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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정보화 10대 뉴스

교육부, 교육지원 정책 통합조회 서비스 ‘교육지원 한눈에’ 개통

교육부가 교육정책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및 지원 정책 통합조회 서비스 ‘교육지원 한눈에(http://

eduone.moe.go.kr/)‘를 3월 19일 개통했다. 이 서비스는 자신의 조건을 입력하면 맞춤형으로 교육지원 혜택정

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신청 시기 알림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 받을 수 있는 수요자 편의성 중심의 교육 정보 서비

스이다. 또한 교육부 추진 교육지원 정책 가운데 60개 안팎의 복지·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비·등록

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교육·체험·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정책 수요자에게 더 많은 교육지원 정보를 제공하고자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계부처, 시·

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의 교육 관련 프로그램 정보까지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림 도입-1] ‘교육지원 한눈에’ 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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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래교육 위해 디지털교과서 보급 및 소프트웨어교육 실시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사회·과학·영어 디지털교과서를 보

급하며, 중학교 정보 과목을 1학년에 편성한 1,351개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를 첫 적용하였다.

온라인으로 보급되는 디지털교과서에는 서책형 교과서의 내용 외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문항 등 풍

부한 학습 자료가 탑재되었다. 특히,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해 학습효과를 높였다.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는 중학교의 경우 2018년 1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중학교 전체 학년에 적용하고, 

초등학교는 2019년에 모든 초등학교(5학년 또는 6학년)에 적용된다. 

[그림 도입-2] 디지털교과서로 수업중인 초등학교 학생들



4

2018년 교육정보화 10대 뉴스

교육부, 실시간 양방향 화상수업 가능한 ‘교실온닷’ 구축 및 시범운영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플랫폼 ‘교실온닷(www.clas-

son.kr)’을 구축하고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교실온닷’ 시스템은 수업정보 확인, 수강신

청 등이 가능한 교육포탈(www.classon.kr), 실시간·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수업 플랫폼, 학습 이력 관리 등

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 수업 관리 및 각종 통계관리 등을 위한 관리자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포탈은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기능을 파악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였으며, 실시간 화상수업 플랫폼은 

화면 및 자료 공유, 그룹토론, 판서, 퀴즈 등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였다.

2018년 시범운영은 방과 후나 주말에 수업이 진행되었지만, 장기적으로 운영모형 개발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규시간 내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도입-3]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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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자료 온라인 제출로 1,92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18학년도 대입전형을 위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통해 총 1,92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했다.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은 200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제공하며 시작되었고, 2015학년도 정시 모집부터는 검정고시 합격 정보에 대한 서비스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 

2018학년도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험생의 각 대학 전형자료 제출을 위한 교통비로 약 

1,630억 원, 대학의 전형자료 접수 및 원본대조를 위한 인건비 약 290억 원 등 총 1,920억 원의 수험생의 원서 

접수를 위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학년도 대입전형을 위해 전국 2,491개 고등학교에서 대입전형자료를 생성했으며, 수시모집 기간 중에는 

373개 대학 385만 546건, 정시모집 기간에는 346개 대학 66만 1,832건의 전형자료가 온라인으로 제공됐다.

[표 도입-1] 졸업학년도별 일반학생 학생부 대입전형자료 제공 현황               (단위 : 건) 

졸업학년도
수 시 정 시

수신대학 수 제공 학생부 건수 수신대학 수 제공 학생부 건수

2017

373개교

3,124,300

346개교

415,996

2016    461,614 159,050

2015    130,792  46,850

2014     54,559  15,650

2013     39,516  10,985

2012     22,694    7,428

계 3,833,475 65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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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러닝코리아 개최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시교육청은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18 이러닝 코리아(e-Learning Korea 2018)’를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환경변화에 대

응한 교육계와 이러닝 산업계의 관심을 반영하여, “이러닝, 에듀테크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에듀테크 

페어(박람회), 국제콘퍼런스와 다양한 부대행사로 진행되었다. 에듀테크 페어는 디지털교과서·소프트웨어 수업 

시연을 비롯하여, 미래 교육 기술과 관련된 9개 국가의 121개 기업이 참가하여 240여 개 부스를 운영했다. 아울

러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국제 콘퍼런스에는 30명의 국내·외 이러닝 분야 전문가가 발표자로 참여

하고 미래 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교사 등 6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연계 행사로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18 한-국제기구 공동 ICT 국제 심포지움’이 유네스코와 공동으

로 개최로 진행되었으며, 개발도상국 고위급 정책결정자 30명이 참가하여 ‘4차 산업혁명과 교육: 교사 ICT역량 

강화’를 주제로 각국의 정책과 교사 학습공동체, 지속적 전문성 개발 등을 논의했다.

[그림 도입-4] 2018 이러닝코리아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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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개최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함께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에 걸쳐 부산광역시 벡

스코 전시장에서 ‘2018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이하 SW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SW교육 페스티벌은 

학교 SW교육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 전반의 SW교육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었다. 

 2018 SW교육 페스티벌의 주제는 ‘언제나, 어디에나, 누구나 바로 나! SW교육’으로, SW교육에 관심 있는 누

구나 쉽고 재미있게 SW교육을 체험해보고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이날 행사는 학교 안팎 우수 

사례를 접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체험과 국내외 전문가가 SW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콘퍼런스로 진행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 SW교육을 받으며 긍정적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는 ‘나를 바꾼 SW, 학생 

강연 100℃’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림 도입-5] 2018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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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센터 기공식 개최

교육부가 11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북부지구 복합업무단지에서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센

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센터는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나이스

(NEIS), 에듀파인(Edufine), 업무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를 보존하고, 장애시 빠른 서비스 재개를 돕는 센터이다. 

주 센터의 보유 자료를 실시간으로 별도 공간에 복제해 저장하는 실시간 원격지 백업체계와 주센터 파손 등으로 

기능이 어려울 경우 서비스를 전환해 사용하는 재해복구시스템으로 구축된다.

센터가 건립되면 17개 시·도교육청의 시설이 훼손되거나 정보가 유실될 경우, 신속한 복구와 함께 24시간 이내

에 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전환하여 교육행정업무를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림 도입-6]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센터 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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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유네스코, 중앙아시아 ICT 교육 심포지엄 개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중앙아시아 권

역 ICT 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본 심포지엄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정책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유네

스코의 공식 사업이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정보시스템(EMIS) 강화’로 정보통신기술과 교

육의 융합을 통해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앙아시아의 교육정보 인프라 개선과 교육혁신 정책 방안

이 논의되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한국의 나이스(NEIS) 개발 과정과 활용 사례를 소개해 중앙아 6개국의 교

육혁신을 지원하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 간 교류협력에 기여했다. 

[그림 도입-7] 중앙아시아 권역 ICT 교육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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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정보화 10대 뉴스

한국, 미얀마의 ‘스마트 교육’ 혁신을 주도

교육부는 미얀마에 첨단 ‘ICT 활용 시범 교실’을 구축하고, 미얀마 ICT 교육 정책 모색을 위한 ‘한국-미얀마 교육

정보화 국제 포럼’을 17일 개최했다.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 운영 지원 사업’은 협력 국가에 노트북, 스마

트패드, 전자 칠판 등이 포함된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고 5년간 교원 연수 및 수업 소프트웨어 등을 지원하는 사업

으로, 2011~2018년까지 총 17개국에 구축하였다. 미얀마에 구축된 첨단교실에는 터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교사용 전자칠판과 교탁, 노트북 50대, 스마트패드 50대 등이 공급됐으며, 영상 콘텐츠 제작과 수업 미러링 등 

스마트 교육용 소프트웨어도 공급되었다.

포럼에서는 국내외 교육정보화 정책을 소개하고 첨단 교실 운영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교실 혁신과 현장의 

변화’, 미얀마의 ICT 교육 정책 혁신의 방향과 관련한 ‘패널 토론’ 등이 진행됐다. 실제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간 미얀마 현지에서 40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파워포인트와 스프레드시트 등 기본적 소프트웨어 활용 강의, 현

지 교사 간 상호 지도를 위한 교원 학습공동체 구성 강의, 스크래치 등 코딩 교육 관련 강의가 이어졌다.

[그림 도입-8] 미얀마의 스마트교육혁신 알림



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국제 심포지엄’ 개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와 

11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주제로 하는 ‘2018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본 심포지엄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국제적 전략 및 사례’, ‘지능정보 

사회의 디지털 시민성 탐색’,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역할’,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다. 

각 세션마다 세계 유수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각국의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된 교

육 정책과 경험을 공유했다. 

디지털 시민성 연구와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기획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

생들이 디지털 시민성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각

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림 도입-9] 2018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국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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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5

2004

2007

e-러닝 세계화 현황이라는 주제로 대륙별, 지역별 
클러스터 현황을 수록하여 각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국가 소개

교육정보화 수준 현황 분석과 3단계(2006년 ~ 2010년)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을 수록

교육정보화 현황 데이터와 중앙 부처 추진 e-러닝 
프로젝트 현황 수록

‘교육정보화의 미래: u(ubiquitous)-러닝을 향하여’
라는 특집을 통해 미래  ICT 교육에서의 유비쿼터스 
교육 활용에 대한 비전 제시

국제협력 및 해외동향을 교육정보화의 세계화로 변경 
하여 우리 교육정보화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전파하는 정책 내용 강화

e-러닝 정책포럼 추진 배경, 추진 경과 및 내용 정리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디지털 교과서’라는 주제로 
디지털 교과서의 중요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

교육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 등 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 상세 기술

e-러닝 국제 파트너십 강화·확충을 위해 추진된
e-러닝 세계화 사업 설명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한 국내외 파생 
효과(국내 고용/해외 무상 지원 효과) 상세 수록

e(electronic)-러닝 지원체제 관련 각종 사업 추진 
성과 소개

초·중등 e-러닝 활성화 사업에 관한 교육정보화 
콘텐츠 개발, 교수학습센터 구축 운영, 교원정보화연수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수록

대학교육정보화, 평생교육정보화, 교육행정 정보화, 
국제협력 및 해외동향 등에 대한 추진현황 및 각종 
정보를 관련 통계 자료와 함께 구성

국가 교육정보화의 역사를 연대기 도표로 기록하고 
국가 교육정보화 발전사를 수록 

교육정보화백서 20호 발간의 역사

▣ 1998-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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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2002

2001

2000

2003

사진과 함께 교육정보화 10대 뉴스 수록, 교육 
정보화의 주요지표를 그래프와 도표로 나타내어 
연도별 정보화 추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을 유아, 특수, 영재교육 등으로 더욱 
세분화시킴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정보화, 교육행정의 정보화 및 
국제 협력 분야를 세분화하여 교육정보화 전 분야를 
포괄 기술

교육정보화 우수사례, 연구, 시범학교 현황 및 사이버 
학습 관련 웹사이트 등 교육정보화 실태 이해에 유용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설립 후 발간된 첫 교육정보화백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와 시대별 정책 변천에 따라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의 목표 
및 추진 과제 등을 정리

초·중등학교의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보화 
및 전산화의 현황과 시·도 교육청의 정보화 사업 
사례 수록

전자도서관(대학)과 사이버대학 등 학술 연구 기관의 
정보화 현황 및 전망, 영미권 국가와 유럽 3개국, 
싱가포르의 교육정보화 현황 등 수록

지식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한 학교교육의 
방향 제시

국민의 ICT 활용 능력 기준과 교육 과정 개발 안내

교육정보화 정책 추진 및 변천과 국내외 교육 관련 
기관 웹사이트,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 및 시범 시행 
학교 운영 현황, 관련 주요 행사, 외국의 교육정보화 
전담기관 현황, 교육정보화 우수 사례집 발간 등 상세 
데이터 제공

교육정보화백서 최초 발간(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KMEC) 발간)

교육정보화의 개요, 관련된 정책 및 주요 사업, 초·중등학교 및 
대학, 민간 기관 등의 현장에 적용된 각종 정보화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 외국의 교육정보화 사례 수록

앞으로의 교육정보화 과제와 법률 및 제도 개선 등의 교육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비전을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의 방향 제시

교육정보화 관련 법, 제도와 법령 현황, 개선 방향을 
소개하고 교육정보화 사업 부문별 추진실적 수록

교육혁신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정보화 발전방안으로 관련 사업의 비전과 
추진목표를 추진과제 영역별로 제시

특히, 초·중등 교육에서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정보화의 세부 추진현황 및 과제, 해외 주요국과 
북한의 교육정보화 동향, 2005년까지 추진되는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에 대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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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5

2014

2017

‘교육정보화 20주년 역사’를 기념하여 특집으로 역대 
우리나라 교육정보화의 흐름과 변천사를 다룸

교육정보화의 초석이 되었던 컴퓨터 교육의 출발부터 
교육정보화 배경, 교육정보화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 
정리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정책 추진 현황,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NCIC),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이트, 지방교육 
재정 공시 포털시스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K-MOOC) 등 신규 수록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 현황 및 향후 방안’이라는 
특집으로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과 성장,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는 디지털 지식정보 사회의 도래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해외 주요 선진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 사례 소개 
및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교육 방향 고찰 

OECD PISA 2012 디지털 스킬(디지털 독해) 평가 
결과 국제비교 통계 수록

‘시·도교육청 교육정보화 현황’과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신규 수록

제5차 교육정보화 계획과 지식 정보 사회와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에 맞춘 다양한 내용 수록

교육정보화 주요 통계에 SW교육도구 사용비율 및 
OECD PISA 2015 ICT 친숙도 주요 결과 등 수록

PISA ICT 친숙도, ICILS 2013 등 초·중등학생의 ICT 
리터러시 수준 관련 내용 수록

학교 시설 통합정보시스템,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등 
신규 수록

특집으로 ‘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의 추진배경 및 
목적, 전략, 과제 등을 상세히 다룸

‘해외 정보교육과정 운영현황’ 및 ‘국가 수준 학업성 
취도 평가 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신규 수록

평생교육정보화 영역을 세분화하여 자세히 제시

교육정보화백서 20호 발간의 역사

▣ 1998-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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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12

2011

2009

2010

2013

‘디지털 문화와 미래학교’라는 특집으로 변화하는 
차세대 학교 소개

미래학교의 설계원리 및 유비쿼터스 기술과 철학을 
교육 분야에 적용한 ‘u-러닝’ 학습 체제 제시

‘21세기 학습자(New Millennium Learners)’의 특성과 
학습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고찰

외국의 미래학교 사례 및 장·단점 분석, 미래교육 
방향에 대해 수록

우리나라 미래학교 추진 현황 및 과제 상세 분석 및 
방향 제시

‘ICT 발전에 따른 교육정보화 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1차(1996~2000년)부터 4차(2010~2014년)까지의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등 영역별 교육정보화 성과 조명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 ‘유치원알리미’ 신규 수록

정보화 수준 측정 결과 등 통계 제공

IPTV의 매체적, 교육적 특성을 분석하고 교육적 활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제시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 출범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새로운 정보화 방향을 모색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정보화 현황 상세 
구성

특집 ‘스마트교육 현황과 향후 추진과제’를 통해 
2011년 부터 추진된 스마트교육의 추진경과, 내용, 
성과, 향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

초·중등학교 정보교육과정 운영 현황, 온라인 수업 및 
평가,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시스템 운영,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 활용서비스(KOCW) 운영 등 
새로운 주제 수록

국어·영어·스페인어 번역본 발간 및 보급 

신정부 주요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지원하는 교육정보화 방향 제시

‘이러닝 품질관리체제 운영’ 내용 신규 수록

‘교육정보공시시스템 운영’, ‘지방교육행·재정 통합 
시스템 운영’ 등 신규 수록

특집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을 통해 스마트교육 개념 
및 세부과제, 미래비전 등 제시

‘통계로 보는 교육정보화 역사’에 에듀넷, 나이스,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의 활용도 추가 수록

영어·스페인어·일본어 백서요약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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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학교급별 컴퓨터 보유 현황

➋ 컴퓨터 1대당 학생 수

1) 학교급별 컴퓨터 1대당 학생 수(전체 PC 기준)

2) 학교급별 컴퓨터 1대당 학생 수(학생용 PC 기준)

3) 설립유형별 컴퓨터 1대당 학생 수(전체 PC 기준)

2.9

2.6

2.5
3.6

2.8

1.7
3.1

3.1

1.6

초·중등 교육정보화 주요 통계

▣ 교육정보화 인프라 현황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2018.4

※ 산출식: 학생수/(학생용+교원용+행정용+기타 컴퓨터 수)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2018.4

※ 산출식: 학생수/학생용  컴퓨터 수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2018.4

※ 산출식: 학생수/(학생용+교원용+행정용+기타 컴퓨터 수)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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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도별 컴퓨터 1대당 학생 수(전체 PC 기준) 5) 시도별 컴퓨터 1대당 학생 수(학생 용 PC 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4.5 3.7 2.9 서울 10.6 9.3 5.4

부산 3.4 2.7 2.3 부산 6.7 5.4 4.3

대구 3.4 2.9 2.5 대구 6.7 6.5 4.6

인천 3.9 3.4 2.2 인천 7.5 6.3 3.5

광주 3.8 3.7 3.4 광주 8.8 9.5 6.9

대전 4.0 3.5 3.1 대전 8.7 7.7 5.8

울산 3.6 3.3 2.6 울산 7.0 6.9 4.4

세종 2.0 1.0 1.4 세종 3.2 1.3 2.3

경기 5.0 5.0 3.8 경기 10.9 11.4 7.0

강원 2.4 2.4 2.1 강원 4.7 4.9 3.5

충북 2.8 2.7 2.3 충북 5.2 5.4 3.6

충남 2.9 2.6 2.5 충남 5.3 5.1 4.2

전북 2.7 2.5 2.4 전북 5.3 5.0 4.2

전남 1.9 1.4 2.0 전남 3.0 2.3 3.4

경북 2.4 2.1 1.8 경북 5.0 5.3 3.7

경남 3.3 2.7 2.8 경남 6.2 5.2 5.6

제주 2.7 2.0 2.4 제주 4.5 3.2 4.3

※ 산출식: 학생수/(학생용+교원용+행정용+기타 컴퓨터  수)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2018.4

※ 산출식: 학생수/학생용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2018.4

6) 설립유형별 컴퓨터 1대당 학생 수(학생용 PC 기준)

※ 산출식: 학생수/학생용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2018.4

5.3

4.7

2.7

6.4
6.5

3.0

4.7

7.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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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학교급별 교원 1인당 컴퓨터 수

1) 교원 1인당 컴퓨터 수

2) 시도별 교원 1인당 컴퓨터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1.3 1.5 1.5

부산 1.5 1.7 1.7

대구 1.2 1.6 1.6

인천 1.6 1.5 1.5

광주 1.6 1.5 1.5

대전 1.3 1.4 1.4

울산 1.5 1.3 1.4

세종 2.3 2.1 1.8

경기 1.1 1.1 1.1

강원 1.5 1.6 1.4

충북 1.7 1.6 1.5

충남 1.7 1.7 1.5

전북 1.7 1.8 1.6

전남 1.6 2.1 1.6

경북 1.9 2.1 2.1

경남 1.6 1.7 1.5

제주 1.5 2.1 1.8

※ 산출식: 교원용 컴퓨터  수 / 교원수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2018.4

※ 산출식: 교원용 컴퓨터  수 / 교원수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2018.4

초·중등 교육정보화 주요 통계

▣ 교육정보화 인프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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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유형별 교원 1인당 컴퓨터 수

➍ 학교급별 컴퓨터 실습실 현황

구 분 실습실 수(평균)

전체 1.3

학교급

초등학교 1.3

중학교 1.0

고등학교

계 1.8

일반고 1.2

특성화고 2.7

자율고 1.1

특수목적고 3.4

특수학교 1.3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초·중등학교 교육정보화 실태 조사’, 2017.12

➎ 정보·컴퓨터 교과 담당 평균 교사 수

구 분

정보·컴퓨터 교과 담당 교사

계 자격증 소지 교사

학교당 평균 교사수 학교당 평균 교사수

전체 1.1 0.6

학교급

중학교 0.5  0.3

고등학교

계 1.8  1.4

일반고 0.9  0.7

특성화고 5.2  3.1

자율고 1.2  0.2

특수목적고 0.6  1.6

특수학교 2.3  0.6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초·중등학교 교육정보화 실태 조사’, 2017.12

※ 산출식 : 교원용 컴퓨터  수 / 교원수
※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2018.4

2.4 1.7

1.5

2.3

1.5

1.4
1.7

1.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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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 추진 정책과 성과

▣ 한 눈에 보는 교육정보화 역사

구분 2017 2018

교육정보화 정책·법제도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2017. 1)

·(가칭) 교육정보화진흥법(안) 발의

· 교육 목적의 저작물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제도 

개정 추진

·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 시행(2018.4)

  

추진

조직

중앙·시·도

실행기관
· 인터넷 사용에 따른 역기능 예방 사업 전담 부처 일원화

(미래창조과학부 → 방송통신위원회)

교육

학술

정보

활성화

초·중등교육정보화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모바일 지원

· 건강장애학생 원격 온라인 수업 추가

·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디지털교과서(초등3~4학년 

사회, 과학, 영어/ 중등 1학년 사회, 과학, 영어/ 고등 

영어) 보급

· ‘2018 SW 활용 소셜임팩트 창출 아이디어 나눔 

한마당’ 행사

· 원격교육연수원 신규 인가 및 내용심사 기준 개정 

· 크레존, 굿콘텐츠 서비스 인증 획득

· ‘1:1 학습 튜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서비스

고등·학술정보화

· 국립대학 자원 관리 통합 행·재정시스템 전면 개통

· 영국 교육부 제공 티처스 TV 해외 강의 테마 강좌 

서비스 운영

· KOCW 강의 큐레이션 서비스 및 강의 클립 형태의 분절 

기능 개편

· 아세안 고등교육 이러닝 수준 진단 연구

· ACU 제10차 운영위원회 개최

· KOCW-네이버 검색 서비스 연계 제공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전자결재 알림 및 메신저 서비스 개통

평생·직업교육

정보화

·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대국민 알리미 서비스 홈페이지 

개편

· 진로정보망 커리어넷의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 1차 작업 

완료

·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 시스템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

· 이용자 중심의 ‘늘배움’ 서비스 개편(검색 서비스 

고도화 및 위치 기반 평생교육 기관 정보 안내 등)

· 평생학습계좌제와 직업훈련정보망(HRD-net) 간 

학습이력 자동연계시스템 구축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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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7 2018

교육

학술

정보

활성화

교육행정정보화

· 학적 용어 정비에 따른 나이스 기능 개선

· 예방접종력 확인을 위한 나이스 기능 개선

· 학교 회계직원 인사·급여시스템 기능 개선

· 시·도교육청 사용자 교육 환경 고도화

· 국고보조금의 부정·중복수급 예방 및 대국민 정보 

공개를 위한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에듀파인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능 개선

· 4세대 나이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17개 시·도교육청 ‘e교육금고’ 도입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개편 사업 추진(UI 개편, 

주민참여예산, 재정학교 등 신규 공개 항목 추가 등)

·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추진

·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2차 구축사업 완료

정보표준

 및

정보보호

· 에듀테크 표준화 포럼 출범

·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표준화 추진

· 폰트 이용 가이드라인 제작 및 폰트 식별 프로그램 개발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소위원회 구성

· 교육기관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구축 추진

· 전자서명인증 국제 표준 기반 서비스 고도화

· 교육기관 정보보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 개발 연구 사업 

·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센터 건축 설계 완료 

이러닝 세계화

· 우즈베키스탄 교사 ICT 역량 기반 교원 연수 모듈지침 

개발 사업 추진

· 한-교류협렵국 교육정보화 포럼

· 캄보디아 대상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활용 확대 방향 모색’ 이러닝 국제컨설팅 추진

· 미얀마 르완다 대상 첨단교실 구축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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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2019∼2023) 수립

【수립 배경】교육부는 교육 분야 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번에 수립된 제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2019∼2023년)은 교육을 둘러싼 사회･문

화적 변화와 지식･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교육 환경의 혁신에 대한 요구와 교육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서 정보화를 통한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수립되었다.

[추진 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②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공공분야 정보화 포함

‣ 교육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교육부 훈령) 제7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교육 분야 부분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추진 경과】제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이하 6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부내 기본계획 추

진방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효율적･체계적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T/F를 구성하였다. 또한 

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성과분석을 통한 신규 과제발굴과 함께 시･도 교육청 및 유관기관이 참여

하는 6차 기본계획 세부 실행과제 작성 설명회(2018.9)를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취합된 세부 실행과

제와 예산을 분석하여 정책과제와 향후 5년간의 교육정보화 소요 추정 예산을 산정할 수 있었다. 

6차 기본계획 수립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교육청, 학교,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정보화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본 협의회는 기본계획의 방향 및 

내용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6차 기본계획 초안은 교육부내 

업무담당자 회의, 토론회, 전문가 협의회 및 공문을 통한 시･도, 소속･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 1월 14일 ‘2019년도 제1회 정보화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과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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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은 1996년 1단계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매 단계별 영역과 전

략과제가 도출되고 추진되었다. 단계별 주요 특징은 [표 특집-1]과 같다. 5단계 기본계획인 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의(2014∼2018) 종료시점인 2018년 말 주요 성과로는 ‘교육과 ICT의 융합을 

통한 창의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ICT활용 체제 마련과 인프라 고도화 추진, 정보화를 교육 전반의 

영역(유･초･중등, 고등, 평생, 직업･복지)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①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SW교육 및 디지털교과서 활용 등 ICT 활용 

교수･학습 기반 마련, ② 해외 학술자원의 확충, 인터넷 공개강의 확대 등 학술․연구 정보자원의 

공유 및 유통 활성화 노력, ③ 국가 평생학습 정보 제공 및 진로정보 유통 활성화 등 온라인 교육을 

통한 학습기회 불균형 완화, ④ 장애학생의 학습권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정보 제공 및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접근격차 해소를 위한 PC 및 통신비 지원, 다문화 가정을 배려하는 시스템 운영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교육기회 제공, ⑤ 정보공시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민알권리 보장과 

단위학교 통계성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교원업무 경감 및 업무효율성

[ 표 특집-1 ]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단계별 특징

구분 영역 주요 성과 및 전략과제 특징

1단계
(1996∼2000)

∙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 교육정보자료 개발･보급
∙ 정보기술 활용 교육 강화
∙ 교육행정정보화
∙ 학술･연구 정보 기반 고도화

∙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 기반 마련
∙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

∙ 최초의 중장기 교육정보화 종합계획
∙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과 연계 

2단계
(2001∼2005)

∙ 지식기반사회 대처 능력 함양
∙ 창조적인 산업인력 양성
∙ 함께하는 정보문화 창달
∙ 종합적인 성과지원체제 구축

∙ ICT 활용 수업의 안정적 정착
∙ e－러닝의 보편화(사이버 가정학습 등)
∙ 나이스(NEIS) 구축
∙ 학술정보 유통체계 구축

∙ 평생교육, 건전정보문화 포함
∙ 교육정보화 지표 개발

3단계
(2006∼2010)

∙ e교수학습/e평생학습 혁신체제 구축
∙ e교육안전망, 지식관리체제 구축
∙ e러닝 세계화/u러닝 기반 구축
∙ e－교육행정지원체제 구축
∙ 교육정보화 성과 및 질 관리

∙ 정보 인프라 보급
∙ ICT 활용 교육 활성화
∙ 나이스(NEIS) 교무학사 3개 영역 

분리 운영
∙ 교육 영역에 정보화 접목

∙ 이러닝 세계화, 성과관리 포함
∙ 정보화 사업의 지방 이양(90%)

4단계
(2010∼2014)

∙ 창의적 디지털인재 양성
∙ 선진 R&D 역량 강화
∙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
∙ 교육과학기술 정보 인프라 조성

∙ 스마트교육 도입･적용
∙ ICT 미래교육 연구, 시범 운영
∙ 에듀파인, EDS 서비스
∙ 유아교육 정보화

∙ 교육부, 과학기술부 통합에 따른 
시기, 범위 조정

∙ 교육･과학 분야 통합 계획 수립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 온라인수업･평가 활성화
∙ 교육콘텐츠 자유 이용 환경 조성
∙ 교원의 스마트 교육 실천 역량 강화
∙ 클라우드 교육 서비스 기반 조성

∙ 디지털교과서 시범개발
∙ 온라인수업 실시
∙ 교육 콘텐츠 저작권 논의
∙ 교원 ICT 역량 강화
∙ 클라우드 교육 서비스 기반 조성

∙ 초･중등교육 한정

5단계
(2014∼2018)

∙ 맞춤학습지원체제 구축 
(유･초･중등교육)

∙ 능력중심사회 구현(고등교육)
∙ 학습과 일이 연계된 평생 직업교육
∙ 아우르고 배려하는 교육복지
∙ 건전한 사이버 문화조성

∙ 창의적 교수학습 활동 지원체제 구축
∙ 학술정보공유유통체계 고도화
∙ 온라인 평생학습체제 구축
∙ 사회적 배려 계층 정보격차 해소
∙ 교육 행 재정 운영 인프라 구축

∙ 활용중심 정책으로 전환
∙ 교육정보화의 영역을 교육 전반으로 

확장(유･초･중등, 대학, 평생, 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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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사업 등과 같은 교육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선, ⑥ 사이버 위협 및 피해로부터 교육기관 보호를 위한 ‘교육기관 보안관제 종합시스

템’을 구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 

정보보호 우수인재를 양성발굴하기 위하여 권역별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설치 운영 등이 있다.

【환경 변화】6차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 교육정보화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첫째 사회적 환경변화로 정체현상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와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 간 갈등, 양극화로 인한 소외현상, 

생태환경의 악화 등으로 이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시대적 가치로 부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행정적 환경변화로 개방･공유･소통이 정책의 핵심가치로 부상한 것이다. 이는 정보의 

연결, 개방, 공유 등 데이터 기반의 행정 서비스 제공과 국가의 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정책에 대한 소통 활성화 및 공공정보 공유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다양한 

계층을 배려하여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로의 전환에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음을 말한다. 

셋째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로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미래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미래 인재 

양성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교육 환경(국가 교육 패러다임 전환, 미래 기술과 교육의 융합에 

대비한 정보화 정책 추진 등)의 중요성을 뜻한다.

네 번째는 글로벌 환경변화로 교육 정보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사회･경제･기술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정보화가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임

을 인식, 다양한 정보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각 나라별 

대응 노력은 국가차원의 ICT 교육환경 정비, 교육과정 개정, 교수･학습 역량강화, 마스터플랜 수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의 한계 및 시사점】전 단계인 5차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아쉬운 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6차 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정책 시사점을 다음 표와 같이 도출하였다.

[ 표 특집-2 ] 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정책 한계 및 시사점

5차 기본계획 정책 한계 향후 추진 방향

미래 인재 양성에 필요한 ICT 융합 
교육환경 조성 미흡

혁신적인 미래교육 시행을 위하여 미래형 ICT 교육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 
교사, 연구자 등 교육 참여자의 디지털기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지능정보시대에 대비한 교육정보 
개방･공유･활용 부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서비스 고도화로 정보 활용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의 
교육정보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교육 분야 공공데이터의 가치 및 활용성 증대 필요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포용적 교육 
서비스 제공 한계

초․중등, 고등교육을 넘어 국민의 전 생애주기와 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교육 체제 구축 지원이 
필요하며, 정보화 격차 해소와 소외계층을 배려한 온라인 교육시스템 마련도 함께 고려

효율적 정보화의 추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 미비

효율적, 지속적인 교육정보화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와 함께 교육정보화 확산과 정보화 
추진기관 및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 소통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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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앞에서 언급된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전 단계 기본계획 정책의 

한계 및 시사점 등을 고려하여 제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은 ‘사람 중심의 미래 지능형 교육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4대 목표와 영역, 13대 주요 정책과제, 51개 실행과제로 구성되었다. 

[ 그림 특집-1 ] 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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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명
연차별 목표

2019 2020 2021 2022 2023

미래형
스마트

교육 환경
조성

디지털교과서
개발 보급

(초5∼6)
사회, 과학, 영어

(중2)
과학, 영어

(중3)
과학, 영어

- - -

차세대 RISS개발 ISP 수립
1차 구축
(대국민)

2차 구축
(기관)

시범
운영

안정화

개방형 학술정보
구축(누적, 천건)

2,637 2,707 2,777 2,847 2,917

대학라이선스
이용건수(천건)

6,303 4,588 4,873 5,158 5,443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공･사립(교)
4,440

(2018∼2019)
2,882 - -

국립(학급) 50 66 65 - -

지속가능한
교육정보화

혁신

진로교육 통합플랫폼
외부기관 이용도(만건)

700 725 750 755 800

e학습터 사용학교 수
(누적, 교)

4,000 4,300 4,600 5,000 5,500

대학 공개강의
다운로드(천건)

6,854 7,372 7,999 8,407 8,924

ICT를 통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실현

장애학생 특수교육지원
사용자 만족도(점)

77 78 79 80 81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학습자 수(누적, 명)

10,000 17,500 30,000 45,000 60,000

ICT를 통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실현

EDS기반 업무
경감율(%)

46.8 47.8 48.8 49.8 50.8

유치원 알리미
활용량(누적, 만명)

150 160 170 180 190

학교 알리미
활용량(누적, 만명)

1,405 1,447 1,491 1,536 1,582

대학알리마 고객
만족도(점)

80.5 81 81.5 82 82.5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센터
건축완공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개통 및
안정화

운영 고도화

【성과 지표】수립된 6차 기본계획의 관리를 위한 성과 지표는 총 4개 분야의 17개 지표로 구성

되었다. 주요 지표별 달성 목표는 ① ‘미래형 스마트 교육 환경 조성’ 분야에서 2020년까지 디지털

교과서 개발 보급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차세대 RISS개발 시범구축, 2023년까지 290만 건의 개방

형 학술정보 구축 및 540만 건의 대학라이선스 이용건수 달성 등이며, ② ‘지속가능한 교육 정보화 

혁신’분야, ③ ‘ICT를 통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실현’분야, ④ ‘공유형 교육정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분야 또한 각 분야별 지표와 목표를 수립하였다.

[ 표 특집-3 ] 6차 기본계획 분야별 성과지표와 연차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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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명
연차별 목표

2019 2020 2021 2022 2023

공유형
교육정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대학라이선스
도입종수(종)

28 29 30 31 35

4세대 나이스 구축 ISP수립
구축

(HW/SW)
구축

(HW/SW)
개통 및
안정화

운영

【정책 과제 및 추진방향】6차 기본계획의 13대 정책과제와 과제별 주요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ICT 융합 교수･학습 지원체제 구축: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 디지털교과서를 확대 보급하

고 교육과정 기반의 교수･학습자료 및 콘텐츠 공유･활성화를 통해 미래교육 지원 체제 마련, ②

지능형 학술․연구 생태계 구축 지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술정보서비

스 고도화와 공동 활용 학술DB 확충 및 오픈액세스 환경 구축을 통한 학술정보 공동이용 실현, 

③ 미래사회 변화 대응 디지털 역량 강화: 자기 주도적 온라인 교육 기반 구축과 ICT 교육 역량 

향상 및 건전한 사이버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 ④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실 구축: 맞춤형 교육서비스,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 분석, 나이스 교무업무 미래모델 등의 

개발과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구현 ⑤ 생애주기를 고려한 온라

인 교육 확대: 초･중등 교육 및 고등 교육을 아우르는 교육서비스 제공과 학습자 연령별, 특성별 

다양한 학습수요 대응으로 교육기회 확대 요구에 대응, ⑥ 평생교육 및 진로･직업 정보관리체계 

강화: 평생교육정보 연계 확대와 진로･직업 정보 통합 제공으로 다양한 학습활동 지원 및 특화서비

스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 확대, ⑦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교육행정 서비스 고도화: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교육행･재정정보시스템 적시 개선과 운영 효율화로 정책의 조속한 현장 

착근 및 교직원 업무 경감 확대, 국립대학 행･재정통합시스템 및 교대 학사관리 통합운영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 ⑧ 정보화 기반의 균등한 복지 서비스 강화: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사회적 

취약･소외계층, 저소득층, 소외지역 대상 교육복지 서비스 강화와 정보격차의 해소 및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  ⑨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정보 개방 촉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육통계 정보 

제공으로 교육정책 수립 지원 및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 활성화와 국민 알권리 보장 ⑩ 교육정보 

분야별 안전한 운영체계 구축: 교육기관 정보보안 체제 강화를 통한 사이버 침해 예방과 재난･재해 

대비 교육정보시스템의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조성, ⑪대국

민 정책소통･공감 채널 강화: 학부모 대상의 교육정책, 정보 제공 및 적극적인 소통 채널 확대와 

제안, 정책 토론 등으로 국민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열린 서비스 제공 ⑫ 교육정보화 디지털 

인프라 통합 구축: 교육 분야 디지털 인프라 통합과 신규 시스템 개발로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성･
유연성 확보 및 교육정보 자원 공유 체제 조성, ⑬ 교류협력을 통한 해외 정보 확충: 글로벌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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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 공동 활용 체제 구축과 해외학술정보에 대한 접근채널 확대를 통한 국가 학술‧연구 수준 

향상 및 교육정보화 해외협력 강화

【추진 체계】6차 기본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추진 체계로 첫째, 체계적 교육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교육정보화진흥법｣ 제정과 같은 교육정보화 진흥에 관한 법 제정

을 통하여 교육정보화에 관한 국가적인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정보화 관련 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교육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등의 추진조직 활성화가 요구된다. 교육부 및 소속기관은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평가를, 시‧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별 정보화 추진체계 구성을, 

대학 및 유관기관은 단위기관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활성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교육정보화 추진기관 및 담당자 간 협력체제 강화이다. 협의체의 체계화･정례화는 기존 

교육정보화 업무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를 업무 추진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례화하

고 운영방법을 체계화하여 교육정보화 정책 현안을 적시에 해결이 가능한 업무협의 및 기관 간 

협력이 가능하다. 또한 성과발표회 개최를 통해 교육정보화 주요 추진 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과 소통의 장(場)을 마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업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 그림 특집-2 ] 교육정보화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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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환류】6차 기본계획의 주요과제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및 성과체제 구축을 위해 연도

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체제 구축하였다.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

청이 연도별 시행계획(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교육부는 소속

기관, 시･도교육청의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정도를 매년 평가(시행계획 이행 평가)하고 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 교육부 정보화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한다. 또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주요과제 추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성과지표로 주요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미흡 과제의 경우 조정 및 지원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관리 

체제와 함께 차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3단계에 걸진 정책 연구 계획 등 5년 단위 기본계획에 

대한 환류 체제를 마련하였다.

[중장기 연구 수행 계획]

(1차: 2022.상) 제7차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비전 및 주요과제 설정 연구

(2차: 2022.하) 제6차 기본계획 성과 및 한계 분석 연구

(3차: 2022.하) 제7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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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역 주요 성과 및 전략과제 특징

1단계
(1996∼2000)

∙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 교육정보자료 개발･보급
∙ 정보기술 활용 교육 강화
∙ 교육행정정보화
∙ 학술･연구 정보 기반 고도화

∙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 기반 마련
∙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

∙ 최초의 중장기 교육정보화 종합계획
∙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과 연계 

2단계
(2001∼2005)

∙ 지식기반사회 대처 능력 함양
∙ 창조적인 산업인력 양성
∙ 함께하는 정보문화 창달
∙ 종합적인 성과지원체제 구축

∙ ICT 활용 수업의 안정적 정착
∙ e－러닝의 보편화(사이버 가정학습 등)
∙ 나이스(NEIS) 구축
∙ 학술정보 유통체계 구축

∙ 평생교육, 건전정보문화 포함
∙ 교육정보화 지표 개발

3단계
(2006∼2010)

∙ e교수학습/e평생학습 혁신체제 구축
∙ e교육안전망, 지식관리체제 구축
∙ e러닝 세계화/u러닝 기반 구축
∙ e－교육행정지원체제 구축
∙ 교육정보화 성과 및 질 관리

∙ 정보 인프라 보급
∙ ICT 활용 교육 활성화
∙ 나이스(NEIS) 교무학사 3개 영역 

분리 운영
∙ 교육 영역에 정보화 접목

∙ 이러닝 세계화, 성과관리 포함
∙ 정보화 사업의 지방 이양(90%)

제1장

교육정보화 정책 성과 및 추진 체계

1. 교육정보화 정책 현황

우리나라 교육정보화는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래 현재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

었다. 교육정보화를 통해 유･초･중등학교 교수학습 자료와 교육환경, 교육 방법 등이 대폭 개선됐

으며,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과 평생교육 분야도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됐다. 교육 전반에 걸쳐 이뤄낸 

성과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우수 사례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교육정보화 정책의 발전과정은 1단계 기반 조성기(1996∼2000년), 2단계 확산 및 정착기(2001∼

2005년), 3단계 고도화기(2006∼2010년), 4단계 교육･과학 융합기(2010∼2013년), 5단계(2014∼

2018년)로 구분된다. 각 단계별 성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표 총론 1-1 ] 1∼5단계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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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육정보화백서

구분 영역 주요 성과 및 전략과제 특징

4단계
(2010∼2014)

∙ 창의적 디지털인재 양성
∙ 선진 R&D 역량 강화
∙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
∙ 교육과학기술 정보 인프라 조성

∙ 스마트교육 도입･적용
∙ ICT 미래교육 연구, 시범 운영
∙ 에듀파인, EDS 서비스
∙ 유아교육 정보화

∙ 교육부, 과학기술부 통합에 따른 
시기, 범위 조정

∙ 교육･과학 분야 통합 계획 수립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 온라인수업･평가 활성화
∙ 교육콘텐츠 자유 이용 환경 조성
∙ 교원의 스마트 교육 실천 역량 강화
∙ 클라우드 교육 서비스 기반 조성

∙ 디지털교과서 시범개발
∙ 온라인수업 실시
∙ 교육 콘텐츠 저작권 논의
∙ 교원 ICT 역량 강화
∙ 클라우드 교육 서비스 기반 조성

∙ 초･중등교육 한정

5단계
(2014∼2018)

∙ 맞춤학습지원체제 구축 
(유･초･중등교육)

∙ 능력중심사회 구현(고등교육)
∙ 학습과 일이 연계된 평생 직업교육
∙ 아우르고 배려하는 교육복지
∙ 건전한 사이버 문화조성

∙ 창의적 교수학습 활동 지원체제 구축
∙ 학술정보공유유통체계 고도화
∙ 온라인 평생학습체제 구축
∙ 사회적 배려 계층 정보격차 해소
∙ 교육 행 재정 운영 인프라 구축

∙ 활용중심 정책으로 전환
∙ 교육정보화의 영역을 교육 전반으로 

확장(유･초･중등, 대학, 평생, 직업 등)

가. 1차 교육정보화(1996∼2000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한 1차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의 주요 성과는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 체제와 안정적인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첫째, 교육･학술정보화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정비했다. 학술진흥재단 산하에 첨단학술정보센

터를 설립(1996년)하고, 한국교육개발원 산하에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를 설립(1997년)했으며, 

교육정보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9년 두 기관을 통합해 한국교육학술정보

원을 설립함으로써 본격적인 교육정보화 추진 기반을 갖추게 됐다.

둘째, 주요 교육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개통하고 위성 교육방송을 개국했다. 국가교육정보 포털서

비스인 에듀넷을 개통(1996년)했고, 학술정보서비스(RISS)를 개통(1997년)했다. 또한 나이스의 전

신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프로그램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1996∼1997년)하기

도 했다. 이와 함께 교원정보활용능력평가제(1999년), 학생정보소양인증제, 초･중등학교 정보통신

기술교육 운영지침을 제정하고(2000년), 전체 교원에 대한 1차 정보화연수를 완료(1997∼2000년)

하는 등 학생과 교사의 정보 소양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셋째, 세계적 수준의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전국 모든 교원에게 

PC를 지급하고, 모든 학교에 인터넷 및 교단선진화 기기를 보급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정보화 

물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1차는 우리나라 교육정보화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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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교육정보화(2001∼2005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한 ‘교육혁신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발전방안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수학습 활동이 증가했다. 학교 현장의 

ICT 활용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84.91%, 중학교 70.59%, 고등학교 56.32%가 

수업의 10% 이상 ICT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EBS 수능강의, 사이버가정학습 등 교육정보서비스의 고도화로 이러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을 확산해 보편화를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 등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셋째, 나이스 구축 및 고도화로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나이스 회계 도입으로 수기장부

를 쓰지 않게 되면서 회계장부가 58개에서 11개로 축소되는 등 행정업무가 줄었으며, 나이스를 

통한 민원 처리로 국민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

넷째, 학술정보 유통체계의 고도화로 양질의 학술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RISS 가입자가 2004년 

67만 명에서 2005년 79만 명으로 증가했고, 학위논문 원문서비스는 2004년 30만 편에서 2005년 

40만 편으로, 학술논문 원문서비스는 2004년 85만 편에서 2005년 92만 편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05년을 기준으로 연구자들의 학술지 구매 및 정보검색을 위한 비용이 연간 223억 원이나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학술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공동 구매함으로써 고급 정보 이용

이 확산됐다.

다섯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00년부터 시작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를 지원한 결과 2007년 말을 기준으로 13만 9,000여 명의 학생에게 PC를 지원

했고, 61만 6,000여 명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했다. 2차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을 통해 1차에

서 구축한 인프라를 교육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고, 

정보화 투입이 많은 교육 영역에서 효과를 거두는 시기가 됐다.

다. 3차 교육정보화(2006∼2010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한 3차 교육정보화 발전방안은 u－학습사회와 인재강국 구현을 목

적으로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정책이 추진됐다.

첫째, 전 국민의 지식 창출 및 학습역량 강화로 이러닝 기반의 교수학습체제를 고도화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 내재화된 현장 중심의 교육정보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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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습 환경의 유비쿼터스화를 통해 학습자 기반의 학습체제를 마련하고 신기술의 교육적 활

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 사업을 전개했다. 셋째, 교육정보화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을 

위해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정책에 대한 지원 및 사업 컨설팅 등 국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넷째,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지식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저소득층, 장애우, 코시안 

등에 대한 교육복지 차원의 정보화 지원체제를 강화했다. 

또한 3차 교육정보화 발전방안에는 교육정보화 정책 및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다.

첫째, 참여･공유･협력 기반의 Web2.0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에듀넷, RISS 등 국가 교육학술정

보서비스 등의 변화를 도모했다. 또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이를 교실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 u－러닝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디지털교과서 상용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전개했다.

둘째,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품질인증을 강화해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이러닝 표준화 사업을 통해 콘텐츠를 포함한 모든 교육자원의 공유･유통 과정에서 불필요한 작업

을 줄이고, 상호 운용성 등이 보장되는 수준 높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교육

정보 분야에서 이러닝 표준은 2004년 초･중등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국가표준(KS X 7001)이 최초

로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표준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총 7종의 이러닝 표준을 제정했다.

셋째, 선진형 미래학습을 위한 R&D 활동을 활발히 추진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중심으로 

추진된 미래교육 연구사업은 미래교육 매체, 교수 방법, 학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추진함

으로써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미래학습과 관련해 진행된 과제는 연구 31종, 개발 12종에 이른다. 추가로 IPTV의 

교육적 활용 방안, VR 콘텐츠 개발 등의 첨단 학습 연구(2009년)를 추진했다.

넷째, 우리나라의 교육정보화 성과를 해외로 확산하기 위한 세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개발도상국 PC 지원사업 등 단순히 인프라 제공을 넘어 우리나라의 교육정보화 노하우를 전 세계

로 공유･확산하기 위한 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그 결과 2007년 제1회 UNESCO－바레인 

국왕상과 IMS(국제표준화 기구)가 주최한 ‘IMS Learning Impact 2007’ 대회에서 대상(Platinum)을 

수상했다. 또한 이러닝 국제컨설팅과 세미나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제고했다. 특히 2008년에는 

우즈베키스탄에 62만 달러, 콜롬비아에 15만 달러의 컨설팅을 수주해 국가 위상을 드높였다. 한편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06년부터 교육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해 사이버 

침해사고 및 해킹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2007년부터 교육기관 전자서명인증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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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차 교육정보화(2010∼2013년)

2008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

라 교육 영역과 과학기술 영역을 포괄한 ‘교육과학기술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기본계획의 주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프라 중심의 정보화에서 소프트파워 육성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프라 

구축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 교육 현장의 근본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 사업이나 서비스 등 단위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던 것에서 벗어나 대상 국가의 교육과 과학의 

총체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 파워 육성 중심의 새로운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둘째, 디지털 학습－연구 생태계라는 개념을 도입해 정보의 생산･유통･활용 환경을 구축하고, 

정보기술과 학습･연구를 선순환으로 연계해 미래교육을 선도하고자 했다. 셋째, 개별 사업 중심의 

정보화를 넘어서 소통과 융합을 기본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참여･협력할 수 있는 제도

적･기술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 넷째, 기존 하드웨어 보급 중심의 국가 주도적 정책에서 수요

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적시에 보급할 수 있는 분권화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다섯째, 데이터 기반(Data Based)의 정보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ICT 기반의 창의인재 양성, 선진 R&D 역량 

강화, 소통과 융합의 서비스 확대, 교육과학기술정보화 인프라 조성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해 총 

21개 전략과제와 6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 표 총론 1-2 ] 4차 기본계획 전략과제

4개 영역 21개 전략과제

ICT 기반의
창의적 인재 양성

∙ 선진 U－교수－학습체제 구축 ∙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
∙ 창의적 소프트 파워 강화 ∙ 선진 교육지원체제 도입
∙ 교원역량 강화 지원 ∙ 교육정보화를 통한 따뜻한 사회 구현
∙ 학교－직업－생활 연계체제 조성 ∙ 미래교육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 이러닝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선진 R&D 역량 강화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고도화 ∙ 지속 가능한 국가 연구개발 지식정보 활용체제 구축
∙ 국내외 과학기술 전문정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부가가치 창출형 연구･서비스 활용기술 개발
∙ 국민의 과학기술 문화 확산 촉진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
∙ 차세대 과학기술 교육･연구 융합환경(EDISON) 서비스
∙ 오픈 엑세스 기반 연구개발 협업 플랫폼 구축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인프라 조성

∙ Clean & Green IT 기반 학교인프라 재구조화 ∙ 교육행정정보서비스 선진화
∙ 차세대 사이버 R&D 인프라 구축 ∙ 선진 교육과학기술정보화를 위한 정보보호 체제 구축
∙ 정보화 추진체제 정비 및 법제도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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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2011년 6월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을 수립한 후 

2013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사회, 과학 과목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에듀넷 콘텐츠 활용 확대 등 사이버학습 서비스를 다양화 했으며, 교원연수정보서비스(TTIS) 운영 

및 스마트교육 연수인증제를 실시(연간 14만 명 연수)해 교원의 역량을 강화했다.

고등교육･학술 분야에서는 학술･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학술연구정보 수집을 확대해 2013년에 

약 111만 건의 석･박사 논문을 제공했으며, 해외 학술정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연간 약 657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아울러 대학강의공개(KOCW) 서비스를 통해 9,785개 강의와 24만 9,000여 

강의 자료를 공개해 연간 약 195만여 명이 활용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서는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기반 평생

학습 도구를 활용해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했으며, 직업적성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종합 

진로탐색 등의 커리어넷 서비스를 확대･운영함으로써 약 90만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교육복지･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청각장애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EBS 수능방송 교재 점역 등 다양

한 특수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4년 현재 학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병원학교를 31개 

운영하고 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PC 보급에 연간 약 160억 원을, 

인터넷 통신비로 연간 470억 원을 지원했다.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교육정보통계 등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교

육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으며, 교육정보화의 세계화를 통해 글로벌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국제표준(ISO)과 전자출판 국가표준(KSX 6070)을 제정함으

로써 교육정보화 표준화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 부문은 교육부로, 과학기술 부문은 미래창조과학

부로 개편되면서 교육 영역과 과학기술 영역을 포괄하는 4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마. 5차 교육정보화(2014∼2018년)

교육부는 2014년 10월 제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2014∼2018)을 수립하여 맞춤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유･초･중등교육, 능력중심사회구현을 위한 고등교육･학술연구, 학습과 일이 연계된 

평생･직업교육, 아우르고 배려하는 교육복지･특수교육, 공공정보 활용기반 및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등 5개 영역에 30개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제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매년 1년 단위로 교육정보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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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영역 30개 전략과제

맞춤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유･초･중등교육

∙ 교육과정 기반의 교육정보 선순환 체제 조성 ∙ 맞춤형 진로 정보 유통 체계 구축
∙ 정규교과 온라인수업 내실화 및 활성화 ∙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학교 환경 구축
∙ 교원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지원 ∙ ICT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교육 강화
∙ 창의적 교수･학습 활동 지원 체제 구축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고등교육･학술연구

∙ 학술정보 유통 체계 고도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체계 구축
∙ 대학의 연구･교육 활동 지원 강화 ∙ 대학 공개 강의 활성화 지원
∙ 대학 정보의 공개･공유 활용 확대 ∙ 한국유학종합 시스템 구축

학습과 일이 연계된 
평생･직업교육

∙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평생교육사 자격 통합관리 체제 구축 및 활성화
∙ 온라인 평생 학습 지원 체제 구축 ∙ 국가직무능력 표준(NCS) 학습모듈 서비스 플랫폼 구축

아우르고 배려하는 
교육복지･특수교육

∙ 특수교육 정보화의 내실화를 통한 장애인 교육복지 기반 조성
∙ 장애학생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강화
∙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공공정보 활용 기반 
및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 정보기반 교육 행정 업무의 고도화 ∙ 고객중심의 대국민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 교육재정 및 교육행정 업무관리 체제 선진화 ∙ 교육행재정 인프라 운영 고도화
∙ 유아교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고등교육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 교육정보통계 시스템(EDS, EDSS)을 활용한 빅데이터 운영
∙ 표준 및 품질관리 기반 구축 ∙ 안전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 한국형 교육 정보화 모델 세계화 ∙ 미래교육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 성과관리 체제 강화

[ 그림 총론 1-1 ] 5차 교육정보화 비전 및 추진전략

[ 표 총론 1-3 ] 5차 교육정보화 5대 영역, 30개 전략과제

제5차 교육정보화는 ICT 활용 체제 마련과 인프라 고도화를 중심으로 정보화를 교육 전반의 

영역(유･초･중등, 고등, 평생, 직업, 복지)으로 확장하여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교육’ 형성에 기여

하였으며,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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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SW교육 및 ICT 활용 교수･학습 기반 마련

2015 개정 교육과정의 SW교육 필수화에 따라 교원의 지도 역량강화 연수 및 교재개발 보급 

등의 기반 마련을 추진하여 2018년에 중학교 1,351개교, 전체 학교의 42%가 SW교육을 적용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디지털교과서 개발 보급 및 활용 학교 수 증가와 학생 및 

교사의 ICT 활용 교수･학습 역량을 향상시켰다.

[ 그림 총론 1-2 ] 디지털교과서가 가져온 학생의 역량 변화

2016년 사전 사후 검사 결과(학생) 2017년 사전 사후 검사 결과(학생)

출처: 이러닝과

[ 그림 총론 1-3 ] 디지털교과서가 가져온 교수학습 및 학생의 변화

디지털교과서를 통한 교수･학습 활동 변화
디지털교과서 사용자(교사/학생)의 만족도

출처: 이러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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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총론 1-4 ] 디지털교과서가 가져온 교사역량 및 인식 변화

교사 역량 변화 교사의 긍정적 인식

출처: 이러닝과

한편 교수･학습 자료와 초･중등교육 정책의 통합 관리를 통해 교사에게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

하여 교과학습 콘텐츠 공동활용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그림 총론 1-5 ] 2018년 에듀넷･티-클리어(EDUNET･T-CLEAR)1) 재구조화 결과

 

에듀넷･티-클리어 교육콘텐츠 제공 비율 에듀넷･티-클리어 가입현황(2018년)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 학술･연구 정보자원의 공유 및 유통 활성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2)) 운영 개선으로 인쇄･전자형태의 다양한 해외 학술자료 확보와 해외

학술지 무료이용을 위한 지속적 라이선스 품질관리 및 종수를 확대하여 모든 대학이 양질의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1) EDUNET･Teacher－Curriculum Learning Evaluation and Activity Resources: 교육과정 자료‧정보를 전국의 교육기관 및 학교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초･중등 교육정보 메타데이터(KEM, Korea Educational Metadata), OPEN API 및 검색 스크립트 등을 

보급하여 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2)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대학생, 교수 등 연구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내외 학위･학술논문 및 도서자료, 

이러닝 강의를 포함한 고등교육 학술연구정보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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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총론 1-4 ] 해외 전자자료 성장 현황 (단위: 종, 억 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학술DB 대학라이선스 22 24 27 28 28

예산
절감액

학술DB 대학라이선스 988 1,007 1,184 1,270 
1,359

(추정치) 

외국학술지지원센터(누적) 48 63 99 135 173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그림 총론 1-6 ] 해외학술 DB 이용 현황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다음으로 대학 인터넷 공개강의 공동활용 서비스(KOCW)의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활용 편의성을 

증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여 이용률을 제고하였다.

[ 그림 총론 1-7 ] KOCW 강의자료 구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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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총론 1-8 ] KOCW 강의 이용현황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6년에는 디지털학술정보유통(dCollection)3)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여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

화하고, 외부 기관과의 연계 확대로 학술 정보의 검색 및 원문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 그림 총론 1-9 ] 디지털학술정보유통(dCollection) 서비스 현황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구축현황(누적) 학술정보서비스 검색 및 원문 이용 현황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 dCollection(Digital Collection): 대학에서 생산되는 학술정보자원을 수집, 저장, 공개하여 연구자들에게 원문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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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교육을 통한 학습기회 불균형 완화

소외계층 및 평생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주민 등을 위한 국가평생학습 포털 ‘늘배움

(lifelongede.go.kr)’을 구축하여 국가 단위 평생학습 전달체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7년 초에는 

진로직업 정보서비스(커리어넷, carreer.go.kr)를 가상 클라우드 서버로 전환하여 공공부분 클라우

드 전환의 선도적 역할과 진로정보망의 유연성･확장성･경제성을 제고하였다.

[ 그림 총론 1-10 ] 연도별 커리어넷 만족도 조사 결과(5점 척도)

 출처: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2015년 10월에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4))를 개통함으로써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우수한 강좌를 공개하여 국민의 교육 수혜기회를 확대하였다.

[ 그림 총론 1-11 ] 연도별 K-MOOC 수강신청 실적

 출처: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4)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수강 인원의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한 웹 기반의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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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약계층 정보격차의 해소와 교육기회 제공

우선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에듀에이블5)을 운영하고 인터넷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에 

자료를 제공하여 교과교육을 지원하였다.

[ 그림 총론 1-12 ]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대체자료 개발 및 에듀에이블 대체학습자료 서비스 화면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대체자료 개발

에듀에이블 대체학습자료 서비스 화면

또한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의 가정을 대상으로 PC보급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저소득층 학생 74만3천명에게 

총 1,818억원을 지원하여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 격차 해소에 기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 교육 디지털아카이브6) 시스템을 통해 다문화 교육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일반 국민이 손쉽게 검색 활용토록 지원하였다.

5) 교육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선

유치원알리미 및 학교알리미 제공 정보를 다양화하여 유･초･중등학교 교육에 대한 국민의 알권

리 보장 및 민간 활용 활성화를 증대하였다. 유치원알리미의 경우 2015년 12월에 유치원과 어린이

집 정보공시를 통합하여 전국 약 8,800개 유치원과 약 4만 2,500개의 어린이집 정보를 제공하였다.

학교알리미 서비는 공시항목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여 2016년에는 20종, 2017년 25종, 

2018년 29종으로 확대해 데이터 활용성을 증대하였다. 그결과 2015년부터 2016년 동안 학교알리

미 서비스는 국가중점데이터 및 민간활용 우수 데이터로 선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우수등급을 달성하였다.

5) 에듀에이블(blind.nise.go.kr): 장애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현장교사들에게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제공을 지원

하는 교수･학습 포털사이트

6) Digital archive: 정보들을 디지털화하여 보관, 항구적인 기록과 보존 및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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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나이스(NEIS) 에듀파인
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2014
∙ 나이스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
∙ 클린재정시스템 

구축(회계모니터링)
∙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시스템 구축

2015
∙ 중앙센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 물품관리시스템
(RFID 기반)

∙ 차세대에듀파인
ISP 수립

∙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ISP 수립

∙ 지방 교육재정 알리미 
개통(2015.12)

2016
∙ 자유학기제 기능적용
∙ 2015개정교육과정 

기능 적용

∙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추진

∙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추진

∙ 재해복구체계 
기본계획 수립

∙ 교부금 교부내역공개 
서비스 제공

∙ 현장모니터단운영

[ 그림 총론 1-13 ] 유치원알리미 및 학교알리미 운영실적 (단위: 명)

유치원알리미 이용자 수 학교알리미 이용자 수

출처: 교육부 교육통계과

또한 단위학교의 통계성 행정업무 경감 및 실증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교육정

보통계시스템(EDS)과 에듀데이터서비스(EDSS)의 보유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였다.

[ 그림 총론 1-14 ] EDS를 통한 연도별 통계성 자료 제공률(2014∼2018년) (단위: %)

출처: 교육부 교육통계과

한편 교육정책의 변화와 법･제도의 적용, 대외기관 연계 확대, 사용자 편의성 제고 등 지속적인 

정보시스템 고도화와 안전성 강화로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표 총론 1-5 ] 나이스 등 교육행･재정시스템 고도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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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나이스(NEIS) 에듀파인
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2017

∙ 국가직무능력표준 
연계 기능개선

∙ 통합재해복구체계 
기반조성

∙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 재해복구체계 구축 
관계기관 업무 협약

∙ 재해복구센터 설계 
공모

∙ 현장모니터단 운영

2018
∙ 4세대 나이스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
시스템 구축 추진

∙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
시스템 구축 추진

∙ 업무연속성계획
(BCP)표준안 마련

∙ 재해복구센터 
설계･착공(11월)

∙ 현장모니터단 운영 
확대(100명)

6) 건전한 교육 사이버환경 조성에 기여

사이버 위협 및 피해로부터 교육기관 보호를 위해 2018년 7월 ‘교육기관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교육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진단 개선(2015년부터 매년 2∼3점 수준을 향상, 

2018년 81.18점)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력을 강화하였다.

[ 표 총론 1-6 ] 교육기관 정보보호 활동 강화 주요 현황

구분 사이버안전센터 운영(ECSC) 정보보호 수준진단

2014 ∙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지정(19개 기관) ∙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반영

2015
∙ 정보보호 점검단 구성･운영
∙ 위협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보급

∙ 정보보호 수준진단 개선
∙ 대학 지표 개발

2016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 ∙ 정보보호정책, 인적보안 등 지표개선

2017 ∙ 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강화 ∙ 정보보호 수준진단 시스템 개선

2018 ∙ 교육기관보안관제 종합시스템 구축 완료 ∙ 개인정보보호 법령 등 개정사항 지표 반영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및 교육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을 조성하였다.

[ 그림 총론 1-15 ] 교육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에 따른 누적 조치완료 및 점검URL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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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날로 지능화 다양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 정보보호 우수인재를 양성･발굴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권역별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을 설치하고, 매년 360명의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

하였다.

2. 교육정보화 추진 체계

교육정보화는 교육부, 소속 기관, 대학, 시･도교육청, 유관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하

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정보화에 대한 기본 정책을 마련하고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
초･중등교육 정보화는 시･도교육청에서, 고등교육 정보화는 대학에서 수행하며, 유관 기관에서는 

기관 고유의 임무에 따라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국제교육, 

교직원연수 등에 대한 정보화 업무를 지원한다.

[ 표 총론 1-7 ] 교육부 정보화 추진 체계

구 분 주요 역할

교육부 ∙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대학 ∙ 대학교육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도교육청 ∙ 초중등교육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유관기관
∙ 교육부, 대학, 시･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 기관 고유 업무에 대한 교육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그림 총론 1-16 ] 교육정보화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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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70년대부터 추진된 우리나라의 교육 및 학술정보화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제23조

에 두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다.

다음으로 2017년 10월 기존 ｢과학･수학교육진흥법｣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초･중등학교에서 정보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이 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정보교육의 필수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이다.

교육정보화의 기반이 되는 독립된 법체계가 없다는 점에서 2017년 김민기 의원 등은 ｢교육정보

화진흥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어 다시금 독립된 법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기회

를 잃었다. 교육정보화의 법적 기반을 독자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정보화의 수

준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일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필요한 교육체제 마련하여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간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차후라도 교육정보화를 종합적,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2. 교육정보화 법･제도 동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교육은 2014년 7월에 사회현실을 반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

어 중심사회 실현전략’ 및 교육부의 ‘초･중등 SW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발표되면서 가속화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2017년 10월 24일 기존 ｢과학･수학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여 정보교육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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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정보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실과교

과와 연계한 17시간, 중학교는 독립교과로서 34시간 이상 정보교육을 이수하도록 필수화한 바 

있다.

이 법률은 총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3조 법의 기본방향에서 ‘정보교육환경은 정보문

화 소양, 정보적 지식･문제해결 능력 및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고, 제5조에서는 ‘정보교육에 관한 국가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원의 양성, 확보, 처우 및 

전문성 강화,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실험 실습 시설의 확충, 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의 규정들은 상기 제5조 항목들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법의 시행령은 제7조에 과학, 수학, 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은 제정된 날로부터 

6개월 후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한편 최근 가짜정보를 둘러싸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생겨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디어리터러시교육법률｣은 10개 주에서 제정되었거나 제정을 추진 중이다.7) 독일의 경우

에도 SNS 등을 통한 가짜정보에 대응하고자 ｢네트워크 법집행법｣을 제정하여 인터넷서비스 제공

자(OSP)에게 강한 책임을 부과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8)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개념이나 용어의 사용도 우리에게는 아직 합의되어 정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미디어 리터러시, 인터넷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등 리터러시라는 

용어 앞에 수식어가 붙어 기존의 리터러시와는 다른 리터러시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디지털 

시민성, 사이버 인성, 사이버 시민성, 정보 소양, 정보 문해력 등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시민들의 

역량을 지칭하는 용어들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용어 사용의 다양성만큼이나 관련 근거 법률도 다양하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인성교육

법｣, ｢학교폭력 및 예방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최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입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는데, ｢미디어교육활

성화에 관한 법률｣(유은혜 의원 등 발의)과 ｢미디어교육지원법(안)｣(신경민 의원 등 발의)이 대표적

이다. 현행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교육이 정보화교육과 새로운 입법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는 개념이나 내용적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입법 노력의 실효성 등에 대해 신중한 접근과 고려가 필요하다.

7) https://medialiteracynow.org/your-state-legislation(2018. 9. 21 방문)

8) 박신욱(2018), 독일의 가짜정보 대응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2018년도 대한교육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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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법령 및 내용

교육 일반
교육기본법 제2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 지원, 교육정보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함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 정부는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함
(시행계획)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함

초･중등 
교육

(수업)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초･중등학교는 방송･통신수업을 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학교장은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 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51조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음

(정보교육)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정보교육환경조성, 정보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교원 수급, 정보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교육자료 확충 등을 규정함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 2015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정보과 교육과정(별책 10)을 포함함 

(디지털교과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조 교과용 도서에는 전자저작물이 포함됨

(저작권) 저작권법 제25조 초･중등학교의 수업을 위해서는 저작물 무상이용 가능하며, 전송을 위해서는 복제방지조치 등을 
취해야 함,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경우에도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1,14조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정보화를 위해 지원비와 대응비를 책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 교육부장관은 각종 기관을 연결한 학교도서관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음

고등교육

(수업) 고등교육법 제22조 대학은 방송･통신 수업을 할 수 있음

(원격대학) 고등교육법 제52∼54조 원격대학은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을 개설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원격대학은 원격강의 등의 수업을 할 수 있음

(도서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313조 대학도서관은 다른 대학도서관과의 교류 협력해야 하며, 협력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음

평생교육

(진흥) 평생교육법 제22조 국가 및 지자체는 학교, 민간단체, 기업과 연계하여 평생교육의 정보화와 평생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함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 누구든지 신고를 하고 원격교육을 할 수 있음. 단,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곳은 교육부장관의 인가 및 평가를 받아야 함

(근로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조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원격훈련 지원

교육 행정

(업무전자화) 교육기본법 제23조의2, 지방재정법 제96조의 2에 따라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5,6,7조 초･중등교육기관은 소관업무를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함
교육공무원법 제30조 교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음
학교보건법 제7조의 3 인적사항,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기타 사항 등 건강기록 결과의 작성 및 관리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함
※ 전자정부법 국가는 행정업무, 대민서비스 등을 전자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정보공개 및 공시) 교육기본법 제26조의2 교육기관은 교육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교육기관(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중등학교, 대학 등)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공시 방법 등을 구체화함
지방재정법 제60조, 제96조의 2(지방재정정보화) 지방재정 운영 상황 공개 및 통합공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 
운영하여야 함

3. 교육정보화 법･제도 현황

교육정보화에 관한 법제도적 근거들은 교육관계법, 정보화 관계법 등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총론 2-1 ] 교육정보화 관련 법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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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법령 및 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교원연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교원의 직무 및 자격연수를 원격연수로 이수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원격교육연수원을 설치･운영, 질 관리를 위한 원격연수 지원센터를 지정･운영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장 제18조제23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법과 절차(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4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교육복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8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음

정보보호 
및 윤리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사이버 인성 교육)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 8 유치원 및 학교 등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9∼30조의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그린인터넷인증제를 

실시,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설치･운영
※ 인성교육진흥법 제정(2015.1.20)에 따라 인성교육(사이버인성교육 포함)을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실시해야 함

(정보격차 해소)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3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 등이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정보통신기기 지원, 정보화교육 등을 할 수 있음

(학생정보보호)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는 학생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제 3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열람할 
수 없음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초･중등학생의 정보는 학술연구 및 통계, 상급행정기관의 지도･감독 등을 위해 학부모 등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번호 법정 수집주의 시행(2014.8.7),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조, 제37∼39조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보호 노력 의무 규정  

학술 진흥
(학술진흥) 학술진흥법 제5조 국가는 학술진흥을 위해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학술기반을 강화하여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 유도 및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학술활동 지원, 학술 교류 및 협력 촉진, 기반 구축 등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함

기관 /
재원

(시･도교육청 지원기관) 시･도교육감 조례 또는 규칙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교육정보화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교육정보원 
설립, 운영함
(지원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6조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교육정보제공체제 구축, 교육정보･자료 
개발, 원격교육 지원, 교육 관련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함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 및 제9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 4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취약점에 대한 분석･평가 의무화

이러닝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이러닝산업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이러닝 
콘텐츠 및 교수･학습 모델의 개발･보급･활용, 이러닝 관련 교육･컨설팅의 실시, 이러닝 시스템의 구축 등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또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기관의 장은 이러닝의 활용을 촉진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과 
이용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
(표준화 및 품질인증) 이러닝산업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이러닝 산업발전을 위해 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 등과 품질인증을 함
※ 이러닝산업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이러닝에 관한 표준화 및 품질인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기관이 대행함

4. 향후 계획

지능정보사회에서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과 교육의 융합 현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즉, 인공지능(AI),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 사물인터넷(IOT) 기술, 로

봇(Robot)기술 등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교육의 각 영역에서 신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의미 있는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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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기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법제도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새로운 교육정보화 현상을 기존 법체계로 수용 가능한지, 또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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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육정보화 주요 동향

1. 개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행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글로벌 동향9)’은 2018

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총 17개(83호∼99호)이며, 이 안에 총 126건의 해외 동향이 포함되어 있다. 

126건의 동향 중 다음 3가지를 기준으로 주요 동향을 추출하였다.

첫째, 해당 국가의 정부와 교육부 혹은 지자체 단위의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정보화 

정책과 그 추진 내용, 둘째, 기업 혹은 민간 업체의 동향이라도 그것이 학교교육을 대상으로 하며 

규모가 광범위한 것, 셋째, 인공지능, 블록체인, 플랫폼, 미래학교, 취업 등 최근 정책적 기술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이었다. 이렇게 추려진 동향들을 유사한 주제별로 구분하여 총 7가지 주제가 도출되

었다. ① 교육정보화 국가정책, ② 교사의 디지털 전문성 ③ 인공지능을 통한 학교혁신, ④ 블록체

인을 통한 학교혁신, ⑤ 교육용 플랫폼과 웹서비스, ⑥ 첨단기술 활용 미래학교, ⑦ 디지털 기술을 

통한 직업 훈련이었다.

[ 표 총론 3-1 ] 주제별 해외 교육정보화 주요 동향

9) http://lib.keris.or.kr/searchA/dlo?briefTy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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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디지털 전문성

미국
(98호) 미국 위스콘신주, 교육자 디지털 리터러시 훈련에 150만 달러 투자

(87호) 애플, 시카고에 코딩 교사들을 위한 훈련센터 설립 추진

영국 (85호) 영국 교육부, 컴퓨터과학 교사 지원 위해 국가CS교육센터 창설(8400만 파운드)

호주 (91호) 호주 서호주 교육청, 최초의 STEM 스킬 전략 발표(4년간 330만 호주달러)

뉴질랜드 (92호) 뉴질랜드 교육부, 디지털 커리큘럼 시행 위해 교사 전문성개발에 1,200만 뉴질랜드 달러 투자

인공지능을 
통한 

학교 혁신

아랍에미리트 (94호) UAE 교육부, 10개 공립학교에  인공지능 기반 학습 시스템 제공

뉴질랜드 (98호) 뉴질랜드 오클랜드 학교들, 디지털 교사를 통해 수업 진행

중국 (85호) 중국 유아교육기관, AI기반  소프트웨어로 ‘과학적 육아’ 시도

일본
(94호) 일본 학습콘텐츠업체, 비영리법인에 AI형 태블릿 교재 무상 제공

(95호) 일본 무료 동영상 교육서비스 스쿨TV,  인공지능(AI) 챗봇 도입

블록체인을 
통한 

학교 혁신

미국
(97호) 블록체인을 활용한 교육 개선 방법  20가지

(91호) 미국 대학들, 블록체인 기반 혁신 학습 플랫폼 구축

튀니지 (88호) 튀니지, 학교 급식 체인 관리에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활용

인도 (85호) 인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학위 발행 시범 프로젝트 추진

아랍에미리트 (89호) 두바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스킬 학습 플랫폼 개발

교육용 
플랫폼과 
웹서비스

미국
(99호)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무료 코딩교육 플랫폼

(99호) 페이스북, 코딩 교육 이니셔티브  ‘CodeFWD’ 개시

사우디아라비아 (99호) 사우디 교육부, 교육 포털 통해 디지털 텍스트북 제공

요르단 (83호) 요르단, 무료 온라인 학습 플랫폼 개설

싱가포르 (기타) 싱가포르, 교육부장관 연설: 학교교육의 중요성과 SLS 플랫폼10)

중국 (기타) 중국, 2018년 ‘1교사 1우수수업, 1수업 1명교사’ 활동방안11)

일본
(93호) 일본 총무성, 통계교육용 웹사이트 ‘KIDS STAT’ 개설

(97호) 일본 베넷세, 학교 프로그래밍 교육 지도안 공유 사이트 운영

첨단기술
활용

미래학교

호주 (97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STEM 교육을 위한 디지털 키트 제공

중국

(96호) 중국 안후이성 교육청, 300여 초･중등학교 내 ‘지혜 캠퍼스’ 도입

(83호) 중국 바이두교육, AI교육 시범 현 조성

(92호) 중국 인생과학학회, ‘AI＋꿈의 공간･인공지능 실험실’ 개설

디지털 기술을 
통한 직업 

훈련

미국 (98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STEM 교육 정책 ‘PASmart’에 3,000만 달러 투자

영국 (84호) 영국 정부, 코딩 컨소시엄 운영 계획 발표

아프리카 (91호) 아프리카 개발은행, 청년 취업을 위한 코딩 프로그램 개시

뉴질랜드 (96호) 뉴질랜드 교육부, ‘마이크로 자격인증제’ 도입

싱가포르 (86호) 싱가포르,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 위해  인텔사와 협력

10) http://bitly.kr/ovB5 한국교육개발원 해외 교육 동향

11) http://bitly.kr/O5fg 한국교육개발원 해외 교육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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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별 주요 동향

가. 교육정보화 국가 정책

세계 각국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학교교육의 정보화를 향상시키고자 

많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학교의 무선망과 학생용 PC 등의 정보인프라, 정보교과를 포함한 

교육과정 정비 그리고 연구학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4개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을 위해 발표한‘디지털 교육 액션플랜’

에는 3가지 우선 과제를 제시하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한 후,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그림 총론 3-1 ] 유럽연합의 ‘디지털 교육 액션플랜’ 3가지 우선 과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SELFIE’라는 학교 교육정보화 수준측정 자가진단도구는 7개 카테고리(리더십&국가관리, 교수학습, 역량개발, 평가, 교

육과정, 정보공유, 인프라)에 총 74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그 중 인프라 분야에 ‘디지털시대의 학습을 위해 학교 내 물리적 가상적 학습공간이 정

비되어 있는 것’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http://publications.jrc.ec.europa.eu/repository/bitstream/JRC98209/jrc98209_r_digco

mporg_final.pdf

뉴질랜드 정부는 8개 교과(영어, 예술, 보건 및 체육, 언어, 수학 및 통계, 과학, 사회, 기술)로 

구성된 교육과정 중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기술 교과에 통합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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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물건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며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2018년부터 기술 교과로의 통합이 진행되고 2020년부터는 통합 자체가 의무화된다. 

통합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초･중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

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컴퓨팅 사고력, 디지털 디자인 및 개발, 물리적 디자인 및 개발, 

프로세스 디자인 및 개발, 디자인 및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이다. 

중국과 일본 정부(교육부)는 국가 단위의 교육정보화 정책을 발표하여 지자체의 교육정보화를 

독려 및 지원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교육정보화 2.0 행동 계획’은 2020년까지 학교의 정보화 

인프라와 플랫폼을 정비하고 교사와 학생의 정보 소양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 중에 교사와 학생을 위한 실명제 인터넷 학습 공간과 평생전자학습 시스템 구축, 

그리고 교육정보화 시범 지역 및 시범학교 등을 통해 학교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되었

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학교교육정보화 인프라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국가 예산 약 10조 원(1개 

학교당 5년간 약 6,000만 원)을 지원하는 ‘학교교육 ICT 환경 정비 5개년 계획(2018∼2022년)’과 

매년 학교교육 정보화 수준측정 결과를 시･도 단위를 넘어 구와 동 단위까지 항목별로 순위를 

공표하고 있다. 조사 항목 중에는 일반교실에서의 무선망 비율과 디지털교과서 정비 비율이 포함

되어 있다. 2018년에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디지털교과서의 정비 비율은 초등학교 

54.5%, 중학교 60.5% 고등학교 14.1%로 총 평균은 50.6%를 기록했다. 일반교실에서의 무선LAN 

정비율은 초등학교 41.5%, 중학교 39.6% 고등학교 23.8%로 총 평균은 38.2%를 기록했다. 아울러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을 위해 ｢학교교육법｣을 개정하는 등 학교 교육 정보화 정책의 적극성을 

읽을 수 있다. 

나. 교사의 디지털 전문성

교사의 디지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교사와 디지털 관련 과목의 교사를 대상으로 막대한 

예산과 광범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물리적인 연수시설을 구축하거나 자격조건을 설정한 후 

희망하는 교사와 학교를 모집 및 선발하여 지원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위스콘신주 교육부는 시골지역 학교와 도서관 교사와 사서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해당 

교육시설의 통신 접근성 향상도 지원한다. 애플은 ‘애브리원 캔 코드’라는 시카고 학생 5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코딩 학습 프로그램을 2017년 말경부터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와 연계하여 

시카고 교사들의 코딩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센터 건물을 마련하였다.

영국 교육부의 국가CS(Computer Science) 교육센터는 매년 8,000명의 컴퓨팅 과학 교과 관련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약 8,400만 파운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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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 원)가 배정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향후 일자리의 대부분이 디지털 스킬과 관련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질 높은 코딩과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도모해야 한다는 대내외적 판단과 영국의 조사 

기관(컨설팅사인 BJSS와 시장조사기관 YouGov) 조사 결과 교사의 67%가 코딩 등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 응답도 그 배경이 되었다.

한편 호주의 서호주 교육청의 STEM 스킬 전략 또한 영국 교육부와 배경은 유사하지만 그 추진 

방법은 약간 상이하다. 그 대상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의 약 60개 공립학교의 교사 약 

1,200명이 대상이며 이를 위한 예산은 4년간 약 330만 호주달러(약 26억 원)이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는 크리스 힙킨스 교육부장관이 언급한 대로 ‘아이들에게 고유의 디지털 솔

루션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아이들로 하여금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사용자일 뿐만 아니라 

제작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미래 일자리에 대비’하기 위해 교사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키아 타카투 아－마티히코12)’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교사 전문성 

개발을 도와주는 각종 온라인 툴킷(Pīkau)과 관련 영상, 자기평가 툴(Te Tokorima-ā-Mahuika) 등을 

제공한다. 총 1,200만 뉴질랜드달러(약 88억 원)가 투자되며 이를 통해 약 4만 4,000명 교사들의 

디지털 전문성 향상을 도모한다.

다. 인공지능을 통한 학교 혁신

해외의 인공지능 활용 교육 동향은 크게 2가지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학생과 시스템

간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유형(학생의 학습에 따른 콘텐츠 제시, 학생과의 실시간 대화)과 시스

템이 분석하는 학생의 학습 관련 데이터 유형(수치, 텍스트, 음성, 영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에서도 주목할 부분은 학생들의 표정 등을 통해 감정을 분석하는 것으로 뉴질랜드와 중국에서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 교육부는 2018년부터 아부다비 내 10개 공립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 4개 과목(수학, 

과학, 영어, 아랍어) 수업에서 인공지능 기반 맞춤학습 시스템을 제공하고 2019년에는 대상 학생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영상 중심의 학습콘텐츠가 제공되며 이와 함께 읽기 자료와 문제풀이도 포함

된다. 학생의 학습 수준에 따라 학습콘텐츠가 제공되며, 교사에게는 실시간으로 학생의 학습 데이

터가 제공되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성적과 

자신감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중국의 경우 민간 업체에서 학생의 얼굴 표정 등을 통해 감정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함

12) https://kiatakatu.ac.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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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는 인공지능형 학습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뉴질랜드는 벡터(Vector)라는 

회사에서 오클랜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관련 내용을 ‘윌’이라는 아바타 즉 ‘디지털 

교사’를 통해 학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뉴질랜드의 ‘소울머신’이라는 업체가 

개발한 ‘인공 신경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웹갬과 마이크를 통해 사용자의 감정을 

읽고 이에 대응한다. 중국의 신동방교육그룹은 ‘마바오수(妈宝秀)’라는 인공지능 기반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의 사진들을 학생별로 분류할 뿐만 아니라 사진 속의 

배경, 물건, 행위 등을 분석하여 자녀의 흥미와 대인관계 등의 특징을 교사와 학부모에게 제공한

다. 또한 중국의 TAL(好未来)이라는 업체는 수업시간 중 학생의 행동과 자세 및 표정 등을 통해 

집중도 등을 교사와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한 맞춤형 학습평가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

이다.

일본의 경우 2가지 업체가 소개되었다. 먼저 일본의 ‘이러닝 연구소’라는 곳에서 무료로 교육용 

동영상을 제공하는데 2018년 7월부터는 인공지능 기반 챗봇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퀴즈풀이를 하여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일본의 ‘콤

파스’라는 업체에서는 초･중학교 학생 대상의 수학문제 풀이의 과정을 분석하여 맞춤형 문제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교재(큐비나)를 개발하여 동북의 센다이 지역 학교에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라. 블록체인을 통한 학교 혁신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Distributed Ledger)’기술로 보안성과 네트워크성 및 기록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를 학교교육에 활용하려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를 파악하

기 전에 미국의 ‘게팅 스마트’라는 학습설계회사에서 정리한 20가지 블록체인의 학교교육 활용방

안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적 인증,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인프라 보안, 클라우드 저장, 

학습 시장 및 출판, 구인구직, 도서관에서의 활용이 포함되어 있다. 뉴욕시립대학은 비트코인으로 

수업료를 지불할 수 있고, 미국 센트럴뉴멕시코 커뉴니티 칼리지는 블록체인을 통해 ‘학생 소유의 

디지털 인증서’를 발행하고 있다. 튀니지 정부는 소외계층 대상 무상 급식 프로그램에서 학교 급식

의 품질을 추적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인도 정부는 학력 위조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학위 발행 시스템(인디아 체인)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블록체인을 금융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사례로 미국 뉴저지의 ‘유니온 카톨릭 리저널 고등학

교’가 있다. 이 학교에서는 금융 관련 과목에 암호화폐 관련 내용(암호화 기법의 역사와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법)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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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수학습 서비스에 특화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으로는 아랍에미리트의 스마트 두바이 

사무소와 두바이 미래재단이 구축한 ‘스마트시티 유니버시티(Smart City University)’를 꼽을 수 

있다. 본 플랫폼은 두바이 전체 청소년과 시민의 디지털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종의 평생교육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그림 총론 3-2 ] 아랍에미리트 ‘스마트시티 유니버시티 플랫폼’의 특징

마. 교육용 플랫폼과 웹서비스

정부(교육부) 혹은 지자체 단위 혹은 글로벌기업 등에서 코딩 관련 콘텐츠와 교육용 디지털 콘텐

츠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플랫폼과 웹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먼저 코딩의 경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K-12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는 

코딩 교육 플랫폼‘SC Codes13)’를 개설하였고, 페이스북은 업체 스피로(Sphero)와 협력하여 미국 

4∼8학년생과 교사들에게 코딩 교육과정 (CodeFWD14))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는 교육부의 교육용 포털을 통해 모든 디지털교과서를 

제공할 것임을 발표했다. 요르단은 K-12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무크(MOOC) 기반 플랫폼 ‘K-12 

에드락(Edraak)’을 개설하였고, 현재는 중학생 대상으로 수학 교과의 동영상 강의와 평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추후 다른 교과로 확대할 예정으로 사용 언어는 아랍어이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지난 5월부터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SLS, Student Learning Space)를 통해 학생과 교사가 양질의 

교수학습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에서도 ‘국가교육자원 공공서비

스 플랫폼’을 통해 교사들이 탑재한 100만 개 이상의 수업 동영상 중에 우수 수업을 선정하여 

다른 많은 교사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수업내용은 현행 교육과정에 부합하고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수업 방

법을 혁신하여 수업의 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다. 수업 동영상 길이는 

30분 이상으로 화질이 선명해야 한다.

13) www.sccodes.org

14) https://techprep.fb.com/codefwd/



83

제3장 해외 교육정보화 주요 동향

마지막으로 일본 총무성은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통계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웹사이트(KIDS STAT)를 구축하였다. 일본 교육기업인 베넷세는 학교 

교사들의 프로그래밍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수업지도안 무료 공유 사이트 ‘프로안즈15)’를 구축

하였다.

바. 첨단기술 활용 미래학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2018년 10월부터 모든 관내 초･중등 공립학교에 로봇과 가상현

실 뷰어 및 3D프린팅 등을 포함한 최신 디지털 키트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총 660개 키트가 포함된 

디지털 패키지로서 이를 위해 약 184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또한 최신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을 

위한 교사 연구도 병행될 계획이다.

중국은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교육부의 ‘교육정보화 2.0 행동계획’과 ‘초･중등학교 디지털 캠퍼

스 건설 규범’을 발표했고, 이를 배경으로 안후이성 교육청은 일종의 ‘스마트 학교’라고 볼 수 있는 

‘지혜 캠퍼스’ 정책을 2018년에는 관내 300여 초･중등학교에 운영하고, 2020년까지는 관할 성내 

모든 학교에 구축할 계획이다. 지혜 캠퍼스를 통해 ‘전문적인 과제 평가 시스템을 통한 자동 첨삭’

과 ‘디지털 교재’ 그리고 ‘칠판 없는 교실 및 인터넷 교실’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국의 ‘바이두

(Baidu) 교육’이라는 교육플랫폼 업체는 장시성의 빈곤지역인 상여유현에 있는 121개 학교에 스마

트교실(지혜교실)을 구축하고 무료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각종 학습데이터를 분석하여 교사

와 학생의 맞춤형 교수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VR 콘텐츠와 VR 기기 제공, 학생의 학습상황 추적 

분석, 스마트폰의 앱 활용 등의 첨단 기술적 특징도 갖추고 있다. 한편 중국의 ‘인생과학학회’는 

슝안신구 내 20개 초･중등학교 안에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교실을 구축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로봇과 3D프린팅를 포함한 10여 개의 인공지능 관련 기기를 활용하여 제작하며 코딩 교육이 이루

어진다.

사. 디지털 기술을 통한 직업 훈련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정보화사회를 배경으로 이에 대응하고자 성인 혹은 취업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코딩 등 디지털 기술을 교육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훈련 및 인턴 프로그램이 무상 혹은 유급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정부는 지난 3월에 STEM 교육을 통한 인력 개발 정책 ‘PASmart’를 발표하

15) www.proan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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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본 정책은 K-12 부문의 STEM 및 컴퓨터 과학 교육과 함께, STEM과 컴퓨터 과학 관련 기업에

서의 인턴 프로그램과 근로자 재훈련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인턴 프로그램(Internship)을 위해

서 약 700만 달러, 근로자 재훈련 프로그램(Externship)을 위해서 약 300만 달러가 각각 투자될 

전망이며 웹사이트(pa.gov/smart)를 개설하였다.

영국 정부는 영국 국민들의 디지털 스킬 향상을 위해 코딩 교육 컨소시엄인 ‘인스티튜트 오브 

코딩(IoC)’을 결성하고, 약 3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본 컨소시엄에는 IBM, 시스코(Cisco), 통신

업체 BT,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대표적인 테크놀로지 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 및 영국의 대학 

및 영국컴퓨터학회(British Computer Society) 등으로 구성되었다. 주목할 점은 성인들의 디지털 

역량을 직접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5개 대학(방송대학, 애스턴대학, 코벤트리대학, 런던 퀴메리

대학, 배스대학)을 통해 (성인들의 디지털 역량 육성을 위한 교육)관련 산업 표준 및 자격 증명을 

마련하거나 직업의 디지털화를 연구하고 모범 사례 및 사업 결과들을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도모

하는 점이다. 이와 별도로 영국 정부는 성인 대상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훈련 코스에 약 150억 

원을 투자한 후 이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고 특히, 이러한 훈련 코스에서의 교육기

술과 인공지능 활용 평가 목적으로 약 5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은 아프리카 지역의 청소년 및 여성 대상의 코딩 기술 훈련 프로그램인 ‘취업

을 위한 코딩 프로그램(Coding for Employment Program)’을 시작했다. 록펠러재단, 마이크로소프

트, 페이스북 등이 파트너 기관으로 동참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청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디지털 격차를 완화시키고 지역 청년들의 유망직종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아프리카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아프리카의 청년

과 여성 등 약 3,200만 명에게 코딩 교육을 하여 이중 약 900만 명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까지는 약 5,000만 명의 청소년에게 코딩 기술 훈련하여 이중 2,500만 명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뉴질랜드 교육부가 2018년 8월 말부터 ‘마이크로 자격인증제(Micro-credential system)’를 추진

하고 있다. 이것은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뉴질랜드 국민들

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넓히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현재 대학 및 직업교육에서는 제공하

지 않지만 수요가 예상되는 테크놀로지 활용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정보 테크놀로지 부문에서는 

코딩 전문가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 관련 기술을, 농업 및 조림 부문에서는 드론 테크놀로지 전문가 

관련 기술이 포함된다.

싱가포르의 연구재단 등의 정부기관이 발족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인 ‘AI싱가포르’는 대졸 전공

자 약 2,000명에게 유급 인공지능 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동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싱가포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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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대학 졸업 후 3년 이내의 졸업생으로서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이 가능하고 데이터 관련 상품,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를 개발해 본 경험이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기술에 지식이 

있는 자에 한하여 선발한다. 총 9개월에 걸쳐 매달 약 250만 원 내외 훈련 급여가 제공된다. 총 

9개월에 걸친 훈련 과정은 크게 3개월의 인공지능 코스(교실수업, 온라인수업, 다수의 프로젝트 

활동)와 6개월의 현장 훈련(실제 근무 현장에서 인공지능 관련 문제 해결)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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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초·중등교육정보화



초·중등교육정보화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와 교수학습 지원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과제로는 시·도별로 추진되는 

교육정보화 시행계획,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운영,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소프트웨어 교육, 온라인 수업 활성화, 학생평가지원 포털 

구축 및 운영, 교원정보화 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수학습 지원 사업으로는 에듀넷 사이버학습, e학습터,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이트 구축 및 

운영,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 EBS 서비스 운영,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운영 등이 있다.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는 국가교육과정을 원활하게 보급하고 홍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정식으로 웹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홈페이지 운영과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자료 탑재 및 관련 자료 공시, 운영현황 조사 등이 있다.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홈페이지 

이용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3월부터 1년간 총 접속자는 52만 2,763명이다. 

디지털교과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서책 교과서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실수업의 변화를 이끄는 도구로 모색되었다.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 개발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제도 정비, 시범 적용 및 효과 검증 등을 거쳐 2018년부터 일반학교에 적용되고 

있다. 2018년 8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는 총 85책으로, 이중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교과서는 81책이다. 아울러 2019년에 

적용될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교 2학년용 디지털교과서를 개발 중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14년부터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면서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17시간, 중학교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34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수업 활성화 사업은 동영상 원격 교육을 통해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학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 수업을 신청한 학교 수는 중학교 607교, 고등학교 696교 등 총 1,303교가 온라인 수업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 신청 학생 수는 8,948명, 과목별 학생 수는 11,852명이다. 

한편 교육부는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과 연계하여 ‘지능형 학습분석 서비스 

제공’ 및 ‘교육용 오픈마켓 구축·운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능형 학습분석 서비스는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분석하여 개인에 최적화된 맞춤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향후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분석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용 오픈마켓은 공공·

민간·개인이 참여하여 유·무료 교육용 콘텐츠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개방형 콘텐츠 유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Summary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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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교육부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 및 교육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매년 교육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시행 및 국가정보화 기본(시행)계획과 연계, 제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2014∼2018년)의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정보화 분야의 국내외 여건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등의 정보통신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요구 증가 및 국정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정

보화 정책 추진하고자 2018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2. 사업 추진 현황

2018년도 교육부, 시･도교육청, 유관기관의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에 대한 사업 현황은 총 27개 

기관, 693개 사업, 약 6,306억 원 예산 규모로 전년 대비 사업예산액은 1,116억 원(24.5%) 증가, 

사업 수는 13개(2%) 증가하였다.

[ 표 1-1-1 ] 연도별 예산 총괄표(2018년 5월 기준) (단위: 개, 백만 원, %)

기관명
2017

사업 수 
2018

사업 수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예산

2016∼2018
예산(계)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
증감률(%)

교육부  16  15   30,525  50,472  82,100  163,097  31,628   62.7

시･도교육청 474 639  274,246 375,249 517,741 1,167,236 142,492   38.0

소속기관   5   5 0   1,789   1,524     3,313   △265 △14.8

유관기관  35  34  27,360  27,809  29,316    84,485   1,507    5.4

계 680 693 426,499 455,319 630,681 1,512,499 111,687   24.5

제1절 시･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시행 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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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별･전략과제별 현황

시･도교육청 예산은 에듀파인 구축･운영(29.2%), 정보화기기(PC 등) 보급(10.4%), 소프트웨어 보

급(9.2%), 정보화지원(8.9%), 나이스(4.2%)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 증가가 가장 큰 사업은 에듀

파인 관련 예산으로 전체 예산 증액의 87.8%를 차지했다. 

전략별 과제예산은 [전략1]이 2,451억 9,000만 원으로 38.9%를 차지하였고, [전략2]가 148억 

5,000만 원으로 2.4%, [전략3]이 38억 3,000만 원으로 0.6%, [전략4]가 456억 5,000만 원으로 7.2%, 

[전략5]가 3,211억 4,000만 원으로 50.9%를 차지해 [전략1]과 [전략5]가 전체 예산의 89.8%를 차지

했다.

[ 표 1-1-2 ] 전략별 예산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

전략과제 2018년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전년대비 예산 증감률

 [전략1] 맞춤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유･초･중등교육 245,196 23,908 10.8

 [전략2]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고등교육･학술연구 14,851 2,468 19.9

 [전략3] 학습과 일이 연계된 평생･직업교육 3,838 1,013 35.9

 [전략4] 아우르고 배려하는 교육복지･특수교육 45,653 △2,295 △4.8

 [전략5] 공공정보 활용기반 및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321,143 150,269 87.9

합계 630,681 175,363 38.5

[전략1] 과제 중 예산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은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으로, 이는 2018년 SW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SW교육 인프라(컴퓨터실, PC) 확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학교 

컴퓨터실의 노후 PC 교체 사업은 주지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기반의 PC 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략5] 과제는 전년 대비 87.9%의 예산 투자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에 따른 관련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향후 국정과제 등 정책변화에 따른 4세대 나이스 

구축 등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정보 활용 기반’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사업 유형별 현황

사업 유형별 예산을 살펴보면 기획 사업이 6개로 전체 사업에서 0.9%를 차지하며 22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전체 예산의 0.4%를 차지하고 있다. 구축 사업은 101개(14.6%)로 2,346억 

5,000만 원(37.2%), 운영･유지보수 사업은 432개(62.3%)로 3,172억 5,000만 원(50.3%), 정보화정책

지원 사업은 154개(22.2%)로 764억 7,000만 원(12.1%)으로 나타났다.



91

제1장 교육정보화 정책

전체 예산 중 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가 차지하는 비중(50%)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유지보수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그림 1-1-1 ] 시･도교육청 연도별 유형별 사업예산 증감 추이 (단위: 백만 원)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보화사업 중 ‘개발･구축’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시･
도교육청은 경기, 경을 포함한 8곳이다. 이는 전체 예산의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에 투자되고 있다. ‘정보화정책지원’ 사업비 또한 40억 원 이상인 시･도교육청은 

전남, 경기를 포함한 9곳으로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지원 

사업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시･도교육청의 ‘정책지원 및 개발 구축’ 사업의 경우 교육청별 예산 차이가 많이 난다. 

따라서 향후 교육청별 유사 서비스는 공동으로 개발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정보화 정책지원 사업

(정보화 제도 운영, 확산 등)은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교육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 사업 형태별 현황

사업 형태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신규 사업은 23개(3.3%)로 약 677억 원(10.7%), 계속 사업은 

670개(96.7%)로 약 5,629억 원(89.3%)의 예산 규모를 보였다. 신규 사업 예산 규모가 계속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보화 사업의 중요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 사업 예산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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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2 ] 시･도교육청 사업 유형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27 65 422 275 9

10,140 571 2,916 1,063 12,762 7,474 10,465 34,015 8,255 9,733 8,356 10,927 10,437 12,362 18,422 153

28,207 18,095 30,903 19,070 22,530 16,401 7.628 3,628 15,168 9,069 14,422 8,656 11,709 21,659 27,996 12,123 17,171

8,494 4,446 2,375 5,697 38 917 1,342 421 9,037 8,053 2,900 4,013 3,758 9,243 5,647 4,018 2,568

3. 향후 계획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에서는 매년 자체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성과를 관리함으로써 미흡한 

영역은 보완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영역은 확대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유관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시행계획을 정비하여 중복 사업은 조율하고 우수사례는 

공유하여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각 시･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정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미래지향적

이고 실효성 있는 제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2019∼2023년)을 수립하여 교육정보화 발전에 이바

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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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운영

1. 사업 개요

국가교육과정을 원활하게 보급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하나

가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의미할 수 있다. 

첫째, 2005년 2월 25일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우리나라는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면서 이전보다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둘째, 그간 축적된 국가교육과정 자료 증가에 따른 시의적절한 홍보 필요성이 제기되

어 왔다. 셋째, 최근 교육과정 자율화에 따라 단위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실행 및 실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실행과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 보급의 필요성

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넷째, 교육과정 개정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국가의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교육과정 개혁 정책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국제 동향을 조기에 파악하

여 교육과정 개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은 이러한 정책적 필요와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2008년 ‘국가교육

과정의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연구(김진숙 외, 2008)’에 착수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국가교육과정정

보센터(NCIC)의 유지 및 확대･발전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2011년 정식으

로 웹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이후에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해왔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CUTIS 서비스(교육과정･교과서 정보 서비스)’ 운영을 통해 기본적인 교육과

정･교과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 이 2개 사이트는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중복되는 

정보가 많았다. 이에 따라 양자의 통합을 통한 외연 확대 및 질 제고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교육부

는 2013년 2월 CUTIS 서비스를 종료하고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와 통합 운영을 추진했다. 이후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교육과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위탁 운영하는 형식

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는 공신력 있는 국가교육과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그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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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 내용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의 주요사업 내용은 홈페이지 운영,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수준의 교

육자료 탑재 및 관련 자료 공시, 운영현황 조사 등이 있다. 

먼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메인 사업 중 하나는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과정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쓴다. 즉 웹사이트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관련 오류를 개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원하는 정보를 사용자가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수시 개정 자료와 후속지원 자료를 탑재하고 관리한다. 또한 

100대 우수학교 우수사례 관련 자료를 업로드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활용성을 높이

고자 노력해 왔다. 이와 더불어 국가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문의에 응답하고 대국민 안내와 

의견 수렴에 힘써왔다. 

세 번째는 교육과정 관련 자료를 공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자료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교육청의 최근 고시된 각 학교급별 편성･운영지침을 업로드하고 있으며, 세계 

61개국의 교육과정 원문파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제 동향 스크린 사업 산출물을 정보 공시하고 

있다. 

넷째,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운영 현황을 조사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가교육과정정보센

터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해당 사이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메뉴별 방문자 통계와 홈페이지 이용 패턴을 조사하고 있으며, 

전화 문의 및 홈페이지 문의 등 사용자 요구 내용을 분석한다.

[ 그림 1-1-3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운영 사업의 내용 및 절차

※ 출처: 이근호 외(2017).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홈페이지 유지 및 보수

3. 주요 성과

첫째,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사이트 접속자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접속자는 52만 2,763명이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접속한 달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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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계획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3월로 총 8만 996명(일평균 방문자 수: 2,613명)이 방문하였다. 

가장 적게 접속한 달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로 1만 3,208명(일평균 방문자 수: 26명)이 방문하

였다. 이처럼 꾸준한 접속자 유지는 국가교육과정 연구개발센터로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위상

을 드러내는 것이며, 교육부와 정책 공조를 공고히 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 그림 1-1-4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접속자 수(2017년 3월∼2018년 2월) (단위: 명)

둘째,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유지･보수 및 운영하였다. 연구 사업을 통해 새로운 

정책과 관련한 교육과정 관련 자료를 탑재･공시하고, 문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로 과정 

대국민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2017년 3월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행화 작업, 

5월에는 검색 엔진 수리 시행, 7월부터는 보안 작업을 시작하였다. 

셋째, 최신 국가교육과정 관련 자료 공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왔다. 이는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 업로드를 통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2017년 11월에는 영어

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4]) 수정 요청을 받아 이를 탑재하였다. 2018년 1월

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별 평가 기준 및 연구 보고서 및 그 수정본의 

업로드가 이루어졌으며, 제13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사업 결과를 공시하였다. 

2018년 2월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별 평가 기준 한글파일 업로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시･도 편성 운영지침 업로드, 2009 개정 시기의 고등학교(2012. 7)의 국어과 

파일 누락으로 인한 업로드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시기에 지역 교육과정을 제목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였다. 

넷째, 국가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홈페이지의 내용을 

제공하는 등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2017년 3월에는 한국교육

학술정보원의 ‘에듀넷･티-클리어’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우수학교 교육과정 자료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PC보안을 일시 해제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 협조하였다. 4월에는 교육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정보･자료별 이용 현황과 2014∼2016년 방문자 수 집계 및 페이지뷰 이용 현황 자료를 송부

하였으며, 교육부 산하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요청에 따라 공문을 통한 탑재 자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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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현행 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요구조사 등을 기반으로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첫째,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은 ‘연구 조직’과 ‘사업 조직’, 혹은 이 양자 

혼합 형태의 세 가지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동안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를 운영해 온 조직은 

‘연구 조직’의 성격이 강했다. 연구 조직 중심으로 시스템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정보

센터 시스템 운영･관리 자체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교육과정정보

센터의 운영･관리 조직을 사업과 연구 아이디어가 결합된 형태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교

육과정정보센터의 전문적이고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시스템 관리･운영팀’과 ‘자료 관리･
운영팀’의 이원적 구도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시스템 관련이다. 현재 국문 사이트의 경우 ‘수요자가 원하는 종류

의 자료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가?’라는 기준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벤토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

가교육과정정보센터의 국문 사이트는 관리자가 새로운 자료를 업로드할 때 지나치게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사이트도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

션도 오류 없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수립하였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인벤토리 서비스는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

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내의 정보를 유의미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작게 분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분절된 단위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작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정보만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키워드 

검색 방식의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의 서비스를 이러한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

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 탑재된 자료는 그대로 보존･이용하되 

새로운 국가교육과정 자료가 생성될 경우에는 원문 다운로드 서비스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가용 

예산이 확보될 경우 새로운 자료를 쉽고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사이트 전체 시스템 용량을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며, 영문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오류에 대한 모니터링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셋째, 현재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자료를 진단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문

제점이 나타났다.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거나 시의성이 떨어지는 등 정보･자료의 가치가 감소되고, 

분절적인 자료 제공 방식과 불편하고 부족한 검색 기능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며, 합리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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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의 설정 없는 방만한 운영으로 관리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시급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안되었다. 메뉴와 정보 내용을 

정선하고 선별적으로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을 중심으로 업데이트하고, 세계 교육과정은 10개국 정도로 대상국을 조정하여 교육과정 정책과 

총론의 기본 정보만 제공한다. 그 외에는 필요한 링크를 제공한다. 기타 정보･자료의 경우에도 

매년 지역 교육과정을 업데이트하는 등 최신 자료가 탑재될 수 있도록 한다.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적 조직 확충 및 예산 확보를 전제로 인벤토리 구성 간소화를 통한 자료 제공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검색 기능 강화 등을 통한 편의성 증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시의성과 질을 높이고, 정책 연구와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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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1. 사업 개요

교과서는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학생용 교재이다. 그간 우리나라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구현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교육 도구로 국가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지대

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교과서에 너무 많은 지식이 요약･압축되어 있어 학교 수업을 지식 전달 

중심의 주입식 교육으로 유도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동기를 이끌어내기에 부족함에 많다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다. 디지털교과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서책 교과서의 한계를 보완

하고, 교실수업의 변화를 이끄는 도구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연구 개발과 제도 정비, 시범 적용 

및 효과 검증을 거쳐 2018년부터 일반학교 적용이 추진되었다. 

2. 추진 경과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최초로 논의된 것은 2002년이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식정보화 사회

의 새로운 교수･학습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창의적이고 문제해결력이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획일

적 서책형 교과서를 탈피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검토하면

서 관련 연구를 추진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기반 다지기는 2007년에 시작되었다. 2007년 3월 교육인적

자원부는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초등학교 디지털교과서 원형 개발에 착수하

였고, 2008년부터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에 적용하였다. 그 후 2011년까지 디지털교과서 원형 

개발과 개선, 연구학교 적용이 진행되며 디지털교과서의 개념과 개발 체제 등 기초 개념이 형성되

었다. 이 시기의 디지털교과서는 연구 차원의 산출물로 교과서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한 것은 아니

었으며, 당시 관련 기술 및 인프라가 성숙하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2011년 6월 당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과 관련 후속 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동 계획에서는 디지털교과서

의 개념을 ‘기존 교과 내용(서책형 교과서)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 문항, 보충･심화학

습 내용 등 풍부한 학습 자료와 학습 지원 및 관리 기능이 부가되고, 교육용 콘텐츠 오픈마켓 

등 외부 자료와 연계가 가능한 학생용 교재’로 정의하고,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 사용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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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교과서에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절차에 대한 정비도 

추진되었다. 그간의 운영 현황과 학교 교수･학습 환경,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범위를 초등학교 3∼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사회, 과학으로 

정하고, 연구학교 중심으로 시범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 그림 1-1-5 ] 디지털교과서 개념도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2

동 계획에 따라 2013년과 2014년 교과서 편찬기관 및 발행사를 통해 2009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

교과서 25책이 심의절차(편찬심의 및 검･인정)를 거쳐 개발되었으며, 2014년부터 연구학교 시범 

적용과 효과 검증이 수행되었다. 2015년 9월부터는 디지털교과서를 희망하는 일반학교 교사와 

학생에게도 활용 권한을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 1-1-3 ] 2009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현황(2013∼2014년) (단위: 책)

학교급 학년 디지털교과서 책 수 구분

초등학교 3∼5학년 사회, 과학 12 국정교과서

중학교 1학년

사회 ①(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과서) 5 검정교과서

과학 ①(교학사,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지학사,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8 인정교과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디지털교과서도 새로운 교육과정의 방향과 정보통신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개발･적용 방안이 요구되었다. 그간의 디지털교과서 적용 결과와 연구1) 등을 

토대로 교육부는 2016년 8월 29일 ‘2015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을 

1) 새로운 교육과정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 및 개발 교과 연구(김성식 외, 2016), 첨단기술 등을 반영한 개발 방향 연구(정영식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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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4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학교급 교과(군) 디지털교과서 구분

초등학교

사회 사회 3-1, 사회 3-2, 사회 4-1, 사회 4-2, 사회 5-1, 사회 5-2, 사회 6-1, 사회 6-2 국정교과서

과학 과학 3-1, 과학 3-2, 과학 4-1, 과학 4-2, 과학 5-1, 과학 5-2, 과학 6-1, 과학 6-2 국정교과서

영어 영어 3, 영어 4, 영어 5, 영어 6 검정교과서

중학교

사회 사회 ①, 사회 ② 검정교과서

과학 과학 1, 과학 2, 과학 3 검정교과서

영어 영어 1, 영어 2, 영어 3 검정교과서

고등학교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검정교과서

※ 출처: 교육부, 2016

확정하여 고시하였다. 동 고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 및 개발 교과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사회, 과학, 영어와 고등학교 영어로 정하고, 학년별 교육과

정 적용 시기에 맞춰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교육부, 2016).

이에 따라 2018년에 적용될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2017년에 추진되었으며, 심의를 거쳐 2018년 3월부터 전국 학교에 제공되고 있다. 

2018년 현재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국정과제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조성’의 

일환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과 학생 미래 역량 함양

을 목표로 체험 중심 학습 강화를 위한 실감형 콘텐츠(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개발･보급, 디지털교

과서 활용 지원을 위한 초･중등학교 무선인프라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 표 1-1-5 ] 2015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일정

학교급 학년 교과 2017 2018 2019 2020 2021

초등학교
3∼4학년 사회, 과학, 영어 개발 적용 → → →

5∼6학년 사회, 과학, 영어 개발 적용 → →

중학교

1학년 사회, 과학, 영어 개발 적용 → → →

2학년 과학, 영어 개발 적용 → →

3학년 과학, 영어 개발 적용 →

고등학교 영어(4종) 개발 적용 → → →

※ 중학교 사회①, 사회②는 2017년 개발하여 2018년부터 적용

※ 고등학교 영어(5종)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구배하여 사용  

※ 출처: 교육부, 2016

3. 추진 현황

가.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보급

우리나라의 디지털교과서는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디지털교과서 제작 가이드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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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전자책 표준(EPUB 3.0)과 웹 표준(HTML5)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되고 있다. ‘디지털교과서 

제작 가이드라인’은 기술 변화 및 관련 표준 동향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앞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연계 구현 방안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디지털교과서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3년부

터 2014년까지 2009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교과서 25책이 개발되어 2014년부터 보급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국정교과서 편찬기관과 검정교과서 발행기관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교

과서가 개발이 시작되어 2018년 3월부터 연차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2018년 8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는 총 85책으로, 그 중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교과서가 81책이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과학 디지털

교과서 4책이다. 아울러 2019년 적용될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 표 1-1-6 ] 2018년 디지털교과서 제공 현황(2018.8월 기준)

구분 학교급 교과 디지털교과서(편찬기관 및 발행사) 책수 구분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사회 사회 3-1, 사회 3-2, 사회 4-1, 사회 4-2 (부산교육대학교) 4 국정교과서

과학 과학 3-1, 과학 3-2, 과학 4-1, 과학 4-2(한국과학창의재단) 4 국정교과서

영어
영어 3(대교, 동아출판, 와이비엠(김혜리), 와이비엠(최희경), 천재교육) 5

검정교과서
영어 4(대교, 동아출판, 와이비엠(김혜리), 와이비엠(최희경), 천재교육) 5

중학교

사회

사회 ①(금성출판사, 동아출판, 미래엔, 박영사,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8

검정교과서
사회 ②(금성출판사, 동아출판, 미래엔, 박영사,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8

과학 과학 1(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와이비엠, 천재교과서) 5 검정교과서

영어
영어 1(금성출판사, 다락원, 동아출판(윤정미), 동아출판(이병민), 
미래엔, 비상교육, 엔이능률(김성곤), 엔이능률(양현권), 와이비엠(박준언), 
와이비엠(송미정), 지학사, 천재교육(이재영), 천재교육(정사열))

13 검정교과서

고등학교 영어

영어(금성출판사, 다락원, 동아출판, 비상교육, 엔이능률(김성곤), 
엔이능률(양현권), 와이비엠, 와이비엠홀딩스, 지학사, 천재교육(김태영),
천재교육(이재영))

11

검정교과서영어 회화(비상교육, 엔이능률, 와이비엠, 천재교육) 4

영어Ⅰ(금성출판사, 다락원, 동아출판, 비상교육, 엔이능률, 와이비엠, 
와이비엠홀딩스, 지학사, 천재교육)

9

영어 독해와 작문(동아출판, 비상교육, 엔이능률, 와이비엠, 천재교육) 5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사회 사회 5-1, 사회 5-2(진주교육대학교) 2 국정교과서

과학 과학 5-1, 과학 5-2(한국과학창의재단) 2 국정교과서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의 내용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문항, 보충･심화자료 

등이 부가된 형태로 개발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사회, 과학 디지털교과서에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실감형 콘텐츠와 창의력, 문제해결력, 정보 활용능력 등을 높여주는 조작형 놀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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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형 활동자료 등이 보강되어 학습의 이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 그림 1-1-6 ] 2015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교과서 주요 화면

고장의 문화유산 사진 강낭콩 한 살이 동영상 증강현실로 화석 관찰 듣고 말하는 역할놀이

※ 출처: 초등학교 사회 3-1, 과학 4-1, 영어 3(와이비엠, 대표저자 김혜리) 디지털교과서

나.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플랫폼 구축･운영

교사와 학생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뷰어와 학습커뮤니티 위두랑, 

계정인증 통합체제 등의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운영되고 있다. 디지털교과서 뷰어는 교과서 다운

로드와 교과서 보기 및 각종 교수･학습 지원 기능을 가진 디지털교과서 교수･학습 지원 전용 프로

그램이며, 위두랑은 학급 단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디지털교과서와 연계하여 교사와 학생의 

실시간 의견 공유, 자료 탑재 및 관리, 모둠별 헙업 활동, 학습 포트폴리오 제작 등을 지원한다. 

[ 그림 1-1-7 ] 디지털교과서 뷰어 및 학습커뮤니티 위두랑

디지털교과서 뷰어 기능 활용 화면 학습커뮤니티 위두랑 페이지

[ 표 1-1-7 ] 디지털교과서 뷰어 주요 기능

구분 주요 기능

교과서 보기 페이지 넘김, 페이지 이동, 축소･확대, 단면보기･양면보기

교수･학습 지원 하이라이트, 메모, 녹음, 복사, 노트, 펜쓰기, 북마크

외부 연계 학습커뮤니티 위두랑 연계, 외부 콘텐츠 연계

교과서 관리 디지털교과서 내려받기, 내 서재 관리

기타 기능 간편 메뉴,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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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과서와 위두랑은 PC･노트북과 스마트패드･스마트폰을 지원하며, 이용편의성 제고 및 

속도 개선, 첨단 기술을 적용한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

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함에 따라 디지털교과

서 뷰어는 여러 운영체제에서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브라우저 기반의 렌더링 엔진을 적용

하여 개편되었으며, 위두랑은 과정 중심 평가 지원을 위한 학생 개인별, 모둠별 학습활동 결과 

관리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디지털교과서와 위두랑은 교사와 학생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용을 위해 ‘에듀넷･티-클리

어(www.edunet.net)’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학부모 및 연구자 대상으로는 디지털교과서 샘플 콘텐

츠가 별도 제공되고 있다. 디지털교과서 뷰어는 윈도 운영체제의 PC나 노트북에서는 ‘에듀넷･티-

클리어’의 디지털교과서 메뉴(dtbook.edunet.net)에서, 스마트패드 및 스마트폰에서는 운영체제별 

스토어에서 ‘디지털교과서 2018’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다. 학습 커뮤니티 위두랑은 ‘에듀

넷･티-클리어’의 위두랑 메뉴 접속을 통해 PC･노트북 및 스마트패드･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

으며, 스마트패드･스마트폰에서 활용 가능한 ‘위두랑’ 애플리케이션도 별도 지원하고 있다. 

다. 디지털교과서 활용 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 

2009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교과서는 2014년부터 효과 검증을 위해 연구학교 중심으로 적용되었

으며, 2015년부터는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희망하는 일반학교 교사와 학생도 디지털교과서를 자율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었다. 그 결과 디지털교과서를 수업 또는 가정학습으로 

활용하는 학교 수는 2014년 163개교에서 2015년 1,592개교, 2016년 5,013개교, 2017년 5,891개교

로 연차적으로 증가하였다.

[ 표 1-1-8 ] 디지털교과서 활용 학교 현황(2014∼2018년) (단위: 개교)

구분 학교급 2014 2015 2016 2017 2018. 8

연구학교 

초등학교 81 71 86 43 33

중학교 82 63 42 29 18

계 163 134 128 72 51

일반학교

초등학교 - 1,063 3,085 3,637 4,876

중학교 - 395 1,800 2,182 2,244

계 - 1,458 4,885 5,819 7,120

합계

초등학교 81 1,134 3,171 3,680 4,909

중학교 82 458 1,842 2,211 2,262

계 163 1,592 5,013 5,891 7,171

※ 소속 교사 또는 학생의 디지털교과서 활용(접속) 기록이 있는 학교 수 기준

※ 2018년 8월 31일 기준



104

2018 교육정보화백서

2018년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새로운 디지털교과서 보급과 실감형 콘텐츠 적용, 초･중학

교 무선인프라 보급 추진 등에 따라 디지털교과서 수업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18년 

8월 기준으로 디지털교과서 활용 기록이 있는 학교 수는 7,171개교이다.

디지털교과서 활용 지원을 위해 관련 가이드북, 온･오프라인 연수 프로그램, 수업사례 등이 개

발･보급되고 있으며, 디지털교과서 활용 연수를 위한 강사교원이 매년 선발･양성되고 있다. 디지털교

과서 수업 연구 활성화를 위한 수업연구회는 매년 34개(시･도별 초등 연구회 1개, 중등 연구회 

1개)가 운영되고 있다. 연구학교와 수업연구회 등을 통해 개발된 디지털교과서 수업사례는 에듀

넷･티-클리어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 표 1-1-9 ] 디지털교과서 강사교원 및 교원 연수 현황(2014∼2018년) (단위: 명)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8

강사교원 391 213 216 246 686

디지털교과서 연수 이수 교원
(연인원)

69,179 38,975 37,039 28,730 24,625  

※ 2018년 8월 31일 기준

[ 표 1-1-10 ] 2015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교과서 활용 지원 자료(가이드북, 연수 자료) (단위: 종)

구분 주요 자료 종수

활용 가이드 디지털교과서 활용 가이드(초등학교 교사용, 초등학교 학생용, 중학교 교사용, 중학교 학생용) 4

교원연수 교재 2015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교과서로 좋은 수업하기(공통,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 중학교 과학, 중학교 영어) 5

원격 교원연수
콘텐츠

2015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교과서로 좋은 수업하기(초등학교, 중학교 사회, 중학교 과학, 중학교 영어)
※중앙교육연수원 및 시･도교육연수원에서 온라인 수강

4

실감형 콘텐츠 활용 
지원자료

디지털교과서×실감형 콘텐츠 활용 안내(초등학교 3∼4학년 1학기, 초등학교 3∼4학년 2학기), 
디지털교과서×증강현실(AR 마커세트)(교사용)(초등학교 3∼4학년)(3종)

5

기타 안내 자료 학교 관리자를 위한 디지털교과서 가이드북, 학부모를 위한 디지털교과서 가이드북 2

※ 에듀넷･티-클리어를 통해 전자 파일 배포

2015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교과서 보급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교과서와 플랫폼에 맞춰 가이드 

북 및 온･오프라인 연수 프로그램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새롭게 도입된 실감형 콘텐츠의 활용 

지원 자료도 개발･보급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는 디지털교과서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연수(집합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등), 설명회, 활용 학교 컨설팅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4. 주요 성과

가. 실감형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제공 플랫폼 고도화

디지털교과서가 개발･적용되며 현장의 요구와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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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면서 관련 기술이 축적되고 제공 플랫폼이 고도화되었다.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자체의 구조

와 기능, 품질이 개선되었고, 디지털교과서 플랫폼도 현장 요구에 따라 사용편의성을 높이고 교수･
학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부가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었다. 전자책 표준(EPUB 3.0)과 

웹 표준(HTML5) 기술을 적용하여 윈도와 안드로이드, iOS 운영체제를 동시에 지원하게 되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신기술을 적용한 실감형 콘텐츠가 포함된 실감형 디지털교과서가 개발

되어 실생활에서 경험하기 힘든 현상을 간접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제공 플랫폼에 있어서는 디지

털교과서 뷰어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 고도화와 함께 학습커뮤니티 위두랑이 교수･학습 중 소통과 

협업, 학습 기록관리, 과정중심평가 등을 지원하며 확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 결과 위두랑은 

2018년 4월 ‘모바일어워드코리아 2018’에서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나. 교원 역량 신장 및 교실수업 변화

디지털교과서 수업 경험이 축적되고,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온･오프라인 교원연수 

체계가 구축되면서 교원의 수업 역량이 신장되고, 수업에서 학생 참여와 활동이 강화되었다. 디지

털교과서 강사교원 양성 및 강사교원을 통한 다양한 연수가 확산되면서 교원들이 전문화된 교수법

을 체득하고 다양한 수업 방식을 적용하여 교실수업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

털교과서 수업에서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도와주고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수업의 모습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개별학습, 정보

탐색, 토의토론, 프로젝트 활동 등 학생 활동 중심으로 변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 그림 1-1-8 ] 디지털교과서 활용 전후 교실수업의 변화(5점 척도) (단위: 점)

2016년 연구학교 사전･사후 검사 결과 2017년 연구학교 사전･사후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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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 중심의 디지털교과서 수업 사례로는 연구학교와 수업연구회에서 개발한 수업 동영상 

1,700건, 교수･학습과정안 1만 2,000건이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다.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통한 학생 역량 신장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대상 효과성 검증 결과를 보면, 디지털교과서 

적용 및 효과성 검증 결과 디지털교과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성 및 혁신능력, 정보활용 

능력,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 학습효능감 등 학생 역량 향상에 일관되게 효과가 있으며, 수업의 

흥미와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그림 1-1-9 ] 디지털교과서 활용 전후 학생 역량 변화(5점 척도) (단위: 점)

2014년 연구학교 사전･사후 검사 결과 2015년 연구학교 사전･사후 검사 결과

2016년 연구학교 사전･사후 검사 결과 2017년 연구학교 사전･사후 검사 결과

또한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 활용에 따른 기기 중독, 뇌기능 저하, 사회성 및 시력 저하 

등에 대한 다각도의 검증 결과 뚜렷한 역기능은 발견되지 않았다. 2017년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학생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11.5%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

사한 일반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위험군 비율 30.6%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연구학교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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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위험군 비율이 낮으며, 디지털교과서 활용기간이 늘어날수록 스마트기기 중독 위험군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기기를 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수업 현장에서 지

도했을 때 역기능이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향후 계획

2019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의 사회, 과학, 영어 교과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되며, 초등학교 3∼4학년에 우선 적용된 실감형 콘텐츠도 초등학

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 사회, 과학 교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디지털교과서 일반화를 

위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도 전국 900개교 규모로 운영될 계획이며,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초･중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도 병행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과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와 연수, 강사교원 및 현장지원단 운영, 활용 모델 및 지원 자료 개발･보급도 준비되고 있어 

디지털교과서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교실수업 개선, 학생 역량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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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프트웨어 교육

1. 사업 개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에서 혁신과 성장,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는 소프트웨어 분야

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미래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 창의력과 논리력을 갖춘 창의･융합

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요구가 해외 주요국들의 교육 정책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중등 정규 교육과정을 통하여 컴퓨팅 사고력

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급변하는 세계 교육의 흐름에 맞추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컴퓨팅 사고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7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

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개최한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실현전략 보고회’를 통

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2015년 9월 초･중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

정이 고시되면서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17시간, 중학교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34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초･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의 성공적 안착 및 학교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시행･확산

을 위해 교원의 충분한 확보 및 전문성 강화, 양질의 환경 구축, 우수 사례 발굴･확산, 올바른 

소프트웨어 교육 문화 조성 및 홍보 강화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 표 1-1-11 ] 소프트웨어 교육 추진 경과

2014. 7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 보고회’를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2014. 7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방안 발표

2015. 7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 계획

2015. 9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정･고시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

2016.12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 기반 마련 및 학교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2017.10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개정
－과학, 수학, 정보교육의 각 교과의 발전과 융합 교육 진흥의 법적 근거 마련

2018. 4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

※ 출처: 교육부, ‘2018년 소프트웨어(SW)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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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다. 또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개정 및 시행을 통하여 정보 교육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주요 사업 현황 및 성과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초･중･고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를 통해 창의력과 

논리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소프트

웨어 교육 필수화 기반 마련과 학교 중심의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연구･선도학교 운영,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 현장과 시･도교육청 및 유관 기관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

여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부 시책에 따라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의 성공적 안착 및 학교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담당교원 역량 강화,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 운영,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가. 교원 전문 역량 강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에 따른 ‘국가시책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를 위한 인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직무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담당교

원의 교과 지도 역량 강화와 시･도교육청의 소프트웨어 교육 담당교원 연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 표 1-1-12 ] 2018년 교원 역량 강화 연수 계획 (단위: 명)

학교급 과정명 차시 형태 추진기관 이수 인원

초･중등  선도교원 양성 연수 30 집합 교육부 / KERIS 200

초등

-1 초등 원격(기초) 연수 15
원격 시･도교육청

20,000

-2 초등 원격(심화) 연수 30 20,000

-3 초등 일반 연수 15 이상 집합 시･도교육청 16,180

중등
-1 중등 원격 연수 30 원격 시･도교육청 3,510

-2 중등 추수 연수 15

집합

교육부 / KERIS 500

초･중등

 핵심교원 연수
초등

30
교육부 / KERIS 2,129

중등 과기부 / 창의재단 600

 전문 연수 45 과기부 / 창의재단 100

 모든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2 이상

시･도교육청

6,040

 관리자 연수 3∼4 4,700

 기타 시･도 자체 연수 원격･집합

※ 출처: 교육부, ‘2018년 소프트웨어(SW)교육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계획’, 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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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원격 연수와 집합 연수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연계 운영하고 있다. 추진 기관 간 연수 대상과 내용을 분담하여 학교급별, 

내용별로 다양한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나. 소프트웨어 교육 우수모델 발굴 및 확산

1)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학교 운영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교 중심의 활성화 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교육부는 2015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정된 연구학교는 정책연구학교로서 2년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정규 교육과정 내 소프트웨어 교육 편성 및 적용, 정규 교육과정 외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소프트웨어 교육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모델 개발, 담당교사 운영 및 컴퓨터실 등 인프라 

활용 방안, 소프트웨어 교육 인식 제고 등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워크숍과 중앙 단위의 맞춤형 컨설팅 실시, 소프트웨어 교육 

효과성 검증,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를 위한 성과보고회, 소프트웨어 교육 우수 사례집 개발･보급 

등 연구학교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다.

[ 표 1-1-13 ] 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학교 시･도별 지정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 1 1 1 1 1 1 1 1 1 1 2* 2 0 1 1 2 1 19

중 3* 2 1 1 0 1 1 0 3 1 0 0 0 1 0 1 0 15

고 1 1 1 1 1 1 0 0 1 0 2 0 0 1 1 1 0 12

계 5 4 3 3 2 3 2 1 5 2 4 2 0 3 2 4 1 46

* 국립 상설 연구학교(2교) 포함: 서울대사범대학부설여중학교, 청주교대부설초학교

2)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운영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교 현장에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일반학교로 확산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선도학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 부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7개 시･도

교육청이 신규 선도학교 선정 및 전체 선도학교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시･도교육청 및 선도학교의 운영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선도학교의 운영 방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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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정규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수업 모델을 개발하여 일반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표 1-1-14 ] 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 70 39 47 31 18 27 17 4 217 55 37 48 55 77 60 106 14 922

중 40 18 37 27 17 8 8 4 89 18 16 21 23 48 32 32 4 442

고 31 15 11 8 8 2 5 1 54 8 7 9 11 21 24 14 4 233

계 141 72 95 66 43 37 30 9 360 81 60 78 89 146 116 152 22 1,597

다. 소프트웨어 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 보급 및 정보 서비스 제공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면서 수업 지원용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

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17년도에는 중학교 교수･학습지원용 콘텐

츠 60편, 2018년도에는 초등학교 교수･학습지원용 콘텐츠 35편을 개발하여 에듀넷･티-클리어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해당 콘텐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 교육 교수에 대한 

주요 개념을 동영상, 애니메이션, 모의실험, 증강현실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편당 3∼5분 정도

의 모듈형 콘텐츠이다. 해당 자료는 학습 동기 및 흥미 유발, 개념 이해, 수업 중 이해 및 실습 

활동 등의 교수･학습 지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라. 자율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활동 지원

소프트웨어 교육 담당교사의 자발적 연구 분위기 조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교과연구회를 지원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 교과 연구회는 학생 참여 중심 소프트웨어 

교육 활동 지원 연구, 교과연구회 역할 모델 연구, 체험･활동 중심 수업자료 연구, 진로 및 체험 

활동 지원 연구, 실생활･사회적 문제해결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자료 연구 등 5가지 연구 주제 

[ 표 1-1-15 ] 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 교과 연구회 및 학생 동아리 지원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교과
연구회

초등 1 2 2 2 1 1 1 1 5 3 2 2 2 3 3 3 1 35

중등 2 1 2 2 1 1 1 1 5 3 2 2 2 3 3 3 1 35

합계 3 3 4 4 2 2 2 2 10 6 4 4 4 6 6 6 2 70

동아리

초등 12 7 6 7 4 4 4 3 19 7 6 7 8 9 9 9 4 125

중등 12 7 5 6 5 5 4 3 19 7 6 8 8 8 9 9 4 125

합계 24 14 11 13 9 9 8 6 38 14 12 15 16 17 18 18 8 250



112

2018 교육정보화백서

중 지역 교사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한다. 

또한 학생 참여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동 강화를 위해 학생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마. 소프트웨어 교육의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학교 및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 연수 및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을 소개하여 올바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시･도교육청에 보급하였다. 

1)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자료 개발 및 보급

2015개정 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따른 학교 현장에 성공적 안착과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 추진 배경, 교육 목표, 방법, 

활용 사례 등을 다양한 스토리와 현장 전문가 인터뷰, 학교 현장에서의 모습 등을 담아 동영상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동영상은 학부모, 교사 등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의 이해 증진 및 올바른 인식 

제고 등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 홍보 영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보급하고 에듀넷･티-클리어 홈페이지에 탑재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날(10월 10일) 체험행사 및 활동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

고,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교육 내실화

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 학생－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학생과 학교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공유 및 학생과 학부모 대상 소프트

웨어 교육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인

텔코리아, 서울 디지털 재단이 주최 및 주관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2018 소프트웨어 활용 소셜임

팩트 창출 아이디어 나눔 한마당’을 열어 학생의 소셜임팩트 창출 과정 및 확산 노력에 대한 사례와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변화된 교사, 학생, 학교에 대한 스토리를 공유하고 주제별 체험 활동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자녀와 함께하는 코딩 교실 등 학부모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내용, 방법 등 

단위학교에서 학교의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 체험 프로그램’ 교재를 개발하여 시･
도교육청에 보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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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2014년 7월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실현전략 보고회’를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로 교육부는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사업을 추

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 및 제반 여건 마련을 위한 다양

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초･중등학교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으로 2018년 

중학교 1학년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해왔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학교 현장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현장을 점검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 추구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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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온라인수업 활성화

1. 사업 개요

최근 정부가 고교학점제 도입을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사 수급과 

물리적 환경의 확대, 평가 방식의 변화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과목 선택권 보장의 일환으로 온라인수업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수업 활성화 사업2)은 동영상 기반 온라인 교육을 통해 단위 학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학생

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되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편입으로 인해 특정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학교 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식의 차이가 커지

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이 전입하거나 편입했을 때 특정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온라인수업은 이들 학생이 원격으로 미이수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둘째, 단위 학교에 개설하기 어려운 희소 선택과목에 대한 과목 선택권 보장 

7차 교육과정 도입 이후 고등학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으나, 교사 수급과 교육 

여건 등의 문제로 인해 단위 학교에서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수업은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다양한 희소 선택과목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 

셋째, 농어촌 및 도서 벽지 지역의 소규모 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도서 벽지 및 소규모 학교는 소수의 교사가 배치되기 때문에 대규모 학교에 비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러나 온라인수업을 도입하면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온라인수업 운영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수업운

영방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2항은 법령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2) 본 백서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시･도교육청의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초･중등 이러닝(온라인수업)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내용을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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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10 ] 온라인수업 운영절차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7b), 온라인수업 운영 안내, 내부 자료

의해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수

업운영방법 등) 제4항에서는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3). 한편 온라인수업은 1학기와 2학기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되며, 학기당 학습 기간은 

14주로 운영된다.

2. 추진 과정

가. 온라인수업 추진 경과

온라인수업은 2011년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1)’의 일환으로 논

의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관련 정책 연구와 시범 운영, 법령 개정 등을 거치면서 2018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8조의 4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2013. 10.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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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학생 과정 학교 학생 과정

서울 19 58 76 49 283 365

부산 22 74 88 24 293 351

대구 48 215 320 43 502 561

인천 9 33 41 14 81 90

광주 4 5 6 13 128 165

대전 4 36 41 18 48 56

년도 추진 내용

2011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 수립

2012

‘2012년 스마트 교육 추진 계획 통보’

온라인수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분석 정책 연구

2012년도 온라인수업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2012학년도 고등학교 미 개설 선택교과 온라인수업 시범 운영･지원’ 추진(한국교육개발원)

2013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한 온라인수업 성적 처리 근거 마련

‘2013년 중･고등학교 온라인수업 운영･지원 사업’ 추진(사이버학습을 통한 교육청별 중학교 온라인수업 운영 지원 포함)

온라인수업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14 온라인수업 운영에 관한 시･도교육청 차원 공통 지침(안) 마련

2015 KEDI 중학교 학생 대상 온라인수업 시작(2학기)

2016 IT 인프라 구축

2017
－교과 교사 연수 실시
－기말 평가 문항 개발 및 제공
－고교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한 온라인수업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LMS 시스템 기능 고도화
－기말평가 문항 개발 및 제공
－온라인평가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 표 1-1-16 ] 온라인수업 추진 경과(2011∼2018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8b). ‘2018년도 온라인수업 활성화 사업 운영 2차 협의회’ 자료집. 수정 보완

나. 온라인수업 운영 현황

2012년 하반기(2학기) 온라인수업이 시범 운영된 이후 온라인수업을 활용하는 학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8년 1학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수업을 신청한 학교 수는 중학교 607

교, 고등학교 696교 등 총 1,303교가 온라인수업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수업 신청 

학생 수는 8,948명, 과목별 학생 수는 11,852명으로 2012년 2학기의 337명과 비교하면 온라인수업 

활용 학생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시･도교육청별 온라인수업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가 574교로 신청학교 수가 가장 많았으며, 제주를 제외한 교육청 중 광주가 17교로 가장 적었다.

[ 표 1-1-17 ] 2018년 1학기 온라인수업 개설 결과 (단위: 개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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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학생 과정 학교 학생 과정

울산 15 57 75 21 248 283

세종 21 203 283 13 244 329

경기 314 1,834 2,775 260 1,392 2,193

강원 23 493 493 48 725 759

충북 9 28 30 19 64 69

충남 14 117 168 25 309 423

전북 14 65 84 20 171 196

전남 27 80 107 36 170 228

경북 44 124 183 37 319 347

경남 17 66 92 48 436 518

제주 3 6 6 8 41 51

합계 607 3,494 4,868 696 5,454 6,984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8a). ‘2018년 1학기 온라인수업 개설 결과’ 내부 자료 

다. 온라인수업 운영 과목 및 콘텐츠 개발 현황

온라인수업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 콘텐츠를 활용하는 한편, 학생 교과 선택

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희소 선택과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8

년 1학기 기준으로 온라인수업에서 제공되고 있는 과목은 2009개정교육과정 과목의 경우 중학교 

총 32개 과목, 고등학교 45개 과목이며, 2015 개정 교육과정 과목은 중학교 11개 과목, 고등학교 

15개 과목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8c)

[ 표 1-1-18 ] 온라인수업 추가 개발 교과목 콘텐츠 현황 (단위: 개)

영역
개발 교과목

과목 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영어
영어독해와

작문
- 1

사회탐구 세계지리 - - - - 세계사 2

과학탐구 - -
물리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 - - 3

제2외국어
프랑스어Ⅰ, 
독일어Ⅰ

- 스페인어Ⅰ 베트남어Ⅰ -
생활프랑스어
스페인어Ⅰ

6

총 과목 수 12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7a). 온라인수업 교과목 개발 현황.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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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온라인수업 활성화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과목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그간의 주요 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교 교육 보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온라인수업은 전통적인 학교 

구조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해결함으로써 학교 교육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온라인수업을 신청한 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3년 1학기 708명에서 2018년 1학기 5,45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중학생 수 역시 2015년 2학기 1,331명에서 2018년 1학기 3,494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온라인수업의 효과와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이해

된다. 

둘째, 학생의 과목 선택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중학교급의 경우 의무교육 단계

로 선택 교과의 폭이 넓지 않다. 그 결과 온라인수업을 신청하는 학생의 75.9%가 미이수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온라인수업이 의무교육 단계의 학습권을 보장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급의 경우 온라인수업을 신청하는 학생의 47.4%가 미이수 과목, 

48%가 선택과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미이수 과목에 대한 학습권 보장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에서 

제공되지 않는 희소 선택과목에 대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1-1-11 ] 연도별 온라인수업 신청 학생 수 (단위: 명)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8b). 2018년 온라인수업 제2차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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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12 ] 온라인수업 수강 목적에 따른 신청 학생 비율 (단위: %)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8b). ‘2018년 온라인수업 제2차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자료

셋째, 기말평가 문항 개발 및 단위 학교 제공을 통해 학습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년

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해로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학습 콘텐츠를 새로 개발하면서 

형성평가 기능을 강화했다. 이로써 학습 회차별 성취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형성평가 체제가 

구축되었다. 더불어 단위 학교에서 보다 편리하게 학생의 성취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말평가 

문항을 개발하였다.

4. 향후 계획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학생 중심 개별화 교육의 확대, 지능정보기술의 발달 등 외적 교육

환경 변화로 인해 온라인수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온라인수업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른 선택과목 콘텐츠 개발 확대가 필요하다. 온라인수업 활성화 사업

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교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콘텐츠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지 

않는 희소 선택교과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 추가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두고 있어 ‘2009개정교육과정’보다 학생의 교과 

선택권이 더욱 확대되었다. 온라인수업을 통해 늘어난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희소 선택과목에 대한 콘텐츠 개발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온라인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임 교원 확보 및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온라인수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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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생이 물리적으로 떨어진 공간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사가 학생의 학습관리

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임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 온라인수업 신청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온라인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 기구(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셋째, 온라인 평가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법령상 온라인수업의 이수 기준과 이수 결과 기록

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온라인수업 이수 기준으로 기말 지필평가를 

실시하는 교육청과 그렇지 않은 교육청이 있으며, 평가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식도 다

르다. 특히 기말 지필평가를 실시하는 교육청의 경우 개별 단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출제

하여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지만, 학생을 교육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개별 학교 담당교사가 시험문

제를 출제하는 것에 따르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향후 학생이 온라인수

업을 통해 학습한 결과와 개인의 성취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평가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학습 플랫폼으로서의 LMS 시스템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LMS 시스템은 학생의 학습

과 교과 교사의 학습 관리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그러나 최근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빅데이

터를 활용한 학습 분석기술, 교사－학생－학부모 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기능 개발, LMS 시스템

과 각종 교수－학습 솔루션이 결합된 시스템 등 학습관리 시스템 기능이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향후 온라인에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LMS 시스템의 기능 고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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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학생평가지원포털 개선 및 운영

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최근 교육부에서는 학생평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학교 수준의 ‘결과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

침 훈령(2018 훈령243호)’을 일부 개정하여 과정 중심 평가의 중요한 평가 방법 중 하나인 수행평

가를 좀 더 내실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유학기제와 성취평가제 

등의 다양한 교육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발달과 성장을 돕는 학생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학생평가 방향이 개별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학습 과정에서의 다양한 정보 

수집 및 피드백을 통한 학생의 능력 신장이기 때문에 특히 교사의 평가 전문성 및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보다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교수학습 상황에서 수시로 

평가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단위 학교의 학생평가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기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던 학생평가 관련 사이트를 완전히 통합

하여 학생평가지원포털(https://stassess.kice.re.kr)을 운영하고 있다.

나. 사업 성격 및 목적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실 현장에 다양한 평가 자료를 지원하고, 교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평가지원포털 운영으로 학생 

평가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공유함으로써 체계적인 현장교사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중앙 및 시･도 단위에서 개발된 학생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수합하고 탑재하여 

교수학습과 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한다.

2. 이용 현황

학생평가지원포털의 주요 이용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이다. 학생평가지원포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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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평가 관련 자료는 학생평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교사들의 수업 및 평가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평가 자료를 다운로드받기 위해서는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서(EPKI, Education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통한 인증 후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수행평가 등의 평가 자료를 제외한 일반적인 교육평가 관련 연수 자료, 설명 자료 등은 일반 

게시판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아닌 연구자나 학부모, 학생들도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받

을 수 있다.

학생평가지원포털 관리자는 포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월별로 이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학기 초에 학기별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인 2월과 8월에 포털의 

이용자가 증가하며,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검색하는 수요가 많은 편이다.

[ 그림 1-1-13 ] 학생평가지원포털 월별 이용자 현황 (단위: 명)

3. 개선 결과

가. 메인 화면

기본적으로 학생평가지원포털의 메인 화면은 학교급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평가 관련 각종 자료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소통공간, 연수･연구공

간, 홍보공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메인 화면 이미지 하단 중간에 위치한 ‘수행평가 도구 검색서

비스 바로가기’는 학교급, 학년(군), 교과별 수행평가 도구 검색 서비스로서, 성취기준별, 핵심역량

별, 평가유형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인 화면 이미지 하단의 우측에 위치한 사각형 아이콘은 

‘학교급별 성취기준 바로가기’와 ‘학생평가 운영 과정별 활용 TIP’ 바로가기 아이콘이다. 제일 하단

에 위치한 ‘학생평가 주요정보 바로가기’에서는 학생평가지원포털을 사용하는 교사들이 자주 찾는 

정보를 제공하며, 수행평가 가이드북, 성취평가제 가이드북, 분할점수산출 프로그램, 성취기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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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상단 우측의 ‘통합검색’에서는 다양한 검색 기준으로 학생

평가 자료 검색이 가능하고 탑재 자료의 본문 검색이 가능하다.

[ 그림 1-1-14 ] 학생평가지원포털 메인 화면

나. 메뉴 구조

학생평가지원포털은 크게 학교급별 평가 관련 공간, 소통공간, 연수･연구공간, 홍보공간으로 구

성되어 있다. 학교급별 평가 자료 공간에는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 ‘평가도구 개발’, ‘평가결과 

활용’으로 세분화되며 이는 단위학교에서의 학생평가 실시 단계에 맞추어 필요한 자료를 탑재한 

형태이다.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에는 교육과정 성취기준 자료실을 통해 교과별 성취기준을 확인

할 수 있게 하였다. ‘평가도구 개발’에는 다양한 수행평가 도구와 서･논술형 평가도구들이 탑재되

어 있다. ‘평가결과 활용’에는 평가결과 분석 프로그램, 평가결과 피드백, 기록 예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평가 공간에는 ‘성취평가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성취평가제 

운영 관련 각종 매뉴얼 및 교과별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수･연구공간에는 교원 연수 자료실

이 있어 각종 교원 연수 자료집 및 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홍보공간 및 소통공간을 통해 학생평

가 관련 홍보를 진행하고 교사, 학부모 및 연구자들과 소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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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15 ] 학생평가지원포털의 메뉴 구조

다. 이용자 기능 강화

성취기준 검색 및 수행평가 도구 관리 기능을 개선하여 학생평가 관련 자료를 좀 더 다양하게 

탑재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우선 성취기준 검색 기능을 구축하고 검색 기능을 좀 더 사용자 편의에 맞게 개선하였다. 학교급, 

학년(군), 교과, 과목, 영역(단원)에 따라 성취기준 목록을 제시하고, 교육과정 시기별 검색 기능 

및 성취기준명 텍스트 검색 기능을 구현하였다. 각 성취기준 목록을 클릭하면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보여주고, 관련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평가 계획을 세울 때 교사들은 어떠한 성취

기준을 측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 도구를 개발하기 때문에 수행평가 도구에 대한 

성취기준 검색 기능을 사용할 때 기 개발된 다양한 수행평가 문항들을 예시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행평가 도구와 관련하여 기능을 개선하였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수행평가 도구에서 

채점기준표의 편집 기능을 강화하였다. ‘채점기준 변경’하기에서 ‘열 추가’하기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자가 필요시 채점기준표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획일화된 문항과 채점기

준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상황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게 하였다. 수행평가 도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교육과정 시기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도구 분류 체계를 추가로 

등록하여 수행평가 도구에 대한 더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용자 

편의성이 증가되어 수행평가 도구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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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16 ] 성취기준 검색 서비스 화면

[ 그림 1-1-17 ] 성취기준 상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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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18 ] 채점기준표 편집 화면

라. 관리자 기능 개선

학생평가지원포털을 좀 더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교사 회원 관리 및 학교 관리, 게시글 편집 

등의 일부 관리자 기능을 개선하였다.

첫째, 학생평가지원포털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이트 전체 방문자 수를 제공하면서 

일별 방문현황 및 월별 방문현황 등의 방문자 통계를 산출하게 되었다. 이는 관리자가 각 일별 

및 월별로 이용자들의 사용 유형을 분석하고 어느 시점에 어느 자료가 많이 사용되는지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둘째, 좀 더 많은 교사와 학교가 학생평가지원포털을 쉽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회원 가입된 학교를 쉽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학교 관리 기능을 개발하

였다. 또한 교사회원 관리 기능 중 비 번호 초기화와 비 번호 변경 기능을 분리하여 혼란을 

줄이고 민원 응대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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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19 ] 학교관리 화면

4. 주요 성과

2018년의 기능 개선을 통해 다양한 학생평가 지원 자료들을 제공하는 학생평가지원포털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제 학교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과정 중심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자료들이 학생평

가지원포털을 통해 소개되고 공유됨에 따라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다양한 수행평가 도구를 개발해 탑재함으로써 교수학습

과 연계된 교사들의 학생평가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셋째, 다양한 학생평가 관련 자료, 연구학교 및 수업연구회의 수업과 평가 관련 보고서, 과정 

중심 평가 운영 등 학생평가 전반에 관한 연수 자료 보급에 따라 우리나라 교사의 평가 역량을 

신장시킬 기반을 마련하였다.

5. 향후 과제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학생평가 자료를 보급하기 위해 개발된 

학생평가지원포털을 향후 더 많은 교사들이 사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교사 지원 시스템으로 자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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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 학생평가지원포털에는 국가 차원에서 개발된 수행평가 도구, 연수 자료 등이 탑재되어 

있다. 국가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개발된 각종 학생평가 관련 자료들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 및 평가 자료들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평가지원포털이 무엇이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학생평가지원포털에 대해 알고 사용하고 있는 교사들은 현장지원단이나 연수 담

당자, 평가 업무 담당자 등이 많다. 따라서 일반 교사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과별 및 학교급별 다양한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학생평가지원포털에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위주의 교과 자료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주요 교과목의 

자료들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나, 이외에도 도덕, 역사, 미술, 체육 등의 교과 자료에 

대해 요청하는 교사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다양한 교과와 

학교급의 자료들이 개발된다면 학생평가지원포털의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질 것이다. 또한 수행평가 

과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논술형 과제, 프로젝트형 과제 등에 대한 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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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절 교원정보화 연수 : KERIS 종합교육연수원 운영

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교육정보화 전문기관으로서 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학술정

보화 전문 연수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왔다. 하지만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정보화 연

수 수요가 급증하고, 지능정보사회 진입에 대비한 교육정책에 대해 선제적 이행이 요구됨에 따라 

국가 수준의 교육정보화를 견인할 전담 연수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학술정보화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교육 현장의 

요구와 사회변동 추세에 적합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현장에 공급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6년 교육부에 종합교육연수원 설립 인가를 신청했고, 2017년 이를 승인받았다. 

KERIS 종합교육연수원은 교육학술정보화 전담 연수기관으로서 관련 교육정책 지원과 함께 핵심인

력 양성에 일조하고 있다.

[ 표 1-1-19 ] KERIS 종합교육연수원 주요 추진 경과

2016. 10. 24 ∙ 종합교육연수원 신규 인가 신청서 교육부 제출4)

2017. 07. 21
∙ 교육부 지정 종합교육연수원 설립 인가(인가번호 제 17-1호)
－연수원 명칭: KERIS 종합교육연수원
－교육연수과정 분야: 정보화 교육

2017. 09. 05 ∙ 종합교육연수원 인가에 따른 직제 규정 개정

2017. 10. 26 ∙ 종합교육연수원 개원 기념식 개최

2017. 11. 04 / 11. 11
∙ 초･중등교원 신규 직무연수과정 운영
∙ 연수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 준비하기

2017. 07∼12
∙ 종합교육연수원 이수증 발급
∙ 11개 연수과정 참가자 788명 대상

4) KERIS 종합교육연수원 인가 신청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설립법(법률 11690호) 제1조에 근거함.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조사･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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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수원 비전 및 목표

KERIS 종합교육연수원은 초･중등교육, 학술연구, 교육행･재정, 글로벌 협력 등 교육 분야의 정

보화 연수를 통해 미래 인재 양성 실현에 기여하고자 연수원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였다.

[ 그림 1-1-20 ] 연수원 비전 및 목표

2. 주요 사업 및 추진 현황

가. 교육정보화 연수과정 개발･운영

KERIS 종합교육연수원에서는 기관의 주요 사업 영역별 교육부의 정책 현안 사업 위탁에 따라 

사업부서와 협업하여 교육정보화 분야의 신규 연수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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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에 따라 교육 현장의 미래교육을 지원하고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교원 등을 대상

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수요 기반의 맞춤형 정보화 전문 연수과정을 개발하여 다각도로 제공

하고 있으며 학술연구정보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 해외 교육정보화를 위한 

글로벌 교육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초･중등 교원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디지털교과서, 정보통신윤리 등 12종

의 연수과정이 약 6,02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개원 이후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연수과정을 선도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현장 교원의 미래교육 실천 역량 강화를 촉진하였

다. 아울러 초･중등교원 및 교육행정직 2,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행･재정정보의 이해와 실습을 

위한 나이스, 에듀파인, 교육정보통계 등 16종의 연수과정이 운영되었다. 또, 대학(도서관) 관리자･
사서 2,55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학술연구 정보에 대한 이해와 실습을 위한 18종

의 연수과정이 추진되었다. 또한, 해외 교육정보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정보화를 개발･지원

하고자 해외 교원 및 관련 인사 110여 명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솔라스쿨 활용 선도교원 연수 등 

4종의 연수과정이 실시되었다.

[ 표 1-1-20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요 연수 추진 현황(2017.1∼2018.2) (단위: 종, 명)

구분 대상 연수과정(종) 이수인원(명)

초･중등
교육정보화

SW교육

초･중등교원 등

5 4,590

디지털교과서 3 569

정보통신윤리 1 80

미래교육 1 44

기타 2 740

교육행･재정정보화 초･중등교원, 교육행정직 등 16 2,396

학술연구정보화 대학(도서관) 관리자 및 사서 등 18 2,546

글로벌 협력 해외 관련 인사 등 4 112

합계 50 11,077

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 교육정보화 연수과정 통합 관리

교육학술정보화 전문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정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연

수과정을 개발하여 교육 현장의 교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합 교육연수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공인된 전문 연수기관이 아니다 보니 단위 사업별로 연수가 추진되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적 소요 발생은 물론 연수 운영･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체계

적 운영･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7년 KERIS 종합교육연수원 인가 승인 이후 연수 통합운영 체제 마련으로 연수의 행정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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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절감하고, 고객 중심의 일원화된 전문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약 4,960명을 대상

으로 운영된 18종의 직무연수과정 이수 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 표 1-1-21 ] KERIS 종합교육연수원 연수 이수증 발급 현황(2017.7.∼2018.2) (단위: 종, 명)

구분 대상 연수과정(종) 이수인원(명)

초･중등
교육정보화

SW교육

초･중등 교원 등

3 4,268

디지털교과서 3 407

정보통신윤리 1 80

미래교육 1 44

교육 행･재정정보화 초･중등 교원, 교육행정직 등 10 164

합계 18 4,963

다. 종합교육연수원 운영의 질 제고

KERIS 종합교육연수원은 설립 인가 요건을 준수하고 운영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조직 및 운영 환경을 구축하였다. 우선 연수원 조직 및 임무, 

연수 운영 및 평가, 학사관리, 연수생 관리 등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연수 운영 표준 

･관리체계와 연수 전･중･후의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고 공유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학술정보화 분야 전문 강사풀, 외부 단체의 연수시설 이용 편람 등 연수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연수 품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수요자 편의를 돕기 위해 

연수과정 안내, 자료 공유, 이수증 신청 등이 가능한 종합교육연수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나아가 연수운영 현황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중장기 발전 로드

맵을 수립하여 질적 고도화 방안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그림 1-1-21 ] 연수원 중장기 발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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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KERIS 종합교육연수원의 역할은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지능정보사회에 대비

한 교육패러다임 변화를 촉진하는 현장 착형 전문 연수과정 개발을 선도해나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관의 주요 사업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연수원 발전단계별 연수과정을 개발해나갈 예정이

다. 또한 관련 국정과제5)와 연계하여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신기술과 

결합한 미래형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연수과정을 개발하여 상시 운영 체제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초･중등교육, 학술연구, 교육행･재정 등 정보화 분야의 전문 연수과정을 개발하여 교원･예비교원 

등 전문가들이 관련 정보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해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타 연수원과는 차별화된 시의성 있는 정책연수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능정보

사회를 대비한 교육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수준의 인력양성 

체제 발전에 기여하여 교육학술정보화 전담 연수기관으로서의 법적 소임을 완수하고자 한다.

5)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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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절 교원정보화 연수 :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원격교육연수는 인터넷과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함에 따라 집합식 교

원연수의 시간과 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교원직무연수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잡아왔다. 2000년 원격교원연수가 시작된 

이래 연수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기준 원격교육연수원의 연수 비율이 약 40%에 

이르고 있으며, 원격교육연수의 양적 증가에 따라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 표 1-1-22 ] 교원 연수기관별 직무연수 이수 현황 (단위: 명, %)

조사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인원 수 % 인원 수 % 인원 수 % 인원 수 % 인원 수 %

대학부설연수원 30,322 4.3 30,685 3.1 21,956 2.4 18,499 1.4 26,429 2.1

민간연수기관 76,021 10.9 167,124 17.1 148,084 16 134,573 10.0 77,811 6.3

시･도 교육연수원 247,606 35.4 291,098 29.7 313,665 34 629,711 47.0 610,217 49.1

원격교육연수원 311,525 44.6 445,370 45.4 421,376 45.6 493,841 36.9 494,919 39.8

종합교육연수원 33,641 4.8 45,768 4.7 18,597 2 63,084 4.7 33,140 2.7

합계 699,115 100 980,045 100 923,678 100 1,339,708 100 1,242,516 100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http://kess.kedi.re.kr/)

나.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현황

국내 주요 교원 연수기관은 중앙 단위 연수원, 시･도 교육연수원,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원격교

육연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격교육연수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인가 및 지정을 받아 시･도 

원격교육연수, 특수 분야 연수기관 원격교육연수, 공인 원격교육연수로 운영된다.

‘시･도 원격교육연수원’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연수원･교육정보원･
교육과학연구원 등에서 운영하며, ‘특수 분야 연수기관 원격교육연수’는 시･도 교육감이 지정한 

특수 분야 연수기관이 집합연수과정의 일부를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공인 원격교육연수’의 경우 

2000년부터 교육부 인가를 통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대학에서 ‘원격교육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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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23 ] 원격교육연수기관 현황 (단위: 기관)

구분 기관명 수 주요 연수 과정 비고

중앙 단위 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1
 -교육정책, 교원･일반직 연수
 -연수 발전 및 자료 개발

교육연수원 평가
업무 포함

시･도 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등 17  -유･초･중등 교원 자격 및 직무 연수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등 80  -부전공･복수전공 자격연수 등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설치

원격교육연수원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 등 38  -교원 직무연수, 원격연수과정 교육청 설치 기관 제외

특수 분야 연수기관 국립국어원 등 각종 공공･민간 분야 多  -유･초･중등교원 직무연수 지정권자 교육감

※ 출처: 교육부, 2018년도 교원 연수 중점 추진방향, 2017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03년부터 교원을 대상으로 전국 연수원의 원격교육연수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2009년부터는 원격교육연수원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원격교육연

수지원센터6)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연수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연수

원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정부의 정보 공개 시책에 따라 ‘운영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018년 2월 기준 38개(공공기관 7개, 대학 12개, 민간연수원 19개)의 공인 

원격교육연수원이 운영되고 있다.

[ 표 1-1-24 ]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운영 추진 경과

년도 운영 추진 경과

2000 교육부, 원격교육연수원 인가 및 운영

200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국 연수원의 원격교육연수 정보서비스 제공

2009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로 지정

20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원격교육연수원 운영평가 실시
※ 시･도교육청 원격교육연수원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평가

20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운영평가 기준 개정

2013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운영평가 결과 정보 공개

2014 원격교육연수원 운영평가 기준 개정(계량평가체제 도입)

2015 원격교육연수원 운영평가 우수사례 표창(교육부장관상 수여)

2016 원격교육연수원 이수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16∼2018 시･도 교육연수원 원격연수 콘텐츠 공동개발 사업 전담기관 지정 및 사업 수행

2017∼2019 국가교육정책 분야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전담기관 지정 및 사업 수행

2018 원격교육연수원 신규 인가 및 내용심사 기준 개정 

6)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①교육부 장관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폐지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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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요인 배점

<기본 요건>

 Ⅰ. 운영주체
 1.1 연수실적 적합/부적합

 1.2 운영형태 적합/부적합

2. 주요 사업 및 추진 현황

교육부는 교원연수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도 교원연수 중점 추진 방향’

계획을 수립하고 교원의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 연수의 효율성 및 연수기관 질 관리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는 교육부 시책에 따라 연수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

기 위해 특성화된 연수기관을 인가함으로써 특수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분야의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원격교육연수원의 교육 내용을 심사하며, 원격교육

연수원 운영 능력을 평가해 미흡기관에 대한 컨설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가. 원격교육연수원 인가 현황 및 신규 인가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는 매년 신규 인가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된 신청 기관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심사결과는 교육부에 보고되고 합격한 기관에는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가서가 발

급된다. 원격교육연수원 신규 인가 신청 자격은 최근 2년간 매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특수 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했거나, 정부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교원연수를 위탁

받아 실시한 적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이다.

[ 표 1-1-25 ] 원격교육연수원 신규 인가 신청 최소 기준

구분 인가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

시설･설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기타 시설 등

상근직 전담 인력 교원연수 운영 및 지원 전담 인력 5인 이상(교수요원 포함, 연수원장 제외)

연수 운영예산 투자 계획 포함한 연수 운영예산 5억 원 이상

원격교육연수원 신규 인가 심사 기준은 교원 원격연수의 다양화를 위해 특성화･전문화를 강조하

고 있다. 여기에 2018년부터 개정된 지표는 신규 설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자격 조건과 안정

적인 운영에 필요한 운영 요건을 나누어 평가함으로써 원격교육연수원 난립 및 부실 운영을 예방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표 1-1-26 ] 원격교육연수원 신규 인가 심사 기준 (단위: 점)



137

제1장 교육정보화 정책

평가영역 평가요인 배점

 II. 운영준비도

 2.1 상근직 전담 인력 적합/부적합

 2.2 운영예산 적합/부적합

 2.3 시설/설비

적합/부적합

적합/부적합

적합/부적합

<운영 요건>

 III. 운영기관

 3.1 비전과 전략

20 3.2 운영 재정

 3.3 연수교육과정

 IV. 조직 및 인력
 4.1 연수조직

16
 4.2 연수 운영 인력

 V. 플랫폼 및 설비
 5.1 학습관리시스템

23
 5.2 콘텐츠 제작/편집 설비

 Ⅵ. 연수 운영

 6.1 품질관리

20 6.2 평가와 성적관리

 6.3 연수 운영 지원

 Ⅶ. 연수자 지원 
 7.1 연수자 지원

8
 7.2 사후관리

 Ⅷ. 정보관리 및 접근성
 8.1 개인정보관리

8
 8.2 접근성

 Ⅸ. 연수원 규칙  9.1 규칙 제정 5

합계 100

원격교육연수원 신규 인가 기관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2013년부터 2016년

까지는 신규 인가 기관이 전무하였다가 2017년에 1개의 기관이 원격교육연수원으로 인가를 받았다. 

[ 표 1-1-27 ] 원격교육연수원 인가 현황 (단위: 기관)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신규 인가 4 3 2 2 0 0 0 0 1

폐원 0 7 2 6 3 2 2 0 0

원격교육 연수원 수 52 48 48 44 41 39 37 37 38

※ 시･도교육청 산하 원격교육연수원 제외

나. 원격교육연수원 연수과정 내용 심사

원격교육연수원은 신규로 개설하거나 내용 심사 후 3년이 경과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원격교육연

수지원센터로부터 해당 연수 과정(콘텐츠)에 대한 교육 내용을 심사받아야 한다. 이는 교원에게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다 양질의 원격교육연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이 반영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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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과정 평가는 연수 목표 및 내용 구성, 최신성, 정확성, 윤리성, 무결성 등을 심사한다. 특히 

2018년부터는 교원연수 중점 추진 방안에 따라 교육 내용이 국가적, 사회적, 윤리적 가치관과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한 개선된 심사지표를 적용하고 있다.

2009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원격교육연수 연수과정 내용 

심사를 시작한 이래, 원격교육연수원의 연수과정 신규 개설을 위한 콘텐츠 내용 심사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표 1-1-28 ] 원격교육연수원 연수과정 내용 심사 현황 (단위: 종,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신규 신청 358 486 550 602 475

합격 건수 278 302 365 372 329

합격률(%) 77.7 62.1 66.4 61.8 69.3

이에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는 원격교육연수원의 연수과정 콘텐츠 개발 시 체계적인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콘텐츠 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원격교육

연수원 운영평가 요소에 ‘연수과정 내용 심사 합격률7)’을 새로운 계량평가 지표로 반영하고 있다.

다. 원격교육연수원 운영평가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는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원격연수의 질을 관리하기 위

해 2011년부터 연 1회 ‘운영평가’를 실시하였고, 2016년부터는 원격교육연수원 기관 특성별(공공 

및 대학 / 민간)로 시기를 달리하여 2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운영평가는 운영보고서, 

발표 평가, 현장 실사를 통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실시된다. 2013년부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2(평가) 개정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 표 1-1-29 ] 원격교육연수원 연도별 운영평가 결과 (단위: 개)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 기관 수 43 42 40 38 36 19 18

우수 기관 26 29 6 5 13 2 5

보통 기관 - - 23 22 12 8 7

미흡 기관 17 13 11 11 11 9 6

※ 2017년도 평가 대상: 민간 (18개 기관) / 2018년도 평가 대상: 공공 및 대학(16개 기관)

7) 콘텐츠 개발 내용 심사 합격률 = (내용 심사 통과 건수 / 내용 심사 신청 건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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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시되는 운영평가를 통해 각 연수원은 평가 취지와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컨설팅을 통해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원격교육연수 

운영 사례를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해 부총리상을 수여함으로써 우수사례 확산에 힘쓰고 있다.

또한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는 원격교육연수원 운영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연수 운영의 질적 수준

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원격교육연수원의 특성화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인력 

평가를 강화하고, 신규 콘텐츠 개발과 연수과정 내용 심사 합격률에 대한 평가지표도 반영하였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원격교육연수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제 평가도 강화하였다.

한편 평가결과 미흡기관의 질 관리 방안으로 ‘개선 이행 관리카드제’를 실시해 연수원 스스로 

평가 결과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이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이 현장 실사를 통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실시하여 원격연수원의 운영 활성화 

및 원격교육연수의 질적 향상을 돕고 있다.

[ 표 1-1-30 ] 원격교육연수원 운영평가 항목 및 배점 (단위: 점)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배점

기관 운영
－운영 형태, 연수 운영 실적
－특성화 및 활성화

25

조직 및 인력 －조직 체계, 운영자 25

연수 운영

－콘텐츠 확보 및 품질･관리
－평가 성적 관리
－교육 지원, 민원 처리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

100

기반시설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시설
－시설, 서버･네트워크

적합/보완/부적합, 10

학습관리시스템
－연수자･교수자･운영자 측면
－부정행위 방지

40

연수 운영 우수 사례 20

총계 220

라. 원격연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연수원 협력체제 구축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는 원격교육연수의 수요자･공급자･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발전방안

을 수립하여 원격교육연수원의 중장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일환으로 2016년부터 

시･도 교육연수원 콘텐츠 공동개발 사업의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고품질 

콘텐츠 확보 등 원격연수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부터는 국가교육정책 분야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140

2018 교육정보화백서

1) 시･도 교육연수원의 콘텐츠 중복 개발 방지 및 고도화를 위한 공동개발

2016년 교육부 주도로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중복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교육연수원 및 

시･도 교육연수원,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가 역할을 분담하여 콘텐츠 공동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5개 시･도 교육연수원이 참여하여 총 4종의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2017년에는 

중앙교육연수원 및 17개 시･도 교육연수원장으로 구성된 콘텐츠 공동개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를 콘텐츠 공동개발 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

된 주제로 총 10종의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통합교육연수시스템에 탑재하여 중앙교육연

수원 및 17개 시･도 교육연수원에서 원격교육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도 10종의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표 1-1-31 ] 시･도 교육연수원 원격연수 콘텐츠 공동개발 역할 및 책임

구분 역할 및 기능 비고

공동개발 
운영위원회

－원격연수 콘텐츠 중복 개발 방지 및 공동개발 사업 심의･의결
 ※ 위원회 운영 총괄: 중앙교육연수원

위원장(중앙교육연수원장)
위원(시･도 교육연수원장)

공동개발
실무협의회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중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및 조정

위원(시･도 교육연수원 원격연수 담당자)

운영기관 －공동개발 사업비를 분담, 저작권 공동 소유 운영기관(시･도 교육연수원)

사업 전담기관
－사업 실행 계획 수립,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
－콘텐츠 개발 주관 (일정･품질관리) 

사업 전담기관(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수행 업체
(콘텐츠 개발 용역 수행)

－콘텐츠 내용 집필, 교수 설계, UI 구현 및 개발
－연수 주제(역량)별 메타데이터 생성
－통합교육연수시스템에 콘텐츠 탑재

수행 업체

2) 교육부 국가교육정책 분야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는 2017년 교육부에서 진행하던 국가교육정책 분야 원격연수 콘텐츠 10종

을 개발하였으며, 2018년에는 총 21종의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국가교육정책 분야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사업을 통합함으로

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국가교육정책 분야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은 교육부 담당 부서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요구 

분석을 실시하여 기존 콘텐츠와 중복 방지, 과제의 중요성 등을 심의하여 주제를 결정한다. 또한 

국가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교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고품질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삼는다.

3) 원격교육연수원 이수자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원격교육연수로 생성되는 교원연수 이수자 정보를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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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원격교육연수원 이수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016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원연수에 관한 개인정보가 기술적 보호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시･도교육청 교육행정정보시스

템(나이스)에 등재될 수 있는 연수 정보 관리체제 마련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이수자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안전하게 교원연수 이수자 정보를 관리･전송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정보에 대한 통계를 관리할 수 있어 교원의 연수 선호도 성향과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 분석 자료는 향후 연수성과를 극대화하는 연수정책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쓰일 수 있다.

[ 그림 1-1-22 ] 원격교육연수원 이수자정보관리시스템 구성도

원격교육연수원

3. 향후 계획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는 원격교육연수를 보다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교원의 원격연수 질적 향상을 위한 원격교육연수원의 질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격교육연수원 직무연수 성과 분석 연구’를 통해 원격연수원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

여 원격연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원격교육연수원의 

새로운 운영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질적 관리를 유도하고 운영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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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컨설팅 등을 통하여 부실 또는 변칙적 방법으로 운영되는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둘째, 교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고품질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교원 직무역량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교원, 원격교

육연수원, 시･도 교육연수원 및 교육부 각 과와 협업을 통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발전하

는 IT기술 변화에 따른 교육 내용 및 새로운 연수 형태를 선도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셋째, 콘텐츠의 내용 심사를 통한 원격교육 연수과정의 질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원격교육

연수의 구성 및 내용 뿐 아니라 개인의 권익보호, 국가적, 사회적, 윤리적 가치관에 위배되지 않도

록 심사를 강화하여 원격교육연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교원들의 직무역량 함량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과 관리를 통해 교원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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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정보보호영재교육

1. 사업 개요

교육행정, 금융거래, 방송･통신 등의 일상 업무가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운영되고, 국가･공공･민

간기관 대상으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사이버 보안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보안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도화

된 사이버 위협에 대하여 기술적인 보안 대책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전문 인력 및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국가정보원, 2013.7.)’을 통해 최정예 사이버 전문 인력 

발굴･양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부는 2014년 8월 정보보호, 암호학, 정보윤리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설치･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정보보호 우수인재

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설치는 ｢영재교육진흥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를 근거로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의 대학 부설로 선정하였으며, 매년 

권역별 90명을 정원으로 총 360명을 선발하여 핵심 전문인력 양성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표 1-1-32 ] 권역별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기관(총 4개 대학, 권역별 운영)

권역 운영 기관 담당 지역

1권역(수도권)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2권역(충청권) 공주대학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제주

3권역(영남권) 대구대학교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4권역(호남권) 목포대학교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제주 지역의 경우, 4개 권역 모두 신청 가능

※ 출처: 교육부 정보보호영재교육원 기본 계획(안)

2017년도에는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 공통 기준을 수립･운영하였으며, 학급 편성에 대

한 개선으로 질 좋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윤리 특강, 정보보안 경진대회의 윤리 및 도덕 문제 출제 등 실력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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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33 ] 연도별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주요 활동

연 도 주요 활동

2014
∙ 4개 권역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선정(2014.8.12.)
∙ 2014년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2014.9.∼2015.1.)
－정보보호영재교육원 1기 교육생 수료: 299명

2015
∙ 2015년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2015.2.∼2015.12.)
－제1회 정보보안 경진대회 개최(2015.10.)
－정보보호영재교육원 2기 교육생 수료: 321명

2016
∙ 2016년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2016.2.∼2016.12.)
－제2회 정보보안 경진대회 개최(2016.10.)
－정보보호영재교육원 3기 교육생 수료: 330명

2017
∙ 2017년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2017.3.∼2017.11.)
－제3회 정보보안 경진대회 개최(2017.11.)
－정보보호영재교육원 4기 교육생 수료: 351명

※ 출처: 교육부 정보보호영재교육원 기본 계획(안)

2. 추진 체계

교육부는 미래의 정보보호 전문가인 ‘화이트 해커’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영재교육원 

기본 계획 수립, 운영 평가 실시 등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 총괄을 하고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

보원에서는 실질적인 진행 및 관리, 운영평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권역별 정보보호영재교육원에서는 학생 모집,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도 및 관리 등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권역별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원장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영

재교육원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 협의회를 통해 학생모집･홍보 등 운영 관련 쟁점사항을 논의하

고, 교육과정 개선사항 및 우수활동 사례 공유 등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에는 협의

회를 통해 홍보자료와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입학 시 운영규정 및 준수사항에 대한 동의 및 서약서

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수료생 진로현황 관리를 위한 조사 템플릿 등을 확정하였다.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은 학생 모집부터 교육과정 운영, 기관 평가에 

이르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현안 공동대응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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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23 ] 정보보호영재교육원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

※ 출처: 2017년 정보보호영재교육원 협의회

3. 주요 추진 사업

가. 정보보호영재교육원 학생 모집 및 선발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은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정보보호 분야에 꿈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화이트 해커 양성을 위해 교육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형별 모집 분야는 대상별(중･고등학생)로 과정을 구분하여 반별 총원 20명 이내 소수로 수준별

(기초, 심화, 전문) 학급을 편성하여 모집하고, 모집 정원은 권역별 90명, 4개 권역 총 360명을 

선발한다.

[ 표 1-1-34 ] 전형별 모집 분야 및 정원 (단위: 명)

구분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모집 분야 중등기초 중등심화 고등기초･심화 고등전문

모집 정원 45명 45명

※ 출처: 교육부 정보보호영재교육원 기본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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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방법은 포트폴리오(20매 이내), 교사 추천서(지도교수 추천서), 자기소개서를 첨부하여 원서

접수를 하면 학습능력, 영재교육 적합성, 발전 가능성에 대한 서류평가를 실시한 후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선발하게 된다. 교육기간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운영되

며, 봄･가을 학기 중에는 격주 토요일에 실시한다. 여름방학 중에는 집중교육(3박 4일)과 정보보호 

관련 연구소 및 기업체를 견학하며, 정보보호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정보보안 경진대회에 참여

하게 된다. 이렇게 참여한 교육원생은 전체 수업 100시간 중 80% 이상 출석해야 수료되며, 영재교

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 표 1-1-35 ] 권역별 정보보호영재교육원 모집 현황 (단위: 명)

권역 구분
2014 2015 2016 2017

지원 선발 수료 지원 선발 수료 지원 선발 수료 지원 선발 수료

수도권 서울여대 462 90 86 353 90 88 288 90 90 292 90 88

충청권 공주대 78 73 67 117 90 80 152 90 87 173 90 89

영남권 대구대 107 89 80 105 90 77 153 90 84 141 90 88

호남권 목포대 80 80 66 106 90 76 84 81 69 131 90 86

총계 727 332 299 681 360 321 677 351 330 737 360 351

※ 출처: 교육부 정보보호영재교육원 기본 계획(안)

나. 정보보호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정보보호영재교육원 교육과정은 암호학,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해킹실습 등 다양한 정보보호 

이론 및 실습을 하는 기술교육과 인터넷 윤리, 사이버범죄 유형, 사회문제 교육 등 정보보호 윤리, 

인성교육, 진로탐색을 하는 적성교육으로 2016년부터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통 교육과정 외 방학기간 중 집중교육(3박 4일), 정보보호 관련 연구소 및 보안업체 등 현장 

방문 체험,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 프로젝트, 학회 논문 발표 지도 등 교육과정 전체에 대해 연간 

100시간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학사관리는 매 강의마다 출석 확인과 전반적인 학습 태도를 평가하여 

행동기록부(관찰기록지) 작성 및 성취도 평가를 수행한다. 진로지도는 담임 교수 및 튜터 상담과 외부 

[ 표 1-1-36 ] 정보보호영재교육원 공통 교육과정 운영 시간(2017년) (단위: 시간)

구분
정보보호 적성교육 정보보호 기술교육

총계
인성/윤리 진로탐색 소계 이론 실습 참여활동 소계

중등
기초 12 4 16 5 25 10 40 56

심화 12 4 16 3 26 10 39 55

고등
기초･심화 12 4 16 4 26 10 40 56

고등전문 12 4 16 재량 10 10 26

※ 출처: 교육부 정보보호영재교육원 기본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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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문가에 의한 학생 진로와 진학 상담 병행, 강사 멘토링 실시 등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17년 정보보호영재교육 대상 학생들의 사회적 책무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 내 윤리 교육 시수를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입학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명예･윤리 서약서’ 서명과 학부모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은 건전한 윤리와 인성, 사회적 책무성을 갖춘 미래의 정보보호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 정보보안 경진대회 운영

2015년부터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재학생 대상으로 실제 해킹 환경 체험을 통해 실전 경험 축적과 

실력 검증 및 평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흥미유발과 학습의욕 향상을 위해 ‘정보보안 경진대회’를 

추진하였다.

대회 운영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구성하고, 대회 문제는 보안 5개 유형에 대해 단계별 난이도

(기초･초급, 중급, 고급)로 출제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유형의 문제를 선택하여 풀도록 하였다. 개인

전은 교육생 전원이 참가하는 온라인 대회로 권역별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실습실에서 한국교육학

술정보원에 구축한 대회서버에 동시 접속하여 진행하였다. 단체전은 권역별 1팀당 4명씩 3개 팀, 

총 12개 팀을 선정하여 서울대학교 정보전산원에서 오프라인 대회로 진행하였다.

2017년 11월 ‘제3회 정보보안 경진대회’에서는 단체전 종료 후 학생들이 참여하는 소속팀 소개와 

대회문제 풀이법 발표 시간을 가져 학습활동과 연계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전 

및 단체전 포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 정보보호영재교육원장상 등을 수여하였고, 참여 의욕

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상을 신규로 추가하여 수여하였다. 이처럼 3년간 정보보안 경진대회 운영을 

통해 개인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팀워크 활동을 통한 협동심과 리더십 향상을 도모하였다.

[ 그림 1-1-24 ] 2017년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입학식 및 경진대회 

※ 출처: 2017년 정보보호영재교육원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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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 평가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평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을 근거로 매년 정보보

호영재교육원 운영관리 점검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실시하였다. 

2017년 8월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였고, 운영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및 학생 관리 현황, 수업 참관, 교육원생 및 튜터 인터뷰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

였다. 중간점검 결과는 정보보호영재교육원 협의회에서 결과 분석 및 권역별 운영사례를 공유하여 

개선 방안 모색에 활용하고 있다.

2017년 12월 교육과정 운영 완료 후, 당해 연도 운영계획 수립 단계부터 교육생 모집 준비, 

프로그램 운영, 수료까지 운영 전반에 대해 정량 및 정성적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운영평가를 실시

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른 권역별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개선 컨설팅 자료로 

활용하여 다음 년도 운영방향 개선 및 추진 전략 수립에 참고하였다.

4. 향후 계획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의 조직체계, 교육 대상자 선발 및 교육, 성과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다음 년도 교육원 운영 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교육원 운영 적정성 확인과 양질의 미래 정보보호 인재 양성 교육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수료생들의 진학, 취업 등 진로현황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미래 정보보호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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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학교정보화 환경 구축

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교육정보화는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유･초･중등학교의 교수･학습 자료와 교육환경, 

교육방법 등이 개선되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이러

한 근간에는 1995년부터 추진된 초고속국가망 사업이 있었다. 또한 2005년 초고속국가망 사업 

종료로 정부가 학교에 보조하는 통신비 상계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요금이 대폭 인상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5년 3월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도심

지는 물론 도서･산간 지역을 포함한 전국 초･중･고교와 모든 교육기관에 요금 차별 없는 학교인터

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최근 논의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모든 사람과 사물이 초연결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데이터가 

끊임없이 수집･축적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토대로 스스로 

분석되고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초연결 지능화 혁명에 따라 교육의 

주요 목표는 기존 지식전달 방식에서 학생의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으로 바뀌었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국･검정 구분 고시(2016. 8. 29)’를 통해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 학교에 보급하고 수업에 

활용하고자 한다.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갖는 디지털교과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

지의 사회, 과학, 영어와 고등학교 영어(검정 5종) 교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환경 및 수업방식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학교정보화 환경은 기존 유선에서 무선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실감형 동영상 

콘텐츠가 도입된 디지털교과서의 활용 확대를 위해 초･중학교에 무선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게 되었다.

나. 추진 경과

1990년대 정보화 시대 도래와 함께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전국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의지에 따라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학교인터넷 등 공공 부문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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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은 물론 민간의 정보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과 재원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미래의 주역

인 학생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해 2000년 ‘교육정보화의 조기 완결

을 위한 초･중･고교 인터넷 무료제공 정책’을 선언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초고

속국가망 사업을 통해 당시 공중망 상용요금이 월 146만 2,000원인 256Kbps 인터넷 회선을 전국 

1만 1,000여 초･중･고교에 무료로 제공하고, 512Kbps와 2Mbps는 공중망 상용요금 대비 약 2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학교인터넷 보급･확산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고 초･
중･고교 학교인터넷의 평균 대역폭은 2000년에 1.9Mbps에서 2002년도 3.7Mbps, 2004년도 8Mbps

로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2005년 초고속국가망 사업이 종료되고 학교인터넷 통신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었

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교육기관의 참여와 통신 서비스 구매 수요를 결집하여 공동구매 방식인 

‘스쿨넷 서비스’ 이용제도를 마련하여 2006년부터 요금인상 없이 속도를 증속하는 등 학교인터넷

망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학교 트래픽 이용 추이에 따라 5년 

주기로 통신사업자를 선정하고 요금을 합리화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지원

하고 있다. 2018년 2월 기준 연간 500여억 원 규모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1만 2,000여 개 

학교와 교육기관이 3단계 스쿨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표 1-1-37 ] 스쿨넷 서비스 현황 (단위: 개, 억 원)

사업기간 이용기관 회선 수 년간 요금 통신사업자

1단계 2006.1∼2011.2 10 9,227 637 데이콤, SK네트웍스

2단계 2011.3∼2016.2 10 9,863 525 KT, LGU＋, SKB

3단계 2016.3∼2021.12 17 12,968 633 KT, LGU＋, SKB

정부는 2008년 12월 ‘방송통신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3,000

개 학교를 대상으로 IPTV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50Mbps급으로 학교인

터넷망 고도화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학교인터넷 고도화 정책에 따라 학교 통신 속도는 요금변동 

없이 2009년 10Mbps에서 50Mbps로 증속된 이후 2011년 100Mbps, 2013년 200Mbps, 2015년 

300Mbps, 2017년 400Mbps급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되었다. 

[ 표 1-1-38 ] 학교인터넷망 주요 이용 속도 및 요금 (단위: bps, 원, %)

연도 2006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주요 속도 10M 10M 50M 100M 150M 200M 300M 400M

이용 요금 524,300 498,000 498,000 498,000 498,000 498,000 498,000 478,000

2006년 대비 요금 수준 100 95 95 95 95 95 95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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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1년 6월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사업 등을 통해 학교 무선인프라 환경을 지원하여, 2015년 기준 전국 9,200여 초･중

학교에 무선 가능 교실 2.3실, 스마트단말 10.2대가 평균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6년 12월에 ‘지능정보화사회에 대응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시안)’을 발표하였고, 시･도교

육청 의견 수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부터 시행되는 디지털교과서 활용 확대, 소프트웨

어 교육 필수화 등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선인프라 확충을 2017년부터 추진하였다.

2. 추진 현황

가. 학교 정보통신 인프라

학교의 정보통신 인프라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 통신회선을 집선하는 네트워크 

집선방식으로 연결되어 인터넷과 업무망을 이용하고 있다. 학교의 외부망 영역인 백본네트워크 

장비(방화벽 등)까지의 전용회선 서비스는 ‘스쿨넷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어 전국 

대부분 학교에서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400Mbps 속도를 이용하고 있다. 학교의 내부망 영역은 

학내망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스위치 등을 활용하여 업무망, 학생망, 무선망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

하고 있다.

[ 그림 1-1-25 ] 학교인터넷망 구성도

[ 표 1-1-39 ] 스쿨넷 서비스 속도별 기준 요금 (단위: bps, 원)

구분 속도(bps) 요금(원) 구분 속도(bps) 요금(원)

전용회선
400M 478,000

인터넷
400M 459,600

1G 568,300 2.5G 4,3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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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 무선인프라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은 2021년까지 5년 동안 2,000여억 원을 투자하여 7,900여 개 

학교에 무선 가능 교실 4실 및 스마트단말 60대까지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2017년 4월 교육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8)을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를 위한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계획’ 

사업 추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

원은 2017년 6월 17개 시･도교육청과 ‘2017년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협약을 체결

하고 137억 원의 재원으로 전국 초등학교 635개교에 무선인프라 구축을 위한 무선통신망, 무선인

프라 관리시스템, 스마트단말 도입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림 1-1-26 ] 학교 무선인프라 단계적 확충(안)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은 교육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2017년부터 도서벽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며 단계적으로 중소도시 및 대도시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확대한다. 또한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사업 등 기 구축된 무선인프라 현황을 반영하여 

초등학교는 2020년까지, 중학교는 2021년까지 무선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7년 12월에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2차)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337억 원의 재원으로 1,23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학교 무선인프

라 구축 사업은 전국 학교에 무선통신망과 스마트단말을 구축하고 기 구축된 학교의 통신 인프라, 

시･도교육청 또는 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원격에서 무선통신망의 관제 및 장애 대응, 스마트단

말의 인증 및 원격관리 등 통합관리 환경을 제공한다. 스마트단말에는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위한 

필수 애플리케이션인 디지털교과서 뷰어와 위두랑(rang.edunet.net) 및 디지털교과서를 사전 탑재

하여 배포함으로써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무선인프라 구축 

학교 관리자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무선인프라 이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디지털교과서 활용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학교 무선인프라 현장지원단’으로 위촉하여 학교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8) 한국정보화진흥원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제3항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등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

원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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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스쿨넷 서비스를 통해 학교인터넷망의 주요 속도는 2009년 2∼10Mbps에서 2017년 400Mbps까지 

무상으로 50배 이상 속도개선 성과가 있었다. 또한 스쿨넷 서비스는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인터넷 

요금체계로 400Mbps 기준 이용 요금이 2008년 1,253만 4,000원에서 2017년 45만 9,000원으로 

약 96%의 요금을 인하함으로써 대폭적인 요금인하 성과를 이루었다.

[ 표 1-1-40 ] 스쿨넷 서비스 속도 개선

구분 2009∼(1단계) 2017∼(3단계) 개선 효과

주요 속도 2∼10Mbps 400Mbps 40배 이상 속도 향상(무상증속)

[ 표 1-1-41 ] 스쿨넷 서비스 요금 개선 (단위: 천 원)

구분 2008 2017 개선 효과

인터넷 서비스(400Mbps)
이용 요금

12,534 459 약 96% 요금 인하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은 무선통신망, 무선인프라 관리시스템, 스마트단말 도입 3개 부문으

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3월까지 전국 초등학교 679개교에 무선접속이 가능한 

교실 2실 및 스마트단말 50대 구축을 완료한다.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되는 

645개교 및 전국 공모로 선정한 34개교를 추가로 지원하여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성화를 유도

하였다. 또한 무선인프라 관리시스템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을 포함

한 4개 시･도교육청은 무선AP 컨트롤러, 인증시스템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환경으로 구축하

였고, 12개 시･도교육청은 중앙의 기술지원센터에 구축된 무선통신망 및 단말 관리시스템과 인증

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관리 및 관제하는 환경으로 구축되었다. 스마트단말은 학교 수요를 기반으

로 안드로이드, iOS, 윈도 3종의 운영체제가 도입되었다. 

[ 표 1-1-42 ]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구분 무선통신망 무선인프라 관리시스템 스마트단말

내용
전국 679개교에 무선AP, 

PoE스위치, AP컨트롤러 구축
12개 시･도교육청 연계 무선통신망/단말 

관리 및 인증시스템 구축
안드로이드, iOS, 윈도 3종 운영체제 

스마트단말 도입

시･도교육청별로 무선인프라 및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 전문성이 있는 현장교사 160명을 

‘학교 무선인프라 현장지원단’으로 위촉하고 현장지원단 강사와 학교를 매칭하여 학교별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하였다. 디지털교과서 뷰어와 위두랑 등의 애플리케이션 설치와 무선인프라 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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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과서 콘텐츠 활용 수업방법 등 무선인프라에 익숙하지 않은 교원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만족도 조사결과 4.65점(5점 만점)으로 무선인프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무선인프라 구축 학교(1차, 2차)를 대상으로 2018년 2월 전국 7개 권역에서 총 10회 이용설명회

(연수)를 개최하여 1,865개 학교의 교장･교감 관리자 및 정보부장 교사 등 총 3,368명이 참석하였

다. 이용설명회(연수)에서 무선인프라 확충 계획, 무선인프라 구축 및 운영방안, 우수사례, 실감형 

콘텐츠 등을 설명하고 스마트단말을 이용하여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보는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여 

무선인프라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 그림 1-1-27 ] 현장지원단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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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28 ] 학교 무선인프라 설명회 참석현황

4. 향후 계획

학교정보화 환경은 스쿨넷 서비스를 통해 외부망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어 400Mbps 속도를 

사용하고 있고, 2017년부터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을 통해 무선 기반 교육망도 단계적으

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내부망은 정보통신 장비와 케이블의 노후화, 성능 미흡 등으로 

체감 속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2018년에는 전국 초･중등학교 학내망의 통신 인프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하며,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및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사업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 기 구축된 무선인프라의 품질도 개선하여 학교 정보통신 

인프라의 품질 개선은 물론 체감 속도와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교육환경과 수업방식이 변화하고 디지털

교과서 및 실감형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기반의 대용량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맞춤형 

교실수업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정보화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교육용 

콘텐츠와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되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

서 중장기적으로는 광대역 초저지연의 학교인터넷망 구성 및 전국 보편적이고 경제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학교의 관리부담 경감을 위한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미래교

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7) 2017 교육정보화 백서

교육부(2017),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를 위한 초‧중학교 인프라 확충 기본계획

한국정보화진흥원(2017), 2017년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1차, 2차) 사업 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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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교육정보 공유･유통서비스 ‘에듀넷’

1. 사업 개요

에듀넷(EDUNET)은 1996년 개통 이후 공교육 정상화 및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초･중등 교육정보 서비스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

리나라 초･중등 교육정보화의 대표 브랜드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는 교육정보화 전담 기관으

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설립 가치와 비전 실현의 구체적인 실행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내 인터넷 보급 초기인 1996년 최초의 교육정보종합시스템으로 개통한 에듀넷은 학생과 교사

들이 국가 단위 교육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04년 정부가 

수립한 ‘e-러닝 지원체제 종합 발전방안’에 따라 ‘중앙교수학습센터’로 그 역할을 변화･확대했으며, 

각 지역 교육기관(교육청)의 성과를 발굴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

에듀넷은 2016년 서비스 개통 20주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서비스 개편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

정 통합 지원 포털과 연계하여 2017년 4월부터 ‘에듀넷･티-클리어(EDUNET･T-CLEAR)’라는 새로

운 이름으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에듀넷･티-클리어는 국가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에 맞춘 필수적인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비스 주요 이용 대상을 초･중등 

교사로 정의하여 교사의 수업･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접근성

과 편의성, 자료 탐색 신속성을 개선에 특히 노력하고 있다.

에듀넷･티-클리어가 통합 제공하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자료를 전국의 교육기관 및 학교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초･중등 교육정보 메타데이터(KEM, Korea Educational 

Metadata), OPEN API, 검색 스크립트 등을 보급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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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내용

1996. 4 ∙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소관 교육정보화 추진 분과 위원회에서 에듀넷 구축 확정

1996. 9 ∙ 국내 최초 인터넷 교육정보종합 서비스 ‘에듀넷’ 개통

1999.10 ∙ 교육정보 포털 서비스 실시, 에듀넷 전용 01444망(PC통신) 개통

2002. 5 ∙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 서비스 개통－16개 교육청과 연계체제 구축

2002.10
∙ 에듀넷, ‘교육 부문’ 최고 사이트 3년 연속 선정(한국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전자신문, 한국능률협회/랭키닷컴 

교육정보 서비스 최다 방문자 기록)

2003.11
∙ 전국 단위 연구･연수 활동 성과물 공유 서비스 개통
－4대 연구연수 네트워크(연구대회, 연구학교, 교과교육연구회, 교원연수)

2004. 9 ∙ 중앙교수학습센터-에듀넷 통합 서비스

2004.12 ∙ 초･중등교육정보 메타데이터 국가표준 규격(KSX 7001) 획득

2005. 5 ∙ 교사 대상 온라인수업컨설팅 제공 및 학생 대상 교과상담 서비스 운영

2006.10 ∙ 에듀넷 시스템 지원 인프라 운영관리 인증 ISO/IEC 20000 획득

2007. 4 ∙ 시･도 교수학습센터 연계 강화를 위한 통합검색 Open API 제공

2009. 8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온라인 지식교류(수업상담) 활동 운영 

2010. 9 ∙ 전국 초･중등학교 우수 수업 동영상 서비스 개통 

2011.11 
∙ 소외계층 지원 분야 대상 수상(인터넷 에코 어워드 20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도서･벽지 소규모학교 졸업앨범 무상제작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2012. 3 
∙ 교육정보 콘텐츠 이용 확대를 위한 교육기부 협약(공공 및 민간 10개 기관 참여, 교육기부 콘텐츠 30만 건 수집 및 

제공)

2012. 8 ∙ e-교과서 전송 및 연계 활용 교과학습 자료 서비스 제공

2013.10
∙ 교육과정 개정에 적합한 교과학습 콘텐츠 개발 및 재구조화
∙ 다양한 인성 교육 동영상 콘텐츠 개발 

2014. 3
∙ 교육과정 활용 기반의 에듀넷 서비스 개편
－모바일 환경 지원을 위한 UI･UX 전면 개편 및 검색 서비스 고도화 등 디지털교과서 전송 및 연계 활용 교과학습 

자료 서비스 제공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보되는 교육정보가 수요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교육정보는 물론 우수 수업 

동영상,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포트폴리오, 연구대회･연구학교와 같은 교원의 연구 성과물 등 

사용자가 개발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저작권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서비스의 모든 저작물과 개인정보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체제 강화 및 급성장한 교육정보 서비스 시장 등 

서비스 내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 에듀넷･티-클리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편한 서비스를 초･중등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사 중심의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자료･정보 제공 

기능을 확대하고, 교육정보 공유 체계를 정비해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를 이용하고 생산할 수 

있는 ‘교육정보 공유･유통체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자료를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표 1-2-1 ] 에듀넷･티-클리어 서비스 주요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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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뉴 내 용

수업
연구 
자료

초등학교
수업지도안, 활동지 등의 수업설계 자료, 연구대회･연구학교 등 연구 자료, 단원학습 자료, 
EBS･유투브 등 외부 자료를 학년, 교과, 단원, 성취 기준으로 분류 제공중학교

※ 고등학교는 추후 제공 예정

교육정책

2015 개정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초･중･고･특수교육 학급 교육과정 원문, 해설서 
및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서 등 제공

학생평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평가 매뉴얼 및 교원 연수 자료(국어, 영어 등 15개 과목) 제공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운영 절차 안내, 자유학기제 교과 수업･평가 자료 및 핵심역량 중심 활동 평가 도움 
자료 제공

고교 교육력 제고
시･도별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추진 계획, 직업교육위탁과정 개념, 위탁 현황, 관련 자료 및 
관련 사이트 소개(고입정보포털, 대입정보포털 등)

NCS 기반 교육과정 직무수행능력･직업기초능력 운영 계획서, 평가 계획서, 교수･학습 자료 등 제공

교육일반 디지털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내려받기 및 활용 방법 안내, 교원연수, 교수학습과정안 및 실감형 콘텐츠 등 
자료 제공

연도 주요 내용

2015. 3
∙ 에듀넷 중심의 교육정보 통합･연계 서비스 체제 고도화
－교육부 교육정책 지원을 위한 일원화된 서비스 통합･연계체제 마련(디지털교과서, 소프트웨어교육,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도란도란’ 등)

2015.12 ∙ 공공 서비스 분야 최우수상 수상(웹어워드코리아 2015)

2016.12
∙ 대한민국 우수디자인(GD) 획득(산업통상자원부 선정, 2016 웹사이트 분야)
∙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애플리케이션, 교육 부문 최우수상 수상(2016년 행정자치부)

2017. 4 ∙ 교육과정･교육정책 통합 지원을 위한 ‘에듀넷･티-클리어’ 정식 오픈

2017.11
∙ 에듀넷･티-클리어 ‘2017년 굿 콘텐츠 서비스’ 품질 인증 획득
－(주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7.12
∙ 2017 공공기관 일자리 콘테스트 사회 형평적 채용 분야
∙ 에듀넷･티-클리어 장애인 재택모니터요원 운영 사례 선정
－(주최)기획재정부, 일자리위원회, (주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추진 현황

가. 주요 서비스 현황

에듀넷･티-클리어는 초･중등학교를 주요 대상으로 교육과정 기반의 수업･연구 활동 및 국가 

주요 교육정책 지원을 위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수업･연구 자료’ 

영역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수업연구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교육정책’ 영역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다양한 정책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교육일반’ 영역으로 디지털교과

서, 소프트웨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정보 서비스와 연계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나눔공간’ 

영역으로 교사 간 정보 및 자료 공유를 지원한다. 

[ 표 1-2-2 ] 에듀넷･티-클리어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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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반

영어 e-교과서 영어(듣기 자료, e-교과서) 인증, 사용 안내 등 제공

소프트웨어 교육 SW교육 관련 연구학교 자료 등 다양한 정보 제공

사이버폭력예방 정보윤리교육 사이버폭력 예방 정보윤리 수업사례, 교과연계 콘텐츠, 유관 기관 자료 등 제공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 예방 교육용 영상, 정책 자료 등 종합정보 제공

연구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소프트웨어교육, 디지털교과서 등 다양한 연구학교 자료 및 정보 제공

연구대회 전국 연구대회 입상작 등록, 검색 및 다운로드 제공

교원연수 다양한 교원연수 정보 및 원격연수 콘텐츠 제공

나에게 드림 온라인 포트폴리오 제작 기능 및 진로 관련 영상 제공

독서교육 인문소양교육 독서교육 자료, 활동사례, 학교도서관 자료 등 제공

스마트교육 이해 스마트교육 개념, 교원연수 자료, 수업사례 제공

시･도 교육정보 서비스 시･도교육청에서 공유하는 각종 교수학습 자료

위두랑 교원, 학생의 학습 커뮤니티

나눔공간 선생님들이 직접 자료를 올리고 공유하는 게시판

에듀넷･티-클리어 서비스 운영은 ‘교육 콘텐츠 확보’, ‘품질관리’, ‘교육 콘텐츠 공유･유통 및 

서비스 제공’ 업무로 구성된다. 먼저 공공 및 민간기관과 기부 협약을 통해 콘텐츠를 확보한다. 

확보된 콘텐츠는 최신 교육과정에 맞춰 분류하며, 학습 주제에 따라 연관이 높은 콘텐츠를 선별해 

제공함으로써 학습 편의와 효율을 높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콘텐츠의 유해 요소 포함 여부와 

기술적 호환성 등 품질검증을 실시하고, 콘텐츠 재구조화 및 신규 개발을 통해 최적화된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한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에듀넷･티-클리어를 

통해 초･중등 수요자에게 제공되고, 디지털교과서 등 교육 현장에 배포된 학습 지원 도구와 연계된

다. 또한 사용자의 이용 목적과 활용 빈도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및 공공

기관의 홈페이지에도 에듀넷･티-클리어가 제공 중인 콘텐츠를 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형 검색 프로그램(API, 스크립트)을 배포하고 있다.

[ 표 1-2-3 ] 에듀넷･티-클리어 교육 콘텐츠 확보 대상 및 추진 근거

대상 교육정보 유형 추진 근거

교육부
유관 부서

∙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통해 생산되는 교육정보
－디지털교과서, 영어(듣기 자료, e-교과서), 정보통신윤리, 

독서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등

∙ 교육부 해당 정책 소관 부서의 사업추진계획
－2014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계획(2014.3, 

교육부) 등

시･도
교육청

∙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확보하여 공유･유통시키는 교육정보
－교수학습과정안, 멀티미디어 자료, 수업연구 자료, 학습지, 

수행평가 자료 등

∙ ICT 활용 학교 교육 활성화 계획(2001.3, 교육부)
－KERIS 역할 규정(국가 교육 자료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유관 기관
∙ 유관 기관에서 개발한 다양한 영역의 주제별 콘텐츠
－진학･진로, 창의･인성, 체육 등

∙ 다양한 기관과 협약
－교육 목적의 공유저작물 이용 MOU 체결(2015.6) 등

학교(교사)
∙ 연구대회, 연구회 등 이용자가 직접 탑재하는 교육정보
－연구대회 입상작, 연구학교 보고서 등

∙ 교육부 훈령 제168호(2016.4.11)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연구대회 산출물 에듀넷 탑재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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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1 ] 에듀넷･티-클리어 콘텐츠 품질관리 절차

나. 콘텐츠 서비스 현황

에듀넷･티-클리어는 최신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수업연구 및 교육정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인 성취 기준에 따라 콘텐츠를 분류하여 필요한 자료를 성취기준

에 맞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에듀넷 자료 중에서 정규 수업 과정상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거나 신규로 개발하고, 각 자료에 대해 ‘QR코드’를 생성해 교실에서 뿐만 아

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영상, 오디오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자료를 집중 개발하여 수업지도안 등 수업설계 자료(1,500종), 

유튜브 등 수업 자료(9,500종), 사회･과학 주제별 교과학습 자료(300종), 초등 1∼2학년 수업활동 

자료(720종), 범교과 학습 자료(230종), 교과 역량 함양 자료(3,000종)를 서비스하고 있다. 한편 

민간에서 제공하는 수량이 적은 예체능 교과의 주제별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사용자 요구에 맞춰 

콘텐츠 범위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 표 1-2-4 ] 에듀넷･티-클리어 영역별 교육콘텐츠 제공 현황 (단위: 건)

영역 주요 내용 수량

수업연구

∙ 교사의 수업 준비･진행을 위한 수업지도안, 활동지 등의 수업설계 자료
－초･중등 교과 단원별 학습･정리･평가용 자료를 교육과정 기반으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단원학습 자료
－EBS, 유튜브 등 외부에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선별･분류하여 링크 연결하는 외부 자료 
－연구대회, 연구학교 등 연구 자료 및 각종 도움 자료

316,434

교원특화
∙ 2015 개정 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교육과정 연수･연구 자료, 교육과정 우수 사례
∙ 교원연수, 우수 수업 동영상 등 교원역량 개발 자료 

 22,001

교육정책
∙ 디지털 교과서,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학교, 연구대회, 교원연수, 독서 교육, 인문 소양 교육 등 교육정책 

관련 최신 정보 및 자료 
 31,989

공유
∙ 교사가 보유･활용하고 있는 양질의 자료를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공유하는 나눔 자료
∙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유 체제를 통해 링크 형태로 공유하는 자료

216,924

계 530,935

※ 출처: 에듀넷･티-클리어 통계관리시스템, 2018.2

에듀넷･티-클리어는 고품질의 교육 자료를 저작권이나 사용료 부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저작자로부터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확보하여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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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2017년 교사 중심 서비스로 개편하면서 교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나눔공간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였다. 나눔공간을 통해 수업 후기와 같이 교사 

업무에 유익한 자료･정보가 자발적으로 공유되면서 교사들의 수업 준비는 물론 역량 향상에 기여

하고 있다.

다.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콘텐츠 서비스 및 공개용 검색프로그램 제공

에듀넷･티-클리어는 서비스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웹 서비스 트렌드와 사용자 이용패턴을 반영하

여 직관적이고 유연한 카드형 UI･UX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기기 보급 확대 등에 따라 

PC 외 각종 스마트 기기의 화면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고, 언제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의 크기 및 유형 개선, 다운로드 및 별도의 뷰어가 필요 

없는 바로보기 기능 적용 등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에듀넷･티-클리어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통합검색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 

2017년 더욱 신속한 자료 검색 지원을 위해 검색･색인 서버를 증설하고, ‘My 에듀넷’ 기능을 추가

해 사용자 기본 정보(학교급, 학년, 교과 등)와 자주 찾는 서비스를 저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사용자 활동 분석을 통해 서비스 회원 유형별, 학교급별 인기 검색어와 서비스를 버블차트와 

워드클라우드를 적용한 교육정보 Map 서비스를 새로 구현하였다.

[ 그림 1-2-2 ] 에듀넷･티-클리어 교육정보 Map 서비스 화면

에듀넷･티-클리어 자료 공개용 검색 프로그램(API, 검색 스크립트)을 전국 초･중학교 및 교육기

관에 보급하여 외부에서도 편리하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있다. 그 결과 2018년 2월 기준 

시･도 교육 서비스 및 각급학교 홈페이지 등 총 5,726개 사이트에서 활용하고 있다. 



162

2018 교육정보화백서

라.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 운영 현황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는 시･도 교육청, 교육 유관 기관, 교육 현장 등에서 생성되는 각종 교육용 자료

를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메타데이터인 KEM(Korea Educational 

Metadata)을 기반으로 교육정보를 공유･유통하는 서비스다. 중앙의 에듀넷･티-클리어와 각 시･도

교육청별 교수학습지원센터, 유관 기관 등이 보유한 교육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교육정

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중복 개발 방지 및 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교육 수요자의 교육정보 활용성 

제고 및 만족도 극대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는 2001년 3개 시･도 교수학습지원센터(부산, 인천, 경남)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교육정보 수집 및 확보, 교육정보의 유통 및 관리, 교육정보의 검색도구 배포 등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2018년 2월 현재 16개 시･도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총 

216,132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의 교육 자료 원문 요구에 따라 

시･도 교육정보 원문을 통합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2016년 구축한 교육정보 원문 통합관리시

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2018년 2월 현재 총 4개 시･도(대구, 경남, 대전, 제주)에 

시스템을 적용하여 600여 건의 원문 자료가 등록되어 제공되고 있다.

마. 외부 서비스 연계 확대 현황

에듀넷･티-클리어는 외부 서비스와 지속적인 연계 확대를 통해 콘텐츠 접근 경로를 다각화하여 

이용 활성화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2018년 2월 현재 약 19만 건의 콘텐츠가 네이버 웹문서 카테고

리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약 3,300여 건의 콘텐츠가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네이버 통합검색에 에듀넷･티-클리어에서 사용하는 교과 단원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검색 결과 상

단에 에듀넷･티-클리어 자료가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또한 월평균 100만 명 이상이 

활용하는 국내 모바일 알림장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인 아이엠스쿨과 협력하여 에듀넷･티-클리어의 

공지사항을 회원에게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뿐만 아니라 최근 민간 포털 활용 증대에 따라 다양한 인증 방식 제공에 대한 현장 요구에 

맞춰 민간 포털(네이버, 구글) 계정을 연계(OAuth)해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성을 한층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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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에듀넷･티-클리어는 최신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의 수요에 따라 교사의 수업 지원을 위한 수업지

도안･활동지 등의 수업설계 자료, 교사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구대회･연구학교의 계획서 

보고서, 교사･학생의 교수학습을 위한 교과 단원핵심정리･평가문항, 창의･인성 교육 자료 등 다양

한 분야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인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 교육정보 서비스와 차별화를 두었다. 또한 자유학기제･NCS･
고교교육력 제고 등 주요 교육정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자료에 대한 사용 대상의 접근성 강화 및 에듀넷･티-클리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아이

엠스쿨 등 민간의 영향력 있는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자료에 대한 검색 프로그램 

보급도 강화하였다. 

더불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제를 마련하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데 더욱 집중하였다. 

사용자의 서비스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사용자가 참여하는 이벤트 확대 및 학사일정 

등 맞춤형 자료･정보 제공을 위한 기능들을 보강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서비스 활용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이용지표로 서비스 일평균 방문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그림 1-2-3 ] 연도별 에듀넷･티-클리어 서비스 일평균 방문자 수 현황 (단위: 명)

※ 2018년의 경우 2개월(1∼2월 , 학사 일정상 겨울 방학) 간의 통계 산출

※ 출처: 에듀넷･티-클리어 통계관리시스템, 2018.2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주관의 ‘굿 콘텐츠 서비스 품질 인증’을 

획득하여 에듀넷･티-클리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 굿콘텐츠 서비

스 인증이란 국내 모바일 PC 서비스 대상 품질인증 제도로서 콘텐츠 유통환경, 이용자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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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이다.

또한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재택 모니터요원 운영’ 사례가 기획재정부

와 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한 ‘2017 공공기관 일자리 콘테스트’의 사회 형평적 채용 분야 사례로 

선정되었다.

[ 그림 1-2-4 ] 에듀넷･티-클리어 2017년 굿 콘텐츠 서비스 인증서 

에듀넷･티-클리어는 교수학습 자료, 연구 자료, 창의체험활동 자료 등 대부분의 자료를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우수 수업 동영상, 나눔공간 등 일부 메뉴는 저작권과 메뉴별 특성에 

따라 이용 대상에 제한이 있는 서비스도 있다. 또한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등 연계된 서비스 정책

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위한 로그인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휴면회원(2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

로 파기하고 있다. 에듀넷･티-클리어의 전체 회원 수는 2018년 2월 기준으로 총 36만 4,835명이며, 

전국 초･중등 교사 중 서비스에 가입한 비율은 약 26%다.

[ 표 1-2-5 ] 에듀넷･티-클리어 서비스 회원 가입 현황 (단위: 명)

학생
교사 일반 총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기타 소계

135,464 72,496 9,148 4,382 431 221,921 111,850 31,064 364,835

※ 출처: 에듀넷･티-클리어 통계관리시스템,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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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5 ] 에듀넷･티-클리어 회원 가입 비율

학생 가입 비율 교사 가입 비율

※ 출처: 교육통계 서비스(전체 교사), 에듀넷 티-클리어 통계관리시스템(가입회원), 2018.2

4. 향후 계획

에듀넷･티-클리어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교육정책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정보 공유･유통 

플랫폼이라는 역할 수행을 위해 최신 교육과정 기반의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확보･제공하고, 

분산되어 운영 중인 다양한 교육정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통합 연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중등 

교육정보를 통합 서비스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에듀넷･티-클리어의 2018년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통합 제공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 주요 고객으로 정의한 교사가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자료를 자발적으로 서비스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다. 또한 시･도와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용자

가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 

둘째, 사용자가 요구하는 성능･기능을 적극 개선하고 서비스를 안정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우선순위에 맞출 것이다. 상시 모니터

링 체제를 통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셋째, 초･중등 교육 수요자 간 소통과 서비스 참여를 활성화할 것이다. 커뮤니티를 통한 수요자

의 소통을 강화하고, 서비스 관련 다양한 관계자를 포함한 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



166

2018 교육정보화백서

인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 체제를 강화하여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만들어가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민간 교육 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초･중등 교사･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내･외부적으

로 도전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공 서비스로서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여 앞으

로도 초･중등 분야의 대표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에듀넷･티-클리어라

는 새로운 이름이 교육 현장에서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완성도 높은 고품질 서비스로 

사용자에게 다가갈 것이다.

[참고 사이트]

에듀넷･티-클리어, http://www.edu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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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추진 내용

2004
∼

2005
서비스 개통 및 전국 확대

∙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2004)
∙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계획 수립(2004)
∙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 시범 운영: 대구, 광주, 경북(2004)
∙ 사이버가정학습 전국 확대(2005.4)
  - 서비스 대상 및 교과: 중1∼3학, 주요 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중심

2006
∼

2007
서비스 대상 및 교과 확대

∙ 대상: 초등학교 4학∼고등학교 1학년(2006∼2007)
－중1∼고1(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대상 보충형･심화형 제공

∙ 컨설팅을 통한 균형 발전 및 핵심 서비스 구축･시범 적용(2007)
－시스템 기술지원: 시･도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 기능 개선
－진단･처방 학습관리, 화상상담시스템 개발 및 시범 적용 

제2절 e학습터

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e학습터(구. 사이버학습)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교사의 교실 수업 

개선을 지원하여 공교육 내실화 및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무료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학습터는 2004년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

로 추진되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사이버(가정)학습 중앙센터로 지정하여 대구･광주･경북 

등 3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9)를 시작하였다. 2005년부터는 16개 시･도교육청으로 

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17. 12월 e학습터로 서비스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서비

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추진 경과

e학습터 서비스는 대내외 환경 변화와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

되어 왔다. 특히 2014년에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

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이버학습 발전방안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수립되었다.

[ 표 1-2-6 ] 2004∼2017년 e학습터 주요 추진 내용

9) 당시 사이버가정학습이란 명칭으로 서비스됨



168

2018 교육정보화백서

연도 주요 추진 내용

2008
∼

2011

차세대 LMS/LCMS 개발 
및 시･도교육청 구축

∙ 사이버가정학습 차세대 LMS/LCMS 개발(1종) 및 시범 운영(2008)
∙ 진단처방학습관리 시스템 및 화상상담 시스템 시･도 연계 구축(2008)
∙ 사이버가정학습 차세대 LMS/LCMS 시･도 연계 구축(2009)
∙ 사이버가정학습 통계시스템 기능 개선(1종)
∙ 콘텐츠관리유통시스템(CDS) 개발, 차세대 이러닝 기반 구축 사업 시범 운영(2008)

2007 개정 교육과정 수준별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 초4, 중1(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중2 및 고1(수학, 영어) 학생용 콘텐츠(기본, 이해, 
심화), 교과수업용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총 56종)(2009)

∙ 초5∼6(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중2(국어, 사회, 수학), 중3(수학, 영어) 학생용 콘텐츠 
(기본, 이해, 심화), 교과수업용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총 60종)(2010)

∙ 중3(국어, 사회, 과학) 학생용 콘텐츠 (기본, 심화, 핵심), 교과수업용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총 
12종)(2011) 

2012
∼

2015

2009 개정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서비스 개선 모색

∙ 화상상담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토요멘토링 서비스 시범 운영(2012)
∙ 2009 개정 교육과정 중1∼3학년군 기술･가정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2012∼2014)
∙ ‘사이버가정학습 → 사이버학습’으로 서비스 명칭 개정(2013)
∙ 2009 개정 교육과정 초1∼2(국어, 수학), 초3∼6(국어, 사회, 수학, 과학), 중1∼3(사회, 수학, 

과학)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2013∼2014)
∙ 사이버학습 발전방안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014∼2015)
∙ 모바일 조작형 상호작용 콘텐츠 시범 개발(1, 2차)(2015)
－초등 및 중학 사회, 수학, 과학 각 학교급 및 교과별 2종(총 12종)

2016
∼

2017
시･도 통합서비스 환경 구축

∙ 사이버학습 활용 실태 및 효과성 조사 분석(2016)
∙ 사이버학습 모바일 통합 시범 서비스 운영(2016∼2017)
－웹/앱 뷰어 개발, 2009 개정 교육과정 콘텐츠 모바일 재구조화 등

∙ 클라우드 기반 사이버학습 시･도 통합 서비스 환경 구축 및 평가시스템 개발(2017)
∙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 3∼4학년 및 중1(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학습 콘텐츠 

개발(2017)
∙ 2015 개정 교육과정 중1(사회, 수학, 과학) 평가콘텐츠 및 개발(2017)
∙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초튼튼(초등 및 중학 3R’S, 국어, 수학, 영어) 콘텐츠 개발(2017)
∙ 사이버학습 → e학습터로 서비스 명칭 개정(2017.12) 

※2017년 12월 e학습터 명칭 변경 전의 사업명은 사이버가정학습 또는 사이버학습 등 기존 명칭 그대로 기재함 

2. 추진 현황

가. 추진 체계

e학습터는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중앙 기관과 시･도 교육청 및 교육(연구)정보원 등 

유관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

보하며, 시･도 교육청별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04년 사이버(가정)학습 

중앙센터로 지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 효과성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시･도의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3월 이후에는 각 시･도별로 관리해왔던 인프라 

및 플랫폼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에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은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과 관련해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169

제2장 교수･학습지원서비스

교육청에서는 행･재정적인 서비스 지원 및 e학습터 시･도 협의체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 역할을 

담당하며,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연간 e학습터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지역 특화서비스 모델 

발굴, 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그림 1-2-6 ] 2018년 e학습터 추진 체계 및 역할

나. 서비스 운영 현황

e학습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및 교사는 e학습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하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e학습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학습터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교과학습 서비스이다. 교과학습 서비스는 크게 ‘학급 배정형(담임형)’과 ‘자율학

습형(비담임형)’의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다.

학급 배정형이란 사이버 선생님이 학급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이용자가 개설된 학급을 

선택하면 선택한 사이버학급에 소속되며, 해당 학급의 사이버 선생님이 구성하여 제공하는 콘텐츠

를 학습하게 된다. 또한 학습을 진행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사이버 선생님에게 질문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학습한 콘텐츠에 대한 진도율뿐만 아니라 출석 현황, 과제, 평가에 

대한 결과 등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율학습형은 e학습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 중에서 본인이 필요한 콘텐츠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다. 학습자는 e학습터 플랫폼의 학습관리 기능을 통하여 스스로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콘텐츠를 학습하여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게 된다.

다. 콘텐츠 현황

e학습터 콘텐츠는 2004년 시범 서비스 이후 지속적으로 학교급, 대상 학년, 교과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발･확보되었다. 또한 시기별로 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하여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제공하였는데,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 적용 콘텐츠에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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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7 ] e학습터 학습 형태

학급 배정형(담임형)

∙ 학급에 배정되어 사이버 선생님의 학습관리를 받으며 학습하는 형태
∙ 학생의 학급 가입에 대한 승인 절차가 있음

자율학습형(비담임형)

∙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형태
∙ 학생 스스로 콘텐츠를 구성하여 학습 관리가 이루어짐

  

능력 지원과 맞춤형 콘텐츠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수렴하여 기본･이해(보충)･심화 등으로 구성된 

수준별 콘텐츠를 기획･제공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에는 주요 교과목 이외에도 중학

교 기술･가정에 대한 콘텐츠 제공 요청이 높아져 이를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했으며, 콘텐츠 제공 

범위를 기존 초등 4학년에서 초등 1∼3학년까지 확대하였다.

한편 기존 PC 중심의 학습 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하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신 모바일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선도적으로 개발하였

고, 이를 각 시･도 교육청에 제공함으로써 미래 콘텐츠 개발 모델을 제시하였다.

2017년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에 맞추어 

학교 수업에 대한 학생의 자율학습 및 교사의 플립러닝 교실 수업 설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교과학습 콘텐츠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교육과정 개정 시에도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

하도록 기존 단원 중심의 차시형 콘텐츠에서 학습 주제, 개념 중심의 짧은 클립형 콘텐츠로 기획하

[ 그림 1-2-8 ] e학습터 콘텐츠 개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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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학생회원 수
학급 배정형

자율학습 학생 수 일평균 로그인 수
학급 수 학생 수

2005. 8   769,840  1,987    42,100   727,740  54,142

2006. 8 1,608,997  3,999   178,705 1,430,292 107,787

2007. 7 2,903,635 28,821   511,721 2,391,914 187,743

2008. 7 3,089,303 53,625 1,022,866 2,066,437 304,236

2009. 7 3,119,924 46,882 1,339,080 1,780,844 362,313

2010. 8 2,918,025 74,194 1,324,765 1,593,260 329,697

2011. 7 4,166,719 67,356 1,071,836   738,450 228,150

2012. 7 4,477,108 48,108   696,934   281,832 135,346

였다. 2018년 3월 초3∼4학년 및 중1학년을 대상으로 서비스 적용을 위해 개발 진행하였으며, 

순차적으로 초5∼6학년 및 중2∼3학년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학습 효과 제고 

및 다양한 수요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교과학습 콘텐츠뿐만 아니라 평가문항 콘텐츠와 해설 

동영상, 기초튼튼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공통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교과학습 및 평가 서비스 외에도 논술 서비스, 멘토링 서비스 등 특색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면대면 접촉이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학습의 특성상 교수자-학습자 간 착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담 서비스, 멘토링 서비스 등 온-오프라인을 연계하거나, 논술 영역의 경우 온라인상 피드백이 

어렵지만 이를 특화하여 원활한 첨삭지도를 지원하는 논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각 시･도에서는 지역 특색,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반영하

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e학습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주요 성과

2017년 8월 현재 (구)사이버학습의 학생회원 수는 166만 4,124명, 일평균 로그인 수는 2만 7,843

회로 집계되었다. 일평균 로그인 수의 경우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을 정점으로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9개정교육과정 적용 콘텐츠의 제공 지연, 현재 구축･운영되고 있는 PC 환경 중심의 

학습관리 시스템, 시･도별 자체 기능 개선 작업으로 인한 상이한 통계 추출 방식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2018년 3월 새로운 e학습터를 개통한 이후에는 기존 회원 

체계와 다른 새로운 회원 체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통계 집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 표 1-2-7 ] 2005∼2017년 전국 e학습터 활용 현황 (단위: 명, 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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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학생회원 수
학급 배정형

자율학습 학생 수 일평균 로그인 수
학급 수 학생 수

2013. 7 4,236,134 48,346 635,724 183,365 104,929

2014. 7 2,633,078 36,161 470,183 133,690  73,836

2015. 7 2,152,265 28,985 405,343 231,208  69,786

2016. 8 2,465,212 17,482 238,142 969,477  49,059

2017. 8 1,664,124 11,642 191,684 248,340  27,843

4. 향후 계획

2009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e학습터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2015년에는 ‘사이버학습

(현. e학습터) 발전방안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에는 ‘사이버학습 서비스 개

선방안’ 계획을 수립하였다. 

민간 온라인 학습 시장의 확대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등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모바일기기 사용의 대중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ICT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체제 변화가 필요했다. 이에 기존 PC 환경 중심의 학습관리시스템 및 평가시스템 등의 노후화된 

시스템들을 대체할 모바일 서비스 환경의 신규 플랫폼인 e학습터를 개발하여 2018년 3월에 개통하

였다. 동시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교과학습 콘텐츠 및 평가 콘텐츠의 개발뿐만 아니라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기초튼튼 콘텐츠 등 대규모 콘텐츠의 단계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2018

년부터 순차적으로 e학습터 플랫폼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플랫폼과 주제 중심의 클립형 교과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e학습터는 향후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운 콘텐츠 형태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친화적 e학습터 

서비스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의 안착을 넘어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향후 실제적인 서비스 활용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추진 체계 

간 협력 방안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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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 구축 및 운영

1. 사업 개요

국가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점적인 노력은 2009년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舊 학력

향상 중점학교) 운영 사업’을 기점으로 지속되어 왔다. 

기초학령향상지원 사이트 ‘Ku-Cu(www.basics.re.kr)’는 기초학력 예방, 진단 및 보정 지도에 이

르는 중앙 차원의 포털 시스템이다. ‘Ku-Cu’는 Keep Up, Catch Up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다. 

이는 학교 학습에서 학습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규 수업에서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게 하는 

‘제진도학습(Keep Up)’이 잘 이루어져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뒤처지는 학생들이 

있으면 ‘따라잡기 보정학습(Catch Up)’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이트는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학생 선별, 진단 문항 및 교수학습 자료, 학습

부진 유형 검사 도구 및 지도 자료, 학습활동 관리 프로그램, 학습전략 및 학습동기 등 비교과 

학습 도움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2. 추진 현황

가. 초등학교 학습부진 학생 교수학습 지원 

초등학교 학습부진 학생의 교수학습 지원 자료는 다음 표와 같다. 학습부진 학생을 선별하고 

진단할 수 있는 진단･평가 자료, 3R’s 중심의 기초학습 지원 자료, 교과별 보정교육을 위한 교과

학습(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기초학습 자료 중 입문기 자료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의 학습 적응을 위한 읽기, 쓰기, 셈하기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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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8 ] 초등학교 학습부진 학생 지원 교수학습 자료 

영역 구분  자료명

진단･평가 -

초3 진단평가

교과학습 진단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진단평가 자료 ‘사다리국어･수학’

평가문항

기초학습

입문기 자료
입문기 지원 프로그램

입문기 지원 방학 프로그램

기초학력 자료
기초학력 보정교육 자료

기초학력 보충학습 교재

교과학습

국어

저학년 국어 기초학습 프로그램 ‘꾹꾹 다지는 국어’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위한 한글익히기 수준별 자료

국어 기초학습 도움 자료 ‘꿈이 자라는 국어’

보정교육 자료 ‘논리가 자라는 국어’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국어학습 ‘다양이와 나라의 꾹꾹 다지는 국어’

수학

연산박사

저학년 수학 기초학습 프로그램 ‘쑥쑥 커지는 수학’

저학년 경계선 아동을 위한 기초학습 도움 자료

저학년 수학과 기초학력 보충프로그램 수준별 활동 자료

중･고학년 수･연산 보충학습 프로그램

보정교육 자료 ‘원리가 자라는 수학’

사회
보정교육 자료 ‘생각이 자라는 사회’

초등학교 사회과 대안 자료

과학 보정교육 자료 ‘탐구가 자라는 과학’

영어
고학년 영어 기초학력 도움 자료 ‘기초튼튼 English playground’

보정교육 자료 ‘이해가 자라는 영어’

- 교육과정별 자료 활용

※ 출처: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이트(www.basics.re.kr), 2018.8 

나. 중등학교 학습부진 학생 교수학습 지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습부진 학생 지원을 위한 자료는 다음 표와 같다. 학습부진 학생을 진단하는 

진단･평가 자료, 교과별 보정교육을 위한 교과학습(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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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9 ] 중등학교 학습부진 학생 지원 교수학습 자료

영역 구분  자료명

진단･평가 -

교과학습 진단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평가문항

교과학습

국어
보정교육 자료 ‘언어적 사고력을 키우는 중학교 국어’

중학교 국어과 학력 증진 프로그램

수학

중학생을 위한 수학 정의적 특성 함양 프로그램

중학교 입문기 수학프로그램

보정교육 자료 ‘개념과 원리를 다지는 중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과 학력 증진 프로그램

고등학교 입문기 수학프로그램

고등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수학과 학습프로그램

사회 보정교육 자료 ‘지식과 생각을 넓히는 중학교 사회’

과학
중학생을 위한 과학 정의적 특성 함양 프로그램

보정교육 자료 ‘스스로 탐구하여 창의력을 키우는 중학교 과학’

영어

중학교 입문기 영어프로그램

보정교육 자료 ‘탄탄한 기초로 의사소통을 여는 중학교 영어’

중학교 영어과 학력 증진 프로그램

고등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영어과 학습프로그램

고등학교 입문기 영어프로그램

고교 기본과목 교수･학습 자료(영어)

※ 출처: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이트(www.basics.re.kr), 2018.8

다.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교과 및 비교과 주제별 자료 

주제별 자료는 교과와의 연관성 유무에 따라 ‘교과 주제별 자료’와 ‘비교과 주제별 자료’로 구분

해 제공하고 있다. 교과 주제별 자료는 학교급별로 교과와 관련된 주제별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비교과 주제별 자료는 학생들의 인지, 동기, 행동 등 학습부진 원인을 진단하는 검사 도구를 

비롯하여 학습부진 유형별 학습지원 안내 자료, 표준화 검사에 대한 안내 및 실시 방법, 지도사례 

등 표준화 검사결과 활용방안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동영상을 활용해 학습전략을 짤 수 있는 학생용 자료(초보탐정 다니엘의 

10가지 모험)가 있으며, 학부모를 위한 가정 연계 자료로써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 강점 살리기 

자료 등이 있다. 지역사회 연계 자료로는 청소년 상담, 진로, 인터넷 과다 사용 등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지원센터 안내 사이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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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10 ] 학습부진 학생 지원 주제별 학습 자료 

영역 구분  자료명

교과

초등

초등 3∼6학년 읽기 쓰기 보충교재 ‘읽는 즐거움 쓰는 재미’

초등학교 한글 해득 프로그램 ‘찬찬한글’

스스로 터득하는 학습 디딤돌(수학, 영어)

영어과 의사소통능력 함양프로그램

문제해결력 신장 프로그램(국어, 수학 연계)

학습 주제별 오개념 및 오류 지도 자료(국어, 수학)

초등학교 학습전략 활용 프로그램(읽기, 수학)

‘이야기가 있는 국어세상’ 국어 학습전략 프로그램

국어과 동화 자료

수학과 동화 자료

다문화 교육(범교과, 사회과)

과학개념 설명 동영상

과학 잠재력 계발 동영상

수학개념 설명 동영상

교원대학교 교과 보정교육 자료

중등

중학생을 위한 학습전략 프로그램 ‘우.아.한 공부’

스스로 터득하는 학습 디딤돌(수학, 영어)

학습 주제별 오개념 및 오류 지도 자료(국어, 수학)

수학과 온라인 게임 자료

수학과 마인드맵

수학과 교구 자료

과학개념 설명 동영상

과학잠재력 계발 동영상

수학개념 설명 동영상

교원대학교 교과 보정교육 자료

비교과

검사도구

검사도구 통합관리

학습부진 유형별 학습지원 안내 자료

학습 유형별 처방 패키지

표준화 검사결과 활용방안 매뉴얼

학생용 자료

자기주도학습 가이드북(스스로 터득하는 학습 디딤돌): 13가지 학습 전략

초보탐정 다니엘의 10가지 모험

공부 잘 하는 법

게임으로 학습전략 배우기 

용기를 주는 동영상 

추천도서 안내

가정 연계 자료 학습부진 자녀 교육 지침서

지역사회 연계 자료
우리학교 주변 지역사회 기관 

지원센터/사이트 소개

※ 출처: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이트(www.basics.re.kr), 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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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구분  자료명

교사용 
지도 자료

공통

만족지연 프로그램 ‘조금 the 달콤하게’

회복탄력성 프로그램 ‘마음 통통! S.O.S.’

놀이학습 프로그램 ‘돌려라! 놀이꼭지’

초･중학교 전환기 지원 프로그램

지도방법 및 전략

학습자 이해(e-러닝)

문제행동 대처방안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학습 동기/전략

CareerNet 진로교육 자료

초등

기초튼튼 학습력 높이기Ⅱ ‘기초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

기초튼튼 학습력 높이기Ⅰ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

초등학교 학습코칭 동기향상 프로그램

강점기반 학습도움 프로그램(초)

‘S-MATES를 위한 디딤돌’ 초등학교 사회성 기술 훈련 프로그램

하자 Go! 초등학교 행동 조절 프로그램

문화소양 교육 자료(초)

[ 그림 1-2-9 ] 정서행동환경검사(E.B.E.Q) 화면

※ 출처: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이트(www.basics.re.kr), 2018.8

라. 학습부진 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 전문성 지원

학습부진 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 전문성 지원을 위해서는 각종 지도 자료 및 교원 연수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다.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코칭 및 동기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학습부진 

학생의 특성과 지도방안에 관한 사이버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표 1-2-11 ] 학습부진 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 전문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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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구분  자료명

교사용 
지도 자료

중등

중학생 정서조절을 통한 학습동기 향상 프로그램 ‘마음 talk! 공부 talk!’

내 수업에 시비(12)거는 12가지 방법

중학교 동기향상 프로그램

강점기반 학습도움 프로그램(중)

문화소양 교육 자료(중)

교원
연수

- 교원연수 소개

강좌안내

학습부진 지도지원

수업 컨설팅 지원

수업 전문성 개발

PCK 및 수업 컨설팅

기타 주제별 프로그램

꾸꾸사이트 활용 연수

※ 출처: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이트(www.basics.re.kr), 2018.8

3. 주요 성과

기초학력향상지원는 사이트 방문자 통계를 성과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접속자가 가장 많이 이용

하는 메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향후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안 마련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1년간(2017.3∼2018.2) 사이트 방문자는 66만 8,666명

이며, 통계 및 사이트 접속자가 가장 많이 이용한 메뉴는 ‘초등교육－교과학습－수학’이다.

[ 그림 1-2-10 ]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이트 방문자 통계(2017. 3∼2018. 2)

※ 출처: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이트(www.basics.re.kr), 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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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12 ]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이트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뉴

순위 메뉴명  자료 수집 방법

1 초등교육－교과학습－수학

사이트 메뉴 통계 프로그램

2 초등교육－기초학습－기초학습 자료

3 초등교육－교과학습－국어

4 주제별 자료－교과주제별 자료－초등

5 초등교육－기초학습－입문기 자료

※ 출처: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이트(www.basics.re.kr), 2018.8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이트에 신규 개발되어 탑재되는 자료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기초학력 담당 장학사와 시･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정서행동환경 진단검사(EBEQ),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 학습 

프로그램(찬찬한글) 등 신규 검사도구나 학습 프로그램의 내용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워크숍 및 

연수를 실시하였다. 

[ 표 1-2-13 ]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이트 활용 워크숍 및 연수 개최 실적

일시 워크숍 및 연수명 대상

2017, 3. 9∼3.10
2017년도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담당 장학사 워크숍
: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이트 안내 및 검사도구 활용

17개 시･도교육(지원)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담당자

2017. 4.10∼4.11
2017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담당자 연수
: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이트 프로그램 안내 및 활용

17개 시･도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담당자

2017, 9. 4∼9. 5
2017년도 상반기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담당자 워크숍
: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이트 신규 프로그램 안내

17개 시･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담당자 

2018. 1.11∼1.12
2017년도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
: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이트 신규 프로그램 안내

17개 시･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담당자 

4. 향후 계획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이트는 2009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이트 구축, 운영부터 각종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업그레이드 사업을 통해 각 학교급에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진단-지도-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단위학교의 학습부진 학생 지도･
지원 및 교사의 학습부진 지도 전문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회와 교육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 착형 사이트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향후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질 높은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 학습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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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학습부진의 원인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부진의 정도나 수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 

따라서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을 반영해 보다 촘촘하고 세 한 교수･학습 콘텐츠의 개발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학습부진 학생 교수법 및 학습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교육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학습 성취 수준이나 동기 수준도 낮은 학생도 같은 시간 같은 학급에서 수업에 참여해

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특성의 학습자들이 수업 내에서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개발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들어 학습부진 학생이 나타내는 학습 관련 특징 이외에도 불안, 분노, 우울 등 임상적 

특징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이해와 교육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 체계가 원활히 이루

어져야 한다. 

[참고 사이트]

기초학력향상지원, http://www.basic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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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1. 사업 개요

가. 추진 목적

우리 사회는 창조적 지식 기반 사회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지식의 생성과 소멸 속도가 매우 

빠른 창조적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기존 지식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융합하고, 자신만의 

지식으로 재창조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독서는 학습의 기본이 되는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능력

을 키워주는 기제로써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독서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 함양은 

올바른 자기 이해와 함께 학교폭력이나 인간 소외와 같은 사회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이러한 통합적 독서 활동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다양한 국가 시책사업으로 교사 독서교육연구회, 학생 독서･책 쓰기 동아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6년에는 전

국의 학교 중 99.6%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었다. 한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부 정책과 연계

해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인 운영 및 학교도서관 운영･관리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등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개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교도서관 정보의 유통과 활용, 학생들의 다양한 독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보급해 왔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2007년 12월 14일

에 제정･공포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제3항10)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시･도교육청 단위로 운영하는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기존 학교도서관 

10)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제3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학교도서관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운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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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DLS, Digital Library System) 기능에 독서교육 지원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독서교육종합

지원시스템은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방식으로 서비스되므로 교육청에 소속된 학교에

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모든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소장 도서 검색, 서지

[ 그림 1-2-11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구성도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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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구축, 대출･반납 등 자료 관리 자동화)과 인터넷 기반 독서교육 지원(독후활동, 종합목록 검

색, 독서토론방 및 독서동아리 개설･운영, 사이버 독후감 대회, 독서교육 콘텐츠 제공 등)이 있다. 

교사 및 학생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기존 오프라인 자료에 더해 온라인 콘텐츠까지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운용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기관 특성 및 권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림 1-2-12 ]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 추진 체계도

2. 추진 현황

가. 추진 경과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은 2001년에 구축된 DLS(Digital Library System)I 시스템과 2002년에 

구축된 DLS II 시스템의 시범 운영으로 시작했다. 2005년 국제표준을 적용하여 DLS I･II를 표준화

한 DLS v2.0을 개발･보급하였다. 2006년 DLS v2.0에 대해 공공기관 최초 국가공인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TTA)의 GS(Good Software) 인증을 획득하였다. 2010년에는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 기능

과 독서교육 지원 기능을 통합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12년 17개 시･도교육

청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독서교육 중앙서비스 구축･운영,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홍보 동영

상을 제작･보급하였다. 2016년에는 독서교육 중앙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전국적으로 독서교육종합

지원시스템을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또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지원하여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7년에는 학교도서관 서지목록 통합 및 통계관리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 서버에 누적된 중복 서지를 통합해 서지등록 절차 기능을 개선하여 서지 

품질을 높였다. 이는 전국 단위 학교에서 도서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며, 관련 통계 추출의 정확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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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14 ]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 추진 경과

연도  추진 내용

2001 ∙ DLS I 시범 구축･운영: 부산광역시

2002 ∙ DLS II 시범 구축･운영: 충청북도

2003 ∙ DLS II 9개 교육청 확대 구축･운영

2004
∙ DLS II 4개 교육청 확대 구축･운영(전국 개통)
∙ 중앙총괄센터 구축･운영

2005 ∙ DLS v2.0 개발: 인천광역시

2006
∙ DLS v2.0 GS 인증 획득
∙ DLS v2.0 7개 교육청 고도화 완료

2007 ∙ DLS v2.0 8개 교육청 고도화 완료(전국 고도화 완료)

2008
∙ 기능 개선 및 확대 개발 99종 완료 및 배포
∙ 시･도교육청 서버･통신망 기술 컨설팅

2009 ∙ DLS 표준화 작업 및 분배 서버 및 형상 관리 솔루션 구축

2010

∙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개발 완료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시･도 배포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지원 사업 추진(선도요원 양성, 매뉴얼 개발, 개발지원단 운영)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DLS 포함) 보안 강화 기능 개선

2011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15개 시･도교육청 설치 지원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서지목록 및 교과 연계 도서 구축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매뉴얼 개발 및 시･도 배포
∙ 독서통장 표준화 사업 추진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DB 성능 점검 및 튜닝 

2012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세종특별자치시 및 광주광역시 교육청 설치 지원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서지목록 구축 및 배포
∙ 통합학교 프로그램 개발
∙ 시･도 간 전학생 자료 이관 프로그램 개발
∙ 개선된 진급 처리 시･도 설치 지원

2013

∙ 웹 접근성 준수 및 멀티브라우징(3종 이상) 지원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서지목록 구축 및 배포
∙ 개인비밀번호 체계 강화 및 개인정보취급방침 강화
∙ 독서통장 일괄 출력 기능 개선 및 웹 취약점 점검･개선

2014

∙ 학교도서관 홈페이지 템플릿 개발 및 통계 시스템 개편
∙ 사이버독후감 대회 메뉴 등 사용자 요구 사항 기능 개선
∙ 웹 접근성 준수 및 인증마크 획득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인프라 현황 점검 및 DB 성능 점검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서지목록 구축 및 배포

2015

∙ 독서교육 중앙서비스(에듀넷-독서 교육) 구축･운영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기능 고도화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홍보･활용 편 동영상 제작 및 배포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선도교원 운영

2016
∙ 독서교육 중앙서비스 활성화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기능 고도화 전국 적용 완료 및 안정화 지원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선도교원 운영

2017
∙ 독서교육 중앙서비스 메인 페이지 및 메뉴 개편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GS인증 획득 추진
∙ Non-ActiveX 기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한 중앙 소스 개발 

2018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반응형 웹 개발 및 적용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서지목록 통합 시스템 개발 및 울산광역시 교육청 설치 지원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RFID 연계 API 모듈 개발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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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8년 추진 현황

2018년도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1)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안정적 운영 지원 및 반응형 웹 개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웹 취약점 보

완, 웹 접근성 제고, 기능 보완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권고 사항인 2018년

까지 Non-ActiveX 환경 구축을 위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출력물 솔루션 및 표준보안 API를 

HTML5 방식으로 수정하여 시･도에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연내 적용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사용방법 개선을 위해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검토 과정에 학교도서

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였다. 예산이 소요되거나 모든 시･도에 적용되어야 하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도 담당자 간 협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반응형 웹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반응형 

웹은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되어 최적화되는 HTML5 기반 웹페이지

로써 학생들이 독후감 쓰기, 독서퀴즈 등 개인 맞춤형 독후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학교도서관 서지목록 통합 및 기능 개선 

학교도서관 내 중복 서지로 인해 중복 검색결과로 인한 비효율성과 부정확한 서지 통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지목록 통합 및 관리 기능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을 통해 학교도서

관 서지목록 반입 절차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중복 서지를 통합하는 서지목록 자동

화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개선된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며, 16개 시･도교

육청의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운영될 예정이다.

3) 학교도서관업무지원 시스템 RFID 연계 OPEN API 개발 

시･도교육청 및 민간업체에서 학교도서관업무지원 시스템에 RFID 연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띠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OPEN API를 개발하고 있다. 

OPEN API는 학교도서관업무지원 시스템에 RFID를 연계할 시 학생들의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면

서 학교도서관에서 구매해서 사용 중인 다양한 RFID 기기를 교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공공 자산도 보호하는 의미를 갖는다. OPEN API 개발 과정에서 시･도교육청 담당자 및 

민간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범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2018년 연내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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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록 학교 등록 학생

초 중 고 합계 초 중 고 합계

2003 1,616 845 694 3,155 745,438 326,691 382,455 1,454,584

2004 2,821 1,450 1,141 5,412 1,798,252 760,384 645,588 3,204,224

2005 3,677 1,918 1,401 6,996 2,654,513 1,225,181 975,006 4,854,700

완료하여 시･도교육청에 보급함으로써 각 단위 학교에서 학교도서관 자동화 사업 추진 시 이를 

지원하는 기초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독서교육 중앙서비스(에듀넷･티클리어-독서교육･인문소양교육) 운영

2015년 에듀넷과 연계하여 독서교육 중앙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이후 콘텐츠 질적 관리, 주제별 

유목화, 검색 항목 다양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2017년 메인 페이지를 개선하고, 

2018년에는 독서교육 중앙서비스에 학교도서관(운영 매뉴얼과 활용 안내 동영상), 독서교육(독후

활동사례, 독서교육자료실), 인문소양교육(인문소양교육선도학교 사례집, 학생 인문학동아리 사례

집) 등의 메뉴를 통해 관련 자료나 현장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이 외에도 ‘세계 책의 

날’과 같은 기념일을 통해 독서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독서 활동을 장려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3. 주요 성과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8년에 진행했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사업은 크게 ① 독서교육종

합지원시스템 반응형 웹 개발 ② 서지목록 통합 및 기능을 개선 ③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에 

RFID를 연계하는 OPEN API 개발 ④ 독서교육 중앙서비스의 콘텐츠 확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기능 개발 및 콘텐츠 강화는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콘텐츠의 

질적 향상으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이용자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가.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등록 학교 및 등록 학생 현황

우선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내 하위 시스템인 학교도서관업무지원 시스템에 등록한 학교 및 

등록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2월 말 기준 DLS에 등록한 학교는 1만 1,814개교이고, 학생은 

631만 5,306명이다. 2017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 76개교가 증가하였고, 학생은 24만 9,664명이 

증가하였다.

[ 표 1-2-15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DLS 등록 학교 및 등록 학생 연도별 현황 (단위: 개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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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록 학교 등록 학생

초 중 고 합계 초 중 고 합계

2006 4,357 2,282 1,603 8,242 3,008,139 1,517,039 1,182,789 5,707,967

2007 4,958 2,552 1,774 9,284 3,274,969 1,677,023 1,359,237 6,311,229

2008 5,301 2,744 1,907 9,952 3,869,608 2,144,207 1,736,144 7,749,959

2009 5,528 2,839 1,987 10,354 3,974,650 2,284,453 2,043,322 8,302,425

전국(2010) 5,657 2,927 2,051 10,635 4,068,025 2,425,015 2,182,000 8,675,040

전국(2011) 5,819 3,032 2,208 11,059 4,214,387 2,414,900 2,266,823 8,896,110

전국(2012) 5,842 3,047 2,220 11,109 4,049,542 2,396,696 2,343,708 8,789,946

전국(2013) 6,089 3,177 2,326 11,592 3,777,303 2,518,768 2,555,313 8,851,384

전국(2014) 6,068 3,208 2,341 11,617 3,057,538 1,964,113 2,001,999 7,023,650

전국(2015) 6,160 3,213 2,341 11,714 2,943,344 1,724,469 1,800,385 6,468,198

전국(2016) 6,218 3,223 2,364 11,805 3,059,993 1,715,767 1,894,444 6,670,204

전국(2017) 6,182 3,206 2,352 11,740 2,856,044 1,513,862 1,695,736 6,065,642

전국(2018) 6,221 3,227 2,366 11,814 3,056,333 1,538,684 1,720,289 6,315,306

시･도별 현황

구분 등록 학교 등록 학생

시･도 초 중 고 합계 초 중 고 합계

서울 597 379 318 1,294 439,690 232,183 300,036 971,909

부산 353 180 153 686 135,607 79,119 111,498 326,224

대구 243 125 95 463 133,026 69,238 99,815 302,079

인천 255 128 125 508 175,740 90,077 97,182 362,999

광주 155 91 67 313 88,844 49,075 60,924 198,843

대전 151 89 64 304 94,298 47,661 59,541 201,500

울산 124 63 59 246 71,964 37,387 41,313 150,664

세종 48 24 18 90 21,071 9,051 7,632 37,754

경기 1,272 621 468 2,361 1,001,121 484,210 399,395 1,884,726

강원 359 161 115 635 85,053 46,449 53,806 185,308

충북 262 128 85 475 90,235 42,538 53,397 186,170

충남 414 190 117 721 134,286 57,463 74,316 266,065

전북 426 205 129 760 105,245 57,158 70,309 232,712

전남 437 253 142 832 98942 51681 66248 216,871

경북 489 261 181 931 138,841 68,735 90,366 297,942

경남 517 283 195 995 201,277 95,553 112,168 408,998

제주 119 46 35 200 41,093 21,106 22,343 84,542

전국 6,221 3,227 2,366 11,814 3,056,333 1,538,684 1,720,289 6,315,306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2

[ 표 1-2-16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DLS 등록 학교 및 등록 학생 시･도별 현황 (단위: 개교, 명)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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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학생 독후활동 탑재 현황

한편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내 학생 독후활동 탑재 현황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170만 5,072

건으로 가장 많고, 초등학생이 109만 1,940건, 중학생이 102만 7,95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입 

회원 수는 631만 5,306명으로 학생 1인당 독후활동 탑재 수는 0.6건이다.

[ 표 1-2-17 ] 학생 독후활동 탑재 현황 (단위: 건)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서울   92,556    62,853   196,318   351,752

부산   66,260    83,902   135,883   286,091

대구  111,703    11,654    36,246   159,603

인천  139,443   107,298   153,743   400,484

광주   29,860    10,166   108,980   149,008

대전  381,597   189,010   111,721   682,328

울산    2,744    31,513    76,614   110,871

세종   14,753     3,088     2,943    20,784

경기   68,246   259,456   331,814   675,863

강원    1,519    24,781    76,265   102,565

충북   12,255    20,961    41,701    74,917

충남   38,716    34,027   106,689   179,432

전북    2,493    18,821    75,537    96,852

전남   55,546    36,310    22,004   113,860

경북    1,802    22,911    86,371   111,084

경남   32,208    61,521   130,562   224,294

제주   40,239    49,681    11,681   101,616

합계 1,091,940 1,027,953 1,705,072 3,841,404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2

4. 향후 계획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교육종

합지원시스템 현안 진단 및 개선 방안 컨설팅과 민원 등을 통해 꾸준히 제의된 내용은 이용성 

편의 제고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고도화 추진 계획 수립 및 구축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둘째, 서지목록 통합 시스템이 구축된 시･도에서의 대표서지 관리이다. 중복 서지가 통합되면서 

대표서지로 선정된 서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학교급별 선도

교원 운영 등을 통한 학교 현장 전문가의 참여 활성화 방안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89

제2장 교수･학습지원서비스

[참고 문헌]

교육부(2018), 2018년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계획: 독서교육, 인문소양교육 관련

교육부(2018), 2018년도 초･중등 독서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8), 2018년도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지원 사업 실행 계획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7),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현황 분석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컨설팅



190

2018 교육정보화백서

제5절 EBS 서비스 운영

1. 사업 개요

가. 추진 목적

‘EBS 고교강의’는 학교교육 보완과 민주적 교육 발전이라는 EBS의 설립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한민국 대표 교육 서비스이다. EBS 고교강의 서비스는 수험생에게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공교육을 지원하고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

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교 학습 지원을 위한 고1･고2 대상 내신 및 수시 대비 

콘텐츠 강화’, ‘수학 포기자 탈출 캠페인 실시 및 수학 콘텐츠 강화’, ‘이미지 패턴 인식 기반 고교강

의 호출 서비스’, ‘교사 대상 교재문항 한글파일 무상 지원 서비스 제공’, ‘EBS 교재자료 관리체계 

구축 및 교사지원 서비스 제공’ 등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를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추진 경과

EBS 고교강의는 1997년 개국한 위성방송(EBS PLUS1, PLUS2) 시대를 거쳐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

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기반의 이러닝 학습 서비스로 발전했다. 2004년 

2월에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EBS 고교강의

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계성을 강화했으며, 2007년 6월에는 고교강의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예산 지원, 도서산간 지역의 수신 여건 개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방송을 활용한 학습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와 EBS 간 교류협력협정서를 체결했다. 또 2010년 3월에는 교육부,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개 기관이 교류협력협정서를 체결해 EBS 고교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의 연계율을 70% 수준으로 확정했다.

2011년 2월에는 수능과 EBS 연계 정책의 현황 점검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교육부의 ‘공교육을 

보완하는 수능-EBS 연계 정책’ 발표에 따라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능연계교재 

책 축소, 수준별 강의 확대, 교재 개발 과정의 시스템화와 전문 인력 보강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2014년에는 학생 개인별 학력 수준과 진로적성을 파악해 학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EBS 진단코칭’ 서비스를 개발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2015년에는 교사들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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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자료로 EBS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EBS교사지원센터’를 구축하였으며, 2016년에는 

다양한 입시 정보를 입시 일정에 맞춰 서비스하는 ‘입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7년에는 이미지 패턴 인식 기반 ‘고교강의 호출 서비스’를 개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BS 

교재 문제를 촬영하면 해설 강의를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EBS만의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학 교과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을 위해 수학 캠페인 진행, ‘희망수학’ 서비스 

개발, 수학 칼럼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학습자들의 수학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더불어 EBS교사지원센터에 교사 대상 

교재문항 한글파일을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의 교수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마지

막으로 대내외 환경 변화와 ‘전국 시･도교육청 연구협의회’와 ‘교사 시청자 위원회’ 운영을 통해 

파악한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EBS 서비스 기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여 

왔다. 

2. 추진 현황

EBS 고교강의 서비스는 대한민국 교육 희망의 사다리로서 역할을 하고자 다양한 교수학습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도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학교 시험을 대비한 교과서 무료강의 

서비스 제공,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인공지능 기반 

개인 수준별 문제 및 해설 서비스 개발 등이 있다.

가. 학교 시험 대비를 위한 교과서 무료강의 서비스 제공 

교육격차 해소 및 고교 학습지원을 위하여 검･인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모든 출판사와 협력을 

맺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첫 적용되는 고교 1학년 주요 교과에 대하여 EBS 교재가 아닌 학교에

서 배우는 교과서로 직접 강의하는 교과서별 맞춤형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즉, 교과서 점유율

에 상관없이 고교 1학년 주요 교과인 국어,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4과목의 모든 교과서 

32책을 강좌로 제작함으로써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격차를 좁히고 수업 결손이 있는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교과서 강의는 고등학교 교실수업 개선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강좌 당 32∼36편으로 구성된 기본개념 학습강의인 ‘교과서 진도 특강’과 8∼10편으로 구성된 

시험 대비 특강인 ‘교과서 시험직전 요약’으로 제작되어, 학습자와 교사의 활용 목적에 따라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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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EBS 교과서 강의는 교육청, 교사 협의체, 학생 온라인게시판 등 현장의견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활용 요구를 분석하고, 수년간 누적된 EBS 제작 노하우를 결합하여 만든 서비스다. EBS 교과서 

강의는 기초 학력을 보강하고 싶거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강의를 찾았던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에게 유용한 학습 콘텐츠로써 공교육 활성

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1-2-13 ] EBS 교과서 무료강의 서비스

교과서 무료강의 서비스 화면 교과서별 강좌 검색 화면

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

학습자 만족도의 핵심 요인인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통해 EBS 고교강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ECP(EBS 콘텐츠 프로듀서), ECM(EBS 콘텐츠 기획･관리자), 교재기획 

교과위원 간 협의회 횟수를 늘려 동영상 및 교재 개발 기획을 공동으로 검토하는 등 콘텐츠 기획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교강의 대표 강사, 고교교재 대표 집필진, 고교강의 제작 감독 대상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콘텐츠 제작진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철저한 강의 검수와 교재 

검토를 통해 신뢰도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사 평가 방식을 개선하였다. 

강사별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정성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총괄평가 실시 이전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콘텐츠 산출물 중 긍정적인 요소가 차기 콘텐츠 투입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순환 

체제를 갖추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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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공지능(AI) 기반 개인 수준별 문제 및 해설 서비스 개발 

한 명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가르치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교육 패러다

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진정한 개인 맞춤형 학습체계를 구축 중이다.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학습 유형 및 수준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별 수준에 따른 학습자원을 

맵핑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2018년 말에 선보일 예정이다. 학습자가 모바

일 기기를 이용하여 EBS 교재 문제를 촬영하면 수준별 문제풀이와 해설을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성취도･선호도 등의 예측을 통해 맞춤형 강좌를 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강좌 

추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 그림 1-2-14 ] 인공지능 기반 개인 맞춤형 문제 추천 서비스

[ 그림 1-2-15 ] 인공지능 기반 개인 맞춤형 강좌 추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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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EBS와 한국리서치는 집단면접조사, 전화/방문조사 방식으로 2017년 11월 6일부터 12월 13일까

지 전국의 학생 1,050명, 교사 500명,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EBS 고교강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활용률은 학생이 93.1%, 교사가 98.2%로 교사의 활용률이 

학생의 활용률보다 5.1%p 높게 나타났으며, 권유율은 교사가 92.2%, 학부모가 65.3%로 교사의 

권유율이 학부모보다 26.9%p 높게 나타났다. 

[ 그림 1-2-16 ] EBS 고교강의･교재 활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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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17 ] EBS 고교강의･교재 권유 현황

만족도를 살펴보면 동영상 강의 만족률은 학생 95.2%, 교사 92.8%이며, 교재에 대한 만족률은 

학생 89.4%, 교사 88.1%로 학생의 만족도가 교사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 그림 1-2-18 ] EBS 고교강의･교재 만족도 평가

EBS 고교강의 사업성과 분석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EBS 고교강의 서비스를 통한 연간 

사교육비 경감 추정액은 총 1조 80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1인당 절감 금액을 보면 80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받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형평성 제고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결과 약 4,983억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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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19 ] 연도별 사교육비 절감 시장 가치 및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절감액

※ 출처: EBS, EBS 수능강의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7

4. 향후 과제

2004년 EBS 고교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계하는 정책이 실시된 이래로 EBS 고교강의와 

부가서비스에 대한 학생 및 교사의 이용률과 만족도는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가계부담 완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향후 EBS는 교육부, EBS, 학교 간 긴 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EBS 고교강의를 통해 학습자들에

게 수능 및 내신 대비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 콘텐츠와 서비스를 지원하고, 교사지원센

터를 통해 선생님들에게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수 콘텐츠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EBS는 현재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미래형 교육 서비스 구현을 통해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지역과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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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1. 사업 개요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중등학력 미만의 성인, 학업중단 청소년 등에게 학업을 지속하고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정규 중･고등학교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배움

의 꿈이 실현되는 유러닝 열린교육을 지향하며, 궁극적으로 교육과 ICT의 융합을 통한 맞춤형 

열린 학습사회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비전 아래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정규교육 

기회 확대는 물론, 평생학습사회에 부응하는 중등교육의 실현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

한 교수･학습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그림 1-2-20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비전 및 목표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8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업운영위원회 총회 및 예산실행계획 협의회’, 2018.3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방송과 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을 연간 20일 이상의 출석수업과 혼합하여 

운영하는 정규 중･고등학교의 한 유형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 2(방송통신중학교) 및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와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운영) 및 제94조(방

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에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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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및 동령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설치기준령 제10조(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에 근거

하여 1974년 최초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방송･정

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 전반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업무는 한국교육개발원(방송통신중･고등학

교운영센터)이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설치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세종특별자치시 제외)으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 그림 1-2-21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체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8년도 방송통신중학교 사업운영사업위원회 총회 및 예산실행계획 협의회’, 2018.3

2. 추진 현황

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현황

방송통신중학교는 2013년 광주와 대구에 2개교를 처음으로 설치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충북 주성중학교, 충남 천안중학교, 경북 포항중학교 부설로 3교가 추가 개교하

여 전국적으로 23개교 174학급에 4,47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방송통신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25.7명이다. 서울 아현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는 9명으로 적은 수이긴 하지만 청소

년반을 성인반과 구분하여 학급을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대구고등학교와 학성고등학교는 방송통

신고등학교와 더불어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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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18 ] 방송통신중학교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설치지역 5개 시･도 8개 시･도 13개 시･도 13개 시･도 16개 시･도

학교 수 6 12교 20교 20교 23교

편성학급 수 30 81 123 154 174

청소년반 성인반 4 26 9 72 9 114 7 147 2 172

학생 수 826 2,074 3,241 3,970 4,476

남학생 여학생 196 630 1,593 481 669 2,572 711 3,259 660 3,816

10대 성인 41 785 90 1,984 69 3,172 41 3,929 16 4,460

청소년반 성인반 40 786 84 1,990 62 3,179 30 3,940 9 4,476

교원 수 88 198 345 442 528

전임교원 겸임교원 18 70 18 180 21 324 19 423 0 528

보직교사 수 8 29 47 45 55

졸업생 수 - 1 201 642 1,097

진학생 수 - 1 86 588 852

진학률(%) - 100.0 42.811) 91.6 77.7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8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현황’, 2018.6

2018년 방송통신중학교 학생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 학생이 2,152명(48.1%)으로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50대 학생 1,752명(39.1%), 70대 학생 389명(8.7%) 순으로 나타났

으며, 80대도 12명(0.3%)이 재학하고 있다.

[ 표 1-2-19 ] 방송통신중학교 학생 연령별 분포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10대
40

(4.8%)
90

(4.3%)
69

(2.1%)
41

(1.0%)
16

(0.4%)

20대
5

(0.6%)
9

(0.4%)
19

(0.6%)
23

(0.6%)
21

(0.5%)

30대
9

(1.1%)
26

(1.3%)
23

(0.7%)
27

(0.7%)
29

(0.6%)

40대
48

(5.8%)
112

(5.4%)
118

(3.6%)
130

(3.3%)
105

(2.3%)

50대
407

(49.3%)
887

(42.8%)
1,479

(45.6%)
1,720

(43.3%)
1,752

(39.1%)

60대
288

(34.9%)
819

(39.5%)
1,314

(40.5%)
1,714

(43.2%)
2,152

(48.1%)

70대
29

(3.5%)
126

(6.1%)
213

(6.6%)
301

(7.6%)
389

(8.7%)

80대 이상 -
5

(0.2%)
6

(0.2%)
14

(0.3%)
12

(0.3%)

총계 826 2,074 3,241 3,970 4,476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8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현황’, 2018.6

11) 6개교 중 3개교(아현중, 광주북성중, 경원중)는 진학 조사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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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설치 학교 학급 수
학생 수

학교별 지역별

서울

경동고 17 384

1,743

경복고 18 483

영등포고 14 298

경기여고 15 352

수도여고 10 226

부산
동래고 7 118

416
경남여고 11 298

대구 대구고 18 561 515

인천
제물포고 6 124

396
인천여고 12 272

광주
광주고 9 156 

622
전남여고 15 466

방송통신중학교는 2016년 처음으로12) 정식 졸업생을 배출했으나, 학교 수가 증가하면서 자연스

럽게 졸업생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1,097명이 졸업하여 852명(77.7%)이 고등학교에 진

학하였고, 고등학교 진학자 중 818명(96.0%)이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진학하여 학업을 지속하고 있

다. 아래 표는 최근 3년간 방송통신중학교 졸업생 및 고등학교 진학생 현황을 나타낸다.

[ 표 1-2-20 ] 방송통신중학교 졸업생 및 진학생 현황 (단위: 명, %)

연도 졸업생 진학생 진학률

진학 유형

방송통신
고등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기타

2016 201 86 42.8 68 3 6 0 7

2017 642 588 91.6 567 1 3 2 15

2018 1,097 852 77.7 818 0 0 0 34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8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현황’, 2018.6

방송통신고등학교는 2018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42개교가 설치되어 총 393개 학급에 9,881명

이 재학 중이다. 2017년 대비 학생 수는 감소하였지만 60∼70대 학생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

데, 이는 방송통신중학교 졸업생의 대다수가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입학하였기 때문이다. 방송통신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25.1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1.2명으로 가장 높은 

학급당 학생 수를 보였다.

[ 표 1-2-21 ] 2018년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단위: 학급, 명)

12) 2015년에는 정식 졸업생은 없었고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을 통해 1명 조기 졸업한 특별 사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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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설치 학교 학급 수
학생 수

학교별 지역별

대전
대전고 9 149 

532
대전여고 12 383

울산 학성고 8 220 220

경기

수성고 15 437

1,587

수원여고 12 299

호원고 15 417

상동고 9 228

서현고 7 206

강원

춘천고 4 90

698

원주고 7 192

강릉제일고 5 114

황지고 3 57

묵호고 3 71

설악고 3 57

춘천여고 6 117

충북
청주고 11 322

458
충주고 6 136

충남
홍성고 6 180 

522
천안중앙고 12 342

전북
전주고 4 91

281
전주여고 6 190

전남
목포고 6 129 

327
순천고 8 198

경북

포항고 8 183

677
안동고 4 104

김천중앙고 8 120

구미고 9 270

경남
마산고 12 320 

542
진주고 8 222

제주 제주제일고 15 299 299

계 42교 393학급 9,881명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8학년도 1학기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2018.8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 학생이 2,799명(28.3%)으로 가장 큰 비중으

로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60대 1,751명(17.7%), 10대 1,526명(15.4%), 40대 1,291명(13.1%), 20대 

1,142명(11.6%), 30대 912명(9.2%), 70대 이상 403명(4.1%)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생은 총 3,523명으로 이 중에서 1,455명(41.3%)이 대학에 진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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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22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연령별･성별 분포 (단위: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

2014

남 1,655 1,114 523 587 669 185 27 4,760 

여 999 987 666 1,487 2,376 790 71 7,376 

합계 2,654 2,101 1,189 2,074 3,045 975 98 12,136 

2015

남 1,488 936 500 538 643 217 24 4,346 

여 844 929 729 1,327 2,386 804 77 7,096 

합계 2,332 1,865 1,229 1,865 3,029 1,021 101 11,442 

2016

남 1,339 742 439 522 661 258 41 4,002 

여 737 927 703 1,206 2,379 924 118 6,994 

합계 2,076 1,669 1,142 1,728 3,040 1,182 159 10,996 

2017

남 1,128 573 425 512 591 319 38 3,586 

여 662 791 664 1,086 2,398 1,053 138 6,792 

합계 1,790 1,364 1,089 1,598 2,989 1,372 176 10,378 

2018

남 1,016 489 312 386 522 421 87 3,233

여 576 653 600 905 2,277 1,330 316 6,648

합계 1,592 1,142 912 1,291 2,799 1,751 403 9,881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8학년도 1학기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2018.8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 졸업생의 진학률이 48.7%로 가장 높았고, 충남지역이 

35.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진학 대학별 유형은 2∼3년제 대학이 

44.1%(642명)로 가장 높았고, 방송통신대학교 24.0%(349명), 4년제 대학 14.2%(207명), 원격･사이

버대학 11.8%(171명) 순으로 나타났다. 

[ 표 1-2-23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생 및 진학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졸업생(명) 4,510 4,267 3,775 3,616 3,523

진학생(명) 1,491 1,579 1,430 1,273 1,455

진학률(%) 33.1 37.0 37.9 35.2 41.3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8학년도 1학기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2018.8

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운영 현황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일반적인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을 따르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콘텐츠 역시 그에 

따라 개발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3차년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과 콘텐츠 개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현재 2차년 개발이 진행 중이다. 3차년 개발이 완료되면 방송통신중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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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외국어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개발되고,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공통 과목의 모든 교과, 

일반 선택의 70.6%, 진로선택의 19%를 보유하여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47.3%를 개발하게 된다. 

[ 표 1-2-24 ]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송통신중학교 콘텐츠 연차별 개발 현황 및 계획

2017년(1차년도: 완료) 2018년(2차년도: 진행) 2019년(3차년도: 예정)

교과 회차 수 교과 회차 수 교과 회차 수

국어 ① 51 국어 ② 68 국어 ③ 68

도덕 ② 34도덕 ① 34 수학 ③ 51

사회 ② 34사회 ① 34 과학 ③ 51

수학 ② 51수학 ① 51 체육 ③ 34

과학 ② 51과학 ① 51 영어 ③ 34

기술･가정 ② 34정보 34 역사 68

체육 ② 34체육 ① 34 진로와 직업 34

미술 51음악 51 생활 일본어 34

영어 ② 51영어 ① 51 생활 중국어 34

기술･가정 ① 34
한문 34

환경 34
보건 34

총 10종 425 총 11종 476 총 10종 442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8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디지털 학습 콘텐츠 발전을 위한 토론회’, 2018.7

[ 표 1-2-25 ]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송통신고등학교 콘텐츠 연차별 개발 현황 및 계획

2017년(1차년도: 완료) 2018년(2차년도: 진행) 2019년(3차년도: 예정)

교과 (단위) 회차 수 교과 (단위) 회차 수 교과 (단위) 회차 수

국어 (6) 51 문학 (6) 51 독서 (6) 51

수학 (6) 51 수학 I (6) 51 수학 II (6) 51

영어 (6) 51 영어 회화 (6) 51 한국사 (6) 51

통합사회 (6) 51 한국지리 (4) 34 생활과 윤리 (4) 34

통합과학 (6) 51
사회･문화 (4) 34

지구과학 I (4) 34
생명과학 I (4) 34

과학탐구실험 (2) 17 생활과 과학 (4) 34 물리 I (4) 34

체육 (4) 34 운동과 건강 (4) 34 스포츠 생활 (4) 34

음악 (4) 34 미술 감상과 비평 (4) 34 실용경제 (4) 34

음악 감상과 비평 (4) 34미술 (4) 34 진로와 직업 (4) 34

정보 (6) 51
기술･가정 (4) 34

여행 지리 (4) 34
실용 국어 (6) 51

한문 (4) 34 실용 수학 (6) 51 정치와 법 (4) 34

일본어 (4) 34 경제 (4) 34 영어 독해와 작문 (6) 51

중국어 (4) 34 세계지리 (4) 34 윤리와 사상 (4) 34

영어 I (6) 51
동아시아사 (4) 34

화학 I (4) 34
확률과 통계 (4) 34

총 14종 578 총 17종 663 총 14종 544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8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디지털 학습 콘텐츠 발전을 위한 토론회’, 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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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한 성과는 크게 ①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확대 및 운영 지원, 

②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기초학력 지원 강화, ③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과 콘텐츠 1차년 개발, ④ 방송통신고등학교 인성･진로 수업 정착 지원, ⑤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및 활성화 지원, ⑥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지원 등 여섯 가지 영역으로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확대 및 운영 지원에서는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운영 맞춤형 컨설팅, 

방송통신중학교 교직원 대상 신학기 직무연수 및 방문연수, 방송통신중학교 학생 모집 홍보 지원

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중학교 3개교가 추가 개교하였고, 이로써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 방송통신중학교가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둘째,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기초학력 지원 강화에서는 전화, 문자, 원격지원 등 다양한 상담 

매체를 활용하여 영어와 수학 교과 지도 및 학습을 독려하였고,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기초학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중학교 3학년 기초 영어･수학 내용 체계 구성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학습자들의 기초학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켰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체제의 변화와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중･고등

학교 1∼2학년 과정의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넷째, 방송통신고등학교 인성･진로 수업 운영의 단위 학교별 지속적 운영을 위해 집체 연수 및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를 추진하였다.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약 1,26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지속적인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검사 결과 데이터를 누적 관리하

고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학습경험제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문의에 대한 상시적인 심층상담 시스템을 

운영하며, 권역별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상담 상시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학습경험인정제 인식 개선 및 학습 설계를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지원에서는 안정적인 학습 콘텐츠 수

강을 위해 PC와 모바일에서의 학습 콘텐츠 수강을 위한 상용플레이어를 도입하여 ActiveX 없이 

브라우저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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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 과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는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을 위한 교원 및 행정실무사 배치, 협력 학교 및 강사 운영, 가산점 

및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시･도별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방송통신중학교

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16개 시･도의 운영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각 시･도별 자체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학교 운영의 지원 범위와 내용,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교직원에 대한 처우를 달리하고 

있다. 본교 부설 체제 속에서 안정적인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교직원 배치, 수당 등 

학교 운영지원을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으로 필요하며 이와 함께 시･도별 지원 수준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하는 노력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 학습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학습활동 및 평가문제의 개선이 필요하

다. 1차년 사업에서 개발된 학습활동은 방송통신중학교 학습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에 맞춰 

클릭 이벤트를 통한 최소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학습활동이 단순화되면서 당초 설

계된 다양한 방식의 활동이 제한적으로 구현된 부분이 있다. 따라서 2∼3차년 사업에서는 1차년 

학습을 경험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추가 분석을 실시하여 간단한 입력형 등 단순하지만 활동 가능

한 모형을 추가 개발하여 다양한 학습활동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경험인정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필요하다. 학교의 학습경험인정제는 간단한 절차로 

마무리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 

운영이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있고, 대부분의 경우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사의 학습경험인정제 

담당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

에게 학습경험인정제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도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

에 학습경험인정제 운영에 올바른 인식 및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컨설팅, 안내 자료 배포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ActiveX 등의 사용자 PC에 설치되는 플러그인 사용을 지양하고 웹표준

(HTML5)에 따른 웹사이트를 권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원격수업 수강, 학습

자료 이용 등 사이버교육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특정 웹브라우저에 종속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

록 웹 접근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사이버교육시스템은 ｢국가정보

화기본법｣ 제32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획득하였으

나,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신규 기능 개발과 운영･유지관리 도중 발생하는 홈페이지 

변경 사항 적용 시 웹 접근성 및 호환성을 준수하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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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절  창의적 교수･학습 활동 지원 체계 구축
: 한국어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 사업 개요

서답형 문항은 학생이 직접 답안을 구성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고등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 

선택형 문항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채점이 까다롭다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대규모 

평가에서 서답형 문항의 활용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주로 영어권

을 중심으로 자동채점 방안 연구가 시작되었다. 현재는 그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수십 개의 

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되고 있으며, 서답형 문항 중에서도 단답형은 물론 논술형 문항까지 자동으

로 채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출발은 한참 늦은 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한국어 답안을 기계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2012년부터 한국어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초기 2012∼2013년에는 단어･구 수준의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로 출발하여 2014∼2016년에는 문장 수준의 자동채점 프로그램까지 개발하였다. 한국어 자동

채점 프로그램 개발은 현재 한국어 처리 기술 수준과 한국적 평가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

을 갖고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표 1-2-26 ] 한국어 자동채점 프로그램의 연차별 개발 개요 (단위: 백만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언어 단위 단어･구 단어･구
단어･구

문장(단문*)
문장(단문) 문장(복문** 이상)

개발 내용
∙ 단어･구

자동채점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설계

∙ 단어･구
자동채점 프로그램 
정교화 개발

∙ 단어･구
자동채점 프로그램 
실용화 개발

∙ 문장
자동채점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설계

∙ 문장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

∙ 문장
자동채점 프로그램 
고도화 개발

개발 비용
총 연구비 125

개발비 80
총 연구비 120

개발비 75
총 연구비 150

개발비 110
총 연구비 120

개발비 70
총 연구비 125

개발비 80

 

 * 단문: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하나씩 있어서 둘 사이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문장.

** 복문: 두 개 이상의 절(節)로 된 문장. 한 개의 절이 다른 문장 속에 한 성분으로 들어가 있거나, 둘 이상의 절이 서로 이어지거나 하여 여러 겹으로 

된 문장.

※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어 문장 수준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고도화 개발 및 적용’,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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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현황

가. 한국어 문장 수준 자동채점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어 자동채점 프로그램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같은 대규모 평가의 문장 수준 답안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언어 유사도에 따라 

답안들을 군집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채점 정확성을 확보하면서 보다 쉽게 채점할 수 있는 시스템

으로 개발하였다. 2014년 프로토 타입을 설계한 이후 2015년에는 이를 정교화하였고, 2016년에는 

채점 성능과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여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고도화하였다. 한국어 문장 수준 

자동채점 프로그램의 시스템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그림 1-2-22 ] 한국어 문장 수준 자동채점 프로그램의 시스템 구조

※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어 문장 수준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고도화 개발 및 적용’,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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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수준 자동채점 프로그램은 크게 ‘언어처리 단계’와 ‘채점 단계’로 나뉜다. ‘언어처리 단계’는 

채점 단계에서 자동채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범 답안과 학생 답안의 언어 정보를 분석하

는 단계이고, ‘채점 단계’는 모범 답안과 학생 답안의 언어 분석 결과로부터 자동채점에 필요한 

자질을 추출하고 의미적으로 유사한 학생 답안을 군집화하여 채점을 지원하는 단계이다. 

문장 수준 자동채점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채점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자동채점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동일 답안에 대해 복수의 교과

전문가가 여러 번 채점하여 확정한 기준 점수를 마련해 놓고,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한 자동채점 

점수 결과와 완전일치도를 비교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의 문장 수준 자동채점 프로그램은 1문장은 

비교적 정확하게 채점이 가능하고, 2∼3문장은 적정한 수준에서 채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표 1-2-27 ] 한국어 문장 수준 자동채점 프로그램의 시범 적용 결과

적용 대상 적용 결과

2014∼2015년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

국어 5문항
사회 1문항
과학 1문항

(각 7,500여 개 답안) 

∙ 1문장 답안: 점수 간 완전일치도 92.8%로 우수 

∙ 2문장 답안: 점수 간 완전일치도 83.8%로 보통 

∙ 3문장 답안: 점수 간 완전일치도 88.2%로 보통 

※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어 문장 수준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고도화 개발 및 적용’, 2016.12

나. 한국어 문장 수준 자동채점 프로그램의 활용

한국의 풍토는 대규모 평가에서 채점 오류를 여간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요소가 다분히 

개입될 수 있는 서답형 문항이라도 그러하다. 특히나 인간이 아닌 기계가 채점하는 데 단 1%의 

오류라도 발생할 경우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자동채점을 실제 활용할 경우 절차 면에서 보완책이 강력히 요구된다. 실제로 서답형 

문항을 100% 완벽하게 객관적 오류 없이 자동채점하는 프로그램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

이다. 현재의 문장 수준 자동채점 프로그램도 대규모 평가에 실제 적용할 때에는 채점 정확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복수 채점과 재채점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성능을 고려

하여 문장 수준 문항의 자동채점 단계의 보완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문장 수준 문항의 자동채점 절차는 자동채점을 적용하는 방식과 문항 특성에 따라 두 가지 방식

으로 계획할 수 있다. 하나는 자동채점 중심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동채점과 인간채점을 병행

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채점자 2인이 자동채점 프로그램으로 독립 채점하여 점수가 서로 일치하면 

최종 점수로 확정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일치한 답안만 기계학습용 답안으로 활용하여 자동



210

2018 교육정보화백서

[ 그림 1-2-23 ] 문장 수준 문항의 자동채점 단계의 보완적 절차

※ 채점 진행 단계별 복수채점의 점수가 일치하면 확정하고 불일치하는 경우만 다음 단계로 진행함.

※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어 문장 수준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고도화 개발 및 적용’, 2016.12

채점을 재차 수행한다. 이러한 2차 자동채점에서도 불일치한 답안에 대해서는 제3의 채점자가 

점검하여 점수를 확정한다.

후자는 완전한 자동채점 방식이 아니라 인간채점과 병행하는 방식인데, 채점자 1인은 자동채점 

프로그램으로 채점하고, 다른 채점자는 현행의 학업성취도 온라인 채점 시스템에서 채점을 수행하

는 방식이다. 이때 채점 답안의 분량에 따라서 채점에 투입되는 채점자는 2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 1차 시기에서 모든 답안에 대한 채점 결과가 일치하면 최종 점수로 확정하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2차 시기에서 채점을 한다. 2차 채점은 인간채점으로만 진행하는데, 동일 답안을 채점자 

2인이 채점하여 두 점수가 일치하면 최종 점수로 확정하고, 2차 채점에서 불일치한 경우는 제3의 

채점자가 점검하여 점수를 확정한다.

3. 향후 전망

한국어 자동채점 프로그램은 대규모 평가에서 학생 답안을 기계로 채점하는 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에 한국어 자동채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4건의 항목에 대해 특허 출원을 완료하였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창출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컴퓨터 기반 평가 체제가 

확산되어 자동채점 방식이 전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는 평가 상황이 그러하지 못하

므로 지식재산권을 본원으로 귀속하여 권리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를 보호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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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장 수준 문항을 자동채점하는 성과를 자축하고 안주하기에는 또 다른 시대적 요구가 

후속한다. 이제 대규모 평가에서도 한두 문장만이 아니라 한 문단 이상의 글도 작성하도록 권고한

다. 최근 국제적 추세가 더욱 그렇다. 미국의 컴퓨터 기반 차세대 학력평가에서는 학생당 3개 문항

을 긴 논술형으로 작성하도록 한 후 자동채점할 계획이다. 호주에서도 예비적으로 학업성취도 평

가 중 논술형 문항을 컴퓨터 기반으로 시행하고 4개의 자동채점 프로그램을 통해 채점하여 그 

결과의 정확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도 2015년부터 모든 영역

을 컴퓨터 기반으로 시행하여 왔고, TIMSS도 2019년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전면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대학 입시가 큰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사고력 

측정을 위해 서답형 문항을 전격 수용할 계획이며, 2020년 대학입시 시험을 대비하여 컴퓨터 기반

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채점 방안도 연구 중이다. 

이와 같이 한 문단 이상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문항이 지속적으로 요청된다면, 이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일단 우리의 교육 현실과 한국어 처리 기술을 고려하여 과제 완성

의 제약이 강한 1문단 답안을 채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즉, ‘특정 

형식의 글 작성하기’, ‘조건 주고 의견 진술하기’, ‘주어진 글 요약하기’, ‘주어진 글 전후를 추론하기’ 

등과 같이 학생에게 형식이나 내용의 조건을 주고 이를 기반으로 한 문단 정도의 글을 작성하라는 

문항 형태를 띠게 되면, 지금까지 축적된 한국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규칙과 통계 정보를 활용하

여 현재의 문장 수준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구현할 경우 어느 정도 자동채점이 가능하다.

나아가 좀 더 자유로운 글 작성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문단 수준 자동채점 프로그램에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의 문장 수준 프로그램에서도 기계학습 

방법과 자연어처리 기술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 통념으로 인공지

능 기술에 기대하는 바가 다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인간 사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론하고 해결책

을 찾는 데까지라면 이는 아직 기초적인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다. 즉, 향후 문단 수준 프로그램 

개발을 기획한다면 현재보다는 훨씬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딥러닝 등)을 본격적으로 구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는 한국적 연구 풍토라면 이 또한 근시일 내에 

그 성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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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6), 한국어 문장 수준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고도화 개발 및 적용(RRE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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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절 창의적 교수･학습 활동 지원 체계 구축 :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1. 사업 개요

창의인성교육넷(crezone.net)은 2011년에 정식 오픈한 이후 창의적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온라인 플랫폼으로 발전해 왔다. 양질의 국･내외 창의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교육 현장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으며, 이는 창의교육 융합을 통

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변화와 미래를 만들고자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행보와 발맞춘 

것이다.

한편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는 바로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골자로 

교육체제 혁신 의지를 다졌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창의인성교육넷 역시 미래 창의융합교

육을 확산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능정보화 시대를 맞아 

미래를 이끌어나갈 창의적 인재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창의인성교육넷은 창의교육 콘텐츠를 발굴･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 현장에 확산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다양하고 질 높은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에 기여하고, 시대 변화에 알맞은 콘텐츠를 확산하고자 한다. 또한 급변

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시스템 개선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굿콘텐츠서비스 인증을 받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

[ 그림 1-2-24 ]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주요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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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현황

가. 창의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창의인성교육넷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교원･학생･
학부모다. 콘텐츠 구성은 창의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현장 체험학습, 지속가능발전교육, 크레존 

블로그, 학부모 창의체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 표 1-2-28 ]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주요 콘텐츠 현황

메뉴 주요 서비스 비고

창의교육
창의교육 수업모델,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모델, AI 서술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창의교육 
교원연수, 창의교육 거점센터, 창의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창의교육 질의응답, 인성교육 
지도자료･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소개, 창의적 체험활동 자원,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모델, 창의적 진로체험 가이드, 현장체험학습, 이달의 추천 큐레이션

콘텐츠 간 연계

크레존 커뮤니티
창의교육 실천 교사연구회,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 교사연구회, 창의적 체험활동 실천 
교사연구회, 창의 인성 수업연구회, 연구회 공개자료방, 함께 만드는 창의마당

크레존 소식
이달의 창의통신문, 해외창의 이야기, 행복학교 이야기, 창의교육 이야기, 테마여행 
이야기, 뉴스레터, 카드뉴스

학부모 창의체험 최신 프로그램, 프로그램Ⅰ･Ⅱ

‘창의교육’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모델･평가모델, 혁신적 

교원연수 등 창의교육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업모델은 진로영역(인문, 사회, 예체

능, 과학기술) 및 주요 교과에서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교과수업에서

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수업지도안과 활동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행평가 방법도 확인이 

가능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지역별･주제별･시기별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전국 각지의 체험처 및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양질의 창의적 체험활동 자원을 발굴하며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안내하고 있다. 더불어 창의활동 자원처 및 프로그램 정보를 정비하고 현행화하여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후관리도 이어간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내용으로는 ‘현장체험학습’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콘텐츠가 있다. 소규모･테

마형 수학여행 모델과 수학여행 우수사례(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 등은 ‘현장체험학습’ 콘텐츠에 

담았다.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수업자료 등도 함께 제공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자료를 통해 ESD 관련 분야의 최신 이슈 및 현안을 초･중･고 교과과정에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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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크레존 소식’ 자료로 국내외 창의교육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고 있다. 관련 콘텐츠는 해외창

의･창의교육･행복학교 이야기로 구분된다. ‘해외창의 이야기’에서는 창의 및 인성교육과 관련한 

최신 트렌드와 교육 이슈를 전달한다. ‘창의교육 이야기’에는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법과 미래의 

유망직업을 담고 있다. 더불어 ‘행복학교 이야기’를 통해 행복학교를 만들어가는 전국의 우수사례

를 소개한다. 더불어 창의인성교육넷 사용자 유형에 따른 킬러콘텐츠 발굴에도 노력을 이어왔다. 

초등･중등･고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로 ‘이달의 창의통신문’을 신규 서비스로 제공한다.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월별 학사일정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며, 주요 내용은 창의교

육과 창의체험 자료를 수록한 것이다.

또한 학부모 대상 콘텐츠로는 ‘학부모 창의체험’이 있다. 여기서는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창의교

육 및 체험활동 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플러스 학습 카드 10종’을 개발해 제공한다. 플러스 학습 

카드 10종은 가이드 형식의 학부모 맞춤형 창의체험 프로그램이다. 해당 자료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현직 교사가 직접 작성한 원고를 활용한 것으로 학습 자료 외에도 체험 팁을 포함한다.

나. 서비스 기능 개선･개발

창의인성교육넷은 창의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기능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

해왔다. 웹사이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기능 점검과 함께 시기별 이슈에 따른 기능을 

추가하였다.

우선 크레존에서는 이용자 편의성과 목적에 걸맞게 유연한 메뉴 구성을 적용하였다. 사용자가 

자주 찾는 메뉴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맞춤형 바로가기 메뉴를 도입하였다. ‘바로가기 메뉴’를 

메인화면에 배치하여 자주 찾는 메뉴를 사용자가 직접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로그인을 

통해 퀵메뉴 설정을 실행하면 개별 이용자마다 사용 빈도 수가 높은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용자 편의를 위한 추가기능 개발을 이어왔다. 우선 ‘웹문서 뷰어 서비스’ 도입하여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바로보기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였다. 원클릭을 웹브

라우저에서 다운로드를 거치지 않고 즉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기능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통합검색 고도화로 검색 대상의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통합검색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감(소통)형 태그’를 개발하여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

다. 이를 통해 콘텐츠 평가항목을 5개(유익해요/알차네요/해볼래요/재밌어요/새롭네요)로 두어 사

용자가 직접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소감태그 참여결과를 통해 의견 수집이 가능하며 소감태그별 

데이터베이스를 누적해 활용한다. 이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콘텐츠 제공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요

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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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부 서비스와 연계

창의인성교육넷에서 운영하는 ‘크레존 소식’ 콘텐츠를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공유하고 있다. 대

규모 포털에 접속하는 사용자가 창의인성교육넷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접근 경로를 확산하기 위함이

다. 초등학생 대상 콘텐츠를 재가공해 공유하고, 로고에 웹사이트 링크를 연결하여 게시하였다. 

또한 학부모들의 자녀학교 알림 애플리케이션에 창의인성교육넷 전용 구독코너를 생성하였다. 

이를 통해 유용한 창의교육 콘텐츠를 소개하고, 사용자가 창의인성교육넷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주요 성과

가. 활용도 제고

창의인성교육넷은 주요 성과지표를 통해 콘텐츠 활용도를 체크하고 있다. 해당 지표는 콘텐츠의 

질을 포함하여 사용자 편리성, 접근성 강화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난이도 있는 지표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 실적 대비 매년 약 5% 상향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2015년 성과지표를 관리한 이래 2017년까지 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를 상회했다.

[ 표 1-2-29 ] 창의인성교육넷 활용도 현황 (단위: 건)

성과지표 구분 2015 2016 2017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콘텐츠 활용도

목표 신규 28,288 31,500

 월 평균 다운로드 수 = 
연간 다운로드 수 / 12

창의･인성교육넷 데이터 
통계 프로그램 수치에 

의거 측정
실적 14,144 30,814 35,997

달성도 신규 108.9 114.3

※ 출처: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활용 현황, 2017

나. 고객만족도 제고

창의인성교육넷은 사용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웹사이트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

적인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창의인성교육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개선 이슈를 도출하고, 편의성을 향상을 위해 조치한다. 2017년도 

1,27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80.4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2.2점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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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30 ] 창의인성교육넷 고객 만족도 결과 (단위: 점)

성과지표 구분 2015 2016 2017 자료수집 방법

이용자 만족도

목표 75 77 80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

실적 76.3 78.2 80.4

달성도 101.7 101.6 100.5

※ 출처: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이용자 만족도, 2017

한편 창의인성교육넷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정보’가 

42.9%로 가장 높았다. 학부모와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정보’가 각 52.2%,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는 ‘교수학습 자료 탐색’이 42.1%로 가장 높았다.

[ 표 1-2-31 ] 창의인성교육넷 만족스러운 점 평가 (단위: %)

구분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정보

교수학습 자료 탐색 창의인성 관련 정보 창의교육 관련 연수 참여

학부모 52.2 20.3 16.4 11.2

교사 35.0 42.1 15.1  7.7

학생 48.0 29.6 13.6  8.8

일반 38.9 23.8 25.1 12.2

※ 출처: Korea Data Network, 창의인성교육넷 고객만족도 조사 보고서, 2017.12

다. 굿콘텐츠서비스 인증 획득

창의인성교육넷은 2018년 ‘굿콘텐츠서비스’ 인증을 획득하여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을 받으면서 공신력을 확보하였다. ‘굿콘텐츠서비스’ 인증 제도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국

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 서비스를 발굴하여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

다. 굿콘텐츠서비스 인증 이용자평가단 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 전체 평균 

3.88점으로 전체 참여기관 동 차수 대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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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25 ] 굿콘텐츠서비스인증 이용자평가단 평가 결과

※ 출처: 한국데이터진흥원, 굿콘텐츠서비스인증 이용자평가단 결과보고서, 2018.6

4. 향후 계획

창의인성교육넷은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창의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교육정보 제공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단순하고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서 벗어

나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써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육적 마인드를 조성하고, 시대 변화에 맞춘 콘텐츠를 확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선 미래 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 중이며, 웹사이트에 인공지능 서술형 자동

평가･학습 콘텐츠를 탑재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을 통해 이용자별로 개인화된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

하고, 학습결과를 피드백 받음으로써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창의성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또한 창의체험 자원처와 프로그램의 주소 정보를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해 자원 및 

프로그램 서비스의 활용성을 강화할 것이다. 사용자별 지역과 검색어 등을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관련 지역의 체험 및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교육 현장에서 창의인성교육넷의 우수한 콘텐츠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현재 창의교육 실천교사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원의 온라인 미

디어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창의인성교육넷의 학교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현장 교사가 직접 개발하고 확산하는 바텀업(bottom-up) 형태로 

콘텐츠를 확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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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창의인성교육넷은 기능 개선과 콘텐츠 개발에 대한 노력으로 새로운 미래 교육에 

필요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시의적절한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더불어서 정보 수요자가 

콘텐츠를 활용할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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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창의재단(2017),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이용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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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절 창의적 교수･학습 활동 지원 체계 구축 : 1:1 학습 튜터링 서비스

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그동안의 교육이 학습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강의식 교육이라는 자성이 확산됨

에 따라 학습자 개인에 대한 맞춤형 학습(adaptive learning)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

이터 등 신기술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미래형 교육 모델로서, 거꾸로 교실

(flipped learning) 등으로 교육형태가 변화되고 있다.

이에 학습과정 전반의 학습자 환경과 성향을 고려하여, 학업성취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학습 서비스, 자기주도 학습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학습자 스스로 

해야 하는 자기주도 학습은 실패 가능성이 높아 학원수강, 과외수업, 유료 인터넷 강의 등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과다한 비용 지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도 뉴튼(KNEWTON), 알트스쿨(Alt School), 노리(Knowre), 유다시티(UDACITY) 등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개인형･맞춤형 학습 개선 교육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1:1 학습 튜터링 서비스’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개인별 학습 서비스

를 구축･운영하여 효과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교육비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나. 추진 경과

그동안 EBS는 교육기관으로서 소외계층이나 지역차별 없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 

보완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EBS는 수능을 대비하여 교재를 개발하고 과목별, 학습단계별, 

시리즈별 강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문제은행, 학습진단평가, 전공적성 모의고사 등 학습 

시스템을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EBS의 업무를 활용하여 자기주도 학습 효과를 높이고 전통적 교육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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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2017년 7월 튜터링 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

다. 구체적으로 EBS에서 판매하는 교재와 문제집을 대상으로 문제풀이, 오답노트 등 개별 학습을 

위해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문제와 학습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되었다. 

2017년 11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본격적인 서비스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한 자료 축적 

및 챗봇 기능 테스트 기간을 거쳐 이루어졌다.

2. 추진 현황

가. 추진체계 및 과업

1:1 학습 튜터링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하는 ICT 기반 공공서

비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주관기관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이다. EBS에서 제공하

는 고등학교 수학과목을 대상으로 한 대화형 인터페이스 기반의 지능형 학습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교과서와 문제집만으로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학습 지원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습자, 교수자, 운영자용 지능형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플랫폼

은 PC 및 모바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행 EBS 수능학습 시스템 뿐 아니라 새롭게 개발된 

머신러닝 솔루션, 인공지능 서비스와도 연계되도록 구성하였다. 신규 구축된 머신러닝 솔루션은 

1:1 학습 튜터링을 위한 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비정형데이터 클러

스터링 기능, 정형데이터 패턴분석 및 비정형데이터(러닝 오브젝트)에 대한 특성 추출 및 학습/분

류기능을 구현하였다. 이와 함께 시스템 이용자(학생)의 학습 및 서비스 이용 행위, 문항반응을 

저장하고 분석하는 빅데이터 체계 및 데이터 분석 체계도 함께 개발하였다. 

[ 그림 1-2-26 ] 맞춤형 콘텐츠 제공 방식

 

그리고 수학과목에 대한 내용 체계 및 학습모형을 개발하였다. 학습체계도는 고등학교뿐만 아니

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과 내용도 함께 포함하여 개발되었으며, 학생이 특정 단원의 개념 또는 

응용력이 떨어질 때 해당 단원의 이해를 위해서 학습해야 할 하위 학교･학년급의 단원을 유추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이때 학습자의 성실도와 평가점수 등에 따라 콘텐츠를 제시하는 기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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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였다. 학습체계도에서 단원･주제별로 학습자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 구축 및 문항별 

반응에 따른 수준평가 알고리즘도 개발되었다. 마지막으로 챗봇 및 문제풀이 엔진을 EBS 이외의 

교육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 형식으로 구현하였다. 

나. 주요 서비스 내용

인공지능 기반 1:1 학습 튜터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세부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그림 1-2-27 ] 1:1 학습 튜터링 학습 시나리오

1) 학습자 기반의 인공지능 문제추천 서비스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문제만 제시하는 문제추천 서비스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 유형 

및 난이도를 분류해 학습자의 개념 이해도 수준에 따라 문제를 추천한다. 예를 들어 수학을 포기해

야 할 수준의 학습자에게는 학습체계도의 최하위 주제부터 학습을 제공하며, 수능을 앞둔 고등학

생임에도 중학교 단계 개념이 부족한 경우 학습 중인 단원에서 필요한 중학과정의 개념을 제공한

다. 반면 ‘중･상’ 수준의 문제풀이가 가능한 학습자의 경우 난이도 높은 문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

도록 최고난이도의 문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문항을 추천하여 문항 풀이결과에 따른 적응형 문제풀이를 유도하기 

위해 학습자의 문항 반응을 로깅하고 반응에 따라 난이도를 재조종하거나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한 추천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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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재 및 문항에 대한 맞춤형 해설 서비스

학습자가 교재만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가 

공부 중인 교재에서 풀지 못한 문제를 모바일 기기로 촬영하여 전송하면 인공지능이 문제를 분석

하여 학습자에게 문제풀이 과정과 답을 제시한다. 문제풀이 과정은 학습자 수준에 따라 난이도를 

다르게 제공하며,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인공지능 기반 학습자 맞춤 강좌추천 서비스

중하위권 학습자의 경우 수강강좌 선택 시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맞춤

형 강좌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일 성취도 그룹 내에서 유사한 학습패턴을 보이는 학습자가 

강좌를 수강하고자 할 때 해당 학습자가 수강하지 않은 강좌를 추천하되, 학습분석 단계에서 도출

된 관심도 및 선호도에 맞춰 주요 관심 강좌와 강사에 대한 분석 수치를 가감하여 강좌를 추천하는 

기능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4) 챗봇 서비스

학습자의 이용문의, 교과과정, 내용, 강사, 교재 등 질의에 대해서 그 의도를 파악하고 직접적인 

답변 또는 해당 서비스로 연계하는 대화형 인터페이스인 챗봇 형태의 ‘단추(Danchoo)’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기존 사용자가 직접 메뉴를 선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챗봇을 통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일반적인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학습튜터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주요 성과

1:1 학습 튜터링 서비스는 학습자원을 통합하고 지속적 기계학습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교사활동

을 지원하며, 자기주도 학습의 도우미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교재만으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지며, 전통적 교육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미래형 맞춤 서비스는 지역격차, 소득격차, 소외계층 등을 해소하여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학원수강, 과외수업 등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

하고 있는 사교육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수학을 대상으로 한 학습 서비스를 통해 수포자

(수학 과목을 포기한 학생)를 감소시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분야 내실화에도 기여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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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28 ] 1:1 학습 튜터링 서비스의 사용자 메인 화면

4. 향후 계획 

2019년부터는 수학과목에 대한 문제풀이 및 학습과정 추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 과목을 수학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과목 등 전체 과목으로 확대할 것이

다. 문제에 대한 자동 정답 및 문제풀이 과정도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하여 제공해 

맞춤형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챗봇 및 문제풀이, 문제추천 서비스를 EBS 이외의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오픈API 방식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개발된 문제풀이 엔진도 지속적인 튜닝 및 

고도화를 추진하며, 수집되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행 교육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형 교육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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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제와 환경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학생의 흥미, 학습 여건 차이에 따른 

개별학습 성취도 등 개별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각 기관별로 

개발･서비스되던 교육용 콘텐츠를 통합관리를 통해 일원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콘텐츠 활용

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미래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의 국정과제로 ‘지능형 

학습분석 서비스 제공 및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을 추진과제로 명시하였다. 

2. 추진 현황

가. 지능형 학습분석 서비스 구축

지능형 학습분석 서비스는 학습자의 학습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개별 학습수준 및 관심에 

따라 맞춤형 학습처방을 제공한다. 우선 현재 온라인 학습서비스로 운영하는 e학습터, 디지털교과

서 및 위두랑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학습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맞춤형 진단 및 학습처방을 

제공하고 단계별로 점차 다양한 온라인 학습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학습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수집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프로파일을 설계하고 수집체계를 

구현해야 한다. 데이터 프로파일이란 수집대상의 데이터 범위, 데이터 속성(유형, 시스템 종속성 

등)에 따른 데이터별 수집 방법, 데이터 가공 방법 등을 정의한 것이다.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국제 표준 및 그에 준하는 표준 체계를 국내 환경에 맞추어 도입하며 다양한 교육 

서비스의 학습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고려한 범용 API(Application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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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를 개발한다.

이렇게 수집한 다양한 학습활동 데이터와 원시통계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가공－분석－시각

화’ 처리할 수 있는 학습분석 모델을 설계･구현하고, 단계적으로 데이터 모델링 및 분석 기술이 

개선되어 맞춤형 학습분석이 점차 고도화될 계획이다.

이러한 개인별 맞춤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자료로써 2015 교육과정의 교과별 주제 및 성취

기준 등을 분석하여 주제간 관계(인과관계, 참조관계 등)를 설정하고 학습자원을 연결한 ‘디지털학

습자원지도(Learning Map)’를 구축한다. 교과별 전문가를 통해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1∼3학

년의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역사 교과를 중심으로 디지털학습자원지도의 기본 개념도를 설

계한다. 이렇게 구축된 교육과정의 주제와 성취기준 정보는 의미관계로 표현하는 링크드 데이터

(Linked Data)13)로 구현하고 이를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주제, 성취기준 등과 

연관성 있는 콘텐츠 및 학습자원들을 디지털학습자원지도에 연결하여 활용･확장이 가능하다. 

학생들에게는 학습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개인별 학습수준, 강･약점, 선호도, 타 학습자와

의 비교, 맞춤형 콘텐츠 정보 및 학습경로 등 개인별 학습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학생 개인별 분석자료, 다른 학급/학교의 동일 학년을 비교한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여 학습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

콘텐츠 유통 플랫폼은 공공･민간･개인이 참여하여 유･무료 교육용 콘텐츠를 공유･확산하는 개

방형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수집･확보를 통해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한 수준별 콘텐츠를 제공한다. 2018년부터 공공 분야 초･중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콘텐츠 개발･
수집･확보･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민간 및 개인의 우수 콘텐츠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

이다. 멀티미디어 자료, 동영상, 실감형 콘텐츠 등의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수집･확보하기 위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콘텐츠의 종류･특성에 따른 상세정보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및 분류

체계 정보 등을 표준화하여 관리한다. 

교육용 콘텐츠의 공유･유통을 위해 서비스 이용자 화면, 콘텐츠 통합뷰어, 검색, 콘텐츠 및 학습

자원 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페이스 등 사용자 이용 환경을 구축하고 저작권 및 품질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기능도 제공한다. 또한 교육용 콘텐츠의 학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지능형 학습분석 

서비스와 연계하여 개인별 학습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13) 교육과정의 주제와 성취기준 정보를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형식으로 데이터 모델링하여 의미 관계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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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1 ] ICT연계 맞춤형 학습지원시스템 구성(안)

3. 향후 계획 

2019년부터 ICT연계 맞춤형 교육서비스 구축 및 시범적용을 통해 개인별 맞춤학습 환경을 구축

하고, 점차 다양한 온라인 학습서비스와의 연계 확장을 통해 풍부한 학습콘텐츠 및 학습데이터의 

‘수집･분석･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AI 기반의 학습자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용 콘텐츠의 ‘수집･관리･활용’ 체계를 일원화하여 공유･확산하고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공공･민간 상생형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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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교육 정보 표준화 및 에듀테크 R&D

1. 사업 개요

국제표준 및 국가 표준 개발을 위한 과정은 표준 제안 및 주제 발굴, 표준 안건 승인, 표준 개발 

및 승인에 이르기까지 국제 프로토콜과 표준 제정 절차에 따라 SC36 워킹그룹, 국가기술표준원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수차례에 걸친 리뷰와 보팅(Voting)에 의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이다. 

[ 표 1-4-1 ]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개발 과정 

구분 표준 제안 / 주제 발굴 표준 안건 승인 표준 개발 표준 승인

국제표준
표준화 주제 조사

유즈케이스 등 작성
 *소요기간: 1년 이내

표준 주제 회람
표준 주제 안건심의
 *소요기간: 3개월

워킹그룹을 통한
원안 작성 및 수정
 *소요기간: 5개월 

각국의 투표 결과에 따른
표준 승인

 *소요기간: 2개월

국가표준
표준화 주제 조사
표준 원안 작성

 *소요기간: 3개월

표준개발위원회 소집
표준화 안건심의

 *소요기간: 1개월

표준개발위원회 검토
작업반 구성･운영
 *소요기간: 3개월

표준개발위원회 심의
국가표준 예고고시
 *소요기간: 3개월

한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데이터마이닝 등 신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해 교육 분야의 

현안을 해결하려는 에듀테크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표준과 시장의 

강화됨에 따라, 공적 표준 개발이 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18년도에는 공적표준 활동과 함께 에듀테크 표준화 포럼을 기반으로 한 사실상 표준 활동

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육 현장에 신기술이 도입될 경우 현장의 혼란 및 과도한 비용 지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표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선순환적 에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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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산학연 협력의 연구‧개발 가반을 조성하고, R&D 결과에 기반을 둔 선제적 표준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하였으며, 개발된 표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의 보급 

공유체제를 강화하는데에도 역점을 둔 사업이 추진되었다.

2. 표준화 추진 체계14)

표준은 공적(de-jure) 표준과 사실상(de-facto) 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표준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해서 고시하는 표준을 말하며, 사실상 표준은 민간 부문, 즉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개발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말한다. 공적 표준과 사실상 표준은 지역적으로도 구분 가능한

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국제표준으로, 국내로 한정되는 것을 국내표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사실상 표준

주로 교육 분야에서 활용하는 사실상 표준은 크게 교육기술 분야에 특화돼 있는 IMS Global 

Learning Consortium (이하 ‘IMS Global’), 전자출판 분야에 특화돼 있는 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이하 ‘IDPF’), 웹기술 전반에 대한 표준을 제공하는 World Wide Web Consortium 

(이하 W3C)3)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017년 IDPF가 W3C의 출판그룹(Publishing@W3C)으로 통

합되면서 이후로 새로 개발되는 전자출판 표준은 IDPF가 아니라 W3C의 표준으로 공개되게 되었다.

1) 에듀테크 표준화 포럼

에듀테크 표준화 포럼은 2016년까지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IMS Korea 표준화 포럼과 전자출판 

표준화 포럼을 통합하면서 출범되어, 현재까지 IMS Korea 표준화 포럼과 전자출판 표준화 포럼을 

통해 개발된 표준들과 기술 자료들을 승계 받아 개정･폐지와 같은 관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체제로 변화되었다. IMS Korea 표준화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회원기관이 참여 중인 IMS Global의 

국내 대응 포럼으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디지털 콘텐츠 표준인 ‘공통 카트리지(Common Cartridge)’, 

학습용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연결해주는 ‘학습도구 상호운용성(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온라인 평가를 위한 ‘문제 및 시험 상호운용성(Question and Test Interoper- ability)’, 최근에는 

학습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기술인 Caliper 등 약 30여 종의 단체표준을 제정한 바 있다. 전자출판 

표준화 포럼은 국내 전자출판 관련 부처, 학계,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 포럼으로서 2016년까지 

14) 교육정보화백서 2017의 내용을 수정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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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PF의 국내 대응 조직의 성격으로 활동했으며, 2010년부터 전자책 포맷 표준, 전자책 활용 표준 

등 총 20건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다. 기존의 교육기술과 전자출판기술 표준 외에 에듀테크 표준

화 포럼은 R&D를 바탕으로 가상현실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등 신기술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단체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다.

나. 공적 표준 

공적 표준은 국가가 고시하는 표준으로 국내에서는 ‘KS’, 국제적으로는 ‘ISO’ 가 대표적이다. 

교육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위원회는 ‘ISO/IEC JTC1 SC36(Information 

Technology for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로, 위원회의 명칭으로 그 성격을 미루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ISO/IEC’는 두 개의 표준화기구를 합쳐 부른 것인데, ISO(International Organi- 

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전통적인 산업･서비스 분야의 표준화 기구이고,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는 전기･전자 제품 분야의 표준화기구이다. 이 두 기구가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의 표준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공동기술위원회가 

바로 ‘JTC1’이다. JTC1은 ‘Joint Technical Committee’의 이니셜로,  숫자 ‘1’은 첫 번째 공동위원회

라는 뜻이다. JTC1 산하에는 분야별 소위원회(sub-committee)가 설치돼 있는데, 그중 36번째 소위

원회가 교육기술을 전담하는 곳으로 ‘ITLET(Information Technology for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로 불린다. 또한 JTC1 산하에는 전자문서를 다루는 ‘SC34’라는 소위원회도 있는데, 지난 

2013년부터는 새롭게 전자출판 기술까지 전담하고 있어 교육 분야에서 비교적 새롭게 관심을 두고 

있는 공적 표준화기구의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4-1]은 상하로 국내와 해외를 구분하고, 좌우로는 민간 분야와 정부 등 표준참여 주체로 

구분해 교육분야의 표준화 추진 체제를 도식화한 것이다. 상단은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기구 및 

단체들, 하단은 국내표준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기구와 단체이며, 그림 좌측은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사실상 표준화 영역, 우측은 정부에 의해 개발되거나 승인되는 공적 표준화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3. 추진현황 및 성과

가. 교육 정보 표준화

국가 단위 정책 서비스나 민간에 표준을 반영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측을 통한 기술과 

표준에 대한 제정 절차와 함께 활용가능성을 입증하고, R&D 과정을 거쳐 적시적으로 구체적인



230

2018 교육정보화백서

[ 그림 1-4-1 ] 교육 및 학술 정보 분야 표준화 추진 체계

구현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표준의 개발뿐만 아니라 보급･적용을 통한 활용 확산을 위해 

글로벌 표준 개발 활동 참여를 통한 국제 표준화 단체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표준 동향 및 개발된 

표준의 공유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이에 2018년도에는 가상현실 국제 표준 개발 활동을 통해 가상현실(VR) 기술을 교육에서 효과적

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특성이나 환경을 고려한 VR 휴먼팩터 가이드라인을 

[ 그림 1-4-2 ] 2018년도 교육정보 표준화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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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하고, 에듀테크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학습 분석 표준인 IMS Caliper와 

xAPI 등 관련 표준과 기술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맞춤화된 학습을 지원하고 민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표준 및 인공지능 기반 학습 

활동 데이터 수집･분석 기술 공유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워크샵 운영을 통해 산학

연의 기술 개발 지원 및 실제적 표준 활용 방안을 공유하였다. 또한 온라인 확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에듀테크 표준화 온라인 포럼 사이트(www.imskorea.or.kr)를 재정비하여 기술 표준 

원문 공개 및 API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민간 콘텐츠 개발 사업에 표준 가이드라인을 시범 

적용하고, 관련 국가 정책 사업에 개발된 표준이 적시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 가이드라인

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역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8년도에는 교육 분야 국제 표준화 기구 총회(ISO/IEC JTC1/SC36)를 한국에서 개최함으

로써 교육 분야의 신기술 활용을 위한 에듀테크 표준화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교육 분야에서의 

가상 및 혼합현실 기술 표준 개발을 주도하는 프로젝트 에디터를 수임해 국내 교육환경을 반영한 

선도적 VR 표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 표준 개발에 있어서는 

교육정보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운영을 통해 메타데이터 및 학습분석 국가표준을 제정하

였으며, 에듀테크 표준화 포럼 운영을 통한 사실상 표준 활동도 강화하였다.

[ 표 1-4-2 ] 2018년도 교육 분야 표준 개발 현황

구분 표준 개발 

공적 표준

국제표준
－가상 및 혼합현실 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휴먼팩터 가이드라인(이용자, 개발자) 표준 (2건) 
－교육과정과 가상 및 혼합현실 학습 자원을 연계한 카탈로그 정보모델 표준
－교육 분야에서의 실감형 콘텐츠 기술과 활용 표준(1건) 

국가표준
(KS)

－학습 분석 상호 운용성–제2부: 시스템 요구사항 
－학습 자원 메타데이터–제9부: 사람을 위한 데이터 요소 / 제11부: LOM에서 MLR로의 이관 

사실상 표준 단체표준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 기반의 VR/MR 콘텐츠 카탈로그 메타데이터 
－교육 분야 VR/MR 콘텐츠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1.0

나. 에듀테크 R&D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의 R&D가 아닌 기업의 가치

사슬 개방 및 내외부 자원의 활용을 통해 혁신의 비용을 줄이고 부가가치 창출의 극대화를 꾀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외에서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에듀테크 관련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제시, 보급하는 공공 부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2018년에는 지속적인 신기술 검증 및 창의적 R&D 문화 혁신을 위한 오픈 랩(Open Lab) 

형태의 환경 구축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기술을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으

로 검증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R&D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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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3 ] 2018년도 에듀테크 R&D 추진 방향

신기술의 실재적 검증을 위해서는 연구실 수준의 기술 검증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기술의 적용 방안 등을 검토하는 ‘리빙랩’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관찰의 대상으로 실험자를 바라보는 기존의 연구 방법이 아닌, 연구자와 실험자가 목표를 

공유하면서 연구방향 설계와 해법 도출에 이르는 모든 프로세스에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혁신적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안전한 연구”가 아닌 “함께－자주－빨리할 수 있는 

값싼 실패”를 통해 현장에 보급될 최적의 검증된 연구 성과를 얻는 교육 혁신을 위한 실증 기반의 

R&D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3회에 걸친 베타테스트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활용성을 진단하

였다. 이러한 신기술 실험 환경을 바탕으로 2019년도부터는 사물인터넷 기반 적응형 학습 환경 

연구, 가상‧혼합현실 연구, 피지컬 컴퓨팅 및 감성 컴퓨팅 연구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분야 글로벌 기술 동향 및 에듀테크 시장 분석을 위한 Horizon Report, Innovative 

Pedagogy, 에듀테크 트렌드 시리즈 등 다양한 동향 분석 자료를 발간해 산‧학‧연에 보급하였으며,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가상･증강･혼합현실(VR/AR/MR), 블록체인, 클라우드, 챗봇 등 다양한 주

제를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신기술 도입을 위한 논의와 분야별 이슈리포트를 발간해 공유하였

다. 더불어 시장 동향을 반영한 기술 성숙도, 효과성, 파급 효과, 표준 개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핵심 연구 주제로 학습분석과 가상현실 기술을 선정해 중점적인 연구를 추진하였다. 특히 2018년

에는 지능형 학습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분석 고도화 연구, 교육현장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가상현실 기술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이용자의 휴먼팩터 요소와 개발자의 

UX 설계 측면에서 도출하는 가상현실(VR)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1.0 버전 릴리즈 등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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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전망

전통적 산업과 달리 여러 분야가 서로 결합된 네트워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에 

있어 ICT 표준을 획득한 기업이나 기관은 그 표준과 관련된 복잡한 사회 경제 네트워크에 막대한 

영향을 가지고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8).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

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표준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를 토대로 사실상의 표준 선점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교육에 있어 모두를 위한 선순환적 기술 활용 표준을 만들고 공유

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선제적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더불어 R&D 기반의 개방형 표준화

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며 실제적인 표준화의 실익을 함께 거둘 수 있는 표준 적용 및 활용 

확산 체제 조성, 국내외 네트워크 교류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콘텐츠의 

다변화,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의 학습 분석 등 글로벌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혁신 기술과 에듀테크 동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교육 혁신을 위한 신기술의 효과적이고 

윤리적인 활용을 위한 민‧관‧학‧연 협력 기반의 과학적 검증 R&D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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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2017년 9월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저작권 현안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학술정보

원을 ‘교육저작권지원센터’로 지정했다. 그동안 지속 논의되어 오던 교육기관의 저작권 현안15)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담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는 교육기관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일부 교육지원기관의 입장차로 인하여 설립에 진통과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늦게나마 교육

저작권지원센터가 운영되어 교육기관의 공통된 저작권 현안을 연구하고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저작권지원센터로 지정되기 전부터 교육정보화 사업을 추진

하며 충돌되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왔다. ICT 활용 수업 시 저작물의 이용을 

인터넷까지 허용되도록 하고(2006), 학교 이외에 교육지원기관도 학교수업 지원 범위 내에서 저작

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2009) ｢저작권법｣ 개정을 이루어 왔다. 서책 교과서 이외에 디지털교과

서에서도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저작물 이용을 위한 수업 범위를 ‘정규교과 

수업’에서 ‘교육과정 내에서의 수업’으로 크게 확대되도록 문체부 관련 가이드라인(지침)도 대폭 

개정하였다. 교육기관의 저작권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맞춤형 저작권 교재’ 제작도 

함께 추진하였다. ICT를 활용한 수업 증가와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확대 등으로 저작권 부담이 

늘어난 학교와 교육청은 저작물의 이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교육기관의 저작권 분쟁 사례는 저작권의 문제가 결코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교육저작권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거시적인 법제도 개선 연구에만 머물기 보다는 교육기관이 겪고 있는 작금의 저작권 고충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시 지원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8년

에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명하여 시급히 필요한 주요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15) 초･중등학교의 수업 목적상 저작물 이용 범위 확대, 교육지원기관의 수업지원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마련, 교사학생의 저작권 피소 

및 학교의 저작권 분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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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4 ]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법｣ 제도 현안 및 개선 경과

2. 주요 현황

2018년 교육기관의 저작권 분쟁 최대 이슈는 ‘폰트’이다. 2015년부터 유치원, 대학을 중심으로 

폰트 저작권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더니 2018년 3월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법원이 

교육기관의 폰트 무단 이용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 이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피소 및 합의금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2015년 모 폰트회사가 교육청과 해당 지역 사･공립 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폰트 무단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립초등학교는 1심 재판부 판결 전 합의조정에 의해 500만 

원에 합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공립초등학교와 교육청은 각각 100만 원과 500만 원의 손해배

상금 지급 판결이 났다.16) 학교와 교육청은 원고 측에서 제시한 불완전한 폰트 무단 이용 채증 

자료를 인용하여 학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판시한 판결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원고인 폰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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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당초 손해배상 요구액과 법원의 배상 결정액의 차이가 커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결국 양측은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항소와 상고를 취했으나 모두 1심 확정으로 기각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양

측이 모두 만족하지 못한 판결이었지만, 많지 않은 비용이라도 학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동일 상황에 처해 있는 학교에게는 매우 불리한 판례로 작용할 것이 분명했다. 이후 폰트회사

는 수도권 지역 초･중등학교에 폰트 손해배상 판례를 공유하고 폰트 무단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폰트 구매를 강요17)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 2개 교육청이 추가로 폰트 무단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 표 1-4-3 ] ○○ 교육청과 학교 대상 폰트 손해배상 소송 분쟁 결과

구분 법원 판결 내용

1심
(서울서부)

－○○초등학교: 100만 원 배상(원고 청구액 4,000만 원)
  *사립초등학교: 재판부 합의 요구에 500만 원에 합의
－○○교육청: 500만 원 배상(원고 청구액 4,400만 원)

2심
(고등법원)

－○○초등학교: 항소 기각, 1심 확정
－○○교육청: 항소 기각, 1심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2018. 5)

3. 주요 성과

가. 폰트 저작권 분쟁 원인과 대응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폰트 분쟁은 교육기관만의 문제는 아니다. PC를 사용하는 분야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폰트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경에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와 지식산업 시장을 신성장 동력으로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2000년 이래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아시아 

평균 60%, 세계 평균 42%보다 낮은 40%에 해당된다.18)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되는 폰트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일까? 학교 수업 및 교육, 비영리 목적이라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어 책임이 따르며, 교육기관이라도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이해한다. 그럼

에도 교육기관의 폰트 저작권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16) 공립초등학교는 성명불상의 교직원이 폰트를 복제한 사실로 추인하여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국가배상법에 의해 교육청이 배상하도록 

했다. 학교와의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원고 측에게 공립초등학교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17) 손해배상금 최소 150만 원(원금 100만 원＋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지급 또는 서체 에듀케이션 프로모션 사용권(금 250만 원) 구매 택일 요구

18) https://cafe.naver.com/inhanewmedia/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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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5 ] OECD 34개국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비교표 (단위: %)

먼저 폰트에 대한 PC 사용자의 이해 부족에서 첫 번째 원인을 찾아본다. 대부분의 PC 사용자는 

폰트를 이용하지만 폰트를 구매하여 사용하지는 않는다. 학교도 다르지 않다. 그 이유는 응용소프

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는 번들 폰트만으로도 문서 작성 등의 작업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PC 사용자는 폰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나 기회 없이, 그동안의 경험적 이해만으로 폰트를 

사용해 왔다. 폰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용자라도 누구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폰트를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기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저작권법상 위반에 해당된다

고 인지했다면 아무도 무단으로 폰트를 다운받아 결코 ‘공유문서’에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폰트

에 대한 저작권 이해는 대법원 판결(2001)에서도 확인된 바 있듯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 폰트가 

아닌 폰트파일만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다는 것을 아는 사용자가 많지 않다. 폰트에 대한 올바른 

이용과 이해를 위한 충분한 개도 과정과 무단 유통 사이트를 차단하는 선 조치 등의 노력 없이 

이해가 부족한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이다. 과거 문서까지 채증하여 의도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폰트의 공정한 유통과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PC에서 번들 폰트와 유료 폰트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PC를 여럿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에서는 기본으로 설치된 번들 폰트 이외에 추가로 설치된 폰트가 

있을 수 있다. 학교 수업과 외부강사의 발표자료 등을 위해 설치된 무료 폰트이다. 그리고 일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제된 유료 폰트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설치된 폰트를 사용자가 

일일이 번들･무료･유료 폰트로 인지한 후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번거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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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폰트의 모양과 이름까지 유사하여 사실 전문가도 식별하기가 어렵다. 모든 상용프로그램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라이선스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유독 폰트파일 프로그램

은 번들인지 유료인지 프로그램 내에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고 사용자에게만 주의 및 관리

의 책임을 지운다. 결국 사용자가 폰트를 이용할 때마다 수많은 폰트 라이선스 약관을 찾아 숙지해

야 하지만 이마저도 해당 프로그램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없다. 또한 HWP문서의 

경우, 누군가 전에 이용한 공유 문서의 폰트는 문서 최종 작성자 PC에 없어 사용하지 않은 폰트임

에도 문서 글꼴정보에 표시되어 최종 문서 작성자가 폰트를 무단 이용한 것으로 오해를 주고 있다. 

폰트에 대한 저작권 문제 인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프로그램 기능상의 문제이다. 번들･무료･
유료 폰트 구분을 어렵게 하여 사용자가 폰트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도록 한 책임에 폰트 개발･유통

사와 문서작성 프로그램회사도 자유로울 수 없다.

[ 그림 1-4-6 ] 교육기관의 폰트 저작권 분쟁 사례

세 번째 원인으로는 IT 환경 변화에 저작권 법제도가 갖는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폰트회사의 두 차례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은 폰트(글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폰트가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하며, 폰트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19)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도 폰트 자체에 

19) <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25075판결〉 폰트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

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 이어서 그 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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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저작물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20) 하지만 폰트파일은 폰트와 구분하여, 저작권 보호를 인정

하고 있다.21) 결국 폰트의 디자인은 보호되지 않지만 PC상에서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으

로 구현된 폰트파일에 대해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사용자는 폰트가 

이용된 인쇄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폰트회사는 폰트파일 제작에 소요되는 투자비

용과 노력의 대가를 보상받게 되었다. 이용자와 폰트회사 양측을 모두 고려 한 법원의 판결이다. 

이를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가이드라인에서 ‘폰트파일을 

사용한 결과물(인쇄물, PDF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부당한 

폰트 합의금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폰트회사의 저작권 업무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들은 교육기관에서 제작･배포한 인쇄물과 PDF를 무작위로 수집하여 유료 폰트 

이용에 따른 합의금 또는 구매 요구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있다. 합의나 구매를 하지 않을 시에는 

민사소송에 따른 배상과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것이라는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PDF파일

의 경우는 폰트파일이 직접 문서에 포함(embedding)되는 방식이기에 단순히 PDF파일만 이용만 

하더라도 라이선스의 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전문가들은 기술적 의견

에 대해서는 긍정하나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폰트회사의 요구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이다. 다

만,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판례 부재로 유보적 입장이다. 결국 누군가 법정까지 가서 

판결을 받지 않는 한 폰트회사의 무리한 저작권 요구와 저작권 침해 논쟁은 가라않지 않을 것이다.

이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18년 학교에서 가장 많이 문의하는 폰트 저작권 상담 내용을 중심

으로 폰트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폰트 및 저작권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와 폰트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기존의 저작권 교재(3종)를 완전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가이드라인은 ‘학교에서 필

요한 폰트 이용관리 수칙’과 ‘폰트와 폰트파일 이해’, ‘학교에서의 폰트 이용’, ‘폰트 점검하기’, 

‘폰트 점검 Q&A’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 교재는 3종으로 초･중등학교 저작권(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기본 해설서), 저작권 상담 사례집, 저작물 이용 지침서(교육지원기관의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로 제작되었다. 이와 함께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폰트와 저작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를 통해 제공하였다. 가이드라인과 교재(3종), 카드뉴스 등은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20)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 (문체부) 

21) <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판결> “폰트 파일의 소스코드는…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폰트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긁기, 기

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푯값과 좌푯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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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7 ] 폰트 저작권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제작

전국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PDF 배포 및 온라인 서비스

나. 폰트 점검을 위한 프로그램 배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17년 9월 교육부로부터 교육저작권지원센터로 지정 받음과 동시에 교

육기관의 가장 큰 현안인 폰트 저작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자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에서 

유료 폰트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 개발하여 배포하기로 했다. 당시 학교는 유료 

폰트 파일을 모두 삭제하라는 교육청 요구에 유료 폰트를 식별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

다. 통상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윈도, 한컴오피스, MS-OfFice)을 설치하면 PC상

에 861개22)의 번들 폰트가 기본적으로 설치되는데, 추가로 설치된 폰트까지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모두 확인하여 유료 폰트를 삭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그림 1-4-8 ] 폰트 점검 프로그램: 내 PC 점검기

2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번들 폰트 조사 결과(2018): 윈도 487개, 한컴오피스 157개, MS-Office 2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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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원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학교 PC에 설치된 유료 폰트 등의 추가 폰트를 찾아 삭제

할 수 있도록 ‘폰트 점검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였다. PC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학교에서 누가 

어떤 경로로 설치되었는지 알 수 없는 추가 설치 폰트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앞서 설명한 공통 프로그램의 기본 번들 폰트 정보를 버전별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고, PC 상에 수집된 번들 폰트 이외의 폰트가 있는지 점검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PC에 설치된 유료 폰트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더라도 학교홈페이지 등에 기존에 유료 

폰트로 작성된 문서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안심할 수는 없었다. 교육기관의 저작권 분쟁 원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종 문서 작성자의 유료 폰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유료 폰트 이용 이력이 

문서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 의도와 달리 유료 폰트가 이용된 문서(HWP)가 

있다면 이를 찾아 번들 폰트로 대체하여 주는 프로그램을 ㈜한글과컴퓨터 측에 요청하여 제작하였

다. 잘못된 폰트 이용 이력으로 문서 최종 작성자가 억울하게 저작권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후, 교육기관의 폰트 분쟁 현안을 교육청과 함께 공유하고 교육기관에서 더 이상의 폰트 저작

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까지 모든 초･중등학교가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폰트 점검 프로그램 이용 

문의와 지원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글과컴퓨터는 콜 상담을 각각 

운영하였다.

[ 표 1-4-4 ] 교육기관 폰트 점검 조치 사항

점검 대상 점검 사항 조치 사항

개인 PC
폰트파일 추가 설치 ‘폰트파일’ 삭제

문서 파일 (추가 설치 폰트를 이용한 문서 발견 시) 확인 후, 기본 폰트로 대체

홈페이지 문서 파일 (추가 설치 폰트를 이용한 문서 발견 시) 확인 후, 기본 폰트로 대체 or 문서 삭제

4. 향후 계획

과거 묻지마식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먼저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공권력 

행사에 이용자가 부담을 갖고 권리자 합의 요구에 빨리 유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와 

같은 합의금 장사 수법이 과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취해지고 있다. 과거의 형사고소가 저작권 보호

를 위한 저작권 침해 중지, 손해배상 청구 또는 합의 종용을 위한 겁박 목적으로 취해졌다면, 지금

은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정 공방 없이 합의금 수령만을 위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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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소송을 선호하고 있다.

교육기관이라도 폰트파일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지

만, 합의금과 프로그램 강매 요구에 사실 확인조차 없이 합의하는 행위 역시 적절한 처사로 볼 

수 없다. 교육기관의 폰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실 확인을 통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학술정보원은 2019년부터 학교 교육을 위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교사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의 저작권 현안 공유와 법제도 교육을 중점 실시하여 저작권 

분쟁 예방과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에 힘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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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ICILS 2018 예비검사 시행

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미래 핵심역량의 하나로 컴퓨터･정보 소양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을 측정하여 그 수준을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IEA(국제교육

성취도평가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에서 

주관하는 ICILS(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 International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Study)가 시작되었다. ICILS는 세계 각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컴퓨

터･정보 소양을 측정하고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추진 경과

ICILS는 5년 주기로 연구가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1주기 ICILS 2013 연구에 참여하

였고, 현재 2주기 ICILS 2018을 수행하고 있다. ICILS 2018을 위해 2015년과 2016년에는 ICILS 

2018 준비와 함께 새로운 평가체제 개발, 평가틀 및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 

ICILS 2018 예비검사를 시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에 ICILS 2018 본검사를 시행하였다. 

2019년에는 ICILS 2018 본검사 결과 발표 및 분석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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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1 ] ICILS 2018 연도별 연구 추진 내용

2. 추진 현황

가. ICILS 2018 예비검사 평가틀 개정

ICILS 2018과 기존 ICILS 2013의 평가틀을 비교하면 ICILS 2013의 컴퓨터･정보 소양 평가 영역

은 ICILS 2018에서 디지털 정보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영역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ICILS 2018 평가틀은 ‘디지털 정보(Digital Information)’와 ‘컴퓨팅 사

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의 2차원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컴퓨터･정보 

소양(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이란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료를 조사, 생성,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포함하여 재정의 되었다(IEA, 2016).

[ 그림 1-5-2 ] ICILS 2018 예비검사 평가틀(안)

※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 ICILS 2018 평가 체제 구축, 2016



245

제5장 ICT 리터러시 수준

나. ICILS 2018 예비검사 평가 도구 구성

ICILS 2018 예비검사 평가 도구는 개정된 평가틀에 따라 컴퓨터･정보 소양을 평가하는 검사 

도구와 컴퓨터･정보 소양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맥락 변인을 조사하는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검사 도구 구성

검사 도구는 컴퓨터 기반 평가(Computer Based Test)로 시행할 수 있는 검사 모듈23)로 개발되었

다. ICILS 2018 예비검사 모듈은 지난 주기인 ICILS 2013 검사 모듈 중에서 공개된 ‘방과후 운동’을 

제외하고 ‘밴드 경연대회’, ‘호흡’, ‘현장학습’이 추이 모듈24)로 ICILS 2018 예비검사에 적용되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보드게임 동아리’, ‘자율주행 버스’, ‘드론으로 농사짓기’ 등의 4개 검사 

모듈이 새로 개발되었다. 

ICILS 검사 모듈은 ‘밴드 경연대회’, ‘쓰레기 줄이기’ 등과 같이 학생들이 경험하거나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설정하여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 주제

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7∼13개의 문항으로 제시한다.

각 검사 모듈에서 제시되는 검사 문항은 크게 선택형 문항과 구성형 문항으로 구성된다. 선택형 

문항은 컴퓨터 활용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또는 실제 상황 및 맥락에 따라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이다. 구성형 문항은 주로 서술형, 시뮬레이션, 종합과제로 이루어져있다. 서술형 문항은 문제 

해결 방안 및 문제의 원인을 서술하는 문항이다. 시뮬레이션 문항은 가상의 컴퓨터 응용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특정 상황 및 맥락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문항이다. 종합과제는 각 검사 모듈의 

[ 표 1-5-1 ] ICILS 2018 예비검사 모듈 및 문항 구성

평가 차원 검사 모듈 종류 검사 모듈 주제
문항 유형

선택형 구성형 합계

디지털 정보

추이 모듈

밴드 경연대회 1 8 9

호흡 － 7 7

현장학습 2 6 8

신규 개발 모듈
쓰레기 줄이기 3 10 13

보드게임 동아리 4 7 11

컴퓨팅 사고력 신규 개발 모듈
자율주행 버스 2 6 8

드론으로 농사짓기 － 13 13

※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 ICILS 2018 예비검사 시행 보고서. 2017

23) 검사 모듈은 주제에 따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조화되어 제시되는 문항 세트의 기본 단위를 의미함.

24) 추이 모듈(trend module)은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 추이 분석을 위해 평가 주기 간 공통으로 사용되는 검사 문항이 탑재된 검사 모듈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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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부분에 제시하며, 이전 단계의 선택형 및 서술형, 시뮬레이션 등의 구성형 문항을 풀면서 

수집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고 종합하여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산출물을 만들도록 구성되

어 있다. 다만 새로 개발된 ‘드론으로 농사짓기’ 검사 모듈은 검사 진행 과정에서 코딩의 개념과 

기초 지식을 학습하고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으로 문항을 제시하고 있어, 검사 모듈

의 전체 맥락이 종합과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마지막 부분에서 별도로 종합과제를 제시하지 

않는다. 학생 개인별로 총 4개의 검사 모듈이 할당되며 각 검사 모듈 당 검사 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된다. 학생들은 디지털 정보 검사 모듈 5개 중에서 2개를 무작위로 배정받고, 컴퓨팅 사고력 

검사 모듈은 2개 모두를 배정받는다.

2) 교육 맥락 변인 설문 구성

교육 맥락 변인 설문 구성은 ICILS 2018 예비검사 설문은 학생 설문, 교사 설문, ICT 책임자 

설문, 학교장 설문으로 구성되며, 컴퓨터･정보 소양 교육 현황 및 교육 환경을 조사한다. ICILS 

2018 예비검사 설문에서는 최근 다양한 컴퓨팅 기기의 발달에 따라 기존의 컴퓨터라는 용어 대신

에 ICT 기기(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또는 휴대용 컴퓨터, 넷북, 태블릿, 스마트폰)로 명칭을 바꾸

고 그 예시를 ‘설문 조사 초기 화면’에 명확히 제시하였다.

학생 설문은 검사 모듈에 포함되어 있으며, 디지털 정보 소양 관련 검사 모듈 2개를 모두 완료한 

후 시작한다. 그리고 2학년 담당 교사 설문을 비롯하여 ICT 책임자 설문, 학교장 설문은 온라인으

로 시행되며 2학년 담당 교사, ICT 책임자, 학교장은 각 학교의 ICILS 2018 예비검사 시행일 전까

지 설문을 모두 완료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였다. ICILS 2018 예비검사의 교육 맥락 변인 설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표 1-5-2 ] ICILS 2018 예비검사 교육 맥락 변인 설문 구성

종 류 문항 수 구성 내용

학생 설문 31문항
∙ 학생의 기본 정보 ∙ 학생의 가정과 가족
∙ 일반적인 ICT 사용 ∙ 학교와 관련된 ICT 사용
∙ ICT 사용에 대한 생각 ∙ 정보 학습 수준

교사 설문 23문항

∙ 교사의 기본 정보 및 ICT에 대한 친숙성
∙ 중학교 2학년 기준 학급에서의 ICT 활용
∙ 학교에서의 ICT 활용
∙ 수업에서 ICT 사용법에 대한 학습 등

ICT 책임자 설문 16문항
∙ ICT 책임자의 직책 ∙ ICT를 위한 학교의 자원
∙ ICT 사용을 위한 학교의 지원

학교장 설문 18문항
∙ 학교장의 ICT에 관한 사용과 경험 ∙ 학교의 특성
∙ 학교의 교수－학습에서의 ICT의 활용 ∙ 학교의 ICT 관리 측면 등

※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 ICILS 2018 예비검사 시행 보고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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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CILS 2018 예비검사 시행 일정 및 참여율

ICILS 2018 예비검사는 표집된 32개 학교의 일정을 고려하여 2017년 6월 8일(목)부터 6월 16일

(금)까지 실시되었다. 표집 학교는 학교 책임자 지침서에 따라 표준화된 검사 과정 및 절차를 준수

하기 위하여 조용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표집 학생 수만큼의 컴퓨터를 검사장에 설치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컴퓨터 2∼3대 정도를 더 갖춘 환경에서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ICILS 2018 예비검사 전체 표집학교 32개교가 계획대로 예비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국내 표집학교 

학생의 전체 검사 참여율은 97.3%였다.

[ 표 1-5-3 ] 도시규모별 예비검사 표집 학교 및 학생 참여 현황 (단위: 개교, 명, %)

도시 규모 참여 학교 수 표집 학생 수 참여 학생 수 학생 참여율(%)

대도시 13 260 251 96.5

중소도시 11 220 213 96.8

읍면지역 8 159 158 99.4

합계 32 639 622 97.3

※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 ICILS 2018 예비검사 시행 보고서. 2017

3. 추진 결과

우리나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정보 교육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필수적으로 실시하도

록 하였지만, ICILS 2018 예비검사 대상인 2017년 시점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정규 교육과정에

서 ‘정보’가 선택 과목인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ICILS 2018 예비검사 대상 학교별로 

정보 과목 편성 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정보 과목 이수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ICILS 2018 

예비검사 및 추후 ICILS 2018 본검사 결과를 면 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교별로 컴퓨터･정보 

소양 교육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ICILS 2018 예비검사 참여 학교를 대상으

로 2017학년도 정보 과목 교육과정 편성 여부, 2016학년도 신입생(2017년도 당시 2학년)의 정보 

과목 3개년 편성 시수, 정보･컴퓨터 교원자격 소지 교사 인원 수,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학교 혹은 

선도학교 운영 여부 등을 국내에서 추가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ICILS 2018 예비검사에서는 ICILS 참여국들의 모든 문항 및 설문 자료를 분석･검토하여 본검사

에 사용할 문항을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본 검사와 달리 예비검사 단계에서는 국가 간 비교 및 

순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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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교육의 현황을 추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ICILS 2018 예비검사 대상인 

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정보 과목 편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1학년

에 재학했던 2016년에 8개교(25%), 2학년인 2017년 5개교(15.6%)가 정보 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성

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 및 선도학교는 2016년에 3개교(5%), 2017년에 3개교(5%)에서 

운영하였다. 정보･컴퓨터 교원 자격을 지닌 교사는 12개교(53%)에 17명이다. 정보･컴퓨터 교원 

자격을 지닌 교사가 있는 12개교 중에서 4개교는 정보 과목을 편성하지 않았고, 정보 교과 자격증

을 소지한 교사들은 정보가 아닌 다른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5-4 ] 정보 교육 현황 조사 결과 (단위: 개교, %)

2학년 학생 대상 정보 과목 편성교 소프트웨어 연구 및 선도학교
정보･컴퓨터 교원 자격 소지 

교사가 있는 학교

2016 2017 2016 2017
12

(53%)8
(25%)

5
(15.6%)

3
(5%)

3
(5%)

※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 ICILS 2018 예비검사 시행 보고서. 2017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최근 2년간 정보 과목 편성 시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학년이

었던 2016년 그리고 2017년의 정보 과목 편성 시수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에는 24개

교, 2017년에는 27개교가 정보 과목을 편성하지 않았다. 2016년에 정보 과목을 편성한 학교 중에

서는 34시간을 편성한 학교가 4개교로 가장 많았다. 2017년에는 17시간이 1개교, 34시간 및 51시

간이 각각 2개교로 나타났다.

[ 표 1-5-5 ] 2학년 대상의 정보 과목 편성 시수 (단위: 시간, 개교, %)

학년도 2016 2017

편성 시수 0시간 17시간 34시간 51시간 68시간 0시간 17시간 34시간 51시간 68시간

학교 수
24개교
(75%)

1개교
(3.1%)

4개교
(12.5%)

1개교
(3.1%)

2개교
(6.3%)

27개교
(84.4%)

1개교
(3.1%)

2개교
(6.3%)

2개교
(6.3%)

－

※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 ICILS 2018 예비검사 시행 보고서. 2017

정보 교육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학교 교육과정에 정보 과목을 편성하지 않고, 소프트

웨어 연구학교 또는 선도학교를 운영하지 않아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컴퓨터･정보 

소양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학교는 전체 32개교 중에 19개교(59.4%)로 나타났다. 즉, ICILS 

2018 예비검사를 시행하는 19개교의 380여 명의 학생들은 적어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검사 당시 시점까지 정규 교육과정에서 컴퓨터･정보 소양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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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ICILS 2018 예비검사 시행 및 추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컴퓨터･정보 소양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내 무선 인터넷 환경을 확충

하고 컴퓨터･정보 소양 관련 학교 단위의 예산 확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교사 및 관리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컴퓨터･정보 소양 교육을 위한 학교 

관리자 연수를 지원하고, 선도학교 및 교사연구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학교 교육과정에서 컴퓨터･정보 소양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초등 및 중학교 컴퓨터･정보 소양 교육 필수 운영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교과와 연계한 컴퓨터･정보 소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넷째, 컴퓨터･정보 소양 교수학습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수

학습을 개선하고, 컴퓨터･정보 소양 교육 확산을 위한 온라인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ICILS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컴퓨터･정보 소양 

교육위원회를 조직･운영하고, 컴퓨터 기반 평가의 안정적 시행 기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상경아･곽영순･박상욱･박지현･이영준(2016),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 ICILS 2018 평가 체제 구축( RRE 2016-15-2), 한

국교육과정평가원

상경아･곽영순･박상욱･최지선･전성균(2017),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 ICILS 2018 예비검사 시행 보고서(RRO 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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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초･중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 분석
－2007∼2016년 학습자 특성 분석25)

1. 사업 개요

정보통신기술(ICT)이 점차 사회 전 분야에 확산되고 글로벌 경쟁 구조가 강화되면서, ICT 리터러

시를 갖춘 인재 육성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와 미국의 The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에서는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 중 하나로 ‘ICT 리터러시’를 강조하고 있다. OECD의 PISA는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 신장을 위해 2015년부터 전 영역 컴퓨터 기반 평가 방법을 적용하였

으며, IEA(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의 ICILS는 컴퓨터와 정보소양 능력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연

구를 수행하였다.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 ICT 관련 교과를 필수 과목으로 전환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 미국, 일본, 인도 등에서는 정보･소프트웨어 과목 필수(선택)

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

들의 ICT 리터러시는 저하되고 있고, 학교 현장의 ICT 활용 교육 및 정보교육도 지속적으로 퇴보하

고 있다. ICILS 2013 조사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학습경험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습 목적 컴퓨터 사용과 학교에서의 ICT 과제 학습 경험은 18개국 중 최하위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도 참여국 중 최하위이다. PISA 2015 조사결과

에서도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의 ICT 활용 및 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학생의 ICT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ICT 리터러시 수준 측정 및 그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2007∼2016년) 한국학술정보연구원에서 실시한 ICT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 결과에 나타난 학습자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학습자 역량 제고 및 검사도구의 개선 

방안과 관련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5) 본 원고는 한국학술정보연구원 연구보고서 ‘초 ･ 중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 심층 분석(김종민 외)’의 일부를 발췌･요약하였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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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현황(2007∼2016년)

ICT 리터러시 연구는 한국학술정보연구원 주도로 2007년부터 수행되었다. 한국학술정보연구원

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ICT 리터러시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이후 지속적

으로 국가 수준의 ICT 리터러시 수준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한국학술정보연구원에서 시행한 

ICT 리터러시 수준 검사도구 개발 연구는 2007년 초등학생용 검사도구 개발 연구를 시작으로 

2008년 중･고등학생용 검사도구 개발 연구와 2009년 온라인 기반 검사 시스템, 수행형 검사도구 

개발 연구가 실시되었다. 검사 도구를 활용한 ICT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는 2013년을 제외한 

2010년부터 매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 ICT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가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2010년에는 ICT 리터러시 온라인 검사를 실시하고 능력요소 중심으로 검사도구를 

변경하고, 2011년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문항과 문항 메타데이터를 개발(300문항)하여 

온라인 검사를 실시했다. 2012년에는 시스템 개선과 상시 검사체제를 구축하여 온라인 검사를 

실시하고, 2013년에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실시한 3개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ICT 리터러시 

시계열 분석’을 실시했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는 검사지 보완 및 수정, 온라인 검사 실시, ICT 

리터러시 측정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진 
연도

연구 제목 주요 추진 내용

2007 ICT 리터러시 검사 도구 개발 연구-초등학생용(이원규 외) 초등학생용 검사도구 개발

2008 ICT 리터러시 검사 도구 개발 연구-중 고등학생용(백순근 외) 중등학생용 검사도구 개발

2009
국가수준 초･중등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 평가 연구(김경성 외) 온라인기반 검사시스템 개발

수행형 ICT 리터러시 검사 도구 개발 연구(백순근 외) 수행형 검사도구 개발

2010 2010년 국가수준 초･중등학생 ICT리터러시 수준평가 연구(김경성 외) 온라인 검사 실시, 능력요소 중심으로 변경

2011 2011년 국가수준 초･중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 평가연구(김현철 외)
문항 DB 구축을 위한 문항 및 문항 메타데이터 
개발(300문항), 온라인 검사 실시

2012 2012년 국가수준 초･중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 평가연구(김용 외) 시스템 개선, 온라인 검사 실시

2013
초･중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과 교육변인과의 상관성분석연구
(김현철, 김홍래 외)

초･중학생 ICT 리터러시 시계열(2010∼2012) 및 
교육변인 간 분석 연구 등 

2014 2014년 국가수준 초･중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 평가연구(안성훈 외)
검사지 보완･수정, 온라인 검사 실시, ICT 리터러시 
측정 개선 방안 제안

2015 2015년 국가수준 초･중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 평가연구(안성훈 외)
검사지 보완･수정, 온라인 검사 실시, ICT 리터러시 
측정 개선 방안 제안

2016 2016년 국가수준 초･중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 평가연구(채경화 외) 검사지 보완･수정, 온라인 검사 실시

[ 표 1-5-6 ] 국가 수준 ICT 리터러시 수준 측정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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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ICT 리터러시 수준에 대한 학습자 특성 분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07∼2016년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ICT 리터러시 검사 결과

에 나타난 학습자의 주요 특성을 분석하였다. 2007년에서 2016년까지 측정된 ICT 리터러시 수준 

자료는 조사 대상과 조사 문항이 동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동일 변인을 활용한 학습자 특성 

분석, 공통 문항을 활용한 학습자 특성을 분석하였다.

ICT 리터러시 검사와 같이 해마다 난이도와 변별도가 다른 문항은 연계화를 통해 연도별 검사 

결과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2007년에서 2016년 사이에 이루어진 ICT 리터러시 검사에서 

동일 문항은 2015년(30문항)과 2016년(35문항)에 17문항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자료의 제한점

에 따라 동일 변인의 기술통계량을 중심으로 10년(2007∼2016)간 검사 자료에 나타난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가. 초등학생의 특성 분석 결과

초등학생 ICT 리터러시 점수의 연도별 평균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별 ICT리터러시 점수를 100

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2007년에 64.70점(1∼2학년), 54.40점(3∼4학년), 47.80점(5∼6학년), 

2008년에 49.81점(3∼4학년), 55.25점(5∼6학년), 2009년에 70.35점(2학년), 51.64점(3∼4학년), 

58.40점(5∼6학년), 2010년에 57.42점, 2011년에 60.48점, 2012년에 56.94점, 2014년에 57.20점, 

[ 표 1-5-7 ] 초등학생의 ICT 리터러시 연도별 평균(100점 환산점수) (단위: 건, 점)

구분 사례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2007년

1∼2학년 13,049 0 100 64.70

3∼4학년 13,412 0 100 54.40

5∼6학년 13,611 0 100 47.80

2008년
3∼4학년 1,679 3.12 100 49.81

5∼6학년 1,782 3.12 100 55.25

2009년

2학년 4,796 0 100 70.35

3∼4학년 10,095 0 100 51.64

5∼6학년 10,518 0 100 58.40

2010년 (4∼6학년) 12,166 0 100 57.42

2011년 (4∼6학년) 12,395 3 100 60.48

2012년 (4∼6학년) 11,877 0 100 56.94

2014년 (4∼6학년) 12,411 0 100 57.20

2015년 (4∼6학년) 13,866 0 100 55.63

2016년 (4∼6학년) 6,383 3 97 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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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55.63점, 2016년에 53.50점이다. 4∼6학년 연도별 평균은 2016년도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2012년도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 ICT 리터러시 능력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준거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3∼4학년은 

22점 이상 그리고 5∼6학년은 24점 이상이면 우수, 2009년에는 2∼4학년은 15점 이상, 5∼6학년

은 21점 이상이면 우수, 2010년에는 총 36개 중 27개 이상 정답이면 우수, 2011년과 2012년에는 

총 36개 중 29개 이상 정답이면 우수, 2014년에는 총 36개 중 28개 이상 정답이면 우수, 2015년에

는 총 30개 중 26개 이상 정답이면 우수, 그리고 2016년에는 총 35개 중 28개 이상 정답이면 

우수로 분류하였다.

2010년, 2011년, 그리고 2012년에는 총 36개 중 7개 이하 정답이면 미흡, 2014년에는 총 36개 

중 9개 이하 정답이면 미흡, 2015년에는 총 30개 중 7개 이하 정답이면 미흡, 그리고 2016년에는 

총 35개 중 8개 이하 정답이면 미흡으로 분류하였다.

2008년에는 3∼4학년은 7∼21점이면 보통, 5∼6학년은 12∼23점이면 보통, 2009년에는 2∼4

학년은 6∼14점이면 보통, 5∼6학년은 9∼20점이면 보통, 2010년에는 15∼26개 정답이면 보통, 

2011년과 2012년에는 21∼29개 정답이면 보통, 2014년에는 20∼27개 정답이면 보통, 2015년에

는 17∼25개 정답이면 보통, 2016년에는 20∼27개 정답이면 보통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2010년

에는 8∼14개 정답이면 기초, 2011년과 2012년에는 8∼20개 정답이면 기초, 2014년에는 10∼19개 

정답이면 기초, 2015년에는 8∼16개 정답이면 기초, 2016년에는 9∼19개 정답이면 기초로 분류

하였다.

구분 우수 보통 기초 미흡

2008년
(만점 32점)

3∼4학년 22점 이상 21∼7점 6점 이하

5∼6학년 24점 이상 23∼12점 11점 이하

2009년
2∼4학년 15점 이상 14∼6점 5점 이하

5∼6학년 21점 이상 20∼9점 8점 이하

2010년 (전체 36개) 27개 이상 26∼15개 14∼8개 7개 이하

2011년 (전체 36개) 29개 이상 28∼21개 20∼8개 7개 이하

2012년 (전체 36개) 29개 이상 28∼21개 20∼8개 7개 이하

2014년 (전체 36개) 28개 이상 27∼20개 19∼10개 9개 이하

2015년 (전체 30개) 26개 이상 25∼17개 16∼8개 7개 이하

2016년 (전체 36개) 28개 이상 27∼20개 19∼9개 8개 이하

[ 표 1-5-8 ] 초등학생의 ICT 리터러시 능력수준 준거설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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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9 ] 초등학생의 ICT 리터러시 내용요소 연도별 평균(100점 환산)

내용요소 컴퓨터와 네트워크 정보처리 정보사회와 윤리 알고리즘과 모델링

2007년

1∼2학년 67.8 61.3 68.4 57.6

3∼4학년 50.5 68.7 40.2 48.1

5∼6학년 45.5 46.0 72.0 36.7

2008년
3∼4학년 52.98 45.52 45.93

N/A

5∼6학년 56.49 50.67 58.08

2009년

2학년 64.25 N/A 74.42

3∼4학년 49.31 58.17 50.00

5∼6학년 59.33 52.50 63.14

2010년(4∼6학년)
58.36
(18.73)

58.73
(26.31)

54.77
(21.93)

2011년(4∼6학년)
62.47
(20.47)

60.19
(22.68)

54.70
(28.18)

2012년(4∼6학년)
58.68
(23.44)

57.38
(25.17)

50.55
(28.93)

2014년(4∼6학년)
59.15
(21.80)

59.23
(25.74)

48.99
(26.81)

2015년(4∼6학년)
50.64
(18.39)

57.84
(21.29)

56.38
(25.85)

2016년(4∼6학년) N/A

* 2016년부터 ICT 리터러시 구성에 내용요소는 제외됨

2007년에는 3∼4학년은 ‘정보처리(68.7점)’. 1∼2학년과 5∼6학년은 ‘정보사회와 윤리(각각 68.4, 

72.0점)’가 가장 높았고, 2008년에는 3∼4학년은 ‘컴퓨터와 네트워크(52.98점)’, 5∼6학년은 ‘정보

사회와 윤리(58.08점)’가 가장 높았고, 2009년에는 3∼4학년은 ‘정보처리(58.17점)’, 5∼6학년은 

‘정보사회와 윤리(63.14점)’가 가장 높았다. 2010년에는 ‘정보처리’가 58.73점으로 가장 높았고, 

2011년과 2012년은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각각 62.47점, 58.6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4년과 

2015년에는 ‘정보처리’가 각각 59.23점, 57.84점으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의 ICT 리터러시 능력요소 점수가 연도별로 어떤 경향을 나타내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7년에는 1∼2학년은 정의(82.1점), 3∼4학년은 생성(68.2점), 5∼6학년은 평가

(57.1점), 2008년에는 정보의 활용 및 관리(각각 55.27점, 63.35점), 2009년에는 2학년은 정보의 

소통(82점), 3∼4학년은 정보의 조직 및 창출(58.6점), 5∼6학년은 정보의 활용 및 관리(65.38점), 

2010년에는 정보의 활용 및 관리(65.61점), 2011년, 2012년, 2014년, 2015년에는 정보의 탐색

(65.27점, 61.42점, 61.56점, 63.34점) 그리고 2016년에는 문제해결전략(67.76점)이 가장 높았다. 

반면 2007년(3∼4학년), 2008년, 2010년, 2015년, 2016년에는 ‘정보의 소통’이 2007년(1∼2학년), 

2009년(5∼6학년), 2011년과 2012년에는 ‘정보의 분석 및 평가’가 가장 낮았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은 

‘정보의 소통’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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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10 ] 초등학생의 ICT 리터러시 능력요소 연도별 평균(100점 환산)

능력
요소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4 2015 2016

1∼2
학년

3∼4
학년

5∼6
학년

3∼4
학년

5∼6
학년

2학년
3∼4
학년

5∼6
학년

4∼6
학년

4∼6
학년

4∼6
학년

4∼6
학년

4∼6
학년

4∼6
학년

문제의 인식 82.1 49.8 50.0 54.31 57.08 74.75 39.00 60.50
60.66
(19.80)

62.20
(24.64)

57.73
(26.27)

56.01
(24.74)

55.92
(26.95)

67.76
(25.64)

정보의 탐색 66.3 53.9 30.0 44.38 54.84 68.33 46.00 49.33
58.74
(24.76)

65.27
(28.48)

61.42
(30.22)

61.56
(28.89)

63.34
(28.51)

44.53
(23.19)

정보의 분석 
및 평가

58.5 66.1 57.1 50.10 50.04 66.00 57.00 47.25
55.36
(23.78)

50.55
(23.21)

50.38
(26.15)

57.83
(26.12)

59.64
(25.71)

61.33
(23.69)

정보의 조직 
및 창출

60.6 68.2 34.3 53.07 53.80 68.33 58.60 60.00
52.75
(25.33)

57.10
(25.33)

56.15
(27.80)

54.86
(26.84)

53.60
(24.67)

59.29
(26.09)

정보의 활용 
및 관리

64.4 47.5 53.3 55.27 63.35 67.17 55.40 65.38
65.61
(22.15)

64.93
(26.51)

60.16
(29.36)

57.29
(27.71)

55.64
(22.33)

45.20
(21.99)

정보의 소통 74.9 43.9 53.3 43.22 45.28 82.00 46.75 60.00
51.43
(27.40)

61.82
(25.16)

55.76
(27.78)

55.63
(26.34)

47.64
(23.61)

44.28
(26.12)

컴퓨팅 
사고력

N/A
52.19
(27.63)

* 2016년부터 ICT 리터러시 능력요소에 컴퓨팅 사고력 포함

나. 중학생의 특성 분석 결과 

중학생 ICT 리터러시 점수의 연도별 평균은 2008년에 39.41점, 2009년에 43.00점, 2010년에 

59.91점, 2011년에 45.47점, 2012년에 45.25점, 2014년에 47.01점, 2015년에 54.75점, 그리고 

2016년에 50.80점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2010년도의 평균점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표준편차는 2015년도가 가장 컸고 2010년도가 가장 작았다.

구분 사례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2008 15,117 - - 39.41

2009 16,266 - - 43.00

2010 14,669 0.00 97.22 59.91

2011 15,567 0.00 94.44 48.47

2012 17,482 0.00 100.00 45.25

2014 17,608 2.78 97.22 47.01

2015 21,619 0.00 94.44 54.75

2016 9,183 1.00 97.10 50.80

[ 표 1-5-11 ] 중학생의 ICT 리터러시 연도별 평균(100점 환산 점수)

 * 2008, 2009년 ICT 리터러시 보고서에 최솟값과 최댓값이 제시되지 않음.

중학생 ICT 리터러시 성취준거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총 30개 중 21개 이상 정답이면 우수, 

2010년에는 총 36개 중 27개 이상 정답이면 우수, 2011년과 2012년에는 총 36개 중 28개 이상 

정답이면 우수, 2014년에는 총 36개 중 30개 이상 정답이면 우수, 2015년에는 총 30개 중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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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정답이면 우수, 그리고 2016년에는 총 35개 중 26개 이상 정답이면 우수로 분류하였다.

2008년에는 총 30개 중 5개 이하 정답이면 미홉, 2010년, 2011년, 그리고 2012년에는 총 36개 

중 6개 이하 정답이면 미흡, 2014년에는 총 36개 중 5개 이하 정답이면 미흡, 2015년에는 총 30개 

중 9개 이하 정답이면 미흡, 그리고 2016년에는 총 35개 중 6개 이하 정답이면 미흡으로 분류하였다. 

2008년에는 총 12∼20개 정답이면 보통, 2010년에는 19∼26개 정답이면 보통, 2011년과 2012년

에는 21∼27개 정답이면 보통, 2014년에는 18∼29개 정답이면 보통, 2015년에는 17∼25개 정답이

면 보통, 2016년에는 15∼25개 정답이면 보통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6∼11개 정답이

면 기초, 2010년에는 7∼18개 정답이면 기초, 2011년과 2012년에는 7∼20개 정답이면 기초, 2014

년에는 6∼17개 정답이면 기초, 2015년에는 10∼16개 정답이면 기초, 2016년에는 7∼14개 정답이

면 기초로 분류하였다.

[ 표 1-5-12 ] 중학생의 ICT 리터러시 능력수준 준거설정 결과

구분 전체 문항 수 우수 보통 기초 미흡

2008 30개 21개 이상 20∼12개 11∼6개 5개 이하

2010 36개 27개 이상 26∼19개 18∼7개 6개 이하

2011 36개 28개 이상 27∼21개 20∼7개 6개 이하

2012 36개 28개 이상 27∼21개 20∼7개 6개 이하

2014 36개 30개 이상 29∼18개 17∼6개 5개 이하

2015 30개 26개 이상 25∼17개 16∼10개 9개 이하

2016 36개 26개 이상 25∼15개 14∼7개 6개 이하

중학생의 ICT 리터러시 내용요소에 따른 연도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013년도를 제외하고 모두‘정보사회와 윤리’가 가장 높았고, ‘정보처리’가 가장 낮았다. 연도별 

비교결과 ‘정보사회와 윤리’는 2010년이 66.26점으로 가장 높았고, 2012년이 50.66점으로 가장 

낮았다. ‘정보처리’와 ‘컴퓨터와 네트워크’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 표 1-5-13 ] 중학생의 ICT 리터러시 내용요소 연도별 평균(100점 환산)

내용요소 컴퓨터와 네트워크 정보처리 정보사회와 윤리

2008 42.10 34.54 42.33

2009 43.44 38.09 48.00

2010 56.50(22.01) 54.69(19.59) 66.26(23.09)

2011 48.69(21.04) 45.67(20.49) 50.86(23.96)

2012 44.69(22.98) 40.95(22.81) 50.66(29.94)

2014 47.92(23.11) 41.72(21.80) 50.86(25.78)

2015 56.46(24.33) 47.00(24.83) 65.45(31.14)

2016 N/A N/A N/A

* 2016년부터 ICT 리터러시 구성에 내용요소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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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ICT 리터러시 능력요소 점수가 연도별로 어떤 경향을 나타내는지 살펴보면 2008년에

는 정보의 활용 및 관리(48.6점), 2009년에는 정보의 활용 및 관리(52.2점), 2010년에는 정보의 

소통(71.28점), 2011년에는 문제의 인식(57.11점), 2012년에는 정보의 활용 및 관리(54.78점), 2014

년에는 정보의 소통(53.33점), 2015년에는 정보의 소통(70.04점) 그리고 2016년에는 정보의 활용 

및 관리(62.93점)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중학생들은 ‘정보의 소통’과 ‘정보의 활용 및 관리’에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 표 1-5-14 ] 중학생의 ICT 리터러시 능력요소 연도별 평균

능력요소 2008 2009 2010 2011 2012 2014 2015 2016

문제의 인식 36.60 43.8
62.45
(24.71)

57.11
(26.28)

47.47
(25.14)

51.27
(23.01)

50.17
(29.03)

55.98
(23.01)

정보의 탐색 40.80 41.6
57.77
(24.58)

36.44
(20.09)

43.77
(26.41)

44.49
(26.33)

47.63
(27.61)

38.03
(21.45)

정보의 분석 
및 평가

31.40 40.4
41.20
(23.24)

52.52
(30.39)

45.58
(30.41)

46.18
(30.88)

50.47
(29.16)

50.08
(28.40)

정보의 조직 
및 창출

38.20 37.4
63.24
(23.90)

40.90
(22.78)

34.67
(22.40)

36.63
(22.86)

49.37
(27.65)

53.71
(31.23)

정보의 활용
 및 관리

48.60 52.2
63.53
(23.05)

53.77
(23.07)

54.78
(29.40)

49.05
(25.52)

58.80
(30.97)

62.93
(29.29)

정보의 소통 41.00 42.6
71.28
(22.68)

50.13
(27.42)

44.61
(27.46)

53.33
(31.49)

70.04
(31.49)

58.62
(29.47)

컴퓨팅 사고력 N/A
36.37
(26.52)

* 2016년부터 ICT 리터러시 능력요소에 컴퓨팅 사고력 포함

4. 주요 결과

가. 초등학생

동일 변인의 기술통계량을 중심으로 10년(2007∼2016)간 검사 자료에 나타난 초등학생의 ICT 

리터러시 점수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 연도별 ICT 리터러시 점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4∼6학년 연도별 평균은 2016년도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2012년도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내용요소를 

분석결과 2010년, 2014년, 2015년에는 ‘정보처리’가 가장 높았고, 2011년과 2012년은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높아 정보 처리에서 강한 경향을 보였다. 셋째, 능력요소 연도별 경향 분석결과 2008년, 

2010년, 2015년, 2016년에는 ‘정보의 소통’이 2007년(1∼2학년), 2009년(5∼6학년), 2011년과 2012년

에는 ‘정보의 분석 및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나 ‘정보의 소통’과 ‘정보의 분석 및 평가’에서 약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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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학생 

동일 변인의 기술통계량을 중심으로 9년(2008∼2016)간 검사 자료에 나타난 중학생의 ICT 리터

러시 점수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 ICT 리터러시 점수의 연도별 평균을 살펴보면 1∼3학년 연도별 평균은 2008년도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2010년도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내용요소 연도별 경향 분석결과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15년 

모두 ‘정보사회와 윤리’가 가장 높았고, ‘정보처리’가 가장 낮아 ‘정보 처리’에서 약한 경향을 보였

다. 셋째, 능력요소 연도별 경향 분석결과 2008년, 2009년, 2012년, 2016년에는 ‘정보의 활용 및 

관리’, 2010년, 2014년, 2015년에는 ‘정보의 소통’, 그리고 2011년에는 ‘문제의 인식’이 가장 높았

다. 따라서 중학생들은 ‘정보의 소통’, ‘정보의 활용 및 관리’에 강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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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교육행·재정정보화



Summary
교육행·재정정보화 사업은 교육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교육행·

재정정보화 서비스는 교무업무, 학부모 서비스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교육행정 분야와 예산·회계 관리, 전자금융거래, 재정공시 등의 재정 

분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전국 1만여 초·중등학교에서 교육 행·재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이다. 학교 현장 및 교육기관에서는 나이스로 생성되는 자료를 기반으로 교육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의 

교육정보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 있다. 

에듀파인은 지방교육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시·도교육청 및 1만 2,000여 개 학교의 행·재정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2008년 첫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꾸준히 시스템 고도화를 이뤄가고 있으며, 현재 구축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살펴보면 단위업무, 예산, 회계, 

학교 회계 등 17개 단위 시스템과 64개 세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에는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지출 업무 투명성·효율성 향상을 위해 교육전자금융시스템 구축 완료했다. 한편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착수하였다. 

2015년 정식 개통한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지방교육재정 운용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PC 기반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공시항목, 작성 서식 및 기준 등을 제시하였고, 공시 시기별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시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정보공시제는 교육기관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정보공시시스템은 유치원알리미, 학교알리미, 대학알리미가 있다. 

이외에 교육행·재정정보화 서비스로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과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인 ‘e유치원’ 그리고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다. 특히 학교시설 현황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교육청과 교육부의 학교시설 업무 및 정책수립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8년 3월에 2차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 2차 개발된 에듀빌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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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는 교육부, 17개 시･
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 및 전국 1만여 초･중등학교에서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이다. 학교 현장 및 교육기관에서는 나이스로 생성･관리되는 

자료를 기반으로 교육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의 교육 정보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 있다.

나. 추진 경과

나이스는 교육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2002년 11월 일반행정 영역을, 2003

년 3월 학교행정 영역을 개통하였다. 그리고 2006년 3월 교무･학사 등 3개 업무 영역을 기존 나이스

에서 분리하여 교무 업무 시스템을 개통하였다. 2011년 3월에는 차세대 나이스를 개통하였으며, 

2017년에는 학교회계직원 인사･급여 시스템 개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연계를 위한 기능 개선, 경찰청 범죄경력관리시스템 연계,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

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2018년에는 장애학생 건강 체력평가 프로그램 개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체계 강화, 학교생활기

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 시･도교육청 사용자 교육환경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노후화

된 장비 교체 필요성 대두 및 변화하는 교육정책의 유연한 수용을 위하여 4세대 나이스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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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1 ] 나이스 구축 사업 추진 경과 

기 간 추진 내용

2000.9∼2001.3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001.10∼2002.11 ∙ 인사 등 27개 업무영역 개발 및 2002년 11월 22개 일반행정 영역 개통

2003.3 ∙ 교무/학사 등 5개 학교행정 영역 개통

2004.6 ∙ 대입전형 자료 제공 시스템 구축

2004.8∼2006.3 ∙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분리 구축(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

2006.3∼2008.12 ∙ 대국민 민원 서비스(2006.) 및 학교정보공시(2008) 개통

2011.3 ∙ 차세대 나이스 구축 완료 및 현장 적용

2012 ∙ 영재학교(8월), 재외한국학교(10월)로 교무업무 확대

2013 ∙ 온라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실시

2014 ∙ 나이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2015 ∙ 나이스 운영센터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2016
∙ 나이스 교무/학사 영역 웹 접근성 확대･적용
∙ 자유학기제 적용을 위한 나이스 기능 개선
∙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나이스 기능 개선

2017
∙ 학교 회계직원 인사･급여 시스템 기능 개선
∙ 국가직무능력표준 연계를 위한 기능 개선
∙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기반 조성

2018
∙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체계 강화
∙ 사용자 교육환경 고도화
∙ 4세대 나이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 추진 현황

나이스 추진 체계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부는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나이스 운영 정책과 타 부처 업무협의를, 시･도교육청은 나이스 운영 

활성화와 교육 등에 대한 정책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책 사항 반영과 사용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 그림 2-1-1 ] 나이스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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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료 생성 자료 제공

학교 수
학생 수 대학 수 제공 건수

재학생 졸업생

일반
학생

수시 2,440 2,439 3,122,189 373 3,833,475

정시 2,417 2,424 3,119,531 346   655,959

[ 표 2-1-2 ] 나이스 추진 체계별 역할

구 분 역 할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 나이스 운영 정책 총괄 및 재정 지원
∙ 정부 부처/교육부 실･국간 업무협의 및 조정 

업무 소관 부서
∙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소관 단위업무 적용 계획 정립 
∙ 소관 단위업무 운용 및 활성화

교육정보시스템 운영협의회
∙ 나이스 운영 정책 지원 및 공동 추진 조정･합의
∙ 나이스 운영 방향 및 개선 방안 제시
∙ 시･도교육청 공통(공동) 사업 추진

시･도교육청

나이스 운영센터

∙ 시･도교육청별 나이스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 나이스 운영센터 운영
∙ 나이스 운영 활성화 및 현장 활용 지원
∙ 사용자 교육, 상담센터 운영 및 사용자요구사항처리

업무 소관 부서
∙ 소관 단위업무 개발(개선) 및 요구사항 개진
∙ 소관 단위업무의 현장 운용 활성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나이스 정책 지원 및 나이스 총괄센터 운영
∙ 나이스 운영 및 활성화 지원
∙ 교육정보시스템 운영협의회 지원
∙ 나이스 응용S/W 유지관리 및 시･도 인프라 유지관리 지원
∙ 사용자 교육 및 나이스 기술지원체계 운영

※ 출처: 교육부, ‘2018년도 나이스 운영 기본계획’

3. 주요 성과

가. 교육 관련 정책 도입 및 운영 지원

1) 대입전형 자료 온라인 제공 시스템 운영

나이스 교무 업무를 통해 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을 2004년 12월부터 대학에 온라인으로 제공함

으로써 대입전형 업무에 따른 고등학교･대학의 행정 업무를 줄이고, 서류 제출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8학년도 대입전형을 기준으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대입전형 자료는 재학생 및 졸업 후 5년 

이내 졸업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과 2013년 1회부터 2018년 2회까지의 검정고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2018학년도 대입전형 기간 중 온라인 제공 실적은 다음과 같다. 

[ 표 2-1-3 ] 2018학년도 대입전형 자료 생성 및 제공 현황 (단위: 개교, 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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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료 생성 자료 제공

학교 수
학생 수 대학 수 제공 건수

재학생 졸업생

검정
고시

수시 -  153,395 300    17,071

정시 -  167,181 240     5,873

계 2,491 7,709,539 377 4,512,378

※ 출처: 교육부, ‘2018년도 나이스 운영 기본계획’

2)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통합체제 구축 및 개선

나이스 교육비 지원 서비스는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선

정 기준을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재산으로 변경하여 보다 공정한 지원을 실현하고, 학부모가 매년 

교육비를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2017년에는 교육비 상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신청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나이스 기반 프로그램을 개선하였다. 더불어 나이스 기반 교육급여 프로그램과

의 연계를 개선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수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교육급여 서비스는 2017년에는 학생들의 전출･입 및 진학 학적 변동을 실시간 반영하여 수급

정보가 학적과 함께 이동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수급자 현황 및 교육급여 지급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산용 통계 기능을 고도화하여 업무 담당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3)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정보 관리를 위한 나이스 시스템 개선

매년 학업중단 학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 학업 부적응 등으로(질병, 해외출국 

제외) 약 2만 5,000여 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해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2015년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숙려제, 

학업지속 지원 등 예방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학업중단 학생의 학업 복귀를 위한 정보 

제공, 검정고시 준비 지원, 기관 연계 등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2017년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시스

템 개선을 통해 무단결석 및 중학교 미진학 학생 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 대상 범위를 확장하였

으며 기존 보고체계에 ‘교육지원청’을 추가하여 시･도별 운영 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 분담 

가능토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2018년에는 복지 서비스 필요 아동 발굴을 위해 무단결석 학생 정보

를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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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회계직원 인사･급여시스템 기능 개선

학교 및 기관에 종사하는 직종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교원, 지방공무원 외에 비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나이스로 하고자 하는 수요가 점점 증가하였다. 나이스 비공무원 인사에서는 영어회화 전

문강사, 원어민 보조교사, 기타직으로 구분하여 인사와 급여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2014년 2월 

학교회계직원 사용자를 교육감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 학교

회계직원을 위한 기존 나이스 인사･급여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학교회계직원 공통 직종코드를 33

개에서 16개 코드로 표준화하였으며, 각종 서식들을 추가함으로써 시스템을 통한 인력관리의 효율

성 증대와 업무편의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5) 학교 간 교육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나이스 연계 기능 개선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기존에는 교육과정 개설학교와 타교 수강학생의 원적교 

간 나이스 연계 미비로 이수결과를 공문으로 전달, 수기로 입력함에 따라 누락 및 오기 등 오류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공동 교육과정 개설학교와 타교 수강학생 원적교 간 나이스 연계를 통하여 학적 및 성적 

등 자료를 전송하고, 타교 수강생 및 위탁학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을 추진하였다. 

원활한 현장 적용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능개선 사항에 대한 사용자 

설명서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용자 문의사항에 대한 사용자 지원 및 기능보완을 지속적

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 간 교육과정 협력을 활성화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통한 교육과정 내실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6)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자격 연계를 위한 나이스 기능 개선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고교 직업교육 과정이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개편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자격(과정 평가형, 일학습 병행)을 도입하여 학교 교육과 

자격 체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나이스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정보망(HRD-Net)과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 정보, 자격 정보 등의 상호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

록 연계 구축을 완료하였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자격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자격 교육과정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자격 종목별 편성 기준 정보를 제시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 업무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자격 종목별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 이수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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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이수한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 이수결과를 HRD-Net으로 전송하여 자격 과정 운영 

업무를 지원하였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교과Ⅱ 교과(군)의 실무과목 뿐 아니라 기초과목에도 국가직무능

력표준 능력단위를 편성하여 성적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하

는 학교에 대해서는 도제학생들과 비도제 학생들을 분리하여 성적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나. 정부3.0 지향 대국민 지원시스템 확대

1) 학생･학부모 대상 온라인 조사 및 검사 지원

나이스 기반의 온라인 조사 및 검사 프로그램은 크게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생정서･행동특성검

사, 교원능력개발평가로 나누어진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과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들의 정서･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학교 내외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진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지원

하기 위한 것이다.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201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201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프로그램

을 순차적으로 구축하였다. 이러한 나이스 기반의 온라인 조사 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2017년 학교

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1차 학생 420만 명(441만 명 대상, 94.9%), 2차 학생 360만 명(382만 명 

대상, 94.2%)이 참여하였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경우 학생 189만 명(191만 명 대상, 99.2%)

이 참여하였다. 2017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 학생 357만 명(433만 명 대상, 82.4%), 학부모 

186만 명(570만 명 대상, 32.6%), 교원 37만 명(41만 명 대상, 90.0%)이 참여하였다.

2) 학생･학부모 서비스 이용환경 고도화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강화되고 그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됨에 따라 서비스를 포함한 6개 분류(홈

에듀 민원, 교직원 온라인 채용, 검정고시, 학원민원)의 대국민 서비스 전체 및 학생･학부모 참여 

통합 서비스 3종을 대상으로 SSL통신을 도입하여 사용자 통신구간 보안성을 강화하였다. 웹 접근

성을 기존 학생･학부모 서비스에서 대국민 서비스 전체로 확대,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여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편리하게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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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서비스 접속 방법 및 이용 형태가 모바일 환경으로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기존 

무인증 기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제공 서비스 학사일정, 급식 정보 등 6종)을 대체하고 보다 

간결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나이스대국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규 개발 및 

시범 운영을 준비 중이다. 나아가 서비스 사용 기반(OS, 브라우저 등)이 다변화되고 사용자 관점에

서 더욱 간편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 플러그인(No-Plugin) 기반의 서비스

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대체 기술 및 대체 인증수단이 도입될 

예정이다.

나이스 민원 서비스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기능을 개선하였다. 우선 민원발급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제증명 발급 서버를 증설하고 성능을 개선하

였다. 또한 교육제증명 발급 종수 확대 및 연계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시･도교육청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고등학교 영문 성적증명서 서식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하였다. 2018년 상반기 중에 서비

스할 예정이며, 그동안 영문성적 증명서 발급을 위한 교사들의 행정적 부담이 경감되고 민원인의 

만족도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제적증명서를 민원24와 연계하여 민원인이 

다양한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민원인이 교육제증명 

발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향후 나이스 민원 서비스는 교육제증명 연계 발급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용자가 교육제증명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시스템과 연계하여 국민

들이 국내에서 발급한 교육제증명을 해외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발급 수요가 많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민원24와 연계하여 수요를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3)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및 협업

2011년 차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사･급여 정보를 

연계하였고, 2012년에는 학원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국민안전처, 국세청과 전국 학원 및 교습

소의 설립･휴원･폐원 정보를, 또 같은 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각급학교의 졸업 정보와 검정고시 

합격 정보를 연계하였다. 이어 2013년에는 보건복지부 행복e음시스템과 교육비 지원 관련 자료를 

연계하였으며, 2015년에는 교육 급여자료, 2016년은 탈북 학생의 학적 관리를 위해 통일부 하나넷 

서비스와 연계를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교사확인정보를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표준공통원서접수시스템과 연계하였으며, 2018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교육기관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경찰청 범죄경력관리시스템과 연계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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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

1) 나이스 업무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서비스 운영

나이스 업무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서비스 운영 지원은 교무 업무, 인사, 급여, 대국민 

서비스 등 42개 단위 업무, 261개 세부 업무(전체 43개 단위 업무, 265개 세부 업무)에 대하여 

기능 보완을 수행하고 대외기관 연계 서비스 운영, 국회와 감사원 등 외부기관 요청에 의한 통계 

자료 추출 지원, 시･도교육청 대상 기술 교육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시･도교육청 나이스 서비스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하반기 각각 17개 시･도교육

청 소속 나이스 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 및 서비스 개선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

으며, 나이스 보안 강화를 위하여 로그인 5회 이상 실패 시 브라우저 강제 종료 기능을 적용하였다.

향후 4세대 나이스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 수립 및 차세대 에듀파인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서비스 

진화에 따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현행 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2) 나이스 현장자문단 운영

나이스 현장자문단은 학교 현장 중심 대응체제의 한 축으로, 사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사용법과 

노하우 등의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나이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매년 학교 

현장의 전문가가 교육부로부터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2017년에는 30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시･도교육청별 특색을 반영하여 활동 영역과 역할을 세분화하고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과 연계

한 컨설팅 장학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정책 적용과 업무 처리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주기적인 워크숍 및 연수를 통해 자문단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나이스 관련 자문활동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자문활동 우수자 32명을 선발하여 선진우수 교육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

하였다.

[ 표 2-1-4 ] 2017년 나이스 현장자문단 워크숍 및 국외연수 참여 현황 (단위: 명)

구분
워크숍

국외 연수 합계
1차 2차 3차 4차

참석 인원 172 39 188 33 32 464

※ 출처: KERIS, ‘2018 1월 나이스 운영 과제별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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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원 및 학교관리자 교육 지원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나이스 연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대상의 나이스 교무 업무 

강사요원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이수 교

원에게 연수 학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동계 104명 및 하계 64명을 대상으로 초･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나이스 교무업무 시스템 활용 및 업무 처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2018

년에는 1월 중 나이스 현장자문단 강사요원 대상의 역량강화 연수를 4개 과정, 각각 15시간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관리자의 나이스 활용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교장, 교감, 장학사 등 52명을 대상으로 

나이스를 활용한 학교관리자 업무 처리, 교무업무시스템 이해 및 나이스 정보 활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 표 2-1-5 ] 2017년 교원 및 학교관리자 나이스 교육 참여 현황 (단위: 명)

구분
교무업무 강사요원 연수 학교관리자 연수

합계
동계 하계 1차  2차

참석 인원 104 64 27 25 220

※ 출처: KERIS, ‘2018 1월 나이스 운영 과제별 추진 현황’ 

라. 안정적 서비스 기반 구축 및 운영

1) 나이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

나이스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2014년 2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로 지정돼 국가 중요 서비스와 동일한 보안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차년도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 표 2-1-6 ] 교육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나이스) 취약점 점검 항목

구분 대상 방법

관리적 분야  ∙ 12개 영역 114개 항목

∙ 교육부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따른 취약점 진단 수행
∙ 기술적 진단 도구 및 진단 방법론에 의한 점검

물리적 분야  ∙ 4개 영역 26개 항목

기술적 분야

 ∙ UNIX 서버 5개 영역 73개 항목
 ∙ 윈도 서버 6개 영역 82개 항목
 ∙ 네트워크 장비 5개 영역 38개 항목
 ∙ 보안장비 5개 영역 26개 항목
 ∙ DBMS 5개 영역 24개 항목
 ∙ PC 4개 영역 20개 항목
 ∙ WEB 1개 영역 28개 항목

※ 출처: 교육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나이스) 취약점 분석･평가 가이드라인



272

2018 교육정보화백서

특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분야 등 3개 분야 431개

의 점검항목을 통해 나이스 내의 모든 정보 자산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을 

개선해 강화된 보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보보호관리체제 인증 관리

나이스 중앙운영센터의 정보보호관리체계는 나이스 운영 관련 정보자산 식별, 운영현황 분석, 

위험평가 등을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분석하고, 나이스 운영을 위한 총 81식의 세부 운영지침을 

개발해 지침에 의거한 이행 및 실적 자료를 수집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5년 12월 나이스 중앙운영센터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함으로

써,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인증 획득 이후에는 단순히 인증 획득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하여 정보 자산의 보호와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한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내재화를 추진하였으며, 최초 획득 이후 2년간 사후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증 

효력을 유지하였다.

또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따른 상시 정보보호 프로세스 점검과 개선을 통해 보안 

수준을 더욱 향상･발전시킬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증 갱신 심사를 통해 인증에 대한 효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3)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기반 조성

2015년 11월 교육청 정보센터 건물 화재, 2016년 9월 국내 최대 규모의 강진(5.8) 등 최근 재난･
재해로 인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지속적인 재난･재해 위협

으로부터 대국민 학교생활정보를 보호하고, 교육행정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정보시

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6년 12월에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2월부터 교육

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구성된 재해복구체계 구축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재해복구체계 구축 전담팀에서는 2020년 재해복구체계 개통을 목표로 재해복구센터 및 재해복구

시스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재해복구체계 통합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교육행정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더 안전한 

교육정보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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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나이스는 교육 현장에서의 행정 업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 아울러 보안에 

대한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갱신 심사를 2018년

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나이스를 통하여 생산･관리되고 있는 각종 교육행정 정보를 공공 

및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 개방 서비스도 가속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교학점제, 학생

정보 관리체계 강화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 지원에 대한 수용이 필요하다. 

2010년 구축된 나이스 인프라 노후화로 장애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등 여려 현안

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4세대 나이스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방안과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방안 마련 및 급격한 정보기술 환경 변화와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정성이 확보된 

향후 거시적 관점의 정보 인프라 구축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고 문헌]

교육부, ‘2017년도 나이스 운영 기본계획’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년도 나이스 운영과제별 추진 현황(월별)’

[참고 사이트]

나이스 사용자통합지원시스템, http://help.neis.go.kr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http://www.ne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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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1995년 이후 시민단체와 학자들로부터 재정 운영의 투명성, 이해 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기업형 회계 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국제 수준의 재정 정보 산출을 위한 IMF의 도입 권고에 따라 정부 재정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2004년 자율과 분권, 책임과 성과 지향의 선진 재정 구조 마련을 위해 국가예산･회계제도의 

혁신과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이 국정과제로 결정됐다. 2005년 1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시스템을 교육부가 구축하도록 결정했으며, 그해 11월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과제로 채택해 전자정부 31대 과제의 하나인 ‘지방교육 재정사업’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2005년 

2월 지방교육재정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을 구성하고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 시스템 ‘에듀파인’ 개발에 착수했다. 에듀파인의 구축 목적은 예산 ･회계제도(성과 

관리, 복식회계, 통합 행･재정 시스템 구축) 혁신을 통한 지방교육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에 

있으며, 일선 현장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운영으로 교직원의 업무 경감에 있다.

나. 추진 경과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 BSP/BPR/ISP가 실시됐으며, 2006년 5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됐다. 2008년 서비스 개시에 앞서 2007년에는 2개 교육청에 대해 시범 운영을 실시했

다. 2007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진행된 2단계 사업을 통해 총 6개 부문, 16개 시스템, 55개 

단위 업무에 대한 에듀파인 개발이 완료됐으며, 2008년 1월 1일 27개 단위 업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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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개통됐다. 또한 55개 업무의 전면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2008년 4월부터 7월

까지 수행했다.

2009년에는 교육청별 성과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성립 

전 예산 수립과 추가경정 예산 작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 편성･배정･자금 

관리를 고도화하는 등 시･도교육청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특히 

일선 학교를 위한 학교 회계 시스템은 공･사립을 포함한 전국 1만 2,000여 개 학교에 새로운 복식

부기 회계제도의 정착과 교직원 마인드 확산을 고려해 2009년 전체 학교 중 290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한 후 2010년 3월부터 전면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1년 6월에

는 교직원의 편리성 제고와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 회계 운용 개선 등을 포함한 에듀파인 학교 

회계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신학교 회계 시스템을 2012년 3월에 개통했다.

2012년 6월에는 성인지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에듀파인 기능 개선 사업을 추진했으

며, 성인지 예산은 2013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은 2015년 지침 제정에 따라 2016년 성과예산 시스

템 기능 개선을 추진하여 2017년부터 도입되었다.

2013년에는 국정과제 중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세부 과제로 에듀파인 시스템 개선이 

지정돼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한 기능 개선 차원에서 교원의 지출품의를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일원

화하여 2014년부터 활용하고 있다. 

2014년에는 학교 회계의 수입과 지출 관련 교육 비리를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클린재

정 시스템 구축, RFID 기반의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2015년 완료하였다.

2015년에는 에듀파인을 통한 계약 과정 정보 공개를 위한 교육청 홈페이지 연계, 교육급여 지급

을 위한 나이스 연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에듀파인 시스템 노후화에 따라 

차세대 에듀파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5년 ISP를 수립하였다.

2016년에는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시･도교육청 금고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교육전자금융시스템인 ‘e교육금고’를 경기도교육청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학부모 부담금 납

부 및 학교 수입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을 광주광역시교육

청과 경상북도교육청에 시범 도입하였다. 또한 차세대 에듀파인 프로그램 개발 범위 및 구축 전략 

수립을 위해 ISMP(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과 연계를 통해 교육기관으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을 교부, 집행, 정산의 일련의 업무를 에듀파인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e교육금고’를 10개 교육청에 추가 도입을 완료하였다.

2018년에는 ‘e교육금고’를 6개 교육청에 추가 도입하여 17개 교육청 전체에 지출의 투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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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1 ]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 시스템 추진 경과

※ 출처: 자체 관리 자료

[ 그림 2-2-2 ] 에듀파인 시스템 구성도

※ 출처: 자체 관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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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시스템 세부 시스템 모듈 수

단위업무 단위업무관리 단위업무매뉴얼, 부서공통매뉴얼, 성과관리, 지식관리, 시설예산, 학교신설, 학생수용계획 21,297 

예산분야

교부금관리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목적사업비, 학교신실교부금 9,053 

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 1,850 

예산관리
예산편성(＋성과예산＋성인지예산＋성과보고＋성인지결산), 예산배정,

인건비, 사학재정결함보조, 학교운영기본경비
14,837 

회계분야

재무회계 수입관리, 지출관리, 계약관리, 세무관리, 세입세출 외 현금 14,634 

자금관리 자금계획, 지방채관리, BTL관리, 기타채무관리, 채권채무현황, 자금수지관리, 자금운용관리 3,993 

통합자산관리 재산관리, 물품관리, 교구관리, 기자재관리 13,553 

학교회계
사업관리, 예산관리, 수입관리, 지출관리(＋세무관리), 발전기금, 예산결산(＋재무결산), 

재정분석(＋자금운영관리＋사업정보 분석＋학교회계 현황＋회계 모니터링), 클릭재정(학교), 
국고보조금

22,041 

시스템
공통

시스템공통 시스템공통(사용자관리, 권한관리, 예산･회계 과목관리, 시스템관리) 12,498 

전자금융거래 전자금융거래(EFT, e교육금고) 2,203 

사용자지원 사용자지원서비스(Q&A, CSR) 2,257 

통합통계

통계보고서 재정연감, 예결산분석서 3,299 

통계입력관리 사립학교예결산 455 

재정공시 예산･결산 공시 3,451 

제고하였으며, 초･중등학교 학부모 부담금 신용카드 도입을 고등학교부터 적용하여 학부모 부담 

경비 납부 편리성을 제공하였으며 2019년 전체학교로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에듀파인 

응용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2018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추진하고 있다.

에듀파인에 투입한 예산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기능 개선, 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운영 등 총 2,209억 원(국고 143억 원, 전자정부기금 101억 원, 특별교부금 1,474

억 원, 지방비 491억 원)이 투입됐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은 전자정부기금과 특별교부금을 재원

으로 개발했으며, 유지보수 비용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고보조금으로, 2012년부터는 특별교

부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사업 추진 현황

가. 주요 사업

에듀파인은 17개 시･도교육청 및 1만 2,000여 개 학교의 교육 행･재정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으로 단위업무, 예산, 회계, 학교 회계 등 18개 단위 시스템과 64개 세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듈 수는 13만 8,555본이다.

[ 표 2-2-1 ] 에듀파인 응용 소프트웨어 구축 현황 (단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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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시스템 세부 시스템 모듈 수

통합결산

예산결산 교육비특별회계결산, 학교회계결산, 통합결산, 종합결산 4,442 

재정분석 통합재정수지, 사업정보 분석, 감사정보, 사이버감사, 클린재정(교특) 1,827 

재무결산 재무결산, 종합결산 5,936

원가관리 예산원가 관리, 회계원가 관리 929

총계  6개 분야, 18개 단위 시스템, 64개 세부 시스템 138,555

※ 출처: 자체 관리 자료

에듀파인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및 학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을 추진

하고 있다.

에듀파인 사용자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원 및 행정직원들로 구성된 자문단과 에듀파인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도교육청 주관 하에 17개 업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도교육청 등 교육현장 방문을 통하여 사용자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학교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사용자 위주의 기능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55만여 

명에 달하는 사용자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도교육청의 대표

강사를 교육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표 2-2-2 ] 2018년 에듀파인 업무협의체 주관 시･도교육청 현황

협의체 성과지식 신설수용 시설계획 예산관리 지출관리 계약관리 자금관리 수입관리 회계감사

주관 교육청 전남 충남 부산 대전 서울 경남 전북 강원 울산

협의체 재산관리 물품관리 교구관리 기자재관리 시스템공통 예산결산 재무결산 학교회계 -

주관 교육청 충북 대구 경기 인천 세종 제주 광주 경북 -

※ 출처: 자체 관리 자료

[ 표 2-2-3 ] 최근 5년간 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실적 (단위: 명, 회)

연도별 교육 형태 
연수 인원(명) 연수 개최횟수(회)

대표강사 교육 담당자 교육 대표강사 교육 담당자 교육

2014 집합 1,620 - 16 -

2015 집합 1,171 - 18 -

2016 집합 639 438 15 7

2017 집합 645 347 11 12

2018. 6 집합 248 95 3 2

※ 출처: 자체 관리 자료 

2012년에는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기능을 개선한 신학교 회계 시스템이 교직원의 업무 경감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인정돼 행정제도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됐으며, 에듀파인 유지보수의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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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위하여 국제표준 품질체계(CMMI1) Level3 2012년 최초 인증 및 2016년 재인증 획득)에 

기반하여 운영하고 있다.

[ 표 2-2-4 ] 최근 5년간 에듀파인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실적 (단위: 건)

주요 내용
처리 건수

2014 2015 2016 2017 2018. 6 계

오류수정 9 2 2 0 1 14

개선요청 651 450 596 910 319 2,926

단순질의 268 164 351 193 100 1,076

자료변경 1,457 925 834 1,234 617 5,067

콜센터 요청 4,544 5,310 6,806 7,694 4,440 28,794

합계 6,929 6,851 8,589 10,031 5,477 37,877

※ 출처: 2017년 유지보수 사업 결과 및 2018년 유지보수 산출물(교육재정공시(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실적 제외)

2010년 회계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이용이 확대

되어, 2017년 온라인 지급 실적은 2013년의 1천 93만 건(4조 9,000억 원)에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2천 173만 건(9조 2,600억 원)을 처리했다.

[ 표 2-2-5 ] 최근 5년간 에듀파인 학교 회계 전자자금이체(EFT) 운영 실적 (단위: 회, 건, 억 원)

연도
배치 수납 배치 지급 실시간 지급 지로납부 계좌 성명조회 사용기관 수

(누계)스쿨뱅킹 과오납 반환 건수 총액 건수 총액 완료 건수

2013 708,017 112,447 10,930,352 49,046 13,429 46 2,284,491 8,712

2014 800,522 137,839 16,235,281 66,957 14,344 50 2,305,759 9,384

2015 901,382 169,753 19,555,273 77,881 19,800 67 2,448,677 10,253

2016 940,898 179,650 22,422,997 90,836 25,512 89 2,416,262 10,958

2017 945,106 186,408 21,733,176 92,656 28,553 98 1,557,073 11,611

※ 출처: 2017년 유지보수 사업 결과

약 55만 명의 에듀파인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중앙통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

며, 2018년에는 월 평균 67명의 전문 상담 인력이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수행한

다. 상담센터의 주요 업무는 전화 상담, 인터넷 질의응답, 원격 지원 상담 등이다. 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과 불편 사항 등을 접수･처리하고, 연간 업무 계획표 현행화를 통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의 시기별 업무 처리 내용을 분석한 후 그에 따른 사용자 사전 교육, 맞춤형 매뉴얼,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제공해 사용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1) CMMI(소프트웨어 프로세서 능력 성숙도 모델 통합: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에 있어 프로

세스 관리 방법과 품질 개선 개념을 적용하여 만든 개선 및 평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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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앙통합상담센터의 전체 상담 응대 건수는 652,804건이며, 상담센터 개통 이후 지속적

인 상담사의 자질관리를 통한 상담 역량 향상과 학기 초 등 인입호 증가시기에 상담인원의 추가 

배치 등을 통해 상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 표 2-2-6 ] 2018년 에듀파인 중앙상담센터 상담 응대 건수 월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학교 회계 교특 회계

인입호 응대호 응대율 인입호 응대호 응대율

1월  60,996  54,822 89.9 34,475 20,105 58.3

2월  65,826  55,957 85.0  8,806  8,127 92.3

3월  85,593  73,197 85.5 10,620 10,279 96.8

4월  48,132  46,389 96.4  9,186  8,715 94.9

5월  41,798  40,890 97.8  8,959  8,363 93.3

6월  38,957  37,661 96.7  7,704  7,383 95.8

계 341,302 308,916 90.5 79,750 62,972 79.0

※ 출처: 2018년 유지보수 산출물

에듀파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장비는 총괄센터와 시･도교육청 등 총 3,735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협력해 체계

적인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하드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 정기점검을 통한 장

애 예방체계를 확립학고 현장 중심으로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업무 개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응용소프트웨어 성능개선을 지원하는 등 하드웨어 모니터링과 성능 

최적화를 통한 장애시간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침해 예방,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내부 보안사고 및 사용자 실수 예방 등 통합보

안과 모니터링체계 강화로 안정적인 업무 운영환경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정기적/비정기적인 총괄

센터 및 17개 시･도교육청 시스템 운영자 기술 및 연수 지원을 통해 자체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 표 2-2-7 ] 최근 5년간 에듀파인 물적 기반 유지보수 지원 실적 (단위: 건)

구분
지원 건수

2014 2015 2016 2017 2018. 6

정기점검 4,271 4,614 4,039 4,736 3,159

기술지원   156   401   617   212   124

계 4,427 5,015 4,656 4,948 3,283

※ 출처: 2017년 유지보수 사업 결과 및 2018년 유지보수 산출물

에듀파인 운영 인프라 개편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2015년에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현행 시스템은 2018년 12월까지 사용하고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은 통합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에듀파인 마스터플랜(ISMP) 수립을 추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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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프로세스 최적화 및 응용 SW 재개발 범위 분석, 물적 기반 구축 범위 및 과제 조정, 제안 

요청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기반으로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응용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 체계

에듀파인 추진 조직은 교육부가 사업 총괄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총괄센터와 중앙통합상담센

터(0079에듀콜센터) 운영을, 시･도교육청이 업무협의체 운영과 사용자 지원을 담당한다. 업무 처리 

절차는 교육부가 사업 계획 수립･시행･평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세부 계획 수립과 에듀파인 

운영, 사용자 만족도 평가, 에듀파인 운영결과 보고, 시･도교육청이 에듀파인 운영협의체 운영과 

사용자 만족도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 그림 2-2-3 ] 에듀파인 추진 조직

※ 출처: 자체 관리 자료

[ 표 2-2-8 ] 에듀파인 조직별 주요 역할

구분 주요 임무 주요 역할

총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사업 전반 기획･조정

시스템 운영 정책 방향 수립･조정
－사업 기본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관련 업무 표준화, 법･제도 정비 방안 마련
－대외 업무 협력 및 홍보 등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에듀파인 총괄센터
(KERIS)

시스템 운영,
H/W 및 응용 S/W 유지보수,
총괄센터 운영, 상담센터 운영

정책 수립 지원 및 실행 계획 수립･운영
응용 S/W 유지보수 및 기능 고도화 추진
외부 연계(금융결제원, 행정정보공유센터 등) 추진
총괄센터 H/W 운영 및 유지보수
중앙상담센터 운영 및 사용자 교육

시･도 교육청
사용자 지원,

업무협의체 운영

자체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단위 업무별 업무협의체 운영
대표강사 운영 및 사용자 수준별 교육
시스템 기능 개선 및 구축을 위한 TF 지원

※ 출처: 자체 관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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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가. 사업성과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회계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학교 현장방문(3개 교육청 54개교) 

등을 통해 255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하고 시급성이 높은 17건을 기능개선 사항에 반영하였다. 단기 

개선이 어려운 84건의 개선의견은 차세대 시스템에서 선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2017년에 학부모부담금 납부 편의성 및 수납업무 효율화를 위해 신용카드 자동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광주, 경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으며, 2018년 9월부터는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우선 도입하였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지출업무 투명성･효율성 향상을 위해 2016년부터 시･도교육청과 금

고은행 간 직접 연계 방식의 교육전자금융시스템 ‘e교육금고’를 경기도교육청에 시범 구축하였으

며, 2018년 5월까지 전체 교육청에 e교육금고 구축이 완료되었다.

한편 학교 전자자금이체(EFT) 서비스 성능 개선을 위해 에듀파인 총괄센터 자원증설 및 연계 

구조 개선을 추진하여 교육현장의 클린재정 운영환경을 조성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의 부정･중복수

급 예방 및 대국민 정보공개를 위한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에듀파인 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능 개선을 2017년 3월에 완료하였다. 또한 고품질의 에듀파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제표준 품질관리체제를 도입하여 안정성 및 운영 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였다.2)

마지막으로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여 

현황 및 사례 분석, 이해관계자 협의, 개선 방향 도출, 사업 계획서 수립, 제안 요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2018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나. 사용자 만족도

에듀파인은 현장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 회계 사용자 5,400명(교원 4,400명, 행정

직 1,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에듀파인은 사용자 중심으로 기능 개선을 추진하여 

만족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왔으며, 2017년 만족도는 총점 81.1점으로 전년 대비 0.3점 향상되

었다.

2) 장애적기처리율 100%, SR적기완료율 99.8%, 프로그램결함 발생율 0.08% →  CMMI Level3 인증 유지



283

제2장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에듀파인’

또한, 중앙통합상담센터 상담 만족도도 96.3점으로 전년 대비 1.3점 향상되었다. 이는 국제표준

인증모델(CMMI Level3) 기반의 품질관리체제 내재화, 중앙통합상담센터의 상담사 상담 역량 향상 

및 월별 상담 수요에 따른 상담인력의 탄력적 운영 등 전반적 품질 개선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 그림 2-2-4 ] 2017년 유지보수 사업 및 중앙통합상담센터 운영 결과

에듀파인 사용자 만족도 중앙통합상담센터 만족도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년도 에듀파인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

4. 향후 계획

교원이 행정 업무와 평가 등 교육활동 외의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단 운영, 17개 업무협의체 운영, 시･도 현장 방문, 사용자 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 부담금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급으로 확산하

여 학부모의 납부 편의성을 개선하고, 모든 교육청에 교육전자금융시스템인 e교육금고가 도입됨에 

따라 지출 업무 전반에 전자지출 이용 확대를 통한 사용자 업무 편의성 제고 및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향후 ｢지방재정법｣ 개정 후속 조치 및 에듀파인 시스템 노후화(2008년 구축)에 따른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2018년 3월부터 2020년 7월

까지 추진하고, 총괄센터 및 17개 시･도교육청 인프라 구축을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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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지방교육재정 공시제도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

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공시란 교육 관련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

의 한 방법을 말한다.

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2005.8.4.)을 통해 2006년 8월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일부 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공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및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으로 지방재정 운용 상황 공시제도를 확대･강화하고, 

통합･비교공시 및 지방재정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정

책적 배경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운용하고 공시 중인 지방교육재정에 대하여 통합･비교 공시하

는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인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2015년 12월 개통하였다.

나. 사업 목적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지방교육재정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지방교육재정 운용 상황을 투명

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을 강화

하여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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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지방교육재정 공시의 항목과 기준, 절차 등을 표준화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용 자료를 한 곳에서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재정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복잡한 숫자 위주의 공시자료를 차트, 웹툰, 요약, 통계, 분석 및 맞춤형 검색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기 쉽게 보여주고,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및 소통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도하는 한편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 주요 추진 경과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교육부가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수립한 ‘지방

교육재정정보 통합 공개 홈페이지 구축 계획’에 따라 2014년 12월 임시적인 형태로 개통하였다. 

임시 개통한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는 시･도교육청 재정 운용과 관련한 17개 분야 70여 개 항목에 

대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의 재정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지방교육재정 

[ 그림 2-3-5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임시 개통(2014.12.8∼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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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요구 대응에 초점을 두었던 임시 개통 홈페이지는 지방교육재정 회계시스템인 에듀파

인과 연계를 통한 공시자료 생성, 맞춤형 검색, 오픈 API을 통한 데이터 개방, 다양한 편의기능 

제공 등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2015년 시･도교육청 재정공시편람’을 수립･통보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상황 공시 및 

통합공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시･도교육청별 2010∼2014년까지의 5개년 공시자료 작성

을 지원하고, 2015년 6월부터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교육부는 2015년 12월 17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개통한 이후에도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새로운 공개정보를 계속 발굴하고, 지방교육재정 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위하여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의3 개정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공개 서비스를 2016

년 3월 31일부터 제공하였으며,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현장모니터단을 2016년 12월부터 1년간 

운영하였고, 2018년에는 100명으로 확대하여 온라인 모니터단을 운영하였다.

또, 사용자의 접근성과 명시성 제고,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 확대, 사용자 맞춤형 자료 제공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기능 

개선 사업을 2016년 4월부터 약 1년간 실시하였다.

[ 그림 2-3-6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정식 개통(2015.12)

홈페이지 메인 화면 모바일 웹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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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7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개편(2016∼2018.12)

홈페이지 메인 화면 모바일 웹 메인 화면

※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www.eduinfo.go.kr

2018년에는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단의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개편 사업에 

추진하였다.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UI 개편, 주민참여예산, 재정학교 등 신규 

공개 항목을 추가하였다. 주요 개선사항 및 신규 서비스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표 2-3-1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개편 사업 주요 개선사항 및 신규 서비스 내역

구분 내용

디자인 및 사용자 UI 개편
∙ 이용자 UI/UX 전면 개편을 통한 접근성 및 시인성 제고
∙ 메뉴, 버튼 등 알리미에 사용되는 아이콘 디자인 변경

교육청 조직분석 ∙ 조직분석 정보 화면 개선 및 정책연구 자료관리 기능 개발

지방교육재정 학교 추가 ∙ 성인 및 어린이 대상 학습공간 개발

주민참여 예산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명, 운용현황 등 텍스트 위주 정보를 시각화된 자료로 제공

설문조사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온라인 퀴즈대회 및 만족도 조사 등 이벤트를 위한 설문조사 기능 고도화

조기집행현황 ∙ 전국 및 시･도교육청의 조기집행 정보 공개

그림으로 보는 재정 콘텐츠 현행화 ∙ 기존 그림으로 보는 재정 콘텐츠 내용 중 정책 변동 및 데이터 업데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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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현황

가. 사업 추진 체계

교육부는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 재정 전문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정보화 전문가로 구성

한 ‘지방교육재정 공시 테스크포스 팀’을 운영하여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지방교육재정 공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켰다. 현재는 교육부가 사업 전반에 대하여 총괄･기획 및 

정책수립 등을 담당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전반

적인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 표 2-3-2 ] ‘지방교육재정 공시시스템 운영 사업’ 추진체계

주요 기관 주요 역할

교육부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용상황 공시자료 작성 및 공시
∙ 지방교육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공시시스템 운영 사업 수탁 및 사업관리
∙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용상황 공시 및 교육부 통합공시 지원

공시시스템 응용 S/W 사업자
∙ 에듀파인 공시시스템 하자보수 및 기능 개선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하자보수 및 기능 개선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 클라우드 서비스 임대 및 인프라 관제 서비스 

※ 출처: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공시시스템 운영계획

나.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 운영 체계

지방교육재정 공시시스템은 시･도교육청 에듀파인 재정공시시스템과 교육부 공시포털시스템인 

지방교육재정알리미로 구성되어 있다.

에듀파인 재정공시시스템은 시･도교육청에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운용

상황 공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공시업무시스템으로 기초 자료 및 공시자료를 작성･관리하고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연계하는 것이 그 주요 기능이며,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지방재정

법｣ 제60조의2에 따라 ‘통합공시’ 자료를 작성하고 공시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으

로써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용상황 공시’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통합공시, 재정통계 등 

지방교육재정 관련 각종 자료를 국민에게 통합･비교하여 제공하는 것이 그 주요 기능이다.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용상황 공시는 교육부에서 통보하는 ‘시･도교육청 재정공시 편

람’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며, 교육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통합공시 

자료를 작성하여 예산통합공시는 매년 3월경에, 결산통합공시는 매년 10월경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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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8 ] 지방교육재정 공시시스템 구성도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 시･도교육청 재정공시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표 2-3-3 ] 2018년 지방교육재정 공시 추진 일정표

절차 및 내용 주체

∙ 2018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편람 통보(2018년 1월)
 －2017회계연도 최종예산 및 2018회계연도 당초예산 기준 공통공시 항목 설정, 작성기준 등 통보

교육부

⇩
∙ 시･도교육청별 예산기준 재정공시 작성 및 공시(2018년 1월∼2월)
－교육청별 추진계획에 따라 공시자료 작성 및 심의
－시･도교육청별 재정공시 및 결과보고(공시 후 5일 이내)

시･도교육청

⇩
∙ 예산기준 통합공시(2018년 3월)
－예산기준 통합 재정공시(FY2018 당초예산 및 FY2017 최종예산)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통합공시 자료 탑재 및 현행화

교육부

⇩
∙ 2017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편람 통보(2018년 6월)
－2017회계연도 결산기준 공통공시 항목 설정, 작성기준 등 통보

교육부

⇩
∙ 시･도교육청별 결산기준 재정공시 작성 및 공시(2018년 6월∼10월)
－교육청별 추진계획에 따라 공시자료 작성 및 심의
－시･도교육청별 재정공시 및 결과보고(공시 후 5일 이내)

시･도교육청

⇩
∙ 결산기준 통합공시(2018년 12월)
－결산기준 통합 재정공시(FY2017 결산)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통합공시 자료 탑재 및 현행화

교육부

※ 출처: 교육부, 2018 시･도교육청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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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인프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인프라는 공시시스템 구축 일정과 구축비용 등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서비

스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특히 사업을 추진 중이던 2015년 9월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정보통신자원의 경제적인 이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촉진 

요구가 증대되었다.

3. 주요 성과

가. 지방교육재정 통계 표준화

이전에는 지방교육재정 통계의 작성 기준과 작성 시기 등이 작성 주체마다 달라 재정통계의 

신뢰성이 높지 않았다. ‘시･도교육청 재정공시 편람’을 개발하여 동일한 공시항목, 작성 서식 및 

기준 등을 제시하였고, 매 공시 시기별로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각 시･도교육청으로 통보하여 

공시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지방교육재정 통계 자료의 표준화 과정을 통하여 신뢰성

이 높아지게 되었다. 동시에 17개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정보의 비교가 용이해짐에 따라 공시

정보의 정책적 활용 및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민 참여 및 소통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다.

나.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

2017년에는 목표로 하였던 연간 접속자 수 26만 명을 초과하여 약 27만 명의 사용자가 지방교육

재정알리미를 이용하였다. 2018년도 상반기 접속자 수는 13만 명에 근접하고, 하반기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하여 연간 접속자 수는 약 30만명이 되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구축과 더불어 운영 활성화에 위해 힘을 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교육

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퀴즈 대회(매월), 만족도 조사(반기별), 우수논문 경진대회(1회),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주관 행사 

참여 및 홍보,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모집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모니터단(100명) 운영을 통한 온･
오프라인 대국민 홍보 실시 및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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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9 ] 2018년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접속자 추이

※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http://www.eduinfo.go.kr

4. 향후 계획

2015년 12월부터 운영되어 온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짧은 운영기간에도 앞서 언급한 여러 긍정

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국민의 낮은 관심도에 따른 대국민 이해도 제고방안 마련, 증대되

는 데이터 연산을 위한 인프라 성능 개선 필요성 등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이 존재한다. 또한 2018

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개편 사업을 통해 홈페이지 UI 개편 및 신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관심도를 높이게 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

며,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자료가 아닌 수요자 위주의 자료제공을 위해 국민의 관심 분야를 주기적

으로 조사하여 공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활용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보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비교･분석하여 제공할 것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용상황 공시’보고서의 정합성 검증 및 비교･분석을 한국교

육개발원(KEDI)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시･도교육청의 통계자료 질 제고 및 관리 절차 확립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자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더욱 높여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데이터의 원천이 되는 에듀파인 시스템의 신규 구축(차세대 지방

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 2020년 개통 예정)에 발맞추어 지방교육재정 세입･세출 과목 등 

변경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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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 ‘유치원알리미’ 운영

1. 사업 개요

‘유치원 정보공시제’는 유치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학부모

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유치원 정보공시제 운영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아교육 

현장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유치원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부모의 참여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학부모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히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

집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제’로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은 유치원 정보공시제 운영을 위한 유치원 정보공시 입력을 지원하는 ‘유치원 공시

정보등록시스템’과 통합정보공시를 서비스하는 ‘유치원알리미’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2. 추진 현황

가. 추진 경과

유치원 정보공시제는 2009년 11월 13일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을 통해 기본 계획이 마련되

었다. 이후 2011년 12월 31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2항(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의 개정･공포를 통하여 모든 유치원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었고, 201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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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의2항 개정으로 유치원 정보공시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시 횟수 및 시기가 결정되었다.

2012년 3월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 구축 기본 계획’이 마련되어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을 개

발 및 구축하였고, 2012년 9월 ‘유치원알리미’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며 본격적으로 유치원 정보

공시를 시작했다. 이후 2013년에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정부3.0 학부모 맞춤

형 유치원알리미로 개선되었으며, 2014년에는 ‘모바일 유치원알리미’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학부모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15년 

6월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현재 유치원 정보공시 

범위는 7항목 21개, 공시 시기는 연2회로 조정되었다. 이에 맞춰서 2015년 12월부터 ‘어린이집･유

치원 통합정보공시(www.childinfo.go.kr)’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 그림 2-4-1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추진

2017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되어 2018년부터 사립유치원의 회계 예결산서를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었다.

나. 추진 체계 및 역할

유치원 정보공시제의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교육부, 시･도교육청 실무협의회, 한국교육학술정보

원,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유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부에서 유치원 정보공시제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정책 의견 수렴 및 자문활동을 시･도교

육청 실무협의회에서 수행하며, 유치원 정보공시 총괄관리기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역할을 

담당한다. 유치원이 정보공시의 주체가 되어 정보공시를 입력하면,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의 

검증 및 확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총괄관리기관에서 통합정보공시 서비스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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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2 ] 유치원 정보공시의 추진 체계

[ 표 2-4-1 ] 유치원 정보공시의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 기능 및 역할

교육부
(교육통계과 / 유아교육정책과)

∙ 유치원 정보공시 정책수립 및 결정
∙ 관련 법･제도 조율 및 유관 부처 협의 등 정책 사항 추진 
∙ 유치원 정보공시 관련 예산 확보 및 분배
∙ 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 개발
∙ 정보공시 이해당사자 요구사항 파악 및 의견 조정 등

시･도교육청 실무협의회
∙ 구축･운영 관련 현장 의견 반영 및 시･도간 의견 조정･결정
∙ 지침･규정 등 법･제도 관련 사항 실제 적용 타당성 검토

총괄관리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 구축 및 운영(통합 DB 관리, 서비스 운영 등)
∙ 공시자료 수집･관리 및 검증
∙ 공시지침 사용자 연수 및 리플릿 제작･배포
∙ 사용자 지원 및 고객상담센터 운영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 유치원 공시자료 수합/관리 및 검증
∙ 유치원 공시업무 사업(예산) 운영 및 지원

유치원 ∙ 유치원 공시자료 입력, 제출 및 공시

다.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 구성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은 크게 유치원에서 정보공시를 직접 입력하고,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

청에서 검증 및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시정보등록시스템’과 정보공시의 대국민 서비스를 

지원하는 ‘유치원알리미’로 구분된다. 공시정보등록시스템은 4월과 10월 정기공시 시기에 유치원

별로 부여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EPKI)를 통해서 접속하여 공시정보를 입력한다. 교육지원청은 

지원청 산하 유치원의 공시정보를 검증 및 확인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청 산하 유치원의 공시정

보를 검증 및 확인한다. 총괄관리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치원 정보공시의 



296

2018 교육정보화백서

수집･관리 및 검증을 거쳐서 ‘유치원알리미’를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은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NEIS를 통해 등록된 유치원 정보를 가져

오고, 공시되는 유치원 정보를 ‘e-유치원(유아학비지원시스템)’과 함께 공유하며, ‘처음학교로(유치

원입학관리시스템)’과 내부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과 연계하여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를 상호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치원 기본정보에 대한 교육정

보통계시스템(EDS) 및 정부공공데이터포털 등과의 외부 연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그림 2-4-3 ] 유치원 정보공시 처리 절차

[ 그림 2-4-4 ]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 업무 구성도

라. 유치원 정보공시 대상 및 공시 항목

유치원 정보공시는 매년 약 8,900여 개의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4월과 10월에 

실시된다. 유치원 정보공시는 기본현황, 유아 및 교원, 교육과정, 원비 및 예･결산, 급식･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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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및 안전관리, 시정명령,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운영상태 등의 7개 영역의 21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4월에는 19개 항목, 10월에는 11개 항목의 정보를 공시한다.

[ 표 2-4-2 ] 유치원 정보 공시 시기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고

9월(최초 공시), 10월
2월, 5월,
8월, 10월

2월, 5월,
8월, 10월

2월, 10월 4월, 10월 4월, 10월 총 16회

[ 표 2-4-3 ] 유치원 정보 공시 범위･횟수･시기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 현황

가. 일반 현황

 1) 기관 기본현황 전체 연1회 4월

 2) 유치원 규칙 전체 연1회 4월

 3) 원장명, 설립･경영자명 전체 연1회 4월

나. 교지(校地)･교사(校舍) 등 시설 현황 전체 연1회 4월

2. 유아 및 유치원 교원 등에 관한 사항

가. 연령별 학급 수･원아 수 전체 연2회 4월, 10월

나. 교직원 현황

 1) 직위･자격별 교직원 현황 전체 연2회 4월, 10월

 2) 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 전체 연2회 4월, 10월

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전체 연1회 4월

나.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전체 연1회 4월

다. 수업일수 현황 전체 연1회 4월

4.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가. 유치원 원비 현황

 1) 교육과정비, 방과후 과정 운영비 전체 연2회 4월, 10월

 2) 특성화 활동비 전체 연2회 4월, 10월

나. 유치원 회계 예･결산서 전체 각 연1회
(예산)4월
(결산)10월

5. 유치원의 급식･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급식관리 현황

 1) 급식실시 및 급식사고 발생･처리 현황 전체 연2회 4월, 10월

 2) 식단표 전체 수시 수시

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전체 연2회 4월, 10월

다.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현황 전체 연2회 4월, 10월

라. 공제회 및 보험가입 현황 전체 연2회 4월, 10월

6. ｢유아교육법｣제30조부터 제32조 
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 전체 수시 수시

7.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유치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통학차량 운영 현황 전체 연2회 4월, 10월

나.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전체 연1회 4월

※ 유치원알리미 공시 규모: 7항목 21범위

수시: 2범위, 정시(2회): 4월(19범위), 10월(11범위)

수시･정시 모두 정시기간 외 수정은 교육(지원)청의 반려, 혹은 유치원에서 직접 수정사유를 입력하여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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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가. 통합 정보공시 운영

유치원 정보공시는 전국에서 당해 연도에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7년은 4월과 10월의 유치원 정기공시에 해당 유치원이 전부가 정상적으로 참여하였다. 

정보공시 대상 유치원은 매년 휴원 또는 폐원, 신설되는 유치원의 변동 사항을 반영한다. 유치원알

리미를 통해서 어린이집은 42,500여 개, 유치원은 8,900여 개의 공시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표 2-4-4 ] 유치원 정보공시 참여 현황(2017년 기준) (단위: 개)

구분 합계 국･공립 사립

4월 정기공시 8,849 4,666 4,183

10월 정기공시 8,863 4,683 4,180

나.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 운영

유치원 공시정보등록시스템은 유치원, 교육지원청,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공동으로 사

용하는 공시정보 입력 및 관리시스템이다. 연간 2차례의 정기공시 기간에 공시정보를 유치원에서 

입력, 확정, 제출하면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서 공시정보의 확정 및 제출,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공시 입력･확정･제출･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며 대국민 

서비스 개시를 관리한다.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따른 지침 및 시스템 기능 

개선을 수행한다. 그리고 매년 전달강사 교육, 유치원 현장 방문, 알리미 홈페이지 대국민 만족도 

조사, 고객지원센터 문의사항 그리고 시･도 담당자 의견조사 등을 통해서 지침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대해서 시･도교육청 실무협의회와 교육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반영한다.

2017년 9월에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회계 예･결산서 입력을 위

한 장표가 개발 완료되어 2018년부터 적용된다. 그 외에 입력지침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유치

원 공시정보 등록시스템, 유치원알리미의 기능을 개선하였다.

유치원알리미는 유치원 정보공시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인터넷 버전의 

웹과 모바일 버전의 애플리케이션 등 두 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치원알리미를 통해서 

원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을 검색하여 유치원에서 입력한 공시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 주변

의 어린이집･유치원을 찾을 수 있고, 검색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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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5 ] 유치원 공시정보등록시스템

[ 그림 2-4-6 ] 유치원알리미 웹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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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공시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

유치원 정보공시 데이터의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입력 단계 및 입력 이후 단계의 

이중 검증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입력단계에서는 유치원 담당자가 입력 항목별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설정된 검증기준의 범위를 벗어나면 오류의심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여 다시 한 번 입력한 공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력 이후에는 유치원 정보공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통해서 오류의심 항목을 재산출하여 해당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외에 파일로 업로드된 자료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 검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수기로 검증을 실시하기도 한다.

유치원알리미의 신고창고를 통해서 공시정보 오류 수정신청을 받아서 공시자료를 재확인하고 

수정･처리하는 대국민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라. 정보공시 개방･활용

유치원 정보공시의 사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도 이용자 수가 2016년도 대비 약 

3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정보공시 사용자는 매년 입학 시즌 및 학기 초의 사용자 

수가 가장 많고, 유치원알리미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그림 2-4-7 ] 유치원 정보공시 사용자 현황 (단위: 명)

유치원 정보공시는 교육통계의 유치원 통계정보조사 항목과의 조사 항목 일원화 및 조사 항목 

개선 작업을 수행하였고, 향후 업무 경감을 위한 상호 연계까지 고려하고 있다. 유치원 정보공시시

스템은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등과의 상호 연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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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 공공데이터 포털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공시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

4. 향후 계획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한 입력지침 개선 

및 기능개선 작업을 통해서 정보공시의 당사자인 유치원,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의 정확한 데이

터 입력 및 제출, 검증 및 확인 업무를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사용자 측면에서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정보공시 데이터의 시각화, 정보공시 주요 공시지표의 개선 등을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덧붙여, 장기적으로는 유치원알리미 홈페이지의 재구조화 및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학부모의 알권리 및 유치원 선택권 보장,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유아교육 정책을 지원토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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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시스템 ‘학교알리미’

1. 사업 개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도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2008년 12월 

1일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정보공시 포털

인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학교의 교육활동 전반

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교육 관련 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조(초･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 1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게 되며 학교 현장 및 시･도교육청, 총괄관리기관에서는 초･중등

학교 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서에 근거하여 공시항목별 자료를 입력･관리･운영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도는 학교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로,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며 나아가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수립과 학술연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추진되었다.

[ 그림 2-4-8 ] 학교알리미 메인 화면

※ 출처: 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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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혁

200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2007. 5. 25.)

2008
－학교정보공시 총괄관리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정(2008.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2008. 11. 17.)
－학교알리미 대국민서비스(www.schoolinfo.go.kr) 개통(2008. 12. 1.) 

200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연 3회 조사 
－학교정보공시 1주년 기념 포럼(2009. 12. 15.)
－학교알리미 정보검색서비스 개시(2009. 12. 17.)

20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연 4회 조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2010. 3. 2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2010. 11. 2.)

20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연 5회 조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2011. 11. 23.)

201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2012. 8. 13.)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시 서비스 실시(2012. 11. 30.)

201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조사와 정보공시 시스템 자동 연계(2013. 5.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2013. 11. 5.)

2014 －학교알리미 모바일 서비스 가개통 및 시범운영(2014. 12. 22.)

2015
－학교알리미 모바일 서비스 개통(2015.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2015. 3. 17)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개편서비스 시범개통 (2015. 12.) 

2. 추진 현황

가. 추진 경과

2005년 4월 이주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교육 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007년 4월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5월 25일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라는 제명의 법률 제8492호가 공포･시행되었다. 추가로 2008년 11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학교 정보공시 제도의 법적 기반이 완비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18년 기준 15개 항목 47개 범위의 초･중등학교의 정보가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와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시되고 있다.

2014년에는 학교알리미 이용 편의성 및 사용자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스마트기기로 

공시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 2월부터 학교알리미 모바

일 서비스를 개시, 언제 어디서나 학교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에는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시를 위하여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검색 여

건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 개편 작업과 다양한 검색기능, 지도 서비스, 자료 

다운로드 서비스 등이 구현되었다.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SNS 공유 기능, 자율공

시 항목에 대한 사용자 추천 기능 등도 추가되어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표 2-4-5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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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혁

2016 －학교알리미 정부3.0 공개용 데이터 개방(2016. 3.)

201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2017. 1. 3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연 4회 조사

201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2018. 4.)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서’, 2018.3

나. 추진 체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추진체계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지원)청, 총괄관리기관(한국교육학술

정보원), 단위학교, 정보공시 업무 협의체 및 현장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부는 기본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 등 정보공시제를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전반적인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 표 2-4-6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추진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 기능 및 역할

교육부
(교육통계과)

∙ 학교정보공시 정책수립 및 결정
∙ 정보공시 이해당사자 요구사항 파악 및 의견 수렴
∙ 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 개발･보급

시･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관할 학교에 대한 공시업무 지원
∙ 단위 학교의 공시자료 수합･관리 및 검증
∙ 공시정보 질 관리 및 현장점검

초･중등학교
(공시 주체)

∙ 학교정보공시 총괄관리자･작성자･확인자 지정 운영
∙ 공시자료 입력 및 제출･공시
∙ 공시입력 근거자료 관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총괄관리기관)

∙ 학교정보공시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학교별 공시자료 수집, 관리 및 검증 지원
∙ 사용자 지원 및 콜센터 운영
∙ 공시지침 연수 및 매뉴얼 제작･배포
∙ 공시정보 활용 지원

정보공시 업무협의체
∙ 학교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서 개선 사항 발굴
∙ 학교정보공시 시스템 기능개선 사항 발굴
∙ 학교정보공시 자료 검증 고도화 사항 발굴

현장지원단
∙ 단위 학교 공시업무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수행
∙ 정보공시 운영 모니터링･상시 온라인 지원 

※ 출처: 교육부, ‘2018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기본계획’, 2018.1

다. 공시 기관

특례법은 제5조에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15개 

항목의 학교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정보공시의 주체를 

전국 초･중등학교의 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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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체험활동계획 포함)

전체 연 1회 4월

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5월

다. 수업공개 계획 초, 중, 고, 특 연 1회 4월, 9월

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4월

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연 2회 4월, 9월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 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가. 학년･학급당 학생 수 전체 연 1회 5월

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초, 중, 고, 특 연 1회 5월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가.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초, 중, 고 연 2회 4월, 9월

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중,고 연 2회 4월, 9월

다.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 초, 중, 고 연 2회 4월, 9월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가. 학교용지･교사(校舍) 현황 전체 연 1회 5월

나. 각종 지원시설 현황 전체 연 1회 5월

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5월

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전체 연 1회 5월

6.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직위별 교원 현황 전체 연 1회 5월

나. 자격별 교원 현황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5월

2018학년도 학교정보공시 대상 학교는 총 1만 2,156개교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입력･제출하며, 시･도교육청 및 총괄관리기관에서 검증 후 학교알리미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는 학교알리미가 아닌 해당 학교 홈페

이지 등을 통해 학교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 표 2-4-7 ] 2018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대상 기관 (단위: 개)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기타

합계고등공민
학교

고등기술
학교

방송통신
(중)

방송통신
(고)

총계 6,251 3,232 2,357 176 67 1 7 23 42 12,156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정시2차 운영 결과보고’, 2018.6

라. 공시 내용 및 범위

특례법은 초･중등학교가 공시해야 하는 15개의 정보를 열거하고 있으며, 초･중등학교의 공시 

항목, 공시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례법 시행령([표 2-4] 

참조)에서 정하고 있다.

[ 표 2-4-8 ] 초･중등교육기관(외국인학교 제외)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 횟수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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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7. 예산･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예) 5월
(결) 9월

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전체 연 1회
(예) 5월
(결) 9월

다. 학교발전기금 초, 중, 고, 특 연 1회 5월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초, 중, 고, 특 수시 수시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가. 급식 실시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5월

10. 학교의 보건관리･ 
환경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보건관리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4월

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4월

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4월

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현황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4월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 현황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4월

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11월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 
결과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4월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에 관한 사항

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현황
중･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

연 1회 11월

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3등급 
비율(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연 1회 11월

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향상도 연 1회 11월

13. 학생의 입학 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가. 입학전형요강

특성화중,특성화고,특수목적
고,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및 일반고 중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수시 수시

나. 입학생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5월

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중,고,특,각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

연 1회 5월

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연 1회 5월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 
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초, 중, 고, 특, 각 수시 수시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장학금 수혜 현황 중, 고, 특 연 1회 4월

나. 동아리활동 현황 초, 중, 고 연 1회 5월

다. 학교도서관 현황 초, 중, 고 연 1회 5월

라.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5월

마.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및 실시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4월

바. 직원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5월

사.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초, 중, 고, 특 연 1회 4월

아. 학생의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 초, 중, 고 연 1회 4월

자.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초, 중, 고, 특 연 1회 4월

차.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전체 연 1회 9월

※ 출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1] <개정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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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성과

가. 학교 정보 공공 빅데이터 ‘학교알리미’ 개방 확대

학교알리미는 기본적으로 개별 학교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는데, 2016년 3월부터 

수치화가 가능한 학교정보공시 항목을 집합데이터 형식으로 개방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

운 정보 활용을 추진하였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 오픈포맷(CSV) 형태의 선순위 개방

을 실시하였으며, 공시정보를 민간업체 등에서 활용하도록 데이터를 연계 서비스하여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공시자료의 민간 부문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 표 2-4-9 ] 학교알리미 개방 연도별 추진 현황 (단위: 개) 

구분 2016 2017 2018 

개방 항목 수(누적) 20(37%) 25(46%) 29(57%)

총 세부 항목 수 54 54 51

※ 출처: 교육부, ‘2018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기본계획’, 2018.1

[ 그림 2-4-9 ] 학교알리미 연계 활용 사례

※ 출처: 네이버 학교 검색(www.naver.com), 부동산 다이어트(www.bdsdiet.com)

2018년에는 3개년 항목별 이용 순위 분석을 통해 국민수요와 민간 활용성이 높은 예･결산, 상담

실적 등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추가 개방(4종)하였으며, 빅데이터 분석 산업 활성화에 따라 공개

용 데이터 통계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개인정보 외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사용자 

분석을 통한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보 제공 편의성 개선 

및 공개용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2017년 기준 이용자 수는 1,364만 명으로 학교알리미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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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10 ] 학교알리미 이용자 수 (단위: 명)

※ 출처: 교육부, ‘2018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기본계획’, 2018.1

나. 전국 단위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

단위학교의 효율적인 공시업무 추진 프로세스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전국의 학교정보공시 베테

랑 업무 경험자를 중심으로 2017년 9월에 17개 시･도 총 83명의 현장지원단 구성을 추진하였다. 

총괄 관리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공시 입력지원 온라인 카페에 현장지원단이 우수사례를 공유하

고, 다양한 답변을 게시하여 정보공시 온라인 지원을 활성화하였으며, 현장방문 맞춤형 컨설팅 

실시를 통한 효율적인 공시 업무 프로세스 확산에 기여하였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학교 

현장 중심의 대응체제를 마련하였으며, 정보공시 행정･시스템･지침서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있다. 

[ 표 2-4-10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현장지원단 지원 상세 내역 (단위: 명, 건, 회) 

구분 참여 인원 온라인 지원 횟수 맞춤형 컨설팅 횟수

2017년 하반기
32 170  14

51 255  51

2018년 상반기
27 282   0

63 428  87

합계 1,135 152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2018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현장지원단 운영 결과’, 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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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정보 신뢰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유사 통계자료 일치성 제고 및 단위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통계 및 나이스 자료 연계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전국 1만 2,000여 개 단위학교에 오류 없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테스트 및 입력기간 전 특정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다. 

입력 동영상 매뉴얼 73종을 제작･배포하여 신규 담당교원의 공시 업무 지원 및 시･도교육(지원)청･
학교 담당자 대상 상･하반기 연수를 추진하였다. 숙련된 시･도 담당자와 초임 담당자를 매칭하여 

교차점검을 시행하고, 시･도 간 업무 역량 상향평준화를 위하여 시･도교육청 업무 매뉴얼 신규 

제작 등 효율적인 업무 절차를 공유하였다.

특례법에 근거하여 정보공시 데이터의 근거자료를 3년 동안 단위학교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데, 기존 수기문서로 관리하던 학교정보공시의 항목별 근거자료를 시스템에 즉각 탑재할 수 있도

록 자료 관리･보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원업무 경감 및 활용 편의성을 강화하였으며, 학교별 

상이한 근거자료의 표준화된 프레임을 제공하여 데이터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라. 학교알리미 대국민 만족도 제고

학교알리미는 정보공시 서비스 품질제고, 이용자 편의개선 등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직원･연구

자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학교알리미 전반적인 만족도가 전년 대비 0.10점 상승한 3.94점

으로,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정보에 대해 만족하는 의견이 불만족 의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 그림 2-4-11 ]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 2016 2017

전체 평점
(5점 만점)

3.84점
3.94점
(↑0.10)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년 학교알리미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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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응답 감소분이 ‘만족’ 응답 증가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알리미 UI 개선, 시각화 

정보 제공 및 지속적인 공개정보 확대에 대해 이용자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개선사항 기타 의견으로 ‘정보의 내용 확대, 정보의 정확성 필요’ 등이 

있었다. 공시항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좀 더 정확한 자료가 공시되도록 정보공시시스템 상 

검증과 수기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4. 향후 계획

2008년 학교정보공시제의 본격적인 추진 이후 안정적인 운영 단계에서도 공시정보 질 관리의 

어려움,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의 한계, 공시업무 수행에 대한 학교 현장 및 교원의 업무 부담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공시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서는 시･도교육청의 학교정보공시 지원･관리 역할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 내 부서 간 업무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할 학교의 공시정보 확인･
검증, 공시정보 점검과 모니터링, 학교 관리자의 관심 환기와 담당자 역량 제고 등이 필요하다. 

또한 총괄 관리기관은 공시정보의 입력시스템 보완, 검증시스템 확대 구축, 나이스 입력 정보에 

대한 자동취합 기능 강화 등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학교정보에 대한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공시 항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미 공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를 찾기 쉽게 조직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국내외 벤치마킹 및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 편의성 확대 및 분석정보 제공 등을 고려한 학교알리미 고도화가 필요하다. 

사교육 조장, 학교 서열화 등 비교육적으로 공시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되, 교육의 공공성

을 담보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민간 기업 등 공시정보의 수요자가 정보를 적극적이고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기술적 방안 도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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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대학정보공시시스템 ‘대학알리미’

1. 사업 개요

대학정보공시제도는 2007년 5월 제정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고등

교육기관의 운영 환경 및 교육･연구 여건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특례법(2007.5) 및 동법 시행령(2008.11)이 제정되면서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2008.12)하였으며,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4개 분야 64개 항목의 공시

정보를 정기 및 수시 공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대학정보공시는 수요자의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련 없이 정해진 법령에 따라 사전 공개를 함으

로써 고등교육기관의 정보를 공개해 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다.

위와 같은 정보공시 방법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된 공시정보는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진학선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정보 활용을 통한 질 제고, 연구자의 다양한 

연구 활용을 위한 기초정보, 정책 입안자의 기초자료, 민간기업의 인력수요 및 사업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 그림 2-4-12 ] 대학알리미 메인 화면

※ 출처: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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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현황

가. 추진 체계

대학정보공시제는 효율적인 공시정보 관리 및 공개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

터를 총괄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지원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

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교육시

설재난공제회 총 8개 기관을 항목별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학정보공시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는 대학정보공시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괄관

리기관인 대학정보공시센터는 각 대학의 대학정보공시 현황 모니터링, 공시정보 수합 및 데이터베

이스 구축･관리･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각 항목별관리기관은 대학에서 제출한 공시정보를 1차적

으로 검증하고, 검증된 정보를 총괄관리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총괄관리기관과 항목별관리기관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요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 공시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 표 2-4-11 ] 대학정보공시 기관별 역할 및 기능

추진조직 기관명 주요기능 및 역할

주무부처 교육부
∙ 대학정보공시 기본계획 수립
∙ 총괄관리기관, 항목별관리기관 지정

총괄 관리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 대학정보공시 추진계획 수립
∙ 대학정보공시 양식 개발･개선･보급
∙ 대학정보공시 교육연수 및 콜센터 운영
∙ 공시자료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 학부･과(전공) 표준분류체계 운영･관리
∙ 공시자료 분석 및 자료제공 서비스
∙ 대학정보공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항목별 관리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교육시설재난공제회

∙ 관리공시항목 정보의 조사 및 검증
∙ 대학별 정보공시 연계(간접입력)
∙ 공시항목 지침 개발 지원
∙ 정보공시 현장점검 및 교육연수 지원

공시 주체 대학(고등교육기관)
∙ 공시 데이터 작성 및 입력
∙ 항목별관리기관 및 총괄관리기관으로 자료 제출

※ 출처: 교육부, 2018년도 ｢대학정보공시제 운영｣ 사업 기본계획, 2018.1

나. 공시 대상

대학정보공시 대상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며, 국립, 공립, 사립 및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으로 구분된다. 국방･치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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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사내대학 

등은 제외된다. 2018년 공시대상 대학은 총 418개교이며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2-4-12 ] 2018년 대학정보공시 대상 대학 (단위: 개교)

학제별 대학별 학교 수 국립 공립 사립 소계

대학

대학교 191 34 1 156

224

산업대학 2 - - 2

교육대학 10 10 - -

방송통신대학 1 1 - -

사이버대학(대학) 17 - - 17

기술대학 1 - - 1

각종대학(대학) 2 1 - 1

전문대학

전문대학 137 2 7 128

148사이버대학(전문대학) 2 - - 2

기능대학 9 - - 9

대학원대학

일반대학원 1 1 - -

46전문대학원 39 1 - 38

특수대학원 6 - - 6

총계 418

※ 출처: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 2018.3

다. 공시 내용 및 범위

공시자료의 수집 방법은 크게 대학을 통한 직접 조사, 항목별관리기관을 통한 간접조사, 직접조

사와 간접조사를 병행한 부분 직접 조사로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특히 간접조사 방식은 

각 분야별 전문기관인 8개 항목별관리기관이 전문 분야의 조사를 시행･검증 후 총괄관리기관에 

연계를 해줌으로써, 공시정보의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간접입력 및 직접입력 항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표 2-4-13 ] 간접입력(항목별관리기관 조사) 항목 및 내용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보공시 항목 정보공시 내용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나. 기회균형 선발 결과

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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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개발원

정보공시 항목 정보공시 내용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다. 신입생 충원 현황

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1) 재학생 충원율

마. 재적 학생 현황

바. 외국인 학생 현황
1) 외국인 유학생 현황

2)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가. 졸업생 현황

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다.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1) 국가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2) 전공계열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사. 직원 현황

○ 한국연구재단 

정보공시 항목 정보공시 내용

7.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가.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가. 연구비 수혜 실적

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

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현황

자.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1) 산학협력단 고용주체별 인력 현황

2)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

차. 공동활용연구장비 운영 현황

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1) 현장실습 운영 현황

2) 캡스톤 디자인(창의적 설계) 운영 현황

3) 학교기업 운영 현황

4)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설치 운영 현황

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1) 교원･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2) 창업교육 지원 현황

거.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다.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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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학진흥재단

정보공시 항목 정보공시 내용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라. 예･결산[합산재무제표] 현황 사립대학

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1) 법인회계 자금예산서(예산)

2) 법인회계 자금계산서(결산)

3) 법인회계 운영(손익) 계산서

4) 법인회계 대차대조표

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1)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예산)

2) 교비회계 자금계산서(결산)

3) 교비회계 운영(손익) 계산서

4)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사. 적립금 현황

아. 기부금 현황

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1) 산학협력단 현금예산서(예산)

2) 산학협력단 현금흐름표(결산)

3) 산학협력단 운영(손익) 계산서

4) 산학협력단 재무상태표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2) 사립대학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마. 기숙사 수용 현황

1) 기숙사 현황

2) 기숙사 운영 결과

3)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2)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 한국장학재단

정보공시 항목 정보공시 내용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차. 등록금 현황
1) 등록금 현황

2)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금 산정근거 1) 등록금 산정근거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다. 장학금 수혜 현황
1) 장학금 수혜 현황

2) 학자금 대출 현황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특성화정보 조사시스템

정보공시 항목 정보공시 내용

1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PDF]

2) 학교 특성화 현황[입력]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자.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2) 대학 평가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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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시 항목 정보공시 내용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1) 전공과목 성적 분포

2) 교양과목 성적 분포

3) 교직과목 성적 분포

4) 졸업생의 졸업성적 분포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가.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1) 신입생 모집요강

2) 편입생 모집요강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2) 편입학 선발 결과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가.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
1) 국･공립대 대학회계 예산

2) 국･공립대 대학회계 결산

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1) 국･공립대 발전기금회계 예산

2) 국･공립대 발전기금회계 결산

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1)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2) 입시수당 산정 기준[PDF]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금 산정근거 2)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PDF]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1) 국･공립대학

10.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1) 학생 규모별 강좌 수

2) 교원 강의 담당 비율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1)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PDF]

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공시 항목 정보공시 내용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3) 대학 강의 공개 실적

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정보공시 항목 정보공시 내용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파. 안전관리 현황
1)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

2) 시설 안전관리 현황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정보보호팀

정보공시 항목 정보공시 내용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파. 안전관리 현황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 출처: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 2017.3

[ 표 2-4-14 ] 직접입력 항목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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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나. 법인의 임원 현황

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차. 강사 강의료

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파. 안전관리 현황 4) 폭력예방교육 현황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내용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대학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대학 연 1회 4월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모집 요강(편입학 포함) 대학 수시 수시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대학 연 1회 6월

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대학 연 1회 6월

다. 신입생 충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대학 연 1회 8월

마. 재적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바. 외국인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전문대학 연 1회 8월

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대학 연 1회 6월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가. 졸업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대학
연 1회
이상

8월, 수시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대학
연 1회 
이상

8월, 수시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나.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 연 1회 8월

다.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 출처: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 2018.3

공시정보는 연 4회(4･6･8･10월) 및 수시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으며, 공시 프로세스는 공시 전･
중･후로 나누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시 전 단계에는 각 시기별 공시운영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공시 중 단계에는 대학이 직접 조사 및 간접 조사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한 자료를 검증한다. 공시 후 단계는 상시 모니터링(외부 모니터링단 운영,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시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와 공시 횟수 및 그 시기는 특례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표 2-4-15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 횟수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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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내용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대학 연 1회 8월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가.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라. 예･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사. 적립금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결산) 8월

아. 기부금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결산) 8월

자. 산학협력단 회계 예･결산 현황 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차. 등록금 현황 대학 연 2회 4월, 8월

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대학 연 1회 8월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금 산정근거 대학
연 1회 
이상

4월, 수시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대학 연 1회 8월

10.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 
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대학 수시 수시

1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대학 연 1회 10월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가. 연구비 수혜 실적 대학 연 1회 8월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대학 연 2회 4월, 10월

다. 장학금 수혜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대학 연 1회 4월

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대학 연 1회 6월

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6월

자.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대학 연 1회 6월

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대학 연 1회 6월

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대학 연 1회 6월

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대학 연 1회 6월

거.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대학 연 1회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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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내용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사립대학 수시 수시

나. 법인의 임원 현황 사립대학 수시 수시

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마. 기숙사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10월

사. 직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대학 연 1회 10월

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대학 수시 수시

차. 강사 강의료 대학 연 1회 6월

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대학 연 1회 8월

파. 안전관리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 출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2

3. 주요 성과

가. 정보공시 관리 및 운영 효율화

변화하는 환경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부, 고등교육기관,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시항목 및 지침을 개정하고 신뢰도 높은 공시를 위해 

3월 권역별 담당자 연수를 개최하여 지침 및 시스템 연수를 실시했다. 대학의 자발적 공시제도 

참여를 위하여 운영 협력대학 40개교를 선정하여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시제도 개선 

및 공시정보 오류 감소를 위한 연구 시행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 또한 교육부와 총괄 및 항목별

관리기관이 참여하는 분기별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연계항목 및 관리지침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공시시스템 개선방안을 협의하였다.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대학알리미 웹사이트 품질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시스템 성능, 

데이터 품질, 웹 호환성 및 접근성, 보안에 대한 서비스 품질 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서비스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나. 공시정보 질 관리 및 신뢰도 제고

공시정보의 질 관리를 위해 대학에서 입력한 정보를 1차적으로 항목별 관리기관에서 검증을 

실시하였다. 공시 기간 중에는 항목별 관리기관을 통해 연계된 공시정보에 대하여 내부 검증(전년 

대비 증감, 형식 검증, 내용 검증 등)을 실시하여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공시 이후에는 현장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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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외부 모니터링, 신고센터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신뢰도를 높였다. 교육부와 총괄 및 항목별 

관리기관 합동 대학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최근 2개년 공시 원자료를 점검하여 오류공시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다. 학생 및 학부모 등 일반인으로 구성된 외부 모니터링단을 상･하반기 운영하여 

시스템 검증 불가항목(PDF항목 내용검증) 및 허위･과장광고 현황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대학알리미 

내 ‘허위･과장광고 및 오류정보공시 신고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다. 공시정보 활용도 제고 및 홍보 강화

학생 및 학부모, 연구자, 대학 관계자, 정책입안자 등 일반 수요자의 접근성 강화와 활용도 제고

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실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홍보활동을 강화하

기 위해 수시･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참여하여 대학알리미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대학알리미 검색방법 등을 안내했다. 일반인과 대학생 대상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였고, 

고등학생 대상 공시정보를 활용한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대학정보 공시제에 대하여 적극적으

로 홍보하였다. 2018년도에는 국내 포털과의 제휴(MOU)를 통해 포털에서 대학을 검색하면 공시정

보가 연계되어 서비스됨으로써 대국민이 쉽게 대학의 정보공시를 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Open API 서비스 항목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그림 2-4-13 ] 네이버 포털과 연계된 대학 공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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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향후 대학정보공시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공시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

하여 인지도를 제고하며, 대학알리미 수요자 집단(학생･학부모, 연구자, 대학관계자, 정책입안자 

등)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대학정보공시 업무 특성상 대학 실무자의 교육 확대가 필요

하다. 교육에 대한 전략적인 체계를 갖추어 ‘기획 → 교재 개발 →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협력

대학과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대학의 일반

항목 담당자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와 여건을 확대하여 대학정보공시 기초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고등교육통계 전반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과 정부기관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정보공시에 대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홍보 

동영상 및 리플렛을 제작･배포하여 대학알리미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장기적으로 

‘대학입학전형 설명회’와 대교협에서 발간하는 각종 대학입학 주요 정보에 대학알리미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알리미에서 대학입학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운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 포털과 더불어 모바일 기반의 홍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유관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알리미 수요자 집단(학생･학부모, 연구자, 대학관계자, 정책입안자 등)별 맞춤형 검색 

및 자료 제공 서비스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대학알리미는 공시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

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활용을 위해서 제공받은 자료를 다시 재가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2018년 대학정보공시 고도화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수요자별 맞춤형 서비스 

페이지를 제공할 것이며, 원하는 형태로 자료(표, 그래프, 집계장표 양식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알리미를 활용하는 사용자의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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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통계시스템 ‘EduData System’

1. 사업 개요

교육정보통계시스템 EDS(EduData System)는 원천 데이터를 분석 목적에 맞게 변환하여 저장한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에 사용자들이 직접 접근하여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데이터를 

획득하고 통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현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교육 관련 기관이 수집･관리하

는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술연구를 진흥하고 데이터에 기반 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초･중등 및 고등교육, 평생학습 등 교육 정보･통계 전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가 상호 

연계되어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직접 생산할 수 있으며,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공문으로 

수집하던 통계성 행정 자료도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통해 추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육 관련 

기관의 자료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함께 교원의 통계성 자료 작성업무의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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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1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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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현황

가. 추진 경과

통계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교육정책 수립과 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2월, 교육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주재로 ‘사실 기반 교육정책지원서비스 구축 방안 검토회의’가 열

렸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반을 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지원체계 마련을 논의했고, 2010년 4월 26일에 ‘교육 활동에 전념하고 헌신

하는 교직 문화 확산’을 주제로 대통령 주재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교원

의 업무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중앙 및 시･도교육청에 통계 처리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각급학교의 

통계자료 요청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0년 6월 21일, 교원의 통계성 공문처리로 인한 행정 업무 경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보 기반의 인재정책 지원서비스(안)－단위학교 통계공문처리 부담 제로(Zero) 실현’이 수립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가 중앙 및 시･도교육청 통계처리 전담기

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수집 대상 통계가 생성되는 시스템의 다수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위탁･수행을 맡겨 교육부를 비롯한 한국교육학술정보

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교육 관련 기관이 보유한 교육 관련 통계성 자료를 

수집･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 표 2-5-1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주요추진경과

주요 연혁 날짜

정보 기반의 인재정책 지원 서비스(안) 및 기본계획 수립 2010. 6 / 2011. 4

EDS 및 EDSS 시스템 서비스 개통 2012.  4

EDSS 공개용 에듀데이터 신규 개발 및 제공(9종) 2014. 10

EDS 보고서 신규 확대 개발 및 제공
※ (2014년) 244종 → (2015년) 311종 → (2016년) 360종 → (2017년) 430종 → (2018년) 442종

2014∼2018

에듀파인 운영 인프라 개편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014. 11∼2015. 11

국정감사용 보고서 업데이트(24종) 및 신규 보고서 추가(6종) 2015.  8

하반기 학교교육통계조사 자료 신규 적재 2015. 12

EDSS 공개용 에듀데이터 추가 확대 제공(12종) 2016. 10

특수교육통계, 유치원정보공시 DB 및 학업중단위기관리자료 신규 적재 2016. 12

新지방교육행･재정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2016. 5∼2017. 9

나이스 창의적 체험 활동, 나이스 학비 지원 자료 신규 적재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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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일에는 교육정보 통계 자료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

EDSS(EduData Service System)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개통되었다. 또한 일반 연구자

들이 교육 관련 통계 데이터를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EDSS를 2012년 4월 30일 

개통하여 운영 중이며, 매년 교육 관련 기관이 보유한 정보･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제공

하고 통계성 자료작성 업무를 경감시키고, 실증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나. 추진 내용

1) 연계 정보의 내용과 범위

교육정보통계시스템에 적재하여 연계･서비스하고 있는 정보는 17개 분야 총 1,693종 6만 1,577개

항목으로 초･중등 분야의 자료로는 학교정보공시, 나이스, 에듀파인, 초･중등교육 통계, 특수교육 

통계, 수능,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결과 등이 있다. 또한 고등교육 분야에는 고등교육 통계, 취업 

통계, 평생 통계, 고등교육 재정 및 학자금 대출과 등록금, 대학도서관 현황 자료 등이 포함된다.

[ 표 2-5-2 ] 교육정보통계 개발 현황 (단위: 종, 개)

구 분 자료 보유･관리기관 종수 항목 수

초･중등
교육

 나이스(2011∼2018년) KERIS, 교육청 320 18,758

 나이스교육통계(2010∼2018년) KERIS, 교육청 133 8,189

 나이스교육통계하반기(2013∼2018년) KERIS, 교육청 29 3,312

 나이스특수교육통계(2016∼2018년) KERIS, 교육청 47 3,073

 학교정보공시(2008∼2018년) KERIS, 교육청 115 5,072

 에듀파인(2009∼2018년) KERIS, 교육청 158 7,103

 업무관리(2011∼2018년) KERIS, 교육청 4 177

 유･초･중등교육기본통계(2009∼2017년) KEDI 164 3,525

 유･초･중등교육기본통계하반기(2016∼2017년) KEDI 30 1,225

 특수교육통계(2011∼2018년) 특수교육과 40 400

 대학수학능력시험(2010∼2017년) KICE 12 77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2009∼2017년) KICE 12 361

 유치원정보공시(2016∼2018년) KERIS, 교육청 5 153

소계 1,069 52,127

고등
교육

고등교육통계(2009∼2017년) KEDI 242 4,273

취업통계(2010∼2017년) KEDI 3 199

평생통계(2009∼2017년) KEDI 10 181

대학정보공시(2009∼2017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39 4,472

고등교육재정(2009∼2017년) 한국사학진흥재단 18 115

학자금대출(2009∼2015년)
등록금(2009∼2017년)

한국장학재단 12 210

소계 624 9,450

합계 1,693 6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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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개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도가 높은 통계 위주로 보고서를 개발(교육부 

442종, 시･도교육청 435종)하여 통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정감사 등 통계 자료 

수요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표 2-5-3 ] 교육정보통계 보고서 개발 현황 (단위: 종)

구 분 자료 출처 종수 구 분 자료 출처 종수

학교(133종)

KEDI고등통계 21

학생(106종)

KEDI교육통계 1

KEDI교육통계 21 나이스 29

나이스 16 나이스교육통계 25

나이스교육통계 21 나이스교육통계하반기 6

나이스교육통계하반기 5
나이스특수교육통계 22

나이스특수교육통계 7

유치원정보공시 2
나이스정보공시 23

나이스정보공시 40

교직원(93종)

KEDI교육통계 2 교육과정(5종)

나이스 1

나이스특수교육통계 2

나이스정보공시 2

나이스 48

재정(52종)

나이스정보공시 3

나이스교육통계 16

에듀파인 49나이스교육통계하반기 13

나이스특수교육통계 6

나이스정보공시 8 기관(2종) 나이스교육통계 2

기타(6종)

KEDI취업통계 1

평생교육(11종)

KEDI평생통계 6

나이스 3 나이스 2

업무관리 2 나이스교육통계 3

국정감사(29종)

KEDI고등통계 7

OECD요구자료
(5종)

에듀파인 5
KEDI교육통계 8

나이스 7

나이스정보공시 6

대학정보공시 1 총계 442

3) 교육정보통계서비스시스템(EDSS)을 통한 학술연구 지원 강화

EDS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수립 및 업무 추진 담당자를 위한 시스템이라면 EDSS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학술연구 지원 및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EDSS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 관련기관 등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연계･가공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일반 연구자들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EDSS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학교공시 자료 중 현황 자료(양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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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어 기본 현황, 학생 현황, 교원 현황, 교육 활동, 교육 여건, 예･결산 현황, 학업성취도 영역

에 대해 시범적으로 제공되었다. 2011년까지 시범 서비스를 토대로 시스템을 개선한 후 2012년 

4월 30일부터 EDSS 사이트(edss.moe.go.kr)를 정식 개시하였다.

EDSS를 통해 교육 통계, 학교정보공시 자료, 수능 자료,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특수교

육 통계, 고등교육 통계, 취업 통계, 평생교육 통계, 대학정보공시 등의 다양한 데이터세트가 제공

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EDSS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교육부의 심사를 

거친 후 데이터세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통계적 비 보호를 위하여 학교 및 개인이 최대한 

식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되며, 모집단에서 70% 비율로 층화추출하여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연구수요가 많은 자료를 중심으로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개용 에듀데이터

를 구축･제공한다. 공개용 에듀데이터는 KEDI교육통계 및 학교정보공시 주요 항목에 대하여 학교

급별로 10% 수준에서 표집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분야 및 제공항목의 추가･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 표 2-5-4 ] 에듀데이터 개발 현황

제공 분야 초기 연도 영역 주요 항목 수

초･중등교육통계 2009  93  46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2009  36  364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2009   6   52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2009   2   63

특수교육 통계 2011   8   41

소계 145  989

고등교육 통계 2009  77 1,121

취업 통계 2009   1   57

평생교육 통계 2009   6   72

대학정보공시 2009  77 1,257

나이스 자료 2011 355 3,468

에듀파인 자료 2009 120 1,819

소계 636 7,794

계 781 8,783

3. 주요 성과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의 일차적인 목적은 단위학교의 통계성 행정 업무를 경감하는 데 있다. 그동

안의 성과를 볼 때, EDS가 통계성 공문 생산을 경감함으로써 일선 학교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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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DS를 통한 통계성 자료 제공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EDS 활용을 통한 단위학

교 통계성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업무담당자 대상 EDS 활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그림 2-5-2 ] EDS를 통한 연도별 통계성 자료 제공률

또한 EDSS를 통해 교육 관련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여 학술연구 지원체제를 강화해 왔으며, 2013년

부터 한국교육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논문 공모 및 학술대회 개최를 추진해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그림 2-5-3 ] 연도별 에듀데이터 제공 실적 (단위: 건)

4. 향후 계획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원천 데이터의 신뢰도 제고, 빅데이터 분석 기술적용, 

사용자 저변 확대 및 사용자 교육 강화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EDS는 다양한 원천 통계를 수집･연계하는 메타시스템으로서 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천 데이터의 신뢰도가 중요하다. 특히 나이스,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자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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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NEIS), 에듀파인(Edufine), 학교정보공시, KEDI 교육통계, 교육정보통계 시스템(EDS), 교

육 관련 유관기관의 대량의 정보(대학공시정보, 학생장학금 현황) 등 방대한 양의 교육정보가 생성

되어 있어 정책적, 학술적 활용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기술 적용 및 시스템 구축이 이루

어져야 한다.

더불어 EDS의 활용 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업무경감 효과 향상을 위해 시스템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자 대상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히 시스템 활용을 위하여 이론 및 

실습교육이 필요한 만큼 초급 사용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사용자 교육을 확대하고, 중･고급자를 

위한 온라인 강의 등을 개설하여 개인별 통계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DSS의 경우도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로 교육 통계 정보를 활용한 학술연구가 이뤄지는 등 소기

의 성과가 있으나, 교육정보 활용 촉진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EDSS 활용 데이터 연구 활용의 

추적관리 및 연구자 편의성 향상을 정보공개 절차 단순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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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과 목적

2003년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전자정부 추진 방향에 따라 ‘문서처리 전 과정 전자화’

를 전자정부 31대 과제로 선정하였다. 본 과제는 문서의 생산부터 이관･보존까지 문서처리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포함한 전 행정기관 간에 문서를 유통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과제이다. 교육부의 ‘학교 단위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은 지난 2006년 교원 사기 진작 

대책 중 하나로 시작됐다.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청과 학교 간 원활한 문서 교류를 통해 사용자의 

각종 결재기능을 일원화하고, 문서의 생산･결재･유통(수/발신) 등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교직원의 업무 경감, 교육 행정의 생산성, 편의성, 

문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 추진 경과

‘학교 단위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은 2006년부터 추진됐으나 2007년에 중앙행정기관 온나라시스

템 개통과 행정안전부의 ‘온나라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통합 방안’ 마련, 통합 온나라시스템의 

개발･보급 계획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잠시 보류됐다.

2008년 4월, 교육부가 통합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고, 8월에 학교 단위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전자문서 구축을 위한 TF팀과 10월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TF팀을 

구성해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및 지방교육기능분류 표준안을 마련했다.

2009년 5월에는 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BPR/ISP,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과 시범 운영을 완료했다. 2011

년 1월 1일에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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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통을 목표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를 2015년에 수립

하고, 프로그램 개발 범위 및 구축 전략 수립을 위해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사업을 2016년

에 추진하였다. 2018년 3월부터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 응용프로그램 개발 사업(에듀파인 및 업무

관리시스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2. 사업 추진 현황

가. 사업 내용

1)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 구축･운영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이하 기능분류체계)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의 업무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한 체계이다. 기능분류체계 상의 

단위과제들은 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시스템, 사업별 예산관리 등과 연계돼 운영

된다.

지방교육행정업무는 기능별 분류체계와 목적별 분류체계로 구분되며, 기능별 분류체계는 각급학

교가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능 수준에 따라 정책 분야, 정책 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 등 6개 단위로 분류하고 있다. 목적별 분류체계는 시･도교육청별로 교육발전계획과 성과

관리계획 등을 통해 수립된 과제에 따른 분류체계이며, 각급학교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준에 따라 임무, 정책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등 4개 단위로 분류할 수 있다.

[ 그림 2-6-1 ]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 구성도

※ 출처: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 운영지침(교육부예규 제11호,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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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분류체계 중 정책 분야와 정책 영역은 정부기능분류체계와 지방교육재정 사업별 예산 구조

를 반영해 정의하고,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는 기능분류체계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로 정의

한다. 기능분류체계는 각급학교의 업무 특성과 연관성을 고려한 단일화된 체계로 정립(정책 분야∼소

기능 동일 적용)하고, 시･도교육청의 공통 업무는 공통 단위과제로, 개별 고유 업무는 자율적으로 

고유 단위과제로,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의 단위과제는 별도로 구분해 활용하고 있다.

[ 표 2-6-1 ]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 기능별 분류체계 구성 내역

구분 정책 분야 정책 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공통 단위과제

개수 1개 3개 11개 48개 158개
－지방교육행정기관용: 590개
－각급학교용(종료): 185개
－각급학교용(2016): 111개

※ 각급학교용 공통단위과제는 2016년 1월부터 변경 적용하고 있음

※ 출처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 운영지침(교육부예규 제11호, 2014.4.1.)

목적별 분류체계는 단위과제를 기관의 목표와 연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관리시스템 활용에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며,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정의해 활용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별 교육

발전계획과 사업계획, 성과관리체계 등에 따른 정책과제, 중점과제, 특색사업 등을 반영해 목적별 

분류체계와 관리과제를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다.

[ 그림 2-6-2 ]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 관리과제와 단위과제 매핑 

※ 출처: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 운영지침(교육부예규 제11호,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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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관리시스템은 일정관리, 문서관리, 메모관리 등 10개 단위 163개 세부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으며,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과 사용자지원서비스시스

템이 마련돼 있다.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은 분류체계 조회, 변경관리, 통계 등 5개 단위 42개 

세부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고, 사용자지원서비스시스템은 알림마당, 정보마당, CSR 관리업무 등 

10개 단위 32개 세부 시스템, 7,751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림 2-6-3 ] 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구성도 

※ 출처: 자체 관리자료

[ 표 2-6-2 ] 업무관리 응용 소프트웨어 구성 현황 (단위: 개)

구분 단위 시스템 모듈 수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 기능 분류 조회, 변경관리, 통계, 시스템 관리, 알림판 2,288

업무관리시스템 과제관리, 문서관리, 지시요구, 메모관리, 지시요구, 일정관리, 업무지원, 내부메일, 시스템 관리 4,616

지원 서비스 알림마당, 정보마당, 참여마당, 질의응답, CSR 관리, 교육지원, 통합검색, 시스템 관리 847

총 계 7,751

※ 출처: 자체 관리자료

업무관리시스템이 신뢰성 높은 시스템으로 현장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성능 점검 

및 최적화를 추진하여 응용 소프트웨어 성능을 개선하고, 업무협의체, 상담센터 내역 분석, 현장점

검,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사용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기능 개선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또한 응용 소프트웨어 품질관리를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정립하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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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현장 반영 시 충분한 검증을 실시한 후 배포하고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데이터 정제 관리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2017년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단한 기능 변경･보완, 사용방법 개선, 사

용자 질의 내용 처리 등 사용자 편의성 위주로 기능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개선요청사항 처리는 

2014년 245건에서 2017년 54건으로 191건이 줄어 업무관리시스템이 점차 안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2-6-3 ] 최근 5년간 사용자 개선요청 사항(CSR) 처리 현황 (단위: 건)

주요내용
처리 건수

2014 2015 2016 2017 2018. 6 계

장애처리 6 7 8 1 0 22

개선요청 245 144 155 54 17 615

단순문의 4,742 4,126 4,939 5,641 2,789 22,237

자료관리 2,195 2,248 2,402 2,320 2,201 11,366

합계 7,188 6,525 7,504 8,016 5,007 34,240

※ 출처: 2017년 유지보수 사업 결과 및 2018년 유지관리 산출물

한편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을 보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기관 모두 문서관리와 내부 메일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문서 생산･접수 문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표 2-6-4 ] 2017년 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서비스별 사용자 수 (단위: 천 명)

구분 일정관리 문서관리 메모관리 과제관리 지시요구 업무지원 시스템관리 내부메일

교육
행정기관

118 6,218 503 195 27 1,242 148 2,907

1.04% 54.75% 4.43% 1.72% 0.24% 10.94% 1.30% 25.59%

학교
205 81,199 1,601 1,944 38 4,504 279 2,413

0.22% 88.08% 1.74% 2.11% 0.04% 4.89% 0.30% 2.62%

※ 출처: 2017년 유지보수 사업 결과 산출물

[ 표 2-6-5 ] 최근 5년간 업무관리 생산문서 현황 (단위: 건)

구 분 생산문서 접수문서 계

2014 76,375,317 68,844,065 145,219,382

2015 89,462,370 82,116,915 171,579,285

2016 88,981,103 79,148,183 168,129,286

2017 91,819,379 80,536,317 172,355,696 

2018. 6 46,646,220 41,155,366 87,801,586 

계 393,284,389 351,800,846 745,085,235

※ 출처: 2017년 유지보수 사업 결과 및 2018년 유지관리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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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 등 물적 기반 시스템의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괄센터 

51식과 17개 시･도교육청 1,943식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드웨어 

및 시스템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2017년 총 2,052회)을 통한 장애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버 및 DBMS에 대한 성능 최적화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

드를 지원했다. 

주요 장애에 대응하고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전문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함

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보시스템 제조사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스템 

장애 시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운영자들에게 정기

적･비정기적으로 기술교육과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자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 표 2-6-6 ] 최근 5년 간 업무관리시스템 물적 기반 유지보수 지원 실적 (단위: 건)

구분
지원 건수

2014 2015 2016 2017 2018. 6

정기점검 2,124 1,939 2,674 2,052  976

기술지원    97   245   314   217   97

계 2,221 2,184 2,988 2,269 1,073

※ 출처: 2017년 유지보수 사업 결과 및 2018년 유지관리 산출물

[ 표 2-6-7 ] 2017년 기술교육 참석 현황 (단위: 명)

시･도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인원 14 1 2 12 9 7 6 7 26

시･도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인원 13 10 6 9 11 7 17 3 160

※ 출처: 2017년 유지보수 사업 결과 산출물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인프라 개편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2015년도에 추진하

였다. 그 결과 현행 시스템은 2019년 12월까지 사용하고,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은 통합 구축

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업무관리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을 추진하여 업무프로세스 최적화 및 응용 소프트웨어 재개발 범위 분석, 물적기반 구축 범위 

및 과제 조정, 제안요청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마스터플랜(ISMP) 수립 사업을 기반으로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응용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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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체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업무협의체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총괄센터를 운영

하며, 시･도교육청이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 그림 2-6-4 ] 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추진 조직 체계

※ 출처: 자체 관리 자료 

[ 표 2-6-8 ] 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조직별 주요 역할

기관 주요업무

교육부/
시･도 운영협의체

∙ 업무관리 운영 총괄 및 운영 계획 수립
∙ 업무관리 운영 관련 정책사항 결정
∙ 법제도 정비 방안 마련, 업무 표준화
∙ 내외부(에듀파인, 나이스 등) 연계 추진
∙ 총괄센터 지도 감독 등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총괄센터, 0079에듀콜센터)

∙ 정책 수립 지원 및 실행계획 수립･운영 
∙ 업무관리 H/W 및 응용 S/W 유지보수 방안 수립
∙ 운영협의체 운영 관련 지원
∙ 사업단 운영 및 시･도교육청 교육 지원 등
∙ 0079에듀콜센터 운영(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시･도 센터)

∙ 시･도교육청 업무관리 운영 계획 수립
∙ 교육청 H/W 인프라 운영 및 유지보수
∙ 시･도교육청별 개선사항 등록, 일선 현장 교육지원
∙ 시･도교육청별 시･도 상담센터 운영 등

※ 출처: 자체 관리 자료

3. 주요 성과

가. 사업 성과

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은 2011년 1월 도입된 이후 시･도교육청과 산하 기관(학교 포함)의 

공문서 생산과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특히 학교의 경우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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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에서 전자결재로 업무를 전환함에 따라 일선 학교 교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이 대폭 향상됐다.

2017년 사업 성과로 업무관리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오류 수정 및 사용자 기능개선 요청 건 

8,131건 중 8,016건을 처리하였으며, 시범교육청(경기, 강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성능 최적화 작업

(2회)을 하고 이를 타 시･도교육청으로 확산하여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통단위과제 및 단위과제카드 지정, 담당자(문서과, 처리과) 

간의 담당업무를 사전에 확인하는 예비배부 기능, 접수문서 회신 기안 등 8개 과제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업무관리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록물 이관 등 운영자 대상 교육을 상･하반기 4회 

총 82명에 대해 실시하고 사용자 매뉴얼 9종에 대해서도 현행화하였으며, 시･도교육청 업무협의체

를 8회 지원하였다.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여 현황 및 사례분석, 

이해관계자 협의, 개선방향 도출, 사업계획서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을 2017년 4월에 완료하고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 및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2018

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나. 사업 만족도

시･도교육청의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시스템 기능개선 만족도는 83.8

점, 서비스 만족도는 80.5점, 평균 82.1점으로 최근 4년간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 표 2-6-9 ] 업무관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명, 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6

조사 대상 18,697 9,264 5,624 2,188 1,557

서비스 78.8 82.2 83.8 80.5 83.1

기능 개선 80.3 83 85.7 83.8 82.1

평점 79.6 82.6 84.8 82.1 82.6

※ 출처: 2017년 유지보수 사업 결과 및 2018년 유지관리 산출물

4. 향후 계획

업무관리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오류 수정 및 개선사항을 적기에 처리하여 현장 사용자의 어려

움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시･도교육청(학교 포함)의 생산문서 목록 및 원문정보 공개 

업무, 생산문서의 기록관리 시스템 이관 등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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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리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능 점검 및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문서의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해 예비배부 기능, 접수문서 회신 기능 등 사용자 편의위주의 기능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시･도교육청 중심의 업무협의체 및 사용자 지원을 추진하고 시･도교육청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업무관리시스템 노후화(2010년 구축)에 따른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 

및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2018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추진하고, 총괄센터 및 17개 시･도교육청 인프라 구축을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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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은 2009년 11월 13일 발표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유아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를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핵심과제를 수행하면서 

만 3∼5세 유아의 무상교육 지원(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을 구축･운

영하고 있다.

[ 그림 2-7-1 ] e-유치원 웹사이트 메인 화면

※ 출처: e-유치원시스템(https://www.childschoo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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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경과

교육부는 유아교육정보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수요자 중심 유아 

교육 정책 개편을 위한 유아교육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한 이후 유아교육정보화 사업을 단계적

으로 추진해왔다. 2009년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을 목적으로 e-유치원을 구축하고, 2010

년 1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과 연동했으며, 그해 8월에 전면 서비스를 개통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수기로 처리된 유아학비 지원 업무는 몇 개월간의 전자전환 과정을 거쳐 2011학년

도부터 유아학비지원시스템 기반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2012년부터는 ‘만 5세 유아 전면 무상교육’이, 2013년부터는 ‘만 3∼5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이 순차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e-유치원도 그에 맞게 단계적으로 개편 운영되고 있다. 2015

년부터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사업’의 추진으로 어린이집･유치원 간 시설 이동 시 카드 

교체에 따른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고자 아이 행복카드 통합 운영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7개 카드사(KB･신한･하나･우리･농협･BC･롯데)를 참여시켜 학부모의 선택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

다.

이후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용자 편의성 증대 및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17년 8월 1일부터는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보장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라 ‘국내 장기거주 재외국민 유아’에 대해서도 균등하게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8년도 1월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유치원 출

석 미달 원아를 연계하여 사회보장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추진 현황

가. 추진 체계 및 역할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은 교육부가 정책 수립과 추진을 담당하고 시･도교육청이 정책 추진 방향,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 관할 유치원 지원과 관리를 담당한다. 교육지원청은 지원금 집행 및 관리를 

담당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그림 2-7-2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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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7-1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추진기관별 역할 

조 직 역 할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사업추진 총괄 지원
∙ 관련 법･제도 조율 및 유관 부처 협의 등 정책 사항 추진
∙ 교육(지원)청 및 유치원 등 의견 조율 등

시･도교육청 
∙ 사업 위탁 및 사업 예산 확보
∙ 요구 및 개선사항 등록 및 확인
∙ 사업 완료 여부 최종 확인 등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아교육정보부)

∙ 응용S/W 유지관리 사업 총괄 및 예산집행
∙ 사업 추진 및 산출물 관리
∙ 사용자 교육 및 시스템 현장 착근을 위한 운영 지원 등

전담사업자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응용S/W 유지관리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운영 지원 및 기능개선 수행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사용자 교육지원 등

나. 시스템 구성과 유아학비 지원 절차

1) 시스템 구성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은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교육비를 체계적으로 지

원하고 유치원 및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담당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e-유

치원은 원아관리, 지원금 청구･정산 등을 위한 유치원 업무 시스템과 유아학비 지원계획 관리, 

지원 대상자 및 통계 관리를 위한 교육(지원)청 업무 시스템, 유아학비 지원금 확인 및 부담금 

결제를 위한 학부모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림 2-7-3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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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7-2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관련 근거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 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⓵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 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01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2) 유아학비 지원 절차

2011년까지는 저소득층(소득 하위 70% 이하 등) 가정의 유아에 대해서만 학비가 지원되어 유치

원 재원 유아(만 3∼5세)의 학부모가 거주지역 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각 가정의 소득 수준을 

파악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행복e음’에 등록하였다.

그러나 만 5세 유아 무상교육이 시행된 2012년부터는 소득 수준 산정 절차 없이 지원 자격을 

등록하기만 하면 되었고(만 3∼4세는 소득 수준 산정 실시), 2013년부터는 만 3∼5세 모든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행되었다. 2017년 8월부터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자도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 학부모는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원아 및 카드를 등록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된다. 이후로는 분기별로 유치원에서 유아학비가 청구･정산되며, 지원금 청구･정산은 

e-유치원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금액에 대한 확인과 지급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

[ 그림 2-7-4 ]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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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교육지원청 편익 교원 편익

학부모 편익 총합계
업무 절감 물자 절감 업무 절감 물자 절감

2012 314 51 9,100 886 4,123 14,474

2013 324 51 9,556 900 4,692 15,523

2014 331 51 9,747 900 5,029 16,058

2015 337 51 9,942 900 5,387 16,617

2016 344 51 10,676 900 5,764 17,735

[ 표 2-7-3 ] 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단가 구분

구분 2012(만 5세 도입) 2013(만 3∼4세 확대) 2014∼2018

지원
대상

만 5세 전 계층
※ 누리과정 대상 만 5세 유아

만 3∼4세 소득 하위 70% 지원

만 3∼5세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 누리과정 대상 만 3∼5세 유아
좌동

지원
단가

[유아학비]
① 국･공립

국립 만 5세: 5.9만 원
공립 만 5세: 3만 원
국･공립 만 3∼4세: 5만 9,000원

② 사립: 22만 원
만 5세: 20만 원
만 4세: 19만 7,000원
만 3세: 17만 7,000원

[종일반비]
국･공립: 5만 원
사립: 7만 원

[유아학비]
국･공립: 6만 원
사립: 22만 원

[방과후과정비]
국･공립: 5만 원
사립: 7만 원

좌동

3. 주요 성과

2013년도에 누리과정 지원 대상이 만 5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원 대상 유아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유아학비 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현재

의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운영에 이르기까지 지원 방식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유치원, 교육(지원)청의 행정업무 경감 및 학부모 

불편 해소이다. 유아학비지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아교육 정책이 실현되고 있으며, 

원아등록 및 학비 청구･정산 업무를 정보화함으로써 유치원 교원 및 교육(지원)청의 행정처리가 

간소화되었다. 현재 아이즐거운카드(2015년 이전)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아이사랑카드를 통합

한 ‘아이행복카드’로 유아학비 지원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연동하여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의 

체계적 개선 및 보완을 통해 학부모의 인증과 결제 수단을 유치원 현장, 온라인 사이트(복지로 

등 인터넷 사이트), ARS 등으로 다변화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표 2-7-4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편익 합산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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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교육지원청 편익 교원 편익

학부모 편익 총합계
업무 절감 물자 절감 업무 절감 물자 절감

2017 351 51 11,141 900 6,167 18,610

2018 358 51 11,605 900 6,599 19,513

2019 365 51 12,070 900 7,061 20,447

2020 372 51 12,534 900 7,555 21,413

2021 380 51 12,999 900 8,084 22,414

합계 3,476 513 109,369 8,988 60,460 182,806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아학비지원시스템 고도화 방안 연구’, 2014.7

유아학비지원시스템 고도화 방안 연구(2015)에 따르면 유아학비지원시스템 활용으로 인해 10년간 

약 1,828억 원의 편익이 있을 것으로 산출되었다. 전체 편익에서 교원의 편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부모 순으로 편익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사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집합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유치원 담당자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수요조사

를 통해 연간 상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표 2-7-5 ] 유아학비 지원 인원 및 금액 (단위: 명, 천만 원)

구분 설립유형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분기

공립 170,066 4,345     172,487 4,418

국립 279 8 246 7 

사립 536,563 41,696    525,470 41,446 

계 706,908 46,049   698,203     45,871 

2분기

공립 169,701 3,952     172,579 4,058 

국립 273 7 253 7 

사립 538,394 41,995     527,370 41,729 

계  708,368 45,954   700,202     45,794 

3분기

공립 172,006 4,419     174,437 4,493 

국립 259 8 248 7 

사립 539,064 42,124     528,132 41,853 

계 711,329 46,551   702,817     46,353 

4분기

공립 170,054 3,339     172,551 3,334 

국립 254 6 240 6 

사립 535,901 41,800     524,884 41,530 

계 706,209 45,145   697,675     44,870 

합계 - 183,699 - 18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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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규모는 2017학년도(2017. 3∼2018. 2) 기준 약 70만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1조 

8,288억 원 수준이다. 위 표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9,000여 개 유치원에 집행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분기별로 유치원의 설립유형별 유아 수에 따라 지원금은 변동

된다. 

4. 향후 계획

사회복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됨에 따라 복지급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유아학비 청구 및 정산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간소화하여, 유치원의 행정 업무를 경감시키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의 운영과 보안 및 개인정

보보호 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자격 통합 등 복지 서비스 통합운영 

기반을 구축하여, 유치원･어린이집 간 이동에 대한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학부모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원금 수급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다.

향후 유아학비 지원을 중심으로 유치원 입학, 정보공시, 현장 교원 인사 및 유아 생활기록부 

관리, 유치원 재무회계 등 유아교육 정책 관련 전반의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유아교육

종합정보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참고 문헌]

정영식 외(2014), 유아학비지원시스템 고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 2017∼2018년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계획

[참고 사이트]

e-유치원, https://www.childschoo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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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 사업 개요

가. 사업 추진배경

교육청의 중장기 시설사업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를 비롯한 교육부의 학교시설정책 수립 등은 

객관적인 현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시설 현황, 시설개선 투자 이력, 시설물 

안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전국 단위의 시설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 감사기관 등의 시설자료 요구 대응 및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객관적인 

학교시설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데이터 연관 시설업무는 시스템을 활용한 전

산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시스템을 활용한 학교시설현황 정보관리의 중요성 및 시스템 활용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교육청별로 시스템에

서 관리하는 정보의 범위 및 내용이 상이하여 일원화된 학교시설 현황자료 확보 및 분석이 어려워 

국가적으로 정보 활용을 할 수 없어 전국 단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더불어 국가적으로 에너지 사용 및 공사관리, 유지보수, 안전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모바

일, GIS, Grid 등)을 적용한 미래지향형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서 3단계로 전국단위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인 ‘에듀빌’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나. 사업 추진 경과

전국 기반의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에듀빌 구축 사업은 학교시설 현황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교육청과 교육부의 학교시설 업무 및 정책수립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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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격적인 구축사업 추진에 앞서 2015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8개월간 학교시설 

사업･운영 정보관리 업무재설계(BPR) 및 가이드라인 개발, 학교시설 관리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및 지침 개발, 학교시설 정보관리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실행계획서 및 제안요청서(RFP) 작성 등을 위한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수립(BPR/ISP) 

사업을 수행하였다.

1차 구축사업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1년간 18억 규모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

으로 시설현황 및 이력관리, 교육환경 개선사업관리, 시설사업관리, 안전관리, 설계도서관리 및 

커뮤니티 기능 등 기본적인 기능개발과 NEIS사용자 정보 연계, 기본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

로 사업이 수행되어 개발된 범위 내에서 교육청의 시설업무 관리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2차 

구축 사업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1년간 25억 규모의 예산으로 GIS 관련 기능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설운영관리 기능개발, 기존 1차 기능개발에 대한 확장 및 유관 시스템 

연계, 백업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행하였으며 2018년 4월부터 약 21억 원 규모의 예산

으로 마지막 3차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 표 2-8-1 ] 단계별 구축사업 추진 계획3)

구분 1차 구축 2차 구축 3차 구축(예정)

사업명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구축(1차) 구축사업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구축(2차) 

구축사업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구축(3차) 

구축사업

사업기간 2016.4∼2017.3 2017.4∼2018.3 2018.4∼2019.3

예산
(천 원)

1,800,000 2,500,000 2,148,000

재원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

주요
내용

기능 개발

－시설현황 및 이력관리
－교육환경 개선사업
－시설사업 및 도면관리
－안전관리
－커뮤니티 등

－GIS기술 및 DB구축
－시설기준관리
－운영관리
－시스템 연계
－1차개발 기능 확장

－학교시설 데이터 비교･검증 관리
－생애주기비용분석
－1,2차 개발기능 고도화

외부 연계 －NEIS 사용자 정보 연계
－NEIS, 에듀파인 DB 연계
－안전대진단 DB 연계
－한전(전기사용량)DB 연계

－세움터, 안전공단 DB 연계
－교육통계 DB 연계
－교육청 업무포탈 연계 

인프라구축
－도면관리, CADViewer
－교육행정 및 공인 인증

－지리정보시스템(GIS) 도입
－보안 및 백업 시스템 구축

－IT 인프라(HW/SW) 이중화
－모바일 서비스 인프라 구축

3) 구축사업 추진 전 1억 9,786만 원의 예산으로 약 8개월간(2015.8.1∼2016.3.31) BPR/ISP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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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현황

가. 시스템 기능 개발

2단계 시스템 기능 개발은 1단계에서 구축한 현황정보, 도면관리, 계획관리, 운영관리, 안전관리, 

업무지원, 통계분석, 커뮤니티, 시스템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 확장과 더불어 시설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조회 및 이력관리 체계를 개선하였다. 교육환경의 경우 예산배분 기능을 추가

하고, 시설사업관리 분야에서는 기성검사관리, 시설이력 갱신 연계, 하자관리 기능을 추가하였다. 

각각의 기능 및 관련 데이터는 연계되도록 하고, 업무의 흐름에 맞게 체계화하여 구성하였다.

[ 그림 2-8-1 ] 목표 시스템 기능 구성도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학교시설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별도의 

현황조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학교시설 현황 데이터는 학교 기본 개황, 

용지 기본현황, 건물 기본현황, 시설이력 상세현황 등이며 추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시설사업(공사/용역) 관리, 안전관리, 유지관리 등 학교시설 공사 및 운영단계에서 생성되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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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구축된 데이터 정합성 확보를 위해 오류검색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데이터 

규칙 개발 및 오류검색 기능 개선을 통해 데이터 오류를 줄여 나가고 있다.

[ 표 2-8-2 ] 단계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구분 구축 내역
주요 역할

운영 기관 시･도교육청

1차
(2016년)

－전국 초･중고 시설(부지, 건물, 호실) 기초 현황
－학교환경개선사업 및 수선공사 수행 이력

설계/검증 DB 구축

2차
(2017년)

－시설/공사 DB 갱신 및 운영 정보 등록
－학교시설 건물 GIS DB(새주소 건물 연계) 구축

갱신/추가 운영관리

3차
(2018년)

－시설/공사 DB 갱신 및 운영 정보 등록(계속)
－학교시설 외부연계(건축, 안전, 전기) DB 구축

갱신/추가 운영관리

다. IT 인프라 구축

2차 구축사업에서는 1차에서 구축한 기본 인프라에 더해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보안 및 백업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GIS 관련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 도입 및 구축을 완료

하였다.

[ 그림 2-8-2 ] 에듀빌(2차 구축) 하드웨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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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가.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개발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은 총 3단계에 걸쳐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ISP를 통해 도출된 분야별 

기능 구현 대상을 3단계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2018년 3월 말까지 구축하는 2단계 

구축사업에서는 현황정보, 이력관리, 승인 및 결재 기능을 대폭 보강하였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17개 시･도교육청의 공통 기능 및 개별 기능을 모두 개발하여 사업신청부터 실태조사, 우선순

위 선정 및 사업 확정 등 전 과정을 에듀빌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공사관리 기능에서는 1차 구축사업에서 제외되었던 기성검사 관련 기능, 하자관리 기능을 추가하

였으며, 준공관리 기능에서는 기존 1차 구축사업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고, 시설이력 갱신을 위한 

기능을 추가하였다. 안전관리 기능에서는 안전대진단 및 내진보강 전수조사를 에듀빌 시스템에서 

[ 표 2-8-3 ] 통합정보시스템 분야별 기능 개발 내역

분야 기능 세부 기능

학교시설기반정보
현황정보 

학교/기관정보 분리, 용지/건물 변경이력 관리, 도면-데이터 연계, 시설기준관리, 시설 
지도정보(GIS) 제공 

도면관리 도면 정보/변경/파일/Viewer/분류 관리 기능 개선

계획
관리

계획등록 시･도별 환경개선사업 항목/분류/데이터 설정 기능 개선

사전조사 대상자료산출, 기초예산산출, 자료제출(학교) 기능 개선

계획수립 우선순위선정, 기초예산산출, 자료제출 기능 개선

예산배분 시･도별 예산 배분조건(지수 등) 설정 및 통보

사업 확정 사업 확정 내역, 통보, 결과 관리

공사
관리 

계약관리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발주정보, 계약내역 관리 기능 개선

착공관리 착수/착공정보 등록 및 갱신 관리

수행관리 중간/기성 검사, 공사대장, 감독관/검사자 변경내역

준공관리 준공내역, 시설이력 갱신, 사업계획/건축승인/등록대장 관리

하자관리 하자점검 결과, 하자보수 처리, 하자보수 담당관 관리

운영
관리 

시설운영 시설운영(시설 사용 내역), 법정/비법정 점검, 유지보수

안전관리 
점검계획관리, 기초조사내역, 조사결과보고, 안전(등급)관리
내진보강 정보관리, 샌드위치 판넬 정보 관리 

통계/
커뮤니티 

업무지원 일정관리, 보고자료 기능 개선, 설문조사 개발

통계분석 일반시설, 시설운영, 건설현황, 재난안전, 수선계획, GIS시설 통계 분석 개선 및 기능 추가

커뮤니티 공지사항, 정보자료실, 의견공유, 서비스요청, 표준코드조회 

시스템
관리 

계정관리 사용자관리, 권한관리, 접속이력관리, 결재/승인관리

표준관리 표준 분류체계, 용어, 업무/데이터 규칙, 연계정보 관리

메뉴관리 메뉴, 다중게시판, 메뉴 접속통계, 데이터 변경 관리 개선

문서관리 문서그룹, 문서권한, 문서/도면변환, 문서변경 관리 개선

GIS관리 GIS 코드/건물, 지도서비스, 데이터 분석, 통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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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여 행정안전부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하였으며, 2018년부터 

시행된 3종 시설물 지정 및 관리를 에듀빌 시스템에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하고 관련 데이터

를 국토교통부 FMS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데이터를 일원화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수행하는 소규모 유지보수 사업관리 및 법정점검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했다. 전기 및 가스 사용량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사용량은 매달 

한전에서 데이터를 전송받아 일괄로 관련 학교별/월별 사용량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터 정보의 시각화를 통한 가시성 확보를 위해 GIS 기반의 학교시설지도서비스 기능을 개발

하였으며, 관련 토지정보 및 건물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커뮤니티에서는 시스템에 있는 

현황 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데이터 분석 및 보고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설현황 기능에서는 많은 양의 공간정보를 자유롭게 편집 및 입력이 가능하도록 엑셀 

양식을 다운받아 편집한 후 업로드하면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엑셀 일괄 편집 기능을 제공하

였다.

[ 그림 2-8-3 ] 학교시설 현황정보 화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는 각 시･도의 실정에 맞도록 기준단가 및 차수설정, 우선순위 설정 화면

을 개선하였으며, 학교에서 신청 시 사전에 자체 평가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여 편의성을 강화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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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4 ]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리 화면

설계도서관리 메뉴에서는 설계도서관리 솔루션을 이용하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사 

관련 설계도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설사업관리의 발주정보와 연계하여 폴더를 생성하고, 

대량파일 업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설계도서 등록 및 검색이 용이하도록 화면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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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5 ] 설계도서관리 화면

학교시설지도는 기존 숫자로 된 데이터 기반에서 시각화된 정보(지도 위에 건물 및 시설현황 

정보를 도형화 또는 도면화)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각적 인지 및 정보 편이성을 대폭 향상시

켰다.

[ 그림 2-8-6 ] 학교시설지도 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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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구분 데이터 건수 연계 데이터 보유기관

GIS DB 구축 
대상

자체

학교(기관) 13,061 보호구역 KEDI

용지 15,000 보호구역 학교경계 KEDI

건물 66,327 공간객체-건물 KEDI

시설 200 공간객체-시설 KEDI

외부

지형도 3 GIS 주제도 행정안전부

수치지형도 3 GIS 주제도 국토교통부

지적도 3 GIS 주제도 국토교통부

건물정보 3 GIS 주제도 행정안전부

교육행정구역도 1 GIS 주제도 KEDI

행정구역도 1 GIS 주제도 국토교통부

토지이용분류 1 GIS 주제도 국토교통부

용도지역지구도 1 GIS 주제도 국토교통부

API

새주소 정보 1 Open API 행정안전부

2D 지도 1 Open API V-Word

위성지도 1 Open API V-Word

3D 지도 1 Open API V-Word

로드뷰 1 Open API 다음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1) 데이터베이스 체계 및 구축 내용

학교시설 현황정보 데이터는 학교와 용지, 건물과 건물 내부 공간 정보, 시설현황 등이 위계를 

가지며 상위 위계를 가지는 학교, 용지, 건물 등을 입력해야만 하위 정보인 건물의 내부 공간정보, 

시설 현황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는 크게 학교의 기본개황과 용지, 건물정보 등과 관련 된 기본적인 현황

을 기반으로 각 건물의 공간을 용도 구분과 실명, 실면적 등의 상세 정보까지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공사와 연관된 옹벽, 방수, 냉난방, 마감재료 등의 상세 시설현황이력을 구축하였다. 학교시설 현황

정보 중 중요한 건축물대정정보는 세움터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연계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으며 

내진 및 국가안전대진단 정보는 에듀빌 데이터를 국가 기관에 제공하는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GIS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학교 및 건물, 시설정보를 자체 수급하고 지형도, 수치지형도, 지적도, 

건물정보, 행정구역 정보 등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데이터를 수급받아 제공하고 있으

며, 지도 및 위성사진 등은 오픈 API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 표 2-8-4 ]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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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구분 데이터 건수 연계 데이터 보유기관

외부 데이터 
연계

기초현황
유초･중등 교육통계 13,000 기본정보 교육통계센터

학교/기관 기본정보 13,061 기본정보 NEIS

공사관리
시설공사 용역정보 3,000 계약정보 EDUFINE

세움터 건물등록 정보 66,327 건축물등록 대장 국토교통부

운영관리
전기사용내역 13,061 전력사용내역 한국전력

수도사용내역 13,061 수도사용내역 지역사업소

안전관리
내진정보 31,797 시설정보 NEIS

안전대진단내역 66,327 점검결과 국민안전처

다. IT 인프라 도입

인프라는 2차 구축 사업 시 개발된 기능구현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1차 구축 시스템

의 백업을 위한 장비를 구축하였으며, 하드웨어는 통신장비와 GIS를 포함한 각종 서버, 스토리지 

등을, 소프트웨어는 보안 관련 솔루션, 도면관리 솔루션, 연계 솔루션 등을 구축하였다.

[ 표 2-8-5 ] 2차 구축 인프라 구성 내역

장비구분 장비명 기능 및 용도

네트워크
DELL N3024 L3 스위치

IBM Brocade 300 SAN스위치(백업용)

보안장비
MF2 2100 방화벽

WAPPLE 2200 웹방화벽

서버

Fujitsu RX2540 M2 GIS 서버

Fujitsu RX2540 M2 WEB#2 서버(개발)

Fujitsu RX2540 M2 백업서버

스토리지 NetApp DS2246(21.6TB) 스토리지 쉘프(증설)

PC Dell Precision Tower 3620 관제용 PC

백업장비 Quantum Scalar i3 Library 백업 테이프 장비

보안SW RedCastle V4.0 서버보안SW

소프트웨어

CLIP reprot V4.0 웹 리포팅 툴

CommVault Backup 백업 소프트웨어

ESRI ArcGIS Desktop Standard GIS 솔루션(데스크탑)

ESRI ArcGIS Server GIS 솔루션(서버)

Jennifer5.0 WAS 성능관리 솔루션

Zenius Agent 관제 솔루션

Xtractor 웹로그 v3.0 Basic 웹로그 통계 솔루션

Destiny ECM:V 라이선스(1,300 Copy) 도면관리 솔루션

eSurveyMaster v8 설문조사 솔루션

MESIM Indigo Adaptor 국가안전대진단 솔루션

SecuXML Java FMS 연계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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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2차 구축사업이 2018년 3월에 완료됨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 2차 개발된 에듀빌 시스템의 기능을 활용하며, 이를 위한 운영지원을 

시･도분담금 재원을 활용하여 2018년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3차 구축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각종 협의회, 요구조사, 만족도 조사 등)하여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한펀, 시설관리 업무 및 데이터 관리 지원 

체제(DB 품질 관리, 표준관리) 및 IT 인프라 환경 구축(서버, S/W, 보안체계 등)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가 정책적으로 신기술 도입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GIS 시스템, 모바일 솔루션 등의 

최신기술 도입으로 기능 확장･고도화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 내부 시스템(NEIS, EDUFINE, 

교육통계 등) 연계 및 외부 데이터(국토교통부, 한국전력공사 등) 수급을 통한 데이터 확충 및 정합

성 확보를 통해 시스템 및 데이터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참고 사이트]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https://www.edubu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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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고등교육정보화



고등교육정보화는 대학의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운영 현황, 사이버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 운영,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등 제도적인 

사업과 대학공개강의 공동 활용 서비스(KOCW),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등의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사이버대학은 정보통신기술, 멀티미디어 기술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교수자가 제공한 교육 서비스를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함으로써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학위가 수여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사이버대학은 총 21개교가 운영된다. 이 중 18개교는 4년제 

학사 학위과정으로 운영되며, 나머지 3개교는 2년제 전문학사 학위과정으로 운영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에 설립된 대학으로 라디오, TV를 통한 방송 강의를 시작으로 이러닝,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러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교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13개의 지역대학과 서울 3개의 학습센터, 주요 시·군 지역에 32개의 학습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KOCW(kocw.net)는 국내외 대학과 유관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한 강의 동영상 및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학생, 교수자는 배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다. 2007년 12월 40개 대학의 150여 개 강의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거쳐 2009년 12월에는 

학습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현하여 본격적으로 대학의 교수/학습 자료를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2017년 현재 약 180여 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약 1,200개 강좌가 추가되어 총 2만 건의 강좌를 서비스하고 있다.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코러스’는 국립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행·재정시스템으로 2015년 6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2017년 4월에 구축하였다. 39개 국립대학의 교원, 직원, 연구원 등이 사용하는 코러스는 포털·공통, 재정·회계, 인사·급여, 산학

·연구, 업무관리 등 5개 분야의 89개 단위업무와 6,000여 개 프로그램, 108종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39개 대학 간 연계, 22개 

대외기관과의 연계, 코러스 전용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은 외국인에게 한국의 유학정보를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외국 유학생의 입국에서 취업, 출국까지 유학의 전 과정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한다.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하루 방문객 1만여 명, 회원 수가 35만 명에 

이르고 있다.

Summary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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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 정보 기반 고도화와 대학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IT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정보화는 기본적으로 각 대학

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개별 대학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은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대학

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대학의 자발적인 정보화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2002년 12월, 5개년 계획인 ‘대학정보화 활성화 종합방안(e-Campus Vision 2007)’을 수립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0개 권역 대학에 대학이러닝지원센터를 구축하였다. 대학이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콘텐츠 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대학 이러닝 확산과 교육

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였다.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 업무 영역(재정, 인사, 급여 

등)과 다양한 회계를 유기적으로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행･재정시스템인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2015년 6월 착수하였고, 2017년 1월 업무관리시스템을 시작으로 2017년 6월 

통합 행･재정 시스템을 전면 개통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3년간 전국 10개 교육대학이 공동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학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3년간 총 투입 예산은 56억 원으로 국고

(90%)와 대학 분담금(10%)으로 구성된다. 2020년에는 대학자원관리시스템과 연계된 통합학사정보

시스템이 개통될 예정이다. 

2. 주요 사업 및 추진 현황

교육전산망은 국내 최대 전산망으로 우리나라 인터넷 통신 산업의 발전을 주도해왔다. 1983년 

‘국가 5대 기간전산망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1988년 12월 교육전산망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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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991년 5월 교육전산망 물리망을 구축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교육전산망은 서울대학교와 9개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전국의 대학을 연결하는 전산망으로 시작

하였으며, 2001년 물리적인 교육전산망을 해체하고 상용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상용망 체제로 전환하면서 한국교육전산망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운영지원 방식도 정부가 일정

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대역폭(통신용량)에 따라 대학이 분담하는 ‘정부･대학 이용요금 분담

제’로 전환되었다.

2006년부터는 복수(2개)의 통신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통신망 안정화를 위해 3년 단위로 계약

하였다. 이후 2009년부터는 사업자 수를 다수(2∼4개)로 확대하여 2018년 현재 3개 통신 사업자가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 12월 현재 393개 기관이 교육전산망을 이용하고 있다.

[ 표 3-1-1 ] 교육전산망 추진 경과

연도 주요 사업

1983.12 ∙ 국가 5대 기간전산망 기본계획 수립(행정망, 금융망, 교육∙ 연구망, 국방망, 보안망)

1988.12
∙ 교육전산망 기본계획 확정(교육∙ 연구망 이원화)
－교육전산망(교육부－서울대학교), 연구전산망(과기부－시스템공학연구소)

1991. 5

∙ 교육전산망 물리망 구축과 서비스 개시
－서울센터(서울대학교 중앙교육연구전산원)를 중심으로 9개 지역센터와 망 연결
※ 지역센터: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9개 지역센터는 해당 지역 대학들과 망 연결)

2001
∙ 교육전산망 운영체계(상용망 이용) 개편
－정부･대학 비용 분담제 도입됨에 따라 대학 간 자율 협의를 위한 한국교육전산망협의회 발족
－교육부는 협의회 운영 및 망 운영 계약업무를 서울대학교로 재위임

2006
∙ 교육전산망 복수사업자 선정 및 계약방식 변경
－단수(1개) → 복수 사업자(2개) / 단년(1년) → 다년(3년)

2009
∙ 교육전산망 다수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복수(2개) → 다수 사업자(2∼4개)

2011 ∙ 교육전산망 차기 3년간(2012∼2014년) 위탁사업자 선정(LG U+, KT)

2014 ∙ 교육전산망 차기 3년간(2015∼2017) 위탁사업자 선정(KT, LG U+)

2016 ∙ 교육전산망 국고지원 중단

2018 ∙ 교육전산망 차기 3년간(2018∼2020) 위탁사업자 선정(KT, LG U+, SKB)

 

출처: 한국교육전산망운영본부, 2018.12

[ 표 3-1-2 ] 교육전산망 가입기관 현황(357개 대학, 36개 산하기관) (단위: 개교)

구분
국･공립
대학교

사립
대학교

국･공립
전문대학

사립
전문대학

원격
대학

대학원
대학교

타부처
소관대학

산하기관
계

교육부 대학

기관 수 42 150 8 127 12 14 4 11 25 393

출처: 한국교육전산망운영본부, 2018.12

현재 교육전산망은 교육부 주도 하에 한국교육전산망운영본부(서울대학교)가 통신 사업자 선정 

및 가격 협상, 각종 사업 추진･관리, 교육전산망 가입기관 관리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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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교육전산망에 대한 국고지원이 중단되었으며, 대학의 인터넷 활용을 위해 총 

315.378Gbps를 계약하여 357개 대학이 교육전산망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상용망 대비 최대 3,202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그림 3-1-1 ] 교육전산망 추진체계

[ 표 3-1-3 ] 대학의 교육전산망 연도별 위탁운영 계약 현황 (단위: 억 원, Gbps, 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사업비(억 원)
(국고+대학분담금)

316 319 288 297 298 190 223 230 224

국고지원금(억 원)
(국고지원율/%)

40
(12.7)

40
(12.5)

40
(13.9)

40
(13.5)

40
(13.4)

20
(10.5)

0 0 0

계약용량(Gbps) 38.1 38.8 110.6 114.6 115.2 208.6 253.9 264 315.4

가입대학 수(개) 374 374 368 366 366 358 358 356 357

출처: 한국교육전산망운영본부, 2018.12

[ 표 3-1-4 ] 교육전산망과 유사 통신서비스 요금 비교 (단위: 억 원/연간요금)

통신망 구분 교육전산망 코넷상용망(감면요금 적용)

통신요금 224 3,426

출처: 한국교육전산망운영본부, 2018.12

교육전산망과 대학정보화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정보화 현안 해결 방안, 각 대학 실정에 맞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기초 자료 개발, 새로운 기술 적용 실험 등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2건의 연구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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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육정보화백서

연도 교육기관 교육과정 수 이수 인원

2003 위탁사업자(LG데이콤)  11 138

2004 위탁사업자(KT)   5 95

2005 위탁사업자(KT)   4 88

2006 위탁사업자(KT, LG데이콤)   6 98

실무 적용이 필요하거나 각 대학들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원 대학을 대상으로 과제와 연구책임자를 공모하고,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연구수행을 지원한다. 

연구 성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중간 검토회 또는 발표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검증하고 결과물은 

교육전산망 홈페이지, 보고서 또는 컨퍼런스 발표를 통해 대학에 공유된다.

[ 표 3-1-5 ] 2018년 대학정보화 연구과제 수행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과제명 수행기관(연구비) 과제 수행기간

정책과제
(비공모)

(연구과제)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서비스 공유를 위한 차세대 인증 체계 
연구
－차세대 인터넷 인증기술인 ID Federation 기술 확보로 국내 서비스 

체계 수립에 참고
－대학 및 교육 유관기관의 지식･자원･서비스 개방과 교류 활성화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여 국내 확산 가능성 검토

전남대학교
(25,000)

2018년 4월 1일∼
2018년 10월 31일

(7개월)

(이슈페이퍼) 체계적인 클라우드 도입 방안
－클라우드 구축사례를 통해 레거시 업무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방법 및

소요되는 예산 등을 파악하여 대학에서의 클라우드 도입 설계에 활용

연세대학교
(5,000)

2018년 4월 9일∼
2018년 5월 31일

(2개월)

지정과제

(연구과제) 2018∼2019 대학정보화 현황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연구
전국 대학정보화 현황 자료 수집･분석
각 대학에서 장･단기 정보화 발전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시 참조
교육부 대학정보화 정책 수립에 참조

서울교육대학교
(40,000)

2018년 15,000
2019년 25,000

2018년 7월 1일∼
2019년 9월 30일

(15개월)

공모과제

(연구과제) 학내 포탈시스템 접속보안 강화를 위한 모바일 OTP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 학사정보 및 주요 연구개발 자료가 저장된 대학 내 포털 및 서버 
접속 시 추가인증방법 도입 활용

영진전문대학교
(10,000)

2018년 7월 1일∼
2018년 11월 30일

(5개월)

(이슈페이퍼) 대학의 네트워크 이상 징후 탐지를 위한 지능형 시스템 
개발 가능성 연구
대학 고유의 침해 트래픽을 분석,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기계학습 기반의 지능형 보안 시스템 개발의 
기반 마련

동신대학교
(5,000)

2018년 7월 1일∼
2018년 11월 30일

(5개월)

출처: 한국교육전산망운영본부, 2018.12

또한 IT관리자와 실무자가 대학의 정보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IT 신기술과 재교

육 수강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전문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고품질의 실무자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IT기획, 프로그래밍,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모바일, 네트워크/보안, 

자격대비 등의 교과를 중심으로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개설하였다. 교육 이수자는 2003년 

138명에서 2018년 790명으로 5.7배 늘었으며, 총 누적 수료생은 7,628명(350개 강좌)에 달한다.

[ 표 3-1-6 ] 2003∼2018년 교육전산망 IT전문교육 추진 현황 (단위: 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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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학정보화 기반 구축･운영

연도 교육기관 교육과정 수 이수 인원

2007
위탁사업자(KT, LG데이콤)   6 105

한국전파진흥원 부설 IT인재개발교육원  14 259

2008 삼성SDS 멀티캠퍼스  14 308

2009
삼성SDS 멀티캠퍼스  24 435

위탁사업자   4 59

2010

삼성SDS 멀티캠퍼스  16 379

행정안전부   1 14

위탁사업자(KT, LG U+)   3 41

2011
삼성SDS 멀티캠퍼스  20 324

위탁사업자(KT, LG U+)   4 60

2012
한국글로벌널리지  19 350

위탁사업자(KT, LG U+)   4 76

2013
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교육원  20 537

위탁사업자(KT, LG U+)   4 60

2014
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교육원  25 606

위탁사업자(KT, LG U+)   4 52

2015
LG CNS  26 788

위탁사업자(KT, LG U+)   4 66

2016
LG CNS  33 1,075

위탁사업자(KT, LG U+)   4 56

2017
스킬서포트  33 721

위탁사업자(KT, LG U+)   4 48

2018
스킬서포트  32 728

위탁사업자(KT, LG U+, SKB)   6 62

합계 350 7,628

출처: 한국교육전산망운영본부, 2018.12

3. 향후 과제

한국교육전산망협의회는 지난 30년간 국가기간망 관리 주체로서 공공기관에 준하는 책임을 맡

아왔으며, 357개 대학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협의체로 공통 현안 해결하기 위한 대학정

보화의 구심체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재정 위기와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술발달에 따른 

행정・교육서비스의 고도화 요구 속에 대학 간 공유플랫폼(경제)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강력히 시행할 대학정보화 전담조직 창설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육전산망협의회는 

기존 대학의 공동구매력(Buying-Power)과 신뢰를 기반으로 교육부 대학정보화정책 실행을 지원할 

국가 대학정보화 전담기관으로서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대학 간 협의･조정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추구의 기반 조성을 견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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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격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목적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사회, 평생 학습사회 건설에 기여

설치 근거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사립학교법｣ 제3조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1조

 운영 근거
(법인 및 

학사)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준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준용

기관 성격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를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주된 매체 인터넷 방송 인터넷

제2장

원격대학 현황

제1절 사이버대학 및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운영

1. 원격대학 개요

2018년 9월 현재 운영 중인 우리나라의 원격대학은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

의 평생교육시설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이중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원격대학을 3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것은 근거법과 주된 수업 활용 매체에 따른 것으로 방송통신

대학은 방송을,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이들 3가지 형태의 원격대학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 표 3-2-1 ] 3가지 형태의 원격대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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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원격대학 현황

구분
원격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원
∙ 근거: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 내용: 특수대학원 설치 가능

설치 불가능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 근거: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내용: 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하여 전문학사･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공동운영 
가능

불가능

2. 사이버대학의 개념 및 연혁

사이버대학은 정보통신 기술, 멀티미디어 기술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한 가상의 공간에서 

교수자가 제공한 교육 서비스를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함으로써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학위가 수여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사이버대학은 직장인, 소외계층, 선취업－후진학 등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첨단기술 기반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성인 재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이버대학은 1996년 8월 20일 발표된 제3차 교육개혁 방안의 ‘21세기형 가상대학’으로 처음 

제안되었다. 이후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시범대학과 실험대학 운영을 거쳐 ｢평생교육법｣ 전부개

정(법률 제6003호, 1999. 8. 31.)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대통령령 제16750호, 2000. 3. 13.)을 

통해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2001년 개교했다.

이후 교육 수요자에게 원격교육을 통한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원격대학에 사이버대

학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법률 제8638호, 2007. 10. 17.)하였다. 이에 근거하

여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제2조제5호)를 갖게 됐고 특수대학원까지 운영

(제29조)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6월 5일에는 사이버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20796호)되어 2009년부터 ｢고등교육법｣ 상 사이버대학의 개

교가 가능해졌다.

3. 사이버대학 주요 현황

가. 사이버대학 개황

2018년 9월 현재, 사이버대학은 총 21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19개교는 ｢고등교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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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 학교법인명 학교명
개교

(최초 개교)
소재지

동일법인
학교명

학사

경희학원 경희사이버대 2009(2001) 서울 경희대

광동학원 국제사이버대 2009(2003) 경기 수원 군장대

영광학원 대구사이버대 2009(2002) 경북 경산 대구대

동서학원 부산디지털대 2009(2002) 부산 동서대

동원육영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2009(2004) 서울 한국외대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 2009(2001) 서울 신일고

대양학원 세종사이버대 2009(2001) 서울 세종대

원광학원 원광디지털대 2009(2002) 전북 익산 원광대

고려중앙학원 고려사이버대 2009(2001) 서울 고려대

숭실사이버대학교 숭실사이버대 2009(2001) 서울 숭실대

한양학원 한양사이버대 2009(2002) 서울 한양대

화신학원 화신사이버대 2009 부산 부산경상대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2010(2002) 서울 -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디지털대 2010(2001) 서울 -

한문화학원 글로벌사이버대 2010 충남 천안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

열린학원 열린사이버대 2011(2001) 서울 -

건양학원 건양사이버대 2012 대전 건양대

전문
학사

영진교육재단 영진사이버대 2010(2002) 대구 영진전문대

이후학원 한국복지사이버대 2011 경북 경산 -

사이버대학 19개교

학사 경북학원 영남사이버대 2001 경북 경산 영남외대

전문학사 한민족학원 세계사이버대 2001 경기 광주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개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이버대학이라는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일정 학점 이수 시 학위가 

주어지며, 2개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21개교 중 18개교는 4년제 학사 학위과정으로 운영되며, 나머지 3개교는 2년제 전문학사 학위과정

으로 운영된다. 지역별 학교 수는 서울 10개교, 경기 2개교, 부산 2개교, 대구 1개교, 대전 1개교, 

전북 1개교, 충남 1개교, 경북 3개교로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 표 3-2-2 ]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현황 

나. 사이버대학 입학생 수 및 재학생 수

사이버대학 입학생 수 및 재학생 수는 인터넷 발달과 자격증 취득 및 직업 직무 관련 역량 강화 

수요 증가에 따라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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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3 ] 사이버대학 입학생 수 및 재학생 수 (2013∼2018 교육통계조사 자료) (단위: 명, %) 

학년도
입학자 수(정원내) 재학생 수

비고
학생 수 증감율(전년비) 학생 수 증감율(전년비)

2017 25,527 △5.7 107,513 ▲0.2

2018 26,072 ▲2.1 108,775 ▲1.1

 ※ 사이버대학 +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생 수 포함

4. 사이버대학 정책 현황

2018년 사이버대학 정책은 학령인구 급감, 노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 등 

사회 패러다임 환경 변화에 맞추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원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방향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 그림 3-2-1 ] 사이버대학 정책 방향

가. 사이버대학 제도 개선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같은 학제 고등교육기관 간에는 동일 기준의 적용이 바람직하나, 법령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사이버대학에 대한 규제가 타 고등교육기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었다. 이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2016∼2017년)을 통해 

같은 학제 고등교육기관 간 교명사용 허용,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3학년 정원 외 편입학)가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조기졸업제도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진출 소요기간을 단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평생교육법｣ 상의 원격대학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시설 폐쇄 및 인가 취소 시 

학적부 이관 등에 있어서 ｢고등교육법｣ 상의 타 고등교육기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행정처리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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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학위를 인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및 인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폐쇄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나. 사이버대학 역량 진단 실시

사이버대학은 2001년 9개 대학 5,600여명의 입학생으로 설립된 이래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온라인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설립･전환 및 학생정원 조건 이행 수준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현행화하

기 위하여 ‘원격대학 역량진단 평가지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선된 평가지표의 공유를 통하여 사이버대학 자체적으로 사전에 역량을 진

단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간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 사이버대학 특성화 유도

2003년부터 교육부는 선취업-후진학 기반 조성과 성인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도모하고자 사이

버대학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사이버대학은 교육 및 성인 직업교육 위주의 

우수콘텐츠 66종 개발, 현장 활용성이 높은 학과 신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현장 중심 

교육을 위한 학과 개편 등 온라인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왔다.

2018년에는 일자리 변화, 경제활동 인구수 감소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성인 학습

자 직업･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총 8개 사이버대학이 8개 

교육과정 50종의 교육 콘텐츠(1개 교육과정은 6∼7종의 교육 콘텐츠로 구성)를 개발하며, 교육

과정은 대학 공개강의 공동활용 서비스 KOCW(Korea Open Course Ware)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사이버대학은 교육 콘텐츠를 정규 교육과정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

한다.

사이버대학 특성화 사업은 국가 경제발전 동력의 지속적 창출을 위해 성인 학습자의 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바, 교육부는 교육과정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5개년 

중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성인 학습자에 필요한 직업･직무 교육과정의 발굴･개발, 단기 교육

과정 이수에 따른 인증제 시행, 인증제에 따른 법･제도적 개선, 나아가 교육 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 등의 내용을 연차별 로드맵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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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4 ] 성인 학습자 역량 강화 단기 교육과정 및 교육콘텐츠 개발 현황 

개발대학
(개발영역)

교육과정 개요

교육과정명 교육과정 목표 주요 학습 대상
교육콘텐츠 수

(교과목)

건양사이버 시니어 케어
매니지먼트

노인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분야 종사자의 역량 강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보조사 등

6종
직무전문화

경희사이버
문화 간 소통
전문가 과정

다문화시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존중을 바탕으로 문화 간
대화와 교류 실천

한국어교원, 초･중등 교원 등 6종
직무전문화

고려사이버
SW 코딩 교육
전문가 과정

컴퓨팅 사고에 기반을 둔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SW 코딩 및 프로그래밍 
역량 강화

SW코딩교원, SW개발자
SW코딩 전업 희망자 등

7종
취업･전직

국제사이버
웰빙 스마트팜
귀농귀촌과정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ICT 
접목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귀농･귀촌 희망자, 도농교류 
희망자, 농업 6차 산업 종사자 등

6종
귀농귀촌

부산디지털 60＋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老-老 케어 서비스 

전문가 양성’

가사, 정서,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
있어서 노인에 의한 노인 돌봄 서비스 
역량 강화

60세 이상 장년층 중
노노케어 서비스
제공자 및 희망자 등

6종
사회봉사

영진사이버
SMT

(Surface Mounting
Technology)

산업 교육 과정

산업체 주문식 교육을 통한 일-학습 
병행체제 지원 및 SMT 산업 분야 
초･중급자 양성

특성화고 관련 학과
졸업 예정자, SMT 산업 
종사자 등

6종

산업체연계

원광디지털 고령 친화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니어 요가 교육과정

중･장년층 성인으로서 요가명상 기반의 
맞춤형 건강운동 관리 전문가 양성

요가강사, 생활체육지도사 등 6종
직무전문화

한양사이버
4C 인재를 육성하는
코딩강사 양성과정

컴퓨팅 사고 능력과 프로그램 및
능력을 균형있게 배양하는 코딩강사 
육성

초･중등 코딩 교원, 전업 희망 
SW개발자 등

7종
직무전문화

계 8개 교육과정 50종

라. 사이버대학 미래형 교육 기반 구축

IT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적이며 현장 실무형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 미래형 교육환경으로의 전환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직업현장의 실제적 교육 효과성 증진을 위한 실습교육에 적합한 증강･가상현실 등 IT 기술

을 활용한 버츄얼랩 구축. 둘째, 학습자 주도형 학습을 위한 플립러닝의 핵심요소인 교수자와 학습

자 간의 양방향 인터랙션이 가능한 실시간 화상강의 구축. 셋째, 적응형 학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자 분석 체계 구축. 넷째, 원격대학 글로벌 학습환경 지원을 위한 

다중언어 번역 및 소외계층을 위한 자막 시스템 구축 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차세대 고등교육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증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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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과제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및 온라인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

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교수･학습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 등 평생학습시대에 맞는 역할 정립을 

위해 대학 간 상호 협력에 기반을 둔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온라인 고등교육 수준 제고를 위한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차별화된 온라인교육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수－학습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사이버대학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를 

교수－학습 과정 개선에 둘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학과 또는 전공분야별로 산업계의 요구와 

연계되는 다양한 커리큘럼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온라인 학습전략에 출석수업, 오프

라인 실습 등을 보조하는 혼합학습(Blended Learning)을 통해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이버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일관된 추진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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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운영 현황

1. 사업 개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68년 방송대학 설립의 법적 근거(｢교육법｣ 제114조의 2 신설, 법률 

제 2045호)를 마련하고 1972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6106호)｣에 의거 우리나라 

최초의 원격교육기관으로 개교하였다. 개교 당시 2년제 초급대학 과정으로 5개과(가정학과, 경영

학과, 농학과, 초등교육과, 행정학과)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1982년 서울대학교에서 분리 

독립하여 학사과정 3개 학과를 증설하였고 교재 발간을 위한 출판부, 교육 방송을 위한 방송대학

TV(OUN)를 개국하였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경제적 조건,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일정 기간 교육 시설에서 직접 교육받지 

못하는 학습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라디오, TV를 통한 방송 강의를 시작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 교육방법인 이러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학습자의 교육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목적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일반 교육과 더불어 직업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전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함으

로써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꾀하고 국가적으로는 사회교육의 확대 발전을 제고한다. 넷째, 평생 

교육을 통해 새로운 시대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 서비스의 특징은 원격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의 효과성,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교육, 혼합학습(Blended learning)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이

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전국에 13개의 지역대학과 서울 지역에 3개의 학습센터 및 주요 시･군 

지역에 32개의 학습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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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운영 현황

가. 교육 체제

1) 학사과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학문 영역별 구분에 따라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교

육과학대학 등 4개의 단과대학에서 23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인문과학대학에는 5개 학과(국어

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일본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사회과학대학

에는 8개 학과(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미디어영상학과, 관광학과, 사회복

지학과1))가 개설되어 있다. 교육과학대학에는 4개 학과(교육학과, 청소년교육과, 유아교육과, 문화

교양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자연과학대학에는 6개 학과(농학과, 생활과학과, 컴퓨터과학과, 정보통

계학과, 환경보건학과, 간호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2) 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과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총 18개 학과의 석사학위 과정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원은 2001년

에 4개 학과(행정학과, 경영학과, 정보과학과, 평생교육학과) 200명을 정원으로 하여 개원하였다. 

2003년에는 2개 학과(가정학과, 유아교육학과)를 2006년에는 3개 학과(실용영어학과, 간호학과, 

이러닝학과)를 신설하였다. 2011년에는 8개 학과(실용중국어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영상

문화콘텐츠학과, 농업생명과학과, 바이오정보･통계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청소년교육학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는 2개 학과(문예창작콘텐츠학과, 아프리카･불어권 언어문화학

과)를 신설하였다. 

경영대학원은 2012년 8월에 대학원의 경영학과를 폐지하고 새로 설립하였으며 HR(Human 

Resource)컨설팅, GM(General Management), 테크노경영, 마케팅, 재무금융, 회계세무, 경제정책, 

국제무역 8개 전공으로 운영하고 있다.

3) 프라임칼리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교육부 ‘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성인학습자 친화형 대학인 

프라임칼리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프라임칼리지에서는 국고를 지원받아 ‘방송대 중심의 

블렌디드러닝 환경 구축’ 사업, ‘국가스마트 후진학 체제구축’ 사업, ‘원격고등평생교육 체제구축’ 

1) 사회복지학과는 2018년 신규 개설 학과임



375

제2장 원격대학 현황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선취업 후학습 학위과정, 비학위과정(학점 및 비학점), 대국민 

무료 교육과정인 재직자 기초 및 역량향상과정, 학습 소외계층 지원과정, 공개교육 과정(OER)을 

운영하고 있다. 비학위과정에서는 기존의 평생교육원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서비스한다. 또한 프라

임칼리지는 기존의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고 있던 과정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학생 현황

1) 학사

학사과정 등록생은 2017년 4월 현재 총 11만 3,780명의 학생이 등록하였다. 유아교육과가 

11,422명(9.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생활과학과가 9,751명(8.0%), 영어영문학과가 

9,706명(8.0%), 청소년교육과가 9,648명(7.9%) 순이었다.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41∼45세가 19,393명

(17.0%)로 가강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46∼50세가 17,761명(15.6%), 36∼40세가 16,247명

(14.3%) 순이었다.

[ 그림 3-2-2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연도별 등록생 수(학사) (단위: 명)

※ 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7 통계연보

2) 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2017년 4월 현재 재학생은 총 2,03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40∼49세

가 888명(4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30∼39세가 518명(25.4%), 50∼59세가 430명

(21.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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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3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연도별 재학생 수(대학원) (단위: 명)

※ 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7 통계연보

대학원 개원 이래 총 졸업생(석사)은 3,723명이고 2016년에는 563명이 졸업하였으며 이중 논문 

졸업생 비율은 18.3%이었다. 경영대학원은 2013년에 100명을 정원으로 첫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18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재학생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40∼49세가 76명(4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 프라임칼리지 운영 현황

가. 선취업 후학습 과정

고졸 재직자의 평생직업역량 향상을 위한 ‘선취업 후학습’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후학습 접근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에 후학습자를 위한 

학사학위과정 개설을 지원하였다.

학사학위과정은 금융･서비스학부, 첨단공학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회계금융전공, 서비스경

영전공, 산업공학 전공, 메카트로닉스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위과정은 2014년 첫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2017년 4월 현재 금융･서비스학부 재학생은 942명, 첨단공학부 재학생은 815명이

다. 연령별 비율을 보면 금융･서비스학부는 20∼24세가 23.4% 첨단공학부는 25∼29세가 2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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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5 ] 프라임칼리지 학위 과정 연령별 재학생 수 (단위: 명, %) 

구분 합계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금융서비스부 942 17(1.8) 220(23.4) 177(18.8) 140(14.9)

첨단공학부 815 14(1.7) 148(18.2) 170(20.9) 142(17.4)

구분 35∼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금융서비스부 134(14.2) 197(20.9) 52(5.5) 5(0.5)

첨단공학부 141(17.3) 158(19.4) 29(3.6) 13(1.6)

※ 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7 통계연보

나. 허브대학

1) 재직자 기초 및 역량향상 과정

프라임칼리지는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력개발 기회를 확대와 재직자 친화형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직자와 예비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직자 기초 및 역량향상과

정 온라인 교과목들을 개발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재직자 기초과정은 연 5회 운영되며, 수료 

시 프라임칼리지 학장 명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총 30차 시 이상 수료자가 프라임칼리지 학위과정

에 입학할 경우에는 입학하는 첫 학기 학비를 10만 원 감면하고 있다.

 재직자 기초 및 역량향상과정은 2013년 3개 교과목, 2014년 14개 교과목을 개발하였으며, 2015

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NCS 직업기초능력 교육매뉴얼을 준용한 ‘직업기초능력 표준교육과정’

의 10개 능력 영역별 교과목 및 학습방법을 안내하는 활용가이드 등 총 11개 교과목을 개발하였다. 

2016년에는 NCS 직업기초능력 10개 영역에 대한 29개 교과목과 한국폴리텍대학과의 교육 협력을 

기반으로 NCS 학습모듈 기반의 3개 교과목과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준비를 위한 4개 교과목을 

개발하였다. 2017년에는 전산회계 1급 4개 교과목, 전산세무 2급 5개 교과목, 전기기사 5개 교과

목, 산업안전기사 2개 교과목 등 자격증 취득 준비를 위한 교과목 총 16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과목은 허브대학 홈페이지(hub.knou.ac.kr)에서 2014년에는 12개 교과목을 운영하여 상･하반기 

통산 7,378명이 과정을 수강하였으며, 2015년에는 22개 교과목을 연 2회 운영하여 총 4만 508명이 

과정을 수강하였다. 2016년에는 30개 교과목을 연 5회 운영하여 총 11만 8,576명이 수강하였다. 

2017년에는 66개 교과목을 연 5회 운영하여 총 13만 1,588명이 수강하였다. 2018년에는 64개 

교과목을 연 4회 운영할 예정이며 총 2만 4,122명이 수강 중이다.

2) 학습소외계층 지원과정

프라임칼리지 학습소외계층 지원과정은 결혼이민자, 귀화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문화 배경 학습

자의 한국사회 자립역량 제고 및 다문화 시민으로서의 적극적 사회 참여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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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교육과정에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을 위한 고등

교육, 직업교육, 부모교육 분야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특히 고등교육 진입 준비를 위한 

예비대학 과정, 한국적 인문 지식･소양 습득을 위한 한국학 특화과정, 한국 사회로의 적극적 진출

을 위한 직업교육과정(자격증과정 포함), 자녀 교육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과정 등이 특화

되어 있다. 또한 교육콘텐츠에 다국어 자막을 함께 제공하여 우리말이 서툰 이주민 및 외국인 

학습자들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위탁교육과정

위탁교육과정은 협력기관이 특정한 온라인 콘텐츠들을 프라임칼리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

으로, 현재 프라임칼리지는 사내대학과 재직자 기초과정의 일부 교과목들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위탁교육과정은 방송대가 보유한 교양교과목, 재직자 기초과정 중 협력기관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한 후, 프라임칼리지 허브대학 사이트 학습관리시스템

(LMS)에 교과목을 탑재하여 학생들이 수강하고, 프라임칼리지에서는 튜터, 온라인시험, 성적산출 

등의 과정운영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14년에는 KDB금융대학교, 현대중공업공과대학,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LH토지주택대학교, 

포스코기술대학 등 5개 사내 대학을 위탁 운영하였다. 2015년에는(LH토지주택대학교 제외) 2014

년 운영한 4개 사내대학을 지속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한국폴리텍대학 2과목, 탐라교육원 1과목, 

한국철도시설공단 3과목 교과목을 위탁 운영 하였다. 2016년에는 KDB금융대학교, 현대중공업공

과대학,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포스코기술대학 4개 사내대학을 지속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한국

폴리텍대학 2과목, 한국철도시설공단 3과목, 공무원연금공단 5과목, 탐라교육원 1과목을 위탁 운

영하였다. 2017년에는 사내대학과정으로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포스코기술대학, 현대중공업공과

대학 3개교 및 한국폴리텍대학 3과목을 위탁 운영하고, 탐라교육원 1과목, 공무원연금공단 7과목

을 위탁 운영하였다. 

2018년 상반기에는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포스코기술대학 2개 대학과 한국폴리텍대학 3과목을 

위탁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현대중공업공과대학과 공무원연금공단 2과목, 탐라교육원 1과목을 위

탁 운영 중이다.

다. 평생교육과정

프라임칼리지 평생교육과정은 성인 학습자의 특성 및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생애주기 기반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2012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전문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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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정, 인문교양과정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교육 형태는 교과목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출석), 혼합(온라인＋오프라인)의 3가지 형태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도 32개, 

2013년도 30개, 2014년도 31개, 2015년도 54개, 2016년도 2개, 2017년도 2개 교과목으로 총 151

개 교과목이 개발되었으며, 지난 6년간(2012∼2017년) 운영으로 총 52,350명이 수강한 바 있다. 

라. OER 서비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2012년부터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er.knou.ac.kr). OER 서비스는 4050세대 전문 인력의 경험과 기술을 교육 자료로 축적하여 무료

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OER 서비스의 특징은 기존의 OER 또는 대학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문 중심의 OCW와는 달리 4050세대들의 경력개발과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OER 콘텐츠 확보 및 제공에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OER 콘텐츠는 총 153과목이며, 유투브, 

네이버캐스트,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등에도 콘텐츠 개방 및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4. 교육 콘텐츠 제작 현황

가. 강의 콘텐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모든 과목은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강의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TV, 오디오, 이러닝(멀티미디어, 웹) 중에서 하나의 매체를 선택하여 강의를 개발 

[ 표 3-2-6 ] 매체별 강의 제작 현황 (단위: 편)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TV

학부과정 392 344 195 271 370

TV평생교육과정 276 273 118 363 630

프라임칼리지 외 83 157 106 31 178

소계 751 774 419 665 1,178

오디오
학부과정 106 - 16 - -

소계 106 - 16 - -

멀티미디어
학부과정 2,505 1,964 2,408 2,637 2,242

소계 2,505 1,964 2,408 2,637 2,242

웹

학부과정 35 - - - -

대학원 97 1,388 1,005 1,002 745

프라임칼리지 외 90 659 856 931 778

소계 222 2,047 1,861 1,933 1,523

※ 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7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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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공하고 있다. 제작된 강의 콘텐츠 4,934편 중 이러닝 강의는 3,765편(76.0%), TV 강의는 1,178

편(24.0%)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2005년 학부에 개설된 18개 교과목에 대해서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강의를 

제공한 이래, 이러닝 강좌의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인 오디오와 TV가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또한 모바일 환경, 스마트 기기 

등 신기술을 고려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강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강의 교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82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를 발족시켜 인쇄교재, 녹음강의 카세

트테이프, 시디롬, MP3 등 다양한 형태로 강의 교재를 제작 및 발행하였다. 2017년 4월 현재 620종

의 기본 교재와 505종의 워크북이 활용되고 있다. 강의 교재는 학부 과정에만 적용되며 대학원 

과정의 경우는 교재를 별도로 발행하고 있지 않다.

[ 표 3-2-7 ] 연도별 교재 제작 현황 (단위: 종, 부)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기본 교재
종수 505(109) 588(77) 636(83) 580(117) 620(115)

부수 1,198,200 1,267,397 1,202,278 1,071,181 1,010,239

워크북
종수 416(128) 518(86) 504(90) 477(96) 505(114)

부수 919,830 1,014,061 865,984 787,050 772,110

*( )안은 신규개발 도서 수

※ 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7 통계연보

201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디지털 교재는 현재 총 390종의 학부용 교재를 서비스하고 있다. 

디지털 교재는 학습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제작되었다.

5. 과제와 전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취지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함으로써 국가 인재 양성에 이바

지 한다.’이다. 이러한 설립 취지에 맞게 그동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

에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격교육은 이제 모든 교육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교육 방법인 이러닝은 국경을 초월하여 가장 보편적인 교육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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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주어진 기본적인 국가적 

책무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신입생의 감소와 3, 4학년의 편입생이 증가하는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국민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 서비스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국가 인재 양성을 위한 신규 학과 개설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 환경에 맞춰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습자 중심의 신교육 체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보사회의 도래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이 필요한 역량을 쉽게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방송통

신대학교의 교육 체제는 산업 시대에 만들어진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나노디그리, 마이크로러닝 등 다양한 신교육 체제 

도입을 모색하여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요구와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한국방송

통신대학교는 학위과정뿐만 아니라 비학위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대학들이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률을 고려하여 취업과 관련이 없는 학과는 개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논리에 려 학과가 개설되지 않아 교육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설립 취지에 맞게 국민

이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즉, 시대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교육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래하는 새로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 

측면과 수요자가 요구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

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를 벗어나 국제 사회의 공공선 기여가 필요하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체계적인 국제 

협력을 위해 2016년 7월 국제협력단 조직을 출범시켰으나 비정규 조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원격교육에 대한 전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와 UNITWIN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AAOU(Asian Association of Open 

Universities)와 같은 국제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그 역할이 점점 확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맞는 전문 조직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교육환경에 맞는 

원격교육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한국 교육의 인지도 확대는 물론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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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2009년 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사무총장이 한국의 교육정보화와 사이버대학 

운영 경험을 아세안 국가에 전하고, 한－아세안 간 교육 및 인적 자원 교류 확대를 위해 한－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어 10월에 열린 제1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사업의 

추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은 아세안 교육 분야 고위급회의(SOM-ED, ASEAN 

Officials Meeting on Education, 2009.11)에서 ‘한－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에 관한 의제를 발표 

후, 아세안 사무국과 협의하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ACU프로젝트(ASEAN 

Cyber University Project)가 태동하였다. 2010년 8월 아세안 후발 개발도상국인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대상으로 이러닝 역량 강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4개국 국가

에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별로 거점대학 각 1개교(캄보디아 공과대학, 라오스 국립대학, 미얀

마 기술대학, 베트남 하노이공과대학)를 선정하였다. 당초 2010년 한－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계획에는 2015년 이후 한－아세안 국가 간 합의에 따라 학위기관으로서의 사이버대학을 설립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3년 4월 ACU  프로젝트 운영 위원회에서 본 프로젝트 관련 아세안측 협력기관인 아세안대학

연합(AUN, ASEAN University Network)은 “대학 설립에는 길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므로 연합 

형태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초기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 설립･운영 방향(대학의 수준, 학생 유치,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언어 등), 

설립 위치, 재원 부담 주체 등에 관하여 아세안 10개 회원국과의 의견 조율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에 비해 대학

의 이러닝 역량과 인터넷 인프라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아세안사이버대학을 설립하기 

전에 이들 국가들의 이러닝 역량 수준을 높이는 게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했다. 이외에도 여러 

이유로 2015년 아세안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한 당초 계획을 2020년까지 추진하기로 변경하고

(2013.7, 부총리 결재), 이를 아세안 교육 분야 고위급회의(SOM-ED)에 보고하였다(2014.2).

변경된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1주기(2013∼2015년)에서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중심으로 이러닝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한－아세안 간 교육 및 인적 자원 교류를 촉진하였다. 사업 

추진 2주기(2016∼2020년)에서는 한－아세안 간 고등교육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교육 및 인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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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4 ] 변경된 ACU프로젝트 중장기 로드맵

※ 출처: 교육부,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 프로젝트 추진계획 변경(안), 2013.7

교류 확대를 목표로 ACU-OER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아세안 참여 국가 

및 대학을 보다 확대하여 기존에 구축한 인프라와 콘텐츠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후 

1∼2주기의 사업 추진 성과를 토대로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세안과

의 협의를 통해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2. 추진 현황

가. 비전과 전략

한－아세안의 고등교육 발전 및 동반성장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1주기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4C 전략(Customization, Connection, Contents, Collaboration)을 수립했다. 첫째, 국가

별 맞춤(Customization) 전략에 따라 국가별 이러닝 환경에 맞게 이러닝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이러닝 콘텐츠 제작 및 이러닝 교육과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둘째, 연계(Connection) 전략에 따라 

다양한 공개 대학 강의 콘텐츠 연계를 통해 공동활용 콘텐츠를 확충한다. 셋째, 개방형 콘텐츠

(Contents) 플랫폼 전략에 따라 ACU-OER과 같은 개방형 콘텐츠 공유 플랫폼 운영을 통한 콘텐츠 

공동활용 인프라를 강화한다. 넷째, 협력(Collaboration) 전략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세안의 정부(교

육부) 간,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추진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아세안 

4개국(CLMV) 이러닝 역량 강화, 한－아세안 공동 콘텐츠 활용 및 운영 확대, 아세안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한－아세안 네트워크 확산 및 교류 협력 강화 등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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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5 ]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비전, 목표 및 전략 체계도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주기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제안 발표 자료, 2015

나. 추진 체계

ACU프로젝트의 추진체계는 회원국 교육부와 회원대학의 정책 결정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 그리고 CLMVT(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회원대학

과 아세안 국가의 참여 대학, 아세안대학연합(AUN), 국내 협력대학, 사업 기획･운영을 맡고 있는 

ACU사무국(KERIS)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림 3-2-6 ]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추진 체계도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년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실행 계획, 2018

2016년 2주기 사업에서는 국내 협력대학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아세안 4개국(CLMV) 국가별로 

1:1 매칭을 추진하였다. 캄보디아는 숭실사이버대학/건양사이버대학 콘소시엄, 라오스는 원광디지

털대학/원광대학교 콘소시엄, 미얀마는 부산디지털대학/동서대학교 콘소시엄, 베트남은 영진사이버 

대학/영진전문대학 콘소시엄이 협력하고 있다. 고등교육 이러닝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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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 부터는 ACU 설립을 위하여 아세안 10개 회원국 교육부 

고등교육 담당관으로 구성된 아세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표 3-2-8 ]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기관별 역할 및 기능 

구 분 역 할

교육부 ∙ 사업 기획 및 정책 총괄, 예산 지원 및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력 등 프로젝트 총괄

아세안 회원국 교육부 ∙ 국제 협력, 프로젝트 및 협력기관 행･재정적 지원

운영위원회 ∙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주요 내용 협의･조정

실무위원회 ∙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주요 사안별 전문가 협의

자문위원회
∙ 국제 협력,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각종 자문 
※ 중장기 지속 가능 협력 및 다국적 사업 지원 등을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민간 포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운영 

ACU 사무국
(KERIS)

∙ 사업 시행 총괄 및 예산 집행
∙ 이러닝 운영 경험 전수 및 한－아세안 공동 협력 사업 참여

회원대학
(Member University)

∙ 아세안 4개국(CLMV)에서 거점대학으로 선정한 6개교이며, 사무국이 ODA 예산을 직･간접 투입하여 
이러닝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
※ 태국의 SPU는 1주기 사업에서 회원대학으로 가입 승인(2013)을 받았으나 ODA 대상이 아님

협력대학
(Cooperative University)

∙ CLMV 회원국과 일대일 매칭을 이룬 국내 4개 대학으로 사무국과 협력하여 이러닝 역량 강화 및 국가별 
맞춤 컨설팅 지원

참여대학
(Participating University)

∙ ODA 예산 지원 비대상 기관으로 ACU-OER 및 고등교육 협력 등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외 
대학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년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실행 계획, 2018

다. 사업 영역별 주요 내용

1) 아세안 4개국(CLMV) 이러닝 역량 강화

이러닝 전문가 양성 초청 연수 개최, 이러닝 관련 강좌 수강 바우처 제공, 현지 이러닝 세미나 

및 이러닝 확산 교육 지원, 이러닝을 활용한 우수 사례 발굴 지원 등을 통해 아세안 4개국(CLMV)의 

이러닝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2018년 아세안대학 이러닝 전문가 양성 연수는 아세안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의 회원대학 6개교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 관련 담당자 24명을 초청하여 2주간 실시되었다. 1주차

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 과정과 직무별 역할, ACU LMS 시스템/클라우드 서비스, 고등교육 교수학습 

질 개선 정책, 이러닝/OER 관련 고등교육 동향, 저작권 기초 교육, 지능정보기술의 교육적 활용 

방안 등으로 구성된 공통교육과정을 제공하였다. 2주차는 국내 협력대학과 공동으로 구성한 문제

중심형 교안 및 촬영 방법 교육, 콘텐츠 플랫폼 및 교안 디자인 방법, 교안 편집(메시지 설계, 

PPT 사용방법), 콘텐츠 촬영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실습, 촬영 영상 및 데이터 관리, 웹 템플릿 

디자인 개발, 학습 동기유발 전략 워크숍, 포토샵을 활용한 그래픽 소스 제작, 미디어 워크플로우, 

1주차 샘플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실습으로 구성된 심화교육과정으로 현장 실습 워크숍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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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들은 당해 개발 예정 콘텐츠의 1주차 강의를 직접 제작하고 이 산출물을 성과발표회를 통해 

공유했다. 연수생들은 2주간의 연수 기간 동안 협력대학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과 

지식･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협력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들 스스로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이러닝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013년부터 실시된 이러닝 역량 강화 연수 내용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다.

[ 표 3-2-9 ] 2013∼2015년 ACU 사업 1주기 이러닝 역량 강화 연수 

연도 장소 기간 연수생 교육 내용

2013 한국 8. 19∼8. 29 18명
∙ 기본과정: ICT 기술 교육, 기획, 콘텐츠 설계 및 디자인
∙ 직무과정: 원고 작성법, 스토리보드 작성, 교수설계 등

2014 한국

5. 26∼6. 6 20명
∙ 직무과정: 콘텐츠 개발 과정의 이해, 거시설계 및 미시설계, 원고 작성 및 

분석 등

7. 28∼8. 8 16명
∙ 직무과정: 강의 계획서 작성, 콘텐츠 검수, 강의 평가 및 운영, 스토리보드 

가공법 등

2015

한국 5. 24∼ 6. 11 28명
∙ 기본과정: 프로젝트 관리, 스토리보드 작성 기초, 교수 전략, 동기 전략 등
∙ 직무과정: 저작 도구 제작, 프로토 타입 시연 및 평가, 프리미어 편집 기술, 

서울대학교 CTL 방문 등

캄보디아 7. 11∼7. 15 22명
∙ 기본과정: 학습 흐름도의 기본 구성과 유형화, 메시지 디자인, 개발 실습 

및 피드백, ACU LMS 소개 등

미얀마 9. 3∼9. 5 28명
∙ 기본과정: Bloom의 인식영역 분류 체계, ARCS 학습동기이론의 이해와 

응용, ACU LMS 소개 등

라오스 11. 3∼11. 5 30명 ∙ 기본과정: 한국식 이러닝 및 플립러닝, 이러닝 로드맵, ACU LMS 소개 등

베트남 12. 1∼12. 3 30명
∙ 기본과정: 모듈별 역할 소개, 콘텐츠 제작 과정, ABCD 이론을 적용한 학습 

목표 작성법, ACU LMS 소개 등

※ 출처: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2013∼2015

[ 표 3-2-10 ] 2016∼2018년 ACU 사업 2주기 이러닝 역량 강화 연수 

연도 장소 기간 연수생 교육 내용

2016 한국 6. 19∼7. 1 30명

∙ 기본과정: ACU LMS 및 모바일애플리케이션 활용 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 
과정과 직무별 역할, 국내외 ICT 활용 고등교육 교수학습 트렌드, OER 저작권 
교육, 저작 도구 교육

∙ 직무과정: 원고 개발, 스토리보드 작성, 품질 관리, 스토리보드 작성, 콘텐츠 
디자인의 이해, 프로토 타입 스케치 및 개발, 영상 장비 활용, 직무별 심화 실습 등

2017 한국 5. 14∼5. 26 24명

∙ 기본과정: ACU LMS/LCMS/OER 활용 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 과정과 직무별 
역할, 국내외 ICT와 고등교육 동향, 저작권 기초 교육 등

∙ 직무과정: 이러닝 요구 분석, 원고 개발, 스토리보드 작성, 품질관리, 콘텐츠 디자인, 
프로토 타입 개발, 영상 장비 활용, 직무별 실습 등

2018 한국 4. 15∼4. 27 24명

∙ 공통교육과정: 이러닝 콘텐츠 개발 과정과 직무별 역할, ACU LMS 
시스템/클라우드 서비스, 고등교육 교수학습 질 개선 정책, 이러닝/OER 관련 
고등교육 동향, 저작권 기초 교육, 지능정보기술의 교육적 활용 방안 등

∙ 직무별 교육과정: 문제중심형 교안 및 촬영 방법 교육, 콘텐츠 플랫폼 및 교안 
디자인 방법, 교안 편집(메시지 설계, PPT 사용방법), 콘텐츠 촬영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실습, 촬영 영상 및 데이터 관리, 웹템플릿 디자인 개발, 학습 동기유발 
전략 워크숍, 포토샵을 활용한 그래픽 소스 제작, 미디어 워크플로우, 1주차 샘플 
콘텐츠 제작 등 

※ 출처: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2016∼2017 / 이러닝 전문가 초청 연수 결과 보고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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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LMV 회원대학 이러닝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 계획 수립과 발전 방안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교직원의 이러닝 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ACU프로젝트 사무국과 

국내 협력대학의 긴 한 협조 하에 이러닝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CLMV 회원

대학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2) 한－아세안 공동 콘텐츠 활용 및 운영 확대

ACU프로젝트 사무국은 한－아세안의 공동활용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해 CLMV 회원대학이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발된 콘텐츠에 대한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 지원, 

이러닝 질 관리 체계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CU프로젝트 사무국은 국내 협력대학과 긴 한 협조 하에 CLMV 회원대학이 자력으로 공동활용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의 전 과정에 걸쳐 온･오프라인 착 코칭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92종의 콘텐츠가 제작되었으며, 2018년에는 

20종의 신규 콘텐츠가 개발될 예정이다. 

[ 표 3-2-11 ] 2012∼2017년 ACU 이러닝 콘텐츠 개발 현황 (단위: 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예정) 계

캄보디아 2 2 4 7 3 5 5 28

라오스 - 1 2 2 3 5 5 18

미얀마 - 1 3 2 3 5 5 19

베트남 2 2 3 4 3 5 5 24

ACU 사무국 8 8 4 1 2 - - 23

계 12 14 16 16 14 20 20 112

※ 출처: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2012∼2017

2016년부터 국내 협력대학 이러닝 콘텐츠 전문가로 구성된 콘텐츠 품질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러닝 콘텐츠 제작･운영･검수 방안을 마련하여 지침을 보급하는 등 콘텐츠 공동활용을 위한 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

ACU프로젝트 사무국은 CLMV 회원대학 및 아세안 국가의 이러닝 콘텐츠 이용을 활성화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학점･비학점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교수자를 위한 운영 매뉴얼

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사업 초기인 2012년에는 3개 강좌를 개설하여 166명의 학생들이 수강하

였으나, 2017년에는 총 135강좌를 운영하여 약 8,508명의 학생들이 이러닝 과정을 수강하였다. 

향후 이러한 증가 추세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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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12 ] 2012∼2017년 CLMV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 현황 (단위: 수,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설 강좌(수) 3 10 35 71 89 135

수강생(명) 166 2,387 2,118 4,787 6,523 7,968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 2012∼2017

3) ACU 시스템 운영

ACU 이러닝 시스템은 포털 홈페이지,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LCMS,), 학습관리시스템(LMS)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ACU LMS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강화 시스템(SSL 적용, 회원 가입･
탈퇴 로직 개선)을 구축했으며, 시험 관리 시스템, 수료증 발급 시스템, 강의 만족도 조사 모듈을 

개선 및 신설했다. ACU-OER 플랫폼은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조합 기능을 추가했으며 

서비스 페이지를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편했다. ACU LMS는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다운로

드 가능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함으로써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아세안 국가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CDN서비스를 활용한 클라우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표 3-2-13 ] ACU 이러닝 시스템 부문별 기능 

홈페이지 LCMS LMS

∙ 회원 관리
∙ 다국어 지원
∙ 로컬 시간 설정
∙ 테마 템플릿, 스킨 관리
∙ 공지사항, Q&A 등 게시판 관리
∙ 이용 현황 통계
∙ 매뉴얼 관리 등

∙ 콘텐츠 관리
∙ 메타데이터 관리
∙ PIF Import/Export
∙ 개설 과목 관리
∙ 수업 계획서 관리
∙ 학습 목차 관리
∙ 학습 도구 결합 등

∙ 과정별 강의실
∙ 학습 이력/진도/이수 관리
∙ 수강 신청/학사 일정 관리
∙ 출석/과제/토론 관리
∙ 설문/성적/시험 관리
∙ 팀 프로젝트, 협력 학습
∙ 통계 관리 등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시스템 기능 개선 보고 자료, 2016

아세안대학의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CLMV 회원대학(6개교)을 대상으로 현

지 인프라 점검을 실시했다. 회원대학별 이러닝센터 서버 상태 점검 및 현장 조치를 실시했으며 

현지 시스템 튜닝을 통해 서비스 속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ACU-LMS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러닝센터 담당자(CLMV 총 102명)를 대상으로 LMS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ACU LMS/ 

LCMS 시스템, 시험 관리 시스템 및 수료증 발급 시스템, 학습자 만족도 조사 모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습 및 Q&A 시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아세안 권역 내 고등교육 자원의 공동활용을 확대하고 아세안 대학의 고등교육 수준을 제고하고

자 2016년 ACU-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다. 

ACU-OER 플랫폼은 CLMV 회원대학에서 제작한 이러닝 콘텐츠와 ACU 공동활용 콘텐츠, KOCW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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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7 ] ACU OER 목표 시스템 구성도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년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실행 계획, 2018

영문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우선 탑재하였다. ACU프로젝트 참여 국가(참여 대학), 일반대학, 사이

버대학, 민간 및 유관기관, 해외 OER 등의 OER 협력체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아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용자 개인이 업로더이자 다운로더가 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비

스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ACU-OER에서는 약 692종의 영문 콘텐츠를 제공

하고 있다.

4) 한－아세안 네트워크 형성 및 운영

ACU프로젝트 사무국은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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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공동 연구, 국제 콘퍼런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실무위원

회는 연 2회 개최된다. 이 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ACU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사업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2018년 3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제10차 운영위원회와 2018년 1차 실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운영위원회에는 ACU프로젝트 회원국

가(CLMVT) 정부기관 대표 및 회원대학 총장, 아세안대학연합(AUN), 대한민국 교육부와 ACU프로

젝트 사무국 관계자가 참석하여 2018년 ACU프로젝트 연간 계획을 검토하고 전년도 사업성과를 

공유한다. 실무위원회에서는 회원대학별 2017년도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한－아세안 간 

고등교육 교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아세안 간 고등교육 네트워크를 강화

할 수 있었다.

[ 표 3-2-14 ] ACU프로젝트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명) 

연도 장소 주요 내용 참석

2012

베트남
∙ CLMV 이러닝 역량 강화 방안 마련
∙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방안 마련 등

17

태국 
∙ 콘텐츠 질 관리 방안 마련
∙ 이러닝센터 및 허브센터 지원 협의 등

26

2013

캄보디아
∙ 운영위원장 선출
∙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 검토(재협의)
∙ 태국 고등교육위원회 신규 회원 가입 승인 등

25

대한민국
∙ ACU 학점 교류 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 ACU프로젝트 운영 지침 개정 등

25

2014

미얀마
∙ 태국 쓰리파툼대학교(SPU) 가입
∙ 운영위원장 순환제 도입 등

36

라오스
∙ 미얀마 양곤 컴퓨터대학(UIT) 가입
∙ 캄보디아 국립우정통신대학(NIPTICT) 가입
∙ 운영위원회 연1회 개최 합의 등

26

2015 태 국
∙ ACU OER 및 AUN-ACU 콘텐츠 개발 협의
∙ 출라롱콘대학, 어섬션대학 협력점 논의 등

30

2016 베트남
∙ 대학민국 협력대학과의 밀착 협력 논의
∙ ACU OER 사전연구 결과 공유 등

36

2017 캄보디아
∙ 국가별 사업성과 및 국가별 주요 추진사항 공유
∙ ACU프로젝트 질 관리 및 지속 가능한 협력 논의 등

40

2018 라오스
∙ ACU 설립 타당성 검토 및 모델 개발 연구 추진 경과
∙ ACU-OER 공동활용 콘텐츠 확대 방안 등

40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결과 보고서, 2012∼2017 / 제10차 운영위 및 1차 실무위 결과보고서, 2018

아세안 권역의 이러닝 활성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의 공동개발 및 협력 연구 추진, 국제 

콘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에 착수하여 아세안 고등교육 이러닝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했다. 태국 T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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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콘퍼런스, 라오스국립대학 이러닝 정책 워크숍, 아세안＋3 교육 분야 고위급회담 등에 참석

하여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사업 소개 및 대외 홍보를 진행했다. ACU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및 SNS(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여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현안을 실시간 공유하고 

사업 홍보를 추진하였다.

2017년 8월 ACU 이러닝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국내외 이러닝 및 고등교육 전문가를 초청하

여 아세안지역 특화 주제발표 및 이러닝 전문가 참여로 한－아세안 고등교육협력 강화 및 교육 

분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해외 유명 교육서비스인 Saylor 및 아세안지역 국제기구(SEAMEO, 

AAOU)의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하였다. 콘퍼런스 주제 다양화 및 발표 내용의 질 향상을 통해 

참석자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 표 3-2-15 ]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협력기관(대학) 현황

구 분 대학 / 기관

캄보디아

회원대학

∙ 캄보디아공과대학교(ITC: Institute of Technology of Cambodia)
∙ 국립우정통신대학교(NIPTICT: National Institute of Posts Telecommunications and ICT)

라오스 ∙ 라오스국립대학교(NUOL: National University of Laos)

미얀마
∙ 기술대학교(UT: University of Technology)
∙ 컴퓨터대학(UIT: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베트남 ∙ 하노이공과대학교(HUST: Hano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태국 ∙ 쓰리바툼대학교(SPU: Sripatum University)

말레이시아

참여대학

∙ 와와산 개방대학교(WOU: Wawasan Open University)

필리핀
∙ 필리핀 개방대학교(UPOU: University of Philippines Open University)
∙ 필리핀 폴리텍대학교(PUP: Polytechnic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브루나이 ∙ 부루나이 다루살람 대학교(UBD: Universiti Brunei Darussalam)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개방대학(UT: Universitas Terbuka)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이러닝과)

사무국 ∙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고등교육정보부)

협력대학

∙ 숭실사이버대학교＋건양사이버대학교(컨소시엄)
∙ 원광디지털대학교
∙ 부산디지털대학교＋동서대학교(컨소시엄)
∙ 영진사이버대학교＋영진전문대학(컨소시엄)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년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실행 계획, 2018

ACU프로젝트의 기존 회원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에 이어 2016년에 필리핀

과 말레이시아가 2017년에는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가 본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였다. 이들 신규 

참여 국가들은 아세안 권역 내 이러닝 발전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처럼 

한국과 아세안은 고등교육 이러닝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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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8 ]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관련 활동 자료

ACU 제10차 운영위원회(2018. 3) ACU 이러닝 전문가 양성 연수(2018. 4)

ACU 이러닝 국제 콘퍼런스(2017. 8) 캄보디아 콘텐츠 개발 컨설팅(2018. 4)

3. 주요 성과

ACU프로젝트는 아세안 후발 개발도상국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이러닝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CLMV 국가의 회원대학이 자생적으로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타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다소 부족했던 이러닝 역량 

수준을 향상시켜 이러닝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는 것이 본 사업의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캄보디아 회원대학(ITC, NIPTICT)은 숭실/건양사이버대와 공동으로 학점교류 및 공동학위 과정 

운영에 합의했다. 미얀마 회원대학(UT, UIT)은 부산디지털대학과 학점 교류 및 이를 위한 공용 

콘텐츠 개발에 합의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국내 협력대학인 영진사이버대에서 베트남 현지 법인 

중 삼성전자 2차 벤더와 주문식 계약학과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2016년부터 국내의 협력대학을 CLMV 회원대학과 일대일로 매칭하여 이러닝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산출물을 피드백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지 대학이 자체 기술력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활용하는 토대를 정착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러닝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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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전년 대비 22% 증가하는 등 향후에도 이러닝을 활용하는 교수자･학습자의 성장세는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CLMV 대학의 총장이나 교수자 또한 이러닝 유용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

고 있다. ACU프로젝트는 참여 국가 및 아세안대학연합(AUN)을 비롯한 아세안의 국제기구들과 

이러닝 기반의 협력사업 및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국이 아세안의 교육격차 해소에 

일조하고자 하는 의지를 실천함으로써 한－아세안의 외교적 신뢰관계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4. 향후 계획

아세안의 고등교육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국가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ACU-OER 

서비스 활성화와 한－아세안 고등교육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세안 권역에서 이러

닝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각 대학에서 생산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공유되고 활용되는 

과정에서 ACU-OER이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며, 국내의 이러닝 관련 우수 사례들을 

아세안대학에 소개하여 아세안의 현지화 교육 모델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한－아세안 대학 간 협력

의 장 마련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그간의 프로젝트 추진 성과 분석을 토대로 아세안 회원국들이 동의하는 아세안사이

버대학 설립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은 아세안 국가의 

학습자들이 이러닝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제도적 측면 등 다양한 

환경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사항이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ACU 사무국은 ‘아세안 국가별 고등교육 이러닝 수준 진단 연구’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아세안 

사이버대학 모델 및 설립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2019년까지 아세안자문위원회(아세

안 10개 회원국 교육부 담당관으로 구성)와 아세안 사이버대학 모델을 도출하고,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참여를 확인한 후 2020년에는 아세안＋3 교육 분야 고위급 회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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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래 교육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콘텐츠와 

교수 학습방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MIT 등 해외 유수 대학을 필두로 온라인 무료 강의 

서비스인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이라는 교육자료 공개는 양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으

며, 강의의 분류 체계 및 질적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동영상 강의와 

같은 독자학습 자료의 공개･공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 효과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교수자

-학습자 상호작용,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고, 학습자의 학습을 관리해주는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확산, 또한 교실 수업에 도입되는 새로운 교수법(예: Flipped Learning, 

Blended Learning 등)의 활용을 위한 OER의 형태 변화 등이 주목된다. 이러한 OER의 양적 확산과 

질적 변화는 평생교육 측면에서 재교육과 지식 공유는 물론 고등교육 측면에서 교수자의 교수학습 

향상 및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실제에 미치

는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러한 OER 운동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2007년 12월 KOCW(Korea Open Course Ware)

라는 대학 공개강의 공동활용 서비스를 시범 개통하면서 국내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단순 대학 강의 자료의 수집 및 확대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질적인 발전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

고 있다. 콘텐츠 측면에서는 유투브 및 유관 기관과의 공동 해외 MOOC 서비스 등 유명 강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다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이용의 편의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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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현황

대학 공개강의 공동활용 포털인 KOCW(www.kocw.net)는 국내외 대학과 유관기관에서 자발적으

로 공개한 강의 동영상 및 자료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서비스로, 2007년 12월 40개 대학의 150여 

개 강의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거쳐 2009년 12월에는 학습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현하여 본격적으로 

대학의 교수학습 지원을 시작하였다. 현재 KOCW는 대학 강의와 더불어 영어, 교양 세미나, 직무 

교육, 자격증 대비 등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테마 강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권과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고등학생의 진로 선택 및 향상까지 돕는 서비스로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 그림 3-3-1 ] KOCW 연도별 추진 경과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

가. 2009∼2010년(태동기)

2007년 12월 40개 대학의 150여 개 강의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 통합검색 서비스를 시작으로 

KOCW는 대학의 강의 콘텐츠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국가 

대학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대학의 우수한 강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다. 특히 교육부의 세계연구중심대학(WCU, World Class University, 2009∼2013) 육성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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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산출된 첨단 학문 분야의 고품질 강의는 KOCW 공동활용 콘텐츠의 증가에 큰 역할을 

하였다. 다양한 강의 콘텐츠가 KOCW를 통해 공개되어 학습자들은 대학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활용하던 고품질의 강의를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전개 시기)에는 KOCW를 보다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우선 대학정보공시인 ‘대학알

리미(www.academyinfo.go.kr)’에 대학별 KOCW 강의 공개 실적이 포함되면서 대학의 참여도가 

높아졌다. 이전까지 강의 공개에 소극적이던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공개 문화의 확산을 시도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다.

[ 표 3-3-1 ] 최근 5개년 대학정보공시 대학 강의 공개 실적 (단위: 개, 건)

연도 대학 수(개) 동영상 강좌(건) 강의 자료 강좌(건) 전체 공개 차시(건)

2017 118 1,073  421  20,954

2016 106 1,247  608  26,285

2015 116 1,271  700 26,737

2014 108 1,076  690  23,988

2013 116 1,049  716  24,893

실적 합계 5,716 3,135 122,857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0년에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2013년 LINC 사업으로 통합), 인문사회 지원 사

업 등과 같은 국가 재정 지원 사업에서 생산된 강의 콘텐츠 역시 KOCW에 포함돼 다양한 강의 

수요에 부응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보다 다양한 인문사회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역사･경제 등 학습자가 추천한 분야의 대학 강의 동영상을 제작해 KOCW를 통해 공개하였다.

 강의 콘텐츠의 확충과 더불어 KOCW에서 제공하는 강의 콘텐츠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공동활

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중앙일보･조선일보, 2016 교육정보화백서 등 주요 

일간지와 SBS 등의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로 KOCW 이용량이 급증하였으며, 보다 많은 학습자들에

게 KOCW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는 급증하는 스마트폰 수요자를 흡수하기 위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서 이용할 수 있는 KOCW(대학 공개 강의)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으며, 삼성전자(삼성앱스, 

러닝허브, 교육플랫폼), 에브리온 TV(ch.195 대학 공개강의 TV) 등과 제휴하는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KOCW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0년 12월에는 한국인터넷전문가

협회(KIPFA) 주관 ‘Web Awards Korea 2010’ 공공교육 분야에서 최우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상을, 

2012년 4월에는 매일경제신문 주관 모바일 브랜드 대상에서 공공 부문 대상을 받았다. 2013년에도 

조선일보에서 주관하는 앱어워드코리아 공공 부문에서 앱 서비스 대상을 거머쥐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대학의 강의 공개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교육개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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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저작권 바로 알리기 운동’도 전개하였다. 전국 대학교수학습개발센터 담당

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저작권 침해 예방 차원에서 대학에 꼭 필요한 

저작권 사례만을 정리한 저작권 지원 페이지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나. 2011∼2012년(발전기)

2011년부터 KOCW는 폭넓은 주제의 다양한 강의 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여러 유관기관과 연계

해 고품질 강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대학 현장의 자발적 강의 공개 문화를 

정착시키고 강의 콘텐츠의 공동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KOCW 운영위원회도 발족하였다. 운영위원

회는 KOCW를 통한 강의공개에 적극적인 11개 대학이 2년 임기로 참여하였다. 산하에 실무위원회

를 두어 강의 콘텐츠 공동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안과 서비스 가이드라인 등의 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다.

2011년 11월에는 강의 콘텐츠 확대의 일환으로 세계인문학포럼(World Humanities Forum 2011)

의 명강의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해외 유명 대학이 공개한 동영상과 우수 강의 자료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대학에서 운영 중인 이러닝 강의에 대한 메타데이터

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강의 정보 메타데이터 자동수집체계를 대학

에 설치하여 대학에서 개발하여 운영 중인 이러닝 강의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였고, 일부 대학에서

는 일반 이용자에게 영상과 강의 자료 제공이 가능할 경우 자동수집체계를 활용하여 KOCW에 

직접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7년 현재 총 50개 대학에서 강의 정보 메타데이터 자동수집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

며, 이 중 KOCW에 직접 연계가 가능한 대학은 강원대학교, 배재대학교 등 총 9개 대학이다.

[ 그림 3-3-2 ] KOCW 자동수집 시스템 구축 및 개편

중앙 관리 시스템 개편 KOCW 대학이러닝정보 서비스 강의정보 수집시스템 패키지 구현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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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3∼2015년(확대기)

2013년부터 KOCW는 기존 데이터의 활용도 강화를 통하여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았다. 먼저 

2013년에는 대학별 KOCW 강의 공개 실적인 대학정보공시데이터를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연계하

였다. 또한 특정 학습자층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콘텐츠를 재구성한 학습자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대학 기초 강의’ 서비스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강의나 원하는 전공을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 기초 강의’는 국가의 직무능력표준(NCS)

에서 정의한 직업 공통 기초소양 9개 분야에 대한 강의를 제공한다.

한편 대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KOCW 영어 스크립트 제작 봉사단(OES 봉사단)은 2013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언어 장벽으로 학습이 제한되었던 영어 강의 콘텐츠에 대한 활용도를 향상하는 

데 일조하였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6기 187명의 대학생 봉사단이 276개 차시의 KOCW 

콘텐츠에 대한 스크립트를 제작하였다. 2015년에는 14명이 참여해 코세라와 에덱스 등 해외 유명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사이트 제공 강의 165개에 대한 KOCW 통합 검색용 국･영

문 메타데이터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다양한 학습 지원 콘텐츠 확보의 일환으로 한국교양기초교육원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10개 유관기관의 콘텐츠 공동활용을 위해 ‘고등교육콘텐츠나눔협의회’를 구성하였다. 

[ 그림 3-3-3 ] 언론이 주목한 KOCW 이용자맞춤형서비스 및 OES 봉사단 영문스크립트 강의

전공수업, 석학 특강, 해외강의, 
무료 인강 골라보는 시대

KOCW, 독도 및 근현대사 5선 선정 KOCW, 영문 스크립트 제공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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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기존의 KOCW 운영위원회를 확대･개편해 KOCW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콘텐

츠 공개･공동활용을 위한 자문기구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전문대학을 위한 KOCW 서비스인 KOCWC(KOCW College)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강의 공개 

및 공동활용에 소극적이던 전문대학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에는 KOCW 이용자의 활용 행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하였다. 사용자들

이 자주 이용하는 메뉴를 분석한 결과 검색기능 사용이 약 70%, 일반 브라우징이 14%를 차지하였

으므로 메인 페이지를 검색형으로 하고 브라우징형과 추천 강의형의 3가지로 구분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프로모션 영역 및 테마 강의로 구성된 추천 강의형은 이용도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KOCW 이용자들이 학습 목표를 분명히 하고 서비스에 접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 2016년 이후(전환기)

2016년에는 특정 학습 수요 충족을 위한 KOCW 강좌 큐레이션 서비스를 확대하여 해외 MOOC 

서비스, 국가 차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강좌 서비스 등이 신규로 추가되

었다. 2016년 6월에는 한겨레미디어에서 주최하는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2016’에서 KOCW가 

사회공공 부문 우수상을, ‘2016 웹어워드 코리아’에서 전문교육 분야 대상을 수상하였고, 지속적인 

고품질 대학 강의의 수집 및 공동활용을 위하여 대학재정지원 사업(ACE, CK, CORE)에서 제작된 

MOOC 형태의 강의 콘텐츠에 대한 품질 관리를 수행하였다. 2016년 하반기에는 70세 만학도의 

평생교육학습 이용, 공대생의 맞춤형 의수 기술 개발을 위한 실습, 대학 졸업자의 물리인증제 합격 

등 KOCW 우수활용사례 발굴을 통한 이용자들의 다양한 학습법을 지원하는 역할을 알리기도 하였

다. 이처럼 2016년 이후에는 KOCW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취업, 창업 및 평생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통로로 활용됨을 알리고 그에 맞는 강의 테마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앞장

섰으며, 교육의 최신 트렌드에 발맞추어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를 구현하는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2017년 5월에는 영국 교육부 제공의 티처스 TV 해외 강의 콘텐츠 약 3,800여 건을 새롭게 확보

하여 테마 강좌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KOCW에 구축되어 있는 약 500건의 영어 강의를 아세

안 대학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ACU-OER 플랫폼을 통해 공동활용함으로써 이용자가 더 많은 

고품질의 해외 강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신 교육 트렌드 및 이슈에 

따른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이라는 테마강의를 신설하여 컴퓨터 클라우딩 및 활용법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방학 기간에는 KOCW 대학(원)생 운영지원단 구성으로 2017년 하반기에 KOCW 

웹 페이지 개선 작업에 함께 참여하여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 개편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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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18년

2018년 상반기에는 교수자의 교수학습 지원 및 이용자의 강의 콘텐츠 접근성･편의성을 위한 

강의 클립(분절) 기능 개발로 학습자가 원하는 특정 강의 구간을 설정하여 저장 및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또한 네이버에서 KOCW 강의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메타정보 

실시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꾸준히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 개편을 준비 중이다.

[ 그림 3-3-4 ] KOCW 웹서비스 개편 화면 및 강의 클립(Clips, 분절) 기능

KOCW 웹서비스 개편 화면 강의 클립(분절) 기능 제공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년에는 지능정보사회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화･저출산 시대 국가 경제발전 동력을 

확보하고자 성인 학습자의 직업･직무 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교육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교육 콘텐츠 개발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가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사이버 대학 

등과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인의 생애주기별 사회적 필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 취

업･전직, 직무 전문화, 산업체 연계, 사회봉사 등의 영역에서 총 8개의 단기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과정별 6∼7종의 교육콘텐츠(교과목)를 개발하여 2019년부터 KOCW를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2018년 현재 KOCW 참여 기관 및 제공하고 있는 공개 강의 건수는 총 32,424건이며, 강의자료는 

약 40만 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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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5 ] KOCW 공개강의 콘텐츠 연도별 현황 (단위: 건, 2018년 하반기 누계)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그림 3-3-6 ] KOCW 공개강의 콘텐츠 연도별 이용 현황 (단위: 건, 강의보기 수)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 향후 방향

21세기에 접어들어 지식기반 사회가 구축되면서 사회 구성원의 급속한 고령화와 은퇴 이후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춰 

세계 주요국은 새로운 평생교육정책과 교육 모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유명 대학들도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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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 자료 개방과 대학 체제 개편 등을 시도하

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 중심 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이며, 올해로 11년째를 맞고 있는 KOCW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두에게 언제든지 기회를 제공하는 ‘고등교육의 희망사다리’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의 공개 강의를 제공하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추고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더 좋은 고등교육 콘텐츠의 양적･질적인 확보 및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 강좌로 양질의 많은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

하다. 더욱이 대학에서는 다양한 기관의 좋은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하거나 OER을 개발하는 과정에

서 이용하려는 시도가 많지만 저작권 문제 등으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고품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과의 저작권 계약을 통해 수업과 OER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 KOCW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둘째, OER 기반의 KOCW와 같은 고등교육 콘텐츠 공동활용 플랫폼이 효과적으로 구축 및 운영

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OER 체제 정립이 필요하다. 즉, OER은 단순히 교육자원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의 실행과정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가 산출하는 다양한 자원으로까지 확대

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우수한 교수자의 강의를 공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장의 특성과 수준에 따른 특정 형태의 교육자원으로 공개되거나, 직접 바로 적용 가능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강의 자료 공개에 대한 대학과 사회 간 문화적 공감대 형성이다. 대학 강의의 인터넷 공개

는 고등 및 평생교육과 함께 ‘지식사회 선도’라는 대학의 사회･문화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강의 내용이 공개되어 전국의 학습자 및 교육 관계자들이 공유하게 

되면 별도의 평가시스템이나 제도 없이도 ‘자가 정화’를 통해 강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학정보공시와 함께 점화된 강의 공개 문화가 확산되고, 강의 제공자인 교수 뿐 아니라 학습자인 

학생들까지도 강의 공개의 혜택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강의 

제공자인 교수들의 강의 공개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교수의 노력에 대한 지원 및 보상체계가 마련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교수자들의 자발적인 강의 공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KOCW는 지역과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권역 간 이러닝지원센터 및 교수학습지원센터(CTL)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나아가 고품질 고등교육 이러닝 콘텐츠 생산을 위해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국



405

제3장 대학 공개강의 공동활용(KOCW) 서비스

적인 공동활용 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학 내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교수학습개발센터(CTL)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5),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유･유통 및 품질관리 방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7), 고등교육 이러닝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7), OER 기반 고등교육 지원체제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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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코러스(KORUS, 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는 국립대

학의 복잡하고 다양한 회계의 유기적 연계･통합적 관리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으로 2010년 9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과 2013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구축한 국립대학 행･재정 통합 시스템이다.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은 39개 국립대학의 교원, 직원, 연구원 등 10만여 명이 사용하는 시스

템으로, 그동안 대학 개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상호 연계 부족과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 및 대학 간 정보화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행정 업무 표준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나. 추진 경과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은 2011년 5월부터 11월까지 BPR(업무재설계)/ISP(정보전략계획)를 수

행하고, 국립대학의 행정업무 영역(인사･급여, 산학･연구 등)과 다양한 회계를 유기적으로 연계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행･재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2014년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

획을 수립했다. 이로써 포털･공통, 재정･회계, 인사･급여, 산학･연구, 업무관리 등 5개 업무 분야와 

운영 인프라 구축 및 코러스운영센터 구축 사업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5년 5월에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착수하여 2016년 6월 재정회계, 인사･급여, 산학연구, 공통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9월에는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집약적 운영 환경을 위한 코러스운영센터 구축을 완료하였다. 12월에는 단계적 데이터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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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22개 기관의 27개 시스템과의 대･내외 연계 개발, 인프라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시범운영 

및 인수 테스트를 완료하였다.

2017년에는 1월에 포털, 업무관리, 인사(기본), 급여, 시설, 발전기금 분야에 대해 1차 서비스, 

3월에 재정회계, 인사(성과), 산학연구, 대외기관 연계 분야에 대해 2차 서비스를 개통하고, 4월까

지 시스템 안정화 사업을 추진한 후 5월 전면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하였다. 개통 이후에는 시스템 

유지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코러스운영센터를 중심으로 사용자 지원체계 구축, 응용프로그램 유지

관리, 전화상담 용역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2018년에는 1월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였고, 5월 전자결재 알림 

및 메신저 서비스를 개통하여 39개 국립대학 사용자들의 업무 효율 및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무협의를 위한 소통창구가 마련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사용자 지원체계 구축, 응용프로그램 유지

관리, 전화상담 용역사업 등을 진행하고 국립대학 업무 담당자로 구성한 업무협의체를 통해 표준

화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 표 3-4-1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추진 경과

기간 추진 내용

2010.9 국립대학 운영체제 효율화 등을 포함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발표

2011.5∼2011.11 BPR(업무재설계), ISP(정보화전략계획) 

2011.11∼2012.12 KDI 예비 타당성 조사

2014.4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KORUS) 구축 기본계획 수립

2015.5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KORUS) 구축 착수

2016.9 코러스운영센터 구축

2017.1 업무관리 및 인사･급여 영역 1단계 개통

2017.3 재정･회계, 산학･연구 영역 2단계 개통

2017.5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전면 개통 및 유지관리 체계 전환

2018.1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8.5 전자결재 알림 및 메신저 서비스 개통

[ 그림 3-4-1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도

※ 출처: 교육부, 2018년도 코러스 운영 기본계획,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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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현황

가. 추진 체계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추진체계는 총괄 사업관리를 교육부가 담당하고, 

39개 국립대학은 대학실무지원단과 각 분야별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과 업무 분석･설계 및 검증 지원, 업무 표준화 및 대학 데이터 관리 등 대학 내 총괄 

마스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그림 3-4-2 ] 코러스운영센터 체계도

※ 출처: 교육부, 2018년도 코러스 운영 기본계획, 2018.2

[ 표 3-4-2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조직별 주요 역할

조직구성 주요 역할

코러스운영센터
∙ 코러스운영 총괄
∙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사업 관리
∙ 업무 분야별 업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39개 국립대학

대학실무지원단
(지원전담팀)

∙ 대학 조직, 역할/권한 관리
∙ 대학 내 총괄마스터 권한
∙ 대학 데이터(DB) 총괄
∙ 코러스 사용자개발영역 개발 및 운영
∙ 대학 내 사용자 지원

업무협의체

∙ 업무 분야별 개선･발전방안 제시(사용자 요구사항 선정)
∙ 차기 기능 개선 사업에 대한 과제 선정(예산)
∙ 기능 개선 결과에 대한 검증 및 대학 내 전파
∙ 사용자 설명서의 검증 및 업무별 관할기관(부서) 전파

사업단

응용SW 유지관리
∙ 응용SW 모니터링, 장애예방 및 조치 총괄
∙ 사용자 요구사항 조치 및 기능 개선

물적 기반 유지관리
∙ 코러스 물적 기반 모니터링, 장애예방 및 조치 총괄
∙ 구조 및 취약점 진단, 성능개선

전화상담센터
∙ 사용자 상담 및 장애, 기능 개선 접수
∙ 장애 및 긴급사항 전파

※ 출처: 교육부, 2018년도 코러스 운영 기본계획,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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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사업

1)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은 클라우드의 핵심 기술인 IaaS, PaaS, SaaS Level3 등의 기술을 적용함

으로써 대학의 다양한 업무 기능을 단일 시스템으로 구현함과 동시에 대학별 맞춤형 정보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공통, 재정･회계, 인사･급여, 산학･연구, 업무관리 등 5개 분야의 89개 단위업무와 6,227개 

프로그램, 108종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39개 대학 간 연계, 27개 대외 기관과 연계, 

코러스 전용망을 구축했다. 시스템 개통 이후에는 응용소프트웨어 및 물적 기반 유지관리 사업을 

진행하여 중단 없는 행･재정 업무 서비스를 목표로 시스템 안정화를 추진하였다.

[ 그림 3-4-3 ] 응용 프로그램 구성도

※ 출처: 교육부, 2018년도 코러스 운영 기본계획, 2018.2

[ 표 3-4-3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응용프로그램(S/W) 구축 현황 (단위: 개)

대분류 중분류 단위업무 프로그램 수

포털･공통 통합권한관리, SaaS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행정업무포털  3 703

재정회계 시설관리, 예산관리, 통합결산, 회계자금, 시스템 공통, 통합자산 51 2,227

인사급여 급여관리, 인사관리, 성과관리 24 1,794

산학연구 산학연협력, 통합연구관리, 연구업적 특허기술이전, 산학연구공통 11 959

합계 89 6,227

※ 출처: 교육부, 2018년도 코러스 운영 기본계획,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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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4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구성도

※ 출처: 교육부, 2018년도 코러스 운영 기본계획, 2018.2

2) 업무 표준화 및 사용자 지원체계 확립

국립대학 행･재정 업무의 표준화를 위해 19개 분야별 대학 업무 담당자로 구성한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학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기능 개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사용자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년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신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능 개선 및 전화상담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지원체계 확립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주요 성과

가. 대학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정보화 격차 해소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시스템 구축과 시범사업 거쳐 2017년에는 1월에 포털, 업무관

리, 인사(기본), 급여, 시설, 발전기금 분야에 대해서, 3월에 재정회계, 인사(성과), 산학연구, 대외기

관연계 분야에 대해 2차 서비스를 개통하였다.

특히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은 국가기관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할 BRM(기능분류시스템), 기록

관리기준표, 복식부기 등의 사항을 만족함과 동시에 최근 사회적 이슈였던 ActiveX 제거와 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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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통/ 업무관리 재정회계 인사급여 산학연구 기타 계

단순
요청

요청 1,905 5,994 3,111 144 884 12,038

완료 1,827 3,216 1,797 141 874 7,855

처리율 95.9% 53.7% 57.8% 97.9% 98.9% 65.3%

기능
오류

요청 27 89 77 37 3 233

완료 26 12 39 36 2 115

처리율 96.3% 13.5% 50.6% 97.3% 66.7% 49.4%

기능
변경

요청 181 154 205 95 12 647

완료 173 10 114 94 6 397

처리율 95.6% 6.5% 55.6% 98.9% 50.0% 61.4%

새로운 표준인 HTML5기술을 완벽히 지원함으로서, 국립대학의 업무 효율성 및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초･중등학교)과의 정보화 격차 해소에 일조하였다.

나. 사용자지원체계 운영

1) 전화상담센터 운영

10만 여명에 달하는 국립대학 및 대외 사용자의 업무, 시스템 관련 문의 및 상담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인터넷 기반 전화상담센터를 구축하고, 17∼19명의 상담사를 통해 사용자의 지원요청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응대를 실시하고 있다. 전화상담 용역은 연간 7억 5,000만 원 규모로 

2018년부터 다년간 계약을 하고 있다.

[ 표 3-4-4 ] 2017년 하반기 전화상담 응대 건수 현황 (단위: 건)

구분 공통/업무관리 재정회계 인사급여 산학연구 기타 계

요청 4,892 9,590 5,034 43 2,910 22,469

완료 4,891 9,575 5,028 43 2,910 22,447

처리율 100% 99.8% 99.9% 100% 100% 99.9%

※ 출처: 교육부, 2018년도 코러스 운영 기본계획, 2018.2

2)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정보시스템 구축 후 사용자 편의성 제고, 서비스 만족도 및 시스템 활용 극대화, 운영 물적 기반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 등)의 예방점검 및 장애조치 등 안정성 제고에 주력하였다. 

2017년에는 개통 초기에는 프로그램 오류 및 사용자 불편사항이 많아 응용프로그램 오류 수정, 

기능 개선 및 최적화에 중점을 두어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8년에는 시스템 오류 

개선보다는 사용자 요구사항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및 향상을 꾀하였다.

[ 표 3-4-5 ] 2017년 하반기 사용자 요구사항 지원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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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통/ 업무관리 재정회계 인사급여 산학연구 기타 계

데이터
수정･조회

요청 42 119 97 11 625 894

완료 37 52 74 11 619 793

처리율 88.1% 43.7% 76.3% 100.0% 99.0% 88.7%

계

요청 2,155 6,356 3,490 287 1,524 13,812

완료 2,063 3,290 2,024 282 1,501 9,160

처리율 95.7% 51.8% 58.0% 98.3% 98.5% 66.3%

※ 출처: 교육부, 2018년도 코러스 운영 기본계획, 2018.2

 3)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 및 사용자편의성 강화

코러스운영센터는 국립대학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용자지원시스템(SR)을 운영, 사용자 교

육, 업무협의체 운영, 대학 현장 방문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교직원의 코러스와 

관련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용자 교육을 2017년도에 39개 국립대학 4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고, 대학의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19개 분야의 업무협의체 운영과 18개 대학의 현장 방문을 

통하여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였다.

또한 2018년 상반기에 국립대학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전자문서결재 알림과 메신저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직원 및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였다.

다. 정보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정보보호 강화

1) 물적 기반 유지관리 안정성 확보

2017년 개통 후 크고 작은 시스템 장애가 있어 한때 접속할 수 없었던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이후 1년(2017년 6월∼2018년 7월)간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통해 환경설정 변경, 오류조치, 최적화 

등을 실시하여 시스템 및 서비스는 빠르게 안정화되었다. 519대의 하드웨어, 37종의 상용 소프트

웨어를 대상으로 인프라 장애 예방 299회, 성능 개선 등 대학 등 연계기관 지원 작업 67건, 재난 

및 장애 대비 비상대응 모의훈련 4회 실시 등 시스템의 안정화 및 최적화, 운영 메뉴얼을 강화하였

다.

2) 정보보호 강화

대학별 행･재정 정보를 물리적으로 독립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대학별 데이터의 

독립성을 보장하였다. 사용자 PC부터 서버까지 10단계의 정보보호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개인 정보

를 비롯해 사용자, 네트워크, 시스템 등 각 영역별 보안체계를 확립하였고, 보안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암호화체계, 접근제어, 실시간 감시 및 차단체계와 ECSC(교육사이버안전센터) 연계까지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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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8년 2월, 4월에 부내 정보보호팀과 두 차례에 걸친 

보안 점검을 통해 보안체계를 강화하였다.

[ 그림 3-4-5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 출처: 교육부, 2018년도 코러스 운영 현황 보고자료, 2018.8

4. 향후 계획

향후 코러스운영센터는 국립대학 정보화를 선도하고 교직원 만족도 제고, 업무 효율성 극대화,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안정성 확보, 보안 강화, 사용자 

교육, 국립대학별 자체 전담팀 구성, 대표강사 활용, 홍보활동 강화, 유지관리 사업의 수준 향상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더불어 대학 현장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이룸으로써 코러스의 정착을 앞당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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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추진 배경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은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이 운영하는 

한국 유학 정보 안내 시스템으로, 외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접근도 향상을 위해 유학생의 입국에서 

취업, 출국까지 유학의 전 과정을 온라인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증대 및 친 한국 성향의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양성하고, 한국 유학에 관심 있는 많은 

유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정부 차원의 유학생 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나. 목적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은 온라인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 유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 

대학의 입학 정보 제공을 통한 한국 유학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키고자 운영하고 있다. 유학생 

입학 신청 업무의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통해 한국 유학 접근성을 높이고, 대학의 유학생 

관련 업무 지원을 통해 유학생 유치･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추진 경과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2년도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

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의 일원화된 유학생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 유학 

관련 정보(각 대학 전공과목, 교원, 기숙사, 한국어 연수프로그램, 장학금 지원, 대학 특성화 등)를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한국 유학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하루 방문객 1만여 명, 회원수가 35만 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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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1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추진 과정

연도 추진 내용

2002∼2009 한국 유학안내시스템 구축･운영

2010 외국인 유학생 지원･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2011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2012.5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구축 완료
※ 2012년 8월부터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정식 서비스 개시

2013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기술지원센터 운영,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입학신청, GKS 장학생 등록 서비스 제공

2014 14개 대학, 630명 온라인 입학신청, 2,584명 GKS 장학생 등록

2015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 유학박람회 개최

2016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다국어 서비스 지원 확대

2017 43개 대학, 1,976명 온라인 입학신청, 2,171명 GKS 장학생 등록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은 한국 유학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는 물론 한국 대학의 온라인 입학신청,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유학 종합 가이드북 제공, 대학 정보 안내, 정부 및 기업, 재단의 장학제

도 안내, 온라인 한국어 학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지원 체계는 다음과 같다. 

[ 그림 3-5-1 ] 한국유학정보시스템의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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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2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서비스 체계

메뉴 소메뉴 내용

한국 유학정보

왜 한국인가? 한국 유학의 장점 및 지원 내용 소개

한국의 교육 한국의 고등교육, 어학, 자녀교육 등 안내

유학 준비 유학결정 시 고려 사항 등 절차 안내

유학 생활 한국의 생활 및 일반 정보 제공

유학 체험기 유학생들의 체험기 제공

기관 및 시스템 소개 한국 유학종합시스템 소개

대학정보

대학 검색 462개의 고등교육기관 검색 및 정보수집

단기연수 대학 단기 연수 프로그램

인증대학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 안내 및 인증대학(139교) 소개페이지

유학박람회 박람회 현황, 연간 일정, 갤러리

장학금

GKS 공지사항 GKS 공지사항

정부장학급 7개의 정부장학생 사업 소개

대학장학금 대학 제공 장학금 검색 방법 안내

기업 및 재단 장학금 재단 및 기업제공 장학금 정보 안내

우수자비유학생 지원 우수자비장학생 온라인 신청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국비유학생 온라인 신청

한일 이공계 유학생 선발파견 한일 이공계 유학생 온라인 신청

온라인 원서접수 온라인 입학신청 대학 온라인원서접수 신청

한국어 학습

해외에서 배우는 한국어 재외 한국어교육기관 및 세종학당 소개

한국에서 배우는 한국어 무료 교육기관 및 부설 교육기관 소개

온라인으로 배우는 한국어 온라인으로 배우는 한국어 과정 소개

TOPIK 한국어 능력 시험 과정 소개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한국 유학 FAQ 한국 유학 관련 FAQ

뉴스 언론보도 자료

온라인 상담 한국 유학 온라인 상담

전화 및 방문 상담 전화 및 방문 가능 시간 안내

대학홍보 자료실 각 대학 홍보 자료실

한국 유학동문 Facebook 사용자가 만드는 커뮤니티

취업지원
채용정보, 외국인유학생 취업규정,
지난 채용박람회, 구직 및 이력서 등록

외국인 유학생 취업관련 비자, 채용정보 안내

2. 추진 현황

가. 추진 체계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을 위한 추진 체계는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과 국립국제교육원의 유학

생유치지원팀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며, 법무부와 대학의 협조를 받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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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역할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정책 수립 －운영 및 유지 관리 지도･감독

국립국제
교육원

유학생유치지원팀
－운영 및 추가 개발 예산의 확보 및 배정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지침 제작 배부
－시스템 운영 총괄, 대학 및 관계기관 협력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업체 관리･감독

TOPIK사업단 －TOPIK 급수 정보 연계 협조

기획운영지원팀
－성과지표 관리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HURIK 연계 협조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정책 지원 －외국인 유학생 비자정보 제공

대학
－대학 정보 입력 및 관심 학생 관리 －온라인입학신청 관리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및 사증발급인정번호 신청 －시스템 연계 및 모니터링 협조
－시스템 운영 및 자료 검증 협조 －프로그램 오류 및 개선사항 도출 협조

정부통합전산센터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 관리 및 유지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 업체
－온라인 입학서비스 서비스 제공 운영 －시스템 연계 운영
－기술지원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튜닝 및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보완활동 및 사용자 교육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재개발

[ 그림 3-5-2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 추진체계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유지 관리 및 지도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국립국제교육원은 3개 부서

에서 각각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유학생유치지원팀은 교육부가 수립한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시스템 운영 총괄을 담당한다. TOPIK사업단은 급수 

정보를 제공하며, 기획운영지원팀은 성과지표 관리 및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정책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 표 3-5-3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 기관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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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사업 내용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의 세부 운영 내용은 유학업무 지원, 홈페이지 운영,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유학생 커뮤니티 운영, 타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운영으로 나눌 수 있다.

유학업무 지원은 해외에 있는 학생이 한국 대학에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를 하고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입학신청 서비스를 비롯해 GKS 관련 업무 처리, 유학생 정보 관리, 

유학박람회 업무 지원 등 해외 유학생이 국내 대학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지원한다. 

홈페이지에서는 한국으로 유학을 원하는 외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유학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유학생 커뮤니티 운영과 법무부와 KOTRA와 연계하여 유학생 취업 관련 비자 정보 제공, 국내 

기업의 유학생 채용 공고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표 3-5-4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세부 운영 내용

구분 지원 내용

유학업무 지원

온라인 입학신청 서비스 
해외에 있는 학생이 한국 대학에 온라인으로 원서접수를 하고 마이페이지에서 합격 여부를 
조회

사이버 한국 유학박람회 개최 온라인 기반 한국 유학박람회 개최

GKS 업무 처리
정부 초청 장학생(전문학사･학부･대학원 과정 등) 선발, 우수교환･우수자비 장학생 선발, 
국비유학생 온라인 원서 접수 및 선발, 한일이공계 학부 유학생 수험표 및 필기시험 결과 출력

유학생 정보 관리 인적사항, 유학신청 및 장학금 신청 정보 등 관리

유학박람회 업무 지원 해외 한국 유학박람회 사전등록 및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 운영

한국 유학 정보 안내 한국소개, 유학안내, GKS 사업 홍보, 콘텐츠 관리

대학정보 제공 일반정보, 유학생 전용 강좌, 장학금, 학비 등 정보 현행화

인증대학 홍보 페이지 관리 인증대학 정보 현행화 및 비자발급 제한 대학 명단 공개

사용자 관리 회원가입 정책 수립, 사용자 권한 관리, 대학담당자 관리

통계 관리 각종 통계자료 추출 및 출력

서비스 운영 
및 

유지 관리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상담업무 외국인 유학생, 대학 담당자 등의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대응 및 안내

소프트웨어 튜닝 웹 성능개선, 시스템 부하 분산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완 등을 통하여 시스템 운영 환경 개선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장애 예방활동, 보안 진단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장애사항을 사전 예방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보안활동 정부통합전산센터 홈페이지 정기 점검 등을 통한 보안 강화

유학생
커뮤니티 운영

게시판 관리 및 운영 공지사항, 뉴스 등의 게시판 관리 및 운영

온라인 상담 및 상담자료 관리 상담 게시판, 상담일지 및 통계 관리

협력 및 
연계 운영

법무부 체류관리과 유학생 취업 관련 비자 정보 

KORTA 국내 기업의 유학생 채용공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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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가. 유학업무 지원

1) 온라인 입학신청 운영 활성화

온라인 입학신청 서비스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하여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모집전형

을 홍보하고, 원서접수, 학생선발 등의 전형을 온라인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연간 

약 35만 명이 넘는 회원이 방문하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온라

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입학신청 편의 

지원을 강화하여 유학생 유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 표 3-5-5 ] 연도별 온라인 입학 신청 실적 (단위: 개교,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온라인 
입학신청

운영교 3 14 16 19 13 16

지원자 21 649 789 1,376 1,721 2,262

2) 사이버 한국 유학박람회 개최

사이버 한국 유학박람회는 오프라인 박람회가 개최되지 않는 국가나 지역에 한국 유학을 홍보하

고 한국 대학의 입학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이버 상의 유학박람회로 외국인의 한국 

유학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 대학을 홍보하는 것을 통해 신규 유학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2015년부터 실시된 사이버 한국 유학박람회는 2016년부터 연2회 실시하였으며, 2017년에는 

154개국에 한국 대학을 홍보함으로써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의 접근성, 파급력 등을 강화하게 

되었다.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3-5-6 ] 사이버 한국 유학박람회 운영 실적 (단위: 교, 국, 명)

연도
참가

대학(교) 

등록자 수 방문자수(명)
 (방문자 IP 활용)** 

온라인 
입학 신청(명)국가 수(국) 인원(명) 

2015 67 116 2,322  5,468*  24

2016
상반기 25 151 4,061  7,203*  16

하반기 44 149 6,980  7,246*  31

2017
상반기 29 154 4,905 17,443*  31

하반기 47 145 3,971   7,143** 181

 * 오픈형: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사이버 유학박람회 참여 가능

** 폐쇄형: 한국유학종합시스템 회원 및 사이버 유학박람회 등록자만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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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 도시 시기 참가대학 수 방문자 수

1 세네갈 다카르 3.14∼17  9 150

2 몽골 울란바토르 3.18∼19 14 3,000

3 대만 가오슝 3.20∼23 16 1,400

4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4.22

23   430

5 알마티 25  1,530

6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4.23∼24 20 3,000

7 대만 타이베이 4.29∼30 26  1,370

8 이란 테헤란 4.23  8  1,500

9 미국 엘에이 5.23∼25 34 15,000

10 러시아 모스크바 5.30∼6.2 18  2,000

11 온라인 - 7.13∼25 29 17,443

12 멕시코 멕시코시티 7.12∼25  6  2,000

3)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업무 지원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하여 GKS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정부 초청 장학생

(전문학사･학부･대학원 과정 등) 선발, 우수교환･우수자비 장학생 선발, 국비유학생 온라인 원서 

접수 및 선발, 한일이공계 학부 유학생 수험표 및 필기시험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운영 실적은 다음과 같다.

[ 표 3-5-7 ] GKS 업무 지원 운영 실적 (단위: 명)

순 사업명 처리 업무 실적

1 우수자비 장학생 온라인 접수/선발 832

2 GKS 대학원 온라인 접수 -

3 국비유학생 온라인 접수/선발 440

4 우수교환 장학생 대학 추천자 온라인 등록 397

5 한일 공동 이공계 학부 장학생 수험표 출력, 필기시험 결과 조회 502

4) 해외 한국 유학박람회 업무 지원

해외 한국 유학박람회는 유학수지 적자와 세계 각국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 경쟁에 대비한 우수 

외국인을 유치하고, 한국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한국유

학종합시스템에서는 연간 일정표, 박람회 사전등록, 갤러리 제공 등을 통해 박람회의 홍보 및 활성

화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12개국 17개 도시에서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통하여 홍보, 

박람회 참여 사전 접수, 박람회 이후 대학 정보를 제공하였다.

[ 표 3-5-8 ] 2017년 해외 한국 유학박람회 운영 실적 (단위: 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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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 도시 시기 참가대학 수 방문자 수

13 스페인 세비야 9.2∼3  16 6,000

14 온라인 - 10.18∼31  47 7,143

15

베트남

하노이
10.18∼31

 26 2,500

16 다낭  26 500

17 호치민 10.28  32 1,600

18
말레이시아

페낭
10.29

  6 200

19 쿠알라룸푸르  13 710

계 394 67,476

나.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1) 한국 유학 정보 제공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통한 한국 소개, 유학안내, 장학금 안내, 대학 안내, 온라인 입학신청 등을 

통해 회원 수는 2012년 17만 3,173명에서 2017년 34만 9,132명으로 증가하였고, 연간 접속자 수도 

2012년 47만 4,463명에서 2017년 295만 153명으로 6배 이상 증가하였다.

[ 표 3-5-9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 성과

순 지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온라인 입학신청자 수
(신청)3개교, 

21명
14개교, 650명

16개교, 
789명

40개교, 
1,376명

44개교, 
1,537명

43개교,
1,976명

2 GKS 업무처리 553건 3,361건 2,047건 2,407건 3,474건 2,171건

3 회원 수 173,174명 214,095명 251,131명 283,599명 320,263명 349,132명

4 연간 접속자 수 474,463명 1,861,801명 2,004,054명 1,732,471명 2,876,157명 2,950,153명

5
사이버 유학박람회 

참가 인원
미개최

116개국 
5,468명

(상반기)
151개국 7,208명

(하반기) 
149개국 7,246명

(상반기)
154개국 17,443명

(하반기) 
145개국 7,143명

2) 홍보자료 최신화 및 다국어 지원

300만에 가까운 외국인이 방문하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의 한국 유학 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기 위하여 정보의 최신화, 이미지화뿐만 아니라 11개국의 다국어 지원으로 보다 많은 외국인들에

게 한국 유학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내 개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별 온라인 홍보관(홍보게시판, 갤러리) 제공 및 다국어 대학 안내 

기능 추가하였으며, 고등교육기관 정보 245개교 1만 6,070건을 현행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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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10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홈페이지 개편 전과 후 비교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메인 
페이지

유학
박람회

사이버 
유학

박람회

대학 
부스

※ (2016년) 일부 홍보자료 다국어 지원 → (2017년) 모든 홍보자료 다국어 지원 

※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터키어, 아랍어

3) 홈페이지 레이아웃 및 메뉴 개편

사용자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2012년 구성된 홈페이지를 반응형 홈페이지로 개편하였다. 

반응형 홈페이지란 다양한 사이즈의 모니터에 맞게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웹 디자인의 별도 

구성없이 운영하여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유학생의 입장에서 실제 유학을 위한 단계의 흐름에 맞추어 메뉴를 재배치하여 정보의 

활용도를 높였다. 즉 Why Korea?, 한국의 교육, 유학준비, 유학생활, 유학체험기 등 단계적으로 

메뉴를 구성하여 한국 유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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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정보 현행화 및 인증제도 소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그동안 너무 양적인 측면에 치우치다 보니 질적인 측면에 대한 관리 필요

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결과를 한국유학

종합시스템에 공개하여 현재 유학생활을 하는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 유학을 선택하

려는 외국학생들이 해당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유학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유학생 유치정책의 신뢰도도 또한 제고시키고 있다. 

다.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다국적 외국인 유학생에게 필요한 다양한 한국 유학 정보 제공을 통한 유학생 유치를 증대하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및 생활 고충 상담과 채용 정보 등을 통해 유학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였다. 

[ 표 3-5-11 ] 2017년 온라인 상담 실적 (단위: 건, %)

방 법 이메일 전 화 방 문 온라인 현 장 총 계

건수(%)
1,595
(12.21)

3,687
(28.24)

24
(0.18)

6,261
(47.95)

1,491
(11.42)

13,058
(100.0)

4. 향후 계획

온라인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 유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 대학의 입학 정보 

제공을 통한 한국 유학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키고자 운영되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의 활성

화를 위하여 향후 다음의 추진 과제를 시행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다국어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이버 한국 유학박람회를 통하

여 본 세계 여러 나라의 관심도를 볼 때, 인도네시아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11개의 언어 이외에 인도네시아어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온라인 입학 신청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카드 결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각 

대학에서 온라인 입학신청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나 계좌이체를 통한 전형료 납부의 번거로움으로 

꺼리는 경우가 있어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학 신청생과 학교의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사이버한국 유학박람회 운영 횟수 및 운영 방법의 변경이다. 현재 연 2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추후 연 3회로 변경하여 한국 유학 홍보를 활성화할 예정이며, 상담 활성화를 위한 화상채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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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대학 학술연구정보화

1. 학술연구정보의 중요성

학술정보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확보하지 못하면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의 신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학과 학술정보의 경쟁력은 곧바로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 표 4-1-1 ] 국가별 대학 경쟁력 순위 (단위: 개)

순위 국가 Top20 Top100 Top200 Top300 Top400 Top500

1 미국 16 46 69 95 117 139

2 영국 3 8 21 28 34 39

3 스위스 1 5 7 7 8 8

4 호주 — 6 9 15 21 23

5 독일 - 4 14 20 28 36 

6 캐나다 - 4  9 12 18 18

7 네델란드 - 4 9 10 11 11  

8 중국 — 3 15 30 43 62

9 프랑스 3 8  14 17 19

10 일본 - 3 7 9 12 16

중간 생략 

15 싱가포르 — 2 2 2 2 2

16 노르웨이 — 1 2 3 3 3

17 핀란드 — 1 1 1 3 4

중간 생략 

20 대한민국 — — 2 5 8 10

※ 출처: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2018(www.shanghairank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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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중국 상하이자오퉁대가 공개한 2018년 세계대학학술순위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1) 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선진국 혹은 경쟁력이 높은 

나라로 평가하는 국가들은 모두 대학 경쟁력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의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역량은 대학의 경쟁력과 관계가 깊고, 이는 국가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연평균 장서 증가량 측면에서 우리나라 재학생 2만 

명 이상의 상위 20위권 대학 도서관의 평균 증가량은 6만 7,000권으로 이는 북미연구도서관협회

(ARL,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의 114개 도서관 가운데 74위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볼 때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미국에 비해 정보 서비스 환경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그림 4-1-1 ] 북미도서관협회와 국내 상위 20위권 평균 대학도서관 증가 도서 수 비교 (단위: 천 권)

※ 출처: 2017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 자료집

2. 학술연구정보화 개요

대학도서관은 학술정보 서비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주된 목적은 소속 

대학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상호대차와 같은 정보 공유를 통해 자료를 공유함

으로써 대학 외의 기관에도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도서관의 자료는 국가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역량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로써 대학도서관의 자료 현황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1) http://www.shanghairanking.com/ARWU20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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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대학도서관에 끼친 영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도서목록의 전산화와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온라인정보 서비스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초기에 추진된 대학도

서관 전산화는 소장 목록의 전산화와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가 주된 목적이었다. 이후 생산된 디지

털 원문의 온라인 수집, 상업 데이터베이스의 구독 확대, 외부 기관 자료 연계 등으로 확장돼 정보

의 양과 질 면에서 크게 발전했다. 이렇게 구축된 디지털 자원을 활용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대학의 학술정보 서비

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인 예산, 정보자료, 직원 등 물적 투입요소와 정보의 이용 행태, 

이용자 요구 등 성과 요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3. 학술연구정보화 추진 경과

대학도서관의 정보화를 위한 투자는 1993∼1997년에 수행된 ‘제9차 IBRD 교육차관자금 지원사

업’을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후 2000년까지는 대학도서관의 전산화를 위한 기본 장비와 소프트웨

어의 확충 및 개선에 주력했고, 2001년부터는 목록과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학술연구정보화를 활성화하고자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2000년 2월 국무

회의에서 대통령이 도서관정보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같은 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

가 도서관 정보화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가 2000년 4월 그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2002년 12

월에 수립된 ‘대학정보화 활성화 종합방안, e-Campus VISION 2007(2003∼2007년)’이 바로 그것

이다. 2003∼2007년에 5년 동안 진행된 이 사업으로 국내외 교육･학술연구정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활용 기반을 고도화했으며, 정보화 기반을 확충해 대학 간 정보격차 해소와 대학 

행정의 혁신을 유도하는 등 교육･학술･연구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도서관 정보화 추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2001∼2004년까지 매년 25억∼30억 원을 

지원해 대학도서관 소장 자료 목록의 디지털화와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했다. 또한 2002

년 11월에는 ‘대학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발표해 범용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대학라이선

스 확대, 국내외 학술정보 협력망 구축, 대학도서관 간 학위논문 공동활용체제 강화 등 대학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 학술연구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을 지원했다.

그리고 2003년부터 대학에서 생산되는 모든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전자적 유통체제를 구현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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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디지털유통체계(dCollection)를 개발해 보급하기 시작했다. 2003년 시범대학 4개교를 시

작으로 2017년 239개 대학에 시스템을 보급하였다.

[ 표 4-1-2 ] 지식정보 디지털 유통체계(dCollection) 보급 현황 (단위: 개)

연도 2005 2006 2007∼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 2016 2017

참가 대학 수(누적) 40 62 206 211 212 216 220 226 234 236 239

※ 출처: RISS 관리자시스템통계(내부), 2017.12

2006년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부처별로 도서관 발전을 위한 연간 시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2008년 10월에 ‘대학도서관 발전계획(2009∼2013년)’을 수립하였고, 2014년 2월에는 ‘제2차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2014∼2018)’이 발표되었다.

[ 그림 4-1-2 ] ‘제2차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2014∼2018)’의 주요 내용

이를 바탕으로 해외 학술자원을 확충하기 위한 외국 학술 데이터베이스 공동활용사업, 외국학술

지의 체계적인 수집과 전국적인 공유를 위한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

이 확대 추진되고 있다.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해외 데이터베이스 대학라이선스를 확대 

추진해 2017년 현재 28종을 구독 중에 있으며 2012년에 ‘해외 데이터베이스 통합검색 서비스’를 

개발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술연구자들이 고가의 해외 

학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했으며 이용의 편의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Discovery Solution2)을 활용해 대학라이선스로 구독 중인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에 통합 검색

2) Discovery Solution(디스커버리 솔루션): 기존 통합검색(Federated Search)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사전에 수집･구축된 통합색인 DB를 통

한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속도를 개선하고 자료의 접근성과 적합성을 높인 진화된 형태의 통합검색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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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원문까지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로 검색은 2017년에 4.3%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원문다운로드는 

2017년에 11.7% 증가하여 여전히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 표 4-1-3 ]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이용 현황 (단위: 천 건, %)

구  분 2016 2017 성장률(%)

검색 건수 197,235 205,688  4.3

원문 다운로드 건수   3,457   3,864 11.7

합  계 200,692 209,552  4.4

※ 출처: RISS 관리자시스템통계(내부), 2017.12

외국학술지지원센터는 2011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교육･사회학 분야를, 충남대학교에 행정･경영

학 분야를 지정한 데 이어 2013년에는 경상대학교에 환경･에너지 분야를 추가하여 총 1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학술지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원문 정보는 상호대차서비스 등을 통해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대학라이선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구독기관에서는 24시간 무료로 이용이 가능

하며 비 구독 기관에서는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 표 4-1-4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현황과 공동활용 가능 데이터량 (단위: 종, 건)

대학명 주제 분야 세부 학문 분야
서비스 현황

학술지(종) 논문(건) 

강원대학교 생명공학 약학, 생물학 1,722 2,714,592

경북대학교 전기･전자･정보통신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 6,549 1,195,160

경상대학교 환경･에너지 환경공학, 에너지･원자력, 자원공학 347   241,767

고려대학교 인문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역사 2,237 1,117,109

부산대학교 기술과학
건축･토목공학, 기계공학, 조선･우주항공, 

화학공학, 재료공학
16,554 1,715,811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수학･수리학, 물리학, 지구과학･천문학, 화학 2,511 6,069,252

연세대학교 임상의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보건학 515 2,890,041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사회･ 예체능
교육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음악, 미술, 

연극･영화, 무용･체육
2,434 1,331,997

전북대학교 농･축산 농학, 축산학, 수의학, 식품학, 수산･해양학 676 1,480,032

충남대학교 행정, 경영학
정치･외교학, 법률, 행정, 경제･경영학,

무역학, 군사학
1,582   568,764

합계 35,127 19,324,525

※ 출처: RISS 관리자시스템통계(내부), 2017.12

대학도서관의 경쟁력이 대학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바,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대학도서관 관련법인 ｢대학도서관진흥법｣을 마련하였다.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대학도서

관진흥법 시행령｣이 2015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8일 시행되었다. 이번 시행령은 

대학도서관진흥 관련 각종 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과 사서･자료의 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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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동법에 의하여 교육부는 5년마다 대학도

서관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각 대학도서관들도 자료 확충 방안이나 시설･환경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제2차 도서관발

전종합계획(2014∼2018)(문화체육관광부)’에 따라 ‘제2차 대학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수립

하였으며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연계를 위해 기 수립된 ‘제2차 대학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

정･보완하여 3개년 계획인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6∼2018)’을 수립하여 공표하였다.

이러한 계획 속에서 주목할 것은 교육부의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내

의 대학과 주요 관련 기관에 산재돼 있는 학술자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학술연구정보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자료와 인적자원 등의 주요 현황 정리에 신경

을 써서 대학 간 비교가 가능하고 개별 대학의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데이터 

중 주요 부분은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이 사업의 또 다른 성과로는 학술자원 통계 데이터 

표준화와 수집･관리의 체계화를 들 수 있다. 이전에는 각 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각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표준화된 데이터를 일괄 수집해 각 협의회가 각자의 필요에 맞게 

가공해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으로 수집된 통계정보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www.rinfo.kr)’을 통

해 제공된다.

또한 대학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교육･연구 경쟁력 제고와 대학도서관 서비스의 체계적 진단 

및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가며, 이에 대한 심층분석 연구 및 관련 이슈리포트 등도 

발간하고 있다.

4. 대학도서관 자료 및 디지털화 현황

가. 대학도서관 장서 및 자료 구입비 현황

대학교육과 학술연구는 다양한 형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것이 대학도서관의 주된 역할이다. 대

학도서관의 자료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 자료, e-Book, Web DB, 전자저널 등 매우 다양하며, 

전통적인 인쇄물 등의 형태와 전자 형태가 공존한다. 이 때문에 자료 구입비, 인력, 관리비용, 시설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대학별 도서관 장서의 

차이는 대학의 교육과 학술연구의 여건에 영향을 미쳐 대학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

하기도 한다. 출판물의 생산과 유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서, 학술잡지 등 전통적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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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도 디지털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영향은 전통적 매체에 나타나고 있다. 대학도서관이 전자 형태의 자료 

구입에 투자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전통적인 책자 형태의 자료 구입을 위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최근 5년간 대학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중 전자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57.9%, 2014년 61.1%, 2015년 64.2%, 2016년 64.8%, 2017년 65.5%로 상승하였다. 대학도

서관의 자료 구입비 증가율은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볼 때 전자 자료의 증가는 곧 책자 자료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자 자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결국 전자 자료 공급사의 독점적 지위 확대와 

맞물려 향후 대학도서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부 등 관련 기관이 긴 하게 협력해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국제적 협력도 해야 할 것이다.

대학도서관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대학도서관 소장 자료의 현황은 대학도서관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난다. 국공립 대학도서관은 평균 84만 2,000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사립대학도서관은 49만 1,000권을 소장하고 있어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약 1.7배가량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규모 대학도서관이 127만 6,000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중규모가 51만 8,000권, 소규모가 14만 2,000권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도서관 평균 소장도서 수가 55만 7,000권인 점을 고려하면 중규모 대학도서관은 평균과 유사

하며, 대규모 대학도서관은 평균보다 약 2.5배 많은 반면 소규모 대학도서관은 평균의 약 24% 

수준으로 규모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4-1-5 ] 대학의 유형별 및 규모별 소장 도서 수 비교 (단위: 천 책)

구분
대학 수 

(A)

국내서 국외서 종수 책 수

종수(B) 책 수(C) 종 수(D) 책 수(E) 합계(F) 평균(G) 합계(H) 평균(I)

유형별

국공립  49 13,758  30,842  5,738 10,435 19,496 398 41,277  842

사립 209 39,773  75,058 18,402 27,460 58,175 278 102,518  491

소계 258 53,531 105,900 24,140 37,894 77,671 301 143,795  557

규모별

대규모  69 33,150  69,376 16,664 27,479 49,813 722  96,855 1,404

중규모  56 12,439  23,127  4,252  6,282 16,691 298  29,410  525

소규모 133  7,943  13,397  3,224  4,133 11,167  84  17,530  132

소계 258 53,531 105,900 24,140 37,894 77,671 301 143,795  557

※ 출처: 2017 대학도서관통계분석자료집

자료 구입비 측면에서 보면 최근 5년간 대학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1개관 당 평균이 2011년 8억 

8,900만 원에서 2016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7년 9억 5,1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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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6 ] 연도별 대학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비교 (단위: 백만 원 )

구분 관 수 자료 구입비 1개관 당 평균

2011 262 232,874 889

2012 266 236,509 889

2013 263 233,007 886

2014 262 233,176 890

2015 260 226,522 871

2016 260 227,384 875

2017 247 234,850 951

※ 출처: 2017 대학도서관통계분석자료집

대학 규모별 차이는 자료 구입비의 경우에도 심각한 편이다. 대규모 대학은 평균 25억 7,400만 

원, 중규모 대학은 5억 9,200만 원, 소규모 대학은 2억 100만 원이다. 자료 구입비 상위 20위권 

대학도서관은 평균 51억 8,800만 원, 하위 20위권의 평균은 2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극심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상위 20위권 대학도서관의 자료 구입비는 전체 대학도서관 평균 금액(9억 5,100만 원)의 

5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여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서관 자료 구입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자료의 공동활용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표 4-1-7 ] 대학의 규모별 자료 구입비 비교 (단위: 백만 원)

구분 대학 수
도서 자료

연속간행물
(인쇄형)

비도서 자료 전자 자료 합계

금액 평균 금액 평균 금액 평균 금액 평균 금액 평균

규모별

대규모  69 35,604 516 13,613 197 1,090 16 127,316 1,845 177,623 2,574

중규모  55 11,785 214  2,209  40  473  9  18,081  329  32,548   592

소규모 123  8,642  70  1,885  15  329  3  13,823  112  24,678   201

소계 247 56,030 227 17,706  72 1,893  8 159,220  645 234,850   951

구분
도서 자료

연속간행물
(인쇄형)

비도서 자료 전자 자료 합계

금액 평균 금액 평균 금액 평균 금액 평균 금액 평균

전체 56,030 227 17,706  72 1,893  8 159,220   645 234,850   951

상위 20위권 16,537 827 8,051 403   457 23  78,717 3,936 103,762 5,188

하위 20위권    26   1    6   0    0  0      5     0      37     2

※ 출처: 2017 대학도서관통계분석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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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 학술정보 디지털화 현황

대학도서관 자료 현황을 볼 때 모든 자료의 목록이 디지털화됐다고 볼 수 없으나 최근에는 모든 

대학에 목록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종합목록을 이용하는 도서관이 

700여 개에 달하고 있어 적어도 대학에서 구입하는 자료의 목록(메타데이터)은 디지털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교육부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자료 목록의 디지털화를 지원해 디지털화

가 상당히 진척됐으며, 대학에서 생산된 원문의 경우도 디지털화를 지원했다. 2003년 이후에는 

디지털 형태로 생산되는 대학 논문을 온라인으로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dCollection)을 보급하여 

대학에서 생산되는 학술정보의 상당 부분이 디지털화됐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2017년까지의 

국내 석박사학위논문 구축 현황을 보여준다.

[ 그림 4-1-3 ] 국내 석박사학위논문 구축 현황 (단위: 건)

※ 출처: RISS 관리자시스템통계(내부), 2017.12

5. 대학도서관 해외 학술전자정보 구독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저널을 포함해 대학의 해외 학술전자정보에 대한 구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평균 구독 종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자료 구입비 중 전자 자료의 구입에 사용되

는 예산 비율도 2002년 14.6%에서 2017년 67.8%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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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4 ] 2006∼2017년 4년제 대학도서관 전자 자료 구입 비율 (단위: %)

※ 출처: 2017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 자료집

이러한 변화에는 대학도서관 서비스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공존한다. 대학도서관의 

자료 구입비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전자 자료 구입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인쇄 자료와 같은 전통매체 자료에 대한 구입이 감소하고 있다. 보존성이 없는 전자 자료에 대한 

접속 권한만을 구독하는 형태로, 구매 중단 시 모든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구독료의 일방적인 인상 등의 폐해로 나타나고 있다. 

구독 중단 시 기존 구독분에 대한 접속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과거의 

인쇄 잡지와 달리 개별 잡지에 대한 구독이 아니라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므로 불필요한 자료임에

도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패키지에 포함된 모든 잡지의 이용이 중단되므로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 문제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해외 학술전자정보 구독 시 대학도서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가격 인상과 자료구입 예산의 

부족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도서관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다. 매년 대학도서관 

자료 구입비의 인상 비율보다 큰 폭으로 해외전자 자료 구입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Library 

Journal PERIODICALS PRICE SURVEY 20163)’에 따르면 2015년 평균 1,245달러, 2016년 평균 

1,314달러, 2017년 평균 1,385달러로 약 5〜6% 인상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의 전체 자료 

구입비 증가율이 미비한 상황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대학도서관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

3) Library Journal. PERIODICALS PRICE SURVEY 2017의 COST HISTORY FOR ONLINE TITLES IN CLARIVATE ANALYTICS 

(FORMERLY ISI) INDEXES

https://www.libraryjournal.com/?detailStory=new-world-same-model-periodicals-price-survey-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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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는 개별 대학의 해외 학술학술자료의 확충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대학라이선

스를 확보해 모든 대학의 연구자에게 개방하고 있다. 대학라이선스의 목적은 국가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해 대학교육과 학술연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전국

의 학술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에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대학라이선스에 

참여하는 대학은 할인된 가격으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데이터베이스

를 구독하지 못한 대학의 구성원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RISS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

학술정보원이 대학라이선스 구독비를 지급하고 있다. 즉 참여하는 대학은 일반적인 구독의 형태(대

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이용)로 이용하고, 비참여 대학은 RISS를 통해 오후 4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라는 제한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예산을 

합해 대학라이선스를 구독함으로써 참여 대학과 비참여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양질의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라이선스를 통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모든 대학이 구독하는 효과를 보고 있으며, 모든 대학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개

별적으로 구독하는 비용에서 투자비용을 뺀 액수를 계산해 보면 2017년에만 약 1,270억 원을 절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에는 교육부 지원으로 28종의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 중이다.

대학의 교육과 학술연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외 학술정보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6-2018)에 의하면 해외 학술 데이

터베이스를 추가 확보하여 전국 대학에 개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대학 간, 지역 간 벌어진 

학술연구 인프라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여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 디지털 아카이브센터를 구축해 대학라이선스로 확보한 해외 학술 데이터

[ 그림 4-1-5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라이선스 개념도

1) 대학라이선스 참여 대학 이용자: 소속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직접 이용

2) 대학라이선스 비참여 대학 이용자: KERIS의 RISS 서비스를 
일과 시간 이후인 오후 4시∼익일 오전 9시까지 무료 이용

※ 출처: KERIS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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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제품명 내용

1 GVRL 전 주제 참고 문헌 eBook

2 PQDT Global 전 주제 석박사학위논문 원문정보

3 Westlaw 전 세계 법률 및 경영 관련 원문정보

4 AVON 전 주제 학술동영상 정보

5 DDOD 전 주제 박사학위논문 원문정보

6 Emerald Specialist Collection 보건, 회계, 교육학, 문헌정보 분야 색인, 초록 및 원문정보

7 ACM Digital Library 컴퓨터 공학분야의 학술저널 초록 및 원문정보 

8 Cell 생명공학, 의학 등 세계 3대 학술지

9 CINAHL with Fulltext 교육학 전반 원문정보

10 EBSCO eBook 해외학술 eBook 원문정보

11 EBSCO UPC 해외 유명대학 발간 eBook 원문

12 Education Source 교육학 전반 원문정보

13 EBSCOhost 
Premier 
Package

ASP
전 학문 분야 원문정보 

14 BSP

15 JCR Web 학술지 평가정보 

16 KSDC
－국내 조사자료 및 통계자료 제공
－설문조사 및 분석 시스템 제공

17 LION 영미문학 작품 전문, 저널 및 비평

18 MLA International Bibliography 인문학 분야 서지정보 

19 OECD iLibrary OECD 회원국의 연구 원문정보

20 PAO 인문, 사회과학 분야 원문정보

21 PML 의학 분야 MEDLINE 등재 우수 저널의 색인, 초록 및 원문정보

22 PQDT 해외 석･박사 논문 서지 및 원문 연계

23
ProQuest

ARL 전 학문 분야 원문정보 

24 Central ARL보다 포괄적인 원문정보

25 Scopus 인용색인정보

26 SocINDEX 사회학･사회복지 분야 저널 색인, 초록 및 원문정보

27 The Vogue Archive 예술, 체육, 실용학문 등 원문정보

28
LC CDS, 

OCLC Connexion

－LC CDS: 미 의회도서관 입수 자료 서지 및 저자 전거 정보 제공
－OCLC Connexion(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Connexion): OCLC에서 

제공하는 WorldCat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지원 서비스
※ 해외 정보자료(도서)목록 다운로드용

베이스와 개별 대학이 구독하는 베이스와 개별 대학이 구독를 축적해 국가의 소중한 자산으로 

보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학술지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해 해외 학술정보 인쇄본을 대학별로 

분담해 보존하고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인쇄학술지에 대한 체계적인 구독과 보존체계를 구축하

여 해외 학술정보에 대한 국가 보급체계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 표 4-1-8 ] 2017년 구독 중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라이선스 데이터베이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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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수의 대학도서관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해 도서

관들이 구매 일정을 단일화하고 공동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등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보다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구매는 해외 데이터베이스의 구매에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의 해외 전자정보 컨소시엄(ACE: Academic Library Consortium on Electronic Resources)은 2017년에 

대학라이선스 데이터베이스 컨소시엄에 308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6. 향후 계획

그동안 학술정보의 수집･보존･유통을 주제별로 묶은 외국학술지지원센터의 구축을 통해 특성화

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향후 보다 안정적인 운영 및 국가사업으로 정착을 위해 주제 분야별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강화를 통해 외국학술지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제까지 대학라이선스를 통한 해외 학술자원의 양적 확대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대학라

이선스 품질관리 및 해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대학의 재정 여건에 따른 상대적 

정보격차를 완화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요기관 협의

체를 중심으로 전문화된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협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전자정보 협상전문가 양

성과정 등을 개설하고 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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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학술연구정보화 기반

1. 국내 학술연구정보화의 배경과 경과

지식과 정보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 기반 사회는 지식의 생산, 보유,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에 기반 한 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창출하여 유통시

켜 학술연구정보 유통체제를 통한 지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학술연구 활동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술연구정보 유통체계의 구축은 1962

년 과학기술 연구 진흥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가 설립되면서 본격화됐다. 그 후 

1982년 KORSTIC와 국제경제연구원을 통합한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KIET)이 만들어졌고, 1991

년에는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기술정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산업기술정보원(KINITI)이 설립됐다. 2001년에는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정보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국가 과학기술정보 대표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산업기

술정보원(KINITI)과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를 통합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출

범하면서 정보 생산과 유통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게 됐다.

학술연구자원의 보고인 대학도서관의 정보화를 위한 투자는 과학기술의 유통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됐다. 1988년부터 추진됐던 교육정보화사업에 대학도서관 전산화와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이 포함됐으며,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추진된 제9차 IBRD 교육차관자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1,060만 달러를 확보해 44개교 국립대학도서관에 자료관리용 소프

트웨어를 개발 및 보급했고, 주전산기 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투자했다. 이어 1998년부터 2000년까

지는 국고 40억 2,200만 원을 자료관리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능 향상과 유지보수를 위해 

투자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1993년부터 2000년까지는 대학도서관의 전산화를 위한 기본 장비와 소

프트웨어의 확충 및 개선에 주력했고, 2001년부터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선하

기 위해 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했다고 볼 수 있다. 1997년에는 대학도서관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첨단학술정보센터(현 한국교육학술정보원)를 설립해 대학도서관의 

정보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첨단학술정보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 기관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학술정보의 유통을 책임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과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

보를 조사･수집･제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교육정보망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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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표로 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의 국가적 유통을 위해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상공자원부 소속

의 산업기술정보원(KINITI)과 과학기술처 산하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부설기관인 연구개

발정보센터(KORDIC)가 통합돼 설립된 기관이다. KISTI가 제공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DSL, National Discovery for Science Leaders) 서비스는 과학기술에 관한 국내외 모든 지식정보

를 얻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정보 인프라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의 모든 지식자료를 수집해 국가의 자산으로 영구히 보존하는 기능

과 국가의 대표도서관으로서 국내의 모든 도서관이나 세계 각국의 도서관 및 문화기관과의 협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수행하는 한국문헌자동화 목록법의 개발 및 표준화 보급

은 학술연구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위 기관들은 모두 자체적으로 추진한 정보화를 통해 특성에 맞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 정보자원은 학술연구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다. 물론 기관 간 역할과 정보화의 중복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공동활용을 위한 기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복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각 사업 간 정보화 및 학술정보 수집 및 서비스는 체계화됐다고 볼 수 있다.

2. 국내 학술연구정보화 관련 주요 기관

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외 도서관 및 외국 정부･국제기구 등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외국 도서관과의 출판물 교환, 도서관인의 상호교류, 도서관 관련 

국제기구 참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자료번호 제도를 운영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연속간행물 등 각종 출판물에 표준화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출판물 및 문헌정보의 유통을 효율

화한다. 현재 1,126만여 책에 달하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연간 수집량은 47만여 책에 이른다.

[ 표 4-1-9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 현황 (단위: 책, 점, 부)

구분 한국서 일본서 중국서 서양서 고문헌 비도서 총장서 

2016 7,577,781 305,472 87,935 901,961 277,593 1,636,251 10,786,993 

2017 7,959,903 309,649 94,896 944,988 279,425 1,675,902 11,264,763 

증가 수   382,122   4,177  6,961  43,027   1,832    39,651   477,770 

비율(%) 70.7 2.7 0.8 8.4 2.5 14.9 100 

※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2017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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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주요 정보 서비스로는 도서관 방문자나 홈페이지, 전화, 팩스 등으로 

접수되는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한 이용 안내와 참고 상담 서비스가 있다. 여기에 ‘책바다(국가상

호대차)’, ‘국제상호대차(국제문헌복사)’, ‘우편복사’, ‘야간도서관’, ‘사서에게 물어보세요(협력형 온

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가 문헌을 수집･보존･제공하는 한편 디지털 콘텐츠의 지속적인 확충과 구축 대상

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1) 웹사이트 아카이빙(OASIS)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립중앙도서관은 소멸되기 쉬운 웹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오아시스 사업(OASIS, 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12월 ‘공개용 온라인 자료의 

수집 및 보존(OASIS)’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수집 전담팀을 구성하였다. 2004년 시범 수집

을 통해 2005년부터 웹자원을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용자 서비스와 국내외 홍보를 

위하여 2006년 2월부터 인터넷 누리집(www.oasis.go.kr)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2008년 세계 각국과 웹 아카이브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인터넷보존컨소시엄(IIPC, International Internet Preservation Consortium)에 정회원으로 가

입하여, 2009년부터 매년 정기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0년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수집 로봇인 Heritrix를 도입하여 기존에는 수집하지 못한 

자료들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6년에 수집 서버를 2대 증설하여 총 15대의 수집 서버에 

Heritrix 3.2버전을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웹사이트의 체계적인 수집을 위해 전문가 그룹(내부 6명, 외부 12명)을 구성하여 전문가 

단위로 분야별(국가적 재난･이슈･주제 등) 추천 의뢰를 받아 보존 가치가 있는 웹사이트를 중점적

으로 수집하였다. 제53회 전국도서관대회 ‘디지털 자원의 구축･보존･개방을 통한 공유 활성화’ 

워크숍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웹사이트 아카이빙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

하였다.

특히 소멸되기 쉬운 공개 웹사이트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집･보존하여 미래세대에 연구 자료로 

제공하고 co.kr / ac.kr / re.kr / mil.kr 등 국가도메인 30만 건을 대상으로 포괄적 웹사이트 수집을 

추진하였다. 포괄적 웹사이트 수집은 주요 사이트에 대해 심층적인 수집을 하는 선택적 수집과 

달리 국가도메인(.kr) 단위로 대규모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 22건

의 국가적 재난･이슈･주제 분야 컬렉션을 구축하였으며, 웹사이트 15만 2,385건을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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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10 ] 연도별 웹사이트 수집 실적 (단위: 건)

구 분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수집 건수 99,376 50,100 75,994 152,385 377,855 

※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2017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2) 국가자료 공동 목록 시스템(KOLIS-NET) 운영

전국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자료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효율적･통합

적으로 관리하고자 국가자료종합목록시스템(Korea Library Information System-NETwork: 

KOLIS-NET)을 개발하여 2001년 6월부터 국민에게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KOLIS-NET은 윈도 기반

에서 모든 자료 관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 대용량의 자료를 관리자와 이용자

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운영, 관리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용자는 

KOLIS-NET을 활용하여 전국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전국 도서관들은 목록 데이터를 운영하면서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국가자료종합목록시스템은 공공도서관의 소장 자료와 출판유통진흥원에서 제공한 정보가 검색

되도록 구현, 각 도서관의 수서 참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교보문고 검색사이트에서 품절･절

판된 도서는 이용자들이 KOLIS-NET에서 공공도서관 소장정보를 검색 및 확인 후 이용 가능하도록 

2007년 5월부터 교보문고 누리집과 연계되어 있다. 

이후 2012년 목록 품질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연계 서비스(통합도서서비스, 국가상호대차 책바다) 

제공을 위해 참여 도서관에 대한 보안･관리체계 구축, 운영･통계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목록 구축 처리 속도를 향상하고, 도서관별 권한 및 서비스 참여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5년에는 KOLIS-NET을 웹 기반으로 재개발하고, 공공도서

관용 KOLIS-NET 웹 구축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목록 품질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 

2017년에는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이용자누리집의 전면 개편, 구축 시스템 기능 보강, 연계 시스

템 기능 개선, 데이터베이스 최신화 등을 이루었다.

3) 국가상호대차(책바다) 시스템

상호대차는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거주 지역 내 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지역의 도서관에 

신청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2006년 2월 도서관 발전방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실천과제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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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들이 거주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방문해서 자료 대출과 반납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도서관 간 협력 체계가 미약하여 타 지역 도서관의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야 함에 따라 원활하고 신속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열악한 장서 보유량에 대한 해결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적 제약 없이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7년 5월부터 10월에 걸쳐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상호대차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함께 수행하여 상호대차협의

회 구성 운영(안) 및 상호대차 규약(안)을 작성하였다. 자료의 이동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도서

관과 도서관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용 부분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서비

스를 신청하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대출기간은 기본적으로 14일간으로 정하고, 1회

에 한해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2013년에는 원활한 상호대차 서비스를 위해서 연체회원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고,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비용 결제 수단인 계좌이체, 신용카드에 이어 휴대폰 결제 기능을 개발하였

으며, 2014년에는 이용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제공 도서관이 같을 경우, 한 건의 택배비용으로 

여러 자료들을 상호대차할 수 있는 묶음신청･묶음배송 기능을 개발하였다. 2015년에는 서비스 

관리 강화를 위해서 관리자 통계 기능을 개선하였다. 2016년부터는 공공도서관에 상호대차 요청이 

들어왔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 현황을 메일로 자동 발송하여 공공도서관의 업무지연과 부담

을 줄여나가고 있다. 2017년도에는 이용자 누리집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운영 

효율 및 보안성 향상을 이루었다.

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국가 과학기술정보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국내외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및 공동활용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지식정보 데어터베이스 제작 및 전자정

보화 촉진･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과학기술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연구전산망 등 

과학기술 전용 초고속 정보망을 구축･운영･지원하며, 고성능 컴퓨팅 기반 구축과 자원 할당 및 

응용기술의 개발･지원을 통해 과학기술정보 연구 환경의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07년 

KISTI Service 2.0을 추진해 yesKISTI, NDSL, 과학기술학회마을, 협회마을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인 NDSL로 통합해 2008년 7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1) NDSL 구축 및 운영

NDSL은 국가 학계･연구계･산업계 연구자들에게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해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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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고자 개발된 서비스 플랫폼이다. NDSL은 논문, 특허, 보고서, 동향, 표준, 사실정보 등 1억 

건 이상의 콘텐츠에 대한 통합검색 및 콘텐츠 유형별 전문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국어 전문용

어 확장 및 알리미, 추천 서비스 등 개인화 기능을 제공해 이용자별로 최적화된 정보 이용이 가능하

도록 하고 있다. NDSL의 주요 서비스 및 제공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4-1-11 ] NDSL 주요 DB 구축 현황

구분 세부 구분 수록 내용 수록 기간 구축 건수

논문

국내학술지 국내 논문지, 협회지, 기관지, 동향지 수록논문 1924∼현재 2,617,813 

해외학술지
KISTI 보유 영미권 학술지 수록논문 1666∼현재 65,789,951 

KISTI 보유 일본 학술지 수록논문 1953∼현재 4,916,993 

국내학술회의 국내 학술대회 발표논문 1966∼2017 346,770 

해외학술회의 해외 학술대회 발표논문 1893∼현재 10,888,882 

학위논문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1940∼현재 1,052,557 

소계 85,612,966

특허

한국특허

한국 공개특허 1967∼현재 1,467,173 

한국등록특허 1948∼현재 1,856,971

한국의장등록(디자인) 1948∼현재 1,008,718 

한국공개실용신안 1953∼현재 378,828 

한국등록실용 1948∼현재 506,612 

미국특허 미국 공개/등록 특허 1927∼현재 12,049,699 

유럽특허 유럽 공개특허 1978∼현재 4,299,371 

국제특허 WIPO PCT 특허 1978∼(현재∼1개월) 4,424,963 

일본특허 일본 공개특허 1976∼(현재∼4개월) 10,698,374

소계 36,690,709

보고서
국가연구개발보고서 국내 연구개발보고서 1900∼현재 242,328

분석리포트 KISTI 산업, 기술정보의 고급 분석보고서 2000∼현재 67,694

소계 310,022

동향

해외과학기술
과학기술동향, 미래예측정보, 유망기술 산업

및 시장정보
2014∼현재 4,255

정보서비스 
글로벌동향

 정보서비스 전반 국내외 주요 이슈 2006∼현재 4,888

과학기술정책동향  국내외 과학기술정책정보 1994∼2012 19,453

사이언스타임즈 과학기술과 사회의 정보 2017∼현재 17,114

NK테크 브리핑 북한과학기술 관련 기사 2017∼현재 297

과학향기 여러 과학 실험과 기사 2000∼현재 4,177

소계 50,184

저널/
프로시

팅

저널 저널정보 2010∼현재 119,430

프로시딩 프로시딩정보 2009∼현재 262,488

소계 381,918

연구자 연구자 정보 및 연구자의 논문, 특허, 보고서 연구실적 2016∼현재 856,419

연구 기관 연구기관 정보 및 연구기관의 논문, 특허, 보고서 연구실적 2016∼현재 352,492

합계 124,446,409

※ 출처: NDSL 홈페이지(www.ndsl.kr), 201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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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SL을 통해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학회 및 협회에서 출판된 저널과 프로시딩(conference 

proceedings)에 수록된 논문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Open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Open KISTI, 

Open Service’를 실현하고자 핵심 서비스의 오픈 플랫폼화(NOS, NDSL Open Service)를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NOS는 학술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산업표준･인력･사실정보 등 연구자가 원하

는 모든 과학기술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대 과학정보 포털이다. NOS는 NDSL의 방대

한 정보를 NDSL에 접속하지 않고도 다른 기관의 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할 수 있게 해 준다. NOS는 

2016년 기준으로 총 115개 기관(공공기관 28개, 민간기업 28개, 대학교 29개, 연구소 30개)이 활용

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정보유통 분야를 디지털자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학 데이터 영역까

지 확대하는 한편, NDSL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연계를 구축하며, 수명 주기를 

기반으로 국가 과학기술과 정보자원을 관리 및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는 사업, 과제, 인력, 연구시설･장비,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포털이며 부처별(기관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국가 R&D 사

업 관련 정보와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활용하여 국가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7년 10월 현재 6만 3,000개의 R&D 과제를 포함

하여 1억 1,852만 건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의 진흥과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정보를 제공하며, 차년도 국가연구 개발사업 예산의 조

정 및 배분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별 예산요구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분석 및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조사･분석을 실시하

고 이를 통해 수집된 사업, 과제 및 성과(논문, 특허 등) 정보들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정부는 연구개

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수행된 중간평가(자체, 상위), 특정평가, 종료평가, 추적평가 등 각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리는 세계정보기술회의(WCIT, 

World Congress on IT)에서 ‘2018 Global ICT Excellence Awards’ 공공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NTIS는 일반 국민까지 확대된 열린 개방 구현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NTIS 기술과 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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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세계 IT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탁월한 성과로 인정받아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의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NTIS를 이용자 중심으로 새롭

게 개편하여 오픈하여 이용자 경험과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해 복잡한 메뉴의 단순화, 정보 검색의 

정교화,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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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구축 및 운영

1. 사업 개요

1998년 5월에 시작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는 대학

생, 교수 등 연구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방된 대국민 서비스로서 국내외 학위･학술논문 

및 도서 자료, 이러닝 강의를 포함한 고등교육 학술연구정보 자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국가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018년 2월 현재 누적회원 417만여 명, 전년도 월평균 

1,329만 건의 검색 건수를 보이며 학술 분야 대표 서비스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RISS 서비스의 주요 데이터 근간이자 주요한 유관 기관인 대학도서관의 발전 

및 새로운 역할을 선도를 위한 ｢대학도서관진흥법｣에 근거하여 대학도서관 시범평가 및 평가 시스

템을 구축하였다. 단계별 대학도서관 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 안정적인 평가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기존 학술정보통계(Rinfo) 서비스와 데이터 연계하여 대학도서관의 업무를 최소화

하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국의 대학도서관을 포괄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종합목록 서비스를 통하여 개별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목록 및 소장 정보를 공동작성･공유하여 기관별로 중복되는 자료 

목록의 구축비용 절감 등 업무효율 향상에 기여했다. 이 자료들은 RISS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어 

학술연구자의 정보 수집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별 대학 및 기관에서 생산되는 최신 원문(Full-text)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유통체계

(dCollection) 서비스를 구축, 학위논문을 비롯한 다양한 학술 자원을 수집･유통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원문은 RISS를 통해 다양한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원문이 구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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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 목록을 통해 구축된 회원 도서관의 소장 정보를 활용하여 복사･대출할 

수 있다.

최근 점차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해외 학술 자원의 경우, 공개된(Open) 해외 전자정보(웹 DB, 

e-Book 등)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대학도서관 자료 구독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약 27 종의 핵심 해외 전자정보를 RISS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이다.

2. 추진 현황

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RISS는 2018년 2월 기준으로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를 포함해 총 417만 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학술연구정보검색 및 원문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검색 1억여 건 이상, 디지털 원문 

3,000만여 건 이상이 이용되는 학술 분야 대표 채널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RISS는 전국의 4년제 대학이 100% 참여하고 있는 종합목록 유통 채널(unicat.riss.kr)을 통해 회원 

기관들이 보유한 국내외 자료에 대한 목록 및 소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2월 기준 RISS 

이용자는 1,119만여 건의 국내외 자료목록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5,705만여 건의 소장 정보 

[ 그림 4-2-1 ] RISS 주요 원문 자료 구축 현황 (단위: 건,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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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어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 대 학이 

보유한 것 중 디지털 원문이 제공되지 않는 자료를 복사･대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연구보고서 등 대학과 학술단체가 생산하는 디지털 원문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동년 기준으로 RISS 이용자는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144만여 건과 

해외 박사 학위논문 18만여 건을 저자의 동의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학술단체와 

협약을 통해 구축된 학술지 논문과 민간에서 구축한 국내 학술단체 학술지 논문을 포함하여 512만

여 건의 국내 학술지 논문에 대한 디지털 원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픈 액세스

(Open Access) 논문 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구축한 논문 등 109만여 건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

며, 민간이 구축한 403만 건은 논문 소속기관의 구독 여부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해외 학술지의 경우, 매년 구축하는 전국 대학의 해외 학술지 권호별 소장 정보를 기반으로 상호

대차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의 원문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국내에 없거나 상호대차 서비스 회원기관이 보유하지 않아 입수가 불가능한 학술 자원에 대해서는 

해외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자료 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논문 구매대행 서비스(EDDS, 

Electronic Document Delivery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해외 학술지 논문의 경우 국가 

차원의 해외 학술 정보 공동활용 및 예산 절감을 위해 교육부와 함께 10개 주제 분야(인문과학, 

자연과학, 전기･전자･정보통신, 농･축산, 교육･사회･예체능 등)의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를 운

영 중이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이용자는 RISS를 통해 외국학술지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3만 5,000여 

종의 외국 학술지와 1,939만 편의 논문에 대해 무료로 원문복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요 해외 전자정보에 대한 통합검색 서비스도 RISS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많은 학술연구자가 

이용하는 범용 해외 학술전자정보를 대학라이선스 방식으로 도입해 전국의 대학 소속 학술연구자

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용자는 소속기관에서 구독하는 해외 전자정보는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서 이를 구독하지 않더라도 RISS를 통해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고가의 해외 전자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18년 2월 현재 운영 중인 주요 대학라이선스 방식 해외 전자정보로는 ACM Digital Library, 

AVON, CINAHL with FullText, EBSCO eBook, Education Source, GVRL, LION, PAO, PML, PQDT, 

ProQuest Central, SCOPUS, The Vogue Archive, Westlaw 등이 있다.

나. 종합목록(Union Catalog)서비스

종합목록서비스는 국내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목록을 도서관이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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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해 이용함으로써 도서관의 목록 작성 업무 효율을 높이고, RISS의 통합 검색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유한 대학도서관을 알려줌으로써 이용자의 학술 자원 수집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종합목록 서비스 회원기관은 1998년 148개 도서관에서 2018년 

2월 현재 776개로 늘어났으며, 전국 대다수의 4년제 대학도서관과 주요 전문도서관이 참여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로 성장했다. 종합목록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공동목록시스템(UNICAT) 및 통합 서지용 

KORMARC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이며, 표준화 분과위원회 운영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표준입력지침 배포 등을 통해 회원기관의 목록 작성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다. 상호대차(Inter Library Loan)서비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상호대차서비스는 1999년 도서관자료공동이용협약을 기반으로 시작된 

이래, 상호대차기관 채널 WILL(Web Inter Library Loan)과 RISS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상호대

차 서비스 참여 기관은 1999년 29개에서 2018년 2월 기준 605개로 확대되었고, 이는 RISS의 상호

대차를 중심으로 대학 간 소장 학술 정보의 공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의 경우 해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구자

에 대한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04년부터 일본 NII(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와 연계된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해 국내와 일본의 대학도서관이 자료를 공유하고 있

고, 2009년부터는 중국 CALIS(China Academic Library & Information System)와 상호대차 서비스

를 시작함으로써 700여 곳의 중국 대학도서관 소장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검 색 및 원문복사 서비스

가 가능해졌다. 또한 유럽권 자료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프랑스국립도서관(BNF)과 스페인국립

도서관(BNE)을 통한 복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해외 학술 자원을 

미국 OCLC, Right Find, 독일 SUBITO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자에게 제공 

하는 해외논문 구매대행 서비스(EDDS)도 제공 중이다.

3. 주요 성과

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RISS는 1998년 개통된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매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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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2 ] 연도별 RISS 이용 현황 (단위: 만 건)

또한 RISS 이용 고객의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강화를 위하여 사용자들이 로그인 없이 자료 

검색 및 원문 보기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 인해 고객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 증대 및는 물론 학술자원의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었다.

2017년에는 정보소외계층이 논문, 학술지 등 고등교육과 관련된 정보 자원을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공공데이터의 열린 혁신을 위하여 RISS와 책나래를 연계하여 정보소외계층 대상 학술연구정보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 그림 4-2-3 ] RISS-책나래 연계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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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객 응대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3시간 내 응대를 원칙으로 고객만족센터를 운영 중이며, 

상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경청하여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활동과 이벤트, 공모전 등의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나. 종합목록(Union Catalog) 서비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종합목록 서비스는 4년제 대학의 100%가 가입한, 개별 대학의 도서관 업무를 

지원하는 명실상부 국가 대표 서지목록으로 2018년 2월 기준 현재 77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종합목록 서비스는 개통 초기 450만여 건의 서지 데이터와 1,800만여 건의 소장 데이터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119만여 건의 서지 데이터와 5,705만여 건의 소장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 표 4-2-1 ] 2011∼현재 종합목록 데이터 확보 현황 (단위: 만 건, 누적)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

서지 데이터 968 994 1,017 1,045 1,081 1,113 1,119

소장 데이터 4,729 4,995 5,150 5,295 5,497 5,680 5,705

이렇게 구축된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는 전국의 대학도서관이 목록 작성에 활용하기 때문에 

대학도서관 목록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 종합목록 및 통합서지용 KORMARC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 등급제를 운영하는 등 대학도서관 현장에서부터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해 종합목록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데이터 통합 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품질을 높여 양질의 데이터만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에 선별･구축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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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호대차(Inter Library Loan) 서비스

상호대차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관은 2018년 2월 현재 605개로 4년제와 2년 제 대학, 전문･특수

도서관 등 국내 대다수의 대학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일본 NII, 중국 CALIS, 프랑스국립도

서관, 스페인국립도서관과 연계하여 이용자가 해외 학술 자원을 원활히 입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내외 학 술 정보 유통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미 소장 자료에 대한 해외 논문 

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발행 자료의 9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상호대차 서비스의 이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말 기준 15만여 건의 자료 신청과 12만 9,000여 건의 자료 제공이 이루어졌다.

[ 그림 4-2-4 ] 2011∼2017년 국내외 상호대차 서비스(복사･대출) 이용 현황 (단위: 건)

4. 향후 계획

RISS는 서비스 개통 이후 개인 연구자와 기관 회원 업무 담당자의 새로운 요구 및 학술연구정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자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 학술 자원의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하여 학술 자원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오늘날의 기술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용자에게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장기 적으로 중복 연구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상호교류를 통한 새롭고 다양한 연구 활성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이루고, 국가 연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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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체계 구축 및 운영

1. 사업 개요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체계(dCollection)는 대학을 중심으로 개별 기관에서 생산되는 학술정보를 

수집･유통하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 모든 과정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대학 단위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집･유통하는 경우도 있고, 모든 대학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2003년부터 디지털 학

술정보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241개 기관에서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체계

를 통해 전국 대학 학위논문이 온라인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오픈액세스(OA, Open Access)를 기반

으로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도 함께 수집되고 있다.

학술정보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조된 오픈액세스는 이용자들에게 모든 디지털 형태의 학술연구 

생산물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게 하였다. 여기서 학술연구 생산물이란 학술논문, 학위논문, 컨퍼런

스 자료,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을 포함한다. 오픈액세스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온라인

에서 조건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료로 이용은 가능하나 

[ 표 4-2-2 ] dCollection 유통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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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저작자)가 정의한 방법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4). 후자의 경우 연구자가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CCL(Creative Commons License)5)가 널리 쓰인다. 

부다페스트 OA 이니셔티브에서는 오픈액세스를 실현하기 위해 기관 레포지터리(IR, Institutional 

Repository)를 활용한 오픈액세스 저널과 저자의 셀프 아카이빙(Self-Archiving)을 제안하였다. 오

픈액세스 저널이란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출판과 동시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저널을 의미

하며, 셀프 아카이빙은 연구자가 본인의 디지털 연구 성과물을 소속 기관 레포지터리에 직접 제출

하여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특히 전 세계적으로 대학과 연구소, 학술기관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구축되었다. 

기관 레포지터리는 단일기관, 기관 내 부속기관, 복수기관의 연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이 

가능하고, 이들이 상호 연합하여 광범위한 개방 접근형 학술정보 유통 환경을 구성한다. 이는 디지털 

학술연구 성과물의 생산, 수집, 축적, 제공, 관리 등 학술정보 유통 환경의 혁신적 인프라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교육부 산하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중심으로 대학 생산 디지털 학술연구 

생산물의 저장용 소프트웨어이자 유통체계인 dCollection을 개발하여 대학에 배포하였다. 2007년

에는 대학 단위의 기관 레포지터리 구축 및 운영이 어려운 대학을 대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중앙서버와 운영 환경을 설치한 호스팅 방식의 dCollection을 개발하였다. 개별 대학 단위에서는 

카이스트의 KOASAS(KAIST Open Access Self-Archiving System), 서울대학교의 S-Space 등이 개

발되어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 소속 연구자들의 디지털 학술정보자원을 수집･관리하고 있다. 

dCollection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이다. ‘Digital Collection’의 줄임말로 

대학에서 생산되는 학술정보자원을 생산, 수집, 저장, 관리 및 공개하여 연구자들에게 학술연구 

성과물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보급되어 대학

도서관이 대학 내에서 생산되는 학술정보자원을 관리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 

서비스인 RISS를 통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연구자 및 학위논문 생산자가 

dCollection 시스템에 연구 성과물 및 학위논문 원문 파일을 메타데이터와 함께 제출하면 제출 

원문이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의 파일로 변환되어 해당 기관에 보관되고, 메타데이터는 원

문의 위치 정보와 함께 dCollection 중앙시스템으로 자동 수집된다. 중앙시스템에 수집된 메타데이

터와 원문의 위치 정보는 RISS로 이관되어 대국민 서비스 기반을 제공한다. dCollection은 대학도

서관이 대학 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학술 정보자원의 관리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대학 내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 부다페스트 OA 이니셔티브(BOAI,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참조, https://en.wikipedia.org/wiki/Budapest_Open_Acce

ss_Initiative

5)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참조. http://www.cckorea.org/xe/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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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3 ] dCollection 연도별 대학 참여 현황

연도 참여대학 수

2003 4

2004 16

2005 40

2006 62

 2007* 206

2008 208

2009 213

≈
2016 234

  2017** 241

* 2007년부터 중앙서버 방식의 dCollection 호스팅 구축으로 참여 대학 수 급증 

** 2017년 12월 기준

2. 추진 현황

가. 시스템 보급 및 운영 현황

dCollection 시스템은 2003년에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금의 ‘국가학술연구 DB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운영대학 확대 

및 시스템의 기능 강화가 진행되었다. 2003년 시범대학 4개에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16개 

대학, 2005년 20개 대학, 2006년 22개 대학에 시스템이 보급되었다. 특히 첫 2년 동안의 20개 

대학은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여 대학도서관의 업무 환경에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2007년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중앙 서버를 구축

하고 대학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자원을 공유하여 시스템을 활용하는 dCollection 호스팅 시스

템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대학이 dCollection 기반 대학 생산 학술정보자원 유통에 참여하게 되었

다. 2017년 12월 말 기준 현재 241개 대학에서 dCollection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

서 석사학위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거의 모든 대학에 해당한다. 

dCollection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어디에 설치 운영되는가에 따라 직보급 방식과 호스팅 방식으

로 개발되었다. 2006년까지는 대학도서관에 dCollection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는 직보급 방식

으로 진행되었고, 이 경우에는 대학별로 별도의 서버를 마련하여 대학이 직접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중소 규모 대학도서관의 경우 인력과 비용 면에서 직접 관리가 어려워 호스팅 

방식으로 참여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호스팅 방식을 도입한 덕분에 이후 dCollection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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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5 ] dCollection 시스템의 3가지 보급 유형

대부분의 4년제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직접 시스템을 설치했던 대학 중 지속

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대학들이 호스팅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밖에 dCollection의 또 다른 구축 방식으로 변환시스템 방식이 있는데, 해당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변환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변환시스템 방식은 주로 협약된 유관기관, 민간 학술논문 등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dCollection의 3가지 보급 유형은 위의 그림과 같다.

많은 대학이 dCollection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대학도서관에서 학술

연구 성과물의 수집과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초기에 

dCollection 시스템이 보급된 대학의 사례를 참조하여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전체 참여 

대학에 배포하였다. 매년 상･하반기 총 4회에 걸쳐 대학의 dCollection 업무 담당자를 위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해 기존 담당자에게는 업그레이드와 변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새롭게 업무를 맡게 된 

담당자에게는 신속하게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하

여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한 대학의 업무 담당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운영센터에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 업무 담당자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운영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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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시 답변하며, 담당자의 제안 및 개선사항은 내부 검토를 거쳐 상･하반기 2차례 시스템 패치 

시에 최대한 반영하여 보급하고 있다.

나. 시스템 구축 현황

dCollection의 데이터 설계 및 메타데이터 표준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수집 자료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컬렉션, 아이템으로 구성된다. 커뮤니티는 자료 관리의 주체가 되는 대학내 

조직단위로 dCollection에 탑재할 자료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학과, 대학원, 행정 조직, 연구소 

등이 포함된다. 하나의 커뮤니티에는 해당 커뮤니티가 생산하는 한 개 이상의 컬렉션이 존재하고, 

단위논문은 특정 컬렉션에 등록된다. 즉 커뮤니티, 컬렉션, 단위논문은 수직적 계층 관계를 이루게 

된다. 자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출자(연구자, 학위논문 생산자 등)가 로그인 한 후 자료를 등록

할 커뮤니티와 컬렉션을 선택해야 한다. dCollection에서 구축되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는 아이템

(Item) 객체를 중심으로 하여 학술지(Serial), 전공(Major), 학술행사(Conference)라는 참조 객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구축 관리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dCollection에서 정의하고 있는 참조 객체간의 

관계도, 데이터 모델링을 설명하고 있다.

[ 그림 4-2-6 ] dCollection 데이터 모델링

메타데이터 표준화와 관련하여 dCollection에서 사용되는 메타데이터는 기본적으로 DC(Dublin 

Core)를 확장하여 표준화하였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문공유 운영위원회를 통해 메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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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lements(In Korea) Elements(Eng) Options Remarks

1 제목 Title Mandatory Title

2 제목(부제목) Subtitle Recommend Sub Title

3 제목(대등) Alternative Recommend Alternative Title

4 제목(제2언어) Translated Recommend Title in second language

5 저자명 Creator Mandatory Author name

6   저자(제2언어)   Other Name Recommend Author name in second language

7   저자의 소속   Affiliation Recommend Organization that belongs to author

8   저자 이메일   Who Is Recommend Author’s email address and homepage

9 주제어(키워드) Subject Recommend Keyword

10 초록/요약 Abstract Mandatory Abstract(Summary)

11 목차 Table of Contents Recommend Table of Contents

12 발행기관 Publisher Mandatory Publisher’s name

13 지도교수 Advisor Recommend Professor who advise

14 발행년 Issued Mandatory Issued year

15 학위수여년월 Awarded Mandatory Month when degree was awarded

16 학위명 Thesis Degree Mandatory Awarded degree(Master or Doctoral)

17 학과 Major Mandatory Department and major

18 세부전공 Specialty Recommend Specialized major

19 페이지 Page Recommend Total number of pages

20 본문언어 Language Mandatory First language in which thesis written

표준화와 관련된 운영, 개정 등을 협의하여 진행한다. 학위논문 표준 메타데이터 항목은 다음과 

같이 모두 20개의 항목이 있으며, 항목별로 필수와 권장 사항을 정의하였다. 

[ 표 4-2-4 ] 학위논문의 표준 메타데이터 정의 내용

개별 대학의 dCollection 시스템에 탑재된 자료의 메타데이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중앙 시스

템에 수집되어 dCollection 홈페이지의 통합검색을 통해 참여 대학에 서비스되고, RISS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된다. 개별 대학의 시스템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중앙 시스템은 OAI-PMH 

(Open Archives Initiative Protocol for Metadata Harvesting) 프로토콜을 통해 연결된다. OAI-PMH는 

DP(Data Provider)와 SP(Service Provider)로 구성된다. DP는 개별 대학 dCollection에 저장돼 있는 

학술자원의 메타데이터를 중앙의 dCollection 시스템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이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설치된 SP는 OAI-PMH를 통해 대학의 DP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수집

하는 시스템이다.

대학 및 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학술연구 성과물을 유통하기 위한 기반 시스템인 dCollection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제출자가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관리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하 CCL) 기능을 도입한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을 추가 개발했기 때문이다. CCL은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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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 이용 라이선스다. 

또한 dCollection은 디지털 저작물의 불법적인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문서보

안(DRM, Digital Right Management, 보기･인쇄･저장 유효기간 설정 등) 기능 역시 제공하고 있다. 

dCollection이 제공하고 있는 CCL라이선스관리 기능과 DRM 문서보안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그림 4-2-7 ] dCollection 라이선스관리시스템의 2가지 적용 기능

dCollection 시스템은 2003년 직보급 방식, 2007년 호스팅 방식으로 개발되어 10여년 이상 활용

되면서 변화하는 IT 기술 및 환경 적용, 시스템의 보안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6년부터 

전면 고도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특히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의 전자정부 

권장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였으며, 기존 문서 위주의 학위논문에서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

디미어 자원으로 작성된 학위논문의 효율적 수집･관리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2016년 호스팅 시스

템 고도화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직보급 시스템의 고도화 개발 및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3. 주요 성과

학술연구 성과의 디지털 원문 온라인 서비스는 신속하게 원문을 바로 획득하고 싶어 하는 연구자

에게 매우 중요한 서비스가 되었다.6) dCollection 시스템을 통하여 2017년 12월 말 기준 학위논문 

약 142만 건, 학술논문 약 505만 건을 수집･구축하여 RISS를 통해 원문을 서비스하고 있다. 학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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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대학명 누적 구축

1 서울대학교 65,618

2 연세대학교 51,575

3 부산대학교 49,257

4 고려대학교 45,671

5 이화여자대학교 45,267

6 한양대학교 44,973

7 경희대학교 44,960

8 중앙대학교 41,960

9 전남대학교 34,893

10 성균관대학교 28,696

연도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기관 수
원문구축 건수(누적)

기관 수
원문구축 건수(누적)

원문구축 URL연계 소계원문구축 URL연계 소계

2009 215 280,514  513,983  794,497  937 477,575 1,915,274 2,357,952

2010 218 280,511  610,282  890,793  941 398,685 2,098,022 2,496,707

2011 219 280,502  679,092  959,954 1,336 391,601 2,437,126 2,828,727

2012 222 280,473  787,443 1,067,916 2,434 384,571 2,797,057 3,181,628

2013 228 280,398  860,769 1,141,167 2,351 401,560 3,100,391 3,501,931

2014 234 280,373  922,856 1,203,229 2,440 401,296 3,399,399 3,800,695

2015 236 280,367 1,007,978 1,288,345 2,837 401,269 3,872,388 4,239,948

2016 238 280,363 1,071,809 1,352,172 2,842 401,009 4,226,318 4,627,327

2017 241 280,359 1,140,664 1,437,281 2,842 400,950 4,649,350 5,050,300

문은 dCollection을 통해 매년 약 6만여 편이 수집되고 있으며, 수집된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은 

RISS로 연계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RISS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의 원문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학위논문 143만 건, 학술지논문 505만 건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원문 중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직접 원문을 구축한 경우와 대학이나 민간학술 데이터베이스 등 외부기

관에서 구축한 원문을 URL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표 4-2-5 ]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구축 현황 (단위: 개, 건)

또한 주요 대학별 학위논문의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학교가 6만 5,618건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연세대학교 5만 1,575건, 부산대학교 4만 9,257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4-2-6 ] 학위논문 대학별 구축 상위 10개 대학 현황(2017년 12월 기준) (단위: 건)

6) 2017년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활용실태･효과분석(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에 의하면 학술연구자(이용자)가 학술정보 획득을 위해 

RISS를 이용하는 비율이 73.7%이며, 전체 학술정보의 54.6%를 RISS를 통해 획득한다고 하였다. (p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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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에는 민간 포털인 네이버와 학술정보 공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2010년 하반기에 RISS의 학위논문 중 CCL에 동의한 논문 약 12만 건을 네이버와 연계하여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네이버 전문정보 서비스 이외에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건설기

술연구원, 안전행정부 DMZ 통합홈페이지, 통일연구원 등과 학술정보 원문 공유에 협력함으로써 

이들 홈페이지에서도 RISS 원문 서비스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2014년 7월에는 국회

전자도서관과 학술정보 공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RISS의 학술정보를 다양한 유관기관 

서비스에서도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학위논문 이용 활성화 차

원에서 국회전자도서관, 네이버 전문정보 서비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에 접속한 이용자가 

학위논문 원문을 이용할 때 RISS 로그인 없이 바로 원문을 볼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2015년부터 RISS 이용자들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과학기술정보통합 서비스(NDSL), 한국

연구재단(NRF)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 제공 학술지 및 학술논문을 

RISS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학술논문 원문을 유료로 서비스하는 6개 민간업체7)와 

협력하여 RISS를 통해 한 번에 검색과 원문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2016년에는 KCI 제공 

연도별 학술지 이력 정보, 학술논문 단위 인용도 등 해당 학술지 및 학술논문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역시 KCI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누리미디어의 경우 나머지 다섯 

업체와는 달리 대학과 유료 학술논문 업체의 구독 방식이 복잡하게 변경되어 이용 편의성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모바일 기기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2011년 8월에는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에 대한 

모바일 웹 기반의 원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단, DRM8)이 적용되지 않은 학위논문은 모두 RISS 

모바일 웹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DRM이 적용된 학위논문의 경우는 ezPDF라는 유료 앱을 설치한 

후 이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다. 2015년에는 학위논문 제출자로부터 복제, 전송, 출력 권한에 

대한 이용허락으로 DRM 적용이 불필요하다는 법률 자문을 거쳐 제출자가 정확하게 이용동의서에 

허락한 학위논문의 경우 DRM을 제거,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의 학위논문 원문을 모바일에서 이용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대학에서 dCollection을 통해 학위논문을 납본할 수 있도록 

협의해 2015년 상반기부터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제출을 요청한 대학의 학위논문 원문 파일이 

dCollection을 통해 제출되기 시작하였다.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의 양이 증가하고 외부 기관과의 연계가 확대됨에 따라 학술정보 서비스의 

검색 및 원문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7) 한국학술정보, 누리미디어, 교보스콜라, 학지사, 학술교육원, 코리아스칼라

8)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저작물의 복제, 전송, 출력 등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로 저작권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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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7 ] 연도별 학술정보 서비스 검색 및 원문 이용 현황(2017년 12월 기준) (단위: 건)

연도 검색 다운로드

2010 37,684,646 19,828,529

2011 61,281,974 26,250,502

2012 84,647,962 32,687,461

2013 118,934,180 36,866,489

2014 121,032,180 39,716,580

2015 115,727,236 38,679,942

2016 134,049,739 38,060,645

2017 159,511,461 38,373,875

dCollection을 통해 유통되는 대부분의 학술정보는 대학에서 생산되는 학술자원으로 구성돼 있

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학술정보자원의 주요 생산기관이자 보유기관인 대학과의 역할 분

담과 협력, 그리고 지속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학술정보 원문공유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의 선정은 학술정보 원문유통사업 공유유통 기여도 평가를 통하여 2년 단위로 구성하

고 있으며 2018년 현재 20개의 운영위원 대학이 새로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술정보 원문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 dCollection 운영 및 국가 학술정보 유통 모델 

개발 등 다양한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기능을 한다. 

4. 향후 계획

｢대학도서관진흥법｣제7조, 제13조에 의해 대학도서관은 대학에서 생산하는 각종 지식자원의 수

집과 디지털화 및 운영, 그리고 구축된 디지털 자료의 대학 간 공동활용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dCollection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학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형의 학술연구물이 디지털화되

고 전국 학술연구자들에게 RISS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되면 국가의 연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그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도서관의 위상 역시 높아질 것이다.

최근 대학 및 연구소에서는 각 기관 레포지터리에 지금까지 축적된 기관 단위 연구 성과물에 

기반을 둔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한 교수 또는 학과 및 

단과대학을 추출해내고, 최신 연구 동향 및 학제 간 연계, 인용도 가장 높은 연구 성과물 등을 

분석하여 대학 및 기관의 미래 학술연구 방향성 설정을 지원하기도 한다. 대학 생산 학술연구 

성과물을 생산에서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dCollection의 역할이 미래의 국가 학술

연구 발전을 위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납본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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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도모한다. 학위논문이라는 중요한 학술자원에 대해서는 대학의 동의를 얻어 dCollection 

시스템을 통한 납본 제도가 정착된다면 개별 기관의 납본에 의존하는 것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학위논문 디지털 파일 납본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dCollection 참여 

대학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학위논문의 

원문 유실을 막아 보존 및 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학위논문 디지털 파일의 

장기보존 및 아카이브 계획을 구체화하여 dCollection 직보급 대학을 대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

원의 중앙 아카이브 활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오픈액세스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의 그린 오픈액세스와 더불어 영국을 중심으로 

오픈액세스 출판을 위한 별도의 APC(Article Processing Charge)를 지원하는 골드 오픈액세스 정책

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9). 여러 나라와의 국제 협력을 통해 오픈액세스 운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

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글로벌 오픈액세스 협력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

로 동참하면서 대학 기관 레포지터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OA 학술논문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9) 그린 오픈액세스(Green Open Access):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오픈 레포지터리에 저자가 셀프 아카이빙하여 공개하는 것

   골드 오픈액세스(Gold Open Access): 학술지에 별도의 APC를 지불하고 학술지 자체에 논문을 공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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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1. 사업 개요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은 2014년 개통 이후 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부

족한 소외계층이나 평생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주민을 포함한 전 국민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국가 단위 평생학습 전달체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정부가 수립한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 전달체계 구축 방안’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온라인을 통한 국민 간의 소통, 부처 간, 기관 간 평생학습 공유 

문화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늘배움은 국가평생학습 포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전국의 공공기관을 비롯한 평생교육기관

에 산재한 평생학습정보와 양질의 공개교육 자료를 연계하였고, 광역 자치단체별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을 연계하여 국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완성

하였다. 또한 평생교육 6대 영역별1), 학습목적별2), 지역별 상세 검색이 가능한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평생교육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표 5-1-1 ] 국가평생학습포털 구축 및 운영 주요 추진 경과

년도 주요 내용

2013.07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계획 수립

2014.01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2014.12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개통

2015.01 늘배움 모바일 앱/웹 서비스 실시

2016.12 전국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연계 완료

2017.12
이용자 중심의 늘배움 서비스 개편
※ 검색 서비스 고도화 및 위치 기반 평생교육 기관 정보 안내 등

1) 평생교육 6대 영역: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2) 학습목적: 취업/창업, 스포츠, 외국어, 자격증, 음악/미술, 컴퓨터, 인문/교양, 생활/경제, 시민참여, 건강/의료, 한글/한문, 학력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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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8년에는 평생교육정보의 제공 범위를 학술정보 및 평생교육 통계까지 넓힘으로써 기존

의 ‘평생학습 포털’에서 ‘평생교육정보 포털’로 그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2. 추진 현황

가. 추진 체계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의 추진 체계는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보 제공 기관

으로 구성･운영한다. 교육부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등 사업을 총괄하며, 국가평생

교육진흥원은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과 연계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또한 늘배움은 평생학습계좌제3)와 정책을 연계해 이용자가 학습이력

을 누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그림 5-1-1 ] 국가평생학습포털 구축･운영 추진 체계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2

나. 서비스 운영 현황

늘배움 서비스는 국가평생학습포털로서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 양질의 국내외 온라인 콘텐츠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평생교육기관 및 강좌 정보 등을 수집하고 

3) 평생학습계좌제란 국민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에 누적･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 등과 연계하여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생학

습이력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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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한다. 2018년에는 평생교육학술정보와 통계정보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늘배움은 평생교육정보 확보뿐만 아니라 ‘공유’를 통한 평생교육 확산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늘배움 서비스에서 자체 개발한 평생교육 동영상 강좌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를 

개발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수집하여 제공 중인 평생교육

기관 및 강좌정보 또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늘배움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통합검색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 2014년 서비스 

개통 당시 도입된 검색엔진이 유지보수 및 고도화를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특히 온라인 

평생교육 정보는 평생교육 6대 영역별, 학습목적별 상세 검색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평생교육 정보

는 시･도–시･군･구별, 학습목적별, 접수기간별 상세검색 필터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검색 서비스를 활용한 ‘나의 학습설정’ 기능은 내가 

원하는 학습 형태, 학습 목적, 학습 지역, 학습 분류를 설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정보를 통해 이용자

의 개인별 맞춤형 학습 효과성을 도모한다.

[ 그림 5-1-2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나의 학습설정’ 화면

※ 출처: 국가평생학습포털(www.lifelongedu.go.kr),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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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가. 평생교육정보 연계･제공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은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 평생교육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2018년 2월 기준 60개 기관의 69만개 평생교육 강좌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늘배움은 지난 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진흥원이 주관하는 ‘굿콘

텐츠서비스인증’을 획득하여 늘배움에 탑재된 콘텐츠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해당 인증서

는 2018년에 갱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콘텐츠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

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표 5-1-2 ] 2017년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평생교육정보 신규 연계 현황 (단위: 건)

유형 기관명(연계 정보 내용) 정보 수

공공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보호교육) 1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보건복지 인적자원개발교육) 59

선거연수원(민주시민교육) 34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투자자교육) 119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기초영어) 24

민간기관
검스타트/신지원(검정고시 중졸, 고졸) 444

ECK교육(영어, 네팔어 등 외국어 교육) 197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출석･원격기반 학점은행 기관) 438

평생학습계좌제(평가인정 기관 및 강좌) 706

지역평생교육(지역 평생학습 시설) 461

다문화교육(영어권, 중국어권 등 교육) 914

K-MOOC(고등교육) 500

[ 그림 5-1-3 ] 2016년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이용자 콘텐츠 수요조사 결과 (단위: 건, %)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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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평생교육정보는 교육부 핵심개혁 과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2014.12)’ 

및 ‘전년도 이용자 콘텐츠 수요조사’에 대응하여 외국어 관련 평생교육정보 특히 영어 관련 220개 

신규 연계 및 1,888개 정보를 현행화하여 제공한다.

나. 평생교육정보 질 관리

대국민 서비스인 평생교육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향상을 위해 오프라인 평생교육정보 주요 

제공 기관인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방문 모니터링 6회 및 서면 모니터링 11회를 

추진하여 연계된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신 온라인 평생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에 연계 중인 약 28만개 정보를 

대상으로 업데이트하였다. 이는 시의성 및 수요자 니즈가 반영된 교육 내용이 신속하게 반영되어 

서비스 이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다. 

다. 시스템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향상

늘배움에서는 그동안 방대한 양질의 평생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활용도가 낮은 

단점을 갖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용자 위치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배움

터’ 기능을 개발해 이용자들이 평생교육 강좌 또는 기관정보 검색 시 이용자와 가까운 평생교육 

강좌 및 기관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 맞춤형 평생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그림 5-1-4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평생교육기관정보 제공 화면 개선

기존(2014∼2016년)

텍스트 수준의 주소 정보 제공

개선(2017년)

API 적용, 현위치 기준 검색 기능 제공

※ 출처: 국가평생학습포털 웹사이트(www.lifelongedu.go.kr),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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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인 계층과 같이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와 관리자 간 소통 

강화 및 민원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원격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해당 기능은 기존 민원 처리 

대응 시 로그인 후 텍스트를 통한 문의 및 답변 확인의 단점을 해소하고, 긴급 상황에도 실시간 

민원대응 등의 효과를 가져와 업무의 효율 및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 표 5-1-3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명)

연도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 수
평균 환산 점수

2016 3.989 79.78 621

2017 3.998 79.97 736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12

4. 향후 방향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은 평생교육정보 영역을 확장하여 기존 평생학습 포털에서 평생교육정

보 포털로 정보의 다양화 및 서비스 이용 대상의 다양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정보를 연계하고 콘텐츠를 개발하여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정보 및 콘텐츠를 우선 제공하여 그들의 평생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이다.

두 번째, 평생교육 관련 학문과 기술 발전에 도움을 주는 평생교육 학술정보 및 통계 정보를 

연계･제공할 것이다. 기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한국

평생교육학회 등의 평생교육 유관 학술지를 발행하는 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어 평생교육과 관련된 

학위논문, 학술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통계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국가평생교육통계’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연계된 평생교육 통계 정보를 활용하여 

평생교육 분야의 학술연구 진흥 및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할 것이다.

한편 늘배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하

였다. 늘배움의 주요 정보 제공 기관인 시･도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은 늘배움과 중계 서버를 

통해 정보를 연계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체

를 구축하여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계 서버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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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시･도 평생교육정보망

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 체제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국제적으로는 

1983년 유네스코 교육연구소가 발표한 ‘평생학습커뮤니티의 창조(Lifelong Learning Community)’ 

보고서를 통해 ‘평생학습자원시스템(Lifelong Learning Resource System)’을 구축하여 학습 공동체

를 만들 수 있다(Knowles, 1983)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주민이 실제 일상을 영위하는 지역사회에서 

교육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기능을 유지하고 모두가 동등

한 교육기회를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제가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우리나라 평생교육 정책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국가 및 시･도 단위

의 추진기구를 설립 혹은 지정하여 추진체제를 마련하고, 해당 추진기구를 중심으로 국가와 지역 

혹은 지역 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성인 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해 다양한 교육정

보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정보화’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정보 서비스 및 추진기구 간 연계를 기반으

로 수행한다. 1999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4)을 통해 평생교육정보화를 위한 추진체제로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센터(교육부장관 지정 위탁)’와 시･도 수준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운영)5)’를 두도록 명시하였다.

2000년 3월 한국교육개발원에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되었다. 그 해 7월 16개 시･도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23개 기관이 지정되어 지역교육기관의 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수준의 

4)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

5)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기능 이외에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센터-지역평생

교육시설 간 상호 연계체제 구축 등의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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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1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 현황

시･도 1차 지정(2000∼2001) 2차 지정(2002∼2006) 3차 지정(2007∼)

서울 마포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

부산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부산대(컨소시엄) -

대구 대구시립중앙도서관 대구시립중앙도서관 대구시립중앙도서관

인천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 인하대 -

대전
대전광역시북구도서관－대덕대 

평생교육원(컨소시엄) 
대전대 대전평생학습관

광주 금호교육문화회관－조선대(컨소시엄) 금호교육문화회관－조선대(컨소시엄) -

울산 울산남부도서관-울산대(컨소시엄) 울산남부도서관 -

강원 춘천평생교육정보관 춘천평생교육정보관

경기 수원대 평생교육원 경기교육정보연구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충북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중앙도서관 -

충남
충청남도학생회관－공주대－
천안대－천안외대(컨소시엄)

충청남도학생회관－공주대－천안대－천안외대(컨소시엄) 충청남도평생교육원

전북 전북대 평생교육원 전북대 평생교육원 -

전남 순천대 사회교육원 순천대-동신대 평생교육원－담양공공도서관(컨소시엄) 목포공공도서관

경북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대구대 

평생교육원(컨소시엄)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대구대 평생교육원(컨소시엄)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경남 경상남도교원연수원 경상남도교원연수원－거제평생교육원(컨소시엄) 창원도서관

제주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

※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2008년 시행)에 따라 시･도 단위 추진기구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7개 시･도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3차 지정 없이 운영 종료

평생교육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홈페이지 등을 프로그램 운영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 후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6)을 통해 당초 교육감이 지정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기반의 시･도 평생교육 운영체계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전환

됨에 따라 평생교육정보화에 대한 시･도 단위 실행기구 또한 변경되었다. 해당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기능으로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평생교육법 제19조)’

을,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으로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평생교육법 제21

조)’을 명시하였으며, 평생교육정보화와 관련하여 ‘동법 제22조7)’를 통해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을 규정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프로그램 개발, 강사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 2011년 ｢평생교육법｣ 제19조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도－시･군･구－읍･면･동 단

6)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시･도 수준의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치 규정

7)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

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477

제2장 시･도 평생교육정보망

위로 연계되는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구동을 위한 교육부의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

과제로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사업이 추진되었다. 

나. 주요 경과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사업은 교육시설, 프로그램, 강사 등 지역에 산재한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시･도 단위의 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에 보다 손쉽게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교육부는 2011년부

터 매년 초 공모를 통해 3∼4개의 시･도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을 위한 7,500만 원 내외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였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지자체는 국고보

조금 이외 지원금의 50% 이상 지방비 대응투자를 확보하여 정보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운영 주체에 따라 분산된 시스템이 원활히 호환될 수 있도록 저장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적용하도록 지원하였다. 

해당 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체적으로 정보망을 구축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제외

한 15개 시･도에 평생교육정보망이 국고 지원을 통해 구축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부산광역시와 충청남도,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2013년 인천광역시, 충

청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014년 경상남도, 전라남도, 강원도에 이어 2015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시･도 평생교육정보망이 구축되어 전국 17개 시･도에 정보망 구축이 

완료되었다. 

[ 표 5-2-2 ] 시･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현황

구축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시･도 부산, 충남 제주, 울산, 대전 인천, 충북, 대구, 경북 경남, 전남, 강원 광주, 전북, 세종

이 후 2016년 기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지역 교육기관 정보수집･관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15개 시･도8)에 대해 1,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시･도 정보망을 자체 구축한 서울시는 2011년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을 개통하여 운영 중이며 경기도는 온라인강좌 중심의 ‘경기도 평생학습 

e-배움터 HomeLearn’을 개편하여 2017년부터 ‘G-SEEK’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구축한 

평생교육정보망은 국가평생학습포털과 연동을 고려해 시스템 설계 및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수집 

등을 위한 표준을 적용하였다.

8)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한 서울과 경기도는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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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현황

평생교육정보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는 지역 교육기관, 프로그램, 강사, 학습동아리 등 

4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지역에 따라 온라인 강좌, 학습상담과 설계, 학습커뮤니티 활동 지원, 지역 

내 온라인 유관 서비스 연계 등의 기능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 표 5-2-3 ] 시･도 평생교육정보망 운영 현황 (단위: 건)

시･도 도메인

교육 정보
온라인
강좌

유사 서비스 연계* 등 기타 기능
* 온라인교육센터 링크 등기관 강좌 강사

학습
동아리

서울 sll.seoul.go.kr 1,269 1,269 - - 748

부산 www.ble.or.kr 1,637 36,521 383 650 -

대구 tong.daegu.go.kr 368 5,008 187 - 97
한국직업방송, KOCW, 대구시민대학 등 온라인 
콘텐츠 연계(탑재, 링크 등)

인천 www.damoa.incheon.kr 1,853 33,617 146 685 82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링크

대전 daejeon.damoa.dile.or.kr 1,025 1,329 - - - 대전시민대학, 대전배달 강좌 시스템 별도 운영

광주 www.gie.kr 86 1,017 93 25 -
광주시민사이버학습센터, 사이버검정고시 
학습센터, 광주형온라인캠퍼스 홈페이지 링크

울산 www.uill.or.kr 328 38,049 - - - 울산시민아카데미 링크

세종 damoa.sejong.go.kr 59 3,935 194 39 -
市직영 프로그램 수강신청 시스템 운영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2개소 정보 제공

강원 www.e-room.or.kr 315 3,135 15 446 -

경기 www.gseek.kr - - - - 1,200 지식나눔을 위한 배움 기부제 및 마이플랫폼 서비스 

충북 www.cblll.or.kr 1,602 2,054 20 43 -

충남 ontong.chungnam.go.kr 680 8,299 199 673 - 학습공유공간 37개소 정보 제공(공유路서비스)

전북 jbdamoa.jeonbuk.go.kr 647 5,546 - -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6개소 정보 제공

전남 www.jndamoa.or.kr 330 2,523 105 373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30개소 정보 제공

경북 www.gbdamoa.or.kr 223 3,878 26 16 -

경남 www.gndamoa.or.kr 4,056 997 297 142 -

제주 damoa.jeju.kr 287 5,491 482 1 93

가. 기관 및 강좌 정보

17개 시･도 평생교육정보망이 공통적으로 지역 교육기관과 강사 정보를 탑재하고 있다. 교육기

관 정보는 행정구역(시･군･구), 운영 형태(설립 주체, 설치법령 등) 등 분류 기준에 따른 검색기능과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도를 통한 위치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이때 운영 형태별 분류 기준은 지역에 관계없이 법령 등을 근거로 표준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교육기관 정보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으로 4,056건을 탑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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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4 ] 교육기관 분류 기준

연번
대분류

(설치법령)
중분류 소분류

A 평생교육법 국가 및 지자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B 평생교육법 학교형태 및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 / 학교부설 / 학교형태 / 사내대학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C 평생교육법 문화센터 등 사업장부설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D 평생교육법 시민사회단체(NGO, NPO)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E 평생교육법 교육사업 관련 시설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F 평생교육법 사이버학습 관련 시설 원격평생교육시설

G 기타법령 도서관 공공 / 대학 / 학교 / 전문도서관

H 기타법령 박물관, 미술관 국립 / 공립 / 사립 / 대학 박물관･미술관

I 기타법령
문화예술 관련 시설

(전수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국악원 등)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J 기타법령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여가 복지시설, 
장애인복지･평생교육･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 자활자립시설

K 기타법령
청소년 관련 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단체 등)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L 기타법령 직업훈련 관련 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산업교육기관, 
공무원연수원, 기업체연수원

M 기타법령 여성 관련 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N 기타법령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시･군･구민회관

O 기타법령 다문화 관련 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관련 시설 및 단체

P 기타법령 시민사회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사(재)단법인, 시민단체

Q 기타법령 기타
국방부, 보건소, 상담시설･기관, 자원봉사 단체･기관, 연구기관, 
그 외 관련 시설･기관

[ 그림 5-2-1 ] 경남 평생교육정보망 교육기관 검색 및 통계 서비스 화면

검색 화면 통계 서비스 결과

강좌 정보는 교육기관 정보와 마찬가지로 행정구역(시･군･구), 학습 기간, 학습 대상, 수강료, 

교육내용 등 표준화된 분류 기준에 따른 검색기능과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강좌 정보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으로 36,521건을 탑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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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5 ] 강좌 분류 기준

연번 대분류 중분류

A 기초문해교육 문자해독 기초생활기술 문해학습계좌

B 학력보완교육 중등학력 보완 초등학력 보완 고등학력 보완

C 직업능력교육 직업 준비 자격인증 현직 직무역량

D 문화예술교육 레저생활스포츠 생활문화예술 문화예술 향상

E 인문교양교육 건강심성 기능적 소양 인문학적 소양

F 시민참여교육 시민 책무성 시민리더 역량 시민참여 활동

[ 그림 5-2-2 ] 부산 평생교육정보망 강좌 검색 및 통계 서비스 화면

검색 화면 통계 서비스 결과

나. 강사 및 학습동아리 정보

시･도 평생교육정보망은 지역에 따라 국가평생학습 포털로 수집되는 교육기관과 강좌 정보 외에 

지자체, 지역 교육기관 등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강사와 학습동아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제22조에 의거하여 각급 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시･도 평생교육정

보망을 통해 각 지역의 강사 정보를 탑재하여 제공하고 있다.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9)가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강사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 중 

제주가 482건으로 가장 많은 강사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강사의 전문성 등 질 

관리를 위해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증강사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듯 강사 선정 및 등록은 지역 특성에 따라 비교적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온라인 수시 접수, 공모 및 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강사를 등록하고 강의 분야, 

활동 형태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9) 강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시･도 평생교육정보망은 부산,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이며, 

울산과 전북 평생교육정보망은 기능은 있으나 강사 정보가 게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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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동아리 정보를 서비스하는 시･도 평생교육정보망은 총 11개10)로 이 중 부산, 인천, 충남이 

600개 이상의 학습동아리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학습동아리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등록신

청 절차를 운영하며 등록된 학습동아리는 지역에 따라 활동비 보조, 교육지원, 행사 참여,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그림 5-2-3 ] 강사 정보 및 학습동아리 정보 검색 서비스 화면

제주 평생교육정보망 인천 평생교육정보망

다. 온라인 강좌 등 기타 기능

교육기관, 강좌, 강사, 학습동아리 등 정보 제공 이외에도 지역별로 주민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추가로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 평생교육정보망은 평생교육 분야(인문교양, 

직업능력, 문화예술, 기초 문해, 시민참여, 학력 보완)별로 724종의 학습 동영상을 제공하며, 대구

시민사이버교육센터, 한국직업방송, K-MOOC, KOCW, 국가평생학습포털과 연계하여 주민이 편리

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천 평생교육정보망 또한 인문학아카데미 31건, 창조아카

데미 51건, 총 82건의 동영상 강좌를 탑재하고 있으며 인천사이버교육센터, 국가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온라인 평생교육사이트 G-SEEK, K-MOOC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광주 

평생교육정보망은 광주시민사이버학습센터, 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 광주형온라인캠퍼스를 링크

하고, 울산 평생교육정보망은 울산시민아카데미를 링크하여 지역 주민의 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대전은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이외에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대전시민대학’과 ‘대전배

달강좌’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과 송촌캠퍼스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대전시민대학의 오프라인 강좌의 회원등록, 모집요강, 수강신청 및 환불과 관련하여 ‘대전시민대

학’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전배달강좌’는 경제적, 환경적 이유로 평생학습 참여가 

10) 학습동아리 정보 서비스는 부산,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총 11개 시･도에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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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새터민) 5명 이상이 모여 신청할 경우 강사

를 배정하여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시스템을 통해 학습자 등록 및 강좌 

신청, 배달강사 등록 등의 모든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 평생교육정보망은 시(市) 혹은 시(市)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신청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충남 평생교육정보망은 학습공간 공유 서비스인 ‘학습로

(路)’와 관련하여 지역 내 학습공간 37개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 세종, 전북, 

전남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정보를 별도 메뉴로 편성하고 제공하고 있다.

라. 그 외 시･도

서울과 경기는 시정의 추진 방향과 중점 목표, 핵심 과제 등을 반영하여 국고 지원 없이 자체적으

로 평생교육정보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진흥원

이 시･도 정보망을 운영하는 데 비해 서울 평생학습포털은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 평생학습포털은 온라인 학습, 교육기관 및 강좌정보 제공, 커뮤니티로 외에 서울 평생학습 

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출범한 ‘서울자유시민대학’을 별도 메뉴로 편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현재 

포털에서는 분야별 748개의 온라인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8,037개 교육기관 정보와 1,269개 강

좌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 밖에 ‘서울자유시민대학’과 관련하여 연계 기관별 시간표, 수강신청

은 물론 강좌 후기와 학습 블로그 등의 기능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외에 학습모임, 프로그램 제안, 

재능나눔 등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 기능을 갖추고 있다.

[ 그림 5-2-4 ] 서울 평생학습포털 운영 현황

메인 서비스 화면 서울 자유시민대학 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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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7년 ‘경기도 지식캠퍼스 G-SEEK’을 개통하였는데, 학습과 트렌드&토픽, 마이플랫

폼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학습’은 외국어, 자격증, 취업, 창업, 은퇴설계, 생활정보 등 14개 

분야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강좌가 개설되어 경기 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회원가입하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트렌드&토픽’은 최근 트렌드, 사회 현안, 생활 정보 등 주민의 관심사를 알기 

쉽게 풀어낸 5분 내외의 동영상 자료가 탑재되어 있다. ‘마이플랫폼’은 지식 공유를 위한 플랫폼 

서비스로 주민 누구나 자신의 지식과 재능에 맞는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전자책 

쓰기, 드론, 수채화 그리기, 5분 몸관리 등 주로 취미･건강 분야에서 시민강사가 활동 중이다. 

[ 그림 5-2-5 ] 경기 G-SEEK 운영 현황

경기 G-SEEK 주요 기능 온라인 강좌 서비스 화면

3. 주요 성과

시･도 평생교육정보망은 2011년부터 시작해 2016년 17개 시･도에 구축 완료되었다. 시･도 정보

망은 평생교육정보화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으로 온라인 기반의 지역평생교육 서비스를 마련하였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시･도 평생교육정보망이 구축되기 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의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지역 간 정보화 수준 격차가 크고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일일이 해당 기관 홈페이

지를 확인하거나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는 그마저도 어려웠다. 따라서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을 통해 

지역의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

라도 탑재된 정보를 확인하여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 이후 시･도 차원의 평생교육정보 수집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시･도는 

관할 시･군･구를 비롯해 지역 교육시설의 담당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은 시･도 정보망에 

접속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기관, 강좌, 강사, 학습동아리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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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시･도 정보망 초기 구축 단계부터 배포된 ‘저장 표준’을 기반으로 지역 간 차이 없이 일원화

되어 수집･제공된다. 이렇게 확보한 시･도 수준의 평생교육정보는 국가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전 

국민에게 서비스된다. 이전의 평생교육 정보화는 표준화된 교육기관과 강좌 분류체계가 없어 저장 

및 전송표준을 적용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정보의 연계가 불가능하여 평생교육 정보시스템 간 

호환성, 확장성이 부족하였다. 시･도 정보망 구축을 통해 교육기관과 강좌 정보의 표준화된 수합체

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평생교육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성과라 할 수 있다. 

4. 향후 방향

시･도 평생교육정보망은 공급자 측면에서 정보의 수집체계를 표준화하고 산재된 평생교육정보

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수요자 측면에서 지역 주민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

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동영상 강좌를 비롯해 누적된 정보의 양은 많지만 대부분 교육기관의 강좌 정보는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한데다 수강신청 등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의 홈페

이지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관할 시･군･구와 지역 교육기관이 직접 입력하는 방식 또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시･군･구 

평생학습관, 시･도교육청 산하 도서관 등 공공 부문 평생교육기관은 교육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되

어 행정적인 네트워크가 쉽지 않고, 민간 부문 평생교육기관은 행정력이 부재한데다 평생교육시설 

등록이나 개･폐업 등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을 시･도의 담당자가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콘텐츠가 유통되는 상황에서 학습설

계, 상담과 컨설팅, 지식의 공유, 학습자의 역량 진단 없이 교육 정보만 제공하는 데 대한 한계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마다 입력한 교육기관과 강좌정보는 지역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분석 자료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도 정보망이 현재 나아가 

미래의 평생교육에 더욱 유효한 기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누적된 평생교육정보와 시스템, 행정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 교육기관의 실태, 지역 주민의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지역에 맞는 발전 방향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생활 중심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센터나 현재의 획일화된 

정보 제공 방식 외에도 주민의 맞춤형 학습설계와 학습자의 지역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 

신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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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학습이력관리시스템

1. 사업 개요

국민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은 학습자가 개인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누적･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정보시스템으로 2010년 ｢평생교육법｣ 제23조에 의거한 ‘평생학습계좌제’사업 추진에 따라 구

축되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국민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학습계좌에 누적･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이나 

자격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 및 능력 중심 인재 

양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학습자는 국민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다양한 학습이력(인적

사항, 학력, 자격, 경력, 평생교육 이수 경력 등)을 평생학습계좌에 등록･관리할 수 있다. 누적된 

학습이력에 대한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 및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정보 검색 등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은 타 기관･제도와의 학습이력 자동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습

자가 간단한 동의 절차를 통해 타 기관･제도에서 운영 중인 18개 시스템의 학습이력을 편리하게 

국민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자동 등록할 수 있는 연계 기능을 제공한다.

[ 그림 5-3-1 ] 국가 학습이력관리시스템 메인 서비스 화면

※ 출처: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www.all.go.kr),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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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현황

국민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은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www.all.go.kr)를 통해 접속하며, 학습이

력 등록을 위해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한 학습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학습계좌를 개설한 학

습자에게는 학습계좌번호가 부여되며 등록한 학습이력은 학습계좌에 누적된다. 누적된 학습이력

은 평생학습이력증명서 형태로 발급되며 이를 통해 학습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그림 5-3-2 ] 국민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운영 체계

※ 출처: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 2018.2

학습계좌 개설자의 학습이력 등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타 부처 및 유관 기관･사업과의 학습

과정, 학습이력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17년에는 평생학습계좌제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정보망(HRD-net) 간 학습이력 자동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업훈련이력과 학습이력의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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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구직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에듀팟)’ 운영 중단에 따라 기존 활동 이력 및 신규 이력을 평생학습계좌제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사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듀팟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특수교원 연수이력 자동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외에도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 및 K-MOOC, 평생교육바우처 시스템 등 국가평생교육진흥

원에서 운영하는 제도와의 자동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습자가 다양한 학습이력을 손쉽게 국민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표 5-3-1 ] 국민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최근 5년 간 주요 연계 현황

연도 연계 현황

2014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 국방부 나라사랑포털, 학부모On누리포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2015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정보,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orean-Massive Open Online Course)

2016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보망(HRD-Net),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팟(유사서비스 제공)

2018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시스템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2018.2

3. 주요 성과

2018년 신규 학습계좌 개설자 수는 1,254(2018.2 기준)명이다. 국민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이 처음 

개통된 2010년 학습계좌 개설자 수는 977명이었으나, 2018년 2월 현재 누적 학습계좌 개설자 

수는 6만 7,848명으로 약 66배 증가하였다. 2016년 일시적으로 학습계좌 개설자 수가 감소하였으

나 2017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부터 매년 평균 1만 1,000여명의 학습자가 학습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있다. 

2018년 2월 기준 신규 등록된 학습이력 건수는 8,658건이다. 학습이력 등록 건수는 학습계좌 

개설자가 학력, 자격, 경력, 평생학습이수, 기타활동(자원봉사활동, 수상, 논문 외국어, 독서 등)을 

국민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건수를 의미한다. 국민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개통 당시인 2010년 

학습이력 등록 건수는 3,615건이었으나, 2018년 2월 기준 누적 학습이력 등록 건수는 22만 3,719건

으로 약 62배 증가하였다. 2014년부터 매년 약 4만여 건의 학습이력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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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3 ] 학습계좌 개설자 수 (단위: 명)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 자료, 2018.2

[ 표 5-3-2 ] 학습이력 등록 건수 (단위: 건)

연도
구분

합계
학력 자격 경력 평생학습 이수 기타*

2014 4,013 2,901 1,612 25,539 6,659 40,724

2015 4,842 2,857 8,450 13,170 7,565 36,884

2016 2,947 3,483 2,283 30,669 5,513 44,895

2017 3,120 3,017 3,185 32,709 6,610 48,641

2018(2월 기준) 597 524 611 5,772 1,154 8,658

*기타: 자원봉사, 수상, 논문 및 기고, 특허, 해외경험/어학연수, 외국어, 독서, 취미 및 동아리 등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 자료, 2018.2

4. 향후 계획

국민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의 학습자 참여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교육부･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및 KQF(국가역량체계, 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에 따라 국민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개

편하는 것이다. 국민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누적된 학습이력을 NCS 및 KQF를 통해 학점이나 자격 

취득 등과 연계하여 학습이력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는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자 맞춤형 상담 및 학습설계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이다. 학습자가 등록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개인별 학습설계 상담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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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추천 교육 프로그램 목록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자기개발 및 학습 참여를 

유도하는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교육부(2017), 2017년 평생학습계좌제 기본계획

교육부(2018), 2018년 평생학습계좌제 기본계획

[참고 사이트]

평생학습계좌제, https://www.al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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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1. 사업 개요

교육부는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국제적 확산과 고등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우수한 강좌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운영 사업을 2015년 10월부터 

추진하였다. MOOC란 수강인원에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Open), 웹 기반

으로(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수－학습자 

간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피드백 등의 학습관리, 학습 커뮤니티 운영 등 교수－학습자 간, 

학습자－학습자 간 양방향 학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18년 K-MOOC 운영 사업은 ‘K-MOOC 중심 평생학습 활성화’를 비전으로 누구나 누리는 고등

교육 실현을 위해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성인･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 

대학교 현장에 교수－학습방식 혁신 촉진 등을 주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 추진 현황

K-MOOC는 2015년 10월 출범 당시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국내 최우수 대학을 

중심으로 선도대학을 먼저 구성한 후, 향후 참여 기관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을 토대로 활용도와 범용성이 높고 수요가 많은 분야의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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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동시에 정부 지원을 통한 기반 조성 후 부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가. 우수 강좌 개발 및 제공 확대

2015년 10개의 K-MOOC 선도대학에서 개발한 27개 강좌가 첫해 운영된 이후, 2018년에는 

K-MOOC 선도대학 강좌, 묶음강좌 및 분야 지정 강좌, 타 대학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된 강좌, 공공

기관 등 자율참여 강좌, 해외 연계 강좌 등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K-MOOC 선도대학은 대학 당 3개 이상의 강좌를 개발해야 하며, 개발된 강좌들은 필수적으로 

연 2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분야 지정 강좌의 경우 직업교육, 한국학, 전공기초 등 전략적 지원

이 필요한 분야를 지정하여 공모를 통해 개발 기관 및 강좌를 선정하였다. 한편 각종 대학재정지원 

사업11)에 선정된 대학이 해당 사업비를 활용하여 K-MOOC 콘텐츠를 개발하여 참여하고 있다. 

특히 묶음강좌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4∼5개 강좌를 묶어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2018년에 처음 추진되었다. 또한 기존 대학 중심의 강좌 개발 기관 선정에서 

개별 강좌 단위의 선정, ｢고등교육법｣ 및 개별법 상 대학･전문대학, 출연연구기관, 기업 등으로 

개발 기관 참여 확대를 추진하였다.

[ 표 5-4-1 ] K-MOOC 강좌 개발 및 운영 현황

구분 대학 및 강좌 수

K-MOOC 선도대학

2015년 선정대학 10개교 / 109개

2016년 선정대학 10개교 / 63개

2017년 선정대학 10개교 / 21개

 분야 지정 강좌 14개교 / 30개

대학재정지원 사업 활용 강좌 58개교 / 90개

대학 자체 재원 활용 강좌 1개교 / 2개

KOCW 변환 강좌 9개교 / 9개

소 계 70개교 / 총 324개 강좌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 자료, 2018.2

11) 대학재정지원 사업에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 대학사업(PRIME, 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 대학특성화

사업(CK,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Specialized College of Kore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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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후 점진적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 초기에는 국내 대학의 

강좌를 중심으로 개발･운영하되, 단계적으로 해외 MOOC 운영 기관과의 협약(프랑스 FUN MOOC 

등)을 통해 해외 주요 대학의 우수 콘텐츠를 K-MOOC 플랫폼에 직접 탑재･운영하거나 해외 대학과 

공동으로 콘텐츠를 개발(태국 등)하여 제공하고 있다. 

[ 표 5-4-2 ] 콘텐츠 공동개발･교류 현황 및 계획 

분야 대학명 강좌 개설

Data 
Science

태국 Chulalongkorn 대학교
∙ 1개 강좌(개발 중) 
－Application of Data 또는 The Power of Data Sciences

상반기 

고려대학교
∙ 2개 강좌(개발 완료) 
－Mathematical Fundamentals for Data Science
－Machine Learning for Data Science

상반기(1회) 
하반기(1회)

Tourism 
and Hospitality

태국 Dusit Thani 대학교 ∙ 1개 강좌(개발 중) 
－Introduction to Special Interest Tourism

하반기
태국 Mae Fah Luang 대학교

제주대학교 
∙ 1개 강좌(개발 중)
－Special Interest Tourism Marketing

하반기

Language 
& Culture

∙ 프랑스 FUN MOOC와 K-MOOC간 강좌 상호 탑재 
－MOOC 강좌 교류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진행
－프랑스 장물랭 리옹 3대학 개발 ｢La Francophonie: essence culturelle, nécessité｣ 강좌
－K-MOOC 강좌를 FUN MOOC 탑재

K-MOOC 및
FUN MOOC 

(하반기)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 자료, 2018.8.

나. 사용자 친화적인 학습 서비스 개선

K-MOOC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규 강의 운영을 기존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참여 기관의 

연간 의무 운영 횟수를 늘려 학습자의 정규 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자율학습을 희망하는 

학습자를 위해 신청 기간 외에도 상시 접근 및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방하는 ‘청강 모드(audit)’를 

도입하였다. 단, 청강 시 별도의 이수증 발급, 학습 관리, 학점 인정은 불가하다. 

학습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강의평가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교수자에게 제공해 강의 개선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학습자에게 우수 강좌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사용자 친화적 홈

페이지를 위해 데이터 시각화,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 토론, 퀴즈 및 과제 제출 등의 

폭넓은 학습기능 지원 등 사용자의 학습 효과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로 개편하였다. 이와 더불어 

‘K-MOOC Insights’라는 강좌별 데이터분석 시스템을 통해 학습자들의 행태를 시각적으로 제공하

여 통계 지식이 부족한 교수자도 데이터에 기반을 둔 강좌 운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습자들은 강좌 수강신청 및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을 진행하는 동안 학습 진행 상황, 학습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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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품질 제고를 위해 자체 품질검수를 도입하여 대학의 능동적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에

서 품질검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즉, 타 대학 재정지원 사업, 기관의 자체 재원 

등의 강좌 확대를 위해 해당 강좌의 경우 기존 품질관리위원회의 사전검수를 자체 평가로 대체하

고, 강좌개발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강좌 내용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으로 구성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최종 검수만 실시하고 K-MOOC 플랫폼에 탑재하고 

있다. 

다. K-MOOC 강좌의 활용도 제고 

학습자에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학습 유인가를 제공하고 K-MOOC 강좌의 이수 결과 활용 확대

를 위해 다수의 대학이 K-MOOC 강좌를 학점인정 혹은 플립드러닝 강좌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K-MOOC 강좌 개발 및 운영 비참여 대학도 K-MOOC 강좌를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33개 대학에서 101개 강좌에 대해 1∼3학점으로 학점인정 중에 있으

며, 타 대학 K-MOOC 강좌는 11개교에서 학점인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선거연수원의 직원 연수 과정에서 과정 당 15시간 인정, 교육부 교육 훈련 등의 활용으로 공공 

분야 직원교육에 활용을 확산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기업 등 기관에서 K-MOOC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K-MOOC 플랫폼과 계정을 

연동하거나 기업 전용 페이지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SK주식회사의 경우 K-MOOC 강좌 중 

시스템 사고와 창의, 쉽게 배우는 소프트웨어 공학 등 4차 산업 분야 강좌 30여 개를 선별적으로 

제공하여 재직자 ICT 및 소프트웨어 분야 역량 강화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의 자기주도 학습 지원을 위해 K-MOOC 강좌를 연계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

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국립국제교육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개발연구원, LG

이노텍 등도 콘텐츠 연계 활용 및 실제 K-MOOC 강좌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2018년 K-MOOC에서는 180여 개 강좌를 신규 개발하여 총 500여 개 강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 재직자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기존 대학 이론 교육과정 중심에서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업 현장 실무과정을 교육과정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예

산 등의 이유로 별도 교육과정 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직업

교육 분야 개발 강좌를 통해 취업준비생, 재직자, 전공과목 기초학습이 필요한 대학생,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 등 다양한 학습자에게 한층 더 실용적이고 다양한 강좌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신산업 주요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분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재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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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해당 분야 우수한 전문가로 선제적 우수 강좌를 개발해 제공

하고자 한다.

3. 주요 성과

가. K-MOOC 강좌 선정 방식의 변화

2018년에는 K-MOOC 강좌 선정 방식이 K-MOOC 기관(대학) 중심에서 묶음강좌 및 개별강좌 

등의 강좌 단위로 바뀌었다. 즉 다양한 학습자에게 필요한 우수한 K-MOOC 강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 단위 공모에서 강좌 단위 공모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직업교육 분야 11강좌, 

전공기초･한국학 분야 6강좌, 자율 분야 6강좌 등 총 23개 강좌를 선정하여 강좌 개발 및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 표 5-4-3 ] K-MOOC 강좌 선정(23개) 현황

구분 기관 강좌명 기관 강좌명 

직업교육
(11)

1 건양사이버대 트렌드 업 스타일 7
사이버

한국외국어대
바로 쓰는 판매외국어

2 경북대
보행훈련: 어떻게 다시 

걸을 수 있는가
8 성신여대 영화 코스튬디자인

3 경성대 비즈니스 협상, 차이를 인식하라 9 원광보건대 WHY, HOW로 풀어보는 생리학

4 대구대 소매틱 재활 10 이화여대 디지털 사진의 이해와 활용

5
부산디지털대/
대한안전연합

내일, 내 일은 산업강사

11
인하공업
전문대

하수관로 조사 및 정보 구축

6
부산디지털대/

부산다복동광역지원단
도전,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한국학
/전공기초

(6)

1 광운대
세계도시 서울의 도시 

인문학(한국학)
4 인천대 미생물학 입문

2 광운대 수학사 5 포항공대 통합재료역학

3 동서대 그림으로 읽는 영미문학 6 한국외대 세계 주요 문화와 통번역의 역할

자율
(6)

1 경희대
이미지로 따져 읽는 

문화콘텐츠
4 인천대 엔지니어 정약용 탐구

2 동서대
애니메이션 영화의
혼성적 연출 특성

5 충남대 인구학 입문

3
부산디지털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시민교육을 말하다
6

한양
사이버대

공공디자인과 디자인사고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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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분야 강좌는 학습자들이 수강한 후 취업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구직자들의 취업활동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즉, 취업준비생 등에게 새롭고 다양한 직업 분야를 소개하고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일자라 창출 및 혁신 성장에 기여하고 성인 학습자, 중장년층의 재취업 및 

직무 능력 향상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묶음강좌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5묶음, 총 23개 강좌를 선정하여 로봇공학, 빅데

이터, 인공지능 등 관련 분야 강좌를 개발 중이다. 특히 2018년에는 처음으로 대학과 기업, 연구기

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묶음강좌 도입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참여를 통해 기업 현장 실무과정을 확대하였다. 한국

과학기술원(KAIST)과 ㈜SK 협력 과정 개설로 인해 기존 대학 이론 교육과정 중심에서 기업과 대학

의 산학 연계 과정으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핵심 인재 양성 및 산업 인력 풀 확대를 위한 강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표 5-4-4 ] K-MOOC 묶음강좌 선정(5묶음) 현황(기관명 가나다순)

기관명 4차 산업혁명 분야 묶음강좌 명 세부 강좌 수

서울과학기술대 로봇공학 어드밴스드 로보틱스 4강좌

서울대
빅데이터,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5강좌

성균관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카,
핵심기술의 이해

5강좌

세종사이버대,
세종대,

한국정보보호학회,
(주)NSHC

블록체인 블록체인 4강좌

한국과학기술원,
SK주식회사

클라우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5강좌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8

나. K-MOOC 학습자 이용 증가

K-MOOC는 2015년 10월 개통 이후 약 한 달간 홈페이지 방문은 약 24만 건, 수강 신청자가 

약 4만 명을 넘어서는 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었다. 만 3년 정도가 지난 2018년 8월 기준으

로는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약 658만 건, 수강 신청 약 650만 건, 회원가입자 수는 30만 명으로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또한 K-MOOC 강좌 개발 대학 및 강좌 수가 점차 

증가하고 학점인정 등 강좌의 활용처가 확대되면서 강좌 이수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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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4-5 ] K-MOOC 연도별 실적 (단위: 백만 원, 개, 건, 명)

구분 2015(10월∼) 2016 2017 2018 합계

예산(백만 원) 2,268 4,018 6,928 7,840 -

참여대학 수(개) 10 28 32 19 89

강좌 수(개) 27 116 181 99 423

학습자
이용 건수

방문(건) 446,832 1,735,710 2,562,074 1,842,219 6,586,835

회원가입(명) 34,793 80,232 112,819 78,397 306,241

수강신청(건) 55,559 126,092 263,756 205,515 650,922

이수자(건) 2,058 9,447 29,442 22,212 63,159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 자료, 2018.8

회원가입자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42%)를 중심으로, 20대 미만(16%), 30대(14%), 40대

(14%) 순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남성 회원가입자 수(53%)가 여성 회원가입자 수(47%)보다 

조금 더 많다. 학력 분포도 학사 수준의 학습자(29%)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고졸 수준(27%) 

학습자가 많다. 석･박사 학위를 가진 학습자도 14%에 달한다. 

[ 표 5-4-6 ] K-MOOC 연령별/학력별 회원가입자 수 (단위: 명, %)

학력/연령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기타* 계

20세 미만
0 923 2,521 317 12,974 22,587 1,569 9,443 50,334

(0.00) (0.30) (0.82) (0.10) (4.24) (7.38) (0.51) (3.08) (16.44)

20세∼29세
148 1,587 30,144 2,739 62,184 5,840 87 25,132 127,861

(0.05) (0.52) (9.84) (0.89) (20.31) (1.91) (0.03) (8.21) (41.75)

30세∼39세
1,363 8,562 22,830 1,874 1,960 29 19 7,572 44,209

(0.45) (2.80) (7.45) (0.61) (0.64) (0.01) (0.01) (2.47) (14.44)

40세∼49세
3,622 10,627 18,307 2,611 2,316 33 18 6,312 43,846

(1.18) (3.47) (5.98) (0.85) (0.76) (0.01) (0.01) (2.06) (14.32)

50세∼59세
3,720 7,490 11,758 1,269 2,048 46 20 2,697 29,048

(1.21) (2.45) (3.84) (0.41) (0.67) (0.02) (0.01) (0.88) (9.49)

60세 이상
1,842 2,784 4,102 427 992 65 43 688 10,943

(0.60) (0.91) (1.34) (0.14) (0.32) (0.02) (0.01) (0.22) (3.57)

계
10,695 31,973 89,662 9,237 82,474 28,600 1,756 51,844 306,241

(3.49) (10.44) (29.28) (3.02) (26.93) (9.34) (0.57) (16.93) (100.00)

* 학력-기타는 ‘기타 형태의 교육을 받음’,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음’ 등을 선택하거나 미응답한 회원가입자 수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 자료, 2018



497

제4장 맞춤형 평생교육 정보서비스

다. K-MOOC 만족도 조사

2017년 K-MOOC 강좌 수강신청자를 대상으로 2018년 3월에 실시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

면 전체 응답자의 84.5%는 강좌 수강이 당초 수강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년 

84.4%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 그림 5-4-1 ] K-MOOC 수강 후 목적 달성 도움

(Base: 전체 응답자, n=4465, Unit: %/점)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 자료, 2018.

또한 K-MOOC 강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는 87.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

며 전년 대비 긍정 응답률이 유사하였다. 특히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은 2.9%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그림 5-4-2 ] K-MOOC 수강 만족도 결과

(Base: 전체 응답자, n=4465, Unit: %/점)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 자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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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과제

K-MOOC 강좌를 활용하는 대학, 기관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용이 대학 학내의 학점

인정 등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인 재교육, 재직자 직무역

량 강화를 위한 평생직업교육 차원에서 K-MOOC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가. 다양한 분야의 K-MOOC 강좌 개발 확대

언제, 어디서나 원할 때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강좌에 대한 파급력이 커지고 있어 우수한 강좌 

개발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다. K-MOOC의 경우 개별 강좌의 질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해외 

주요 MOOC 대비 콘텐츠 확보는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세계 MOOC와 경쟁할 수 있는 분야별 

다양하고 우수한 강좌 확대가 필요하다.

2015년 K-MOOC 개통 이후 강좌 개발 대학 및 강좌 수가 점차 증가하여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강좌의 양적 확보 수준과 다양성이 해외 MOOC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2018년 기준으로 주요 해외 MOOC 운영 기관인 Coursera의 경우 약 1,980개의 강좌, 

edX의 경우 약 1,500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K-MOOC 강좌는 4차 산업혁명 등 전문 분야에 

기초에서부터 고급단계까지 여러 강좌를 묶어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제공하는 묶음강좌를 올해 

처음 도입하였으나 5묶음, 23개 강좌로는 부족하고 기존 개별강좌로는 전공기초부터 직무와 연관

된 심화강좌까지 체계적 학습에 한계가 발생한다. 

실제로 2017년 K-MOOC 강좌 수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K-MOOC에 바라는 

점’에 대한 설문 문항에 ‘다양한 강의 콘텐츠 확보(55.5%)’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향후 

K-MOOC 수강 의향은 전체 응답자의 96.3%가 다른 강좌를 수강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 및 신생산 산업 분야 등 관련 산업현장의 직무역량 수요에 유연하

게 대응하고 전문 분야에 대한 체계적 학습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묶음강좌 및 직업교육 분야 

강좌를 확대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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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MOOC 강좌 이수 결과 활용 방안 확대

K-MOOC는 2018년 8월 현재 89개 기관 423개 강좌를 운영 중이다. K-MOOC 강좌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등교육 차원에서 대학 내 자교 강좌의 학점인정 확대뿐만 아니라 

타교 강좌의 학점인정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반인들의 학점인정 연계를 위해 2018년 8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

였으며, 2019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인은 K-MOOC에서 수강은 가능하지만 수강 완료 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의 K-MOOC 이수를 통한 학위 취득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으로 더 

많은 학습자가 K-MOOC 강좌를 수강해 학점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까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다. K-MOOC 강좌 개발 및 운영 기관의 수익화 방안 마련

K-MOOC 강좌 개발 및 운영 기관이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서비스 정착 및 단계적 자립화를 

위한 수익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K-MOOC 기관의 안정적 운영 및 학습자의 강좌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강좌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화가 이뤄져야 한다.

2017년 K-MOOC 강좌 수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향후 K-MOOC 유료화시 

수강 희망 강좌는 ‘로봇공학/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융복합 분야 강좌’가 31%로 가장 많으

며, 다음으로 ‘TOEIC/비즈니스 영어’ 등 언어강좌(15.4%), ‘리더쉽 개발/기본 실무 프로그램 활용

/AI전문가 과정’ 등 주요 직무 연계 강좌(12.2%)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기본 강좌 수강 등)에 대해서도 무료 제공을 유지하되, 새로운 

서비스 발굴(기본 강좌 외 집중/전공심화과정 수강, 이수증 발급비, 출석 시험비 등)을 통한 유료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강좌 개발･운영 기관의 수익창출 방안도 장기적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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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학부모 온라인 교육시스템(학부모On누리)

1. 사업 개요

대한민국에는 약 1,100만 명의 학부모가 살고 있다. 여기서 학부모는 통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성인을 의미하지만, 그 외에 미취학 아동이나 대학생 자녀들을 둔 가정까지 

포함하면 사실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대한민국의 성인이 지금 학부모이거나 과거에 학부모였던 

셈이다. 

그러나 학생, 학교와 더불어 교육의 3대 주체인 학부모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었다. 사실 학부모는 시민적 권리로서 교육권을 향유하는 주체이며, 특히 의무교육 취학연령에 

이른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자녀가 법률에서 규정한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게 된다.12) 국가와 

함께 학부모는 교육에 관한 근원적인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다. 달리 말해 학령기 

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의 두 주체는 학부모와 국가가 되는 셈이고, 공교육이란 형태로 부모가 

교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는 학교교육의 형태로－ 위탁했다 하더라도 가정의 

교육적 영향력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학생 교육의 관점에서 학부모는 국가와 더불어 핵심적인 교육

활동의 주체이다.

학부모 온라인 교육시스템은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 주체인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공신력 있는 교육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0년 10월 국가평

생교육진흥원이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2011년 3월 전국학부모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학부모On누리(www.parents.go.kr)’가 구축되었으며, 2013년 3월부터 학부모 온라

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7월부터는 두 서비스가 일원화되어 현재의 ‘학부모On누리

(www.parents.go.kr)’로 통합･운영되고 있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

다. 2018년에는 기존 자녀 교육자료에 대한 e-book서비스, 학교급별 진로교육 정보제공을 위한 

드림레터, 진로레시피(팟캐스트), 드림주니어 등 학부모를 위한 신규 서비스가 추가되었다.

이로써 학부모On누리를 통해 학부모에게 보다 정확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움으로써, 학부모가 사회와 교육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스스로 자녀 교육 

12)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3조｢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13조제1항｢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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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제 교육과정명 차시

일반
공통

 우리아이 경제교육 8

 부모를 위한 행복교육 5

 자녀를 위한 행복교육 6

 존중과 배려, 소통하는 우리가족 5

 지혜로운 부모, 훌륭한 학부모 5

 가족갈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

 나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5

 사춘기가 된 내 자녀, 때로는 미울 때가 있다(중등) 5

 초보학부모를 위한 올바른 자녀양육법(유치) 5

 초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올바른 자녀양육법(초등) 5

 아동부모교육 6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부모 코칭의 이해 4

 아빠는 놀이쟁이 4

진로･진학

 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지도 7

 자기주도학습 코칭 매뉴얼 15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 진로･직업교육 4

 아이와 함게 코딩을 4

 한국교육제도와 진학정보 6

예비 학부모

 우리아이 유치원 보내기 6

 우리아이 초등학교 보내기 10

 우리아이 중학교 보내기 6

 우리아이 고등학교 보내기 6

교육정책

 자유학기제, 학부모 교육 매뉴얼 5

 학부모 학교참여 1

 학습자를 사로잡는 강의법 6

 우리아이 성적표 읽기 3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 해소와 더불어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정과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을 매년 추가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2. 추진 현황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2011년 3월부터 자녀 교육 정보 제공, 온라인 학부모 교육, 학부모 상담, 

학부모 자녀 교육 역량강화 등 학부모 지원의 e-hub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학부모On누리’를 개발･
운영 중이다. 학부모On누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표 5-4-7 ] 학부모On누리 온라인 교육과정 현황(3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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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제 교육과정명 차시

교육정책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듣고 말하기 15

 초등학교 보내기 걱정 마세요 4

창의･인성

 부모가 길러주는 창의성 8

 독서를 통한 우리아이 인성교육 5

 부모와 함께하는 밥상머리교육 6

건강･안전 

 이계호교수의 건강 그리고 태초먹거리 5

 자연치유와 푸드테라피 10

 김종우교수의 화 클리닉 5

Main Menu Sub Menu 주요 내용

교육마당

수강신청 학부모 온라인 교육과정 정보 확인 및 수강신청(34개 과정)

나의 강의실 온라인 교육과정 수강, 진도율 확인, 이수증 출력 등

질의응답 온라인 교육과정 수강 및 이용관련 질의 응답

알림마당

교육뉴스 학부모를 위한 최신 교육관련 신문 기사 스크랩 및 링크 제공

공지사항 온라인 교육과정 등 홈페이지 이용, 각종 학부모 지원 정책 안내, 행사 등 주요 정보 공지

갤러리 학부모지원센터 활동 홍보

유관사이트 자녀 학교급별 유용한 학부모 유관기관 서비스 페이지 링크 제공

e-도서관 e-도서관 학부모 교육자료 및 학부모On누리 웹진 e-book 열람 서비스 제공

자료마당

학부모 교육 자료
지역 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 교육용 자료,

학부모교육 및 지원관련 연구간행물, 교육정책 홍보자료 등

학부모 교육 동영상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 학부모 강연 영상자료,
학부모 대상 홍보 및 교육용 동영상 자료 등 제공

※ 출처: 학부모On누리(www.parents.go.kr), 2018.12

첫째,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에서는 학부모에게 필요한 최신 자녀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녀교육 정보 외에도 교육부 주관 신규 교육정책설명회, 전문가 특강 등 동영상 교육정보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분야별 최신 뉴스를 게시하여 교육이슈에 관한 학부모의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심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메뉴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표 5-4-8 ] 학부모On누리 학부모 교육 자료 현황 

구분 수량 주요자료

오프라인 교육 자료 484개

가이드북(매뉴얼) 예비학부모, 밥상머리교육, 자기주도 학습 등 학부모 자녀교육 가이드북

우수사례집 학부모 교육 참여 우수사례집

자료집 개정 교육과정 안내 자료집, 진로교육콘서트 자료집 등

동영상 교육 자료 350개

홍보 진로교육지원, 밥상머리교육, 학부모 온라인 교육센터 홍보,

다큐멘터리/교양 언어의 힘, 감성 다큐, 지식채널e, EBS 부모가 달라졌어요 등

교육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 선행학습 예방 및 올바른 자녀교육, 아동학대 예방, 
청탁금지법 등

※ 출처: 학부모On누리(www.parents.go.kr), 2018.12

[ 표 5-4-9 ]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 메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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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Menu Sub Menu 주요 내용

자료마당

진로교육 자료 드림레터, 진로레시피(팟캐스트), 드림주니어(MBC 방영) 등 진로교육관련 자료 제공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리플릿, 영상자료 게시

학부모 교육 전문 강사풀 전국 학부모 교육 관련 강사 현황(소속, 이름 등) 제공

※ 출처: 학부모On누리(www.parents.go.kr), 2018.12

[ 그림 5-4-3 ]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

Web 화면 Mobile 화면

※ 출처: 학부모On누리(www.parents.go.kr), 2018.12.

둘째,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예비 학부모(유치원∼고등학생), 부모 교육, 자기주도학습, 진로･
진학, 인성교육(밥상머리교육), 독서교육, 경제교육 등 총 34종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학부모가 소속 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학부모 학교 참여, 상담 서비스(교육･진로･학교생

활)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표 상담번호를 운영하고 필요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한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정보의 접근성 제고 및 전파･확산의 활성화를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하여 학부모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3. 주요 성과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2011년 3월 자녀 지도 및 학교 참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 홈페이지는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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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교육 편의성 확보, 교육 기회의 확대, 학부모 교육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2018년 12월 기준 

누적 회원 8만 132명, 총 방문자 116만 8,042명에 이른다.

홈페이지 개설 이후 2012년 10월에는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 수요

를 반영하여 분기별로 1회씩 ‘학부모On누리 웹진’, 블로그 ‘함께하는 교육, 학부모On누리’를 개설, 

SNS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정책기관의 일방적인 정보전달이 아닌 학부모가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마련하였다. 2013년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

하면서 학부모를 위한 체계화된 콘텐츠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모바일 서비

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기 개발된 교육 자료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학습이력으로 관리함으로써 

학부모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에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학부모 교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로그인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또한 직장인, 다문화 및 저소득층 학부모 등 오프라인 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학부모도 양질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향후 계획

양질의 학부모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가. 양질의 학부모 교육 콘텐츠 확대 제공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녀 교육 정보를 확인하고 제공하는 것은 학부모 교육 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수요를 체계적

으로 발굴･확인하기 위한 요구 수렴 통로를 공식적으로 마련하고, 전문가 모니터링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나. 학부모 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학부모 교육 정책 추진 활성화는 시･도 교육청 및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협력적 네트워크에서

부터 출발한다. 향후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실무자 차원의 상호협력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관계 부처 및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의 정례화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부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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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육아종합지원센터 등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정책추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

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 학부모 지원 정보 서비스 전달체제 구축

학부모On누리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학부모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양질의 콘텐츠 확보만큼 중요하다. 향후 학부모On누리는 유관부처 및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학부모의 생애주기별(전환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충분히 확보함은 물론, 유관기관별 고유의 

특성에 기반을 둔 개별 콘텐츠를 상호 연계･활용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사이트]

학부모On누리, http://www.pare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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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다문화교육 디지털 아카이브

1. 사업 개요

우리 사회의 다문화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에 따르면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2006년 53만 6,627명 → 2017년 

186만 1,084명),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3.6%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 다문화가정 자녀는 

약 8배 증가(2006년 2만 5,000여 명 → 2017년 21만 2,300여 명)했다.

유엔 미래보고서에 의하면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유지할 시 2050년경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약 21%를 차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의 등장은 다문화 이슈가 이제는 경시할 수 없는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선진 글로벌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다른 문화, 다른 인종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 시민의식 함양이 요구된다. 따라서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문화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며, 다문화학생이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다문화학

생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모든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다문화교육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다문화교육 주요 정책사업 수탁기관으로서, 교육부

의 다문화교육 정책 방향에 맞추어 다문화교육 자료 및 콘텐츠 개발, 다문화교육 진흥 및 네트워크 

구축, 다문화교육 포털 운영, 다문화교육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운영 등을 중심으로 정보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추진 현황

가.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정보 서비스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홈페이지(www.nime.or.kr)를 통해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사업 소개와 홍

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자료, 다문화교육 통계 자료 등 다문화교육 관련 주요 콘텐츠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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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17년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협업하여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학부모에게 6개 국어로 

번역된 한국 교육제도와 진학정보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2018년도에는 동일한 콘텐츠

를 중학생 학부모용으로 제작하여 5개 국어로 번역･탑재하여 서비스 중이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정보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첫째, 다문화교육 관련 주요 정책사업을 지역별 네트워크(시･도교육청, 예비학교, 다문화 중점학

교, 다문화유치원,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등)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국내 다문화교육 정책사업 추진 

현황 및 유관기관, 관련 통계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둘째,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법령으로는 국제협약 

및 각 부처 다문화가족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이 있으며 사용자는 각종 법령 정보를 

열람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셋째, 다문화교육 관련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즉, 다문화 유치원, 예비학교, 다문화 중점

학교,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등 정책사업 유형별로 각종 교육교재 및 매뉴얼, 직무연수 자료집 등을 

탑재하여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및 강사, 학부모 등 현장 관계자들이 필요 시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2018년에는 홈페이지에 탑재된 자료 및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기화면을 새롭게 

개편하였다. 주로 이용하는 자료, 최신 자료 등 이용 목적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섬네일

[ 그림 5-4-4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초기화면 개편

  

※ 출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www.nime.or.kr),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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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로 제시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정보 기능 강화와 새롭게 등록된 자료, 업무와 관련된 

자료 확인의 신속성을 확보하였다. 더불어 주요 검색어를 검색기 하단에 배치하여 필요한 자료 

검색 시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나. 다문화교육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운영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관기관 등에서 개발한 각종 다문화

교육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일반 국민이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교육 디지털 아카이브는 지난 2015년 

9월 구축 작업을 시작해 2016년 2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교육 디지털 아카이브’는 전문화된 자료검색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자료 통합검색 기능 및 

주제별, 대상자별, 업무별, 지역별 등의 검색어 입력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문화교육 디지털 아카이브는 단순히 이용자들이 다문화교육 자료를 편리하게 검색하고 

찾을 수 있는 기능을 넘어, 아카이브 이용자들의 활용 경향에 대한 통계 현황 및 메타분석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현재 다문화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아카이브에 탑재된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 많이 열람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8 다문

화 유치원 사업설명회 자료집’ 609건, ‘2017 다문화 중점학교 사업설명회 자료집’ 565건, ‘한국어교

육과정(2017 개정)’ 534건 등으로 나타났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향후 다문화교육 자료 개

발에 필요한 요구 분석에 이러한 기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그림 5-4-5 ] 다문화교육 아카이브 자료검색 및 시스템 화면

※ 출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www.nime.or.kr),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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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 2005년부터 이용자의 편의성

을 위해 다양한 다문화교육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아카이브 시스템 활용으로 

자료 보유 및 수집 현황, 대상자 유형, 다국어 지원 자료 현황 등 통계 수집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문화교육 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해 현재 유관기관에서 개발･활용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관련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주제와 내용별로 분류하고 유목화하여 탑재하고 있다. 

또한 자료별 주제 검색어와 주요 내용을 요약 추출해 사용자가 자료검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2018년에는 검색기능 강화를 위하여 검색창에 자동 완성 

기능과 태그(#)검색 기능을 구현 중이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다문화 

유치원, 예비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등)에서 개발한 다문화교육 자료도 수합

하여 다문화교육 디지털 아카이브에 탑재하고 있다. 2018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다문화교육 디지

털 아카이브 누적 자료는 총 2,393건이며, 2018년도 자료 페이지뷰는 139만 2,860건(누적수치, 

11월 현재)으로 집계되고 있다.

4. 향후 계획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보다 발전된 정보 서비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해 2019년도는 개편된 다문화

교육포털 운영을 준비 중이다. 개편 방향과 새롭게 추가하고자 하는 기능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교육 허브기관으로서 다문화교육 포털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포털에 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신설하여 중앙에서 단방향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다문화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료들을 직접적으로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급자 입장에서의 수동적인 홈페이지의 기능에서 탈피하여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정보 게시를 

막고 다문화교육 관련 교원들의 장으로서 그 활용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에게 중앙에서 

권한을 부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포털의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최신 정보 소개와 현장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현재 다문화교육 포털을 구성하고 있는 페이지 목차를 정책소개 공간, 학부모 

공간, 교원 공간, 알림 페이지로 재구성하고 그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각각의 적합한 대상에게 

제공하며 관련 자료 및 정보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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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신규 방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관검색어 기능이나 

태그(#)검색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주기적인 연계를 구축하고 기존 

자료들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하여 발전시킬 계획이다.

[참고 문헌]

교육부(2017),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행정안전부(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지방자치분권실

[참고 사이트]

중앙다문화교육센터, www.nime.or.kr

행정안전부, 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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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진로･직업 정보화(커리어넷)

1. 사업 개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국민들의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진로･직업 정보망 커

리어넷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커리어넷은 초･중고 학생,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

로 진로설계에 필요한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이다. 커리어넷은 2015년에 제정되고 시행된 

｢진로교육법｣제15조제2항 2호(진로 정보망 구축･운영)에 따라 운영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커리어넷은 진로심리검사, 진로탐색 프로그램, 온라인 진로상담, 직업･학과 정보, 진로 동영상, 

진로교육 자료 등 다양한 진로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기술･가정’,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수업 시간에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교육 정보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표 6-1-1 ]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커리어넷의 주요 콘텐츠

메뉴 내용

진로심리검사
･중･고등학생용 4종: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K형･H형, 진로성숙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
･대학생･일반용 4종: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진로탐색 프로그램
･초등학생용 2종: 아로주니어, 아로주니어 플러스
･중･고등학생용 1종: 아로플러스

온라인 진로상담 ･상담 신청, 진로탐험대(상담 사례), 이 주의 공감상담, 공개상담보기, 친구야∼ 도와줘!!(또래상담) 진로솔루션 등

직업･학과 정보 ･직업 정보, 열린직업 정보 잼, 주니어 직업 정보, 학과 정보, 학교 정보, 해외 신직업, 인터뷰 등

진로 동영상 ･직업과 진로교육에 관한 9,000여 건 동영상

진로교육 자료 ･진로교육 관련 프로그램, 매뉴얼, 정보, 검사･상담, 행사 등

마이커리어 ･진로･학습･학교활동 등 개인의 다양한 경험 기록

진로와 직업 스마트북 ･초･중･일반고, 특성화고별로 각 8권, 총 32권을 스마트북으로 제작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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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현황

가. 통합회원 시스템 구축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정보망으로는 커리어넷 이외에 진로체험망 꿈길, 원격영

상 진로멘토링, 청소년 기업가 체험 프로그램 YEEP 등이 있다. 이들 사이트는 그동안 별도의 회원 

체계를 갖추고 있거나 회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2018년 상반기에 완료한 통합회원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하여 하나의 회원 정보로 다양한 진로교

육 관련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회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통합회원 시스템 구축으로 각 

사이트별로 번거롭게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별도 회원 정보 생성･관리로 초래되는 

불편함도 개선하였다. 아울러 이용자가 다양하게 수행한 진로교육 활동 내역을 빅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표 6-1-2 ]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정보망 현황(2017년 9월 기준)

사이트 명 운영 목적
비고

개설 연도 회원 수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각종 진로 정보 제공 1999 1,719,000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농산어촌 원격 멘토링 2013 8,342

꿈길 진로체험 정보제공 2014 124,040

YEEP 기업가체험 프로그램 2015 42,276

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재개발

커리어넷은 2012년 미래의 직업세계 등 3종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이래 2017년 상반

기까지 총 7종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존재는 각기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러 종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관리자 입장에서도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2017년에는 진로교육 관련 7종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폐합하여 3종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정리되고 재구성된 3종의 애플리케이션은 커리어넷의 주요 기능을 

포함한 ‘커리어넷 애플리케이션’, 학부모를 위한 진로 정보 서비스인 ‘맘에쏙 진로’, 진로와 직업에 

관한 전자책을 제공하는 ‘커리어넷 eBook’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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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3 ] 커리어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현황

기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개시 서비스 목적 개편된 애플리케이션

e-진로채널 2013. 3 직업･학과 등 멀티미디어 형식의 진로 정보 제공

커리어넷 
커리어넷검사 2012.12

직업 적성, 직업 흥미, 직업 가치관, 진로 성숙도 등
4종의 심리검사 서비스

진로상담 2012.12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

커리어플래너 2015. 3 학생의 개인별 진로활동을 기록･관리하는 서비스

맘에쏙 진로 2014.12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진로교육 서비스 상담 등을 제공 맘에쏙 진로

진로와 직업 스마트북 2013. 3 ‘진로와 직업’ 교과 내용을 담은 전자책 제공과 학습관리지원 서비스 
커리어넷 eBook

커리어넷 미래의 직업세계 2012.12 직업 정보, 학과 정보 등의 진로 정보 제공

다.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

커리어넷은 물리 서버를 가상 서버로 바꾸는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3단계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1단계로 2016년 웹서버 및 WAS 부문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였고. 2017년에는 2단계로 미디

어서버 부문을 추가로 전환하였다. 현재 물리 서버로 남아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부문이며 3단계 

전환 과제이다.

라. 진로심리검사 시스템 개편

커리어넷의 다양한 서비스 가운데 진로심리검사는 많은 이용자들이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전산적

으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양도 많다. 진로심리검사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 전체 커리어넷의 작동

에 장애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웹페이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처리 부하가 

발생하는 심리검사 서비스를 독립된 시스템에서 구동되도록 개편하였다. 개편 작업을 통하여 수업 

중 단체 이용 등 이용자가 집중할 경우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마. 최신 진로 정보 제공

4차 산업혁명 관련 진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커리어넷에서는 ‘4차 산업혁명 진로 정보’라는 

별도의 메뉴를 신설하였다. ‘4차 산업혁명 진로 정보’에는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주요 키워드별로 관련된 진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진로교육과 직업

에 관한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제공하는 ‘진로·직업전문가 인터뷰’ 메뉴를 신설하였다.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분야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는 멘토로부터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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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실적

가. 이용자 현황

2017년 한 해 동안 커리어넷에는 50만 8,903명이 새롭게 가입하였다. 방문한 사람은 800만 명 

이상, 페이지 뷰는 2억 6,000여 건이었다. 누적 회원 수는 개인 정보 보유 2년 주기 재동의 정책 

시행으로 2014년 이후 대폭 감소하였으며 현재 159만 1,438명이다. 

[ 표 6-1-4 ] 커리어넷 회원 수 및 접속 건수

연도 신규 가입 1일 평균 가입자 수 누적 회원 수 접속 건수(방문 수) 접속 건수(페이지뷰)

2013 955,821 2,619 7,537,612 7,033,183 278,408,349 

2014 789,319 2,163  2,063,169* 5,876,775 235,064,489 

2015 823,504 2,256 2,047,695 7,878,266 334,999,948 

2016 660,662 1,810 1,912,256 12,568,613 433,894,941 

2017 508,903 1,394 1,625,425 8,126,883 266,956,648 

2018.6 331522 1,832 1,591,438 4,917,603 243,019,637 

*2014년부터 개인 정보 보유 2년 주기 재동의 정책 시행

대상별로 신규 가입자를 분류해 보면 중학생의 비중이 전체의 47.9%, 고등학생 가입자 비중은 

38.5%으로 중･고등학생 가입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2017년 기준). 초등학생의 경우 2015년 이후 

현격하게 숫자가 줄어들었다.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학적 구조와 관련되는 부분도 있지만 

초등학생을 커리어넷에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2018년 4월부터는 커리어넷이 

[ 표 6-1-5 ] 커리어넷의 대상별 신규 가입자 수 (단위: 명, %)

연도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교사 기관･기업회원* 계

2013
신규 가입 90,454 559,115 244,095 27,001 27,939 7,217 - 955,821

비율(%) 9.5 58.5 25.5 2.8 2.9 0.8 - 100

2014
신규 가입 76,681 459,507 199,007 19,988 27,631 6,505 - 789,319

비율(%) 9.7 58.2 25.2 2.6 3.5 0.8 - 100

2015
신규 가입 43,734 417,239 278,236 35,831 39,731 8,733 - 823,504

비율(%) 5.3 50.7 33.8 4.4 4.8 1 - 100

2016
신규 가입 26,284 327,276 240,992 27,016 32,824 6,270 - 660,662

비율(%) 4 49.5 36.5 4.1 5 0.9 - 100

2017
신규 가입 13,801 243,741 195,886 25,544 25,538 4,393 - 508,903

비율(%) 2.7 47.9 38.5 5 5 0.9 - 100

2018.6
신규 가입 8,144 134,632 138,312 16,908 15,595 4,763 13,168 331,522

비율(%) 2.5 40.6 41.7 5.1 4.7 1.4    4.0 100

*2018년 4월 진로교육 정보망 통합회원 시스템 구축으로 커리어넷 회원체계에 기관･기업 회원이 신규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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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진로 정보 관련 정보망과 함께 통합회원 시스템을 갖추면서 기관, 기업 회원이 추가되었다. 

금년 6월까지 1만 3,166건의 기관, 기업 회원이 신규로 가입하였다.

나. 진로 콘텐츠 이용 실적

커리어넷의 핵심 콘텐츠인 온라인 심리검사는 2017년 한 해 동안 150여만 건의 검사가 실시되었

다. 커리어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검사 도구 가운데 직업적성검사가 53만 4,587건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다음으로 직업가치관 검사, 직업흥미검사(K), 진로개발준비도 검사, 직업흥미검사(H) 

등으로 순으로 많이 실시되었다.

[ 표 6-1-6 ] 커리어넷의 온라인 심리검사 이용 실적 (단위: 건)

연도

온라인 심리검사

직업흥미
(K)

직업흥미
(H)

직업 적성 
검사

진로 성숙도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진로 개발 
준비도 검사

이공계전공 
적합도 검사

주요 능력 
효능감 검사

합계

2013 771,933 - 969,949 347,158 653,439 40,971 8,624 30,457 2,822,531

2014 492,707 291,182 749,769 232,697 471,669 24,077 6,415 18,775 2,287,291

2015 394,213 301,849 652,055 199,014 404,555 26,211 5,993 19,332 2,003,222

2016 365,494 293,125 615,565 180,805 380,960 21,302 4,954 18,186 1,880,391

2017 298,219 229,087 534,587 135,180 307,564 24,261 5,416 19,099 1,553,413

2018.6 179,481 163,136 304,361 74,654 164,517 12,859 4,414 15,754 919,176

커리어넷 온라인 진로상담의 이용 건수는 2017년 기준 3만 3,093건이었다. 사이버 상담은 1만 5,069건, 

또래상담은 1만 1,920건, 그리고 진로솔루션 메뉴의 상담은 6,104건이 이루어졌다. 최근 3년간 사이버 

상담 추이를 보면 매년 1만 5,000건 이상 실시되었다.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성인들이 

진로와 관련된 고민이 있을 경우 커리어넷을 통하여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 탈북학생, 다문화학생은 심화상담을 신청하여 진로교육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표 6-1-7 ] 커리어넷의 온라인 진로상담 실적 (단위: 건)

연도
온라인 진로상담

사이버상담 또래상담 진로솔루션 합계

2013 25,098  5,031 - 30,129

2014 22,173  7,506 - 29,679

2015 17,841  2,468 1,072 21,381

2016 20,028  6,004 6,002 32,034

2017 15,069 11,920 6,104 33,093

2018.6  7,937  2,873  155 1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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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넷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2017년의 통폐합 작업으로 커리어넷, 커

리어넷 ebook, 맘에쏙 진로 등 3가지이며, 개발 이후 누적 다운로드 수는 7만 7,753건이다. 온라인 

심리검사, 사이버 진로상담, 직업 정보, 학과 정보 등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커리어넷 애플리케이션

은 7만 5,371건이 다운로드되었고, 학부모를 위한 맘에쏙 진로는 1,750건, 진로교육 관련 콘텐츠를 

전자책으로 제공하는 eBook은 632건이 사용되었다.

[ 그림 6-1-1 ] 커리어넷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실적

* 서비스 개편일: 2018년 2월 28일

* 누적 다운로드 수는 2018년 1월부터 6월 말까지의 실적

다. 이용자 만족도와 요구

커리어넷은 매년 하반기에 이용자 만족도를 실시하고 있다. 커리어넷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용자

의 만족도는 2012년 이후 꾸준히 4.0이상(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커리어넷 전반의 

만족도는 4.23점, 디자인 및 화면 구성은 4.15점, 이용방법은 4.13점, 콘텐츠는 4.20점이었다. 미세한 

[ 표 6-1-8 ] 연도별 커리어넷 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
만족도(5점 척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디자인 및 화면구성 3.84 3.75 3.76 3.70 3.79 3.83 3.79 3.87 3.93 3.95 4.06 4.19 4.15

이용 방법 3.93 3.83 3.89 3.79 3.88 3.94 3.89 3.96 4.00 3.99 4.04 4.16 4.13

콘텐츠(내용) 4.01 3.92 3.98 3.87 3.93 3.99 3.97 4.02 4.07 4.06 4.10 4.15 4.20

커리어넷 전체 4.01 3.94 4.00 3.90 3.93 3.99 3.96 4.01 4.06 4.06 4.10 4.19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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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지만 디자인과 이용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앞으로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리어넷 콘텐츠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이용자들은 직업 정보, 

학과 정보, 학교 정보 등 커리어넷의 핵심 콘텐츠인 진로 정보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용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맞춤형 진로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학

생 교사들은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 심리검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

으로 많았다.

라. 진로 정보의 공유

커리어넷은 2012년부터 오픈 API를 통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커리

어넷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위하여 API를 신청한 기관은 211개 기관(민간기관 193개, 공공기관 

18개)이었다(2017년). 그리고 오픈 API를 통하여 정보를 요청한 내역을 보면 커리어넷의 학과 정보 

380만 8,102건, 학교 정보 288만 8,672건을 외부 기관에서 활용하였다.

[ 표 6-1-9 ] 커리어넷의 오픈 API 이용현황(2017) (단위: 건)

요청 정보 학과 정보 학교 정보 직업 정보 진로상담 사례 주니어 직업 정보 전체

요청 건수 3,808,102 2,888,672 67,127 4,895 1,173 6,769,969

4. 향후 계획

가. 국가진로교육 정보망으로서의 위상 확대

커리어넷을 이용하는 교사와 일반인들은 커리어넷을 비롯한 다양한 진로교육 정보망을 통합하여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진로교육 관련 정보망의 통합회원 시스

템을 구축하였다. 커리어넷은 회원통합 시스템을 기반으로 회원들에게 맞춤형 진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제공하려고 한다. 

커리어넷이 구상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마이커리어’이다. 심리검사, 온라인 상담 등 커리어넷의 

활동 이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이커리어는 커리어넷뿐만 아니라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진로 체험

망 꿈길,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 YEEP의 주요 활동 이력도 함께 보여주는 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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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10 ] 마이커리어에서 제공하는 활동 내역(예시)

구분 주요 활동 내역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 (멘토링 수업 관련) 수업 명, 멘토 명, 일시 등

꿈길 ∙ (체험활동 관련) 체험처 명, 체험처 유형, 지역, 일시

YEEP
∙ (기업가 정신 수업 관련) 수업 명, 연도, 학기, 담임교사 등
∙ (가상 창업 활동 관련) 동아리명, 연도, 학기, 동아리 대표 등

나. 커리어넷 데이터베이스의 클라우드 전환 작업 완료

현재 커리어넷은 IDC(Internet Data Center) 영역과 클라우드 영역을 연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3단계 전환 사업 가운데 2단계까지 완료되었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클라우드 시스템은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 확장이 손쉽고, 유연하게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다.

다. 심리검사 도구의 최신화 및 공유

커리어넷 6종의 심리검사도구는 2000년 초반에 개발되었으며, 일부 검사도구의 경우 최신화되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학업능력이나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진로심리검사 도구의 규준도 변화할 수밖

에 없다. 정기적인 최신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적합하고 신뢰할만한 진로 선택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커리어넷은 공공 및 민간 사이트에서 진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정보를 오픈 API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학과 정보, 학교 정보, 직업 정보 등은 이미 공개되어 외부 사이트에서 

활용하고 있다. 심리검사 도구에 대한 외부의 요구가 적지 않아 오픈 API 기능을 2018년 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라.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콘텐츠의 확대

커리어넷의 주요한 수요자 층을 이루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경우 최근에는 신규 가입이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으로 

추정된다. 초등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개발된 저학년용 진로교육 프로그램 ‘아로 주니어’의 경우 전면적인 리모델링

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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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 개발 지원 정보화(NHRD.net)

1. 사업 개요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데 있어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자격, 진로 분야 등 인재정책에서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의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동향 정보를 생성･수집하고, 가공하여 확산하는 정보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정책담당자, 연구자, 

관련 분야 종사자 등에게 인재개발 관련 최신 정보 및 통계 자료, 정책 동향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국가인적자원 종합정보망인 ‘NHRD.net(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Net)’을 운영하고 있다. 

NHRD.net은 국가인적자원 종합정보 포털 사이트로서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및 우수한 인적자

원 양성을 통해 국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인재 개발 현안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증 분석에 기반을 둔 정책 제언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정보 인프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NHRD.net의 운영사업은 정보자료를 생성 및 수집･가공하고, 이를 활용한 분석결과를 이해당사

자 및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 및 확산하는 등 종합정보망으로서 일련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요컨대 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요 메뉴의 개발과 개편, 수집정보의 분석 정리를 통한 콘텐츠 

개발 및 탑재, 주요 정보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 제공 등 인적자원 관련 콘텐츠의 이용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관리, 타 사업망과 연계를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재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핵심정보 위주로 내용을 간추려 

관련 부처 정책담당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인적자원 정책 수립 시 

관련 정책 정보를 폭넓게 활용하여 정책 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현장성과 효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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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메뉴 내용 주기

인재개발 동향

The HRD Review 교육 및 노동시장 분야 인재개발정책 관련 동향 이슈 보고서 제공 계간

KRIVET Issue Brief 인적자원 관련 통계와 패널 자료의 통계정보 제공 격주

정책동향
인재 양성･공급, 배분･활용, 인적자원 인프라 등 인재개발 관련 정부의 주요 
정책 소식 제공

수시

연구동향 국내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인재개발 연구동향 제공 수시

지표로 본 동향 국내 기관에서 발표한 인재개발 관련 각종 통계, 지표, 자료집 제공 수시

해외동향
국외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인재개발 연구자료, 통계, 외국 정부의 간행물 등에 
대한 소식 제공

수시

HRD Daily
인재개발 관련 국내외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 등에서 발표한 
소식을 요약해 제공

매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의 당사자인 일반 국민에게는 다양한 능력개발 기회, 경력 

설계, 진로 개발 등에 대한 정보 창고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인적자원개발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2. 추진 현황

가. 주요 세부 내용과 동향 정보의 생성･제공

NHRD.net은 ‘인재개발 동향’ 및 ‘인재개발 자료실’ 등의 메뉴를 통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 관련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 지표’ 메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정보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인재개발 동향’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의 자체 발간물인 The HRD Review, KRIVET Issue Brief 등을 탑재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인재개

발과 관련된 동향 및 통계, 정책 등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인재정책

사업’과 ‘글로벌인재사업’ 메뉴를 통해 현재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각종 사업 

및 포럼들(Best HRD, 미래인재 포럼, HRD 정책포럼, 사회정책연구포럼, 글로벌인재포럼 등)에 대

한 정보를 공유 및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NHRD.net은 교육부･고용노동부･기타 관련 부처 등의 정책자료, 보도자료, 업무추진

계획, 사업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인재정책 관련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교육훈련, 

취업, 고용 및 산업 정보 서비스 또한 총망라하여 종합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 표 6-2-1 ] 국가인적자원종합정보망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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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 자료실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지표
인적자원와 관련된 정책수립 및 관련 연구의 토대가 될 지표를 매년 측정하여 
체계적인 형태로 제공

매년

KRIVET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기본･용역보고서를 PDF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링크서비스 제공

상시

협력망 참여정부 시절 인재정책 협력망의 정례토론회 자료 및 각종 회의자료 제공 -

RHRD 지역 단위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을 위한 정보 제공 수시

교수학습 자료 전문계 고등학교 교수학습 사이트(구 싸이런)의 교수학습 자료 제공 -

세미나 자료 인적자원개발 관련 세미나 자료 제공 -

관련사이트 인적자원개발 관련 유관 기관의 링크사이트 제공 상시

인재정책 사업

Best HRD 공공 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 사업 관련 자료 제공 수시

미래인재포럼 교육부 미래인재포럼 관련 자료 제공 수시

HRD 정책포럼 교육 및 노동시장 분야 인재정책사업 관련 자료 제공 수시

사회정책연구포럼 사회정책연구포럼 관련 자료 제공 수시

글로벌 인재사업 글로벌인재포럼
교육부, 한국경제신문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글로벌 
인재포럼 자료 제공

매년

※ 출처: 국가인적자원종합정보망

[ 표 6-2-2 ] 국가인적자원종합정보망의 정보제공 현황 (단위: 건수)

메뉴 자료 건수(누적) 2017년 탑재 건수

인재개발 동향

The HRD Review 639 68

KRIVET Issue Brief 157 24

정책동향 5,459 402

연구동향 1,141 89

지표로 본 동향 1,671 85

해외동향 2,215 197

HRD Daily 19,838 728

인재개발 자료실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30 2

협력망 115 -

RHRD 138 -

교수학습 자료 174 -

세미나 자료 4 -

인재정책 사업

Best HRD 102 6

미래인재포럼 56 -

HRD 정책포럼 48 -

사회정책연구포럼 4 4

글로벌인재 사업 글로벌인재포럼 10 1

기타 공지사항 337 16

※ 출처: 국가인적자원종합정보망

또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연구노트, 이슈, 포럼 등 행사자료, 기타 각종 연구결과물 

등의 부가 정보는 사이트 링크로 연결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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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체 또는 관련 단체, 학교, 훈련기관 등에서 생성하는 인재개발 동향 자료, 

언론 및 기타 기관에서의 발행하는 동향 자료,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적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 등 기타 인적자원개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NHRD.net은 

인재개발 관련 정책동향, 연구동향, 해외동향, 지표로 본 동향 등 최신 동향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데이터 등을 자체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산출한 이슈페이퍼를 제공하고 있다. 

나. 메일링 서비스

NHRD.net은 타 정보 서비스와 차별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메일링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관련 최신 동향을 단순 제공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적 

관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현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실증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자체적으로 작성하

여 제공하고 있다. 2017년 12월 기준 메일링 서비스 제공 대상은 NHRD.net 회원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정책담당자, 연구자, 자문위원, 해외동포 등 1,921명이다.

[ 표 6-2-3 ] 국가인적자원종합정보망 메일링 서비스 대상 (단위: 명)

회원 정책담당자 연구자 자문위원 해외동포 기타 계

980 88 175 81 84 513 1,921

※ 출처: 국가인적자원종합정보망

주된 메일링 콘텐츠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행하는 THE HRD REVIEW(2018년부터 계간으로 

전환)와 KRIVET Issue Brief(격주) 등이며,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다양한 현안, 이슈들을 심층

적으로 분석하여 언론에서도 높은 주목을 받고 있는 수준 높은 콘텐츠이다.

[ 표 6-2-4 ] THE HRD REVIEW 메일링 서비스 제공 목록

권호 내용 발행일

20권 1호 2017년 고용･직업교육훈련 주요 이슈 2017. 02. 03

20권 2호 국제개발협력과 교육훈련 2017. 03. 30

20권 3호 청년 일자리 문제와 인구 절벽 2017. 05. 30

20권 4호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인재 양성 2017. 07. 31

20권 5호 미래사회를 위한 진로교육 2017. 09. 29

20권 6호 NCS의 성과와 과제 2017. 11. 30

※ 출처: 국가인적자원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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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메 일 제 목 제공일

115호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 변화 추이 2017. 01. 15

116호  PISA2012와 PIAAC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청소년과 성인의 교육효율성 분석 2017. 01. 30

117호  직업계고 지역 분포와 직업교육 기회 2017. 02. 15

118호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현장훈련 운영 방식에 따른 학습근로자의 훈련 성과 차이 2017. 02. 28

119호  NCS 기반 채용에 대한 청년층 구직자 인식 조사 2017. 03. 15

120호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 간 비교 분석 2017. 03. 30

121호  내국인과 이주자의 인적자본과 노동시장 성과 2017. 04. 15

122호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산업 일자리 2017. 04. 30

123호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취약계층 및 전공별 영향 2017. 05. 15

124호  남녀 근로자 모두를 위협하는 직장 성희롱 실태 2017. 05. 30

125호  지난 10년간 4년제 대학생의 대학생활 변화 2017. 06. 15

126호  지난 10년간 4년제 대졸자 노동시장의 변화 2017. 06. 30

127호  대졸 청년의 성별 일자리의 질 비교 2017. 07. 15

128호  마이스터고 성과 분석: 재학생의 학교 만족도와 진로계획을 중심으로 2017. 07. 30

129호  대학생의 취업선호도에 따른 잠재집단별 특징 2017. 08. 15

130호  인공지능 발전 추이 국제 비교와 인력 양성에 대한 함의 2017. 08. 30

131호  지역별 신규 석사학위 취득자의 특성 및 고용 현황 2017. 09. 15

132호  청년층 소득 지원: 한국과 OECD 국가 비교 2017. 09. 30

133호  마이스터고졸 취업자의 후진학 참여 실태 2017. 10. 15

134호  민간자격 효용성 및 만족도 조사 분석 2017. 11. 15

135호  우리나라 청년 니트 현황 분석과 시사점 2017. 11. 30

136호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 진단 결과 분석 2017. 12. 15

137호  박사학위 취득자의 지역별 수급 현황 2017. 12. 21

138호  석사학위 취득자의 지역별 수급 현황 2017. 12. 30

[ 표 6-2-5 ] KRIVET Issue Brief 메일링 서비스 제공 목록

다. 웹 접근성 제고와 개인정보보호 강화

NHRD.net에서는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웹 접근성 

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사이트 개편을 완료했으며, 2012년 8월에 최초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하였고, 이후 강화되고 있는 웹 접근성 지침을 충실히 준수하여 갱신하고 

있다. 이에 NHRD.net은 2012년 8월과 2013년 9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하였고, 2017년과 2018년 1월에는 웹 접근성 국가품질인증기관인 웹와치의 품질 인증을 각각 

받았다. 또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편하고 회원약관을 

수정하였으며, 회원가입 시 입력하는 필수항목을 최소화하였고, 개인정보의 누출을 방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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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완작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회원가

입 및 로그인 절차를 폐지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메일링 서비스 신청만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주요 성과

가. 회원가입 현황

NHRD-Net 전체 회원 및 관련 부처 정책담당자, 연구자, 자문위원, 재외동포 등으로 대상을 확대

하여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홍보하였다. 

2017년 12월 말 기준 메일링 서비스 이용자 수는 1,921명이다. 2017년도에 기존 회원의 개인정보 

2년 주기 재동의 실시(2017.8.27.)로 인한 비동의자 및 무응답자의 회원탈퇴와 동시에 재동의한 

회원을 웹진회원(메일링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였다. 

나. 페이지 방문 수

NHRD.net은 2014년 12월 사이트 개편 이후 방문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7년도 월평균 

페이지뷰가 13만 8,068건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11월부터 페이지뷰가 감소하기 시작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검색로봇의 수집방지 작업을 사이트 전체 페이지에 적용함에 따른 

[ 그림 6-2-2 ] 2017년 NHRD.net 월별 페이지뷰 (단위: 건)

※ 출처: 국가인적자원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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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에 기관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도 측면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해당 정책의 

지속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 NHRD.net 만족도 조사 결과

NHRD.net 이용자를 대상으로 2017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NHRD.net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으로는 ‘인재개발 관련 동향 파악’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인재개발 관련 연구자료 수집’(38.4%), ‘인재정책사업 정보 파악’(11.0%), ‘인재개발관련 통계자

료이용‘(9.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NHRD.net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이 40.8%로 가장 많았고, ‘약간 만

족’(32.0%), ‘보통’(26.2%) 순으로 나타나 약 72.8%의 방문자가 콘텐츠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6-2-3 ] 국가인적자원종합정보망 콘텐츠의 만족도 (단위: %)

※ 출처: 국가인적자원종합정보망이용자 만족도 조사 자료.

4. 향후 방향

NHRD.net은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종합 정보 인프라로서 정부 각 부처

의 인재 관련 정책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및 사회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인재정

책분야 대표 정보 인프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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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관련 유관 사이트와의 차별화를 강화하는 한편, NHRD.net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제공 콘텐츠의 확대’

가 가장 개선이 시급한 항목으로 드러난 점을 고려하여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의 

생성 및 수집, 제공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재개발 관련 정보의 개발과 제공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 주재원 

및 지역별 HRD 담당자와의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정책 

이슈별로 NHRD.net에 탑재되고 있는 THE HRD REVIEW(계간 동향지)와 KRIVET Issue Brief(격주

간) 등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활용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이트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전반적인 사이트 개편이 필요하다. 단순히 축적된 자료

를 제공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제별 상세 검색 기능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관심 순위, 연관 검색 기능 등의 강화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경제, 평생 직업교육 혁신 등의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정부 각 

부처의 인재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이트의 지속적인 보완 및 개편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 이에 대응하여 유용한 인적자원정책 정보를 생성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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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2008년 민간자격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등록 민간자격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제공과 등록제도 관리･운영을 위하여 2009년부터 ‘민간자격 정보서비스(www.pqi.or.kr)’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민간자격 정보서비스는 민간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간자격 취득과정 

중에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민간자격 등록업무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민간자격 정보서비스는 민간자격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자격 관련 콘텐츠 및 민간자격제도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 민간자격에 대한 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격정보 수요자와 공급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자격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민간자격 신설 금지 분야 및 미등록 민간자격 운영, 

각종 거짓･과장 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민간자격 정보서비스는 당초 개인용 컴퓨터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로 개발되었으나, 스마트폰 

사용자 급증에 따라 2011년에 모바일 웹페이지(m.pqi.or.kr)를 개발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민간자격제도, 관련법 및 등록･공인민간자격정보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간자격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각 웹브라우저 시스템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웹 접근성 인증을 매년 갱신하고 있으며,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분기별로 

수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민간자격관리자와의 업무 협조를 통하여 각 기관에서 관리･운영 

중인 등록 민간자격의 취득자 현황 등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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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현황

가. 정보 제공 내용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등록되어 있는 민간자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등록

민간자격정보’와 민간자격을 등록하기 위한 ‘등록관리’ 부분으로 구성된다. 2014년부터는 민간자

격 정보뿐만 아니라 국가자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민간자격등록증 재발

급 및 등록폐지 신고 메뉴, 주무부처의 민간자격 금지 분야에 대한 공고 서비스가 추가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시스템 기능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별 자격의 직무 내용 및 등급 등의 기초정보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관리자가 입력한 연도별 검정횟수, 접수자 수, 응시자 수, 취득자 수, 합격률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간 검정 일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민간자격을 

취득할 예정이거나 취득한 일반인들이 관련 콘텐츠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간자격 업무와 관련된 질의나 민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 메뉴와 민원 

및 질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 담당자를 통해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 그림 6-3-1 ] 민간자격정보 서비스 구성도

※ 출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사이트, http://www.pqi.or.kr, 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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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현황

2018년 3월 기준(2018.3.31) 기준 민간자격 정보 서비스를 통해 등록된 민간자격은 총 2만 9,211개 

종목이다. 민간자격 등록제가 시행된 2008년에는 655개 종목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표 6-3-1 ] 민간자격 등록 현황

구분 접수 등록 등록폐지 등록취소

2008 304개 기관 829개 종목 259개 기관  655개 종목

19개 종목

-

2009 189개 기관 561개 종목 141개 기관  380개 종목 -

2010 249개 기관 736개 종목 227개 기관  539개 종목 -

2011 484개 기관 1,141개 종목 398개 기관 1,053개 종목 -

2012 680개 기관 1,909개 종목 494개 기관 1,453개 종목 -

2013 1,015개 기관 3,590개 종목 754개 기관 2,748개 종목 36개 종목 -

2014 2,104개 기관 9,506개 종목 1,632개 기관 6,253개 종목 223개 종목 -

2015 2,191개 기관 8,323개 종목 1,971개 기관 6,521개 종목 1,400개 종목 11개 종목

2016 2,220개 기관 7,647개 종목 2,041개 기관 6,153개 종목 932개 종목 1개 종목

2017 2,393개 기관 8,546개 종목 2,139개 기관 6,302개 종목 1,357개 종목 1개 종목

2018 705개 기관 1,518개 종목 636개 기관 1,250개 종목 119개 종목 -

계 - 6,670개 기관 29,211개 종목 4,086개 종목 13개 종목

※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2018.3

한편 등록 민간자격 중에서 공인된 민간자격은 2018년도 3월 기준 99개 종목으로, 등록된 민간

자격의 증가 추세에 비해 공인 민간자격의 수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6-3-2 ] 민간자격 공인 현황 (단위: 건)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3 계

공인신청 217 114 102 106 66 96 87 67 72 56 57 65 62 61 68 51 34 42 33 1,456

공인 28 7 5 6 6 12 6 3 7 11 10 4 6 5 3 5 4 2 미정 130

취소 및 
기간종료

- - - 1 - 1 - 1 - - 1 13 2 1 2 1 2 4 1 30

공인누계 28 35 40 45 51 62 68 70 77 88 97 88 92 96 97 101 103 99 99 99

※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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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가. 회원 수 현황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가입한 기관 회원은 총 11,021개 기관이다. 기관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민간자격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에 대한 기본 정보 등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일반인은 별도로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민간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격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거나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다.

나. 콘텐츠 보유 현황

2018년 3월 기준 민간자격 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는 민간자격정보, 자격 관련 소식 

및 공지사항, 관련법, 양식 및 서식, 자료 및 발간물, 금지 분야 및 등록폐지 공고 등이 있다. 콘텐츠

별로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자격정보 29,211건, 자격 관련 소식 및 공지사항 253건, 관련법 

23건, 양식 및 서식 38건, 자격관련 자료 및 발간물 103건, 금지분야 공고 34건, 등록폐지 등에 

따른 공고 63건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파일 형태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 온라인 민원 및 질의응답 현황

2018년 3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회원들의 온라인 민원 및 질의응답 현황을 보면, 총 6,129건이 

게시되었다. 온라인 민원 및 질의응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민간자격 거짓･과장 광고 및 피해 

등에 관한 민원 및 제보, 민간자격제도 관련 의견 및 제안, 등록 및 공인 신청 절차,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질의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라. 추가된 주요 정보 서비스

2017년도에는 민간자격정보 시스템 이용 편의를 위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민간자격 등록 검토를 

수행하는 각 주무부처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무부처 로그인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로써 주무부처 

담당자들이 등록 검토 중인 자격의 기본정보 및 관리･운영규정 등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

며,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민간자격 공동발급을 신청 중인 공동

발급 기관에서도 민간자격 등록 신청 진행 현황, 등록 후 공동발급 자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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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록폐지자격 정보는 엑셀 파일로 제공하였으나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등록폐지자격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자격명칭, 등록번호, 등록기관명, 등록일, 폐지일 등 기본 정보 및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4. 향후 추진 계획

현재 약 2만 9,000개의 민간 자격이 등록되어 있으며,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분야로 

민간자격이 확대되고 있다. 매년 신규 등록 및 폐지되는 자격 수 변동 추이를 감안하면 등록 민간자

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자격의 양적 증가에 따른 정보량의 증가 및 정보 수요 증대 등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시스템은 2011년의 시스템 프레임워크에 머물러 있어 타 공공기관 운영시스

템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등록 민간자격의 양적 증가 및 민간자격과 관련된 

정부 방침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시스템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2017년 민간자격 정보서비스(PQI) 시스템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추진하였고, 

민간자격제도, 등록･공인업무 프로세스 분석, 낙후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능 분석 등 전반

적인 현황 분석과 민간자격 제도 관련 이해당사자의 요구 분석을 실시한 결과물을 토대로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자격제도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을 통하여 시스템 개편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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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가.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학습모듈 서비스 추진 배경 및 목적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

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은 

2010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명칭이 정해졌고, 2013년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NCS를 추진하는 목적은 교육･훈련과 자격을 NCS 기반으로 개편함으로써 교육훈련 및 자격과 

산업현장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취업을 원하는 교육훈련 수강생과 자격 취득자는 NCS

를 참고하여 보다 명확한 개인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은 신규 직원에 대한 

재교육 비용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 NCS 및 학습모듈 서비스 추진 경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NCS 및 학습모듈을 온라인 포털사이트(www.ncs.go.kr)를 통

해 서비스하고 있다. NCS 및 학습모듈 통합포털사이트(이하 NCS사이트)는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4년 통합포털사이트 오픈’, ‘2017년 NCS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2018년 NCS 데이터 활용 플랫폼 개선 사업’을 통해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NCS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각각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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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4-1 ] NCS사이트 주요 개편 현황

사업 연도 주요 서비스 

2014
－NCS, 학습모듈, 활용패키지 등 다운로드 서비스
－온라인 경력개발경로 지원 서비스
－국민 참여 NCS위키 서비스

2017

－고객 유형별(NCS개발자, 교육･훈련기관, 기업, 취업준비생) 맞춤형 홈페이지 구성
－NCS 위키 개선 및 학습모듈 위키 추가
－모바일 웹 개발(채용정보 등)
－검색 기능 강화

2018

－NCS 개발 콘텐츠 DB화
－NCS 활용패키지 개별 조합 활용으로 개인화 기능 제공
－민간기업･공공기업 활용 플랫폼 구축
－메뉴 및 사용자별 튜토리얼 구현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서비스 개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안요청서’, 2017.4 , 2018.4

3. NCS 사이트 서비스 현황

가. NCS 맞춤서치

NCS사이트에 접속하면 팝업으로 처음 접하게 되는 화면이다. NCS 사용자의 활용 패턴을 분석하

여 사용자 특성에 맞는 추천 메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NCS 맞춤서치’다. 

NCS 맞춤서치는 NCS 홈페이지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자 그룹을 선택하면 자주 활용하는 

서비스 그룹을 제공하고, 서비스 그룹을 선택하면 기간별 활용 추이와 함께 바로가기 버튼을 제공

[ 그림 6-4-1 ] NCS 맞춤서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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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용자 그룹은 총 6개의 그룹으로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자기개발자), 교육훈련담당자, 

기업인사담당자, 기타로 구분되고, 사용자 그룹을 클릭하면 자주 활용하는 서비스 그룹을 6개씩 

보여준다.

[ 표 6-4-2 ] NCS 맞춤서치 서비스 제공 내용

사용자 그룹 서비스 그룹(사용자 활용 패턴에 따라 변화)

학생 NCS란, NCS 및 학습모듈 모듈검색, 직업기초능력, 블라인드채용이란, 희망하는 직업(직무설계), 영상

취업준비생 채용공고, 직무 및 직무기술서, 블라인드채용이란, 블라인드채용 준비과정, 직업기초능력, 희망하는 직업(직무설계)

직장인(자기개발자) 채용공고, 직무 및 직무기술서, 경력개발 경로 찾기, 직무능력진단, 직업기초능력, 희망하는 직무(직무설계)

교육훈련 담당자 훈련과정 개발방안, 훈련기준검색, 훈련과정설계, 특성화고 교육과정설계, 전문대학 교육과정설계, 훈련과정설계 우수사례

기업 인사 담당자 채용공고, 채용공고 신청, 일학습병행제, 부서관리, 컨설팅 사업소개, 채용모델 자료실

기타 NCS란, NCS 및 학습모듈 검색, 블라인드채용이란, 블라인드채용 준비과정, 직업기초능력, 언론보도 자료

나. NCS 및 학습모듈 서비스 주요 내용

NCS사이트에서는 NCS 및 학습모듈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NCS 및 학습모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서비스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NCS사이트의 메인 메뉴는 크게 [NCS통합], [블라인

드채용], [기업활용], [교육･훈련과정설계], [NCS미디어센터] 등 5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NCS통합] 메뉴에는 ‘NCS란’, ‘NCS 및 학습모듈검색’, ‘경력개발’, ‘위키’, ‘자료실’, ‘Q&A센터’ 

[ 그림 6-4-2 ] NCS사이트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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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하위 메뉴가 있다. ‘NCS란’ 메뉴에서는 NCS와 학습모듈 이해를 위한 소개 메뉴와 NCS이러닝, 

NCS홍보자료, 언론보도 자료 등과 관련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한다.

‘NCS 및 학습모듈 검색’ 메뉴는 분야별 검색, 키워드 검색, 코드 검색 등 세 가지 검색 방식을 

활용하여 NCS 및 학습모듈의 내용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NCS 및 학습모듈 검색결과 

화면에서는 NCS 세분류에 대한 기본정보(직무정의, 환경분석 등)와 NCS능력단위, NCS학습모듈, 

활용패키지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NCS 세분류 직무정의 부분에서는 변경이력과 관련 정보(채용공

고, 자격정보, 직업정보, 훈련정보 등)도 함께 제공한다. NCS 능력단위 부분에서는 능력단위 분류

번호, 능력단위명, 수준, 변경이력, 미리보기 등을 제공한다. NCS 학습모듈 부분에서는 학습모듈

명, 학습모듈 분류번호, 능력단위명, PDF 파일 다운로드, 이전 학습모듈 이력보기 등의 제공한다. 

활용패키지 부분에서는 경력개발경로, 훈련기준(시안), 출제기준(시안), 융합 활용 참고자료 등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이전 NCS 및 학습모듈’, 직업계고 2015 개정 고등학교 고시 실무과목과 

연계된 학습모듈 제공을 위한 ‘직업계고 교육과정’, 직업기초능력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직업기

초능력’ 등이 있다. 

‘경력개발’ 메뉴는 NCS 분야별 검색을 통해 경력개발경로 찾기 및 직무능력진단 서비스를 제공

하며, ‘위키’ 메뉴는 NCS와 학습모듈에 대해 각각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개선사항 요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실’ 메뉴는 NCS 및 학습모듈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와 콘텐츠 자료를 

탑재하여 서비스한다. Q&A센터에서는 공지사항, FAQ, 고객참여, 사이트활용가이드, 온라인 설문

참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그림 6-4-3 ] NCS통합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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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메뉴는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하여 ‘블라인드 채용이란’, ‘채용준비’, ‘채용정보센

터’, ‘온라인학습’, ‘카페’, ‘자료실’, ‘Q&A센터’, ‘면접신고센터’ 등의 하위메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채용정보센터’ 메뉴에는 ‘채용공고’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채용준

비’ 메뉴를 통해 단계별 채용 준비과정을 이해하고 직무기술서, 입사지원서 등 채용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업활용] 메뉴는 중견･중소기업이 NC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컨설팅에 참여하는 기업 현황을 지역별, 유형별, 업종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컨설팅 우수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채용공고, 카페, 위키, 자료실, Q&A센터 등의 

하위 메뉴를 통해 기업회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훈련과정설계] 메뉴에는 교육과정설계, 훈련과정설계와 관련된 이해와 우수사례 등의 정

보를 제공하며, [NCS미디어센터] 메뉴는 NCS와 관련된 동영상, 이미지, 이러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주요 성과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NCS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NCS사이트의 인지도는 2016

년 40%에서 2017년 46%로 점차 향상되고 있다. NCS사이트 방문자 수는 2017년 약 21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으며, 다운로드 건수는 약 416만 건이다.

[ 표 6-4-3 ] NCS사이트 방문자 수 현황 (단위: 명, 건, %)

구분 2015 2016 2017
증감률(%)
(전년 대비)

신규 회원 수(명)   123,541   115,526   71,238  61

방문자 수(명) 1,559,672 2,118,777 2,165,981 102

다운로드 수(건) 3,271,266 4,367,630 4,160,898  95

5. 향후 계획

NCS사이트 방문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객유형별 서비스, 고객 접근성 향상 기능 개발,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객 특성을 반영한 최적화된 메뉴 제공 등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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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NCS사이트는 최근까지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한 성과관리 시스템, 내･외부 NCS 

관련 정보와의 연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지향 서비스 등을 모니터링하여 성능을 개선하고, 

블라인드 채용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이트 운영을 위해 매년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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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가장 큰 부가가치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누구나 쉽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지식과 정보

의 격차가 심해지고, 이로 인한 경제적 교육적 불평등 환경이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지식과 정보 

접근에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의 가정을 대상으로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EBS 콘텐츠, 사이버 학습 콘텐츠 등의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0년에 처음으로 50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중 우수학생 5만 명을 선정하여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했다. 2004년부터는 정보 접근 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구,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와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됐다.

2005년에는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해 시･도교육청으로 재정지원 사항을 이양했으며 2006년

부터 2010년까지는 ‘교육정보화 3단계 발전방안(2006.9.)’ 5개년 계획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

자, 한부모가정 자녀 등 저소득층 자녀들이 정보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2006년 15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교육정보화 지원은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증원해 2010년에는 18만 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2010년 10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준재정 수

요액 산정 기준에 ‘정보화 지원 수급자 수’를 포함하여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011년 

이후 지원 대상이 20만 명을 넘어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13년에는 개정된 ｢초･중

등교육법｣에 따라 법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 시행의 근거가 생겼다.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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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의 명칭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변경해 정보화 지원 대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2. 추진 현황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중 중요한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위해 3년 단위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 통신비 협약을 체결하여 양질의 인터넷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12월까지 기 체결했던 KT, LG U＋, SK 브로드밴드, SK 텔레콤과의 협약을 기반으로 

인터넷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분기별로 시･도교육청의 교육정보화 지원 실적을 제출받아, 연간 목표 달성 현황을 

체크하는 한편, 지원 내역의 변화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예산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정보화촉진기금(기금:지

방비－5:5), 2004년은 정보화촉진기금(기금:지방비－5:5)과 특별교부금(특교:지방비－7:3), 2005년과 

2006년은 특별교부금(특교:지방비＝3:7)으로 편성됐다. 2007년부터는 예산이 시･도교육청으로 이

양되어 특교 17억 원(2007년 지원 예산의 3.9%) 이외에는 전액 지방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전액 시･도교육청에서 지방비를 확보해 시･도교육청별로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자를 선발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림 7-1-1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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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비롯해 정보소외계층 학

생의 학부모 학생보호자가 학교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다른 지원 사업(학

교 급식비,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통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증빙서류

가 간소화되었고, 오프라인 신청 절차가 없어 학생 신분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 그림 7-1-2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지원 등 교육비 지원 절차

3. 주요 성과

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간 협약 체결을 통한 지원 확대

교육부는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 학생들이 보다 많은 정보화 혜택을 받아 온라인을 

통해 교육용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2000년도에 KT(구 한국통신)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1만 5,000원에 모뎀통신료를 지원했다. 

이후 인터넷 통신망의 발달로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 2002년 6월부터는 초고속 인터넷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일반 사용자보다 30% 인하된 1인당 매월 2만 1,45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6년 3월부터는 1만 9,800원으로 양질의 인터넷 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요금을 시･도교육청 간 차등 없이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교육부가 인터

넷 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요금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08년까지 KT와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 오던 것을 2009년 3월 KT, SK브로드밴드, LG U＋로 협약 사업자 범위를 확대해 인터넷 

통신비를 1만 8,700원으로 낮췄다. 2012년 2월에는 2009년에 체결한 금액보다 1,100원 인하된 

1만 7,600원에 체결해 더 낮은 요금으로 정보소외계층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10월 18일에는 SK텔레콤과 추가 협약을 통해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는 가정의 통신사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저렴한 인터넷 통신비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나 정보소외계층 가정

에서 희망할 경우 각 통신사의 부가 서비스인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를 50% 인하된 1,65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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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 협약을 맺기도 했다. 2018년 6월 30일에는 협약을 갱신해 기존 협약 조건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와이파이 서비스를 신규자에 한하여 제공한다.

[ 표 7-1-1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약서 체결 주요 내용

협약 체결 통신사
(2018년 6월 기준) 

 KT, SK브로드밴드, LG U＋, SK텔레콤

협약 주요 내용 

∙ 초고속 인터넷통신 이용료 17,600원, 유해사이트 차단서비스 1,650원 제공
∙ TV, 전화 등 결합상품 허용(차액 본인 부담)
∙ 서비스 속도: 100Mbps
∙ WiFi 서비스 제공(신규자에 한함)
∙ 교육정보화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워크숍 등 협력프로그램 상호 합의를 통하여 지원 가능

협약기간
2018.1.1.∼2020.12.31.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매1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

[ 표 7-1-2 ] 인터넷 통신비 협약체결 변화 추이 (단위: 원/월)

협약 연도 협약 금액(1인) 증감 협약 통신사 협약 체결

2000 33,000 - KT 교육부

2002 21,450 11,550원 인하 KT 교육인적자원부

2006 19,800 1,650원 인하 KT 교육인적자원부

2009 18,700 1,100원 인하 KT, LG, SK 교육과학기술부

2012 17,600 1,100원 인하 KT, LGU＋, SKT, SKB 교육과학기술부

2015 17,600 - KT, LGU＋, SKT, SKB 교육부

2018 17,600 - KT, LGU＋, SKT, SKB 교육부

나. 사업추진 성과

교육부는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 학생에게 단기간 많은 수량의 PC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도에는 PC 제조업체와 계약을 통해 4년 리스분할 구입 방식으로 5만명의 학생에게 PC를 

지원했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리스분할 구입에서 벗어나 직접구매를 통해 단계적으로 

PC 지원을 추진하였다. 2007년도부터는 PC 지원 사업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어 현재까지 매년 

많은 학생들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PC 지원에 투입된 예산은 총 2,49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연 평균 185억 원, PC 지원 사업이 시･도교육청

으로 이양된 2007년부터 2017년까지는 연 평균 113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인터넷 통신비 지원 인원은 2000년도에 5만 명, 2016년도에 16만 5,000명을 지원하고, 지원 

예산은 2000년도 25억 원에서 2006년도까지 연 평균 134억 원, 2007년도 282억 원에서 2016년도에 

391억 원으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연 평균 385억 원을 지원하였다.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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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는 지원 대상 기준 변동 및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지원 

예산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

[ 그림 7-1-3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연도별 지원 인원 수 변화 (단위: 천 명)

[ 그림 7-1-4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연도별 지원 예산 변화 추이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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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1-3 ] 2017년 시･도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인터넷통신비 지원 실적 (단위: 명, 천 원)

시･도
PC 인터넷 통신비

지원 인원 수 소요 예산 지원 인원 수 소요 예산

서울 0 0 22,489 4,204,938 

부산 400 377,147 15,973 3,368,213 

대구 720 618,383  7,357 1,470,639 

인천 0 0  8,556 1,642,796 

광주 629 673,376 10,634 2,230,521 

대전 396 381,001  7,217 1,515,073 

울산 237 179,740  3,054   608,052 

세종 134 144,749    591   119,360 

경기 0 0 24,817 5,086,055 

강원 500 479,714  7,710 1,665,892 

충북 255 265,370  5,474 1,193,017 

충남 694 597,148  6,419 1,279,232 

전북 1,035 906,060 15,302 3,102,468 

전남 0 0  7,422 1,591,357 

경북 0 0  8,661 1,108,784 

경남 0 0 13,858 2,930,518 

제주 232 211,156  4,180   787,599 

계 5,232 4,833,844 169,714 33,904,514

4. 향후 방향

그동안 추진한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등의 점검을 통해 향후 

추진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는 3년 단위로 인터넷 서비스 통신사(KT, LG U＋, SKB, SKT 등)와 인터넷 이용요금 

협약을 체결하여 초고속의 인터넷을 할인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향후 인터넷 통신비 할인뿐

만 아니라 학생 교육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등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소외계층 학생에게 PC 및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등 통신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학습 관련 콘텐츠 

제공 및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들이 건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 및 건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 및 관련 인터넷 서비스를 병행하는 지원체제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인터넷 서비스 통신사 등 



551

제1장 정보소외계층 교육격차 해소

각 구성원들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관계자 

간의 긴 한 협조체제 유지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1∼2017 교육정보화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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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학생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1998년 ‘장애인교

육복지정보센터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미래교육환경 대비 콘텐츠 육성, 장애학생 교육지원, 원격

교육연수 시스템 운영 등 6개 분야 10개 주요 세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정보화 지원과 관련된 법은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와 ｢장애

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해소 시책의 마련) 등이 

있으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로 교구, 학습 보조기, 보조공학 기기 제공과 장애 유형에 적합한 

방식의 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이 있다.

[ 표 7-2-1 ] 2018년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교육정보화 관련 사업 개요

구분 세부 사업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사이트 운영
∙ 에듀에이블(eduable.net) 운영
∙ 현장지원단 운영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지원
∙ 장애학생 교육용 보조공학기기 개발
∙ 특수교육 정보화 및 보조공학 관련 연구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운영
∙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미래교육환경교육 대비 콘텐츠 육성
∙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지원 콘텐츠 개발
∙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지원 콘텐츠 연구

장애학생 교육지원 ∙ 장애학생 대체학습 자료 제작 및 보급

원격교육연수 시스템 운영 ∙ 교원연수 등을 위한 온라인 원격연수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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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현황

가. 에듀에이블 운영

2005년에 개통된 에듀에이블(www.eduable.net)은 특수교육 현장에 교육 자료를 지원하는 국가 

단위의 교육정보 포털 역할을 수행해왔다. 에듀에이블은 장애학생 교육 자료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로서 특수교육 교실 환경의 정보화를 선도

하였고, 각 지역 교육기관의 우수한 교육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에듀에이블에서는 학교 수업 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북, 사진(이미지), 동영상,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진로 탐색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콘텐츠, 고등교육을 

위한 콘텐츠, 평생교육을 위한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 자료와 관련 자료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 교육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와 보조공학기기와 함께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공감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전문교사 중심의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에듀에이블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전문 교사가 추천한 우수한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자료 제작도 지원하고 있다.

[ 표 7-2-2 ] 에듀에이블 주요 제공 서비스

주요 메뉴 주요 제공 서비스

수업지원 자료 ∙ 디지털북, 멀티미디어북, 교과서 보완 자료, 현장지원단 추천 자료, 클립형 교육영상

대체학습 자료 ∙ 교과서, 학습참고도서, EBS 방송교재

진로･고등･평생 ∙ 진로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자유학기제

특수교육공학 ∙ 보조공학, 소프트웨어교육, 미래교실

장애공감 ∙ 교육 자료, 공모전, 인권교육, 장애 바로알기 등

나. 장애학생 교육용 보조공학기기 개발･연구

국립특수교육원은 국가의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및 권리 보호를 위해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및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보조공학 기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조

공학기기는 근로현장용이나 의료용이 대부분이어서 장애학생이 교육용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가 많지 않다. 따라서 ‘장애학생 교육용 보조공학기기 개발･연구’ 사업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보조공학기기 개발 보급을 통해 장애학생의 학습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령기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동시에 장애학생 보조공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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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공학 분석, 국외 보조공학 정보 연구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장애학생 교육용 보조공학기기 개발 사업으로 2017년에는 시각장애학생용 함수･그래프 표시기 

1종을 개발하였으며, 특수교육 정보화 현황과 보조공학 현황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8년에는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스위치와 스위치 컨트롤러를 개발하고 있으며, 교육용 보조공학 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다.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학생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대회이다. 2018년 제16회를 맞이한 본 대회는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게임즈(주)가 공동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여 9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올해는 장애 및 일반학생, 

교원, 학부모, 특수교육 전문가와 관련 인사 등 1,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전국 특수학교(급) 학생 

정보경진대회,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특수교육정보화 콘퍼런스, 문화행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비경쟁 부문을 신설하여 중증장애학생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민･관 협력의 우수사례로 장애학생에게 정보화 능력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존감과 자신감 향상, 사회성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내 최대 장애학생 정보화 관련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라.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장애학생의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2018년부터 시각장애학생 소프트

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향후 장애 영역별 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다양한 학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교육부는 미래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디지털학습 환경에서의 장애학생 교수･학습권 보장을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기기와 PC 등의 발전으로 장애학생의 디지털 

콘텐츠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콘텐츠 학습효과가 커지고 있으며, 스마트 교육 등 교육환경 변화

에 따라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대한 현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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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2-1 ] 2018년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모습

[ 그림 7-2-2 ] 2018년 시각장애학생용 소프트웨어 교육 자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스마트러닝 저작도구 및 뷰어 그리고 2011 교육과정 기반의 콘텐츠로 

구성된 ‘디지털북’을 개발･보급하였다. 2017년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보편적 학습

설계(UDL,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의 적용을 통해 장애 특성에 따른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보편적 학습설계란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에 맞춰 

특별한 조정이나 수정 없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설계를 

말한다. 2017년에 개발한 공통교육과정 초등국어 1∼2학년 콘텐츠 4종은 수어영상, 자막, 대체텍

스트, 화면읽기 등의 장애학생 교육정보 접근성 기능이 강화되어 있으며 모바일 학습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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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2-3 ]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 콘텐츠 서비스 화면

모듈학습 수어영상지원

2018년에도 기본교육과정 초등수학 1∼2학년과 3∼4학년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의 재구성, 실생

활 적용, 단계적 학습 자료, 형성평가 등이 구현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바. 장애학생 대체 자료 제작 및 보급

‘장애학생 대체 자료 제작 및 보급’ 사업은 교과용 도서 및 참고서 등의 교육 자료를 장애학생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변형하여 인쇄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보급하는 사업이다. 대체학습 자료

가 제공되지 않으면 학습 결손이 매우 큰 시각장애학생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점자･음성･확

대 등으로 대체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매년 100여권의 교육 자료를 대체 자료로 제작하

고 있으며, 600여권을 인쇄･보급하고 있다. 또한 EBS 방송교재 150여권도 함께 제작하여 EBS장애

인서비스(free.ebs.co.kr)와 동시에 보급하고 있다.

[ 그림 7-2-4 ] 에듀에이블 대체학습자료 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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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대체학습 자료들은 전자파일 형태로 에듀에이블(eduable.net)에 올리고 있으며, 해당 자

료가 필요한 교사와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운로드된 대체학습 자료 

전자파일은 시각장애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요철형 점자전자단말기 등과 음성독서 지원 프로그램 

등에서도 사용가능하다.

사. 원격교육연수 시스템 운영

국립특수교육원 부설원격교육연수원(iedu.nise.go.kr)은 특수교사의 전문성 향상, 일반 교사의 통

합교육 이해, 특수교육 보조인력 및 학부모 등의 장애학생 지원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격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연수과정은 스마트폰에서도 원격연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7년 원격교육연수는 특수학교 교원, 일반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특수교육 보조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매월 26개 과정을 개설하여 2만 6,710명이 이수하였다. 2018년에는 33개 과정이 

개설되어 운영 중이며, 2018년 6월 말 현재까지 1만 3,810명이 이수하였다. 

[ 그림 7-2-5 ] 국립특수교육원 부설원격교육연수원 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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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을 위한 국가기관으로서 다양한 정보화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학생 

교육 여건 개선,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장애학생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이용자 접속 횟수’를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2017년 접속횟수는 

74만 2,694회였으며, 이 횟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8년에는 80∼90만 여회가 예상된다. 

[ 그림 7-2-6 ]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이용자 접속 횟수(2017년 기준)

4. 향후 방향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사업은 교육부의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

2022년)’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당한 교육편의 보장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에게 디지털 

환경은 참여 가능성을 열어준다. 발전된 기술들은 장애로 인해 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보지 못한 곳을 갈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장애학생이 교육받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정보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 인프라를 통해 정당한 교육 편의가 제공된다면 자연

스럽게 일반학생과 상호작용이 활발해질 것이고, 장애학생의 참여가 확대되어 성공적 사회통합의 

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정보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었다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장애학생은 일반학생과 달리 장애 영역과 수준이 다양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콘텐츠 유형과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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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다양하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접근 방법으로 콘텐츠가 제시될 경우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

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장애학생을 위한 콘텐츠 개발은 일반학생의 콘텐츠 개발보다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하며, 장애학생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발된 

콘텐츠는 장애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만들어 주고 더 큰 꿈을 꾸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셋째, 장애학생에 대한 이와 같은 노력은 국립특수교육원만의 역할은 아니다.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를 교육 전반에서 공유한다면 교육 분야 곳곳의 장애학생의 

정보격차는 줄어들고, 장애학생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게 될 것이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교육부의 슬로건처럼 장애학생도 우리 모두의 아이기 때문에 장애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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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부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보안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생활양식과 세대 간 소통방식 변화에 따라 계층별 사이버폭력,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신상정보 공개 등 

심각한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어,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이버안전센터, 전자서명인증센터, 재해복구체계 시스템 구축 사업 등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우선 건전한 사이버윤리문화 조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유치원부터 고교생까지 대상별 ‘맞춤형·체험형 인터넷윤리교육’을 

운영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밥상머리 인터넷윤리교육’, 일반 교원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정’, 교육 리더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원연수’를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학교, 사회가 연계된 교육을 제공한다.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5.5% 증가한 1,786개교(원)에서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 수료 인원도 전년 대비 11% 증가한 16만 6,600명에 달하였다. 또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한국인터넷드림단’ 

등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인터넷 윤리 인식을 고취시켰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교육부는 ‘정보보호교육센터’ 운영 및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시·도교육청 및 교육기관에 정보보호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정보보호수준 진단 참여 교육기관은 2015년 86.9%

에서 2017년 97.9%로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사이버안전센터’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안전센터는 총 447개 교육기관의 주요 정보자원에 대한 

사이버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24시간 365일 보안관제와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전사서명인증센터는 교육 기관별 인증서 

발급 및 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국제표준 기반 인증서비스 고도화 및 국제인증 갱신을 통해 전자서명인증 운영 관리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더불어 재난재해를 대비해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복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 

및 설계용역, 재해복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Summary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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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활동

제1절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활동

1. 사업 개요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생활양식과 세대 간 소통방식 변화에 따라 계층별 사이버

폭력의 가해 및 피해 경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활용 확대로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신상정보 공개 등 심각한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 표 8-1-1 ] 사이버폭력･인터넷 과의존 실태 (단위: %)

구분 2015 2017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
청소년 17.2 16.6

성인 22.3 23.1

인터넷 과의존 비중
유아 17.9 19.7

청소년 30.6 30.3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폭력･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2015, 2017

특히 학교폭력 중 모욕･명예훼손과 같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사이버 언어폭력이 전년 대비 

106.8% 증가하였으며,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의 사이버범죄는 매년 1만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인터넷 윤리 함양 및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유아･청소년, 성인, 학부모 등 계층별 실천형 교육을 확

대하고 소외계층(장애청소년, 지역아동센터)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인터넷 

윤리교육 내실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한국인터넷드림단’ 등 인터넷

윤리의 브랜드화를 통해 국민의 인터넷 윤리 인식을 고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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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1-2 ]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구 분 계(명)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모욕･명예훼손 재물손괴 강요 기타

2017년 6월 6,085 4,459 483 750 133 29 20 211

2018년 6월 6,432 3,962 680 1,124 275 58 59 274

대비(%) 5.7 -11.1 40.8 49.9 106.8 100.0 195.0 29.9

※ 출처: 경찰청, 상반기 청소년범죄 분석, 2018.7

[ 표 8-1-3 ] 사이버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구 분 2105 2016 2017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15,043 14,908 13,348

※ 출처: 경찰청, 사이버범죄 통계자료, 2015∼2017

2. 주요 현황

가.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이 사이버폭력으로 확산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요청 

및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표 8-1-4 ]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신청 접수 현황(2016∼2018년)  (단위: 건)

교육명 교육 대상 2016(선정) 2017(선정) 2018(선정)

바른인터넷유아학교(인형극) 3∼5세 유아 479(200) 799(100) 696(100)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강사 파견) 초･중･고 1,363(280) 832(300) 850(300)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연극) 초･중･고 243(50) 676(50) 849(80)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8

[ 표 8-1-5 ] 2018년 인터넷윤리교육 과정별 운영 현황 

교육명 주요 내용

바른인터넷유아학교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주제로 한 유아 대상 인형극 공연 및 디지털교구 활용 교육

한국인터넷드림단(초･중･고교) 방과 후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인터넷윤리를 이해하고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전문강사 순회강연(초･중･고교) 전문 강사 파견을 통한 건강한 인터넷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예술체험형 공연교육(초･중･고교) 사이버폭력 사례를 바탕으로 한 찾아가는 뮤지컬 교육

사이버폭력 예방 교구 활용 교육(초교)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한 체험･활동형 교구 활용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학부모(밥상머리)･성인 인터넷윤리교육 올바른 부모-자녀 간 소통 및 윤리의식 함양 교육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리더 연수

초･중･고교 교장(감), 지역교육청 장학관(사) 등 교원 리더 대상 사이버폭력 사례로 
알아보는 학교의 대응 및 예방방안 직무연수

교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온라인)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원 지도 역량 강화 교육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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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현장의 수요에 맞는 유･초･중･고교생 대상별 ‘맞춤

형･체험형 인터넷윤리교육’을 운영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밥상머리 인터넷윤리교육’, 일반 교원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정’, 교장(감)과 장학관(사) 등 교육 리더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원연수’를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학교, 사회가 연계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윤리교육 대상 교(원)는 

새 학기 시작 전인 1월에 사전 신청을 받아 3월부터 교육을 진행한다.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5.5% 증가한 1,786개교(원)에서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 수료 인원도 전년 대비 11% 증가한 16만 6,600명에 달하였다.

[ 그림 8-1-1 ] 2018년 인터넷윤리교육 과정별 교육 

바른인터넷유아학교 교구활용 교육 한국인터넷드림단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8

2017년 인터넷윤리교육을 받은 청소년 1,39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의식 개선도를 측정한 

결과 교육 후 9.8점(약 12.5%p)이 상승하였다. 특히 인터넷 이용에 대한 책임의식이 11.6점으로 

가장 높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8-1-2 ] 인터넷윤리의식 개선도(조사 대상: 청소년 1,398명) (단위: 점)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 2017년 인터넷윤리교육 의식행동양태변화 등 연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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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100만 명 인터넷윤리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나.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대국민 홍보･참여형 캠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년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선포식 및 주간(9월 4일∼9월 16일, 2주간)을 운영하였으며, 

기간 내 14만 7,688명(2016년 13만 4,233명 대비 약 10% 증가)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별 인터넷윤리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국립부산과학관), 광주(2017년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 → 2018년 국립광주과학관), 분당(한국잡월드)에 인터넷윤리체험관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44만 3,471명이 방문하였다. 2018년 5월에는 광주지역 체험관을 국립광주과학관으로 

이전 구축하면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체험관에는 웰리 하이파이브, 아인세 소개, 

아인세 악플러 잡기, 인터넷윤리 O･X 퀴즈,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다짐나무 등 인터넷윤리를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림 8-1-3 ] 광주 인터넷윤리체험관 개소식(2018.5.4, 국립광주과학관)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8

또한 인터넷윤리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하는 ‘제2기 대학생 한국인터넷드림단(14개팀 33

명)’이 구성되어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방송･신문, 네이버 포털, 1인 미디어 

방송 등 온라인 매체 활용 및 전광판 등을 통한 생활 착형 인터넷윤리 홍보를 통해 범국민 정책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이 외에도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 ‘인터넷드림 창작동요제･음

악제’를 개최하였고 ‘인터넷윤리문화 창작 콘텐츠 공모전’, ‘교수－학습지도안 공모전’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하였다.

연말에는 ‘인터넷윤리대전’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 조성에 기여한 학교,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인터넷윤리교육의 가치를 높이고 전 국민의 올바른 인터

넷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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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1-4 ] 생활 밀착형 인터넷윤리 홍보 현황(2017∼2018)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JTBC 비정상회담 대도서관 TV

캠페인송 제작 대학생 한국인터넷드림단 컵홀더 광고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8

[ 그림 8-1-5 ] 인터넷윤리 우수 콘텐츠 발굴 노력

인터넷드림 창작동요제 교수－학습지도안 공모전 인터넷윤리대전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8.

3. 향후 계획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교육 수혜자가 

인터넷윤리를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성인 사이버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인터넷윤리 콘텐츠 확보 및 캠페인을 확대해 나가고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대한

민국교육박람회 등 수혜자에게 찾아가는 교육과 홍보로 교육 대상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비롯해 학부모와 교사, 청소년지도사 등 교육의 접점에 있는 멘토들의 

교육을 강화하여 가정과 학교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고,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한 인터넷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568

2018 교육정보화백서

제2절 초･중등학교 정보통신윤리교육

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기의 보급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편이지만, 

그 이면의 역기능 문제를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청소년들의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과 장시간 사용

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화 역기능 피해를 경험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고, 사이버 상에서 무분별하

게 떠돌고 있는 폭력･음란･사행성 정보는 아직 가치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감소1)하고 있으나,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비중은 

증가2)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제고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나. 추진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044호, 2017.11.28.) 제2조제1항의3에는 “사이버 따돌

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

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있다.

즉, 단순한 장난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상대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나 직접 한 말을 통해 

상대가 고통을 느끼거나 힘들어 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법 제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등의 책무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제15조에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교육운영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과 활성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단위학교 단독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국가와 

1)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실태조사): (’14.2차) 1.2% →  (’15.2차) 0.9% →  (’16.2차) 0.8% →  (’17.2차) 0.8%

2) 사이버폭력 비중(실태조사): (’14.2차) 9.9% →  (’15.2차) 9.7% →  (’16.2차) 10.0% →  (’17.2차)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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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초･중등학교의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보기기 사용 및 사이버 

상의 예절 준수 등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추진 방법

교육부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에 의하면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부처별 협업을 통해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주제 및 활동 

적용, 청소년 주도의 선플달기 운동 확대 등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통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 폭력 대응을 위한 가상체험 및 연구학교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정하여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및 사이버 인성교육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 표 8-1-6 ] 교육부와 유관기관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 체계

기 관 명 추진내용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추천, 시･도교육청 및 유관부처･기관 협조 추진

시･도교육청

∙ 교육과정 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 사례 및 활용가이드 관내 학교 확산 보급
∙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관내 학교 지원
∙ 해당 시･도의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 교과연구회 운영 활동 촉진
∙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2017년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정보 공유, 현장 활성화 협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담기관)

∙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실행 및 운영 계획 수립
∙ 교육청, 유관기관, 민간과의 협력･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 운영 주관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촉진을 위한 현장 컨설팅, 교원 역량 강화 지원
∙ 유관기관 산출물, 교육자료 공동활용 체계 운영(에듀넷･T-CLEAR 정보통신윤리교육)

관계부처･유관기관

∙ 교육부[학국교육학술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담당자 협의체 운영

∙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관련 주요 사업 정보, 산출물 공유 및 통합 서비스
∙ 관련 사업 산출물 공동활용 및 홍보･캠페인 등 대국민 인식제고 연계 추진

민관 기관
∙ 학교의 정보통신윤리교육 참여, 실천에 대한 홍보, 정보윤리 관련 공모전 후원 등의 협력을 통한 범국민 인식 

개선, 정보윤리 마인드 확산

정보통신윤리교육은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올바른 정보검색･활용, 바람직한 의사소통, 글로벌 

시민의식 등 기본 소양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함양시켜주는 교육활동으로 최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과 

윤리의식을 정립시킴으로써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이 불건전한 정보에 접근

하지 못하도록 교육부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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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1-7 ]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유관기관별 세부 사업

부 처 추진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범 부처 인터넷 과의존 대응 총괄 및 해소 종합계획 수립(국가정보화기본법)
∙ 전국 인터넷 과의존 대응센터 운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척도 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사 양성 등 상담사업 운영
∙ 인터넷스마트폰 및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극복 캠페인 실시

교육부
∙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지원 및 관계 부처의 학교 내 사업추진 지원
∙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직무연수 지원
∙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학생 생활지도 요령’ 보급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 과몰입 해소 대책 총괄(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저작권법)
∙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Wee센터 상담 실시 등)
∙ 지역 거점병원에 게임 과몰입 치료센터 운영
∙ 게임문화 전문 강사 양성 및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운영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전국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 특정 학령기 청소년 대상 인터넷이용습관 전수조사 
∙ 고위험군 대상 기숙치료 프로그램 및 병원연계 사업

보건복지부 ∙ 게임･인터넷 과의존 중증 위험자 대상 병원치료 서비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 게임･인터넷 과의존 유발 유해정보 필터링 S/W 보급
∙ 불법 유해정보 상시 모니터링 및 심의

2. 추진 현황

가. 그동안의 추진 경과

교육부는 2012년 2월 6일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에 게임･인터넷 과의존 예방 대책을 포함시켰으며, 2012년 4월 1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이버 따돌림’도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시켰다. 

2013년 7월 23일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 발생 시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즉시 개입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전담 경찰관을 SNS에 친구 등록하는 등 즉시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인터넷 치유학

교와 인터넷과의존 대응센터 등 지원 기관을 확대하였다.

학교폭력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의 불안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회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에 수립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4년에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추진계획’을, 2015년에는 ‘제3차 학교폭

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에서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비전

으로 정립하였고,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5대 분야 16개 추진과제

를 설정하였으며, 그중에서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분야의 세부과제인 폭력 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강화의 일환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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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추진 경과

2001 ∙ 초･중･고 정보통신윤리 안내집 제작 및 보급

2002 ∙ 학교 교육을 통한 정보화 역기능 대응 방안 연구

2003 ∙ 교사용 지도서 제작 및 배포

2004 ∙ 초･중･고 정보보호교육 강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콘텐츠 개발 및 제공

2005
∙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 개정
－정규교과 중 7시간 이상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
－범 교과 차원의 재량시간을 활용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

2006
∙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운영 방향’ 수립
－신규 교사: 2시간 이상 직무연수
－1급 정교사: 15시간 의무 직무연수 

2007
∙ 시･도교육청의 정보통신윤리 활동 실적을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에 반영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원의 연수 실적, 인터넷 과의존 자가진단 실적

2008 ∙ 학교자율화조치 이후부터 시･도교육청 자율 운영

2009
∙ 정보통신윤리 관련 내용을 개정교육과정에 확대 반영(2009년 시행)
－7차 교육과정: 15개 교과
－개정 교육과정: 24개 교과

2010
∙ 정보통신윤리 시･도 담당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과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참여
－시･도 활동사례 공유, 공동대응 방안 논의 등

2011
∙ 정보통신윤리 시･도 공동사업 추진
－온라인 콘텐츠 개발: 65종
－전국 상담교사 직무연수 실시: 722명

2012
∙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정보통신윤리 선도교원 연수(시･도 추천 교원 대상)
－또래 맨토링을 위한 청소년 캠프 운영(시･도 추천 학생 대상)

2013
∙ 교육과정 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교육과정 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정보통신윤리교육 실태조사, 역기능 예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4
∙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정보통신윤리 실천 지침 제작 및 보급
－ICT활용에 따른 역기능 진단 도구 개발 및 보급

2015

∙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현장의 자율적 예방실천 활동 촉진
－학교 현장의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사이버폭력 예방 등 교육전문직원, 교원, 전문상담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직무연수
－정보통신윤리교육용 콘텐츠 개발･보급(교육용 콘텐츠 24종, 홍보자료 2종)

(학교급별 정보윤리 내용 요소를 고려한 교육용 콘텐츠 24종, 학부모 및 학생용 홍보자료 2종 개발 예정) 

2016

∙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 (150개교) 운영
－정보통신윤리교육 활성화를 위한 선도교원 양성 및 교사 동아리(교과연구회) 운영 
－사이버폭력 대응 거점Wee 센터 선정･운영(34개 센터)

2017

∙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 (150개교) 운영
－정보통신윤리교육 활성화를 위한 선도교원 양성 및 교사 동아리(교과연구회) 운영
－사이버폭력 대응 거점Wee 센터 선정･운영(46개 센터)
－학부모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8종) 개발･보급

[ 표 8-1-8 ] 교육부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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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7년 추진 현황

교육부는 ‘2017년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대상 

사이버 역기능 예방교육 강화, 교원･학부모 사이버 대응 역량 강화, 인식 제고 및 협력체계 강화를 

주요 영역으로 다양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진행하였다. 주요 추진 과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업자료 개발･보급,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 및 사이

버폭력 대응 거점 Wee센터 선정･운영, 정보통신윤리 교원연수 확대와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연구

회 선정･운영, 인터넷윤리 교수･학습 지도안 공모전 개최와 학부모 대상 올바른 미디어 활용 교육 

강화, 정보통신윤리교육 주간 운영과 정보통신윤리 관련 공모전 및 행사 개최 등으로 진행되었다. 

2017년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영역 및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그림 8-1-6 ] 2017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목표 및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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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7년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우선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맞춤형 예방 교육 활동을 촉진･지원한다. 또한 게임･인터넷･스마트

폰 과몰입 예방, 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용자 참여 홍보･캠페인 활동을 통한 사이버폭력의 원인 

예방, 인식 제고 및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산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민간과 협력 강화를 통한 범국민 사이버폭력 예방, 정보통신윤리 인식 개선 및 확산을 제고한다. 

2017년 정보통신윤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방향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표 8-1-9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내용 비교

2016년 사업 내용 2017년 사업 내용

∙ 교원역량 강화 및 교원연수 
－교원 간 소통･공유를 통한 현장의 자유로운 연구활동 속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 활동이 확산될 수 있는 교원역량 강화 기회 
제공

－일회성 집합연수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율적 ‘교사 동아리’ 
활동(교육과정 연계 교과연구회 등) 촉진을 통해 학교 순기능 
촉진, 역기능 예방 교육활동 강화･확산 필요 

∙ 중･장기적인 교원연수(예비교원, 교원 등) 로드맵 및 발전 방안 
마련 등 

∙ 교육활동 촉진 및 교원의 역량 강화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 선정･운영(150개교)을 통한 

사이버폭력 예방 수업 자료 개발･적용 및 정보통신윤리 인식 
확산 활동 수행

－2015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일반교과 및 창의적체험 활동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학교 현장의 사이버폭력, 정보윤리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Wee센터 운영 지원

－스마트기기 선용 및 자율조절 능력 중심의 예방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원연수 실시

∙ 맞춤형 예방 교육활동 촉진･지원
－교육과정 연계 교육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 보급은 물론 학교단위 운영 사례 확산 활동 강화

∙ 맞춤형 예방 교육활동 촉진･지원
－교사연구회를 통한 수업자료 개발 및 전달연수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학부모 교육 확대 및 학부모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 인식 제고 및 홍보･캠페인
－현장 사용자에 대한 기관별 차별화된 유사 사업 정보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공함으로서 홍보 시너지 효과 제고 

∙ 인식 제고 및 홍보･캠페인
－초･중･고에서 정보문화의달(6월) 셋째 주를 정보통신윤리교육 

주간으로 운영
－관계부처･유관기관 주관의 초･중･고 학생 대상 공모전 및 행사 

참여를 통해 정보통신윤리 인식 제고

∙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협력
－기관별 유사 실태조사를 연계 추진하여 현장 교육 본연의 활동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지원

∙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
－관계부처와 정례적 협의회(반기별 1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점 등에 대한 정책 반영

3. 주요 성과

교육부는 다양화된 사이버 상의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폭력도 신체

폭력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조사 및 조치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매뉴얼을 보완하고 있으며,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학부모 대상 연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와 유기적

으로 협업하여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 사이버폭력 예방 수업자료 개발･적용, 정보통신윤리인식 

확산 활동 등 사이버폭력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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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개발 및 보급
∙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 교수학습 자료 250종
∙ 학부모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8종

교원 역량 강화 지원 
∙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연구회 17개 선정 
－수업자료 개발 102종
－교사 전달연수 운영 (150명×17개=2,550명)

운영사례 발굴･보급 ∙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 20개교 선정 

사이버폭력 대응 거점
Wee센터 운영

∙ Wee센터 46개 선정･운영
－거점Wee센터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연수 추진
－거점Wee센터 운영 결과보고서 공유

 유관부처･기관 협의체 구축 
및 운영

∙ 정보통신윤리 및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관련 유관부처･기관협의체 구축
－추진방안 협의회 총 4회 추진

∙ 에듀넷 정보통신윤리 서비스(www.edunet.net) 개편 
－유관부처･기관 교육사례･자료(총 400건 내외) 통합 서비스 운영

홍보･캠페인
∙ 스마트 ICT콘텐츠 공모전(KT희망나눔재단)
∙ 인성 클린 콘텐츠 공익캠페인 UCC 공모전(클린콘텐츠운동본부) 후원 
∙ 2017 인터넷드림 교수･학습지도안 공모전 협력 운영

150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폭력 예방 웹툰･UCC 제작 등 체험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표 8-1-10 ] 2017년 정보통신윤리교육 주요 추진 성과 

4. 향후 과제

사회 각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사이버윤리의식 결여 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은 유･
소년기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학업 

성취를 적극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야 한다.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도덕적 주체로서 인간의 의미를 성찰하고, 정보사회에서의 

문제들을 윤리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다양한 언론단체 등 관련 인프라를 연계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체험과 성찰의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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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정책

1. 사업 개요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행정)기관의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통한 유출 사건･사고 사전예방 역량 강화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량의 학생･학부모 개인정보를 수집, 보존, 생성 및 유통이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파일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 강화 추세에 있는 법령에 따라 초･중･고교, 대학 등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파일 표준목록 

및 개인정보 업무처리용 핸드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표준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으

며 17개 시･도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 대학교, 공공기관 등 1만 2,000여 개 기관에서 보유･관리

하고 있는 124만여 개의 개인정보 파일 및 15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보호교육

센터 및 전국단위 순회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침해위협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해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실태점검, 개인정보노출 점검 모니터링 및 개인

정보보호 포털 운영 등을 통해 교육기관 현장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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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법령(명) 주요내용

1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1, 별지 2와 같이 한다.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의 2호서식, 별지 제1의 3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의 2호서식, 별지 
제7의 3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 3부터 별지 14까지와 
같이 한다. 

3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 15부터 별지 
41까지와 같이 한다.

4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 42부터 별지 46까지와 같이 개정한다.

5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47과 같이 한다.

6 ｢국립 각급학교 관인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48과 같이 한다.

7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49부터 별지 54까지와 같이 개정한다.

8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의 2호서식, 별지 제3의 3호서식, 별지 제16의 2호서식, 별지 제16의 3호서식, 
별지 제18의 3호서식, 별지 제21의 2호서식, 별지 제27의 3호서식, 별지 제30의 
2호서식, 별지 제48의 2호서식, 별지 제49의 2호서식을 각각 별지 55부터 별지 
64까지와 같이 개정한다.

2.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교육부는 교육(행정)기관에서 처리 중인 개인정보 수집 관련 서식 17건과 신청서 161건을 정비하

는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진행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근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업무 

지원체계를 확고히 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관평가와 대학 공시에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담당자, 신규 담당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기획･운영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보호 선도요원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지원체계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각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 

담당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한 업무담당자 소통창구 및 업무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 표 8-2-1 ] 교육(행정)기관 관련 서식 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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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법령(명) 주요내용

9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의 1호서식, 별지 제1의 2호서식, 별지 제1의 3호서식, 별지 
제1의 4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의 1호서식, 
별지 제4의 2호서식, 별지 제4의 3호서식, 별지 제4의 4호서식, 별지 제4의 5호서식, 
별지 제4의 6호서식, 별지 제4의 7호서식, 별지 제4의 8호서식, 별지 제4의 9호서식, 
별지 제4의 10호서식, 별지 제4의 11호서식, 별지 제4의 12호서식, 별지 제4의 
1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의 2호서식, 별지 제5의 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65부터 별지 98까지와 같이 개정한다.

10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서식을 별지 99와 같이 한다.

11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 93부터 별지 110까지와 같이 개정한다.

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11와 같이 한다.

13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의 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 105부터 별지 128까지와 
같이 개정한다.

1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 129부터 별지 131까지와 
같이 개정한다.

1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 132, 별지 133과 같이 개정한다.

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134부터 별지 138까지와 같이 개정한다.

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의 2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의 2호서식, 별지 제22의 3호서식, 별지 제22의 4호서식, 별지 제22의 5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의 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 139부터 별지 160까지와 같이 개정한다.

※ 출처: 2017년도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나.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보험사, 인터넷 커뮤니

티, 학원, 대형마트 등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중점과

제로 교육을 통한 인식제고를 목표삼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

고 시간적･공간적인 제약을 해결하고자 온･오프라인 교육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환경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신규 

업무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개인정보보호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기회 확대와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 및 개인정보 선도요원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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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담당자들의 관심을 고취와 교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각급 기관의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동영상(행정안전부 제공)을 제공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 자체 교육을 시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표 8-2-2 ]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 지정 현황

구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집합교육
한국교육전산망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충남대학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광주)
부산대학교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사이버교육 경상대학교

※ 출처: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 2017.12

[ 표 8-2-3 ] 2012∼2017년 정보보호교육센터 교육 실적 (단위: 명)

구분 집합 사이버 계

2012  5,469 12,650  18,119

2013 30,906 11,180  42,086

2014 23,694 20,611  44,305

2015 17,606  6,947  24,553

2016  1,295  6,658   7,953

2017  1,084  5,606   6,690

합계 80,054 63,652 143,706

※ 출처: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 2017.6 

[ 표 8-2-4 ]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현황 (단위: 명) 

대 상 권 역 참석 일시 및 인원

CPO 교육

충청권(충남대) 2017. 4. 13.(목) 176

수도권(국립국제교육원) 2017. 4. 18.(화) 148

서울권(서울교육대학교) 2017. 4. 19.(수) 246

호남권(전남대학교) 2017. 4. 25.(화) 182

영남권(중앙교육연수원) 2017. 4. 27.(목) 208

총 참석인원 960

담당자 교육

충청권(충북대학교) 2017. 5. 15.(월) 148

서울권(서울교육대학교) 2017. 5. 16.(화) 149

영남권(대구대학교) 2017. 5. 17.(수) 166

호남권(전남대학교) 2017. 5. 23.(화) 352

수도권(국립국제교육원) 2017. 5. 24.(수) 111

총 참석인원 926

신규 담당자 
교육

대전(충남대학교)
2017. 11. 24.(금) 198

2017. 11. 22.(수) 125

총 참석인원 323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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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 노출점검 시스템 운영

교육부는 교육(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인정

보 노출점검시스템(8식)을 구축하고 2017년 2만 1,000여 개 홈페이지에 대한 예방 점검을 실시하

였다. 신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로 발생하고 있기에 이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3만여 개 홈페이지에 

대한 년 1회 점검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어서 5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업무

를 위탁받아 점검서버 2식을 구축하여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예방점검 결과 다량의 개인정보

(1,000건 이상)가 노출된 기관의 경우 현장 컨설팅을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개인정

보보호법｣ 위반 요소에 대한 보안･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및 교육 사이버안전 지원 시스템을 

통해 웹서버 보안취약점 대응 가이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및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보안서버 보급을 적극 추진하여 2017년 12월 현재 SSL3) 

24,312개, API4) 22,467개를 보급하였다.

[ 표 8-2-5 ]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검출 현황 (단위: 개)

연도(년) 점검 홈페이지 수 개인정보 검출 홈페이지 수 개인정보 검출 건수

2012   136  20  10,174

2013  3,429  67  13,942

2014 11,756 102 138,943

2015 18,151 106  40,552

2016 19,260  70   5,547

2017 21,309 184 310,046

합계 74,041 549 519,204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라.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현장 컨설팅

교육부는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전문기관으

로 지정하고, 선도요원으로 양성된 각급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교육(행정)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한 관리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3) SSL: Secure Socket Layer.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안전한 통신을 위해 정보를 암호화하여 전달하는 것

4)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net. API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나 프로그래밍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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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상반기 대학 및 산하기관 등 4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준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관 20개를 

선정하여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실태점검 및 현장 컨설팅

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기관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준진단 결과를 

시･도교육청은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대학은 대학 공시에 반영하여 교육(행정)기관의 경각심을 고

취하도록 노력하였다.

3. 향후 계획

교육부는 교육(행정)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개인정보가 효율적으로 수집･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규모가 큰 교육청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시스템을 보급하여 해당 기관 

소속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 중이다. 2018년에도 지속적

으로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시스템을 운영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업무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의 정보 교류 및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관리･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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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1. 사업 개요

최근 클라우드(Cloud),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과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보보호 대상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로 확대되고, 그 피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의 증가와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APT)’ 

공격 관련 해킹사고, 가상화폐 채굴형 악성코드 유포, 사드 배치 반발에 대한 중국 발 아파치 스트

러츠 취약점 공격 등 사이버 공격 기법이 매우 지능화, 은 화되고 있으며, 중요 정보의 유출사고가 

늘어나 점차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는 2013년부터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보

보호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2017년 8월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따른 ‘85. 사이버

[ 표 8-2-6 ] 연도별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주요 활동

연 도 주요 활동

2008
02월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개소
12월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

2009
8월 을지연습 연계한 사이버분야 자체 모의훈련 실시(27개 기관)
12월 DDoS 대응체계 구축(35개 기관)

2010
04월 교육과학기술부 사이버안전센터운영규정 개정
12월 실시간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5분 통계정보 → 실시간)

2011
09월 DDoS 대응체계 구축(29개 기관)
11월 사이버위협정보수집시스템(TMS) 구축 확대(26개 기관)

2012
09월 위협정보 수집 심층적 분석체계 구축 
11월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진단시스템 확충 및 운영

2013
01월 보안관제 위탁운영 인력 증원(11명 → 29명)
07월 위협정보수집시스템 소프트웨어 보급(100개)

2014
02월 교육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지정(19개 기관)
05월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보안관제 지침 개정

2015
03월 정보보호 점검단 구성･운영
07월 위협정보수집 시스템 소프트웨어 보급(80개)

2016
02월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개정
04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
12월 교육기관 정보보호체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017
12월 교육기관 현장점검반 구성 및 현장 컨설팅 실시
12월 교육기관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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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대응역량 강화’에 발맞추어 기관별 자체 사이버 관리체계 정립과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분

석･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이버안보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이버 공격의 진화와 전 세계적 피해 확산으로부터 교육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 

2월부터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Ministry of Education, Cyber Security Center)를 구축･운

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 그동안 운영 중이던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시스템을 교육기관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으로 고도화하였다. 

현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는 대구 본원과 세종 분원으로 2개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

며, 교육기관의 사이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탐지하는 보안관제 업무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실제 침해사고에 대응하고 현장점검을 하는 침해사고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사

이버안전센터(NCSC)와 타 부처 부문 보안관제 센터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범국가적 

사이버 위협 대응･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위협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이고 체계

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 추진 체계

교육부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교

육기관의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등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016년 2월에는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

영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다. 

2016년부터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대학, 소속 및 공공기관 대상 등이 참여하는 ‘교육부 사이버

안전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관련 규정･제도 및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교육기관 보안관제 운영 강화 사업, 보안관제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보안관제 자체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육기관 보안관제 체계를 

명확히 하였다.

시･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초･중･고)의 정보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보안관제센터

를 운영하도록 하여 사이버공격에 대한 1차 보안관제 및 초동조치를 취하고, 발견된 침해사고를 

신속하게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에 신고하도록 하여 침해사고 확산을 방지하도록 했다. 교육부 

산하 소속기관, 대학, 공공기관은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를 대응하는 

체계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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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2-1 ] 교육기관 정보보호 추진체계

3. 주요 추진 사업

가. 사이버침해 대응 보안관제 추진

교육부는 2008년 2월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하여 시･도교육청 및 대학 등 총 447개 

교육기관의 주요 정보자원에 대한 랜섬웨어, ‘분산 서비스 거부(DDoS)’,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

(APT)’ 공격 등 지능화된 사이버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정보통신망과 주요 정보시스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보안관제와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전년도에 추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결과를 토대로 교육기관의 사이버위협 정보

에 대해 체계적으로 처리(수집 → 분석 → 대응 →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여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으로 고도화하였다.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는 내･외부 전문가 기술회의를 통해 신종 해킹정보 및 침해시도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특화된 자체 탐지규칙 및 관제정책을 개발하

여 배포하였다. 또한 민간 백신업체와 협력하여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신･변종 악성코드 정보를 

이용한 최신 백신 패턴을 개발하고, 전국 교육기관 PC에 적용하는 등 민･관 정보공유체계를 강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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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2-2 ] 교육기관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구성도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육기관 보안관제 운영 강화 사업을 수행하여 

교육기관 현장 컨설팅 업무를 신설하고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였다. 현장점검반은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보안진단을 통해 취약점과 보안위협을 점검하고, 교육기관에 주요 

침해사고 발생 시 현장 조사 등을 통한 원인 분석, 재발방지 및 확산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수행하였

다. 더불어 국내외 주요 정보보호 동향에 대해 수집하여 제로데이 공격(Zero Day Attack)5), 최신 

취약점 공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나. 침해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복구 지원 추진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는 교육기관에 사이버공격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사고원인 분석

과 복구 작업을 수행하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 점검･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육기관 주요 시스템(나이스, 에듀파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NCSC)과 협조하는 공동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이와 더불어 교육기관 담당자가 

사이버 위협에 초동 대응할 수 있도록 점검 절차의 상세화 및 세부 업무를 정의하여 ‘교육부 사이버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2017)’을 배포하였다.

5) 발견된 취약점을 막을 수 있는 패치가 발표되기 전 그 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을 감행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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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2-3 ] 교육부 침해사고 현장조사 항목 및 점검 절차

다.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점검 추진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는 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홈페이지 대상 사이버 침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자가 점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취약점 진단 항목은 4개

의 대분류(시스템관리 취약점, 프로그램보안 취약점, 사용자인증 취약점, 게시판 취약점)와 16개의 

세부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취약점이 발생할 시 점검 패턴을 개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2017년에는 기관 유형별로 홈페이지 점검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취약점 점검과 보안 관리를 실시

한 결과, 2015년 4.37개에서 2016년 4.08개, 2017년에는 3.4개로 평균 취약점 노출 건수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 표 8-2-7 ] 교육기관 연도별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유형별 탐지 현황 (단위: 건)

구분
교육기관 홈페이지 취약점 노출 건수

시스템관리 취약점 프로그램 보안취약점 사용자인증취약점 게시판 취약점 총계

2015 8,706 4,342 842 8 13,898

2016 7,178 3,336 219 - 10,733

2017 7,131 4,006 296 13 11,446

합계 23,015 11,684 1,357 21 36,077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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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기술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반영한 ‘웹 서버 및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가이드’를 개정

하여 배포하였고, 교육기관 정보보안 담당자 대상 실습 집합교육을 2회 실시하여 상시적으로 보안

취약점 점검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라.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 실시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는 교육기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5월), 하반기(10월)와 

을지연습(8월) 시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제 사이버테러 공격처럼 감행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및 보고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17년 상･하반기 모의훈련은 대학을 중심으로 총 24개 기관을 

선정하여 홈페이지 모의해킹 및 DDoS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을지연습과 연계하

여 시･도교육청, 대학, 소속기관 등 총 79개 기관이 도상훈련과 해킹 메일, 모의침투 등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 대상 사이버 위협에 대하여 효율적 대응과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점검하였다.

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강화

교육부는 교육 분야 총 24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대규모 학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운영하는 17개 시･도교

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 개인의 건강 관련 민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6개 

기관(서울대병원(본원, 분당),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관리기관은 매년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기적

으로는 신규 취약점을 발견하여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침해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

여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교육부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관리기관의 보호대책 및 보호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고,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예산 수반 등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수립하도록 하였다.

바. 사이버안전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는 447개 교육기관 보안관제 대상 기관 담당자에게 최신 정보보안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교육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공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관기관(NCSC)에서 제공하는 민･관･군 사이버 동향 및 교육기관 사이버위협 동향을 

매월 제공하고 있으며, 기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매일 정보보호 관련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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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을 발신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는 국외 해커그룹 분석, 분야별 사이버 위협 동향, 

탐지패턴 제작 정보 등 국내외 최신 보안동향 분석 자료를 추가하여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침해대응 기술협력을 위해 전 세계 85개국 409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 

침해사고대응협의회(FIRST) 정기총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4. 향후 계획

2018년은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개소 10주년과 함께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이다. 

교육기관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구축으로 사이버 침해에 보다 정 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집･분석처리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딥러닝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적용한 분석 자동

화,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종 사이버위협 분석과 현장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충과 교육기관 현장 침해사고 

분석, 정보보호 운영체계 점검,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대응반 확대를 

통해 분석･예방 중심의 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그림 8-2-4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향후 발전방안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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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 사업 개요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시 이용자의 신원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에 대한 안전성과 

보안성 확보 방안으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행정전자서명(GPKI,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 인증서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GPKI 시스템 기반 부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인증

서 발급에 대한 법률 적용 한계로 2002년 7월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인전자서명

(NPKI, 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을 도입했다.

이에 한국전산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인전자서명인증센터와 등록기관(RA) 협약을 체결하

여 NPKI 인증서를 이용하게 되었으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e-사람, 민원24, 국민신문고, e-감사

시스템 등의 전자정부서비스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GPKI 인증서를 추가로 발급받

아 병행 사용했다. 이 후 2007년 1월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행정전자문서 유통 시 GPKI 인증서 

사용 의무화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증서 발급 근거가 마련되고, 2008년 5월 정보통신부의 NPKI 

인증체계 재정비 계획에 따른 한국전산원 공인전자서명인증센터 폐지로 교육부 자체 GPKI 인증체

계 구축이 필요해졌다.

교육부는 2007년 5월 교육기관 GPKI 인증센터 구축모델 설정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했다. 교육부 자체 GPKI 인증체계의 목표는 ｢전자정부법｣상 최상위 인증기관인 행정자치부의 

인증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를 구축하고(2008.4), 교육부 GPKI 

인증서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일원화하여 안전한 교육행정 사이버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

었다.

2011년에는 컴퓨팅 및 해킹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증서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 보장이 어려

워짐에 따라 전자서명 키 길이를 늘리고 해쉬 알고리즘을 교체해 보안을 강화했다. 이후 국내 

인증기관 중 가장 먼저(2012년 2월∼12월) 83만 장의 구인증서를 신인증서로 교체했다.

또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실시간 인증서 검증을 위한 체계 확대, 인증서처리프로그램(표준보안 

API) 개선 및 보급, 전자서명인증 국제기술표준 평가 및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국제인증 취득 등을 

추진하여 인증서비스 보안 강화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인증서 호환성 등을 확보하면서 전자서명인증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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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2-5 ]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2

2. 단계별 추진 방안

인증센터 구축 제1단계인 도입단계(2007∼2009년)에는 교육부 GPKI 인증체계 운영을 위한 인증

업무 관리지침을 확정하고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을 위한 핵심 시스템인 키생성시스템(KGS, Key 

Generation System), 인증서생성･관리시스템(CA, Certification Authority), 등록관리시스템(RA/LRA, 

Registration Authority/Local Registration Authority), 디렉토리시스템(DS, Directory System),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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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상태확인시스템(OCSP, Online Certificate Status Protocol)을 도입하여 인증서 발급･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제2단계인 확산단계(2010∼2012년)에는 교육부 통합인증게이트웨이시스템, 재난복구센터(DR, 

Disaster Recovery) 구축 및 실시간 백업 체계 도입으로 국가행정정보시스템에 보다 강화된 사용자

정보 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재난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교육부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연속성･안정

성을 확보했다. 또한, 전자서명키 길이 연장 및 해쉬 알고리즘 강화를 통해 암호 알고리즘의 보안강

도를 향상하고 인증서의 신뢰성을 제고했다.

제3단계인 고도화단계(2013∼2018년)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실시간 인증서 검증체

계 강화, 노후 시스템 개선 및 사용자 이용 편의성 향상, 국제인증 취득 및 국제기술표준 기준 

서비스 고도화 등으로 다양한 교육 서비스와 사용자 환경에서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호환성 및 

신뢰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 그림 8-2-6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2

3. 세부 추진 과제

가.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운영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전자서명인증서 발급 및 검증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부 



592

2018 교육정보화백서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과 인증서 사용자정보 관리 및 국가행정정보시스템과 정보 연계를 위한 

‘통합인증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운영을 목표로 한다.

[ 그림 8-2-7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구성도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2

[ 표 8-2-8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구축･운영 내용

구축･운영 시스템 시스템 내용

KGS  인증기관의 전자서명키를 생성하는 시스템

CA  가입자의 인증서를 발급･관리

RA  가입자의 신원확인 및 등록

DS  인증서와 인증서폐지목록 저장

OCSP  인증서의 상태 실시간으로 검증

통합 인증 게이트웨이  사용자의 조직 및 재직정보 연계･관리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2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KGS, CA, RA, DS, 

OCSP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메일링 서비스 도입, 보안서버 구축 진단

도구 개발, 인증서처리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사용자 인증서에 대한 보다 강화된 검증체계를 마련

했다. 또한,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의 운영 현황 분석과 상황관제를 위한 자체 상황실을 

구축하는 등 1만 2,000여 개 교육기관의 인증서 발급 및 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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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대학, 공공기관의 등록기관(RA/LRA) 체계를 완성

해 교육부의 인증서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인증체계의 안전성, 연속성, 활용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표 8-2-9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이용 현황(월 평균) (단위: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

콜센터 운영 3,153 6,444 3,781 4,315 3,545 4,226 4,838 3,509

원격접속 장애처리 196 203 191 355 196 308 446 265

홈페이지 방문 669,150 797,763 499,239 922,820 757,466 1,524,013 630,847 484,274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2

[ 표 8-2-10 ] 교육부 GPKI 인증서 발급 현황 (단위: 장)

구분 개인용 기관용 업무용 서버용 SSL6)용 총계

교육부 2,074 13 55 25 29 2,196 

교육청 706,160 21,277 7,093 512 1,627 736,669 

대학 42,775 97 836 270 1,468 45,446 

공공기관 889 8 1,776 98 104 2,875

대학교병원 44 0 0 0 5 49

총계 751,942 21,395 9,760 905 3,233 787,235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2

나. 시･도교육청, 대학, 공공기관 RA/LRA 구축･운영

시･도교육청은 등록기관(RA), 교육지원청, 대학 및 공공기관은 원격등록기관(LRA)으로 지정하여 

각 교육기관별로 인증서 발급 및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표 8-2-11 ] 교육부 RA/LRA 현황

구분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대학 공공기관

기관수 1 17 169 465 11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2

6) SSL(보안서버 인증서: Secure Socket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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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2-8 ] 교육부 RA/LRA 업무 흐름도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2

[ 표 8-2-12 ] 유형별 인증서 발급 대상(2017년 교육통계 교직원 수 기준) (단위: 명)

구분 교직원 수

유･초･중･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포함되었으며, 산업체 부설학교 및 산업체 
특별학급은 제외됨)

유치원  61,737

초등학교 208,887

중학교 120,314

일반고등학교  99,022

특성화고등학교  29,030

특수목적고등학교   9,079

자율고등학교  11,097

기타  12,142

고등교육기관
(교육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전공대학, 

기능대학, 대학원 포함)

일반  73,326

전문 12,804

기타   4,772

합계 642,210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2018.2

다.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백업센터 구축･운영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천재지변, 재난･재해 등으로 서비스 장애 발생시 1만 2,000여 

개 교육기관의 업무가 마비돼 사회적으로 대규모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복구 및 인증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에 

대한 재난복구센터와 실시간 백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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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2-9 ] 전자서명인증 백업체계 구성도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2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시스템 장애복구를 위한 

실시간 재난복구체계 구축을 목표로 재난 발생 시 전자서명인증체계 운영을 위한 재난복구 준칙을 

수립하고, 재난복구 백업시스템을 원격지에 구축했다. 재난상황과 네트워크 장애 발생시 전자서명

인증서비스 제공 및 본센터로 복구 방안을 위한 시스템을 클러스터로 구성해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유연성 있고 능동적인 전환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반기마다 지진 발생, 네트워크 회선 단절 등의 다양한 장애 상황 발생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재난 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복구 백업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복구 및 인증서비스 

가동, 백업센터 가동･운영 절차 검증, 장애상황 발생 시의 대응체계, 비상연락 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18년에는 기존 재난복구센터 임대 서버실(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및 임대 공간 부족으로 

인해 물리적 환경 신규 구성을 목표로 재난복구센터를 이전하였다. 교육 유관기관으로의 재난복구

센터 이전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향후 재난복구센터 인프라 확충 및 기능 강화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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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SL 인증서 보급

SSL 인증서는 인터넷 상에서 사용자 PC와 웹서버 사이에 송･수신되는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함으

로써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스미싱, 피싱,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해 기관의 신뢰도를 향상

시킨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8년부터 교육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

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SSL인증서를 무상 보급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 홈페이지의 SSL인증서 구축 여부를 전자서명인증센터에서 진단해 보안성을 높이

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홈페이지의 정보서비스가 정보통신망에서 암호화 유통되어 정보유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도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 표 8-2-13 ] SSL 인증서 보급 현황 (단위: 장)

구분 교육부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 대학교병원 합계

보급 수 29 1,627 1,468 104 5 3,233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2

마. 인증서처리프로그램(표준보안 API) 보급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GPKI 인증서를 교육기관 응용시스템에서 인증서 

기반 로그인, 보안채널 구성, 신원확인, 파일암호화 등에 활용하려면 인증서처리프로그램을 적용해

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자서명인증센터는 교육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증서처리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 표 8-2-14 ] 인증서처리프로그램 보급 현황 (단위: 식)

구분 교육부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 대학교병원 합계

보급 수 17 255 230 36 0 538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2

바. 인증체계 고도화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교육정보 서비스 및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증체계의 국제표준 준수 및 기능 고도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인증서 

DN체계 개편 및 인증서 등록･관리 기능 강화, 상담지원체계 강화 등을 통해 인증서비스의 정보보

안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과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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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조직 및 인력

교육부는 부내에 전자서명인증센터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단계별로 팀을 구성해 역할을 수행했다. 

도입단계는 교육부가 총괄하고 교육사이버안전센터 TF팀에서 업무 추진을 전담하며, 한국교육학

술정보원에서 업무를 지원했다. 2009년에는 교육부에 정보보호팀을 신설해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센터에서 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운영 업무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했다.

전자서명인증센터의 조직 인력은 아래 표와 같으며, RA/LRA 업무는 시･도교육청, 대학, 공공기

관의 인력을 자체 확보하거나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 표 8-2-15 ] 연도별 전자서명인증센터 소요 인력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정규 2 3 3 3 2 2 3 3 3 2 2

계약 0 1 2 2 2 2 2 2 1 1 0

위탁 6 9 9 12 12 12 12 12 14 14 16

합계 8 13 14 17 16 16 17 17 18 17 18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2

아. 법제도 정비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과 인증업무준칙을 제정하여 

인증업무의 종류, 수행방법 및 절차, 이용 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현행화, 인증서 관리 강화를 위한 신원확인 절차 보완, RFC3647에 

따른 항목 구체화 등 인증업무 준칙을 개정하여 인증업무의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자. 국제표준 기반 인증서비스 고도화 및 국제인증 갱신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국제 공인기관(WebTrust.org)으로부터 인증서비스에 대한 국제

인증을 취득하여 보안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국제인증은 인증기관의 보안정책, 물리적･관리적 

환경통제 및 인증서 규격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국제 공인인증이다.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는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인증서 DN체계 및 SSL 인증서 발급･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인증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국제인증 갱신을 통해 국제표준 기반의 전자서명인증 체계 운영･관리를 내실

화하고 있다. 취득한 국제인증을 기반으로 모바일 환경 및 다양한 웹브라우저 상 교육부 행정전자

서명인증서의 웹 호환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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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 방향

향후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민간 영역의 공인인증제도 폐지 및 사용자 휴대 단말 보급 

확대 등의 환경에 따라 교육기관 인증수단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강화된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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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

1. 사업 개요

다양한 교육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IT 기반 시설, 데이터베이스, 웹 서비스, 클라우드 등 정보

화 관련 기술 환경이 확대되고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위협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 추세이다. 

이에 교육기관은 자율적인 자체 수준진단을 통해 위협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개선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2009년부터 교육기관 대상 정보보호 수준진단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보보호 수준진단은 교육기관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며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자발적 개선 및 안전한 사이버환경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2. 추진 현황

가. 정보보호 수준진단 체계 마련

정보보호 수준진단의 체계 마련을 위해 국내외 정보보호 수준진단 체계 및 평가제도 관련 법규7)

를 분석하였다. 특히 국내 ① 정보통신 기반시설 수준평가 ②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③ 국가정보원 정보보안관리 실태평가 그 외 ④ 중소기업 산업보안 역량 수준평가 등 평가 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용 분야,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에 대한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외 남아공 정보보호관리 인증체계(ISIZA, Information Security Institute of South Africa)

와 정보보호관리 성숙도 모델(ISM3, Informaion Security Management Maturity Model), 미 연방 

정부기관 IT 보안 평가 프레임워크(FITSAF, Federal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Assessment 

Framework), OWASP의 소프트웨어 보증 성숙도 모델(OpenSAMM), BSIMM3(Building Security In 

Maturity Model 3) 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보보호 수준진단 상세 점검지표에 반영하였다. 

기존 정보보호 관련 국외 평가 제도를 참고하여 PPT(People, Technology) 관점에서 지표를 구성

하였고 관리감독 역량(GRC, Governance. Risk, Compliance), 조직 및 인적보안, 관리 프로세스, 

7)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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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대책 분야를 반영하여 지표를 구성했다. 

관리･감독 역량 영역은 거버넌스, 위험 관리, 준거성 관리 분야로 구성하고 조직･인적 보안

(People)은 보안 조직 및 내부자 보안으로 구분하였다. 관리 프로세스 영역은 정보자산 관리, 접근 

관리, 로그 관리 및 모니터링, 보안사고와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 보안 관리, 외주 관리 분야로 

편성하였다. 기술적 대책으로는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스템 보안, 사용자 보안, 

응용 보안, 데이터 보안 분야를 적용하였다.

나. 수준진단 추진 경과

교육기관 정보보호 수준진단은 2009년 5개 항목, 14개 부문, 66개 점검지표를 시작으로 총 4차례 

지표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3년 수준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2015년과 2017년 시스템 개선

사업을 통해 정보보호 수준진단 관리체계 및 기반을 마련하였다.

[ 표 8-2-16 ]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 추진 활동 현황

연 도 주요 활동

2018 교육기관 정보보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 개발 연구 사업 예정

2017 정보보호 수준진단 시스템 개선

2016 정보보안 정책, 인적보안 등 일부 지표 개선

2015
시･도교육청 및 대학･공공기관 지표 구분
대학 정보보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 개발
정보보호 수준진단 시스템 개선

2014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지표 반영

2013
정보보호 수준진단 시스템 개발
교육기관 성격을 고려한 유형(2가지) 분류(시･도교육청, 국립･사립대)

2012 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성숙도 모델 개발 연구

2011 정보보호 수준 자가진단 연구

2010 2010년 교육･연구기관 정보보호수준 자가진단 연구

2009 초기 정보보호 기반조성, 침해사고 대응체계 마련－5개 항목, 14개 부문, 66개 세부지표

다. 세부 점검항목 및 지표 구성

정보보호 수준진단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반에 걸친 활동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시･도교육청 및 교육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정보보

호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고 있다. 2017년 정보보안 수준진단 지표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시･도교육청의 경우 정보보안 관련 규정 준수, 침해사고 대응체계 확립,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및 사이버 위기관리 등 총 11개 분야, 32개 지표, 66개 항목으로 수준 진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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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2-17 ] 2017년 시･도교육청 정보보안 수준진단 지표

구분 분야 번호 진단 지표

정보보안
(6개 분야, 19개 지표, 

39개 항목)

정보보안 정책

1 정보보안 규정 및 계획

2 정보보안 조직 및 예산

3 정보보안 기본 활동

4 기관 성과평가 반영 

정보자산 보안관리
5 정보자산 승인 및 관리 

6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인적 보안
7 정보보안 교육

8 용역업체 보안관리 

사이버 위기관리

9 사이버 위기 관리체계 구축

10 예방･대응 활동 

11 사이버 위기 대응훈련 

1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복구 

전자정보 보안

13 웹서비스 보안

14 전자정보 유출 방지

15 전자우편 보안

16 사용자･관리자 인증

정보시스템 보안

17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보안

18 망분리 및 네트워크 보안

19 정보시스템 운용관리

개인정보보호
(5개 분야, 13개 지표, 

27개 항목)

관리체계 구축

1 개인정보보호 기반 마련

2 위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활동

3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4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역할 수행

보호 대책수립 및 시행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운영

6 개인정보 파일 관리

7 개인정보 영향 평가수행

8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침해사고 대책

9 개인정보 노출방지 및 자율개선

10 개인정보침해 사고 대응절차 수립

11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

전자서명인증 12 전자서명 인증 업무 관리

개인정보 유･노출 13 개인정보 유･노출 개선 조치

※ 출처: 교육부, ‘2017 시･도교육청 정보보호 수준진단 실시 안내’, 2017.2

2015년부터는 시･도교육청 및 대학공공기관 지표가 구분되어 대학 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를 

개발하였다. 2017년 대학 정보보호 수진진단 지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정보보안 정책, 정보자산 

보안관리, 사이버 위기관리, 침해사고 대책 등 10개 분야, 33개 지표, 71개 항목으로 수준진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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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2-18 ] 2017년 대학 정보보안 수준진단 지표

구분 분야 번호 진단 지표

정보보안
(6개 분야, 21개 지표, 

46개 항목)

정보보안 정책

1 정보보안 규정 및 계획 

2 정보보안 조직 및 예산

3 정보보안 기본 활동

4 기관장 관심도

정보자산 보안관리

5 정보자산 승인 및 관리

6 보호구역 관리 

7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인적 보안
8 내부인원 보안

9 용역업체 보안관리

사이버 위기관리

10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 구축

11 예방활동

1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복구

전자정보 보안

13 웹서비스 보안

14 전자정보유출 방지

15 전자우편 보안

16 사용자 인증

정보시스템 보안

17 정보보호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보안

18 정보통신망 보안

19 정보시스템 운용･관리

20 PC 보안

21 로그 및 백업

추가 가점지표 - 무선 랜 관련 시스템 보안 관리

개인정보보호
(4개 분야, 12개 지표, 

25개 항목)

관리체계구축

1 개인정보보호 기반 마련

2 위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활동

3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4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역할 수행

보호 대책수립 및 시행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 운영

6 개인정보파일 관리

7 개인정보영향 평가수행

8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및 운영

침해사고 대책

9 개인정보 노출방지 및 자율개선

10 개인정보침해 사고 대응절차 수립

11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

개인정보 유･노출 12 개인정보 유･노출 개선 조치

※ 출처: 교육부, ‘2017 대학 정보보호 수준진단 실시 안내’, 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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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가. 정보보호 수준진단 점검 추진

최근 3년간 정보보호 수준진단 참여 교육기관은 2015년(386개/449개) → 2016년(413개/448개)

→ 2017년(439/448개)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비율로는 86.9% → 92.1% → 97.9%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교육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진단 전체 평가결과는 평균 79.84점으로 보통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면 정보보안 수준진단 평가결과 평균 77.50점으로 ‘보통’,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

결과는 평균 82.18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다.

인력, 규모, 예산이 큰 시･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평균 95.6점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규모와 예산이 적은 사립대의 경우 지난 3년간 78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국공립대와 대학병원의 경우 2015년 ‘보통’ 등급에서 2016년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대학병원은 2017년 91점으로 점수가 대폭 상승하였다. 

[ 그림 8-2-10 ] 최근 3년간 교육(행정)기관 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균 점수

※ 출처: 교육부, ‘2017년도 교육(행정)기관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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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보안 수준진단 점검 추진

정보보안 수준진단의 평균 점수는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그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인 ‘사이버 

위기 관리’ 분야의 경우 2016년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사이버 위기대응 매뉴얼 배포와 교육

기관의 체계적인 침해사고 대응 체계 수립 등을 통해 지난 3년간 약 20점의 점수 상승을 보였다. 

‘정보보안 정책’ 분야는 인력 및 예산 편성 등이 필요한 분야로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개선이 이루

어져야 하므로 현재까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다.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는 교육기관 정보시스템 

취약점 보완조치 안내를 통해 점수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보안장비, 시스템 등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 확보가 수반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림 8-2-11 ] 최근 3년간 교육(행정)기관 정보보호(정보보안) 수준진단 점검 분야별 점검결과

※ 출처: 교육부, ‘2017년도 교육(행정)기관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2017.12

다.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점검 추진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균 점수는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가장 큰 변동을 보인 

분야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분야로 2016년 점수가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7년 점수가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2017년 교육부에서 추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매뉴얼 배포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분야는 지난 3년간 가장 변동이 미비하였다. ‘CPO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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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는 2016년 CPO 소집교육을 통해 점수가 대폭 상승하였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노출 방지’ 분야의 경우 2016년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점검지표 세분화로 점수가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 그림 8-2-12 ] 최근 3년간 교육(행정)기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점검 분야별 점검결과

※ 출처: 교육부, ‘2017년도 교육(행정)기관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2017.12

라. 정보보호 수준진단 설명회 및 현장점검

교육부는 매년 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 설명회를 통해 당해 지표 변경사항과 지표별 세부 해설 

및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기술동향과 보안 이슈 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으로 교육부와 

교육기관 실무자 간 원활한 의견 교류에 힘쓰고 있다. 

 또한 현장점검반을 구성한 정보보안 감사와 수준진단 현장점검으로 현장 실정에 맞는 취약점 

분석과 수준진단 평가를 실시하며, 교육기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 개선과 기술 컨설팅으

로 교육기관의 애로사항 개선에 부단히 노력 중이다. 현장점검반은 교육기관 보안전문가8)로 구성

되어 있으며 매년 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 변경 토의 및 현장점검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8) 교육기관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안 업무 담당자로 10년 이상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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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2-13 ] 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 설명회 및 현장점검 토의

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 설명회 정보보호 수준진단 현장점검 관련 토의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4. 향후 계획 

교육부는 2015년 지표 개정 이후 매년 진행하는 정보보호 수준진단에 대해 새롭게 변경된 법률과 

지침을 반영하여 교육기관 유형과 규모에 적합한 진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교육기관 

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 관리 실태평가 

항목과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 기준 및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방법 상세 가이드(2017년 12월) 지표를 검토하여, 교육기관 맞춤형 점검

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 문헌]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7), 2017 교육정보화백서, p.10

(사)한국대학정보화협의회(2012), 2012 대학 정보화 백서,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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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교육정보화의 한 영역인 교육행정정보화의 주된 수단은 나이스(교육행정), 에듀파인(지방교육재정), 

업무관리시스템(전자결재)과 같은 교육정보시스템(｢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2항)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중앙총괄센터(KERIS)를 중심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개통된 나이스(www.neis.go.kr)는 각

급학교 학생의 교무학사 정보, 교원의 인사/급여 정보 등을 포함하여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보들을 저장, 관리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통합전산센터, 시･도청의 행정정보시스템, 금융결제원 등이 운영하는 

대부분 공공 정보시스템은 원격지 백업 시스템은 물론이고, 지진이나 화재 등과 같은 심각한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해복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나이스 등과 같은 교육정보시스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재해복구체계는 물론이고, 원격지 

백업 체계조차도 일부 시･도교육청만 구축･운영하는 등 재난, 재해 대비 체계가 매우 미흡한 상태

다. 교육부는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재해복구체계 구축의 시급성, 타당성 등을 인식하

여,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관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진행하였

다. 이후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다년간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정부의 

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관련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2016년 9월 12일 나이스 중앙총괄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대구와 인접한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1978년, 대한민국이 계기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2015년 11월, 서울시교육청에 교육정보시스템이 설치

되어 있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체계 구축의 당위

성과 시급성 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2016년 9월 2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손혜원 

의원 등은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체계 미 구축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교육부 책임 

하에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 결과,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관

련 사업비를 확보하고 2017년부터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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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목표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 목표는 재난･재해에 대비한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를 선

제 구축하여 교육행정업무가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정보시스템은 초･중등 분야 교육행정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것으로 학교행정, 일반 행정 

및 대국민 서비스, 교육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화 부문의 핵심 서비스이다. 

교육정보시스템이 앞서 언급한 지진이나 화재 등과 같은 대규모 재난･재해로 훼손되거나 자료가 

유실되는 경우 교육행정 업무중단 및 대입전형자료 제공, 교육제증명 민원 발급 불가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바, 이에 대비하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재해복구체계의 선제적 구축을 통해 교육행정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함은 물론이

고,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나 화재 발생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운용 불가 시에도 사전에 

준비된 재해복구체계를 가동하여 자료 유실을 최소화하고 중단 없는 교육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다.

다. 사업 추진 로드맵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간 추진되는 사

업이다. 2017년부터 2018년 중반까지는 재해복구체계 구축 기본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재해복구

센터 건축 설계, 재해복구시스템 설계(ISP 현행화),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 그림 8-2-14 ]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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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는 재해복구센터 부지 조

성 및 건축/전력･통신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물리적인 

재해복구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의 적법성 확보

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사업도 추진하였다.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살펴보

면, 센터 건축 등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에 국고로 192억 원, 1단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스토리

지 및 백업네트워크 등)에는 지방비(특별교부금)로 249억 원 등 총 441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라. 주요 추진 경과

2017년에 착수한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은 ‘재해복구센터 건축부지 매입 및 건축설계’, ‘재해복

구 시스템 설계’, ‘교육정보시스템 업무 연속성 계획(BCP) 수립’,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제도 정비’ 등 4가지 영역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부분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표 8-2-19 ]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 부문별 진행 상황

사업 분야 진행 상황

재해복구센터 건축 부지 매입 
및 건축 설계

∙ 재해복구체계9) 구축 기본계획 수립(부총리 결재): 2016.12.2
∙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2017.4.24

(협약기관: 교육부, 세종시청, 세종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재해복구센터 건립 부지 매입계약 체결: 2017.7.12
∙ 재해복구센터10) 설계 공모 및 계약 체결(조달청): 2017.8.1.∼2017.10.12
∙ 재해복구센터 건축 설계 1차∼3차 자문위원회: 2017.7.24∼2018.5.31
∙ 재해복구센터 건축 허가 등 각종 인허가/예비인증: 2018.4.∼7
∙ 재해복구센터 건축 설계 완료 보고 및 검수 완료: 2018.6.14.∼29.

재해복구시스템 설계

∙ 재해복구시스템11)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총 8회): 2017.7.12∼2018.3.30
∙ 재해복구시스템 설계를 위한 전문 업체 자문 청취: 2017.12.14.∼2018.2.21
∙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관한 시･도담당관 협의회: 2018.5.17
∙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예산 산출, 특별교부금 신청: 2018.5.24
∙ 재해복구시스템 통합 구축 시･도교육청 수요 조사: 2018.6.27∼7.13

교육정보시스템 업무 연속성 
계획(BCP) 수립

∙ 업무연속성계획(BCP) 표준(안) 수립: 2017.9∼10
∙ 인사, 급식, 급여, 보건, 평생교육 BCP(안) 수립: 2017.10∼12.22
∙ 중앙총괄센터 업무별 BCP(안) 수립: 2018.1.22∼5.24
∙ 검정고시/감사･민원 분야 BCP(안) 수립: 2018.4.20∼7.24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제도 정비

∙ 규칙개정안에 대한 유관기관 의견 수렴: 2018.4
∙ 규칙개정안에 대한 규제법무담당관실 및 법제처 사전 협의: 2018.5∼6
∙ 국회 법제실의 법안 심의 및 법조문 조정 협의: 2017.5
∙ 교육정보화진흥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17.8.31
∙ 교육정보화진흥법(안) 제정 발의(의안번호 9208): 2017.9.8

9) 재해복구체계: 건축물, 시스템, 운영조직 및 인력, 관련 법･제도 등 재해복구에 필요한 각종 물적, 인적, 법적 자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집합

체로, 이의 신설은 ‘재해복구체계 구축’이라 칭함.

10) 재해복구센터: 재해복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운영 인력이 근무하는 물리적인 건축물 등과 같이 재해복구체계 운영을 위한 물리적인 시설로, 

이의 신설은 ‘재해복구센터 건축’이라 칭함.

11) 재해복구시스템: 재해복구에 필요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정보시스템과 운영체제의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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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현황

가. 재해복구센터 건축 부지 선정

교육부 자산으로 최초로 건립하는 전용 데이터센터인 재해복구센터는 중앙총괄센터(교육부, 

KERIS) 및 17개 시･도교육청이 재해복구체제를 통합･구축,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해복구센터

의 건립 부지 선정은 시스템 구축 측면, 운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 

결과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교육부는 재해복구센터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의 지리적 위치와 접근

성, 지진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세종시를 재해복구센터 건립 지역으로 결정하였다. 세종시는 

한반도 중심에 위치하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지진/해일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세종시는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위치하고 

있어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정부 합동 재해대응반 구성‧운영 등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그림 8-2-15 ] 세종시와 전국 시･도교육청 간의 물리적 거리 분석도 (단위: km)

교육청 직선거리

 서울특별시교육청 111

 부산광역시교육청 225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144

 인천광역시교육청 108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166

 대전교육정보원 26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114

 세종시교육청 14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80

 강원교육과학정보원 105

 충청북도교육정보원 17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55

 전라북도교육청 77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199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150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18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3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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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안) 조치원 복합업무단지 (2안) 세종시 영대초 폐교 부지 (3안) 조치원 상업지구

위치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 세종시 금남면 영대리 세종시 조치원읍 상리

특 징
세종시가 조성한

‘조치원읍 서북부지구 복합업무단지’
세종교육청 관할 ‘영대초 폐교 부지’ 일반 상업지구

장 점

－기 조성된 공공업무단지로 
교통/전력/통신 등 여건 우수

－오송역 인근으로 접근성 우수, 비상상황 
대처 용이

－세종시, 세종교육청 협업으로 일정 
단축 및 예산 절감

－토지 단가 상대적으로 저렴
－도심 외곽 지역으로 통제 및 보안 관리 

용이

－도심 지역으로 교통, 전력, 통신 등 
기본 인프라 완비

－오송역 인근으로 접근성 우수, 비상 
상황 대처 용이

[ 그림 8-2-16 ] 한반도의 지진 발생 분석결과(1960.1.1.∼2017.3.2.기준)

진도 4 이상(38건) 진도 5 이상(9건)

※ 출처: 지진연구센터(KERC)

세종시에 재해복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 매입 대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세종시청에서 추진하

고 있는 공공용지 조성 사업 지구인 ‘조치원 서북부지구 복합 업무 단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

다. 동 업무 단지 중 세종시청의 부지개발 계획에 의해 세종교육청이 사용하는 것으로 배정된 원형지 

38,000m
2
 중 5,000m

2
를 재해복구센터 건립 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교육부차관 결재).

[ 표 8-2-20 ] 재해복구센터 건립 부지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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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안) 조치원 복합업무단지 (2안) 세종시 영대초 폐교 부지 (3안) 조치원 상업지구

단 점

－現 원형지(과수원) 상태로 부지조성 
공사 필요

－세종시 계획과 연계한 건축 일정 조정 
필요

－세종교육청 자체 활용 계획 수립 중
－도심외곽 지역으로 접근성, 편의시설 

취약

－소요 면적(4,000m
2
)에 미달

－지역주민 합의 등 민원 발생 가능

면 적
 5,000m

2
(약 1,500평)

(20,000m
2
 중 분할 매입)

5,000m
2
(약 1,500평)

(9,000m
2
 중 분할 매입)

2,400m
2
(약 700평)

토지가격
약 50억 원(100만 원/m

2
)

 ※ 편성예산 80억 원 이내
약 20억 원(약 40만 원/m

2
)

 ※ 편성예산 80억 원 이내
약 84억 원(약 350만 원/m

2
)

 ※ 편성예산 80억 원 초과

[ 그림 8-2-17 ] ‘조치원 서북부지구 복합 업무단지’ 배치도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된 부지 매입을 위해, 교육부는 세종시청에 ‘조치원 서북부지구 

복합 업무단지’ 중 원형지 5,000m
2
를 재해복구센터 건립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공급을 

요청하였다. 이후 원형지 개발 계획 제출 및 승인 등 세종시청이 정한 부지 매입 절차에 따라 

제반 요건의 적합성을 확인 검증하는 등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 교육부와 세종시청 간에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재해복구센터 건축 설계

1) 건축 설계 전략

교육부(중앙총괄센터)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통합 구축, 운영하는 재해복구센터 특성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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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방침을 정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 재해복구센터

를 건립하는 것으로 추후 동 재해복구센터가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관련 기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재난･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재해복구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명등, 천장, 현관 등에 지진 피해 감소 설계를 반영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셋째, 재해복구센터의 용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반 시설 및 건물의 확장

이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 전문화된 데이터센터로, 항온항습기, 서버 및 스토리지 등 대규모 전력 소요 시설이 설치되

는 건물인바, 친환경, 에너지 효율성, 지능형 건축물 등 에너지 절약 건축 설계를 진행한다.

다섯째, 재해복구센터 건축 설계 및 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설계･공사 등은 조달청의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로 추진한다. 즉, 조달청의 시설관리 

공사 전문 인력의 관리, 감독 하에 건축 설계 및 건축 공사, 건설사업 감리 등을 추진한다. 

2) 공공 건축물 사전 검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 중 설계비 

추정 가격이 2억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가 의무화되어 있다. 동 법에 

의해 건축 사업계획 검토 기관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다. 재해복구센터 

건축 사업 계획을 검토한 결과는 건축 설계 공모 지침에 반영하여 건축 설계를 진행하였다.

[ 그림 8-2-18 ] 건축 사업 계획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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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복구센터 공간 수요 조사･분석

재해복구센터는 2013년에 시행한 정보화전략계획(ISP) 및 교육부 시행계획에 근거하고, 총사업

비 심의 의결된 규모로 건축이 추진되는 것으로, 재해복구센터 신축 이후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전용 데이터센터 설립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또는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등이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이에 관한 수요가 추후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재해복구센터 공간 수요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교육부 소관 정보시스템은 아래 표와 같은데, 각각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활용 여부 및 활용 

시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 표 8-2-21 ] 교육부 소관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구축 대상 운영기관 구축 계획

교육정보시스템
(나이스①, 에듀파인②, 업무관리②, 교육통계③, 정보공시③ 등)

교육부, 시･도, KERIS 반영

EPKI(전자서명인증센터)④, ECSC(사이버안전센터)④, 유치원정보공시/입학관리 시스템⑤ 등 교육부, KERIS 미정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KORUS)⑥, 교대학사정보시스템⑦, 대학정보공시시스템⑧, 
대학입학전형시스템⑨ 등

교육부, 대교협 미정

디지털교과서⑩ 등 클라우드 기반 교육정보서비스 시스템(에듀넷 등)⑪, KOCW, 
K-MOOC⑫, RISS⑬ 등

교육부, KERIS, NILE 미정

 * 교육정보화과①⑦⑪, 지방교육재정과②, 교육통계과③, 정보보호팀④, 유아교육정책과⑤, 국립대학정책과⑥, 대입정책과⑨, 이러닝과⑩, 평생학

습정책과⑫, 학술진흥과⑬, 교육시설과 등

재해복구센터 활용 여부 및 활용 시기 조사 결과, 당초 계획한 교육정보시스템을 제외하고, 2022년

까지 총 84개의 Rack을 설치해야 하는 추가 소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 기술의 

[ 표 8-2-22 ] 재해복구센터 활용 수요 전망 조사 결과(2018.1.25. 현재) (단위: 개) 

재해복구센터 최대 수용
Rack 수

연도별 센터 설치 대상 Rack 수
비 고

2019 2020 2021 2022 계층별 주용도

2층
교육정보시스템

(나이스/에듀파인/업무관리 등)
100 47 20 67 당초 계획(1단계)

3층 기타 교육관련 시스템 100 1 42 29 12 84 추가 수요(2단계)

3층
(증축)

향후 시스템 증가분 100
향후 확장성

(3단계)4층
(증축)

향후 시스템 증가분 100

계 400 48 42 29 32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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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에 따른 교육부 전 업무의 정보화 진전에 따라 재해복구센터의 활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해복구센터 활용 수요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연차적으로 시스템을 확장 구축할 

수 있는 기반 시설 설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해복구센터 시설 규모는 

입주 희망 시스템을 최대한 수용이 가능하도록 건축 설계를 진행하는 동시에, 향후 시스템의 추가 

입주를 대비하여 3층의 용도변경과 3･4층 수직/수평증축을 통해 전산기계실 확장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 8-2-23 ] 단계별 재해복구센터 활용 수요 흡수 계획 (단위: m2, 대)

단계별
전산기계실

누적 수량(대)
면적(m

2
) Rack 설치 수량(대)

(1단계) 현 계획 설계 378 100 100

(2단계) 용도 변경 378 100 200

(3단계) 3･4층 증축 873 200 400

4) 재해복구센터 건축 설계 중점 검토 사항 및 결과

재해복구센터 평면 계획으로 주요 방실의 위치 및 형태, 보안관리, 동선 설계는 건축물의 기능 

수행과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방실의 위치 및 형태와 관련하여, 

센터 입구 및 로비, 운영사무실, 전기･기계실, 2층 전산기계실 및 3층 확장 예비 공간, 직원 편의시

설, 주차시설 등의 면적, 위치 등을 적정하게 검토 조정하였다. 보안관리 체계로 보안등급 승인에 

의해 일반인과 보안 관리자 출입을 3단계로 분리하여 관리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12)

한편 재해복구센터의 특성상 대규모 에너지 사용이 불가피한 바,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태양광 

및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 이용 설계를 진행하였다. 특히 정부 관련 지침에 따라 총 사용 에너지의 

24% 이상을 친환경(태양광 등)으로 설계하였는데, 태양광 발전량은 77Kw/1h(연간 총 발전량: 

77Kw×4h×365일＝112,420Kwh)로 설계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지열 냉난방 설비를 반영하였다. 

전산기계실을 위한 냉난방 설비는 추후 확장성을 고려한 용량 증설이 가능하도록 개별 공랭식 

항온항습설비를 적용하고, 사무공간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

록 노력하였다. 항온항습설비는 모듈화된 공랭식 설비로, 전산기계실에만 집중 설치하고, 냉난방기

(천정형 시스템 에어콘)는 저전력 설비로 사무공간 등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및 재해복구체계 구축 자문위원회를 통해 건축 공사비 적정성 평가 심의 

12) 1단계: 외곽보안(CCTV, 차량진입통제), 2단계: 청사 진입(보안요원, 스피드 게이트), 3단계: 전산기계실 진입(지문인식, 영상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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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추진하였다. 재해복구센터 신축 설계 진행 중 ‘중간설계’ 과정에서의 

산출된 추정 공사비가 총사업비(149억 5,300만 원)를 초과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이후 자문위원

회 및 설계 적정성 검토 등 각종 설계 적정성 심의를 통한 적정 물량을 산출하고, 도급공사 → 

관급공사, 기타 재료비 절감 등을 통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 내로 설계될 수 있도록 공사비

를 조정하였다.

5) 재해복구센터 건축 설계 개요 및 주요 결과

재해복구센터의 건축 조감도를 살펴보면 공간 배치는 기존 원형지 레벨보다 높은 대지 계획으로 

침수 피해 예방 설계 및 남향 배치와 공공용지 방향으로 열린 조망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업무동은 투명한 유리로 SOLID 매스와의 대비감과 자연을 표현하고, 2층 입면에 반영한 결과 남측 

전망의 개방감 및 쾌적성을 확보하였다. 전산동은 디지털 기하학적 선을 담은 입면계획으로 수평 

매스와의 선형적인 대비감을 표현하고, 3층 입면에 반영하여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 그림 8-2-19 ] 재해복구센터의 건축 조감도

조감도

투시도

남서측 투시도

남측 투시도

남동측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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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센터의 지하1층은 침수 시에도 피해가 적은 기계실 및 창고를 배치하고, 화물용 승강기

를 반영하여 장비 반입이 원활하도록 설계하였다. 발전기･전기실 및 방재실을 당초 지하실 배치에

서 지상 1층 배치로 변경하여, 침수에 대비하고 방문자의 활용 빈도가 높은 업무공간을 배치하였

다. 2층 중 업무동은 사무실로 2층 전산동에는 전산기계실과 시스템 운영실 배치하였고, 3층은 

전산동만 반영하고, 향후 전산기계실로의 용도변경 및 수평 증축 고려한 설계를 진행하였다.

[ 그림 8-2-20 ] 재해복구센터의 건축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한편, 재해복구센터의 건축 설계 결과에 관한 각종 예비 인증 및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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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허가 명칭
접수기관
(인증기관)

인증 평가 내용 인증/심의 목표
비고

(인증/허가일)

센터 건축 허가 세종시청
－건축 설계도(안) 및 건축 일정
－각종 개발 행위 계획 등

건축 허가 취득 2018.5.17

센터 신축 경관심의 세종시청
－심의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경관심의 자료

경관심의 통과 2018.4.24

BF 예비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인증신청서 및 자체평가서
－건축 설계 도서 등(증빙서류)

일반 등급
(70점 이상)

2018.6.28

녹색건축 예비인증 〃
－인증신청서 및 자체평가서
－건축 설계 도서 등(증빙서류)

우수
(그린 2등급)

2018.6.12

에너지 효율 등급 
예비인증

〃
(에너지관리공단)

－신청인, 실무자 등 관계자 정보
－건축물 및 건축주 등 건축물 정보

1등급
(260KW/m

2
 이하)

2018.6. 8

초고속정보
통신인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망 회선 설계(유/무선) 정보
－통신망 보안 관리/품질 정보

1등급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

2018.7.16

건축 설계 안정성 검토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 안정성 심의 통과 2018.7.12

[ 표 8-2-24 ] 건축 설계 각종 예비 인증 및 심의 결과

다. 재해복구시스템 설계

1) 재해복구시스템 설계 방향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추진하

였다. 

먼저 서비스 규모 부분에 있어 재해 시 서비스 전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 환경은 기존 자원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여 설계한다. 당초 재해복구체계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였는데, 동 계획

을 2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원격지백업시스템 및 모의훈련 체제 구축, 2단계는 당초 목표했던 

재해복구체계 구축으로 분리하여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2022년까지 새로운 교육정보시스템인 

4세대 나이스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와 연계하여 재해복구체계 구축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즉, 2020년 1단계 재해복구체계(DRS, Disaster Recovery System/이하 DRS로 지칭)는 

나이스 기존 자원의 재배치를 통해 구축하고, 2단계 DRS는 2022년 구축 예정인 ‘4세대 나이스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구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기존 자원을 활용한 DRS를 설계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스토리지 구성 부분에 있어, 데이터 복제는 향후 이기종 스토리지 운영 환경을 고려한 

기관별 스토리지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2018년 현재 독립적인 원격지 백업관리체계 구축한 시･도

교육청은 7개 교육청(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북, 경남)이다. 스토리지 가상화 방식 및 

백업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데이터 원격 복제 환경을 구축하였으나, 서버 미구축으로 재해 시 서비

스 전환 대응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원격지 백업 시스템과의 연계 운용이 가능하고, 2022년에 

개통되는 4세대 나이스의 재해복구체계 구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본 설계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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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H/W 방식 S/W 방식

스토리지 기반 가상화 기반 소프트웨어 기반

구성 
방식

스토리지의 재해복구 솔루션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원격지로 복제하는 방식

이기종 스토리지를 가상화 솔루션으로 
통합하고, 가상화 솔루션의 복제 솔루션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원격지로 복제하는 방식

업무 서버에 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 
하여 데이터를 원격지로 복제하는 방식

장점

－가장 일반적인 하드웨어 재해복구 구축 
방안

－단순 스토리지 환경인 경우 스토리지 
인프라 변경 용이

－제조사별로 다양한 스토리지 복제 
솔루션 보유

－다양한 이기종 스토리지에 대하여 
일원화된 재해복구 절차 수립 가능

－스토리지 자원의 통합 풀 구축으로 
효율성 향상 (무중단 자원 재배치, 자동 
성능 최적화 등)

－장비 재활용 및 제조사의 종속성 탈피로 스토 
리지 자원 관리 유연성과 확장성 확보

－스토리지 제조사의 종속성 탈피
－기존 WAN 네트워크 활용이 용이
－별도 하드웨어 추가가 거의 없음

구분 동기(Sync) 방식 비동기(Async) 방식 

구현 방식
서버에서 I/O 발생 시 재해복구시스템으로 

복제 완료 후 서버에 I/O 완료를 알려주는 방식
서버 I/O 발생과 별개로 복제 수행

서비스 응답속도 영향
거리 및 I/O 패턴에 따라 서비스 응답속도에 

영향을 줌
거리에 관계없이 응답속도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음

거리제한 있음 없음

데이터 정합성 원본의 미러본 
제조사별로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하는
별도의 아키텍처가 있는지 확인 필요

원격복제 주기 주센터 서버의 I/O 발생 시 곧바로 원격복제 됨 
실시간 비동기 또는 주기 설정 방식 제조사별로

성능을 위한 권고 주기 (수초∼수분) 다름

데이터 손실 없음 설정 주기에 따라 수초∼수분의 데이터 손실 발생 

요구 대역폭 높음 동기식보다 낮음

마지막으로 DRS 운영을 위한 복제 네트워크는 Public망의 VPN, 전용 회선, 교육연구망(KISTI) 

등 보안성 검토를 확인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2) 재해복구시스템 관련 기술 검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해 데이터 전송 방식과 데이터 복제 방식에 관한 기술 검토하였다. 

재해복구시스템의 데이터 전송 방식은 동기(Sync) 방식과 비동기(Async) 방식이 있다. 재해복구시

스템은 주센터에 영향을 주지 않고 거리에 대한 제약이 적어야 하므로(재해복구센터－제주교육청 

간 거리 300km 이상) 비동기(Async) 방식으로 도입하되, 적절한 전송 주기를 설정을 통해 RPO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8-2-25 ] 데이터 전송 방식 비교

데이터 복제 방식은 하드웨어 방식과 소프트웨어 방식이 있고, 하드웨어 방식은 스토리지 기반 

복제와 가상화 기반 복제 방식이 있는데, 4세대 나이스 및 에듀파인 등 추후 시스템 변경에 대비하

여 이기종 스토리지를 지원하는 가상화 기반의 데이터 복제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표 8-2-26 ] 데이터 복제 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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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H/W 방식 S/W 방식

스토리지 기반 가상화 기반 소프트웨어 기반

단점

－일원화된 재해복구 절차 수립이 어려움
－운영과 재해복구 스토리지는 동일 

제조사만 가능
－개별 스토리지 별로 복제 라이센스 도입

－가상화 솔루션 도입
－스토리지 환경의 가상화 전환 필요

－재해복구 구축 대상 서버별로 
소프트웨어 도입

－업무별 별도 재해복구 서버 필요
－환경에 따라 업무 성능 저하 가능성 

있음

솔루션

－IBM FlashCopy
－HDS TrueCopy / Universal Replicator
－EMC SRDF

－IBM SAN Volume Controller
－Falconstor Network Storage Server
－EMC VPLEX/RecoverPoint
－Hitachi Universal Volume Manager

－IBM TDMF
－Oracle Golden Gate
－Veritas Volume Replicator

성능 
영향

하드웨어 방식으로 영향 없음 하드웨어 방식으로 영향 없음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서버 자원을 사용

통신 
방식

FC 또는 FCIP(TCP/IP) FC 또는 FCIP(TCP/IP) 일반적으로 TCP/IP

권고 
환경

단일 스토리지 제조사 사용 환경 또는 
스토리지 대수가 적은 환경

다양한 제조사의 이기종 스토리지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환경이나 자원 효율성 
향상이 필요한 환경

재해복구 대상 업무 또는 서버, 
스토리지가 소규모인 환경

재해복구 수준 내용 정의 

Tier1
－재해시 서비스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 이내 
－데이터 손실은 없거나 1일 이내(일부, 특정 업무 제외)

Tier2
－재해시 서비스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 이상 1일 이내 
－데이터 손실은 없거나 1일 이내(일부, 특정 업무 제외) 

Tier3

1
－재해시 서비스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은 1일 이상 1주일 이내 
－데이터 손실은 없거나 1일 이내 

2
－재해시 서비스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은 1주일 이상 
－데이터 손실은 없거나 1일 이내

Tier4
－재해시 서비스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은 1일 이상 1개월 이내 
－데이터 손실은 1일 이상 

Tier5
－재해시 서비스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은 1주 이상 1개월 이내 
－데이터 손실은 1일 이상

Tier6
－재해시 서비스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은 1개월 이상 
－데이터 손실은 1일 이상 
－주센터 복구 후, 원격지백업 데이터를 복구함

Tier7
－재해시 서비스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은 1개월 이상 
－데이터 손실은 1개월 이상 
－주센터 복구 후, 로컬백업 데이터를 복구함 

3) 재해복구시스템의 복구 수준 검토 결과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형태를 살펴보면 재해복구시스템 복구 수준은 2013년에 수행한 ISP 결과를 

반영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은 Tier2 수준을 목표로 추진하되 앞에서 언급한 사유로 4세대 나이스 

도입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Tier3 수준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유형

은 Hot Site(Data Mirroring Site)로 구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표 8-2-27 ] 재해복구시스템 복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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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축 모델

1.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형태

재해복구시스템 복구 수준
∙ 목표 재해복구 수준: Tier2
  RTO/RPO 24시간 이내(일부, 특정 업무 제외) 
   * DRS구축 규모에 따라 초기에는 Tier3 수준으로 대응

재해복구시스템 유형
∙ Hot Site(Data Mirroring Site)
  주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기술 자원을 원격지에 구축하여 Standby 상태로 

유지(Active-Standby)

2. 재해복구시스템 데이터 전송 및 복제 방법

데이터 전송 방식
∙ 비동기(Async) 방식
  서버 I/O 발생과 별개로 복제 수행하며, 전송거리 제약이 적음

데이터 복제 방식
∙ H/W 방식(가상화 기반)
  이기종 스토리지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가상화 기반 복제 방식 적용

4) 재해복구 네트워크 구성 방안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행정종합센터의 데이터 백업체

계를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특정 시･도교육청의 재해발생시 재해복구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해당 데이터 복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및 교육행정종합센터의 

재해 선포 시 신속한 서비스 전환을 위한 작업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하는 요구 조건을 갖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기준으로 재해복구 회선 구성 방안을 비교한 결과, 인터넷 회선으로 재해복구 네트

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표 8-2-28 ] 회선 구성 비교

구 분 인터넷 회선(Pubnet) 전용회선(국가정보통신망, 교육연구망)

회선 구성
기존 인터넷회선 대역폭 증속, 

재해복구센터(세종) 인터넷 회선 설치
시･도교육청 및 총괄센터(KERIS), DR센터(세종)와 각 

시･도교육청 거점 기관 간 전용회선 설치(18회선)

예상 소요장비 VPN, L4스위치 등
라우터, VPN, L4스위치 등

※ 추가 보안장비 필요(방화벽, IPS 등)

회선 사용료
주센터 회선 사용료 증액, DR센터 회선사용료 

필요
주센터와 시･도거점 간, 시･도거점과 세종DR센터 간 전용회선 

사용료 필요

서비스 안정성 ISP사업자 이원화 구성 가능 단일 ISP사업자 구성

성능 회선 용량에 따라 광백본 가능 회선 용량에 따라 광백본 가능

보안성 ISP사업자의 보안서비스 제공 전용망의 추가 보안장비 필요 등

5) 재해복구시스템의 기본 설계 결과

이상과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의 기술적 검토와 중장기적인 운영 정책을 고려하여 재해복구시스

템에 대한 기본 설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8-2-29 ] 재해복구시스템 기본 설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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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축 모델

데이터 복제 네트워크

∙ 인터넷회선(Pubnet망) 활용
  교육부(KERIS)와 시･도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회선에 보안장비(VPN)를 

설치하여 보안성 확보
  ※ 시･도교육청의 인터넷 회선 용량 증설 필요

3.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규모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규모 ∙ 1단계 DRS는 KERIS 총괄센터 기존 장비 활용

복제 스토리지 구축 모델 ∙ 기관별로 복제 스토리지 구축

DR센터 통신망 구축 ∙ 회선사업자 이원화로 안정적인 이중화 구성 검토

4. 데이터 복제 및 서비스

원격지 데이터 복제
∙ 나이스 및 차세대 에듀파인을 복제할 수 있는 스토리지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별 별도 구축(1:1)

재해복구 서비스

∙ (1단계): 나이스 재해복구 서비스는 N:1로 구축 
∙ (2단계:2022년 이후)
    - 나이스 : ‘4세대 나이스 구축’과 연계, 단계적 구축
    - 에듀파인 : 차세대 구축 시 서비스 구축

3. 주요 성과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1차년도(2017년) 사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부분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우선 대규모 재해복구체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

된다.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해복구체계 통합을 통한 조기 추진으로 학교생활정보(성적, 

학생부 등)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난･재해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여 업무중단 방지

로 대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개별 운영 중인 교육정보

시스템의 재해복구 체계를 통합･구축함으로써 시설비와 운영비 절감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부문에 있어, 건축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전담 기관의 약점을 보완하

기 위해 조달청과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약정 체결을 통한 건축 관리를 진행함으로써 건축 

공사 관련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사업추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 인력의 신규 채용을 지양하고 세종시교육청

과 충북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전문 인력을 파견 받고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조달청의 

기술업무 지원으로 건설 전담 인력을 크게 절감하되, 전문성을 크게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아울러 재해복구체계를 통합 구축함으로서 시･도교육청의 재해복구체계 운영 인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재해복구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 또한 민간 용지가 아닌 공공용지로 세종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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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는 서북부개발지구 내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매입함으로써 토지 매입비를 크게 절감한 

것으로 평가된다.

4. 향후 계획

재해복구센터 신축공사와 및 재해복구체계 구축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2018년 하반기에 조달

청을 통해 건축/전기/통신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과 더불어, 건설사업 관리 용역 선정 입찰을 진행

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공사/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건축/전기/통신 공종

별 공사를 진행하여 2019년 말까지 재해복구센터를 준공할 예정이다.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1단계 구축 목표인 교육정보시스템의 

원격지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규모 및 물량을 산정하고 2019년 본예산(특교)에 관련 예산을 

확보,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4세대 나이스 ISP 사업의 일환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상세 설계 

및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과 이에 대한 보안성 검토 등을 추진하여 2020년 상반기에 재해복구시스

템 사업자 선정 입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자는 

건축 공사 준공 후 관련 시스템을 센터에 설치하고 통합시험, 초기 데이터 구축 등을 완료하여 

2020년 초부터 1단계 재해복구체계가 가동될 예정이다.

[ 표 8-2-30 ]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일정

2018 2019 20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설계용역
건축공사

사업자 선정
재해복구센터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 시행 ← 재해복구센터 건축

원격지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사업자 선정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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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부
국제교류 협력과 이러닝 산업 현황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러닝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정보를 창출하고, 지역 및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며 이러닝을 기반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글로벌 교류협력과 함께 이러닝 산업발전을 위하여 힘써왔다.

2018년 한해도 활발한 국제 교류 활동과 함께 국내 이러닝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우선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지원사업은 2018년 2

월 기준 25개국 5,677명의 선도교원을 초청하였고, 27개국에 총 2만 9000여 대의 기자재를 지원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정책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러닝 국제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총 661명이 수료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닝 코리아, e-ICON 세계 대회 진행 등 매년 

꾸준히 다양한 전시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국내 이러닝 공급 시장은 2017년 기준, 이러닝 사업자 수 1,680개. 평균 매출액 22억으로 나타났다.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는 총 3조 6,299억 

원이며 사업체가 1조 5,140억 원으로 41.7%를 개인이 수요시장의 46.0%인 1조 6,682억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4년 실태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Summary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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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가. 교류협력국 선도 교원 초청연수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류협력국의 지속가능한 교육정보화를 지원하는 ‘선도 

교원 초청연수 사업’을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8년 2월 말까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25개국 5,677명의 교원을 초청하여 교육정보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매년 국가별로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7개 시･도교육청의 교류협력국 추수지도 파견을 통해 연수 효과의 확산을 지속적

으로 지원함은 물론 보다 많은 현지 교원들에게 한국의 교육정보화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역량 

[ 그림 9-1-1 ] 시･도교육청별 교류협력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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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돕고 있다. 그리고 초청연수 수료생 간담회를 통해 연수결과 활용도를 파악, 교육정책 컨설팅 

등을 병행하고 있다.

나. 교류협력국 이러닝 인프라 지원

또한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2005년부터 PC, 노트북, 빔프로젝터 등 다양한 

이러닝 기자재를 교류협력국에 지원하고 있다. 2018년 2월 현재 총 27개국에 총 29,683대의 기자

재를 지원하였다. 향후 추수지도 등을 통해 지원된 기자재의 현황과 활용도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나아가 교류협력국 교원들이 학교에서 직접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패키지형 교

수학습 기자재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 그림 9-1-2 ] 교류협력국별 이러닝 기자재 지원 현황(2018년 2월 기준) (단위: 대)

다. 이러닝 국제컨설팅 및 국제컨설턴트 양성과정 운영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추진해 온 ‘이러닝 국제컨설팅’ 사업은 우리나라의 교육정보화 

정책성과를 교류협력국에 확산하는 국제협력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컨설팅 영역은 교육

정보화 정책, 교육정보 인적자원, 정보화 교육과정 및 방법, 교육정보 서비스 등 8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국 수요에 기반을 두고 영역을 다변화하고 있다. 2016년에는 ‘페루 교육정보화 정책 분석 및 

전략 제안’을 주제로 한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교육정보화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고위급 정책

결정자 연수 사업 제안서를 도출했다. 2017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우즈베키스탄 교사 ICT 

역량기반 교원연수 모듈 지침 개발’을 주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는 캄보디아를 대상으

로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활용 확대 방향 모색’을 주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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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교육정보화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2007년부터 

이러닝 국제컨설턴트 양성과정(기본/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2월 말까지 총 661명이 

수료하였다.

2. 국제기구 및 다자간 이러닝 협력사업

가. 2018 이러닝 코리아 개최

교육부는 국내 이러닝 정책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국내외 이러닝 동향과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러닝 코리아(e-Learning Korea) 행사를 개최하

고 있다.

2018 이러닝 코리아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주최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공동 주관으로 9월 13일

부터 15일까지 서울 COEX에서 열렸다.

이러닝 코리아 에듀테크페어 박람회는 이러닝 정책 홍보 및 국내외 이러닝 콘텐츠와 기기 등의 전시와 

더불어 디지털교과서와 소프트웨어 등의 체험의 장이 마련되었다. 10개국 총 121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했으며, 참관객은 2만 7,335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러닝 코리아 국제콘퍼런스에서는 인공지능 

활용 학습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한－미 혁신 선도 교사, 아세안 사이버대학, 

학습 분석 등을 주제로 13개국 45명이 발표에 참여해 이러닝 이슈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 그림 9-1-3 ] 2018년 이러닝 코리아(에듀테크 페어 & 국제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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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1-1 ] 2013∼2018 이러닝 코리아 개최 현황

구 분 2014년(제9회) 2015년(제10회) 2016년(제11회) 2017년(제12회) 2018년(제13회)

기간 
및

장소

박람회
’14.9.17∼9.19,
COEX Hall C

’15.9.16∼9.18,
COEX Hall C

’16.9.21∼9.23,
COEX Hall C

’17.8.29∼8.31,
COEX Hall C

’18.8.13∼8.15,
COEX Hall D

콘퍼런스
’14.9.17∼9.18,

 COEX 3층 
콘퍼런스룸

’15.9.16∼9.17,
 COEX 3층 
콘퍼런스룸

’16.9.22∼9.23, 
COEX 3층 
콘퍼런스룸

’17.8.30∼8.31,
COEX 3층 
콘퍼런스룸

’18.8.14∼8.15,
COEX 3층 
콘퍼런스룸

주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부, 
산업부, 

강원도교육청

교육부, 
산업부,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산업부,과기부,
서울시교육청

주제

박람회

이러닝, 내 삶을 
디자인하다

(e-Learning for 
designing my life)

이러닝, 새로운 
10년을 위한 도약
(Re-thinking of 
e-Learning for 

Another Decade)

이러닝, 스마트 
세상을 연결하다
(e-Learning for 

Smart, Connected 
World)

이러닝 새로운 기술로 
날개를 달다

(e-Learning, 
Happy Encounter 

with New 
Technology)

이러닝, 에듀테크로의 
새로운 도약

New leap of 
e-Learning and

Edutech
미래교육 혁신을 

디자인하다
Designing 

Inovation for 
Future Education

콘퍼런스

참가
인원

박람회
26,415명

(해외 1,008명)
26,943명

(해외 1,048명)
총26,124명
(해외976명)

총22,764명
(해외816명)

총 27,335명
(해외 503명)

콘퍼런스
1,051명

(해외 103명)
917명

(해외 54명)
1,072명

(해외 65명)
1,259명

(해외 84명)
총1,167명
(해외 33명)

전시면적 5,184m
2

5,184m
2

5,184m
2

5,184m
2

4,365m
2

박람회
참가

업체수

국내 76업체 167부스 90업체 158부스 87업체 120부스 81업체 122부스 101업체 133부스

해외
16개국

(32개 28부스) 
14개국

(31개 29부스) 
16개국

(37업체 34부스)
15개국

(30업체 22부스)
9개국

(20업체 25부스)

총계
17개국 

(108개 195부스)
15개국 

(121개 187부스)
17개국 

(124개 154부스)
16개국 

(96개 144부스)
10개국

(121업체 158부스)

트랙 및 
발표

트랙 14개 트랙 12개 트랙 14개 트랙 15개 트랙 19개 트랙

발표
59명

(해외 23개국 32명)
45명

(해외 7개국 11명)
40명

(해외 9개국 14명)
 56명

(해외 17개국 23명)
45명

(해외 12개국 26명)

나. 한－국제기구 공동 ICT 국제 심포지엄 개최

교육부는 글로벌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세계은행,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함께 ‘한－국제기구 공동 교육정보화 국제 

심포지엄(GSIE, Global Symposium on ICT in Education)’을 개최하고 있다.

2017 한-국제기구 공동 교육정보화 국제 심포지엄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4차 산업혁

명과 교육: 디지털 시민성’을 주제로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전 세계 29개국 교육부 교육정보화 부문 고위급 정책결정자와 유네스코 아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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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우루과이 교육정보화 기관인 디지털 프로미스(Digital Promise)와 세이발 재단(CEIBAL 

Foundation) 등 여러 국제기구의 교육 관계자를 포함해 총 102명이 참석하였다. 

개최 11주년을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구성할 건강한 공동체 기반으

로 디지털 시민성을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시민 양성과 건강한 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별 

정책 및 학교, 커뮤니티, 사회 차원의 참여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서울시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인 한산초등학교를 방문해 수업 내 디지털 교과서 및 ICT 기기 활용 사례를 참관하여 

우리나라 미래교육 정책을 해외에 홍보하였다.

[ 그림 9-1-4 ] 2017년 한－국제기구 공동 교육정보화 국제 심포지엄

다. APEC 이러닝 연수 프로그램

APEC 이러닝 연수 프로그램(APEC e-Learning Training Program)은 우리 교육부가 APEC에 제안

하여 공식 승인을 받은 다자간 교육협력 사업이다. APEC 역내 정보격차 해소와 이러닝 선도국으로

서 우리나라 위상 제고를 목표로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본 연수는 APEC 회원국 중 교육 

분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회원국 교육부의 추천을 받은 교육(이러닝) 정책가를 국내에 

초청하여 한국의 이러닝 우수 정책사례 전파는 물론, 각국의 교육정책 실무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연간 3차수가 진행되는데 1∼2차수에서는 실무급 교육 정책가들이 강의 및 체험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의 교육, 이러닝 정책 관련 실무 문제 개선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며, 3차수에서는 고위급 교육 정책가들이 이전 차수에서 작성된 자국의 연구 결과물(사업제

안서)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발표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이와 같은 직급별 과정 분화 및 차수 간 

연계를 통해 연수 결과의 현업 적용을 강화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APEC 공식회의(APEC 인적

자원실무그룹 회의)에서 연간 성과를 회원국과 공유하고 있다. 2016년부터 매해 회원국 현지 수료

생의 날을 개최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프로그램의 성과를 홍보하고 있으며, 2018년 2월 

현재 총 12개국 78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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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1-5 ] APEC 이러닝 연수 프로그램

[ 그림 9-1-6 ] 국가별 APEC 이러닝 연수 참가자 현황(2006∼2017년) (단위: 명)

※ 출처: APEC국제교육협력원, ‘APEC 이러닝 연수 2017년도 결과보고서’, 2017.12

라. e-ICON 세계대회

교육부는 2011년부터 이러닝 분야 글로벌 우수 인재들이 참여하는 콘텐츠 개발 경진대회의 일환

으로 ‘e-ICON(e-Learning International Contest of Outstanding New ages)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e-ICON 세계대회는 국내외 학생이 함께 글로벌 팀을 이루어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팀 

단위로 글로벌 교육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하는 대회로 2018년 2월까지 

22개국 645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2018년에 개최되는 e-ICON 세계대회는 한국 교육부 및 미국 하와이주 교육부의 첫 공동 

개최로 국내 학생 및 교사를 비롯하여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스페인,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호주에서 중고생 80명과 교사 20명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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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1-2 ] e-ICON 세계대회 참가자 현황 (단위: 명)

 회차

국명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합계

교사 /기업가 교사 / 학생 교사 / 학생 교사 / 학생 교사 / 학생 교사 / 학생 교사 / 학생

아제르바이젠 - - - - - - 1 2 - - - - - -   3

브루나이 4 2 - - - - - - - - - - - -   6

캄보디아 3 2 - 4 - 4 1 1 - - - - - -  15

콜롬비아 - - - 4 - - - - - - - - - -   4

중국 4 2 - 4 1 2 1 2 4 8 2 4 - -  34

영국 - - - - - - - - - - - - 1 2   3

인니 3 2 1 6 - - 1 2 - - - - 1 2  18

일본 - - - 4 - 2 1 2 2 8 3 6 2 4  33

말련 3 2 1 2 1 6 1 2 2 4 3 6 2 4  39

멕시코 3 2 - - - - - - - - - - 1 2   8

모로코 - - - - - - - - - - - - 1 2   3

몽골 - - - - - - - - - - - - 1 2   3

뉴질랜드 - - - - - - - - - - - - 1 2   3

페루 4 2 - - - - - - - - 1 2 - -   9

필리핀 2 2 - 4 1 2 1 2 2 4 2 4 2 4  32

러시아(사하) 7 4 - 4 1 2 - - - - - - - -  18

싱가폴 4 2 - - 1 2 - - - - - - - -   9

태국 3 2 2 6 1 4 1 2 - - 2 4 2 4  33

대만 3 2 - - - - - - - - - - 2 4  11

미국 - - - - - - - - - - - - 1 2   3

베트남 3 2 - 4 1 2 1 2 - - 2 4 2 4  27

한국 43 28 10 40 13 26 9 18 12 24 17 34 19 38 331

합계 89 56 14 82 20 52 18 35 22 48 31 64 38 76 645

※ 출처: APEC국제교육협력원, ‘e-ICON 세계대회 2017년도 결과보고서’, 2017.12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주제로 모바일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우수 결과물은 

연말까지 온라인 앱스토어에 등록되어 무료로 배포된다.

한편 본 대회는 경쟁을 넘어 학생들의 역량 개발 및 글로벌 팀워크와 협력에 최대 가치를 두며 

중학교, 인문계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생들에게 국제교육협력

활동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도 차세대 이러닝 분야 우수 인재들에게 좀 

더 다양한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참여국 및 참가대상 확대를 통해 국제 수준의 이러닝 

경진대회로 지속 성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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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1-7 ] e-ICON 세계대회 주요 활동

공동개발 최종 결과물 심사 단체사진

국내외 언론에서 소개된 e-ICON 세계대회

3.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 지원 사업

교육부는 2011년부터 매년 2∼3개국의 교류협력국을 선정해 우리나라의 교육정보화 경험과 노

하우가 집약된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우리나라의 ICT 정책 

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 이를 통해 수원국

의 지속가능한 교육 발전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4년에 걸쳐 

연도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실시하여 첨단교실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그림 9-1-8 ] 연차별 주요 지원 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 첨단교실 구축
‣ 첨단교실 활용을 위한

교원 연수
‣ 포럼 및 개소식 

‣ 우수 콘텐츠 및 솔루션 
보급 

‣ 콘텐츠 활용법첨단교실 
활용 심화연수 실시

‣ 첨단교실 운영 성과 
분석･모니터링

‣ 첨단교실의 자생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추가 HW / SW 또는 
심화연수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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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총 17개국1)에 첨단교실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수행된 첨단교실 사업

은 협력국의 교육 분야 ICT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첨단교실 구축 학교의 

교사 및 학생들의 ICT에 대한 태도, 활용 능력, 학업성취도 등 교육적 성과 달성에 직･간접적인 

[ 그림 9-1-9 ] 교류협력국의 수요를 반영한 시범교실 형태

첨단형 일반형

스튜디오형 모델 평면도

첨단교실 스튜디오

1) 2011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브루나이 / 2012년: 몽골, 필리핀 / 2013년: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 2014년: 스리랑카, 파라과이 /

2015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 2016년: 페루, 라오스 / 2017년: 케냐,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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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규수업 활용, 인접학교 교사 연수 개최, 인접학교 수업 허용 

등 첨단교실 활용도가 높아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 접근성 증대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미 구축 학교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학교와 교사의 ICT 활용 능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 학교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1년부터 10년간 진행된 첨단교실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2020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중심의 연수를 실시하고 다양한 교과에 ICT를 융합한 통합교육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꾀하고 있다. 첨단교실 사업은 2018년에는 미얀마, 르완다를 

대상으로 1차년도 교실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얀마에 구축 예정인 첨단교실 개소식과 

연계하여 ‘한－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4. 솔라스쿨 활용 교육지원 사업

교육부는 ‘솔라스쿨(SPIS, Solar-Powered Internet School) 활용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전력 인프

라가 불안정한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정보통신기술 기반 교수－학습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12년 부르키나파소에서 열린 아프리카교육발전협의회

(ADEA, 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Africa)에서 한-아프리카의 국제교육협

력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논의된 것이며, 2013년부터 삼성전자와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솔라스쿨 활용 교육지원 사업은 2013년 가나, 케냐, 에티오피아 3개 국가를 중점으로 시작하였

다. 2016년에는 우간다, 르완다, 모잠비크, 2017년에는 잠비아, 짐바브웨, 탄자니아까지 9개 국가

로 교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2018년에는 신규 협력국인 나미비아, 말라위, 보츠와나를 포함하여 

총 12개 국가와 협력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솔라스쿨을 운영한 가나, 케냐, 에티오피아의 활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정보소양 

교육 외에 영어, 과학 등의 교과목이 솔라스쿨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사들의 학사 관리 등의 업무에

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및 인근 국가에서도 전학생이 유입되는 

등, 중도탈락이 큰 문제점인 아프리카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의 국가에서는 학교 교육 외 지역학습센터 등 비형식 교육을 위한 

용도를 구상하고 있어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는 솔라스쿨의 자생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선도 교원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매해 선도 교원 초청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선도 교원은 초청연수의 경험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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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솔라스쿨에서 동료 교사들에게 자발적으로 전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학교

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교육부는 분기별로 수합된 모니터링 

보고서를 토대로 각 학교 실정에 맞는 후속 지원을 할 계획이다.

솔라스쿨 활용 교육지원 사업은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포괄적인 양질의 교육보장’을 주창하는 

유엔의 교육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4)의 달성을 위한 한-아프리카 국제교육개발협력 사업의 

디딤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 우간다 

마케레레 대학과 협력하여 선도 교원 양성은 물론 현지 연수를 실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하며 자기주

도적인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 구축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립국제교육원, 지역 학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등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다각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 그림 9-1-10 ] 솔라스쿨 활용 교육지원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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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이러닝 공급 시장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이러닝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러

닝 공급 시장 규모를 알 수 있는 2017년 이러닝 총 매출액은 3조 6,992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6년 3조 4,876억 원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이러닝 공급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9-2-1 ] 이러닝 공급 시장 규모 추이 (단위: 백만 원, %)

년도 시장 규모 전년 대비 증가액 전년 대비 증가율

2003 1,077,041 - -

2004 1,298,484 221,443 20.6

2005 1,470,817 172,333 13.3

2006 1,617,797 146,980 10.0

2007 1,727,057 109,230 6.8

2008 1,870,475 143,418 8.3

2009 2,091,033 220,558 11.8

2010 2,245,833 154,800 7.4

2011 2,451,364 205,531 9.2

2012 2,747,766 296,402 12.1

2013 2,947,083 199,317 7.3

2014 3,214,167 267,084 9.1 

2015 3,485,119 270,952 8.4

2016 3,487,574   2,455 0.1

2017 3,699,183 211,609 6.1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2017. 

전체 사업자 수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이러닝 사업자의 총 매출 규모는 

1조 5,582억 원으로 42.1%를 차지해 상위 업체의 매출 편중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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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수의 51.3%를 차지하고 있는 1억 원 미만 영세사업자 매출 총 규모는 592억 원으로 매출 

규모 비중이 1.6%에 그치고 있다.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기업이 전체 74.2%를 차지할 만큼 이러닝 

사업자 대부분 영세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평균 매출액은 약 22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 표 9-2-2 ] 2017년 이러닝 매출액 분포 (단위: 개, %, 백만 원)

구분
사업자 수 총매출액

평균 매출액
사업자 수 비중 매출액 비중

전체 1,680 100.0 3,699,183 100.0  2,201.9

1억 원 미만 861  51.3    59,187   1.6     68.7

1∼10억 원 384  22.9   332,520   9.0    865.9

10∼30억 원 189  11.3   510,487  13.8  2,701.0

30∼50억 원 111   6.6   517,479  14.0  4,662.0

50∼100억 원 83   4.9   721,341  19.5  8,690.9

100억 원 이상 52   3.1 1,558,169  42.1 29,964.8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2017

서비스 사업자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6.0% 증가해 전체 시장 규모의 70.9%를 차지하였다. 콘텐츠 

사업자의 매출액은 7,208억 원으로 19.5%, 솔루션 사업자는 3,561억 원으로 9.6%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 표 9-2-3 ] 대표사업별 총 이러닝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률매출액 구성비 매출액 구성비 매출액 구성비 매출액 구성비 매출액 구성비

소계 2,947,083 100.0 3,214,167 100.0 3,485,119 100.0 3,487,574 100.0 3,699,183 100.0 6.1

콘텐츠 586,433  19.9 645,691  20.1 689,372  19.8 678,941  20.2 720,765  19.5 6.2

솔루션 270,476   9.2 303,514   9.4 346,644   9.9 333,649   9.9 356,114   9.6 6.7

서비스 2,090,174  70.9 2,264,962  70.5 2,449,103  70.3 2,474,984  69.8 2,622,304  70.9 6.0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2017

분야별 참여 사업자들의 해당 분야 평균 매출액 현황을 보면 서비스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이 

25만 2,1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콘텐츠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이 17만 6,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솔루션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15만 3,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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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2-4 ] 대표사업별 평균 이러닝 매출액/평균 매출액 (단위: 백만 원, 개)

구분
2017년 이러닝 매출액

매출액 참여 사업자수 평균매출액

소계 3,699,183 1,680 2,201.9

콘텐츠   720,765   408 1,766.6

솔루션   356,114   232 1,535.0

서비스 2,622,304 1,040 2,521.4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2017

2. 국내 이러닝 인력 현황

2017년 현재 이러닝 사업체에 종사하는 인력은 총 27,250명이며, 이는 2016년 26,297명에서 

953명 증가한 것이다. 

[ 그림 9-2-1 ] 이러닝 산업 종사자수 추이 (단위: 명)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2017

직무별 인력 구성비를 살펴보면 과정 운영자가 이러닝 인력의 2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스템 개발자 18.7%, 콘텐츠 개발자 15.0%, 컨설턴트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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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2-2 ] 이러닝 직무별 인력 구성비 (단위: %)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2017

이러닝 사업자 중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기업의 39.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서비스 사업자가 41.5%로 가장 높았으며 솔루션 사업자 36.3%, 콘텐츠 

사업자 35.1% 순으로 나타났다.

[ 표 9-2-5 ] 인력 부족 기업비율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34.0 34.6 35.3 34.0 39.3

콘텐츠 37.0 37.7 38.0 32.9 35.1

솔루션 40.9 39.9 39.7 37.0 36.3

서비스 31.6 24.1 33.3 33.7 41.5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2017

해당 직무에 인력이 부족한 기업이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자금부족’이 43.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해당 적정 전문 인력의 절대적 부족’ 

27.1%, ‘구직자의 중소/벤처 기업 회피’ 12.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표 9-2-6 ] 직무별 이러닝 부족 이유 미채용 사유 (단위: %)

구분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소계

인건비 부담 등 자금 부족 43.3 36.1 44.7 43.2

해당 적정 전문 인력의 절대적 부족 24.4 26.2 28.2 27.1

구직자의 중소/벤처 기업 회피 14.4 24.6 8.7 12.1

해당 전문 인력은 있으나 구인구직 정보가 부족 2.2 8.2 9.7 7.9

해당 직무의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 11.1 4.9 6.8 7.5

기타 4.4 0.0 1.9 2.2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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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이러닝 수요 시장

2017년 국내 이러닝 수요층의 지출비용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정된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는 

총 3조 6,299억 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개인이 총 수요시장의 46.0%인 1조 6,682억 원을 지출하

였으며, 사업체가 41.7%인 1조 5,14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양대 부문의 지출액 비중

이 전체 시장의 87.7%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공공 부문은 2,482억 원으로 6.8%, 교육기관이 가장 

낮은 비중으로 1,995억 원으로 5.5%이다.

[ 표 9-2-7 ] 2017년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지출액) (단위: 백만 원, %)

구분 전체 개인 사업체 정규교육기관 정부/공공기관

금액 3,629,870 1,668,192 1,513,983 199,500 248,195

비율 100.0 46.0 41.7 5.5 6.8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2017

2017년 이러닝 총 지출액(추정)은 2016년 3조 4,287억 원 대비 5.9%p 증가하였다. 수요 계층별로

는 정규교육기관의 지출이 지난해 대비 16.1%p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표 9-2-8 ]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 추이 (단위: 백만 원, %p)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률

전체 2,861,141 3,145,815 3,419,819 3,428,665 3,629,870  5.9

개인 1,256,430 1,364,896 1,577,820 1,581,560 1,668,192  5.5

사업체 1,284,258 1,421,369 1,449,796 1,451,360 1,513,983  4.3

정규교육기관   144,327   161,234   169,494   171,798   199,500 16.1

정부/공공기관   176,126   198,316   222,709   223,947   248,195 10.8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2017

가. 개인

개인 총 지출액과 비중을 살펴보면 10대 학생층의 지출금액이 5,513억 원으로 3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0대 5,156억 원(30.9%), 30대 3,637억 원(2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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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2-9 ] 연령별 이러닝 지출액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6 2017

연간 총 지출액 구성비 연간 총 지출액 구성비

전체 1,581,560 100.0 1,668,192 100.0

연령대

3∼9세    22,142   1.4   24,569   1.5

10대   515,589  32.6  551,267  33.0

20대   498,191  31.5  515,649  30.9

30대   344,780  21.8  363,719  21.8

40대   170,808  10.8  180,569  10.8

50대    30,050   1.9   32,419   1.9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2017

전체 이러닝 이용자 중 비용 지출자는 60.4%이며, 연평균 1인당 지출액은 28만 7,000원이며, 

연령별로는 10대에서 1인당 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9-2-10 ] 이러닝 지출자 비율 및 연간지출금액 (단위: %, 만 원, 백만 원)

구분 지출자 비율(%) 1인당 지출액(만 원) 총 지출액(백만 원)

전체 60.4 28.7 1,668,192

성별
남자 59.6 27.8 809,397

여자 60.5 29.6 858,795

연령대

3∼9세 40.2 18.4 24,569

10대 73.0 28.0 551,267

20대 77.4 25.0 515,649

30대 62.0 22.7 363,719

40대 58.1 23.5 180,569

50대 34.1 20.7 32,419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2017

개인의 이러닝 이용 분야를 살펴보면, 이러닝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큰 시장인 ‘외국어’ 29.0%, 

‘자격’ 17.8%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초･중고 교과과정’ 11.8%, ‘직무’ 12.6%, ‘정보기

술’ 9.8% 등으로 이러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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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2-3 ] 이러닝 이용 분야 (단위: %)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2017

나. 교육기관

2017년 이러닝을 도입 활용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88.3%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16년 

대비 0.3%p 증가한 수치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별 도입률을 살펴보면 초등학

교 도입률이 94.2%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87.5%, 4년제 대학교 84.0%, 사립 고등학교 77.5%, 

전문대학 75.2%, 국/공립 고등학교 7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닝 증감률은 타 교육기관은 

2016년과 비교하여 증감률이 없는 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립 고등학교는 0.3%p 증가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 그림 9-2-4 ] 교육기관의 이러닝 도입 현황 (단위: %)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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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2-11 ] 학교별 이러닝 도입 현황 (단위: %, %p)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률

초등학교 92.7 93.1 93.2 93.9 94.2 0.3

중학교 83.1 83.2 86.9 87.2 87.5 0.3

국/공립 고등학교 79.6 80.0 80.0 74.2 74.2 0.0

사립 고등학교 60.8 62.5 66.8 77.2 77.5 0.3

전문대학 71.9 73.1 73.7 75.2 75.2 0.0

4년제 대학교 82.1 82.9 83.2 84.0 84.0 0.0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2017

현재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닝 분야는 전체 학교의 43.7%가 ‘정규 교과목의 보조재로 

활용’을 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비율은 30.6%로 이러닝 운영 교육기관의 70% 이상 

정규 교과목에 대한 직접 혹은 보조재 활용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9-2-5 ] 이러닝 도입 분야 (단위: %)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2017

다. 사업체

전체 사업체 중 이러닝을 도입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6.6%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0.2%p 증가하였는데, 이 중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 도입률을 살펴보면 9명 이하 사업체는 5.1%, 10∼49명 사업체는 20.9%, 50∼299명 사업체

는 47.1%로 나타났다. 또한 9명 이하는 이러닝 도입률이 유지되었으며, 10∼49명은 ‘1.7%p’, 50∼

299명은 ‘1.8%p’ 증가하여 도입률과 증감률은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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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2-12 ] 기업규모별 이러닝 도입률 (단위: %, %p)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률

전체 5.5 5.8 6.3 6.4 6.6 0.2

300인 이상 사업체 65.1 66.1 66.2 68.9 69.8 0.9

300인 미만 사업체 5.4 5.6 6.2 6.4 6.5 0.1

9명 이하 4.3 4.6 4.7 5.1 5.1 0.0

10∼49명 18.4 18.7 18.8 19.2 20.9 1.7

50∼299명 37.8 43.2 45.1 45.3 47.1 1.8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2017

업종별 이러닝 도입률을 보면, 금융 및 보험업이 50.4%로 가장 높은 도입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20.9%,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9%, 교육서비스업 

16.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3.1%, ‘농업/임

업 및 어업’ 12.6%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9-2-6 ] 업종별 이러닝 도입률 (단위: %)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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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러닝을 도입하고 있는 분야로는 ‘직무’ 분야가 56.9%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외국어’ 9.3%, ‘기본소양’ 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9-2-7 ] 이러닝 도입 분야 (단위: %)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2017

이러닝 도입으로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문에 ‘교육 운영비 절감’이 31.2%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직원 개인 자율적 선택으로 교육 참여 활성화’ 22.3%, ‘특정 교육장소, 강사 확보 등 관리 부담 

감소’ 19.4%, ‘직원개인별 교육경력 DB 활용으로 맞춤형 교육관리 가능’ 16.2%, ‘다양한 종류 및 

수준의 교육제공 가능’ 9.9% 순으로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 그림 9-2-8 ] 이러닝 도입 기대 효과(1＋2순위) (단위: %)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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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 관련 용어 해설

■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상황･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이다. 가상현실에서는 일상적

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도 그 환경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조작할 

수 있다. 가상현실 시스템에서는 인간 참여자와 실제･가상 작업공간이 하드웨어로 상호 연결된다. 또 

가상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을 참여자가 주로 시각으로 느끼도록 하며, 보조적으로 청각･촉각 등을 

사용한다. 가상현실은 교육, 원격조작, 과학적 시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된다. 

■ 감성 컴퓨팅(Affective Computing)

인간의 감성을 인지･해석･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치를 설계하는 것과 관련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야를 말한다. 감성 컴퓨팅의 개념은 1995년 메사추세츠공과대(MIT)의 로사린드 피카드의 

감정이입 모방과 인간 감성 해석 및 대응에 관한 논문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인간의 사고와 감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 과학, 심리학, 인지과학 분야 등 다양한 영역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 교육자원공개(OER: Open Educational Resources)

교수자, 학생, 학습자들이 교육, 학습,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무료 디지털 

자료를 말한다. OER에는 학습 콘텐츠와 콘텐츠 개발 및 사용, 보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저작권 

공개와 같은 관련 조치들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OER 기관으로는 MIT, UNESCO, GLOBE 등이 있다.

■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ICILS: International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Study)

8학년(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에 해당)을 대상으로 컴퓨터･정보 소양을 국제 수준에서 평가하고 관련 교

육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에서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연구조사이다. 

2013년 ICILS 본조사를 실시, 2018년 2주기 조사를 앞두고 있다. ICILS에서는 ‘컴퓨터･정보 소양이란 

학생들이 가정, 학교, 직장, 사회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조사하고, 창조하고 소통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때 컴퓨터･정보 소양은 크게 ‘정보 수집 

및 관리’와 ‘정보 생산 및 교환’의 2개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2013년 조사에는 총 18개 국가가 참여하였

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50개 중학교의 학생 2,888명과 교사 2,189명이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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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교과서(Digital Textbook) 

교과서 내용을 디지털화해 전자매체에 수록한 뒤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교과서로 학교와 가정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활용 가능하다. 기존의 교과서와 

참고서, 문제집, 용어사전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등 멀티미디어의 

다양한 상호작용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특성과 능력 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다. 

■ 디지털학술정보

학술 정보란 학문과 기술에 관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이나 자료를 말하

며 디지털 학술 정보는 학술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컴퓨터 저장매체나 온라인, 클라우드 등에 저장･탑재한 

자료를 의미한다. 기존의 인쇄 매체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저장, 편집 및 공유가 용이하

다. 국내 디지털 학술 정보 제공 서비스로는 학술 정보 공동활용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

스(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가 대표적이다.

■ 메타데이터(Metadata) 

정보에 대한 정보(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데이터)로, 특정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이다.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에 대한 작성자, 작성일, 데이터 형식, 제목 등이 메타데이터에 해당된다. 

■ 무크(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원격교육이 진화한 형태로,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수강 인원에 제한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대규모 

온라인 교육 형태이다. 무크는 Udacity, Coursera, edX와 같은 기업과 MIT, 하버드, 스탠퍼드 등 세계

적인 명문 대학들이 연계하여 우수한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대학들도 강좌 

개설에 참여하고 있으며, 고교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무크를 활용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 블렌디드 러닝(Blended-Learning) 

면대면 교실수업과 온라인(사이버)학습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 활동을 결합한 학습형태이다. 초･중등교육

에서 기존의 면대면 교육과 이러닝 등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이 주목받는 이유는, 면대면 교육이 가진 

시간적, 공간적 제한점을 이러닝의 장점을 통해 보완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인간적인 접촉의 상실, 

개인 학습에 대한 두려움, 동기 유발 저하 등을 면대면 교육으로 보완한다는 점이다. 

■ 빅데이터(Big Data)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 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모바일 기기 및 스마트 단말기의 빠른 확산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성화, 사물 네트워크

의 확대로 데이터 폭발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생성, 수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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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특징으로 하는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사물들이 그 생산자나 운영자, 혹은 다른 사물들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환경을 말하며,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얻게 해 주는 ‘센싱 기술’, 사물들을 서로 연결하고 통신을 가능케 

해주는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서비스 영역이나 형태에 따라 정보를 가공･처리하거나 다양한 

기술 을 융합하는 ‘IoT 서비스 인프라 기술’ 등을 바탕으로 구축된다. 사물인터넷은 사물들 간의 연결성을 

강화해 사물들을 원격으로 인식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해주며, 실세계와 컴퓨터 시스템 간의 유기적 통합을 

가능케 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고 경제적인 다양한 응용을 모색･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 

■ 사이버 윤리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는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나 익명성을 통한 타인의 권리나 인권 침해에 관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 나와 타자가 함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질서와 원칙들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국내

에서는 2000년 6월 15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신과 행동 

강령인 사이버 윤리 강령을 정한 바 있다.

■ 스마트교육(Smart Education) 

21세기 학습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 학습 형태로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등에서 

혁신적인 교육체계이다.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해 자 신의 소질과 수준에 맞는 풍부한 자료로 언제 어디서나 

재미있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 즉,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Self-directed), 흥미롭게(Motivated), 

자신의 수준과 적성에 맞게(Adaptive), 풍부한 자료(Resource free)와 정보기술을 활용해(Technology 

embedded) 공부할 수 있다.

■ 안드로이드(Android) 

구글, 퀄컴(Qualcomm), T모바일이 중심이 돼 설립한 단체인 OHA(Open Handset Appliance)가 

2007년에 발표한 휴대전화용 OS(오퍼레이팅 시스템)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기능을 포함한 오픈소

스 플랫폼이다. 2008년 10월에 세계 최초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이 개발된 이후 다기능성과 오픈

소스 등의 특성에 힘입어 이러닝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 이러닝(E-learning)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수준별 교수･학습이 가능한 교육활동이다. 지역적 

제한성이 없어 접근이 쉽고, 잘 설계된 다양하고 전문화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시공간에서 

학습이 가능하며, 정보의 탄력성과 이용 효율성을 높이며, 융통성 있는 지식 전달과 높은 비용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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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고, 창조적인 학습 방법과 매체를 활용한 학습 개선 효과 등을 가져올 수 있다. 기존의 

교육 형태와 비교할 때 학습 공간과 학습 경험이 보다 확대되고, 학습자 중심의 양방향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학습자 주도성이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닝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이 관련 기기를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어야 하고, 면대면 수업에서 경험해오던 인간 접촉의 기회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장비 고장 등의 기술적인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 온라인대학(Cyber University)

인터넷을 이용해 강의를 듣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을 제공하는 대학을 이른다. 사이버대학으

로도 불린다. 교수자가 제공한 교육서비스를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하고,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학사 학위 또는 전문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 체제로, 학생이 인터넷을 

통해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거나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학사 운영을 한다. 웹로그 형태로 교육 정보

들이 저장되고 관리되며, 학생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갖춘 곳에서 편리한 시간에 수강할 수 있다.

■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통신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의 합성어이며, 정보를 

생성, 저장, 표현, 전달하는 도구인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저장, 분석, 유통, 활용

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수-학습 및 교육행정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와 주변

기기, 교단선진화 기기, 학내전산망, 인터넷 등 ‘정보를 생성, 저장, 표현, 전달하는 기기’를 통칭한다. 과거

에는 IT라는 용어가 주로 이용되었으나, 이후 정보 기능이 강화면서 ICT라는 용어로 확대, 사용되고 있다.

■ 지식정보화사회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이 급격히 증대되고 정보기술이 고도화되는 사회이며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사회를 의미한다. 지식정보화사회에는 지적재산이 정보로 가공･상품화

되어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산업 분야도 창의적인 지적재산권이 모든 산업을 

견인하며, 사회 또한 지식정보를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스마트기기의 등장으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에 대한 정보를 가상의 세계에서 덧대어 보여주는 기술을 

말한다. 증강현실은 실세계 환경의 요소들에 GPS 정보나 비디오, 그래픽, 소리와 같은 컴퓨팅 시스템에

서 생성된 여러 데이터들을 첨가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여 이해를 즉각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증강현실이 가상 세계와 다른 점은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의 모든 사물을 가상 세계의 사물들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지만,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가상 세계와 상호작용한다는 점이다. 

■ 코딩(Coding)

알고리즘을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구체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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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즉, C언어, 자바, 파이선 등 컴퓨터 언어로 코드를 사용해서 

명령어와 수치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정보통신 자원을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클라우드는 전산

설비를 직접 구축할 필요가 없으므로 초기 투자비용이 없으며, 설비를 집적하고 공유함에 따라 총비용도 

절감된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고 정보량 변화에도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동시에 

대규모 정보처리가 가능해 IoT나 빅데이터 등 신산업 활성화에 기반이 되는 새로운 정보통신 인프라다. 

■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기존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는 반대로 수업에 앞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내용을 미리 학습한 뒤 강의실에

서는 토론이나 과제 풀이를 진행하는 형태의 수업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이스트(KAIST), 

울산과기대(UNIST), 서울대가 이 방식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 피지컬 컴퓨팅(Physical Computing) 

키보드나 마우스, 모니터 등의 일반적인 입출력 장치를 벗어나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물리적인 방법으로 

거리, 빛, 소리, 열 등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빛, 소리, 동작 등으로 결과를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피지컬 컴퓨팅은 프로그램이나 센서들을 이용한 물리적인 형태의 다양한 입출력을 위 

해 컴퓨터 외부에 존재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제어하는 것을 의미하며, 컴퓨터와 현실세계가 다양한 

센서와 액츄에이터(모터 등의 기계)를 통해 상호 동작이 가능해진다. 

■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 

학습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학습을 이해하고 최적화된 학습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학습자와 학습 맥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측정,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CMS: Course Management System) 

ICT 기반 학습 환경에서 운용되는 콘텐츠 관리시스템으로 콘텐츠를 학습객체(learning object) 단위로 

개발･저장･관리해 기 개발된 콘텐츠의 재사용성 및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다. 유사한 용어인 LCMS는 ICT 기반 학습환경에서 운용되는 콘텐츠 관리시스템으로 주요 관리 대상이 

콘텐츠이며, LMS는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 학점은행제 (Academic Credit Bank System)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 인정을 통하여 학력 인정과 학위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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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점은행제에 의해 취득한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하다.

■ ICT 리터러시(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literacy)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접하는 ICT를 비판적이고, 창의적이며, 분별력을 지니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지식･이해를 종합하는 개념이다. ICT 혹은 정보통신기술은 정보를 검색･
수집･전달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나, 광의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에 요구되는 기술은 물론 정보를 수집･생산･가공･보존･전달･활용하는 모든 방법

을 말한다. 이에 따라 ICT 리터러시는 정보사회를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ICT를 활용해 문제를 정의하고, 

정보를 탐색･분석･평가･조직･창출･활용･관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KOCW(Korea Open Course Ware)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 서비스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KOCW 

사이트를 통해 국내 일반대학 및 원격대학에서 개발한 우수 고등교육 이러닝 콘텐츠와 해외 고등교육기관

들의 강의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OCW(Open Course Ware)란 대학 등이 제공하는 강의와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무상으로 공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Open API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한다. 

■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생물학, 물리학 등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 혁명을 의미한

다. 물리적 세계(현실 세계)와 인터넷 가상공간(사이버 세계)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집적된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사물의 자동제어가 가능하다. 획기적인 기술 진보, 파괴적 기술에 의한 산업 재편,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 등이 주요 특징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바이오 공학 등이 부상

하며, 이들 주요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기술을 창출한 것으로 기대된다. 

■ 2015 개정 교육과정

대한민국 교육부가 고시한 7차 교육과정의 개정 교육과정으로 2015년 9월 23일 총론 및 각론이 고시되

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

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이다. 문･이과 통합 공통과목 도입,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과정 중심의 평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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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998

1998년 처음 발간된 ‘1998 교육정보화백서’는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각종 사업의 추진 현황, 향후 계획 등을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화 정책, 기반 구축,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보급, 학술･
연구 정보화, 민간 및 외국의 교육정보화 등으로 구분해 수록하였다. 

제1부 교육정보화 개요에서는 교육정보화의 배경과 주요 과제, 그리고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제2부 교육정보화 현황에는 교육

정보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각종 기반 구축, 교육정보의 개발 및 보급, 

정보 기술 활용 교육 등을 수록하였다. 제3부에서는 교육정보화를 통한 

교육복지사회 건설이라는 비전 성취를 위한 과제와 해결 방법을 제시하

였다. 

2000

‘2000 교육정보화백서’는 교육정보화의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실제 사실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정리･수록함은 물론, 향후 추

진될 교육정보화 관련 정책 및 사업방향 설정에 지침이 되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1세

기 지식정보사회와 교육정보화, 국내외 교육정보화 수준 비교, 교육정

보화 현황, 향후 교육정보화 추진방향 및 비전 등이 총 4부 13장에 걸

쳐 수록되었으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교육정보화 현황을 

229개의 도표에 담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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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및 교육 유관기관이 수행한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담고 있는 ‘2001 교육정보화백서’는 

총 3부 12장 48절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교육환경의 변화를 소개하면서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창조

적 인재육성을 위한 ICT 활용 교육 방향과 교육정보화 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교육정보화 관련 법･제도의 개

념과 법령 현황, 법･제도 개선 방향을 소개한 데 이어 교육정보화 사업 

부문별 추진실적을 담았다. 제3부는 교육혁신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정보화 종합 발전방안으로 교육정보화 사업의 비전과 추진목표를 

추진과제 영역별로 제시하고 있다. 2001 교육정보화백서에는 특히 초･
중등 교육에서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정보화의 세부 추진현황 및 

과제, 북한과 해외 주요국을 포함한 교육정보화 동향, 2005년까지 추

진되는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에 대한 비전과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2002

‘2002 교육정보화백서’는 교육정보화와 인적자원 개발, 교육정보화 추

진현황, 향후 교육정보화 추진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교육정보화와 인적자원 개발에서는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과 학교 교육의 방향을 소개하였다. 또 교육정보화 

목표와 추진과제, 국민의 ICT 활용능력 기준과 교육과정 개발을 안내하

였다. 제2부 교육정보화 추진현황에서는 관련 법･제도 및 추진체계, 

초･중등학교 교육 정보화, 대학과 학술연구 부문의 교육정보화, 평생교

육정보화, 교육행정정보화, 교육정보화 지표 개발, 북한의 교육정보화, 

해외 교육정보화 동향 및 국제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제3부 향

후 교육정보화 추진방향에서는 초･중등, 대학과 학술연구, 평생교육, 교

육행정으로 나누어 정보화 추진방향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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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3 교육정보화백서’의 특징은 교육 정보화 사업 종합성과 보고회 

등 ‘교육 정보화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사진과 함께 수록함으로써 1년

간의 교육정보화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계로 

보는 교육정보화’를 만들어 교육정보화 성과의 주요 지표인 PC 보급 

대수, 컴퓨터 1대당 학생 수, 콘텐츠 개발 현황 및 교원정보화 연수 실

적 등을 그래프와 도표로 나타냄으로써 연도별 정보화 추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총론인 ‘교육정보화를 통한 지식정보사회로의 선도’에서는 지식정보사

회에서의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정보화 목표 및 방향, 교육정보화 추진

성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정보화 사업추진 현황을 초･중등교육, 대

학･학술연구 정보화, 평생 교육 정보화, 교육행정정보화, 국제협력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교육 정보화의 전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 밖에도 부록을 통해 교육정보화 우수사례, 연구･시범학교 

현황 및 사이버학습 관련 웹사이트 등 교육정보화 실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록하였다. 

2004

‘2004 교육정보화백서’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활동과 더불어 국가 

교육정보화와 관련한 다양한 통계, 정보, 계획 등이 담겨 있다. 우선 

초･중등 이러닝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 2004년에 추진된 각종 사업 

성과와 교육용 콘텐츠, 표준화, 교원정보화 연수, 학교디지털도서관과 

관련한 각종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고등교육정보화와 관련해 대

학정보화, 학술정보화 추진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2004 교육

정보화백서’는 초･중등교육정보화, 대학교육정보화, 평생교육정보화, 

교육행정정보화, 국제협력 및 해외동향 등에 대한 추진현황 및 각종 정

보 등이 관련 통계자료와 함께 총 5부(총 502쪽)로 구성되어 있다. 

‘2004 교육정보화백서’는 지난 1년간의 교육정보화 정책 추진 성과와 

현황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자료이자, 1998년 이후 6년간 교육정보화 

사료를 집대성한 기록문서로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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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5 교육정보화백서’는 우리나라 교육정보화의 역사를 태동기･전개

기･도약기･확산기로 분류, 주요 정책을 정리한 교육정보화 연대기를 제

작해 사료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5년간 추진된 2차 교육정보화 종합발

전 방안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교육정보화 정책의 성과를 분석해 총론에 

수록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발달 추세에 맞추어 미래 교육의 향방

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유비쿼터스 교육 전망’을 특집으로 제작해 향후 

ICT 교육에서의 활용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본문은 전년도와 같은 체계인 초･중등교육정보화, 고등교육정보화, 평

생교육정보화, 교육행정정보화, 교육정보화의 세계화로 구성되어 있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국제협력 및 해외동향을 교육정보화 세계화로 변

경해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성과를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전파하는 세계

화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였다는 것이다. 부록에는 국가 교육정보

화 발전사와 이러닝 정책포럼의 주요 의제들을 수록하였다.

2006

‘2006 교육정보화백서’는 역대 우리나라 교육정보화에 대한 정보가 수

록되어 있다. 역대 교육정보화백서와 차별화를 보이는 부분은 교육정보

화와 관련된 주요 행사나 지원 사업들에 대한 교육정보화 10대 뉴스와 

정보화의 기술적인 발전에 발맞추어 현재 선보이고 있는 u-러닝과 관

련된 내용이다. 총론에는 교육정보화 수준 현황 분석과 3차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 그리고 교육정보화 목표 및 추진 체계를 수록하였다. 본

문은 초･중등교육정보화, 고등교육정보화, 평생교육정보화, 교육 복지

와 정보문화, 미래 교육과 이러닝으로 구성하였다. 교육 복지와 정보문

화 부문에 교육 수요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교육 사이버공간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으며, 미래 교육과 이러닝에는 유비쿼터스 학

습사회에 대한 내용도 실려 있다. 부록에는 초･중등학교의 교육정보화

에 대한 여러 현황 데이터와 중앙 부처에서 추진한 이러닝 프로젝트 현

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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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7년도 교육학술 정보화 사업을 포괄적으로 수록한 ‘2007 교육정보

화백서’는 향후 학교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디

지털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도입에서는 교육정보화 

10대 뉴스, 통계로 보는 교육정보화, 이러닝 세계화 현황 등을 다루고 

있다.

총론에서는 교육정보화 목표와 추진체계 및 교육정보화를 통한 교육현

장의 변화 등 교육정보화 전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본문은 제1부 초･
중등교육정보화, 제2부 고등교육 및 지식정보화, 제3부 평생교육정보

화, 제4부 교육복지 확대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제5부 이러닝 세계화 

등 5개 부 32개의 세부 절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4부에는 교육 사이버

안전센터 구축 운영 등 최근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아울러 부록에서는 해외 주요 사이

트 목록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발간보고서 목록 등을 수록함으로써 독

자들의 정보 이용 편의를 강화하였다.

2008 

‘2008 교육정보화백서’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감안하여 구성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구축･개발･보급 실적 중심에서 성과 관점으로 집필을 

강화하고,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이버교육안전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

진되는 국가 단위의 교육정보화사업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특히 

신정부의 교육 정책과 교육정보화를 통해 국가 수준의 교육정보화 방향

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론에서는 신정부의 교육 정책과 교육정

보화를 통해 향후 단계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진 인류국가를 위한 

교육정보화 현황 및 전략, 교육정보화 법제도 제･개정 등 교육정보화 

전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본문은 제1부 초･중등교육정보화, 제2부 

고등교육정보화, 제3부 평생교육정보화 및 교육격차 해소, 제4부 교육

행정정보화, 제5부 학술연구정보화, 제6부 건전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

화 역기능 방지, 제7부 미래 교육과 이러닝의 세계화 등 7개의 부 38개

의 세부 장(절)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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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09 교육정보화백서’는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종합 발전방안, IPTV의 

교육적 활용 등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 수준의 교육정보화 사업을 수록

하였다. 특집으로 IPTV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총론에서 교육정책과 교

육정보화를 통한 향후 단계별 발전방향을 제시했고, 교육정보화 추진체

계, 교육정보화 현황 및 전략, 교육정보화 법 제도 제･개정 등 교육정보

화 전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본문은 제1부 초･중등 교육정보화, 제2

부 고등교육정보화, 제3부 평생교육정보화 및 교육격차 해소, 제4부 교

육행정정보화, 제5부 학술연구정보화, 제6부 건전정보문화 조성 및 정

보화 역기능 방지, 제7부 이러닝 세계화, 제8부 민간 차원의 교육정보화 

등 8개 부 41개의 세부 장(절)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2부에서 국

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정보화 현황을 상세히 언급한 것이 특징

이다. 부록에는 교육정보화 관련 용어, 원격대학 통계 현황, 역대 교육

정보화백서 주요 내용, 해외 주요 사이트 목록 등을 수록하였다. 

2010

‘2010 교육정보화백서’는 ‘미래학교’를 중심으로 특집을 구성하고, 

2005년 중단된 교육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역사적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

도록 통계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0 교육정보화백서’는 총 8부로 

구성하고, 신규 정책 및 사업을 포함하는 한편 축소 영역은 다른 영역과 

통합했으며, 기존 정책이나 사업 중 지금까지 교육정보화백서에서 다루

지 않던 영역도 포괄하고자 하였다.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1부에서

는 중앙교수학습센터로서 에듀넷과 전국교육 정보공유 체계를 통합하

여 제시했으며,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e-교과서 인증사업 부분을 추가

하였다. 제3부에서 평생･직업 교육정보화와 교육격차 해소 영역을 통합

하고, 병원학교 정보화 현황과 군 인적자원개발과 이러닝 현황을 추가

하였다. 제4부에서는 2010년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과 정보기반인재정책 지원서비스 구축･운영을 다루었

다. 제6부 건전 정보 문화조성과 개인정보보호영역에 초･중등학교 정보

통신 윤리교육 현황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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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1 교육정보화백서’는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을 특집으로 구성하고 

백서 요약본에 대한 영문판 이외에 스페인어판과 일본어판을 추가하였

다. 스마트 미디어와 SNS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문화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교육정보화 정

책과 법･제도 및 해외동향을 총론에서 다루었다. 2010년도에 신설된 

병원학교 정보화 현황을 유지하는 한편, 유아교육정보화 현황을 기존 

‘초･중등교육정보화’에 포함시켜 ‘유･초･중등교육정보화’로 개편하였

다. 도입에서는 교육정보화 현황을 한눈에 조감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

화 10대 뉴스’와 ‘통계로 보는 교육정보화’, 그리고 ‘한눈에 보는 교육

정보화 역사’를 사진과 표･그림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통계로 

보는 교육정보화 역사’에는 에듀넷, 나이스,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의 

활용도를 추가하였다. 또한 부록으로는 교육정보화 관련 용어를 추가해 

급변하는 교육정보화 현황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012 

‘2012 교육정보화백서’는 국어와 영어, 스페인어 번역본을 발간해 보급

하고, 전체 문서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www.keris.or.kr)를 

통해 공개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백서는 특집, 도입, 총론, 각론, 부록

으로 구성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원고를 집필하고 검토하였다. 특집

에서는 2011년부터 추진된 스마트교육의 추진 경과, 내용, 성과, 향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인 디지털교과서, 교원 연

수, 교육콘텐츠, 교수학습 모델, 온라인 수업 등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총론에서는 교육정보화의 기본 계획과 2011년에 발표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이후 스마트교육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

립한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정보화전략계획’과 ‘스마트교육 

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록하였다. 각론에서는 교육정보화 전반에 대해 

10개의 부로 구분하여 초･중등학교 정보교육과정 운영 현황, 온라인 수

업 및 평가,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시스템 운영, 고등교육 교수-학습자

료 공동 활용서비스(KOCW) 운영 등 4개의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 집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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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3년 교육정보화백서’는 정책 및 자료 에 대한 설명을 간소하게 하

고 윤문을 강화하여 독자들이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

하였다. 또한 정보화 수준 측정 결과 등 의미 있는 통계를 확보하여 자

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부의 전체 교육정보화 사업이 반영될 수 있

도록 하였다. 전년도 백서 활용실적을 조사하여 국문백서와 국문･영문 

요약본만 발간하고 이용도가 낮은 스페인어 요약본은 제외시켰다. 국문 

요약본에 시각장애인이 백서 내용을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

하여 시각장애인의 백서 접근성을 높였다. 전체적인 체계는 전년도와 

유사하게 도입, 특집, 총론, 각론으로 구성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원

고를 집필하고 검토하였다. 특집에서는 ‘ICT 발전에 따른 교육정보화 

정책의 변화’라는 주제로 교육정보화를 추진한 1차(1996년~2000년)

부터 4차(2010년~2014년)까지 초･중등교육, 고등 교육 등 영역별 

교육정보화의 성과를 다루었다. 향후 특집에서 다룬 내용을 발전시켜 

교육정보화의 역사를 정리하면 충분한 사료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2014

‘2014 교육정보화백서’는 인쇄본 이외에 e-Book과 시각장애인용 파

일을 제작하여 홈페이지(www.keris.or.kr)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다양

한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백서는 전년도와 유사하게 

도입, 특집, 총론, 각론, 부록 등 총 9개 부, 25개 장, 36개 절로 구성하

였으며, 50여 명의 집필진과 40여 명의 검토진이 참여하였다. 특집에

서는 ‘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의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성과 및 전

략, 교육정보화 비전 및 미래상, 추진과제 등을 상세히 다루었다. 

‘2013 교육정보화백서’와 차별되는 점은 1부 초･중등교육정보화 영역

에서 ‘해외 정보교육과정 운영현황’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부분을 추가한 점이다. 또 5부 평생교육정보

화 영역에서는 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의 평생교육정보 서비

스를 성인문해교육 지원 시스템, 학부모 지원 정보 서비스, 중앙다문화

교육센터 정보 서비스 등 3개의 절로 세분화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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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5 교육정보화백서’는 ‘소프트웨어 정책 현황 및 향후 방안’을 특집

으로 구성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의 강화 배경, 주요 내용, 주요 방향, 정

책 현황 및 전망 등을 다루었다. 백서의 전체적인 체계는 연도별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일관된 정보 제공을 위해 기존 구성을 유지하여 

도입, 특집, 총론, 각론, 부록 등 총 9개 부, 26개 장, 37개 절로 구성하

였다. 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관 부처 및 유관 기관 등의 분야별 

실무 전문가 총 50여 명의 집필진과 36명의 검토진이 참여하였다. 

2015년 백서에서는 ‘시･도교육청 교육정보화 현황’과 ‘학교 교육을 위

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 홈페이지

(www.keris.or.kr)를 통해 제공되는 PDF 파일에 참고사이트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자료의 활용성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2016

2016년 교육정보화백서는 교육정보화 20주년 역사를 특집으로 구성하

여 교육정보화의 초석이 되었던 컴퓨터 교육의 출발부터 교육정보화 배

경, 교육정보화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까지 다루었다. 교육정보화 정책 

현황에서는 제1차 교육정보화 계획부터 제5차 교육정보화 계획으로 현

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백서의 전체적인 

체계는 연도별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기존 구성을 

유지하여 도입, 특집, 총론, 각론, 부록 등 총 9개부 30개의 장으로 구성

하였다. 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유관부처 및 유관기관 등의 분야

별 실무 전문가 총 50여 명의 집필진이 참여하였다. 2016 교육정보화

백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www.keris.or.kr)를 통해 다운

로드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유관기관에 배포되

어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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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7년 교육정보화백서는 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유관부처 및 

유관기관 등의 분야별 실무 전문가 총50여 명의 집필진이 참여하였으

며, 연도별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일관된 정보 제공을 위해 기존 

구성을 유지하여 도입, 총론, 각론, 부록 등 총 9개 부, 33개 장, 35개 

절로 구성하였다.

총론에서는 1996년부터 본격 추진된 교육정보화 정책 성과와 추진체계

를 상세히 다루는 한편 교육제도 법･제도 주요 현황, 해외 교육정보화 

주요 동향을 상세히 다뤘다. 각론에서는 ‘ICT 리터러시 수준’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등의 내용이 새롭게 추가 

되었다. 

2017 교육정보화백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www.keris.or.kr)

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교육 유관기관에 배포되어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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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색인

(A)

ACU-OER 플랫폼 389

ACU프로젝트(ASEAN Cyber University Project) 383

API 580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182

(B)

BPR 274, 331

(C)

CCL(Creative Commons License) 456

(D)

DDoS 582, 587

DLS(Digital Library System) 183

DRM 461, 463

(E)

e-ICON 632

(H)

Heritrix 442

(I)

ICBM 365

ICILS 243

ICT 리터러시 243, 250

IEA 243

(K)

K-MOOC 66, 481, 490

KEM 162

KOASAS 456

KOCW 370, 397, 481

KOCWC(KOCW College) 401

(M)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396, 490

(N)

NDSL 444

(O)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379, 396, 484

OES 봉사단 400

OPEN API 156, 185

(S)

S-Space 456

SSL인증서 596

(U)

UI･UX 161

(W)

Wee센터 572, 574

(ㄱ)

가상현실 101, 149

개인정보보호 69, 527, 576, 599, 603

고등교육기관 311, 317

공시제도 284

공인전자서명 589

공적 표준 231

과학기술학회마을 444

교과학습 서비스 169

교원연수정보서비스(TTIS) 60

교육 소외계층 197, 404

교육 정보 표준화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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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 60, 191, 394, 545

교육급여 266

교육용 오픈마켓 225

교육저작권지원센터 234

교육정보통계서비스시스템 327

교육정보통계시스템 301, 323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551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441

국가상호대차(책바다) 시스템 443

국가자료 공동 목록 시스템 443

국가직무능력표준 536

국가평생교육진흥원 476

국립중앙도서관 441

국립특수교육원 487

국제인터넷보존컨소시엄 442

국제표준 597

기초학력 향상 173

꾸꾸사이트 178

(ㄴ)

나이스 263, 309, 326, 607, 618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268

나이스 민원 서비스 269

나이스 현장자문단 270

늘배움 469

(ㄷ)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469

다문화가정 507

다문화교육 508

대학도서관정보화 429

대학라이선스 430

대학정보화 기반 구축･운영 361

데이터 웨어하우스 323

독서교육 중앙서비스 183

디지털교과서 62, 79, 98, 103, 631

디지털교과서×증강현실 104

디지털학술정보유통(dCollection) 65

(ㅁ)

마스터플랜(ISMP) 68

멀티미디어 101, 379

메타데이터 58, 60, 251, 390

메타데이터 자동수집 시스템 399

무크(MOOC) 82

민간자격 531

민원24 269, 589

(ㅂ)

방송통신중･고등학교 197

병원학교 60

보정학습 173

빅데이터 307

(ㅅ)

사이버 선생님 169

사이버 위협 69

사이버 인성교육학교 569

사이버 학습 545

사이버안전센터 582

사이버폭력 56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41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266

성취평가제 121

세계연구중심대학 397

셀프 아카이빙 456

소프트웨어 교육 108, 554

솔라스쿨 636

스마트 교육 115

(ㅇ)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383

업무 연속성 계획(BCP) 609

에듀넷 56, 156

에듀넷･티-클리어(EDUNET･T-CLEAR) 63, 156

에듀에이블 553

에듀테크 227

에듀파인 274, 288, 332, 336

오아시스 사업 442

오픈 액세스(Open Access) 450

온나라시스템 331

온라인 학습 167

온라인수업 114

외국학술지지원센터 64,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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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134

위두랑 102

이러닝 628, 631, 638

이러닝 코리아 629

이수자정보관리시스템 140

인공지능 80, 211, 217, 219

인공지능(AI) 193

인터넷윤리교육 564

(ㅈ)

재해복구센터 608

재해복구시스템 609

적응형 학습 232, 371

전국학부모지원센터 501

전자문서시스템 331

정보격차 57, 67, 74

정보공시시스템 293, 302, 311

정보관리 업무재설계(BPR) 348

정보보호관리체계 264, 272

정보시스템 68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332

정보통신윤리교육 568

정보화전략계획 167, 263, 280, 348, 407, 535

정서행동환경검사 17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74, 264, 271, 587

증강현실 101, 111, 149

지능정보기술 119, 120, 149, 386

지능형 학습분석 서비스 224

지리정보시스템(GIS) 348

지방교육재정 284, 33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545

지방교육재정시스템 274

지식정보 디지털유통체계(dCollection) 430

(ㅋ)

커리어넷 515

컴퓨팅 사고력 24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460

클라우드 서비스 290, 386

클린재정시스템 68

(ㅍ)

평생교육 73, 328, 396, 401, 469

평생교육기관 469

평생교육시설 366, 479

평생학습계좌제 485

폰트 저작권 분쟁 236

플립러닝 371

(ㅎ)

학교도서관 181

학교폭력 268, 563

학부모On누리 501

학생 평가 121

학생평가지원포털 121

학생･학부모 서비스 268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448

학습경험인정제 204

학습관리시스템 378, 389, 628

학습부진 학생 173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 389

학업중단 위기학생 26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4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55

한국인터넷진흥원 583

한국정보화진흥원 106, 152, 527, 563,

 565, 566, 589

한국학술지인용색인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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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위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교육부, KERIS(공동위원장) 교육부 국장 류정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한석수

유관기관(8명)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김은숙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반상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성기선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장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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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강호영

교사/학계/민간(6명)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 장용순

한국문헌정보학회 회장 차미경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회장 이영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회장 임재환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회장 이대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KERIS 비상임이사)

소장 김명준

간사(1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본부장 정광훈

편집진

소속 성명 소속 성명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이소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진숙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강병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은환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한지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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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2018년도 교육정보화 10대 뉴스 박혜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화백서 20호 발간의 역사 이영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초･중등 교육정보화 주요 통계 김한성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화 추진 정책과 성과 이영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특집 제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강병의 교육부 

총론 제1장 교육정보화 정책성과 및 추진체계 한지영 교육부 

제2장 교육정보화 법･제도 주요 현황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3장 해외 교육정보화 주요 동향 조규복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1부

초･중등교육정보화 

제1장 교육정보화 정책 

  제1절 시･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시행 계획 현황 한지영 교육부 

  제2절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운영 이승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3절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김재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4절 소프트웨어 교육 옥지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5절 온라인수업 활성화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제6절 학생평가지원포털 재구조화 구축 및 운영 김수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7-1절 교원정보화 연수: KERIS 종합교육연수원 운영 정윤경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7-2절 교원정보화 연수: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운영 서명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8절 정보보호영재교육 장지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9절 학교 정보화 환경 구축 김영희 한국정보화진흥원

제2장 교수･학습지원서비스 

  제1절 교육 정보 공유･유통서비스 ‘에듀넷’ 최선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2절 e학습터 백성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3절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 구축 및 운영 노원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4절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방진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5절 EBS 서비스 운영 최민선 한국교육방송공사

  제6절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손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제7-1절 창의적 교수･학습 활동 지원 체제 구축

: 한국어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노은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7-2절 창의적 교수･학습 활동 지원 체제 구축
: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김정연 한국과학창의재단

  제7-3절 창의적 교수･학습 활동 지원 체제 구축
: 1:1 학습 튜터링 서비스

김두현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교육정보화백서 집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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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초･중등교육정보화 

제3장 ICT 연계 맞춤형 교육서비스 구축 유재욱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4장 교육 정보 표준화 및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제1절 교육 정보 표준화 및 에듀테크 R&D 계보경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2절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발족 및 운영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5장 ICT 리터러시 수준

  제1절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
－ICILS 2018 예비검사 시행

전성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2절 초･중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 분석
－2007∼2016년 학습자 특성 분석

김한성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2부

교육행･재정정보화 

제1장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김은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2장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에듀파인’ 최종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3장 지방교육 재정공시 포털시스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김택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4장 교육정보공시시스템운영 

  제1절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 ‘유치원알리미’ 반문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2절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시스템 ‘학교알리미’ 김남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3절 대학 정보공시시스템 ‘대학알리미’ 지준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5장 교육정보통계시스템 ‘EduDataSystem’ 이태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6장 시･도교육청업무관리시스템 조재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7장 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 백민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8장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구축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제3부

고등교육정보화 

제1장 대학정보화 기반 구축 및 운영 강병의 교육부

제2장 원격대학 현황

  제1절 사이버대학 및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운영 황현정 교육부

  제2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운영 김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3절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배영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3장 대학 공개강의 공동활용서비스(KOCW) 권혜정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4장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정대영 교육부

제5장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김경하 국립국제교육원

제4부

학술연구정보화 

제1장 학술연구정보화 현황

  제1절 대학 학술연구정보화 장금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2절 국내 학술연구정보화 기반 장금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2장 학술정보 공유･유통 

  제1절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구축 및 운영 임재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2절 디지털 학술 정보 유통체계 구축 및 운영 김동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5부

평생교육정보화 

제1장 국가평생학습포털 박세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2장 시･도 평생교육정보망 김세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3장 국민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김준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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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평생교육정보화 

제4장 맞춤형 평생교육 정보서비스

 제1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권선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2절 학부모 온라인 교육시스템 신가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3절 다문화교육 디지털 아카이브 류은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6부

진로･직업교육정보화

제1장 진로･직업정보화(커리어넷) 한상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2장 인적자원 개발 지원 정보화(NHRD.net) 김영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3장 민간자격 지원 정보화 현지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4장 국가직무능력표준서비스(NCS 학습모듈 서비스) 전종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7부

교육격차해소 

제1장 정보소외계층교육격차해소 박재향 교육부

제2장 특수교육대상학생교육정보화 강성구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제8부

건전한 정보문화조성

및 정보보안

제1장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활동 

  제1절 건전한 사이버윤리문화 조성활동 장주병 한국정보화진흥원

  제2절 초･중등학교 정보통신 윤리교육 임경준 교육부

제2장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제1절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정책 김석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2절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윤성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3절 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박지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4절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 유문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5절 교육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정성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9부

국제교류 협력과

이러닝산업 현황

제1장 국제교류 협력 김수현 교육부

제2장 국내 이러닝 산업 현황 신용욱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부록 교육정보화 관련 용어 해설 이영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역대 교육정보화백서 주요 내용

색인

2018 교육정보화백서 편찬위원 및 편집진

2018 교육정보화백서 집필진



       

2018 교육정보화백서
WHITE PAPER ON ICT IN EDUCATION KOREA 2018

발 행 일

발 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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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전 화

팩 스

등 록

인 쇄 처

I S B N

2018년 12월 31일

한석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keris.or.kr)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053-714-0114

053-714-0197

제22-1584호(1999년 7월 3일)

승일미디어그룹주식회사(070-7416-4124)

978-89-5984-885-0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에듀넷･티클리어: www.edunet.net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www.riss.kr

■ 교육행정정보서비스: www.ne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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