기기로서의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음.
우선 상호작용 학습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고, 쌍방향 소통 채널이 강화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top-down의 push형 제공방식에서 bottom-up 방식의
Pull형 제공형태로 변화함. 이에 따라 기존의 교수자 주도형의 단방향 지식전달
체계에서 참여, 공유, 개방을 지향하는 실시간 양방향 지식전달체계를 형성할 수 있음.

다. 온라인 학습 패러다임의 변화
온라인 학습은 원격교육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80년대가 되어서야 몇몇 강좌가
원격으로 방송되기 시작함. 온라인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는 2008년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이라 불리는 운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OER은 2001년 MIT의 OpenCourseWare에서 강의자료, 강의내용, 시험 등 모든
내용을 공개하면서 시작된 운동으로 2002년 유네스코 포럼에서 채택되어 여러
단체에서 모든 교육정보의 공유를 목표로 활동 중임. 현재 MIT, 하버드, 스탠포드
등 미국의 유수 대학들의 일부 강의들은 완전히 오픈되어 전 세계 어디서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정도까지 공개가 되어 있음. 이러한 환경은 기존의 수동적이고 학교
안에서의 강의환경에서 벗어나 정보의 탐색, 검색, 그리고 판단을 자기 주도적으로
시도하는 학습형태를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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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외 온라인 교육 플랫폼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온라인 공개수업(영어: 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은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참여적, 거대규모의 교육을 의미함. 비디오나 유인물,
문제집이 보충 자료가 되는 기존의 수업들과는 달리, 온라인 공개수업은 인터넷
토론 게시판을 중심으로 학생과 교수, 그리고 조교들 사이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온라인 공개수업은 원격교육이
진화한 형태임.
대표적인 온라인 공개 수업지지 기업으로는 ‘Udacity’, ‘Coursera’, ‘edX’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교육 플랫폼에 세계 유수 대학이 참여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 2011년 가을, 스탠퍼드 대학교는 온라인으로 세 강좌를 열었고, 각 강좌는
약 100,000명이 수강하였으며, 첫 강좌는 컴퓨터 공학 분야의 "인공지능 개론"
수업으로, 등록 수강생은 대략 160,000명 이었음. 스탠퍼드는 해당 주에 두 개의
온라인 무료 강좌를 추가로 열었으며, 대중적 인지도의 획득과 높은 등록률을
기록하는데 성공함.
- 인공지능 개론 수업의 교수였던 서배스천 스런은 후에 Udacity를 만들었고, 이후
두 개의 강좌의 강사였던 대프니 콜러(Daphne Koller)와 앤드루 응(Andrew Ng)은
Coursera를 만듬.
- 현재 Coursera는 다른 대학들과 교류를 넓혀가고 있으며, 펜실베니아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그리고 미시건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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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해외 MOOC에 참여하거나, K-MOOC에 참여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
으며, 학점인정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도 추진되고 있음.

칸 아카데미
칸 아카데미(Khan Academy)는 2006년 살만 칸이 만든 비영리 교육 서비스임.
초·중·고교 수준의 수학, 화학, 물리학부터 컴퓨터공학, 금융, 역사, 예술까지 4,000여
개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내 2만여개 학급에서 교육 자료로
쓰이고 있음. 2012년 방문자는 4300만여 명으로, 65%가 미국, 나머지 35%는 전 세계
210여 개국에 분포되어 있음.

Edmodo
Edmodo는 교사, 학생을 주요 사용자 그룹으로 하며, 학부모와 학교, 지역단위의
폐쇄형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제공함. 최근에는 외부 서비스나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플랫폼 형태로 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각각의
기능은 페이스북이 SNS의 표준 모델로 정착시킨 타임라인 방식의 인터페이스에
기반하여 제공됨.

91

미래 사회 변화 대응 과학기술인재 육성 방안 연구

5)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 학습도구
가.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Tangible User Interface)의 소개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신체를 사용하여 컴퓨팅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임
- 1997년에 MIT의 히로시 이시이 교수(Hiroshi Ishii)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안됨
(Ishii, H. & Ullmer, B., 1997)
- 텐저블 인터페이스는 키보드 마우스와 같이 보편적인 입력 도구와 달리 사용하고
자 하는 컴퓨팅 환경과 사용자의 목적에 최적화 되도록 상호작용 중심의 직관적
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어, AR/VR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음(Kim, M. L. & Maher, 2008)

[그림 Ⅲ-18] Phicon

[그림 Ⅲ-19] Phicon을 사용하여 지도상의 거리를 분석하는 예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의 활용
텐저블 인터페이스는 예술, 의료, 교육,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됨
- 예술분야에서는 사용자가 텐저블 인터페이스에 기반한 블록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음악과 사운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하거나(Schiettecatte, B. &
Vanderdonckt, J., 2008) 복잡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블록에 동영상 클립을 저장하고, 블록들의 조합과 편집블록들의 간단한
조작을 통해 동영상을 편집하고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개발됨(Zigelbaum, J.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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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야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치료를 목적으로 신체의
사용에 기반한 주의력 향상 게임을 개발하거나(심재권 외, 2015) 노인을 대상으로
기억력을 향상시고 근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양한 게임을 제작하여
활용됨
- 교육에서는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상적인 분자구조를 시각화하거나 직접
조작하여 화합물을 조합하는 AR기반의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Morten F., 외, 2002)

[그림 Ⅲ-20] AudioCube[3]

[그림 Ⅲ-21] Tangible Video Editor[4]

[그림 Ⅲ-22] CogCubed[5]

[그림 Ⅲ-23] Gripper[6]

나. 텐저블 인터페이스 기반 학습도구 소개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 학습도구
텐저블 프로그래밍 도구는 프로그래밍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텐저블 유저 인터
페이스에 기반한 도구를 의미함
신체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은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컴퓨터 환경과 비교하여 직관적인 조작과 물리적인 환경에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높은 교육적 효과를 보여 줌(Bers, M. U.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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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저블 프로그래밍 환경은 도구 사용에 있어서 인지적 부담을 많이 느끼는 초보
학습자에게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심재권 외, 2016). 또한 교육적인 효과
를 증대시키기 위해 초등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로봇과 함께 연계되어
제공되고 있음. 교육용 로봇의 활용은 학생이 프로그래밍한 결과를 실세계에서 로
봇의 움직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설계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어 프로그래밍 학습의 동기를 유발과 더불어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받
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Virnes, M.,
2008)

TORTIS (Toddler’s Own Recursive Turtle Interpreter System)
TORTIS은 MIT대학에서 1970년대에 어린 학생에게 수학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프로그래밍한 결과를 이미지로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됨
Logo에 추가적으로 거북이 모양의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도록 제어하기 위해서
Perlman이 개발한 슬롯머신 모양의 프로그래밍 도구임(Perlman, R., 1976)

[그림 Ⅲ-24] TORTIS
텐지블 프로그래밍 도구의 시초라 일컬어지는 TORTIS는 카드레일 위에 명령어
카드를 올려 놓고 “Do it”이란 버튼을 누르면 거북로봇이 명령어 카드 명령어 순
서대로 움직이고 세 가지 색의 레일을 통해 Procedure-calling 기능을 제공함
- 명령어 카드들을 순서대로 실행하다가 파란색의 카드가 나오면 파란색 레일 위의
카드를 순서대로 수행
- 다시 파란색 카드 다음의 명령어 카드를 수행함
94

Ⅲ. 국내외 에듀테크 산업 현황 분석

AlgoBlock
AlgoBlock은 MIT대학에서 1990년대에 Suzuki와 Kato가 개발한 텐저블 프로그래
밍 도구임(Suzuki H, & Kato H. 1993)

[그림 Ⅲ-25] AlgoBlock
AlgoBlock은 Logo와 유사한 명령어를 15㎝의 블록형태로 만들어 학생들이 조작을
통해 블록을 맞추는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가상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제공함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키보드나 마우스 대신 물리적인 환경에서 서로
협동하여 블록을 조립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수행함

Bricks
Bricks은 MIT 대학에서 개발한 텐저블 프로그래밍 도구임
Logo Block과 LEGO Mindstorms의 GUI를 바탕으로 개발하였고, 레고의 블록을
순서대로 결합하여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구현함(McNerney, T., 2000)

[그림 Ⅲ-26] Br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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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이해하기 쉽고, 자유롭게 결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고, 적은 수의 명령어
블록을 가지고 있어 간단하고, 외부의 다른 도구 없이도 디버깅할 수 있음
매개변수를 입력을 받을 수 있고, 입력된 변수들을 처리하거나 계산할 수 있음.
추가로 확장카드를 블록에 삽입하여 부저, 변수입력 등을 사용할 수 있음

Electronic Blocks
Electronic Blocks는 2000년대 초반에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텐저블 프로그
래밍 도구로, 논리적인 사고의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됨(Wyeth, P. & Wyeth, GF,
2001)
개발된 도구는 LEGO사의 Duplo, Primo의 외형을 사용하였고, 내부에는 빛센서,
터치센서, 소리센서 등의 외부의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센서들과 LED, 부저, 모터
등의 물리적인 형태로 출력을 할 수 있는 도구들로 구성됨

[그림 Ⅲ-27] Electronic Blocks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시청각적인 자극을 통해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실험을 하는 일주일의 기간 동안 매 놀이시간 마다
Electronic Blocks을 사용하여 놀이를 하려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AND, NOT 논리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텐저블 프로그
래밍 하였던 코드를 재사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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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n
Tern은 미국의 Tufts 대학에서 2000년대에 개발한 텐저블 프로그래밍 도구로 퍼즐
모양의 명령어 조각을 조합하여 프로그래밍함
퍼즐모양의 도구를 조립하면 책상 위의 캠을 통해 조합된 명령어를 로봇에게 전
송하여 작동함(Horn MS & Jacob RJK, 2007).

[그림 Ⅲ-28] Tern

박물관을 방문한 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로봇을 이동시키는 문제를 TUI 기반의
Tern과 GUI 기반의 Scratch로 각기 풀이한 이후 비교한 결과 여학생, 남학생, 여
자성인에서는 Tern이 스크래치에 비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남(Horn, MS 외, 2009)

CHERP (Creative Hybrid Environment for Robotic Programming)
CHERP(Creative Hybrid Environment for Robotic Programming)은 Tufts 대학에
서 2000년대 후반에 개발한 텐저블/그래픽 인터페이스 기반의 프로그래밍 도구로
LEGO Mindstorms RCX 와 Lego WeDo 로봇을 제어할 수 있음(Bers, M. &
Horn, M., 2010)
STEM과 CHERP를 접목하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T와 E
에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로봇기반의 프로그래밍 활동 경험을 제공하
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Sullivan, A. & Bers, M. U.,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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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활동에 사용되는 CHERP(Create Hybrid Environment for computeR
Programming)은 2개의 바퀴로 이동하는 로봇과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블록으로 명령어들로 구성됨

[그림 Ⅲ-29] CHERP

[그림 Ⅲ-30] 바코드리더기로 로봇에 다운로드하는 모습

CHERP 블록은 사용하는 대상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을 고려하여
나무로 제작되었고, 로봇의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의 간단한 동작을 제어하는
명령어를 바코드로 겉 표면에 표시함
학생은 주어진 로봇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을 순차적으로 조립하여 프로그래밍
하고,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 프로그래밍 한 결과를 로봇에 전송하여 결과를 확인
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과학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Bers, M. U. 외, 2014)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교육에서는 로봇이 좌우로 움직이는
간단한 움직임을 활용하여 로봇이 춤을 추는 듯한 표현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래밍
과정을 운영한 결과 여학생의 흥미와 만족, 프로그래밍에 대한 가치가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됨

A-Bricks(Algorithmic Bricks)와 로봇게임환경
A-Bricks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실체화 되지 않은 객체를 구체적인 조작물을 통해
물리적인 환경에서 조작할 수 있다는 텐지블 유저 인터페이스의 장점을 활용하여
2010년에 고려대학교에서 개발된 텐저블 프로그래밍 도구임(Kwon, DY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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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저블 환경은 어린 학생이 프로그래밍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인 추상적인 명령어를
구체적인 형태로 조작할 수 있어 인지적인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음.
또한 교육용 로봇과 같은 도구는 학생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프로그래
밍한 결과를 물리적인 환경에서 결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 학생이 결과를 구
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교육용 로봇과
텐저블 프로그래밍 도구를 통합하여 A-Bricks를 개발함.

[그림 Ⅲ-31] A-Bricks

[그림 Ⅲ-32] A-Bricks 프로그래밍 모습

A-Bricks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Brick들을 좌우로 연결하거나 쌓는 간단한 조작
만으로 쉽게 로봇을 제어하는 프로그래밍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임.
또한 학생들은 프로그래밍에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개념인 순차, 반복, 분기, 함수,
매개변수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음
교육용 로봇은 초등학생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진, 우회전, 좌회전만
가능한 자동차 모양으로 개발함. 개발된 교육용 로봇은 학생이 A-Bricks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도록 각도 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스테핑 모터를
사용함. 또한 검정색 선(테이프)를 인식하여 조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외선
센서를 사용함.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GUI기반의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인 Scratch와 동일
99

미래 사회 변화 대응 과학기술인재 육성 방안 연구

한 문제를 풀이하는 활동을 통해 사용성과 교육적인 효과를 비교한 결과, 두 도구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텐저블 프로그래밍 도구인 A-Bricks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음을 보여줌
A-Bricks을 활용하여 로봇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래밍 학습을 할 수 있는
텐지블 로봇 프로그래밍 환경이 추가적으로 개발됨(Shim, Jaekwoun 외, 2016). 로봇
게임환경은 텐지블 프로그래밍 도구(A-Bricks), 로봇, 경기장으로 구성되고 다양한
방식의 게임규칙이 제안됨.
- 로봇 게임 경기장은 가로 30cm, 세로 30cm의 정사각형 타일로 로봇이 움직이는
길 모양에 따라 8종류로 제작함. 학생은 다양한 모양의 길들을 조합하여 다수의
로봇 문제를 제작할 수 있어 다양하게 로봇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게임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음.

[그림 Ⅲ-33] 경기장 모양 (8종류)
제안된 게임은 최단경로 지점방문 게임과 로봇 경주 게임임.
- 최단경로 지점방문 게임은 경기장의 특정한 지점들을 가장 빨리 방문하는 게임으로
경기장을 조합하여 경기장 위의 특정한 그림들이 있는 경기장 블록을 가장 빨리
방문하는 로봇이 승리함.
- 게임의 규칙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규칙 :
1. 경기장은 각 팀 혹은 개인이 서로 번갈아 조합한다.
2. 조합된 경기장의 모서리를 시작점으로 한다.
3. 주어진 텐저블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여 로봇에 프로그래밍 한다.
4. 로봇의 움직임과 센서를 고려하여 두 번까지 다시 로봇을 움직일 수 있다(단, 프로그래밍은 한번).
5. 로봇의 몸체가 경기장에 표시된 길의 50%이상이 이탈하면 이전 위치에서 다시 시작한다.
6. 경기장에는 움직이는 로봇 한대만 있어야 한다.(두 대가 동시에 움직이면 안됨)
7. 경기장의 모든 지점들을 가장 빨리 한번 씩 지나가는 로봇이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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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경주 게임은 정해진 경기장 블록을 랜덤하게 조합하여 시작과 종료의 경기장
블록을 정하고 프로그래밍 하여 가장 빨리 종료지점의 경기장 블록에 도착하는
로봇이 승리하는 게임임.
- 게임의 규칙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규칙:
1. 경기장은 각 팀 혹은 개인이 서로 번갈아 조합한다.
2. 조합된 경기장의 길이가 가장 멀리 떨어진 모서리를 시작점과 끝점을 정한다.
3. 주어진 텐저블 프로그래밍 도구 5개를 학생들이 선택하여 로봇에 프로그래밍 한다.
4. 로봇의 움직임과 센서를 고려하여 두 번까지 다시 로봇을 움직일 수 있다(단, 프로그래밍은 한번).
5. 로봇의 몸체가 경기장에 표시된 길의 50%이상이 이탈하면 이전 위치에서 다시 시작한다.
6. 경기장에는 움직이는 로봇 한대만 있어야 한다.(두 대가 동시에 움직이면 안됨)
7. 경기장의 시작지점에서 종료지점까지 가장 빨리 도착하는 로봇이 승리

[그림 Ⅲ-34] A-Bricks기반 로봇 게임 활동 모습
A-Bricks기반의 로봇 게임 활동을 수행한 결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
래밍 교육에서 로봇과 같이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도구와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도구를 게임형태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첫째, 프로그래밍 활동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지식의 내용과 인지수준을 초등학생의
수준으로 내용을 줄이고 인지수준을 낮출 수 있어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 학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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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어 학생이
프로그래밍 학습과정에서 사회적 스캐폴딩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음
- 셋째, 컴퓨팅 기반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정보과학이
수학과 과학처럼 인간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학생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어 미래에 컴퓨터 관련 직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즉,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로봇 게임 프로그래밍 환경과
같이 사용성과 게임성을 함께 제공하면, 프로그래밍에서 학생이 겪는 인지부담을
낮추고 문제해결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B-Bricks
A-Bricks는 텐지블 프로그래밍 도구로 교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됨
- 첫째, 하나의 블록에 하나의 명령어가 일대 일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어 프로그래밍
활동에 다수의 명령어 블록이 필요하거나 사용하는 블록의 수를 고려하여 제한적
으로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 둘째, 프로그래밍 한 결과를 로봇에 다운로드하여 로봇의 움직임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
- 셋째, 프로그래밍 활동에서 요구하는 알고리즘의 수준이 단순하여 보다 복잡한
알고리즘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B-Bricks를 개발함
(심재권 외, 2015)

[그림 Ⅲ-35] B-Bricks
개발한 B-Bricks는 LED Dot-matrix를 사용하였고, 한 손에 쥐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가로 4cm * 세로 4cm * 높이 2.5cm 의 크기로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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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Dotmatrix를 사용하여 다양한 이미지(기호)를 출력할 수 있어 학생은 명령어를
직관적으로 선택하고 블록들을 연결하여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기존의 A-Bricks와는 달리 프로그래밍 한 결과를 로봇에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LED Dotmatrix를 통해 출력할 수 있어 결과를 즉시적으로 확인 할 있음

[그림 Ⅲ-36] B-Bricks

[그림 Ⅲ-37] 난이도 하 수준의 프로그래밍 문제

[그림 Ⅲ-38] 난이도 중 수준의 프로그래밍 문제

[그림 Ⅲ-39] 난이도 상 수준의 프로그래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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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ricks를 활용하여 알고리즘 학습한 이후 초등과 중등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성취도와 사용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사용성은 4점 이상으로
높게 분석되었고 프로그래밍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정답률은 낮아지고 문제풀이
시간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심재권 외, 2016)
즉시적으로 프로그래밍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사용성 평가결과,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고, 내적인 동기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됨
이를 토대로 B-Brciks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알고리즘적 사고 향상을 위한 프로
그래밍 활동이 가능하고, 학생의 인지수준에 적합함을 보여줌.

6) 학습활동 콘텐츠 기반 교육 서비스 사업
족보닷컴 (www.zocbo.com)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중간, 기말고사의 시험문제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

[그림 Ⅲ-40] 족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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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풀 (https://www.bapul.net)
문제를 사진찍어서 올리면, 다른 학생들이 문제를 풀이하고 설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

[그림 Ⅲ-41] 바풀 문제 풀이요청 화면1

[그림 Ⅲ-42] 바풀 문제 풀이요청 화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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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래 과학기술 인재양성 플랫폼 모델 제안

1

미래 과학기술 인재의 핵심역량 요인

미래사회의 교육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지며,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미래 과학기술 인재는
창의적 인성, 전문 지식, 미래 핵심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임
제2장에서 제시한 선행 연구 검토 결과에 의거 본 연구가 미래 과학기술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제시한 내용을 기초로 하였음
미래 과학기술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과학
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자료를 활용, 과학기술인재의 경력단계별 핵심역량 연구를
분석하여 개인적 연구성과 창출역량, 연구소양 및 관리 역량, 공동 활동 및 성과
확산 영역의 세 가지를 지향점으로 설정함.

<표 Ⅳ-1> 미래 과학기술인재의 핵심역량
범주
하위
역량

개인적 연구성과 창출역량

연구 소양 및 관리 역량

공동 활동 및 성과확산 역량

- 개인적 자질

- 전문가 소양

- 타인과의 업무수행

- 자기관리

- 연구관리

- 광범위한 성과확산 역량

- 전문성 및 경력 개발

* 자료 : 홍성민(2013)

아울러 상기 세가지 요인에 더하여 미래 대비 핵심역량 요인으로서 한국교육개발
원(KEDI)이 실시한 2013년~2015년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Ⅳ) 연구의 단계
별 핵심역량 요인을 분석하여 창의역량, 자기주도역량, 사회역량의 세가지 미래
역량을 추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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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미래 핵심역량
범주
하위
역량

창의역량

자기주도역량

사회역량

- 창의적 사고

- 성취동기

- 의사소통능력

- 문제해결력

- 자기관리능력

- 협동심

- 정보활용력

- 자기확신

- 사회적 책무성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Ⅳ) 연구(2013년~2015년)

2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모델과 필요능력
1)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이슈
첨단 IT 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개인 뿐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하드웨어 기술이 갈수록 소형화, 고속화되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의 중요성 또한 더욱 증대되고 있음. 교육에서도
첨단 IT기술의 접목과 활용이 필요함. 따라서 미래 과학기술 인재는 SW역량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와 같은 인재 양성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이슈는 다음과 같음

컴퓨팅 환경의 발전에 따른 학습 환경의 변화
기존 연구에서 학습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경우 학습자의 핵심역량이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은 컴퓨팅 환경이 다양한 정보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컴퓨팅 파워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통해 효과적으로 탐구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자기주도형 탐구학습으로 학습방법의 변화
자기주도형으로 학습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경우 핵심역량이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고, 내재적 학습동기가 높을 경우
핵심역량이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됨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력과 같은 핵심역량은 지식을 암기하기 보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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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문화의 확산에 따른 학습 정보 생활의 도래
책임감과 협동심이 사회역량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이것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과 자료에 대한 공유와 확산 문화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영향
을 줄 수 있음.
공유 확산 문화는 정보사회에서 정보자원을 생성, 공유, 평가하는 정보생활로써
현재 디지털 네이티브인 학생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일이고, 학습 또한 정보생활의
일부로 포함하여 자연스럽게 학습활동에 대한 공유 확산 문화를 구성 할 필요가
있음
기존에는 학습과정과 결과물을 교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제공받았던 것에 반해
정보사회에서는 학습자도 학습정보를 스스로 생성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그림 Ⅳ-1] 과학기술인재의 핵심역량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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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모델

[그림 Ⅳ-2]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모델

지식 학습자원 제공
학습자에게 신뢰성 있는 기초적인 지식학습자원을 온라인 환경을 통해 제공
- 기존의 교사가 기초 지식학습 자원을 제작한 것을 제공하거나 이전에 학습자가
제작한 학습자원을 제공

지식학습의 확장 및 학습정보 생산
기초 지식학습 자원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지식을 온라인에서 검색하고 확장하며 이
과정에서 공유할 수 있는 학습정보를 생산
- 학습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추가 정보를 검색하고 유용성과 신뢰성을 평가하여 지
식을 확장함. 그 과정에서 내용을 학습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는 템플릿에 맞춰
정리함으로써 학습 정보 생산함
- 기초 지식학습자원에서 확장된 학습자원을 다른 학습자들과 온라인 기반으로 공
유하고 평가하여 재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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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학습을 위한 문제 제시 및 설정
지식 학습정보를 바탕으로 탐구문제 설정
- 지식 학습정보를 토대로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하거나 교사
혹은 다른 학생이 제안하는 문제를 탐구문제로 설정

탐구문제해결 활동 및 학습정보 생산
컴퓨팅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를 탐구 형태로 해결하는 하고 이
과정의 활동을

정리하여 탐구 학습정보로 생산

- 학습자가 탐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팅 환경에서 데이터를 추상화 하고,
절차를 자동화하는 과정을 수행하고 이것을 시뮬레이션으로 구성하여 결과를 도출
- 컴퓨팅 환경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예, 중력환경)의 동작원리를 탐구하여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새로운 환경(예, 무중력환경)을 제안하는 등의 다양한 탐구활동 제공
학습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지식 학습정보와 탐구 학습정보를 공유하여 다른
학습자의 기초 학습자원으로 활용
- 컴퓨팅 환경에서 학습자가 생산한 지식 학습정보와 탐구 학습정보를 공유하여
학습자의 수준과 스타일에 적합한 학습자원을 추천

3)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필요능력
탐구학습을 위한 시뮬레이션 학습 능력
시뮬레이션 학습 능력은 문제/가설을 컴퓨팅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하여 결과를 도
출하거나 현상을 시뮬레이션한 환경을 분석하여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물리적(Physical), 절차적(Procedural), 상황적(Situation) 시뮬레이션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음
- 물리적 시뮬레이션은 비행기와 같은 기계의 작동법이나 과학 실험기구의 사용법을
학습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절차적 시뮬레이션은 작업공정과 같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을 모의상황으로 제공하는 형태이며 마지막
으로 상황적 시뮬레이션은 학습자들에게 특이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시뮬레이션 학습 능력은 스스로 문제를 선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시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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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을 통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자기 사고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
함. 따라서 시뮬레이션 학습 과정에서 분석과 함께 결과에 대한 예측을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음. 결과 적으로 미래 핵심 역량에서 창의 역량과 자기주도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음

정보 생성과 시뮬레이션 학습 환경을 다루기 위한 컴퓨팅 능력
기초적인 ICT 소양과 함께 학습 활동 안에서 정보생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팅 활용 능력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여 문제해결 절차를 자동화 형태로 구성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팅 능력 (프로그래밍과 코딩 포함)
- 컴퓨팅 사고력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단순히 조작하는 수준을 넘어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수행할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하는 능력이 필요함
이러한 컴퓨팅 능력은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찾고 그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능력과 함께 자기가 구상하는 아이디어를 컴퓨팅 환경에서 자동화 해
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따라서 컴퓨팅 능력 또한 창의 역량과 자기주도 역량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 역량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음

학습 정보를 생산·공유·평가할 수 있는 능력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 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학습자와 공유할 수
있는 능력
기존의 정보자원과 생산된 학습 정보를 평가하여 자기주도형으로 탐구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
학습 정보 생산·공유·평가 능력은 스스로 학습 과정을 학습 콘텐츠 형태로 생산하고
이것을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 자료로서 공유 하며 다른 공유된
학습 자료가 자신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평가 하는 능력임. 따라서 이러한
능력은 사회 역량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창의 역량과 자기
주도 역량에도 영향을 주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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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필요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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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 과학기술 인재양성 플랫폼 기본 구상
1) 미래 인재양성 플랫폼의 개념
기본 개념
본 연구가 제안하는 미래 과학기술 인재양성 플랫폼은 학습정보 공유 생태계와
지능형 학습시스템으로 구성됨
학습 정보 공유 생태계
- 정보생활을 학습에 적용하여 학생의 학습과정과 결과물을 학습 콘텐츠로 검색·생산
(재생산)·공유·평가(재구조화) 할 수 있는 학습정보 공유 생태계임
- 학습활동 정보 공유 생태계는 자기주도적인 탐구를 통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작하는 생산자와 제작된 콘텐츠 중에서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통해 학습하는 소비자로 구성됨
지능형 학습 시스템
- 학습자가 지식·탐구학습정보를 검색·생산(재생산)·공유·평가(재구조화)하는 학습 정보
공유 생태계를 지원하는 시스템
-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스타일에 적합한 콘텐츠(학습과정과 학습결과물)을 추천하고
제안하는 학습 시스템
-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시뮬
레이션 환경, AR/VR기반 과학실험실, 텐저블 도구가 포함된 학습 시스템

핵심 기능
지능형 학습 시스템 기반의 탐구학습 생태계
AR/VR기반 가상 과학 실험실 및 콘텐츠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 시뮬레이션(프로그래밍) 도구

미래 모습
ICT기반의 학습활동을 생산·공유·재구조화 하는 학습생태계 구축
자기주도형 탐구학습 기반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실현
학습자의 성향과 학습스타일에 적합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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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과학기술 인재양성 플랫폼

2) 미래인재양성 플랫폼의 목표
학습자가 학습을 정보생활의 관점에서 경험하고 수행함으로써 고도화된 정보사회
기반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
- 지식·탐구학습정보를 검색·생산(재생산)·공유·평가(재구조화)하는 학습 정보 공유
생태계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산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을 분석하여 지능형으로 맞춤형 학습 제공
- 학습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기반으로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적합한 학습
콘텐츠를 추천하는 시스템 구축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다양한 현상을 컴퓨팅 기반의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역량의 향상과 더불어 SW역량을 향상
- 시뮬레이션 학습을 위한 AR/VR기반 가상 과학실험실 및 콘텐츠 와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 도구 개발
-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텐저블 프로그래밍 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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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인재양성 플랫폼의 핵심기능
① 학습 정보 공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능형 탐구학습 시스템
탐구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능형 학습 플랫폼

[그림 Ⅳ-5] 지능형 학습시스템 기반 학습정보 공유 생태계
학생의 학습과정과 결과물을 학습 콘텐츠로 생성·공유·재구조화 할 수 있는 지능형
학습 시스템 기반 탐구학습 플랫폼 구축
자기주도적인 탐구를 통해 학습 콘텐츠를 제작하는 생산자와 제공되는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통해 학습하는 소비자로 구성되는 학습 생태계 구축
- 다양하게 확산된 학습 콘텐츠가 다른 학습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한 학습자원으로
활용되는 선순환체계 구축
-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상위 0.1%의 영재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생성하고, 개발된 콘텐츠를 일반학급과 자유학기제에 보급
자기주도 탐구학습을 위한 SW융합 중심의 시뮬레이션 환경 개발
- 탐구문제를 컴퓨팅 환경에서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추상화하고, 문제해결 절차를
자동화하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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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 환경(예, 중력환경)을 알고리즘 차원에서 과학지식과 융합된 형태로 한 단계
깊게 분석하여 새로운 환경(예, 무중력환경)을 개발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 개발
이러한 지능형 학습 플랫폼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과정을 저장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학습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 저장 도구와 학습 콘텐츠 저작도구
가 제공됨. 그리고 다른 학생의 자료를 추천받아서 활용하고 어느 정도 내 학습에
도움에 되었는가 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따라서 학습 정보를
생산·공유·평가할 수 있는 능력 향상 위한 핵심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음

② 시뮬레이션 학습을 위한 AR/VR기반 가상 과학 실험실 및 콘텐츠
AR/VR기반의 가상 과학 실험실 및 콘텐츠
현상을 관찰하고 가설을 세워 가상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개발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과학, 수학의 내용을 실험하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 개발
- 탐구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컴퓨팅 파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환경을
포함하여 개발
학습자, 교사가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작할 수 있는 저작도구 개발
- 과학적 현상과 수학적 지식에 기반하여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작하는 저작도구를 개발
- 시뮬레이션 환경을 학습자가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차원에서 수정
하고 제작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도구 개발
AR/VR기반의 가상 과학 실험실 및 콘텐츠에서는 학생 스스로 현상을 분석하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 지식을 탐구하며 탐구된 지식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형태로 탐구된 지식을 구성하도록 함. 이 과정에서 AR/VR 기술은 학생들에게 좀 더
현상을 체감 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 할 수 있음. 전체적으로 이러한 기능과 내용은
시뮬레이션 학습 능력과 컴퓨팅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구성됨

③ 시뮬레이션(프로그래밍) 학습을 위한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 도구
가상 과학실험 콘텐츠의 조작을 위한 텐저블 도구 개발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TUI)에 기반한 도구는 GUI기반의 키보드 마우스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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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적인 형태의 도구와는 달리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최적화되도록 개발
가상 과학실험 콘텐츠는 실험의 환경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특화된
텐저블 도구가 필요
- 텐저블 도구는 학습자의 사용성과 편리성을 만족
- 가상 과학실험 콘텐츠에서 사용하는 가상의 객체를 효과적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다양한 센서(가속도, 기울기, 적외선, 터치)가 내장되어야 하고, 다른 텐저블 도구나
정보기기와 연계되기 위한 블루투스와 같은 통신모듈을 내장

[그림 Ⅳ-6] 가상 과학 실험콘텐츠의 텐지블 도구의 예
가상 과학실험을 위한 텐지블 도구는 AR/VR 기반으로 제공되는 실제 현상과 매우
유사한 시뮬레이션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하기 위한 것임. 시뮬레이션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은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분석 통해 결과
값으로부터 추적하여 경험적으로 문제점을 찾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뿐
아니라 찾아낸 문제점을 바로 텐지블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수정하고 반영
할 수 있는 기능임. 따라서 이러한 것은 시뮬레이션 학습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구성됨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한 텐저블 프로그래밍 도구 개발
ICT기반의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SW역량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으로 컴퓨팅
파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인 컴퓨팅 사고력(Computing Thinking)과 관련이 깊음
프로그래밍 활동은 IT기반의 문제해결 활동으로 컴퓨팅 사고력(CT)의 향상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SW역량과 직접적인 관련성
SW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텐저블 프로그래밍 도구와 프로그래밍 콘텐츠를 개발
- 프로그래밍 콘텐츠는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수준의 난이도와 정답을 가지는 문제들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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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A-Bricks기반 게임 콘텐츠 예

[그림 Ⅳ-8] B-Bricks기반 프로그래밍 문제 예

텐저블 프로그래밍 도구와 프로그래밍 콘텐츠는 현상을 분석하여 시뮬레이션으로
구성하기 위한 컴퓨팅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도구임. 학생들은 학습을
위한 컴퓨팅 능력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데이터 추상화와 자동화에 대한 개념과
지식을 학습해야 하며 이 과정이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도구 사용법에 대한
난이도 때문에 어렵고 힘든 과정임.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한 텐지블 인터페이스는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의 난이도를 낮추어 쉽고 효과적으로 컴퓨팅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임

4) 미래 인재양성 플랫폼의 시스템 구성 및 사용자 시나리오
지능형 학습 시스템 기반 플랫폼 개요
플랫폼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저작도구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학습시스
템으로 구성됨
콘텐츠 저작도구를 사용하여 학습 콘텐츠를 생성하고, 학습 시스템에 기반하여 배포
및 공유함
- 문서 편집도구, 동영상 저작도구, 시뮬레이션(AR/VR/TUI) 도구 등을 사용하여
학습 콘텐츠 생산
배포된 콘텐츠를 학생에게 검색 및 추천하여 자기주도적인 탐구과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수정 및 확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함
- 학습활동 분석도구를 통해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다른 학습자를 연계하여 동료 교수·학습을 통한 학습자 중심 탐구학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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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플랫폼 개요

시스템 사양 및 주요기능
총 사용인원 : 5,000명
학습 시스템에 동시에 접속하는 인원 약 500~1,000명
학습 시스템의 주요기능
- 콘텐츠 저작도구
· 문서 편집 기능 : 파워포인트, 스프레드시트, 워드(구글 드라이브 활용)
· 동영상 제작 기능 :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표현, 자막 편집 기능
· 시뮬레이션 : 프로그래밍을 통한 시뮬레이션, AR/VR과 텐저블 도구가 연계된
시뮬레이션
- 상호작용 도구 : 문자 및 화상 채팅 기능 등
- 맞춤형 Peer-tutor 추천
· 학생의 활동이 다른 학생들과 공유
· 학습활동 데이터에 기반하여 학생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 검색 및 추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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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과정
학습 콘텐츠는 정보검색 및 정리활동 콘텐츠, 수업진행 콘텐츠, 시뮬레이션 학습
활동 콘텐츠로 구분됨
- 수업진행을 위해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수업진행 콘텐츠,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
할 수 있도록 학습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고 정리하는 콘텐츠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하는 콘텐츠를 제작함

[그림 Ⅳ-10] 콘텐츠 제작
동영상 저작도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방안 (예시 시스템)

[그림 Ⅳ-11] 동영상 저작도구 (예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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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시스템에서의 학습과정
학습 시스템에서의 학습은 제작된 콘텐츠가 배포되면, 학생은 지식을 탐색하기 위한
검색활동과 모델링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활동을 수행함

[그림 Ⅳ-12] 학습 시스템에서의 학습 흐름도

검색정리활동은 온라인 정보자원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정보를
평가하여 학습 시스템에 정리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활동임

[그림 Ⅳ-13] 검색 정리활동 (예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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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활동은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상황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하거나 AR/VR 도구를 활용하여 실험,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는 활동임

[그림 Ⅳ-14] 프로그래밍 도구 기반 시뮬레이션 활동 (예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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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5] AR/VR/TUI 도구 기반 시뮬레이션 활동 (예시 시스템)
학습활동을 통해서 생산된 학습결과물을 기반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결과물을
추천받거나 동료교수를 통해 다시 수정 및 확장되어 기존의 콘텐츠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콘텐츠로 제작됨

[그림 Ⅳ-16] 학습활동의 확장 및 공유 방안

5) 미래인재양성 플랫폼의 성공요인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분석
조사설계 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를 통해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미래 과학기술 인재양성 플랫폼의 성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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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안착을 위해서는 실제 플랫폼을 활용할 학생 및 교사 등의 입장에서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수요자 또는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약 1개월여에 걸쳐 설문조사․분석 실시

설문조사 단계 및 대상
(1단계 델파이방법론) 교육‧기술‧경제전문가 및 정책입안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플랫폼 구축‧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요인들을 선별(중요 요인 선별 결과 : 부록 참조)
(2단계 AHP 방법론) 1단계 설문조사의 결과 중에서 선별된 요인들의 순위를 도출
하여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 요인별 우선순위 선정
(3단계 회귀방정식 또는 구조방정식) 학생 및 교사 등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제로 1단계에서 도출된 요인들이 플랫폼의 활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현장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도출

설문조사 연구모형
미래 과학기술 인재양성 플랫폼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섯가지 차원의
세부적 변수들을 사회인지이론, 동기부여이론, 정보시스템성공이론 및 기타 관련
이론들을 토대로 제안하였음(그림 Ⅳ-17)

[그림 Ⅳ-17]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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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단계 전문가 대상 AHP 조사분석 결과
(조사방법) 전문가 대상 1차 델파이 설문조사(표 Ⅳ-3)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
과 관련된 모든 평가항목들의 요소들을 포괄하는 계층구조를 구성한 뒤, 2차로 해
당 종속 평가항목 전부에 대해 평가항목간의 쌍대비교를 실시하여 평가항목들
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행렬로 작성
(조사대상) 해당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경험 및 통찰에 따라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AHP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교육 또는
정보통신산업(ICT), ICT 융합교육분야에 종사하며, 교육플랫폼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
- 응답 전문가들의 구성은 3그룹으로, 교육종사자 5명(28%), ICT종사자 5명(28%),
교육 및 ICT 종사자 8명(44%)이며, 모든 그룹은 10년 이상 전문분야에 대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임
(조사결과)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위한 최종 가중치 산정결과 25개 평가항목 중
‘학습의 즐거움’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점유하였으며, ‘교육 과정 및 콘텐츠 흥미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유용성’, ‘자기주도성’,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개방성)’
순으로 높게 나타남(그림 Ⅳ-18).
- 즉, 전문가들은 콘텐츠 소비자 특성과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학습자들의 흥미와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
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의 가중치를 높게 판단함.
- 이에 비해 25개의 평가항목 중 ‘지속적인 인력 및 예산 투입’과 ‘플랫폼 발전 방
향 및 계획’등 주로 운영기관 및 서비스 특성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낮은 가
중치를 점유하였고, 가장 가중치가 가장 낮은 항목은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이었음.
- 이 밖에도 ‘플랫폼 관련 학습 도구의 품질’이나 ‘신 기술 지식 및 전문성’이 중요
도가 낮은 요소로 평가됨.
※ 상세 결과 및 전문가 그룹별 가중치 차이 비교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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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1단계 설문 항목
차원

학습자
(콘텐츠소비자) 특성

세부요인
신기술
플랫폼
창의성
혁신성
성실성
학습의
플랫폼

비고

관련 지식 및 이해도
자기효능감(Platform Self-efficacy)

즐거움(Enjoyment)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교수자
(콘텐츠생산자) 특성

신기술 지식 및 전문성
플랫폼 친숙도(Platform Intimacy)
창의성
혁신성
학습자와 상호작용(Focus on Interaction)
학습자 평가 및 관리
콘텐츠 생산 및 공유의 즐거움(Enjoyment)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플랫폼 품질
(Platform Quality)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

학습도구품질
접근성(Accessibility)
유용성(Usefulness)
사용 용이성(Ease of use)
자동화 및 지능화(Automation & Intelligence)
기능성(Functionality)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속도(Speed)
안정성(Stability)
디자인매력도(Design Attractiveness)

교육과정 및 콘텐츠 품질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유용성(Usefulness)
수준의 적절성
다양성
흥미성
시각성(Visibility)
상호작용성
최신성
완결성
학습유연성

운영기관 및 서비스 품질
(Institution and
Service Quality)

확실한 발전 방향(Clear Direction)
단계별 발전계획(Clear Direction)
지속적인 인력 및 예산 투입
플랫폼 서비스 문제해결 역량
플랫폼 서비스 문제 대응속도
외부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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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8] AHP 설문 평가항목 최종 가중치
(AHP분석 결과 시사점) 새로운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콘텐츠
소비자의 특성’이 학습효과를 이끄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
과정 및 콘텐츠의 특성’ 또한 학습만족을 이끄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았음.
또한 IPA분석을 통해 현재 콘텐츠 소비자 특성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서도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그러나 이에 반하여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에 대한 부분은 콘텐츠 소비자의
특성만큼 중요성을 가지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히 미비한 수준으로
나타남. 따라서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는 ICT 환경에서 차별화된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것이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IPA 분석에 따르면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유용한 교육
콘텐츠가 마련되어야 하며,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통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용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알 수 있었음. 학습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학습하게 되므로 콘텐츠의 효율적 구성이 학습자의
몰입과 그에 따른 학습효과를 담보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교육 컨텐츠와 다양한
학습층을 유형 별로 나누고, 학습자들의 학습수준에 따라 교육 콘텐츠를 보다
세분화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플랫폼을 통해 교육 콘텐츠가 학습자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플랫폼에
대한 관리가 지원되어야 함. AHP 분석에 따르면 기존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용자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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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학습자의 몰입과 참여도를 높여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임. 따라서 학습자들이 쉽게 콘텐츠를 접하고 (플랫폼
접근성) 플랫폼을 사용하는 학습자들의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이 플랫폼
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나 콘텐츠를 명확히 제공받고, 쉬운 조작을 통하여 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융합기술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교육 콘텐츠 서비스를 개발·제공·유통하는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함. 즉, 플랫폼이 교육 콘텐츠 형태와 내용을 확장하고 재구성
하는데 유연한 구조를 지원하여, 다양한 학습환경 변화에 따라 학습자, 교수자,
외부 자원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적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함.
- 이와 더불어 과잉플랫폼의 시대에서 운영기관의 안정성과 공신력이 콘텐츠 소비자
들에게 지각과 선호에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있음. 운영기관은 표준화된
근거를 토대로 한 교육 콘텐츠 인증을 시행한다면 학습자들의 교육 콘텐츠 선택에
많은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생산자의 측면에서도 자신의 교육 콘텐츠가
홍보되도록 더욱 질적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콘텐츠 생산자의 생산에 대한 즐거움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플랫폼의
발전과 운영기관의 공신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AHP와 IPA분석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각 전문가 그룹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모든
그룹이 교육 콘텐츠 개선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ICT 융합교육 전문가
그룹에서는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뿐만 아니라 플랫폼 접근성을 우선적 개선
사항으로 판단함에 따라 플랫폼의 특성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을
강조하였음. 또한 ICT 전문가 그룹에서는 전반적으로 콘텐츠 상호작용 또는 학습자
와의 상호작용이 학습자들의 학습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에도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음. 또한
교육과 ICT 융합교육 전문가 그룹에서 교육 과정 및 콘텐츠 난이도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였음. 이는 기존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의 특성
및 학습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개별화·다양화시킨 학습이 지원되어야 함을 나타냄.

3차 사용자 대상 조사 결과
(조사방법 및 대상) 3차 설문조사에서는 사용자들의 동기부여에 중요한 요인과
플랫폼 참여 의도를 조사하기 위해 플랫폼의 주요 참여자가 될 학생과 교사들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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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및 가설) 3차 설문조사의 주목적은 1차 및 2차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플랫폼 참여 의도와 동기부여 요인을 실증적으
로 검증하는 것이므로 동기부여이론을 기반으로 내재적, 외재적 동기요인인 유용
성과 즐거움과 이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는 연구모형을 제작함.
- 외재적 동기인 플랫폼 유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플랫폼 사용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주위의 가족이나 지인(학교동료, 친구 등)의 추천과 권유를 나타
내는 ‘사회적 영향’ 그리고 플랫폼의 ‘사용용이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가설을
설정함.
- 내재적 동기요인으로는 플랫폼의 ‘사용용이성’과 개인의 현재 상황 또는 니즈와의
‘호환성’ 그리고 실제로 플랫폼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트워크 효과’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가설을 설정함
(조사분석 결과) 가설검증결과 총 9개의 가설이 모두 인용됨. 독립변수에 의한
종속변수의 해석력을 나타내는 R2는 플랫폼 참여의도는 64.6%, 플랫폼 유용성은
59.5%, 플랫폼 55.4%로 해석력이 충분하였음. 외재적 동기요인인 플랫폼유용성(β
= 0.374, p < 0.001)과 내재적 동기요인인 플랫폼 즐거움(β = 0.218, p < 0.01)은
모두 플랫폼 참여의도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사용자 개인의 자기효능감(β
= 0.304, p < 0.001) 또한 플랫폼 참여의도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 이를 통해
플랫폼 참여의도에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그리고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음(그림 Ⅳ-19).
- 외재적 동기요인인 플랫폼 유용성에는 플랫폼 사용에 따른 보상(β = 0.137, p <
0.05), 주위의 영향력있는 사람들의 추천의 정도인 사회적 영향(β = 0.321, p <
0.001), 그리고 플랫폼 사용용이성(β = 0.407, p < 0.001)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내재적 플랫폼 즐거움에는 플랫폼 사용용이성(β = 0.261, p < 0.01), 개인의 상황과
니즈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호환성(β = 0.338, p < 0.001)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플랫폼을 활용할지에 대한 네크워크 효과(β = 0.212, p < 0.05)
또한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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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9] 가설 검증 결과
(시사점) 본 설문 조사분석 결과의 실무적․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플랫폼의 제작과
실행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플랫폼 참여자이자 사용자인 학생
및 교사들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임. 단순한 동기가 아니라 외재
적이고 내재적인 동기로 나누어서 체계적인 동기부여 체계를 만들고 이러한 체계
적인 동기부여 요인들이 시스템과 플랫폼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디자인 및 설계
단계부터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계획 및 디자인 단계부터 설문 및 실험 테스트를 통해서 플랫폼의 동기부여 관련
사항들을 점검하고, 모든 절차에 사용자들을 참여 시켜서 플랫폼내의 모든 서비
스들이 사용자들의 니즈와 욕구와 잘 맞아 떨어지도록 구축하는 과정을 거쳐야할
것임.
- 또한 사용자들의 자기효능감 또한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남. 플랫폼의 실제
참여자들의 IT 및 과학기술의 지식수준이 플랫폼 참여의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 플랫폼 참여 전에 플랫폼 사용을 위한 트레이닝 과정이나 준비과정을 개설
하여 사용자들이 플랫폼 사용 전에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플랫폼의 전 과정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최근 모든 IT 시스템들과 플랫폼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사용하고 싶고, 배우기 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임. 본연구의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에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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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변수로 플랫폼 사용용이성을 설정하였는데, 사용용이성은 두 가지의
동기요인에 모두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보면 사용자들은
플랫폼이 사용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배우기 쉬워야 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플랫폼 제작단계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사용자들이 참여하기 쉽
고 배우기 쉬운 플랫폼을 환경과 경험을 디자인해야 할 것임.
- 외재적 동기에는 또한 적절한 보상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플랫폼 운영단
체나 기관에서는 참여자들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수행 했을때 적절한
상벌이나 비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들의 외재적
동기부여의 향상을 제고해야 할 것임.
- 또한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의 추천과 권유가 외재적 동기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
으므로 플랫폼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학부모 및 교사들과의 세미나나 홍보모임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내재적 동기요인에는 개인의 상황과 니즈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호환성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개인의 상황과 니즈에 맞도록 각 교육과정은
개인들의 역량이나, 학습수준 및 개인의 특성에 맞도록 각 개인 맞춤형 교육 프
로그램 및 개인화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네크워크 효과가 내재적 동기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기 때문에 실제 플랫폼 사용자들이 상호교류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류 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나 소셜 미디어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많은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임.

설문조사분석 결과 종합 결론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이를
통해 교육 콘텐츠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확산
되고 있음. 이러한 온라인 교육시스템은 학습자들이 교수자에게만 의존하던 기존
의 전통적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비교적 능동적으로 학습의 주체로 참여하며 학
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이에 기존 온라인 교육 시스템
에 대한 연구들은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
여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의 특성’을 학습효과를 이끄는데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보았음. 따라서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을 주도하며 (자기주도성), 교
육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교육 콘텐츠를 학습자가 적절하게 사용하며 목표한 학습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자기효능감) 등의 요소가 중점이 된 교육시스템들
이 많이 개발되었음. 그 결과 다양한 학습자층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콘텐츠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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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은 온라인 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
었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의 학습효과가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음. 더욱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양질의 교육이 현 체
제와 시스템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임.
설문 조사 결과들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좋은 플랫폼이란 좋은 콘텐츠를 많이 보
유하여 사용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음. 좋은 콘텐츠는 학습적인 관점에서 유익함과 동시에 사용자들의 학
습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연구결과는 보여줌. 플랫폼
관점에서는 어떠한 복잡한 기술적 요인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사용하
기 쉽고 편한 시스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공공
및 민간에서 활발히 추진되어 온 플랫폼 구축 관련 사업들이 뚜려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함. 애플의 마켓플레이스 성공 이후로 플랫폼 서비스
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개발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대

부분의 경우 플랫폼 자체에 집중한 나머지 실제 유통될 콘텐츠나 네트워크 효과
를 견인할 사용자들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못하였음. 이러한 결과로 주변에
서 성공적으로 구축된 플랫폼 서비스는 찾기 어려움. 교육 분야에서도 결과는 유
사함. 외국의 경우 무수히 많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개발되어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여러 한계점들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따라서 앞선 플랫폼 사례들이나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참고할 때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와 플랫폼이 무엇인지를 선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

음. 플랫폼 구축의 주체가 초기에는 사용자 층 확보를 위한 유용하고 흥미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함. 이를 바탕으로 초기 사용자들이 유
입되게 될 것이며 콘텐츠의 품질이 플랫폼의 품질로 이어지게 될 것임. 또한 사용
자들에게 원하는 콘텐츠를 손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시스템 환
경을 제공하는 것이 플랫폼의 영속성과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올 중요한 요인임을
연구결과는 보여줌. 즉, 플랫폼이라고 해서 시스템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
라 플랫폼의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콘텐츠와 사용자 관점에
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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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과학기술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방안

1

추진배경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라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미래부 주관 9개 부처)｣, ｢제4차 산업혁
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2016. 12.27)｣ 등 국가 차원의
선제 대응을 통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노력 중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알파고 쇼크 등 글로벌 이슈로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도할 인재양성이 더욱 중요
특히 디지털혁명 기반 새로운 융합현상은 교과 중심의 현행 학습체제를 비롯, 미
래교육의 비전 및 정책, 학습 환경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AI,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인재 각각의 관심과 흥미, 수준에 맞는 맞춤
형 우수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재양성 기반 마련 필요

※ 과학적 성취는 지능과 같은 성취기준이 아닌 개인의 재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의 운영 여부에 좌우됨 예) 하사비스 등

2

사업목적 및 내용
제4차 산업혁명시대, IoT‧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능정보사회를 주도할
창의융합형 과학기술 인재양성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미래형 과학기술 인재 육성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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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맞춤형‧적응형‧체감형 미래형 인재양성 플랫폼 및 콘텐츠 지속발전 생태계
(생성–공유[유통]-소비[활용]–재생성) 구축‧운영

- (콘텐츠‧프로그램)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가상 과
학실험 콘텐츠 개발․활용
- (도구)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TUI)에 기반 프로그래밍․코딩 도구 개발 및 가상현실
(AR)․증강현실(VR)과 연계된 텐저블 도구 개발․보급

3

중점 추진방향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진화된 최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운영
- 교육과 IT가 결합된 ‘에듀테크(Edu Tech)’ 방식으로 학생 개인의 필요와 학습능력
에 맞는 실질적 개인 맞춤형 교육 제공
▸교실 단위 수준별 교육 → 학생 단위 맞춤형 교육으로 변화

평균 학생에 맞춘 교과 중심 교수학습에서 탈피, 개인 역량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교육 구현으로 인재양성 패러다임 전환
▸ 지금을 진단하고, 다음을 제시하는 성장 지원 교육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기반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 일방적 온라인 학습이 아닌 학습자 분석과
추론에 바탕한 맞춤형 교육 인프라 확충‧운영
* 머신러닝 : 경험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하고 예측하여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AI 분야

▸학습 콘텐츠와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IT도구 제공

기존의 범용적인 인터페이스에서 탈피, 학습 콘텐츠와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의 IT도구 개발
* 텐저블 인터페이스 : 사용자가 신체를 사용하여 컴퓨팅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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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 플랫폼 개요
(설계 기본방향) 지능정보기술 기반 학습자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 평균 학생에 맞춘 교과 중심, 교실 단위 수준별 교육이 아닌, 역량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학생 단위 맞춤형 교육으로 변화
- 머신러닝 기술 활용, 일방적 온라인 학습이 아닌, 학습자 분석과 추론을 바탕으로
지금을 진단하고 다음을 제시하는 성장 지원 교육서비스 제공
- 학습콘텐츠와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의 IT도구 제공

(플랫폼의 핵심 기능) 학습 플랫폼, 콘텐츠, 도구 등 3가지 기능 탑재(상세기능 Ⅳ장 참조)
 학습정보 공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능형 탐구학습 시스템
▹ 학생의 학습과정과 결과물을 학습 콘텐츠로 생성‧공유‧재구조화 할 수 있는 지능
형 학습시스템 기반 탐구학습 플랫폼 구축
▹ 자기주도적인 탐구를 통해 학습콘텐츠를 제작하는 생산자 및 제공되는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통해 학습하는 소비자로 구성되는 학습생태계 구축
 시뮬레이션 학습을 위한 AR/VR기반 가상 과학 실험실 및 콘텐츠
▹ 현상을 관찰하고 가설을 세워 가상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시뮬
레이션 환경을 개발
▹ 학습자, 교사가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작할 수 있는 저작도구 개발
 시뮬레이션(프로그래밍) 학습을 위한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 도구
▹ GUI기반 키보드‧마우스와 같은 범용적 도구와 다른,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최적
화되는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TUI) 기반 도구로 개발
▹ 가상 객체의 효과적 조작을 위해 실험환경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센
서(가속도, 기울기, 적외선, 터치)가 내장되고, 다른 텐저블 도구나 정보기기와 연
계 가능한 블루투스형 통신모듈을 내장한 특화된 가상과학 실험용 텐저블 도구
개발
▹ 학습자가 ICT 기반 실험 시뮬레이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SW역량과 컴퓨팅사고
력을 향상 시켜주는, 프로그래밍 활동에 사용되는 텐저블 프로그래밍 도구와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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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미래인재양성 플랫폼 모델(안)

5

사업추진체계
(가칭)과학기술인재양성 플랫폼 운영위원회 설립을 통한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보급사업의 총괄 역할 수행
에듀테크기업 컨소시엄을 통해 학습 시스템의 핵심기능 개발 및 유지보수 역할
수행
교육관련 연구소는 학습 콘텐츠 개발 및 교원연수를 수행하고, 영재교육 기관은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수행
지역교육청의 소속 학교와 기관을 통해 학습 콘텐츠를 보급 및 확산하고 일반 학
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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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추진체계

6

추진전략 및 절차
추진전략
(학습 시스템 구축) 크라우드 컴퓨팅, 데이터마이닝, AR/VR 등의 기술을 보유하
고 있는 에듀테크 기업과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온라인 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연구회, 대학연구소, 교육계 등을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인재양
성 플랫폼의 구축 및 유지보수 수행
- 과학기술인재양성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이 있는 에듀테크 기업과
사이버 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육단체 등과 연합하여 효과적인 학습 시스
템 개발을 추진함
(학습 정보 공유 생태계 구축-공급자) 제안하는 플랫폼에서는 학생이 학습하는 과
정이 정리되어 다른 학생에게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됨. 따라서
초기 콘텐츠에 대한 학습을 영재학생에게 진행하여 콘텐츠 공급자 역할을 우선
수행하도록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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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콘텐츠(Seed)는 전문가 중심의 기초적인 형태와 틀을 제공하여 영재학급, 영
재고 등의 콘텐츠 제작을 가이드함
- 영재학생 및 영재고 R&E(Research and Education) 사업과 같이 다양한 분야를
탐구형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사업들과 연계하여 콘텐츠를 다양하게 생산하여 공
급할 수 있도록 추진함
(학습 정보 공유 생태계 구축-소비자) 자유학기제 또는 학교의 탐구학습 수업에
플랫폼을 제공하여 영재원에서 학생들이 생산한 학습 콘텐츠를 초중등 학생들이
누구라도 쉽게 체험(소비)해 볼 수 있도록 추진함
- 자유학기제, 오픈코스 등을 활용하여 생산된 콘텐츠를 소비하고, 주제중심으로 협
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오픈코스를 제공함
- 지역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역소외, 교육소외 지역에 체험형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보급함

단계별 추진내용
(1차년도) 지능형 학습 시스템과 기초 과학실험용 가상환경 구축 및 관련 콘텐츠
개발
- 학습 콘텐츠를 생산하여 유통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개발 및 기초적인 과학실험을
위한 AR/VR/TUI 환경 및 저작도구 개발
- 초중등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과학실험 콘텐츠 개발
-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학생 우선적용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생산
(2차년도) 학습 빅데이터 기반의 학습 과정 분석 및 콘텐츠 저작 시스템 개발과
융합형 콘텐츠 개발을 통한 전국의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보급
(3차년도) 맞춤형 학습 콘텐츠 추천 시스템과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저작 도구 개
발을 통해 다양한 과학, 융합형 콘텐츠 개발 및 전국의 선도학교, 자유학기 콘텐
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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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년도별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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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추진내역
학습 콘텐츠 생산, 공유, 평가 시스템

지능형
학습
시스템

원격 상호작용 시스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000

1,100

1,200

3,300

50

50

50

150

500

700

1,200

학습과정 빅데이더 구축 및 콘텐츠
추천 시스템
AR기반 교육용 콘텐츠 저작도구

기술
개발

250

VR기반 교육용 콘텐츠 저작도구
콘텐츠
저작
도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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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500

850

50

100

100

250

시뮬레이션 저작도구

50

100

100

250

문서편집, 동영상 저작도구

50
350

50
100

450

초중등 영재교육용 과학 심화실험
콘텐츠

350

100

450

주제중심 융합교육 콘텐츠

200

700

900

150

200

450

300

400

700

SW/STEAM 선도학교 적용

50

100

150

자유학기제 적용

50

100

150

3,750

4,250

9,900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시범적용

적용
범위

600

TUI기반 교육용 콘텐츠 저작도구

초중등 영재교육용 과학 기초실험
콘텐츠
콘텐츠개발

350

소계

100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영재학급 적용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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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장기 사업발전 및 확대방향
(플랫폼 기반 구축) 학습 시스템의 기반 기술 개발과 기초 생태계 구축을 통한 플
랫폼 구축
- 학습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저작도구, 교사 및 동료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도구, 효과적인 자기주도적인 탐구를 위한 학습정보 기반의 추천 및 검색도구 등
플랫폼 핵심기능의 구축
-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교육과정 중 일부를 콘텐츠로 개발하여 대학부
설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등에 보급 및 학습 생태계 운영
(확장 및 안정화) 영재학생에서 일반학생으로 확장 및 일부 교과, 일부 수준의 콘
텐츠에서 주제중심의 융합형 콘텐츠로 확대
(확산 및 고도화) 초중등 전체 교육과정을 반영한 콘텐츠 구축을 통한 미래교육을
위한 학습 정보 공유 생태계 구축

[그림 Ⅴ-4] 중장기 사업발전 및 확대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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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플랫폼 구축 투자효과 분석

1

투자효과 도출 Framework
교육 투자 효과 분석은 시간과 편익 차원에서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시간 차원으로는 장․단기 효과로 구분될 수 있으나, 단기적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매우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효과가 대부분임
편익 차원에서 볼 때 재화가치 판단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편익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러한 재화가치
판단에 장기적인 효과를 모두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과학기술인재 양성 플랫폼에 대한 투자 효과는 정성적 가치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피함
과학기술인재 양성 플랫폼에 대한 투자 효과는 미래의 고용 및 산업 전반에 거쳐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로 현재의 가
치로 계량화하기는 어려움
과학기술인재 양성 플랫폼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과학기술인재 양성이라
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지에 대해 정성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과학기술인재 양성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 전반의 효
과를 추정함

투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분석방법인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도 함께 진행
장기적인 정성적 가치를 기준으로만 평가하게 되면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
려워 정책 판단에 있어 준거로 삼기 어려움
가능한 범위에서 경제적 효과를 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비용-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을 함께 진행하여 분석의 추상화를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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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성적 투자효과 분석
지능형 학습 시스템 기반 탐구학습 생태계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과학기술
인재양성 가능
기존의 지식중심 학습에서 구성주의 기반 탐구중심 학습으로 변화되어 역량을 강
화하는 교육을 실현 가능
학습 콘텐츠를 학습의 주체인 학생 스스로 생산·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어 학습자의 성향과 학습스타일에 적합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 가능
학습정보 공유 생태계를 기반으로 저렴하게 맞춤형 탐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음

SW융합의 시뮬레이션 환경을 통해 효율적인 탐구학습 제공 가능
컴퓨팅 파워(Computing Power)를 활용하는 시뮬레이션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자
기주도적으로 과학지식을 습득하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 과학역량과 SW역량을
향상
SW융합 탐구학습의 결과물은 정보사회와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제적인 가치와 연계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도구를 통해 효과인 학습경험 제공 가능
AR·VR기반의 과학실험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존의 실험들 뿐 아니라 새로운 실험
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어 학생의 흥미, 학습동기 유발, 실험의 위험부담 경감,
시간적, 경제적인 장점을 제공
ICT기반의 컴퓨팅 환경에서 학습자 수준과 학습 콘텐츠를 고려한 인터페이스는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구체성과 정교성을 가지는 활동을 할
수 있음

과학기술 인재의 컴퓨팅 사고력(Computing Thinking) 향상에 기여
컴퓨팅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은 학습자가 데이터를 추상화하고, 자동화하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어 컴퓨팅 사고력의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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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감소를 통한 거시경제 효과 발생
한국교육개발원의 2014년 취업통계연보를 보면, 인문계열 취업률은 45.9%로 공학
계열 66.9%보다 현저히 낮았고, 향후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이와 같은 계열별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 과학기술인재 양성은 실업률 감소에 기여하게 됨
오쿤의 법칙(Okun's law)에 의할 때, 한 나라의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에서 1% 상
승할 때마다 산출량이 약 2.5% 하락하게 되며, 실업률 감소도 동일한 규모의 반대
효과가 있음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는 $14,044억(2016년 기준)로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으로
실업률이 1%만 감소하게 되어도 전체 GDP의 2.5%인 $351억의 향상 효과가 매년
발생함

기술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 발생
과학기술 인재는 일반 인재보다 창업 시 기술창업을 할 가능성이 높음
기술창업의 경우 여타의 창업대비 고용증가율이 높아 고용에 크게 기여하게 됨
- 창업 5년차를 기준으로 할 때 기술창업이 일반창업보다 고용증가율이 7.6% 높음25)
기존 제조업 및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러 고용증대여력이 갈수록 약
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통한 기술창업 유도는 고용증대를 위한 유
일한 대안으로 예상됨

25) 「경제총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기술창업기업의 특성 및 일자리 창출 실증분석 김정홍ㆍ정윤선ㆍ안준기,
응용경제 제17권 제2호, 2015년 9월, 응용경제학회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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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량적 투자효과 분석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방법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대안들을 집행하
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그들이 산출하는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투입과 결과
와의 상응성을 살펴보는 경제 분석 기법임
과학기술인재 양성 플랫폼과 같은 교육투자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비용의 산출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화폐화된 편익을 계산해 내는 것이 매우 어려움
이는 과학기술인재 양성 플랫폼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는 데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존재함
비시장재를 거래할 수 있는 가상시장을 설정하여 비시장재에 대한 지불의사를 직
접 진술하도록 하는 진술선호법(stated preference method)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
하며, 대표적인 진술선호법인 조건부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통하여 경제적 효과성을 분석함

조건부 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적용
조건부가치 측정법은 설문조사를 통해 가상적인 비시장재의 질 또는 양의 변화를
응답자들에게

제시하여

응답자들의

느끼는

후생변화를

Hicks의

보상잉여

(compensating surplus, CS) 또는 동등잉여(equivalent surplus, ES) 개념에 기초하
여 추정함으로써 비시장재의 가치를 도출하는 방법임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인재 양성 플랫폼을 교육시장에서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하고
이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인 학부모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파악하여, 투자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함

시장의 설정 및 설문을 통한 지불의사액(WTP) 확인
유사한 서비스인 영재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영재교육원 학부모에
대하여 과학기술인재 양성 플랫폼에 대한 최대 지불의사액(WTP)을 확인
확인된 지불의사액(WTP)을 기준으로 전체 학생에게 적용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연
간 지불의사액(WTP) 총액을 추정하여 편익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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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조사기간 : 2017년 2월(약2주간)
영재교육대상자 학부모 대상 : 사례수: 120명
조사방법 : 과학기술인재 양성 플랫폼의 내용의 핵심인 지능형 학습시스템에 대한 설명
내용과 함께 지능형 학습시스템의 월사용료의 최대지불액을 기재하여 회신하도록 함
- 만원 단위로 선택(2만원~10만원, 기타금액은 작성)

조사결과
지능형 학습시스템 월사용 지불의사액(WTP)
- 약 5만원(천단위 절사)

지불의사액(WTP)을 통한 총 편익추정
지능형 학습시스템 이용자를 최소한으로 보아 전체 초중고 학생(300만명)의 1%인
3만명을 해당 시스템의 이용자로 산정할 때 연간 사회적 총 편익은 180억원에 해당함
- 연간 총편익 :5만원(WTP) x 3만명(이용자) x 12개월 = 180억원
지능형 학습시스템은 구축 후 일정기간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고,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기한인 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총편익은 800억원에 해당함

비용편익(Cost-benefit Analysis) 분석
지능형 학습시스템의 개발비 및 콘텐츠 관리비용, 연간 유지보수비의 총합을 계상
하여 편익비용비(B/C Ratio)가 1보다 클 경우 효과적인 투자로 볼 수 있음
지능형 학습시스템의 초기 개발비가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개발비 및 콘
텐츠 관리비용, 연간 유지보수비의 총합을 연간 60억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연
간 총 편익비용비(B/C Ratio)는 3으로 1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 지능형 학습시스템 최대 연간 비용 : 60억원
(연간 개발비, 유지보수비, 컨텐츠 비용 포함)
- 편익비용비(B/C Ratio) = 3 > 1
순현재가치법을 적용하여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계상하여 편익비용비(B/C
Ratio)를 구하더라도 1보다 커 효과적인 투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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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성공요인
조사·분석 결과

연구 개요 :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플랫폼의 성공적인 개발과 안착을 위해서는 먼저 실제로
플랫폼을 활용하는 교육기관과 교사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초기 플랫폼 수용 및 활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본 연구를 수행하였음.

조사기간 : 2월 6일 ~ 3월 9일
연구 단계 및 대상 :
1단계 (델파이방법론): 교육전문가, 기술전문가, 경제전문가들 및 정책입안자들
10~20명에게 2차에 걸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중요 요인들을 선별
2 단계 (AHP 방법론): 1 단계 설문조사의 결과 중에서 선별된 요인들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고 요인들의 현재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 관점의 정책 방향 제언
3단계 (구조방정식): 실제로 플랫폼을 활용하게 될 교사들과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제로 1단계에서 도출된 요인들이 플랫폼의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현장에 도입 시 수요자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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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의 생활방식과 업무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을 기술혁신, 즉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전반에 새로운 변혁과 새로운 기
회를 가져오며, 새로운 산업생태계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전 세계의 주요 선진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일찍이
미래의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 새로운 교육방식 커리큘럼과 전반적인
사회의 과학기술 및 혁신교육 플랫폼을 만들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교육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대한민국의 젊은 미래의 인재들도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래 과학기술인재양성을 위한 플랫폼을 제안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십 수 년간 과학기술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여러 분야
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빠르게 과학기술발전을 이루어 냈고,
시장을 개척하여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이러한 발전을 지속적
으로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미래 과학기술 인재양성에도 많은 투자를 해왔다.
특별히 사이버 영재 플랫폼, e러닝 시스템들을 개발하여, 언제어디서든지 접속하여 필
요한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각자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온라인 플
랫폼들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온라인 플랫폼들의 문제는 처음 계
획될 때와 다르게 결과는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련의 국가
적인 과제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플랫폼을 도입하기 전에 미
리 어떠한 부분들에 중점을 두어 플랫폼이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개발하
고,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의 성공요인은 어떠한 것들
이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과학기술인
재 양성 플랫폼을 도입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들인 성공요인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총 3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2차는 교육, 기술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미래과학기술인재양성을 위한 플랫폼의 성공요인에 대해 학습자
(콘텐츠 소비자)특성, 교수자(콘텐트생산자 및 관리자)특성, 플랫폼 품질, 교육과정 및
콘텐트 품질, 운영기관 및 서비스품질에 대해 세부적으로 요인을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델파이와 AHP방법론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3차는 플랫폼을
사용하게 될 사용자그룹인 학생과 교사 216여명에게 설문을 진행하여 1‧2차 연구에서
도출된 중요한 성공요인들이 실제로 사용자들의 동기(내재적, 외재적)와 플랫폼 참여의
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또한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문헌과 학술적
이론들을 기반으로 설문항목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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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2.1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Bandura(1977,1986)에 의해 개발된 인간행동관련 이론으로, 사회적으로 주어진 특정
상황에서의 학습은 주어진 환경,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변인과 그들의 행동 간의 삼원적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서 사회과학분야 특별히 교육 분야와 사용자
행동 관련된 분야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매우 뛰어난 이론이다. 사회인지이론에서
특별히 학습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자기효능감으로서 이는 사회적 상황에
서 발생하는 특정 모델링과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학습자의 신념을 의미
한다.

또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높은 결과 기대치와 자기 효능감은 개인의 의사결정,

행동, 노력의 투자 수준 및 성취전략을 결정한다고 한다(Yi & Hwang, 2003). 그러므로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지이론의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각자 개인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말하며 (Bandura, 1986), 결과의 기대는
특정과제를 완수하고 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의 신념을 의미
한다(Henry & Stone, 1994).

자기효능감과 결과의 기대는 많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별히 기업이나 기관들이 정보통신관련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도
입 할 시 사용자들의 수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mpeau &
Higgins, 1995). 특별히 특정기술에 대한 기대, 사용의도 및 실제 기술사용에 대한 연구
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Gong et al. 2004, Yi & Hwang, 2003). e-러닝 시스템의
사용의도와 개인적인 만족도 연구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Brown, 2002; Hussein et
al., 2007; Liaw et al. 2006; Wu et al., 2010).

2.2 정보시스템 성공모델(Information systems success model)
DeLone and McLean (1992, 2003) 정보 시스템

성공모델은 기업이나 조직들의 정보

시스템 도입과 구현에 대해 평가하는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시스템관련 이
론이다. 이 모델은 순 이익, 시스템 사용의도, 사용자 만족도, 그리고 시스템, 정보품질
및 서비스 품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의 품질관련 변수는 독립변수이다(DeLone
& McLean, 2003). 시스템 품질은 e-러닝관련 플랫폼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교육과정에
서 시스템 사용에 도움을 주는 기능에 대한 품질로 정의하고, 정보품질은 사용자들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정보의 대한 품질로 정의하고, 서비스품질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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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들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 지원하는 후방서비스의 품질로 정의되고 있다(Wang &
Wang, 2009). 이러한 정보시스템 성공모델을 적용한 여러 e-러닝 연구들에서는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및 서비스품질은 학습자의 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
안하고 있으며 (Chiu et al. 2007; Roca et al. 2006), 이는 또한 기대 성능 (Wu et al.,
2010), 유용성(Chen, 2010), e-러닝시스템을 사용하려는 행동의도(Lin, 2007) 등에도 영
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Chiu et al. (2007)은 높은 정보품질이 학습자들의 시스템 만족도를 높이는 반면, 제
대로 설계되지 못한 e-러닝학습과정들은 학습자들의 이탈을 증가시킨다고 했다. Ozkan
and Koseler (2009)는 시스템 품질이 전반적인 학습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
며, 콘텐츠 품질은 잘 설계되고 좋은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학습과정이 가치를 창출하
고 학습자 만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2.3 동기부여이론(Motivation theory)
동기부여란 조직의 구성원이 개인의 욕구충족 능력을 가지면서 또한 조직목표의 달
성을 위하여 높은 수준의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동기부여
란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의 범위를 말한다(Johns, 1996). 동기부여이론은 인간이
특정행동을 하도록 하는 요인이 개인들의 동기에 있으며, 이러한 특정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이론이다. 동기부여이론은 기업들의 인적자원
개발, 생산성의 향상분야, 그리고 교육 분야의 학습자들의 성취와 학습개발 분야 및 참
여관점 등과 같은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다.

동기부여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내재적 동기부여와 외재적 동기부여가 있다(Davis et al. 1992;
Ryan & Deci, 2000a, b). 내재적 동기부여는 개인들이 즐거움과 흥미를 위한 활동을
할 때 부여되는 동기를 말하며, 특정목적이나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부여되는 동기는
외재적 동기이다(Davis et al. 1992).
Law et al. (2010)는 이러한 동기부여를 e-러닝분야, 특별히 컴퓨터 프로그래밍교육
분야에 적용하여 개인들의 동기부여와 자기효능감에 대한 효과에 대해 연구했으며, 이
연구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한 학습의 효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heng et al.
(2008)은 개발도상국에서의 e-러닝을 사용하는 학습자들의 행동에도 내재적 및 외재적
동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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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미래과학기술인재양성 플랫폼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차원의 세부적 변수들을 사회인지이론, 동기부여이론, 정보시스템성공이론 및 기타관련
이론들을 토대로 제안하고자한다.

3.1 학습자 특성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차원의 변인은 바로 학습자이다. 실제로 많은 정보시스템 및
e-러닝 관련 연구에서 최종사용자의 특성이 실제적 성공요인에 강하게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의 학습자 특성은 실제적인 플랫폼의 콘텐츠 소비자이자 수혜자인
플랫폼 참여 학생들이 대상이며 세부적인 변수 및 설문 항목으로는 플랫폼 내 학습자
들의 신기술 관련 지식 및 이해도, 플랫폼에 대한 자기효능감(Platform Self-efficacy),
창의성, 혁신성, 성실성, 학습의 즐거움 (Enjoyment),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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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수자 특성
두 번째로는 플랫폼의 주요 사용자인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특성이다. 지도교
사들도 실제로 플랫폼의 성공요인에 공헌하는 참여자들의 한 축으로서 학생들과 비슷
한 컨텐츠 소비자이자 컨텐츠 관리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지도교사들의 특성은 신
기술 지식 및 전문성, 플랫폼 친숙도(Platform Intimacy), 창의성, 혁신성, 학습자와 상
호작용 (Focus on Interaction), 학습자 평가 및 관리, 콘텐츠 생산 및 공유의 즐거움
(Enjoyment),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이 있다.

3.3 플랫폼 품질
세 번째는 실제로 주요 사용자(교사, 학생)들이 학습과정을 실행하는 장소인 플랫폼
의 품질에 관련된 차원으로서 세부적인 변수로는 플랫폼 학습도구 품질, 플랫폼 접근
성(Accessibility), 플랫폼 유용성(Usefulness), 플랫폼 사용용이성(Ease of use), 플랫폼
자동화 및 지능화(Automation & Intelligence), 플랫폼 기능성(Functionality), 플랫폼 상
호작용성(Interactivity), 플랫폼 속도(Speed), 플랫폼 안정성(Stability), 플랫폼 디자인 매
력도(Design Attractiveness)등이 있다.

3.4 교육과정 및 콘텐츠 품질
네 번째는 플랫폼 내의 실제 교육과정 및 절차 그리고 제공되는 콘텐츠들의 품질에
대한 차원으로서 세부적인 변수로는 교육과정 및 콘텐츠 유용성(Usefulness), 교육과정
및 콘텐츠 수준의 적절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다양성, 교육 과정 및 콘텐츠 흥미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시각성(Visibility), 교육과정 및 콘텐츠 상호작용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최신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완결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학습 유연성이 있다.

3.5 운영기관 및 서비스 품질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플랫폼을 사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담당 운영기
관과 학습서비스에 대한 품질에 대한 차원이다. 세부 변수로는 확실한 발전방향(Clear
Direction), 단계별 발전계획(Clear Direction), 지속적인 인력 및 예산투입, 플랫폼 서비
스 문제 해결역량, 플랫폼 서비스 문제 대응 속도, 외부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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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단계 분석 및 결과
4.1 1차 설문 및 분석(델파이)

4.1.1 델파이 분석
델파이 방법론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 신화로부터 왔는데 이는 가장 중요한 신탁
(Oracle)이었던 아폴로 신전의 델파이를 말한다. 델파이 방법론은 특정 중요 요인을 도
출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반복하여 불확실한 미래나 불분명한 주제에 대해 전
문가들의 직관을 모으는 방법론을 말한다. 이 방법론은 현재 실존하지 않은 주제들에
대해서, 특히 관련된 일반화, 표준화된 자료가 부족한 주제들에 대해 많이 사용되고 있
다. 델파이 방법론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수회에 걸친 설문을 통해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 수집하여 합의된 결과를 도출한다. 즉 이는 전문가들의 집단적인 사고를
자극하여 미래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
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2차에 걸친 설문을 통하여 미래과학기술
인재양성 플랫폼 성공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4.1.2 1차 설문지 항목 및 설문자 특성
1차 설문항목은 기존 e-러닝관련 문헌들과 사회정체성이론, 동기이론, 정보시스템성공
이론 관련 문헌들을 기반으로 중요한 세부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설문지는 온라인 설문
조사 소프트웨어인 서베이 몽키를 사용하였다. 모든 설문 항목들은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세한 설문항목은 아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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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단계 설문항목
차원

학습자
(콘텐츠 소비자) 특성

세부 요인
신기술
플랫폼
창의성
혁신성
성실성
학습의
플랫폼

비고

관련 지식 및 이해도
자기효능감(Platform Self-efficacy)
(자기주도성)

즐거움(Enjoyment)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교수자
(콘텐츠 생산자)특성

신기술 지식 및 전문성
플랫폼 친숙도(Platform Intimacy)
콘텐츠개발을 위한 창의성
혁신성
학습자와 상호작용 (Focus on Interaction)
학습자 평가 및 관리
콘텐츠 생산 및 공유의 즐거움(Enjoyment)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플랫폼 품질
(Platform Quality)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

관련 학습도구 품질
접근성(Accessibility)
유용성(Usefulness)
사용용이성(Ease of use)
자동화 및 지능화(Automation & Intelligence)
기능성(Functionality)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속도(Speed)
안정성(Stability)
디자인 매력도(Design Attractiveness)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 과정 및 콘텐츠 품질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유용성(Usefulness)
수준(난이도)의 적절성
다양성
흥미성
시각성(Visibility)
상호작용성
최신성
완결성(충실성)
학습유연성

확실한 발전 방향(Clear Direction)
단계별 발전 계획(Clear Direction)
운영 기관 및 서비스 품질
지속적인 인력 및 예산 투입
(Institution and Service
플랫폼 서비스 문제해결 역량
Quality)
플랫폼 서비스 문제 대응속도
외부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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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총 16명으로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와 <표
2>와 같다. 각 전문가들의 전문분야로는IT신사업기획, Market Intelligence, 체험형 교
육, AR/VR, 수학교육, 정보교육, 기술기업창업, 기획마케팅, 교육, 컴퓨터공학(데이터베
이스, 운영체계), 경제, 디지털사회, 과학교육, 컴퓨터교육, 데이터분석, 과학기술인력정
책 및 통계, 기술경영 등이 있다.

<표 2>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항목

빈도

비율

남성

10

62.50%

여성

6

37.50%

21세 ~ 30세

0

0.00%

31세 ~ 40세

2

12.50%

41세 ~ 50세

9

56.25%

51세 ~60세

4

25.00%

61세 이상

1

6.25%

전문학사

0

0.00%

학사

5

12.50%

석사수료/석사졸업

3

18.75%

박사수료/박사졸업

8

68.75%

성별

연령

학력

4.1.3 1차 설문 분석결과
1차 델파이 설문조사에서는 전문가 16명에게 다섯 개의 큰 차원으로 나뉘어 진 40개
의 설문항목에 대해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1차 설문조사에서는 다섯 개의 큰
차원에서 가중평균치가 가장 큰 다섯 개의 세부 항목을 선택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자세한 1차 설문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 학습자 특성에서는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학습의 즐거움(6.63)을
선택하였다. 본 플랫폼의 주요 학습자들이 어린 연령대 초·중〮·고등학생들이므로 이러한
플랫폼 내의 학습이 즐겁거나 흥미롭지 못하다면 학습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
에 전문가들은 즐거움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많은 문
헌에서도 학습의 즐거움이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나 몰입도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로는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5.75)였고, 그 다음으로는
자기효능감(5.44)과 성실성(5.56), 창의성(5.50)을 선택하였고 혁신성(5.13)과 신기술 관련
지식 및 이해도(5.13)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학습자의
특성에서는 2차 설문을 위하여 학습의 즐거움, 플랫폼의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성실성, 창의성, 플랫폼 자기효능감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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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습자 특성 결과
두 번째 교수자 특성에서는 학습자와 상호작용(6.50)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플랫폼 주요 사용자인 학생들과 교수들 간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상호
교류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특별히 e-러닝 관점에
서도 학생들의 학습 지속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는 콘텐츠
생산 및 공유의 즐거움(6.44)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학습자들의 특성과 같이 즐거움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내재적 동기부여요인이므로, 학습자들을 위해 콘텐츠
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교수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내재적 동기부여요인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창의성(5.94),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5.94), 신기술 지식 및 전문성(5.88)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학습자 평가와 관리(5.74),
플랫폼 친숙도(5.63)와 혁신성(5.63)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교수자의 특성 분석 결
과에서는 학습자와 상호작용, 콘텐츠 생산 및 공유의 즐거움,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
적 태도, 창의성, 신기술 지식 및 전문성을 2차 설문을 위하여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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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교수자 특성 결과
세 번째 플랫폼 품질 측면에서는 전문가들은 플랫폼 접근성(6.38), 플랫폼 사용 용이
성(6.38)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학습자과 교수자들이 쉽고 빠르게
언제 어디서든지 플랫폼을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중요하고 또한 이러한 플랫폼은
모든 참여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의 접근성과 사용용이성
은 정보시스템학계에서는 시스템의 수용과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그 다음은 플랫폼의 안정성(6.13), 플랫폼관련 학습도구 품질(6.00), 플랫폼
상호작용(6.00), 플랫폼 속도(6.00)가 높은 점수를 얻었고, 유용성(5.69), 기능성(5.56), 디
자인매력도(5.44)등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플랫폼 품질 측면에서는 플랫폼 접근
성, 플랫폼 사용용이성, 플랫폼 안정성, 플랫폼속도, 플랫폼 상호작용성, 플랫폼 관련
학습도구 품질을 2차 설문을 위하여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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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플랫폼 품질 결과
네 번째로는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으로서 전문가들은 교육과정 및 콘텐츠 흥미성
(6.25)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와 교육자의 즐거움과 관련이 높
은 항목으로서 교육과정 및 콘텐츠에서도 이러한 흥미성이 있어야 실제로 이를 사용하
는 플랫폼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플랫폼 사용의 내재적 동기부여를 높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흥미성에 대해서 기존의 동기부여 관련 연구에서도 콘텐
츠나 시스템의 흥미성이 사용자의 내재적 동기부여 요인인 즐거움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다음으로는 유용성(6.13), 수준의 적절성(6.13), 완결성(6.06), 상
호작용성(5.88)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다양성(5.63), 최신성(5.56), 유연성(5.38)들은 상
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에서는 교육과정 및 콘텐
츠의 흥미성, 유용성, 적절성, 완결성, 상호작용성을 2차 전문가 설문을 위하여 선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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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 결과
마지막으로는 운영기관 및 서비스 품질로써 이번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한 것은 지속적인 인력 및 예산투입(6.38)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
났다. 실제로도 여러 교육정책관련 연구에서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는 교육관련 투자, 특별히 과학기술 교육 관련 투자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
고 장기적인 투자가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플랫폼 서비스문제해결
역량(6.19)과 문제 대응속도(6.19)이고 그 다음으로는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전문
가 및 기관과의 협력(5.94)과 확실한 발전방향(5.88)이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단계별 발전계획(5.63)이다. 운영기관 및 서비스 품질은 2차 전문가 설문을 위해 지속적
인 인력 및 예산 투입, 플랫폼 서비스 문제 해결역량, 플랫폼 서비스 문제 대응속도,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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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운영기관 및 서비스 품질 결과

4.2 2차 설문 및 분석(AHP & IPA)
4.2.1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1970년대 초 Thomas Satty 교수에 의해 개발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방법)란 의사결정 문제가 복합적인 평가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각 평가 기준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합리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의사결정 방법
이다. 이러한 분석기법은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고,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
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중요도를 도출함으로써 직관적이고 간결한
분석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AHP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하는
복잡한 의사결정문제의 경우에도 계층화를 통한 상대적 중요도 혹은 선호도를 체계적
으로 비율척도(ratio scale)화 하는 방법을 통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직관적이고 간결한 분석절차에도 불구하고 분석에 사용되는 각종 기법이 실증분석과
수리적 검증과정을 거쳐 채택된 방법이 활용되어 평가결과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과 신
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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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AHP는 다음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림 7] AHP 적용절차
앞서 살펴본 AHP 적용절차의 첫 단계로써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을 위해 도출한
평가기준과 각 평가기준의 세부기준을 계층구조로 표현한다(그림 8). 즉, <그림 8>의
계층구조에서 최상위 계층에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이라는 최종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평가기준으로서 Level 1에서는 콘텐츠 소비자(학생) 특성, 콘텐츠 생산자
(교수자 또는 학생) 특성, 플랫폼 특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 그리고 운영기관 및
서비스 특성 5가지로 도출하였으며, Level 2에서는 Level 1에서의 각각의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적 평가기준을 제시한다. 따라서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위한 AHP 분석모형은
2계층 모형으로 Level 1에서는 5개 항목이, Level 2 에서는 25개 비교대상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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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과 관련된 모든 평가 항목들의 요소들을 포괄하는
계층구조를 구성한 뒤 평가 항목간의 쌍대비교를 해당 종속 평가항목 전부에 대해
실시하여 평가항목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행렬로 작성한다. 이를 위해 각각의 평가
기준에 대한 설문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각 평가 항목간의 쌍대비교는 한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하나 위의 레벨에 있는 관계요소를 토대로 행하였다.

[그림 8]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 AHP 계층도
가중치 계산은 고유벡터법(Eigen Value)을 사용하여 평가항목간의 상대적 가중치를
추정한다. 평가항목 i를 평가항목 j의 상대적 가중치를 라 하면 쌍대비교행렬 A는 그림
9과 같다. (i=1,2,…,n)는 i번째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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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쌍대비교행렬
앞서 살펴본 설문 및 쌍대비교 방법을 통해 응답자 개인별로 생각하는 평가기준별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하고, 개인별 중요도 수치를 통합하여 전체응답자가 생각하는 평
가기준별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Saaty는 일관성 지수 (Consistency
Index : CI)와 일관성 비율 (Consistency Ratio : CR)을 통하여 응답자의 응답에 있어
논리적 모순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관성 검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Satty, 1980).
λmax
N
RI

행렬의 가장 큰 고유치
행렬에서의 열 혹은 행의 수
확률지수 (Random Index)

[그림 10] 일관성 검증 계산
<표 3>의 확률지수 RI 값은 쌍대비교 행렬의 값들이 무작위로 선정되었을 경우의
평균적인 일관성 지수 값을 나타낸다. CR(=CI/RI) 값이 작은 값일수록 의사결정자의
중요도 판단에는 일관성이 있다. Saaty는 CR값이 0.1 이하일 경우 합리적 평가로, 0.2
이하일 경우는 허용할 수 있는 평가의 수준인 것으로 제안하고, CR 값이 0.1을 초과할
경우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았다. 제시된 표 3으로부터 n에 해당하는 확률지수 RI
(Random Index)를 찾아서 일관성 비율을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 n은 5이므로 RI =
1.12이다.

<표 3> 확률지수표 (Random Consistency Index : RCI)
n

2

3

4

5

6

7

8

9

10

RI

0

0.58

0.9

1.12

1.24

1.32

1.41

1.45

1.51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위한 Level 1, 2의 가중치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논리적 일
관성을 검증을 해보면, CI값과 CR값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값이 0.1 이내
값으로 나타나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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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위한 평가항목들의 일관성 검증
Level1

CI

CR

Level 2

CI

CR

플랫폼 자기효능감
콘텐츠
소비자
(학생)
특성

자기주도성
성실성

0.0155 0.0075

학습의 즐거움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개방성)
신 기술 지식 및 전문성

콘텐츠
생산자
(교수자 또는
학생) 특성

콘텐츠 개발을 위한 창의성
학습자와 상호작용

0.0203 0.0043

콘텐츠 생산 및 공유의 즐거움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개방성)
플랫폼 관련 학습 도구의 품질
플랫폼 접근성(인터넷, 모바일 등)

플랫폼 특성

0.0404 0.0137 플랫폼 사용 용이성(편의성)

0.0189 0.0048

플랫폼 상호 작용성
플랫폼 성능(속도, 안정성 등)
교육과정 및 콘텐츠 유용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난이도의 적절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흥미성

0.01

0.0053

교육과정 및 콘텐츠 상호 작용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완결성(충실성)
플랫폼 발전 방향 및 계획
지속적인 인력 및 예산 투입
운영기관 및
서비스 특성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역량

0.0303 0.0303

플랫폼 영속성을 위한 운영기관의 안정성 및 공신력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

185

미래 사회 변화 대응 과학기술인재 육성 방안 연구

4.2.2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기법은 각 평가항목들의 상대적인 중요도와 성과(만족도)를 파악하여 중요도 대
비 성과가 낮은 변수를 우선적 과제로 하여 개선한다는 논리로서 중요도와 숫자를 성
과를 숫자로 표현하여 그림 11과 같은 도면상에 표시하고 그 위치에 따른 개선방향을
시각적으로 확인한다.

[그림 11] IPA framework
IPA모형 매트리스는 각 속성의 중요도를 수직(Y)측으로, 성과(만족도)를 수평(X)측으
로 하여 중심점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4분면에 영역을 표시하여 의미를 부여하는데, 1
사분면은 유지강화(Keep up the good work)의 영역으로 성취도와 중요도가 높은 영역
을 의미하며, 성과가 낮아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사분면은 현상유지
(Possible overkill) 영역으로 성과는 높으나 중요도가 낮은 경우이다. 이러한 분야에 투
입되는 자원 및 노력은 다른 분야에 투입될 경우 보다 좋은 성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
로,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3사분면의 전진적 개선영역(Low priority)은 성
과와 중요도가 낮은 영역으로 낮은 성과를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4사분면은 중점투자영역(Concentrate)으로 중요도가 높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 위치한 평가항목들은 성과 향
상을 위해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HP분석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위한 평가항목들의 중요도
를 산출하고 이를 수직(Y)측으로, 같은 평가항목으로 현재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수준
(성과)을 분석하고 이를 수평(X)측으로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의
평가항목의 중요도와 성과를 상호 비교하여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구축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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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연구 샘플
본 설문은 교육 또는 정보통신산업(ICT), ICT 융합교육분야에 종사하며, 교육플랫폼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AHP는 설문응답자가 가진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 및 통찰에 따라 평가항목의 우선순위의 설정과정이 이루어짐으
로써 해당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설문참여는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본 설문조사에는 총 18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응답한
전문가들의 구성은 교육 종사자 5명(28%), ICT종사자 5명(28%), 교육 및 ICT 종사자 8명
(44%)로 3그룹으로 분류되었다. 모든 그룹은 10년 이상의 전문분야에 대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설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문결과에 대한 완성도를
높였다.

<표 5>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빈도(명)

백분율(%)

전체

18

100

남자

13

72

여자

5

28

학사

2

11

석사수료/석사졸업

6

33

박사수료/박사졸업

10

56

31세~40세

2

11

41세~50세

12

67

51세~60세

3

17

61세 이상

1

6

교육

5

28

ICT

5

28

교육 및 ICT

8

44

전체

15

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6

40

15년 이상 20년 미만

5

33

20년 이상 25년 미만

2

13

25년 이상

2

13

성별

최종학력

연령

전문분야

전문분야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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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AHP 분석 결과
4.2.4.1 전체 분석 결과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위하여 Level 1의 상위 평가항목들에 대한 가중치는 다음에
제시된 표 6과 같이 산출되었다. 1계층 상위 평가항목 중 ‘콘텐츠 소비자(학생) 특성’이
0.286으로 기타의 쌍대비교 대상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보였다. 다음으로
는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이 0.255, ‘콘텐츠 생산자(교수자 또는 학생) 특성’이
0.172, ‘플랫폼 특성’ 이 0.167으로 각 순서대로 가중치가 낮아졌다. 또한 운영기관 및
서비스 특성은 0.119의 가중치로서 제시된 비교 대상들에 대해 가장 낮은 가중치를 보
였다.

<표 6> AHP 설문 평가항목(1계층) 가중치
평가항목 1계층

가중치

콘텐츠 소비자(학생) 특성

0.286

콘텐츠 생산자(교수자 또는 학생) 특성

0.172

플랫폼 특성

0.167

교육 과정 및 콘텐츠 특성

0.255

운영기관 및 서비스 특성

0.119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교육현장에서 원격교육 및 ICT를 활용한 교육이 이루
어지고 있다. ICT를 활용한 교육에 있어 학습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는 다양한 변수들이 선행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자 주도의 자율적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플랫폼에서는 학습자의 특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Dabbagh, 2007). 이러한 학습자의 특성은 학습자의 개인차를 의미
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이 정보를 처리하고 의미를 구성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과
정에 각자가 지닌 지식, 태도, 선호도가 영향을 미친다(Jonassen & Grabowsky, 1993)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위한 최종 가중치 산정결과(표 7) 25개 평가항목 중 ‘학습의
즐거움’이 0.090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점유하였으며, ‘교육과정 및 콘텐츠 흥미성’이
0.068, ‘교육과정 및 콘텐츠 유용성’이 0.061, ‘자기주도성’이 0.057,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개방성)’이 0.052로 각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다. Level 1의 가중치에서 ‘콘
텐츠 소비자(학생) 특성’과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점
유함에 따라 해당 계층의 세부적 평가항목이 최종 가중치 순위에서 최상위 점유율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 정보통신산업(ICT), ICT 융합교육분야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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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은 콘텐츠 소비자 특성과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학습자들의 흥미와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가중치를 높게 판단하였다.
그에 비해 25개의 평가항목 중 주로 운영기관 및 서비스 특성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
들은 낮은 가중치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인력 및 예산 투
입’과 ‘플랫폼 발전 방향 및 계획’이 0.023으로 나타났으며, 25개의 평가항목 중 가중치
가 가장 낮은 항목은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으로 0.019
의 가중치를 보였다. 그 밖에도 ‘플랫폼 관련 학습 도구의 품질’이나 ‘신기술 지식 및
전문성’이 각각 0.023과 0.020으로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에 있어서 중요도가 낮은 요소
로 평가되었다.

<표 7> AHP 설문 평가항목 최종 가중치
Level 1

콘텐츠
소비자(학생) 특성

콘텐츠 생산자
(교수자 또는 학생)
특성

플랫폼 특성

교육 과정 및
콘텐츠 특성

운영기관 및
서비스 특성

Level 2

전체

순위

플랫폼 자기효능감

0.049

7

자기주도성

0.057

4

성실성

0.039

13

학습의 즐거움

0.090

1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개방성)

0.052

5

신기술 지식 및 전문성

0.020

24

콘텐츠 개발을 위한 창의성

0.027

19

학습자와 상호작용

0.045

9

콘텐츠 생산 및 공유의 즐거움

0.049

6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개방성)

0.031

16

플랫폼 관련 학습 도구의 품질

0.024

21

플랫폼 접근성(인터넷, 모바일 등)

0.043

11

플랫폼 사용용이성(편의성)

0.040

12

플랫폼 상호작용성

0.028

18

플랫폼 성능(속도, 안정성 등)

0.031

15

교육과정 및 콘텐츠 유용성

0.061

3

교육과정 및 콘텐츠 난이도의 적절성

0.035

14

교육과정 및 콘텐츠 흥미성

0.068

2

교육과정 및 콘텐츠 상호작용성

0.047

8

교육과정 및 콘텐츠 완결성(충실성)

0.044

10

플랫폼 발전 방향 및 계획

0.023

23

지속적인 인력 및 예산 투입

0.023

22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역량

0.029

17

플랫폼 영속성을 위한 운영기관의 안정성 및 공신력

0.024

20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

0.01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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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AHP 설문 평가항목 최종 가중치

4.2.4.2 전문가 그룹별 가중치 차이 비교
본 연구 조사의 각 전문가 그룹은 각 전문분야에 대한 경험 및 통찰에 따라 미래인
재 양성 플랫폼을 위한 평가항목 가중치 결과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13).
Level 1의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전체적으로 볼 때 ‘콘텐츠 소비자(학생) 특성’과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에 대해 중요하게 판단하고 3그룹 모두 ‘운영기관 및 서비스
특성’은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위한 평가항목으로서 가중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 교수자와 같은 교육 전문가 그룹에서는 타 그룹에 비해 콘텐츠 소비자 및 콘텐
츠 생산자의 특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중치를 높게 판단하였음에 비하여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 또는 플랫폼 특성에 대해 타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ICT)분야의 전문가들은 평가항목 가중치 결과에
대해 교육 전문가 그룹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타
그룹의 전문가들과 달리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이
최우선의 항목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교육 전문가 그룹에 비해 콘텐츠 소비자나 생
산자의 특성의 중요성은 낮게 판단하고 있으나, 플랫폼 특성이나 운영기관 및 서비스
특성의 중요도는 더 높게 판단하였다. ICT 융합교육 전문가 그룹은 콘텐츠 소비자 특
성에 대해 최상위의 가중치를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생산자의 특성에 대해
서는 3그룹 중 가장 낮은 가중치로 평가하였다. 또한 다른 전문가 그룹들이 플랫폼 특
성보다 콘텐츠 생산자 특성에 더 높은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ICT 융합교육 전
문가 그룹에서는 플랫폼 특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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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전문가 그룹 별 AHP 설문 평가항목(1계층) 가중치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위한 평가항목별 최종 가중치를 각 그룹별로 분석한 결과를
<표 8>에 정리하였다.

<표 8> 전문가 그룹별 AHP 설문 평가항목 최종 가중치
Level 1
콘텐츠
소비자
(학생)
특성
콘텐츠
생산자
(교수자
또는 학생)
특성
플랫폼
특성

교육 과정
및 콘텐츠
특성

운영기관
및 서비스
특성

Level 2

교육

순위

ICT

순위

플랫폼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성실성
학습의 즐거움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개방성)
신기술 지식 및 전문성
콘텐츠 개발을 위한 창의성
학습자와 상호작용
콘텐츠 생산 및 공유의 즐거움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개방성)
플랫폼 관련 학습 도구의 품질
플랫폼 접근성(인터넷, 모바일 등)
플랫폼 사용용이성(편의성)
플랫폼 상호작용성
플랫폼 성능(속도, 안정성 등)
교육 과정 및 콘텐츠 유용성
교육 과정 및 콘텐츠 난이도의 적절성
교육 과정 및 콘텐츠 흥미성
교육 과정 및 콘텐츠 상호작용성
교육 과정 및 콘텐츠 완결성(충실성)
플랫폼 발전 방향 및 계획
지속적인 인력 및 예산 투입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역량
플랫폼 영속성을 위한 운영기관의 안정성 및 공신력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

0.043
0.082
0.038
0.082
0.056
0.029
0.041
0.039
0.052
0.046
0.019
0.040
0.032
0.018
0.020
0.058
0.043
0.050
0.035
0.053
0.032
0.026
0.025
0.023
0.017

10
2
14
1
4
18
11
13
6
8
23
12
16
24
22
3
9
7
15
5
16
19
20
21
25

0.039
0.056
0.036
0.072
0.037
0.018
0.030
0.052
0.063
0.029
0.026
0.037
0.046
0.037
0.032
0.048
0.037
0.078
0.063
0.036
0.018
0.029
0.022
0.032
0.026

9
5
14
2
13
25
18
6
3
19
22
12
8
11
17
7
10
1
4
15
24
20
23
16
21

교육
순위
및 ICT
0.057 5
0.045 9
0.038 14
0.103 1
0.058 4
0.019 23
0.020 21
0.046 7
0.041 11
0.024 19
0.026 18
0.048 6
0.040 12
0.029 16
0.039 13
0.070 3
0.028 17
0.074 2
0.045 8
0.044 10
0.020 20
0.017 24
0.036 15
0.020 22
0.01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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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1 교육 전문가 그룹의 평가항목 최종 가중치 산정결과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위한 Level 1의 평가항목 중 다른 항목들에 비해 ‘콘텐츠
소비자(학생) 특성’과 ‘교육 과정 및 콘텐츠 특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로 평
가한 교육전문가 그룹에서는 최종 가중치 순위에서도 해당 항목의 세부항목들이 최상
위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학습의 즐거움’과 ‘자기주도성’이 각각
0.082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점유하였으며, ‘교육과정 및 콘텐츠 유용성’이 0.058로, ‘플
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개방성)’이 0.056으로, ‘교육과정 및 콘텐츠 완결성(충실
성)이 0.053의 순서로 해당 전문가 그룹에서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그에 비해 교육 전문가 그룹은 Level 1의 5개의 항목 중 ‘플랫폼 특성’에 대해 가장
낮은 중요도를 평가함으로서 최종 가중치 산정결과에 있어서도 플랫폼 특성에 해당하
는 세부항목들, ‘플랫폼 성능’, ‘플랫폼 관련 학습 도구의 품질’, ‘플랫폼 상호작용성’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25개 평가항목 중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전
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이 0.017로 최하위의 가중치로 평가되었다.

[그림 14] 교육 전문가 그룹의 평가항목 최종 가중치

4.2.4.2.2 ICT 전문가 그룹의 평가항목 최종 가중치 산정결과
정보통신산업(ICT) 분야의 전문가들은 ‘교육 과정 및 콘텐츠 흥미성’에 대해 0.078의
중요도를, 다음으로 ‘학습의 즐거움’ 및 ‘콘텐츠 생산 및 공유의 즐거움’이 각각 0.072,
0.063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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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를 가지고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항목들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운영기관 및 서비스 특성’에 대해 낮은 가중치를 평가함에 따라 해당 항목의
세부항목들, 특히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역량’, ‘플랫폼 발전 방향 및 계획’이 0.026이하의 낮은 가중치로 평가됨이
보여 진다. 해당 전문가 그룹에서 가장 낮은 가중치로 평가된 항목은 ‘신기술 지식 및
전문성’으로 0.018의 가중치로 평가되었다.

[그림 15] ICT 전문가 그룹의 평가항목 최종 가중치

4.2.4.2.3 교육 및 ICT 전문가 그룹의 평가항목 최종 가중치 산정결과
ICT 융합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해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함
으로서 각 평가항목들에 대해 최종 가중치를 산정한 결과, 상위 가중치를 점유한 항목
들이 세부 내용은 다르나 ‘콘텐츠 소비자 특성’과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을 중요시
한다는 점이 교육 전문가 그룹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부항목을 살펴볼 때
‘학습의 흥미성’이 0.103으로 다른 평가항목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중요도로 평가되었
으며, 그 이외에도 ‘교육과정 및 콘텐츠 흥미성’이 0.074로서 ICT 전문가 그룹과 같이
학습자의 흥미증진을 위한 요소를 최상위의 가중치로 평가하였다.
그에 비해 ‘콘텐츠 생산자의 특성’과 ‘운영기관 및 서비스 특성’에 대한 중요도를 낮
게 평가함으로써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요소나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요소들은
0.020이하의 가중치를 나타내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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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교육 및 ICT 전문가 그룹의 평가항목 최종 가중치

4.2.5 기존 교육 플랫폼 현황 분석
4.2.5.1 전체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이라는 최종목표 하에 기존의 e-러닝 환경
에서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플랫폼 개발에
반영함으로서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교육 플
랫폼에 대한 평가 결과는 현재 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우선순위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앞서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의 가중
치 분석을 위해 활용된 다양한 평가항목을 본 설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여 현재 실
시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각 전문가 그룹의 평가를 합산하여 정리한 것이 표 9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기존
온라인 교육 시스템들이 효율적 교육을 위해 학습자 특성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이를 반영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나가는 ‘자기주도성’이 5.89로 가장 잘 이
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그 밖에도 자기주도성과 유의적 관계를 보이는 ‘학습의
즐거움’이나 ‘플랫폼 자기효능감’이 각각 5.56, 5.39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학습자들이 e-러닝 환경에서도 교수자의 강의를 동영상을 통해 전달받는 방식으로 학
습이 이루어져 플랫폼을 통한 상호작용 및 그에 따른 콘텐츠에 대한 상호작용이 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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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현행 온라인 교육 시스템 수준 평가 (전체)
순위

Level 2

전체

1

자기주도성

5.89

2

학습의 즐거움

5.56

3

플랫폼 자기효능감

5.39

4

콘텐츠 생산 및 공유의 즐거움

5.39

5

성실성

5.28

6

신기술 지식 및 전문성

5.28

7

콘텐츠 개발을 위한 창의성

5.28

8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개방성)

5.17

9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개방성)

5.11

10

학습자와 상호작용

4.56

11

플랫폼 접근성(인터넷, 모바일 등)

4.44

12

교육과정 및 콘텐츠 유용성

4.44

13

플랫폼 사용용이성(편의성)

4.39

14

플랫폼 성능(속도, 안정성 등)

4.22

15

플랫폼 영속성을 위한 운영기관의 안정성 및 공신력

4.22

16

교육과정 및 콘텐츠 난이도의 적절성

4.17

17

교육과정 및 콘텐츠 완결성(충실성)

4.17

18

플랫폼 발전 방향 및 계획

4.11

19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역량

4.00

20

플랫폼 관련 학습 도구의 품질

3.83

21

지속적인 인력 및 예산 투입

3.83

22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

3.83

23

교육과정 및 콘텐츠 흥미성

3.72

24

플랫폼 상호 작용성

3.67

25

교육과정 및 콘텐츠 상호 작용성

3.61

4.2.5.2 전문가 그룹별 분석
<표 10>에서는 전문가 그룹 별로 현재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대한 수준을 평가한
것을 정리하였다. 3개 전문가 그룹 전체는 ‘콘텐츠 소비자(학생) 특성’과 ‘콘텐츠 생산
자(교수자 또는 학생) 특성’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현재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서 잘 이
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교육과 정보통신산업(ICT) 전문가 그룹은 콘텐츠 소비자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성, 학습의 즐거움, 자기효능감, 플랫폼 활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 태도를 보다 높게 평가하였으며, 이에 반해 ICT 융합교육 전문가들은 콘텐츠
소비자 특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최상위 영역에는 콘텐츠 생산자(교수자 또는 학생)
특성에 해당하는 콘텐츠 생산 및 공유의 즐거움, 콘텐츠 개발을 위한 창의성,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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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및 전문성이 현재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보다 더 잘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각 전문가 그룹은 콘텐츠 소비자 및 생산자 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현
재 미흡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 전문가 그룹에서는 운영기관 및
서비스 특성에 대한 항목들을 지적하였고, 정보통신산업(ICT)과 ICT 융합교육 전문가
그룹에서는 플랫폼 특성과 교육 과정 및 콘텐츠 특성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현재 잘 이
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모든 전문가 그룹에서는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작용
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반면, 플랫폼 상호작용성이나 교육과정 및 콘
텐츠 상호작용은 미비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10> 전문가 그룹별 현행 온라인 교육 시스템 수준 평가
순위

교육

ICT

교육 및 ICT

1

자기주도성

6.00

학습의 즐거움

5.80

자기주도성

6.00

2

학습의 즐거움

6.00

플랫폼 자기효능감

5.60

콘텐츠 생산 및 공유의
즐거움

5.88

3

성실성

5.60

자기주도성

5.60

플랫폼 자기효능감

5.63

4

신기술 지식 및 전문성

5.40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5.60
태도(개방성)

콘텐츠 개발을 위한
창의성

5.50

5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개방성)

5.20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5.40
태도(개방성)

신기술 지식 및 전문성

5.38

6

콘텐츠 개발을 위한
창의성

5.20

성실성

5.20

성실성

5.13

7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개방성)

5.20

콘텐츠 생산 및 공유의
즐거움

5.20

학습의 즐거움

5.13

8

플랫폼 자기효능감

4.80

신기술 지식 및 전문성

5.00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개방성)

4.88

9

콘텐츠 생산 및 공유의
즐거움

4.80 콘텐츠 개발을 위한 창의성 5.00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개방성)

4.88

10

학습자와 상호작용

4.60

학습자와 상호작용

4.40

플랫폼 사용
용이성(편의성)

4.88

:

:

:

:

:

:

:

운영기관의 안정성 및
공신력

4.25

19

플랫폼 성능(속도, 안정성
4.00 지속적인 인력 및 예산 투입 3.60
등)

20

교육과정 및 콘텐츠
난이도의 적절성

4.00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역량

3.60

플랫폼 관련 학습 도구의
4.00
품질

21

플랫폼 상호작용성

3.80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

3.60

지속적인 인력 및 예산
투입

4.00

22

플랫폼 발전 방향 및
계획

3.80

플랫폼 관련 학습 도구의
품질

3.40

플랫폼 상호작용성

3.88

23

지속적인 인력 및 예산
투입

3.80

플랫폼 상호 용성

3.20

교육과정 및 콘텐츠
상호작용성

3.88

24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외부 전문가 및 기관과의
3.80 교육과정 및 콘텐츠 흥미성 3.20
3.88
역량
협력

25

교육과정 및 콘텐츠 상호
3.60
작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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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및 콘텐츠
상호작용성

3.20

교육과정 및 콘텐츠
흥미성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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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IPA 분석
4.2.6.1 전체 분석 결과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위한 집중 개선영역 도출을 위해 중요도와 성과 IPA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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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IPA 분면별 평가 항목 (전체)
구간

항목

Ⅰ 사분면 / 유지

콘텐츠 소비자 특성 : 학습의 즐거움, 자기주도성,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개방성), 플랫폼 자기효능감, 플랫폼 접근성 (인터넷, 모바일 등)
콘텐츠 생산자 특성 : 콘텐츠 생산 및 공유의 즐거움 학습자와 상호작용

Ⅱ 사분면 / 과잉

콘텐츠 소비자 특성 : 성실성
콘텐츠 생산자 특성 : 신기술 지식 및 전문성, 콘텐츠 개발을 위한 창의성,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개방성)

Ⅲ 사분면 / 저순위

Ⅳ 사분면 / 집중

플랫폼 특성 : 플랫폼 관련 학습도구의 품질, 플랫폼 성능(속도, 안정성 등),
플랫폼 상호작용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 : 교육과정 및 콘텐츠 난이도의 적절성
운영기관 및 서비스 특성 : 플랫폼 영속성을 위한 운영기관의 안정성 및 공신력,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 플랫폼 발전 방향 및 계획,
지속적인 인력 및 예산 투입,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역량
플랫폼 특성 : 플랫폼 사용용이성 (편의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 : 교육과정 및 콘텐츠 완결성(충실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유용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상호작용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흥미성

각 사분면 영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Ⅰ사분면에 속하는 항목인 ‘학습의 즐거움’이나
‘자기주도성’,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개방성)-소비자’ 등의 항목은 중요하면
서도 현재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 상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계속
해서 유지 관리해야 할 요소로 판단된다. Ⅱ사분면에는 ‘성실성’, ‘신기술 및 전문성’.
‘콘텐츠 개발을 위한 창의성’,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개방성)-생산자’ 항목
이 위치하였으며, 이러한 항목들은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위하여 중요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자원과 노력이 투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Ⅲ사분면은 다소 우선순위가
낮은 영역으로 ‘플랫폼 영속성을 위한 운영기관의 안정성 및 공신력’,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 ‘플랫폼 관련 학습도구의 품질’ 등이 위치하였으
며, 이러한 항목들은 대부분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의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부수적 요
소들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Ⅳ사분면에는 ‘교육과정 및 콘텐츠
완결성(충실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유용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상호작용성’, ‘교육
과정 및 콘텐츠 흥미성’, ‘플랫폼 사용용이성 (편의성)’ 항목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항목들은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온라인
교육 시스템 상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항목으로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개선하
여야 할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학습자들의 관점에서 학습의 흥미를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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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학습 환경과 교육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들이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학습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학습자들의 특
성을 잘 반영하였으나, 교육 콘텐츠에 대한 완결성 또는 상호작용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Ⅳ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에 대해 집중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Ⅳ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Ⅳ사분면에 가까운 항목들로서 ‘플랫폼 자기효능감’, ‘콘텐츠
생산 및 공유의 즐거움’, ‘학습자와 상호작용’, ‘플랫폼 접근성, ‘교육 과정 및 콘텐츠 난
이도의 적절성’, ‘플랫폼 성능(속도, 안정성 등)’의 항목들 역시 학습자의 학습의 몰입을
증진시키고 효율적 학습효과를 위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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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 전문가 그룹별 분석 결과
4.2.6.2.1 교육 전문가 그룹 IPA 분석 결과

<표 12> 교육 전문가 그룹 IPA 분면별 평가 항목
구간

항목

콘텐츠 소비자 특성 : 학습의 즐거움, 자기주도성,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개방성), 플랫폼 자기효능감, 성실성,
Ⅰ 사분면 / 유지 콘텐츠 생산자 특성 :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개방성), 콘텐츠 개발을
위한 창의성, 콘텐츠 생산 및 공유의 즐거움,
플랫폼 특성 : 플랫폼 접근성 (인터넷, 모바일 등)
Ⅱ 사분면 / 과잉 콘텐츠 생산자 특성 : 신기술 지식 및 전문성, 학습자와 상호작용

Ⅲ 사분면 /
저순위

Ⅳ 사분면 /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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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특성 : 플랫폼 관련 학습도구의 품질, 플랫폼 성능(속도, 안정성 등),
플랫폼 사용용이성 (편의성), 플랫폼 상호작용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 : 교육 과정 및 콘텐츠 상호작용성,
운영기관 및 서비스 특성 : 플랫폼 영속성을 위한 운영기관의 안정성 및 공신력,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 플랫폼 발전 방향 및 계획,
지속적인 인력 및 예산 투입,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역량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 : 교육과정 및 콘텐츠 완결성(충실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유용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흥미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난이도의 적절성

[부록]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성공요인 조사·분석 결과

교육 전문가 그룹에서는 다른 항목들에 비하여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의 세부항
목들을 특히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및
콘텐츠 완결성(충실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유용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흥미성’, ‘교
육 과정 및 콘텐츠 난이도의 적절성’이 Ⅳ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및 콘텐츠 상호작용성’은 타 항목들에 비하여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Ⅳ사분면에 가까운 것으로 이 역시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습의 즐거움’이나 ‘자기주도성’,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개방성)-소
비자’ 등의 항목은 중요하면서도 현재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 상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Ⅰ사분면). 따라서 교육 전문가 그룹에서는 콘텐츠 소비자 및
생산자 특성과, 콘텐츠 특성에 대해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이에 대한 유지 또는 개
선 필요성을 판단하였으나, 상대적으로 플랫폼 특성과 운영기관 및 서비스 특성은 플
랫폼을 통한 학습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콘텐츠 생산 및 공유의 즐거움’, ‘플랫폼 자기효능감’, ‘플랫폼 접근성 (인터넷, 모
바일 등)’은 Ⅰ사분면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중요도와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
려할 때 점진적 개선이 요구되는 항목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Ⅱ사분면에 위치해있
으나 중심에 가까운 수치를 가진 ‘학습자와 상호작용’ 및 Ⅲ사분면은 중에서도 우선순
위가 다소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에 위치해 있는 ‘플랫폼 발전방향 및 계획’, ‘플랫폼 사
용용이성(편의성)’에 대해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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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2 ICT 전문가 그룹 IPA 분석 결과

<표 13> ICT 전문가 그룹 IPA 분면별 평가 항목
구간

항목

Ⅰ 사분면 / 유지

콘텐츠 소비자 특성 : 학습의 즐거움, 자기주도성
콘텐츠 생산자 특성 : 콘텐츠 생산 및 공유의 즐거움, 학습자와 상호작용

Ⅱ 사분면 / 과잉

콘텐츠
플랫폼
콘텐츠
플랫폼

소비자 특성 : 성실성,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개방성),
자기효능감
생산자 특성 : 신기술 지식 및 전문성, 콘텐츠 개발을 위한 창의성,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개방성)

플랫폼 특성 : 플랫폼 접근성 (인터넷, 모바일 등), 플랫폼 관련 학습도구의 품질,
플랫폼 성능(속도, 안정성 등), 플랫폼 상호작용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 : 교육과정 및 콘텐츠 완결성(충실성), 교육과정 및
Ⅲ 사분면 / 저순위 콘텐츠 난이도의 적절성
운영기관 및 서비스 특성 : 플랫폼 영속성을 위한 운영기관의 안정성 및 공신력,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 플랫폼 발전 방향 및 계획,
지속적인 인력 및 예산 투입,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역량
Ⅳ 사분면 /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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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특성 : 플랫폼 사용용이성 (편의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 : 교육과정 및 콘텐츠 상호 작용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유용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흥미성

[부록]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성공요인 조사·분석 결과

정보통신산업(ICT)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IPA 분석 결과 ‘교육과정 및 콘텐츠 흥미
성’과 ‘교육과정 및 콘텐츠 상호작용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항목들의 개선이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의 효율성을 달성하
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플랫폼 사용용이성(편
의성)’과 ‘교육 과정 및 콘텐츠 유용성’이 Ⅳ사분면에 위치하여 이에 대한 집중적 투자
와 노력이 요구되는 항목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 접근성 (인터넷, 모바일
등)’, ‘플랫폼 영속성을 위한 운영기관의 안정성 및 공신력’,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외
부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 이외의 대다수의 항목들이 Ⅲ사분면에 위치하여 이러한
항목들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ICT)분야의 전문가들은 플랫폼 특성 역시 교육 콘텐츠의 효율적 전달을
위해 중요성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Ⅲ사분면에 위치한
항목들 중 ‘플랫폼 접근성 (인터넷, 모바일 등)’, ‘플랫폼 영속성을 위한 운영기관의 안
정성 및 공신력’, ‘교육 과정 및 콘텐츠 완결성(충실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난이도의
적절성’, ‘플랫폼 성능(속도, 안정성 등)’, ‘플랫폼 상호작용성’ 낮은 성과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가진 항목들로서 이에 대한 자원 및 노력의 소비가 요구된다.
또한 높은 중요도와 높은 수준의 성과 수준을 보여주는 Ⅰ사분면에 위치한 항목들 중
‘학습자와 상호작용’ 은 높은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행 수준을 나타내어 이
항목 역시 높은 수준의 성과를 위해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다.

203

미래 사회 변화 대응 과학기술인재 육성 방안 연구

4.2.6.2.3 교육 및 ICT 전문가 그룹 IPA 분석 결과

<표 14> 교육 및 ICT 전문가 그룹 IPA 분면별 평가 항목
구간

항목

Ⅰ 사분면 / 유지

콘텐츠 소비자 특성 : 학습의 즐거움, 자기주도성, 플랫폼 자기효능감,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개방성)
콘텐츠 생산자 특성 : 콘텐츠 생산 및 공유의 즐거움
플랫폼 특성 : 플랫폼 사용용이성 (편의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 : 교육 정 및 콘텐츠 유용성

Ⅱ 사분면 / 과잉

콘텐츠
콘텐츠
활용에
플랫폼

소비자 특성 : 성실성
생산자 특성 : 신기술 지식 및 전문성, 콘텐츠 개발을 위한 창의성, 플랫폼
대한 긍정적 태도 (개방성)
특성 : 플랫폼 성능(속도, 안정성 등)

플랫폼 특성 : 플랫폼 관련 학습도구의 품질, 플랫폼 상호작용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 : 교육과정 및 콘텐츠 난이도의 적절성
Ⅲ 사분면 / 저순위 운영기관 및 서비스 특성 : 플랫폼 영속성을 위한 운영기관의 안정성 및 공신력,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 플랫폼 발전 방향 및 계획,
지속적인 인력 및 예산 투입,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역량,
Ⅳ 사분면 /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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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생산자 특성 : 학습자와 상호작용,
플랫폼 특성 : 플랫폼 접근성 (인터넷, 모바일 등),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 : 교육과정 및 콘텐츠 상호작용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흥미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완결성(충실성),

[부록]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성공요인 조사·분석 결과

교육 및 ICT 전문가 그룹에서는 다른 전문가 그룹들과 유사하게 콘텐츠 특성을 중요
항목으로 판단하였다. 그 중 ‘교육과정 및 콘텐츠 흥미성’ 과 ‘교육과정 및 콘텐츠 상호
작용성’ 및 ‘교육과정 및 콘텐츠 완결성(충실성) Ⅳ사분면에 위치하여 가장 높은 중요
도와 가장 낮은 성과를 나타냄으로써 최우선적으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한 항목으로 판
단되었다. 그러나 그 밖에도 교육과 정보통신분야에 함께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ICT 전문가 그룹과 같이 플랫폼을 통한 학습에 있어 ‘학습자와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
루어져야 학습의 효율이 높아짐을 강조하고 있으며, ‘플랫폼 접근성 (인터넷, 모바일
등)’ 역시 중요도가 높고 성과가 낮은 항목으로 성과 향상을 위해 집중적 투자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개방성)-소비자’, ‘교육과정 및 콘텐츠 유용성’,
‘플랫폼 사용용이성 (편의성)’ 항목은 중요도와 성과가 높은 영역에 해당하나, 다른 항
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로 Ⅳ사분면에 가까우므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성과와 중요도가 낮은 영역의 Ⅲ사분면 항목 가운
데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역량’, ‘플랫폼 상호작용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난이도
의 적절성’ 은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에 대해서 부수적 요소이나 그에 대한 중요도가
크게 낮지 않은 항목으로 성과를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하다.
따라서 ICT 융합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은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학습
이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콘텐츠, 플랫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의 질적 관리 및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플
랫폼 사용용이성과 플랫폼 접근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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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시사점
AHP분석 결과 새로운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콘텐츠 소비자의 특
성이 학습효과를 이끄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과정 및 콘텐츠
의 특성 또한 학습만족을 이끄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았다. 또한 IPA분석을 통
해 현재 콘텐츠 소비자 특성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서도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에 대
한 부분은 콘텐츠 소비자의 특성만큼 중요성을 가지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
히 미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는 ICT 환경에서
차별화된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활용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IPA분석에 따르
면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유용한 교육 콘텐츠가 마련되어야 하며, 학습자들
이 스스로 학습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통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용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학습하게 되므로 콘
텐츠의 효율적 구성이 학습자의 몰입과 그에 따른 학습효과를 담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컨텐츠와 다양한 학습층을 유형 별로 나누고, 학습자들의 학습수준에 따
라 교육 콘텐츠를 보다 세분화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교육 콘텐츠가 학습자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플랫폼에
대한 관리가 지원되어야 한다. AHP분석에 따르면 기존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자의 관점에서 플
랫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학습자의 몰입과 참여도를 높여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쉽게 콘텐츠를 접하고 (플랫폼 접근성)
플랫폼을 사용하는 학습자들의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나 콘텐츠를 명확히 제공받고, 쉬운 조작을 통하여 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스마트기기와 융합기술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교육 콘텐츠 서비스를 개발·제공·유통하는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즉,
플랫폼이 교육 콘텐츠 형태와 내용을 확장하고 재구성하는데 유연한 구조를 지원하여,
다양한 학습 환경 변화에 따라 학습자, 교수자, 외부 자원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서
비스가 적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과잉플랫폼의 시대에서 운영기관의 안정성과 공신력이 콘텐츠 소비자들
에게 지각과 선호에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운영기관은 표준화된 근거를 토
대로 한 교육 콘텐츠 인증을 시행한다면 학습자들의 교육 콘텐츠 선택에 많은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생산자의 측면에서도 자신의 교육 콘텐츠가 홍보되도록 더
욱 질적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콘텐츠 생산자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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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대한 즐거움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플랫폼의 발전과 운영기관의 공신
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HP와 IPA분석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각 전문가 그룹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그
룹이 교육 콘텐츠 개선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ICT 융합교육 전문가 그룹
에서는 교육과정 및 콘텐츠 특성뿐만 아니라 플랫폼 접근성을 우선적 개선사항으로 판
단함에 따라 플랫폼의 특성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ICT 전문가 그룹에서는 전반적으로 콘텐츠 상호작용 또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학습
자들의 학습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에도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
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또한 교육과 ICT 융합교육 전문가 그
룹에서 교육 과정 및 콘텐츠 난이도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였다. 이는 기존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의 특성 및 학습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개별화·다양화시
킨 학습이 지원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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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차 설문조사(구조방정식)
4.3.1 3차 설문 항목
3차 설문조사에서는 사용자들의 동기부여에 중요한 요인과 플랫폼 참여의도를 조사
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플랫폼의 주요 참여자인 학생과 교수들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부분최소제곱법(PLS)를 사용하
였다. 모든 설문 항목은 리커트 7점척도를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7: 매우 동의한다)
통해 측정되었으며 측정 문항들은 기존의 문헌을 참고하여 연구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표 15 참조)

<표 15> 설문 항목
변수명

설문항목

참고문헌

플랫폼유용성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은 나의 과학기술 관련 학습(교육) 효과를 향
상 시켜 줄 것이다.
플랫폼은 나의 과학기술 관련 학습(교육)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플랫폼은 나의 과학기술 관련 학습(교육)을 수행하는 나의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플랫폼을 사용하여 과학기술 관련 학습(교육)을 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Davis et al.
(1992); Davis
et al. (1989)

플랫폼즐거움

플랫폼을
것이다.
플랫폼을
플랫폼을
플랫폼을

Davis et al.
(1992); Davis
et al. (1989)

활용하여 학습(교육)을 하는 것은 내 삶에 즐거움을 줄
활용하여 학습(교육)을 하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활용하여 학습(교육)하는 과정은 호기심을 자극할 것이다
활용하여 학습(교육)을 하는 과정은 즐거울 것이다

플랫폼사용
용이성

플랫폼의 사용 방법은 내가 배우기 쉬울 것이다.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금방 능숙해 질 것이다.
플랫폼을 이용하여 학습(교육) 하는 절차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Davis et al.
(1989); Davis
et al. (1992)

플랫폼참여의도

나는 미래에 플랫폼을 사용하여 학습(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미래에 플랫폼을 사용하여 학습(교육)을 할 것이다.
나는 미래에 플랫폼을 자주 접속하여 학습(교육)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미래에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습(교육)하는 일에 참여하고자 한다.

Davis et al.
(1989); Davis
et a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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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설문항목

참고문헌

자기효능감

나는 주위에 도와주는 이가 없어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사용 할
수 있다.
나는 내게 적절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사용
할 수 있다.
나는 간단한 매뉴얼과 온라인 도움말만 있으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을 사용 할 수 있다.
나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나의 과학기술 학습을 하는 것에 충분히
자신 있다.

Bandura
(1977)

보상

내가 플랫폼을 사용하면 나에게 다양한 보상(포인트, 쿠폰 등)이 주
어질 것이다.
내가 플랫폼을 더 많이 사용 할수록 더 큰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내가 학습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무상으로 공유한다면 플랫폼은
나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이다.

Bhattacherjee
(2001)

사회적영향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가족, 친구, 동료)이 내가 플랫폼을 사용하기
를 권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플랫폼을 사용한다면 나도 사용
하게 될 것이다.

Ajzen (1991)

호환성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은 나의 학습(교육)하는 방식에 적합할 것이다.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은 나의 학습(교육)의 선호방식과 적합할 것이다.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은 나의 학습(교육) 니즈 (욕구)와 부합할 것
이다.

Moore &
Benbasat
(1991)

네트워크효과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할 것이다.
교육이나 학습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많은 콘텐츠 제공자와 수요자가 이 플랫폼에 참여할 것이다.

Oghuma et
al. (2015)

4.3.2 모델 및 가설
본 3차 설문조사의 주목적은 1차와 2차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플랫폼 참여의도와 동기부여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
Davis et al. (1992)이 제안한 동기부여이론을 기반으로 내재적, 외재적 동기요인인
유용성과 즐거움과 이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는 연구모형을 제작하였다.
외재적 동기인 플랫폼 유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플랫폼 사용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주위의 가족이나 지인(학교동료, 친구 등)의 추천과 권유를 나타내는 ‘사회적
영향’ 그리고 플랫폼의 ‘사용용이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내재적
동기요인으로는 플랫폼의 ‘사용용이성’과 개인의 현재 상황 또는 니즈와의 ‘호환성’
그리고 실제로 플랫폼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트워크효과’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자세한 가설은 아래와 같다. (그림 1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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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연구모형
∙ 플랫폼 참여의도: 의식적인 계획의 관점에서 플랫폼에 참여하여 어떠한 행동을 수
행하려고 애쓰는 개인의 의도의 개념
∙ 플랫폼 유용성: 플랫폼 내 사용자들의 학습/교육성과에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개인적 신념
∙ 플랫폼 즐거움: 사용자가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인지하게 되는 자신의 지적인 몰입
상태를 나타내는 신념
∙ 플랫폼 사용용이성: 사용자가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습/교육을 함에 있어 사용법이
쉬고 간단한지에 대해 인지하는 개념
∙ 자기효능감: 주어진 플랫폼을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감
∙ 보상: 플랫폼을 사용하여 학습 및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기대하게 되는
보상에 대한 개념
∙ 사회적 영향: 주위의 지인들이 특정 행동에 대해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
하는지에 대한 개인들의 지각을 나타내는 개념
∙ 호환성: 사용자들의 개인적인 특성 및 니즈와 플랫폼의 특성이 서로 부합하는지에
대해 인지하는 개념
∙ 네트워크효과: 사용자들이 플랫폼을 사용할 때 다른 많은 사용자들도 함께 사용하
는지에 대한 인지에 대한 개념
H1: 플랫폼 유용성은 플랫폼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2: 플랫폼 즐거움은 플랫폼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3: 자시효능감은 플랫폼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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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보상은 플랫폼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5: 사회적 영향은 플랫폼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6: 플랫폼 사용용이성은 플랫폼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7: 플랫폼 사용용이성은 플랫폼 즐거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8: 호환성은 플랫폼 즐거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9: 네트워크효과는 플랫폼 즐거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4.3.3 연구 샘플
온라인 설문조사를 위하여 현재 과학창의재단 내의 교육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사
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요청메일을 발송하였다.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22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에 성실하게 응
답한 설문자들에게는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였다. 전체 229명의 설문 응답자중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데이터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데이터인 13개를 제외한
216개의 데이터를 본 연구의 표본데이터로 선택하였다. 먼저 교사와 학생의 비율은
55.1% 대 44.9%로 교사들의 응답률이 10%정도 높았다. 성별은 남성이 58.8%이고 여성
이 41.2%로 나타났으며, 소속기관은 고등학교가 41.2%, 초등학교 21.8%, 중학교 12%
그리고 기타 교육기관인 대학, 학원, 사설교육기관 등이 25%로 나타났다. 연령은 대부
분의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되어있다. 10대 20.4%, 20대 26.4%, 30대 19%, 40대 25.5%,
50대 8.80%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표본은 대체적으로 모든 특성분야에서 고르게 분포
되어 있어서 분석을 위한 표본으로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6>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직업
성별

소속학교 및 기관

연령

항목

빈도

비율

교사

119

55.10%

학생

97

44.90%

남성

127

58.80%

여성

89

41.20%

초등학교

47

21.80%

중학교

26

12.00%

고등학교

89

41.20%

기타 교육기관(대학, 학원, 사설교육기관)

54

25.00%

10대

44

20.40%

20대

57

26.40%

30대

41

19.00%

40대

55

25.50%

50대

19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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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도입한 모든 변수들은 관측변수들로 구성된 잠재적 변수들이기 때문에
실제 본 가설 검증 전 각 변수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먼
저 각 변수의 신뢰도는 측정변수의 일관성,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PLS방법론
에서는 Cronbach’s α와 구성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 값을 통해 검증한다.
각각의 값이 0.7을 상회할 때 각 변수의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보는데 본 연구의 모
든 변수들은 0.7을 상회하는 바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수의 타당성 확
보를 위해서는 먼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을 확인하는데
이 값이 0.5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는데, 본 연구의 모든 변수들의 평
균분산 추출값은 0.5이상임으로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고, 또한 추가적으로 각 변수들
의 측정지표들(표x 참조)들의 요인 부하값이 0.6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
는데, 본 연구의 모든 측정지표들은 0.6이상이므로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은 집중 타당
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판변 타당성은 표 x 의 각 변인들의 상관계
수 값에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을 취했을 때 이 값이 횡과 종의 다른 값들의 값보
다 클 때 판별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는데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은 모두 이 값이
다른 변수들의 값보다 크므로 판별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지표들과 변수들은 본 가설검증을 수행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7>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c
변수

AVE

CR

α

COM

COM

0.86

0.95

0.92

0.92

INT

0.87

0.96

0.95

0.80

0.93

NET

0.84

0.94

0.90

0.77

0.70

0.91

PE

0.83

0.95

0.93

0.70

0.70

0.66

0.91

PEOU

0.75

0.92

0.89

0.78

0.69

0.72

0.68

0.87

PU

0.76

0.93

0.90

0.77

0.75

0.72

0.75

0.71

0.87

RWD

0.84

0.94

0.90

0.68

0.63

0.69

0.52

0.60

0.61

0.92

SEL

0.79

0.94

0.91

0.73

0.71

0.67

0.65

0.81

0.70

0.52

0.89

SN

0.84

0.92

0.82

0.81

0.71

0.76

0.63

0.69

0.70

0.70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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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PE

PEOU

PU

RWD

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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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부록]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성공요인 조사·분석 결과

<표 18> 각 측정변수의 요인 부하값
항목

COM

INT

NET

PE

PEOU

PU

RWD

SEL

SN

COM1

0.90

0.70

0.70

0.63

0.77

0.70

0.61

0.68

0.71

COM2

0.94

0.74

0.72

0.65

0.70

0.74

0.62

0.69

0.76

COM3

0.93

0.76

0.71

0.67

0.68

0.69

0.65

0.67

0.76

INT2

0.71

0.93

0.63

0.64

0.63

0.65

0.57

0.67

0.64

INT3

0.74

0.93

0.68

0.61

0.64

0.67

0.59

0.63

0.66

INT4

0.77

0.95

0.67

0.66

0.63

0.73

0.62

0.65

0.70

INT5

0.74

0.91

0.65

0.67

0.68

0.72

0.57

0.68

0.65

NET1

0.67

0.64

0.91

0.61

0.63

0.63

0.67

0.56

0.70

NET2

0.69

0.63

0.90

0.61

0.68

0.62

0.61

0.64

0.68

NET3

0.74

0.66

0.93

0.59

0.68

0.71

0.62

0.64

0.71

PE1

0.67

0.67

0.56

0.91

0.63

0.71

0.52

0.58

0.57

PE2

0.59

0.55

0.56

0.91

0.64

0.66

0.41

0.61

0.53

PE3

0.57

0.57

0.62

0.90

0.58

0.65

0.45

0.58

0.58

PE4

0.70

0.72

0.65

0.92

0.61

0.69

0.50

0.60

0.60

PEOU1

0.68

0.59

0.67

0.56

0.88

0.64

0.47

0.76

0.60

PEOU2

0.61

0.53

0.57

0.59

0.88

0.53

0.44

0.72

0.55

PEOU3

0.70

0.64

0.67

0.63

0.89

0.65

0.54

0.71

0.63

PEOU4

0.70

0.65

0.60

0.57

0.82

0.64

0.62

0.63

0.60

PU1

0.69

0.68

0.63

0.66

0.64

0.89

0.51

0.65

0.60

PU2

0.54

0.54

0.53

0.62

0.57

0.84

0.46

0.52

0.54

PU3

0.71

0.68

0.66

0.64

0.61

0.89

0.60

0.59

0.64

PU4

0.72

0.70

0.67

0.68

0.67

0.88

0.54

0.67

0.65

RWD1

0.66

0.60

0.67

0.53

0.59

0.61

0.93

0.50

0.68

RWD2

0.63

0.58

0.65

0.49

0.51

0.52

0.94

0.46

0.64

RWD3

0.58

0.55

0.58

0.39

0.53

0.52

0.88

0.47

0.60

SEL1

0.68

0.59

0.63

0.59

0.69

0.63

0.53

0.87

0.63

SEL2

0.61

0.63

0.59

0.60

0.65

0.59

0.47

0.90

0.57

SEL3

0.62

0.59

0.55

0.53

0.73

0.60

0.43

0.88

0.55

SEL4

0.69

0.69

0.62

0.58

0.79

0.65

0.43

0.89

0.60

SN1

0.77

0.67

0.72

0.57

0.65

0.68

0.72

0.59

0.93

SN2

0.70

0.64

0.67

0.59

0.62

0.60

0.56

0.63

0.91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표본을 이용하
여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LS의
부트스트랩 재 표본 방식을 사용하여 경로의 유의성을 계산하였다. 전체 216개 표본의
대하여 500회의 재표본 부트스트랩과정을 수행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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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가설 검증 결과
가설검증결과 총 9개의 가설이 모두 인용되었다. 독립변수에 의한 종속변수의 해석
력을 나타내는 R2는 플랫폼 참여 의도는 64.6%, 플랫폼 유용성은 59.5%, 플랫폼 55.4%
로 해석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동기요인인 플랫폼유용성(β = 0.374, p
< 0.001)과 내재적 동기요인인 플랫폼 즐거움(β = 0.218, p < 0.01)은 모두 플랫폼 참
여의도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사용자 개인의 자기효능감(β = 0.304, p < 0.001)
또한 플랫폼 참여의도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참여의도에 내재
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그리고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
다. 외재적 동기요인인 플랫폼 유용성에는 플랫폼 사용에 따른 보상(β = 0.137, p <
0.05), 주위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추천의 정도인 사회적 영향(β = 0.321, p <
0.001), 그리고 플랫폼 사용용이성(β = 0.407, p < 0.001)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플랫폼 즐거움에는 플랫폼 사용용이성(β = 0.261, p < 0.01),
개인의 상황과 니즈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호환성(β = 0.338, p < 0.001) 그리고 얼마
나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플랫폼을 활용할지에 대한 네트워크 효과(β = 0.212, p <
0.05) 또한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3.5 시사점
본 3차 설문조사는 1차와 2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온 사용자들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기존 Davis et al. (1992)이 제안한 외재적, 내재적
동기요인인 유용성과 즐거움을 도입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16개의 설문 표본을
분석한 결과 모든 가설들이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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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실무적,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 번째 플랫폼의 제작과 실행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부분인 바로 플랫폼 참여자이자 사용자인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적절
한 동기를 부여해야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동기가 아니라 외재적이고 내재적인 동기로
나누어서 체계적인 동기부여 체계를 만들고 이러한 체계적인 동기부여 요인들이 시스
템과 플랫폼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디자인 및 설계단계부터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계획 및 디자인 단계부터 설문 및 실험 테스트를
통해서 플랫폼의 동기부여관련 사항들을 점검하고, 또한 모든 절차에 사용자들을 참여
시켜서 플랫폼 내의 모든 서비스들이 사용자들의 니즈와 욕구와 잘 맞아 떨어지도록
구축하는 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사용자들의 자기효능감
또한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의 실제 참여자들의 IT 및 과학기술의 지
식수준이 플랫폼 참여의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 플랫폼 참여 전에 플랫폼 사용
을 위한 트레이닝 과정이나 준비과정을 개설하여 사용자들이 플랫폼 사용 전에 자기효
능감을 향상시키고, 플랫폼의 전 과정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모든 IT시스템들과 플랫폼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사용하고 싶고, 배우기 쉬운
사용자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본연구의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에 동시에 영향
을 주는 변수로 플랫폼 사용용이성을 설정하였는데, 사용용이성은 두 가지의 동기요인
에 모두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면 사용자들은 플랫폼이
사용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배우기 쉬워야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랫
폼 제작단계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사용자들이 참여하기 쉽고 배우기 쉬운 플랫
폼을 환경과 경험을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외재적 동기에는 또한 적절한 보상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운영단체나 기관에서는 참여자들이 플랫폼을 활용하
여 교육과정을 수행했을 때 적절한 상벌이나 비금전적보상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들의 외재적 동기부여의 향상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위의 가
까운 사람들의 추천과 권유가 외재적 동기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음으로 플랫폼의 적
극적인 홍보를 위해 학부모 및 교사들과의 세미나나 홍보모임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재적 동기요인에는 개인의 상황과 니즈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호환성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의 상황과 니즈에 맞도록
각 교육과정은 개인들의 역량이나, 학습수준 및 개인의 특성에 맞도록 각 개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개인화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내재적 동기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 플랫폼 사용자들이 상호교류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류 할 수 있는 소셜 네트
워크나 소셜 미디어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많은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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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이를 통
해 교육 콘텐츠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
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시스템은 학습자들이 교수자에게만 의존하던 기존의 전통적 교
육 방식에서 벗어나 비교적 능동적으로 학습의 주체로 참여하며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기존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대한 연구들은 학습자
의 학습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한 결
과 ‘학습자의 특성’을 학습효과를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학습
자 스스로가 학습을 주도하며(자기주도성), 교육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교육 콘텐츠를
학습자가 적절하게 사용하며 목표한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자기효능감)
등의 요소가 중점이 된 교육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학습자층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은 온라인 시장에
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의 학습효과가 개
선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더욱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양질의 교육이 현 체제와 시스템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설문 조사 결과들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좋은 플랫폼이란 좋은 콘텐츠를 많이 보유하여
사용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좋은 콘텐츠는 학습적인 관점에서 유익함과 동시에 사용자들의 학습 흥미를 끌 수 있
는 요소가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연구 결과는 보여준다. 플랫폼 관점에서는 어떠한 복
잡한 기술적 요인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사용하기 쉽고 편한 시스템을 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공공 및 민간에서 활발히 추진되어
온 플랫폼 구축 관련 사업들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애플의 마켓플레이스 성공 이후로 플랫폼 서비스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분야
에서 플랫폼 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플랫폼 자체에 집중한 나머지
실제 유통될 콘텐츠나 네트워크 효과를 견인할 사용자들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주변에서 성공적으로 구축된 플랫폼 서비스는 찾기 어렵다.
교육 분야에서도 결과는 유사하다. 외국의 경우 무수히 많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개
발되어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여러 한계점들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 플랫폼의 경우에도 외형적인 모습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앞선 플랫폼 사례들이나 본 연구의 실증 분
석 결과를 참고할 때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와 플랫폼이 무엇인지를 선 고려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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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플랫폼 구축의 주체가 초기에는 사용자층

확보를 위한 유용하고 흥미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초기 사용자들이 유입되게 될 것이며 콘텐츠의 품질이 플랫폼의 품질로 이어
지게 될 것이다. 또한 사용자들에게 원하는 콘텐츠를 손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
록 편리한 시스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플랫폼의 영속성과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 올
중요한 요인임을 연구결과는 보여준다. 즉, 플랫폼이라고 해서 시스템적 관점에서 접근
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콘텐츠와 사용자
관점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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