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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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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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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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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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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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을 수립해 왔다. 이번에 수립된 제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2019∼2023년)은 교육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변화와 지식･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교육 환경의 혁신에 대한 요구와 교육정책 수요

를 적극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서 정보화를 통한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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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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2019∼2023)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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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사이버 위협 및 피해로부터 교육기관 보호를 위한 ‘교육기관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 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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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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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라이선스
이용건수(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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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건)

700 725 750 755 800

e학습터 사용학교 수
(누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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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공개강의
다운로드(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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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명)

150 160 170 180 190

학교 알리미
활용량(누적,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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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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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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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교육 확대: 초･중등 교육 및 고등 교육을 아우르는 교육서비스 제공과 학습자 연령별, 특성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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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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육정보화백서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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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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2019∼2023)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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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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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교육정보화 정책 성과 및 추진 체계

1. 교육정보화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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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2001∼2005년), 3단계 고도화기(2006∼2010년), 4단계 교육･과학 융합기(2010∼2013년), 5단계

(2014∼2018년)로 구분된다. 

[ 표 총론 1-1 ] 1∼5단계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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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교육정보화 정책 성과 및 추진 체계

가. 1차 교육정보화(1996∼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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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체제와 안정적인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우선 교육･학술정보화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정비했다. 1999년 첨단학술정보센터와 멀티미디

어교육지원센터를 통합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함으로써 본격적인 교육정보화 추진 기반을 

갖추게 됐다. 두 번째는 주요 교육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개통하고 위성 교육방송을 개국했다. 세 

번째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나. 2차 교육정보화(2001∼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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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과는 1차 발전방안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수학습 활동이 증가했으며, EBS 

수능강의, 사이버가정학습 등 교육정보서비스의 고도화로 이러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보편화를 이루었다. 

또한 나이스 구축 및 고도화로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학술정보 유통체계의 고도화

로 양질의 학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00년부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해 2007년 말을 기준으로 13만 9,000여 명의 학생에게 PC를 지원했고, 61만 6,000여 

명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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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의 전문성 신장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 내재화된 현장 중심의 교육정보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했

다. 둘째, 학습 환경의 유비쿼터스화를 통해 학습자 기반의 학습체제를 마련하고 신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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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정보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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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되었으며, 2007년부터 교육기관 전자서명인증센터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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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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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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 넷째, 기존 하드웨어 보급 중심의 국가 주도적 정책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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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5차 교육정보화(201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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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을 위한 유･초･중등교육, 능력 중심 사회구현을 위한 고등교육･학술연구, 학습과 일이 연계된 

[ 그림 총론 1-1 ] 5차 교육정보화 비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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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교육, 아우르고 배려하는 교육복지･특수교육, 공공정보 활용 기반 및 건전한 사이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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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매년 1년 단위로 교육정보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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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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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총론 1-2 ] 교육정보화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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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70년대부터 추진된 우리나라 교육 및 학술정보화의 법적 근거는 ｢교육관계법｣, ｢정보관계법｣ 
등 다양한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 왔다. 인공지능, 학습분석, 사물인터넷, 로봇 등 신기술

이 등장하면서 교육내용, 방법, 환경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교육정보화에 

관한 종합적,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부족하여 향후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교육정보화 법･제도 동향 

｢교육관계법｣, ｢정보화 관계법｣ 등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단편적이며 분산되어 있

다. 예컨대 교육정보화는 ｢교육기본법｣ 제23조, 학술정보화는 ｢학술진흥법｣ 제14조, 교육행정정

보화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근거하는 등 정책 또는 사업별 법적 근거가 분산되어 있다. 2017년 

교육정보화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법률로서 ｢교육정보화진흥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추진 중

이다. 

한편 초중등학교의 정보교과가 2015 개정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에 근거하여 필수

화되고,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보교육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교육환경

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미디어리터러시가 강조되면서 국내외에서 입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미국의 경우 

10개 주에서 ｢미디어리터러시교육법률｣ 입법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도 2017년 

이후 2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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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와 향후 제언

지능정보사회에서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과 교육의 융합 현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즉, 인공지능(AI),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 사물인터넷(IoT) 기술, 로봇

(Robot) 기술 등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교육의 각 영역에서는 신기술을 융합함으로써 교육의 변

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법제도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다만 새로운 

교육정보화 현상을 기존 법체계로 수용 가능한지, 또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할 것인지는 신중하

게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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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외 교육정보화 주요 동향

1. 개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행하고 있는 2018년 ‘교육정보화 글로벌 동향1)’은 

총 17개(83호∼99호) 126건이다. 이 중에 주요 동향을 추린 후, 7가지 주제로 정리하였다. ① 교육

정보화 국가정책, ② 교사의 디지털 전문성 ③ 인공지능을 통한 학교혁신, ④ 블록체인을 통한 학교

혁신, ⑤ 교육용 플랫폼과 웹서비스, ⑥ 첨단기술 활용 미래학교, ⑦ 디지털 기술을 통한 직업훈련

이다. 

2. 주제별 주요 동향

가. 교육정보화 국가 정책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학교교육의 정보화를 향상시키고자 학교 무선망과 

학생용 PC 등 정보인프라 학충, 정보교과를 포함한 교육과정 정비 그리고 연구학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4개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을 위해 발표한 ‘디지털 교육 액션플

랜’에는 3가지 우선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에

는 학교의 고속 브로드밴드 지원, 교수학습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학교 역량을 자가진단

하는 학교 자기평가툴 ‘SELFIE(Self-reflection tool for digitally capable schools)’ 확산, 디지털 

고등교육을 위한 범유럽형 플랫폼 창설 등이 포함되었다.

1) http://lib.keris.or.kr/searchA/dlo?briefTy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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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는 8개 교과(영어, 예술, 보건 및 체육, 언어, 수학 및 통계, 과학, 사회, 기술)로 

구성된 교육과정 중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물건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며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2018년부터 기술 

교과로 통합이 진행되고 2020년부터는 통합 자체가 의무화된다. 통합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초･중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컴퓨팅 사고력, 디지털 디자인 및 개발, 물리적 디자인 및 개발, 프로세스 디자인 및 개발, 디자인 

및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이다. 

중국과 일본은 국가 단위의 교육정보화 정책을 발표하여 지자체의 교육정보화를 독려 및 지원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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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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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 측정 결과를 시･도 단위를 넘어 구와 동 단위까지 항목별로 순위를 공표하고 

있다. 조사 항목 중에는 일반교실에서의 무선망 비율과 디지털교과서 정비 비율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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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

교 41.5%, 중학교 39.6% 고등학교 23.8%로 총 평균은 38.2%를 기록했다. 아울러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을 위해 ｢학교교육법｣을 개정하는 등 학교교육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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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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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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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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억 원)가 배정되었다. 

뉴질랜드의 경우 미래 일자리에 대비하기 위해 교사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키아 타카투 아－마티히코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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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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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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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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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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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이다.

2) https://kiatakatu.ac.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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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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립대학은 비트코

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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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의 품질을 추적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인도 정부는 학력 위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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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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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마. 교육용 플랫폼과 웹서비스

정부(교육부) 혹은 지자체 단위 혹은 글로벌 기업 등에서 코딩 관련 콘텐츠와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플랫폼과 웹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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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딩 교육 플랫폼 ‘SC Codes3)’를 개설하였고, 페이스북은 업체 스피로(Sphero)와 협력하여 미국 

4∼8학년생과 교사들에게 코딩 교육과정(CodeFWD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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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도 ‘국가교육자원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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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도 

대상에 포함된다.

3) www.sccodes.org

4) https://techprep.fb.com/codef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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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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을 위한 교사 연구도 병행될 계획이다.

중국은 안후이성 교육청은 일종의 ‘스마트 학교’라고 볼 수 있는 ‘지혜 캠퍼스’ 정책을 2018년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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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바이두(Baidu) 교육’이라는 교육플랫폼 

업체는 장시성의 빈곤지역인 상여유현에 있는 121개 학교에 스마트교실(지혜교실)을 구축하여 무

료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각종 학습데이터를 분석하여 교사와 학생의 맞춤형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한편 VR 콘텐츠와 VR 기기 제공, 학생의 학습상황 추적 분석,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의 첨단 기술적 특징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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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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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할 점은 성인의 디지털 역량을 직접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5개 대학(방송대학, 애스턴대학, 코벤트리대학, 런던 퀸메리대학, 배스대

학)을 통해 관련 산업(성인들의 디지털 역량 육성을 위한 교육) 표준 및 자격 증명을 마련하거나 

직업의 디지털화를 연구하고 모범 사례 및 사업 결과들을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도모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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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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까지는 약 5,000만 명의 

청소년에게 코딩 기술 훈련하여 이중 2,500만 명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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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 정책

1. 사업 개요

교육부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 및 ｢교육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매년 

교육정보화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연계하여 제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2014∼2018년)의 

체계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정보화 분야의 국내외 여건 및 정보통신기술 환경변화를 반

영하고, 국정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2018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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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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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업 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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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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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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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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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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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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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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운영

1. 사업 개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는 국가교육과정을 원활하게 보급하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최근 교육과정 자율화 등으로 단위 학교에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자료 보급에 대한 요구도 늘어남에 따라 국가교육과

정정보센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 주요 사업 내용

NCIC 운영 사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NCIC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웹사이트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의 신속한 해결 및 오류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탑재된 자료의 활용과 관련된 질의응답 등의 

민원 사항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방문자 통계와 홈페이지 이용 패턴을 조사하는 등 NCIC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홈페이지의 유지･보수를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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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및 후속 조치 관련 자료, 17개 시･도교육청의 

최근 고시된 각 학교급별 편성･운영지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한 교육과정･교육 평가 등 

국제 동향 연구 사업 산출물 및 국제 동향 스크린 사업 산출물 등의 정보를 공시하며, 세계 61개국

의 교육과정 원문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 그림 1-1-3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운영 사업의 내용 및 절차

※ 출처: 이근호 외(2017).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홈페이지 유지 및 보수

3. 주요 성과

2017년 NCIC 운영의 주요 성과로는 NCIC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2017. 1. 1∼2017. 12. 

31) 연구 사업을 통해 국가 교육과정 관련 새로운 자료를 공시하고 교육과정 대국민서비스를 원활

히 제공한 것을 제시할 수 있다. 그 결과, 2017년 한해 총 51만 365명(전년 대비 1.76% 증가)이 

NCIC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교육과정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교육과정 연구개발센터로서 KICE

의 위상 제고 및 대국민서비스에 있어 관련 부처(교육부)와의 정책 공조를 공고히 하였다. 

[ 그림 1-1-4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접속자 수(2017년 3월∼2018년 2월) (단위: 명)

4. 향후 계획

현행 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요구조사 등을 기반으로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NCIC의 전문적이고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시스템 관리･운영팀’과 ‘자료 관리･
운영팀’의 이원적 구도로 형성이 요구된다.



61

제1장 교육정보화 정책

둘째, NCIC에서 제공하는 정보･자료에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메뉴와 정보 내용을 정선하고 

선별적으로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국가 교

육과정 자료가 생성될 경우에는 기존 인벤토리서비스 대신 원문 다운로드 서비스만 제공한다. 또

한 영문사이트의 경우 최신 교육과정(2015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영문번역과 탑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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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가.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보급

우리나라의 디지털교과서는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디지털교과서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책 표준(EPUB 3.0)과 웹 표준(HTML5)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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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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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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교과서와 위두랑은 PC･노트북과 스마트패드･스마트폰을 지원하며, 2015 개정 교육과정

에 맞춰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함에 따라 디지털교과서 뷰어는 여러 운영체제에서 안정적으로 구동

될 수 있도록 브라우저 기반의 렌더링 엔진을 적용하여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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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새로운 디지털

교과서 보급과 실감형 콘텐츠 적용,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보급 추진 등에 따라 디지털교과서 

수업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18년 8월 기준으로 디지털교과서 활용 기록이 있는 학교 

수는 7,171개교이다.

[ 표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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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교과서 활용 연수를 위한 강사교원이 매년 선발･양성되고 있다. 디지털교과서 수업 연구 

활성화를 위한 수업연구회는 매년 34개(시･도별 초등 연구회 1개, 중등 연구회 1개)가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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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교과서 보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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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등), 

설명회, 활용 학교 컨설팅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3. 주요 성과

가. 실감형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제공 플랫폼 고도화

현장의 요구와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교과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관련 

기술이 축적되고 제공 플랫폼이 고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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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되어 실생활에서 경험하기 

힘든 현상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학습커뮤니티 위두랑은 교수･학습 중 소통과 협업, 학습 

기록관리, 과정중심평가 등을 지원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 결과 위두랑은 2018년 4월 ‘모바

일어워드코리아 2018’에서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나. 교원 역량 신장 및 교실수업 변화

디지털교과서 수업에서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도와주고 

다양한 활동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 수업이 학생의 자기주도적 개별학습, 정보탐색, 토의토론, 프로

[ 그림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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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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 활동 등 학생 활동 중심으로 변하는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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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 그림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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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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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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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소프트웨어 교육

1. 사업 개요

정부는 급변하는 세계 교육의 흐름에 맞추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컴퓨팅 사고력을 지닌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 7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 산

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개최한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실현전략 보고회’를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2015년 9월 초･중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이 고시되면서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17시간, 중학교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34시간 이상 소

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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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개정 및 시행을 통하여 정보 교육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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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 현황 및 성과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소프트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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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자와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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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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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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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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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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프트웨어 교육 우수모델 발굴 및 확산

1)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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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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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시･도교육청 및 선도학교의 운영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표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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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17년에 중학교 교수･학습지원용 콘텐츠 60편, 2018년에 초등학교 교

수･학습지원용 콘텐츠 35편을 개발하여 에듀넷･티-클리어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해당 콘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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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 교육 교수에 대한 주요 개념을 동영상, 애니메이션, 

모의실험, 증강현실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편당 3∼5분 정도의 모듈형 콘텐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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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지역 교사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한다. 

[ 표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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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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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학생과 학교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공유 및 학생과 학부모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행사(2018 소프트웨어 활용 소셜임팩트 

창출 아이디어 나눔 한마당)를 추진하는 한편, ‘학부모 체험 프로그램’ 교재를 개발하여 시･도교육

청에 보급하였다.

3. 향후 계획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 및 제반 여건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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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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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온라인수업 활성화

1. 사업 개요

온라인수업 활성화 사업은 단위 학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학생의 다양한 교과 학습에 대한 

요구를 온라인교육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교과 선택권 및 학습권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온라인수업 추진 및 운영 현황

온라인수업은 2011년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1)의 일환으로 논의

되었다. 이후 관련 정책 연구와 시범 운영, 법령 개정 등을 거치면서 2018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2018년 1학기 기준으로 전국의 1,303개 중･고등학교, 8,948명의 학생이 온라인수업을 활용

하고 있다. 

3. 온라인수업 활성화 사업의 주요 성과

첫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교 교육 보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온라인수업을 신청한 고등학

교 학생 수는 2013년 1학기 708명에서 2018년 1학기 5,45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중학생 수 역시 

2015년 2학기 1,331명에서 2018년 1학기 3,494명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학생의 과목 선택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고등학교 급의 경우 온라인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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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학생의 미이수 과목 47.4%, 선택과목 48%로 나타나 미이수 과목에 대한 학습권 보장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희소 선택과목에 대한 학생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5교육과정 학습 콘텐츠에 회차별 형성평가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기말평가 문항 개발 

및 단위학교 제공을 통해 학습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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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 학점제도입에 따른 선택 과목 콘텐츠 개발 확대를 통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온라인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임 교원 확보 및 전담기구 설립이 추진을 

통한 온라인교육 체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습 질 관리 및 학습 효과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평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학습 플랫폼으로서의 LMS 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통한 

학습 관리 내실화 및 미래 교수-학습 체제를 준비해야 한다.

제6절 학생평가지원포털 개선 및 운영

1. 사업 개요

학생평가지원포털(https://stassess.kice.re.kr)은 학생평가 방향의 변화에 따라 더욱 강조되고 있

는 교사의 평가 전문성 및 역량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현장교사 지원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학생 

평가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에는 2017년에 재구조

화 작업을 완료한 학생평가지원포털 사이트의 이용자 편의성 증대 및 이용도 제고를 위해 세부적

인 기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의 요구가 큰 과정 중심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자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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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하여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확대 적용에 발맞추어 개발

된 다양한 수행평가 도구 및 연구학교･수업연구회의 결과 보고서 등 다양한 학생평가 관련 자료를 

보급하여 교사 평가 역량 신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이용 현황

학생평가지원포털의 주요 이용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이다.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

면 주로 학기 초에 학기별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인 2월과 8월에 포털의 이용자가 증가하며,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검색하는 수요가 많은 편이다.

[ 그림 1-1-7 ] 학생평가지원포털 월별 이용자 현황 (단위: 명)

3. 주요 성과

2018년의 기능 개선을 통해 다양한 학생평가 지원 자료들을 제공하는 학생평가지원포털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과정 중심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자료들이 학생평가지

원포털을 통해 소개되고 공유됨에 따라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다양한 수행평가 도구를 개발해 탑재함으로써 교수학습과 연계된 교사

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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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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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과제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학생평가 자료를 보급하기 위해 개발된 

학생평가지원포털을 향후 더 많은 교사들이 사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교사 지원 시스템으로 자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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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둘째, 학생평가지원포털이 무엇이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셋째, 교과별 및 학교급별 다양한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해야 한다. 현재 학생평가지원포털에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위주의 교과 자료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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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절 교원정보화 연수 : KERIS 종합교육연수원 운영

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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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인력 양성에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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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 및 추진 현황

KERIS 종합교육연수원에서는 기관의 주요 사업 영역별 교육부의 정책 현안 사업 위탁에 따라 

사업부서와 협업하여 교육정보화 분야의 신규 연수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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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2017년에는 초･중등교육, 교육행･재정, 학술연구, 글로벌 협력 분야의 50종의 연수과정

을 초･중등 교원, 교육행정직 등 관련 전문가 약 11,0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단위 사업 중심으로 연수 운영･관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17년 

7월 KERIS 종합교육연수원 인가 승인에 따라 연수 통합운영 체제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소요를 절감하고 고객 중심의 일원화된 전문적인 연수 운영･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총 

18종, 약 4,96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 직무연수과정의 이수 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KERIS 종합교육연수원은 종합교육연수원 설립 인가 요건을 준수하고 운영 계획을 성실히 이행

하기 위해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조직 및 운영 환경을 구축하였다.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제정하고, 전사 차원의 연수 운영 표준･관리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교육학술정보화 분야 전문 강사풀, 외부 연수 시설 이용 편람 등 연수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기관 연수 품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또, 연수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종합교육연수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연수원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발전단계별 연수원의 질적 고도화 방안과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모색하고자 한다.

3. 향후 계획

 KERIS 종합교육연수원의 역할은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지능정보사회에 대

비한 교육패러다임 변화를 촉진하는 현장 착형 전문 연수과정 개발을 선도해나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관 주요 사업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연수원 발전단계별 신규 연수과정을 기획･개발하여 

상시 운영 체제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타 연수원과는 차별화되는 시의성 있는 정책연수

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교육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수준의 인력양성체제 발전에 기여하여 교육학술정보화 전담 연수기관으로서의 법

적 소임을 완수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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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절 교원정보화 연수 :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운영

1. 사업 개요

원격교육연수는 인터넷과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교원직무연수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 잡아왔다. 교원원격연수의 이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원격교육연수의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게 되었다. 2018년 2월 현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38개(공공기관 7개, 대학 12개, 민간연수원 19개)의 공인 원격교육연수원이 운영

되고 있다.

2. 주요 사업 및 추진 현황

가. 원격교육연수원 인가 현황 및 신규 인가

원격교육연수원 신규 인가 기관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2013년부터 2016년

까지는 신규 인가 기관이 전무하였다가 2017년에 1개의 기관이 원격교육연수원으로 인가를 받았다. 

[ 표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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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원격교육연수 연수과정 내용 

심사를 시작한 이래, 원격교육연수원의 연수과정 신규 개설을 위한 콘텐츠 내용 심사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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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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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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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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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원격연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연수원 협력체제 구축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는 원격교육연수의 수요자･공급자･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발전방안

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중장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2016년부터 시･도 교육연수원의 콘텐츠 중복 개발 방지 및 고도화를 위한 공동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총 10종의 시도교육연수원 원격연수 콘텐츠 공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교육부 관련 부서에서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던 국가교육정책 분야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사업을 통합하여 2018년에 총 21종의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원격교육연수로 생성되는 교원연수 이수자 정보를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5년 원격교육연수원 이수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016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교원의 

이수정보는 향후 연수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통계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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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주요 활동

2014
∙ 4개 권역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선정(2014.8.12.)
∙ 2014년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2014.9.∼2015.1.)
－정보보호영재교육원 1기 교육생 수료: 299명

3. 향후 계획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는 원격교육연수를 보다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원격교육연수원의 질적 관리를 위해 운영 평가 지표를 개선하여 적용하고, 미흡 기관에 

대하여서는 시정명령 및 컨설팅 등을 통하여 운영 관리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둘째, 교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고품질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유관기관 및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발전하는 IT기술 변화에 따른 교육내용 및 

새로운 연수형태를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셋째, 원격연수 콘텐츠의 내용심사를 통한 원격교육연수의 연수의 질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

다. 원격연수의 내용 및 개인의 권익보호, 국가적, 사회적, 윤리적 가치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심사

를 강화하여 신뢰도가 높아지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과 관리를 통해 교원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8절 정보보호영재교육

1. 사업 개요

 교육부는 2014년 8월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우수 인재(White Hacker: 해킹방

지전문가)를 조기에 발굴･양성을 위한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국 4개 권

역(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의 대학 부설로 선정하였으며, 매년 권역별 90명을 정원으로 총 360명을 

선발하여 핵심 전문인력 양성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표 1-1-11 ] 연도별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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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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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영재교육원 기본 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 실시 등 영재교육원 운영 총괄을 

하고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실질적인 진행 및 관리, 운영평가 지원, 내실화 방안 모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권역별 영재교육원에서는 학생 모집,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도 

및 관리 등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권역별 

영재교육원 원장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영재교육원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 협의회를 

통해 학생모집･홍보 등 운영관련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교육과정 개선사항 및 우수활동 사례 공유 

등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주요 추진 사업

가. 정보보호영재교육원 학생 모집 및 선발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은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정보보호 분야에 꿈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상별(중학생, 고등학생)로 과정을 구분하고, 수준별(기초, 심화, 전문) 학급을 편성하여 

권역별 90명, 4개 권역 총 360명을 선발한다. 교육기간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운영된다. 전체 수업 100시간 중 80% 이상 출석 시 수료되며, 학교생활부에 기재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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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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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은 정보보호 분야에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올바른 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인재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 방학기간 중 집중교육

(3박 4일), 정보보호 관련 연구소 및 보안업체 등 현장 방문체험,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 프로젝트 

및 학회 논문 발표 지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 표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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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보보안 경진대회 운영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해킹 환경을 체험을 통해 실전경험 축척과 실력 

검증 및 평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흥미유발과 학습의욕 향상을 위해 2017년에 ‘제3회 정보보안 

경진대회’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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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상을 신규로 추가하여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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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 평가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평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을 근거로 매년 정보보

호영재교육원 운영관리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 2017년 8월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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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하였다. 

4. 향후 계획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의 조직체계, 교육 대상자 선발 및 교육, 성과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해 

매년 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원 운영 적정성 확인과 양질의 미래 정보보호 인재 양성 교육에 지속적

으로 힘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수료생들의 진학, 취업 등 진로현황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미래 정보보호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제9절 학교정보화 환경 구축

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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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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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지는 물론 도서･산간 지역을 포함한 전국 초･중･고교와 모든 교육기관에 

요금 차별 없는 학교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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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의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데이터가 끊임없이 수집･축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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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융

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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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

게 되었다.

2. 추진 현황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은 2021년까지 5년 동안 2,000여억 원을 투자하여 7,900여 개 

학교에 무선 가능 교실 4실 및 스마트단말 60대까지 확충하는 사업이다. 2017년 4월 교육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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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통신망, 무선인프라 관리시스템, 스마트

단말 도입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림 1-1-8 ] 학교 무선인프라 단계적 확충(안)

1) 한국정보화진흥원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제3항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등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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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스쿨넷 서비스를 통해 학교인터넷망의 주요 속도는 2009년 2∼10Mbps에서 2017년 400Mbps까

지 무상으로 50배 이상 속도를 개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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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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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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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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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및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사업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 기 구축된 무선인프라의 품질도 개선하여 학교 정보통신 인프라

의 품질 개선은 물론 체감 속도와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교육환경과 수업방식이 변화하고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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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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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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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교육정보 공유･유통서비스 ‘에듀넷’

1. 사업 개요

에듀넷은 1996년 개통 이후 공교육 정상화 및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국가 단위 교육정보서

비스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기반의 초중등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확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UI/UX 개선 및 공개용 검색 프로그램 보급, 사용자 참여 확대 민간 포털서비

스와 연계 확대를 통해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

 2016년 개통 20주년을 맞은 에듀넷은 국가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에 맞춰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필수적인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서비스 개편을 추진

하였으며, 2017년 4월부터 에듀넷･티-클리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 추진 현황

2018년 2월 기준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전국 교사･회원은 약 36만 명이며, 약 53만 건의 교육정보

를 기본적으로 로그인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육정보 공공서비스이다. 교수학습자

료, 평가자료, 활동자료 등 교육 전반의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종합 포털 사이트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서비스 사용자 의견을 상시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에듀넷･티-클리어는 수업･연구(316,434건), 교원특화(22,001건), 교육정책(31,989건), 공유(216,924

건) 영역으로 서비스를 구분하며, 서비스 운영은 콘텐츠 확보, 품질관리, 콘텐츠 공유･유통 및 서비

스 제공의 업무로 구성된다. 



84

2018 교육정보화백서 요약본

콘텐츠는 자체 개발 및 공공･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하여 품질관리 과정을 통해 제공한

다. 품질관리는 콘텐츠의 개인정보 및 유해요소 포함 여부와 기술적 호환성 등의 검증을 실시하고 

재구조화 등을 통해 최적화된 콘텐츠를 축적한다. 또한, 서비스 중인 자료는 저작권이나 사용료 

부담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료를 지급하거나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저작물을 

확보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축적된 콘텐츠는 변화하고 있는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여 직관적이고, 유연한 

UI/UX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개용 자료 검색 프로그램을 전국 학교 및 교육기관에 보급

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주요 성과

에듀넷･티-클리어는 네이버, 아이엠스쿨 등 민간의 영향력 있는 서비스와 연계하고, 서비스 자료

에 대한 검색 프로그램 보급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제를 마련하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데 더욱 집중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 활용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이용

지표로 서비스 일평균 방문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그림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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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에듀넷 티클리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주관의 ‘굿 

콘텐츠 서비스 인증’을 획득하여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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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환경, 편의성, 품질관리, 고객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국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우수서비스라고 외부에서 인증한 것이다.

4. 향후 계획

향후 에듀넷․티-클리어는 분산된 각종 교수･학습자료 및 국가 교육정책 정보를 지속적으로 통합

하고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사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확보, 학습 커뮤니티 활성화, 

영향력 있는 민간 서비스와 연계 등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제2절 e학습터

1. 사업 개요

 e학습터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및 교실 수업 개선을 지원하여 공교

육 내실화 및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무료 학습 서비스이다. e학습터

는 2004년 시범서비스(당시 사이버가정학습이란 명칭으로 서비스됨)를 시작으로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 추진 현황

e학습터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

고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매년 e학습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고, 시･도교육청

별 활성화를 지원하며, 시･도교육청(정보원 등)에서는 연간 서비스 계획을 수립, 학급운영 지원, 

특화서비스 개발 및 운영, 자율학습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17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2018년 3월 오픈하여 교육청의 e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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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e학습터의 교과학습 콘텐츠, 평가문항 콘텐츠와 해설 동영상, 

기초튼튼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e학습터 콘텐츠는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

여 학교급, 대상학년, 교과목을 교육과정 적용 단계별로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특색있는 콘텐츠를 

기획하여 기본-이해-심화로 연계되는 수준별 콘텐츠, 모바일 환경을 반영한 모바일용 콘텐츠 등을 

개발･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교과학습 콘텐츠는 클립형 최소단위 주제영

상 콘텐츠 형태로 제작･제공하여 학습 효과와 콘텐츠 활용률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도, 특정 시･도에서 자체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공유 가능한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주요 성과

2017년 8월 현재 (구)사이버학습의 학생회원 수는 166만 4,124명, 일평균 로그인 수는 2만 7,843회

로 집계되었다. 일평균 로그인 수의 경우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다가 2009년을 정점으로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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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향후 계획

기존과 다른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인 e학습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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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학령향상지원 사이트 ‘Ku-Cu(www.basics.re.kr)’는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학생 선별, 진단 

문항 및 부진아용 교수학습 자료를 탑재하고 있는 중앙 차원의 포털 사이트이다. 또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학습부진의 다양한 원인을 선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도구 및 관련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탑재하고 있다.

2. 추진 현황

초･중･고등학교 학습부진학생을 선별 진단할 수 있는 진단･평가 자료, 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3R’s(읽기, 쓰기, 셈하기) 자료, 교과별 보정교육을 위한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등 교과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주제별 자료는 교과와의 관련 유무에 따라 교과 주제별 자료와 비교과 주제 별 자료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교과 주제별 자료에서는 학교급별로 교과와 관련된 주제별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비교과 주제별 자료에서는 학습부진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비롯하여 학습부진 원인, 

유형별 학습지원 안내자료 등을 제공한다. 

또한 교사가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학습동기 및 학습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부진학생의 특성과 지도방안에 관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다.

3. 주요 성과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이트는 사이트 방문자 통계를 성과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접속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향후 학교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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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2 ]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이트 방문자 통계(2017. 3∼2018. 2)

※ 출처: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이트(www.basics.re.kr), 2018.8

[ 표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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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개발되어 탑재되는 자료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기초학력 담당 

장학사와 시･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학습부진 학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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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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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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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사회와 교육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현장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첫째, 학습부진학생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질 높은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변화하는 교육 환경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응하는 학습부진학생 교수-학습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최근 들어 학습부진학생이 나타내는 학습 관련 특징 이외에 불안･분노･우

울 등 임상적 특징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이해와 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 및 관련 전문 기관 

간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4절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1. 사업 개요

교육부는 다양한 국가 시책사업으로 교사 독서교육연구회, 학생 독서･책 쓰기 동아리 등을 지원

하고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부 정책과 연계해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학교도서관 운영･관리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등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과 인터넷 기반 독서교

육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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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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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현황

2018년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 권고 사항인 Non-ActiveX 환경 구축을 위해 독서교

육종합지원시스템의 출력물 솔루션 및 표준보안 API를 HTML5 방식으로 수정하여 시･도에 순차적

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연내 적용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접근

성을 높이기 위해 반응형 웹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교도서관 내 중복 서지로 인해 중복 검색결과로 인한 비효율성과 부정확한 서지 

통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지목록 통합 및 관리 기능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개선된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며, 16개 시･도교육청의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

입･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시･도교육청 및 민간업체에서 학교도서관업무지원 시스템에 RFID 연계를 안정적으로 지원

하는 프로그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띠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OPEN API를 개발하고 

있다. 2018년 연내에 개발 완료하여 시･도교육청에 보급함으로써 각 단위 학교에서 학교도서관 

자동화 사업 추진 시 이를 지원하는 기초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독서교육 중앙서비스의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독서교육 중앙서비스에 학교도서

관(운영 매뉴얼과 활용 안내 동영상), 독서교육(독후활동사례, 독서교육자료실), 인문소양교육(인문

소양교육선도학교 사례집, 학생 인문학동아리 사례집) 등의 메뉴를 통해 관련 자료나 현장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3.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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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내 학생 독후활동 탑재 현황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170만 5,072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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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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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현안 진단 및 개선 방안 컨설팅과 민원 등을 통해 꾸준히 제의된 

내용은 이용성 편의 제고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독서교육종

합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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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교

원 운영 등을 통한 학교 현장 전문가의 참여 활성화 방안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제5절 EBS 서비스 운영

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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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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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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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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직전 요약’으로 제작되어, 학습자와 교사의 활용 목적에 따라 콘텐

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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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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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원

을 맵핑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2018년 말에 선보일 예정이다.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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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EBS 교재 문제를 촬영하면 수준별 문제풀이와 해설을 제공하는 서비스뿐

만 아니라, 학습자의 성취도･선호도 등의 예측을 통해 맞춤형 강좌를 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강좌 추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 그림 1-2-3 ] 인공지능 기반 개인 맞춤형 강좌 추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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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2-4 ] EBS 고교강의･교재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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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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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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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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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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지역과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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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년 최초로 방송통신고등

학교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 전반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업무는 한국교육개발원(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이 방송통신중･고등학

교를 설치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세종특별자치시 제외)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 추진 현황

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현황

방송중은 2013년 광주와 대구에 2개교가 처음으로 설치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충북 주성중, 충남 천안중, 경부 포항중 부설로 3교가 추가 개교하여 전국적으로 23개

교 174학급에 4,47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방송고는 2018년 현재 전국적으로 42개교가 설치

되어 총 393개 학급에 9,881명이 재학 중이다. 전년 대비 전체적인 학생 수는 감소하였지만 60∼

70대 학생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방송중 졸업생의 대다수가 방송고로 입학하였기 

때문이다. 

 
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운영 현황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일반적인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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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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 성과

방송중･고 운영 관련 주요 실적 및 성과는 크게 여섯 가지 영역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방송중 

설치 확대 및 운영 지원,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기초학력 지원 강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방송중･고 교과 콘텐츠 1차년 개발, 방송고 인성･진로 수업 정착 지원,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방송중･고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지원을 포함한다.

4. 향후 추진 과제

방송중･고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중 

운영을 위한 교원 및 행정실무사 배치, 협력 학교 및 강사 운영, 가산점 및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시･도별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2015 개정교육과정 학습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학습활동 및 평가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경험인정제에 대한 학생의 이해 

제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방송중･고 학생들이 원격수업 수강, 학습자료 이용 등 사이버교육시

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특정 웹브라우저에 종속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웹 접근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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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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목을 

갖고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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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 성과

문장 수준 자동채점 프로그램은 크게 ‘언어처리 단계’와 ‘채점 단계’로 나뉜다. ‘언어처리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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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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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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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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장 수준 문항을 자동채점하는 성과를 자축하

고 안주하기에는 또 다른 시대적 요구가 후속한다. 이제 대규모 평가에서도 한두 문장만이 아니라 

한 문단 이상의 글도 작성하도록 권고한다. 이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일단 우리의 교육 현실과 한국어 처리 기술을 고려하여 과제 완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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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

지 축적된 한국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규칙과 통계 정보를 활용하여 현재의 문장 수준 프로그램

을 고도화하여 구현할 경우 어느 정도 자동채점이 가능하다.

나아가 좀 더 자유로운 글 작성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문단 수준 자동채점 프로그램에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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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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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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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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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시스템 

개선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굿콘텐츠서비스 인증을 받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

2.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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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창의인성교육넷은 창의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기능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해왔다. 웹사이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기능 점검과 함께 시기별 이슈에 따른 기능을 

추가하였다.

창의인성교육넷에서 운영하는 ‘크레존 소식’ 콘텐츠를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공유하고 있다.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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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포털에 접속하는 사용자가 창의인성교육넷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접근 경로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초등학생 대상 콘텐츠를 재가공해 공유하고, 로고에 웹사이트 링크를 연결하여 게시하였다. 또한 

학부모들의 자녀학교 알림 애플리케이션에 창의인성교육넷 전용 구독코너를 생성하였다. 이를 통

해 유용한 창의교육 콘텐츠를 소개하고, 사용자가 창의인성교육넷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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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17년도 

1,27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80.4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2.2점 상승하였다.

더불어 2018년 ‘굿콘텐츠서비스’ 인증을 획득하여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

으면서 공신력을 확보하였다. 창의인성교육넷 이용자 평가단 점수는 전체 평균 3.88점으로 전체 

참여기관 동 차수 대비 높게 나타났다.

4. 향후 계획

앞으로 창의인성교육넷은 일방향적이고 수동적인 정보의 습득에서 벗어나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써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육적 마인드를 조성

하고,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접목한 콘텐츠를 확산할 계획이다.

먼저 미래 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 중이며, 웹사이트에 인공지능 서술형 자동

평가･학습 콘텐츠 탑재할 계획이다. 또한 창의체험 자원처와 프로그램의 주소 정보를 활용하여 

지도 API를 접목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서 창의인성교육넷의 우수한 콘텐츠들을 통해 교육 현장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교사연구회 지원을 통하여 교원이 스스로 교육현장에 활용할 콘

텐츠를 연구 및 개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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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절 창의적 교수･학습 활동 지원 체계 구축 : 1:1 학습 튜터링 서비스

1. 사업 개요

EBS는 교육기관으로서 소외계층이나 지역차별 없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 보완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EBS의 업무를 활용하여 자기주도 학습 효과를 높이고 전통적 교육

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2017년 7월 튜터링 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구체적으로 EBS에서 판매하는 교재와 문제집을 대상으로 문제풀이, 오답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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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습자, 교수자, 운영자용 지능형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였

다. 플랫폼은 PC 및 모바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행 EBS 수능학습 시스템 뿐 아니라 새롭

게 개발된 머신러닝 솔루션, 인공지능 서비스와도 연계되도록 구성하였다. 신규 구축된 머신러닝 

솔루션은 1:1 학습 튜터링을 위한 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비정형데

이터 클러스터링 기능, 정형데이터 패턴분석 및 비정형데이터(러닝 오브젝트)에 대한 특성 추출 

및 학습/분류기능을 구현하였다. 이와 함께 시스템 이용자(학생)의 학습 및 서비스 이용 행위, 문항

반응을 저장하고 분석하는 빅데이터 체계 및 데이터 분석 체계도 함께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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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하였다. 학습체계도에서 단원･주제별로 학습자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 구축 및 문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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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 따른 수준평가 알고리즘도 개발되었다. 마지막으로 챗봇 및 문제풀이 엔진을 EBS 이외의 

교육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 형식으로 구현하였다. 

나. 주요 서비스 내용

1) 학습자 기반의 인공지능 문제추천 서비스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문제만 제시하는 문제추천 서비스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학을 포기해야 할 수준의 학습자에게는 학습체계도의 최하위 주제부터 학습을 제공하며,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임에도 중학교 단계 개념이 부족한 경우 학습 중인 단원에서 필요한 중학과정의 

개념을 제공한다. 반면 ‘중･상’ 수준의 문제풀이가 가능한 학습자의 경우 난이도 높은 문제의 적응

력을 향상시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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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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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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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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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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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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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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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학습터와 디지털교

과서 및 위두랑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학습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맞춤형 진단 및 학습처방

을 제공하고 단계별로 점차 다양한 온라인 학습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별 맞춤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자료로써 2015 교육과정의 교과별 주제 및 성취기준 

등을 분석하여 주제간 관계(인과관계, 참조관계 등)를 설정하고 학습자원을 연결한 ‘디지털학습자

원지도(Learning Map)’를 구축한다. 교과별 전문가를 통해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1∼3학년의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역사 교과를 중심으로 디지털학습자원지도의 기본 개념도를 설계한

다. 이렇게 구축된 교육과정의 주제와 성취기준 정보는 의미관계로 표현하는 링크드 데이터(Lin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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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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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하는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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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다. 

멀티미디어 자료, 동영상, 실감형 콘텐츠 등의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수집･확보하기 위한 통합관

리 체계를 구축하고, 콘텐츠의 종류･특성에 따른 상세정보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및 분류체계 

정보 등을 표준화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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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과정의 주제와 성취기준 정보를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형식으로 데이터 모델링하여 의미 관계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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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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

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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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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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하는 데에도 역점을 둔 사업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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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화 추진 체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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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능한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국제표준으로, 국내로 한정되는 것을 국내표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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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받아 개정･폐지와 같은 관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체제로 

변화되었다. 

3. 추진현황 및 성과

가. 교육 정보 표준화

2018년에는 가상현실(VR) 국제 표준 개발 활동을 통해 가상현실 기술을 교육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특성이나 환경을 고려한 VR 휴먼팩터 가이드라인을 보급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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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

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표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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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정보화백서 2017의 내용을 수정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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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듀테크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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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론으로 검증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R&D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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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향후 전망

정보통신산업에 있어 ICT 표준을 획득한 기업이나 기관은 그 표준과 관련된 복잡한 사회 경제 

네트워크에 막대한 영향을 가지고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8). 이러

한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표준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를 토대로 사실상의 

표준 선점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교육에 있어 모두를 위한 선순환적 기술 활용 표준을 만들고 

공유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선제적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더불어 R&D 기반의 개방형 

표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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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4)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담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는 교육기관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일부 교육지원기관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설립에 진통과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늦게나마 

교육저작권지원센터가 운영되어 교육기관의 공통된 저작권 현안을 연구하고 방안을 모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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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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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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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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지급 판결이 났다.5) 학교와 교육청은 원고 측에서 제시한 불완전한 폰트 무단 이용 채증 

자료를 인용하여 학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판시한 판결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원고인 폰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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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6)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 2개 교육청이 추가로 폰트 무단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3. 주요 성과

가. 폰트 저작권 분쟁 원인과 대응

교육기관의 폰트 저작권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먼저 폰트에 

대한 PC 사용자의 이해 부족에서 첫 번째 원인을 찾아본다. 대부분의 PC 사용자는 폰트를 이용하

지만 폰트를 구매하여 사용하지는 않는다. 학교도 다르지 않다. 그 이유는 응용소프트웨어에 포함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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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저작권 이해는 대법원 판결(2001)에서도 확인된 바 있듯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 폰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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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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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강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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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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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손해배상금 최소 150만 원(원금 100만 원＋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지급 또는 서체 에듀케이션 프로모션 사용권(금 250만 원) 구매 택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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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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트의 디자인은 보호되지 않지만 PC상에서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으로 

구현된 폰트파일에 대해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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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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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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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트 점검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였다. PC를 공용으로 사용하

는 학교에서 누가 어떤 경로로 설치되었는지 알 수 없는 추가 설치 폰트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PC에 설치된 유료 폰트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더라도 학교홈페이지 등에 기존에 유료 

폰트로 작성된 문서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안심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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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그램을 ㈜한글과컴퓨터 측에 요청하여 제작하였다. 

이후, 교육기관의 폰트 분쟁 현안을 교육청과 함께 공유하고 교육기관에서 더 이상의 폰트 저작

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

까지 모든 초･중등학교가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폰트 점검 프로그램 이용 문의와 지원

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글과컴퓨터는 콜 상담을 각각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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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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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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핵심역량의 하나로 컴퓨터･정보 소양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International Computer Information and Literacy Study: 이하 ICILS)가 시작되었다. ICILS는 

국제 비교 연구로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세계 각국 학생들의 컴퓨

터･정보 소양을 측정하고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CILS는 5년 주기의 연구로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1주기 ICILS 2013 연구에 참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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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2018년에 ICILS 2018 본검사를 시행하였다. 2019년에는 

ICILS 2018 본검사 결과 발표 및 분석이 이루어진다. 

2. 추진 현황

가. ICILS 2018 예비검사 평가틀 개정

ICILS 2018 예비검사 평가틀은 ‘디지털 정보(Digital Information)’와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의 2차원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컴퓨터･정보 소양(Comput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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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Literacy)이란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료를 조사, 생성,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포함하여 재정의 되었다. 

나. ICILS 2018 예비검사 평가 도구 구성

검사 도구는 컴퓨터 기반 평가(Computer Based Test)로 시행할 수 있는 검사 모듈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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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8)로 ICILS 2018 예비검사에 적용되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보드게임 동아리’, ‘자율주행 버스’, ‘드론으로 농사짓기’ 등의 4개 검사 

모듈이 새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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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검사는 표집된 32개 학교의 일정을 고려하여 2017년 6월 8일(목)부터 6월 16일

(금)까지 실시되었다. 전체 표집학교 32개교가 계획대로 예비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국내 표집학교 

학생의 전체 검사 참여율은 97.3%였다.

3. 추진 결과

최근 우리나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정보 교육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지만, ICILS 2018 예비검사 대상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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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내 연구진은 2017학년도 정보 과목 교육과정 편성 

여부, 2016학년도 신입생(2017년도 당시 2학년)의 정보 과목 3개년 편성 시수, 정보･컴퓨터 교원자

격 소지 교사 인원 수,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학교 혹은 선도학교 운영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였다.

7) 검사 모듈은 주제에 따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조화되어 제시되는 문항 세트의 기본 단위를 의미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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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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LS 2018 예비검사 대상인 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정보 과목 편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1학년에 재학했던 2016년에 8개교(25%), 2학년인 2017년에 5개교(15.6%)

가 정보 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 및 선도학교는 2016년에 3개

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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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들은 정보가 아닌 다른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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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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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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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2018 교육정보화백서 요약본

제2절  초･중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 분석
－2007∼2016년 학습자 특성 분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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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2015 개정 교육과정’부

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는 저하되고 있고, 

학교 현장의 ICT 활용 교육 및 정보교육도 지속적으로 퇴보하고 있다. ICILS 2013 조사결과 우리나

라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학습경험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PISA 2015 조사결과에서도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의 ICT 활용 및 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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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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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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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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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 분석 결과

동일 변인의 기술통계량을 중심으로 10년(2007∼2016)간 검사 자료에 나타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ICT 리터러시 점수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초등학생

첫째, 초등학생 연도별 ICT 리터러시 점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4∼6학년 연도별 평균은 2016년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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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에는 ‘정보의 분석 및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나 ‘정보의 소통’과 ‘정보의 분석 및 평가’에서 약한 경향을 보였다.

나.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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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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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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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진 경과 

나이스는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2002년 11월 일반행정 영역을, 2003년 

3월 학교행정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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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2018년에는 노후화된 장비 교체 필요성 대두 및 변화하는 교육정책의 유연한 수용을 위하여 

4세대 나이스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표 2-1-1 ] 나이스 구축 사업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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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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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 성과

가.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통합체제 구축 및 개선

2017년 교육비 지원 상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신청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나이스 기반 프로그램을 개선하였고, 나이스 기반 교육급여 프로그램과의 연계

를 개선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수혜 기회 확대에 노력하였다. 

또한 교육급여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학생들의 전･출입 및 진학 학적변동을 실시간 반영하여 

수급정보가 학적과 함께 이동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수급자 현황 및 교육급여 지급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산용 통계 기능을 고도화하여 업무 담당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나. 학업중단 위기학생 정보관리를 위한 나이스 시스템 개선

2017년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시스템 개선을 통해 무단결석 및 중학교 미진학 학생 관리 기능

을 추가하여 관리 대상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기존 보고체계에 ‘교육지원청’을 추가하여 시도별 

운영 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 분담 가능토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2018년에는 복지서비스 필요 아동 발굴을 위해 무단결석 학생 정보를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 

연계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다. 학교회계직원 인사･급여시스템 기능 개선

2017년에는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을 위한 기존 나이스 인사･급여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

하여 학교회계직원 공통직종코드를 33개에서 16개 코드로 표준화하였다. 또한 인사와 급여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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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나이스 학교회계직원 인사･급여 시스템을 통한 인력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업무 편의성을 증대하였다.

라. 학생･학부모 대상 온라인 조사 및 검사 지원

2017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1차 학생 420만 명(441만 명 대상, 94.9%), 2차 학생 360만 

명(382만 명 대상, 94.2%)이 참여하였고,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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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및 협업

2017년에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교사확인정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표준공통원서접

수시스템과 연계하였다. 2018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교육기관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경찰청 범죄경력관리시스템과 연계를 준비 중이다.

바.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기반 조성

교육부는 2016년 12월에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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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다. 이와 더불어 재해복구체계 통합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

를 정비하고 교육행정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더 안전한 교육정

보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4. 향후 계획

2010년에 구축된 나이스는 변화하는 교육정책 지원에 대한 수용과 인프라 노후화 등 여러 현안

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4세대 나이스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ISP)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방안과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방안 

마련하고, 급격한 정보기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의 정보 인프라 

구축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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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에듀파인’

1. 사업 개요

1995년 이후 시민단체, 학자들로부터 재정 운영의 투명성, 이해 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육재

정에 대한 기업형 회계 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국제 수준의 재정 정보 산출을 위한 IMF의 도입 권고에 따라 정부재정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로써 교육부는 2005년 2월 지방교육재정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지방교육재

정팀을 구성하고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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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 추진 현황

2005년 에듀파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BSP･BPR･ISP를 실시하고, 2006년부터 2년간 6개 부문, 

16개 시스템, 55개 단위 업무에 대한 에듀파인을 개발했다. 2008년 27개 단위 업무에 대해 우선적

으로 서비스를 개통하고, 2013년에는 ‘에듀파인 시스템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출품의를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했다. 

 2016년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시･도교육청 금고은행과의 협약을 통한 교육

전자금융시스템(e교육금고)을 시범 도입하고, 학부모 부담금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교육비 신용

카드 자동납부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2017년에는 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연계하는 한편, 차세대 에듀파인 프로그램 개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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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구축 전략 수립을 위한 ISMP 사업을 추진했다. 2018년에는 교육전자금융시스템(e교육금고) 구

축을 완료하고, 신용카드 자동납부 고등학교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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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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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적기처리율 100%, SR적기완료율 99.8%, 프로그램결함 발생율 0.08% →  CMMI Level3 인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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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1. 사업 개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지방교육재정 운용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여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부는 2014년 10월에 지방교육재정 홈페이지를 통합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지방교육재정알

리미를 임시 개통했다. 이후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 12월에 정식 개통함으로써 지방교육

재정알리미를 구축하였다.

2. 추진현황

가. 추진 체계

교육부는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 재정전문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정보화 전문가로 구성

하여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지방교육재정 공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켰다. 

현재는 교육부가 사업 전반에 대하여 총괄･기획 및 정책수립 등을 담당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은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전반적인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나. 지방교육재정 공시시스템 운영 체계

지방교육재정 공시시스템은 시･도교육청 에듀파인 공시시스템과 교육부 공시포털시스템인 지방

교육재정알리미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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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공시시스템은 시･도교육청에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운용상황 

공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공시업무시스템으로 기초 자료 및 공시자료를 작성･관리하고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연계하는 것이 그 주요 기능이다. 

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내용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통합공시, 재정통계, 알기쉬운 재정, 학교정보, 자료실, 참여･소통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PC 기반 홈페이지 서비스와 태블릿,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주요성과

이전에는 지방교육재정 통계의 작성 기준이 작성 시기나 작성자 마다 상이하여 재정통계의 신뢰

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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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2017년에는 목표로 하였던 연간 접속자 수 26만 명을 초과하여 약 27만 명의 사용자가 지방교육

재정알리미를 이용하였으며, 2018년도 상반기 접속자 수는 13만 명에 근접하고, 하반기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하여 연간 접속자 수는 약 29만 명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4. 향후 계획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짧은 운영기간에도 여러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국민의 

낮은 관심도에 따른 대국민 이해도 제고방안 마련 등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이 존재한다. 2018년 

7월부터 6개월간 방교육재정알리미 개편 사업을 통해 홈페이지 UI 개편 및 신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방교육재정에 관심 있는 국민들로 위촉한 ‘지방교육재정알리

미 온라인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관심 분야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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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 ‘유치원알리미’ 운영

1. 사업 개요

‘유치원 정보공시제’는 유치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학부

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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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항의 개정･공

포를 통하여 모든 유치원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었고, 2012년 4월 20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의2항 개정으로 유치원 정보공시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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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기가 결정되었다. 2012년 9월 ‘유치원알리미’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며 본격적으로 유치원 

정보공시를 시작했다. 2014년에는 ‘모바일 유치원알리미’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서비스를 시작

하였다.

2015년 6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현재 유치원 정보

공시 범위는 7항목 21개, 공시 시기는 연2회로 조정되었다. 이에 맞춰서 2015년 12월부터 ‘어린이

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www.childinfo.go.kr)’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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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은 크게 ‘공시정보등록시스템’과 정보공시의 대국민 서비스를 지원하는 

‘유치원알리미’로 구분된다. 공시정보등록시스템은 4월과 10월 정기공시 시기에 유치원별로 부여

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EPKI)를 통해서 접속하여 공시정보를 입력한다. 교육지원청은 지원청 산

하 유치원의 공시정보를 검증 및 확인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청 산하 유치원의 공시정보를 검증 

및 확인한다. 총괄관리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치원 정보공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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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유치원(유아학비지원시스템)’과 함께 공유하며, ‘처음학교로(유치

원입학관리시스템)’과 내부 연계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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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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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관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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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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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유치원 정보공시는 전국에서 당해 연도에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7년은 4월과 10월의 유치원 정기공시에 해당 유치원이 전부가 정상적으로 참여하였다. 

유치원알리미를 통해서 어린이집은 4만 2,500여 개, 유치원은 8,900여 개의 공시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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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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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에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보공시 데이터의 시각화, 정보공시 주요 

공시지표의 개선 등의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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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정보공시제는 학교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학생과 학 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제도로,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이며 

나아가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수립과 학술연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추진되었다. 

2. 추진 현황

가. 추진 경과

2018년 11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학교 정보공

시 제도의 법적 기반이 완비되었다. 이후 몇 차례 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18년 기준 15개 

항목 47개 범위의 초･중등학교의 정보가 해당학교의 홈페이지와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시되고 

있다.

 
나. 추진 체계 

교육부는 학교정보공시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 등 학교정보공시제를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공시에 필요한 양식과 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법령에 따라 개별 학교의 

공시정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와 변경명령을 

할 수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08년 1월에 총괄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학교알리미와 DB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각종 지침서와 사용자 설명서 보 급, 교육청과 학교의 정보공시 담당자 

연수 수행, 콜센터 운영 등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정보공시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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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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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교육행 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는 학교알리미가 아닌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교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라. 공시 내용과 범위 

학생 현황과 관련해서는 학생 재학 현황, 전･출입 및 학업 중단 학생 수, 입학생 현황, 졸업생 

진로 및 장학금 수혜 현황, 학생 체력 증진 등이 있다. 교원 현황에 대해서는 직위별 교원 현황, 

자격종별 교원 현황,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현황 등이 공시된다.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학칙

과 교육계획 편성･운영, 학교 운영위원회, 동아리 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등이 포함된다. 

교육 여건 대상으로는 학교 시설과 개방 현황, 학교 급식, 학교폭력, 학생･학부모 상담 실적, 학교

보건과 환경위생 현황, 학교도서관 등이 있다. 그 외에 예･결산,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등이 공시된다.

3. 추진 성과 

가. 학교 정보 공공 빅데이터 ‘학교알리미’ 개방 확대

2016년 3월부터 학교알리미 공개용 데이터를 개발하여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학교알리미 데이터 

약 29종을 오픈포맷(CSV) 형태로 선순위 개방을 실시하였다. 공시정보를 민간 업체 등에서 활용하

도록 데이터 연계 서비스를 통해 민간 부문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제공 편의성 

개선 및 공개용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2017년 기준 이용자 수는 1,364만 명에 달하였다. 

나. 전국단위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

단위학교의 효율적인 공시업무 추진 프로세스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전국의 학교정보공시 베테

랑 업무 경험자를 중심으로 17개 시･도 총 83명의 현장지원단 구성을 추진하였다. 현장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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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정보공시 행정･시스템･지침서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통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있다. 

다. 공시정보 신뢰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교육통계 및 나이스 자료 연계 확대, 철저한 사전 테스트 및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다. 

입력동영상 매뉴얼 제작･배포 및 상･하반기 연수, 교차점검, 시･도교육청 업무 매뉴얼 신규 제작 

등 정보공시 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였다. 또한 기존 수기문서로 관리하던 

학교정보공시의 항목별 근거 자료를 시스템에 즉각 탑재할 수 있도록 자료 관리･보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라. 대국민 만족도 제고 

학생･학부모･교직원･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학교알리미 전반

적인 만족도가 전년 대비 0.1점 상승한 3.94점으로, 학교알리미 UI 개선, 시각화 정보 제공 및 

지속적인 공개 정보 확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향후계획 

공시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서는 시･도교육청의 학교정보공시 지원･관리 역할을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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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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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전국 418개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환경 및 교육･연구

여건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정기(4･6･8･10월) 및 수시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2. 추진 현황

대학정보공시제 시행 주체인 교육부는 대학정보공시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괄관리기관인 

대학정보공시센터는 각 대학의 대학정보공시 현황 모니터링, 공시정보 수합 및 데이터베이스 구

축･관리･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각 항목별 관리기관은 대학에서 제출한 공시정보를 검증하고, 검

증된 정보를 총괄 관리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에 연계한다. 

대학정보공시 대상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며, 국립, 공립, 사립 및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으로 구분되고 2018년 공시 대상 

대학은 총 418개교이다.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사내대학 등은 제외된다.

대학정보공시는 대학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는 학과현황, 등록금, 취업률, 장학금, 특성화 현황 

등 ｢특례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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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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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위하여 운영협력대학 40개교를 선정하여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시제도 개선 

및 공시정보 오류 감소를 위한 연구 시행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 또한, 교육부와 총괄 및 항목

별관리기관이 참여하는 분기별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연계항목 및 관리지침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공시시스템 개선방안을 협의하였다. 

나. 공시정보 질 관리 및 신뢰도 제고

대국민 서비스인 공시정보의 질 관리를 위해 공시 중에는 내부검증(전년대비 증감, 형식검증, 

내용검증 등)을 실시하여 공시정보 정확도를 향상시켰고, 공시 이후에는 현장점검 및 컨설팅, 외부

모니터링, 신고센터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신뢰도를 높였다. 

다. 공시정보 활용도 제고 및 홍보 강화 

실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수시･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참여하여 대학알리미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대학알리미 검색방법 등을 안내했

다. 일반인과 대학생 대상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였고, 고등학생 대상 공시정보를 활용한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대학정보공시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2018년도에는 국내 

포털과 제휴하여 포털에서 검색을 통해 대학정보공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향후 계획

향후 대학정보공시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공시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

하여 대학알리미의 인지도를 제고하며, 대학알리미 수요자 집단(학생･학부모, 연구자, 대학관계자, 

정책입안자 등)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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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통계시스템 ‘EduData System’

1. 사업 개요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은 교육 관련 기관의 자료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함께 교원의 통계성 자료 

작성 업무의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교육정보통계시스템에 적재하여 연계･서비스하고 있는 초･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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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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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해 4월 26일 ‘교육 활동에 전념하고 헌신하는 교직문화 확산’을 주제로 대통령 주재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가 열렸으며, 6월 21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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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4월 2일에는 교육정보 통계 자료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개통되었다. 또한 일반 연구자들이 교육 관련 통계 데이터를 학술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통계서비스시스템(EDSS; EduData Service System)을 

2012년 4월 30일 개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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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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잡았다. EDS를 통한 

통계성 자료 제공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EDS 활용을 통한 단위학교 통계성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업무담당자 대상 EDS 활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

[ 그림 2-5-1 ] EDS를 통한 연도별 통계성 자료 제공률

4.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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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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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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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1. 사업 개요

2003년 정부는 ‘문서처리 전 과정 전자화’를 전자정부 31대 과제로 선정하였다. 본 과제는 문서

의 생산부터 이관･보존까지 문서처리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포함한 전 

행정기관 간에 문서를 유통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과제이다. 교육부의 ‘학교단위 전자문서시스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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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행정의 생산성, 편의성, 문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사업 추진 현황

2008년 4월, 교육부가 통합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고, 8월에 학교단위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전자문서 구축 TF와 10월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TF를 구성해 업무관

리시스템 기능 및 지방교육기능분류 표준안을 마련했다. 2009년 5월에는 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BPR/ISP, 2010년 12월까지 업무관

리시스템 구축과 시범 운영을 완료하고, 2011년 1월 1일에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9년 개통을 목표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를 2015년에 수

립하고, 프로그램 개발 범위 및 구축 전략 수립을 위해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사업을 2016

년에 추진하였다. 2018년 3월부터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 응용프로그램 개발 사업(에듀파인 및 업

무관리시스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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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2017년 사업 성과로 업무관리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오류 수정 및 사용자 기능개선 요청은 총 

8,131건으로 이중 8,016건을 처리하였다. 더불어 시범교육청(경기, 강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성능 

최적화 작업을 하고, 이를 타 시도교육청으로 확산하여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통단위과제 및 단위과제카드 지정, 담당자(문서과, 처리과)간

의 담당업무를 사전에 확인하는 예비배부 기능, 접수문서 회신 기안 등 8개 과제를 개선하였다.

업무관리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록물 이관 등 운영자 대상 교육을 상･하반기 4회 총 82명

에 대해 실시하고 사용자 매뉴얼 9종에 대해서도 현행화하였으며, 시도교육청 업무협의체를 8회 

지원하였다.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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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을 추

진하고 있다.

4. 향후 계획

업무관리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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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관리시스템 이관 등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관리시스템 신뢰성 확보 및 문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성능 점검 및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용자 편의 위주의 기능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시･도교육청 중심의 업무협의체 

및 사용자 지원을 추진하고 시도교육청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업무관리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 및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을 2018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추진하고, 총괄센터 

및 17개 시･도교육청 인프라를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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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

1. 사업 개요

만 3∼5세 무상교육 실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카드 통합 등 유아교육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

하여 안정적인 유아학비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2. 추진 현황

e유치원은 교육부가 정책 수립과 추진을 담당하고 시･도교육청이 정책 추진 방향,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 관할 유치원 지원과 관리를 담당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e유치원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013학년도부터 ‘만 3∼5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e유치원도 그에 맞게 

단계적으로 개편 운영되고 있다. 2015년부터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사업’의 추진으로 

아이행복카드 통합 운영체계를 마련하였다.

2017년 8월 1일부터는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보장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라 

‘국내 장기거주 재외국민 유아’에 대해서도 균등하게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3. 주요 성과

e유치원을 통해 누리과정 무상교육을 위한 투명한 유아교육 정책이 실현되고 있으며, 원아등록 

및 출결처리, 학비 청구･정산 업무를 정보화함으로써 유치원 교원 및 교육(지원)청의 행정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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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되었다. 유아학비 지원 규모는 2017학년도 기준 약 70만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1조 8,288억 

원 수준이다. 

4. 향후 계획 

e유치원의 운영과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는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자격 통합 등 학부모 편의성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통합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향후 유아학비지원을 중심으로 유치원 입학, 정보공시, 현장 교원 인사 및 유아 생활기록부 관리, 

유치원 재무회계 등 유아교육 정책 관련 전반의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유아교육종합정

보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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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 사업 개요

전국 기반의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에듀빌 구축 사업은 학교시설 현황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교육청과 교육부의 학교시설 업무 및 정책수립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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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개발과 NEIS 사용자 정보 연계, 기본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

로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개발된 범위 내에서 교육청의 시설업무 관리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2차 구축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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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였다. 2018년 4월부터 약 21억 원 규모의 예산으

로 마지막 3차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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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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말까지 구축하는 2단계 구축사업에서는 

현황정보, 이력관리, 승인 및 결재 기능을 대폭 보강하였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17개 시･도

교육청의 공통 기능 및 개별 기능을 모두 개발하여 사업신청부터 실태조사, 우선순위 선정 및 

사업 확정 등 전 과정을 에듀빌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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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기본적인 현황을 

기반으로 각 건물의 공간을 용도 구분과 실명, 실면적 등의 상세 정보까지 관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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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IT 인프라 도입

인프라는 2차 구축 사업 시 개발된 기능 구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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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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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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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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합성 확보를 통해 시스템 및 데이터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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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대학정보화는 기본적으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개별 대학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은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대학의 자발적인 정보화 노력을 유

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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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

교와 9개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전국의 대학을 연결하는 전산망으로 시작하였으며, 2001년 물리적

인 교육전산망을 해체하고 상용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상용망 체제로 전환하면



147

제1장 대학정보화 기반 구축･운영

서 한국교육전산망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운영지원 방식도 정부가 일정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

용은 대역폭(통신용량)에 따라 대학이 분담하는 ‘정부･대학 이용요금 분담제’로 전환되었다. 2006

년부터는 복수(2개)의 통신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통신망 안정화를 위해 3년 단위로 계약하였다. 

이후 2009년부터는 사업자 수를 다수(2∼4개)로 확대하여 2018년 현재 3개 통신 사업자가 참여하

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 12월 현재 393개 기관이 교육전산망을 이용하고 있다.

[ 표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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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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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교육전산망에 대한 국고지원이 중단되었으며, 대학의 인터넷 활용을 위해 총 

315.378Gbps를 계약하여 357개 대학이 교육전산망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상용망 대비 최대 3,202

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표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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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까

지 총 102건의 연구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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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IT관리자와 실무자가 대학의 정보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IT 신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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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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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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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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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

적 혁신 추구의 기반 조성을 견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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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현황

제1절 사이버대학 및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운영

1. 원격대학 개요

사이버대학은 정보통신기술, 멀티미디어 기술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한 가상의 공간

(Cyber-Space)에서 교수자가 제공한 교육서비스를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함으로써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학위가 수여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2. 사이버대학 주요 현황

2018년 9월 현재, 사이버대학은 총 21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19개교는 ｢고등교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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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부터 교육부는 선취업-후진학 기반 조성과 성인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도모하고자 사이버대학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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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대학 정책 현황

2018년 사이버대학 특성화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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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추진 내용으로는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특성적 제도 정비 및 관련 법･지침 개선 방안 마련, 교육경쟁력 확보 지향의 원격대학 역량 진단 

실시, 단기 교육과정 개발 사업을 통한 사이버대학 특성화 유도, 미래형 교육기반 구축 지원 방안 

도출 등이다.

4. 향후 과제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및 온라인 교육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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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운영 현황

1. 사업 개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에 설립된 대학으로 라디오, TV를 통한 방송 강의를 시작으로 이

러닝(e-learning),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러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교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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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학문 영역별로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등 4개의 단과대학에서 23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은 총 18개 학과의 석사학위 과정

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경영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프라임칼리지는 개인의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공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육환경이다. 프라임칼리지는 4050세대를 위한 제2의 인생설계과정, 재직자 기초대학과정, 선취

업 후진학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학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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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재학생은 총 2,03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40∼

49세가 888명(4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30∼39세가 518명(25.4%), 50∼59세가 

430명(21.1%) 순이었다.

3. 프라임칼리지 운영 현황

가. 선취업 후학습 과정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대학 등을 진학하는 후진학 제도는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의 급증 

등에 따라 기존 후진학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한국방송대학교

를 활용하여 ‘후진학’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 허브대학

프라임칼리지는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력개발 기회를 확대와 재직자 친화형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직자와 예비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직자 기초 및 역량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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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온라인 교과목들을 개발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프라임칼리지 학습소외계층 지원과정은 결혼이민자, 귀화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문화 배경 학습

자의 한국사회 자립역량 제고 및 다문화 시민으로서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위탁교육과정은 협력기관이 특정한 온라인 콘텐츠를 프라임칼리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으

로, 현재 프라임칼리지는 사내대학과 재직자기초과정의 일부 교과목들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다. 평생교육과정

프라임칼리지 평생교육과정은 성인 학습자의 특성 및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생애주기 기반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2012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전문자격과정, 

문화예술과정, 인문교양과정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라. OER 서비스

OER 서비스는 4050세대 전문 인력의 경험과 기술을 교육 자료로 축적하여 무료로 강좌를 제공

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OER 콘텐츠는 총 153과목이며, 유투브, 네이버캐스트, 국가평생학습

포털 늘배움 등에도 콘텐츠 개방 및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4. 교육 콘텐츠 제작 현황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모든 과목은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강의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TV, 오디오, 이러닝(멀티미디어, 웹) 중에서 하나의 매체를 선택하여 강의를 개발 

및 제공하고 있다. 제작된 강의 콘텐츠 4,934편 중 이러닝 강의는 3,765편(76.0%), TV 강의는 1,178

편(24.0%)이다.

2017년 4월 현재 620종의 기본 교재와 505종의 워크북이 활용되고 있다. 강의 교재는 학부 과정

에만 적용되며 대학원 과정의 경우는 교재를 별도로 발행하고 있지 않다. 디지털교재는 현재 총 

390종의 학부용 교재를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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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제와 전망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주어진 기본적인 국가적 책무의 충실한 이행과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학습자 중심의 신교육체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보사회의 도래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이 필요한 역량을 쉽게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요구와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도래하는 

새로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 측면과 수요자가 요구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

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를 벗어나 국제 사회의 공공선 기여가 필요하다. 국제 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교육환경에 맞는 이러닝 모델을 제공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 교육의 인지도 

확대는 물론 교육 분야에 개발도상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ACU 프로젝트)은 2009년 한－아세안 (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아세안사무총장이 한국의 교육정보화와 사이버대학 운영 경험을 아세안 국가에 전파하고 한－아

세안 간 교육 및 인적 자원 교류 확대를 위해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을 제안하였고, 이를 한국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변경된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1주기(2013∼2015년)에서는 CLMV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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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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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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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 ] 변경된 ACU프로젝트 중장기 로드맵

※ 출처: 교육부,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 프로젝트 추진계획 변경(안), 2013.7

추진 성과를 토대로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세안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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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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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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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진사이

버 대학/영진전문대학 콘소시엄이 협력하고 있다. 고등교육 이러닝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 부터는 ACU 설립을 위하여 아세안 10개 회원국 교육부 

고등교육 담당관으로 구성된 아세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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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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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MV 회원대학 및 아세안 국가의 이러닝 콘텐츠 이용을 활성화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학점･비학점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교수자를 위한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3) ACU 시스템 운영

ACU 이러닝 시스템은 포털 홈페이지,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LCMS,), 학습관리시스템(LMS)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ACU LMS는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모바일 애플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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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지원함으로써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아세안 국가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CDN서비

스를 활용한 클라우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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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우선 탑재하였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ACU-OER에서는 약 692종의 

영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4) 한－아세안 네트워크 형성 및 운영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에 착수하여 아세안 고등교육 이러닝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했다. ACU 프로젝트의 기존 회원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에 이어 2016년에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2017년에는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가 본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였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9개 회원국이 ACU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ACU 프로젝트 사무국은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

원회, 한－아세안 공동 연구, 국제 콘퍼런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한－아세안 간 고등교육 교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아세안 간 고등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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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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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만들고 활용하는 토대를 정착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러닝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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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기에서 2주기까지 프로젝트 추진 성과 분석을 토대로 아세안 회원국들이 동의하는 아세안사

이버대학 설립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은 아세안 국가

의 학습자들이 이러닝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문화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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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급회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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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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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인 Open Education Resource(OER)이라는 교육자료 공개는 양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강의

의 분류 체계 및 질적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OER의 양적 확산과 질적 변화는 평생교육 

측면에서 재교육과 지식 공유는 물론 고등교육 측면에서 교수자의 교수학습 향상 및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실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러한 OER 운동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2007년 12월 KOCW(Korea Open Course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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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이하고 

있다.

2. 추진 현황

KOCW(http://www.kocw.net)는 국내･외 대학과 유관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한 강의 동영상 

및 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공동활용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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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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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고등학생의 진로 선택 및 향상까지 돕는 서비스로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3. 주요 성과

2018년 7월 말 현재 KOCW는 국내외 225개 대학 및 기관에서 제공하는 3만 2,000여 강의 동영상 

및 39만여 건의 강의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6월부터는 모바일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서비스하고 있다. 

한편 교수자의 교수학습지원 및 이용자의 강의 콘텐츠 접근성･편의성을 위한 강의 클립(분절) 

기능 개발로 학습자가 원하는 특정 강의 구간을 설정하여 저장 및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

였다. 또한, 네이버에서 KOCW 강의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메타정보의 실시간 연계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꾸준히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편을 

준비 중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KOCW를 통하여 경제적 시간적 지역적 어려움이 있는 학습자에게 고등교

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 및 대학의 혁신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위한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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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

육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학교 중심 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패러다

임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이며, 올해로 11년

째를 맞고 있는 KOCW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두에게 언제든지 기회를 제공하는 ‘고등교육의 

희망사다리’ 역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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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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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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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3-4-1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도

※ 출처: 교육부, 2018년도 코러스 운영 기본계획, 2018.2

2. 추진 현황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추진체계는 총괄 사업관리를 교육부가 담당하고, 

39개 국립대학은 대학실무지원단과 각 분야별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관련 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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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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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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표준인 HTML5기술을 완벽히 지원함으로서, 국립대학의 업무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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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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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응대를 실시하고 있다. 전화상담 용역은 연간 7억 5,000만 원 규모로 

2018년부터 다년간 계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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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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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용자 교육을 2017년도에 39개 국립대학 4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대학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19개 분야 업무협의체 운영과 18개 대학을 방문하여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였다. 

다. 정보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정보보호 강화

1) 물적 기반 유지관리 안정성 확보

2017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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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인프라 장애 예방 299회, 성능 개선 및 대학 등 연계기관 

지원 작업 67건, 재난 및 장애 대비 비상대응 모의훈련 4회 실시 등 시스템의 안정화 및 최적화, 

운영 매뉴얼을 강화하였다.

2) 정보보호 강화

대학별 행･재정 정보를 물리적으로 독립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대학별 데이터의 

독립성을 보장하였다. 사용자 PC부터 서버까지 10단계의 정보보호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개인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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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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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코러스의 정착을 앞당길 예정이다. 



164

제5장

한국유학종합시스템

1. 사업개요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은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이 운영하는 

한국 유학정보 안내 시스템으로, 외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접근도 향상을 위해 유학생의 입국에서 

취업, 출국까지 유학의 전 과정을 온라인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2년도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의 일원화된 유학생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누구나 쉽게 한국 유학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2. 추진 현황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운영을 위한 추진 체계는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과 국립국제교육의 유학생

유치지원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법무부와 대학의 협조를 받는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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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를 접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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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의 

유학생 채용 공고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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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통한 한국 소개, 유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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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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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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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채팅

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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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대학 학술연구정보화

1. 학술연구정보의 중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학도서관 전산화와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온라인 정보 

서비스가 등장했다. 소장목록의 전산화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더 나아가 디지털 원문의 온라인 

수집, 개인화된 맞춤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2. 추진 현황

대학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투자는 1993∼1997년에 수행된 제9차 IBRD 교육차관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01∼2004년 ‘도서관 정보화 추진 종합계획’에 의해 대학도서관 소장자료 목록의 디지

털화와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였다. 2015년 9월에는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시행되었다.

대학도서관의 자료는 단행본, Web데이터베이스 등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수요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이 대학도서관의 역할이다. 도서, 학술잡지 전통적 도서 매체의 디지

털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도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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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학술자원 현황을 파악하여 학술연구 정보화를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대학라이선스를 확보하여 모든 대학의 연

구자에게 개방하고 있다.

또한 주제 분야별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제 강화를 통해 외국학술지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대학

라이선스 품질관리 및 해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대학의 상대적 정보격차 완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제2절 국내 학술연구정보화 기반

1. 국내 학술연구정보화의 배경과 경과

우리나라의 학술연구정보 유통체계의 구축은 1962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가 설립되면서 본격

화되었다. 2001년에는 산업기술정보원과 연구개발정보센터를 통합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출범하였다.

대학도서관의 정보화를 위한 투자는 1993∼1997년에 수행된 제9차 IBRD교육차관자금 지원 사

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학술정보의 유통을 책임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과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수집･제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교육정보망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목표로 국내 학술연구정보화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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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학술연구 정보화 관련 주요 기관의 역할

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외 도서관 및 외국 정부･국제기구 등과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자료번호 제도를 운영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출판물에 표준화된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출판물 및 문헌정보의 유통을 효율화한다. 웹사이트 아카이빙(OASIS) 및 DB 구축과 국

가자료 공동목록 시스템(KOLIS-NET)을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은 국가과학기술정보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국내외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관리 및 공동활용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NDSL(연구들에게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

스 플랫폼) 운영과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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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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에는 대학도서관진흥법에 근거하여 대학도서관 단계별 평가 추진 계획 수립 및 실시를 통하여 

안정적인 평가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기존 학술정보통계(Rinfo) 서비스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하여 

대학도서관의 업무를 최소화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2. 추진 현황

RISS는 전국의 4년제 대학이 100%･전체 77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종합목록 유통 채널

(unicat.riss.kr)을 통해 회원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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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을 통해 어느 대학이 원하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 대학이 보유한 것 중 디지털 원문이 제공되지 않는 자료를 복사･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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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연구보고서 등 대학과 학술단체가 생산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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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구축된 학술지논문과 민간에서 구축한 국내 학술단체 학술지논문을 포함하여 512만 

여 건의 국내 학술지논문에 대한 디지털 원문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픈 액세스(Open 

Access) 논문 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구축한 논문 등 109만 여 건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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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의 원문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국내에 없거나 상호대차서비스 회원기관 이 보유하지 않아 입수가 불가능한 학술 자원에 대해서는 

해외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자료 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 논문 구매대행 서비스(EDDS)

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해외 학술지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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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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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정보에 대한 

통합검색 서비스도 RISS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많은 학술연구자가 이용하는 범용 해외 학술전자정

보를 대학라이선스 방식으로 도입해 전국의 대학 소속 학술연구자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용자는 

소속기관에서 구독하는 해외 전자 정보는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서 이를 

구독하지 않더라도 RISS를 통해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고가의 해외 전자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상호대차 서비스는 605개 기관이 상호대차기관 채널 WILL(Web Inter Library Loan)을 통하여,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의 경우 해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구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본 NII(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와 연계된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해 국내와 일본의 대학도서관이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 중국 CALIS(China 

Academic Library & Information System)와 상호대차서 비스를 시작함으로써 700여 곳의 중국 대

학도서관 소장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원문복사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한 유럽권 자료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프랑스국립도서관(BNF)과 스페인국립도서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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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논문 구매대행 서비스

(EDDS)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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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는 필수 로그인 기능을 제거하여 사용자들이 로그인 없이 자료 검색 

및 원문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매년 서비스 이용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하여 RISS－책나래 연계를 통한 정보소외계층 대상 학술연구

정보 서비스 확대를 실시하였다. 

종합목록(Union Catalog)서비스는 4년제 대학의 도서관 업무를 지원하며, 2018년 2월 기준 현재 

77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1,119만여 건의 서지 데이터와 5,705만여 건의 소장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상호대차(Inter Library Loan)서비스에 참여하는 기관은 2018년 2월 현재 605개로 4년제와 2년 

제 대학, 전문･특수도서관 등 국내 대다수의 대학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가 해외 

학술 자원을 원활히 입수할 수 있도록 국내외 학술정보 유통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미소장 자료에 대한 해외 논문 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발행 자료의 9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17년 말 기준 15만여 건의 자료 신청과 12만 9,000여 건의 자료 

제공이 이루어졌다.

4. 향후 계획

RISS는 개인 연구자와 기관회원 업무 담당자의 새로운 요구 및 학술연구정보 환경 변화에 유연하

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자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

서 한발 더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학술 자원의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하여 학술 

자원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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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는 2003년부터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241개 기관에서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

털 학술정보 유통체계를 통해 전국 대학 학위논문이 온라인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오픈액세스(OA, 

Open Access)를 기반으로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도 함께 수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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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기준 현재 241개 대학에서 dCollection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거의 모든 대학에 해당한다. 

나. 시스템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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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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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학술연구 성과의 디지털 원문 온라인서비스는 신속하게 원문을 바로 획득하고 싶어 하는 연구자

에게 매우 중요한 서비스가 되었다. dCollection 시스템을 통하여 2017년 12월 기준 학위논문 약 

142만 건, 학술논문 약 505만 건을 수집･구축하여 RISS를 통해 원문을 서비스하고 있다. 학위논문

은 dCollection을 통해 매년 약 6만여 편이 수집되고 있으며, 수집된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은 

RISS로 연계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학술정보자원의 주요 생산기관이자 보유기관인 대학과의 역할 분담과 협력, 그리고 지속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학술정보 원문공유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의 선정은 학술

정보 원문유통사업 공유유통 기여도 평가를 통하여 2년 단위로 구성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20개

의 운영위원 대학이 새로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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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 생산물이 디지털

화되고 전국 학술연구자들에게 RISS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될 수 있다면 국가의 연구 경쟁력 향상

에 기여할 뿐 아니라 그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 도서관의 위상 역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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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1. 사업 개요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은 2014년 정부가 수립한 ‘스마트 평생학습 종

합 전달체계 구축 방안’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통되었다.

이후 전국의 공공기관을 비롯한 평생교육 기관에 산재한 평생학습 정보와 양질의 공개교육 자료

를 연계함으로써 국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완성하여 

전 국민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국가 단위 평생학습 전달체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추진 현황

가. 추진 체계

교육부는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사업을 총괄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국가평생학

습포털 늘배움’ 시스템 및 서비스를 구축･운영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정보 제공기관의 온･오프

라인 평생교육정보를 수집하여 배포하는 것이고, 이용자별 학습이력을 평생학습계좌제와 연동

하여 개인별 학습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제공을 수행하고 있다.

나. 서비스 운영 현황

늘배움 서비스는 크게 평생교육정보 ‘확보’ 및 ‘공유’로 구성된다. 평생교육정보 ‘확보’는 평생교

육정보 제공기관과 협약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이다. 평생교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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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는 늘배움의 동영상 강좌와 각종 평생교육정보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평생

교육을 확산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확보’ 및 ‘공유’ 중인 정보에 대하여 통합검색 기능을 통해 내가 원하는 학습형태, 학습

목적, 학습지역, 학습 분류를 설정하여 검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3. 주요 성과

가. 평생교육정보 연계･제공

늘배움은 2018년 2월 기준 60개 기관의 온라인 평생교육정보 약 28만여 개, 오프라인 평생교육

정보 약 41만여 개를 연계‧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정보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외국어 관련 평생교육정보를 2,000여 개 제공함에 따라 늘배움 이용자의 외국어 평생교육

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있다.

나. 평생교육정보 질 관리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방문 모니터링 6회 및 서면 모니터링 11회를 추진하여 

연계된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신 온라인 평생교육정보를 제공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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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위치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배움터’ 기능을 개발해 ‘내 위치 중심’

의 평생교육 강좌 및 기관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 맞춤형 평생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와 관리자 간 소통 강화 및 민원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원격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실시간 민원 대응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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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방향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은 평생교육정보 영역을 확장하여 기존 평생학습 포털에서 평생교육

정보 포털로 정보 및 서비스 이용 대상의 다양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정보를 연계하고 콘텐츠를 개발하여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두 번째, 평생교육 관련 학문과 기술 발전에 도움을 주는 평생교육 학술정보 및 

통계 정보를 연계･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통계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국가평생교육통계’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연계된 

평생교육 통계 정보를 활용하여 평생교육 분야의 학술연구 진흥 및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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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평생교육정보망

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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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체적으로 정보망을 구축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평생교육정보망이 국고 

지원을 통해 구축되었다. 

[ 표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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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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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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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관 및 강좌 정보

17개 시･도 평생교육정보망은 공통적으로 지역 교육기관과 강사 정보를 탑재하고 있다. 교육기

관 정보는 행정구역, 운영 형태 등 분류 기준에 따른 검색기능과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도를 통한 위치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교육기관 정보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으로 4,056건을 탑재하고 있다.

강좌 정보는 교육기관 정보와 마찬가지로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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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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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2)가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강사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 중 제주가 

482건으로 가장 많은 강사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학습동아리 정보를 서비스하는 시･도 평생교육정보망은 총 11개3)로 이 중 부산, 인천, 충남이 

600개 이상의 학습동아리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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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로 724종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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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습동아리 정보 서비스는 부산,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총 11개 시･도에서 제공한다.



183

제2장 시･도 평생교육정보망

학습 동영상을 제공하며, 대구시민사이버교육센터, 한국직업방송, K-MOOC, KOCW, 국가평생학

습포털과 연계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천 평생교육정보망 또한 

인문학아카데미 31건, 창조아카데미 51건, 총 82건의 동영상 강좌를 탑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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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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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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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2017년 ‘경기도 지식캠퍼스 G-SEEK’을 개통하였는데, 학습과 트렌드 & 토픽, 마이플랫

폼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외국어, 자격증, 취업, 창업, 은퇴설계, 생활정보 등 14개 분야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특히 ‘마이플랫폼’이라는 지식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주민 누구나 자신의 지식과 재능에 맞는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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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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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탑재된 정보를 확인하여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시･도 정보망 구축을 통해 

교육기관과 강좌 정보의 표준화된 수합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평생교육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성과라 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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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시･군･구와 지역 교육기관이 직접 입력하는 방식 또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콘텐츠가 유통되

는 상황에서 학습설계, 상담과 컨설팅, 지식의 공유, 학습자의 역량 진단 없이 교육 정보만 제공하

는 데 대한 한계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마다 입력한 교육기관과 강좌정보는 지역 평생

교육의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분석 자료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도 정보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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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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국민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은 학습자가 개인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온라인 학습계좌에 종합적으로 

누적･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평생학습계좌

제」사업 추진을 위해 2010년 개통되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국민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학습계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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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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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 성과

2018년 2월 기준으로 신규 학습계좌 개설자 수는 1,254명이다. 국민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이 처음 

개통된 2010년 학습계좌 개설자 수는 977명이었으나, 누적 학습계좌 개설자 수는 6만 7,848명으로 

약 66배 증가하였다. 

신규 등록된 학습이력 건수는 8,658건이다. 학습이력 등록 건수는 학습계좌 개설자가 학력, 자격, 

경력, 평생학습이수, 기타활동(자원봉사활동, 수상, 논문 외국어, 독서 등)을 국민 학습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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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등록한 건수를 의미한다. 국민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개통 당시인 2010년 학습이력 등록 

건수는 3,615건이었으나, 2018년 2월 기준 누적 학습이력 등록 건수는 22만 3,719건으로 약 62배 

증가하였다. 2014년부터 매년 약 4만여 건의 학습이력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5년부터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4. 향후 계획

국민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의 학습자 참여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부･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및 KQF(국가역량체계, 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에 따라 국민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개

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자 맞춤형 상담 및 

학습설계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이다. 학습자가 등록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개인별 학습

설계 상담을 지원하고, 추천 교육 프로그램 목록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자기개발 

및 학습 참여를 유도하는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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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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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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되었

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을 토대로 활용도와 범용성이 높고 수요가 많은 분야의 콘텐츠를 우선적으

로 제공하는 동시에 정부 지원을 통한 기반 조성 후 부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2018년에는 K-MOOC 선도대학 강좌, 묶음강좌 및 분야 지정 강좌, 타 대학재정지원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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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된 강좌, 공공기관 등 자율참여 강좌, 해외 연계 강좌 등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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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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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K-MOOC 

Insights’라는 강좌별 데이터분석 시스템을 통해 학습자들의 행태를 시각적으로 제공하여 통계 지

식이 부족한 교수자도 데이터에 기반을 둔 강좌 운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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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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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가. K-MOOC 강좌 선정 방식의 변화

2018년에는 무크선도대학 강좌, 묶음강좌 및 분야지정 강좌, 타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된 강

좌, 공공기관 등 자율참여 강좌, 해외 연계 강좌 등으로 89개 기관, 42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분야 11강좌, 전공기초‧한국학 분야 6강좌, 자율분야 6강좌 등 총 23개 강좌를 선정

하여 강좌 개발 및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묶음강좌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5묶음, 총 23개 강좌를 선정하여 로봇공학,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관련 분야 강좌를 개발 중이다. 

나. K-MOOC 학습자 이용 및 만족도 증가

K-MOOC는 2018년 8월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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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한편 2017년 K-MOOC 강좌 수강신청자를 대상으로 2018년 3월에 실시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84.5%는 강좌 수강이 당초 수강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년 84.4%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K-MOOC 강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

는 87.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전년 대비 긍정 응답률이 유사하였다. 특히 ‘매우 그렇다’라

는 응답은 2.9%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향후 과제

K-MOOC 운영 사업의 향후 과제로는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등 관련 산업 

현장의 직무역량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전문 분야에 대한 체계적 학습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묶음강좌 및 직업교육분야 강좌의 확대 개발해야 한다. 또한 K-MOOC 강좌 개발 및 운영 기관이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서비스 정착 및 단계적 자립화를 위한 수익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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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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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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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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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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주요 학부모 지원 정보서비스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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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예비 학부모(유치원∼고등학생), 부모 교육, 자기주도학습, 진

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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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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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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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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양질의 학부모 교육 콘텐츠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확인하기 위한 요구 수렴 통로를 공식적으로 마련하고, 전문

가 모니터링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학부모 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부모 교육 정책 추진 

활성화는 시･도 교육청 및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협력적 네트워크에서부터 출발한다. 향후 전국

학부모지원센터는 실무자 차원의 상호협력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관계 부처 및 지역학부

모지원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의 정례화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지원 정보 서비스 전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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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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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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3.6%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 다문화가정 자녀는 약 8배 증가한 21만 2,300여 명에 이른다. 나아가 

유엔 미래보고서에 의하면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유지할 시 2050년경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약 21%를 차지할 것이라 예측했다.

교육부는 다문화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모든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다문화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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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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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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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문화교육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운영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다문화교육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교육 디지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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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이브 이용자들의 활용 경향에 대한 통계 현황 및 메타분석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 많이 열람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8 다문화 유치원 사업설명회 자료집’ 

609건, ‘2017 다문화 중점학교 사업설명회 자료집’ 565건, ‘한국어교육과정(2017 개정)’ 534건 등

으로 나타났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향후 다문화교육 자료 개발에 필요한 요구 분석에 이러

한 기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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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는 검색기능 강화를 위하여 검색창에 자동 완성 기능과 태그(#)검색 기능을 구현 중이

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다문화 유치원, 예비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등)에서 개발한 다문화교육 자료도 수합하여 다문화교육 디지털 아카이브에 

탑재하고 있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 다문화교육 디지털 아카이브 누적 자료는 총 2,393건이며, 

2018년도 자료 페이지뷰는 139만 2,860건(누적수치, 11월 현재)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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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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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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에

게 제공하며 관련 자료 및 정보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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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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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직업 정보화(커리어넷)

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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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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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교육 관련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회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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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재개발

진로교육 관련 7종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폐합하여 3종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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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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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일반적인 웹페이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처리 부하가 발생하는 심리검사 서비스를 독립된 시스템에서 구동되도록 개편하였다. 

마. 최신 진로 정보 제공

4차 산업혁명 관련 진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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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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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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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으로 2014년 이후 대폭 감소하였으며 현재 159만 1,4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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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

어넷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2017년의 통폐합 작업으로 커리어넷, 커리어넷 

ebook, 맘에쏙 진로 등 3가지이며, 개발 이후 누적 다운로드 수는 7만 7,753건이다. 온라인 심리검

사, 사이버 진로상담, 직업 정보, 학과 정보 등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커리어넷 애플리케이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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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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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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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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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향후 계획

가. 국가진로교육 정보망으로서의 위상 확대

심리검사, 온라인 상담 등 커리어넷의 활동 이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이커리어는 커리어넷뿐만 

아니라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진로 체험망 꿈길,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 YEEP의 주요 활동 

이력도 함께 보여주는 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나. 커리어넷 데이터베이스의 클라우드 전환 작업 완료

현재 커리어넷은 IDC(Internet Data Center) 영역과 클라우드 영역을 연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

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3단계 전환 사업 가운데 2단계까지 완료되었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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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검사 도구에 대한 외부의 요구가 적지 않아 오픈 API 기능을 2018년 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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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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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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 개발 지원 정보화(NHRD.net)

1. 사업 개요

교육 훈련과 노동시장, 자격, 진로와 관련된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 의제를 발굴하

고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2001년부터 국가인적자원 종합

정보망인 ‘NHRD.Net(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Net)’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추진 현황

NHRD.net은 국가인적자원개발 관련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 지표’ 메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정보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인재개발 동향’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체 발간물인 The HRD Review, KRIVET Issue 

Brief 등을 탑재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인재개발과 관련된 동향 및 통계, 정책 등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인재정책사업’과 ‘글로벌인재사업’ 메뉴를 통해 현재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각종 사업 및 포럼들(Best HRD, 미래인재 포럼, HRD 

정책포럼, 사회정책연구포럼, 글로벌인재포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 및 홍보하고 있다. 

한편 타 정보 서비스와 차별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메일링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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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RD.net에서는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웹 접근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사이트 개편을 완료했다. 2012년 8월에 최초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하였고, 이후 강화되고 있는 웹 접근성 지침을 충실히 준수하여 갱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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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2017년 NHRD.net의 주요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NHRD.net은 2017년 한 해 동안 1,622건의 

자료를 업로드하였으며, 1,921명의 회원들에게 인적자원개발 관련 최신 동향에 대한 메일링 서비

스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매달 14만여 명의 방문자들이 NHRD.net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며, 70%가 

넘는 사용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4. 향후 방향

 NHRD.net은 향후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종합 정보인프라로써 정부 

각 부처의 인재 관련 정책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유관 사이트와의 차별화를 강화하는 

한편, NHRD.net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일자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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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또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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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정보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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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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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시스템 기능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별 자격의 직무 내용 및 등급 등의 기초정보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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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민간자격 관리자가 입력한 연도별 검정횟수, 접수자 수, 응시자 수, 취득자 수, 합격률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간 검정 일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나.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현황

2018년 3월 기준(2018.3.31) 기준 민간자격 정보서비스를 통해 등록된 민간자격은 총 2만 9,211

개 종목이다. 민간자격 등록제가 시행된 2008년에는 655개 종목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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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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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 정보, 자격 관련 

소식 및 공지사항, 관련법, 양식 및 서식, 자료 및 발간물, 금지 분야 및 등록폐지 공고 등이 있다. 

콘텐츠별로 보면 민간자격 정보 29,211건, 자격 관련 소식 및 공지사항 253건, 관련법 23건, 양식 

및 서식 38건, 자격 관련 자료 및 발간물 103건, 금지분야 공고 34건, 등록폐지 등에 따른 공고 

63건 등이 제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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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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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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민간자격 공

동발급을 신청 중인 공동발급 기관에서도 민간자격 등록 신청 진행 현황, 등록 후 공동발급 자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4. 향후 추진 계획

현재 약 2만 9,000개의 민간자격이 등록되어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분야로 민간

자격이 확대되고 있다. 매년 신규 등록 및 폐지되는 자격 수 변동 추이를 감안하면 등록 민간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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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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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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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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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CS 사이트 서비스 현황

‘NCS 맞춤서치’는 NCS사이트에 접속할 때 팝업으로 접하게 되는 화면이다. NCS 사용자의 활용 

패턴을 분석하여 사용자 특성에 맞는 추천 메뉴를 제공한다. NCS 맞춤서치는 NCS 홈페이지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자 그룹을 선택하면 자주 활용하는 서비스 그룹을 제공하고, 서비스 그룹을 

선택하면 기간별 활용 추이와 함께 바로가기 버튼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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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 성과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NCS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NCS사이트의 인지도는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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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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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유형별 서비스, 고객 접근성 향상 기능 개발,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객 특성을 반영한 최적화된 메뉴 제공 등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NCS사이트는 최근까지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한 성과관리 시스템, 내･외부 

NCS 관련 정보와의 연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지향 서비스 등을 모니터링하여 성능을 개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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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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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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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과 2006년은 특별교부금(특교:지방비＝3:7)으로 편성됐다. 2007년부터는 예산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어 특교 17억 원(2007년 지원 예산의 3.9%) 이외에는 전액 지방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했으

며,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전액 시･도교육청에서 지방비를 확보해 시･도교육청별로 예산편

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발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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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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비,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통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증빙서류가 

간소화되었고, 오프라인 신청 절차가 없어 학생 신분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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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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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명의 학생에게 PC를 

지원했다. 2007년도부터는 PC 지원 사업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어 현재까지 매년 많은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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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혜택을 받았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PC 지원에 투입된 예산은 총 2,490억 원으로 집계되

었으며,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연평균 185억 원, PC 지원 사업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 

2007년부터 2017년까지는 연평균 113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인터넷 통신비 지원 인원은 2000년도에 5만 명, 2016년도에 16만 5,000명을 지원하고, 지원 

예산은 2000년도 25억 원에서 2006년도까지 연평균 134억 원, 2007년도 282억 원에서 2016년도에 

391억 원으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85억 원을 지원하였다. 

[ 표 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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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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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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구성원들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관계

자 간의 긴 한 협조체제 유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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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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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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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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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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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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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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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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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 강화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학생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

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대회이다. 장애 및 일반학생, 교원, 학부모, 

특수교육 전문가와 관련 인사 등이 참석하며, 전국 특수학교(급) 학생 정보경진대회,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특수교육정보화 콘퍼런스, 문화행사 등이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2018년부터 국립특

수교육원에서는 시각장애학생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라.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사업은 미래교육 환경에 대비하고자 

하는 교육부 정책에 따라, 디지털학습 환경에서의 장애학생 교수･학습권 보장을 위한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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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4∼2016년까지 스마트러닝 저작도구 및 뷰어 그리고 2011 교육과정 기반의 콘텐츠로 구성된 

‘디지털북’을 개발･보급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2015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보편적 학습설계

(UDL,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의 적용을 통해 장애 특성에 따른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마. 그 밖의 사업 

장애학생 대체 자료 제작 및 보급 사업은 교과용 도서 및 참고서 등의 교육자료를 장애학생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변형하여 인쇄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보급하는 사업이며, 점자･음성･확

대 등으로 대체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원격연수시스템 운영을 통해 특수교사의 전문성 향상, 일반 교사의 통합교육 이해, 

특수교육 보조인력 및 학부모 등의 장애학생 지원 능력 함양을 위한 원격교육연수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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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 ]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이용자 접속 횟수(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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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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장애학생이 교육받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정보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화 인프라를 통해 정당한 교육 편의가 제공된다면 자연스럽게 일반

학생과 상호작용이 활발해질 것이고, 장애학생의 참여가 확대되어 성공적 사회통합의 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정보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었다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접근 방법으로 콘텐츠가 제시될 경우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장애학생을 위한 콘텐츠 개발은 일반학생의 콘텐츠 개발보다 심도 있게 연구되

어야 하며, 장애학생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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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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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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인터넷 

윤리 함양 및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 주요 현황

2017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현장의 요구와 수요에 맞는 유･초･중･고교생 

대상별 ‘맞춤형･체험형 인터넷윤리교육’을 운영하고 학부모 대상 ‘밥상머리 인터넷윤리교육’, 일반 

교원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 교장(감)과 장학관(사) 등 교육 리더 대상 ‘오프라인 교원연수’ 추진 

등 가정과 학교, 사회가 연계된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 수료 인원도 16만 6,600명(2016년 대비 

11% 증가)에 달하였다.

2017년 인터넷윤리교육을 받은 청소년 1,40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의식 개선도를 측정 

한 결과 교육 후 9.8점(약 12.5%p)이 상승하고 특히 인터넷이용에 대한 책임의식이 11.6점으로 

가장 높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7년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선포식 및 주간(9.4∼16, 2주간)을 운영하였으며, 기간 내 14만 7,688명(2016년 13만 4,2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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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약 10%증가)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별 인터넷윤리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국립부산과학관), 광주(국립광주과학관), 분당(잡월드)에 인터넷윤리체험관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44만 3,471명이 방문하였다.

그 외에도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민참여형 캠페인 ‘인터넷드림 창작동요제･음

악제’를 개최하여 음악을 통하여 친근하고 쉽게 인터넷윤리를 이해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인터넷윤리문화 창작 콘텐츠 공모전’, ‘교수－학습지도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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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초･중등학교 정보통신윤리교육

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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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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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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 ] 교육부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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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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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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보면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업자료 개발･보급,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 

및 사이버폭력 대응 거점 Wee센터 선정･운영, 정보통신윤리 교원연수 확대와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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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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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폭력 예방 웹툰･UCC 제작 등 체험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표 8-1-2 ] 2017년 정보통신윤리교육 주요 추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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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과제

사회 각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사이버윤리의식 결여 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은 유･소년기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하며,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학업 성취를 적극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정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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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을 통하여 다양한 체험과 성찰의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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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제1절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정책

1. 사업 개요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2011. 9. 30.)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식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이용 환경 조성’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

고 있다.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및 개인정보 업무처리 가이드 핸드북을 제

작･배포하는 등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권장 할 수 있도록 표준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17개 시･도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 대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관리하는 11만

여 개인정보 파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보호교육센터 및 전국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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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진행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진단을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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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기관평가와 대학 공시에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담당자, 신규 담당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기획･운영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개인정

보보호 선도요원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지원체계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각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 담당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한 업무담당자 소통창구 

및 업무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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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전문 강사 및 개인정보 선도요원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 개인정보 노출점검 시스템 운영

교육부는 교육(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인

정보 노출점검시스템(8식)을 구축하고 2017년 2만 1,000여 개 홈페이지에 대한 예방 점검을 실시

하였다. 또한 예방점검 결과 다량의 개인정보(1,000건 이상)가 노출된 기관의 경우 현장 컨설팅을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소에 대한 보안･시정 조치를 취하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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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L1) 

24,312개, API2) 22,467개를 보급하였다.

1) SSL: Secure Socket Layer.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안전한 통신을 위해 정보를 암호화하여 전달하는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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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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현장 컨설팅

교육부는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전문기관

으로 지정하고, 선도요원으로 양성된 각급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교육(행

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한 관리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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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

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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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규모가 큰 교육청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시스템을 보급하여 해당 

기관 소속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 중이다.

제2절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1. 사업 개요

교육부는 사이버공격(해킹, DDoS 공격 등)을 실시간 탐지･대응하여 공격 확산을 차단하고, 침해 

시 피해 및 2차사고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8년 2월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Ministry of 

Education, Cyber Security Center)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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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체계

교육부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교육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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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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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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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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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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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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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시스템관리 취약점, 프로그램보안 취약점, 사용자인증 취약점, 게시판 취약점)와 16개의 

세부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취약점이 발생할 시 점검 패턴을 개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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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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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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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클리핑’을 발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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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2018 교육정보화백서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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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 사업 개요

2007년 1월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행정전자문서 유통 시 GPKI 인증서 사용 의무화 및 사립학

교 교직원의 인증서 발급 근거가 마련되고, 2008년 5월 정보통신부의 NPKI 인증체계 재정비 계획

에 따른 한국전산원 공인전자서명인증센터 폐지로 교육부 자체 GPKI 인증체계 구축이 필요해졌다.

[ 그림 8-2-1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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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07년 5월 교육기관 GPKI 인증센터 구축모델 설정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2008년 4월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를 구축했다.

2. 세부 추진 과제

가.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운영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전자서명인증서 발급 및 검증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과 인증서 사용자정보 관리 및 국가행정정보시스템과 정보 연계를 위한 

‘통합인증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운영을 목표로 한다.

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KGS, CA, RA, DS, OCSP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메일링 서비스 도입, 보안서버 구축 진단도구 개발, 인증서처리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사용자 인증서에 대한 보다 강화된 검증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센터의 운영 현황 분석과 상황관제를 위한 자체 상황실을 구축하는 등 1만 2,000여 개 교육기

관의 인증서 발급 및 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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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 ] 교육부 RA/LRA 현황

구분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대학 공공기관

기관수 1 17 169 465 11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2

다.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백업센터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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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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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기존 재난복구센터 임대 서버실(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및 임대 공간 부족으로 

인해 물리적 환경 신규 구성을 목표로 재난복구센터를 이전하였다.

라. SSL 인증서 보급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8년부터 교육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안

전성 확보를 위해 SSL인증서를 무상 보급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 홈페이지의 

SSL인증서 구축 여부를 전자서명인증센터에서 진단해 보안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홈페이지의 정보서비스가 정보통신망에서 암호화 유통되어 정보유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신

뢰도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 표 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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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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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공을 위해 인증체계의 국제표준 준수 및 기능 고도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인증서 DN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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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및 인증서 등록･관리 기능 강화, 상담지원체계 강화 등을 통해 인증서비스의 정보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과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사. 조직 및 인력

교육부는 부내에 전자서명인증센터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단계별로 팀을 구성해 역할을 수행했

다. 전자서명인증센터의 조직 인력은 아래 표와 같으며, RA/LRA 업무는 시･도교육청, 대학, 공공기

관의 인력을 자체 확보하거나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 표 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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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는 국제표준을 준

수하는 인증서 DN체계 및 SSL 인증서 발급･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인증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국제인증 갱신을 통해 국제표준 기반의 전자서명인증 체계 운영･관리를 내실화하고 있다. 취득한 

국제인증을 기반으로 모바일 환경 및 다양한 웹브라우저 상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서의 웹 호환

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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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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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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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정보보호 수준진단 체계 마련을 위해 국내외 법규와 평가체계를 분석, 정보보호의 

관리적･제도적 특성을 고려한 수준진단 체계를 마련하였다. 

나. 수준진단 추진 경과

교육기관 정보보호 수준진단은 2009년 5개 항목, 14개 부문, 66개 점검지표를 시작으로 총 4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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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3년 수준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2015년과 2017년 시스템 개선

사업을 통해 정보보호 수준진단 관리체계 및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 세부 점검항목 및 지표 구성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균 점수 또한 매년 상승 추세이나 2016년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점검지표를 세분화하면서 일부 항목에서 평균점수가 소폭 감소하였다.

3. 주요 성과

가. 정보보호 수준진단 점검 추진

최근 3년간 정보보호 수준진단 참여기관은 2015년 386개 기관에서 2018년 439개 기관으로 증가 

하였으며 2017년 평가기준 평균 77.5점으로 전반적인 교육기관이 보통 수준의 보안 등급을 유지 

중이다.

나. 정보보안 수준진단 점검 추진

정보보안 수준진단 평균점수는 매년 상승 추세이며 특히, 지난 3년간 사이버위기 관리 분야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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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정보보호 수준진단 설명회 및 현장점검

매년 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 설명회를 통해 교육기관 실무자와 원활한 의견 교류와 교육기관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점검을 통해 교육기관 정보보호 수준향상과 애로사항 개선에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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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최근 2018년 교육기관 수준진단 지표개발 연구 사업을 통해 새롭게 변경된 법률과 지침을 반영

하고, 유형과 규모를 고려한 교육기관 맞춤형 수준진단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제5절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재해복구체계 구축 목표는 재난･재해에 대비한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를 선제 구

축하여 교육행정업무가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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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은 2017년부터 2018년 중반까지는 재해복구체계 

구축 기본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재해복구센터 건축 설계, 재해복구시스템 설계(ISP 현행화),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표준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는 재해복구센터 부지 조성 및 건축/전력･통신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물리적인 재해복구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사업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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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센터 건축 등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에 

국고로 192억 원, 1단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스토리지 및 백업네트워크 등)에는 지방비(특별교부

금)로 249억 원 등 총 441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2. 추진 현황

가. 재해복구센터 건축 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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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해복구센터 건축 설계

교육부(중앙총괄센터)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통합 구축, 운영하는 재해복구센터 특성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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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되는 건물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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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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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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스토리지 구성 부분에 있어, 데이터 복제는 향후 

이기종 스토리지 운영 환경을 고려한 기관별 스토리지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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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복구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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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복제 방식은 4세대 나이스 및 에듀파인 등 추후 시스템 변경에 대비하여 이기종 스토리지

를 지원하는 가상화 기반의 데이터 복제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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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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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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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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부문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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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재해복구체계를 통합 구축함으로서 시･도

교육청의 재해복구체계 운영 인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재해복구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 또한 민간 용지가 아닌 공공용지로 세종시가 조성하는 서북부개발지구 내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매입함으로써 토지 매입비를 크게 절감한 것으로 평가된다.

4. 향후 계획

재해복구센터 신축공사와 및 재해복구체계 구축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 

하반기에 조달청을 통해 건축/전기/통신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과 더불어, 건설사업 관리 용역 선정 

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공사/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건축/전기

/통신 공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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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8  교 육 정 보 화 백 서

W H I T E  P A P E R
O N  I C T   E D U C A T I O N
I N  K O R E A  2 0 1 8



제9부
국제교류 협력과 이러닝 산업 현황



244

제1장

국제교류 협력

1.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류협력국의 지속가능한 교육정보화를 지원하는 선도

교원 초청연수 사업을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8년 2월 말까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25개국 5,677명의 교원을 초청하여 교육정보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2005년부터 PC, 노트북, 빔 프로젝터 등 다양한 이러닝 기자

재를 교류협력국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2월까지 총 27개국에 총 29,683대의 기자재를 지원하

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추진해 온 이러닝 국제컨설팅 사업은 우리나라의 교육정보

화 정책성과를 교류협력국에 확산하는 교육정보화분야 국제협력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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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e-Learning Korea 2018) 행사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주최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에듀

테크산업협회 공동 주관으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COEX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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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제기구 공동 ICT 국제 심포지엄 개최

교육부는 글로벌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한국의 교육 분야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세계은행,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함께 ‘한－국제기구 공동 교육정보화 국제 심포지

엄(Global Symposium on ICT in Education, GSIE)’을 개최하고 있다. 2017 한－국제기구 공동 

교육정보화 국제 심포지엄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4차 산업혁명과 교육 : 디지털 시민

성’을 주제로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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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으로, APEC 역내 정보격차 해소와 이러닝 선도국으로

서의 우리나라 위상 제고를 목표로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본 연수는 APEC 회원국 중 교육 

분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회원국 교육부의 공식 추천을 받은 교육(이러닝) 정책가를 

국내에 초청하여 한국의 이러닝 우수 정책사례 전파는 물론, 각국의 교육정책 실무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연수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 그림 9-1-1 ] 국가별 APEC 이러닝 연수 참가자 현황(2006∼2017년) (단위: 명)

※ 출처: APEC국제교육협력원, ‘APEC 이러닝 연수 2017년도 결과보고서’,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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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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대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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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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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의 ICT 

정책 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을 통해 개도국에 전파하고, 이를 통해 수원국

의 지속가능한 교육 발전과 지식 정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7년까지 총 17개국

(2011년 :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브루나이, 2012년 : 몽골, 필리핀, 2013년 :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2014년 : 스리랑카, 파라과이, 2015년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2016년 : 페루, 라오스, 2017년 : 케

냐(예정), 네팔)에 첨단교실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4. 솔라스쿨 활용 교육지원 사업

교육부는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전력 인프라가 불안정한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ICT 기반 교수-학습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12년 부르키

나파소에서 열린 아프리카교육발전협의회(ADEA)에서 한－아프리카의 국제교육협력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논의된 것이며, 2013년부터 삼성전자와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사업은 2013년 가나, 케냐, 에티오피아 3개 국가를 중점으로 시작하였

으며, 2016년에는 우간다, 르완다, 모잠비크, 2017년에는 잠비아, 짐바브웨, 탄자니아까지 9개 국

가로 교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2018년에는 신규협력국인 나미비아, 말라위, 보츠와나를 포함하여 

총 12개 국가와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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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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체 사업자 수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이러닝 사업자의 총매출 규모는 

1조 5,582억 원으로 42.1%를 차지해 상위 업체의 매출 편중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체 

사업자 수의 51.3%를 차지하고 있는 1억 원 미만 영세사업자 매출 총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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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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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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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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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 이러닝 인력 현황

2017년 현재 이러닝 사업체에 종사하는 인력은 총 2만 7,250명이며, 이는 2016년 2만 6,297명에

서 953명 증가한 것이다. 직무별 인력 구성비를 살펴보면 과정 운영자가 이러닝 인력의 2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스템 개발자 18.7%, 콘텐츠 개발자 15.0%, 컨설턴트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9-2-1 ] 이러닝 산업 종사자 수 추이 (단위: 명)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2017

3. 국내 이러닝 수요 시장

2017년 국내 이러닝 수요층의 지출비용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정된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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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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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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별

로는 정규교육기관의 지출이 지난해 대비 16.1%p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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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이러닝 이용자 중 비용 지출자는 60.4%이며, 연평균 1인당 지출액은 28만 7,000원이며, 연령별로

는 10대에서 1인당 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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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기술’ 9.8% 등으로 이러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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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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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2-2 ] 교육기관의 이러닝 도입 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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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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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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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제2장 국내 이러닝 산업 현황

현재 이러닝을 도입하고 있는 분야로는 ‘직무’ 분야가 56.9%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외국어’ 9.3%, ‘기본 소양’ 7.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닝 도입으로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문에 ‘교육 운영비 절감’이 31.2%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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