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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1년도 사업계획(안) 요약

1.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단위 : 천원)

번호 기본연구과제명 과제구분
(기초/정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합계 총 21건(수시포함) 기초 5/정책 16
'19 '20 '21(안)

2,011,218 1,932,858 1,788,247

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정책
(중점) - - 43,000 ’3.1.～12.31. 권순형

2 학교자치 관점에서 본 교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정책 - - 43,000 ’3.1.～12.31. 이동엽

3 뉴 노멀 시대의 민주시민교육 실행 
방안 연구 

정책
(중점) - - 47,000 ’3.1.～12.31. 김현진

4 뉴노멀 시대, 교육의 새로운 가치 
탐색 연구: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기초 - - 45,000 ’1.1.～12.31. 서재영

5
관계재(relational goods) 창출을 
위한 교육의 기능 개념 모형 탐색:
관계적 교사행위자성 개념모형 개발  

기초 - - 48,000 ’1.1.～12.31. 이성회

6 초·중등 교육투자 영향 분석: 경제·
사회분야를 중심으로 기초 - - 47,000 ’1.1.～12.31. 김용남

7 대학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방안

정책
(중점) - - 50,000 ’3.1.～12.31. 서영인

8 대학 간 공유·협력 체제 구축 방안 
연구 정책 - - 45,000 ’3.1.～12.31. 조옥경

9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형 교육
뉴딜 연구: 교육시설환경 의제 발
굴을 중심으로

정책
(중점) - - 45,000 ’3.1.～12.31. 조진일

10 학교공간 혁신의 교육효과 분석 정책 - - 47,000 ’3.1.～12.31. 이상민

1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의 교육
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 - - 45,000 ’3.1.～12.31. 김태준

1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리터
러시 함양 방안

정책
(중점) - - 53,000 ’3.1.～12.31. 정재원

13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유아 및 초등 저
학년을 중심으로

정책 - - 53,000 ’3.1.～12.31. 김혜자

14 교육 뉴노멀 시대의 학습복지 실현 
방안 정책 - - 40,000 ’3.1.～12.31. 이희현

15 인공지능 시대의 영재교육: 변화 
전략 탐색 정책 - - 38,000 ’3.1.～12.31. 최수진

16 학생의 생활과 문화 연구 기초 - - 54,000 ’3.1.～12.31. 권희경

17 2021 한국교육종단연구 정책
(계속) 705,000 720,000 695,000 ’3.1.～12.31. 박경호

18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
(TALIS): 초등학교 신규교사의 교
직적응을 중심으로

정책
(계속) 47,000 47,000 40,000 ’3.1.～12.31. 김혜진

19 OECD 교육 2030 연구: 역량교육을 
위한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기초
(계속) 47,000 47,000 35,000 ’1.1.～12.31. 허주

2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21)

정책
(계속) 58,000 58,000 58,000 ’3.1.～12.31. 임소현

21 수시연구사업 정책 250,218 197,000 217,247 ’1.1.～10.31. 손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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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지원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지원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합계 총 7건
'19 '20 '21(안)

1,194,670 1,433,696 1,433,593

1 교육정책포럼 및 연구 콜로키움 운영 52,585 44,980 25,000 ’1.1.～12.31.
(계속) 연구기획실장

2 국제협력사업 183,000 138,000 118,000 ’1.1.～12.31.
(계속) 국제협력실장

3 OECD 장기적 국제협력사업 58,000 58,000 58,000 ’1.1.～12.31.
(계속) 국제협력실장

4 교육연구지원
- 연구기획, 예산기획 173,085 182,816 178,693 ’1.1.～12.31.

(계속)
연구기획실장
예산기획실장

5
학술지 발간
- 영문저널, 국제학술지 게재 지원
- 한국교육, 교육개발, 국내학술지 게재 지원

180,000 180,000 230,000 ’1.1.～12.31.
(계속)

홍보실장
국제협력실장

6 대외지원·홍보 58,000 37,900 21,900 ’1.1.～12.31.
(계속) 홍보실장

7 정보자료·전산운영 490,000 792,000 802,000 ’1.1.～12.31.
(계속)

홍보실장
지식정보화실장

2. 일반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년차) 연구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10건
'19 '20 '21(안)

1,123,209 1,645,461 1,839,697

1
2021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
(세부연구:온라인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300,000 300,000 272,131 ’1.1.～12.31.
(14/지속)

이상민
(조진일)

2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VI)
: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146,000 120,000 105,817 ’1.1.～12.31.

(6/10) 임후남

3 2주기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ⅤI) 86,000 86,000 74,714 ’1.1.～12.31.
(6/6) 김지수 협동

4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협력개발 연구(V):
문해교육 실천 전략

137,000 137,000 120,677 ’1.1.～12.31.
(5/6) 안해정 협동

5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IX) 64,000 64,000 60,123 ’1.1.～12.31.

(9/10) 김은영

6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II) 76,000 76,000 62,235 ’1.1.～12.31.
(2/5) 남궁지영

7 [신규]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I) - - 200,000 ’1.1.～12.31.
(1/10) 최인희

8 [신규]학교 성장과 변화에 대한 10년 
연구(I) - - 115,000 ’1.1.～12.31.

(1/10) 정미경

9 [신규]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개발 기초 연구 - - 150,000 ’1.1.～12.31.

(1/1) 서예원

10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679,000 679,000 679,000 ’1.1.～12.31.
(계속)

지식정보
화실장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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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시설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비고

합계 총 1건
'19 '20 '21(안)

198,560 189,760 167,477

1 지방이전비 198,560 189,760 167,477 1.1~12.31 청사운영실장

4. 수탁용역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비고

합계 총 3건
'19 '20 '21(안)

60,133,254 50,961,654 42,525,500

1 2021년도 교육통계연구센터 사업 4,891,000 4,891,000 9,006,782 1.1~12.31 -

2 2021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사업 6,630,000 6,630,000 9,499,402 1.1~12.31 -

3 기타 수탁용역사업 48,612,254 39,440,654 24,019,316 1.1~12.31 -

5. 차입금 이자 상환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비고

합계 총 1건
'19 '20 '21(안)

2,093,472 2,102,000 2,167,000

1 차입금 이자 상환 2,093,472 2,102,000 2,167,000 1.1~12.31 청사운영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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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1년도 실행예산(안) 요약

1. 수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A]

‘21예산
변경(안) [B]

증△감

[B-A] %
합 계 83,563,531 70,651,000 73,922,668 3,271,668 4.6

Ⅰ. 정부출연금 19,390,000 19,585,000 19,585,000 - -

1. 정부출연금 편성 19,390,000 19,585,000 19,585,000 - -

ㅇ 인건비 14,515,000 14,724,000 14,724,000 - -

- 정규직 11,656,000 11,839,000 11,839,000 - -
- 무기계약직 2,859,000 2,885,000 2,885,000 - -
- 지방이전경비(이주수당) - - - - -

ㅇ 기관고유사업비 2,352,900 2,234,900 2,234,900 - -

ㅇ 경상운영비 944,100 920,100 920,100 - -

ㅇ 일반사업비 1,578,000 1,706,000 1,706,000 - -

ㅇ 시설비 - - - - -

2. 정부출연금 대체(△) - - - - -

ㅇ 정보화사업비 연구개발적립금 대체 - - - - -

ㅇ 인건비 연구개발적립금 대체 - - - - -

Ⅱ. 자체수입 57,127,030 48,899,000 49,026,918 127,918 0.3

1. 수탁사업수입(가+나) 56,786,169 48,717,000 48,717,000 - -

가. 직접비 50,961,654 42,525,500 42,525,500 - -
나. 간접비 5,824,515 6,191,500 6,191,500 - -
- 인건비 3,166,000 3,231,000 3,231,000 - -
- 경상비 1,972,515 2,214,500 2,214,500 - -
- 사업비 686,000 746,000 746,000 - -

2. 정부대행사업수입(가+나) - - - - -

가. 직접비 - - - - -
나. 간접비 - - - - -
- 인건비 - - - - -
- 경상비 - - - - -
- 사업비 - - - - -

3. 이자수입(가+나) 126,000 126,000 126,000 - -

가. 직접비 - - - - -
나. 간접비 126,000 126,000 126,000 - -
- 인건비 - - - - -
- 경상비 126,000 126,000 126,000 - -
- 사업비 - - - - -

4. 기타수입(가+나) 214,861 56,000 183,918 127,918 228.4

가. 직접비 158,861 - 127,918 127,918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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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예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283차 이사회(2020.3.26.) 승인 예산임.

** 2021년 예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293차 이사회(2020.12.28.) 승인 예산임.

2. 지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A]

‘21예산
변경(안) [B]

증△감

[B-A] %

합 계 83,563,531 70,651,000 73,922,668 3,271,668 4.6

1. 인  건  비 19,235,454 17,955,000 19,311,649 1,356,649 7.6

2. 연구사업비 56,163,023 47,248,400 47,723,376 474,976 1.0

3. 경상운영비 3,305,471 3,280,600 3,502,765 222,165 6.8

4. 시  설  비 189,759 - 167,477 167,477 순증

5. 기      타 2,102,000 2,167,000 2,167,000 - -

6. 연구개발적립금 2,567,824 - 1,050,401 1,050,401 순증

나. 간접비 56,000 56,000 56,000 - -
- 인건비 - - - - -

- 경상비 20,000 20,000 20,000 - -

- 사업비 36,000 36,000 36,000 - -

5. 청사 보증금 및 매각잔액 - - - - -

6. 인건비 출연금 대체 - - - - -

7. 연구개발적립금 출연금 대체 - - - - -

Ⅲ. 전기이월금 2,724,404 - 2,182,182 2,182,182 순증

1. 이월금 2,724,404 2,182,182 2,182,182 순증

2. 출연금 대체
Ⅳ. 융자금회수 - - - - -
Ⅴ. 차입금 2,102,000 2,167,000 2,167,000 - -
Ⅵ. 연구개발적립금 2,220,097 - 961,568 961,568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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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A]

‘21예산
변경(안) [B]

증△감
[B-A] 비   고

합 계 83,563,531 70,651,000 73,922,668 3,271,668

1. 인  건  비 19,235,454 17,955,000 19,311,649 1,356,649

ㅇ 정규직 16,376,016 15,070,000 16,426,649 1,356,649

- 기본연봉 8,769,596 8,100,540 8,585,859 485,319 - 이월금 반영

- 성과연봉 3,993,000 3,711,000 3,832,330 121,330 - 이월금 반영

- 기타수당 548,000 558,460 558,460 -

- 법정부담금 2,969,000 2,700,000 3,450,000 750,000 - 이월금 반영

- 이주지원비 96,420 - - -

ㅇ 무기계약직 2,859,438 2,885,000 2,885,000 -

- 기본연봉 1,372,000 1,405,740 1,405,740 -

- 성과연봉 702,000 716,100 716,100 -

- 기타수당 265,000 265,160 265,160 -

- 법정부담금 520,000 498,000 498,000 -

- 이주지원비 438 - - -

2. 연구사업비 56,163,023 47,248,400 47,723,376 474,976

ㅇ 기관고유사업 3,366,554 3,016,900 3,221,840 204,940 - 이월금 반영

- 기본연구사업 1,932,858 1,659,000 1,788,247 129,247 - 이월금 반영

․수시연구사업 242,358 174,000 217,247 43,247 - 기본연구 사업비의 12.15%

- 연구관련사업 240,980 - -

- 연구지원사업 1,192,716 1,357,900 1,433,593 75,693 - 이월금 반영

ㅇ 일반사업비 1,645,461 1,706,000 1,839,697 133,697 - 이월금 반영

- KEDI 학생역량조사연구 122,046 - - -

- 2021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
307,706 219,000 272,131 53,131 - 이월금 반영

-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협력사업(Ⅵ)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130,604 84,000 105,817 21,817 - 이월금 반영

- 2주기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ⅤI)
99,390 62,000 74,714 12,714 - 이월금 반영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협력개
발 연구(V): 문해교육 실
천 전략

158,462 96,000 120,677 24,677 - 이월금 반영

-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

고 전략 탐색 연구(IX)
72,253 46,000 60,123 14,123 - 이월금 반영

-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II)
76,000 55,000 62,235 7,235 - 이월금 반영

-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 - 200,000 200,000 -

- 학교 성장과 변화에 대

한 10년 연구(I)
- 115,000 1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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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개발 기초 연구
- 150,000 150,000 -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679,000 679,000 679,000 -

ㅇ 수탁용역사업비 50,961,654 42,525,500 42,525,500 -

ㅇ 정부대행사업비 - - - -

ㅇ 청년인턴십운영 189,354 - 136,339
- 이월금 반영: 8,421,150원
- 2021년 배정액: 127,918,000원

3. 경상운영비 3,305,471 3,280,600 3,502,765 222,165

ㅇ 기본공과금 1,306,427 1,489,534 1,489,534 -

ㅇ 자산관리유지비 931,702 903,569 1,109,333 205,764 - 이월금 반영

ㅇ 인력관련경비 138,437 148,662 162,662 14,000 - 이월금 반영

ㅇ 기타운영비 928,905 738,835 741,236 2,401 - 이월금 반영

4. 시  설  비 189,759 - 167,477 167,477

ㅇ 지방이전비 189,759 - 167,477 167,477 - 이월금 반영

5. 기      타 2,102,000 2,167,000 2,167,000 2,167,000

ㅇ 차입금 이자 상환 2,102,000 2,167,000 2,167,000 -

6. 연구개발적립금 2,567,824 - 1,050,401 1,050,401



2021년도 사업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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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관운영

1. 기관의 목적 및 사업

양식 EP01

○ 기관의 목적 가. (정관 제2조)

한국의 전통과 현실에 알맞은 새로운 한국적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 교육이 

당면한 제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인 교육체제를 개발함으로써 교육의 

발전에 기여함.

○ 기관의 사업(주요 기능) (정관 제5조)

- 국가의 교육발전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의 연구·개발

- 학교교육 현장 혁신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지원

- 고등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고등교육기관 평가 지원

- 교육조사․통계·교육정보공시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개발 및 보급

- 평생교육 및 원격교육 등의 연구개발 및 운영 지원

-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 교육에 관한 국제 연구·협력 및 정보자료 수집·분석

- 연구·사업의 출판·발표·보급 및 이에 따른 수익사업

- 기타 법령 및 정부위탁에 의한 사업과 개발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상기의 연구‧사업과 관련된 교육 연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상기의 연구‧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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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환경 분석 및 연간 기관운영 목표

1) 내·외부 환경 분석

□ 내부역량, 외부 환경 등을 고려한 SWOT 분석

                  대내적 측면

대외적 측면

강점(S) 약점(W)

1. 교육정책 연구 분야의 

49년간 축적된 역량과 

높은 인지도 

2. 글로벌 교육연구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교육부, 시·도 교육청, 

교육연구기관 간 허브 역할 

수행

1. 정책지원 사업 비중 과다 

및 높은 비정규직 비율

2. 사업중심 조직체계와 

실·센터 간 협력 미비

3. 기관 이전 후 구성원의 

근무여건 악화와 사기 저하 

기

회

(O)

1.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 변화로 인한 

국가의 교육책임 및 

지원 강화

2. 교육자치 확대로 

인한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파트너십 요청

3. 인구절벽,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재설계 필요 

[SO전략] 

강점기반 기회활용

[WO전략] 

약점보완 기회활용

(S1+O1) 국정과제, 교육부 

정책 지원 연구 

확대

(W1+O3) 시대격변기 대응 

         미래교육 확대

(S1+S2+O3) 글로벌 공동 

          연구·개발 활성화 

(W2+O1) 글로컬(Glocal) 연구

         협력 확대

(S3+O2) 교육부, 교육청, 연구기관 간  

교육연구 공유체제 구축

(W3+O2) 지역과 상생하는 학습

         생태계 교육 모델 구현

위

협

(T)

1. 계층 및 지역 간 

양극화로 인한 

교육정책 불신 심화 

2. 교육개혁 정책과 

학교현장 혁신 간의 

괴리

3. 교육 연구기관 

분화로 인한 KEDI의 

차별적 역할 요구  

[ST전략] 

강점기반 위협대처

[WT전략] 

약점보완 위협회피

(S1+S3+T1+T2) 교육 현안 대응 및 

           연구과제의 현장성 강화 

(W1+W2+T3) 협력·연계 기반 

             연구생태계 구축

(S1+T1+T3) 대학학벌체제 해소 위한

         고등교육 연구 확대

(W2+T1+T2) 차별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운영  

(S1+S2+T3) 글로벌 교육개발 

             협력 강화

(W3+T3) 전문성을 존중하는 

         조직 건강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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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OT 분석에 따른 경영목표 도출

2) 연구 환경 분석

□ 시대격변기에 융합사고를 갖춘 협업형 인재 지향

○ 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사회의 도래는 인간과 기술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인간과 기술 간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인간은 보다 

창의적이고 협업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임.

○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가올 사회는 지속가능한 포용적 혁신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창조적 융합사고를 갖춘 협업형 인재, 네트워크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음.

□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및 다문화 사회의 진전

○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저성장의 악순환 

구조로 진입할 위기적 상황임.

WT
전략

ST
전략

WO
전략

SWOT 분석에따른경영전략

교육개혁 정책과 교육
현장 혁신의 플랫폼 역할

2-1 시대격변기 대응 미래교육 연구 확대

3-2 다문화·동북아 평화 시대 대비
연구협력 확대

1-4 지역과 상생하는 학습생태계
교육 모델 구현

1-3 교육 현안 대응 및 연구과제의
현장성 강화

2-2
대학학벌체제 완화 위한 고등교육
연구 확대

3-3 글로벌 교육개발 협력 강화

2-3 협력·연계 기반 연구생태계 구축

4-1
차별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운영

4-2 전문성을 존중하는
조직 건강 문화 조성

SO
전략

1-1 국정과제, 교육부 정책 선도 연구 확대

1-2 교육부, 교육청, 연구기관 간 협력적
교육연구 체제 구축

3-1 글로벌 공동 연구·개발 활성화

미래교육가치 확산 및
교육혁신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글로벌 교육협력 연구·개발
강화로 국제적 위상 제고

기관 혁신 역량 강화

4대경영목표

Ⅳ

Ⅰ

Ⅲ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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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생산력 증대를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향후 개인소득 3만불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투자 확대 및 새로운 교육생태계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임.

○ 국제적 교류·협력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시장의 확대, 글로벌 문화 교류의 확산 등으로 한국

사회는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 교육현장에서도 다문화교실이 보편화되었으며,

아이들이 상호존중의 공동체 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시대 대비 요구 증대

○ 한반도 평화와 소통의 기류와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있음. 교육 

분야에서도 탈북청소년의 한국 학교 적응 지원을 넘어서 통일이후 교육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스마트교육 플랫폼의 확대 등 미래 학습생태계 환경의 변화

○ 스마트기기의 발달, 클라우딩 기술의 발달,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달 등 IT 분야의 기술

발전은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등과 같은 시·공간을 띄어 넘는 스마트교육 

플랫폼 구축을 촉진하고 있음.

○ 기술변화를 기반으로‘디지털 네이티브’세대의 교육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 및 교육

체제의 재구조화가 요구됨.

□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교육정책 개혁 요구 증대

○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경쟁

중심의 근대 산업사회 교육의 폐해로 지적되어 온 대학학벌체제와 노동시장의 학벌지향 

고용구조에 대한 개혁 요구가 집중됨.

○ 교육개혁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

정책의 혁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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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운영 목표

□ 기관장 경영목표 및 세부 실천과제

Ⅰ 교육개혁 정책과 교육현장
혁신의 플랫폼 역할

1 Ⅰ-1. 국정과제, 교육부 정책 지원 연구 확대

2 Ⅰ-2. 교육부, 교육청, 연구기관간집단지성교육연구체제구축

3 Ⅰ-3. 교육 현안대응및연구과제의현장성강화

4 Ⅰ-4. 지역과상생하는학습생태계교육모델구현

Ⅱ 미래교육가치 창출 및 교육
혁신 연구·개발 역량 강화

5 Ⅱ-1. 시대격변기 대응 미래교육 연구 확대

6 Ⅱ-2. 대학학벌체제 해소 위한 고등교육 연구 확대

7 Ⅱ-3. 협력·연계기반연구생태계구축

Ⅲ 글로벌 교육협력 연구·개발
강화로 국제적 위상 제고

8 Ⅲ-1. 글로벌 공동 연구·개발 활성화

9 Ⅲ-2. 글로컬(Glocal) 연구협력 확대

10 Ⅲ-3. 글로벌교육개발협력강화

Ⅳ 기관 혁신 역량 강화
11 Ⅳ-1. 차별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운영

12 Ⅳ-2. 전문성을 존중하는 조직 건강 문화 조성

3. 연구기관 관련 국가적 정책과제

□ 요구되는 교육정책 과제

○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과제

○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중․중장기적 관점의 협동․융복합 연구과제

- 미래사회 변화(제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공학의 발달 및 융복합/ 직업구조의 변화/

사회 계층간 격차 심화/ 가족의 형태와 기능 변화 등)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과제

○ 지방분권 시대의 중앙-지방-학교현장이 연계될 수 있는 교육개혁 정책 과제

○ 교육정의 실현과 관련된 현안 과제

○ 기존의 학교 제도에 대한 다양한 도전과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

○ KEDI의 차별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제

○ 국내 경제, 사회, 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서 KEDI에 요구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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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영역 및 주제

○ (초·중등교육) 학교교육 체제 개편, 학교교육 혁신, 거버넌스, 교육재정, 교원․학생․학

부모 정책, 교육정책 실현 지원, 미래 학교 모델, 교육양극화 극복 등

○ (고등교육) 대학체제 개편, 교육역량(질) 강화, 글로벌화, 투자효율화 등

○ (평생교육) 고등교육과 연계, 직업교육 및 훈련과의 순환 체제, 교육생태계, 지역과의

협력 등

○ (글로벌 교류 협력) 선진국 및 선진기관과의 교류 협력, ODA 등

○ (교육조사․통계) 종단연구, 조사연구, 지표 개발 등

○ (미래․융합·통일) 통일교육 및 평화교육, 각 영역간 융․복합 연구 등

○ (학교현장 혁신) 영재교육, 학교폭력, 교육시설․학습공간 재구조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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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추진 방향

Ⅱ. 사업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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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추진 방향

1. 2021년도 사업목표

○ 미래 지향적 교육정책 연구: 사회의 변화 전망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 제시

○ 현장 중심의 공교육 혁신 연구: ‘경쟁하고 견제하는 교육’에서 ‘협력하고 함께 성

장하는 교육’으로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를 위한 실천 지원

○ 한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연구: 글로벌 수준의 고등교육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학 체제 개편 및 고등교육 질 제고 방안 모색

○ 교육 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소외계층의 교육실태 파악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적 해결 방안 모색

○ 글로벌 공동·협동 연구: 기관의 글로벌 교육협력 리더십 강화 및 한국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

○ 데이터 기반 과학적 교육정책 연구: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정책 연구 강화

○ 국정과제 및 현장 정책 지원 연구의 확대

2. 연구사업 운영방향

□ 기관의 설립목적인 ‘교육에 관한 종합적, 과학적 연구’ 및 ‘한국교육의 당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교육체제 개발’ 실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 정부 국정과제 지원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해 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 교육개혁 정책과 교육현장의 객관적 진단을 통한 교육현장 혁신 연구 강화

○ 미래교육가치 창출과 교육 혁신 연구·개발 강화

○ 글로벌 교육협력 연구·개발 강화

□ 기관 연구역량의 결집 효과 극대화 및 국가 교육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사업 추진

□ 현장 활용성 높은 다양한 연구자료의 생산 및 필요한 수요자에게 맞춤형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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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가. 선정기준

□ 기관 설립 목적․기능 부합성 및 기관장 경영목표․실천과제 연관성

□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자의 의견 반영 정도

□ 국민 삶의 질 개선과 미래 사회 변화 선도 정도

□ 국가․사회적 발전 및 현안 이슈 반영 정도

나. 선정절차

정책 환경
분석 및 연구
방향․주제
설정

➩
정책수요자
대상 수요
조사

➩
정책수요에
기초한 원내
연구 과제
발굴․제안

➩
원내외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한 연구
과제 선정

➩
선정 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1) 정책 환경 분석 및 연구 방향․주제 설정

  □ 기관장 경영목표 및 추진 전략에 따른 연구 추진 방향 설정

  □ 대내외 정책 환경 분석에 따른 영역별* 연구 주제 도출

    * 실·센터 운영 방향 수립을 통해 대내외 정책 환경 분석에 기초한 영역별 연구 

목표, 추진 전략 및 과제 등 설정

  □ 연구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한 연구 추진 방향 및 계획 정교화

2) 정책수요자 대상 수요 조사

  □ BH, 국가교육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과의 연구 과제 발굴을 위한 협의회

  □ 정부부처,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모니터단(교사), 한

국교육학회 및 25개 분과학회 대상 수요 조사(제안서 접수)

  □ 대국민 대상 정책제언방을 통한 상시 수요 조사(제안서 접수)

3) 정책수요에 기초한 원내 연구 과제 발굴·제안

  □ 정책 환경 분석 및 정책수요자 수요 조사 결과 공유*를 통한 원내 연구 과제 발굴

    * 정책수요자 대상 수요 조사 결과를 영역·주제별로 범주화하여 제공하고, 이를 

적극 고려한 연구 과제 제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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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내 TF*를 통한 융복합 연구 과제 발굴

* 2020.04.20. 기준: 포용국가 사회정책 TF, 교육현안대응 TF, 서전고 TF

4) 다양한 원내외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한 연구 과제 선정

  □ (제안서 설명회) 연구사업심의위원회(필참), 선임연구위원(초청), 희망 직원 대상

으로 연구 제안자 발표 및 질의응답

  □ (연구기획자문위원회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의견 수렴) 제안된 모든 과제의 중

요도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한 자문 및 검토*

 * 각 제안 과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대한 자문 및 검토 의견을 중점과제 선정 시 반영

  □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제안서 설명회, 연구기획자문위원회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사업심의위원회(전체 또는 소위원회)를 통해 연구 

과제(중점연구 포함) 선정* 및 원장 보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과제

5) 선정 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설명회, 연구기획자문위원회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 의견 수렴 결과를 

참고·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연구사업심의위원회(소위원회) 최종 검토(심의) 및 원장 보고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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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요조사 반영결과

수요조사
방법

조사 
대상

제안기관 및 내용 발굴 과제명
최종 
선정 
여부

예산
(천원)

(’20.3.13.∼ 

3.30.)

원외 수요조사

교육부 등 

정부부처 곳,

시도교육감협의회 1곳, 

시도교육청 17곳,

유관기관 곳

교육학회 1곳

(제안처)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제안내용)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추진 

‘학교공간혁신사업’의 교육적 효과 분

석

* 연구 성과의 정책적 활용 가치 제고

를 위한 사전 협의 실시

(기본연구) 학교공간혁신

의 교육효과 분석
◯ 47,000

(제안처) 서울시교육청

(제안내용) 교육자치 시대의 유초중고 

행정권한 이양에 따른 교육자치 시범

교육청 운영 방안, 인구절벽 시대의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

(기본연구) 학령인구 감소

에 따른 소규모 학교지원 

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 43,000

(’20.01.01.∼ 

5.13.)

교육분야 국민 

청원 조사

(청와대, 

국가교육회의, 

KEDI 홈페이지)

대국민

(제안처) 대국민 청원

(제안내용) 코로나19로 인한 보육·돌

봄 제도 개선, 긴급돌봄 관련 갈등해

결 및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여건 개

선

(기본연구) 지역사회와 연

계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 53,000

(’20.4∼5)

COVID-19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유관 

기관 회의

BH(교육비서관), 

교육부(차관/기

획조정실장), 

KEDI, KICE, 

KERIS, 

KRIVET(각 

기관장)

(제안처) 교육부

(제안내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사 

역할 재정립, 소외계층 안전망 구축, 

교육공간 구성 방안

(기본연구) 학교자치 관점에서 

본 교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 43,000

(기본연구) 교육 뉴노멀 시

대의 학습복지 실현 방안
◯ 40,000

(’20.6.8.)

경제·인문사회연

구회 ‘한국판 

뉴딜 

정책기획단’ 

기획 회의

연구회(이사장) 

및 산하 

연구기관(기관장)

(제안처) 한국판 뉴딜 정책기획단

(제안내용) 디지털·그린·휴먼뉴딜을 통

한 새로운 질서 및 패러다임 형성 기여

(기본연구)뉴노멀 시대, 교

육의 새로운 가치 탐색 연

구: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 40,000

(기본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형 교육뉴딜 

연구: 교육시설환경 의제 

발굴을 중심으로

◯ 45,000

(‘20.3.∼4.)

교육정책 네트워크 

교육현장모니터링단 

의견 수렴

교장·교감 포함 

교사 165명, 

전문직(시도교육청

) 13명

(제안처)교육현장모니터링단
(제안내용) 미래 학습생태계 환경 변화에 
따른 온라인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방안, 학생 에듀테크 역량 탐구
* 교육부(2020.4.23.): Post-코로나10 교육 
분야 주요 정책 과제 방향 ‘2. 미디어 리
터러시 교육 강화’ 반영

(기본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방안

◯ 53,000

(제안처)교육현장모니터링단

(제안내용) 영재학급 운영의 효과성 연구, 

사회의 변화에 따른 유연성있는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방안 마련, 학생들의 영

재성 변화 상관관계 종단 연구

(기본연구) 인공지능 시대의 

영재교육: 변화 전략 탐색
◯ 38,000

(제안처)교육현장모니터링단

(제안내용) 알파세대의 디지털리터러시 인

성교육 방안, 한국식 시민교육 창안, 민주

시민 육성을 위한 미디어교육

(기본연구) 뉴노멀 시대의 

민주시민교육 실행 방안 

연구

◯ 47,000

(제안처) 교육현장모니터링단

(제안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 세계 

(기본연구)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의 교육생태계 
◯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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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방법

조사 
대상

제안기관 및 내용 발굴 과제명
최종 
선정 
여부

예산
(천원)

변화에 따른 역량 중심 평생 교육 체제 강

화, 농·산촌 지역 초등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구감소에 적응하는 미래교

육환경에 대한 연구

활성화 방안 연구

(‘20.6.3.)

국가교육회의와의 

정책연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의장 및 실무진

(제안처) 국가교육회의

(제안내용) 학습자 중심 교육시스템 

전환, 학습자(세대) 이해를 위한 심층 

연구

(기본연구) 학생의 생활과 

문화 연구
◯ 54,000

국회 및

균형발전위원회 

와의 

정책연구협의회

국회 교육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제안처) 국회 교육위원회, 균형발전

위원회

(제안내용)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서 대학연합체제 

구축의 필요성 제안

- 대학 체질 변화와 새로운 대학 경

쟁력 패러다임 구축 및 대학 학벌

구조 혁파와 교육 양극화 해소 

(기본연구)대학 간 공유·협

력 체제 구축 방안 연구
◯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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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점연구사업

1) 선정기준

○ 정부의 교육정책 지원과 2021년도 사업목표 및 연구사업 운영방향에 대표적으로 

부합하고 있는 연구사업 선정

○ 미래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교육적 대처를 위한 중장기 연구사업 선정

○ 교육현안 문제 대응 및 교육현장의 객관적 진단을 통한 교육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사업 선정

○ 기관 연구역량의 결집효과 극대화 및 국가 교육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표 연구사업 선정

2) 중점연구사업 요약

양식 EP12

번호
중점연구사업명

중점연구사업 요약

1

사업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형 교육뉴딜 연구: 교육시설환경 의제 발굴을 중심으로

□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 환경에 대한 수요 급증, 미세먼지 저

감 및 안티 바이러스 환경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노후 학교시

설 인프라 개선에 대한 방향성 설정, 디지털 뉴딜 인프라 수용을 위한 

시설투자의 방향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 그린 뉴딜(제로에너지학교 및 Bio-Safety 학교 등)에서 교육시설이 갖추어

야 할 시스템과 시설계획 기준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제공을 

위한 재원조달 및 추진방식(재정사업 및 민자사업, 혼합형 등) 고도화

를 위한 방법론 제시 등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 교육뉴딜 핵심의제별 개념, 역할, 범위 분석

- 정책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한 의제별 개념, 범위, 지향점 분석 등

○ 교육뉴딜 정책방향별 중점의제 재구조화

- SMART, GREEN, BIO 중심의 중점의제 도출 및 세부의제 발굴

○ 교육뉴딜 실행 대안 수립을 위한 방법론 발굴

○ 교육뉴딜의 성공적 정착과 저변화를 위한 정책제안 

2

사업명: 뉴노멀 시대의 민주시민교육 실행 방안 연구 
□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의 생활공간인 학교에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민주시민교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등 새로운 시대

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운영 방안 모색의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 실행

을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형 교육 체제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

□ 온·오프라인 연계형 민주시민교육의 이론적 검토, 국내외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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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P12

번호
중점연구사업명

중점연구사업 요약
학생 맞춤형 온라인 시민교육 및 오프라인 학생 참여 프로젝트 연계형 

모델 구안 및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쟁점 도출, 법·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안함.

3

사업명: 대학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방안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대학의 붕괴가 전망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충

원으로 인한 폐교를 최소화하고 대학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효용성

을 극대화하는 정책방안 마련 필요

□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면에서 대학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및 지역경제 성장 관련 내용, 대학과 지역경제 성장(GRDP 지역 내 총

생산) 효과를 분석하고, 대학-지역 간 연계 강화 및 지방정부의 고등교

육 투자 근거 확보, 지역의 인재확보 전략 등 미래 사회에 대응해야 할 

고등교육의 정책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 문헌연구

- 대학구조개혁, 통폐합, 폐교 후속 관리 등 국내외 기초연구 및 보고서 분석

○ 통계자료 분석

- 대학재정알리미의 사업별/대학별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국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등 

○ 실태 조사

- 대학의 지역경제 기여도 진단을 위한 지출 효과 분석

- 5개 권역별 정부 투자 유치 상위 대학 2개, 하위 대학 2개 섭외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고등교육 투자 효과 사례 분석

○ 전문가협의회, 원고 용역 등을 통한 전문가 집단 의견 수렴 

4

사업명: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 학령연구 감소에 따라 도단위 지역의 소규모학교가 증가한다는 전제 아래, 

지역의 소규모 학교지원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방안 모색

□ 교원행정업무경감 추진 정책, 해외 사례 분석, 소규모학교 업무 이관 및

처리 등에 대한 설문조사, 학교규모별 학교수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등을 통해 국가수준의 소규모 학교 행정 지원 방향 정립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증가와 추이 분석

○ 학교규모와 학교행정업무의 구조적 특징 분석

○ 단위학교 교육행정 지원 현황, 구조 및 특징

○ 학령인구 감소 시대, 소규모학교 지원 방안 및 운영 방안

- 국가수준의 소규모학교 행정 지원 방향 정립

- 지역 단위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5

사업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방안

□ 코로나 19 상황에서 나타난 원격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

로나 시대의 원격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써 디지털 



- 32 -

양식 EP12

번호
중점연구사업명

중점연구사업 요약
리터러시 함양 방안을 탐색하고자 함.

□ 코로나19 이전의 디지털 리터러시 현황 분석, 코로나 19 위기에서 나타난 

원격교육 쟁점 및 이슈 분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교육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분석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재정립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수립 지원

○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및 이론적 탐색

○ 코로나19 이전의 디지털 리터러시 현황 분석

○ 코로나19 위기에서 나타난 원격교육 현황 분석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교육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분석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지원체계 구축 



Ⅲ. 2021년도 사업개요

Ⅲ. 2015년도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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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1년도 사업개요

1.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 학령연구 감소에 따라 도단위 지역의 소규모학교가 증가한다는 전제 아래, 

지역의 소규모 학교지원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방안 모색

○ 교원행정업무경감 추진 정책, 해외 사례 분석, 소규모학교 업무 이관 및 

처리 등에 대한 설문조사, 학교규모별 학교수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등을 통해 국가수준의 소규모 학교 행정 지원 방향 정립

2

학교자치 관점에서 본 교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 학교자치의 관점에서 교원정책을 재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

는 데 목적이 있음. 구체적으로 학교자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교

원의 임용, 승진, 전보 제도에 초점을 두고, 각 제도의 쟁점을 진단하고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개선 과제를 탐색함

○ 관련 이론 개념 탐색, 이해관계자 면접,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국정과제(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추진을 

위한 타당하고 실현가능한 정책 및 추진 전략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3

뉴노멀 시대의 민주시민교육 실행 방안 연구 
○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의 생활공간인 학교에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민주시민교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등 새로운 시대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운영 방안 모색의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 실행을 위

한 온·오프라인 연계형 교육 체제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

○ 온·오프라인 연계형 민주시민교육의 이론적 검토, 국내외 사례 조사, 학생 

맞춤형 온라인 시민교육 및 오프라인 학생 참여 프로젝트 연계형 모델 

구안 및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쟁점 도출, 법·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안함.

4

뉴노멀 시대, 교육의 새로운 가치 탐색 연구: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 “뉴노멀(New Normal)” 시대라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속에서 

그간 교육이 지향해 온 가치와 역할을 재검토하고,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교육(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변화

들이 추구해야할 가치 지향과 역할을 창출(모색)하고자 함.

○ ‘교육분야 뉴노멀’ 설정과 새로운 교육 가치 탐색을 위한 이론 분석, 국내

외 사례 분석, 초점집단토의, 전문가협의회,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

하여 새로운 교육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틀 마련 및 가치 구현을 위

한 정책 방향(로드맵)을 제시함.

5
관계재(relational goods) 창출을 위한 교육의 기능 개념 모형 탐색: 관계적 

교사행위자성 개념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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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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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 교육의 현실적인 목표는 독립적인 개인 중심의‘자아실현

(self-realisation)’에 머무르고 있어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관계적 차

원에서, 개인과 타인, 공동체를 위한‘자기 헌신(self-devotion)’에까지 

교육 목표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음(이성회, 2020).

○ 한국 교육과 한국 사회가 더 포용적이고 관계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관계재(relational good)’ 혹은 ‘관계

선’, ‘관계악(relational evil)’,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한 문헌 및 이론,연구

방법론적으로 심도 있게 종합 분석하여, 한국 교육 현장에 적합한 관계재

창출을 위한 교육의 기능 개념 모형을 도출, 미래 한국교육의 비전과 목표 

새로운 교육개혁 청사진 마련에 이론적, 학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함.

6

초·중등 교육투자 영향 분석: 경제·사회분야를 중심으로
○ 학령인구 감소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초중등 교육재정의 

규모 산정 방식 및 배분 방식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중앙 정부 및 경제계

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투자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모색 필요

○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투자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사회․경

제적 교육투자 효과 모델을 탐색하고자 함.

7

대학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방안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대학의 붕괴가 전망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충원

으로 인한 폐교를 최소화하고 대학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효용성을 극

대화하는 정책방안 마련 필요

○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면에서 대학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및

지역경제 성장 관련 내용, 대학과 지역경제 성장(GRDP 지역 내 총생산)

효과를 분석하고, 대학-지역 간 연계 강화 및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근거 확보, 지역의 인재확보 전략 등 미래 사회에 대응해야 할 고등교육의 

정책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8

대학 간 공유·협력 체제 구축 방안 연구
○ 인구절벽에 따른 대학입학자원의 급감 및 국경을 초월하는 다양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등장, 최근의 COVID-19로 인한 

대혼돈 상황 등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고등교육 체제 구축하는 방안 탐색 필요

○ 외부와의 단절 및 과도한 소모적 경쟁 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고등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방 및 협력을 통한 상생(相生) 및 공진화(共進化)로의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대학 간 공유 및 협력 정책 및 법제도 분석, 국

내외 사례 분석 및 현장 면담 조사를 통한 대학의 공유 협력 활성화를 

위한 체제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9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형 교육뉴딜 연구: 교육시설환경 의제 발굴을 중심으로

○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 환경에 대한 수요 급증, 미세먼지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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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안티 바이러스 환경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노후 학교시설 인

프라 개선에 대한 방향성 설정, 디지털 뉴딜 인프라 수용을 위한 시설투

자의 방향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 그린 뉴딜(제로에너지학교 및 Bio-Safety 학교 등)에서 교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스템과 시설계획 기준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제공을 위한 

재원조달 및 추진방식(재정사업 및 민자사업, 혼합형 등) 고도화를 위한 

방법론 제시 등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10

학교공간 혁신의 교육효과 분석
○ 사용자참여를 통해 학교공간혁신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향후 스마

트 그린스쿨 사업을 통해 더욱 확대될 예정이므로 교육적 효과에 대한 

사후 검증 관련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학교시설투자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가 학교 교육 및 학생에 미치는 영향 

또는 교육효과 등을 분석하고 학교공간혁신 등 시설계획 및 정책방향 결정

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 개발, 학교공간 및 교육적 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

해 학교공간혁신의 합리적인 계획 및 정책 수립 방향 지원

1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의 교육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 코로나19로 부터의 교훈과 미래를 위한 준비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

응하는 평생학습체제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

○ 포스트 코로나시대 국내외 환경 분석 및 평생교육과의 관계, 국내 평생학

습 실태 분석 등을 통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고 변

화하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life skills, 직업기술을 학습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육-고용-복지 연계 및 통합적인 정책 

방안을 구안함을 목적으로 함.

1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방안
○ 코로나 19 상황에서 나타난 원격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

로나 시대의 원격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써 디지털 리

터러시 함양 방안을 탐색하고자 함.

○ 코로나19 이전의 디지털 리터러시 현황 분석, 코로나 19 위기에서 나타난 

원격교육 쟁점 및 이슈 분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교육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분석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리

터러시 역량을 재정립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수립 지원

13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 지역사회와 연계한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중심의 보육․교육정책 운영 

실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기반 보육․
교육정책 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간극 및 지역 간 교육 

출발점의 격차를 줄여 보육․교육 공공성 강화의 기틀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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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공공성 개념 정립, 수요자 및 공급자 측면의 교육 공공성 논의, 

수요자(개인, 지역사회)와 공급자(학교, 지역사회, 정부) 간 상호작용 분석,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제 및 조정기제 구축 방안 제시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연계한 유아에서 초등 저학년까지의 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및 지역 간 교육 출발점의 격차 해소 방안 모색

14

교육 뉴노멀 시대의 학습복지 실현 방안
○ 뉴노멀 시대의 교육의 지향점 및 가치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주요 

아젠다로서 학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및 정책 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함.

○ 교육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학습복지의 방향 및 특징을 탐색하고 국내

외 학습복지 관련 제도 및 실천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학습

자 주체성을 강조한 학습복지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5

인공지능 시대의 영재교육: 변화 전략 탐색
○ 미래사회 변화의 핵심인 인공지능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인류의 공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창의성과 도덕적 리더십을 갖춘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한 영재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교육 설계 방안들을 구안해 

보고자 함.

16

학생의 생활과 문화 연구
○ 학생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분석은 교육정책의 핵심인 학생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바탕이 

된다는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세대 관점에서 Z세대의 특성을 파

악하고,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생의 생활과 문화를 파악하

고자 함.

○ 이론적 논의, Z세대 분석 프레임 개발, 학생 생활과 문화 실태 분석을 통

해 학생 교육 및 학생 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7

2021 한국교육종단연구
○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과 성취에 대한 종단 자료 구축

○ 학생 및 성인기의 교육경험, 인지적·정의적 성장, 노동시장 성과 등에 

대한 분석

○ 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18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TALIS): 초등학교 신규교사의 교직적응을 중심으로
○ TALIS 2018(3주기)의 주요 국제 비교 결과 자료 분석을 통해 교원 정책의 

세계적 동향 파악하고 한국 결과의 주요 쟁점 및 경향성을 파악하여, 향

후 우리나라 교원정책 개선 및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 제공

19

OECD 교육 2030 연구: 역량교육을 위한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OECD 교육 2030 2주기(2019-20)에 참여함으로써 미래지향적 교육개혁의 

새로운 비전으로서 역량 교육을 학교 수준에서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살

펴보고, 그것이 국내 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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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정책포럼 및 연구 콜로키움 운영
○ 한국 교육의 현실에 관한 주요 이슈를 추적·분석하여 문제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대안 제시

○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올바른 교육여론 형성과 한국 교육의 긍정적 미래

비전 제시

○ 연구사업의 효과분석 및 포지션페이퍼 작성 방향을 모색하여 교육정책 연구·

개발에 대한 연구직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정부 정책입안 시 활용도 높은

교육정책 대안 제시

2

국제협력사업
○ 국제기구 정기 총회 및 국제기구·협력기관 주최 세미나의 참석 및 지원

○ 해외 홍보 자료 제작 및 영문 홈페이지 운영

○ 국외 기관 관계자 및 외국인 방문단 접견

○ 원내 임직원 해외 학술활동 지원

○ 원내 구성원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한 직원 장기 해외 연수

○ KEDI-UNESCO Bangkok 아 태지역 교육전문가 세미나

○ 해외협력기구와의 연구 및 교류

3
OECD 장기적국제협력사업

○ OECD 교육관련 연구사업 과제발굴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 OECD 교육 2030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국제

적 동향을 파악하고 선진 국가 및 국내 역량교육 실행과정을 분석하여, 

미래지향적 역량 교육의 실행 방향 탐색

2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1)
○ 우리 국민들이 교육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교육의 질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이나 교육정책 결정자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의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 조사

○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및 개선, 교육정책 개발 우선순

위 설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1
수시연구과제
○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교육개혁 및 교육현안문제를 

탄력적으로 지원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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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 OECD교육연구사업 국가주관기관으로서 OECD 에 참여하고 있는 각 사  

업별 관련 의제 및 대응방안 분석

○ OECD 교육정책위원회 및 교육연구혁신센터 정례회의 참석을 통한 한국  

의견 개진, 국제사회 동향 파악

4

 교육연구지원
○ 연구·사업에 대한 전략적 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사회적 영향력 증대

○ 연구지원 활성화로 교육연구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 원외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연구서비스

제공 강화

○ 재정 확보·지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연구지원 강화

5

 학술지 발간 사업

○ 「교육개발」,「한국교육」,「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발간 및 배포

○ 연구직원의 연구 역량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지원 등

6

 대외지원·홍보사업

○ 연구성과 및 사업활동 결과를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와 형태의 홍보물,

보고서, 자료집, 간행물 등으로 제작하여 고객중심 맞춤정보서비스 실시

○ 연구성과 언론보도 모니터링 실시를 비롯하여 언론대응을 통한 이슈 및 

위기 관리

7

 정보자료·전산운영
○ 국내외 교육관련 정보자료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집·관리·제공으로 연구의

효율적 지원과 연구경쟁력 극대화 기반체제 구축  

○ 연구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및 정보수요예측을 통한 연구·사업정보서비스

최적화와 만족도 제고           

○ KEDI 발간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확산을 통한 연구결과와 대국민 정

보수요의 Bridge 역할 강화     

○ 본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행정의 지속적인 정보화를 통하여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관 경쟁력 강화

○ 전산 인프라 환경 개선 및 원내 전산시스템의 통합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극대화된 최적의 연구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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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사업 

가. 일반사업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1
2021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

○ 우리나라 교육시설의 정책 및 민간투자사업 등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와 
사업의 선순환적 운영체제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지원

2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Ⅵ):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표 개발·협력은 개도국의 교육발전 수준을 진
단하고 분석하는 지표를 개발

○ 지표의 산출 및 활용을 위하여 개도국의 통계 역량 향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육정책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함.

3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Ⅸ)

○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대학교육의 투입, 과정, 산출에 관한 조사 자료를 수집
하여 대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질 개선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교수·학습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광범위한 실증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국가 및 대학 차원에서 대학교육의 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Ⅱ)

○ 교육양극화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양극화
의 개념 정의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함.

○ 교육 분야 양극화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하여 
다양한 교육정책 수립에 기초자료 및 정책 방안을 제공

5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I)

○ 교원을 대상으로 종단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
석하여 교원의 성장·발달 추이, 교수 과정 및 성과, 교원 정책 효과 등을 
탐색

6

학교 성장과 변화에 대한 10년 연구(I)

○ 어떠한 요인들이 학교를 변화·발전시키며,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지, 반
대로 학교에 형성되어 있는 특색 교육과정과 활동, 풍토들을 사라지게 만
드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육 정책 추진 방향 설정과 학교를 변화시키
고자 하는 정책 집행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7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개발 기초 연구

○ 세계가 공동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는 글로벌 인문교유양교
육 모델 수립  

○ 수립된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을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체계적 전
략 마련

○ 복합적인 위기와 도전이 난무하는 현 사회 속에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동, 
서양 인문교양교육의 가치 및 보편성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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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협동연구사업   

 다. ODA사업

   

라. 정보화사업

   

 마. 시설사업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해당사항 없음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1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업체를 

통한 위탁 운영 방식으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생산성과 효율

성 제고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1

2주기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Ⅵ)

○ 북한배경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맞춤형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 생성 필요

○ 통일준비 활성화를 위한 현 정부 국정 과제 지원 필요 

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Ⅴ): 문해교육 실천 전략

○ 2015년 9월 UN에서 제의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교육 

분야 개발협력 과제를 포괄적 구상의 중장기 실천계획으로 추진 

○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교육개발협력의 목표와 전략을 구체
화하고,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및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1
지방이전비

○지방이전비



- 43 -

3. 수탁용역사업

4. 차입금 이자 상환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1
2021년도 교육통계 연구센터 운영 사업

○2021년도 교육통계 연구센터 운영 사업

2
2021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사업

○2021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사업

3
기타 수탁용역사업

○기타 수탁용역사업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1
차입금 이자 상환

○차입금 이자 상환





Ⅳ. 단위사업별 세부내역

Ⅴ. 단위사업계획서





1. 기관고유사업

1.





가. 기본연구사업

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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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명: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 연구제안자

   ○ 권순형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국정과제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의 정책 수단인 교원행

정업무경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및 운영 방

안을 모색하면서 정책적 ‘지원체제’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정책 현안)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인구이동에 따른 소규모학교 증가 예상

  ○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인구는 2031년부터 

감소하는 정체적인 감소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전망

  ○ 이와 같은 영향으로 말미암아 총인구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문제를 동반하

게 되며, 학령인구 감소는 취학연령대 아동수의 감소를 야기하는 바, 점차적으로 

단위학교의 학생 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총인구 감소와 함께 ‘인구정체-쇠퇴 ’국면에서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로 인해 인구감소의 충격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의 농·산·어촌은 물론이며 구도심 지역 학교의 학생수는 감소하며 소규모학교

는 증가될 것으로 예측

  ○ 이처럼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원행정업무경감 정책은 정부 및 시·도교

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정책

 □ (역대 정책) 학교규모 적정화 정책 및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 

  ○ 지난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되어 온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주로 학생

수, 학급 수 및 통학 거리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통폐합이 추진되어 왔으며, 2010

년 이후에는 ‘학교규모적정화 정책’으로 추진

  ○ 학교규모적정화 정책과 함께 주로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에 대한 교육프로그

램 지원 정책도 추진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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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 등에 대하

여 여러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으며,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및 교원

의 업무부담 등의 문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 왔음

  ○ 학교행정업무는 단위학교인 경우 그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업무총량을 지니고 

있으며, 소규모학교는 상대적으로 교직원 수도 적기 때문에 적은 수의 인원이 학

교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연구의 필요성)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방안 탐색 요청

  ○ 학생이 거주한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격차로 말미암아 학교규모에 있어 차이가 

발생되고,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난점 등의 문제가 발생

되어 소규모학교 학생의 학습격차가 발생된다면 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을 강구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1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헌법상 기본적 가치질서에 부합되는 조치로 이해될 수 있음

  ○ 소규모학교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교 간 통폐합’에 관한 연구, ‘농·산·어

촌 지역 학교교육정상화 및 지원’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

구하고 위와 같은 문제는 여전히 존재함

  ○ 비교적 최근 지난 2018년부터 강원, 경남, 서울, 부산, 충북, 제주, 인천, 충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 수준의‘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지원센터가 시설·회계·계약직원채용·학교폭력·상담 등의 업무를 이관하

여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 특히, 제주 및 강원 등 일부 학교지원센터는 소규모학교의 교원행정업무의 일부

를 담당해 오면서 소규모학교 교원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하지만, 현재 학교지원센터는 설립 초기로 조직구조, 학교와 연계 및 기능 등이 

시·도교육청마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소규모학교가 

증가하는 경우 적절한 지원체제인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다른 방안은 없는가 등

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검토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소규모학교는 기존의 농·산·어촌 지역을 포함하여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간 인구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지역적으로 격차를 보이며 증가한다는 전제 

아래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체제 및 운영 방안을 탐색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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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주요 연구내용

  □ 소규모학교의 개념 및 관련 정책의 특징

  ○ 소규모학교의 개념 및 특징

  ○ 소규모학교 관련 정책 및 특징

  ○ 종합시사점

 □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증가 추이 및 유형 탐색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오재길 외(2019). 교육지원청 혁
신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 2015-07
·연구 목적 : 교육지원청이 현재 
수행해 오고 있는 단순 집행 업
무 및 관행적 업무 등 형식적 관
리, 지도 감독 위주 업무에서 탈
피하여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핵심 연
결고리를 찾고 실행방안을 강구

·연구 내용 
- 교육지원청 관련 선행연구 탐색
- 현행 교육지원청 진단과 평가
-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한 현장 
요구 분석
- 타 기관 및 교육지원청 혁신 사
례 분석
- 학교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청 혁신방안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개별 면담 및 집단 면담
- 참여관찰
- 정책전문가 협의회 
- 기관탐방

2

·이준희 외(2019). 학교지원센터
와 학생지원센터 내실화 방안.
강원교육 정책연구 2019-46.

·연구 목적 : 학교지원센터와 학
생지원센터에 대한 정책을 평가
하고 타시도와 사례를 분석하여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

·연구 내용 
- 학교지원센터와 학생지원센터 방
향과 원칙 정립
- 학교지원센터와 학생지원센터 관
련 타시도 사례 분석
- 학교지원센터 및 학생지원센터 
정책평가 및 사례분석
- 학교지원센터 및 학생지원센터 
개선방안 도출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질적 분석
- CIPP 모형에 의한 정책평가

3

·이상철 외(2019). 교육지원청 학
교조직(센터)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연구 목적 : 학교지원조직의 목
적과 방향, 조직인력,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 대한 논의 목적

·연구 내용 
- 학교지원조직 운영 원칙 도출
- 학교지원조직 구축 및 운영 현황
- 학교지원조직 운영 성과 및 요구 
정도 분석
- 학교지원조직 발전 정책과제 제
시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질적 분석

본 연구

·연구 목적 : 학령인구 감소에 따
른 소규모 학교 증가 및 교원행
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학교조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탐
색

·연구 내용
- 소규모학교 개념 및 관련 정책 검
토

-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증가 추이 및 
유형 탐색

- 소규모학교 지원 요구도 분석
-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탐색

·연구 방법 
- 문헌고찰
-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정책협의체 운영
- 전문가협의회
-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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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증가추세 분석

  ○ 지역(또는 학교)의 소규모학교 생성지수 분석 및 산출

  ○ 지역소재지별 특성과 소규모학교 분포 및 유형 분석

 □ 소규모학교 지원 요구도 분석

  ○ 소규모학교 지원 요구도 분석 개관

  ○ 소규모학교 지원 요구도 분석 

  ○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성요소 분류 및 종합

  ○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체제 모형 구안

 □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 소규모학교 지원체제의 개념 및 특징

  ○ 지원체제의 운영 모형 

  ○ 지원체제의 운영 방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고찰

  ○ 소규모학교의 개념, 관련 정책(학교규모 적정화 정책 및 지원정책) 탐색

  ○ 소규모학교 관련 정책 해외 사례 검토

 □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탐색을 위한 정책협의체 운영

  ○ 정책방향 및 대안 도출 등 연구 전반에 대한 자문 협의체 운영

  ○ 해당 주제에 따라 1~2회 개최, 집중 워크샵 1회 개최

 □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소규모학교 증가추세, 지역 소규모학교 생성지수 산출 및 유형 분석

  ○ 소규모학교 분포 정도 예측

 □ 전문가 협의회

  ○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관련 현장 및 전문가 협의회 실시

□ 심층 면담

  ○ 소규모학교(도서지역 학교 및 분교 포함) 학교구성원 및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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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센터 관계자 심층면담

▣ 기대효과

  □ 국가 수준의 소규모 학교 정책지원 방향 정립

  ○ 기존의 소규모학교 정책은 ‘통폐합’정책이 주류를 이루어왔으나, 학교 간 통폐

합은 학생 및 학부모 등의 100%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 통폐합은 현실적으

로 어려우며, 앞으로도 소규모학교는 존치될 것으로 예측됨

  ○ 지역 농산어촌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로 소규

모학교 운영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높은 편임 

 □ 학령인구 감소 시대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도출

  ○ 소규모학교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소규모 학교교육의 질적 제고 

및 소규모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에 기여

  ○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을 통하여 소규모학교 현장 지원 기능 강

화 및 역할 재정립 기여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 수립 

◦ 선행연구 분석

◦ 소규모학교 증가 추세, 

  생성 지수 및 영향요인 분석
◦ 소규모학교 지원 요구도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IRB심의 

◦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탐색 

   정책협의체 운영
◦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모형 및

   운영 방안 탐색
◦ 지원체제 운영 모형 타당화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최종보고서 수정ㆍ보완

◦ 최종보고서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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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1.3.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행정

▣ 주제어

한글 학생수 감소 소규모학교 학교지원체제

(영문)
(shrinking student 

population)
(small school)

(school support 

system)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교원행정업무경감(특교) 사업 

¡ 교육부 학교정책과 – 학교체체 다양화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

농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 농어업인의 삶의질 개선(교육․문화 부문)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4 미래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

고르
게
발전
하는
지역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삶의 질-농산어촌 소규모학교 교육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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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 국외여비: 해당 없음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43,000   100.00%

1. 사업인건비  - -    -     -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발송 2,800원×20회 56,000 56 0.15%

3. 수용비
보고서인쇄비 50원×300매×200부 3,000,000

3,724 8.66%복사제본비 50원×250매×40부 500,000
소모품비 224,000원×1식 224,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협의회 장소(중소규모) 대관 500,000원×2회 1,000,000
2,000 4.65%

전산장비 임차 1,000,000원×1회 1,000,000
5-1.
국내여비

국내여비  130,000원 × 5인 × 6회 3,900,000 3,900 9.07%

6. 연구정보활동비
도서 및 문헌 구입비 
 - 국내지: 20,000원 × 40회 = 800,000원
 - 국외지: 40,000원 × 23회 = 920,000원

1,720,000 1,720 4.00%

7. 
전문가활용비

전문가 세미나 수당 200,000원×5명×4회 4,000,000

22,100 51.40%

연구자문료 100,000원×10명×8회 8,000,000
보고서 심의수당(중간보고서)200,000원×3명×1회 600,000
보고서 평가비 200,000원×7명×1회 1,400,000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명 500,000
원고수당 40,000원 × 60매(A4기준)×1명 2,400,000
전문가협의회 수당 200,000원 × 23회 × 1회 4,600,000
보고서 심의수당(최종보고서) 200,000원×3명 6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5명×10회 1,500,000

2,400 5.58%
연구진 간담회비 30,000원×5명×6회 900,000

9. 외부용역 및
  부담금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용역비 7,100,000원 × 1식 7,100,000 7,100 16.51%

위탁 유형 원고료/전문가 활용비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1. 원고의뢰 : 규슈여자단기대학교 조교수 정수연(일본), 한남대학교 조교수 이
상무(중국), 제주대학교 조교수 김대영(호주), 광주광역시교육청 박성일(영국),

2. 외부 공동연구진 : 청주교육대학교 조교수 이호준, 경북전문대학교 조교수 
안병훈

3. 외부 용역 :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용역

필요성

1. 원고의뢰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외 사례에 대하여 해외 출장이 불가
하므로 주요국의 소규모학교 지원정책에 대한 사례를 원고 의뢰하여 분석 
실시

2. 외부 공동연구진 :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의 세부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현장  
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로 위촉

3. 외부용역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학고 가공하여 분석이 진행되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의뢰

주요내용

1. 원고 의뢰 : 소규모학교 관련 정책 및 운영 사례 분석에 대한 내용
2. 외부 공동연구진 : 소규모학교 생성지수 산출 및 운영 방안 도출
3. 외부용역 :소규모학교 분포 및 증가 추세 예측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 웹크

롤링 및 분석 실시
예산(천원) 17,5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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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자치 관점에서 본 교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 연구제안자

   ○ 이동엽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정부는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와 단위학교 자치 강

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자치 강화에 따른 학교 운영

의 관점과 교원의 역할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 가능함

○ 이 연구는 학교자치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교원정

책의 영역인 임용, 승진, 평가, 전보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을 위

한 세부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

되어 왔던 교원정책의 영역들을 학교자치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정책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국정과제 76) 추진 및 학교자치 강화의 

관점에서 본 교원정책의 방향성 재정립 필요

  ○ 교육자치 및 학교자치의 강화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의 맥락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활동을 추진하며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사결

정이 이루어지는 등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변화가 전제되어야 함. 또한 정부부처,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학교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

확히 하는 등 학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

  ○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학교 운영의 권한과 책임의 주체가 되는 교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같은 위기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

고 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학교가 지역사회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

  ○ 따라서 학교자치 강화에 따라 새롭게 정립된 교원의 역할을 고려하여 교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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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기존 정책의 쟁점을 확인하여 미래지향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학교자치 관점에서 교원정책의 쟁점 진단

  ○ 교원정책은 교사의 양성, 임용, 연수, 승진, 평가, 전직, 전보 등 교원의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이 중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학교자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교원정책의 영역은 임용, 승

진, 평가, 전보라고 볼 수 있음. 이들 영역은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

고 유지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추진을 가능하도

록 함

  ○ 학교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유능한 교사가 한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자

신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한편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여건이 중요함. 또한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시되면서, 

이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원의 역량이 필요함. 반면 

현 교원정책은 교원의 전문성 개발이나 복지의 측면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관련

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도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자치의 관

점에서 임용, 승진, 평가, 전보 제도를 진단하고 쟁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

요한 시점임

 □ 교원의 임용, 승진, 평가, 전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조정 필요

  ○ 학교자치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교원의 임용, 승진, 평가 전보는 그동

안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과 대립으로 인해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임. 가령 승진의 경우, 교원들 간의 소모적인 승진 경쟁을 완화하고 단위학교 

중심의 능력 있는 인재가 임용될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수석교사제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 수석교사로서의 지위를 확보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장공모제는 기존의 교장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초빙형이 

대다수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각 정부마다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

나, 이해관계자(교원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되지 못한 경

우가 종종 발생함

  ○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주장과 논리적 근거를 종합하고 학교자치의 관점에

서 새롭게 진단함으로써,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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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학교자치의 관점에서 교원정책을 재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

하는 데 목적이 있음. 구체적으로 학교자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교원의 

임용, 승진, 평가, 전보 제도에 초점을 두고, 각 제도의 쟁점을 진단하고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연구명]
김갑성·정수현·박인심(2010). 교장
공모제 성과 분석 및 세부 시행 
모형 개선 연구

[연구목적]
∙교장공모제의 운영 성과를 분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
도 시행 모형 개선 방향 제공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 및 교육청 관계자 대상 심
층면담 실시
∙설문조사: 직무수행능력 조사, 구
성원 만족도 검증
∙전문가협의회

∙교장의 특성 파악: 교장직 수행의 
기본 인성,리더십 특성 파악
∙교육행정 전문가로서의 교장 직무 
수행 능력 분석
∙교장공모제도의 학교교육 발전 기
여 정도 검토: 만족도분석 등
∙교장공모제 시행 모형 개선 방향 
제공

2

[연구명]
김순남·박영숙·허주·손희권·이기용·
김규태(2016). 교원 순환전보제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연구목적]
∙교원 순환전보제에 관한 운영 규
정과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
고, 국내외 사례 및 요구 분석을 
토대로 개선 방안 제안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연구진협의회
∙설문지 사전 조사
∙우수사례 협의회
∙설문조사
∙국외사례 원고 집필

∙이론적 배경: 교원 순환전보제의 
개념과 유형,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논리와 원리,순기능과 역기
능, 선행연구에서의 성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분석

∙규정 및 운영 실태 분석
∙성과, 문제점 및 요구, 개선 방안

에 대한 요구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교원 순환전보제 개선 방안 제안

3

[연구명]
정제영·강태훈·김갑성·류성창·윤홍
주(2013).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시사점 탐색 
연구

[연구목적]
∙미래교육 전망을 바탕으로 교원
의 양성 임용, 인사, 전문성 계
발 등 교원정책에 주는 시사점 
탐색

∙선행연구 분석 및 문헌연구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
∙포커스그룹 인터뷰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협의회 실

시

∙미래 학교상과 교사상 정립
∙외국의 미래교육 대비 정책 사례 

분석
∙사회변화를 반영한 미래형 학교모

델 설정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직발전 

정책과 제도상 시사점 도출

4

[연구명]
박영숙·허주·이동엽·김혜진·이승호·
김갑성·김이경(2019).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
제(Ⅲ)-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연구-

[연구목적]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
사제도의 대응 요구를 중심으로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를 진단하
고 혁신 방안 탐색

∙문헌 연구
∙전문가 협의회
∙혁신 사례 집필
∙빅데이터 분석
∙정책 워크숍 및 정책포럼 실시
∙온라인 설문조사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
제도 대응 요구

∙역대 정부별 교원 인사정책의 지
향성 및 성과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 및 혁신 요구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사례 및 시사

점 도출
∙교원 인사제도 혁신 요구 조사 분석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방향과 방

안(직무 재설계, 수급, 정원 배정,
자격, 연수, 평가,승진, 전보, 전직,
인사 혁신)

5 [연구명] ∙문헌연구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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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학교자치의 관점과 교원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탐색

  ○ 학교자치의 개념 및 원리, 현황 분석

  ○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교원의 역할에 대한 분석

 □ 학교자치 국내·외 사례 분석

  ○ 학교자치가 실행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교원의 인사제도 중심으로 분석

 □ 학교자치의 관점에서 본 교원정책의 쟁점 분석

  ○ 학교자치의 관점에서 교원의 임용, 승진, 평가, 전보 제도 쟁점 분석

  ○ 다양한 이해관계자(교원단체 등)의 요구 분석

 □ 교원정책(임용, 승진, 전보)의 개선 과제 도출

  ○ 분석한 쟁점을 토대로 도출한 개선 과제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진단

  ○ 개선 과제 실천을 위한 세부 전략 도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학교자치의 관점 정립을 위한 이론적 개념 탐색

  ○ 학교자치 실현에 따른 학교의 역할, 교원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한은정·정미경·이선영·유경훈·김성
천·신철균(2019).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연구목적]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비롯한 교육
주체들이 관계를 맺고 함께 참여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주요 역
량과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도출

∙전문가협의회 운영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
∙사례분석 및 면담
∙지방교육자치 업무담당자 집담회

구를 위한 이론적 탐색
∙지방교육자치 추진 현황 분석
∙지방교육자치 방향 및 과제에 관
한 전문가 인식 분석
∙지방교육자치 역량 및 작동 요인 
분석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본 연구

학교자치의 관점에서 교원정책의 영
역(임용, 승진, 전보)을 재검토하고 
타당하고 실현가능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문헌 연구
∙초점집단면접
∙전문가협의회
∙델파이 조사

∙학교자치의 관점 정립
∙학교자치와 교원 인사제도에 관한 
국내외 사례 분석
∙학교자치 관점에서 본 교원정책(임
용, 승진, 전보) 쟁점 분석
∙교원정책(임용, 승진, 전보) 개선 
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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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점집단면접

  ○ 목적: 교원 임용, 승진, 전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쟁점 분석

  ○ 대상: 교원단체 관계자(교총, 전교조, 실천교사모임 등), 초·중·고 교원, 시·도

교육청 관계자 등

 □ 설문조사

  ○ 목적: 학교자치 관점에서 교원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 현 교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한 교사인식 파악

  ○ 대상: 초·중등 현직 교사 2,000명 내외

 □ 기타 사항

  ○ 학술적 논의 활성화 및 개선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의견 수렴을 위해 학회와 연계한 

포럼 개최

▣ 기대효과(추가)

 □ 학교자치의 관점에서 교원정책의 쟁점을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국정과제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추진을 위한 타당하고 실현가능한 정책 및 

추진 전략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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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 수립

¡ 학교자치 및 교원역할 

이론적 탐색

¡ 학교자치 국내외 사례 

분석

¡ 교원정책(임용, 승진, 

평가, 전보) 쟁점 분석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심의

¡ 교원정책(임용, 승진, 

평가, 전보) 개선 과제 

도출

¡ 개선 과제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진단

¡ 최종 개선 과제 및 전

략 도출

¡ 최종보고서 작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1.3.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학교자치 교원정책 교사 승진 교사 전보

(영문) (school autonomy) (teacher policy)
(teacher 

promotion)
(teacher transfer)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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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교육자치 및 학교자치 강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세부 방안, 전략 수립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고르
게 
발전
하는 
지역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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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내용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원단위) 43,000 100

1. 사업인건비 - - - -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25회 70,000

120 0.3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5회 50,000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비 50원×270쪽×200부 2,700,000

5,550 12.9

자료복사비 50원×200쪽×150부 1,500,000

정책포럼 자료집 50원×200쪽×80부×1회 800,000

정책포럼 현수막 150,000원×1회 150,000

소모품비 400,000원×1회 40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협의회 장소(소회의실) 대관 100,000원×5회 500,000

1,900 4.4협의회 장소(중회의실) 대관 400,000원×1회 400,000

정책포럼 장소(대회의실) 대관 1,000,000원×1회 1,000,000

5. 여 비 국내여비(서울시, 세종시 등) 130,000원×2명×5회 1,300,000 1,300 3.0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구입비 국내지 20,000원×21회 420,000

1,520 3.5
연구자료구입비 국외지 50,000원×22회 1,100,000

7. 전문가활용비

연구자문료 500,000원×2명×9회 9,000,000

18,100 42.1

전문가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2명×5회 2,000,000

초점집단면접(FGI) 면담수당 200,000원×4명×5회 4,000,000

중간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평가용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명 500,000

최종보고서 평가수당 200,000원×7명 1,4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7명×3회 630,000

2,210 5.1전문가협의회 약식간담회비 8,000원×5명×2회 80,000

연구진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5명×10회 1,500,000

9.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설문조사 용역비 10,500,000원×1식 10,500,000
12,300 28.6

면담조사 전사 용역비 1,800,000원×1식 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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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 연구진 활용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외부 연구진 2명
강호수(경북대), 박희진(계명대)

필요성
연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자치 및 교원정책과 관련된 연구 경험이 있는 
외부 연구진의 참여가 필요함

주요내용
학교자치 관점에서의 교원정책의 주요 쟁점 파악, 개선 방안 도출 및 설문지 개발 
등

예산(천원) 9,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0.9%

위탁 유형 외부 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

필요성
연구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FGI 전사 및 설문조사 시행에 
외부 용역이 필요함

주요내용
FGI 전사
설문 조사 시행

예산(천원) 12,3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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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명: 뉴노멀 시대의 민주시민교육 실행 방안 연구

▣ 연구제안자

   ○ 김현진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계 및 학교 현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도 교육 민주주의 회복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의 생활공간인 학교에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민주시민교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기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민주시민교육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한 학술적ㆍ정책적 노력이 강구될 필요

◦ 따라서 뉴 노멀 시대 속에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함양’이
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정책적 기여가 클 것으로 사료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q 문제 제기

m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간의 연계성을 강화한 교육 시스템

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정책에 따

르면, 비대면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

m 아울러 장기적인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향후에는 지금까지 구축된 온라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교육 정책들이 범람할 것으로 예상되나, 학교교육의 기본 방향성에 부합하

는 콘텐츠의 부재에 대한 우려가 있음.

m 무엇보다도 이런 시대 변화 속에서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목표 중 하나인 ‘참여, 연대’

등의 개념에 기반을 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 변화에 대한 정책적

ㆍ학술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m 또한 민주시민교육은 인성교육 등과의 개념적 관련성과 차별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음. 학교현장에서는 두 개념적 정의와 교육 방법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구별

하기 어려워 교육 현장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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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이에, 민주시민교육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인성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실효성 있

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q 기존 선행연구 한계

m 미래교육에 대한 담론은 주로 교육 체제 변화의 방향성에 초점이 있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데 제한적임. 학교 현장의 변화를 통한 교육 개혁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육 방법과 교육 정책에 대한 담론을 구체화하는 연구가 

필요함.

m 온ㆍ오프라인이 연계된 교육에 관한 기존 논의는 교육 영역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

여 활용하는 방안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에, 민주시민교육 측면에서 이 두 가

지 서로 다른 환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나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q 연구의 필요성

m 앞서 제시한 논의에 근거하여, 뉴 노멀 시대에 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

한 새 비전의 제시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 필요성을 제

시함.

m 첫째, 민주시민교육 정책과 관련 정책 등과의 차별성, 실태와 현황 등을 분석함으로써 

학교현장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m 둘째, 뉴 노멀 시대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비전 논의가 필요함. 민주시민교육 

정책 및 실행 현황 분석을 통해 드러난 제한점 및 개선점에 근거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실효성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m 셋째,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육현장에서 비대면 교육이 늘어나고 있어 온라인을 이용

한 학생들의 비인지적 성장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현재까지 인지적 성장에 

기반을 둔 온라인 형태의 교육 방법을 비인지적 영역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혁신기

술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학교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방법과 학생 차원의 민주시민

역량 함양의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연구 목적

m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현 주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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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체제 실현 방안을 구안하고, 뉴 노멀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연구명: 초ㆍ중등학교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
제
▪연구자: 이쌍철 외(2019)
▪연구목적: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
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제안

▪문헌 연구
▪데이터 분석: ICCS 2016
▪집담회
▪전문가 의견조사 
▪외국 사례조사
▪전문가협의회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의미 및 운
영 방법 
▪학교 민주시민교육 실태 분석 
▪학생의 민주시민역량 수준 및 특
징 분석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요구 및 과제 
▪외국의 민주시민교육 사례
▪학교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 제시

2

▪연구명: 교육 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 실천 과제 
▪연구자: 황은희 외(2019)
▪연구목적: 교육 혁신 사례 분석
을 통해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미래교육 
실천과제 도출 

▪문헌 연구
▪면담조사
▪언론기사 분석
▪연구진 및 전문가 집중 토론회

▪미래교육 특징 분석
▪제도권 안의 교육혁신 사례 분석
▪제도권 밖의 교육혁신 사례 분석
▪해외 교육혁신 사례 분석 
▪미래교육을 위한 실천 과제 제안

3

▪연구명: 온라인 학습 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연구자: 손찬희 외(2019)
▪연구목적: 중등 단계의 온라인 
학습자 학습 데이터 수집ㆍ관리
ㆍ활용 체계 마련 및 학습자 맞
춤형 교육지원 방안 도출 

▪문헌 연구
▪초점집단면접
▪전문가협의회
▪전문가 델파이 조사
▪정책토론회

▪학습 분석 관련 동향 및 적용 사
례 분석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 운영 현황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이
해관계자의 인식 및 학습 분석에 
대한 요구
▪중등 단계 온라인 학습 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방안 

4

▪연구명: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연구자: 류방란 외(2018)
▪연구목적: 미래지향적 학교교육
의 방향 설계

▪문헌 연구
▪전문가 의견 조사 
▪트렌드 분석
▪전문가 협의
▪포럼

▪미래 교육에 관한 연구 검토
▪한국 근대 학교교육의 특징과 문제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교육 쟁점
▪제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교육
적 대응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방향 
탐색

5

▪연구명: 중등교육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 구축 방안
▪연구자: 정광희 외(2018)
▪연구목적: 학력이나 수업으로 인
정할 수 있는 온라인 개방형 교
육체제 구안 및 추진 방안 모색

▪문헌 연구
▪중등 온라인 교육 현황 분석
▪외국의 중등 온라인 교육 사례 조
사
▪전문가 협의회 및 관계자 면담
▪델파이 조사 
▪집담회
▪정책토론회

▪중등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 구
축을 위한 이론적 탐색
▪국내 중등 온라인 교육의 실태와 
과제 진단
▪외국의 중등 온라인 교육 사례 분
석
▪중등 온라인 개방형 중등교육체제 
구축 방안

6

▪연구명: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
교 운영 방안 연구-학생 참여를 
중심으로-

▪문헌 연구
▪사례 연구

- 대상: 중학교 3개교 교사 12명,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전개 과정,
현황 정리 및 학생 참여 정책과 
학생 참여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 70 -

▣ 주요 연구내용

q 온ㆍ오프라인 연계를 위한 선행연구 검토

m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성격 및 원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 

m 비인지적 영역 향상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연계 교육 관련 선행연구 검토

m 국내ㆍ외에서 추진해 왔던 온ㆍ오프라인 연계형 민주시민교육 운영 사례 조사 

m ‘온ㆍ오프라인 연계형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정립 

q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분석 및 뉴 노멀 시대에 필요한 민주시민교육 방향 검토

m 민주시민교육의 실태 및 정책 현황과 관련 정책들의 실행 현황 분석, 이를 통한 한계

점과 개선점 도출

m 뉴 노멀 시대에 필요한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안과 활성화 방안 모색

q 온ㆍ오프라인 연계형 민주시민교육’의 모형 구안

m 온ㆍ오프라인 연계형 민주시민교육 모델 구안

▪연구자: 이쌍철 외(2018)
▪연구목적: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형태/현상 분석을 통한 학
생 참여 확대 방안 제시

학부모 9명, 학생 11명
- 방법: 면담
- 기간: 2018년 8월~9월
▪전문가협의회

선행연구 고찰
▪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 운
영 방안 제시
▪학교 사례 분석을 통한 학생 참여
의 특징 도출

7

▪연구명: 미래지향적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체제 재구조화 
연구
▪연구자: 김흥주 외(2016)
▪연구목적: 미래지향적 교육생태
계 조성 및 교육체제 재구조화 
방안 탐색

▪문헌 연구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협의회 
▪조사연구

▪교육의 생태학적 접근과 교육체제 
재구조화 논리 분석
▪교육생태계 변화 관점으로 본 한
국 초ㆍ중등학교체제의 문제 분석
▪학교체제 재구조화 사례 분석 
▪교육생태계 구축과 교육체제 재구
조화에 대한 요구 분석 
▪미래지향적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
한 교육체제 재구조화 방안 

본 연구

▪연구목적: 민주시민교육의 현 주
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민주시
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체제 실현 방안을 구안하고, 뉴 
노멀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실
효성 있는 정책적 활용 방안 도
출

▪문헌 연구
▪면담
▪현황조사  
▪델파이 조사
▪전문가 협의회 

▪온ㆍ오프라인 연계를 위한 선행연
구 검토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분석 및 뉴 
노멀 시대에 필요한 민주시민교육 
방향 검토
▪온ㆍ오프라인 연계형 민주시민교육’
의 모형 구안
▪온ㆍ오프라인 연계형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및 교육
원리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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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학생 맞춤형 온라인 시민 교육 및 오프라인 학생 참여 프로젝트 연계형 모델 구안

q 온ㆍ오프라인 연계형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및 교육원리 도출

m 온ㆍ오프라인 연계형 민주시민교육’의 성격 및 교육 원리 도출  

m 온ㆍ오프라인 연계형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 데 고려해야 할 관련 쟁점 도출(예를 

들면, 온ㆍ오프라인 학습 결과 인정 방안, 학습하는 공간으로서 학교 공간의 다양화 

등)

m 온ㆍ오프라인 연계형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및 지원 방안 도출

▣ 연구 추진방법

q 민주시민교육 및 온ㆍ오프라인 연계형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문헌연구

q 민주시민교육 운영 현황 조사 및 민주시민교육 개선 방안 도출: 문헌연구, 현황 조사, 전

문가 협의회 등

q 뉴 노멀 시대의 민주시민교육 모형 구안: 전문가 의견조사, FGD(전문가 그룹 집담회),

전문가 협의회 등 

q 뉴 노멀 시대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도출: 전문가 의견조사, FGD(전

문가 그룹 집담회), 전문가 협의회 등 

▣ 기대효과

□ 미래교육의 변화 트렌드 속에서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주된 목표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모색

□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모색 및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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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 수립 및 심의

¡ 선행연구 분석

¡ 현황 조사지 개발

¡ 사례 조사 실시

¡ IRB 심의

¡ 현황 조사 실시

¡ 중간 심의

¡ 면담 실시

¡ 전문가 간담회

¡ 최종보고서 작성

¡ 보고서 성과 발표 및 
인쇄 교정 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1.3.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일반교육

▣ 주제어

한글 민주시민교육 블렌디드 러닝 학교 조직

(영문) Citizenship Education Blended learning School Organiz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

국조실
¡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 민주시민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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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국민이 주인인 

정부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 참여 정치 개혁

▣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위탁 유형 -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 리서치 기관(설문조사)

필요성
- IRB 규정에 의한 학생 및 학부모 동의서 수합, 온라인 설문 페이지 구축, 조사 

독려 등을 위해 외부용역이 필요함

주요내용
- 연구 동의서 수합
- 온라인 설문 페이지 구축
- 조사 독려 및 데이터 수합

예산(천원) - 10,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21.3%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47,000 100%

1. 사업인건비 - - - -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30회 300,000 300 0.6%

3. 수용비
보고서인쇄비 50원×200매×270부 2,700,000

4,628 9.8%복사제본비 50원×200매×145회 1,450,000
소모품비 478,000원×1식 478,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실비 200,000원×5회 1,000,000
2,300 4.9%간담회 장소 대실비 400,000원×3회 1,200,000

회의장 전산기기 임차료 100,000원×1식×1회 100,000
5-1.
국내여비

국내여비 130,000원×5명×4회(서울, 세종 등) 2,600,000
2,800 6.0%

시내교통비 20,000원×2명×5회 200,000
6.
연구정보활동비

도서구입비 40,000원×47회 1,880,000
2,080 4.4%

학회・세미나 참가비 100,000원×2회 200,000

7.
전문가활용비

회의수당 200,000원×3명×11회 6,600,000

21,292 45.3%

녹취록 작성료 74,000원×4시간×2명 592,000
보고서심의수당(중간 및 최종) 200,000원×3명×2회 1,200,000
보고서평가비(최종) 200,000원×7명 1,400,000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명 500,000
연구자문료 500,000원×16회 8,000,000
최종보고서 검토료 3,500원×200매×2명 1,400,000
원고료 8,000원(200자)×200매×1회 1,600,000

8. 회의비 협의간담회비 30,000원×10명×12회 3,600,000 3,600 7.7%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설문조사용역비 10,000,000원×1회 10,000,000 10,000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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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노멀 시대, 교육의 새로운 가치 탐색 연구: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 연구제안자

   ○ 서재영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의 목적은 “뉴노멀(New Normal)”시대라는 새로운 사회·경

제적 환경 변화 속에서 그동안 고등교육이 지향해 온 가치와 역할

을 재검토하고, “뉴노멀(New Normal)”시대에 고등교육(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변화들이 추구해야할 가치 지향

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따라서 그동안 논의되어온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 새

로운 시대의 교육 가치와 지향을 탐색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기초연

구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정책적 요구)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환경과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방향키 설정 

필요

○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초연결 사회 등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패

러다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직면하게 될 뉴노멀(New Normal) 시

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지향 설정이 요구됨.

○ 고등교육 분야에서 뉴노멀로 대변되는 다양한 변화(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수

업의 전격적인 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새로운 표준들이 지향하는 가치나 지향

에 대한 정제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는 뉴노멀 시대

의 교육이 갖는 폐해(디지털 교육 격차 등)가 노정되고 있음.

□ (사회적 요구)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경제 질서와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고등교육의 새로

운 역할 및 가치 창출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경제 질서의 변화와 교육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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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교육은 새로운 실험에 직면하고 있음

○ 뉴노멀 시대의 경제, 노동, 환경, 기술, 복지 등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재

상을 정립하고, 혁신적인 교육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새로운 사회에 고등교육이 지향해

야할 가치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학문적 필요성)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경제 질서와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고등교육 새로

운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타당한 논거 개발 필요 

○ 경제적 위기로 인한 사회 변화에 초점을 둔 경제, 경영 측면의 뉴노멀이 이제는 환경, 기

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경제·경영 측면의 뉴노

멀 사회 논의를 넘어 뉴노멀 사회의 교육의 가져가야 할 가치와 방향에 관한 연구 필요

○ OECD도 역시 「Education 2030」‘교육에서의 새로운 표준(the new normal in education)’

설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에 뉴 노멀을 접목하여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개

발하기 위한 타당한 논거 개발이 필요

▣ 연구 목적

○ 전술한 사회적·정책적 요구와 학문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뉴 노멀 시대의 특

징과 고등교육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논의를 확장하여 “뉴노

멀(New Normal)”시대에 고등교육(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변화들이 

추구해야할 교육의 새로운 가치 지향과 역할을 창출(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 연구명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학교의 미래

- 연구자(년도) : 류방란 외(2018)
- 발행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목적 : 제4차 산업혁명이라
는 화두가 교육 분야에서도 반
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변화에 주목하면서 미래 학교교

- 문헌연구
- 전문가 의견조사
- 트렌트(추세 경향) 분석
- 전문가 협의, 포럼 등

- 미래 교육에 대한 연구 검토
- 한국 근대 학교교육의 특징과 문제
-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교육 쟁
점

- 제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교육
적 대응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방향 
탐색

- 학교교육의 미래를 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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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방향과 상을 탐색

2

- 연구명 : 교육 혁신 사례분석을 
통한 미래교육 실천 과제

- 연구자(년도) : 황은희 외(2019)
- 발행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목적 : 교육 혁신의 사례를 
현재의 학교교육과 미래의 학교
교육의 연결고리로 보고, 이들 사
례에서 도출된 미래교육 실천 과
제를 현재 학교들이 미래교육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할 실천 과
제로 제안

- 문헌연구
- 면담조사
- 언론기사 분석
- 연구진 및 전문가 집중 토론회

- 사례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미래 
교육 특징 분석

- 제도권 안의 교육 혁신 사례 분석
- 제도권 밖의 교육혁신 사례 분석
- 해외 교육혁신 사례 분석: 선진국
의 혁신교육 사례

- 미래교육을 위한 실천 과제 제안

3

- 연구명 :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역량의 교육 정책적 적용과
제 탐색

- 연구자(년도) : 이상은 외(2019)
- 발행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목적 : ‘OECD 교육 2030’프
로젝트에서제시한 ‘역량’의 의미
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역량’
을 더 나은 미래 교육개혁 비전
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과제를 탐색

- 문헌연구 및 문서 분석
- 최점집단면담(FGI)
- 설문조사
- OECD 회의 참석 및 해당국 관계
자 면담

- 전문가 협의회

-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의 도입
맥락 및 진행과정 분석

- OECD 교육 2030에서 새롭게 규명
된 ‘역량’교육의 의미와 설계 방향

- OECD 교육 2030에 비추어 본 국내 
역량 교육정책의 적용 실태 분석

- 현행 국내 역량기반 교육과정 실행
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및 요구 
분석

4

- 연구명 : 한국 교육의 변화와 미
래의 교육(역사적 접근을 통한 
미래 교육의 전망 탐색)

- 연구자(년도) : 신현석 외(2019)
- 발행기관 : 한국교육학연구 25(3)
- 연구목적 : 광복 이후 한국 교육
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나타난 
특징적 변화상을 살펴보고 교육
의 미래를 전망

- 문헌연구 및 문서 분석
- 사례분석

- 한국 교육 70년의 회고와 진단: 교
육방향,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
운영

- 미래 교육 설계를 위한 현재의 문
제 인식과 미래 교육론

- 미래 한국 교육의 전망

5

- 연구명 :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상 분석을 통한 교육 과제 탐색

- 연구자(년도) : 이경호 (2019)
- 발행기관 : 한국교육학연구 25(2)
- 연구목적 : 국내외 연구기관, 정
부, 민간기업, 미래학자들이 제
시하고 있는 주요 인재상들을 
광범위하게 종합적으로 고찰, 비
교ㆍ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인
지적, 기술적, 인성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과제를 탐색

- 문헌연구 및 문서 분석
- 사례분석

- 4차 산업혁명과 인재상에 대한 이해
- 국내외 주요 인재상 탐색 및 분석
- 인재상 분석을 통한 교육과제 탐색

본 연구

- 미래교육과 차별화 되는 뉴노멀 
시대의 고등교육 과제 탐색

- 미래교육이 바라보는 사회와 뉴
노멀 시대의 사회 상에 대한 비
교·분석을 통해 교육분야의 뉴모
멀 들의 교육 가치 지향과 역할 
탐색

- 문헌분석
- 해외, 국내 사례분석
- 초점집담토의(FGD)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전문가 협의회 개최
- 정책 토론회 개최

- 뉴노멀 시대에 대한 이론적 기초 
탐색: 미래교육의 사회 상과의 비
교·분석

- 고등교육 뉴노멀 시대 설정을 위한 
방향, 구조, 내용 등 현황 분석

- 고등교육 뉴노멀 시대의 교육 가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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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이론적 기초 탐색

○ 뉴노멀(시대) 관련 이론적 논의 분석: 뉴노멀 시대의 특징 도출

○  고등교육의 가치지향에 대한 변화 분석: 해방 이후 한국 고등 교육이 추구해온 교육의 가치 및 쟁점 분석 

○ 미래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미래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 가치에 대한 쟁점 분석 

○ 미래 교육과 뉴노멀 시대의 교육의 특징을 연계한 이론적 논의 분석

□ 뉴노멀 시대 교육의 새로운 가치 분석

○ ‘고등교육분야 뉴노멀’ 설정을 위한 방향, 역할, 구조, 내용 등의 현황 분석

- 학문 분야별, 주요 국가별 뉴노멀 시대 가치 변화 분석 (주요 사례 분석 등)

○ ‘고등교육분야 뉴노멀’시대의 새로운 교육 가치 탐색

 

□ 뉴노멀 시대 고등교육의 방향과 역할에 기반한 대응 방향 모색

○ ‘뉴노멀’ 시대, 고등교육의 새로운 가치 구현을 위한 대응 방안 및 정책 방향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및 사례(자료)분석

○ 뉴노멀 시대에 관한 개념 정의

- 경제·경영분야의 뉴노멀 개념 정의 분석

- 기존 경제위기로 인한 뉴노멀, 코로나 19로 인한 위험과 불확실성에 기반한 뉴노멀의 

대두 등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한 ‘뉴노멀 시대’에 대한 개념 정립

○ 교육가치 지향 변화 분석

- 해방 이후 한국 고등교육의 가치 지향과 쟁점 분석(리뷰)

○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뉴노멀 시대를 고등교육 동향(사례)분석

- 뉴노멀 시대 교육의 현황 및 가치 특성 분석

- 기존 교육에 관한 분석을 통해 뉴노멀 시대 교육의 새로운 가치와 역할 논의를 위한 

기준 제공

○ ‘미래교육’과 ‘뉴노멀 시대의 교육’의 비교 분석

- ‘미래교육’과 ‘뉴노멀 시대의 교육’의 개념(의미) 정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한 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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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두 개념을 구분하고, 교육 분야에서의 뉴노멀 연구의 필요성 강화 

□ 초점집단토의(FGD) 및 심층면담

○ 주제: 근현대 교육 가치의 유효성 및 쟁점 검토, 근현대 교육가치, 미래교육 가치와 뉴노

멀 시대의 정합성 검토, 뉴노멀 시대 교육의 새로운 가치(선호 및 우선순위), 교육의 방

향과 역할, 관련 정책 방안 등

○ 방법: 특성별 집단 대상 초점집단토의(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하여 연구 주제에 

관한 심층의견 조사 및 분석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제된 형태의 심층면담 진행

○ 대상: 학계 전문가(교수, 연구자 등), 현장 전문가(관리자, 업무당당자 등), 현장교사, 학부

모 및 시민단체 등 특성별 집단 구성

□ 전문가 협의회 및 정책 토론회 개최 

○ 새로운 고등교육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틀 마련 및 인식 공유, 연구성과 확산   

▣ 기대효과

○ 저성장 시대 고등교육의 역할을 논의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경제, 질병 등 다

양한 원인에 의해 사회적 위기와 변화가 일상화 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고등교

육의 가치와 그에 따른 고등교육의 역할 및 방향성 제시

○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외에도 세대와 가치관의 변화, 학습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라 

교육 제공과 수혜 대상의 확대, 교육 제공/접근 방법의 다양화 등 뉴노멀 시대의 교육의 

확장성, 보급성, 접근성, 활용성이 강화되는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적 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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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실행계획서 작성‧심의  
¡ 선행연구 및 문헌 분석
¡ 주요국, 국내 변화 동

향(사례) 수집 및 분석  

¡ 특성별 집단 대상 초점 
집단 토의 진행(FGD)

¡ 중간보고서 작성‧심의 

¡ 교육 가치 창출을 위한 
전문가 델타이 조사 진행

¡ 정책 토론회 개최

¡ 평가용 보고서 제출 및 
심의 

¡ 최종 보고서 수정·보
완 및 인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뉴노멀 미래 교육 교육 가치 코로나 19

(영문)
new 

 normal

future

education

values for 

education  
Covid-19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교육 혁신 지원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혁신 지원



- 80 -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내용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45,000 100.0
(원단위)

1.사업

인건비

일용직(석사) 79,000원×2명×6일 948,000
1,043 2.32%

일용직(석사) 법정부담금 948,000원×10% 94,800 

2.공공요금 우편료(국내긴급, 택배, 퀵) 10,000원×15회 150,000 150 0.33%

3.수용비

보고서인쇄료 50원×300매×180부×1회 2,700,000

3,857 8.57%
자료복사 및 제본 50원×100매×40부 200,000

자료인쇄비 50원×60매×100부 300,000

소모품비 328,600원×2회 657,200

4.연구

기자재 및 

임차료

중회의실 임차료 500,000원×8회 4,000,000

5,000 11.11%
대회의실 임차료 1,000,000원×1회 1,000,000

5-1.

국내여비

시내출장비 20,000원×5명×2회(세종시) 200,000
3,450 7.67%

국내여비 130,000원×5명×5회(세종시 등) 3,250,000

6.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 50,000원×2종×18회 1,800,000 1,800 4.00%

7.전문가

활용비

연구자문료 800,000원×8회 6,400,000

26,000 57.78%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5명×3회 3,000,000

FGD 회의수당 150,000원×10명×3회 4,500,000

중간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보고서 평가료 200,000원×7명 1,400,000

보고서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회 500,000

심층면담료 100,000원×40명×2회 8,000,000

포럼 연구자문료 200,000원×5명×1회 1,000,000

8.회의비
전문가협의간담회비 30,000원×10명×11회 3,300,000

3,700 8.22% 
전문가협의약식간담회비 8,000원×5명×10회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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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인력 운용의 필요성 및 상세 업무 수행 계획

  - FGD 녹취록 전사 및 검독 작업 지원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 공동연구진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2인(미정)

필요성
외부 전문가를 원외 공동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해외 사례 분석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학문분야별 추구되는 
뉴노멀 시대의 사회 가치 공유

주요내용 해외사례 수집 및 분석, 학분분야별 사례 수집 및 분석

예산(천원) 6,4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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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계재(relational goods) 창출을 위한 교육의 기능 개념모형 탐색: 관계적 교

사행위자성 개념모형 개발

 

▣ 연구제안자

   ○ 이성회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한국 교육과 한국 사회가 더 포용적이고 관계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관계재’

혹은 ‘관계선(relational goods)’, ‘관계악(relational evils)’,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한 문헌을 이론적, 연구방법론적으로 심도 있게 종합 

분석하여, 한국 교육 현장에 적합한 관계재 창출을 위한 관계적 

교사 행위자성 개념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교육정책 및 사회전반에 걸친 관계적 인식의 결여  

  ○ 최근 N번 방 사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윤리의 와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전 세계가 운명공동체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임.  

  ○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호의존적, 관계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교육정

책은 독립적이고 자기주도적이며 자율적인 개별 인간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

고 있음. 

  ○ 현재 한국 교육의 현실적인 목표는 독립적인 개인 중심의 ‘자아실현

(self-realisation)’에 머무르고 있음.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계적 차원에서, 

개인과 타인, 공동체를 위한 ‘자기 헌신(self-devotion)’에까지 교육 목표의 수

준을 끌어올려야 함(이성회, 2020).

 

 □ 관계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 교육정책의 한계 

  ○ 학생 행복 교육에 대한 주류 담론 역시 개인적 수준의 행복(personal wellbeing)에 

머물러 있을 뿐, 관계적 행복(relational wellbeing)의 개념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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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인성

교육은 개인의 덕성을 강조하는 개인윤리 수준에, 민주시민교육은 투표, 학교자치, 

학생참여와 같은 정치적 색채를 띤, 다소 학생들의 일상생활(학업과 교우관계)과 

괴리된 교육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대다수의 교육 정책과 연구 및 실천 역시 개별 학습자(‘한 아이’)를 중심에 두

거나, 교육연구의 분석 단위로 삼아(예를 들어, 개별 학습자의 역량 측정) 개인

주의적 사고방식을 암묵적, 명시적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을 통해 전파시키고 있음. 

  ○ 본 연구에서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란 공동체적 질서와 관계 속에서의 주체, 즉 

관계적 주체(relational subject)(Donati & Archer, 2015)란 인식을 하지 못하게 하

거나 이를 방해하는 사고방식임.  

 □ 관계적 인식의 결여에 따른 부정적 결과 

  ○ 관계적 주체에 대한 인식의 결여는 독립된 개인의 권리(인권)만을 강조하는 교권 

정책, 학생 인권 정책, 기계적 평등(일인 일표)만을 강조하는 부작용을 낳음. 

  ○ 관계적 주체로서의 인간, 혹은 공동체 속의 질서란 큰 그림 없이, 자율적이고 독립

적인 개인의 권리와 자유, 개인의 선택, 기계적 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만을 강조

하는 사고방식은 종국에 저출산 문제, 남녀 갈등, 계층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관계재 창출을 위한 교육의 기능 개념 모형’ 연구의 필요성 

  ○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미래 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

와 자유뿐만 아니라 연대(solidarity)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음. 

  ○ 이는 국가교육정책에서 단순히 개인의 기술적 문제를 다루는 인‘재’(人才) 양성 

정책에서 한 걸음 진일보하여 AI 시대에 인간됨(being human)을 다루고 불확실성

의 시대에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인

‘간’(人間) 정책으로 교육정책 패러다임이 시급히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함. 

  ○ 그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계재 창출을 위한 교육의 기능 개념 모형’을 탐구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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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인간 과 인간 사이의 관계인 ‘사회적 관계’,그리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관계

선’, ‘관계악’에 대한 이론적 개념 모형 종합 분석: 관계사회학, 동양윤리학, 관

계윤리학, 교육학 등 다학제적 접근을 중심으로   

  ○ 한국 교육 현장에 적합한 관계재 창출을 위한 교육의 기능 개념 모형 도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과제명: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 
탐색(최수진 외, 2019)

- OECD 교육 2030에 나타난 역량
교육 실행의 특성을 분석틀로 삼아
해외 및 국내 역량교육 실행 사례를
분석하고, 미래지향적 역량교육 
실행 전략 도출 

- 문헌연구 
- 5개 중,고등학교 질적 사례연구
- OECD 비공식 작업반 회의 참석
- 전문가협의회 

- OECD 학습개념 틀 2030의 역량교
육 실행에 대한 특징 분석: 학생 
행위주체성, 협동적 행위주체성 

-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 

-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조사
실시 

- 미래지향적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전략 도출  

2

과제명: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역량의 교육정책적 적용 과제 탐색
(이상은 외, 2018)

- OECD 교육 2030프로젝트에서 
새롭게 규명된 역량교육의 의미와
설계방향을 탐색하고 OECD 교육
2030에 비추어 본 국내 역량교육
정책의 적용 실태를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에 
나타난 쟁점과 교사 인식 및 요구
분석을 통해 살펴봄  

- 문헌 분석
- 초점집단면담 
- 초,중,고등학교 교사 대상 설문조사 
- 전문가협의회

- OECD 교육 2030프로젝트의 도입 
맥락 및 진행 과정 분석 

- OECD 교육 2030에서 규명하는 역량
교육의 의미와 설계 방향 탐색 

- OECD 교육 2030에 비추어 본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에 나타난 쟁점 분석

- 현행 국내 역량기반 교육과정 실행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및 요구 분석 

- 미래지향적 교육개혁 비전으로서 
역량의 교육정책 적용을 위한 과
제 제안 

3

과제명: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학교의 미래(류방란 외, 2018)

- 한국 근대 학교교육의 특징과 
문제를 진단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교육 쟁점을 도출한 후에
제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교육적
대응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방향 탐색  

- 문헌 연구
- 전문가 의견 조사 
- 트렌드 분석
- 전문가 협의회 및 포럼 

- 미래 교육에 관한 연구 검토
- 한국 근대 학교교육의 특징과 문제
-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교육 쟁점
- 제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교육적
대응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방향 
탐색

- 학교교육의 미래를 위한 논의 

본 연구

기존의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는 미래 교육의 방향을 논의

하면서 ‘개별’ 학습자의 ‘역량’ 교육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임. 선행 연구에

서 ‘협동적 행위주체성’ (최수진 외,

2019)과 ‘공동체의 선에 기여하는 책

임과 윤리적 자세를 지닌 학생’ (류

- 문헌 연구 
-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의견 조사 
- 설문조사 
-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한 사례연구 

- ‘사회적 관계’, ‘관계선’, ‘관계악’
및 유사 개념(‘사회적 자본’, ‘협력’
등)에 관한 이론적 검토 및 종합 
분석

- 문헌분석을 통한 관계재 창출을 위
한 관계적 교사행위자성 개념모형 
개발 

-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개발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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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사회적 관계’,‘관계재(relational goods)’, 관계선(relational goods)’, ‘관계악

(relational evils)’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 비판적 실재론에 근거한 관계사회학(Critical Realist Relational Sociology)에서의 

‘관계’에 관한 개념 및 연구방법론에 대한 종합 분석 

  ○ 교육학에서 논의되는 교사의 사회적 관계(교사신뢰, 교사협력 등)에 관한 이론적 

개념모형 및 연구방법론에 대한 종합 분석 등

 □ 관계재 측정 도구 개발 및 학교 교사의 관계재 측정을 위한 설문 조사 수행  

  ○ 약 500명의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관계재 측정 및 학교별 관계재 현황 비교를 위

한 설문 조사 실시 

 □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한 사례 연구 수행

  ○ 총 30 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생애사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관계재 창출을 위

한 관계적 교사행위자성의 발현 과정 및 발생기제 탐색   

  ○ 한국 교육 현장에 적합한 ‘관계재 창출을 위한 관계적 교사행위자성 개념모형’ 개발 

방란 외, 2018) 등을 언급하고는 

있음. 하지만, 이러한 관계적 주체

로서의 학습자, 관계적 개념으로서

의 교육에 관한 논의는 개별 학습

자의 역량 교육이란 주류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주변부적 위치를 차지

함. 이러한 선행 연구와 차별되게,

본 연구는 새로운 미래 교육의 패

러다임으로서 ‘관계적 주체’로서의 

교사를 중심에 두고, 교사와 교사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발현되

는 관계재를 창출하기 위한 교육

의 기능 개념모형을 탐색하고자 

함. 이 뿐만 아니라, OECD와 같은 

국제기구의 개념모형에 준거를 두

지 않고, 한국의 교육적 상황을 보

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한국 교

육 현실에 적합한 교육의 기능 개

념모형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모형에 대한 이론검증적 과정추적 
연구를 위한 실증적 연구 수행:

1) 교사의 관계개 측정도구 개발 
2)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한 질적 사
례연구 수행 

- 문헌분석과 실증연구에 기반한 종
합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교육 현장
에 적합한 관계재 창출을 위한 교
육의 기능 개념모형: 관계적 교사행
위자성 개념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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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방법

  □ 이론적 검토: 문헌분석  

  ○  관계사회학, 교육학, 경제학 등에서의 관계재, 관계선, 관계악 개념, 관련 연구방법

론에 대한 종합 분석  

 □ 전문가 협의회 및 전문가 의견 조사  

  ○ 이론적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및 집중 토론 

    - 교육학, 사회학, 경제학  등 해당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관

계’ 개념 및 연구방법론 종합 정리, 관계재 창출을 위한 관계적 교사행위자성  

개념 파악 

  ○ 한국 교육 현장에 적합한 관계재 창출을 위한 관계적 교사행위자성 개념모형 도

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 한국 교육 현장에 적합한 관계재 창출을 위한 관계적 교사행위자성 개념모형 탐

색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1차) 및 집중 토론 

   - 도출된 개념모형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2차)(대학 교수, 교

육연구자, 교육청 장학사(관), 평생교육 관계자, 교사, 학습자 및 학생 등)      

□ 관계재 측정 설문 조사

  ○ 관계재 측정: 설문조사, 기술 통계 분석, 타당도 분석, 다층구조방정식모델 등 통계분

석

   - (질적)사례학교와 지역의 인근 학교 교사 약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관계재를 측정하고 사례학교와 비교군 학교 간의 관계재 현황을 비교 분석

□ 질적 사례 연구

  ○ 관계재 창출을 위한 관계적 교사행위자성의 발현 과정 및 발생기제 탐색: 비판

적 실재론에 기반한 사례 연구 

   - 사례 학교 관련 문헌 분석(내부 문건, 홈페이지, 언론기사 등), 재직 및 은퇴 교

사 약 30명에 대한 생애사 인터뷰(한 명당 1-2회 계획), 학교 참여 관찰 등을 통

해 지난 약 15년간의 사례 학교 교사들의 관계재 창출 과정과 발생기제, 그 과

정에서의 관계적 교사행위자성의 발현 과정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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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혁신, 포용, 민주’와 같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미래 한국

교육 비전과 교육 목표, 더 나아가 사회 목표에 대한 학술적, 이론적 토대 제공  

  ○ ‘관계재 창출을 위한 교육의 기능 개념모형 탐색: 관계적 교사행위자성 개념모형 

개발’ 연구는 ‘혁신, 포용, 민주’와 같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미래 한국교육

의 비전과 목표, 새로운 교육개혁 청사진 마련에 이론적, 학술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 수립 및 전문가 

검토 

¡ 이론적 검토 및 개념 

모형 도출 

¡ 전문가 협의회 

¡ 중간보고서 작성

¡ 전문가 의견 조사 

¡ 설문 조사

¡ 질적 사례 연구

¡ 최종보고서 작성 

¡ 보고서 보완 및 인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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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한글 사회적 관계 관계재 교육 개념모형 교육연구방법론

(영문)
(social 

relationship)

(relational 

good)
(education)

(conceptual 

model)

(educational 

methodolog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관계재 창출을 위한 교육의 기능 개념모형 탐색: 관계적 교사행위자성 개념모형 개발

을 통해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  

보건복지부
¡ 관계적 사고의 증진을 통해 남녀를 이분법적 대립관계로 보지 않고, 관계적 관점에서 

재조명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에 기여 

기획재정부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 세대의 관계적 인식 함양을 위한 기초 교육 개념모형 

제시 

통일부 
¡ 관계재 창출을 위한 교육의 기능 개념모형 탐색: 관계적 교사행위자성 개념모형 개발

을 통해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에 기여 

여성가족부 ¡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이론적 개념모형 제공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6 사회적 경제 활성화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3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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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 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설문조사 및 분석 전문 업체

필요성
설문조사를 통해 사례학교와 비교군 학교 간의 관계재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며, 이때 설문조사의 시간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 설문조사 및 분석 

전문 업체 용역 필요

주요내용 온라인 설문 구성, 설문 독려, 선물 처리, 데이터 수집 및 코드북 작성 등 

예산(천원) 5,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10.4%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48,000 100.0%

1. 사업인건비
일용직(석사) 79,000원x7일x2명 1,106,000

1,217 2.5%
일용직(석사) 법정부담금 1106000원x10% 110,600

2. 공공요금 우편료 긴급 10,000원x20회 200,000 200 0.4%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x300매x180부 2,700,000

5,983 12.5%자료복사비 50원x50매x20부x20회 1,000,000
소모품비 456,680원x5회 2,283,4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중회의실 대실료 250,000원x6회 1,500,000 1,500 3.1%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x10회 200,000
2,800 5.8%

국내여비 130,000원x4명x5회 2,600,000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구입비(국내도서) 20,000원x50종 1,000,000
1,600 3.3%

연구자료구입비(국외도서) 50,000원x12종 600,000

7.
전문가활용비

전문가 협의회 200,000원x1명x23회 4,600,000

26,700 55.6%

전문가 의견 조사 수당 200,000원x15명x2회 6,000,000
중간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x3명x1회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x7명x1회 1,400,000
보고서평가비 200,000원x3명x1회 600,000
연구윤리검토비 500,000원x1명 500,000
연구자문료 5,000,000원x10회 5,000,000
번역료(이탈리아어->한국어) 50,000원x100매 5,000,000
면담 전사료 100,000원x1시간x30명 3,0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x10명x10회 3,000,000 3,000 6.3%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설문조사 용역비 5,000,000원x1식 5,000,000 5,00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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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제명 : 초·중등 교육투자 영향 분석: 경제·사회분야를 중심으로

▣ 연구제안자

   ○ 김용남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초·중등 교육투자의 성과는 주로 교육 외적인 성장(OECD 대비 교육

비 비율, 학생 1인당 교원 수, 학급당 학생 수), 학생의 학업성취, 취

업률, 중도탈락률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음 

○ 이 연구는 초·중등 교육투자 효과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

고, 초·중등 교육재정이 경제·사회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임. 정책 대안 제시보다는 초·중등 교육투

자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새로운 교육투자 효과 모델 

탐색을 목적하는 기초과제로 설정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초·중등 교육 분야 재정 구조의 재구조화 압력 증대

  ○ 학령인구 감소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초중등 교육재정의 규모 산정 

방식 및 배분 방식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중앙 정부와 학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유사한 맥락에서 집행 비효율이나 낮은 효과성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되

고 있음

  ○ 또한 국가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재정지출 구조 조정 노력, 코

로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기 불안정 및 조세수입 규모 축소 등 역시 초중등 교

육 분야 재정규모 축소를 위한 외부 압력 요인으로 작용

  ○ 정부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교육 부문에 대해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

해서는 공공재정의 명확한 투자 근거 정립 필요

 □ 초·중등 교육투자 효과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모색 필요

  ○ 효과는 산출(output), 성과(outcome)와 영향(impact)를 포함함. 그간의 연구에서 다

루어진 초중등 교육투자의 성과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 개선(학생당 교육비,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누리과정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교육 소



- 91 -

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것은 교육재정 투자의 일차적인 산출물로 이러한 지표들의 교육의 

성과 또는 효과를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님

  ○ 초중등교육의 재정 투자에 대한 사회적 효과 분석을 통해 재정 투자의 당위성 및 

투자 규모 유지·투자 확대의 논리 개발 필요

 

▣ 연구 목적

□ 초·중등 교육투자 성과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모색

  ○ 초·중등 교육투자의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보

하고, 새로운 분석 모형 제안

□ 초·중등 교육재정 투자가 경제·사회분야에 미치는 영향 규명 

  ○ 초·중등 교육재정이 교육투자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향후 초·

중등 교육재정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1

ㆍ연구명: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투
자와 지역경제성장 - 시·군의 고
등교육투자가 지역내총생산에 미친 
영향 분석 -

ㆍ연구자(연도): 이진권·김수진(2018)
ㆍ연구목적: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
육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ㆍ문헌분석
ㆍ통계분석: 지역별 고등교육투자 규
모 분석, 고등교육투자금액 및 GRDP 
간 산점도 분석

ㆍ지자체의 고등교육투자 규모 및 자
체 투자 비율 증가

ㆍ지차제의 고등교육투자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확인

ㆍ긍정적 효과는 군 지역보다 시 지
역에서의 더 크게 나타남

ㆍ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
원의 전략으로서 고등교육 투자의 
가능성 제시

2

ㆍ연구명: 교육투자의 경제적 파급효
과 분석

ㆍ연구자(연도): 박경호(2009) 
ㆍ연구목적: 현재의 경제활동에 미치
는 교육투자의 기여도 규명

ㆍ문헌연구
ㆍ통계분석: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민간수요 
구축효과 등 분석

ㆍ(2005년 기준)교육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 59조 22,360억원 

ㆍ생산유발효과: 77조 5,991억원
ㆍ부가가치유발효과: 656조 2,742억원
ㆍ취업유발효과: 1,350,580명
ㆍ고용유발효과: 1,184,719명
ㆍ4대강 살리기 사업과 비교 분석 결
과, 교육 선진화 사업의 경우 부가
가치와 취업, 고용유발효과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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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ㆍ교육에 대한 정부투자의 민간수요 
구축 효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3

ㆍ연구명: 학교급식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
급식 사례를 중심으로

ㆍ연구자(연도): 김윤두 외(2018) 
ㆍ연구목적: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
급식이 전국 및 각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도출

ㆍ문헌연구
ㆍ통계분석: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노동유발계수(취업 및 고
용유발계수) 등 분석

ㆍ(2014년)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579,230백만원

ㆍ생산유발효과: 1,069,704백만원
ㆍ부가가치유발효과: 453,192백만원
ㆍ취업유발효과: 24.8천명
ㆍ고용유발효과: 8.8천명
ㆍ부가가치유발효과의 경우, 예산액 1
단위 투입 시 발생 효과는 0.782로 
국내 산업평균 0.676보다 높음

ㆍ타 지역의 경우 식재료 공급 관련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게 나타남

4

ㆍ연구명: 저소득층 교육비지원의 경
제적 효과

ㆍ연구자(연도): 최은영·김민철·정
순현(2013) 

ㆍ연구목적: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
원의 경제학적 의의 및 효과 추정

ㆍ문헌분석
ㆍ통계 분석: 사회수익률, 교육투자 
수익률, 학력별 임금격차 및 교육
투자수익률 추세 분석

ㆍ교육비지원 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법적 검토

ㆍ해외 성공 사례를 통한 지원 방향 
제시

5

ㆍ연구명: 지방교육재정지출 및 지역
인적자본형성과 지역경제성장간의 
동태적 관계분석 

ㆍ연구자(연도):  문병근·김성옥(2012)
ㆍ연구목적: 지역의 인적자본축적과 
지역별 교육비 투지지출이 지역경
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ㆍ문헌연구
ㆍ통계 분석: Granger 인과관계 분석，
충격반응분석, 분산분해분석(panel-
VAR 모형)

ㆍ쌍방향적 인과관계: 지방교육재정
지출-지역경제성장, 지역인적자본 

ㆍ단방향인과관계: 지역인적자본-지
역경제성장 

ㆍ지역경제성장은 지방교육재정지출
을 증가시키며, 이는 지역의 인적
자본을 형성하고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함

6

ㆍ연구명: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
정의 재정지출효과에 관한 비교 분
석 

ㆍ연구자(연도): 윤기현(2019) 
ㆍ연구목적: 지방재정 구조의 상호 
비교 및 재정지출 효과의 영향 요
인 분석

ㆍ문헌연구
ㆍ통계분석: 지출효과 분석(Flypaper 
Effect)

ㆍ지방교육재정 Flypaper Effect 발생
ㆍFlypaper Effect 발생여부에 따른 
지방재정 간 특징 비교(자체 재원
확보 방안 여부, 재정운영의 자율
성, 재원 배분기제 등)

7

ㆍ연구명: 재정지원 일자리서업 고용효
과 고용영향평가 연구 

ㆍ연구자(연도): 이규용 외(2013)
ㆍ연구목적: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
영향평가를 통한 효율화 방안 모색

ㆍ문헌연구
ㆍ통계분석: 순고용효과 분석, 직접일
자리사업 노동시장 이행 원자료 분석

ㆍ직접일자리사업 지출의 국제비교
ㆍ총고용효과: 직접 고용자수(259,674
명), 간접고용자수(15,253명), 유발
고용자수(8,071명)

ㆍ세부 사업별 참여의 노동시장효과 
및 이행성과 분석

8

ㆍ연구명: 청소년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요인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ㆍ연구자(연도): 이지혜·최영출(2014)
ㆍ연구목적: 청소년의 행복도에 영향
을 미치는 교육적 요인의 인과관계 
규명 및 정책적 시사점 제공

ㆍ문헌연구
ㆍ통계분석: 

ㆍ직·간접적 영향 요인: 1인당 GDP, 
교육비 비율, 국민 1인당 교육비 
규모, 교육분권화, 교사-학생수 비
율,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유지비율

ㆍ직접적 영향이 가장 큰 요인: 국민 
1인당 교육비 지출 규모

9

ㆍ연구명: 지역사회의 질이 주민행복
에 미치는 영향

ㆍ연구자(연도): 김현정(2017)
ㆍ연구목적: 지역사회의 질 구성요인
이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ㆍ문헌연구
ㆍ통계분석: 2013~2015년 서울서베이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다중회귀분석)

ㆍ지역사회의 질 측정지표 선정: 제
도 영역(기초생활수급자 수, 병원, 
공공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시
민사회 영역(이웃신뢰, 자원봉사등
록률), 지속가능성 영역(생활권공원, 
고령화, 청렴도, 재정자립도) 

ㆍ지역사회의 질이 주민행복에 미치
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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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초․중등 교육재정의 기능·성과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

  ○ 초중등 교육재정의 외부효과관련 선형연구 검토

  ○ 초․중등 교육재정 투자의 외부효과의 의미와 범위 설정

  ○ 초․중등 교육투자 외부효과 측정 모델 탐색 

 □ 초․중등 교육투자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모델 개발

  ○ 재정투자의 경제·사회적 효과의 의미와 범위

  ○ 재정투자의 경제·사회적 효과의 개념 및 유사 개념 분석

  ○ 재정투자의 경제·사회적 효과의 측정 방법 탐색

  ○ 초·중등 교육투자의 경제·사회적 효과 측정 모델 탐색 

  ○ 초·중등 교육투자의 경제·사회적 효과 측정 모델(안) 제안 

  

 □ 초·중등 교육투자의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 주요 교육투자 사업 투자 현황 분석(7.20 교육여건개선 사업, 중학교 의무교육, 무

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ㆍ권역별, 정책대상별 영향요인 비교 
분석

10

ㆍ연구명: 고용영향분석·평가방법론 
연구

ㆍ연구자(연도): 윤윤규 외(2008) 
ㆍ연구목적: 경제·산업정책이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ㆍ문헌연구
ㆍ통계분석: 단기효과 분석(산업연관
모형(IO모형)), 중·장기적 효과 및 
영향 추정(일반균형모형(CGE모형))

ㆍ정책실험: 장기노동공급 추계모형 
개발

ㆍ산업연관 분석모형(IO모형)을 통한 
고용영향 평가 분석 

ㆍCGE 모형을 통한 고용영향평가 분석
ㆍ장기노동공급 추계모형을 통한 노
동공급효과 분석

ㆍ정책의 시나리오, 분석기간의 길이 
등에 따른 다양한 결과 제시 및 질
적 평가 등이 요구됨

11

ㆍ연구명: 재정투자사업평가의 고용효
과분석 연구

ㆍ연구자(연도): 한금융 외(2016)
ㆍ연구목적: 재정투자사업평가의 고용
효과분석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근거 
확보 및 평가방법론 개선방안 도출

ㆍ이론연구
ㆍ전문가 설문조사: 평가항목별 가중
치 설정에 대한 쟁점사항 자문

ㆍ고용효과분석 관련 국내외 제도 및 
현황, 주요 방법론, 거시적·미시적 
분석 모형 및 사례 제시

ㆍ예비타당선조사에서의 고용효과분
석 현행 방법론(고용유발효과, 고용
의 질 개선효과) 소개 및 적절성 
검토, 개선방안 도출 등

본 
연구

- 초ㆍ중등 교육투자의 지역사
회 및 지역경제 영향요인 규
명 및 이론적 모델 개발

- 초ㆍ중등 교육투자의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영향 규모 규명

- 교육투자의 관점에서 지방교
육재정(초ㆍ중등 교육재정)의 
역할 정립

- 문헌 분석
- 전문가 면담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모델 구안
- 데이터 분석

- 초ㆍ중등 교육투자의 지역사
회 및 지역경제 영향 분석을 
위한 기초데이터 정련, 요인 
규명 및 모델 개발

- 초ㆍ중등 교육투자의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영향 규모 추정

- 초ㆍ중등 교육투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속적 투자를 위한 
후속 연구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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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식 등) 및 중장기적 투자 효과 분석

  ○ 주요 투자 영역(예시: 복지영역(저소득층 지원, 방과후, 돌봄, 무상급식 등), 소비 

효과 영역(시설비, 업무추진비, 학습준비물비 등))의 지역내총생산(GRDP)에 미치

는 영향 분석

  ○ 교육비특별회계 주요 교육사업(복지사업, 무상급식, 학교시설 등)의 고용유발 효

과 분석

  ○ 초·중등 재정투자 규모, 교육의 질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초․중등 교육투자의 영역별 영향 비교 및 향후 후속과제를 위한 시사점 도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분석 

  ○ 교육 투자 효과 관련 국내․외 보고서 

  ○ 교육 재정사업 고용유발 효과 관련 국내․외 보고서

  ○ 학교교육과 사회적 자본 관련 연구 및 보고서

  ○ 재정사업 효과 측정 관련 연구 및 보고서  

 □ 통계자료 분석  

  ○ 최근 10년간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투자 영역별 변화 추이 분석 

  ○ 교육통계를 활용한 초중등 관련 기초 자료 분석

  ○ 통계청 데이터 및 e-나라지표 등 관련지표 분석

  ○ 광역・기초자치단체의 GRDP 변화 분석

  ○ 초중등 교육투자의 지역사회 재정 지출 효과 사례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연구내용 및 방법, 분석 모형 설계 및 결과 해석에 대한 자문 

   - 초중등 재정 투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쟁점 도출, 연구 변인 및 

모형 설정에 대한 자문 등

 □ FGI(focus group interview) 

  ○ 재정투자 효과 개념 정의 및 논리성 확보

   - 교육재정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 당당자, 정부 유관부처 당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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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등 재정투자 영향 분석 

  ○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한 교육비특별회계 주요 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 재정 투자가 지역내총생산(GRDP)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교육서비스의 질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기대효과

  ○ 초․중등 교육투자의 긍·부정적 외부효과 확인

  ○ 초․중등 교육재정의 역할 재정립 및 재구조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 향후 초․중등 교육재정 관련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도출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실행계획서 작성(선행연구 분석)

¡ 실행계획서 심의 및 보완

¡ 교육재정의 성과 관련 문헌 분석

¡ 재정사업 효과 관련 쟁점 문석

¡ 해외 사례 분석

¡ 분석 모델 설계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초중등 재정투자 영향 분석

¡ 최종보고서 작성

¡ 이슈페이퍼 작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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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M 교육 중분류 M3 초중고교육

▣ 주제어

한글 교육재정 교육경제
초중등 교육 

투자 교육성과

교육의 

외부효과 

(영문)
(Educational 

Finance)

(Educational 

economy)

(Educational 

impact)

(External 

Economy of 

Educ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본 연구과제는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의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과정에서의 안정

성, 형평성 확보 노력, 시도교육청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등과 관

련이 있음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97 -

▣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 국외여비(사업계획서 내 관련 국외출장 세부내용 추가 정리) : 해당사항 없음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공동연구진(원고 작성)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외부 연구진(3명) (추후 섭외 예정)

필요성
○ 초중등 재정 투자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 분석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 참여를 통한 외부효과 측정 모델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
가의 참여 필요

주요내용

○ 교육재정 투자 효과에 대한 이론적, 전문적 검토 
○ 초중등 교육 투자의 사회 경제적 효과 측정 모델 개발
○ 교육비특별회계 주요 사업의 고용유발 효과 분석
○ 재정 투자가 지역내총생산(GRDP)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교육서비스의 질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예산(천원) 13,5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8.7%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금액(원) 47,000 100%

1. 사업인건비 - - - -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10회 28,000

188 0.4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6회 160,000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비 50원×300쪽×180부 2,700,000

4,882 10.4자료복사비 50원×400쪽×50부 1,000,000
소모품비 118,200원×10회 1,182,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임차료 100,000원×25회 2,500,000 2,500 5.3

5-1.
국내여비

국내여비(서울 등) 130,000원×7인×5회 4,550,000
5,250 11.2

시내교통비(세종 등) 20,000원×7인×5회 700,000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국외) 50,000원×30회 1,500,000

1,880 4.0
연구자료(국내) 20,000원×19회 380,000

7. 전문가활용비

연구자문료  1,500,000원×9회 13,500,000

27,800 59.1

회의수당  200,000원×5인×8회 8,000,000
보고서 심의수당(중간보고서) 200,000×3인×1회 600,000
보고서 심의수당(최종보고서) 200,000×3인×1회 600,000
보고서 평가비 200,000×7인×1회 1,400,000
연구윤리검토비 500,000×1인×1회 500,000
해외사례 원고료 8,000원×200매×2회 3,2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10인×15회 4,500,000 4,500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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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방안

▣ 연구제안자

   ○ 서영인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대학의 붕괴가 전망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충원으로 인한 폐교를 최소화하고 대학이 사회적 공기

(公器)로서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정책연구임.

○ 특히,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면에서 그 가치를 분석

함으로써 대학-지역 간 연계 강화 및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근거 

확보, 지역의 인재확보 전략 등 미래 사회에 대응해야 할 고등교육의 

정책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므로 정책연구에 해당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대학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투자 촉진을 유도할 경제적 효과 관련 근거 확보

  ○ 그동안 고등교육이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고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으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적에 기반하기보다는 

규범성‧당위성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온 경향이 있음. 특히,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지방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지역

발전위원회, 2018), 2020년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도입 

등은 대학이 지역 경제발전의 포석이 될 것을 입증하고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의 경우 아직 고등교육재정의 규모 GDP 1.1% 달성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며, 지방정부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고등

교육 투자를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평균 2.8%1) 수준인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득 근거 확보가 절실함.

1) 정부의 총 고등교육재정지원 규모의 지자체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최근 5년간 결산기준으로 2.6%(2014)→ 

2.3%(2015년)→2.8(2016년)→3.4(2017년)→3.0(2018년)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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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존‧폐 및 구조조정 근거로서 대학의 지역 경제유발 효과 분석 선행 필요

  ○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대학의 

재정결손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상당수 대학을 존‧폐 위기로 내

몰고 있음. 특히 지역대학의 위기 상황2)에서 정부의 재정 투자는 잠재력 있는 고등

교육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제가 되므로, 투자 대상 대학 선별을 위한 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 그러나 대학에 대한 존‧폐, 통‧폐합, 기능 전환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이 

부재 시 발생할 지역경제 황폐화 또는 대학 배치 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지출유발, 지역 내 총생산(GRDP) 부가가치, 취업‧고용유발 및 총소득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 직업교육 혁신(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및 지역 강소대학 지원) 관련

▣ 연구 목적

  ○ 대학의 지역경제 기여도 진단 및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 근거 도출

  ○ 학령인구 감소 국면에서 대학 구조조정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책적 판단 근거 제공

  ○ 고등교육기관 사회‧경제적 가치와 효용성 제고 방안 도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2) 교육부는 2018년 ‘향후 2-3년 뒤 약 38개 대학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2019년 ‘2년 뒤 70개 이상 대학’

으로 상향 전망함. 이는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약 21%를 위기 대학으로 진단했음을 의미함.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 과제명 :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

투자와 지역경제성장

- 연구자(년도) : 이진권 외(2018)
- 발행기관 : 교육재정경제연구

- 연구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고등

교육투자 규모와 특징 파악, 투자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문헌연구

- 현황분석

- 통계자료 분석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대학과 교육투자-지역경제성장)
- 지자체 고등교육투자 현황과 특징

- 실증분석

-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2

- 과제명 : 대학교 캠퍼스가 지역 노

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연구자(년도) : 이종관(2018)
- 발행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목적 : 2000년 이후 발생한 대학 

폐교가 인근 지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대학 설

립폐교의 인과효과 정량적 추정).

- 현황분석

- 사례분석

- 통계자료 분석

- 선행연구 분석

- 국내 대학 설립 및 폐교 사례

- 분석방법 및 자료 소개

- 대학설립의 효과(지역 내 고용, 산

업별 고용, 지가변동률 등)
- 대학폐교의 효과(지역 내 고용, 서

비스업 고용 및 지가변동률 등)
- 정책적 함의 도출

3 - 과제명 : 대학의 지역 경제적 파급 - 선행연구 분석 -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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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지식이전을 중심으로 한 전남

대학교의 사례 연구)
- 연구자(년도) : 안영진(2017)
- 발행기관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연구목적 : 지역거점 국립대학(전남

대학교) 소속 개인 연구자 및 연구

기관과 외부기관 간 연구계약을 조사

분석하여 지역혁신 및 지역이전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함.

- 사례분석

- 현황자료 분석

- 대학의 지역 경제적 파급

(지식이전 사례 및 현황 분석)
- 분석결과 도출

4

- 과제명 : 지역거점 국립대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전북대학교 사례

를 중심으로

- 연구자(년도) : 최정은 외(2017)
- 발행기관 : 한국지역경제연구

- 연구목적 : 지역거점 국립대학(전북

대학교)가 전북지역 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를 분석함.

- 선행연구 분석

- 통계자료 분석

- 선행연구 분석

- 분석방법 설정

- 분석자료 제시(대학재정 수입 및 

지출, 학생 생활비 지출, 지역 내 

취업 지수)
- 분석결과 도출(지역산업연관분석,

생산성 증가효과분석)

5

- 과제명 : 중부대학교 이전의 효과분석

- 연구자(년도) : 임재영 외(2013)
- 발행기관 : 충남발전연구원

- 연구목적 :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제하고 중부대학교의 경

기도 고양시 제2캠퍼스 이전에 따

른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분석함.

- 현황분석

- 통계자료 분석

- 중부대학교와 지역경제 현황

- 중부대학교 이전 효과의 구분 및

분석 방법

- 중부대학교 이전 효과 분석

(소비지출, 대학 경상비용 지출, 지

역경제 파급 효과)
- 결론 및 정책제언

7

- 과제명 : 대학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 연구자(년도) : 김태경 외(2012)
- 발행기관 : 경기개발연구원

- 연구목적 : 경기도의 대학유치 여건

변화에 따라, 대학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효과 및 법 제도적 지원

사항을 분석함.

- 현황분석

- 사례분석

- 통계자료 분석

- 경기도 대학유치 필요성 및 현황

- 대학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례분석

- 대학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소득창출효과 분석)
- 결론 및 정책제언

8

- 과제명 :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연구자(년도) : 황규선 외(2008)
- 발행기관 : 강원발전연구원

- 연구목적 : 강원도 사립대(한림대)를 

사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가치, 지식생산과 이전이 

기업에 미치는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함.

- 현황분석

- 사례분석

- 설문조사 및 분석

- 통계자료 분석

- 한림대학교 현황 분석

- 대학이 지역소득 창출 효과 분석(
- 인적자원 양성공급의 경제적 효과추정

- 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운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 대학과 (의 상생협력 방향

- 정책적 제언 및 결론

본 연구

- 기존연구는 특정 지역과 지역대학에 

국한하여 경제적 효과의 유무 

확인 및 비용추정을 시행하였음.
-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지

역 소재 연구소 및 개별 대학 차

원에서 시행되었으므로 국가수준

에서 정부의 지역 대학 투자에 활

용하는 정책적 근거로 발전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음.

- 문헌연구

- 통계자료 분석

- 실태조사

- 사례조사

- 전문가협의회

- 원고 의뢰

- 대학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및 지역

경제 성장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현황 분석

- 대학과 지역경제 성장의 효과 분석

- 해외사례 분석

- 대학-지역 연계 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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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대학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및 지역경제 성장

  ○ 대학과 국가경쟁력 및 경제발전의 기여도 

  ○ 고등교육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규모 변화 및 지역별 차이

  ○ 대학-지역 간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대학-지역 연계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변천 과정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현황 분석

  ○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현황 및 변화 양상

  ○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현황 및 변화 양상

  ○ 정부의 고등교육투자의 차이 분석 : 대학의 소재지, 규모, 설립유형, 특성화 등

  ○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의 문제 및 쟁점

□ 대학과 지역경제 성장(GRDP 지역 내 총생산)3)의 효과 분석

  ○ 대학이 지역경제에서 창출하는 재정지출 효과

  ○ 대학이 지역경제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 유발 효과

  ○ 대학이 지역경제에서 창출하는 고용 창출 효과

  ○ 대학의 경제적 창출 효과(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와 지역경제 성장(GRDP 지역 

내 총생산 간 관계 분석

  ○ 대학-지역 간 연계 강화 근거, 대학에 대한 투자 전략, 인구지형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구조조정 및 통·폐합에 대한 시사점 도출

3)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이하 GRDP)로 시‧도 단위별 생산, 소비,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추계한 해당 

지역의 부가가치로서 시‧도 단위의 종합경제지표임. 

- 본 연구는 국책 연구기관이 수행함

으로써 권역별 대학을 기반으로 중

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지역과 지역 대학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

대학과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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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련 해외사례 분석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현황

  ○ 대학의 지역경제 기여에 관한 분석결과 및 정책적 활용

  ○ 중앙 및 지방정부의 대학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투자 계획에 관한 발표 자료

  ○ 대학 구조조정 및 통‧폐합, 대학-지역 간 연계 및 상생을 위한 정책 사례 분석

  ○ 국내 대학의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등

 □ 대학-지역 연계 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 방안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방안 도출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방안

  ○ 지역-대학의 연계를 통한 대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제고 방안 도출

  ○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인재확보 전략 도출

  ○ 권역별 고등교육정책의 주요 방향과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구조

조정 및 통·폐합 방안 도출 등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대학구조개혁, 통․폐합, 폐교 후속 관리에 대한 국내․외 기초 연구 및 보고서

  ○ 대학의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한 국내․외 보고서

  ○ 고등교육 투자 효과에 관한 국내․외 보고서

  ○ 고등교육기관 운영 및 통․폐합 관련 각종 법령 및 지침

  ○ 대학 폐교 및 통·폐합 지원에 관한 정부 발표 자료

  ○ 대학별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예․결산 자료

 □ 통계자료 분석

  ○ 대학재정알리미의 사업별/대학별 자료 분석

  ○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분석

  ○ 국내․외 교육통계 DB를 활용한 대학 관련 데이터 분석

  ○ 교육통계연보, 교육정책분석 자료집 등 KEDI 데이터 분석

  ○ 대학정보공시 자료 중 대학 재정지원 평가사업 관련 공시 항목 분석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회계 관련 데이터 분석

  ○ 통계청 데이터 및 e-나라지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중 관련지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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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태 조사

  ○ 목적 : 대학의 지역경제 기여도 진단을 위한 지출 효과 분석

  ○ 내용 : 재정지출 효과(expenditure impacts)로 대학, 교수, 직원, 학생, 방문자 등에 의한 

지출과 관련된 영향 조사, 대학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GRDP)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

  ○ 대상 : 5개 권역별 정부 투자 유치 상위 대학 2개, 하위 대학 2개 섭외  

  ○ 방법 : 조사업체 의뢰

 □ 사례 조사

  ○ 목적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 효과 사례 분석

  ○ 내용 : 중앙정부 및 지자체 투자 실태, 지역과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발생 사례, 

대학 구성원들의 지역에서의 경제유발 효과 및 고용효과, 지출 효과 등

  ○ 대상 : 전체 고등교육기관 중 중앙정부 및 지자체 투자 유치 상위 대학 2~3개 섭외 

  ○ 방법 : 해당 대학 관계자 면담 및 대학별 자체 보고서 작성

 □ 기타

  ○ 전문가협의회

   - 목적 : 연구내용, 방법에 관한 자문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상시적 의견수렴

   - 내용 : 대학의 경제효과 유발에 관한 문제 및 쟁점 도출, 기존 정책의 효과 논의, 

각종 조사 시행에 관한 자문 등

   - 대상 : 고등교육 전문가, 조세 및 회계 분야 전문가, 지자체 인사, 대학 법인 담당자 

및 재정․회계 담당자, 정부 부처 유관 업무 담당자 등

  ○ 원고 의뢰

   - 목적 : 해외 주요국의 대학의 경제효과 유발 효과 분석 및 분석결과의 정책적 활용 

사례 조사, 분석

   - 내용 : 대학의 지역경제 기여에 관한 분석결과,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대학의 

경제적 기여 분석과 투자 계획에 관한 발표 자료, 대학 구조조정 및 통‧폐합, 대학

-지역 간 연계 및 상생을 위한 정책 사례 분석, 국내 대학의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등

   - 방법 : 선진 사례 국가를 선정한 후 현지 전문가 섭외

▣ 기대효과

 □ 지역 강소대학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유도

 □ 고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대학의 자율적 발전 역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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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3 4 5 6 7 8 9 10 11 12

◦대학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및 지역경제 성장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현황 분석

◦고등교육 투자의 문제 및 쟁점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련 해외사례 분석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대학과 지역경제 성장(GRDP)의 효과 분석

◦대학-지역 연계 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 방안 도출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최종보고서 수정‧보완‧인쇄

◦이슈페이퍼 작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1.3.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대학교육

  

▣ 주제어

한글
고등교육투자 지역경제 성장 지역내 총생산 중앙 및

지방정부
전략적 

투자 방안

(영문)
(Higher Education 
Investment)

(regional economic 
growth)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Central / Local 
Government)

(Strategic 
Investment Pla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대학재정장학과 :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고등교육재정 지원 총괄

◦ 고등교육정책과 : 고등교육 정책 기획 수립

◦ 국립대학정책과 : 국립대학 발전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

◦ 사립대학정책과 : 사립대학 발전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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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산출근거 금액(원) 50,000 100%

2. 공공요금
∘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10회=28,000원 28,000

188 0.4%
∘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6회=160,000원 160,000

3. 수용비

∘ 보고서 인쇄료 50원×300매×180부=2,700,000원 2,700,000

4,292 8.6%∘ 자료복사비 50원×120쪽×100부=600,000원 600,000

∘ 소모품비 992,000원×1식 992,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회의실 임차료 150,000원×16회=2,400,000원 2,400,000 2,400 4.8%

5. 여비

∘ 시내교통비 20,000원×3명×2회(세종시 등)=120,000원 120,000

4,020 8.0%∘ 국내여비(본원 ↔ 서울시, 세종시 등)      

130,000원×3명×10회=3,900,000원
3,900,000

6.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국외) 구입비 50,000원×6종×4회=1,200,000원 1,200,000
2,000 4.0%∘ 연구자료(국내) 구입비 20,000원×5종×8회=800,000원 800,000

7. 전문가활용비

∘ 연구자문료 1,000,000원×10회=10,000,000원 10,000,000

22,600 45.2%

∘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6명×5회=6,000,000원 6,000,000

∘ 보고서 심의수당(중간보고서) 200,000원×3명×1회=600,000원 600,000

∘ 보고서 심의수당(최종보고서) 200,000원×3명×1회=600,000원 600,000

∘ 보고서 평가비 200,000원×7명=1,400,000원 1,400,000

∘ 해외사례 원고료 8,000원×250매×2회=4,000,000원 4,000,000

8. 회의비 ∘ 전문가 협의간담회비 30,000원×15명×10회=4,500,000원 4,500,000 4,500 9.0%

9. 외부용역 및

부담금
∘ 실태조사 10,000,000원×1회=10,000,000원 10,000,000 10,0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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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비 : 해당사항 없음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 전문가 활용(외부 공동연구진) 2인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 고등교육 유관기관 전문가 1인, 고등교육 정책 전문가 1인

필요성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 효과 사례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data들과 그동안의 축적된 자료들을 활용하기 위해 고등교육 

유관기관 전문가 1인 필요

◦ 대학의 지역 경제효과 유발에 대한 기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대안 도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 정책 전문가 1인 필요

주요내용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 효과 사례 및 현황 분석

◦ 대학-지역 연계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 도출

예산(천원) 10,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0%

  

위탁 유형 ◦ 원고 의뢰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 해외사례 분석 대상 국가의 현지 전문가

필요성
◦ 해외사례 조사는 분석 대상 국가의 언어 및 자료의 접근성의 한계로 현지 

전문가에게 원고 의뢰함

주요내용

◦ 해외 대학의 지역경제 기여에 관한 분석 결과

◦ 중앙 및 지방정부의 대학의 경제적 기여 분석과 투자 계획에 관한 발표 자료 분석

◦ 대학 구조조정 및 통‧폐합, 대학-지역 간 연계 및 상생을 위한 정책 사례 분석

◦ 국내 대학의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등

예산(천원) 4,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8%

위탁 유형 ◦ 외부 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 조사 및 분석 전문 업체

필요성

◦ 대학의 지역경제 기여도 진단을 위한 지출 효과 분석을 위해 5개 권역별 정부 

투자 유치 상위, 하위 대학 섭외가 필요함.
◦ 지출 효과 분석을 위한 대학별 자료의 양과 분석 내용이 방대하고, 대학 관계자 

섭외 및 사례 조사에 따르는 시간과 방법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의뢰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재정지출 효과(expenditure impacts)로 대학, 교수, 직원, 학생, 방문자 등에 

의한 지출과 관련된 영향 조사

◦ 대학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GRDP)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예산(천원) 10,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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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학 간 공유･협력 체제 구축 방안 연구

▣ 연구제안자

   ○ 조옥경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이 연구는 외부와의 단절 및 과도한 소모적 경쟁 체제를 특징으

로 하는 고등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생 및 공진화(共進化) 체

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

안을 강구하는 연구임. 이러한 연구 지향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

는 정책연구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정책적 필요성 

  ○ 우리나라 대학은 인구절벽에 따른 대학입학자원의 급감 및 국경을 초월하는 다양

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대체재들의 등장, 최근의 

COVID-19로 인한 대혼돈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의 부실화와 퇴출의 위기에 봉착해 있음. 즉, 다양한 고등교육의 환경변화는 

고등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정책적으로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고등교육 체제를 구

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함.

  ○ 현 정부는 포용국가 비전 전략의 하나로 대학의 개별 경쟁 및 서열화 심화에서 

벗어나 대학 간 연계･협력형 대학체제 개편을 제시한 바 있음(대통령직속 정책기

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8: 43).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관련 프로그램들이 개발 및 추진되고 있으나 대

학 간 연계･협력의 지속성 및 실효성, 혁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제

도 및 정책적 기반은 미약한 수준이므로 정책적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음.

  ○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외부와의 단절 및 과도한 소모적 경쟁보다는 개방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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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상생(相生) 및 공진화(共進化)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

학에서도 각종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개별 대학 차원의 경쟁적 대응보다는 

대학 간 공유 및 협력을 통한 대학의 상생 및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의 사회적 당

위성이 증가하고 있음.

 □ 학문적 필요성 

  ○ 대학 간 연계･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또는 각 대

학의 자체 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프로그램들이 구축･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전반적인 고등교육 체제 차원에서 대학 간 공유 및 협력의 현황과 문제점에 터해 

활성화 방안을 탐색한 연구는 부족함. 구체적으로, 관련 선행연구들은 특정 영역 

및 지역, 사업, 대학 유형의 연계･협력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하거나(남보우 외, 

2003; 최덕철, 2003; 오영재, 2004; 이정희･최용호, 2006; 김재웅 외, 2016; 이정미 

외, 2017), 국가 수준에서 국내 일반대학 중심의 네트워크 체제 구축 방안을 연구

한(임재홍 외, 2015; 조옥경 외, 2019)가 대부분임. 따라서 다양한 국내외 사례와 

실질적인 공유･협력의 저해 요인 분석에 터해 대학 간 공유･협력의 활성화와 지

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학 간 연계･협력 체제 구축 방안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전술한 연구의 정책적 필요성과 학술적 필요성에 터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

이 당면한 다양한 고등교육 환경변화의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 간 공유･협력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인 대학 간 연계･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수립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연구명: 대학간 교류 활성화 및 

고등교육 국제비교 연구

∙연구자: 이현청 외(1998)

∙문헌연구

∙설문조사

∙면담

∙국내 대학 간 교육․연구 교류 현

황과 문제점

∙국내-외국 대학 교육․연구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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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국내·외 대학간 교류 

활성화 저해요인 규명 및 활성

화 방안 모색

∙전문가 협의회 현황과 문제점

∙대학 간 교류 해외사례

∙대학 간 교류 활성화 방안

2

∙연구명: 대학교수 국내교류 사업 

개선 연구

∙연구자: 남보우 외(2003)

∙연구목적: 국내 교수교류사업의 

현황 및 개선방안 탐색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회

∙세미나 개최

∙교수교류사업 현황

∙교수교류사업 문제점

∙교수교류사업 제도적 개선방안

3

∙연구명: 대학간 협력체제 개발과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한국지역대

학연합(RUCK)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자: 최덕철(2003)

∙연구목적: 대학간 협력체제의 구

축과 운영의 가능성 모색 및 개

선 방안 제시

∙문헌연구

∙사례 분석

∙대학간 협력체제의 구축 및 운영

의 필요성 

∙국내 대학간 협력 사례

∙외국대학간 협력 사례

∙한국지역대학연합

4

∙연구명: 지방 사립대학 대학연합

모형 설계: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연구자: 오영재(2004)

∙연구목적: 대전지역 사립대학의 

대학연합체제 구축 모형 제시

∙문헌연구 ∙대학연합의 추진 배경 및 현황

∙대학연합의 이론모형

∙대전지역의 특성과 대전 소재 사

립대학의 특성화 전략

∙대전지역 사립대학 연합체제 추진 모형

5

∙연구명: 국내 대학간 교류·협력 

실태 분석

∙연구자: 정금현․김순남(2005)

∙연구목적: 국내 대학간 교류․협력 

실태 조사, 문제점과 개선방안 탐색

∙문헌연구

∙설문조사

∙대학 간 교류․협력의 목적, 영역,

유형, 분석틀

∙대학 간 교류․협력 현황

∙대학 간 교류․협력 유형 및 특성

∙대학 간 교류․협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연구명: ‘대학컨소시엄 대구경북’

(가칭)의 설립에 관한 연구-대학컨

소시엄 교토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자: 이정희․최용호(2006)

∙연구목적: 대학 간 네트워크 및 

컨소시엄형 대학을 추진하여 지역 

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활용

∙문헌연구

∙인터뷰조사

∙침체된 지역경제 및 사회 활성화 

방안 고찰

∙지역 대학의 위기 타개 방안 고찰

∙‘대학컨소시엄 교토’ 및 타 지역 

대학컨소시엄 고찰

∙‘대학컨소시엄 대구경부’(가칭)의 

설립 방안 고찰

7

∙연구명: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체제 개편방안 연구

∙연구자: 임재홍 외(2015)

∙연구목적: 고등교육 체제 개편의 

구체화 및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천적 방안 모색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

∙포럼

∙대학체제 개편 선행 논의와 평가

∙고등교육과 대학입시 현황과 문제점

∙대학체제 개편안

∙대학체제 개편에 따른 중등교육 

및 입시제도 개선안

∙대학체제 개편에 따른 경제적 분

석과 기대 효과

8

∙연구명: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및 

학점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자: 김재웅 외(2016)

∙연구목적: 대학 간 학점교류 활

성화를 위해 학사제도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 분석

∙문헌연구

∙사례 분석

∙방문 조사

∙설문 조사

∙전문가 협의회

∙대학 학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학 간 학점교류 현황

∙대학 간 학점교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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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대학 간 공유･협력 정책 및 법제도 분석

  ○ 대학 간 공유･협력 정책 분석

  ○ 대학 간 공유･협력 관련 법제도 분석

  ○ 문제점 및 개선점 탐색

 □ 대학 간 공유･협력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수평적 대학체제(일반대학) 간 공유･협력 현황 분석

  ○ 수직적 대학체제 간 공유･협력 현황 분석

  ○ 지역 중심 대학체제 간 공유･협력 현황 분석

  ○ 국내외 대학 간 공유･협력 현황 분석

  ○ 대학 간 공유･협력의 특징과 문제점 분석  

9

∙연구명: 국립대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거점 국립대학을 중심

으로

∙연구자: 이정미 외(2017)

∙연구목적: 거점 국립대학의 선도

적 변화와 개혁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 및 거점 국립대학 간 네트워

크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기반의 

구축 

∙문헌분석

∙설문조사

∙전문가협의회

∙거점 국립대학의 역할 및 여건 분

석

∙거점 국립대학의 교육 현황 및 추

진 과제 

∙거점 국립대학의 연구, 산학협력,

지역연계 및 지역사회공헌 현황 및 

추진 과제

∙거점 국립대학 네트워크 구축 방

안

10

∙연구명: 대학의 공유성장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 연구

∙연구자: 조옥경 외(2019)

∙연구목적: 대학들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공유성장의 의의 탐색하

고, 자원공유 및 연계 협력을 강

화하는 대학체제 개편 방안 모색

∙문헌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실태조사

∙설문조사

∙면담조사

∙델파이 조사

∙전문가 협의회

∙정책 포럼

∙공유 이론 분석

∙대학체제의 대내외 현황 과제 분석

∙국내 공유성장형 대학체제 구축 

정책 및 사례 분석

∙국외 공유성장형 대학체제 구축 

정책 및 사례 분석

∙공유성장형 대학체제 관련 대학의 

실태와 인식 분석

∙대학의 공유성장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 도출

본 연구

∙대학 간 공유 협력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학 간 연계 협력 체

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 수립 방안 모색

∙문헌분석

∙사례조사

∙요구조사

∙면담조사

∙TNA 분석

∙전문가협의회

∙정책토론회

∙정책 및 법제도 분석

∙현황과 문제점 분석

∙국내외 사례 조사 분석

∙요구 분석

∙대학 간 공유 협력 활성화를 위한 

체제 구축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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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대학 간 공유･협력 사례 조사‧분석

  ○ 국내 대학 간 공유･협력 사례 분석

  ○ 국외 대학 간 공유･협력 사례 조사‧분석

 □ 대학 간 공유･협력 요구 분석

  ○ 대학 현장 요구조사

  ○ 대학 현장 면담조사 

 □ 대학 간 공유･협력 활성화를 위한 체제 구축 방안 도출

  ○ 구체적 정책적‧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모색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분석: 온･오프라인 자료 분석

  ○ 선행연구 분석

  ○ 정책 및 법제도 분석

  ○ 대학 간 공유･협력 현황 분석  

 □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 국내 우수 사례 조사 및 분석

  ○ 국외 우수 사례 조사 및 분석  

 □ 면담조사(또는 집단토의) 실시: 대학 현장 전문가 대상

  ○ 문제점 및 규제 요인 조사

  ○ 개선 방안 조사

 □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 면담조사 내용 분석

 □ 전문가 협의회 개최

  ○ 연구의 질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구 전반에 대한 자문 실시

 □ 정책토론회 개최

  ○ 주제 관련 전문가, 대학 관계자, 교육부 관계자, 연구진 등이 참여하여 대학 간 

공유･협력 활성화를 위한 체제 구축 방안 토론 및 연구 성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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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기초자료 제공

  ○ 국내외 다양한 대학 간 공유‧협력 체제 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고등교육 정책 및 

대학 현장의 대학 간 공유‧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정책의 수정･보완 지원

  ○ 대학 간 공유‧협력 체제 구축 방안 도출을 통한 정부의 연계‧협력형 대학체제 개

편 정책의 수정‧보완 지원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 실행계획 수립

¡ 선행연구 분석

¡ 정책 및 법제도 분석

¡ 공유‧협력 현황 및 문제

점 분석 

¡ 국내외 대학 간 공유‧협
력 사례 조사‧분석

¡ 중간보고서 제출 및 심의

¡ 요구조사 실시

¡ 면담조사 실시

¡ TNA 분석

¡ 공유‧협력 체제 구축 방

안 도출

¡ 전문가 협의회 개최

¡ 정책토론회 개최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심의

¡ 최종보고서 수정‧보완‧
인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1.3.1 종료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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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고등교육

▣ 주제어

한글 고등교육정책 공유 체제 대학 간 협력
고등교육기관 

파트너쉽
대학 혁신

(영문)

(Higher 

Education 

Policy)

(Sharing 

system)

(interinstitutional 

cooperatio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partnership)

(University 

innov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 고등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대학 간 공유성장을 위한 연계‧협력형 대학 체제 개편 

    ‧ 고등교육의 지역‧대학 간 격차 완화 

¡ 지역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 강화

¡ 대학 혁신 지원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2 고등교육의 질제고 및 평생·직업교육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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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45,000 100

1. 사업인건비
일용직(석사) 급여 80,000원×2명×4일 640,000

704 1.6
일용직(석사) 법정부담금 80,000원×2명×4일×10% 64,0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0회 100,000

156 0.3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20회 56,000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300매×180부 2,700,000

4,520 10.0자료복사비 50원×100쪽×200부 1,000,000

소모품비 410,000원×2회 82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임차료 200,000원×10회 2,000,000 2,000 4.4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30회(세종시) 600,000
1,900 4.2

국내여비 130,000원×2명×5회(서울시 등) 1,300,000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도서 등) 구입비 50,000원×36종×1회 1,800,000 1,800 4.0

7. 전문가활용비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명×1회 600,000

29,960 66.6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명×1회 600,000
보고서 평가비 200,000원×7명×1회 1,400,000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회 500,000
연구자문료 300,000원×15회 4,500,000
해외사례 원고집필 10,400원×150매×3명 4,680,000
국내사례 원고집필 10,400원×100매×3명 3,120,000
면담 사례비 200,000원×30명 6,000,000
텍스트 마이닝 분석비 2,800,000원 2,800,000
면담 녹취록 제작비 170,000원×8명 1,360,000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5회×4명 4,000,000
영문 초록 번역료 400,000원×1회 4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2명×11회 3,960,000 3,96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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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비(사업계획서 내 관련 국외출장 세부내용 추가 정리): 해당없음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분석 전문가

필요성 면담조사(또는 집단토의)의 체계적‧객관적 분석 필요
주요내용 면담조사 내용 분석을 통한 대학 현장의 요구 및 필요 분석
예산(천원) 1,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2%

위탁 유형 공동연구원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1인(미정)

필요성 연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제도 관련 전문가 참여 필요
주요내용 대학 간 공유‧협력 관련 법제도 분석 및 법제도 구축 방안 수립
예산(천원) 4,5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10%

위탁 유형 원고 위탁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국내외 대학 관계자

필요성 국내외 구체적 공유‧협력 사례 분석을 위하여 사례 대학 관계자의 참여 필요
주요내용 국내외 대학 간 공유‧협력 사례 조사 및 분석
예산(천원) 9,36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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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형 교육 뉴딜 연구 : 교육시설환경 의제 발굴을      

   중심으로

▣ 연구제안자

 ○ 조진일(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범정부의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교육부의 「그린 스마트 미

래학교」추진계획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형 교육 뉴딜사

업으로서 특히, 교육시설환경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Untact) 시대, 디지털 시대, 제4차 산

업혁명시대 등 새로운 시대에 교육시설환경이 준비해야하는 여

러 가지 의제를 발굴하고, 로드 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범정부의「한국판 뉴딜」종합계획(2020.7.14.)과 교육부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

교」사업계획(2020.7.17.) 및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안)」 발표(2020.10.5.)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형 교육 뉴딜 연구로서 

특히, 교육시설환경에 초점을 둔 의제 발굴 필요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전국 초, 중, 고에 고성능 WiFi 

100% 구축과 노후된 PC, 노트북 교체 등 스마트 기기 지원, 그리고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밝힘. 그리

고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친환경,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 친환

경 단열재 설치 등 그린 스마트 스쿨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한편,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구현을 목표로 공간혁신,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학교복합화 등 4가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전략을 발표함. 

  ○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교육 현장의 혁신적 변화

를 기반으로 미래교육으로 도약해야한다는 사회 전반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음

과 같은 10대 “디딤돌”과제를 발표함.

   - 국가 책무성 및 현장 자율성을 강화한 유, 초, 중등교육에서는 ① 미래형 교육과

정 개편, ② 새로운 교원제도 마련, ③ 학생 중심 미래형 학교 조성, ④ 성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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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교육안전망 구축 등 4개 과제를, 공유와 협력을 통한 혁신 지원 중심의 고등, 

평생교육에서는 ⑤ 협업, 공유를 통한 대학, 지역의 성장, ⑥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⑦ 고등 직업교육 내실화, ⑧ 전 국민, 전 생애 학습권 보장 등 4개 과제를, 

그리고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제로서 ⑨ 디지털 전

환 교육 기반 마련, ⑩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 과제 등 총 10개 과제를 제시

함. 10대 디딤돌 과제의 세부 내용 속에는 시설 등 물리적 교육환경과 관련된 내

용들이 곳곳에 포함되어 있지만, 다소 지엽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을 

뿐 이를 현장에서 구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공간, 장소(place) 중심의 물리적 교

육시설환경에 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는 없음4).

  ○ 따라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 등을 고려한 향

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시설환경의 바람직한 의제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

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이유는 앞으로 미래 사회구성원인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 사회

는 지금과는 현저히 다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로 인해 기존의 학교 시설환경

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표준이 변화(change)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미래 교육시설환경의 의제 로드 맵(Road Map) 수립 

필요

  ○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코로나 19가 종식되더라도 팬

데믹 시대는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과 코로나 19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기보다는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음.5)

  ○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주요 해외 선진국들의 교육뉴딜 중장기 

플랜 등을 비교 검토하는 것도 국내 미래 교육시설환경 의제 발굴에 중요한 지향

점이 될 수 있음. 

   - 교육뉴딜 정책의 원조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2020년 OECD 보고서에 따르

면 학생 1인당 디지털 매체 보유량이 3~4대 이상을 차지하는 풍요로운 ICT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실제로는 가정

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학교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격증하는 관계로 

디지털 교육격차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미국의 교육뉴딜 

정책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ICT-디지털 교육환경을 분배․조정하는 정

책을 중심으로 설계할 것임.

4) 디딤돌 과제 중 ①번 과제에서 고교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노후화된 직업계고의 공간 혁신과 안전한 실습환경 구축, 미래
형 유치원의 디지털 환경 경험 반영, ③번 과제에서 민주적 학교 모델 구현, 새로운 학교 모델 구현으로 미래형 혁신학교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그리고 디지털 환경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⑨번 과제에서 디지털 전환 인프
라 구축 등 물리적 교육환경이 포함되어 있음.

5) 세계경제포럼이 리서치기관 입소스(Ipsos)에 의뢰해 세계 28개국 16~74세 성인 2만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19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코로나 19 대유행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변화하
기를 바란다고 답변함. 출처: http://www.hani.co.kr/arti/science/future/966272.html(검색일 2021.1.19.) 



- 118 -

   - 일본, 영국 등의 국가는 디지털 교육환경이 미국에 비해서 처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ICT-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학교의 물리적․경영 여건이 

학생들의 교육역량 구축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런 시급한 교육과제를 

반영하여 일본 중앙교육심의회는 “레이나(令和)시대 일본형 학교교육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교육뉴딜 전략을 발표하였음. 이는 주로 학교교육 환경이 

ICT 친화적이지 못한 교육여건을 재건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플랜(①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ICT 환경 조성, ② ICT 활용을 통한 교원역량 자질 향상, ③ ICT 

친화적 학교환경 구축)등을 구상함. 

   - 독일, 핀란드 등은 ICT-디지털 연계 학교교육 체제를 중심으로 코로나 팬데믹 등

의 자연재난까지 예방할 수 있는 학교환경 구축을 통해 학생-교사 중심의 학교환

경을 재인식하고 있음. 이제 학교환경은 ICT-디지털 교육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설계는 물론이고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보건건강까지 배려하는 

복합형 학교환경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새로운 학교교육 구상으로 제안되고 있음.  

   - 즉, 코로나 이전의 사회적 인식 기준으로 수립된 미래 교육시설환경에 대한 계획

들이 검토,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종

합적이고, 체계적인 단기, 중기, 장기의 미래 교육시설환경 관련 의제 발굴이 어

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 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린 뉴딜의 핵심과제

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뿐만 아니라, 미래 교육시설환경 전반에 걸쳐 다양한 측

면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의제 발굴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로드 맵 수립이 필요

함.

▣ 연구 목적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한국형 교육 뉴딜 정책을 보다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정책을 성공

적으로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 교육시설환경 관련 의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굴하고자 함.

   - 미래 교육시설환경 관련 의제는 일선 교육현장과 전문가 중심으로 발굴하고, 체

계적으로 분류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되 단기, 중기, 장기 등 의제 수행 시기 및 

기간 등을 함께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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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연구명: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
교시설 개선방안 제고
▪연구자: 임철일 외 2인(2018)
▪연구목적: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
는 핵심 역량의 효과적 향상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학교 시설
의 개선 방안을 제고, 미래학교
가 어떠한 교육 환경적 특성과 
시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탐색하여 보다 최적
화된 미래 교육 운영을 위한 구
성요소 및 가이드라인, 모델 도출

▪선행연구 및 문헌분석 
▪국내 사례조사
▪전문가 포럼, 전문가 검토
▪설문 및 면담조사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고려 요소 
및 특징 분석
▪미래학교 사례분석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시설 개
선방안(구성요소와 가이드라인, 표
준 모델)
▪전략적 실행 및 활용방안, 정책방
향 로드 맵

2

▪연구명: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
는 교육시설 연구(Ⅰ)-학습자 중
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
▪연구자: 박성철 외 5인(2018)
▪연구목적: 미래 교육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시범사
업 추진시 설계단계의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 제시

▪문헌분석
▪전문가협의회
▪현황조사

▪미래교육의 방향
▪미래 교육환경 조사지표 개발
▪국내 미래 교육환경 현황 조사, 분
석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가이드라인 개발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

3

▪연구명: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
는 교육시설 연구(Ⅱ)-미래형 학
습공간 모형 개발
▪연구자: 이윤서 외 7인(2019)
▪연구목적: 2015 교육과정의 지향
점 실현으로 미래 지향적인 교
수학습법의 범위를 한정하고 이
의 효과적인 구현을 지원하는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을 사용자 
주도 프로젝트를 통하여 실제 
교육현장 목소리를 물리적 형태
로 반영

▪문헌분석
▪전문가 집단 면담 및 협의회
▪사용자 주도 워크숍
▪델파이 조사
▪정책 포럼

▪미래 교육환경의 조성 방향
▪미래 지향적 교수학습법과 소요 
공간 특성 도출
▪미래 지향적인 교수학습법을 효과
적으로 지원하는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 개발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

4

▪연구명: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
는 교육시설 연구(Ⅲ)-학교의 대
지 조건과 배치 및 평면 유형 
개발
▪연구자: 조진일 외 6인(2020)
▪연구목적: 미래 교육과정 및 교
수-학습의 변화에 따른 학생 중
심의 다양한 학습 형태를 우선
적으로 충족하는 동시에, 기후변
화시대에 부응하는 환경 친화적 
학교, 그리고 초저출산, 초고령
화 사회에 대비한 지역사회 중
심 센터로서의 미래형 학교 공
간 디자인 가이드 개발

▪선행연구 및 문헌분석
▪통계조사
▪국내, 외 사례조사
▪학교시설 도면 분석
▪전문가 집단 심층면접(F.G.I.)조사
▪전문가 협의회

▪미래 교육환경 및 학교교육의 변
화 탐색
▪국내, 외 학교대지 및 건축 사례 
조사, 분석
▪미래형 학교시설 디자인 가이드 
개발(학교급별 미래형 학교시설 대
지면적 기준, 배치 및 평면 유형 
개발, 유형별 특징과 학교급별 적
용 가이드 등)
▪미래형 학교시설 디자인 가이드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 
방향

5
▪연구명: COVID-19 시대의 

Korea 뉴딜의 성공전략: 교육뉴
▪문헌분석 ▪Korea(디지털+그린) 뉴딜(뉴딜 구

조, 투자계획, 추진계획 및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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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탐색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및 교육환경 변화 탐색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변화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환경 변화

   - 미래의 학교 교육 및 교수-학습 형태 변화 탐색 등

  ○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 내용 검토

   - 한국형 교육 뉴딜 추진계획 등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과 10대 디딤돌 과제 탐색

   - 교육부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

   - 교육부의 10대 디딤돌 과제 탐색 등

  ○ 시사점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 교육시설환경의 구조적 전환 방향 

   - 한국형 교육 뉴딜 등 정책에서 요구하는 교육시설환경 변화 방향 등

 □ 국내, 외 관련 사례조사, 분석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시설환경 관련 국내 과제 조사, 분석

   - 최근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

육시설환경 관련 정책 의제 또는 연구 및 사업 과제 등 조사, 분석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딜을 중심으로
▪연구자: 기정훈 외 1인(2020)
▪연구목적: 최근에 발표된 Korea
뉴딜의 구조와 투자계획 및 일
자리 효과와 추진체계 등을 살
펴보고, 이를 통해서 현재 Korea
뉴딜의 한계와 약점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Korea 뉴딜의 방향 제시

효과 등)
▪Korea 삼각대(디지털+그린+교육)
뉴딜의 성공전략과 구체화 계획

본 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형 
교육 뉴딜 정책을 보다 발전시
키고 더 나아가 정책을 성공적
으로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 교육시설환
경 관련 의제를 종합적이고, 체
계적으로 발굴
▪아울러 미래 교육시설환경 관련 
의제 로드 맵 제안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국내, 외 사례조사
▪델파이 조사
▪전문가협의회
▪정책포럼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탐색
▪국내, 외 관련 사례조사, 분석
▪미래 교육시설환경 관련 의제 발
굴 및 로드 맵 제안
▪정책적 제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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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시설환경 관련 국외 과제 조사, 분석

   - 해외 선진국(특히,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핀란드 등을 중심으로)의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장기 교육 뉴딜 계획, 

교육시설환경 관련 정책 의제 또는 연구 및 사업 과제 등 조사, 분석

   - 해외 문헌이나 웹사이트 등에서 소개된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시설환경 

관련 정책 의제 또는 연구 및 사업 과제 등 조사, 분석

  ○ 사례조사, 분석을 통한 시사점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시설환경 관련 의제 분야 및 방향, 그리고 주제(안) 발

굴 등

 □ 미래 교육시설환경 의제 발굴 및 정책적 제언

  ○ 의제 발굴 방향과 프로세스 수립

   - 미래 교육시설환경 관련 의제 발굴 방향과 범위

   - 의제 발굴 프로세스 등

  ○ 미래 교육시설환경 의제 도출 및 선정

   - 미래 교육시설환경 관련 의제(안) 발굴

   - 현장 및 전문가 중심의 의제 수요 및 요구 조사, 분석

   - 분야별 미래 교육시설환경 관련 의제 및 종합 또는 분야별 의제 우선순위 제안

   - 한국형 교육뉴딜 중장기 계획과 세부 추진계획 등 구상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시설환경 의제별 추진계획(안)

   - 의제별 추진계획(안) 제안 : 목적, 내용, 방법, 추진 주체, 기대효과 등

  ○ 성공적인 의제 실행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방안

   - 연구 결과 실행을 위한 법제적 정비 방안 등 정책적, 제도적 개선 방안 및 향후 

과제 제시 등

▣ 연구 추진방법

  ○ 본 연구는 학술적 접근보다는 일선 학교나 교육청 등 현장 중심과 교육시설환경

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국형 

미래 교육시설환경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자 함.

 □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 국내, 외 관련 정책, 논문, 저서, 보고서, 자료집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뉴딜 및 미래 교육시설환경 변화 탐색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딜, 한국형 교육 뉴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등 관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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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및 내용 등 조사, 분석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 교육과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방향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학교 시설환경이 나아갈 방향과 대비해야 할 시사점 등

  ○ 국내, 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시설환경 관련 중점 분야 또는 의제 등 

조사, 분석

   - 국내, 외 관련 문헌이나 웹사이트 등에 소개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

시설환경 관련 중점 분야 또는 주제 등 조사, 분석 등

 □ 국내, 외 사례조사

  ○ 국내사례

   - 조사내용 : 최근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시설환경 관련 정책 의제 또는 연구 및 사업 과제 등 조사, 분석

   - 조사방법 : 자료 등 문헌 조사, 필요 시 면담 조사 병행

   - 조사시기 : 2021. 3.~5.(예정)

  ○ 국외사례

   - 조사내용 : 해외 문헌이나 웹사이트 등에서 소개된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시설환경 관련 정책 의제 또는 연구 및 사업 과제 등 조사, 분석

   - 조사방법 : 자료 등 문헌 조사, 필요 시 현지 관계자 대상의 전자우편을 통한 서

면 조사 병행

   - 조사시기 : 2021. 4.~6.(예정)

 □ 델파이 조사

  ○ 조사목적 : 연구관련 의제 분야 및 주제 수요와 요구 조사, 의제별 적정 수행 기

간과 우선순위 조사

  ○ 조사집단 : 크게 2개 집단으로 구성, 운영

   - 일선 학교현장 또는 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 집단 15명 내외

   - 미래 교육시설환경과 관련된 분야(예, 교육, 학교 공간, 그린 기술, 보건 및 건강, 

디지털 등)의 학계 또는 연구계의 전문가 집단 15명 내외

  ○ 조사시기 : 2021. 6.~9.(예정)

 □ 전문가 협의회 및 정책포럼 등

  ○ 델파이 조사 대상 집단의 일부 구성원을 중심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

고자 함.

   - 국내, 외 자료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해 연구진이 제안한 미래 교육시설환경에 관

한 의제(안)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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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제별 추진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자문, 검토 등  

  ○ 중장기 교육뉴딜 계획 추진과 관련된 전문가 중심의 정책포럼 개최(예정)

   - 학교건축, 학교경영, 교육행정 등 유관 학회와 연계한 정책포럼(세미나) 개최하여 

결과 반영 

   - 법제적 정비 관련 사안 등에 대한 가능성 여부 검토, 확인 등

▣ 기대효과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형 교육환경 뉴딜 정책 기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의제 발굴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일선 교육현장 등에서 추

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교육 뉴딜 과제의 촉진제로 작용하여 국내 미래 교육시

설환경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특히, 교육부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와 10대 디딤돌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 필요한 교육시설환경 분야의 주제 및 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래 교육시설환경의 분야별 의제 발굴과 의제별 추진계획

(안)은 국가 수준을 넘어 팬데믹 시대의 교육환경을 구조적으로 전환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음.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3 4 5 6 7 8 9 10 11 12

¡ 선행연구 분석 ■ ■ ■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 변화 탐색 ■ ■ ■

¡ 국내/외 사례 조사, 분석 ■ ■ ■ ■

¡ 미래 교육시설환경 의제(안) 발굴 ■ ■ ■

¡ 델파이 조사-수요 및 요구조사, 분석 ■ ■ ■ ■

¡ 미래 교육시설환경 의제 정리 ■ ■ ■

¡ 의제별 추진계획(안) 작성 ■ ■ ■

¡ 정책적, 제도적 개선, 지원방안 모색 ■ ■

¡ 연구진 협의회 ■ ■ ■ ■ ■ ■ ■ ■ ■ ■

¡ 전문가 협의회 ■ ■ ■ ■

¡ 중간보고서 작성, 심의, 수정/보완 ■ ■

¡ 최종보고서 작성, 심의, 수정/보완 ■ ■ ■

¡ 최종보고서 제출/인쇄, 정책 제언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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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1.3.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뉴딜 그린스마트스쿨 학교시설 교육환경 교육시설

(영문)
(New 
deal) (Green smart 

school)
(School facility) (Educational 

environment)
(Educational 
facilit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미래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구현

¡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교육뉴딜 관련 의제 다변화 및 실행대안 제시

기획재정부 ¡ 한국판 뉴딜 투자방식(재정 및 민자사업) 개선안 제시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3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3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4 미래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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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45,000 100.0

1. 사업인건비 - - - -

2. 공공요금 우편료(국내소포) 4,000원×18개(교육부, 교육청)×2회 144,000 144 0.3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비 50원×200쪽×300부 3,000,000

4,736 10.5자료 복사비 50원×40쪽×30부×15회 900,000

소모품비 836,000원×1식 836,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실료 300,000원×5회 1,500,000
3,000 6.7

원외작업 대실료 150,000원×10회 1,500,000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3인×5회 300,000

1,860 4.1
국내여비 130,000원×4인×3회 1,560,000

52. 국외여비 - - - -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
-국외지 (150,000원×6종)+(60,000원×5종)=1,200,000원
-국내지 50,000원×12종=600,000원

1,800,000 1,800 4.0

7. 전문가활용비

연구자문료 500,000원/회×16회 8,000,000

29,260 65.0

중간보고서 심의비 200,000원×3인×1회 600,000

평가용보고서 자체심의비 200,000원×3인×1회 600,000

최종보고서 평가비 200,000원×7인×1회 1,400,000

연구윤리검토비 500,000원×1회 500,0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43인×2회 17,200,000

원고료 8,000원×30매×4회 96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4인×15회 1,800,000

4,200 9.3
연구진회의 간담회비 30,000원×4인×20회 2,400,000

9. 외부용역 및
부담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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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교공간혁신의 교육효과 분석

▣ 연구제안자

   ○ 이상민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사용자참여를 통한 학교공간혁신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향

후 스마트 그린스쿨 사업을 통해 더욱 확대될 예정인데 반해 이를 

통한 교육적 효과에 대한 사후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하여 관련 연

구가 필요한 시점임

○ 학교공간의 변화가 학교 교육에 끼칠 수 있는 영향 및 효과를 분석

하여 공간혁신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시설 

관련부서에서 정책 및 사업방향 결정에 활용하는 등 정책적 기여도

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학교공간혁신의 교육적 효과 분석 도구 필요

  ○ 최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 및 학교공간혁신사업 

등 학교공간 구조의 변화에 따른 교육적 효과 분석 필요

  ○ 공간혁신 분석 도구 및 교육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을 통한 기

획 및 계획 단계 의사결정 방법의 합리화 필요

 □ 공간혁신의 사전 기획 및 사후 평가 절차 필요

  ○ 사용자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교육에 유효한 공간 계획 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 

기획 또는 검토 절차와 효과 검증을 위한 사후 평가 절차 필요

  ○ 사전/사후 평가 절차를 통한 향후 공간혁신 사업 및 정책 개선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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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학교공간의 혁신적 변화가 학교에서의 구성원 간의 관계, 학습활동 및 학생생활

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과정과 성과 

분야에 대해 분석함

  ○ 학교공간혁신의 교육적 효과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학교공간혁신의 방향을 제시

하고 향후 조사도구의 정책적 활용 방안을 모색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연구명: 학교공간 디자인 변화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및 효
과에 관한 연구
▪연구자: 신나민, 박현주(2009)
▪연구목적: 2008년 시행된 ‘문화
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함에 
있어 사용자의 관점을 분석

▪설문조사:
- 학생반응평가:형용사 양측검증방법,
- 학교환경평가:만족도 조사 도구
- 대상사업실시 학교 : 5개교 학생 

798명, 교사 134명
- 비교대상 학교 : 4개교 학생515명
▪포커스 그룹 인터뷰:
- 해당 학교의 학생과 교사 가운데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 전후를 
모두 경험한 구성원 중 학생 6
명, 교사 4명으로 구성

▪연구 내용
- 학교 공간의 디자인 변화에 대해 
학생과 교사들은 어떻게 지각하는가

- 학교 공간의 디자인 변화가 하갱
과 교사의 수행 및 행동에 어떤 
영향을 가져 왔는가

- 학교급, 지역에 따라 학생/교사들
의 반응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 변화된 학교 공간은 어떻게 활용
되고 있는가

2

▪연구명: 학교시설의 교육효과 분
석 연구
▪연구자: 박영숙외 5인(2009)
▪연구목적: 학교시설 사업이 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
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효
과를 제고하는 시설 사업의 지
원과제를 제시

▪문헌연구
-학교시설과 교육효과 관계 및 학교
시설 환경 진단 기준 사례 분석
▪전문가 협의회
- 연구 분석 모형 및 범위 검토, 학
교시설과 교육효과의 관계, 학교시
설 환경 진단기준 검토 둥
▪정책포럼
▪설문조사

▪연구 내용
- 학교시설 환경 진단 및 교육효과 
측정 기준 개발

- 노후학교 개축에 따른 교육효과 분
석

- 교과교실 개선이 교수․학습 활동
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연구명: Type and Use of
Innovative Learning Environments
in Australasian Schools
▪연구자: Imms, W외(2017)
▪연구목적: 혁신적인 학교공간의 
변화와 교사 마인드, 학생심층 
학습간의 상관관계 분석

▪설문조사:
호주 및 뉴질랜드 학교 교장 대상 
▪상관관계 분석(회귀분석)
- 혁신적인 학습공간으로의 변화와 
교사와 학생의 학습 마인드 변화간
의 상관관계 분석

- 독립변수 : 학교공간의 유형, 종속
변수 : 교사의 마인드 프레임, 학생
의 심층학습

▪연구 내용
- 학교별 학습환경에 대한 유형분석
-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분석
- 교사의 마인드 프레임 조사
- 학생학습결과 분석을 통한 심층학
습 수행 정도 분석

4

▪연구명: KEDI 학생역량조사 연
구
▪연구자: 권희경외 6인(2018)
▪연구목적: - 학생들의 핵심역량 

▪선행연구 분석
- 역량의 자기보고식 측정으로 인한 

측정 오류의 원인을 중점적으로 
분석

▪연구 내용
- 학생역량지수 및 개별 역량 개인차 
분석

-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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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학교공간혁신 사례 조사

  ○ 학교공간혁신 사례 조사

  ○ 공간활용도 분석

  ○ 학교 교육과정 및 주요 교수학습 방법 분석

 □ 학교공간혁신 효과 분석

  ○ 학교공간혁신 사전/사후 설문조사 실시

  ○ 학교공간혁신의 교육적 효과 및 영향도 분석

 □ 공간혁신 사업 및 정책 개선 방향 도출

  ○ 학교공간혁신 사업 개선 방향

  ○ 학교공간혁신 정책 개선 방향

▣ 연구 추진방법

 □ 문헌분석

  ○ 학교공간혁신 정책 분석

  ○ 학교공간혁신 사례 및 계획 요소 분석

  ○ 교육효과 관련 문헌 분석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
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 제공

- 역량에 대한 자기보고식 측정의 
한계를 인지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사 결과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공하는 한편, 자
료의 활용도를 제고

▪전문가 협의회 및 연구 콜로키움 
실시
▪ 학교 및 학생 대상 조사 수행
- 전국 약 216개 초, 중, 고등학교의 

10,500여명 대상
▪자문위원단 구성
-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해 17시도
교육청 장학관 자문위원으로 구성

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등 6개 영역의 역량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역량지수를 산출

-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자기보고
식 응답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

- 시설투자에 따른 교육환경변화
가 학생역량 영향 또는 교육효
과 등을 분석하고 학교공간혁신 
등 시설계획 및 정책방향 결정
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 개발
- 교육환경 및 교육적 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교공간혁신 
등 학교공간 개선을 위한 합리
적인 계획방향 및 정책 방향 결
정 지원

- 선행연구분석
- 학교공간혁신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자료 분석

- 현장 조사
- 설문조사(사전조사/사후조사)
- 전문가 협의회 및 포럼실시

- 학교공간혁신의 개념과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분석

- 교육 효과의 개념 및 범위 설정
- 교육적 효과 또는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조사도구 개발

- 사업시행 사전/사후 학교 공간구
조 및 사용자 설문 조사

- 사업시행학교 공간활용도 분석
- 학교공간혁신의 교육 효과 분석 방
향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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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조사

  ○ 설문대상 학교 공간현황 및 공간 혁신 계획 요소 분석

  ○ 대상 학교 운영 현황 조사(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 현황)

 □ 설문조사(사전조사/사후조사)

  ○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교사/학생)

  ○ 데이터 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 ANOVA 등 공간혁신과 교육효과 상관관계 분석

 □ 전문가 협의회 및 포럼실시

  ○ 학교공간혁신 정책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실시

  ○ 공간 혁신 교육효과 분석 관련 포럼 실시

▣ 기대효과

 □ 학교공간혁신의 교육적 효과 검증

  ○ 교육과정 내에서 사용자참여를 통한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추

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다양한 학교공간의 

재구성 방향에 대한 교수학습 다변화, 학생의 수업 참여 활동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함.

 □ 학교공간혁신 사업 및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

  ○ 공간혁신을 통한 교육환경변화가 학교 교육에 끼칠 수 있는 영향 및 효과를 분

석하여 재구조화의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시설 관련부

서에서 정책 및 사업방향 결정에 활용하는 등 정책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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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3 4 5 6 7 8 9 10 11 12

¡ 문헌분석

¡ 공간혁신 사례 조사

¡ 대상학교 공간구조 분석

¡ 설문(사전)조사

¡ 사전조사 결과 분석

¡ 설문(사후)조사

¡ 교육효과 분석

¡ 중간 및 최종발표회

¡ 최종보고서 작성

▣ 연구기간

연구년차 (2/2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1.3.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 교육환경 교육효과 공간혁신

(영문)
(School 

facility)

(Spatial 

restructuring)

(Educational 

environment )

(Educational 

effect)

(Spac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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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학교공간혁신사업 정책 추진 방향 설정
¡ 시설 및 공간 관련 사업 정책 추진 방향 설정

국토부
¡ 공공건축 및 학교건축 디자인 개선
¡ 생활형 SOC사업 추진 방향

시도교육청
¡ 학교공간혁신사업 정책 및 시설계획 방향 설정
¡ 교육환경개선사업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3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3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4 미래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구현

▣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내용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원단위) 47,000 100%

2. 공공요금 우편료국내긴급(택배,퀵) 10,000원×30회 300,000 300 0.6

3. 수용비

보고서인쇄료 50원×270매×200부 2,700,000

6,280 13.4
자료복사비 50원×50쪽×10부×20회 500,000
자료 인쇄비 50원×100쪽×200부 1,000,000
소모품비2,080,000원×1식 2,080,00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중회의실대실료 500,000원×3회 1,500,000 1,500 3.2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3회×10개월 600,000
5,800 12.3

국내여비(세종시등) 130,000원×4명×10회 5,200,000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
- 국외지 : 50,000원×2종×16회 
- 국내지 : 20,000원×2종×5회 

1,800,000 1,800 3.8

7. 전문가활용비

연구자문료 500,000원×8회 4,000,000

11,100 23.6

전문가협의회 200,000원×4인×5회 4,000,000
보고서심의수당(중간보고서) 200,000원×3명×1회 600,000
보고서심의수당(최종보고서)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평가비 200,000원×7명×1회 1,400,000
연구윤리점검비 500,000원×1회 5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0명×8회 2,400,000

5,220 11.1연구진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0명×7회 2,100,000
전문가협의회 약식간담회비 8,000원×10명×9회 720,000

9. 외부용역 및
부담금

설문조사 용역비 15,000,000원×1회 15,000,000 15,000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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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비(사업계획서 내 관련 국외출장 세부내용 추가 정리): 해당사항 없음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용역 / 전문가 활용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외부용역기관 추후 선정(외부 전문가 1인 추후 선정)

필요성
- 설문조사 지원이 가능한 사회조사 전문업체 용역 필요

- 교육효과 분석 관련 교육전문가 참여 필요

주요내용
용역 : 교육효과 분석을 위한 사용자 설문조사
전문가 활용 : 학교공간혁신 관련 효과 분석

예산(천원) 26,100천원(외부용역비 15,000천원, 전문가 활용비 11,1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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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제명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의 교육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제안자

   ○ 김태준 선임연구위원(평생‧융합교육연구실)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교육 정책 연계 및 효율적인 이행에 관한 

연구임

○ 미래 지역교육정책 방향 및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탐색함

○ 이를 기초로 정책연구로 구분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포스트 코로나시대 미래의 불확실성 증가, 대량, 장기실업 등 교육, 사회 및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함께 뉴노멀, 비대면 방식의 새로운 기준 등장으로 산업구조, 생활

양식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 따라서 향후 코로나19로 부터의 교훈과 미래를 위한 준비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 대응하는 각 분야에서 새로운 방향과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사회의 경우 역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격차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

음

 □ 이에 제반 형식, 무형식교육을 대체하는 원격학습 확대, 지역교육 불평등과 격차 

극복, 가정 및 세대 간 통합 교육의 재발견, 사회 심리적 지원과 치유, 사회적 자

본과 시민교육의 강화를 위한 지역교육생태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

한 유연한 대응,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life skills, 직업기술들을 학습하고 업



- 134 -

데이트 할 수 있는 지역교육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학습자가 학교교육를 거쳐 성인 및 직업세계에 이르기까지(lifelong) 

유기적이며 체계적인 역량중심의 교육이 가능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지역 교육-고용-복

지 연계(life-wide) 및 통합적인 정책 방안을 구안함을 목적으로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OECD. (2020). A framework to
guide an educatio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of 2020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등장으로 예
측된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평생교육 
역할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코로나19가 더욱 앞당길 것으로 
예측함

- 문헌 연구
- 양적 자료분석

◦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반응 분석

◦ 학교 폐쇄와 교육 이행 현황
◦ 컬리큘럼과 교육자원의 변화 현황
◦ PISA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 에 

관한 학생들의 학습 준비도 분석
◦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적 

대응 방안 모색     

2

ILO. (2020). ILO monitor: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 COVID-19로 인한 청년층 대량실
업과 ‘lockdown generation’ 발생
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노동시장 
및 인력양성 방안을 모색 

- 문헌 연구
- 양적 자료분석

◦ 교육과 훈련 중단으로 미래 고용
가능성 및 소득 감소 현황 분석

◦ 일자리 감소와 스타트업(start-ups)
붕괴로 인한 소득 및 고용 감소 
현황 분석

◦구직, 노동시장 재진입 및 이직 현황 
분석

◦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노동시장 
현황과 대응 방안

3

김태준(2020),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방안

-지역 인적·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
한 핵심 전략으로서 평생학습정책
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혁신적 포
용성장을 위한 지역평생학습체제
의 구축 방안수립을 목적으로 함

- 문헌 연구
- 전문가 워크숍
- FGI
- 정책포럼

◦ 국내외 환경 분석
◦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지역평생교

육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산학연관 지역평생학습 융

합정책 사례 분석
◦ 교육-R&D-고용 연계를 위한 지역

평생학습 요구분석
◦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교육

-R&D-고용 연계 방안
◦ 산학연관 융합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방안

본 연구

본 연구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
한 유연한 대응,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life skills, 직업기술들
을 학습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교육생
태계 활성화 방안을 구안함을 목적
으로 함

- 문헌 분석
- 전문가 워크숍 및 FGI
- 정책포럼
- 국내외 대학, 기업 및 지역교육 관련 
기관 연구 네트워크 구축

◦ 포스트 코로나시대 국내외 환경 
분석 및 지역교육생태계의 관계

◦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응을 위한 
국내 지역교육생태계 현황 분석

◦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응을 위한 
지역교육생태계 모델, 전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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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국내외 환경변화와 지역교육생태계의 관계

  ○ 포스트 코로나시대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 등 국내외 환경 분석

  ○ 팬더믹이 지역 격차 및 교육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역교육생태계 구축의 중요성

  ○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역교육생태계의 변화 방향

 □ 국제기구 및 선진국 대응 현황 분석

  ○ 국제기구의 대응

  ○ 선진 주요국의 대응

  ○ 시사점 도출

 □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응을 위한 국내 지역교육생태계 사례 분석

  ○ 공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교육생태계 구축 사례

  ○ 대학을 통한 지역교육생태계 구축 사례 

  ○ 평생학습 기반의 지역교육생태계 구축 사례 

 □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응을 위한 지역교육생태계 활성화 방안

  ○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응을 위한 지역교육생태계 모델 및 전략

  ○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응을 위한 중등교육-고등교육-성인교육 연계 방안

  ○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응을 위한 지역 교육-고용-복지 연계 방안

  ○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응을 위한 지역발전 및 지역교육생태계 활성화 방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분석

  ○ 포스트 코로나시대 국내외 환경변화, 국제기구 및 선진국 대응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선진국의 중등교육-고등교육-성인교육 연계 및 교육-고용-복지 연계를 위한 지역

교육생태계 성공 사례 및 국내 사례 관련 보고서 및 각종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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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워크숍 및 FGI

  ○ 국내 지역 교육기관, 중심 대학, 지자체, 교육청 전문가 협의회 및 워크숍, FGI 실시

 

 □ 정책포럼

  ○ 국내 지역 교육기관, 중심 대학, 지자체, 교육청,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등이 참여하

는 정책 포럼 개최 

 

 □ 국내외 지역 교육기관, 대학, 기업 및 평생교육 관련 기관 연구 네트워크 구축

  ○ 국내 지역 교육기관, 중심 대학, 지자체, 교육청, 기업 등과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함

  ○ 선진국 지역 교육기관 및 지역혁신 전문가, 대학 교수 등과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 기대효과

  ○ 급격한 재난이나 위기 이후에도 지역교육생태계를 통해 지역교육격차를 극복하고 

삶을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 신기술 변화에 대처함과 동시에 직업의 안정성, 고용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한 지역

교육생태계 지원체제 마련

  ○ 뉴노멀 시대, 새로운 비대면, 브랜디드 러닝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교육생태계 학

습지원 방안 마련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3 4 5 6 7 8 9 10 11 12

¡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 전문가 워크숍 

¡ 요구분석

¡ 중간보고 심의 

¡ 정책포럼

¡ 평가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보고서 수정 보완, 인쇄용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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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1.3.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학교교육, 성인교육

▣ 주제어

한글 포스트 코로나 포용성장
지역교육생태

계
사회적 자본 펜데믹

(영문) (post covid)
(Inclusive 
growth)

(Educational 
ecosystem for 

regions)
(social capital) (pandemic)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인구구조 변화, 지역격차 해소 등 지역교육 정책

¡ 뉴노멀, 교육자치, 지방대학 재생 등 미래 교육정책 제고

복지부
¡ 교육복지정책 구현

¡ 소외계층 학습복지 정책

행자부‧산업부‧
고용부

¡ 국민안전 및 건강과 평생학습정책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량실업, 산업 및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고용가능성 증대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3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
활 보장

3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4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4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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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전문가 활용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미정

필요성 지역교육생태계 연구의 각 분야 외부 전문가 필요 
주요내용 공동연구진
예산(천원) 18,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40%

위탁 유형 원고 위탁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미정

필요성 선진국 사례 분석
주요내용 원고 의뢰
예산(천원) 1,2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7%

구분 내용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원단위) 45,000 100%

1. 사업인건비
일용직 급여(석사) 79,000원×4명×5일 1,580,000

1,612 3.6고용보험  1,580,000원×1.3% 20,540
산재보험  1,580,000원×0.693% 11,0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25회 70,000

170 0.4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0회 100,000

3. 수용비
보고서인쇄료 50원×180매×300부 2,700,000

4,708 10.4자료복사비 50원×100쪽×150부 750,000
소모품비 1,258,460원×1회 1,258,46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임차료 150,000원×11회 1,650,000 1,650 3.7

5-1. 국내여비
국내여비 130,000원×3명×8회(서울, 부산, 오송 등) 3,120,000

3,320 7.4
시내교통비 20,000원×10회(충북혁신도시) 200,000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도서 등) 구입비 40,000원×45회 1,800,000 1,800 4.0

7. 전문가활용비

중간보고서 심의비 200,000원×3명 600,000

28,500 63.3

최종보고서 자체심의비 200,000원×3명 600,000
최종보고서 기관심의비 200,000원×7명 1,400,000
보고서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회 500,000
원고료 40,000원×30매×1회 1,200,0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7명×3회 4,200,000
정책포럼 패널수당 200,000원×10명×1회 2,000,000
연구자문료 2,000,000원×9회 18,0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2명×9회 3,240,000 3,240 7.2
9. 외부용역 및

부담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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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과제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방안: 초등교육 상황에서

▣ 연구제안자

   ○ 정재원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원격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교육현장의 혼란과 더불어 이전에는 없

었던 새로운 문제점이 도출되었음. 그 중에서도 교사, 학생, 학부모

의 원격교육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원격교육 준비도의 부족은 원격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으며 이는 원격교육

으로 인한 학습격차로 이어질 수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

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

 ○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나타난 원격교육의 문제점을 극복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써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방안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정책과제로 구분함. 즉 코로나19 위기를 경험한 상황에

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재정립

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국형 원

격교육체제 구축’과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 연구를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 전반에 ‘비대면(Untack)’ 트랜드의 확산과 더불어 원

격교육이 시행되었음. 교육부에서는 학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격교

육을 기반으로 정규수업을 제공하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결정하고 원

격수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교육부, 2020.03.31.). 

  ○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준비

되지 않은 원격교육의 전면적 시행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점을 도출함. 

그 중에서도 교사, 학생, 학부모의 원격교육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원격교육 준

비도 부족은 원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으며 이는 원격

교육으로 인한 학습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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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교육부, 

2020.03.27),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교육부, 2020.04.07) 등 원

격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침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교육정책 대부분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고 포괄적인 내용

만을 담고 있어 원격교육 과정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남. 

  ○ 특히 맞춤형 학습 지원, 학습격차 완화, 교사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 등과 같이 원

격교육의 질 제고와 현장 안착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

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이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나타난 원격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

대의 원격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써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OECD(2020)에서 PISA의 2018년 국제학업성취도능력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학교의 

원격교육 준비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디지털 활용기술 관련하여 

OECD 평균 65%의 학교에서 교사들이 디지털 교육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 소양을 

갖추었다고 응답하였음.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의 전면적 시행은 각국의 원격교육 준비도와 활

용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며 국가 간, 국내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편차가 크다

는 것을 보여줌. 또한 학생 간, 학부모 간 원격교육 준비도 역시 큰 편차를 보이

고 있으며 이는 원격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학습 격차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

로 디지털 리터러시 측면에서의 체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방안’ 수립을 계획한 정부의 발표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교육부, 

2020.07.02.).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매체와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필요한 정

보를 검색 및 조합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한국교육학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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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원, 2006) 전면적 원격교육을 경험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

량은 코로나19 이전에 제시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는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연구들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으로서

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중점을 두어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역량 탐색(서윤경, 

2003; 유영만, 2001; 이예화, 2015; Bawden, 2001; Gilster & Gilster, 1997; 

Kelentrić, Helland, & Arstor, 2017),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현황(김혜정, 2016; 노

은희·신호재·이재진·정현선, 2018; 정영미, 2018),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연구(이운지·김수환·이은환, 2019; Hinrichsen & Coombs, 2013), 디지털 리터러

시 격차 분석(안정임, 2006; 안정임·서윤경, 2014),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 연구(남

창우·안성훈, 2016; 신소영·이승희, 2019; 허경아·정정희, 2011; Covello & Lei, 

2010) 등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모두 코로나19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디지털 리

터러시를 다루고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음. 이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재정립하고 원격교육 확대에 따른 효과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

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사, 학생, 학부모의 원격교육 준비도를 향상시키고 원격

교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에 진행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연구에서 더 나아가 포스

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격교육 준비도를 향상시

키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함.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면적 원격교육 시행으로 인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어

려움과 극복 방안을 탐색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교육

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지원체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리터

러시 함양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코로나19 위기에서 교사, 학

생, 학부모가 경험한 어려움을 분석하고 원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재정립하고 원격교육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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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본 연구의 세부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이 교사, 학생, 학부모가 경험한 원격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함.

  ○ 국내 중등 단계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대한 개념과 구성요소를 조사·분석하

고, 과거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비교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역량 

요소가 원겨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를 조사함.

  ○ 국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체계와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고, 중등 단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지원체제구축 방안을 탐색함. 

  ○ 국외의 성공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디지털 리터러

시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연구명: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디지
털 역량의 개념적 특성과 한계
▪연구자: 이예화(2015)
▪연구목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디
지털 역량의 개념적 특성과 한계를 탐색하
고자 함

▪문헌 연구 <개념 및 구성 요인 탐색 연구>
▪디지털 역량의 개념 및 특성 탐색
▪디지털 역량의 구성 요인 탐색
▪디지털 역량의 가능성과 한계 제시

2

▪연구명: Information and digital literacies;
a review of concepts
▪연구자: Bawden (2001)
▪연구목적: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탐색
하고자 함

▪문헌 연구 <개념 및 구성 요인 탐색 연구>
▪정보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
념을 선행연구 분석을 기반으로 탐색 및 
정의

3

▪연구명: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연구자: 노은희 외(2018)
▪연구목적: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
중학교의 주요 교과를 중심으로 디지털 리
터러시 교육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교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함양을 위
한 실제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
이 있음

▪문헌 연구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
▪정책 협의회
▪세미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현황 연구>
▪디지털 리터러시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분석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 양상 분석
▪교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
석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
육 개선 방안 탐색

4

▪연구명: 미국 공공도서관의 성인을 위한 디
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연구
▪연구자: 정영미(2018)
▪연구목적: 세계의 선진 국가들이 국민의 디
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고 디지털 격차
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문헌 연구
▪면담
▪서면 인터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현황 연구>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및 범위와 구
성요소 분석
▪디지털 리터러시와 공공도서관의 역할 
탐색
▪미국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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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성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
한 미국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조사·분석하
는데 목적이 있음

교육 현황 탐색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운영사례 및 실
태 분석

5

▪연구명: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프레임
워크 개발 연구
▪연구자: 이운지·김수환·이은환(2019)
▪연구목적: 국내외 최신 연구 동향을 분석하
여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육과정 프레임워
크를 개발하고자 함.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리터러시 정의와 내용영역, 영역별 내용요
소의 상세를 구성하는 틀로 구성하고자 함

▪문헌 연구
▪전문가 델파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연구>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 탐색
▪디지털 리터러시 내용영역 구성 프레
임워크 개발

6

▪연구명: The five resources of critical
digital literacy: a framework for
curriculum
▪연구자: Hinrichsen & Coombs (2013)
▪연구목적: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디지털 리
터러시의 개념적 모델을 기반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
워크를 개발하고자 함

▪문헌 연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연구>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탐색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자의 특징 분석
▪해독(decoding), 생산(meaning

making), 사용(using), 분석(analysing),
개인화(persona)의 측면에서 디지털 리
터러시 교육과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7

▪연구명: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리터러시 수
용자 복지 정책적 함의
▪연구자: 안정임(2006)
▪연구목적: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주요 이슈
인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수용자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문
제와 함께 고찰하고자 함. 이를 통해 향후 
디지털 격차 연구의 방향성 및 수용자 복
지의 정책적 방향성을 점검해 보고자 함

▪문헌 연구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연구>
▪디지털 미디어와 수용자의 재검토
▪디지털 격차의 사회적 의미 탐색
▪디지털 격차 양상 탐색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정의 및 구성요
소 탐색
▪수용자 복지정책의 측면에서 바라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및 디
지털 격차 해소 방안 탐색

8

▪연구명: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의 세
부요인 분석-세대와 경제수준을 중심으로
▪연구자: 안정임·서윤경(2014)
▪연구목적: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의 현황과 
원인을 리터러시의 세부요인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함

▪문헌 연구
▪설문조사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연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요인 탐
색
▪세대와 경제수준 변인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세부요인별로 어떠한 격차를 
발생시키는지를 실증적 데이터를 중심으
로 분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를 해소하
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

9

▪연구명: 초·중학생의 컴퓨터 활용 및 정보
(컴퓨터) 교육 경험이 ICT 리터러시 수준
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 남창우·안성훈(2015)
▪연구목적: 초·중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및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에 따른 ICT 리터
러시 수준을 측정하여 분석하고자 함

▪문헌 연구
▪초·중등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 측
정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진단 연구>
▪학생의 ICT 리터러시에 대한 검사 도
구 개발과 측정 및 활용 실태 탐색
▪가정 내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학
생 집단의 리터러시 능력 차이 분석
▪학교 밖 컴퓨터 이용 정도에 따른 집
단 간 리터러시 능력 차이 분석
▪정보(컴퓨터) 교육 경험에 따른 집단 
간 리터러시 능력 차이 분석

10

▪연구명: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자: 허경아·정정희(2011)
▪연구목적: 유아교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을 위해 변화하는 정
보기술을 반영한 도구를 개발하고, 그 타당
성을 검증하고자 함

▪문헌 연구
▪진단도구 개발(문
항개발, 1·2차 예
비조사, 본조사)
▪진단도구 타당화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 도구 연구>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 도
구 내용 구성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도구 개발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도구 타당화

11 ▪연구명: TA Review of Digital Literacy ▪문헌 연구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 도구 연구>



- 144 -

▣ 주요 연구내용

 □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및 이론적 탐색

  ○ 디지털 리터러시(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등)의 개념

  ○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요인과 측정 도구

  ○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동향

 □ 코로나19 이전의 디지털 리터러시 현황 분석

  ○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분석: 국내·외 사례

 □ 코로나19 위기에서 나타난 원격교육 현황 분석

  ○ 전면적 원격교육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 원격교육 준비도 관련 이슈 및 쟁점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원격교육 정책 및 제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교육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분석

  ○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의 방향과 특징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재정립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교사·학생·학부모

 

Assessment Instruments
▪연구자: Covello & Lei (2010)
▪연구목적: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확한 수준 
측정을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 도구를 
분석하고자 함

▪사례분석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정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요소 탐색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 프레임웍 탐색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도구 분석

본 연구

▪연구목적: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교육
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리터러
시 함양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문헌 연구
▪설문조사(교사, 학
생, 학부모 대상)
▪빅데이터 분석
▪표적집단면접
▪전문가 협의회 및 
포럼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방안 연구>
▪코로나19 이전의 디지털 리터러시 현
황 분석
▪코로나 19 위기에서 나타난 원격교육 
쟁점 및 이슈 분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교육을 위
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분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지원체제 구축

(교사, 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정
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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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지원체제 구축

  ○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이드라인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분석

  ○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등의 개념

  ○ 디지털 리터러시 구성 요인과 측정 도구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국내·외 사례 등

 □ 설문조사(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 전면적인 원격교육 시행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 효과적인 원격교육을 위한 지원 요구 등

 □ 빅데이터 분석

  ○ 전면적 원격교육의 시행에 따른 이슈 및 쟁점

  ○ 원격교육 준비도 관련 이슈 및 쟁점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원격교육 정책 및 제도

 □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요소 도출

  ○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체계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 방안 등

 □ 전문가 협의회 및 포럼

  ○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의 방향과 특징

  ○ 기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과 그와 관련한 개선 방안 탐색

  ○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한 쟁점 도출과 그의 해소 방안 모색

  ○ 국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사례 분석 및 성공요인 도출

  ○ 중등 단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제반 조건 탐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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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원격교육체

제 구축’과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교육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분석하고 재정립

함으로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방향 제시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체제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토대 마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교사, 학생, 학

부모의 원격교육 준비도 향상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3 4 5 6 7 8 9 10 11 12

¡ 문헌 분석

¡ 빅데이터 분석

¡ 전문가 협의회 및 포럼

¡ 설문 조사 

¡ 표적집단면접(FGI)

¡ 중간 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인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1.3.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중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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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한글 중등교육 원격교육 이러닝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영문)
(Secondary 
Education)

(Distance 
Education)

(E-Learning)
(Digital 
Literacy)

(Media 
Literac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 다양한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원격교육 기회 제공

¡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학력 인정 제공

교육부
(이러닝과)

¡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희소 선택과목의 온라인수업 이수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 학생선수 수업 결손 해소 및 최저학력제 운영 지원을 위한 e-school 운영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 지원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

¡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교과선택권 보장,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중등학교 교육역량 및 교육의 질 제고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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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천원) 

(단위 : 천원, %)

구분 내용 금액
(천원) 

비중
(%) 

합계 산출 내역 금액(원) 53,000 100%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400매×200부 4,000,000

4,340 8.19자료복사비 50원×40쪽×40부×2회 160,000

소모품비 180,000원×1식 18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실료 250,000원×2회 500,000

600 1.13
회의실 전산기기 임차료 100,000원×1회 100,000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진천 등) 20,000원×3명×1회 60,000
1,100 2.08

국내여비(서울시 등) 130,000원×2명×4회 1,040,000

6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도서 등) 구입비 42,400원×50회 2,120,000
2,320 4.38

원격 화상회의 서비스 이용료 200,000원 200,000

7.

전문가

활용비　

연구자문료 500,000원×18회 9,000,000

23,350 44.06

중간보고서 심의 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평가보고서 심의 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연구윤리점검비 500,000원×1회 500,000

최종보고서평가비 200,000원×7명×1회 1,400,000

델파이조사 수당 100,000원×20명×3회 6,000,000
녹취록 작성료 75,000원×2시간×3회 450,000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3명×3회 1,800,000

면담비(FGI) 200,000원×15명×1회 3,000,000

8.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5명×4회 600,000

1,290 2.43전문가 협의회 약식간담회비 8,000원×6명×5회 240,000
연구진회의 간담회비 30,000원×5명×3회 450,000

9.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설문조사 용역비 20,000,000원×1회 20,000,000 20,000 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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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리서치 기관(추후 선정 예정)

필요성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원격교육 관련 요구 조사 대상은 전국의 

교사/학생/학부모를 모집단으로 하므로, 전문기관을 통한 전국적인 표본 선정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필요로 함

주요내용 설문 조사 실시 및 결과 입력(코딩)

예산(천원) 20,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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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 연구제안자

   ○ 김혜자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중심의 보육․교육정책 운영 

실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기반 보육․교육정책 

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간극 및 지역 간 교육 출발점의 격차를 

줄여 보육․교육 공공성 강화의 기틀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연구로 정책 

연구에 해당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교육에 있어 출발점 평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음

  ○ 지난 1∼2월 실시한‘교육분야 대국민 종합요구조사’에서 현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 정책 중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43.9%)에 대한 지지가 

월등히 높고, 10대 교육정책 중에서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26.1%)을 1순위로 

꼽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에 있어서 출발점 평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함(임소현 외, 2020).

  ○ KEDI POLL 2019에서도 국민들은 교육재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할 학교급

으로 유치원 등 유아교육(30.0%)을 1순위로 꼽고 있으며, 국가의 한정된 교육재정의 

우선 투자 영역으로도  23.2%가 유아 보육·교육 무상화라고 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임소현 외, 2019).

 □ 유아에서 초등 저학년까지의 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지역사회

와의 연계, 나아가 지역 간 교육 출발점의 격차 해소 필요

  ○ 맞벌이 가정 증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 등 최근 양육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보육․교육 영역에서의 사회적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어, 지역사회와 연

계한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중심의 보육․교육정책 운영 실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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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책임 확대가 공공성의 전부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이 절충 및 타협 과정에 참여하여 공통의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해 나갈 때 공

공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연계 및 협력의 맥락에서 공공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중심의 보육․교육정책 운영 

실태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기반 보육․교육정책 

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간극 및 지역 간 교육 출발점의 격차를 줄여 

보육․교육 공공성 강화의 기틀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제목: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연계 
강화 방안 연구(2014)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장의 요
구를 반영하여 연계 관련 요소가 
포함된 종합적인 유 초 연계 방안 
제안

·선행 연구 및 문헌 분석
·현장 관찰
·면담 조사
·설문 조사
·전문가 협의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정책 방안 구체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

·연구의 이론적 기초 탐색
·제도적 측면의 유 초 연계 현황 
분석
·현장의 유 초 연계 실태 및 요구 
분석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

2

·제목: 초등학교 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시설 모형 개발 연구
(2014)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통합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급증하는 국공립 
영유아 교육 및 보육시설 수요 등을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 있어서 공공성과 보편
성을 확보한 영유아 교육 보육 통
합시설을 초등학교 내에 확충하는 
방안 모색

·문헌 및 자료조사
·통계분석
·사례조사
·전문가협의회 및 의견수렴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에 대한 정책 
및 문헌 고찰
·국내 외 영유아 교육 보육시설 관련 
기준 및 가이드라인 분석
·국내 외 우수 영유아 교육 보육시설의
사례조사, 분석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시설의 요구조건
분석
·초등학교 내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시설 모형(안) 개발

3

·제목: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학교중심 실행 방안 
연구(2015)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
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는 3개 주
제별(학년초, 방학 중, 3~6학년 방
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 
모델 개발

·문헌 연구 및 정책 자료 분석
·현장 사례 분석
·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정책토론회 개최

·초등돌봄교실의 추진 경과 및 현황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실태 및 개선 
과제
·초등돌봄교실 관련 선행 연구 분석
·초등돌봄교실 연구학교 운영 현황
·초등돌봄교실의 주제별 운영 모델 
개발
·학교중심의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언

4

·제목: 지역 돌봄 생태계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 충북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2018)

·지역 돌봄 생태계 구축의 의미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충북혁신도시
내 돌봄 지원 현황 및 학부모 요
구를 조사 분석하여, 혁신도시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지역 돌봄 
생태계 구축 및 운영 방안 제시

·문헌 연구 및 관련 자료 수집 분석
·사례 조사
·면담 조사
·전문가 및 관계자 협의회

·연구의 이론적 기초 탐색
·국내 외 돌봄 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
분석
·충북혁신도시 돌봄 현황 분석 및 요구
조사
·충북혁신도시 돌봄 생태계 구축 및 
운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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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및 개념 정립

  ○ 수요자 측면의 교육 공공성 논의

  ○ 공급자 측면의 교육 공공성 논의

 □ 수요자(개인, 지역사회)와 공급자(학교, 지역사회, 정부) 간 상호작용 분석

 □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제 및 조정기제 구축 방안 제시

  

교육의 공공성

↓

물리적, 제도적 

접근성(accessibility)

수요자
사회·경제적 

지불 가능성(affordability)
공급자

교육 질의 

적절성(appropriateness)

↑ ↑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제 및 

조정기제 구축

본 연구

·지역사회 기반 보육․교육 공공성 
강화 거버넌스 및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지역 간 정책 인프라  차이가
유발하는 지역별 보육․교육정책의
공공성 수준 및 격차 분석
·유아에서 초등 저학년까지의 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나아가 
지역 간 교육 출발점의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문현 연구
·데이터 수집을 통한 지역별 
실태분석
·지역별 보육·교육 관련 전문가 
협의회
·국내·외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교육정책 사례분석 

·교육 공공성 개념 정립
·수요자 측면의 교육 공공성 논의
·공급자 측면의 교육 공공성 논의
·수요자(개인, 지역사회)와 공급자(학교,
지역사회, 정부) 간 상호작용 분석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제 및 조정기제
구축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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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방법

 □ 교육 공공성 개념 등 문헌 분석

 □ 데이터 수집을 통한 지역별 보육·교육 실태 분석

 □ 지역별 보육·교육 관련 전문가 협의회 운영

 □ 국내·외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교육정책 사례분석 

▣ 기대효과

  ○ 지역사회와의 연계한 유아에서 초등 저학년까지의 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의 보육․교육정책 현황 및 실태 분석

  ○ 지역 간 교육 출발점의 격차 해소 방안 마련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계획 수립 및 보완

교육 공공성 개념 정립

지역별 교육·보육 실태 분석

IRB 심의

중간보고서 작성 및 심의

국내·외 교육·보육정책 
사례 분석

전문가 협의회 운영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10. 30)
보고서 심의·평가, 수정·보완, 
인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1.3.1 종료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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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공공성 지역사회 유아교육 초등저학년 거버넌스

(영문) (publicness) (communtiy)
(childhood 

education)

(elementary 

lower grades)
(governanc)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지역과 연계한 교육 공공성에 대한 이해 및 데이터에 기반한 보육·교육정책에 대한 

실태 분석으로 관련 정책 진단에 기초자료 제공

¡ 지역간 교육 출발점에서의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및 이를 통한 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국정과제 실천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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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전문가 활용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외부연구진

필요성 지역별 보육·교육 관련 전문가 협의회 운영 필요
주요내용 지역사회와의 연계한 유아에서 초등 저학년까지의 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예산(천원) 4,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7.5%

위탁 유형 설문조사 용역비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전문 리서치업체

필요성 지역사회와의 연계한 유아에서 초등 저학년까지의 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주요내용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 수요 및 인식조사(약 1,000~1,500명) 실시

예산(천원) 15,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8.3%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53,000 100
2.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 10,000원×10회 100,000 100 0.2

3.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300쪽×180부×1회 2,700,000

6,030 11.4자료복사 및 제본 50원×200매×200부 2,000,000

소모품비 266,000원×5회 1,33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협의회 회의실 임차료 300,000원×1실×5회 1,500,000 1,500 2.8

5-1.
국내여비

시내출장비(세종시 등) 20,000원×5인×5회 500,000
1,800 3.4

국내여비(세종시 등) 130,000원×5인×2회 1,300,000

6.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
 - 국외지: 50,000원×4종×4회
 - 국내지: 30,000원×4종×6회

1,520,000 1,520 2.9

7.
전문가활용비　

연구자문료 500,000원×8회 4,000,000

22,100 41.7

전문가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10명×2회 4,000,000

(지역 사례) 전문가 회의수당 200,000원×5명×6회 6,000,000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명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명 600,000

보고서 평가료 200,000원×7명 1,400,000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명 500,000

델파이 조사수당 100,000원×25명×2회 5,000,000

8.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1명×15회 4,950,000 4,950 9.3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설문조사용역비 15,000,000원×1식 15,000,000 15,000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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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육 뉴노멀 시대의 학습복지 실현 방안

▣ 연구제안자

   ○ 이희현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뉴노멀 시대의 교육의 지향점 및 가치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주요 아젠

다로서 학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및 정책 과제 발굴이 본 연

구의 주요 목적임

○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초점을 선별적 또는 보편적 복지를 넘어선 학습복지에 

맞추어 보다 교육 전문성을 강조한 정책 실현 방안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정책연구로서의 기여도가 높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교육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복지 혁신 필요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노멀에 대한 논의가 각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 분

야에서도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오프라인 수업 방식에서 온라인 수업 방식’, 

‘수동적 객체에서 능동적 주체로서의 학생’, ‘지식전달에서 지식 공유 및 창출로서의 교

사역할’, ‘티칭(teaching)보다 코칭(coaching) 강조’등으로 뉴노멀이 논의되고 있음

  ○ 경제, 기술,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뉴노멀 현상을 관통하는 특징은 위험(risk)이며  

이러한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급증과 불평등 및 격차 심화, 양극화는 다시 새로운 

사회적 형평성과 공공성을 요구하게 됨

  ○ 교육에서의 공공성과 형평성은 교육복지의 핵심적인 가치로서, 교육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

는 교육복지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교육복지의 새로운 정상화가 필요함

 □ 불리한, 취약한, 소외된 위기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학습복지 실현 필요

  ○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다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신사회적 위험 상황

에서 불리한, 취약한, 소외된 학습자의 유의미한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이른바 학습복지

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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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복지는 기존의 대상중심 재화전달 및 지원에서 학습자의 유의미한 경험 및 성장을 강

조하는 교육복지 패러다임 변화는 물론 기초학력보장 및 책임교육 실현, 취약한 학생을 포

함한 모든 학생의 헌법적 학습권 구현 등을 통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특히, 기존과 같은 별도의 교육복지정책사업 방식의 추가지원이 아닌 학습자의 주체성

(student agency)을 중심에 두고 수업시간 및 학교생활 전반을 넘어선 지역사회 등 교육생

태계를 기반으로 한 학습복지가 실현될 필요가 있음

 □ 보편적 필요 충족을 넘어선 학습결과의 질 보장의 학습복지 실현 필요

  ○ 보편적 교육복지는 모든 학생이 교육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선결해야 할 조건을 구비하

는 성격으로서 교육의 출발점과 과정에서 차별 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

는 ‘보편적 필요 충족’의 프레임이며 이러한 보편적 교육복지로만은 학습결과의 질을 보

장하기 어려움 

  ○ 이에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이 학습(배움)의 전 영역에서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통

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전인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권이 최적으로 

보장되는 동시에 학습의 질도 담보할 수 있는 ‘학습결과의 질 충족’ 프레임이 필요함

▣ 연구 목적

  ○ 교육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학습복지의 방향 및 특징을 탐색하고 국내외 학습복지 관련 

제도 및 실천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학습자 주체성을 강조한 학습복지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함승환, 김왕준(2013). 국제 교육
복지 정책 동향파악 및 현황조사 
연구.
▪교육기회접근-학습기회-학습성과 
틀로 해외 교육복지 관련 정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논의
※학습기회 및 학습성과를 초점으
로 한 해외 교육복지정책 사례 
분석

▪선행연구 분석 ▪교육복지의 개념 분석 및 분석 틀 마련(교
육기회 접근-학습기회- 학습성과에 대한 
종합적 맥락 고려)
▪해외 교육복지 관련 정책 사례 정이 및 
검토
▪교육복지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2

▪박주호 외92015). 한국형 교육복
지 모형 구축.
▪한국형 교육복지 모형 정립으로 
교육복지 이론의 정책성을 강화

▪선행연구 분석
▪전문가 협의회 및 리뷰

▪교육복지 모형의 이론적 배경 검토
-복지국가 유형과 교육복지 모형
-학생의 학습복지와 생활복지
-선별적 교육복지와 보편적 교육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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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뉴노멀 시대의 교육 및 교육복지에 관한 연구 검토

  ○ 뉴노멀 시대의 교육 가치 및 지향점에 대한 주요 쟁점 분석 

  ○ 뉴노멀 시대의 교육복지 패러다임 및 지향점에 대한 주요 쟁점 분석

 □ 교육 뉴노멀 및 학습복지 개념화

  ○ 교육 뉴노멀의 개념화 및 주요 특징 분석 

  ○ 학습복지 개념화 및 주요 특징 분석

  ○ 교육 뉴노멀과 학습복지와의 관계

 

하고, 실제 교육복지 서비스 대
상 및 내용 범위 문제에 대한 혼
란 해소와 새로운 교육복지 정책 
아젠다 제공
※교육의 과정에서 학생 학습복지 
강화를 교육복지 서비스 지원 영
역으로 강조 

▪한국형 교육복지 모델 정립
-교육복지의 비전과 방향 도출
-교육복지의 영역 및 지원범위 도출
-교육복지 서비스 이행 기준 확립
-학교중심 교육복지 이행 체제 조성
-교육복지 모형의 효율적 운영 전략 도출

3

▪이윤미 외(2019). 학습자의 다양
한 성장 경로 보장을 위한 체제 
탐색 연구
▪학습부진 및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책임교육 지원 체
계 구축 방안 모색
※향후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습복지체제 구축을 
강조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
▪데이터 분석

▪제도교육 학습 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
▪기존의 정책대응방식에 대한 분석 및 평

가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책임교육체제 구축의 원리 및 방향 탐색

4

▪이희현 외(2019). 교육복지정책 
평가 및 개선과제
▪기존의 노무현 정부시기이후 현
재까지 교육복지정책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교육복지정책 지향점 및 과제 
제안
※ 향후 교육복지정책 지향점으로 
학생의 유의미한 학습경험 및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복지 지향
성 강조

▪문헌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FGI
▪설문조사
▪델파이조사

▪교육복지정책 현황 및 추진경과 분석
▪교육복지정책 평가를 위한 이론적 분석 

및 평가모형 설계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교육복지정책 개선방안 모색

본 연구

본 연구는 이상의 기존 연구에서 향
후 교육복지의 지향점이라고 제안하
고 있는 학습복지에 초점을 두고 이
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
안을 도출하고자 함 
즉, 교육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학습복지의 방향 및 특징을 탐색하
고 국내외 학습복지 관련 제도 및 
실천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
대로 하여 학습복지 실현을 위한 정
책과제 발굴 및 제도적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함 

▪문헌연구
▪사례분석
▪FGI
▪설문조사
▪델파이조사

▪뉴노멀 시대의 교육 및 교육복지에 관한 
연구 검토

▪교육 뉴노멀 및 학습복지 개념화
▪주요 복지국가 교육시스템과 학습복지체

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국내 학습복지 실태 및 사례 분석
▪교육 뉴노멀 시대의 학습복지 실현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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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복지국가 교육시스템과 학습복지체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학습복지체제를 갖추고 있는 북유럽 복지국가(핀란드 등)의 교육체제 분석 

  ○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 탐색 및 시사점 도출

 □ 국내 학습복지 실태 파악 및 사례 분석

  ○ 전반적인 학습복지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학습복지 실천 사례별 특징 및 성공․실패요인 분석

 □ 교육 뉴노멀 시대의 학습복지 실현 방안 모색

  ○ 학습복지의 실현 원리 및 방향 탐색

  ○ 정책과제 및 방안 제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및 관련 자료 분석

  ○ 뉴노멀 시대의 교육 및 교육복지 관련 논의와 쟁점 분석 

  ○ 주요 복지국가의 교육시스템 및 학습복지시스템 특징 분석

 □ 델파이조사

  ○ 목적: 교육 뉴노멀 및 학습복지 개념화, 학습복지 분석 모형 도출 및 타당성 검토

  ○ 대상: 관련 전문가 20명(1~3회 전자우편을 활용한 델파이조사지 작성 등)

 □ 사례분석 

  ○ 목적: 국내 지역별, 학교급별 학습복지 실천 사례 특징 및 성공요인 등 분석

  ○ 절차: 현장방문(지역 및 학교) 및 관계자 면담,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 설문조사

  ○ 목적: 학습복지 관련 주체별 경험 및 요구 분석

  ○ 대상: 시도교육청 담당자, 교원 및 학생 등 

 

 □ 초점집단면담(FGI)

  ○ 목적: 전반적인 학습복지 실태 및 문제점 분석, 학습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및 

과제 탐색

  ○ 대상: 학계 전문가 그룹, 현장 전문가(시도교육청 및 학교) 그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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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뉴노멀 시대의 교육복지정책의 방향 및 정책과제 발굴을 통해 관련 정책 로드맵 

구안에 기여

 □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핵심 아젠다로서 학습복지 관련 정책 발굴에 기여 

 □ 모든 학습자의 학습결과의 질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정책 추진에 활용하여, 궁극적

으로 교육의 공공성 확보 및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3 4 5 6 7 8 9 10 11 12

¡ 계획서 심의 및 이론적 

검토
▪

¡ 교육 뉴노멀 및 학습복지 

개념화
▪ ▪

¡ 주요 복지국가의 교육

시스템 및 학습복지체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
¡ 국내 학습복지 실태 파

악 및 사례 분석
▪ ▪

¡ 교육 뉴노멀 시대의 학

습복지 실현 방안 모색
▪ ▪

¡ 중간 및 최종발표회 ▪ ▪
¡ 최종보고서 작성 ▪ ▪ ▪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1.3.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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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한글 교육복지 학습복지
학습자 

주체성

보편적 

학습설계
개별화교육

(영문)
(education 

welfare)     

(learning     

welfare)

(student

agency)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personalization 

educ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시

¡ 교육복지 내실화 방안 마련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전략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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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40,000    100.00

2. 공공요금
보고서 인쇄료 50원×300매×200부 3,000,000

3,200 8.00
우편료(국내소포) 4,000원×50회 200,000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300매×180부 2,700,000

3,850 9.63자료 복사비 50원×100쪽×50부 250,000

소모품비  150,000원×6회 90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대실료(협의회 및 워크숍) 250,000원×4회 1,000,000 1,000 2.50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4명×5회(세종시) 400,000
1,700 4.25

국내여비 130,000원×2명×5회(세종시 외) 1,300,000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구입비(도서구입비) 

 국외지: 50,000원×10종×2회
1,000,000

1,600 4.00
 국내지: 30,000원×20종×1회 600,000

7. 전문가활용비

연구자문료 1,000,000원×10회 10,000,000

22,500 56.25

델파이조사수당 150,000원×20인×1회 3,000,000

면담수당(FGI) 200,000원×5명×3회 3,000,0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4인×2회 1,600,000

해외 사례 관련 원고수당 300,000원×6명×1회 1,800,000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인×1회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인×1회 600,000

보고서 평가료 200,000원×7명 1,400,000

연구윤리점검비 500,000원×1회 5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0명×8회 2,400,000

3,150 7.88
연구진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5명×5회 750,000

9. 외부용역 및
  부담금

설문조사용역비 3,000,000원×1회 3,000,000 3,00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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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전문가 활용 원고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외부 연구진 1인
-교육과정 전문가 1인
-기초학력 및 학습부진 

전문가 1인

해외 통신원 및 각 국가 
전문가 6인 

설문조사 기관

필요성

본 연구에는 교육과정 
전문가와  기초학력 및 
학습부진 관련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함

해외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현지에 거주 중인 전문가 

활용이 필요함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및 설문조사 실시

주요내용
학습복지 개념화 및 모형 
개발, 관련 사례 분석

주요 복지국가의 
교육시스템 및 

학습복지체제에 대한 현황 
및 특징 분석

학습복지 관련 실태 및 
요구조사

예산(천원) 10,000 1,800 3,000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5% 4.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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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과제명 : 인공지능 시대의 영재교육 : 변화 전략 탐색

▣ 연구제안자

    ○ 최수진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미래사회 영재교육의 방향과 비전, 교육 변화 전략을 제시한 본 연구

결과는 국가수준의 영재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인 ｢영재교육진흥종합

계획｣ 수립 및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 등 

정책 수립 및 이행 단계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세계 각국은 미래사회 변화의 핵심에 AI 가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한 산업, 경제, 

정치, 교육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체제를 준비하고 있음. 레이 커즈와일 등 미래

학자들은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시점인 싱

귤래리티(singularity)를 2045년으로 전망하고 있음. 

  ○ 영재성 개념화에 있어 지능의 신화가 깨어진지 오래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영

재교육에서는 창의적 영재보다는 지능에 기반한 학업영재를 기르는 큰 틀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음.

  ○ 영재교육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개인적 목적(차원)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국가적 목적(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인

정받고 있지만, 상급학교 진학의 수단으로 왜곡되게 활용되면서 영재교육의 본질

적인 취지가 손상되고 있으며 정체성을 위협받고 있음.

 □ 학업능력이나 지능중심의 영재교육 틀을 벗어나 AI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영재교육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미래사회 요구되는 영재상(인재상)과 영재교육

에서 길러주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탐색하는 데 있어 AI 가 할 수 없는 인간 고유

의 영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AI 시대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으로 인지적 능력 뿐 

아니라, 인간고유능력과 관련된 창의성과 공감능력, 윤리적 판단 등 정의적 능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성숙한 의식을 가진 리더를 기르는 교육으로 재편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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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빈 외(2010)는 인지중심의 영재교육을 탈피하여 미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미래 영재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재호 외(2011) 연구에서도 미래사회 영재판별의 방법

(미래사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영재)으로 인지적 요소와 함께 정의적 요소가 

고려해야 하며 교육을 통한 선발 등 영재교육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

기한 바 있음.

  ○ 가까운 미래까지는 AI가 인간의 의식에 일부분 의존한 상태에서 지속된다고 할 때, 

AI 가 누구에 손에 들어가는 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AI 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업그레드 해 가는 데, 이를 활용하는 인간의 의식이 다운그레이드 되어 간다면 

AI 기술은 인간에게 혜택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음(유발 하라리, 2018).

 □ 최근 교육부는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발표를 통해 지능정

보사회의 소양을 갖춘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방안을 내 놓음. 이 안에는 AI를 

활용한 교육과 AI 교육 활성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교육 종합계획

(안)(2020-2024)에서는 AI 영재학교 설립 방안(~‘24)도 제시하고 있음. 

  ○ AI 영재학교는 어떤 모습의 학교일까? 첫 민간 유인우주선을 성공시킨 일론 머스

크가 자신과 자신이 설립한 space- x의 직원을 위해 설립한 대안 영재학교인 AD 

ASTRA는 AI 시대 인류가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토론을 핵심 

교육과정으로 하며, 기업가 정신, 리더십, 수학, 과학, 공학, 인공지능, 로봇을 배

우고 있음(이지성, 2018; https://adastra.school/admissions#/instructions/).

▣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을 인류의 공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창의성과 도덕적 

리더십을 갖춘 미래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영재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변화 전략을 구안해 보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그 동안 미래사회 영재교육의 인재상과 판별에 대한 연구(이재호 외, 2011, 박경빈 

외, 2010)가 일부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에듀 테크 관점의 하드웨어적인 교육 

플랫폼에 맞추어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음(연경남 외, 2017; 이재호, 

2019, 김성혜, 2019).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 재개념화와 이에 따른 영재교육 변화 

전략을 구안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https://adastra.school/admissions#/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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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경남, 김윤정, 서지연, 유소연, 정상채, 김도희 (2017). 미래사회 변화 대응 과학기술인재 육성 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 박경빈, 이미순, 전미란 (2010). 미래사회 영재의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예비 연구 – 현장 교사의 인식 중심으로. 영재교육연구,

20(3), 691-701.
3. 이재호, 류지영, 진석언 (2011). 미래사회 영재 판별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교육학회 논문지, 15(2), 307-317.

▣ 주요 연구내용

□ 인공지능시대의 사회 변화 전망

  ○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직업구조의 변화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 인간관의 변화에 대한 논의

  ○ 영재교육 방향과 변화 전략에의 시사점 도출

 □ 미래사회 강조되는 영재교육의 방향과 변화 동향 분석

  ○ 미래사회 강조되는 영재교육의 방향: 인재상, 목적, 성격 등

  ○ 미래사회 영재교육 변화 동향: 선발(판별), 운영체제, 교육내용과 방법, 지원체제 등

 □ (미래사회변화를 고려할 때) 영재교육 이슈와 과제 분석

  ○ 영재교육의 방향

    - 인재상, 강조하는(함양하고자 하는) 자질과 역량, 영재교육의 성격과 목적(일반교

육-영재교육의 차별성과 연계성, 영재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 등)

  ○ 영재교육의 실행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o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가 요
구하는 인재 양성 관련 이슈를 
진단하고, 지능정보사회를 능동
적으로 주도할 미래 과학기술인
재 양성 시스템 구축 방안 기획 
및 세부 추진방안 수립

o 에듀테크 기술의 인재양성 부문 
활용 현황 조사

o 플랫폼 활용자 대상 설문 조사
o 전문가 심층 간담회

o미래사회 변화와 과학기술 인재 핵
심역량

o 국내외 에듀테크 산업 현황 분석
o 미래 과학기술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방안

o 플랫폼 구축효과 분석

2

o 미래사회 영재를 위한 창의, 인
성 교육 방안 제안을 위한 현장 
영재교사의 인식 연구

o 영재교사 대상 설문 실시 o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영재의 역할 
및 자질에 대한 인식

o 창의, 인성 교육의 필요성, 교육방
법, 교육과정, 교사자격, 영재판별,
교육지원 방안에 대한 인식

3

o 미래사회 영재 판별 방법 모색 o 문헌연구 o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영재 정의
o 우리나라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의 
문제점 분석

o 미래사회 영재 판별 방안 제안

본 연구

o AI 시대 창의성과 도덕적 리더
십을 갖춘 미래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영재교육의 방향을 모색하
고, 구체적인 변화 전략 구안

o 문헌분석
o 표적집단면담
o 델파이조사

o 인공지능시대의 사회 변화 전망
o 미래사회 강조되는 영재교육의 방
향과 변화 동향 분석

o 영재교육의 이슈와 과제 분석
o 인공지능시대의 영재교육 방향과 
변화 전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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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발(판별),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운영체제, 지원체제 등  

 □ 인공지능 시대 영재교육의 방향과 변화 전략 도출

   ○ 영재교육의 방향

     - 영재교육 재개념화: 영재교육의 역할과 성격, 비전

     - 미래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역량(창의

성, 철학적(인문학적 사고) 사고, 윤리적, 도덕적 판단, 공감적 능력 등)에 집중하

여 미래사회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 정의

   ○ 영재교육 변화 전략

     - 선발(판별) 방식,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 플랫폼 변화

     - 영재교육 운영체제, 지원체제 변화 등

▣ 연구 추진방법

□ 문헌분석

  ○ 인공지능시대 사회구조 변화 및 인간관의 변화 탐색

  ○ 인공지능시대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 교육 패러다임 변화 전망 

  ○ 미래사회 강조되는 영재교육의 방향과 영재교육 변화 동향 분석

□ 표적집단면담(Focused Group Interview, FGI)

  ○ 목적 : 영재교육의 이슈와 과제 분석, 미래 영재교육의 방향과 변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 도출

  ○ 대상 :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관련 교사, 학생 또는 학부모, 영재교육 

시·도 업무담당자, 영재교육 학계 전문가 등 45명 내외

 □ 델파이조사

  ○ 목적 : 미래사회 영재교육 방향과 변화 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 대상 : 영재교육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정책입안자 등 30명 내외

▣ 기대효과

□ 인공지능시대 과학기술발전이 가져다 줄 혜택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인간 정체성에 

대한 위협요인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영재교육을 재개념화

하고 미래 영재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

 □ 국가수준의 영재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제5차영재교육진흥계획(2023-2027)｣ 수
립의 이론적, 정책적 기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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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서 작성 및 심의

¡ 인공지능시대 사회 전망 분석

¡ 미래사회 강조되는 영재성과 

영재성 발달·발현 특징 분석

¡ 영재교육의 이슈와 과제 분석

¡ 인공지능시대 영재교육의 방

향과 변화 전략 도출

¡ 최종보고서 작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인공지능 영재교육 역량 창의성 윤리의식 

(영문)
(Artificial

intelligence)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competency) (creativity)
(ethical

mind)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
 - AI를 활용한 교육과 AI 교육 활성화를 넘어서 인공지능시대의 새로

운 영재교육의 틀 제안

 - AI 영재학교 설립 방안(~‘24) 의 기초 제공

 



- 169 -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3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4 미래 교육 환경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지식정보.융합 교육

▣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38,000 1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5회 50,000 50 0.1

3. 수용비

보고서인쇄료 50원×270매×200부 2,700,000

3,370 8.9
자료복사비 50원×100쪽×6부×10회 300,000

소모품비 370,000원×1식 37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임차료 150,000원×3회 450,000 450 1.2

5-1
국내여비 국내여비(서울시 등) 130,000원×2명×5회 1,300,000 1,300　 3.4

6.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구입비 국내지 20,000원×31회 620,000
1,520    4

연구자료 구입비 국외지 50,000원×18회 900,000

7. 전문가활용비

연구자문료 500,000원×2명×8개월 8,000,000

28,450 74.9

초점집단면담(FGI) 수당 150,000원×45명 6,750,0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3명×5회 3,000,000
원고집필료(인공지능 시대 사회전망) 

40,000원×20장×2명
1,600,000

전문가델파이 수당 200,000원(2회 기준)×30명 6,000,000
보고서심의수당(중간보고서) 200,000원×3명×1회 600,000
보고서심의수당(최종보고서) 200,000원×3명×1회 600,000
보고서 평가비 200,000원×7명 1,400,000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명 500,000

8. 회의비 협의간담회비 30,000원×6명×5회 900,000 900 2.4

9. 외부용역 및
  부담금 면담자료 전사 140,000원×14회(2시간 기준) 1,960,000 1,96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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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비(사업계획서 내 관련 국외출장 세부내용 추가 정리): 해당사항 없음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1. 연구자문(외부공동연구자)
2. 원고의뢰

3. 외부 용역(면담 전사)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미정

필요성

1.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외부연구자를 공동연구진(2명)으로 활용함으로
써 연구의 질 제고

2. 인공지능시대의 사회 변화 전망에 대한 보다 폭넓은 분석과 안목을 포함하기 위
해서 원고 의뢰 진행. 원내 연구진의 선행연구 분석,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한 분
석과 외부 인공지능시대 사회변화 전문가에 의한 원고를 종합하여 사회 변화 전망 

3. 면담 내용의 전사를 위해 전문업체 활용

주요내용

o 미래사회 영재성과 영재성 발달·발현의 특성 분석: 영재성 특징에 대한 연구 메
타 분석
o 영재교육의 이슈와 과제 분석: FGI 실시

o 인공지능시대의 특징, 변화 전망, 인공지능시대 요구되는 역량과 자질,

o FGI 면담 내용(약 14회, 각 2시간) 전사

예산(천원)

1. 8,000,000원
2. 1,600,000원

3. 1,960,000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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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과제명: 학생의 생활과 문화 연구

▣ 연구제안자

  ○ 권희경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교육의 핵심은 학생이고 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도

모함.

 ○ 교육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이자 객체인 학생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Z세대의 가치관의 핵심을 구성하는 공정성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정책 수행에 있어서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교육활동의 본질적이고 일차적인 과제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것임

  ○ 그동안 교육정책 논의에서 교사(단체), 학부모의 주장은 반영되었으나, 교육의 대

상인 학생의 목소리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음. 교육(정책)연구에서도 학생에 대

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임. 

  ○ 학생 세대의 특징, 학생의 생활과 문화를 탐구하고 분석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드

러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교육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고, 교육에 

대한 연구는 이를 목표로 함

□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 집단의 문화적 성격을 이해하고, 이것이 이들의 생활

에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

  ○ 문화는 시간적·공간적 공통성을 갖는 집단의 행동, 태도, 생활양식을 의미함. 현재 

우리 중·고등학생은 기성세대와 구분되는 문화적 특성과 생활양식을 가질 것으로 기

대됨.

  ○ 이들의 공통적인 문화적 특성과 그와 관련된 생활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이 가진 행동과 태도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공유하

는 가치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요구됨. 

 □ 민주주의 사회의 개인 또는 집단이 갖는 중요한 가치로 ‘공정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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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에게 ‘공정성’은 주요 행동 기준이며,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표임.

   ○ 따라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것을 공정하

다고 판단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Z세대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10대와 20대에게는 개인주의적 문화와 집단주의적 

문화가 동시에 나타나며, 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 

   ○ 개인주의는 집단과 무관하게 개인의 이익과 선호를 중시하는 가치관이며, 따라서 개

인주의적으로 사고하는 개인은 집단적 특성(예, 인종)보다는 개인적 특성(예, 능력)

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행동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 Z세대는 능력과 실적 중심의 개인주의 선호와 집단적 특성에 근거한 배타

성이라는 상호 모순적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이는 집단적 특성에 근거한 사

회적 차별, 즉 불공정성의 심각성에 대한 공통된 의식이 상대 집단에 대한 배타성

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해석됨. 

   ○ 현재까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중·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움.

  

 □ 학생들이 가진 공정성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집단의 문화와 생활을 분석

함으로써, 이들의 행동에 대한 심층적 이해해 도달할 수 있음.

   ○ 우리 학생이 갖는 주요 가치인 공정성의 개념은 학생의 행동과 태도에 결정적 영향

을 미치며, 그것이 학생 집단의 생활을 구성하고 문화를 형성함.

   ○ 학생들이 가진 공정의 개념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학생집단의 문화적 특성과 생

활양식을 이해함으로써 교육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연구 목적

   ○ 학생들이 가진 공정성의 개념 분석을 통해, 학생이 중시하는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학생 집단의 문화적 성격과 생활의 모습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도달하고자 함.  

   ○ 학생의 생활과 문화의 양상에 대한 설명을 통해,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한국 초등학생의 생활 
및 문화 실태 분석 연구⋅연구자(연도): 박효정 외(2004)⋅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초등

⋅문헌 연구⋅면담조사⋅질문지 조사⋅전문가 협의회

⋅초등학생 생활문화 실태 파악 
조사 도구 개발⋅초등학생 생활문화 실태 파악 
문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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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학생이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
에서 어떤 문제로 고민하며,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
지 이들의 생활 실태와 의식, 
행동 양식, 사고방식 등 다양
한 학생 생활문화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제시하는 것
을 목저으로 함

⋅초등학생 생활문화 실태 파악⋅초등학생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영향력 분석⋅학교교육 개선과 학생지도 정책
을 위한 방향 및 시사점 논의 

2

⋅과제명: 디지털 세대의 학생 
문화 연구⋅연구자(연도): 이성회 외(2016)⋅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학생
들의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종합적으
로 탐색하되, 그 주된 초점을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매개로 
한 학생들의 경험과 인식에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음.

⋅문헌분석⋅설문조사⋅사례연구(면담)

⋅이론적 배경⋅디지털 세대의 학생 문화 실태 
및 특징⋅디지털 세대의 학생 문화가 형
성되는 조건⋅정책 제언

3

⋅과제명: 대학생의 생활과 문화⋅연구자(연도): 김진희 외(2017)⋅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어떠한 관점과 태도
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대학생의 생활과 문화의 기층
에 흐르는 구조와 원리가 무
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음. 또
한 그동안 대학생의 삶과 문
화에 관하여 기존의 양적 데
이터를 통해 포착되지 못한, 
현상과 사태를 구성하는 모종
의 맥락과 원리를 밝힘으로서 
한국사회에서 대학생을 이해
하는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해
야 하는지를 개인의 일상사와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는 질적 
분석 자료를 통해서 다각적으
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헌분석⋅통계데이터 재분석⋅면담조사⋅대학생 성찰일지

⋅대학생의 생활과 문화 연구의 
주요 개념 이론 분석⋅대학생 실태 개관과 대학생 만
족도 패널조사 재해석⋅대학생의 생활과 문화 실제 분
석⋅대학생 지원 정책 개선방안 탐
색

본 연구 

⋅과제명: 학생의 생활과 문화의 
이해⋅연구자(연도): 권희경 외(2021)⋅연구목적

- 학생들이 가진 공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학생 집단에서 중시
되는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집단의 문화적 
성격과 생활 양식에 대한 분
석을 수행

- 학생들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문헌분석⋅전문가 협의회⋅유사실험 연구 수행 및 결과분
석⋅FGD 수행 및 결과 분석

⋅학생 공정성 개념 관련 문헌분
석 및 연구도구 개발⋅학생 공정성 개념 파악을 위한 
유사실험 연구 수행 및 결과 분
석⋅학생 공정성 관련 빅데이터(텍
스트) 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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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학생 생활 및 문화, 공정의 개념 관련 문헌 분석 및 연구도구 개발

   ○ 공정(fairness, justice)의 의미, 공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구사회학적 특

성, 능력, 노력, 이해 관계자 간의 친밀도 등) 등 공정 개념에 관한 문헌 분석

   ○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의 개념 및 공정성 관련 이슈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 문헌 분석을 바탕으로 공정성 개념 분석을 위한 실험 도구 및 FGD 질문지 개발

 □ 학생 공정성 관련 유사실험 연구 수행 및 결과 분석

   ○ 학생들의 공정성 판단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인과 그 중요성,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대한 민감도 확인을 위한 실험 설계 및 개별 요인을 순차적으로 통제한 상황과 관

련 질문을 담고 있는 실험도구 개발

   ○ 유사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분배 또는 공정한 결정의 의

미 분석

 □ 학생 공정성 관련 빅데이터(텍스트) 수집 및 분석

   ○ 학생들을 대상으로 FGD(Focus Group Discussion)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의미 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등의 텍

스트 분석 수행 

   ○ 주요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질문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공정성 판단과 그러한 판

단에 대한 근거 분석

  □ 학생 집단의 문화적 성격 및 생활 양식에 관한 결과 도출

   ○ 학생들의 공정성 가치가 학생들의 행동, 태도, 생활 양식에 드러나는 패턴 분석

   ○ 학생이 공유하는 생활 및 문화적 특성에 대한 설명 제공

▣ 연구추진방법

□ 문헌 분석 

   ○ 학생의 생활과 문화에 관한 문헌 분석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심층적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환경의 개선 방향 및 미래 교
육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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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성 개념 관련 문헌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학생 생활과 문화 이해를 위한 현장 전문가 협의회

  ○ 공정성 개념 관련 학계 전문가 협의회

  

 □ 유사실험 연구 수행 및 결과 분석

   ○ 실험 설계 및 도구 개발

   ○ 실험 수행 및 결과 분석

 □ FGD 수행 및 결과 분석

   ○ FGD를 위한 도구개발

   ○ FGD 수행 및 분석 용역 의뢰 

   ○ FGD 텍스트 분석 및 결과 해석

▣ 기대효과

□ 학술적 기대효과

   ○ 학생이 가지는 주요한 가치인 공정성 개념에 대한 심층적 이해

   ○ 학생 공동체가 공유하는 윤리적 가치, 사고방식, 사회적 관계 등을 포함하는 학생 

문화와 생활의 이해

 □ 정책적 기대효과

   ○ 학생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기여

   ○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미래의 사회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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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 및 실행계획서 작성

❍ 문헌 분석 및 전문가 협의회

❍ 유사실험 및 FGD 도구 개발

❍ 생명윤리심의(IRB) 의뢰

❍ 유사실험 연구 수행

❍ FGD 수행

❍ 유사실험 결과 분석

❍ 텍스트 분석

❍ 평가용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최종보고서 수정 및 인쇄

▣ 연구 추진일정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한글 학생 생활 학생 문화 공정성 개념 윤리적 가치 Z 세대

영문
students’ life 

style

students’ 

culture

concept of 

fairness
moral value Z generation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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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대분류 교육 중분류 초중고교육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학생의 가치관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목표 및 방법에 관한 정책적 방향성 제시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삶을 
책임지
는국가

66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67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연구 예산(천원)                                              (단위 : 천원, %)

구분 내용 금액(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54,000 100

2. 공공요금 우편료 긴급국내(택배, 퀵) 10,000원×30회 300,000 300 0.6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240매×300부 3,600,000

5,580 10.3
복사 및 제본비 50원×200쪽×40부 400,000

설문 조사 답례품(학생) 2,500원×500명 1,250,000

소모품비 33,000원×10회 33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임차료(협의회) 110,000원×6회 660,000 660 1.2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2명×3회(진천, 음성 등) 120,000

640 1.2

국내여비 130,000원×2명×2회(서울, 대전 등) 520,000

6. 
연구정보
활동비

국외 연구자료 구입비 50,000원×30종×1회 1,500,000

2,160 4.0

국내 연구자료 구입비 20,000원×33종×1회 660,000



- 178 -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해당없음

※ 외부용역 현황

7.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2명×8회 3,200,000

17,260 32.0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 평가료 200,000원×7명×1회 1,400,000

연구윤리 심의료 500,000원×1명×1회 500,000

설문 조사 자문 수당(연구협력교사) 100,000원×20명×1회 2,000,000

번역료(한국어→영어) 160원×6,000자 960,000

연구자문료 1,000,000원×8회 8,0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8명× 10회 2,400,000 2,400 4.4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텍스트 분석 용역비 25,000,000원×1식
(※ FGD 설계 및 수행, 데이터 녹음 및 전사, 데이터 
클리닝, 텍스트 분석 및 결과 자료 제공 등 조사 용역에 
관련된 일련의 과업 모두 포함)

25,000,000 25,000 46.3

위탁 유형 - 외부 용역

외부 연구기관 - 전문 조사 용역 업체(추후 선정 예정)

필요성

- 학생 빅데이터의 한계(예, 인터넷 게시글의 연령 구분, 학

생 전용 게시판의 제한)에 따른 FGD 수행을 통한 텍스트 

자료 생산과 관련 분석 수행을 위한 전문 조사 용역 업체 

필요 

주요 내용

- FGD 설계 및 수행, 데이터 녹음 및 전사, 데이터 클리닝, 

텍스트 분석 및 결과 자료 제공 등 조사 용역에 관련된 일

련의 과업 모두 포함

예산(천원) - 25,000천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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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과제명: 2021 한국교육종단연구

▣ 연구제안자

  ○ 박경호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이 연구는 교육에 관한 종단적 자료를 구축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

학적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은 물론, 교육정책 집행 및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 방안을 마련

하는 정책연구라 할 수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연구에 대한 요구 증대

  ○ 실증 자료에 근거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필요

□ 교육정책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종단자료 수집 및 분석 필요

  ○ 교육정책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실험연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험

연구 결과를 전국 규모의 교육정책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움.

  ○ 대안으로 일정 기간 학생들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여 비교하는 것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효과적

□ 학생 및 학교의 변화․성장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연구로 경향 변화

  ○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경향이 개인과 학교, 사회의 현재 상태보다는 변화를 추

적·설명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교육학에서도 학교효과 분석 연구가 학생과 학교 수준의 종단적 추적 조사를 

토대로 수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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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과 성취에 대한 종단 자료의 구축

  ○ 학생 및 성인기의 교육경험, 인지적·정의적 성장, 노동시장 성과 등에 대한 분석

  ○ 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 과제명: 한국교육고용패널
- 기  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연구목적: 청년층의 교육과 노동
시장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 조사대상 : 중학교 3학년 2,000명,
일반계고교 3학년 2,000명, 실업계
고교 3학년 2,000명) 및 학부모, 학
교 및 담임교사

- 조사방법 : 면접타계식 설문
- 조사주기 : 매년

- 조사내용 :학교생활, 가정생활,
학업성취, 진로계획, 진로지도,
교육환경, 생활환경  등 

- 특징 : 진로와 취업과정을 분석하
고자 설계됨

2

- 과제명: 한국노동패널
- 기  관: 한국노동연구원
- 연구목적: 노동시장과 고용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의 수집

- 조사대상 : 비농촌지역 5,000가구의 
가구원

- 조사방법 : 면접타계식 방문조사
- 조사주기 : 매년

- 조사내용 : 경제활동, 소득, 소비,
노동시장이동, 학교교육  및  직
업훈련  등

- 특징 : 가구구성원의 활동을 중심
으로 조사함

3

- 과제명: 청년패널
- 기  관: 한국고용정보원
- 연구목적: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
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 및 노동
시장 경로를 추적함으로써 청년
층 고실업 문제해결 방안 제시 
및 진로결정, 직업선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청년층 만15∼29세
- 조사방법: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eterview)을 
활용한 방문면접 타계식

- 조사주기: 매년

- 조사 내용: 학교생활, 사교육 및 여
가활동, 아르바이트,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증, 가계배경, 구직활동,
노동시장 진입 후 직장 이동 경로 
등

- 특징: 특정 연령층에 초점을 맞춘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 단위 패널
조사

4

- 과제명: 한국청소년패널조사
- 연구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목적: 청소년들의 잠재적인 
직업선택, 향후 진로설정 및 준
비, 일탈행위, 여가 참여 등의 
성장과 발달과정에서의 변화 양
상과 그 인과관계 파악

- 조사대상: 1차 : 초4, 중2, 2차: 초1,
초4, 중1

- 조사방법: PAPI(Pap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및 전화인
터뷰

- 조사주기:매년

-조사 내용: 장래 희망 직업, 진로설
정 및 직업성숙도, 성적과 사교육 
참여, 부모와의 관계 및 친구관계,
아르바이트 경험, 일탈경험, 여가
상황, 자아관 및 정체감, 공격성과 
우울 등의 정서적 상태, 삶에 대
한 만족도 등

-특징: 2차 코호트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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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BBP05

본 연구

- 연구목적: 학생들이 경험하는 여
러 수준의 교육적 경험과 성취(학
업성취, 상급학교 진학, 사회이동 
등)에 대한 종단적 자료 수집.

- 다른 패널조사들도 교육 관련 항
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학생
들의 학습과 학교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아서 학교 및 교육정
책 분석에 적합하지 않음. 본 연
구는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 관련 
분석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중점
을 두고 있음.

- 학업성취도 평가(기초능력검사)(국,
영,수), 담임교사에 의한 학생평가,
학생의 심리적 특성(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생애목표)에 대한 측정,
학교조직 및 풍토에 대한 조사(교
사 설문) 등에서 다른 패널조사와 
차별성이 있음.

- 조사대상 : 학생(2013년 당시 초등학
교 5학년 7,324명) 및 학부모, 교사,
학교장, 학교조사

- 조사방법 : (1단계)학교를 통한 설문
조사, 학교별 연구협력교사 위촉을 
통한 책임 조사 및 표본 관리, (2단
계) 개별조사 설문

- 조사 주기 :
매년(1단계: 초5-고3)
격년(2단계: 고교졸업-만28세(단, 대1,
대2년 매년)

- 다른 패널들은 연령별, 또는 학년별 
실제 표본수가 적어서 교육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수준 분석이 어려
운 측면이 있으나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한 사례수를 충분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조사 내용 : 학업성취도(기초능력)
및 인성발달, 학교경험, 가정생활,
학교풍토, 학교문화, 학교조직, 교
사의 학생인식

- 특징 :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 관련 
분석에 중점을 두고 조사 내용이 
구성됨.

- 학생들의 학교교육 경험과 인지적·
비인지적 성취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음(투입-과정-산출 측면에
서의 자료 수집).

- 1차~5차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성
취수준 측정을 위한 도구를 개발
하여 적용하고 있음[수직 동등화된 
성취도 또는 기초능력검사(학업성
취도검사), 학습자 특성검사 등]

- 개별 학교의 조직적, 문화적, 정책
적 특성을 조사하여 학교수준의 
분석을 가능하게 함(교육 자료의 
위계적 측면 고려)

- 2단계 조사에서는 대학(원)생, 취업
자 및 구직자, 재수생, 군생활 조
사 등이 포함되나  1단계에서 조
사되어왔던 공통 항목도 수집되어 
이들의 변화를 분석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행조사와 차별성이 있음.

▣ 연구과제 유사중복 점검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연구과제 
유사중복 
점검결과

- 국내 주요 패널 조사인 한국교육
고용패널, 한국노동패널, 청년패
널,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등과 달
리, 2021 한국교육종단연구는 학
교경험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성
장, 진학, 사회진출로 이어지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차별
성이 있음.

- 타 패널 조사와 달리, 2021 한국교육
종단연구는 학년별 표본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학교수준 분석을 가능케 
하여 연구방법에 있어 차별성이 있
음.

- 2021 한국교육종단연구는 초등학교
부터 학교교육 경험을 조사하여 학
교교육과 인지적, 비인지적 성취와의 
관계 그리고 노동시장 성과 등을 연
구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 타 
패널 조사와 주요 연구내용에 있어 
차별성이 있음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전체 연구 내용

  ○ 주요 조사 항목

- 투입 요소: 학생의 가정 배경 및 개인적 특성, 지역 사회, 학교시설자원, 교장 및 

교사 특성

- 과정 요소: 학생의 포부 수준, 심리적 특성, 경험한 수업특성, 학교생활, 교우관계,

과외 경험, 학교장의 학교운영,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진학 진로 지도,

교수 활동, 교사 활동, 학교 풍토 등

- 산출 요소: 학생의 인지적 발달, 정의적 발달, 진학 및 진로(단기적 산출), 직업지위,

수입, 직업능력수준, 생활 및 직무 만족도(장기적 산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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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연도

[그림 1] 한국교육종단연구 조사 연구 모형

단계
조사 시기 및 기간

주요 조사 내용 주요 분석 내용
2005 코호트 2013 코호트

1단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시점까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시점까지

ㆍ인지적, 비인지적 성취와 발달 

ㆍ가정의 교육적 지원 

ㆍ중등학교의 교육 수준

ㆍ학교생활 및 교우 관계

ㆍ고등학교 진학 과정

ㆍ교육정책 효과 분석 등

ㆍ인지적, 정의적 발달과 

변화

ㆍ초․중등학교 효과

․사교육 및 선행학습 효과

․각종 초․중등 정책효과
2005년∼2010년 2013년∼2020년

2단계

고등학교 졸업시점부터 

만 28세까지

고등학교 졸업시점부터 

만 28세까지

ㆍ인지적, 비인지적 성취

ㆍ대학진학 및 대학생활

ㆍ중등교육 이후 교육 경험과 

수준, 진로 및 직업 획득 등

․대학진학에의 효과

․대학 및 대학교육 효과

․초기 직업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011년∼2020년 2021년∼2030년

<표 1> 한국교육종단연구 조사 및 분석 계획

□ 2021년 주요 연구내용

  ○ 자료 조사

- 2013 코호트 9차 조사(고교 졸업후 1년차) 및 표본 유지·관리: 조사 도구 개발,

조사 시행 및 데이터 구축, 표본 유지·관리

○ 자료 분석

- 기초분석: 초기 성인기의 생활과 성과(2005 코호트 1~12차 데이터 분석)

- 심층분석: 2005 코호트 1~12차 데이터를 활용한 인지적․비인지적 성취 또는 조사 관련 

분석

  ○ 자료 공개

- 학술대회 개최

- 일반 연구자 대상 데이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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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자료 조사

  ○ 문헌연구

  ○ 인간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의뢰

  ○ 설문조사 및 용역 의뢰

  ○ 소식지 발송

  ○ 조사결과 및 표본 변동 분석

  ○ 협의회 운영

□ 자료 분석

  ○ 문헌연구

  ○ 데이터 분석

- 빈도분석 및 검정, 기술통계분석 및 ANOVA 등 기초분석

- 패널회귀분석 등 심층분석

  ○ 전문가 협의회 운영

□ 자료 공개

  ○ 연구계획서 공모 및 심사

  ○ 데이터 에디팅 및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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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서 작성 및 확정

 ¡ 설문지 문항 개발

 ¡ 설문지 문항개발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

 ¡ 조사 대행업체 입찰 평가 

준비 및 입찰

 ¡ 예비조사 실시

 ¡ 인간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의뢰

 ¡ 본조사 실시

 ¡ 조사개요보고서 작성

¡ 데이터 분석을 위한 

   문헌 연구

¡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

¡ 분석모형, 분석결과, 정책

제언 검토 협의회 개최

¡ 기초분석보고서 및

   심층분석보고서 작성

 ¡ 학술대회 발표논문 공모 

및 데이터 설명회 개최

 ¡ 학술대회 발표논문 심사 

및 개최

 ¡ 기관 공개용 데이터 

    에디팅 및 이관

¡ 보고서 인쇄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7/26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1.3.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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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한글
한국교육

종단연구
교육성장 학업성취 대학성과

노동시장

성과

(영문)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Educational 

Growth)

(Academic 

Achievement)

(College 

Outcome)

(Labor 

Market 

Outcome)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기획재정부 ¡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교육부
¡ 학교교육 정상화 및 청소년 역량 개발과 건강한 성장 지원

¡ 고등교육 성과 확대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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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구분 내용 금액
(천원)

비중
(%)

합계 산출내역 금액
(원단위) 695,000 100

사업
인건비

일용직(석사) 80,000원×10일×6명 4,800,000
5,328 0.8

일용직(석사)법정부담금 80,000원×10일×6명×11% 528,000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100회 280,000

380 0.1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0회 100,000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300매×300부×2종 9,000,000

35,092 5.0

학술대회 자료집 인쇄료 50원×400매×500부 10,000,000

학술대회 팜플렛 인쇄료 50원×30쪽×1,000부 1,500,000

학술대회 배너 제작 120,000원×6매 720,000

학술대회 기념품 제작 12,000원×180개 2,160,000

조달청수수료 5,000,000원×1회 5,000,000

복사 및 제본비 50원×200쪽×300부 3,000,000

소모품비 371,200원×10회 3,712,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대회의장 대관·임차료 1,500,000×1회 1,500,000

5,600 0.8
중회의장 대관·임차료 300,000×5회 1,500,000

회의장 전산기기 임차료 100,000원×8개 800,000

PC 렌트 90,000원×2명×10개월 1,800,000

국내여비
시내교통비(진천, 음성 등) 20,000원×1명×1회 20,000

3,920 0.6
국내여비(서울, 대전 등) 130,000원×10명×3회 3,900,000

연구정보
활동비

도서구입비 50,000원×139종×4회 27,800,000 27,800 4.0

전문가 
활용비　

연구자문료 500,000원× 10회 5,000,000

40,600 5.8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명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명×2종 1,200,000

최종보고서 평가료 200,000원×7명 1,400,000

연구윤리 심의료 500,000원×1명 500,000

용역 기술 평가 심의료 300,000원×4명×1회 1,200,000

학술대회 논문 발표수당 300,000원×40명×1회 12,000,000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수당 150,000원×10명×1회 1,500,000

학술대회 토론수당 200,000원×40명×1회 8,000,000

학술대회 사회수당 300,000원×10명×1회 3,000,0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5명×5회 5,000,000

위촉직 채용 면접 수당 50,000×6명 300,000

번역료(한국어→영어) 10,000원×90매 900,000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협회비 30,000원×14명×10회 4,200,000

14,280 2.1연구진 협의회비 30,000원×13명×12회 4,680,000

학술대회 협의회비 30,000원×180명×1회 5,400,000

외부
용역비 및 
부담금

설문조사용역비(조사 위탁용역 및 답례품)
(※ 조사 도구 인쇄 및 발송, 웹조사 시스템 구축, 
조사 실시, 응답자 답례품. 설문지 스캔, 데이터 입
력 및 자료 클리닝 등 조사 용역에 관련된 일련의 
과업 모두 포함)

562,000,000 562,000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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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위탁 유형 조사 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조사 업체

필요성
2013년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7,324명을 2030년까지 조사하는 2013 코호트의 패
널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원내 인력만으로 이를 수행하기 어려워 조사 업체의 
참여가 필요

주요내용 2013 코호트 9차(고교 졸업후 1년차) 조사 

예산(천원) 562,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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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TALIS): 초등학교 신규교사의 교직적응을 중심으로

▣ 연구제안자

   ○ 김혜진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TALIS 2018 초등학교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초등교원 및 교직

환경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타 국가의 교원

정책의 맥락 하에 비교·분석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초등교원 및 교직환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교

원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초등학교 교원 및 교직환경에 대한 국제비교 필요

  ○ OECD는 교수·학습 국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이하 

TALIS)를 실시하여, 각국의 교원 및 교직환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분

석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증거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2006년에 처음 

자료를 수집하고 2008년에 결과를 발표했던 1주기 TALIS 조사(TALIS 2008)를 시

작으로 TALIS 2013, TALIS 2018까지 조사를 거듭하면서 주제가 다양해지고 참여

국이 증가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음

  ○ TALIS의 주요 조사 대상은 중학교 교원이었으나 TALIS 2013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교육의 전반으로 조사 대상을 확장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 TALIS 2008과 TALIS 2013에서는 중학교 교원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하였

으나, TALIS 2018에서는 처음으로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

음. 중학교 교원의 자료는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바가 있는 반면, 초등학교 교원의 자료는 아직까지 분석한 바가 없음

  ○ 한편 OECD에서도 2021년에는 초등학교 교원에 대한 TALIS 2018 자료를 분석하

여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원 및 교직환

경에 대한 TALIS 2018 자료를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실태를 확인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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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른 초등교원의 직무환경과 전문성에 대한 실태 확인 필요

  ○ 초등교육은 일반적으로 기초·기본교육으로 이해되며,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초중등교육

법」 제41조)고 하여 초등교육이 후속 교육을 위한 준비교육의 성격을 지니며 

상급학교 단계로의 연계를 강조한다는 점을 시사함. 중등교육과는 상이한 초등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전문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밝힐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초등학교는 학령인구 급감, 지역 간 편차,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등 중등학

교와는 상이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와 같은 예측불가능한 변화로 인해 초등돌봄과 같은 보육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초등교원의 교수활동, 전문성, 직무여건 등은 변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TALIS 2018 초등학교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초등교원의 전문성 수준과 필

요, 입직 동기, 교수활동, 직무만족,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자료는 교원의 전문

성 양성과 개발을 지원하는 교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현재 논의 중인 초등교원의 양성체제 개편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임

 □ TALIS 국가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은 TALIS 국가센터이자 TALIS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여, TALIS 조사를 주관하는 OECD 사무국과 참여국들과 연계·협력

하고 TALIS 조사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TALIS 운영위원회(TALIS Governing Board)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국의 상황과 맥락을 반영한 주제 선정, 조사체계 개선, 분석결과 공

유 등을 활발히 전개하며 4주기 조사(TALIS 2024)의 계획 수립에 적극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TALIS 2018 초등학교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초등교원 및 교직환

경의 실태를 확인하고 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초등교원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중등교원과의 차별화된 초등교원의 전문성이 무엇인지를 밝

히는 데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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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연구명]
김갑성·김이경·박상완(2011).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1주
기 TALIS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 1주기 TALIS 결과보고서의 자
료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우리나
라 교원정책 활용을 위한 근거자
료 도출, 정책적 시사점 제공

∙1주기 TALIS 결과보고서 번역 및 
내용 검토
∙NGT(Nominal Group Technic, 명
목집단기법) 활용
∙전문가 discussion 그룹 운영
∙TALIS 2013 실시 지원을 위한 국
외 출장

∙ 1주기 TALIS 결과 국제 비교 및 
비교 결과 해석(우수교사 확보, 현
직교사 전문성 개발, 교사와 교수
의 질, 유능한 교사의 유지, 교사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정책)
∙ 1주기 TALIS 결과를 통해 본 우
리나라 교원정책 발전 방안 도출

2

[연구명]
허주·최수진·김이경·김갑성·김용련

(2015).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
교 연구: TALIS 2주기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 TALIS 2013 결과를 중심으로 

OECD에서 선정한 5대 영역(교
사 확보, 전문성 개발, 교사와 교
수의 질, 교사 유지, 교사 효과
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교원과 교직환경을 진
단하고 향후 발전방안 제시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 TALIS 2013 5대 영역 선행연구 
분석

- TALIS 2013결과보고서 및 TALIS
2008 결과보고서 검토 및 분석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교사, 교장 대상
∙ TALIS 주요 참여국 사례조사
∙전문가협의회
∙OECD 주최 TALIS 워크숍 및 국
제회의 참석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TALIS
2013 결과의 종합 분석

∙우리나라 TALIS 2013과 TALIS
2008 결과 비교

∙TALIS 2013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교원정책 발전 방안 제시

∙TALIS 2018 지원

3

[연구명]
이동엽·허주·박영숙·김혜진·이승호·
최원석·함승환·함은혜(2019). 교
원 및 교직환경 국제 비교 연구:
TALIS 2018 결과를 중심으로
(Ⅰ)

[연구목적]
∙OECD가 제공하는 TALIS 2018
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시에 
제공함(중학교 수준 분석 결과에 
초점을 둠)

∙문헌연구: OECD 보고서 검토, 주
요 개념 관련 선행연구 분석,
TALIS 데이터 활용 국내외 연구
논문 조사

∙통계자료 분석: OECD 보고서 제1
권에 제시된 TALIS 2018 데이터
를 재구성하여, 주요 주제별 분석
결과 제시

∙전문가 의견 수렴: 교사 및 교원정
책 전문가 대상 서면의견 요청,
전문가협의회 실시

∙TALIS 2018 개관: 조사 목적, 추진
체계, 참여국, 사업추진 내용 소개

∙주요 주제별 분석결과 및 시사점 
도출: 교사의 인적 배경, 교사 직
무만족 및 동기, 교사 양성 및 초
기 준비교육, 교사 전문성 개발,
교사 자기효능감, 교사의 교수 실
천, 학교풍토, 혁신, 다양성과 형
평성

∙교원정책 개선 방안 도출: 교사 유
인 및 유지, 교사 전문성 개발, 학
교효과성, 효과적인 교수와 연계
된 교원정책 개선 방안 도출

본 연구

본 연구는 TALIS 2018 자료 중에
서 아직 분석하지 않은 초등학교 교
원 및 교직환경에 대한 자료를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우리나
라 초등교원의 현황을 확인하고 교
원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함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초등교원 대상 면담 실시
∙전문가협의회
∙국제회의 참석

∙초등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본 초
등교원의 전문성 분석
∙초등교원 및 교직환경에 대한 실
태 분석
∙초등교원 전문성 지원을 위한 정
책 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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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초등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본 초등교원의 전문성

   ○ 초등교육의 목적과 기능, 역할에 대한 분석

   ○ 초등교육의 목적과 성격에 적합한 교원의 전문성 탐색

 □ 초등교원 및 교직환경에 대한 실태 분석

  ○ 초등교원의 전문성 수준과 필요, 입직 동기, 교수활동, 직무만족, 근무환경에 대한 

현황 분석

  ○ 교원의 개인 특성 및 학교특성에 따른 차이 확인

  ○ 초등교원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 초등교원 전문성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탐색

  ○ 초등교원 양성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 방안 탐색

  ○ 현직 초등교원의 전문성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탐색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초등교육의 목적, 성격, 기능, 역할에 대한 관점

  ○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초등교육의 역할

  ○ 초등교원의 전문성

 □ 통계자료 분석

  ○ 초등교원 및 교직환경 실태 분석을 위한 TALIS 2018 통계자료 분석

 □ 초등교원 대상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맥락에 따른 TALIS 2018 결과 해석 및 초등교원 대상 정책 

방안의 현황 파악, 성과 점검을 위한 목적으로 초점집단면접(FGI) 실시

 □ 전문가협의회

  ○ 초등교원 전문성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 및 방안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검토

 □ 국제회의(TALIS 운영위원회) 참석

  ○ TALIS 2018 초등학교 결과 논의, TALIS 2024 계획 수립 등을 위한 TALIS 운영위

원회 참석(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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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이론) 초등교원 전문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초등교원 전문성의 내용과 범위, 

이론적 기반 수립에 기여

 □ (정책)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교원양성 등)에 대한 성과 점검 및 개선 방안 

도출에 기여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 수립

¡ 선행연구 분석

¡ TALIS 2018 데이터 분석

¡ 제9차 TALIS 운영위원

회 참석(3월, 비대면)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심의

¡ 초등교원 대상 FGI

¡ 정책방안 도출 및 타당

성 검토

¡ 제10차 TALIS 운영위원

회 참석(10월 예정)

¡ 최종보고서 작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1.3.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초중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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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한글

3주기 OECD 

교수학습 

국제조사

초등교원

전문성

초등교원

교수활동

초등교원

직무환경

(영문)
(OECD TALIS 

2018)

(Teacher 

Professionalism in 

primary 

education)

(Primary 

teachers’ 

instructional 

practices)

(Primary 

teachers’ 

working 

condition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교원정책(교원양성 등) 관련 기초자료 제공

¡ 국제 교원정책에 대한 동향 제시

외교부 ¡ OECD 교육관련 사업에서의 한국 위상 및 대외 이미지 제고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평화
와 
번영
의 
한반
도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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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내용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원단위) 40,000 100

1.
사업인건비

일용직(학사) 급여 74,000원×1명×1일 74,000 
81 0.2

일용직(학사) 법정부담금 74,000원×1명×1일×10% 7,4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25회 70,000 
120 0.3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5회 50,000 

3. 수용비

보고서인쇄비 50원×270쪽×200부 2,700,000 

4,961 12.4복사제본비 50원×200쪽×150부 1,500,000 

정책포럼 자료집 50원×100쪽×70부×1회 350,000

소모품비 410,670원×1회 410,67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협의회) 대실비 79,900원×10회 799,000
1,599 4.0

정책포럼 장소(대회의실) 대관료 800,000원×1회 800,000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세종시 등) 20,000원×3명×5회 300,000 
1,470 3.7

국내여비(서울시 등) 130,000원×3명×3회 1,170,000 

5-2.
국외여비

국외여비(TALIS 운영위원회, 프랑스 파리: 가급지,
김혜진 부연구위원, 3박5일), 10월 예정

4,899 12.3

일비 $30×1,210원×5일×1명×1회 181,500

식비(가급지) $81×1,210원×5일×1명×1회 490,050 

숙박비(가급지) $176×1,210원×3박×1명×1회 638,880

항공료(가급지, 이코노미/왕복) 3,488,500원×1명×1회 3,488,500

준비금 100,000원×1명×1회 100,000 

6.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구입비 국내지 20,000원×20회 400,000
1,600 4.0

연구자료구입비 국외지 50,000원×24회 1,200,000

7. 전문가
활용비

연구자문료 1,000,000원×12회 12,000,000 

23,300 58.2

전문가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23명 4,600,000 

초점집단면접(FGI) 면담수당 200,000원×3명×6회 3,600,000 

중간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평가용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명 500,000

최종보고서 평가수당 200,000원×7명 1,4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4명×3회 360,000

1,970 4.9연구진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5명×7회 1,050,000

정책포럼 약식 간담회비 8,000원×70명×1회 5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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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 교원정책연구실, 1명(국가사업책임자)

출장 기간  ․ 10월 (3박 5일) *일정 변동 가능

출장지(방문기관)  파리 *장소 변동 가능

출장자 역할
 ․TALIS 운영위원회(Governing Board)의 구성원으로서 TALIS 관련 국제 

이슈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 제 10차 TALIS 운영위원회(Governing Board) 회의 참석

사업과의 관련성  ․ TALIS 국가센터로서 역할을 수행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각 회의마다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의결이 진행됨.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 해당 없음

코로나19

장기화 시

예산활용방안

 ․ TALIS 2018 초등학교 결과분석 보고서(2021년 10월 발간 예정) 검토 및 

국문 요약보고서 발간

 ․ 결과 확산을 위한 정책포럼(비대면) 추가

구체적 기대효과

 ․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해 의사 결정 사항들이 우리나라 국익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정보 습득을 통해 향후 연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코로나 19 장기화 시 구체적 예산활용방안

단위 : 천원

코로나19 등으로 국외출장 불가시 대응 계획

대응방안

․ TALIS 2018 초등학교 결과분석 보고서(2021년 10월 발간 예정) 검토 및 국문 

요약보고서 발간

․ 결과 확산을 위한 정책포럼(비대면) 추가

당초계획 변경(안)

비목 금액 비목 산출근거 금액

소계 4,899

국외여비 4,899
전문가활용비

번역료(영어→한국어)

10,000원X200매X1회
2,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온라인 정책포럼 행사 대행

2,899,000원X1회
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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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 연구진 활용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외부 연구진 3명

필요성
초등교원의 양성 및 임용의 역할을 수행 중인 초등교원 양성기관(교육대학 등)
교수, 측정·평가 영역의 전문가 참여를 통해 초등교원의 양성과 입직 관련 결과 

해석 및 정책 방안의 질 제고 가능

주요내용
TALIS 2018 초등학교 교원 및 교직환경 결과의 주제별 분석

Data manager와 Sampling manager 역할 수행

예산(천원) 총 12,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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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과제명: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역량교육을 위한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허 주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우리나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역량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닌 미래지향적 역량에 초점을 두고 미

래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지식이 아

닌 역량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교육과정의 변화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특히 교사의 역할과 역량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OECD 교육 2030은 1주기(`15년-`18년)의 연구․사업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제시하고, 2주기(`19년-`21년) 연구․사업에서 역량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탐색하고 있음. 특히, 2주기에서는 역량교육 실천을 위한 교사

의 역할과 역량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국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2주기의 

마지막 연차인 `21년에는 역량교육의 새로운 방향 및 실행에 대한 논의의 진행

을 계획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량교육 실천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을 밝히고, 교원교

육의 측면에서 어떠한 교육과정이 필요한가를 탐색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 

  ○ 학교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편이 추진되고 있으

며,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 역량 중심 교육이 강조되면서 역량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의 중요성 대두됨.  

 □ 역량교육 실천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필요 

  ○ 역량교육 실천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교사의 양성의 방향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 특히, 교원양성 교육과정이 역량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현재의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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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은 어떠한지, 어떠한 방법으

로 실천되는지, 예비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지 파악하는 데 있음. 둘째는 OECD 

교육 2030 참여의 일환으로, 관련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육 2030 및 역량교육

의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사회 논의에 기여하는 것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 
선행연구 주요내용 

연구 과제명 연구목적 주요연구내용

1

OECD 교육 2030: 미래 교육과 역
량’을 위한 현황 분석과 향후 과
제”(윤종혁 외, 2016)

OECD 교육 2030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분석
하고, 우리나라가 이 사업에 주도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모색

가. OECD 교육 2030 심층 분석 
나. OECD ‘교육 2030’사업 참여를 위한 

로드맵 작성

2

OECD 교육 2030: 미래 교육과 
역량’ 사업 참여 연구: 역량 개념
틀 타당성 분석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체제 탐색(최수진 외,
2017)

OECD 교육 2030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고 있는 역량 개념틀의 국내 
타당성을 분석하고 역량 개발을 위
한 교육체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가. OECD 교육 2030 국내 타당성 분석
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체제 탐색 
다. OECD 교육 2030 사업 진행 사항 파

악 및 분석 

3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역
량의 교육 정책적 적용 과제 탐
색(이상은 외, 2018)

OECD 교육 2030에서 제시하는 미래
학습의 틀 및 역량을 심층적으로 이
해하고, 한국의 맥락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 정책적으
로 역량을 적용하기 위한 과제를 탐
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가. OECD 교육 2030의 학습 개념 틀 도
입 및 새로운 역량 의미와 쟁점 분석 

나.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나타난 역량 적용 현황 분석 

다. 역량 교육정책 실행에 관한 한국 교사
들의 인식 및 요구 분석 

4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미
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 
탐색(최수진 외, 2019)

OECD 교육 2030의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특징과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해외 및 국내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역량교육 실행
을 위한 전략을 도출함.

가. OECD 교육 2030에 나타난 역량교육 
실행의 특징 분석

나.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
다. 국내 역량교육 실행에 대한 사례 조사
라. 미래지향적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전

략 도출

5

OECD Education 2030 참여 연
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을 위한 교사의 역할과 역량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교사 역할 및 
역량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선진 국가 및 국내 사례를 분석
하여, 미래지향적 역량 교육 실행을 
위한 교사 역할 밀 역량 개념을 정립
하고 개발 방법을 탐색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함.

가. OECD 2030의 역량 교육 실행을 위한 
교사 역할 및 역량에 대한 함의 분석 

나. 교사 역량에 대한 국제 동향 및 사례 
분석

다. 교사 역할 및 역량에 대한 인식 조사 
및 국내 사례 분석

본연구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역
량교육을 위한 교원양성 교육과
정을 중심으로  

역량교육 실천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은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교사양성기
관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역량교육을 
위한 교원양성 방향을 제시함.  

가. OECD 2030이 제안하는 역량교육 실천
을 위한 교사 전문성 탐색 

나. 교사양성기관 교육과정 분석 및 역량
교육을 교원양성 방향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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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교사교육의 이론적 검토   

  ○ 교사교육의 철학 및 이념, 그리고 교사교육의 목표(지향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교원양성기관의 교사교육이 어떠한지, 그리고 OECD 교육 2030에서 

논의되고 제안되는 역량교육(학습 나침반)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탐색하고자 함. 

 □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분석   

  ○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1) 계획된 교육과정, 2) 실천된 교육과정, 3) 경험된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원양성기관, 교수자, 학생의 관점에서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이 어떻한가를 분석하고자 함. 

 □ OECD 교육 2030의 교수개념틀 구성 요인 탐색 

  ○ OECD 교육 2030 2주기 `21년 연구․사업 참여 및 추진 현황 분석 

  ○ OECD의 교육 2030 연구․사업의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OECD 및 국제사회의 연구․사업 추진 현

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연구 추진방법

 □ 문헌분석 

  ○ 교사교육 이론,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 등에 관한 문헌

분석을 통해 교사교육의 이론적(구성주의) 검토 및 우리나라 교원양성기관의 성격 

이해 

 □ 설문조사 

  ○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분석을 위해 교수자와 학생 대상의 설문조사 실시 

  ○ 대표적인 교원양성기관인 교육대학교(초등), 사범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이상 

중등)의 전임교원 및 3, 4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실천한(교수자) 교육과정

과 경험한(학생)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조사 실시 

 □ Concept-mapping(개념도 분석) 

   ○ 개념도 분석을 활용하여 예비교사(학생)의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경험 파

   ○ 설문조사만으로 예비교사(학생)가 경험한 교육과정응ㄹ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

므로, 면담을 통한 개념도 분석을 통해 예비교사의 경험된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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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이해 

 □ 국제회의 참석

  ○ OECD 교육 2030 Informal working group 국제회의 참석

  ○ OECD 교육 2030에 참여하여 OECD 주관의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논의 및 국제동향을 파악 및 

국가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 기대효과

 □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관한 총체적(계획된, 실천된, 경험된) 이해 제공  

  ○ 우리나라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향후 역량교육을 위한 교

원양성기관의 과제와 방향 제공 

 □ OECD 교육 2030의 교수개념틀 구성 요소에 대한 제언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 수립 

¡ 문헌분석 

¡ OECD 2030 교사 전문성 탐색 

¡ 교사 양성·재교육 기

관 교육과정 분석

¡ 중간보고서 작성 

¡ 교사 전문성 제고 위한 

교육과정 요구도 조사

¡ 역량교육 실천을 위한 교

사전문성 교육과정 적용 

방안 탐색(전문가 세미나) 

¡ 최종보고서 작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1.3.1 종료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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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역량교육 교사 전문성 교사양성  
교사교육 

교육과정

OECD 교육 

2030 

(영문)
(competence 

education)

(teacher 

professionalism)

(initial 

teacher 

training)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OECD 

Education 

2030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국정과제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교사 전문성 신장 

¡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갊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내    용
금액
(단위:
천원)

비중
(단위:%)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35,000 100.0%
1. 사업인건비 - - - -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2회 20,000 20 0.06

3. 수용비
보고서인쇄비 50원×200매×270부 2,700,000

3,186 9.10자료복사비 50원×200쪽×5부×8회 400,000
소모품비 85,760원×1식 85,76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임차료 200,000원×4회 800,000 800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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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비(사업계획서 내 관련 국외출장 세부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학교교육연구실 1 명 

출장 기간 미정 
출장지(방문기관) 파리(OECD 본부)

출장자 역할 ․OECD 교육 2030 Informal working group 국제회의 참석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OECD 교육 2030 Informal working group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 출장 

사업과의 관련성 ․OECD 교육 2030 교사 전문성 관련 OECD 연구·사업 참여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OECD 주관 OECD 교육 2030 2주기 3차년도(`21년) IWG 국제회의(연 1 또는 2회)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우리나라가 OECD 교육 2030에 참여하여 OECD 주관의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논

의 및 국제동향을 파악함. 또한 국가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함.

코로나19

장기화 시

예산활용방안

(4.2백만원)

․연구결과 확산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 개최 

구체적 기대효과
․OECD 교육 2030 관련 국제 논의 참여 및 국가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OECD 교육 2030 관련 교사 전문성 파악 

구분 내    용
금액
(단위:
천원)

비중
(단위:%)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35,000 100.0%
5-1. 국내여비 국내여비(서울시, 세종시 외) 130,000원×4명×2회 1,040,000 1,040 2.97

5-2. 국외여비

국외여비(프랑스[나급지], 각 4박 6일, 총 1회): 
연구위원 1명×1회)

5,154 14.73
일비 $35×1,210원×6일×1명×1회 254,100
식비 $74×1,210원×6일×1명×1회 537,240
숙박비 $160×1,210원×4박×1명×1회 774,400
항공료(이코노미/왕복) 3,488,500원×1명×1회 3,488,500
준비금 100,000원×1명×1회 100,000

6.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
1,200,000 1,200 3.43국외지 : 50,000원×3종×4회 = 600,000원

국내지 : 30,000원×4종×5회 = 600,000원

7. 전문가 
활용비

연구자문료 수당 100,000원 ×2명 ×40회 8,000,000

16,100 46.00

FGI 수당 50,000원×30명×1회 1,500,000
전문가 세미나 및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17명×1회

3,400,000

전문가 협의회 회의수당 100,000원×1명×1회 100,000
보고서심의수당(중간보고서) 200,000원×3명×1회 600,000
보고서심의수당(최종보고서) 200,000원×3명×1회 600,000
보고서 평가비 200,000원×7명 1,400,000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명 500,000

8. 회의비
전문가 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3명×10회 900,000

1,500 4.29
연구진 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2명×10회 600,000

9. 외부용역 및
부담금

설문조사 6,000,000원×1회 6,000,000 6,00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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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장기화 시 구체적 예산활용방안

(단위 : 천원)

코로나19 등으로 국외출장 불가시 대응 계획

대응방안 연구결과 확산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 개최 

당초계획 변경(안)

비목 금액 비목 산출근거 금액

소계 5,154

국외여비 5,154

수용비
온라인 세미나 소모품

84,000원X1회=84,000원
8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온라인 세미나 임차료

1,000,000원X1회=1,000,000원
1,000

전문가 활용비
토론 및 발표수당

200,000원X3명=600,000원
600

국내여비
출장비(여비)

130,000원X4명=520,000원
520

협의간담회비
협의간담회비

30,000X7명=210,000원
21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온라인 송출 용역

2,740,000원X1회=2,700,000원
2,740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용역, 전문가활용비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1. 원외 공동연구진 2명: 설문조사 분석을 위한 양적연구 전문가 1명 및 교사교
육 교육과정 분석을 위한 전문가 1명 
2. 설문조사 외부용역: 설문조사를 위한 웹페이지 구축 
3. 전문가 세미나 발표: 교사교육 및 교사교육 교육과정 전문가 발표 4명 
4. 전문가 협의회: 설문조사지 개발, 교사교육 교육과정 분석 검토, 교사교육 교
육과정 개편 방향 검토 관련 전문가 

필요성

1. 원외 공동연구진: 설문조사 분석 및 교사교육 교육과정 분석 
2. 설문조사 외부용역: 원활한 설문조사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구축 
3. 전문가 세미나 발표: 역량교육 실천을 위한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사교
육 교육과정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적용방법, 실현가능성 등)
4. 전문가 협의회: 역량교육 실천을 위한 교사 전문성 탐색 및 교원양성 및 재교
육 기관 관련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설문조사지 개발, 교사교육 교육과정(OECD
교육 2030 비교분석) 분석 결과 검토(적합성, 타당성 등), 교사교육 교육과정 관
련 개편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주요내용

1. 원외 공동연구진: 설문조사 분석 및 교사교육 교육과정 분석 
2. 설문조사 외부용역: 원활한 설문조사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구축 
3. 전문가 세미나 발표: 역량교육 실천을 위한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사교
육 교육과정 개편 방안 도출
4. 전문가 협의회: 설문조사지 개발, 교사교육 교육과정 비교분석 결과 검토, 교
사교육 교육과정 관련 개편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수렴  

예산(천원) 17,500,000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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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1)

▣ 연구제안자

   ○ 임소현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일반 국민(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새롭게 대두되는 교육현안에 대한 여론을 1년을 주기

로 조사하는 시계열 조사연구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수립 및 그 추진을 지원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매년 실시하는 교육여론조사를 통해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고, 언론을 통한 이슈화로 국민여론 형성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과 변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음.

  ○ 최근 이슈가 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정도나 의견을 

파악함으로써 정부가 국민과 얼마나 소통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음.

 □ 교육여론조사를 통해 교육정책 수립 및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 제공

  ○ 새롭게 도입하거나 변화를 검토 중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함으

로써 향후 교육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이하 KEDI POLL)는 교육정책 입안 과정에서 가장 우

선시되는 기초적인 정보 수집 활동으로, 1년을 주기로 매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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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KEDI POLL은 국민들이 우리교육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교육의 질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이나 교육정책 결정자들에게 기대하고 요구

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아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교육이 어떻게 변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및 개선, 교육정책 개발 우선순위 설정 

등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개발･수립 및 발전적 실천을 지원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과제명: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
조사 (KEDI POLL)
-연구자(년도): 한국교육개발원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구목적: 우리나라 교육 및 교육
정책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그 
변화 추이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나라 교육 현황과 상황 변화 추
세를 국민에게 알려주고, 관련 교
육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 판단 자료 제공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2013년 이후) 성인 남녀 대상 
4,000명(2019년 이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
-조사방법: 온라인조사 원칙(2013년 
이후, 이전에는 직접 가구 방문 조
사)
-표집방법 : 전국 시·도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근거한 
층화비례할당추출 방법과 배경변인 
통제 방법에 의해 표집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교원
-학생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고교 정책 및 대입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고등교육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교육관 등

2

-과제명: 통계청 사회조사(교육 부문)
-연구자(년도): 통계청(2018)
-연구목적: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
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 자료 
제공

-조사대상: 약 25,843 표본가구의 만 
13세 이상 상주 가구원(1,548개 조
사구, 조사구당 15∼18가구)
-조사방법: 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 
원칙, 필요시 자기기입방법 병행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생의 기대하는 교육수준
-학생의 기대 교육 목적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
-교육 기회의 충족도
-대학(교) 및 특성화고 졸업 여부
-현재 및 과거 취업 여부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학교 교육의 효과
-부모의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부모의 자녀 기대 교육 수준
-부모의 자녀 기대 교육 목적
-자녀의 유학에 대한 견해
-자녀 유학 단계
-자녀 유학 이유
-교육비에 대한 인식
-교육비 부담 요인

3

-과제명: 미국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태도 조사(PDK Poll)
-연구자(년도): 미국(2019)
-연구목적: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미국 교육이 직면한 주요 주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연도별로 공교육에 대한 태도 변

-조사대상: 51회(2019) PDK 설문 조사
는 4월 12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었
으며, 2,389명의 성인을 무작위로 추
출하여 진행(표본오차는 모든 성인 
대상±3.1%, 교사 대상은 ±6.2%)
-조사방법: 무선 혹은 유선 전화 인
터뷰로 진행

-교육의 질
-학교 선택 
-교육과정･교수
-학생 평가
-정부 정책
-교원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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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16차 조사체계 설계를 위한 문항 구성 재검토

  ○ 교육여론조사로서의 지속성, 일관성 유지를 위한 조사 영역 및 문항 구성 검토

 □ 16차 조사 도구 개발

  ○ 고정문항 선정

    - 고정문항 선정 기준 설명 및 1∼15차(1999∼2020년) 조사까지의 교육여론조사 문항 

중 16차(2021년) 조사에 포함할 일반문항 검토, 수정

  ○ 유동문항 개발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신규 문항 개발의 필요성을 검토

하여 16차 조사 유동문항(신규문항) 개발

 □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태도 변화 추이 분석

  ○ 교육 및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태도의 조사 차수(1∼16차)별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교육정책 방향 설정에의 시사점 도출

  ○ 한국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조사 문항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

화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각종 
교육정책에 반영

-학생

4

-과제명: 미국 Education Next poll
-연구자(년도): 미국(2019)
-연구목적: 교육 계간 학술지 
Education Next와 하버드 대학교의 
PEPG(The Program on Education 
Policy and Governance)에 의해 
2007년부터 매년 1회 실시되는 
교육여론조사이며, 2019년 13회 
조사를 시행하고 오바마 정부 이후 
새로운 정부의 영향이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여 새로운 
관점 제공

-조사대상: 667명의 교사, 597명의 아
프리카계 미국인, 648명의 히스패닉을 
포함한 3,046명
-조사방법: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Knowledge 
Networks(KN)’을 통해 2019년 5월
에 조사 진행

-학교평가
-학교예산
-책무성과 핵심공통 교육과정
-연방제
-학교선택정책
-교원정책(인사규정)
-인종차별
-이민
-정치적 참여
-방과후활동(종교 클럽)
-유아교육
-디지털교육
-대학진학준비
-고등교육
-학교정책
-교과운영

본 연구

한국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가 주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파악하고, 
최근의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 
판단 자료 제공

-조사대상: 만19세 이상 75세 이하 
전국의 성인남녀 4,000명(지역, 성, 
연령별 모집단 인구 비례 표집)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초·
중등교육의 질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학생의 학습과 학교생활
-고교 및 대학 입시, 교육복지 등 전반
적인 교육정책
-대학운영과 대학교육의 질
-한국교육의 현안과 미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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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자 배경변인별 주요한 시사점을 주는 결과를 선정하여 연구요약과 함께 인포

그래픽으로 제시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정도 및 의견 분석

  ○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인지 정도를 확인하고, 

응답자 배경변인별 의견을 분석･제시하여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 도출

 □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 분석 및 정책 제언

  ○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인지 정도 및 의견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및 정책제언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조사내용(고정 및 유동(신규) 문항) 설계를 위해 다양한 관련 문헌 분석 실시

  ○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언론의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확인하기 위한 언론 분석 실시

 □ 설문조사

  ○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4,000명을 표집하여 온라인

조사 실시

  ○ 조사 내용은 유․초․중등교육, 고등․평생교육 등에 관한 교육 일반 및 교육 현안에 

관한 내용과 응답자 개인 배경에 관한 내용 포함

     -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등에 대한 국민의 교육의식 및 태도가 조사주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고정문항)

     - 최근 이슈로 등장하는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유

동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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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DI POLL 자문단 및 집담회·전문가협의회 등 운영

  ○ KEDI POLL의 조사 영역, 조사 내용 및 문항 검토, 조사도구 개발, 조사 결과의 해석 

등을 위해 KEDI 내 각 실･센터의 연구 및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원내 연구

위원들과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 전문가, 선행연구자 등을 포함한 자문단

(검토단) 구성·운영

  ○ KEDI POLL 2021의 조사 체계 검토, 조사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정책 제언 검토 

등을 위해 조사연구 전문가, 교육정책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정책협의회 및 

집담회 등 운영

▣ 기대효과

  ○ 교육 및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여론과 인식 및 태도 파악

  ○ 교육여론의 변화 추이 분석 결과 제공

  ○ 교육여론의 추이 분석 결과를 반영한 정책 수립 지원(기초자료 제공)

  ○ 교육 수요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통하여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계획 수립 및 보완

조사도구 개발
(문헌 분석, 자문단 운영 등)

IRB 심의

중간보고서 작성 및 심의

조사용역업체 선정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연구보고서 작성(전문가협의회 
운영 등) 및 제출

보고서 심의·평가, 수정·보완,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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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1.3.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교육여론조사 교육정책 교육현안 교육관 여론의 추이

(영문) (education 
poll)

(education 
policy)

(pending 
education 
issues)

(educational 
views)

(public opinion 
trend)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 판단 자료 제공

¡ 교육정책 수립에의 우선순위 제공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및 그 개선과 

보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ㆍ직업교육 혁신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고르게 
발전
하는 
지역

1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 210 -

▣ 연구 예산

(단위:천원,%)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구분 내용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원단위) 58,000 1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0회 100,000 100 0.2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300부×240매 3,600,000

4,880 8.4
소모품비 320,000원×4회 1,28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소)회의실 임차료 100,000원×5회 500,000 500 0.9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2명×5회(세종 등) 200,000

1,500 2.6
국내여비 130,000원×2명×5회(세종/서울 등) 1,300,000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
- 국외지 : 50,000원×4종×8회 
- 국내지 : 30,000원×3종×8회 

2,320,000 2,320 4.0

7. 전문가활용비

자문단 운영 200,000원×4명×2회 1,600,000

6,700 11.6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인×1회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인×1회 600,000

보고서 평가료 200,000원×7명 1,400,000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명×1명 500,000

전문가 회의수당 200,000원×2명×5회 2,0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0명×10회 3,000,000 3,000 5.2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조사용역비 39,000,000원(9,750원×4,000명)×1회 39,000,000 39,000 67.2



나. 연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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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정책포럼 및 연구 콜로키움 운영

▣ 사업책임자

   ○ 연구기획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교육의 현실에 관한 주요 이슈를 추적·분석하여 문제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대안 제시

 □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올바른 교육여론 형성과 한국교육의 긍정적 미래비전 제시

 □ 연구․사업의 효과 분석 및 이슈페이퍼 작성 방향 모색

 □ 이를 통한 교육정책 연구․개발에 대한 연구 직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정부 정책입안 

시 활용도 높은 교육정책 대안 제시

▣ 주요 사업내용

 □ KEDI 교육정책포럼(10백만원)

   ○ 교육현안 발굴 및 교육정책포럼 주제 선정 

   ○ 교육정책포럼 개최 및 자료집 발간

   ○ 교육정책포럼 개최 결과에 기초한 정책대안 모색·제시

 □ KEDI 연구 콜로키움(5백만원)

   ○ 국내외 교육 분야 핵심 주제 집중 탐구 및 주요 정책 이슈의 아젠다 탐색

   ○ 교육 분야 학문과 현장 경험에서 얻은 경험 및 사례 공유

 □ 이슈페이퍼 발간(5백만원)

   ○ 주요 교육정책현안에 대한 분석 및 정책연구전문기관으로서의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이 담긴 이슈페이퍼 발간 

   ○ 기관의 주요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이슈페이퍼 발간

 □ 기타 기관 차원의 포럼·학술대회 개최 및 TF 구성·운영 지원(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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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중요한 교육현안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교육현안의 성격에 따라 관련 과제 수행 

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적기에 정책대안 모색

 □ 교육현안에 따른 정책담당 부서의 대처방안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 제공 가능

 □ 교육정책 개발․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학문적, 이론적 입장과 기

초 제공

 □ 연구․사업의 효과 분석 및 이슈페이퍼 작성 방향 모색

 □ 국내외 교육 연구․개발 동향에 대한 연구직원간의 정보 공유와 활용을 통해 연구 

활동의 활성화 및 새로운 연구문화 조성

 □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 및 대 

국민적 홍보 강화

 □ 주요 연구 성과의 홍보 확대를 통한 활용도 및 정책 기여도 제고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 기본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한 학문적·정책적 동향 제시

 □ 교육 현장 밀착형 기본연구사업 추진의 기초 제공

▣ 사업기간

연구년차 (계속)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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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원단위)
25,000 100

1. 사업인건비
일용직(석사) 79,000원×20일×1명 1,580,000

1,738 7.0
법정부담금 1,580,000원×10% 158,0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15회×50개처 2,100,000

2,270 9.1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7회 170,000

3. 수용비

이슈페이퍼 인쇄료: 50원×50매×100부×10회 2,500,000

7,242 28.9복사 및 제본비: 50원×100쪽×100부×5회 2,500,000

소모품비: 1,121,000원×2회 2,242,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대회의실 임차료(교육정책포럼): 1,000,000원×2회 2,000,000 2,000 8.0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4명×6회(세종시 등) 480,000

1,650 6.6
국내여비 130,000원×3명×3회(세종시 등) 1,170,000

7. 전문가활용비

보고서 심의수당(이슈페이퍼) : 200,000원×1명×10회 2,000,000

6,800 27.2
발표수당: 400,000원×2명×2회 1,600,000

토론수당: 400,000원×2명×2회 1,600,000

사회수당: 400,000원×2명×2회 1,600,000

8. 회의비
교육정책포럼 협의간담회비: 30,000원×31명×2회 1,860,000

3,300 13.2
콜로키움 협의간담회비: 8,000원×15명×12회 1,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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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협력사업

▣ 사업책임자

   ○ 국제협력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변화에 관한 대

응 전략을 마련하는 일은 연구기관이 담당해야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 전 세계

의 글로벌화와 기술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내ž외 환경은 유래없이 급격히 변화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동향파악과 미래예측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실

행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SDGs 시대를 맞이하

여 환경, 에너지, 사회경제 인프라, 글로벌 파트너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국가

들이 인류의 번영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삶 전반을 관통

하는 주제로서(cross-cutting theme) 교육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의 가치는 더욱 높아

지고 있음.

□ 본원 또한 OECD, UNESCO,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 ADEA(아프리카 교육장

관협의회), OEI(중남미 교육·문화 기구), SEAMEO(동남아시아 교육장관협의회) 등

의 지역 국제기구, 중국의 NIES, 일본 NIER, 싱가폴 NIE, 베트남 VNIES 등의 국

외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의 협력관계를 갖고 있음. 국외기관과의 협력은 공동연구,

인적교류, 교육정책 및 연구결과 공유, 아젠다 발굴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협력ž협업은 우리나라 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에 활용됨과 

동시에 국외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을 알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 본 사업은 또한 KEDI의 연구성과 확산 및 구성원의 국제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본

원의 연구역량 국제화를 제고하고, 나아가 한국의 교육관련 이슈를 국외에 널리 알

리고 다양한 세계 국가 및 주요 기구·기관과 협력함으로써 KEDI 및 우리나라의 위

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 해외협력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교류

   ○ 주요 국제기구: OECD, UNESCO(UNESCO 지역사무소 포함), World Bank,

APEC, ADB, ADEA, OEI, SEAMEO 등

   ○ 주요 국외연구기관 및 대학: 중국 NIES, 일본 NIER, 베트남 VNIES, 뉴질랜드 

교육평가청, 미국 RAND(지역 사무소 포함), 몽골 국립교육연구소, 미국 일리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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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미국 UCLA, 중국 베이징 사범대학교, 일본 동경대학교, AERA/KAERA

등

□ 개발도상국 교육 질 개선을 위한 교류 및 역량 강화

   ○ 개도국이 처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 지원하기 위 

한 교류 증진(주요 대상국: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 개도국의 국제교류 및 협력 요청에 부응하는 다양한 연구 및 사업 실시(교원 역

량 강화 등)

□ 국외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 증대 및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기관 영문홈페이지

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접근성·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스템 

기능을 향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 본 사업은 국외협력기관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한국교육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사업내용 : 118백만원(주요 사업 내용별 예산액 작성)

 □ 국제기구 정기 총회 및 국제기구·협력기관 주최 세미나 참석․지원(38백만원)

   ○ UNESCO, World Bank, OECD, APEC 등 국제기구 및 지역 국제기구의 정기총회

및 협력 기관 요청에 따른 대표단 파견

   ○ 국외 협력연구기관(ANTRIEP, NIE, AERA/KAERA 등 협력기관)이 개최하는 학술 세

미나, 포럼, 워크숍 등에 KEDI의 연구결과 공유 및 한국교육을 알리는 국제 컨퍼런

스 참석

   ○ 각 지역 단위 학술대회, KEDI 구성원의 국제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숍 및 연수

프로그램 등 참석

   ○ KEDI 연구·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국외기관과의 협력

□ 해외 홍보 자료 제작 및 영문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관리(30백만원)

   ○ KEDI Brochure, 영문 연차보고서 등 본원 영문 홍보물 제작․발송

   ○ 영문홈페이지 운영, 감리/유지보수를 통한 문제점 파악 및 기능 개선

   ○ 기타 본원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영문자료 제작 

□ 국외 기관 관계자 및 외국인 방문단 접견 (5백만원)

□ 원내 임직원 해외 학술활동 및 국외연수 지원(4백만원)

□ 원내 구성원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한 직원 국외연수 및 초청강연 

□ KEDI-UNESCO Bangkok 아 태지역 교육정책 세미나(35백만원)

□ 해외협력기구와의 연구 및 교류(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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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한중일 국립교육연구기관 회담 개최 및 공동연구 추진 논의

□ 개발도상국 교육 질 개선을 위한 교류 및 역량 강화(10백만원)

   ○ 개도국 해외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화상협의회 개최, 화상연수 실시

▣ 기대효과

  □ 국제기구(지역 국제기구 포함)와 국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 교육관련 정책 및 이슈 발굴 선도적 역할 수행

   ○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사업의 추진 방향과 전략을 파악하고 

회원국들과 밀접한 교류를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국제 교육 연구 및 사업의 활성화

계기 마련

   ○ 국제기구 및 국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통한 KEDI 연구성과 확산,

연구역량 국제화 제고, 구성원 국제화 역량 제고

   ○ 국제 공동연구·사업 및 공동 세미나, 인적 교류, 정보 교환,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KEDI 및 한국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 각 지역 단위 학술대회, 워크숍 등 참석을 통한 참여 국가, 교육연구기관 교육정책

동향 파악 및 국제네트워크 확장

 □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을 다양한 협력국가와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

여 국제사회에서 KEDI 및 한국의 위상 제고

 □ 해외협력기구와의 연구 및 교류

   ○ 제7차 한중일 국립교육연구기관 회담 개최를 통해 한중일 간 연구 성과 교류 사

업 활성화 도모 및 한국교육 위상 제고

   ○ 우리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공동 세미나,

인적 교류, 정보 교환,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의 교류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여 

한국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본원의 해외 인지도를 제고

 □ KEDI-UNESCO Bangkok 공동 아 태지역 교육 정책 세미나 

   ○ 아·태지역 국가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주도함으로써, 교육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한국의 

교육 대안을 여타 국가와 다각도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교육역량 개발사업‘ 관련된 국제적 공동 연구를 개발·관리함에 있어서 본원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본원 연구력의 질적 수준 제고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교육의 선진화된 위상을 제고하고 동 지역의 연구

기관 및 지역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촉진하여 한국의 국제교육연구 교류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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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도모

□ 개발도상국 교육 질 개선을 위한 교류 및 역량 강화

   ○ 개도국 지원을 통해 글로벌 사회의 SDG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

   ○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상응하는 교육 분야 개도국 지원 실시

 □ 영문홈페이지 기능 개선・운영을 통한 이용자 접근성 향상 및 대외 이미지 제고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 KEDI의 연구성과 확산 및 한국의 교육관련 이슈 공유 및 홍보

 □ KEDI 연구인력 및 연구역량의 국제화 제고

 □ KEDI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연구 주제를 발굴 및 교류 방안 마련

 □ KEDI 기본 연구·사업의 국제적 역량 강화(국외 교육정책의 비교·분석 기회제공)

▣ 사업기간

연구년차 (계속)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118,000 100.0

1. 사업인건비
일용직(학사) 74,000원×10일×2명×3회 4,440,000 4,928 4.2
법정부담금  4,440,000×11% 488,4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90회 252,000 2,252 1.9
우편료 국외일반 20,000원×40개처×2회 1,600,000
우편료 국내긴급 10,000원×30회 300,000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0회 100,000

3. 수용비

자료집 인쇄료 (Brochure) 70원×72매×1,000부 5,040,000 15,678 13.3
자료집 인쇄료 (연차보고서) 50원×200매×500부 5,000,000
자료집 인쇄료 (KEDI-UNESCO 방콕 지역정책세미나 
보고서) 50원×400매×100부 2,000,000

복사 및 제본비 50원×200쪽×30부×4회 1,200,000
소모품비 219,150원×2회 438,300
국외 방문단 및 국외방문 기념품비 25,000원×40인×2회 2,00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실료(학술회의) 600,000원×2회 1,200,000 5,400 4.6
전산기기임차료 350,000원×12월 4,200,000

5-1. 국내여비 국내여비 130,000원×1인×2회(서울, 세종시외) 260,000 260 0.2

5-2. 국외여비

① 국제기구(UNESCO, UNICEF, 
OECD등)와협력방안타진및연구성과공유를위한국외여비 　

　

　

66,092 56.0

프랑스/기관장,서예원연구위원(추후변동가능성있음)
-출장예정일:2021.4.21.~4.24.(3박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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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118,000 100.0

일비$50×1,210원×5일×1인×1회 302,500
일비$35×1,210원×5일×1인×1회 211,750
항공료(비즈니스/왕복)7,438,200원×1인×1회 7,438,200
항공료 (이코노미/왕복)3,488,500원×1인×1회 3,488,500
식비$160×1,210원×5일×2인×1회 1,936,000
숙박비$389×1,210원×3박×2인×1회 2,824,140
준비금(비자발급비,여행자보험등)100,000원×2인 200,000
② AERA학회및KAERA워크숍참석을위한국외여비 　

　

　

미국(샌프란시스코)/기관장, 

서예원연구위원(추후변동가능성있음)
-출장예정일:2021.4.16.~4.21.(4박6일)
일비$50×1,210원×6일×1인×1회 363,000
일비$35×1,210원×6일×1인×1회 254,100
식비$160×1,210원×6일×2인×1회 2,323,200
숙박비$389×1,210원×4박×2인×1회 3,765,520
항공료(비즈니스/왕복)7,447,000원×1회 7,447,000
항공료(이코노미/왕복)3,492,200원×1회 3,492,200

준비금(비자발급비,여행자보험등)100,000원×2인 200,000

③ 한중일 국립교육기관장회담 개최 및 석학강연을 

위한 국외여비(*)

　

　
- 한국 / 초청국: 일본, 중국, 동남아권
초청항공료(이코노미/왕복)669,900원×1인×2회 1,339,800
④ KEDI-UNESCO방콕아태지역공동세미나개최를위한국외여비(*) 　

　

　

방콕 / 부기관장, 서예원연구위원
- 초청대상: 아태지역, 선임연구위원급(추후변동가능성있음)
-출장예정일:2021.10.20.~10.23.(3박5일)
항공료(비즈니스/왕복)2,202,000원×1인×1회 2,202,000
항공료(이코노미/왕복)1,377,600원×1인×1회 1,377,600
숙박비$130×1,210원×3박×2인 943,800
식비$58×1,210원×5일×2인 701,800
일비$40×1,210원×5일×1인 242,000

일비$35×1,210원×5일×1인 211,750

초청항공료1,377,600원×7인×1회 9,643,200
초청숙박비$130×1,210원×4박×9인 5,662,800
⑤ 협력기관(ANTRIEP, SEAMEO, 

VNIES등)와의협력타진및연구성과공유를위한국외여비
필리핀/베트남 / 서예원연구위원, 김지은 
전문원(추후변동가능성있음)
-출장예정일:2021.11.21.~11.24.(3박4일)
숙박비$160×1,210원×3박×2인 1,161,600
식비$78×1,210원×4일×2인 755,040
일비$35×1,210원×4일×1인 169,400
일비$30×1,210원×4일×1인 145,200
항공료(이코노미/왕복)944,600원×2인 1,889,200
⑥직원국제역량제고사업

(해외교류협력(국외연수) 및 국제학술활동지원)
　

해외교류협력(국외연수) 1,000,000원×1인×3월 3,000,000

직원국제학술활동(연4회실시)300,000원×2인×4회 2,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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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국제협력실, 2명 

출장 기간 04월 (3박 5일)

출장지(방문기관) 프랑스(UNESCO, OECD)

출장자 역할
․기관장(기관 대표로서 참석 및 발제, 국제기구 및 참여국 동향 파악 및 국제네트워크 확장)

․서예원(기관 간 협력 구체화 방안 모색 및 연구 성과 공유, 기관장 수행)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국제기구(UNESCO, OECD 등)와 협력방안 타진 및 연구성과 공유

사업과의 관련성 ․국제기구 정기 총회 및 국제기구 주최 세미나 참석을 통한 교류 활성화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국제교육 연구 및 사업 활성화 계기 마련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UNESCO, OECD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국제/지역 

기구 주관 정기총회 및 협력 기관 요청에 따른 대표단 파견 목적

코로나19

장기화 시

예산활용방안

(16백만원)

․UNESCO, APEC 교육 분야 발간물 국문 번역본 제작

․한국교육정책 영문 홍보자료 PPT 및 동영상 제작

구체적 기대효과

․국제기구 및 참여국 교육정책 동향 파악 및 교류 확장을 통한 한국 교육 국제경쟁력

강화

․공동연구 주제 발굴 및 KEDI 연구성과 확산, 연구역량 국제화 제고 

구분 내용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118,000 100.0

6. 연구정보활동비 학술회의 참가비 300,000원x1회x2인 600,000 600 0.5

7. 전문가활용비

번역료(브로슈어,Abstract,보고서)10,000원×100매×2회 2,000,000 8,600 7.3
검토료(브로슈어,Abstract,웹페이지)10,000원×150매×2회 3,000,000
발표수당(주제)400,000원×1인×3회(대학교수) 1,200,000

협의회회의수당200,000원×4명×3회 2,4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30,000원×10명×5회 1,500,000 6,000 5.1
KEDI-UNESCO방콕아태지역공동세미나간담회비 
30,000원×20명×3회 1,800,000

기관방문간담회비30,000원×10인×6회 1,800,000
학술회의간담회비30,000원×15인×2회 900,000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홈페이지 유지 보수 관리 8,190,000원×1회 8,190,000 8,19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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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국제협력실, 2명 

출장 기간 10월 (3박 5일)

출장지(방문기관) 방콕(UNESCO 방콕 외)

출장자 역할

․부기관장(기관 대표로서 참석 및 기조발제, 참여국 동향 파악 및 국제네트워크 확장)

․서예원(주최기관으로서 세미나 총괄 및 세션 좌장, 기관 간 협력 구체화 방안 협의

및 연구 성과 공유)

․김지은(세미나 개최 및 운영, 공동연구 기반 협력방안 모색 등)

․김효정(세미나 개최 및 운영, 협력 방안 모색 등)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KEDI-UNESCO Bangkok 지역정책 공동세미나 개최

사업과의 관련성 ․국제기구와 공동세미나 개최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및 국제 역량 강화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국제기구와 공동세미나 개최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2001년부터 UNESCO Bangkok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UNESCO

Bangkok 본부가 위치한 태국 방콕에서 개최

코로나19

장기화 시

예산활용방안

․’KEDI 교육정책 포럼‘과 연계하여 포럼 개최 (해외참석자 온라인 참석)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국제협력실, 2명 

출장 기간 04월 (4박 6일)
출장지(방문기관) 미국(AERA 및 KAERA 학회)

출장자 역할

․기관장(KAERA 워크숍 참석 및 기조발제, AERA 학회 참여를 통한 참여국 교육

정책 동향 파악 및 국제네트워크 확장)

․서예원(AERA 주제 발표 및 KAERA 워크숍 참석 및 MOU 체결 기반 협력 네트워크

확장 방안 논의, 기관장 수행)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AERA 및 KAERA 학회 참석

사업과의 관련성 ․국외 협력연구기관과 공동 학술대회 개최 및 참석을 통한 KEDI 연구성과 확산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국외 협력연구기관과 연구성과 교류 활성화 네트워크 마련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AERA는 매년 개최되는 대표적인 교육학회 중 하나로 AERA 학회 참여를 통한 

참여국 교육정책 동향 파악과 국제네트워크 확장 목적

․KAERA는 재미한인연구자협회로 구성되어 매년 AERA개최와 함께 워크숍 및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공동 워크숍을 기획하여

개최하고 있음 

․AERA 및 KAERA 참석 및 발제를 통해 한국 교육정책 및 KEDI 연구성과를 확산

하고자 함 
코로나19

장기화 시

예산활용방안

(17백만원)

․Post-코로나 교육 분야 대응 성과 검토 및 관련 우수 논문 발표/토론 학술 행사 

(국외인사 온라인 참석)

구체적 기대효과 ․KEDI 연구역량 국제화 제고, 연구성과 확산, 공동 연구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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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장기화 시 구체적 예산활용방안

(단위 : 천원)

코로나19 등으로 국외출장 불가시 대응 계획

대응방안

․Post-코로나 교육 분야 대응 성과 검토 및 관련 우수 논문 발표/토론 학술 행사 (국외

인사 온라인 참석)

․’KEDI 교육정책 포럼‘과 연계하여 포럼 개최 (해외참석자 온라인 참석)

․신남방․신북방 정책 관련 국내 유관기관 워크숍 실시 

(국외 관련전문가 주요현황 원고 용역 포함, 해외 참석자 온라인 참석)

당초계획 변경(안)

비목 금액 비목 산출근거 금액

소계 66,092

국외여비 66,092

전문가활용비
번역료(해외자료 등)

10,000원×1,200매×2회
24,000

회의비
간담회비(온라인학술행사)

30,000×40명×2회
2,4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온라인국제학술회의 및 워크숍 개최

19,846,000×1식×2회
39,692

(25백만원)

구체적 기대효과
․아태지역 교육정책 발전에 기여 및 한국교육정책 성과 확산,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기관 국제 위상 제고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국제협력실, 2명 

출장 기간 11월 (3박 4일)
출장지(방문기관) 필리핀, 베트남(SEAMEO, ANTRIEP, VNIES 등)

출장자 역할
․기관장(기관 대표로서 참석 및 발제, 국제네트워크 확장)

․서예원(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연구성과 공유,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논의 등)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SEAMEO High Level Official 포럼, ANTRIEP 연례회의 외 참석

사업과의 관련성
․국외 협력연구기관이 개최하는 학술 세미나, 포럼, 워크숍 참석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및 공동 연구 주제 발굴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국외 협력연구기관(MOU 체결 기반)에서 개최하는 학술 세미나, 포럼, 워크숍 초

청에 따른 참석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MOU를 체결한 국외협력기관 중 정례적으로 초청받아 참석하는 학술 세미나, 포럼,

워크숍 기준으로 방문국 선정

․개최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출장지 변동 가능성 있음
코로나19

장기화 시

예산활용방안

(40백만원)

․신남방․신북방 정책 관련 국내 유관기관 워크숍 실시 

(국외 관련전문가 주요현황 원고 용역 포함, 해외 참석자 온라인 참석)

구체적 기대효과
․KEDI 기본 연구사업의 국제 역량 강화(국외 교육정책 비교분석 기회제공)

․KEDI 연구결과 공유 및 한국교육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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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 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웹페이지(영문) 운영 외부 IT 업체

필요성 기관 홈페이지(영문)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유지보수

주요내용 기관 홈페이지(영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관리 용역

예산(천원) 8,19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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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 장기적 국제협력사업

▣ 사업책임자

   ○ 국제협력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국제사회의 교육관련 연구동향 분석 및 OECD 교육 연구·사업 과제 발굴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OECD를 포함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정책 확산, 우수정책 사례 벤치마킹, 정책 개발과 실행에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OECD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교육의제에 대한 동향을 분

석하고 원내 연구·사업팀 및 국내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교육의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우리나라는 OECD 교육 연구·사업 중 INES, TALIS, Education 2030 등의 사업

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관련 의제 분석, 대응방안 등을 분석해왔음. 또한 유아

교육 분야의  ECEC, 성인직업역량을 평가하는 PIAAC, 고등교육시스템 성과개선 사

업, 인적역량 사업 등 우리나라가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사업들의 내용과 사업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

 □ OECD 연구·사업 참여 지원

  ○ 우리나라는 OECD 교육 분야의 다양한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본원은 

OECD 교육연구사업 국가주관기관으로서 국가 수준에서의 연구·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OECD 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긴밀하게 수행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을

하는 등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인 연구·사업 진행을 도모하고 최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OECD 내 한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른 주도적인 역할 요구에 부응

  ○ 국제사회의 한국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 본원의 기관장은 

OECD 교육스킬국의 CERI 수석대표로서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CERI 및 

EDPC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 측 의견을 개진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OECD 회

원국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교육 동향을 파악함.

  ○ 또한 OECD 교육 사업에 관심을 갖는 비회원국의 사업 참여 및 관심 표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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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OECD 회

원국과 공유하고, OECD의 교육 의제 발굴 및 연구·사업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도

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이 증대됨.

 □ 국정과제 “신뢰외교”를 위한 기반 구축 지원

  ○ OECD 연구·사업 참여 등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은 신뢰외교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특히 OECD 회원국으로서 관련 연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우수정책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음.

▣ 주요 사업내용 

○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및 교육정책위원회(EDPC) 상·하반기 정례회의 

참석 

 ○ OECD 정례회의 안건에 대한 분석 및 검토 

○ OECD 교육협력사업 관계자 협의회 개최 및 OECD 의제종합자료집 발간 

  ○ 대표홈페이지 내 OECD 교육정보 항목 운영 및 유지보수 

▣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OECD 교육 분야 연구·사업 신규 발굴 및 추진

- OECD 및 국제사회의 교육의제 동향 파악 및 분석

- OECD 교육 분야 연구·사업 관련 국내·외 기관 간 정보 공유

- OECD 본부,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부,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OECD 교육 분야 연구·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OECD 교육 분야 연구·사업 참여 및 국제사회 교육의제 동향 파악을 통한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 발전 방안 모색

○ 다양한 OECD 연구·사업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 교육시스템 및 정책 공유, 신뢰

외교의 기반 구축에 기여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 KEDI의 연구 성과 확산 및 한국의 교육관련 이슈 공유 및 홍보

○ KEDI 연구 인력의 글로벌 교류 및 연구역량 국제화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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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DI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연구 주제 발굴 및 향후 상호협력 

계획·방안 수립

 ○ 국외 데이터 및 동향 파악을 통해 KEDI 기본 연구·사업 내용의 국제적 시의 

적절성을 제고(국외 교육정책의 비교·분석 기회제공)

▣ 연구기간

연구년차 계속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내용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원단위)

58,000 100.0

1. 인건비 일용직(석사) 79,000원×10일×2명 1,580,000 1,754 3.0
일용직(석사) 법정부담금: 79,000원×10일×2명×11% 173,8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0회 100,000 200 0.3
해외우편20,000원×5개처×1회 100,000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250매×180부 2,250,000 3,627 6.3
복사 및 제본비 50원×220매×10부×10회 1,100,000
소모품비 138,465원×2회 276,93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대회의장(학술회의) 임차료 500,000원×1회 500,000 500 0.9
5-1. 국내여비 국내여비 130,000원×2명×1회(세종시 등) 260,000 260 0.4
5-2. 국외여비 ① OECD 정례회의(CERI/EDPC) 참석

(프랑스 파리/기관장 2회, 서예원 연구위원 2회, 3

박 5일)

  

37,659 64.9

숙박비 $389×1,210원×3박×2명×2회 5,648,280
식비$160×1,210원×5일×2명×2회 3,872,000
일비(기관장) $50×1,210원×5일×1명×2회 605,000
일비(연구위원급) $35×1,210원×5일×1명×2회 423,500
항공료(비즈니스/왕복) 7,438,200원×1명×2회 14,876,400
항공료(이코노미/왕복) 3,488,500원×1명×2회 6,977,000
② OECD 네트워크 회의 참석

(프랑스 파리 / 서예원 연구위원 1회, 3박 5일)

  

숙박비 $223×1,210원×3박×1명×1회 809,490
식비$107×1,210원×5일×1명×1회 647,350
일비$35×1,210원×5일×1명×1회 211,750
항공료(이코노미/왕복) 3,488,500원×1명×1회 3,488,500
준비금100,000원×1명 100,000

7. 전문가활용비 번역료(한국어→영어) 40,000원×175매 7,000,000 9,800 16.9
전문가 회의수당 200,000원×7명×2회 2,800,000

8. 회의비 전문가 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5명×8회 1,200,000 1,200 2.1
9. 외부용역 및 부담금 OECD 교육정책 정보 홈페이지 통합 운영 및 

유지 보수 관리 용역 3,000,000원x1식

3,000,000 3,00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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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비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국제협력실, 2명 

출장 기간 2021년 4월 / 11월(각 4박 6일)

출장지(방문기관) 프랑스 파리(OECD 본부)

출장자 역할 기관장(CERI 대표수석), 서예원(사업책임자)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OECD CERI/EDPC 정례회의 참석

사업과의 관련성

․OECD 정례회의 - 본 원 기관장은 OECD CERI 대표수석으로서 1년에 2회 개최

되는 OECD CERI/EDPC 정례회의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음

․OECD 네트워크 회의 - 우리나라의 OECD 교육 분야 연구·사업 신규 발굴·추진을 

위하여 OECD 및 국제사회의 교육의제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외출장 실시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OECD 정례회의 관련)

․OECD 교육사업 주관기관으로서 본원 기관장 및 담당자가 OECD 본부에서 연 2

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본원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

고 있는 전체 OECD 교육 사업을 대표하여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협

의 사항에 대한 한국측 의견을 개진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OECD 네트워크회의 관련)

․본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OECD 분과별 회의 책임자로 참여함으로써 구체적 사업 

추진 방향 논의 등을 위한 필요성이 있음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OECD 정례회의 관련)

․OECD CERI/EDPC 정례회의는 OECD 본부가 위치해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

최되므로 출장지를 선정함

(OECD 네트워크회의 관련)

․OECD 네트워크 회의는 주로 OECD 본부에서 개최되므로 프랑스 파리 출장을 실시함

코로나19

장기화 시

예산활용방안

(40백만원)

․OECD 발간물(Trends shaping education 외) 국문 번역본 제작

․OECD 사업담당자 및 연구진 협의회 (또는 포럼) 개최 

구체적 기대효과

․OECD 내 한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른 주도적인 역할 요구에 부응

․OECD 연구·사업 참여 등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은 신뢰외교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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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장기화 시 구체적 예산활용방안

단위 : 천원

코로나19 등으로 국외출장 불가시 대응 계획

대응방안
․OECD 발간물(Trends shaping education 외) 국문 번역본 제작

․OECD 사업담당자 및 연구진 협의회 (또는 포럼) 개최 

당초계획 변경(안)

비목 금액 비목 산출근거 금액

소계 37,659

국외여비 37,659

수용비
포럼 자료집 제작 

50원*200매*200부
2,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대회의장(학술회의) 임차료

1,500,000원*2회
3,000

회의기자재 및 전산기기 임차료 

500,000원*3회
1,500

전문가활용비

번역료 40,000원*50매*2회 4,000

회의수당 200,000원*5명*2회 2,000

발표수당 300,000원*5명 1,500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5명*3회
1,350

외부용역 및 

부담금

OECD 발간물 국문본 제작

10,000,000원*1식
10,000

OECD 추진 성과·확산 온라인 포럼

12,309,000원*1식
12,309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 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

필요성
OECD 연구·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 결과, 정보 등을 “OECD 교육정보”에 
탑재하고 관리하여 OECD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자 함.

주요내용 홈페이지 내 <OECD 교육정보> 운영 및 유지 보수 관리

예산(천원) 3,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5.2%



- 230 -

(4) 교육연구지원

▣ 사업책임자

   ○ 연구기획실장, 예산기획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KEDI 발전계획에 기초한 연구·사업의 전략적 기획 기능 강화

 □ 교육연구의 충실성과 효율성을 위한 연구지원 강화

 □ 원외 관계기관 및 우리 원 수요자에 대한 교육연구서비스 제공 강화

 □ 기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원장 경영목표 추진

 □ 재정확충을 통한 기관운영 지원

 □ 규정(제도)의 개선․정비를 통한 기관운영 지원

 □ 대외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

▣ 주요 사업내용

 □ 기본(수시 포함)·수탁 연구과제 및 위탁사업 운영 및 관리

 □ 연구사업심의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 기관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및 경영목표 실천계획 추진

 □ 기관평가 및 모니터링 추진

 □ 예·결산 운영

 □ 제 규정·제도 개선

 □ 국정감사 수감 등

▣ 기대효과

 □ 연구·사업에 대한 전략적 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시킴.

 □ 연구지원 활성화로 교육연구가 더욱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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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외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연구서비스 제공이 

강화될 것임.

 □ 재정확보·지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연구지원이 강화될 것임.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 정책연구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지원

 □ 교육연구서비스 제공 강화

▣ 사업기간

연구년차 (계속)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사업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원단위) 178,693 100.0

구분 내용 : 연구기획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146,693 83.2

1. 사업인건비
서고 정리 등 보조 일용직(석사) 79,000원×19일×2명 3,002,000

3,302 2.3
법정부담금 3,000,200원×10% 300,2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500회 1,400,000

1,790 1.2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39회 390,000

3. 수용비
소모품비: 1,658,000원×4회 6,632,000

25,632 17.5복사 및 제본비: 50원×200쪽×100부×10회 10,000,000
보고서 인쇄료: 50원×300매×150부×4회 9,00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보고서 집체평가 임차료: 6,000,000원×1회 6,000,000

25,289 17.2
연구윤리집담회 임차료: 3,000,000×1회 3,000,000
브레인스토밍 임차료: 9,289,025원×1회 9,289,025
차량 임차료 1,000,000원×2대×2회 4,000,000
회의실 전산기기 임차료 100,000원×15대×2회 3,000,000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8명×12회(세종시 등) 1,920,000

9,200 6.3
국내여비 130,000원×4명×14회(세종시 등) 7,280,000

7.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6명×7회 8,400,000

36,400 24.8
보고서 심의수당(최종보고서) : 200,000원×40명×2회 16,000,000
위원회 참석비: 100,000원×8명×6회 4,800,000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수당: 200,000원×6명×6회 7,200,000

8. 회의비

연구사업심의위원회 협의간담회비: 30,000원×10명×20회 6,000,000

31,500 21.5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협의간담회비: 30,000원×10명×10회 3,000,000
보고서 집체평가 협의간담회비: 30,000원×30명×2회 1,800,000
연구윤리집담회 협의간담회비: 30,000원×10명×10회 3,000,000
기관평가(TF) 협의간담회비: 30,000원×20명×8회 4,800,000

전문가 협의간담회비: 30,000원×10명×7회 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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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용역 및 분담금(사업계획서 내 외부용역 및 분담금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무하유

필요성 연구지원 활성화를 통한 교육연구의 체계적·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한국교육개발원 카피킬러캠퍼스 서비스 이용 기간 연장 계약

예산(천원) 12,1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17%

브레인스토밍 협의간담회비: 30,000원×20명×18회 10,800,000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카피킬러사용료: 13,580,000원×1회 13,580,000 13,580 9.3

합계
내용 : 예산기획

금액
(천원) 비중

산출내역 금액(원) 32,000 16.8

1. 사업인건비
자료작성 등 업무보조 일용직(학사) 74,000원×1인×32일 = 2,368,000 2,368,000

2,605 8.1자료작성 등 업무보조 일용직(학사) 법정부담금
74,000원×1.1개월(32일)×10% = 236,800

236,8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0종×10월 1,000,000 1,000 3.1

3. 수용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인쇄료 50원×200쪽×100부×2회 2,000,000

10,395 32.5
규정집 인쇄료 50원×400쪽×76부×1회 1,520,000
업무보고 자료 인쇄료 50원×50쪽×130부×6회 1,950,000
외부 요구자료 복사 및 제본비 50원×210쪽×200부×1회 2,100,000
소모품비 282,520원×10월 2,825,200

5-1. 국내여비
국내여비 130,000원×2인×15회(세종시 등) 3,900,000

6,300 19.7
시내교통비 20,000원×10회×12개월(세종시) 2,400,000

8. 회의비

규정심의위원회운영 협의간담회비 30,000원×10인×5회 1,500,000

11,700 36.6
유사기관 제규정 검토 및 예산협의간담회비 30,000원×10인×8회 2,400,000
익년도 예산심사 협의간담회비 30,000원×10인×8회 2,400,000
전년도 결산심사 협의간담회비 30,000원×10인×8회 2,400,000
국정감사 및 의원 요구자료 작성 협의간담회비 30,000원×10인×10회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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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지발간사업

▣ 사업책임자

 ○ 홍보자료실장, 국제협력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성과 확산 자료 발간]

  □ 교육정책 전문지 「교육개발」, 「KEDI뉴스레터」, 「KEDI Brief」, 「카드뉴

스」의 발간·보급을 통해 교육정책 입안자 및 집행자, 교육계 연구자 및 전문가, 

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학교현장의 교사·학생, 학부모 나아가 일반국민

들에게 교육계 및 교육현장의 주요 정책과 현안, 이슈·쟁점 등을 분석·진단·

전망하여 소개하고,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인식 및 이해도를 제고하며, 최신

의 교육정책 동향 및 학술정보와 다양한 관점의 식견 제공

 □ 공공데이터 개방이 강조됨에 따라 기관 연구성과 확산 자료의 발간·보급 체제를 오

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강화하고, 웹사이트 연계 운영 등을 통해 교

육분야 국정과제와 주요 교육정책의 전략적 홍보·확산, 기관의 연구성과 및 사

업활동의 홍보·확산에 기여

 □ KEDI에서 생산한 연구 성과를 요약, 발전시켜 이를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간략하

게 작성하되, 시각적으로 가시성ㆍ가독성 있게 브리프 및 카드뉴스를 작성ㆍ배포

함으로써 연구ㆍ사업성과에 대한 홍보ㆍ확산 강화

[한국교육]

  □ 학술지 발간사업을 통해, 교육정책 및 제도 관련 학술 정보의 공유·활용을 촉

진하고, 우리나라 교육정책 개발에 기여할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며, 교육계 전반

의 다양한 현상·이슈에 관한 학술적 논의 및 학문 발전, 나아가 한국교육의 발

전에 기여

 □ 등재학술지 「한국교육」의 발간·보급을 통해 교육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

게 기관의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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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저널, 국제학술지 게재지원]

 □ 국제적 수준의 교육정책 전문 연구 학술지인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의 발간을 통해 국내외 교육 정책 및 제도, 현안, 이슈, 트렌드, 동향 등

의 연구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사회 교육분야 전반의 다양한 주

제에 관한 학술적 논의 및 학문 발전, 나아가 우수한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의 

발전에 기여

 □ SSCI 등재 국제학술지의 발간 및 보급을 통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기관과 

저널의 인지도·지명도·신뢰도를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교육정책 연구 교류

의 허브 역할을 수행

[국내학술지 게재지원]

□ 직원의 전문성 및 연구역량 제고, 본원 연구 성과의 확산, 본원 연구의 학술적 기여도 

제고 등을 위해 직원의 국내 학술지 게재 활동을 적극 지원

▣ 주요 사업내용

[연구성과 확산 자료 발간]

□ 교육정책 전문 간행물 「교육개발」, 「KEDI뉴스레터」, 「KEDI Brief」, 「카드

뉴스」 발간 (154백만원)

   ○ 계간(연 4회)으로 발간하는 교육전문지로 교육계 주요 정책 및 현안, 이슈,    

쟁점 등에 관한 국내외 동향분석 및 최신정보 제공

   ○ 교육 주요 정책 관련 기관 내 연구성과 홍보·확산을 위한 웹진 형태의 뉴스레

터 별도 발간 (연 50회)

   ○ 정책과제별 연구결과 브리프 및 카드뉴스 별도 발간 (각각 연 25회 이상)

   ○ 교육정책 50년과 그동안의 교육발전 경험을 비추어 KEDI의 연구결과를 재조명

하고 그 성과를 널리 알리는 동영상 자료 제작 

   ○ KEDI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자료집 및 리플렛 발간 

   ○ 온라인 배포 확대 및 콘텐츠별 구독자 참여형(공감형) 서비스 제공 실시

   ○ 기관 내 연속간행물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등록업무 지원

□ 홍보·출판심의위원회 운영(3백만원)

   ○ 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 원내 발간물의 주제 및 필자, 집필방향 및 내용,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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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등에 관해 심의

   ○ 「교육개발」지면기획안 검토, 협의, 확정 등

[한국교육]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KCI) 「한국교육」 발간(19.8백만원)

   ○ 연간 100편 가량의 투고논문 공모 및 심사 진행

   ○ 연간 400명 이상의 학술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의뢰

   ○ 연간 20~30편 가량의 우수 학술논문 게재(학술논문집 4회 발간)

   ○ 온라인 논문 접수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술논문 발간 One-Stop 서비스 제공

   ○ 게재논문의 질 제고 및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참고문헌 인용 확인 및 영문초록 

교정 작업 진행

   ○ 한국연구재단 국내학술지 인용색인 시스템에 연간 40편 가량의 게재논문 탑재 

등 학술논문집 게재논문 원문 공개(본원 홈페이지 및 국내 학술DB 사이트 등)

   ○ 학술지 인지도 제고 및 우수 학술논문 공모를 위한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발송

(공모안내 4회, 발간안내 4회 등)

□ 「한국교육」 편집위원회 운영(8.2백만원)

   ○ 중견급 교육학과 교수진 및 원내 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학분야 내 다양한 

전공의 편집위원 위촉을 통해 교육계 학술논문의 다양성, 포괄성, 전국성 지향

   ○ 학술논문 심사의 엄정성, 전문성, 정확성 제고

   ○ 게재논문의 영문초록 질 제고를 위해 영문초록 교정위원(원내박사 2인, 원어민 

교수 1인) 위촉 및 전문 교정 작업 진행

[영문저널, 국제학술지 게재지원]

□ SSCI 등재지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발간(19백만원)

   ○ KJEP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연간 약 100편 가량의 국내외 논문이 투고되고 

있으며, 투고 논문에 대한 사전심사 및 3인의 전문가 심사 진행

   ○ 연 2회 발간(6월말, 12월말) 및 연간 14~16편 가량의 논문 게재

   ○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운영과 원어민 영문검수를 통한 원고의 질 향상

   ○ 국내 및 국외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 학회, 유수 대학, 도서관에 적극적으로 오

프라인 배포

   ○ 홍보 리플릿을 제작, 기관 방문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저널

의 국내 및 국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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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act factor 관리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해외 교육분야 학술지와의 지속적

인 교류 협력

□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편집위원회 연간 2회 운영(1백만원)

   ○ 편집위원회 운영을 통해 학술논문 심사의 엄정성, 전문성, 정확성 제고

   ○ 편집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도 높은 저널 발간

   ○ KJEP 발전 및 심사자․편집위원 구성 등에 대한 논의

   ○ 온라인, 오프라인 회의를 통하여 규정 및 절차 강화 논의

□ 직원 국제학술지 게재 지원(5백만원)

   ○ SSCI 및 A&HCI 등재 해외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 저자, 또는 

공동저자에게 논문 게재 및 심사료 실비 지원

[국내학술지 게재지원]

 ☐ 국내학술지 게재지원(5백만원)

   ○ 본원에서 기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이를 이론적, 학술적으로 발전시

켜 국내학술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의 저자인 직원에게 논문 게재에 

요구되었던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를 실비로 지원함. 

▣ 기대효과

[연구성과 확산 자료 발간]

□ 국내외 교육정책 및 교육현장의 현주소에 관한 포괄적 관점 제공을 통한 문제의식 

고취 및 대안 모색에 기여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성과에 대한 다양한 자료 발간으로 교육 연구 성과 확산 기여

□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주요 교육정책의 홍보·확산, 교육 관련 주요 현안 및 이슈, 

쟁점 등에 관한 해법 및 방향 제시. 그밖에 교육 관련 동향·정보 등 제공

□ 학교 관계자 및 정책 연구자들을 포함한 많은 교육계 종사자들에게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올바른 시각(인식) 정립 및 교육정보 제공을 통한 질 높은 (학교)교육 

실현

□ 교육계의 수준 높은 학술논문의 발굴·게재·보급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방

향 제시 및 학문발전 기여, 국내 정상의 학술지로서의 위상 및 역할 제고

□ 국가수준의 교육정책 개발 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교육 현안·이슈 등에 대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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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에 기반한 연구를 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해외 사례와 경험을 소

개·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 시사점 제공

□ 교육정책 전문연구 국책기관으로서 국내 (교육분야) 학문발전의 중심 역할 수행

[한국교육]

□ 교육계의 수준 높은 학술논문의 발굴·게재·보급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방

향 제시 및 학문발전에 기여, 국내 정상의 학술지로서의 위상 및 역할 제고

□ 국가수준의 교육정책 개발 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교육 현안·이슈 등에 대해 해

외 사례와 경험을 소개·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 

및 시사점 제공

□ 다른 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개발 및 교육현장의 개선을 위

한 지적 기반 확대

□ 교육정책 전문연구 국책기관으로서 국내(교육분야) 학문발전의 중심 역할 수행

[영문저널, 국제학술지 게재지원]

□ 수준 높은 논문의 발굴·게재·보급을 통해 국제사회 교육의 발전방향 제시 및 학문

발전에 기여

□ SSCI 등재 학술지의 발행 및 보급을 통해 기관의 인지도, 지명도 및 신뢰도 제고

[국내학술지게재지원]

☐ KEDI 직원의 국내 학술지 논문게재 현황 파악을 통한 KEDI 연구사업 성과 확산 

및 성과물을 통한 국내 학술 증진 기여

☐ KEDI 직원의 전문성 및 연구 역량 제고 및 기관의 신뢰도 제고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 우리 원의 연구 성과 및 사업 활동 홍보ㆍ확산

□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국가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브랜드 가치 제고



- 238 -

▣ 사업 기간

▣ 사업 예산(천원)

연구년차 (계속)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구분 내용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원단위) 230,000 100.0

구분 내용: 연구성과 확산 자료 발간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원단위) 157,000 68.3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500회 1,400,000

2,000 1.2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60회 600,000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600매×1,000부 30,000,000

35,000 22.3
소모품비 500,000원×10회 5,00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장 대실료 500,000×1회 500,000 500 0.3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2명×5월(세종시) 200,000

2,800 1.8
국내여비 130,000원×5명×4회(세종시등) 2,600,000

7.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10,000원×30매×50인 15,000,000

17,200 11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2명×3회 1,200,000
번역료 10,000원×25매×4회 1,0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0명×15회 4,500,000 4,500 2.9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교육개발, 뉴스레터, KEDI Brief, 카드뉴스, 웹진,

동영상자료 및 홈페이지 외부 용역비 95,000,000원×1회
95,000,000 95,000 60.5

구분 내용: 영문저널·국제학술지 게재 지원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원단위) 25,000 10.9

2. 공공요금
우편료 국외일반 20,000원×10처×2회 400,000

450 1.8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5회 50,000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200매×376부 3,760,000 3,760 15

5-1. 국내여비 국내여비 130,000원×2명×1.5회(서울 등) 390,000 390 1.6

7. 전문가활용비

보고서 평가비 100,000원×150명×1회 15,000,000

19,560 78.2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5명×1회 1,000,000
검토료 10,000원×150매×2회 3,000,000
외국 사례 집필 원고료 8,000원×35매×2과제 56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7명×4회 840,000 840 3.4

구분 내용: 국내학술지 논문 게재지원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원단위) 20,000 8.7

6. 연구정보활동비 국내학술지 논문게재 지원 200,000원 × 100편 20,000,000 2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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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웹진ㆍ홈페이지 외부 IT 업체 및 동영상자료 제작 전문 업체

필요성

KEDI에서 생산한 연구성과를 요약, 발전시켜 이를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하되, 시각적으로 가시성ㆍ가독성 있게 브리프 및 카드뉴스, 

동영상자료, 홈페이지 콘텐츠를 작성ㆍ배포함으로써 연구ㆍ사업 성과에 대한 
홍보ㆍ확산 강화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교육전문지 「교육개발」, 뉴스레터, KEDI Brief, KEDI 카드뉴스 

웹진, 동영상자료 및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용역

예산(천원) 95,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60.5%

구분 내용: 한국교육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원단위) 28,000 12.2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150부×4회 1,680,000 1,680 6

3. 수용비
자료집 인쇄료 50원×100매×150부×4회 3,000,000

3,120 11.1
조사지 봉투 200원×150부×4회 12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중 회의실 대실료 100,000원×4회 400,000 400 1.4

5-1. 국내여비
국내여비 130,000원×2명×5회(세종시 등) 1,300,000

2,000 7.1
시내교통비 20,000원×5회×7개월(세종시 등) 700,000

7. 전문가활용비
평가(심사, 컨설팅) 위원수당 50,000원×3명×25편×4회 15,000,000

19,000 67.9
위원회 참석비 100,000원×10명×4회 4,0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0명×6회 1,800,000 1,800 6.5



- 240 -

(6) 대외지원홍보

▣ 사업책임자

   ○ 홍보자료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성과 및 사업활동 결과를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와 형태의 

홍보물, 보고서, 자료집, 간행물 등으로 제작하여 고객중심 서비스 실시

   ○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기관 홍보물을 비롯하여 간행물, 보고서, 자료집 등을 정

부부처, 각종 위원회,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초·중·고(교

원), 대학(교수), 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 교육전문가, 언론, 사회오피니언 리더, 일

반국민에게 제공

   ○ 이를 통해 학문·교육의 발전, 정부정책의 기여도를 높이고 연구성과 홍보·확산 

및 기관의 인지도·지명도·신뢰도 제고

   ○ 기관을 방문한 교육계 인사를 비롯한 학생, 학부모 등 일반인에게 본원의 연구성

과 홍보 제공

□ 연구 성과 언론보도 모니터링 실시 등 언론대응을 통한 이슈 및 위기관리

▣ 주요 사업내용 

□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자료 발간 및 SNS 운영(10.2백만원)

  ○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기 적합한 형태로 자료 발간

   ○ 연구 성과를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

  ○ 연구 성과 확산 영상보고서 제작을 위한 KEDI 성우 운영

  ○ 연구ㆍ사업별 홍보담당자 업무협의회 운영을 통한 연구 성과 내용 및 홍보 아이디

어 공유

   ○ 기관 경영 및 차년도 연구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제작

□ 연구보고서 및 주요 간행물 배포(3.7백만원)

   ○ KEDI에서 발간하는 기본연구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연구보고서와 저널, 자료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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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

   ○ PDF 및 E-Book 형태로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탑재

□ 그 밖의 대외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추진(8백만원)

▣ 기대효과

□ 우리 원의 연구 및 사업활동 성과 대국민 홍보·확산

☐ 연구결과의 정책기여도 제고 및 학문·교육 발전에 기여

□ 우리 기관의 인지도·지명도·신뢰도 등 제고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 우리 원의 연구성과 및 사업활동 홍보·확산

□ 연구결과의 정책기여도 제고

▣ 사업기간

연구년차 (계속)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원단위) 21,900 10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소포(기본보고서 등) 4,000원×300처×2회 2,400,000

3,740 17우편료 국내일반(연차보고서 등) 2,800원×450부 1,260,000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8회 80,000

3. 수용비 소모품비 400,000원×20회 8,000,000 8,000 36.6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실료 200,000원 x 1회 200,000

500 2.3
홍보용 기자재 구입 300,000원 x 1회 300,000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4회×11월(세종시 등) 880,000

1,660 7.6
국내여비 130,000원×2명×3회(세종시 등) 780,000

7. 전문가활용비 전문가 회의수당 200,000원×2명×5회 2,000,000 2,000 9.1

8. 회의비 전문가 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0명×20회 6,000,000 6,000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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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자료 전산운영

▣ 사업책임자

   ○ 홍보자료실장

   ○ 지식정보화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내외 교육관련 정보자료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집·관리·제공으로 연구의 효율적 

지원과 연구경쟁력 극대화 기반체제 구축  

□ 연구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및 정보수요예측을 통한 연구·사업정보서비스 최적화와 

만족도 제고           

□ KEDI 발간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확산을 통한 연구결과와 대국민 정보수요의  

   Bridge 역할 강화    

□ 본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행정의 지속적인 정보화를 통하여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관 경쟁력 강화

□ 전산 인프라 환경 개선 및 원내 전산시스템의 통합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극대화된 최적의 연구 환경 구축

▣ 주요 사업내용 

 □ 국내외 교육관련 정보자료 조사수집 및 구입(32.2백만원)

   ○ 국내외 단행본, 학술지, 학술DB 선정 및 구매 계약

 □ 정보서비스 향상 위한 기획 및 운영(1백만원)

 □ 소장자료 활용을 위한 장서관리 및 열람대출(2.4백만원)

 □ 정보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10백만원)  

   ○ AskKEDI 전자도서관 

   ○ 사이버교과서박물관 부분 개편

   ○ 홈페이지 KEDI 발간물 관리 운영 및 확산

 □ 정보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비(0.5백만원) 

 □ 정보서비스 제공(7.1백만원)  

   ○ 과제별정보서비스(Project-Based Information Service)

   ○ AskKEDI 최신정보서비스

   ○ DoUknow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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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RM(Fast Accessible Reference for MOE) 서비스 등

 □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참가(5.4백만원)

   ○ 도서관 정보 관련 전문가, 학자, 사서들이 현장에서의 실무와 사례 발표를 중심

으로 한 학술세미나 참석

   ○ 선진 도서관 벤치마킹

 □ 국내 도서관간 교류 협력 (6.4백만원)

   ○ 국내 도서관 주관 학술 세미나 참석을 통한 정보 공유 및 직무 교육

   ○ 유관 기관 간 발간물 수집·관리·공유 정책관련 협의 및 선도기관 벤치마킹

   ○ 정보자료 제공 협력 및 정보서비스 우수 사례 공유

□ 소장 및 발간자료 대외서비스 제공: 도서회원복사보급(18백만원) :자체자금사업

   ○ 도서회원 및 대국민 복사서비스 일용인건비:  11.4백만원

   ○ 도서회원 및 대국민 복사서비스 발송료 : 1.2백만원

   ○ 복사서비스 소모품, 사무용품 구입비: 5.4백만원

□ 안정적 전산망 및 시스템(하드웨어/소프트웨어) 운영 관리(746.1백만원)

   ○ 시스템 장비 교체: 49.1백만원

   ○ 전산망 부가서비스 비용(IP분담금, 도메인등록비, SMS): 17백만원

  ○ 네트워크(KREONET 연구망) 사용료: 30백만원

  ○ 소프트웨어 사용권 확보: 100백만원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50백만원

   ○ 전산망 부가서비스 비용(IP분담금, 도메인등록비, SMS): 17백만원

□ 기관 차원의 전산 관련 업무 지원(17백만원)

   ○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수리비: 2.4백만원

   ○ 정보화사업 심의 및 평가: 4백만원

   ○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인력 교육비: 1백만원

   ○ 시스템 업무 협력 및 시스템 우수 사례 공유: 9.6백만원

□ 국가과학기술연구망(KTC) 해외 선진 연구망 기술사례 조사 사업 참여(6백만원) 

   ○ 국가과학기술연구망(KTC) 해외 선진 연구망 기술사례 조사 사업 참여

   ○ 선진 연구망 운용기술 관련 기술세미나 참석 및 공유체제 유지

▣ 기대효과

□ 국내외 최신 교육연구 자료의 신속한 수집제공으로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 및 사업 

추진에 기여 

□ 수집된 정보․자료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제공으로 교육정보의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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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인 동시에 지식정보자원관리의 책무 수행

□ 연구 과제 중심의 정보서비스 강화로 연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

□ KEDI연구성과에 대한 대국민서비스 확산에 기여

□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기관업무 효율성 향상 및 연구의 질 향상

□ 본원 네트워크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통한 업무 처리의 효율성 극대화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 연구수행에 적합한 정보․자료의 조사 수집 제공을 통한 연구 경쟁력 강화

□ 연구 결과의 축적과 관리를 통한 활용 활성화   

□ 기관업무 효율성 향상 및 연구의 질 향상

□ 업무 처리의 효율성 극대화

▣ 사업기간

연구년차 (계속)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정보자료 전산운영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원단위) 802,000 100

구분 내용: 정보자료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원단위)
65,000 8.1

1. 사업인건비
장서점검·열람지원 일용직(학사) 급여 74,000원×6명×5일 2,220,000

2,442 3.8
장서점검·열람지원 일용직(학사) 법정부담금 2,220,000원×10% 222,000

2. 공공요금 우편료 소포 4,000원 x 15건 x 12개월 720,000 720 1.1
3. 수용비 소모품비(정보자료) 626,680원x10회 6,266,800 6,267 9.6

5-1. 국내여비
시내출장비 20,000원×3명×3회(세종시 등) 180,000

1,350 2.1
국내여비 130,000원x3명x3일(세종시 등) 1,170,000

5-2. 국외여비

국외여비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를 통한 선진 도서관 벤치마킹

-방문국 및 방문도시, 출장자: 

 네덜란드 로테르담, 이혜원 전문원

-출장예정일: 2021.8.19.~8.26.(5박 7일)

 ㆍ일비: $26×1인×7일×1,210원 = 220,220원 

 ㆍ식비: $49×1인×7일×1,210원 = 415,030원 

 ㆍ숙박비: $123×1인×5일×1,210원 = 744,150원

 ㆍ항공료(이코노미/왕복): 3,020,200원×1인×1회 = 3,020,200원

 ㆍ준비금: 100,000원×1인 = 100,000원

4,499,600 4,500 6.9

6. 연구정보활동비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비 250,000원×1회 250,000 34,671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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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서관협회비 580,000원×1회 580,000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비 €700×1인×1,370원 959,000
전국도서관대회 및 학술세미나 참가비 50,000원×4회 200,000
정보화교육비 250,000원x2회 500,000
학술지 구독 및 DB구입비 32,182,600

7. 전문가활용비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5명×1회 1,000,000 1,000 1.5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9명×15회 4,050,000 4,050 6.2
9. 외부용역 및 부담금 사이버교과서박물관 데이터 변환 용역비 1식 10,000,000 10,000 15.4

구분 내용: 도서회원 복사보급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원단위)
18,000 2.2

1. 사업인건비
자료관리 및 복사 일용직(학사) 급여 74,000원×20명×7일 10,360,000

11,396 63.3
장서점검·열람지원 일용직(학사) 법정부담금 10,360,000원×10% 1,036,000

2. 공공요금

우편료 소포 4,000원 x 18건 x 12개월 864,000

2,554 14.2
우편료 등기 2,800원 x 11건 x 12개월 369,600
문헌자료 발송료 국내긴급(택배)
10,000원x12개월x11회 1,320,000

3. 수용비 소모품비(복사보급) 202,520원x20회 4,050,400 4,050 22.5

구분 내용: 전산운영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원단위)
719,000 89.7

2. 공공요금
전산망 부가서비스
(IP분담금, 도메인 등록비, SMS, LMS)
17,000,000원x1식

17,000,000 17,000 2.4

3. 수용비
소모품비 194,680원x6회 1,168,080

32,368 4.5네트웍 및 PC 지원 전산부품 200,000원x6회 1,200,000
네트워크(KREONET 연구망) 사용료 30,000,000원×1식 30,00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시스템 장비 교체 49,017,000원x1식 49,017,000

149,017 20.7

한글2014 VP 72,000원x600개 43,200,000
MS Windows 10 Pro 438,000원x50개 21,900,000
AhnLAB V3 36,000원x600개 21,600,000
V3 for Windows서버 500,000원x22개 11,000,000
AhnLAB Policy Center 4.0 2,300,000원x1개 2,300,000

5-1. 국내여비
시내출장비 20,000원×2명×12회(세종시 등) 480,000

3,600 0.5
국내여비 130,000원x2명x12회(세종시 등) 3,120,000

5-2. 국외여비

국외여비 국가과학기술연구망(KTC) 해외 
선진연구망 기술사례 조사 사업 참여
- 방문국 및 도시, 출장자: 미국 시카고, 
연창모(선임전문원)

- 출장예정일: 2021. 9월 중
 ㆍ일비: $30×1인×6일×1,210원 = 217,800원
 ㆍ식비: $59×1인×6일×1,210원 = 428,340원
 ㆍ숙박비: $137×1인×4일×1,210원 = 

663,080원
 ㆍ항공료(이코노미/왕복): 4,605,700원×1인×1회 = 

4,605,700원 
 ㆍ준비금: 100,000원×1인 = 100,000원

6,014,920 6,015 0.8

6. 연구정보활동비 정보화교육비 500,000원x2회 1,000,000 1,000 0.1
7. 전문가활용비 전문가협의 심의 수당비 200,000원x10명x2회 4,000,000 4,000 0.6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x20명x10회  6,000,000 6,000 0.8

9.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통계분석 SPSS 사용권 유지보수 90,000,000원×1식 90,000,000

500,000 69.5통합유지보수사업 380,000,000원×1식 330,000,000

통합유지보수사업 감리 80,000,000원×1식 8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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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홍보자료실, 1명 

출장 기간  8월 (5박 7일)

출장지(방문기관)  네덜란드 로테르담(세계도서관정보대회)

출장자 역할  이혜원(선진정보서비스 조사 및 자료 수집)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가를 통한 관련 직무역량 강화 

사업과의 관련성

․ 선진 도서관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및 자료 수집을 통해 향후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에 활용  

․ 최신 도서관 기술 동향정보를 습득하여 전문도서관 서비스 적용 방안 모색

․ 국외 도서관 및 유관기관 담당자와의 교류를 통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 세계 150여개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국제도서관협회연맹) 회원국 5,000여명의 전문가와 학자, 사서들이 발표하는 실무 

및 선진 사례 중심의 학술 세미나에 참가하여 업무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  

  (1) 세션 참석을 통해 선진국가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장서 관리 전반에 대해 

벤치마킹, 자료 수집을 진행 

  (2) 도서관 간 학술정보 이용 트렌드 및 세계 도서관의 최신 정보기술 활용 동향의 파악  

․ 국외 도서관 및 유관기관 담당자와의 교류 통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관련)

․ 2021년 개최지로 네덜란드 로테르담이 선정됨

코로나19

장기화 시

예산활용방안

(4.5백만원)

․ 예산 전액을 연구정보활동비 - DB 및 자료 구입비 항목으로 변경함

구체적 기대효과

․ 선진 도서관의 정보서비스의 내용과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본원 도서실 구성원들과

공유, 향후 중장기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에 활용 

․ 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세션 참가 및 국내외 도서관 실무자와의 협력 네트워킹을 

통한 업무 역량 강화 

․ 선진 도서관의 벤치마킹 및 도서관 관련 정보기술 활용 동향을 파악하여, 급변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KEDI 도서실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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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장기화 시 구체적 예산활용방안

(단위 : 천원)

코로나19 등으로 국외출장 불가시 대응 계획

대응방안
*학술자료 관련 DB 및 자료 구입

*전자문서시스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WEB/WAS 서버 메모리 증설

당초계획 변경(안)
비목 금액 비목 산출근거 금액

소계 4,500
국외여비 4,500 연구정보활동비 학술자료 관련 DB 및 자료 구입 4,500

※ 코로나 19 장기화 시 구체적 예산활용방안

(단위 : 천원)

코로나19 등으로 국외출장 불가시 대응 계획

대응방안
*학술자료 관련 DB 및 자료 구입

*전자문서시스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WEB/WAS 서버 메모리 증설

당초계획 변경(안)
비목 금액 비목 산출근거 금액

소계 6,015

국외여비 6,015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전자문서시스템 WEB/WAS 서버 메모리 증설

(현재 32GB에서 128GB로 증설)
6,015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지식정보화실, 1명 

출장 기간  9월 (4박 6일)

출장지(방문기관)  미국 시카고(선진연구망 기술사례 조사 사업)

출장자 역할  연창모(선진연구망 기술사례 조사)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국가과학기술연구망(KTC) 해외 선진연구망 기술사례 조사 사업 참여

사업과의 관련성 ․ 국가과학기술연구망 고대역 네트워크(1Gbps) 이용 기관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 국가과학기술연구망(KTC) 해외 선진연구망 기술사례 조사 사업 참여를 통해 해외 

선진연구망 기술동향 파악하고 우리원 활용 방안 모색

․ 국제 커뮤니티 간 협력 및 기술 교류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국가과학기술연구망 관련)

․ 2013년 10G 구축 및 서비스(대전-시카고)

․ 2016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100G 연구망 개통(대전-시카고)

코로나19

장기화 시

예산활용방안

(5.9백만원)

전자우편시스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자우편시스템 WEB/WAS 서버 메모리 증설

(현재 32GB에서 128GB로 증설)

구체적 기대효과

․ 선진연구망의 기술사례 조사 사업 참여를 통하여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본원의 

연구 사업 지원에 최신의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선진연구망의 기술사례 조사 사업 참여를 통하여 국제 선진연구망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연구망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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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정보시스템 개선 및 운영 전문업체

필요성 사이버교과서박물관 부분개편을 위한 인프라 용역

주요내용
- AskKEDI 전자도서관 및 사이버교과서박물관

- 홈페이지 KEDI 발간물 관리 운영 및 확산

예산(천원) 10,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15.4%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통합유지보수사업 전문업체

필요성
전산 인프라 환경 개선 및 원내 전산시스템의 통합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극대화된 최적의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 통계분석 SPSS 사용권 유지보수

- 통합유지보수사업
- 통합유지보수사업 감리

예산(천원) 500,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69.5%



2. 특수사업





.
가. 일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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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

▣ 사업제안자

   ○ 이상민 부연구위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GGP03

우리나라 교육시설의 정책 및 민간투자사업 등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와 사업의 

선순환적 운영체제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지원

 □ 온라인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적 현장 지원

  ○ 교육시설 BTL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 단계별 현장 업무 지원

  ○ 교육시설 BTL사업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공

  ○ 교육시설 BTL사업 업무 관계자 교육 실시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성과분석

 □ 교육시설 BTL 실시협약 해설 자료집 개발

 □ 생활형 SOC사업 연계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지원

 □ 2021 교육시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교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적 논의의 장 및 국제 네트워킹

  ○ 교육시설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진단과 처방의 포럼 개최

  ○ 지속적인 한·일 국제교류활동 

  ○ OECD 교육시설 국제컨퍼런스 참여를 통한 참여국 간의 교육시설 최근 동향 공유 및 네

트워킹 강화

  ○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 및 가이드

라인 제시, 학교공간혁신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

▣ 기대효과 양식 EGGP10

  ○ 교육시설 정책지원 중심의 연구․사업 추진으로 현안과제 해결방향 제시

  ○ 지속적인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 현장 지원

  ○ 원활하고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을 위한 실무지원 자료개발 및 보급

  ○ 지속적인 EDUMAC 교육시설 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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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내용
양 식 
EGGP06

구분 예산액
(백만원) 연구/사업 과제명 예산액

(백만원) 비고

출
연
금

219

연
구

 1. 온라인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55 신규

사
업

 1. 2021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 지원 사업

- 2021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원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성과분석

  - 생활형 SOC사업 연계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지원

  - 2021 교육시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87 지속
(2006~)

 2. 2021 KEDI 교육시설 포럼 및 국제화 사업 30

합계 219 272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양식 EGGP14

  ○ 교육과학기술부,「교육시설 민간투자 전문기관」지정(2010~)

  ○ 기획재정부,「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전문기관」지정(2010~)

  ○ 교육과학기술부,「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지정(2011~)

  ○ 교육과학기술부,「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지정(2011~)

  ○ 미래창조과학부,「교육시설 민간투자 재무모델검토 전문기관」지정(2014~)

  ○ 고용노동부,「교육시설 민간투자 재무모델검토 전문기관」지정(2015~)

  ○ 기획재정부,「민간투자 전문기관(교육)」지정(2016~)

  ○ 기획재정부,「민간투자사업 민간 제안서 검토 전문지관」지정(2019~)

  ○ 교육부,「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사업 지원 전문기관」지정(2020~)

  ○ 교육시설에 대한 학교현장, 교육청, 대학, 정부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기여

 ○ 교육시설 분야의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지속적인 발전 방안 모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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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양식 EGGP12

연구년차 (14년차/계속) 시작일 2021.01.01 종료일 2021.12.31

▣ 연구 예산

구분 내용: 2021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
금액

(단위: 천원) 비중(%)

합계 272,131 100.0

구분 내용: 온라인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금액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55,000 100.0

1. 사업인건비 - - - -

2. 공공요금 우편료(국내소포) 4,000원×18개(교육부, 교육청)×3회 216,000 216 0.4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비 70원×230쪽×300부 4,830,000

6,744 12.3자료 복사비 50원×40쪽×30부×15회 900,000

소모품비 1,014,000원×1식 1,014,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실료 300,000원×7회 2,100,000
3,600 6.5

원외작업 대실료 150,000원×10회 1,500,000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3인×10회 600,000

3,720 6.8
국내여비 130,000원×4인×6회 3,120,000

5-2. 국외여비 - - - -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
-국외지 
(150,000원×8종)+(90,000원×5종)=1,650,000원
-국내지 50,000원×11종=550,000원

2,200,000 2,200 4.0

7. 전문가활용비

연구자문료 500,000원/회×32회 16,000,000

30,940 56.2

중간보고서 심의비 200,000원×3인×1회 600,000

평가용보고서 자체심의비 200,000원×3인×1회 600,000

최종보고서 평가비 200,000원×7인×1회 1,400,000

연구윤리검토비 500,000원×1회 500,0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4인×14회 11,200,000

원고료 8,000원×20매×4회 64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4인×14회 1,680,000

4,080 7.4
연구진회의 간담회비 30,000원×4인×20회 2,400,000

9.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외부용역비 3,500,000원×1식
(용역명: (가칭)해외 온라인 교육 및 물리적 환경 
조성 사례 분석)

3,500,000 3,500 6.4

구분 내용:　2021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 지원 사업
금액

(단위: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단위: 원)
187,131 100.0

1. 사업인건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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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요금
통신료(전화요금 등) 50,000원×12개월 600,000

800 0.6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20회 200,000

3. 수용비

매뉴얼 등 보고서 인쇄료 50원×300쪽×100부×2회 3,000,000

8,681 4.6
정보시스템 보고서 인쇄료 50원×200쪽×30부 300,000

자료 복사비 50원×100쪽×100부×8종 4,000,000

소모품비 1,380,176원×1회  1,380,176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대회의장(관계자 교육 등) 대관·임차료 2,000,000원×1회 2,000,000
7,000 3.7

중 회의실 대실료(협의회) 500,000원×10회 5,000,000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5인×20회(세종시) 2,000,000

13,050 7.0
국내여비(협의회, 조사) 130,000원×5인×17회
(세종시,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

11,050,000

5-2. 국외여비 - - - -

6. 
연구정보활동비

도서구입비(민간투자사업 운영 지원 사업)
- 국외지:50,000원×8종×10회
- 국내지:20,000원×4종×10회

4,800,000 4,800 2.6

7. 전문가활용비

민간투자사업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5분야(건축,기술,운영,법률,재무)×2인×5회

10,000,000

39,400 21.1

민간투자사업 세부연구과제 전문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4과제(매뉴얼외 3건)×2인×5회

8,000,000

생활 SOC사업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2인×5회

2,000,000

시설개선 BTL사업 추진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8인×4회

6,400,000

교육 발표 수당 500,000원×7인×2회 7,000,000

원고료 10,000원×100매×4인 4,000,000

번역료 10,000원×200매 2,000,000

8. 회의비

관계자 교육 간담회비 30,000원×50인×2식 3,000,000

23,400 12.5
업무협의 간담회비 30,000원×20인×14회 8,400,000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20인×14회 8,400,000

시설개선 BTL사업 간담회비 30,000원×12인×10회 3,600,000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IT인프라(HW) 유지보수비(통합): 8,612,000원×1식 18,612,000

90,000 48.1
정보시스템(SW) 유지보수비: 31,388,000원×1식 31,388,000

시설개선 BTL사업 기획업무 수행 용역비: 20,000,000원×1식 20,000,000

노후시설의 주요 요구수준 개발 용역비: 20,000,000원×1식 20,000,000

구분 내용: 2021 KEDI 교육시설 포럼 및 국제화사업
금액

(단위: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단위: 원)
30,000 100.0

1. 사업인건비 - - - -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20회 200,000 200 0.5 

3. 수용비

자료집 인쇄(포럼) 70원×250쪽×100부×1종 1,750,000 

3,731 12.4
자료 복사비 30원×200쪽×100부×1종 600,000 

현수막 및 배너 150,000원×2종×1회 300,000 

온라인 초청장 제작 300,000원×1회 300,000 



- 257 -

소모품비 781,070원×1식 781,07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대회의장(포럼) 대관·임차료 2,000,000원×1회 2,000,000 
2,500 8.3

회의장 임차료 500,000원×1회 500,000 

5-1. 국내여비 국내여비(시도교육청,유관기관) 130,000원×3인×3회 1,170,000 1,170 3.9

5-2. 국외여비

OECD 교육시설 국제 컨퍼런스 참석
- 방문국: 프랑스, 파리

- 출장자: 이상민(부연구워원)

- 출장예정일: 2021년 11월(3박 5일)

  

4,799 12.0
·항공료(Economy/왕복) 3,488,500×1인 3,488,500 

·일비 $30×1,210원×5일×1인×1회  181,500

·식비 $81×1,210원×5일×1인×1회 490,050

·숙박비 $176×1,210원×3박×1인×1회 638,880

6. 
연구정보활동비

도서구입비
- 국외지: 50,000원×4종×1회=200,000원 
- 국내지: 20,000원×10종×5회=1,000,000원

1,200,000 1,200 4.0

7. 전문가활용비

포럼발표 및 좌장수당 400,000원×3명×1회 1,200,000 

6,000 20.0
포럼 토론수당 300,000원×3명×1회 900,000 
통역료(일본어↔한국어) 800,000원×1명×3일 2,400,000 
번역료(일본어, 영어↔한국어) 10,000원×50매×1회 500,0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5명×1회 1,0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0명×5회 1,500,000 

4,400 14.7포럼 다과비 8,000원×100명×1회 800,000 

연구진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7명×10회 2,100,000 

9. 외부용역 및
  부담금

포럼 동영상 제작 6,000,000원×1종 6,000,000 6,0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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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온라인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 연구책임자

  ○ 조진일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IT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제한된 

학교교육의 틀을 넘어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온라인 교육 중

심의 학교 공간조성 방향을 제시하여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

용할 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학습요구에 부응할 수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언택트(Untact) 시대의 비대면 교육 활성화에 따른 학교 공간의 구조적 전환 필요

  ○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부차원의 ‘가상

학교(virtual school)’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다양한 온라인 학교(online school) 

운영을 통해 다양한 학습자의 개별 맞춤형의 학습 요구에 부응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대되면서 정부, 

교육청,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온라인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지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IT 중심의 급격한 기술적 변화가 교육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다양한 

학습자가 요구하는 교육환경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등 공교육의 공간 구

조를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학교 공간의 기능과 역할 준비

  ○ 교육부는 2020 업무계획에서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미래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부처 간 협력 체계 강화로 사회제

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이를 위해 특히 2019년도부터 추진한 학교공간혁신사업, AI교육 기반 조성, SW교

육 선도학교 운영뿐만 아니라, 온라인 협업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학교환경을 조

성하고자 하지만, 구체적으로 온라인 협업학습, 온-오프라인 공동교육을 위한 학

교 공간 조성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실정임. 따라서 한국의 교육적 특수성을 감안

하여 온라인 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에서의 공간조성 가이드를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음.



- 259 -

▣ 연구 목적

   ○ 코로나 19를 현재까지도 겪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실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온라인 교육의 물리적 환경 실태를 알아보고, 보다 학생 중심의 양질

의 온라인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학교 공간의 선진화, 고도화 방안을 찾고자 함. 

   - 뿐만 아니라, 언택트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

대 등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서 과연 학교공간이 나아갈 새로운 학교 기능과 역할

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지역사회학교로 변화되기 

위한 공간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연구명: 주요국의 혁신적인 온라
인 학교 운영 사례와 시사점 :
초 중등교육을 중심으로
▪연구자: 계보경(2019)
▪연구목적: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온라인 학교 운영이 비
교적 활성화된 주요국의 사례 
탐색과 시사점 발굴

▪문헌조사
▪사례조사

▪미국의 온라인 학교 사례
▪캐나다의 온라인 학교 사례
▪영국의 온라인 학교 사례
▪일본의 온라인 학교 사례
▪논의 및 시사점

2

▪연구명: 중등교육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 구축 방안 :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학력 수업인정 온
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연구자: 정광희 외 7인(2018)
▪연구목적: 보편적인 중등교육의 
기회와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력이나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
제 구안 및 추진 방안 모색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협의회 및 관계자 면담
▪델파이 조사
▪집담회
▪정책토론회

▪중등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 구
축을 위한 이론적 탐색
▪국내 중등 온라인 교육의 실태와 
과제 진단
▪외국의 중등 온라인 교육 사례 분
석(미국, 호주, 프랑스)
▪중등 온라인 개방형 중등교육체제 
구축 방안
▪중등 온라인 교육체제 구축을 위
한 정책적 제언

3

▪연구명: 고교 교과 선택권 강화
를 위한 온라인수업 개선 방안 
연구
▪연구자: 이쌍철 외 5인(2018)
▪연구목적: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온라인 수업 운영 방안(수업방
법, 평가결과의 기록) 제시

▪문헌 및 현황조사
▪설문조사
▪외국 사례조사
▪F.G.I. 조사

▪온라인수업 운영 현황 분석
▪온라인수업 운영 실태 및 요구 분
석
▪외국 사례 분석
▪온라인수업 개선 방안

4

▪연구명: 교과선택권 확대를 위한 
온라인수업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자: 이쌍철 외 4인(2017)
▪연구목적: 학생 교과선택권 보장
의 관점에서 온라인수업이 정규 
수업으로 운영되기 위한 제반 
조건을 원격교육 운영 기구의 

▪현황 및 자료조사
▪해와 사례조사
▪전문가협의회

▪온라인수업 운영 현황 및 선행연
구 분석
▪외국의 원격교육 운영 사례 분석
▪온라인수업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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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언택트 시대의 사회 및 교육환경 변화

  ○ 언택트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등 사회변

화 탐색

  ○ 미래 사회의 교육환경 변화 탐색

  ○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학교 공간 상(像)에 관한 시사점 도출 등

□ 온라인 교육 관련 이론적 기초 탐색

  ○ 온라인 교육의 개념 및 특성

  ○ 온라인 교육 관련 제도 및 정책

  ○ 온라인 교육 공간 관련 선행연구 분석 등

□ 국내 온라인 교육 및 공간 조성 현황과 실태 진단 

  ○ 온라인 교육 운영 방식 

   - 학교급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교육 형태, 활용 도구, 수강 규정, 평가 방법 등 

전반적인 온라인 교육 운영에 관한 내용 조사, 분석

  ○ 온라인 교육 공간 현황과 실태조사, 분석

   -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장소, 사용기기 등 현황과 실태 파악 등

  ○ 온라인 교육 공간 조성을 위한 국내 관련 가이드, 지침 등 조사, 분석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구성,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학습 지원체제 구축, 이수관리,
성적 기록 방법 등 주요 영역의 
개선 방향 제시

본 연구

▪연구목적: 온라인 교육의 물리적 
환경실태를 알아보고, 보다 학생 
중심의 양질의 온라인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학교공간의 선
진화, 고도화 방안 모색과 공간
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국내, 외 사례조사
▪전문가 집단 심층면접(F.G.I.) 조사
▪전문가협의회 등

▪언택트 시대의 사회 및 교육환경 
변화 탐색
▪온라인 교육에 관한 이론적 기초 
탐색
▪국내 온라인 교육 및 공간조성 현
황과 실태 진단
▪해외 온라인 교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사례 분석
▪한국형 온라인 교육을 위한 공간
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온라인 교육 공간조성을 위한 정
책적 제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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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교육 공간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 분석 등

□ 해외 온라인 교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사례 분석 

  ○ 해외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교육의 물리적 환경 조성 사례조사, 분

석

   - 교육 장소, 사용기기, 실내 공간 구성 현황 등 조사

  ○ 해외 선진국의 온라인 교육 공간 조성을 위한 가이드, 지침 등 조사, 분석

  ○ 국내 온라인 교육을 고도화하기 위해 도입 가능한 공간 조성 시사점 도출 등

□ 온라인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조성 가이드 개발 및 정책적 제언

  ○ 가이드 개발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 비대면 활성화를 위한 기존 학교 공간의 구조적 전환 방향, 온라인 교육 확대를 

고려한 새로운 학교 공간 조성 방향과 마을단위의 학습공동체인 지역사회학교로

서 대응하기 위한 공간 조성 방향 등

  ○ 온라인 교육의 주요 교수-학습 환경 조성 기본원칙 도출 

  ○ 온라인 교육 공간 구성 요소 및 가이드라인 개발

   - 온라인 교육 공간별 구성 요소와 조성 가이드라인 개발과 관련 사례 제시 등

  ○ 연구 결과 실행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 방안 및 향후 과제 제시 등

▣ 연구 추진방법

□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 국내, 외 관련 정책, 논문, 저서, 보고서, 자료집 등을 통해 언택트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및 교육환경 변화 탐색

  ○ 온라인 교육의 최근 동향과 개념 고찰

  ○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교육 공간의 특성 고찰

   - 온라인 교육을 위한 최근 국내, 외 주요-교수학습 형태, 활용 공간 등 특성

  ○ 온라인 교육 공간 관련 국내, 외 지침, 가이드 등 조사, 분석 등

□ 국내, 외 사례조사

  ○ 국내사례

   - 조사내용 : 온라인 교육 운영 및 공간 조성 실태(예,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식, 장

소, 사용기기 등) 및 공간 사용상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 등

   - 조사대상 : 국내 온라인 교육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초, 중, 고(일반계) 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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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내외(임의 선정) (단, 필요에 따라 국내 온라인 학교, 지역사회학교도 조사대

상에 포함하고자 함.)

   - 조사방법 : 현장(관찰)조사, 면담조사 병행

   - 조사시기 : 2021. 4.~6.(예정)

  ○ 국외사례

   - 조사내용 : 해외 문헌이나 웹사이트 등에서 소개된 최근 온라인 교육 공간 조성

에 관한 내용(예, 온라인 교육의 운영방식과 사용하는 공간, 공간의 종류, 크기, 

실내 환경 구성 내용 및 특성, 관련 사진 또는 도면 등)

   - 조사방법 : 외부 전문가에게 (수의계약)용역(4개월 정도 예정) 의뢰(※향후 별도의 

수행계획서 수립 후 실행 예정)

   - 조사시기 : 2021. 4.~8.(예정)

   - 소요예산 : 3,500천원(VAT 포함) 내외 

□ 집단 심층면접(F.G.I.)조사

  ◦ 조사목적 : 온라인 교육 공간의 문제 진단(예, 공간의 종류, 크기, 시스템, 사용기

기, 실내 환경 요소 등)과 개선 방향 등

  ◦ 조사집단 : 온라인 교육 경험이 있는 초, 중, 고 교사 총 15명 내외로 구성, 운영

  ◦ 조사시기 : 2021. 6.~9.(예정)

□ 전문가 협의회 등

  ◦ 온라인 교육 및 학교 공간의 전문가(예, 학교현장, 학계, 연구계 등)를 중심으로 

전문가 협의회 구성, 운영하고자 함.

   - 국내, 외 자료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해 연구진이 제안한 온라인 교육 공간 조성 

방향과 가이드(안)의 적정성 검토와 타당성 확보를 위한 자문 등 

▣ 기대효과

  ○ 온라인 교육 중심의 학교 공간 조성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

는 학교공간의 혁신, 전환, 재구성 및 재구조화 등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학교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로 학생중심의 양질의 온라인 

학습권 보장과 학교 공간의 선진화, 고도화에 기여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공간 이용 수칙으로도 활용 가능 등

  ○ 온라인 교육의 범위를 넘어 디지털 시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새로운 

학교 기능과 역할로서 온라인 학교 모델 구축을 위한 기초 마련

  ○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온라인 교육을 고려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마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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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지역사회학교 구현을 위한 기반 마련 등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3 4 5 6 7 8 9 10 11 12

¡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분석 ■

¡ 언택트 시대의 사회/교육환경 변화
   탐색

■ ■

¡ 온라인 교육 관련 이론적 기초 탐색 ■ ■ ■

¡ 국내 온라인 교육 및 공간조성 현황
   과 실태 분석

■ ■ ■ ■ ■

¡ 해외 온라인 교육 및 물리적 환경
   조성 사례 분석(외부 용역)

■ ■ ■ ■ ■

¡ 집단 심층 면접(F.G.I.) 조사, 분석 ■ ■ ■ ■

¡ 온라인 교육 공간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 ■ ■ ■

¡ 정책적, 제도적 개선, 지원방안 모색 ■ ■

¡ 연구진 협의회 ■ ■ ■ ■ ■ ■ ■ ■ ■ ■

¡ 전문가 협의회(F.G.I.조사) ■ ■ ■ ■

¡ 중간보고서 작성, 심의, 수정/보완 ■ ■

¡ 최종보고서 작성, 심의, 수정/보완 ■ ■ ■

¡ 최종보고서 제출, 정책 제언 검토 ■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1.3.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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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한글 미래학교 온라인 교육 학교 공간 가상학교 학습 환경

(영문) (Future School) (Online School) (School Space) (Virtual School) (Learning
Environment)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시설과
¡ 스마트 학교환경 구축
¡ 학교공간혁신사업
¡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

이러닝과
¡ 원격교육
¡ AI교육기반 조성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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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55,000 100.0

1. 사업인건비 - - - -

2. 공공요금 우편료(국내소포) 4,000원×18개(교육부, 교육청)×3회 216,000 216 0.4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비 70원×230쪽×300부 4,830,000

6,744 12.3자료 복사비 50원×40쪽×30부×15회 900,000

소모품비 1,014,000원×1식 1,014,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실료 300,000원×7회 2,100,000
3,600 6.5

원외작업 대실료 150,000원×10회 1,500,000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3인×10회 600,000

3,720 6.8
국내여비 130,000원×4인×6회 3,120,000

5-2. 국외여비 - - - -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
-국외지 (150,000원×8종)+(90,000원×5종)=1,650,000원
-국내지 50,000원×11종=550,000원

2,200,000 2,200 4.0

7. 전문가활용비

연구자문료 500,000원/회×32회 16,000,000

30,940 56.2

중간보고서 심의비 200,000원×3인×1회 600,000

평가용보고서 자체심의비 200,000원×3인×1회 600,000

최종보고서 평가비 200,000원×7인×1회 1,400,000

연구윤리검토비 500,000원×1회 500,0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4인×14회 11,200,000

원고료 8,000원×20매×4회 64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4인×14회 1,680,000

4,080 7.4
연구진회의 간담회비 30,000원×4인×20회 2,400,000

9.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외부용역비 3,500,000원×1식
(용역명: (가칭)해외 온라인 교육 및 물리적 환경 조
성 사례 분석)

3,500,000 3,500 6.4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 조사(위탁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외부 기관 및 전문가 추후 선정

필요성 해외 온라인 교육 및 공간조성 가이드 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필요

주요내용 해외 선진국의 온라인 교육 정책, 동향 및 공간조성 가이드와 사례 등 조사

예산(천원) 외부용역비(수의계약) 3,5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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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1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 지원 사업

▣ 사업제안자

   ○ 윤현기 책임전문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교육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방식 적용 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작성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교육

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정책적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이 필요함. 또한, 

2005년부터 추진된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 및 

쟁점의 해결을 위해 각 사업단계별 전문기관 맞춤형 지원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이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는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2016년 기획재정부 등)으로서 타당성 및 적격

성 조사,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 사업제안서 평가, 협상 및 협약검토, 재무모델 

검토 등 사업 추진 단계별 전문적 지원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또한 교육부의 국립대 생활관 BTL사업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정과

제의 목표 수용률 확보에 기여하고 국립대 생활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여건 

제공 및 개축과 리모델링, 복합화 방식을 통한 새로운 민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함.

  ○ 2005년도에 도입되어 2019년까지 약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된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은 2018년 기준 초·중등 197개 사업(1,204개교), 국립대 32개 사업

(67개 생활관)을 포함하여 총 229개 사업임.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되고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교육시설 민간투자

사업의 주요 단계별 업무절차 및 가이드라인 수정, 보완에 대한 교육현장의 요구

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주요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보다 

시의성 있게 개선해 나아가고자 함.

  ○ 한편, EDUMAC은 2008년부터 효율적인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지원하기 위

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속적

인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한 일선 현장의 개선 요구 반영 등을 위해 교육시설 민

간투자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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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한 사업모델 수행을 위한 매뉴얼 개선 및 성과분석

  ○ 국립대학교 생활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정부지급금의 관리 개선,  

운영단계의 서비스 수준 개선, 리스크 분담을 통한 운영여건 개선방안 모색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의 분쟁 예방을 위한 관련 사례 분석

  ○ 학교시설 적정 개선 주기 및 노후시설 개선 대상 분석을 통한 시설물 예방보전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성과분석

  ○ 교육시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형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 모델 개발

  ○ 매년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교육시설 BTL사업 매뉴

얼(시설사업기본계획(안), 표준실시협약(안), 성과요구수준서(안),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및 요령 등) 개발 지원

  ○ 생활형 SOC사업 연계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지원

 □ 국립대 및 시도교육청 BTL사업 업무 지원

  ○ 교육시설 BTL사업의 추진 및 운영단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주

무관청 질의사항에 대한 의견회신 및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 자문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시설사업계획(안) 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 및 실시협약(안) 검토, 재무모델 검토 지원

  ○ 교육부 업무수행 지침마련을 위한 사립대학교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 작성

  ○ 매년 2회씩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관계자 교육실시

 □ 교육시설 선진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학교시설 디자인 사용자 참여시스템, 학교범죄예방디자인(CPTED) 평가시스템, BTL교

육시설 모니터링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온라인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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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 내용

 □ 2021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원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된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서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교육시설 민자사업에 대한 정책, 업무 지원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서 사업 추진단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검토, 자문, 

분쟁 해결, 질의/회신 등 지원

    -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등

에 따라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의 반영여부 검토,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지침을 바탕으로 검토

    - 사업제안서 평가: 주무관청에서 고시한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에 제안한 민간사업

자의 사업계획서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평가

    - 협상 및 실시협약(안) 검토: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사와 주무관청간

의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및 민간투

자사업기본계획 등에 부합되는지 실시협약(안) 검토 

    - 재무모델 검토: 준공시점에 적용하는 물가 변동 오류 발생 검토, 5년 또는 2년 주

기로 조정하는 정부지급금 조정 시 변경사항 검토 등 

    - 질의/회신: 주무관청으로부터 교육시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각종 질의 회신

  ○ 2021년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관계자 교육(연 2회)

    - (상반기) 2021년 국립대 생활관 BTL사업 운영개시 및 고시를 위한 업무관계자 교육

    - (하반기) 교육부, 국립대, 전국 시도교육청 등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관계자 대상 

실무중심의 전문 과정 교육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성과분석 

 ○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통하여 추진 된 교육시설의 중장기 성과분석을 위한 기반 마련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운영비(인건비) 현황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반 시기의 시점에서 유지관리비(장기수선 충당금 

등) 적립 현황 조사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

 

□ 교육시설 BTL 실시협약 해설 자료집 개발

 ○ 협약 체결 단계 고려사항 관련 매뉴얼 제시

   - BTL사업의 교육시설 협약 체결 시 고려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BTL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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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주무관청 실무자들의 추진과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

 ○ 교육시설 BTL 사업 건설‧운영 단계 위험 관리

   - 2005년부터 시작된 교육시설 민자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각종 분쟁이 증가하고 있

으며, 예측하지 못했던 쟁점 사항들이 현출되고 있으나, 그 해결의 근거가 되는 교

육시설 BTL실시협약의 광범위성 및 포괄성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해석 역시 일치

되지 않고 있음

   - 각 실시협약 조항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던 자문 사례(사실관계 정리, 법리 제시)를 

정리하고, 사업의 시행 및 추진과정에 따른 실시협약 해석 사례를 제공하여 주무관

청의 정책적 판단에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분쟁에 선제적 대응 가

능하도록 조력

 □ 생활형 SOC사업 연계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지원

 ○ 학교시설 복합화 실무자 클럽 구성 및 운영

  - 복합화 사업 관련 교육청/지차제 간 사업추진 노하우 및 절차 등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2021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 선정기관 담당자 혹은 경험자로 구성 

및 운영

  - 우수사례 및 개선사례 공유를 위한 전문가 및 전문가풀 중심의 워크숍 개최  

 ○ 학교 복합화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선진사례조사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약칭:학교복합시설법) 제정에 따른 

세부 규정 개발

 □ 2021 교육시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분야 내역 비고

교육시설
◦ 교육시설 웹서비스 상담 및 현장 적용 기술 지원
◦ 교육시설 웹사이트 운영 현황 및 통계 산출
◦ 정보시스템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통합관리
◦ 통합관리 분야 웹서비스 페이지 및 콘텐츠 관리
◦ 업무 지원시스템 운영 및 수행 이력 관리

  ○ 정보시스템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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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내역 비고

교육시설

◦ 센터 홈페이지 디자인 및 콘텐츠 갱신
◦ BTL 모니터링서비스(모바일 포함) 기능 개선
◦ BTL 교육시설 운영성과 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 BTL 사업계획서 평가시스템 유지보수(장애대응)
◦ BTL 평가위원교섭(ACS) 시스템 유지보수

통합관리 ◦ 통합 웹사이트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DB·속성정보 갱신 및 유지보수 지원

분야 내역 비고

속성정보
◦ 학교 기본정보 갱신 및 이력정보 DB 구축
◦ BTL 사업정보 및 DB 갱신

  ○ IT 인프라(HW/SW) 유지보수 지원

분야 내역 비고

IT 
인프라

◦ IT 인프라 네트워크 및 보안 관리
◦ 웹 및 DB 서버 데이터 관리

▣ 사업 추진일정

                 추진일정

사업내용

2021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2021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원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서 업무 지원

  - 2021년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관계자 교육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성과분석 

  - 조사방법 및 범위 선정

  - 조사내용 확정 및 현황조사

  - 조사내용 D/B 구축 및 분석

  - 보고서 작성 및 보완

◦ 교육시설 BTL 실시협약 해설 자료집 개발

  - 조사방법 및 범위 선정

  - 조사내용 확정 및 현황조사

  - 조사내용 D/B 구축 및 분석

  - 보고서 작성 및 보완

◦ 생활형 SOC사업 연계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지원

  - 학교시설 복합화 실무자 클럽 구성 및 운영

  - 학교 복합화 사례 벤치 마킹을 위한 국내외 선진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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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연구년차 (14년차/지속)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교육시설 민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영문) (Educational Facility) (BTL) (PPP)

                 추진일정

사업내용

2021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약칭:학
교복합시설법) 제정에 따른 세부 규정 개발

◦ 교육시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교육정보시스템 연구·사업 계획 수립

   - SW 기능 및 운영 개선사항 도출

   - 통합유지보수 대상 식별/협의

   - 보안성 검토 및 입찰공고

   - 사업자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

  • 웹서비스 운영·관리 용역

   - 요구 분석 및 화면 설계

   - 오류 수정 및 추가 기능 개선

   - 서비스 운영 모니터링

   - 서비스데스크 운영(사용자 지원)

  • 통합유지보수 수행·관리

   - HW/SW, 보안 업무 관리

   - 사용자 접속 및 장애 관리

  • 운영 결과 보고

   - 운영 결과보고(월간)

   - 정보화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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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기획재정부
¡ 민간투자정책의 기본방향, 투자계획, 지침 등

¡ 매년 수립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 초, 중등학교 및 국립대 교육시설 민간투자(BTL)사업

¡ 생활형 SOC사업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고용노동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교육시설 민간투자(BTL)사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UNIST 등 과학기술원 교육시설 민간투자(BTL)사업

국무조정실 ¡ 생활형 SOC사업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연구 예산

구분 내용:　2021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 지원 사업
금액

(단위: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단위: 원) 187,131 100.0

1. 사업인건비 - - - -

2. 공공요금
통신료(전화요금 등) 50,000원×12개월 600,000

800 0.4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20회 200,000

3. 수용비

매뉴얼 등 보고서 인쇄료 50원×300쪽×100부×2회 3,000,000

8,681 4.6
정보시스템 보고서 인쇄료 50원×200쪽×30부 300,000

자료 복사비 50원×100쪽×100부×8종 4,000,000

소모품비 1,380,176원×1회  1,380,176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대회의장(관계자 교육 등) 대관·임차료 2,000,000원×1회 2,000,000
7,000 3.7

중 회의실 대실료(협의회) 500,000원×10회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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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 기관 통합유지보수 관련 업체 또는 기관 SI(시스템 통합, SW 개발) 전문 업체 
또는 기관

필요성
-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정보시스템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 개
선, DB·속성정보 갱신 및 유지보수 지원, IT 인프라 유지보수 지원을 통한 교
육시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IT 인프라(HW) 유지보수비 :  통합 유지보수를 위해 NW/HW/SW 등 기반 장
비 라이선스 확보와 장비 성능/장애 관리 및 시스템 운영 지원

- 정보시스템(SW) 유지보수비 :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정보시스
템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DB·속성정보 갱신 및 유지보수 지원 등

예산(천원) 50,000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30.5%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5인×20회(세종시) 2,000,000

13,050 7.0
국내여비(협의회, 조사) 130,000원×5인×17회
(세종시,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

11,050,000

5-2. 국외여비 - - - -

6. 연구정보활동비
도서구입비(민간투자사업 운영 지원 사업)
- 국외지:50,000원×8종×10회
- 국내지:20,000원×4종×10회

4,800,000 4,800 2.6

7. 전문가활용비

민간투자사업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5분야(건축,기술,운영,법률,재무)×2인×5회

10,000,000

39,400 21.1

민간투자사업 세부연구과제 전문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4과제(매뉴얼외 3건)×2인×5회

8,000,000

생활 SOC사업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2인×5회

2,000,000

시설개선 BTL사업 추진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8인×4회

6,400,000

교육 발표 수당 500,000원×7인×2회 7,000,000

원고료 10,000원×100매×4인 4,000,000

번역료 10,000원×200매 2,000,000

8. 회의비

관계자 교육 간담회비 30,000원×50인×2식 3,000,000

23,400 12.5
업무협의 간담회비 30,000원×20인×14회 8,400,000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20인×14회 8,400,000

시설개선 BTL사업 간담회비 30,000원×12인×10회 3,600,000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IT인프라(HW) 유지보수비(통합): 8,612,000원×1식 18,612,000

90,000 48.1
정보시스템(SW) 유지보수비: 31,388,000원×1식 31,388,000

시설개선 BTL사업 기획업무 수행 용역비: 20,000,000원×1식 20,000,000

노후시설의 주요 요구수준 개발 용역비: 20,000,000원×1식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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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1 KEDI 교육시설 포럼 및 국제화 사업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포럼) 우리나라 교육시설․환경 분야의 정책 연구 전문 기관으로서 최신 교육시설

에 대한 관련 지식 및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시설․환경 발전을 위해 핵심 아이디어와 이슈 발굴, 현재 추진되고 있

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진단과 처방, 최근 수행한 연구 및 사업결과의 공유 

등을 통해 정부 부처 및 시․도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전문성 제고, 정부 시

책 학교 현장 착근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지속적인 KEDI 교육시설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시설․환경의 저변을 꾸준히 

확대하고 발전, 고품격화하여 교육시설․환경을 선진화하고자 함.

  ○ (국제화 사업) OECD 등 국제 교육시장에서의 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심 증대와 국제

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우리나라 위상 제고에 따른 교육시설 분야의 적극 대응 필요

    - 지속적인 교육시설 국제 활동 참여에 따른 우리나라 교육시설의 고품격화 및 글로

벌 파트너십 기반 확대

    - 세계적 수준의 교육정책전문기관으로서의 KEDI 위상 제고를 위한 해외 교육시설관

련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국제적 교류 필요

▣ 포럼 주요 성과

  ○ 2006년 KEDI 교육시설 포럼을 시작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시설․환경에 관한 전

문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이어가고 있으며 2020년‘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총 31회 개최함. 이를 통해 아래의 주요 연구 및 성

과물 공유 및 확산, 현장 의견을 연구에 반영한 바 있음.

▣ 포럼 운영 계획(안)

  ○ (일시) 연 1회

           ※ 2021년 연구 추진 상황 및 정부 정책 방향성을 고려하여 일정 조정

※ 센터 주요 연구 및 성과물

- (기본연구)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Ⅱ)-미래형 학습공간 모형 개발, 

2019

- (수탁연구) 고교학점제 시설 운영 특성에 따른 학교 공간 재구조화 방안 연구, 2020

- (수탁연구)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방안 및 시설규모 산정연구, 2018

- (연구자료) 학교사용자 중심의 화재안전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2017

- (연구자료) 학생안전체험교육시설 공간구성 매뉴얼, 2017

- (기술보고) 미래형 학교시설 기준 및 자동 산정 스페이스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1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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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포럼 주제 및 일정 확정 후 진행

  ○ (대상)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학교, 학회, 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150명 내외

     (운영계획) 주제발표 후 좌장 주재의 토론(플로어 질의 및 응답)방식의 심포지엄

  ○ (진행방식) 주제발표 후 좌장 주재 자유토론(플로어 질의 및 응답)의 심포지엄 방식

▣ 국제화 사업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 OECD CELE 참여 활동

  ○ 아시아 최초 OECD CELE-KOREA 국제 컨퍼런스 개최(2012.06.18.~20, 서울)

    - 내용: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대응

    - 참석: 총 131명[내국인: 97명(74%), 외국인*: 34명(26%)]

   * 외국인 참석 현황: OECD 2명, 영국 2명, 스웨덴 3명, 덴마크 2명, 오스트리아 1명, 네덜
란드 1명, 아일랜드 1명, 호주 2명, 일본 13명, 중국 2명, 태국 2명, 몽골, 싱가포르, 인도
네시아 각 1명

    - OECD CELE 홈페이지 등재

    - 2012년 OECD CELE 참가국 이사회에 국제 컨퍼런스 결과 보고(2012.09.27.~28)

  ○ OECD CELE GNE회의(2014.11.05.~11.07/ Genova, Italy)참석 및 발표

    - 2014 Genova ABCD Education Fair 한국 주제(School Facilities in Korea - Past, 

Present, and Future 발표(조진일, 한국교육개발원)

    - (News from Members)한국의 학교안전 정책동향 발표(박성철, 한국교육개발원)

  ○ OECD CELE GNE 회의(2015.9.8.~9.13/ 그리스 아테네)참석

    -  참석자 : 조진일

  ○ 2019 OECD GNEELE 컨퍼런스 및 국제심포지움 참석('19.11.19~21, 일본 동경)

    - 내용 : 효과적인 학습환경 분석 내용 공유, 학교지진안전보고서 내용 공유 등

    - 참석자 : 교육부 정영린 교육시설과장, 전수문 사무관, KEDI 이상민, 조진일, 한

국교육시설학회장 김우영,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김성중

  ○  2020 OECD GNEELE 연차총회 및 국제심포지움 한국 개최('20.10.28~30, 서울 JW메

리어트 호텔)

    - 교육부 및 교육시설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한국에서 OECD GNEELE 컨퍼런스와 

국제심포지움 개최, 우수시설(학교공간혁신) 학교 견학

    ▪ 학교공간혁신 및 학교복합화 등 관련 주제로 국제심포지움 개최하고 부대행사로 

미래학교 모형 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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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교육시설의 정기 교류 활동

구분 주요내용 비용부담

2008.03. KEDI방일
· 유웅상, 류호섭(동아대)
· 한국 교육시설 BTL 소개(강의)

NIER

2009.03. NIER방한
· 신보, 오오타, 코다, 카네코 
· KEDI조직 소개, 관심사 논의 및 BTL학교시설 견학

KEDI
*일부 자체 부담

2010.03. KEDI방일
· 유웅상, 양현오, 류호섭(동아대)
· 공동 연구과제 추진 협의 및 공원학교시설 견학

NIER

2011.05. NIER방한
· 신보, 고바야시, 고쿠보
· 포럼발표, 공동 연구과제 협의 및 교과교실제 학교시설 견학

KEDI

2012.03. KEDI방일
· 유웅상, 김형은, 조일환(교육부)
· 공동 연구과제 추진 협의 및 대학시설 견학

NIER

2013.07. NIER방한
· 사이토, 니시, 하바사키
· 포럼발표, 공동 연구과제 협의 및 대학/초중등시설 견학

KEDI

2014.03. KEDI방일

· 조진일, 강현빈, 김형은
· 한․일 초,중학교 공간조성 비교 결과 보고회
· 한․일 고등학교 공간조성 비교조사 
· 초,중등 학교시설 운영관리비 한․일 비교 연구
· 우수 학교시설 방문 및 견학 

NIER

2015.11. NIER방한

· 이소야마, 푸쿠테, 히라가와, 사이토(자원방문)
· 일본 학교시설의 에너지 절약 대책 연구
· 교육환경의 안전 및 미래에 대응한 시설정책 동향 연구
· 초중등 우수 학교시설 견학

KEDI

2016.06. KEDI방일
· 조진일, 김형은, 최형주
· 우수 친환경 초중등학교 시찰

NIER

2017.11. NIER방한
· 이소야마, 야스다, 히라가와, 타카쿠사기(자원방문)
· 한·일 교육시설 정책 및 동향에 관한 세미나
· 국내 우수시설학교 방문 및 시설탐방

KEDI

2018. 11. KEDI방일
· 박성철, 이상민, 최형주
· 한·일 교육시설 정책 및 동향에 관한 세미나
· 최근 신축된 우수 초중등학교 시찰

NIER

2019. 10. NIER방한
· 탄자와 히로유키, 소우다 기요히로, 나카무라 노부유키
· 학교건축 혁신을 통한 교육혁신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세미나
· 초중등 우수 학교시설 견학

KEDI

2020. 10. KEDI방일 · 코로나로 인한 방일 취소(차년도로 연기) -

▣ 국제화 사업 주요 내용

 □ OECD 교육시설·환경 관련 컨퍼런스 참여 활동

  ○ OECD 교육시설·환경 관련 컨퍼런스 및 국제 심포지움 참석(2021년 11월 예정)

     - 매년 개최하는 OECD 교육시설 관련 컨퍼런스 및 국제심포지움 참석하여 교육시

설 최신 연구 성과 및 우수 사례 관련 정보 교류

    ※ OECD 효과적인 학습환경 전문가회의(Group of National Experts on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s, GNEELE) 사업은 2020년으로 종료되었으며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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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의 새로운 연구과제를 발굴중임. 교육부 국제협력관과 교육시설과는 

향후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추진 예정인 OECD 교육시설·환경 분야 연구사

업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계속 참여할 예정이며,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에서도 OECD 교육시설·환경 관련 사업 및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 예정임

 □ 한‧일 교육시설 정기 교류 활동

  ○ 한국과 일본간 교육시설에 관한 최근 정책 동향, 최신 기술 및 우수사례 발표 등을 

프로그램으로 한 정기 세미나 운영 및 학교시설 견학 등

      * 근거: 한국교육개발원(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과 일본 국립교육정책연구소(문교

시설연구센터)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MOU체결(2006.11.1)

  ○ 교류 조건: 격년(홀수년-한국, 짝수년-일본)으로 상호 초청하되, 최대 3인의 3박 4일 

일정(1일-세미나, 2일-시설견학)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은 초청국에서 부담

      * 2021년도는 한국이 일본을 방문하는 해로써 정기 교류 세미나 및 일본 학교시

설 견학 수행 예정임.

  ○ 일정(예정) : 2021년 하반기(정확한 일정은 추후 일본 측과 협의하여 확정예정)

▣ 사업 추진일정

추진일정
사업내용

2021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OECD 교육시설 전문가회의/국제컨퍼런스(예정)

- 전문가회의/컨퍼런스 참석 기본계획(안) 수립

- 사전업무(공무국외여행심사 등)

- 전문가회의/국제컨퍼런스 참석(예정)

- 사후업무(정산, 결과보고 등)

◦ 한⋅일 교육시설 정기교류

- 기본계획(안) 수립

- 일본방문 사전 준비 

- 일본 방문(세미나 및 국내 학교시설 견학)

- 사후업무(정산, 결과보고 등)

▣ 사업기간

연구년차 (14년차/지속)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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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한글 교육시설 교육정책 민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영문)
(Educational 

Facility)

(Educational 

Policy)
(BTL) (PPP)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기획재정부 ¡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 자료 활용

교육부 ¡ 교육시설 정책 수립을 취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
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279 -

▣ 연구 예산

구분 내용: 2021 KEDI 교육시설 포럼 및 국제화사업
금액

(단위: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단위: 원)
30,000 100.0

1. 사업인건비 - - - -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20회 200,000 200 0.7

3. 수용비

자료집 인쇄(포럼) 70원×250쪽×100부×1종 1,750,000 

3,731 12.4

자료 복사비 30원×200쪽×100부×1종 600,000 

현수막 및 배너 150,000원×2종×1회 300,000 

온라인 초청장 제작 300,000원×1회 300,000 

소모품비 781,070원×1식 781,07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대회의장(포럼) 대관·임차료 2,000,000원×1회 2,000,000 
2,500 8.3

회의장 임차료 500,000원×1회 500,000 

5-1. 국내여비 국내여비(시도교육청,유관기관) 130,000원×3인×3회 1,170,000 1,170 3.9

5-2. 국외여비

OECD 교육시설 국제 컨퍼런스 참석

  

4,799 12.0

- 방문국: 프랑스, 파리

- 출장자: 이상민(부연구워원)

- 출장예정일: 2021년 11월(3박 5일)

·항공료(Economy/왕복) 3,488,500×1인 3,488,500 

·일비 $30×1,210원×5일×1인×1회  181,500

·식비 $81×1,210원×5일×1인×1회 490,050

·숙박비 $176×1,210원×3박×1인×1회 638,880

6. 연구정보 활동비
도서구입비
- 국외지: 50,000원×4종×1회=200,000원 
- 국내지: 20,000원×10종×5회=1,000,000원

1,200,000 1,200 4.0

7. 전문가활용비

포럼발표 및 좌장수당 400,000원×3명×1회 1,200,000 

6,000 20.0

포럼 토론수당 300,000원×3명×1회 900,000 

통역료(일본어↔한국어) 800,000원×1명×3일 2,400,000 

번역료(일본어, 영어↔한국어) 10,000원×50매×1회 500,0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5명×1회 1,0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0명×5회 1,500,000 

4,400 14.7포럼 다과비 8,000원×100명×1회 800,000 

연구진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7명×10회 2,100,000 

9. 외부용역 및 

   부담금
포럼 동영상 제작 6,000,000원×1종 6,000,000 6,000 20.0



- 280 -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1명 

출장 기간 11월(4박 5일)
출장지(방문기관) 프랑스 파리(예정)

출장자 역할

․OECD에서 주최하는 교육시설 국제 컨퍼런스 및 심포지움 참석

․한국의 교육시설 정책 및 KEDI 미래교육공간 관련 연구 성과 보고

․OECD 선진 교육시설 탐방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OECD에서 주최하는 교육시설 국제 컨퍼런스 및 심포지움 참석하여 한국의 교육

시설 정책 및 연구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

․OECD 선진 교육시설 탐방을 통한 한국 교육시설 정책 및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 도출
사업과의 관련성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 전반, 미래교육시설 방향 설정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OECD 교육시설·환경 관련 연구사업 조직 및 관련 정보 공유

․OECD 국가 최신 선진 교육시설 탐방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프랑스 파리는 OECD 본부가 위치한 지역이며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이며, 통상적

으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회원국에서 순차적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므로 개

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개최지는 추후 결정됨
코로나19

장기화 시

예산활용방안

(4.7백만원)

․영문자료 번역 및 보고서 발간 비용 전환 

구체적 기대효과
․해외 선진국과 우리나라 교육시설 정책 및 연구성과 교류를 통한 우리나라 미래 

교육시설 발전에 기여

※ 코로나 19 장기화 시 구체적 예산활용방안

단위 : 천원

코로나19 등으로 국외출장 불가시 대응 계획

대응방안 영문자료 번역 및 보고서 발간 비용 전환

당초계획 변경(안)

비목 금액 비목 산출근거 금액

소계 4,799

국외여비 4,799

전문가활용비
OECD 회의자료 번역

10,000원(영문→국문)×200면
2,000

수용비

번역자료 인쇄: 70원×200면×150부

번역작업 관련 소모품 

구매:699,000원×1회

2,799



- 281 -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 동영상 제작 및 편집이 가능한 전문 업체

필요성

-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 참석자 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하

고, 포럼 개최 영상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정부 부처 

및 시․도 교육청과 학교 현장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 포럼 영상 촬영 및 편집

예산(천원) 6,000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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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명: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Ⅵ)-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임후남 선임연구위원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 UN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17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 국가별로 달성·이행하기 위한 모니터링체제를 갖출 것을 권고

하고 있음.

  ○ 교육분야(SDG4)에서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

생학습 증진”이라는 목표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세부목표 7개와 이를 이행

하기 위한 수단 3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43개의 글로벌·

주제별 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또한 43개의 글로벌·주제별 지표 이외에도 각 국

가의 맥락에 맞는 국가교육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과제

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표 개발·협력은 개도국의 교육발전 수준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들 지표의 산출 및 활용을 위하여 

개도국의 통계역량 향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육정책역량 향상을 목적

으로 함.

◯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진행될 2주기 개도국 교육지표 개

발·협력은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연계하여, 신남방 국가들의 교육통계역

량 강화를 지원하고 교육통계·정보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

단됨.

◯ 개도국 대상 교육지표 개발·협력은 신남방 국가들의 교육 정책 아젠

다 도출을 돕고, 통계컨설팅과 연수를 통해 개도국 교육 발전에 실제적

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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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개발도상에 있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글로벌·주제별 지표

를 자체적으로 생산할만한 통계 조사체계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각 국가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할만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음. 유네스

코통계국(UIS)에서는 대부분의 아시아지역 국가에서 43개 SDG4 글로벌·주제별 

지표가 50% 미만으로 산출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UIS, 2016).

  ○ 이에 UNESCO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공통의 전 지구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개

도국에 대한 통계역량 강화와 교육통계 및 지표의 생산 및 산출에 관한 가이드라

인 개발, 지역(대륙)수준의 교육지표 개발 협력 등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비교적 교육통계의 조사·관리·활용 체계가 발달한 국

가로서 수년전부터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통계 발전에 기여할 것을 국제사회로부

터 요청 받아오고 있음.

  ○ 본 연구 사업은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개도국 스스로 교육통

계 및 지표를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각 국가의 교육발전계획 및 교육정책을 수립

하여 교육발전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부 신남방정책과 연계한 교육통계역량 강화 지원 및 교육의 질 개선

  ○ SDGs와 같은 국제적 흐름 이외에도, 국내에서 국가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상호협

력이 강조되고 있음. 현 정부에서는 “사람 공동체(People)”, “상생번영 공동체

(Prosperity)”, “평화 공동체(Peace)”를 위한 16가지 정책 방향을 골자로 한 신

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2019.4.1.5 인출).

     *신남방 국가(11개국) :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

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인도

  ○ 개도국 대상 교육지표 개발 협력 연구 사업은 16개 신남방정책 목표 중 네 번째

인 “04.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거버넌스 증진 기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짐. 

한국의 교육분야 시스템은 아시아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우수한 편이며,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과 교육통계 및 정보공시의 연계, 공공DB 기반 통계조사 등 교육

통계 및 지표의 생산 및 모니터링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음. 이러한 한국의 교육

통계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신남방 국가들의 교육 관련 공공 행정의 발달과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신남방 국가들의 교육통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세 번째 목표

인 “03. 신남방 지역 학생, 교원, 공무원 대상 인적 자원 역량 강화”에도 기여

함. 교육통계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교육제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중앙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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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공무원, 학교 담당자의 역량을 키울 뿐 아니라 우수한 교육통계 및 지표를 생산

함으로써 학교 현장 개선, 증거 기반 정책 수립, 데이터 기반 연구 지원 등의 인

적 자원 역량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

  ○ 궁극적으로, 교육제도와 정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계관리체제를 갖춤으로써 

전반적인 교육제도의 질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음. 이로써 신남방정책의 여섯 번

째 목표인“06. 신남방 국가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임.

  ○ 이러한 교육지표 개발 협력 사례는 또한 “11. 신남방 각 국가별 맞춤형 협력”

과 교육통계의 정보화·디지털화·빅데이터화에 따른 “10. 신산업 및 스마트 협

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연구 목적

  ○ 개도국의 현실을 감안한 데이터의 효율적 수집 및 관리체계 개선 지원

  ○ 개도국의 교육체제 진단 및 교육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지표 체계 개발 지원

  ○ 개도국의 교육통계 및 지표 생산·관리·활용 역량 개발을 위한 컨설팅 및 공동

연구의 실시

  ○ UN SDGs 교육지표 산출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도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Ÿ 과제명: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I) : 

중장기 실행전략 수립

Ÿ 연구자(연도): 김창환 외(2016)

Ÿ 연구목적: 2016~2025년(10년)간 추진되는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은 개도국의 

교육 수준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교육지표를 

개발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

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여 개도

국의 교육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Ÿ 문헌 분석

Ÿ 개도국 교육통계/지표 

분석

Ÿ 전문가 의견 수렴

Ÿ 국제회의 개최 및 출

장 실시

Ÿ 수요조사

Ÿ 관련 사례 분석

Ÿ 개도국 교육지표에 대한 이론

적 고찰

Ÿ 개도국 교육통계/지표 실태 파

악

Ÿ 개도국 교육통계 진단도구 개

발

Ÿ 개도국 교육통계시스템 구축 

방안 개발

Ÿ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방안 

개발

Ÿ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방

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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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2

Ÿ 과제명: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II):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Ÿ 연구자(연도): 김창환 외(2017)

Ÿ 연구목적: 2017~2019년(3년)간 추진되는 아

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의 교육통

계 실태조사, 진단조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출장 방문조사와 초청워크숍을 통해 교육통계 

종합컨설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Ÿ 문헌분석

Ÿ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

회의

Ÿ 실태조사

Ÿ 수요조사

Ÿ 진단조사

Ÿ 국제회의 개최 및 개

도국 출장 실시

Ÿ 국제기구(UIS)/교육부

와의 협력

Ÿ SDGs 교육지표 국제

회의 참석

Ÿ 이론적 배경

Ÿ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실태조

사

Ÿ 아시아 3개국 컨설팅 요구조사

Ÿ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역량 진

단조사

Ÿ 개도국 초청워크숍

Ÿ 교육통계 종합 컨설팅 계획 수

립

3

Ÿ 과제명: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III):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Ÿ 연구자(연도): 김창환 외(2018)

Ÿ 연구목적: 2017~2019년(3년)간 추진되는 아

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의 교육통

계 컨설팅을  위해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2018년도에 총 2회에 걸친 교육통계 컨설팅

을 추진하고,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Ÿ 문헌분석

Ÿ 아시아 3개국 통계시

스템 분석

Ÿ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

회의

Ÿ 국제회의 개최 및 개

도국 출장 실시

Ÿ 국제기구(UIS)/교육부

와의 협력

Ÿ SDGs 교육지표 국제

회의 참석

Ÿ 이론적 배경

Ÿ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

Ÿ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컨설팅 

실시

Ÿ 개도국 초청워크숍

Ÿ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컨설팅 

중간평가

4

Ÿ 과제명: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IV):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Ÿ 연구자(연도): 박성호 외(2019)

Ÿ 연구목적: 2017~2019년(3년)간 추진되는 아

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의 교육통

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2019년도에 총 2회에 

걸친 교육통계 컨설팅을 추진하고, 최종평가

를 실시하고 향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Ÿ 문헌분석

Ÿ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Ÿ 국제회의 개최 및 개

도국 출장 실시

Ÿ 국제기구(UIS) 및 유

관기관과의 협력

Ÿ SDGs 교육지표 국제

회의 참석

Ÿ ODA 전문성 신장 연

수 참여

Ÿ 이론적 배경

Ÿ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컨설팅 

실시

Ÿ 개도국 초청워크숍

Ÿ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컨설팅 

결과

Ÿ 2주기 교육통계·지표 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모델 개발

5

Ÿ 과제명: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Ⅴ):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Ÿ 연구자(연도): 김창환 외(2020)

Ÿ 연구목적: 2020~2022년(3년)간 추진되는 아

시아 3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

스탄)의 교육통계 실태조사, 진단조사, 수요조

사를 실시하고, 출장 방문조사와 초청워크숍

을 통해 교육통계 종합컨설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Ÿ 문헌분석

Ÿ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

회의

Ÿ 아시아 3개국 통계시

스템 분석

Ÿ 국제회의 개최 및 개

도국 출장 실시

Ÿ 국제기구(UIS)/교육부

와의 협력

Ÿ SDGs 교육지표 국제

회의 참석

Ÿ 이론적 배경

Ÿ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실태조

사

Ÿ 아시아 3개국 컨설팅 요구조사

Ÿ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역량 진

단조사

Ÿ 개도국 초청워크숍

Ÿ 교육통계 종합 컨설팅 계획 수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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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 2016년도: 기초연구

  ○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강화 방안 수립

  ○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방안 수립

  ○ 개도국 중점협력국가 초청 워크숍 개최

  ○ UIS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2017~2019년 1주기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 교육통계 컨설팅 성과 : 대상 국가의 교육통계 관련 법 개정, 교육통계 예산 확보, 

통계 인력 확충, 교육통계 센터 확충, 인력예측센터 설립, 교육통계 조사지침 개

정, 교육통계조사지 개선

  ○ 교육통계 역량 개발 워크숍 성과 : 한국의 교육통계 발전 경험 공유, 한국의 통계

현장 견학, 국제교육통계 동향 공유, 통계 인식 제고 등을 통한 국가별 교육통계

담당자 역량 제고

  ○ 한국의 우수한 교육통계모델의 해외 확산 : 각종 정보시스템(NEIS, 정보공시, 국

세DB 등) 연계 통계조사 및 서비스 등 한국의 모델을 아시아 국가들에 확산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

Ÿ 과제명: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Ⅵ):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Ÿ 연구자(연도): 임후남 외(2021)

Ÿ 연구목적: 전체 연구(2016~2025) 중에서 6차

년도, 2주기(2020~2022) 2차년도에 해당하

는 연구로서, 그간의 연구추진성과를 점검하

고, 컨설팅 전략 및 방안을 정교화하는 한편, 

코로나 상황이 촉발한 국제협력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Ÿ 특히 SDGs 교육지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

는 통계컨설팅 사업은 국내 최초라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음. 2주기

에서는 정부의 신남·북방 정책과 연계하여 사

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및 국내유관단체와

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연구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음.

Ÿ 문헌분석

Ÿ 대상 3개국과의 공동

연구 수행 체제 구축 

: 협약을 통한 역할분

담 등 명시 

Ÿ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회의

Ÿ 온라인 국제회의 및 

워크숍 개최 

Ÿ 해외 출장 :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여부 결

정. 최소한의 예산 배

정 

Ÿ 국제기구(UIS)/ 교육

부/ SDG4-교육2030 

협의체와의 협력 

Ÿ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

키스탄 등 3개국 대상의 교육

통계 및 교육지표 개발 관련 

컨설팅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

고 그 결과, 각국의 교육통계 

및 지표 현황과 실태, 요구와 

수준 등을 파악하며 주요 이슈 

및 과제를 도출하여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함. 

Ÿ 기존의 현지방문 및 초청을 통

한 컨설팅 중심의 연구 추진 

방식을 온라인 맞춤형 블렌디

드 협력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Ÿ 2020~2022년(3년)의 교육통

계 및 교육지표 관련 컨설팅 

및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각국

의 통계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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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수준의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및 유관 네트워크 구축: 

유네스코 통계국(UIS), 유네스코 방콕,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 ASEAN 

등과의 아시아 지역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

  ○ 교육통계 관련 ODA 사업으로 확장 : 본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KOICA 

글로벌연수 정부부처제안사업 시행 계획(KOICA, 2019.3)에 “교육통계 조사·분석 

활용을 위한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이 포함되어 사업 시행이 확정되었으나 코

로나 상황으로 연기됨. 2021년 코이카(KOICA)와의 연계 협력에 따라 사업의 수행

여부 결정 예정. 

□ 2020년도: 2주기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 기초연구

  ○ 개도국 교육통계실태 파악 및 수준 진단

  ○ 컨설팅 대상 국가의 요구 분석

  ○ 2주기 컨설팅 계획 수립 및 2주기 1년차 컨설팅 실시

  ○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교육통계 역량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그림 1] 주기별 전체 연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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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추진방법

□ 개도국 교육지표 관련 이론 및 정책 동향 분석

○ 개도국 교육지표, SDGs 교육지표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분석

 - 국내외 아시아 국가 교육지표 (SDG4) 관련 분석 연구 중심 

○ 개도국 통계역량 및 컨설팅과 관련된 문헌 분석

 - 디지털 데이터 확산 및 통계 데이터 수집 방식의 변화 등 중심

○ 아시아 3개국의 교육실태 및 교육통계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분석

 - 주요 정책 이슈 및 목표 중심 

□ 개도국 교육통계·지표 실태 및 역량 조사·분석

  ○ 대상 국가의 교육통계제도, 교육통계 조사·관리·활용 실태 진단

   - 21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심층 분석 및 진단 

  ○ 대상 국가의 교육통계·지표 역량 진단 조사 실시 및 분석

   - 교육통계 수준 진단의 기준 마련 

□ 온라인 회의를 통한 컨설팅 및 협약에 의한 공동연구 수행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현지방문 및 초청 협의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온라인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

  ○ 대상국 연구진의 참여를 강화하여 스스로 진단하고 과제를 도출하며, 이를 공유

하고 협의 

   -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협약서 체결, 협약서를 근거로 하는 연구비 집행 예정 

  ○ 국가별 맞춤형 교육통계·지표 개발을 위한 과제 도출 및 개선방안 협의  

□ 아시아 국가 교육통계·지표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및 워크숍 개최

  ○ 교육통계 및 지표 관련 한국의 성과 및 미래 전략 등 공유

   - 내용 영역 : 법·제도 및 조직, 통계시스템 및 인프라, 조사체계, 서비스 및 활용, 

지표 개발 및 관리, 신규통계 개발 등

   - 학제/대상별 :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취업·고용, 평생교육, 학교 밖 

아동·청소년, 학생평가 등 

     * 대상국가의 수요를 파악하여 영역 및 주제를 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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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정부부처와의 협력 및 전문가 자문을 위한 협의회 개최

  ○ 유아교육·보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취업·고용, 평생교육, 학교밖 아동·청

소년, 학생평가, 교육행정정보, 정보공시 등 교육통계·정보 관련 국내 유관기관과

의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및 자문

  ○ SDG4 관련 유관기관(SDG4-교육2030 협의체*), 관련부처(외교부, KOICA, 교육부,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교육원 등)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SDG4-교육2030 협의체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대학교

육협의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 유지 및 확대 

  ○ 유네스코 통계국(UIS), 유네스코 방콕사무소(UNESCO-Bangkok), 유니세프 아시아

태평양지역사무소(UNICEF EAPRO) 및 지역 협의체(ASEAN) 등 주요 아시아 지역 

국제 기구와의 연계 협력 

  ○ 국제 및 아시아 SDG4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통계 역량 강화 관련 국제 협력 참여 

  ○ 1주기 대상국가(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등)를 포함하여 교육통계 및 지표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협력 

▣ 연구 추진일정

주요 추진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행계획 작성 및 심의

문헌
분석

․ 교육통계 및 지표 개발
․ 국제개발협력 동향
․ SDG4 모니터링 관련  

조사 및 
분석 

․ 조사(+ 추가조사)
․ 현황과 이슈 분석
․ 통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협의
(면담)

․ 협약서 체결(양자협력)
․ 진단 및 수요 분석 
․ 과제도출 및 이행전략 수립 

국내외 
협업 

․ 국제 포럼(워크숍)
․ 글로벌 연수 참여
․ K-SDG4 관련 

중간보고서 작성 및 심의 

최종 보고서 작성 및 평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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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간

연구년차 (6/10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한글

(영문)

개도국

(developing

country)

교육지표

(education

indicator)

지속가능
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컨설팅

(consulting)

교육통계

컨설팅

(education

statistics

consulting)

▣ 주제어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국제협력담당관 주관 교육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실천할 수 있으며, 교

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과제 발굴에도 활용 가능

¡ 교육통계과와 협력하여 국내 교육통계·지표 개발 우수사례의 국내·외

확산
외교부

(KOICA)

¡ KOICA의 개도국 대상 교육사업(특히, SDGs 사업) 아이템 발굴 및 과제

수행에서 동 연구 결과 활용 가능

¡ 본 연구를 토대로 SDGs 관련 교육분야와 관련한 KOICA 글로벌 연수 사

업 발굴 가능
기획재정부 ¡ 개발협력 주무 부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발전경험 공유사업(KSP)

100대 과제 중 교육관련 지원 사업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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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단위) 105,817 10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긴급) 10,000원×25회 250,000 250 0.2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500매×400부 10,000,000

12,631 12.0복사 및 제본비 50원×200매×200부 2,000,000
소모품비 63,035.7원×10회 630,357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여료 1,000,000원×1회×3실 3,000,000 3,000 2.9

5-1. 
국내여비

국내여비(세종시 등) 130,000원×6명×3회 2,340,000 2,340 2.2

5-2. 
국외여비

① 국제기구(UNESCO, UNICEF, ASEAN,
SEAMEO 등) 협력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
- 출 장 지 : 태국, 방콕(다등급)
- 출 장 자 : 연구진 5명
- 출장기간 : 9월(예정, 4박 5일)

　

11,459 10.8
항공료(이코노미/왕복) 1,000,000원×5명 5,000,000
숙박비 $130×1,210원×5명×4야 3,146,000
일비 $35×1,210원×5명×5일 1,058,750
식비 $58×1,210원×5명×5일 1,754,500
② 준비금 100,000원×5명 500,000

6. 연구정보활동비
도서구입비 80,000원×42권 3,360,000

3,527 3.3
영상회의비(ZOOM) 167,000원×1회(1년)     167,000 

7. 
전문가활용비

공동연구진(영역전문가) 연구자문료
500,000원×4명×10개월

20,000,000

63,500 60.0

전문가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4명×3회 2,400,000
워크숍 발표수당 200,000원×5명 1,000,000
국가별 원고 작성비 4,000,000원×3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12,000,000 

국가별 원고 번역료 4,000,000원×3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12,000,000 

국가별 전문가 회의비 2,000,000원×3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6,000,000 

중간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회 500,000
최종보고서 평가수당 200,000원×7명 1,400,000
국제 지표 자료집 원고용역료 2,000,000원×1회 2,000,000
컨설팅 보고서 번역료 5,000,000원×1회 5,000,000

8. 회의비
연구진 및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7명×11회

5,610,000      5,610 5.3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2주기 교육통계 컨설팅 워크숍을 위한 온라인 
송출 외부용역비 3,500,000×1회

3,500,000 3,50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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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주관부서 및 인원 교육지표연구실, 5명
출장 기간 03, 09월 (4박 5일) * 코로나 상황 추이에 따라 결정 예정 

출장지(방문기관) 태국(유네스코 방콕사무소.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출장목적 ․국제기구와의 아시아 지역 교육통계·지표 역량 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

출장자(역할) ․연구책임자 : 국제기구 담당자와의 협력 방안 논의 및 네트워크 구축․공동연구자 : 한국사례 발표, 참여 국가와의 세부 협력 방안 논의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아시아 국가 대상 교육통계·지표 역량 개발 협력을 위해 협력국가와의 직접적인 협
력 뿐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체계 구축

․아시아 지역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국제기구가 가진 아시아국가 네트워크 활용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유네스코 방콕사무소는 UNESCO의 아시아지역 총괄사무소로, UNESCO 통계국

(UIS)와 공조를 통해 SDG4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교육지표 모니터링과 그와 관련한

역량 강화 지원 총괄하고 있음.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UNICEF EAPRO)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는 아시아 지역 및 태평양지역 국가들에 대한 교육

원조 및 협력을 총괄하는 기구로, 아세안(ASEAN)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자간 협력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있음.

․UESCO 방콕사무소 및 UIS 역시 교육통계·지표 역량 강화를 UNICEF EAPRO 네트워

크를 통해 수행하고 있음.
코로나19

장기화 시

예산활용방안

․ 한국 교육통계 성과와 미래 전략 (컨설팅 자료)의 영문 발간 

․ 또는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플랫폼 구축 관련 종합전략 수립 

구체적 기대효과
․국제기구 네트워크 협력망을 통한 사업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이며 안정적인 수행

․국제기구의 역량 개발 협력과 동조한 국제수준의 교육통계·지표 컨설팅 체계 구축

※ 코로나 19 장기화 시 구체적 예산활용방안

단위 : 천원

코로나19 등으로 국외출장 불가시 대응 계획

대응방안
․ 한국 교육통계 성과와 미래 전략 (컨설팅 자료)의 영문 발간 

․ 또는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플랫폼 구축 관련 종합전략 수립 

당초계획 변경(안)

비목 금액 비목 산출근거 금액(천원)

소계 11,360

국외여비 11,360
전문가활용비 번역료 200,000x5명x5회 5,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연수 플랫폼 구축 종합전략 수립 

6,360000원x1식
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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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용역 현황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컨설팅대상 3개국, UIS, UNESCO-Bangkok, ASEAN, SEMEO
등 국제기구 담당자,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 및 관련 부처 관계자, 연구진 및 

컨설팅단

필요성
교육통계 조사·관리·활용 및 지표 생산 관련 한국의 성과와 이슈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하며,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 관련 역량을 개발하고자 함. 

주요내용 아시아 국가 교육통계·지표 역량 개발을 위한 국제 워크숍 

예산(천원) 3,500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약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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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Ⅸ)

▣ 연구제안자

   ○ 김은영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이 연구는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대학교육의 투입, 과정, 산출에 

관한 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대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질 개선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이 연구는 교수·학습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광범위한 실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국가 및 대학 차원

에서 대학교육의 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기초연구로 분류함.

○ 조사 자료의 분석 및 해석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정

책방안이 제시될 것이지만, 정책개발의 기반이 되는 전국 수준의 

교수·학습 데이터베이스 구축 또한 매우 중요한 연구목적임. 따라

서 정책연구보다는 기초연구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개요】본 연구는 2013∼2017년 사이 5개년에 걸친 1주기 연구를 거쳐 2018∼2022

년까지 새롭게 5개년 연구에 착수함. 2021년 연구는 2주기 연구의 4차 년도이자 전

체 10개년 연구 중에서 9차 년도에 해당함 

□ 대학입학자원의 다원화 

  ○ 21세기 들어 국내 대학이 겪는 커다란 변화가운데 하나가 대학입학자원의 변화

임. 인구절벽에 의한 단순한 양적 감소만이 아닌, 대학입학생의 사회문화적 배경

과 경험, 대학교육의 수요 등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국내 대학이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파악과 정보 축

적이 필요한 현실임.

□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와 대학교수의 교육역량 제고 요구

  ○ 대학생의 학습효과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강의식 수업이 아닌 다

양한 학습전략 및 학습방법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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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하기 위한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임. 또한 교수학습법 

및 학습전략의 변화는 강의를 통한 수업운영 방식에 익숙한 교수들 역시 변화한 

교육역량과 인식을 요구하고 음. 대학의 교수학습과정을 파악·분석하는 것을 기

본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대학교육의 변화하는 모습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라는 고등교육 정책 기조

  ○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적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2020년 교육부 고등교육 분야 업무계획에는 “지자체, 대학 등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가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 자율적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하며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고, “자율적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등이 제시되어 있음

  ○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운영,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등

의 운영 정책 등은 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과 함께 

대학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포함하고 있음

 □ 조사 대상 확대와 모듈의 변화  

   ○ 2019년 연구과정에서 교원양성기관의 참여 요구가 있었고, 신입생 대상의 설문조

사에 더하여 데이터의 분석까지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관 연구사업심의회의 결정이 있었음. 이와 같은 요구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서는 학습과정분석 모형의 재설정, 설문조사 도구의 영역 및 구성 및 조사 체계

에 변화가 필요함

 □ 인재상의 변화에 따른 교육내용과 체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축적 필요  

   ○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치중하였던 교육의 목적이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건전

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으로 재 정의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교육적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의 축적은, 증거기반의 정책적 

결정을 강조하는 현재의 정책 방향성으로 볼 때 의미 있는 작업임. 현재 우리나

라에서 고등교육을 수행한 학생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역량이 육성되

는 지, 이에 대한 대학의 접근 방식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학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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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대학교육의 투입, 과정, 산출에 관한 양적,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 제고 노력을

점검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는 등 질 제고 전략을 탐색하는 데에 목적을 둠

○ 5개년 연구 계획에 따라 2021년 연구에서는 2020년에 개선된 조사도구, 모듈형 

조사체계 및 분석모형을 적용하여 대학 현장에서 요청되는 조사수요를 적극 반영

하고자 함

○ 대학 현장 및 고등교육 통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하여 설문 조사 

결과로 생산된 데이터의 분석 수준을 다양화․심화를 통해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

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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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I-III)
(유현숙 외, 2010~2012)
- 대학의 교수․학습과정 분석을 위
한 전국 규모 조사를 통해 데이터
에 기반한 학습과정 개선 대안 모
색

- 문헌연구: 대학생 학습과정 조사를 위
한 기존의 도구 종합적 검토 

- 설문조사: 4년제 대학생 학습과정 조
사

- 대학의 교수․학습개발센터와의 
공동 웍샵 개최

- 정책세미나 

- 대학생의 학습경험 관련 이론 종합
- 학습과정 구성요소 추출
- 대학생의 학습과정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및 표준화

-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조사 실시 
및 조사에 기반한 정책 대안 제시

2

교수-학습체제 개선을 통한 대학유형
별 학부교육 강화 방안
(배상훈 외, 2012)
- 학생들의 교수․학습 참여 현황을 
조사하고, 대학 유형별 차이를 분
석하여, 효과적인 학부교육 강화 
방안을 제안

- 설문조사: ACE 사업 참여 대학 22개
교와 사업 탈락한 10개교 학생 조사

- 전문가협의회

- 대학 학부교육 정책 진단
- 지역과 규모 기준으로 대학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학생 참여 실태 진단

- 대학 학부교육 발전 방안 제시

3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 (Ⅰ~Ⅴ)
(유현숙, 최정윤 외, 2013~2017)

- 전문가 협의회
- 설문조사: 4년제 대학 학생 (5개년), 4년
제 대학 교수 (3개년), 전문대학 학생 
(2개년), 전문대학 교수 (1개년) 등을 대
상으로 실시 

- 면담을 통한 사례 분석 
- 교육정책포럼 개최 등 

- 조사도구의 개발 및 개선, 타당화 
- 전국 수준의 대규모 설문조사 자료의 
수집 및 관리

- 대학 교수․학습 실태 및 수준 진단
- 대학 교수․학습 성과의 유의미한 영
향요인 분석 

-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를 위한 대학 
역량진단체제 구축 방안 제안 등

4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 (Ⅵ)
(임후남 외, 2018)

- 전문가 협의회 : 대학 교수․학습 역
량 진단을 위한 분석모형 개발

- 설문조사: 4년제 대학 학생 (5개년), 4년
제 대학 교수 (3개년), 전문대학 학생 
(2개년), 전문대학 교수 (1개년) 등을 대
상으로 실시 

- 교육정책포럼 개최 등 

- 1주기 NASEL(2013~2017) 조사데이터 
정리 및 관리 

- 기존 조사문항 개선 및 분석모형 타
당화 

- <대학생 학습 참여 관련 실태 및 특
성, 영향 요인, 유형화 분석, 대학 교
수․학습 지원 효과 관련 결정요인 
및 제반의 영향요인 등

- 2주기 조사체계개선을 정책방안 제시 

5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 (Ⅶ)
(남신동 외, 2019)

- 전문가 협의회: 모듈형 조사체계 구축 
및 조사도구 개선

- 델파이조사: 조사수행체계 개선관련 
의견수렴

- 설문조사: 일반대학 학생 및 교수, 전
문대학 학생 및 교수 등 4종의 온라
인 설문조사 실시 

- 대학 교수학습 실태 및 수준 분석
- 대학 수준의 조사자료 사례분석
- 교육정책포럼 개최

- 2주기 조사기반이 될 모듈형 조사체
계(공통조사 + 부가조사) 구축 및 
조사도구 개선

- 대학교수학습 실태 및 수준 분석
- 대학 교수·학습 성과 관련 영향요인 

분석 및 대학 연계분석 등
- 대학 현장의 교수·학습 성과관리 지

원을 위한 조사수행체계 개선 방안 
제안 등

6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 (Ⅷ) (수행중) (김은영 외, 2020)

-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생과 교
수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여 질 제고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대
학차원의 질 관리 및 제고 노력을 
지원 

-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분석 
- 전문가 의견조사 : 전문가 협의회 또
는 델파이 조사 등

- 대학 교수·학습 모듈조사 조사체계 안
정화 및 개선

- 전국 수준의 대규모 설문조사 : 일반
대학 학생 및 교수, 전문대학 학생 및 
교수 등 4종의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작업반을 통한 대학 교수․학습 현안
에 대한 다양한 분석 :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주제 및 방법을 
통한 분석 실시

- 정책포럼 개최를 통한 연구성과의 확산

- 모듈조사의 목적 및 개념을 보다 명
료화 하고, 대학을 둘러싼 사회경제
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자료 수집 
및 분석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모듈 조사체계를 구축함

- 설문문항 개선: 공통설문문항 개선, 신
입생 조사 항목 개선, 교원양성기관 
문항 개발, 교수조사도구 통합

- 대학 교수·학습 분석 모형, 진단기준 
과 조사 문항의 정합성 제고

- 수집된 자료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실시하여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 차원과
대학 차원의 자료 및 정보 활용 방안
과 전략을 모색 

본 연구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 (Ⅸ)
-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생과 교
수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여 질 제고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대
학차원의 질 관리 및 제고 노력을 
지원 

-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분석 
- 전문가 의견조사 : 전문가 협의회 또
는 델파이 조사 등

- 설문조사도구 정련
- 전국 수준의 대규모 설문조사 : 일반
대학 학생 및 교수, 전문대학 학생 및 
교수 등 4종의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작업반을 통한 대학 교수․학습 현안
에 대한 다양한 분석: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주제 및 방법을 
통한 분석 실시

- 정책포럼 개최를 통한 연구성과의 확산

- 주제선정에 따른 모듈조사문항 추가 
개발

- 설문문항 개선: 공통설문문항 개선, 신
입생 조사 항목 개선, 교원양성기관 
문항 개발, 교수조사도구 통합

- 대학 교수·학습 분석 모형, 진단기준 
과 조사 문항의 정합성 제고

- 수집된 자료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실시하여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 차원과
대학 차원의 자료 및 정보 활용 방안
과 전략을 모색

<표 1> 과년도 연구 및 주요 선행연구 대비 9차 연도 연구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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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성과 요약 : 과년도 연구(2013년~2020년)의 성과와 발전 과제

 

연도
1주기(2013∼2017) 2주기(2018∼202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부제 ‧ 대학 교수‧학습 
역량진단기준 개발

‧ 4년제대학 
교수․학습 역량 

진단

‧ 대학 유형별 
교수‧학습 

역량평가(체제)다
양화: 4년제, 
전문대학

‧ 대학 유형별 
교수‧학습역량 
평가체제 구축: 
4년제, 전문대학

‧ 대학 교수‧학습 
역량 진단체제 

확립
- - -

조

사

대

상

일반대

대학생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일반대

대학교

수

‧ 신규 조사 도구 개발 ‧ 예비조사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전문대 

학생
‧ 신규조사도구 개발 ‧ 예비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전문대 

교수

‧ 신규조사도구 
개발

‧ 예비 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대학원

생
‧ 신규 조사 도구 개발 - - - - -

중점 

추진

내용

‧ 4년제 대학 
교수‧학습역량 
진단기준 개발

‧ 4년제 대학 
교수‧학습역량 

진단

‧ 4년제 대학 
교수‧학습에서 
학생-교수 간 
인식차이 분석

‧ 전문대학 
교수‧학습역량 

진단기준
‧ 대학효과 분석

‧ 교수-학생 
인식차이 분석

‧ 대학 유형별 
교수와 학생 

조사를 활용한 
교수․학습 

역량진단 체제 
확립

‧ 다년도 데이터 
활용한 대학 간 
효과 및 대학 내 

효과 분석 
‧ 교수․학습 역량 
진단 체제 구축의 
논리, 이슈 종합 

및 추진 전략 제시

‧ 대학 교수․학습 역량 
진단기준에 따른 

실태 및 수준 분석
‧ 주요 연구 
주제(대학생의 

학습참여, 교수․학습 
지원 효과)에 따른 
대학 간, 대학 내 

효과 분석
‧ 대학 교수․학습 조사 

및 분석체제의 
타당성 점검 및  
개선 방안 제시

․ 모듈형 
조사수행체계의 

구축을 통한 최근 
조사수요의 적극적 

반영
․ 대학의 교수학습 

역량에 대한 
진단기준 적용을 
통한 조사테이터 
분석 수준의 심화 
․ 대학현장의 

생산․보유 테이터의 
연계 분석을 통한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용도 증진

․ 모듈형 
조사수행체계 

안정화 및 최근 
조사수요의 적극적 
반영하여 도구개발
․ 대학의 교수학습 

분석 모형 및 
진단기준, 

조사도구의 정합성 
제고 

․ 분석주제 및 방법의 
다각화를 통한 
조사 정책적 
활용도 증진

<표 2> 대학의 교수 학습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Ⅰ∼Ⅷ) 추진 현황

□ 조사도구의 개발 및 전국 수준 대규모 대학 교수학습 자료의 수집  

  ○ 자료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생 및 교수 설문 조사

지를 개발하고 매년 개선함. 또한 조사에 참여하는 학교와 학생, 교수의 수는 매

년 증가해 종단적 자료는 아니지만 일부 학교의 경우, 시계열 자료를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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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3∼2019년 대학 교수․학습 설문조사 응답현황

(단위 : 교, 명, %)

 ○ 향후 보다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사수

행체계를 지속적으로 재정비학 위해, 최근 대학 교수․학습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한 

조사문항의 개선, 대규모 조사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조사수

행체계의 지속적인 개선 및 안정화가 필요함 

□ 대학 교수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  

 ○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관련하여 대학의 교수·학습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여 매년 진단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대학 교수학습의 실태와 수준에 대한 

시계열적 추이를 분석․제시하여 왔음. ※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에 있어서 매우

시사점이 많은 학생과 교수 간의 교수·학습 실태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대학 교수·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교수학습 과정 요인의 중점적 규명 등

구분 분석 내용

1차 년도(‘13년) ․대학생 교수․학습성과 영향요인 탐색

2차 년도(‘14년) ․대학생 교수․학습성과 영향요인 분석

3차 년도(‘15년)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영향요인 분석

4차 년도(‘16년)

․4년제 대학생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 영향요인 분석

․교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대학 특성 탐색

․전문대 학생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 영향요인 분석

5차 년도(‘17년)

․4년제 대학생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 영향요인 분석

․4년제 대학 교수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대학 특성 탐색

․전문대 학생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 영향요인 분석

․전문대 교수의 조직몰입 영향요인 분석

6차 년도(‘18년)

[대학생의 학습참여 실태 및 특성]

 ․일반대학 학생의 학습 참여 유형과 영향 요인

 ․전문대학 학생들의 학습 참여 특성 탐색

 ․학생이 경험하는 협력적 학습의 교육적 효과 분석

 ․일반대학 학생의 고효과 학습경험

[대학 교수․학습 지원의 효과]

<표 4> 2013 ∼ 2019년 대학 교수․학습 관련 주제별 분석 현황

구분 대학 유형 
참여대학 수 응답인원 

학생 교수 학생 교수
1차 년도(‘13년) 일반대학 40 28,095

2차 년도(‘14년) 일반대학 62 42,673
3차 년도(‘15년) 일반대학 70 59 48,357 2,087

4차 년도(‘16년)
일반대학 65 56 42,230 2,465
전문대학 28 13,038

5차 년도(‘17년)
일반대학 68 64 36,037 2,041
전문대학 28 27 12,089 607

6차 년도(‘18년)
일반대학 69 63 33,409 2,024
전문대학 35 33 14,168 821

7차 년도(‘19년)
일반대학 76 69 41,225 2,619
전문대학 30 29 10,794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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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년도 연구 수행은 ‘체제모형’을 전제하여 교수·학습 성과 중심 또는 학습경

험이나 학습참여 중심의 분석을 수행해왔음. 향후 조사된 자료가 정부 차원 또는 

대학 차원에서 고등교육 질 보장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최근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사수요의 파악‧발굴, 조사문항 개선 및 타당화, 분석주제의 

심화, 다각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정부 및 대학 차원의 대학 교수·학습 질제고 전략 탐색 

   ○ 과년도 연구(2013∼2019년)에서는 대학차원에서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할 수 있

는 전략과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는 한편, 대학 간 효과(차이) 분석 등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전략 등을 제안하였음. 한편, 각 조사 연도별로 개별적

인 형태로 제시되면서, 중장기적인 전략과제 및 추진로드맵이 체계적으로 제공

되지는 못한 측면이 존재. 

   ○ 향후 2주기 연구(2018∼2022년)에서는 다각도로 제시된 전략 및 정책방안을 가로

지르는 중심 이슈를 발굴하고, 개별 제안 내용들이 체계화될 수 있는 프레임웍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2주기 1차 년도인 2018년(Ⅵ) 연구에서 제시된 “교수학습 분석 모형(안)”

에 대해서 2020년(Ⅷ)에 개선된 조사도구를 바탕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개선하고, 

2021년(Ⅸ)에 분석 모형에 따른 진단기준 및 조사도구를 제안하여 교수․학습 질 

제고를 위한 전략방안을 구조화(국가차원, 대학차원 구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구분 분석 내용

 ․일반대학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의 결정요인 및 효과

 ․전문대학 교수-학생 상호작용 실태 및 교수․학습 성과와의 관계

 ․일반대학 교원의 도전적 학습 독려에 미치는 영향요인 탐색

 ․전문대학 교수․학습 지원체제의 상대적 효율성 탐색

7차 년도(‘19년)

[대학 수준에서 개인정보로 매칭한 데이터 연계·분석 시도]

◦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어떻게 증진될 수 있는가?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경험이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주제 1)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학생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A대학교 사례 분석) 

 ․(주제 2)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B대학교 사례 분석)

[전국 단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대학에서 교수학습 질 제고를 위한 우선적인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주제 ３) 대학생 학습 참여 유형 분석 : 저성과자 분석을 중심으로  

 ․(주제 4) 대학생 학업 중단 영향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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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8년 6차년 연구(Ⅵ)에서 제시된 대학 교수․학습 분석 모형(안)

* 출처: 임후남 외(2018), 507.  

 ▣ 주요 연구내용

<표 5> 2주기(2018~2022)  연차별 계획 (안)

영역 2018 2019 2020 2021 2022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대학 교수학습 

실태 및 진단을 

위한 타당한 조

사 체제 확립 

• 일반대 대학 조

사 (학생, 교수)

• 전문대학 조사 

: 학생, 교수 

• 조사체계 효율

화 방안 마련

-모듈형 설문조 

사 체계 등 조

사도구 개선방

안 마련 

 • (학생) 모듈형 

조사체계 도입 및 

문항 개발 

-일반대, 전문대 

학생 설문 통합

-신입생 조사 등 

모듈형 조사도

구 개발

• (교수) 일반대, 

전문대 교수 대상 

조사 도구 개선

- 학생 공통설문 

문항 개선에 따

른 연계 문항 

재정비 

 • (학생) 대학생 

대상 모듈형 조사

도구 추가 개발 

- 공통조사 문항 

수정․  타당화

- 진단기준 관련 

부가문항 추가 

개발 및 타당화

• (교수) 일반대, 

전문대 교수 대상 

조사 도구 개선

 - 기존 문항 개선

• 주제선정에 따

른 모듈 조사 개

발

- 신입생의 경험

- 교원양성기관 

미래 교원 역량 

교육 교수학습

 

• 학생 대상 모듈

형 조사 체계 수정․  
타당화 

- 공통조사 문항 

수정․  타당화

- 모듈조사 문항 

추가 개발․ 수

정 및 타당화

• 교수 대상 조사 

도구 개선

- 교수자 역량 관

련 고유 문항 

개발

 

• 주제선정에 따

른 모듈 조사 개

발

- 대학의 입학자

원 다양화 관련

-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 관련

• 학생 대상 모듈

형 조사체계 확립 

- 공통조사 문항 

수정․  보완

- 부가조사 문항 

수정․  보완 

• 교수 대상 조사 

체계  개선

- 교수역량 문항 

수정 및 타당화  

• 주제선정에 따

른 모듈 조사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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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9차 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 모듈형 조사 체계의 구축6) : 공통 설문(core survey) + 모듈 설문(topical modules) 

  - (공통설문) 모듈형 조사체제는 조사수행체계의 효율성과 더불어 최근 사회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수․학습에 관한 다변화되고 있는 조사수요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현장에 보다 밀착된 조사도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큰 이점을 갖고 있음. 2019

6) 모듈형 조사체제의 구축 방안은 2018년 연구에서“조사부담은 줄이면서 수요는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과제” (임후남, 

2018: 518)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미국 학생설문조사의 경우에도 점차 모듈 조사를 확대해 오고 

있다. 조사 수요를 공통 설문조사를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듈 조사체제를 통해 충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현재 

NSSE에서는 학업지도(academic advising), 사회참여(civic engagement), 전용가능성 높은 기술의 개발(development of 

transferable skills), 정보 리터러시 경험(experiences with information literacy), 글쓰기 경험(experiences with writing), 

신입생 프로그램 및 편입(firt-year experiences and senior transition), 글로벌 학습(global learning), 다양성에 대한 포용

성과 참여(inclusiveness and engagement with diversity), 기술공학 경험(experiences with technology) 등 9개의 모듈 

조사도구가 마련되어 있다. 출처: nsse.indiana.edu/html/topical_module_participation.cfm (2018. 9. 30. 검색), (임후남, 

2018: 519., 재인용) 

데이터 분석 

(대학 교수·학습

의 실태와 수준

에 대한 유의미

한 분석) 

• 일반대 교수학

습 분석 : 실태 

및 수준, 영향요

인 분석 등 

• 전문대 교수학

습 분석 : 실태 

및 수준, 영향요

인 분석 등 

• 교수학습 분석 

모형 제시

• 4년제 대학 교

수학습 분석 : 실

태 및 수준, 영향

요인 분석 등(심

화) 

 • 전문대 교수학

습 분석 : 실태 및 

수준, 영향요인 분

석 등(심화) 

 • 대학 생산․ 보

유 데이터 연계 

분석 시도  

• 일반대학, 전문

대  교수학습 분석 

: 실태 및 수준, 

영향요인 분석(분

석 설계 수정․ 심

화) 

• 대학 교수학습 

모형 개선 

• 대학 생산․ 보

유 데이터 연계 

분석 체계 구축  

• 일반대학, 전문

대  교수학습 분석 

: 실태 및 수준, 

영향요인 분석(분

석 설계 수정․ 심

화)

• 교수 역량 및 

모듈조사 관련 

분석 주제 발굴 

• 대학 생산․ 보

유 데이터 연계 

분석 체계 강화

• 대학 교수학습 

분석 모형 타당화 

및 보완

• 교수 역량 관련 

분석 설계 수정 

및 심화 

• 대학 교수학습 

실태 및 수준 종

합적 분석(시계열 

변화 추이 등)

데이터 활용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의 

탐색 및 개선) 

• 대학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 현황 

• 대학 교수학습 

역량 진단체제의 

구축 및 질 제고 

전략의 유형화

• 대학 대상 교수

학습 질 제고 전

략 개선 방안 제

시

 •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개

선 방안 제시 

•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

안 마련

 2021년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성과 계승차원에서 조사도구의 타당화 및 결과 분

석을 수행하고, 학생자원의 다변화, e-Learning을 포함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도입 

필요성 등 미래사회의 대학 교수학습의 변화상을 조망할 수 있는 모듈의 주제선정, 

조사 목적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을 모색, 조사결

과의 정책도 활용도 증진을 위해 조사수행과정 및 분석 과정에서 대학 현장과의 유

기적 공조체제를 구축․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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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연구를 통해 과년도까지 실시된 학생 설문조사 도구를 모듈형 체계로 개편함

으로써 기존의 2종의 학생 설문(일반대, 전문대학)을 1종으로 통합하여 공통 조사

항목을 정비하였으며, 2020년에는 기존 공통 조사문항의 타당도 검토하여 지속적

인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할 계획임 

- (부가조사) 주제별 모듈 구성은 예컨대, ① 공통 설문문항으로 적절치 않으나 특정 

유형의 대학에 유의미한 내용, ② 공통 설문문항 중에서 세부적 질문이 가능한 내

용, ③ 특정 조사 대상자(1학년 신입생)를 위해 특화된 문항, ④ 기타 대학별 특성 

및 수요에 따른 부가 조사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2019년에 개발된 부가 조사문항 

중 신입생 대상 조사항목을 2020년에는 정례화 조사방식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진

단 기준 및 대학현장의 조사수요 등을 고려하여 부가조사 항목을 추가적으로 개발

할 계획임 

○ 진단기준의 변경에 따른 문항 개선․보완 

- (진단기준에 따른 조사도구 개선 및 개발) 2013년부터 착수된 본 연차별 과제는 한

국 대학 교수․학습의 실태와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유한 진단기준을 개발하여 

활용해 왔음. 능동적 협력적 학습,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습 지원의 질, 전공수업 

[그림 8] 모듈형 조사 체제에 기반한 대학의 교수․학습 조사수행체계 구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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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교양수업 만족도, 교수․학습 성과 등이 그것들이다. 미국 고등교육계(NSSE 

등)에서 강조되었던 도전적 학습을 제외하고 수업만족도와 학습 성과를 주요 기준

으로 삼았음. 이러한 진단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2021년에는 공통 조사 항목 및 

부가 조사 항목의 개선․보완을 추진함. 

- (진단기준 적용에 따른 조사문항 타당화) 2주기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간의 진단기

준이 여전히 유의미한지,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조사도구의 타당화 및 진단

기준의 확정 절차가 필요함. 

○ 교수 조사도구의 개선 

- (학생 설문 연계 조사) 교수 조사지에는 학생 조사와의 연계 분석을 위한 문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교수 조사 자료는 학생 조사 결과와의 연계 분석 이외에도 

교수․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배경요인으로서 유용하다. 교수의 소속대

학에 대한 생각, 소속 학부 및 학과에 대한 생각, 소속 학생에 대한 생각, 교육 및 

연구에 대한 인식 등은 교수․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교수․학습 성과

를 좌우할 수 있음. 교수방법 및 평가방법, 수업 설계 및 운영, 직업 및 환경 만족

도 등의 영역 또한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

다. 이들 주요 영향요인의 적절성, 세부 문항들의 부합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려

는 노력이 필요함 

- (교수 역량 관련 고유 문항 개발) 학생 공통조사항목과 연계된 조사항목 외에 교수

자 역량 제고에 필요한 고유한 실태조사 및 분석기준 적용을 위한 교수자 대상 조

사문항의 개발에도 별도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대학 교수‧학습 실태 및 수준 분석 

- (기초 분석)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통해 기초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조사 도구 및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된 자료의 기초 

분석을 실시할 예정임. 

- (진단기준에 따른 실태 및 수준 분석) 2013년 이래로 조사결과 분석 및 활용을 위

해 대학의 교수․학습 역량 진단기준(Benchmarks)을 설정한 바 있다. 미국(NSSE)의 

경우, 진단기준은 대체로 교수․학습 과정에 해당하는 활동들로 구성되었지만 우리 

연구에서는 교육의 투입, 과정, 산출의 각 단계별로 7개 영역을 설정하였다(유현숙 

외, 2013).7) 이들 진단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우리나라 

7) ①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student-faculty interaction)은 주요 진단 기준으로서, 교수진을 비롯한 직원, 선배 및 동료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구성원과의 활발한 교류와 관계형성이 교육성과 제고에 매우 효과적인 교수․학습 경험을 파악하는 기준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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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실태에 적합하고 타당한 진단기준을 수정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 교수․학
습의 실태와 수준을 분석하고자 함

○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용도 증진을 위한 현장 밀착형 분석 주제의 심화 

 - (대학 생산 데이터 연계 분석 시도) 2019년도 대학 생산 데이터 연계 분석에 대한 

시범 실시(일반대, 전문대 각 1개교 수행 예정)를 토대로, 2020년도에는 본 연구의 조

사 결과를 대학 자체 생산․보유 데이터와 연계 분석을 통해 대학의 교수․학습 실

태 및 영향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함

 - (분석주제의 다양화) 2020년도 기존의 분석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방안 및 전략 탐색의 바탕이 될 주제 분석을 실시함. 이를 위해 2주기 조

사 수행체계에서는 조사 참여 대학이 보유․생산한 데이터와 연계하여 학생의 학습

성과(역량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다양한 교수․학습 과정 요인을 규명함

으로써 교수․학습 관련 조사결과가 대학의 질 관리 환류로 활용될 수 있는 실천적

인 연구경향을 확산하고자 함 

 

○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 (대학차원) 대학차원에서는 교수․학습역량 진단체제를 구축하고 질 관리 환류체계로 

정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예컨대, 학생 학습역량 강

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 대학 교원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 학생 상

담 조직의 확대 및 인력 확충, 학생 생활 지원(장학금, 기숙사 등 거주 지원 등), 

수업 외 특별활동이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국제 교류 활동 등의 성과 및 한계를 

규명하는 가운데 정책적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등 

- (국가차원) 우리나라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및 질 보장 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개입 및 지원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전체 대학 교수학습 변화의 시계열 변화 추이와 더불어, 대학 특성 및 

유형에 따른 교수학습 실태 및 수준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진단에 바탕을 둔 중장

기적 전략 방안을 모색함 

다. 다음으로 ② 능동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 active learning)은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내용을 탐색하고, 다양한 학

습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학생과의 협력, 사고력 증진활동, 타

인에게 내용 설명, 학습 스터디 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③ 학생 지원의 질(quality of student support)이나 ④ 지원적 

대학 환경 구축 등은 대학의 환경 및 지원서비스에 중점이 있다. 전자가 학습역량 강화 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학생 대상 지

원 서비스의 질과 관련이 있다면, 후자는 대학의 문화와 풍토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⑤ 전공 수업만족도, ⑥ 교양수

업만족도, ⑦ 교수․학습 성과 등의 진단기준은 대체로 대학 교육의 산출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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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방법

 □ 선행 연구 및 관련 문헌의 분석 

  ○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국내외 대학 교육의 혁신 관련 논의를 담고 있는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것임.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 및 방법의 도입, 입학

자원의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언급되는 주요 사회경제적 변화와 그에 대응하여 추진

되고 있는 대학의 교육혁신 노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대학별 특성에 따른 대학 교수․학습의 질 제고의 쟁점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 특

히 일반대, 교원양성기관, 전문대 교수․학습체계, 학습과정, 학습경험 등의 비교와 

조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기관의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대학 교수학습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2019년에 도입된 모듈형 학생설문 조사 및 교수설문조사를 2021년에도 실시할 예

정임. 조사 대상은 기본적으로 확대를 목적으로 하나, 선정된 주제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조사시기와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윤리(IRB) 거쳐 

확정하고자 함. 대체로 5월 중순에 조사를 시작하여 6월말에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대학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협의는 

4월 이전에 추진하고자 함. 그러나 올해 대학의 조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조사시기는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전문가 의견조사 

  ○ 선행연구 및 문헌 분석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관점과 이론을 도출하겠지만 연구

진의 토론과 논의는 관점과 이론의 깊이를 더하고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됨.  아

울러 이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추진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은 연구진의 관점과 이론을 더욱 공공하게 만들어 줄 것임. 

  ○ 전문가 의견은 전문가 협의회, 포럼, 델파이 조사 등의 방법 등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할 것임. 전문가 의견은 연구진의 관점을 정교화하고, 연구내용을 타당화하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조사 참여대학과 공조 체제 강화를 통한 조사 및 분석 체계의 개선

  ○ (조사수행체계) 대학 교수학습 관련 협의회 및 단체, 조사 참여 대학과의 적극적 협력관

계 구축을 통해 조사수요 파악, 조사도구 개선, 조사 수행 등에 있어서 공조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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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별 연계 데이터 분석 및 성과 확산) 조사 결과의 활용도 증진을 위해 참여 대학의 

보유․생산 정보와 연계화를 통해 대학별 교수학습 질 관리 및 환류로 활용되는 다양한 

우수 사례의 발굴 및 성과 확산에 기여   

[그림 3] 조사수행체계에서 조사 참여 대학과의 공조체제 구축(안)

□ 정책 포럼 개최

  ○ 주요 분석결과나 분석 모형의 수정, 조사도구나 조사체제의 개선 방안을 주요 발

표 내용으로 하여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자 함. 포럼에서 개진된 주요 의견은 연

구내용의 수정 및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정책토론회는 ‘한국 대학교수학습의 실태와 수준, 그리고 질 제고 전략’을 주

제로 하여 KEDI 정책포럼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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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일정

                                    월
    연구 내용     

월별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행계획  실행계획서 작성 및 심의

선행연구분석  관련 주요 선행연구 및 문헌 분석

조사체계, 
진단기준, 
분석모형의 
명료화

 모듈 설문조사 체계 목적 및 기능 명료화

 진단 기준(영역)의 정련

조사도구 
개발 및 
정련화

 조사도구 정련
 : 학생 및 교수 조사도구 개선

 모듈 조사체계 재구조화
 : 기존 개발된 모듈의 재구성

 교원양성기관 모듈 개발 및 타당도 검증

중간보고  중간보고서 작성 및 심의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조사 실시 및 데이터 정련

 전문가 조사
 : 전문가 협의회 등 의견수렴

 영역별 주제분석

 기초분석
 : 실태 및 수준 분석

 정책 토론회 
 : KEDI 교육정책포럼 

최종보고 

 평가용 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학별 분석결과 작성 및 배포

 최종 보고서 수정ㆍ보완 및 인쇄 

※ 설문조사 시기 및 포럼 일정은 연구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연구기간

연구년차 (9/10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고등교육

▣ 주제어

한글 대학교육 질 제고 대학 교수학습 역량 학생 설문조사 교수설문조사 

(영문)
(higher 

education)

(quality 

improvement)

(college teaching 

& learning)

(student 

survey)

(faculty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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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고등교육 정책: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한 구조개혁 및 질 제고 정책 

¡ 데이터 기반 정책: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주요 자료 제공, 해외 대학과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한 국제 협력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2 고등교육의 질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연구예산 

구분 내용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원단위)
  60,123    100.0

2. 공공요금 우편료(국내긴급) 10,000원×10회 100,000 100 0.17

3. 수용비

보고서인쇄료 50원×450매×160부×1회 3,600,000

5,223 8.69
자료복사 및 제본 50원×100매×100부 500,000
자료인쇄비 50원×100매×100부 500,000
소모품비 623,195원×1회 623,195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중회의실 임차료 500,000원×4회 2,000,000
4,000 6.65

대회의실 임차료 2,000,000원×1회 2,000,000

5-1. 국내여비
시내출장비(세종시 등) 20,000원×5명×2회 200,000

2,800 4.66
국내여비(서울시 등) 130,000원×5명×4회 2,600,000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
 - 국외지: 50,000원×2종×14회
 - 국내지: 20,000원×5종×10회

2,400,000 2,400 3.99

7. 전문가활용비

전문가 연구자문료 200,000원×5명×8회 8,000,000

22,000 36.59

중간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연구윤리 검토료 500,000원 × 1회 500,000
보고서 평가료 200,000원×7명 1,400,000
원고료 8,000원×125매×5명 5,000,000
조사(델파이)수당 50,000원×50명×1회 2,500,000
조사(면담)수당 200,000원×4명×3회 2,400,000
포럼수당 200,000원×5명×1회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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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설문조사 리서치 업체

필요성
설문조사의 개선, 교수학습 실태 및 수준 분석을 위한 모형의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이고, 대학 
교수학습 실태 및 수준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설문조사수행 및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개선

예산(천원) 20,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33.27%

구분 내용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원단위)
  60,123    100.0

8. 회의비 협의간담회비 30,000원×10명×12회 3,600,000 3,600 5.99
9. 외부용역 및
  부담금

설문조사용역비 20,000,000원×1식 20,000,000 20,000 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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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Ⅱ) 

▣ 연구책임자

   ○ 남궁지영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교육 분야 양극화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

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념 정의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함

○ 또한 교육 분야 양극화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양극화 완화방안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적인 분석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교육 분야 양극화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지속적

으로 개발하고 보완하여 다양한 교육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연구로서 기초연구로 분류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사회 핵심 화두로서의 양극화

  ○ 사회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취약한 상황에 놓은 집단은 그 위기로 인해 더 불

리한 나락으로 빠지게 되며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 중에는 이를 잘 극복하거나 

오히려 위기로 인해 더 많은 기회를 얻는 경우도 있음. 

  ○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겪은 몇 차례 위기로 인해서 양극화가 화두로 

등장함. IMF 사태 이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다가 

2000년대 중후반에는 정치적 용어로 널리 쓰인 바 있음. 이후 2008년 글로벌 경

제위기, 세계화의 진척에 따라 격차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 코로

나19로 격차의 심화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핵심적 사

회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됨.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양극화 심화 전망

  ○ 양극화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중산층의 비중이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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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함.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경제구조에 있어 부의 

독점화가 예고되며 경제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됨. 

 □ 공교육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 분야 양극화 정도 검토 필요

  ○ 기본적으로 공교육은 타고난 배경과 무관하게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면서 동시

에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여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따라서 

이동성이 떨어지고 고착화되는 것은 ‘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됨. 

  ○ 우리 사회에서 제도로서의 교육은 국가 수준의 공교육 시스템으로 운영됨. 그런

데 집단 내 동질성이 커지고 집단 간 이질성이 커지면 학교별 학생들의 계층 밀

집도에 따라서 공교육의 양상도 양분될 수밖에 없음. 학교 간 차이가 점점 벌어

지면서 공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 그리고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기에 적어

도 공교육의 취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양극화가 심화되면 교육과 관련된 사회 의사결정에 있어서 갈등이 증폭되고 합의

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음. 양극화 정도는 불평등 정도보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갈등의 정도를 더 잘 보여줌. 교육에 있어서 사회적 문제를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양극화 현상이 완화될 때에야 가능함. 

  ○ 교육 분야에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격차나 불평등의 확대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고 양극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해명되는 것이라면 정책적 대응 또한 

기존의 격차 해소나 불평등 완화 접근과는 다른 것을 요청하게 됨. 다른 현상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는 길임.    

 □ 교육 분야 양극화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교육 분야 양극화 정도 검토 필요

  ○ 기본적으로 양극화 수준은 사회 갈등과 불안정성 정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

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활용이 중요함. 사회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면서 제도이기에 다른 핵심 분야와 함께 교육 분야 양극화 정도도 파악하

고 진단할 수 있어야 함.

  ○ 교육이 사회 다양한 분야별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사회 양극화

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지금까지 교육은 일정 부분, 사회양극화를 완화하

는 기능을 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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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5개년 연구의 목적

  ○ 교육 분야에서의 양극화 개념 정립 및 핵심 이슈 분석

  ○ 교육 분야 양극화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 교육 분야 양극화 발생 원인과 추이 분석- 시계열 분석 및 국제 비교 

  ○ 교육 분야 양극화 영향 요인 분석

  ○ 교육 분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안

 □ 2차 년도 연구의 목적(2/5년차)

  ○ 1차 년도에는 교육 분야 양극화에 대한 개념과 핵심 이슈 및 쟁점 분석을 기반으

로 개인수준에서 산출될 수 있는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함.

  ○ 2차 년도에는 학교 및 지역수준에서 산출 가능한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및 지수

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및 지수 산출 방법 개발

   -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별 실태 분석

   -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시사점 제안

   - 차년도 연구를 위한 조사 설계 및 데이터 구축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과제명: 교육격차: 가정 배경과 학
교교육의 영향력 분석(류방란 외,
2006)

-초 중등교육에서 학생들이 경험하
는 교육 수준의 차이를 가정의 지
원과 학교에서의 경험이라는 측면
에서 검토하고, 그 차이가 실제 학
업성취와 상급학교 진학이라는 교
육적 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

-문헌연구
-교육격차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전문가협의회 및 세미나 발표

-교육격차의 의미: 격차, 불평등, 양
극화의 관계

-교육 격차의 실태와 학업 성취에 대
한 영향 분석

-상급 학교 진학에 나타나는 교육 격
차의 실태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제언

2

한국 교육 현황 분석-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중심으로(김양분 
외, 2009)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의 
수능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학교
별 차이와 추이 변화, 이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에 대하여 

-문헌연구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의 
수능 성적에 시 군 구 통계와 한국
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DB가 연계
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

-협의회 및 워크숍
-심포지엄

-기초 분석
-시 군 구별 지역 여건과 수능 점수 
차이 분석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비교
-학업성취도와 변화율이 높은 학교 
분석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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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5개년 연구계획 및 주요 연구내용 (1/5년차 연구를 통해 수립)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만
들기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3

과제명: 교육격차 실태 종합분석(박
경호 외, 2017)

-초 중 고를 비롯하여 대학과 노
동시장을 포괄하여 교육격차 실
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 시
점에서 요구되는 교육격차 개선
방안 탐색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회 및 포럼 등 발표
-학교급별 소득계층에 따른 교육격차 

추이 분석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학업성

취 변동, 대학진학, 노동시장 지위
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격차 개념, 정책, 실태
-초 중 고 학교급별 소득계층에 따른 
교육격차 추이 분석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학업성
취 변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대학진
학 격차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대학경
험과 노동시장 지위에 미치는 영향

-교육격차 개선 방안

본 연구

-기존의 교육 분야 양극화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이나 학생의 학
업성취도와의 격차 연구가 대부분
이었으나, 본 연구는 격차, 불평등
과 혼용되어오던 양극화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교육 분야 양극화
를 초래하는 여러 요인들의 범위를 
넓혀 계속적으로 추이를 분석하는 
연구임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부모의 사회경
제적 지위, 가계 소득에 따른 학업
성취도, 사교육비용 등에 대한 차이
를 연구함

-본 연구에서는 교육 분야 양극화의 
속성을 집단간 이질성, 집단내동질
성 심화, 중간층의 감소 및 상하집
단 규모의 증가 등 교육양극화 심화 
수준을 나누어 측정하고자 함

-또한 교육 분야 양극화 정도를 측정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측정하
고 심화 또는 완화 등의 추이를 보
기 위해 다년 간의 추이분석을 하고
자 함

-정량화된 교육양극화지수와 함께 교
육양극화 현상에 대한 풍부한 해석
을 위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교육 분야에서의 양극화 개념 탐색
-교육 분야에서의 양극화 속성 탐색
-교육 분야 양극화 측정 방법 개발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심층 분석 
-교육 분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적 시사점 탐색

연도＼항목 핵심 주제(안) 지표 및 지수 데이터 수집

1차년도
(’2020)

·교육 분야 양극화 이슈 탐
색

·개인수준 교육 양극화를 측
정할 수 있는 방법 개발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개발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 개발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핵심 지표를 토대

로 지수 산출 사례 제시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 국제 비교 사

례 제시

·국민 인식조사
·신문기사 분석

2차년도
(’2021)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양
극화를 측정할 수 있는 방
법 개발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개발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 개발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핵심 지표

를 토대로 지수 산출 사례 제시

·3차년도 분석을 위한 조사
설계, 문항개발, 예비조사 
실시

3차년도
(’2022)

·개인 배경(소득, 학력, 다문
화 등)에 따른 교육 분야 양
극화 추이 분석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개선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 개선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핵심 지표를 토대

로 지수 산출(Pilot)

·4차년도 분석을 위한 조사
설계, 문항개발, 예비조사 
실시

·심층분석 및 원인 분석을 
위한 FGI

4차년도
(’2023)

·생애단계별(또는 코호트별)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
석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개선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 개선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핵심 지표를 토대

로 지수 산출(Pilot)

·5차년도 분석을 위한 조사
설계, 문항개발, 예비조사 
실시

·심층분석 및 원인 분석을 
위한 FGI

5차년도
(’2024)

·사회 구조(학교별, 지역별 
등)에 따른 교육 분야 양극
화 추이 분석

·교육 분야 양극화에 공교육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개선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 개선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핵심 지표

를 토대로 지수 산출(Pilot)

·심층분석 및 원인 분석을 
위한 F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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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연구를 진행하면서 핵심 주제는 변경될 수 있음.

 □ 2차 년도 주요 연구내용(2/5년차)

  ○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지수 개발

    -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체계 개발

    -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개발

    -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 산출 방식 개발

  ○ 데이터 심층 분석

    -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분석을 위한 가용 데이터 수집

    -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별 기초분석 및 지표 보완

    -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별 지수 산출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차년도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및 데이터 수집

    -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도구 개발, 표집 및 예비조사 실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분석

  ○ 학교 및 지역수준의 교육 분야 양극화 개선 관련 정권별 정책과 특성 분석

  ○ 학교 및 지역수준의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지수 개발 관련 선행연구 분석

  ○ 학교 및 지역수준의 교육 분야 양극화 실태와 교육결과와의 관계 선행연구 분석

 □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 학교 및 지역수준의 양극화 지표·지수 초안을 마련

 □ 전문가 집단 토론

  ○ 학교 및 지역수준 양극화 지표·지수 초안, 지수 산출 사례 검토 및 수정·보완

  ○ 교육학, 사회학, 경제학, 통계학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

 

연도＼항목 핵심 주제(안) 지표 및 지수 데이터 수집
이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 분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제언

·① 개인수준, ②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및 지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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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조사

  ○ 학교 및 지역수준 양극화 지표·지수 타당성 검토

  ○ 학계(교육학, 사회학, 경제학, 통계학 등), 언론인, 교원, 학부모, 관련 전문 분야

(보건복지, 노동, 청소년, 여성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

 □ 데이터 실증분석

  ○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분석을 위한 가용 데이터 수집

  ○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별 기초분석 및 지수 산출

 □ 차년도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용역 의뢰

  ○ 교육 분야 양극화 현황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

  ○ 조사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 인간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전문가 의견조사: 심의 비대상

  ○ 차년도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심의 대상

 □ 기타: 전문가 협의회 운영

  ○ 데이터 분석 결과 검토, 조사 문항 검토, 설문조사 일정 검토, 표집학교의 적절

성 검토, 학교 현장의 협력 요청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표집학교가 소속된 

시도교육청의 장학관 또는 장학사, 학교 현장 교원 대상 협의회 운영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 수립

 ¡ 선행 연구 분석

 ¡ 연구진 브레인스토밍(지표·지수 초안 마련)

 ¡ 전문가 집단 토론(지표·지수 검토 및 수정)

 ¡ 전문가 의견조사(지표·지수 타당성 검토)

 ¡ 데이터 수집 및 실증분석

 ¡ 중간보고서 작성   
 ¡ 조사 설계 및 도구 개발

 ¡ 인간생명윤리심의(IRB) 의뢰

 ¡ 조사 대행기관 수의계약 체결

 ¡ 차년도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및 데이터 입력

 ¡ 연구보고서 작성 및 평가용 보고서 제출

 ¡ 연구보고서 보완 및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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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간

연구년차 (2/5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지수 교육불평등 교육격차

(영문)

(polariz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indicators) (index)
(educational 

inequality)

(educational 

gap)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교육 분야 양극화 현황 및 추이에 대한 분석 결과 제공

¡ 교육 분야 양극화를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맞춤형 해소 방안 수립에 활용

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제공

보건복지부
¡ 교육 및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수립을 위해 기초자료 

제공

여성가족부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방안 수립에 기초자료 제공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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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전문가활용비(공동연구진)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외부 연구진 1인(교육측정평가 전공)

필요성 데이터 실증분석 및 결과 해석을 위해 교육측정평가 분야의 전문가 의견 반영

주요내용 데이터 실증분석 및 결과 해석

예산(천원) 4,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6%

구분 내용
금액

(단위: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단위: 원) 62,235 100.0

1. 사업인건비
일용직(석사) 80,000원×10일×2명 1,600,000

1,792 2.9
일용직(석사) 법정부담금 1,600,000원×12% 192,0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36회 360,000 360 0.6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300매×240부 3,600,000 

4,703 7.6자료복사비 50원×50쪽×20부×10회 500,000
소모품비 60,293원×10회 602,93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중회의실 대실료 500,000원×3회 1,500,000 1,500 2.4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세종시 등) 20,000원×2명×5회 200,000 

980 1.6
국내여비(세종시 등) 130,000원×2명×3회 780,000 

52. 국외여비 - - - -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구입비

 - 국외도서 구입비 50,000원×2종×10회

 - 국내도서 구입비 20,000원×10종×6회

2,200,000 2,200 3.5

7. 전문가활용비

연구자문료 500,000원×8회 4,000,000 

14,800 23.8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4인×3회 2,400,000 
전문가 조사 수당 100,000원×45명×1회 4,500,000 
중간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 평가수당 200,000원×7명 1,400,000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명 500,000
번역료(한국어→영어) 10,000원×80매 8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9명×10회 2,700,000 

5,900 9.5연구진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8명×10회 2,400,000 
전문가협의회 약식간담회비 8,000원×10명×10회 800,000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설문조사용역비 30,000,000원×1회

※ 온·오프라인 병행 조사 실시(답례품 포함),

   설문지 인쇄, 데이터 입력 및 클리닝 등

30,000,000 30,000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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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설문조사 리서치 업체

필요성
조사실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전문 리서치 업체에 용역 의뢰

주요내용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관련 설문조사 

실시(설문지 인쇄, 조사 실시, 데이터 입력 및 클리닝)

예산(천원) 30,000천원(조사대상자 답례품비 포함)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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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I)

▣ 연구책임자

   ○ 최인희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이 연구는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종단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교원의 성장·발달 추이, 교수 

과정 및 성과, 교원 정책 효과 등을 탐색하는 기초연구라고 할 수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세계 많은 국가들은 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교원 및 학교 내 인적 자원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공교육 혁신 및 교원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에 대한 종단적 정보 수집 필요 

 ○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50)”을 제시하고 있는

바, 국가수준의 교원종단 데이터를 구축하여 교원의 질 제고를 통한 공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종단연구는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효

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연구에서 주요한 연구

방법으로 적용되어 왔음. 국내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학교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교원

에 대한 종단연구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음.  

 □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 증가

 ○ 현재 교사들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학생들과의 세대 차이 등 학교 안팎으로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음. 미래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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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교원종단연구의 목적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직에 입문하고 교직에 

종사하면서 어떠한 교사로 성장·변화하는지’를 파악하여 교사를 이해하고 지

원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있음.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9년부터 2년에 걸쳐 수행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2021년

에 교사를 대상을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2030년까지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종단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함.  

  ○ 특히 본 연구가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국가 수준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종단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초등 단계에

서부터 시작해서, 교직 경력별 코호트 설계에 따라서 저경력과 중경력에 해당하

는 두 개 코호트의 패널을 구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 또한 조사가 시행되기 전에 조사도구의 측정학적, 내용 측면의 타당성을 제고하

기 위한 탐색을 통해 향후 수집되는 자료의 질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이를 통해서 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교원 정책의 효과

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실행에 기여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 과제명: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
교 연구: 3주기 OECD TLALIS
본조사 지원 사업(2016, 2017,
2018)

-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목적: 기존의 OECD 교육지
표사업이 학생의 학업성취 등 학
생 중심으로 구성되고, 교사 관
련 교육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
하다는 지적에서 시작됨. 교원 

- 조사대상: TALIS 2018(3주기)은 한
국 포함 약 47개국이 참여, 한국은 
초등학교 186개교(교사 3570명, 교
장 186명),중학교 177개교(교사 
3471명, 교장 177명)

- 조사방법: 온라인조사
- 조사주기: 5년

- 조사내용: 교사수준(교사교육 및 
양성, 직무만족도, 자기효능감, 교
사평가 및 개발, 교수-학습과 신
념, 교사의 전문성), 학교수준(학
교장 리더십, 학교 풍토, 교사 인
력 및 관계자와의 관계, 혁신,
Cross-cutting(다문화 및 다양성)

- 특징 : 교원 대상 국제비교 조사를 
목적으로 설계됨.

2030년까지 10년간의 종단연구를 통해서 교사들이 변화하는 학교 안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학생종단 데이터의 한계 보완을 위한 교원종단 데이터 구축 필요

  ○ 한국교육종단연구는 학생의 교육적 성장·발달에 초점을 두고 학생을 종단적으로 

조사하는 설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원 정보를 수집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원패널을 동시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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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관련 자료 제공 및 교원정책 개
발을 위해 회원국 간 교원정책 
비교에 목적이 있음.

2

- 과제명: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
발 연구(Ⅱ): 교원역량지수 개발 
연구

- 연구자(연도): 김창환 외(2015)
- 연구목적: 교원역량의 개념 규정 
및 지향점을 고찰하고, 교원 역
량 파악을 위한 지표 및 지수를 
개발, 교원 역량 측정을 위한 진
단조사를 실시하여 교원역량지수
를 분석

- 문헌 및 국내·외 관련 통계데이터 
분석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AHP 분석
- 진단조사 실시
- 교원역량지수 분석

- 교원역량지수에 대한 이론적 고찰
- 교원지수체계 개발
- 교원역량지수 데이터 수집
- 교원역량지수 산출 및 분석
- 특징: 교원역량 측정 지표 및 도구
를 개발함.

3

- 과제명: 한국교육종단연구
- 기  관: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목적: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
과 성취(학업성취, 상급학교 진학,
사회이동 등)에 대한 종단적 자료 
수집

- 조사대상: 1) 중학교 코호트: 학생
(2005년 당시 중학교 1학년 6,908명)
및 학부모, 교사, 학교장, 학교조사,
2) 초등학교 코호트: 학생(2013년 당
시 초등학교 5학년 8,300여명) 및 학
부모, 교사, 학교장, 학교조사

- 조사방법: (1단계)학교를 통한 설문조
사, 학교별 연구협력교사 위촉을 통
한 책임 조사 및 표본 관리, (2단계)
면접타계식 설문

- 조사 주기 
매년(1단계: 중1-고3, 또는 초5-고3)
격년(2단계: 고교졸업-만28세

(단, 대1, 대2년 매년)

- 조사내용: 학업성취도(기초능력) 및 
인성발달, 학교경험, 가정생활, 학
교풍토, 학교문화, 학교조직, 교사
의 학생인식

- 특징: 학생의 학교교육 경험, 학습,
인지적·비인지적 성취, 진로 및 초
기 직업 획득에 초점을 두고 설계
됨.

4

- 과제명: 한국교육고용패널
- 기  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연구목적: 청년층의 교육과 노동
시장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 조사대상: 중학교 3학년 2,000명, 일
반계고교 3학년 2,000명, 실업계고
교 3학년 2,000명) 및 학부모, 학교 
및 담임교사

- 조사방법: 면접타계식 설문
- 조사주기: 매년

- 조사내용: 학교생활, 가정생활, 학
업성취, 진로계획, 진로지도, 교육
환경, 생활환경  등 

- 특징: 학생의 진로와 취업과정을 
분석하고자 설계됨.

5

- 과제명: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

-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목적: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실태 및 
학교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급별 3년 주기로 학교교육실태를 
조사 분석함

- 조사대상: 학교급별 동일학교 표집,
초6, 중3, 고2 학생 및 학교, 교사

- 조사방법: 우편을 통한 설문 조사,
학생 설문조사 및 학업성취도검사,
학부모, 교사, 학교장 설문 및 학교
조사지, 교육통계 DB 연계

- 조사주기: 학교급별 3년 주기

- 조사내용: 학교 교육여건, 교육활동,
교육성과 관련 지표

- 특징: 학교 종단 데이터로서, 학교 
실태 분석, 학교효과 및 효과적인 
학교 특성 분석을 고려하여 설계됨

6

- 과제명: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대
학 이후 및 신규 코호트 조사 설
계 연구

- 연구자(연도): 김성식(2010)
- 연구목적: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고등학교 이후 2단계 조사 및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신규 코
호트 조사 설계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전문가 협의회 운영

- 교육 분야 연구 동향 분석
- 한국교육종단연구 내용 분석
- 2005 표본의 고등학교 이후 2단계
조사 계획

- 신규 코호트 조사 설계

7

- 과제명: 고교 유형에 따른 학교효
과 분석을 위한 패널조사 설계

- 연구자(연도) : 차성현(2010)
- 연구목적: 고교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학교 유형 간 학교효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패널 조사 
설계 방안 구안

- 문헌연구
- 국내외 패널 조사 분석
- 분석 방법론 검토
- 전문가 협의회 운영
- 조사도구 개발을 위한 면담 조사
-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을 위한 예비조사

- 국내외 패널 연구 고찰
- 고교 유형에 따른 학교효과 분석을 
위한 패널조사 타당성 검토

- 고교 유형에 따른 학교효과 분석을 
위한 패널조사 설계모형 개발

양식 EBBP05

본 연구

- 연구목적: 국가 수준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종단조사를 실시하여 데
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하여 교원의 
성장 혹은 변화에 대하여 탐색하
고 영향요인으로서 교사 개인, 학

- 조사대상: 초등·중등 교원
-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 조사주기: 매년

- 교직경력별 코호트 구성 및 표본 추출
-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표본 관리 및 유지 방법
-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 수집하는 교
원 개인별 경성자료와 본 연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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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연구

  ○ 조사도구의 척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가교이야기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종단연구의 표본 추출 방법 및 조사 실시

□ 가교이야기 문항 개발 및 타당화

□ 1차년도 조사 실시

  ○ 인간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의뢰

  ○ 조사 용역 의뢰

□ 전문가 협의회 운영

  ○ 표본 추출 및 조사 실시에 관한 협조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교, 사회의 특징에 대하여 탐색하
고 자 함. 이를 통해 교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교
원 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기여하
고 함.

- 선행연구들 중 학생의 교육적 성
장·발달을 중심으로 학생패널 데
이터를 수집하는 연구는 존재하나,
학생의 인지적·비인지적 성장·발
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
원 정보를 수집하는 종단 데이터
는 수집되고 있지 않음.

해 수집될 교원 패널에 대한 연성자
료의 연계를 통한 포괄적 자료 수집 
및 자료 유용성, 활용성 확대 방안 
모색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조사도구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탐색

  ○ 조사도구의 측정학적 타당성 제고를 위한 탐색: 척도 수정 및 가교이야기 방법의 적용

  ○ 조사도구의 내용타당성 제고를 위한 탐색: 초등교사에게 적합한지 검토

□ 교직경력별 코호트 구성 및 표본 추출

  ○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직경력에 따라 코호트(저경력, 중경력 코호트)를 구성

하여 표본 추출

□ 종단조사 실시 

  ○ 1차년도 조사 실시 및 데이터 구축

○ 표본 유지 및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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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서 작성 및 확정

¡ 선행연구 분석

¡ 조사도구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검토 

¡ 코호트 구성 및 표본 추출

¡ 인간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의뢰

¡ 조사 용역 의뢰 및 계약 

체결

¡ 조사 실시 및 데이터 입력

¡ 전문가 협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최종보고서 수정 및 인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0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교원조사 교원패널
교원종단

조사

패널조사

설계

교원

조사도구

(영문)
(Teacher 

Survey)

(Teacher

Panel)

(Teacher 

Longitudinal 

Survey)

(Panel 

Survey 

Design)

(Teacher 

Survey)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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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학교교육 정상화 및 청소년 역량 개발과 건강한 성장 지원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전략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3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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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단위: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단위: 원) 200,000 10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10회 28,000

78 -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5회 50,000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200매×90부×3종 2,700,000

6,802 3.4
복사 및 제본비 50원×400쪽×50부 1,000,000

소모품비 170,200원×10회 1,702,000

조달청 수수료 1,400,000원×1회 1,40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소회의실 대관·임차료 200,000×7회 1,400,000 1,400 0.7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5명×1회(진천읍 등) 100,000

620 0.3
국내여비 130,000원×2명×2회(대전 등) 520,000

6. 연구정보활동비 도서구입비 50,000원×160종×1회 8,000,000 8,000 4.0

7. 전문가활용비

연구자문료 1,000,000×15회 15,000,000

25,900 13.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7명×2회 2,800,000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명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명 600,000

최종보고서 평가료 200,000원×7명 1,400,000

번역료(한국어→영어) 160원×5,000자 800,000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명 500,000

용역 기술평가 심의료 200,000×4명×1회 800,000

시․도교육청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17명×1회 3,4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0명×6회 1,800,000

4,200 2.1
연구진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0명×8회 2,400,000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설문조사용역비(조사 대상 섭외, 온라인 조사 시스템 구축, 

조사 실시 및 답례품 포함) 153,000,000원×1회
153,000,000 153,000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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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전문가활용비(공동연구진)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외부 연구진 3인(교육행정전공 1인, 교육측정평가전공 2인)

필요성

- 조사도구의 측정학적 타당성 제고를 위한 탐색과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
시하기 위해서 교육측정평가 분야의 전문가 의견 반영 

- 초등학교 교원의 특징과 기존 선행연구에서의 논점을 포함하기 위해서 교육행
정전공 분야의 전문가 의견 반영 

주요내용

- 조사도구 내용 검토
- 코호트 구성 및 표본 추출
- 1차년도 조사 결과 정리 및 해석
- 표본 관리 및 유지

예산(천원) 15,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7.5%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리서치업체

필요성
조사실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리서치 업체에 조사 용역을 의뢰하고
자 함. 종단조사의 경우, 표본 관리 및 유지가 연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
요한 요소이므로, 관련 경험이 축적된 리서치 업체의 

주요내용
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 용역
(조사대상 파악 및 관리, 온라인 조사도구 제작, 조사 실시, 데이터 구축)

예산(천원) 153,000천원(조사대상자에 대한 답례품비 포함)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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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제명: 학교 성장과 변화에 대한 10년 연구(Ⅰ)

▣ 연구책임자

   ○ 정미경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학교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이 일선 학교에 적용되었을 때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어떻게 유지, 발전 또는 소멸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다는 문

제의식에서 출발함

○ 어떠한 요인들이 학교를 변화·발전시키며,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하

는지, 반대로 학교에 형성되어 있는 특색 교육과정과 활동, 풍토들

을 사라지게 만드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다면, 학교를 변화시키

고자 하는 정책들은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없을 것임

○ 본 연구는 10년 간 수행될 연구의 제1차 년도 연구로서 학교의 변

화와 성장을 바라보기 위한 분석틀을 정하고 데이터 수집과 축적 

및 분석하는 방법의 구안 등 10년 연구에 대한 설계를 목적으로 한

다는 점에서 기초 연구로 제안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경직된 중앙집권적 교육 체제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자치, 학교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ㅇ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개혁 방향과 과제를 제안한 연구들은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한 

유연한 학교조직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ㅇ 최근에는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단위 학교 자치에 대한 요구도 증대

되고 있음

 □ 학교 권한 확대를 중심으로 한 학교 자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는 달리 학

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은 부재하였음

  ㅇ선행연구에서는 학교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교육과정 측면(교과 선택권 보장, 과정

정 중심 평가, 역량중심 교육과정 도입 등), 교육 방법 측면(학생중심, 에듀테크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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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등), 조직 및 구성원(교수와 행정조직 분리, 교사 전문성 등), 환경 및 시설 측

면(교육 공간 확장, 지역사회 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지

만, 학교조직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재하였음

 ㅇ 학교 교육의 성과와 효과를 분석한 연구 역시 연구의 중심을 개인 단위(학생, 교

사, 학부모 등) 또는 국가 수준의 정책 단위에 연구의 초점을 둔 반면, 단위 학교

의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음. 

 ㅇ 그 결과 혁신학교, 민주학교, 각종 중점학교, 시범학교 등 학교 변화와 정책 확산을 목

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발전되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는

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음. 

 □ 학교 변화 전략 마련의 필요성

 ㅇ 기존의 중앙집권적 교육 행정체제 내에서 학교의 변화는 주로 정부 정책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ㅇ 단위 학교의 권한(자율성)확대는 기존의 국가 수준의 정책 수립과 하향식 정책 집

행 체제로 추진되어온 학교 변화 전략들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게 됨을 의미하

며, 새로운 변화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ㅇ 어떠한 요인들이 학교를 변화·발전시키며,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지, 반대로 학교에 

형성되어 있는 특색 교육과정과 활동, 풍토들을 사라지게 만드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가 선행될 때, 단위 학교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노력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

을 것임 

▣ 연구 목적

 ○ 단위 학교의 성장과 변화 요인 분석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 연구

     - 학교교육을 구성하는 각 요인들이 서로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또 학교마다 다른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 학교변화를 촉진하는 요인과 그러한 변화를 통해 학교가 어떻

게 성장하는지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1차 년도 연구 목적

  ○ 10년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 설계 및 자료수집, 축적방법 구안

      - 10년 간 수행될 연구의 제1차 년도 연구인 본 연구는 학교의 변화와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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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기 위한 분석틀을 정하고 데이터 수집과 축적 및 분석하는 방법의 구안 

등 10년 연구에 대한 설계를 목적으로 함

  ○ 차년도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

      - 우리나라 학교는 3월에 입학과 신학기가 시작되며, 본원의 기본연구사업의 추

진 일정 상 10월이면 연구보고서가 마무리되므로 당해년도 연구를 위한 데이

터 수집 가능 기간은 3월부터 시작되어 1학기 정도만 가능하다. 따라서 차년

도 연구 수행을 위해 2학기 데이터 수집도 포함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연구명: 학교변화 과정에 작용하
는 동력에 관한 연구
▪연구자: 김인희·이혜진(2014)
▪연구목적: 학교 변화의 동력, 학
교 변화를 유지 지속 시키는 동
력 규명

▪사례조사: 2개 고등학교
-교사 대상 질문지 조사
-면담

▪Rogers 혁신 이론에 기반 한 학교 
변화 요소 분석

▪학교변화를 유지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동력 분석

2

▪연구명: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 
혁신의 실행
▪연구자: 박상완(2019)
▪연구목적: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 
혁신(교육 변화)의 실행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집단 면담: 7개 초등학교
- 교장: 7명, 교감 12명
- 교사: 27명
- 학부모: 23명

▪Fullan의 교육변화 모델을 활용한 
변화 요인 분석
▪변화의 실행에 영향을 주는 변화 
특성 요인(필요성, 명확성, 복잡성,
질/실용성), 지역적 특징(학구, 지
역사회, 교장, 교사), 외부적 요소
(정부와 기타 기관) 제시

3

▪연구명: 혁신학교 성패 요인 분
석-충청남도 혁신학교를 중심으
로-
▪연구자: 최준렬(2020)
▪연구목적: 혁신학교의 성공과 실
패 요인 분석

▪혁신학교 평가 결과를 활용한 통
계준석(ANOVA 분석)
▪회귀분석
▪대상: 충남도 소재 39교

▪혁신 학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보통-미흡 학교 간 차이 분석
▪회귀분석을 통한 혁신학교 성공유
인 분석(비전공유, 배움 중심 수업,
학습공동체 일상화 등)

4

▪연구명: 진보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적응
유형과 대응 전략: K도를 중심으
로
▪연구자: 정영애·오범호(2016)
▪연구목적: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적응 유형과 대응 전략 
분석

▪질적 연구 
-대상: 초등학교 교사 40명
-방법: 참여관찰, 인터뷰, 성찰 
일지 작성

▪정책 수용성을 바탕으로 적극적 
동조형, 관념적 동조형, 의례적 실
천형, 부정적 거부형 등 4개 유형 
규명
▪각 유형별 대응 형태 분석

5

▪연구명: 혁신학교 지속가능성 제
고 방안
▪연구자: 백병부 외(2016)
▪연구목적: 혁신학교의 지속가능
성을 위협하는 요소 분석

▪설문조사
- 대상: 초중고 167교 소속 교원

▪FGI: 전문가 12명

▪지속가능한 학교 혁신 방안에 대
한 이론적 검토
▪학교 혁신 지속을 위한 관련 요인 분석
▪혁신학고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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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연구 대상 측면: 학교 단위 변화에 초점

 - 선행연구의 경우 특정 정책의 성과 분석 차원에서 변화의 성공요인, 실패 요인, 지

속 가능성 등을 분석함. 본 연구는 외부환경의 변화, 정책의 변화(교육부, 교육청), 

내부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단위 학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연구 기간 측면: 장기적 추적 관찰을 통한 실제 변화 현상 분석

 - 선행연구들은 횡단 연구로 특정한 한 시점에서 연구를 진행함. 이러한 분석 방법은 

학교장, 교사, 학생이 매년 변화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학교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종합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이 직접 장기적인 관찰을 통해 학교 변화

를 분석하고자 함.

ㅇ연구 방법 측면 

 - 선행연구들은 주로 특정시점의 구성원 인식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문헌분석

(학교 교육계획서, 정부 정책 등), 구성원 인식조사(면담 + 설문조사), 참여 관찰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교의 변화와 성장 과정 분석함

 ▣ 주요 연구 내용

 □ 학교의 변화와 성장의 개념

  ㅇ학교 변화와 성장의 개념

  ㅇ성장을 판단하는 기준

 □ 학교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이론

  ㅇ 선행연구에 나타난 학교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이론

  ㅇ 학교 변화 분석 틀에 대한 이론

6

▪연구명: 개방형 자율학교의 학교
혁신 사례분석
▪연구자: 박상완(2009)
▪연구목적: 개방형 자율학교 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 일반학교 적용 
가능성 탐색

▪사례 분석: 1교 ▪학교 혁신의 성과와 한계 요인 제시
▪학교 혁신의 지속가능성과 한계 제시
▪일반학교로의 확산 가능성과 한계 제시

본 연구

▪연구 목적: 단위 학교를 연구 분
석 단위로 두고, 정부정책과 단
위 학교 교육의 풍토와 문화가 
어떻게 생성, 발전, 소멸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함

-문헌분석
-초점집단면담
-델파이조사
-교원연구 협력진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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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년 간의 학교 변화 양태

   ㅇ 학교 변화를 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계획하기 위해 학교변화를 

시도했던 학교들의 변화 과정, 변화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 이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 대상 요인 등 탐색

 □ 향후 10년 간 학교를 보기 위한 분석 틀 마련

   ㅇ 학교의 성장과 변화를 보기 위해 어떠한 요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분석 틀 마련

  □ 향후 10년 간 자료 수집과 축적 방법에 대한 구안

   ㅇ 학교의 성장과 변화를 보기 위해 10년 간 수집될 자료 저장 및 분석을 위한 시

스템 구축

   

 □ 1차 년도 연구 추진 계획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분석

   ㅇ학교 혁신과 변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이론적 배경 ◾ 문헌 분석

분석틀 구축
◾ 문헌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델파이 조사 ◾ FGI

시스템 구축 ◾ 전문가 협의회  ◾ 외부 용역

차년도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 교원 연구 협력진 운영

◾ 질적 자료 수집 

학교의 변화와 성장 탐색을 위한 이론적 토대 및 실천적 전략 마련 

[그림] 1차년도(2021년) 연구 추진 계획



- 333 -

   ㅇ정부(교육청)의 주요 정책

   ㅇ단위 학교 학교교육 계획 등 학교 문서

 □ 초점집단면담

   

◦ 목적: 학교변화 요인 탐색

◦ 대상: 지난 10년 간 학교 변화를 시도했던 6개 주요 학교의 변화촉진자 및 현재 구  

   성원 12명 내외

◦ 방법: 시도교육청 또는 전문가에게 추천받은 학교를 섭외하여 변화 도입시기의 구  

   성원과 현재 구성원 등 학교당 2인을 대상으로 면담 실시

◦ 내용: 학교변화를 시도했던 학교들의 변화 과정, 변화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 이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 대상 요인 등

  □ 델파이 조사

◦ 목적: 학교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분석틀 구안

◦ 대상: 조직 변화 전문가, 학교교육 연구 전문가, 교원 등 전문가 패널 약 20명

◦ 방법: 연구진이 구성한 조사지로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실시 및 분석

◦ 내용: 학교의 성장과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

□ 교원 연구 협력진 구성 및 운영

◦ 목적: 연구대상 학교의 질적 자료 수집 

◦ 대상: 연구대상 7개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2개교 및 초중통합운영학교  

    1개교) 소속 교원 7명

◦ 방법: 연구대상 학교 섭외 후 해당 학교 소속 교원 중 참여의사가 있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 연구협력진 구성 및 운영

□ 용역

◦ 목적: 질적 자료 저장  및 분석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 

◦ 내용: [그림 3] 참조

◦ 방법: 조달청 입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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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일정: 

   - 1차 년도 연구(학교의 변화와 성장 연구 설계 방안)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0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학교 변화 지속가능발전 학교 풍토 학교 자치

(영문) (school change)
(Sustainable 

Development)
(school climate)

(school 

autonom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국정과제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국정과제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주요 연구 내용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연구계획 수립

선행연구 분석

FGI 대상자 섭외 및 IRB심의

FGI실시 및 분석

델파이 조사 실시 및 분석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차년도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질적자료 아카이브구축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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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단위: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단위: 원) 115,000 100.0

1. 사업인건비
일용직(학사) 급여 74,000원×1명×5일 370,000

411 0.4
일용직(학사) 법정부담금 74,000원×1명×5일×11% 40,7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4,000원×20회 80,000

180 0.2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0회 100,000

3. 수용비
보고서인쇄비 50원×400쪽×315부 6,300,000

10,309 8.0복사제본비 50원×400쪽×110부 2,200,000
소모품비 1,809,300원×1회 1,809,3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협의회 장소(소의회) 대관료 250,000원×10회 2,500,000 2,500 2.2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세종시 등) 20,000원×2명×5회 200,000

2,800 2.4
국내여비(서울시 등) 130,000원×2명×10회 2,600,000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구입비 
 - 국내지 20,000원×80회 = 1,600,000원
 - 국외지 50,000원×60회 = 3,000,000원

4,600,000 4,600 4.0

7. 전문가활용비

연구자문료 100,000원×2명×40회 8,000,000

28,200 24.0

면담 및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5명×5회 5,000,000

델파이 조사 100,000원×20명×3회 6,000,000
교원 연구 협력진 수당 
200,000원×1명×7개교×4개월

5,600,000

중간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평가용 보고서 자체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2명 1,000,000
보고서 평가비 200,000원×7명 1,4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6명×15회 2,700,000

5,400 4.8
연구진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6명×15회 2,700,000

9. 외부용역 및
  부담금

질적 데이터 축적을 위한 아카이브 개발 용역비
60,000,000원×1식

60,000,000 
60,600 52,7

조달청 수수료 600,000×1회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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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연구자문료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외부 연구진 활용 예정

필요성 분야별 전문가 활용

주요내용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단위 학교의 변화 전략 마련 등

예산(천원) 24,6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11,4%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아카이브즈 시스템 정보화 사업체 활용 에정 

필요성
단위학교 질적 자료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연구 세부 주제별 자료 수집 
및 관리 등 

주요내용 질적 자료 저장  및 분석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 

예산(천원) 60,6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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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개발 기초연구

▣ 연구제안자

   ○ 서예원(국제협력실장)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한국이 가진 교육적 강점을 기반으로 세계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임

- 이를 위해 다양한 배경의 글로벌 학자 및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4차산업혁

명, COVID-19 등 인류가 겪는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존

공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인문교양교육의 유용성을 회복하여 현실에서 효

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요소와 작동원리를 탐색하는 것이 연구의 주

요 내용이므로 기초 연구의 성격을 가짐 

- 향후, 본 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차원의 정책연구로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교육모델

을 수립하고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혁신적 전략을 마련하는 후속 정책

연구가 반드시 필요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세계적으로 인간 정신의 근본을 이루는 인문교양 교육 혁신의 필요성은 꾸준히 

대두되어 왔으나,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선도적인 인문교양 융합교육 모델의 사

례는 찾기 힘든 실정임

   ○ 4차 산업혁명은 이전 산업혁명들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로, 인류 삶의 양식 전체

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며 인간소외와 존재 상실의 위기가 도래할 것

으로 예견됨. 더불어, 최근 세계는 COVID-19 사태로 기존의 일상적 삶의 양식과 

행동 역시 전면적으로 도전에 처한 상황임.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지구적 ‘화해

와 회복’을 향한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하고, 지역적 차원이 아닌 글로벌 수준

에서 동서양이 협력하여 새로운 삶의 가치를 제시해야할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

두되고 있음

   ○ 한편, COVID-19으로 인한 다양한 위기 속에서‘한국판 디지털 뉴딜’, ‘K-방

역’, ‘K-Tech’ 등 우리나라 정부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대응책은 세계적 찬사

와 더불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지금 시점은 이러한 노하우와 한국교육의 우수

성을 결합하여 세계적 학자들과 협업함으로써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인문교양

교육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최적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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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지금까지 인문교양교육은 그 중요성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실용성이 미흡한 

학문으로 여겨져왔음. 특히, 과거 선진국을 바삐 추격해야 했던 경제성장기의 우리나

라는 산업 전선에 즉시 투입 가능한 역군을 신속히 준비시키는 전공교육이 최우선시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문교양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컸음. 더불어, 과

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동안 인문학이 수행해 온 기능은 과학기술이 가져온 폐혜

를 단지  ‘지적’하는 일이었음. 이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해 기존의 인문교양교육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 유용성을 회복하

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

   ○ 이를 위해서는, 국내와 더불어 국제적 수준의 전문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

구를 수행하는 글로벌 협력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며 세계적 인문교양교육 학자 

및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담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세계적 교육모델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 또한, 본 연구과정을 통해 수립될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이 기초적 연구로서 

종료되지 않고 세계적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선진적 교육혁신 모델로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고차원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인문교양교육의 현황을 탐색하여 글로벌 보편성을 갖춘 인문교양교육의 목적과 방향

성을 수립하고 대상에 적합한 내용과 그 구성방식을 모색

○ 개인의 잠재력과 학습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문교양교육 학습방식의 특성과 더불

어 실제 사례 조사를 통해 실제적으로 가능한 대안 모색

○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을 실제적으로 적용·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환경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행 방안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Ÿ 연구명: 통합인문 교양교육에서 
고전교육 - 대학교육 혁신에서 
교양교육 강화 방안

Ÿ 연구자(연도): 안현효(2019) 
Ÿ 연구목적: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교양교육 내실화 방안 제시

문헌조사

사례분석

Ÿ 고전교육의 의의와 방법

Ÿ 대학의 고전 기반 교양교육 개편 
및 실천경험 사례

Ÿ 연구명: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플랫폼으로서의 교양교육

Ÿ 연구자(연도): 김종규, 원만희(2018)
Ÿ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교양교육이 

문헌조사
사례분석

Ÿ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과 
협력적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

Ÿ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Big 
Question과 Big Question 주도형 
수업 사례



- 339 -

▣ 주요 연구내용

    ○ 국내·외 인문교양교육에 관한 이론적 논의 분석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세계 문명의 전환기 특성과 그에 따른 인문교양교육의 

특징, 가치와 필요성, 주요 문제와 논쟁점 탐구

     - 인문학의 기원과 더불어 시대적 변천을 통해 현재 다양하게 통용되고 있는 관

련 용어와 의미를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할 ‘인문교양교육’개념화

     - 인문교양교육의 특징, 가치, 필요성 탐구

     - 인문교양교육의 유용성을 저해하는 주요 이슈와 교육현장의 당면 문제 탐색

  ○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구축을 위한 교육내용 및 방법 탐색

     - 국내외 중등 및 대학 인문교양교육 관련 실태 분석(프랑스, 영국, 독일 등 인문

교양교육이 활성화된 유럽과 미국,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중고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지향해야 할 교육방향 및 세부방안 
모색

Ÿ 연구명: 초·중등 인문소양교육 
체계화 연구 

Ÿ 연구자(연도): 박주현 외(2017)

Ÿ 연구목적: 초·중등 
인문소양교육의 원리와 위계화 
방향 모색 및 주제중심 체계화

문헌조사

사례분석

델파이조사

전문가협의회

Ÿ 초중고 인문소양교육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접목 방안

Ÿ 인문소양교육의 교수학습 방향성
Ÿ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지원 방안 

Ÿ 연구명: 동서양 인문고전을 활용한 
청소년 인성교육 방안: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중용>을 
중심으로

Ÿ 연구자(연도): 음영철(2016) 
Ÿ 연구목적: 동서양 인문고전 

텍스트에 기초한 청소년 인성교육 
방안 제시

문헌조사
사례분석

Ÿ 동서양 인문고전(<니코마코스 
윤리학>, <중용>)에 나타난 중용의 
개념

Ÿ 중용을 활용한 청소년 인성교육 
방안

본 

연구

Ÿ 연구명: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개발 연구

Ÿ 연구자(연도): 서예원 외(2021)

Ÿ 연구목적: 전 세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문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모델을 
탐색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활용·확산하기 위한 실행 방안 
제시

문헌분석

사례조사

전문가협의회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구축 
위원회 
운영(글로벌 
학자 및 
전문가 참여)
협동연구
국제 연구 
워크숍

Ÿ 국내외 인문교양교육에 관한 
이론적 논의 분석

Ÿ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교육내용 탐색

Ÿ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혁신 사례조사

Ÿ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안) 
제시

Ÿ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실행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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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문교양교육 탐색)

     - 인문교양교육의 학교교육 실행 방안 및 대안 탐구

     - 글로벌 차원에서 인문교양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해 오프라인, 온라

인, 블렌디드 방법 등 국내외 다양한 교육제공 사례 탐색

  ○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안) 제시

     - 다양한 국가와 지역, 기관의 인문교양교육 전문가와 더불어, 사회과학과 자연과

학을 넘나드는 영역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내용과 방법

의 창의와 혁신, 개방과 공유를 추구하는 모델 디자인

     - 청소년(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문교양교육 본연의 목적에 따라 내용과 방법

을 차별화할 수 있는 모델(안) 개발

   ○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실행 방안 제시

     - 글로벌 인문교양교육의 모델의 실제적 적용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과 환경 조사

     -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원책 및 중장기 방안 제안

     - 글로벌 차원에서 모델을 실행,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국제기구/기관, 주요 

국가들과의 네트워킹과 협력 방안 모색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분석

    - 국내외 인문교양교육 관련 개념 비교 분석 

    - 국내외 주요 인문교양교육 변화 동향 및 이슈/문제점 분석

    - 국내외 주요 인문교양교육 교육 현황 및 교육과정 분석

    - 인문교양교육 및 관련 교육 실제 운영 사례 파악

   ○ 사례 조사

     - 국내 인문교양교육 우수 사례 조사(청소년 대상)

     - 유럽, 북미, 아시아 등 각 지역의 주요 국가별로 중등학생 대상 인문교양교육 

실제 사례 조사

     - 국내·외에 구축되어 있는 인문교양교육 제공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조사, 분석

   ○ 전문가협의회

     - 연구의 전반적 기획 및 진행 과정, 연구내용 검토 및 발전적 아이디어 수렴, 연

구방법 및 결과의 타당성 검토, 연구결과 확산 전략 아이디어 수렴 등을 위한 

관련 자문 실시

     - 국내외 교육학, 인문학, IT,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

   ○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구축 위원회 운영

     -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구축 위원회(Global Liberal Arts and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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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Model Construction Committee, 가칭)’구성 및 운영(지역(국가), 배

경,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고, 대학, 중등학교, 연구기관, 국제기구, 기타 전문기

관 등을 포함하여 국내·외 관련 전문가 10~15명으로 선정) 

     - 위원들은 약 5회(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의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구축 

세미나’에 참여하여 모델(안) 개발에 참여(세미나와 더불어, 세미나 준비, 회의

결과 분석, 모델 구축을 위한 집필활동 등 수행)

   ○ 전문기관 협동연구

     - 국외 중등학교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문교양교육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내

용 및 방식, 수업 사례 조사 및 분석

     - 유럽, 북미,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인문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 

최적의 전문기관을 선정,  협동연구 수행 

   ○ 국제 연구 워크숍

     -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안) 타당성 검토 

     -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전문적 의견 수렴을 통해 모델의 실용성과 완성도 제고

▣ 기대효과

   ○ 인문교양교육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대중 및 교육계의 인식 제고

    -  인문교양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학교교육

을 통해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관한 위기의식 공유 및 인문교

양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광범위한 대중적 공감대 형성 

    -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와 그로 인한 문제상황에 대응하고 더 나은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인문교양교육의 유용성과 새로운 변화 동향에 대한 교육계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증진  

   ○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제시를 통해 세계적 교육 혁신에 기여

    - 다양한 지역/국가, 기구/기관, 전문영역, 개인적 배경 등을 고려한 ‘글로벌 인문

교양교육 모델 구축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국내가 아닌 글로벌 차원에서 통

용될 수 있는 보편적 인문교양교육 모델(안)을 수립, 제안함으로써 향후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는 교육 혁신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 수행

     - 해외 주요국의 중등 및 대학 수준의 인문교양교육 관련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인문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작동원리를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차

원에서의 실제적 교육 변화 가능성 제고

   ○ 인문교양교육에의 실용적 접근을 통해 학교교육 현장에의 실행력 향상

     - 인문교양교육에 대한 학문적 탐구보다는 실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 구

성 방식과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확립을 통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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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의 적용 가능성 확대

     - 인문교양교육 모델을 통해 다양한 교과목으로 파편화되어있는 교육내용들에 대

해 인문교양교육의 정신과 방법을 투영하여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실제적 대

안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 이해관계자들의 교육 실행력 강화 

▣ 연구 추진일정

세부 활동
추진 일정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 수립 

- 자료수집 및 선행연구 분석

- 국내외 공동연구진 선정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구축 위원 포함)

- 문헌분석 및 사례조사

- 전문기관 협동연구(연구용역)

-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구축 위원회 운영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심의

- 인문교양교육과정 및 혁신 
사례조사 

- 국제워크숍 실시

-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초안 도출

- 국내외 전문가 모델 검토

- 최종보고서 작성 및 검토

-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최
종안 완성(자료집)

- 보고서 수정·보완

- 최종보고서 제출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01.01 종료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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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인문교양교육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교육혁신
청소년을 위한 

인문교양교육

(영문)

humanities 

education, liberal 

arts education, 

liberal arts and 

sciences

global liberal arts education 

model, global liberal arts and 

sciences model

educational 

innovation

liberal arts 

education for 

youth(secondary 

school student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문체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17~2021)에 의거해 인문학 연구의 심

층화, 다양화, 융복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확대를 지원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
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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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내용 금액 비중

산출내역 금액(원) 150,000 100.0

1. 사업인건비

일용직(석사/법정부담금 포함) 
79,000원x15일x2명x4회 = 9,480,000

 9,480,000

10,523 7.0
법정부담금
9,480,000원 x 1.1%=1,042,800

1,042,800

2. 공공요금
통신료 및 우편료
(국외일반) 20,000원 x 20개처 x 1회 
(국내긴급) 10,000원 x 10회

500,000 500 0.3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 x 250매 x 200부 2,500,000

6,150 4.1
복사 및 제본비 50원 x 100매 x 50부 x 8회 2,000,000

소모품비 225,250원 x 2회 450,500

기념품비 30,000원 x 5명 x 8회 1,20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임차료 1,600,000원 x 3회 4,800,000
9,600 6.4

전산기기 임차료 400,000원 x 12월 4,800,000

5-1. 국내여비 130,000원 x 2명 x 8회 2,080,000 2,080 1.4

5-2. 국외여비

① OECD 회원국 인문교양교육 유관기관 
현황조사를 위한 국외출장(5박6일, 2회): 

61,247 40.8

(항공료) 3,488,500원 x 4명 x 2회 27,908,000

(숙박비) $223 x 1,210원 x 4명 x 5박 x 2회 10,793,200
(식비) $107 x 1,210원 x 4명 x 6일 x 2회 6,214,560
(일비) $35 x 1,210원 x 4명 x 6일 x 2회 2,032,800
② 글로벌 e-융합교육 모델 타당성 검토 
워크숍을 위한 국외출장(5박6일, 1회): 
(항공료) 4,769,000원 x 2명 x 1회 9,538,000
(숙박비) $223 x 1,210원 x 2명 x 5박 x 1회 2,698,300
(식비) $107 x 1,210원 x 2명 x 6일 x 1회 1,553,640

(일비) $35 x 1,210원 x 2명 x 6일 x 1회 508,200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 및 도서구입비
50,000원 x 5종 x 4회

1,000,000 1,000 0.7

7. 전문가활용비

원외 공동연구진 연구수당
500,000원 x 2명 x 10월

10,000,000

26,500 17.7

원고료 및 검토료 10,000원 x 60매 x 2회 1,200,000

번역료 10,000원 x 100매 x 4회 4,000,000

발표/토론/좌장수당 400,000원 x 8명 x 1회 3,200,000

회의수당 200,000원 x 5명 x 5회 5,000,000

보고서(중간, 최종) 심의수당 
200,000원 x 3명 x 2회

1,200,000

최종보고서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 x 1명 x 1회

500,000

최종보고서 평가수당
200,000원 x 7명 x 1회

1,4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 x 10인 x 8회

2,400,000 2,400 1.6



- 345 -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구분
내용 금액 비중

산출내역 금액(원) 150,000 100.0
9.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협동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15,000,000원 x 2개처

30,000,000 30,000 20.0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국제협력실, 4인

출장 기간 1회 5박6일 기준 총 3회

출장지(방문기관)

프랑스(Network of European Institutes for Advanced Study, 

OECD-education secretariat, etc.), 독일(Dahlem Humanities Center), 

핀란드(Helsinki Collegium for Advanced Studies), 아일랜드(Art and 

Humanities Institute, Moore Institute for Research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etc.) 미국(Consortium of Humanities Centers and 

Institutes, New York University,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University of Notre Dame, etc.) 등

출장자 역할
현지 기관 방문을 통한 전문가 면담, 문헌 및 자료 조사, 관련 책자 및 

정보 수집 등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 서양 인문교양교육의 현황과 구체적 교육과정 체계 및 운영방식 탐구

- COVID 19 관련 인문교양교육(융합교육)의 온라인 현황 조사

-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타당성 검토 및 세계화 확산 전략 마련

사업과의 관련성

- 본 연구는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과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혁신교육 모델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과정 및 결과를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국외출장이 필수적임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 인문교양교육 관련 세계 수준의 전문가와의 면담 실시

- COVID 19 상황과 관련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의 

교육 참여 방안 논의

- OECD 등 국제기구 본부를 중심으로 주변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모델의 타당성을 검토, 논의하는 워크숍 운영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 프랑스: OECD 본부, 유럽 전체의 사회과학 및 인문교육의 연합 

연구기관 방문 가능

- 독일: 국제적인 공동연구 체계 및 네트워킹 기반을 갖춘 인문교양 

관련 기관 보유

- 핀란드: 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의 수준 높은 연구 수행 기관 보유

- 아일랜드: 인문교양 기관과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창의적 사고와 

역동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등 공동 개최 

가능

- 미국: 전세계를 포괄하는 인문교양교육 컨소시엄 기구가 있으며 

다양한 대학에서 인문교양교육 관련 학제, 융합 교육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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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음

코로나19

장기화 시

예산활용방안

(61백만원)

[온라인 전문가협의회 개최]

- 인문교양 현황파악을 위한 기관별 전문가협의회 개최 (약 10개 

기관당 2회)

[해외 전문가 서면검토 의뢰]

-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타당성 서면 검토 의뢰 및 의견 수렴 (각 

기관별 전문가 약 30명)

[온라인 워크숍 개최] (한국전문가는 오프라인으로 참여)

- 유럽 및 미국 지역 국가 전문가 및 관련자 대상 2회 개최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 (한국전문가는 오프라인으로 참여)

- OECD 전문가 초청 유럽 및 미국 포함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구체적 기대효과

- 글로벌 수준에서 인문교양교육의 특성, 가치, 변화 동향, 새로운 

이슈 및 문제점, 지향점 및 비전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 

필요한 보편적 특성 파악

-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구축을 위한 학문적 자료 및 세계적 

전문가 의견 수렴

-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육 모델의 타당성 검토 및 발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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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장기화 시 구체적 예산활용방안

단위 : 천원

코로나19 등으로 국외출장 불가시 대응 계획

대응방안

*온라인 전문가 협의회 개최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구축 위원회 운영(국외 연구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

*해외 전문가 서면검토 의뢰

*국제 연구 워크숍 개최

당초계획 변경(안)
비목 금액 비목 산출근거 금액

소계

사업
인건비

10,523 사업인건비
일용직(석사) 80,000원*15일*2명*2회 4,800

5,376
일용직(석사법정부담금) 4,800,000원*12% 576

공공
요금

500 공공요금
우편료(국내일반) 2,800원*10회 28

128
우편료(국외일반) 20,000원*5개처*1회 100

수용비 6,150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250매*504부 6,300

12,721

자료집 인쇄료 70원*200매*400부 5,600

복사제본비 50원*100매*10부*4회 200

소모품비 141,000원*1회 141

기념품비 30,000원*8명*2회 48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9,6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실료(대회의실) 1,000,000원*2회 2,000 2,000

여비
(국내)2,080

여비 국내여비(서울시 등) 130,000원*5명*2회 1,300 1,300(국외)61,24
7

연구정보
활동비

1,000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
- 도서구입비 50,000원*20권*6종

6,000 6,000

전문가 
활용비　

26,500
전문가
활용비

원외 공동연구진 연구자문료 500,000원*10명*1
0회

50,000

85,975

원고료(A4기준) 40,000원*50매*2회 4,000

검토료 및 교정료(A4기준) 3,500원*50매*13
회

2,275

번역료 10,000원*100매*20회 20,0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5명*5회 5,000

발표·토론·좌장수당 400,000원*4명*1회 1,600

보고서(중간보고서, 평가용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2회

1,200

최종보고서 연구윤리검토비 500,000*1명 500

최종보고서 평가수당 200,000*7명 1,400

회의비 2,400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5명*10회 1,500 1,5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30,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해외 인문교양교육 중등교육과정 분석 연구
용역비 30,000,000원*1개처

30,000
35,000

워크숍 행사용역비 5,000,000원*1회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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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1. 외부용역(해외 인문교양교육 중등교육과정 분석 연구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KDI 대학원, 서강대/경희대/서울대/연세대 등 대학, 한국학중앙연구원 
등(대상 기관 선정은 향후에 이루어질 예정임)

필요성 국내외 인문교양교육 및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기관과 유기적 협업 필요

주요내용
유럽, 북미, 아시아 주요국의 인문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밀도 있는 비교 
분석(인문교양교육의 목적, 인문교양교육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특성, 

인문교양교육 교수학습사례 등)을 통한 시사점 제고
예산(천원) 3천만원
위탁 유형 2. 외부용역(국제워크숍 등 행사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구축 위원회, 국내외 인문교양교육 및 
사회과학분야 유관 전문가

필요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초안의 타당성 및 전문성 제고

주요내용
모델 초안 내용의 구체적 검토 및 수정보완 관련 의견수렴을 통한 

모델의 실용성과 완성도 제고

예산(천원) 500만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약 23% (3,500만원) 

※ 국외출장 및 외부연구 관련 내용은 향후 COVID-19 및 연구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출장지, 방문기관, 방문인원, 국내 외부연구기관 등 포함)



나. 협동연구사업

나. 협동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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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주기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Ⅵ)

▣ 연구책임자

   ○ 김지수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북한배경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맞춤형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 생성 필요

 ○ 통일준비 활성화를 위한 현 정부 국정 과제 지원 필요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현 정부 주요 국정 과제(51-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92-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수행 필요

  ○ 소외계층으로서의 탈북학생을 위한 범부처간 종합 지원, 남북한 통일 준비를 위한 

탈북민 맞춤형 정착 지원 등을 강조하는 현 정부 국정 과제에 직간접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연구 수행 필요

 □ 2016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까지 6개년 연구로 계획된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연구의 안정적 추진 

  ○ 2016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1주기 연구 5개년(2011년~15년) 간 수집된 자료에 대

한 종단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1주기 패널 일부 유지와 동시에 2주기 패널을 새

롭게 구축하여 질적 자료 중심으로 시간에 따른 탈북학생 특성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2주기 연구를 설계하였음.

  ○ 2017년 2차년도 연구에서는 질적 조사를 위한 패널을 구축하고 면담 조사를 실시

하여 탈북청소년들이 처한 일반적인 상황을 포착하였음.

  ○ 2018년 3차년도 연구에서는 연도별(3-6차년도) 연구 초점을 설정하였음. 구축된 패

널 대상 면담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생애사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

는 가운데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영역을 포착하고, 이와 관련한 출생지, 계층, 성

의 영향력을 탐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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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4차년도 연구에서는 패널 면담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생애사 방

법론을 통해 분석하며 탈북청소년들의 삶과 교육의 주요 전환 및 전환점을 포착

하고, 이와 관련한 출생지, 가정배경, 언어, 성의 영향력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음.

  ○ 2020년도 5차년도 연구에서는 북한배경청소년의 생애사에서 ‘영역’과 ‘전환’에 이

어 ‘적응 양식’을 분석하였음.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적응의 특성과 심리정서적 적

응의 특성을 분석하며 출생지, 가정배경, 연령 등 관련 이슈들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하였음. 이와 함께 마지막 6차년도 연구에서는 북한배경청소

년들의 삶과 교육에서 포착되는 주요 주제 탐색 및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관

점에서 발견되는 의미 분석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구의 초점을 설정하였음.

  ○ 이러한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2021년 6차년에 계획된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필

요가 있음.

 □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양적 자료의 지속적 활용 필요

  ○ 1주기 연구에서 수집된 양적 자료에 대한 지속적 자료 공개를 통해 다양한 연구 주제로 

이를 분석해 보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축적된 연구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질적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2주기 연구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1주기 패널을 일부 유지하면서 2주기에 새롭게 구축되는 패널 등 2개 코호트의 북한

배경 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 과정에 대한 질적 자료 수집 및 축적 

  ○ 북한배경청소년의 삶과 교육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 추출 및 그것이 북한배경청소년

의 ‘교육적 성장’과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갖는 의미 분석

  ○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의 시사점 도출

  ○ 1주기 양적 자료 공개를 통해 학술논문 주제를 공모하고 관련 학술대회 개최를 개최

함으로써 축적된 자료 활용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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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탈북청소년교육 종단연구(1주기)

-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 과
정을 사회 및 학교에의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여 분석

- 개인, 가정, 학교 환경 및 학습,
관계, 심리, 사회 차원의 적응 수
준 조사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회 
조사

- 양적, 질적 자료 수집

- 패널 특징 분석
- 탈북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질적 조사 결과 분석
- 관련 정책 제언

2

북한이주민패널연구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 

현황 분석

- 양적 설문지 및 면접 인터뷰를 통
한 자료 수집

- 3년 주기 패널 집단 조사

- 북한이주민의 사회적응, 종교생활,
생활만족도 현황 분석

- 북한이주민의 빈곤 특성 도출
- 심리적 건강과 정신 건강에 영향
- 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북한이주민의 소득수준 변화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
안연구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탐

색하고, 다문화가족 및 비다문
화가족 아동·청소년간의 유사성
과 차이점 파악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지원방안 도출

- 2011년부터 1,632쌍의 다문화청소
년 및 학부모와 다문화청소년의 
담임교사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CAPI 활용
- 발달특성 및 출신국별로 심층면접 

실시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 양상 분석

- 다문화청소년과 취약계층 청소년 
비교 분석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양상 분석
- 다문화청소년 역량강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본 연구

- 북한배경청소년들의 삶과 교육
에서 포착되는 핵심 주제 탐색 및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관점에
서 발견되는 의미를 분석하여 정
책적 시사점 도출

- 질적 자료 분석를 중심으로 북한배
경청소년의 삶과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시도 

- 2017년부터 네 개 패널(초등학교 6
학년, 중학교 3학년, 학교밖 및 대안
학교, 고교졸업이후)을 구축하여 연
차별 자료 수집 및 분석

- 북한배경청소년 삶과 교육의 핵심 
주제 분석 및 교육적 성장과 사회
통합에 비춘 의미를 네 개 패널별
로 분석

- 질적 조사 결과 분석 
-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지원 관련 정
책 제언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연구(Ⅰ)(2016): 1주기 5개년 자료 종단적 분석 및 2주기 

연구 설계

  ○ 1주기 5개년 종단 자료 분석

- 북한과 중국 연상 표현 자료 종단적 분석을 통해 북한 출생 학생들의 탈북 과정에서

의 경험으로 인한 ‘불안’, ‘무서움’ 등이 오랜 시간 유지됨을 드러냄.

- 탈북청소년의 적응 유형이 ‘안정형’, ‘만족형’, ‘위기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형이 증가하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위기형이 등장한다는 점을 

주요 특성으로 제시

- 탈북청소년의 진로탐색과 결정 과정에는 한국 사회의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유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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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존재하나 남한 사회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부족한 학생 자신과 부모님으로 

인해 진로탐색과정에서 중층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함.

- 탈북청소년이 상급학교로의 이동은 삶을 재구성하게 되는 긍정적 계기가 되기도 하

지만 이들이 특정 환경에서 경험한 심리적 상흔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함.

- 탈북청소년의 ’적응‘ 여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특정시점이나 

판단주체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고 있어 ‘적응’ 개념을 넘어선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의 목표 설정이 필요함을 제안함.

○ 2주기 설계

- 1주기 자료 분석 결과에 터해 2주기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과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을 탈북청소년 교육의 성과로 보고, ‘적응’을 성과가 아닌 정착 과정

에서 나타나는 행위양식으로 이해하는 2주기 종단 연구 모델을 제시함.

- 더불어 탈북청소년 대상 양적 조사가 갖는 한계를 고려하여 2주기 연구에서는 질적 

조사에 한정된 연구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1주기 연구에 참여했던 탈북청소년 중,

고교졸업생을 계속 추적 조사하면서 2주기 신규패널을 초6, 중3 중심으로 구축할 것

을 제안함.

  ○ 1주기 자료 관리 및 데이터 활용 지침 개발

- 자료 관리 매뉴얼 개발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 활용 지침 개발

  ○ 1주기 자료 제한적 공개 및 관련 세미나 개최

   - 1주기 6개년 연구에 참여한 전체 연구자 대상 제한적 자료 공개 및 세미나 개최

□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연구(Ⅱ)(2017): 2주기 1차 조사 및 기초 분석

  ○ 1주기 연속 패널 및 2주기 신규 패널을 구축하고 관련 조사를 2회 실시함.

  ○ 탈북청소년의 초기 적응에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돌봄 결핍, 기초언어 혹은 학습언어 

부족으로 인한 학업적응 곤란 문제 등, 기존 연구 결과를 재확인하는 연구 결과 제시

  ○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는 탈북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삶에서는 상대적

으로 출신배경 공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 가지며 북한 출신이라는 점을 전략적

으로 활용하기도 함을 드러냄.

  ○ 특히 장학금, 생활비 등의 경제적 지원과 학생 개개인의 학업수준을 고려하며 수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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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지도가 이루어지는 대안학교의 존재는 탈북청소년들이 자신의 배경을 한계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존재하는 자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토대가 

되고 있음을 강조

 

□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연구(Ⅲ)(2018): 연도별 연구초점 설정 및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영역 분석

  ○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종단 연차별 연구 초점을 생애사적 방법론을 토대로 설정하고 

매년 추출되는 연구 결과가 갖는 의미를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 한국사회의 ‘사

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관련 정책을 제시함.

2주기 
연구

연도별

연구
초점

연도 연구 초점 해석 및 제언

2017 탈북청소년 삶과 교육의 주요 맥락(contexts) 분석 ‘교육적 
성장’, 

‘사회통합’ 
차원에서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관련 정책 제안

2018 탈북청소년 삶과 교육의 주요 영역(dimensions) 분석

2019 탈북청소년 삶과 교육에서의 주요 전환점(turning points) 분석

2020 탈북청소년의 적응양식(adaptations) 분석

2021 탈북청소년 삶과 교육을 관통하는 주제 추출 

  ○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영역’을 패널별로 도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공부와 진로’,

‘친구와 가족’, ‘휴대폰 게임 온라인세계’, ‘정체성’ 등 4가지 범주로 제시

  ○ 탈북청소년들의 출생지, 성, 계층 등의 차이가 이들의 삶과 교육의 주요 영역에 미치

는 영향과 관련 이슈 추출 

  ○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수준의 종단적 변화 경향을 1주기 양적 조사 자료를 토대

로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관련 시사점 추출

  ○ 1주기 데이터 공개 및 관련 세미나 개최  

□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연구(Ⅳ)(2019):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전환점 분석 

  ○ 탈북청소년들의 삶과 교육에서의 주요 전환점을 패널별로 도출하고, 그 연구 결과가 

갖는 의미를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과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관련 정책을 제안함.

  ○ 탈북청소년의 삶의 ‘전환’을 일으키는 요소는 가족, 제도적 공간, 타인과의 관계, 성

취경험, 언어, 종교, 성찰 등으로 나타남.

  ○ 탈북청소년에게는 가족의 해체나 구성, 진학과 취업 등 제도적 공간의 변화, 교사나 

친구 등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 다양한 성취경험, 언어 능력, 종교적 계기,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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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성찰 등이 삶의 큰 전환을 일으키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됨.

  ○ 탈북청소년의 삶의 전환이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하

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 1주기 데이터 공개 및 관련 세미나 개최  

□ 2주기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종단 연구(Ⅴ)(2020): 북한배경청소년 삶의 주요 적응양식 

분석 

  ○ 북한배경청소년들의 삶과 교육에서의 주요 적응양식을 패널별로 도출하고,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적응이 갖는 의미 분석

  ○ 북한배경청소년의 출생지(중국/북한), 가정배경, 연령 등의 요인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교육 지원 정책적 시사점 도출

  ○ 1주기 데이터 공개 및 관련 세미나 개최  

▣ 주요 연구내용

 □ 북한배경청소년 삶과 교육의 핵심 주제 분석

  ○ 삶과 교육의 주요 영역(dimensions) 핵심 주제 분석

  ○ 삶과 교육의 주요 전환(turnings) 핵심 주제 분석

  ○ 삶과 교육의 주요 적응양식(adaptations) 핵심 주제 분석 

□ 북한배경청소년의 삶과 교육에서의 핵심 주제가 갖는 종합적 의미 분석

  ○ 북한배경청소년의 교육적 성장 차원

  ○ 한국사회의 사회 통합 차원

□ 정책적 시사점

  ○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

  ○ 한국교육 정책 

□ 1주기 종단자료를 활용한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관련 연구 주제 발굴 및 자료 분석

  ○ 자료 공개 

  ○ 학술대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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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방법

□ 전문가 및 관계자 협의회

  ○ 2주기 1~5차년 연구 결과 공유 및 6년차 연구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자 협의

회 실시  

  ○ 기 실시된 심층 면접 과정 분석을 통한 질문 내용 및 면담 형식 보완 수정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 실시

  ○ 자료 분석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북한배경청소년 연구 전문가 협의회 실시

  ○ 연구 결과 공유 및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한 정책 전문가 협의회 실시

□ 문헌 연구

  ○ 기존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정리

  ○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관련 선행 연구 정리

□ 면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1주기 후속 패널 및 2주기 패널로 참여한 학생, 학부모, 교사 면담

  ○ 연 1회 면담(9차 면담) 실시

  ○ 1차 면담에서 9차 면담까지의 자료 분석

□ 면담자 워크숍 실시

  ○ 기존 면담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점 분석

  ○ 질문 내용 및 형식 점검 및 보완

  ○ 면담 절차에서의 유의점 공유

□ 생명윤리심의

□ 자료 공개 및 세미나 개최

  ○ 대상: 5년 간(2011-2015)의 양적 설문 조사 자료

  ○ 자료 공개 및 주제 공모

  ○ 심의위원회 개최

  ○ 학술세미나 개최

  ○ 조사자료 공개지침(2016.06.17. 제정) 수정 및 보완

  ○ 자료 관리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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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일정

▣ 연구기간

연구년차 (6/6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북한배경청소년 질적연구 교육적 성장 사회통합

(영문)

(Youth with 

North Korea 

Background)

(Qualitative 

Research)

(Educational 

Growth)
(Social Cohesion)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1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실행계획 수립

¡ 면담자 워크숍 실시

¡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

¡ 생명윤리심의

¡ 8차 면담 자료 분석

¡ 9차 면담 실시 및 녹취

¡ 1주기 데이터 활용자 모집 공고

¡ 심의위원회 개최 및 발표자 선정

¡ 중간보고회 개최

¡ 9차 면담 자료 분석

¡ 장별 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 작성

¡ 1주기 자료 활용 세미나 개최

¡ 최종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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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북한배경청소년의 한국사회에서의 성공적 정착 지원 방안 도출

¡ 통일대비 한국사회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도출

통일부
¡ 통일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방안 도출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연구 예산

구분 내용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원단위)
74,714 100.0

1. 사업인건비
협동연구인센티브 62,000,000원×10% 6,200,000

14,800 19.8
전년도(2020년) 연구사업 협동연구인센티브 8,600,0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15회 42,000

162 0.2
우편료 국내소포 4,000원×30회 120,000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비 50원×400매×200부 4,000,000

5,503 7.4
면담사례비(문화상품권-청소년) 50,000원×10명×1회 500,000
성찰일지사례비(문화상품권-학생) 10,000원×32명×2회 640,000
소모품비 363,423원×1회 363,423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임차료(학술세미나) 580,000원×1회 580,000

1,880 2.5
회의실 임차료(협의회) 52,000×25회 1,300,000

5-1. 국내여비
국내여비(세종시 외) 130,000원×4명×2회 1,040,000

2,640 3.5
시내교통비 20,000원×4명×2회×10개월 1,600,000

6. 연구정보활동비 국내외 도서자료 구입비 2,988,559 2,989 4.0

7. 전문가활용비

전문가협의회 회의비 200,000원×6명×13회 15,600,000

42,900 57.4

면담사례비(학부모, 담임교사) 100,000원×20명×1회 2,000,000
면담사례비(학생: 성인) 100,000원×22명×1회 2,200,000
보고서 심의수당(중간) 200,000원×3명×1회 600,000
보고서 심의수당(최종) 200,000원×3명×1회 600,000
보고서 평가비 200,000원×7명×1회 1,400,000
연구윤리검토비 500,000원×1명×1회 500,000
연구자문료 500,000원×40회 20,0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8명×16회 3,840,000 3,84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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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Ⅴ): 문해교육 실천 전략

▣ 연구책임자

   ○ 안해정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2015년 9월 UN에서 제의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교육 분야 개발협력 과제를 포괄적 구상의 중장기 실천계획으로 추

진해야 함. 한국 정부가 국제개발협력 의제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교육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모두를 위

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을 실천하기 위한 

7개 세부목표(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 취

약계층 교육, 문해·수리 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등)와 범분야적 측

면에서의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 마련을 연차 계획에 따라 수행

하고자 함.

 ○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교육개발협력의 목표와 전략

을 구체화하고,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및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

록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본 과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목적으로 교육의 각 영역을 심층적으로 

고찰할 뿐만 아니라 범분야(Cross-cutting)적 측면에서 다른 분야 SDGs 목표들과의 

연계선상에서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마련하는 과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2015년 9월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의 미래 개발협력의

비전을 제시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채택하였으며, 새로운 개발목표에 따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도 재편되었음.  

  ○ 17개 목표(Goals)와 169개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사회발전, 환경, 경제 등 개발과 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각 목표의 세부목표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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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의 네 번째에 해당되는(SDG 4) 교육 목표의 경우에도 7개의 세부목표와 

3개의 이행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분야의 전 영역을 다루고 있음. 이렇게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세부목표

를 내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 교육개발협력사업 및 프

로그램을 연구·개발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범분야적 측면에서 교육 목표와 

다른 분야의 목표들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교육 목표의 달성이 SDGs 전체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마련해야 함.

 □ SDG 교육의제는 영유아 및 초등교육의 질적인 완성과 함께 전기중등교육의 무상

의무교육 실현, 그리고 후기중등교육의 정비와 고등교육의 성장, 평생 학습까지 전 

생애적 관점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두에게 공평한 양질의 교육

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OECD 등의 국제 사회는 한국의 교육을 수월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한 모범

적인 교육모델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교육시스템은 한국의 비약적인 

사회경제적 성장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문해교육은 평생 학습의 관점에서 볼 때 국내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교육 

분야의 주요 쟁점인 만큼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의 관련 이슈를 개선해나

가는 ‘상생’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문해력·수리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

되지만 성인의 문해·수리력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4차 산

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청소년 및 성

인의 문해·수리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명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SDGs 달성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

력을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우리정부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상생’을 강조하면서 개발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협력의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는 ‘인류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추진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가올 새로운 미래에 대비

하는 ODA 기반 구축’을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였음. 특히,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 지원’을 9대 추진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음.

  ○ 본 과제는 개도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 교육개발협력의 실천 전략을 마

련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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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에 걸쳐 SDG 4.1부터 4.7까지 7개의 SDG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교육 

목표의 달성이 다른 16개 SDGs 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데 

의의가 있음. 

 

▣ 연구 목적

  □ 총 6개년의 5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이

라는 전체 연구의 목표 아래 개발도상국의 문해·수리교육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의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문해·수리교육의 쟁점을 국제적 맥락과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국내외 

관련 개발협력사업 통계와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문해·수리교육 분야에서 우리나

라가 추진할 개발협력의 실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음.

  ○ SDGs로 대표되는 글로벌 가치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

서 동시에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추진이 필요한 만큼 본 과제에서는 

SDGs 달성과 우리나라의 신남방·신북방 및 일자리 정책 등 국가 전략을 고려하

여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 과제명 : 문해교육과 개발(국제교
육개발협력: 이론과 쟁점 8장)

· 연구자(년도) : 유성상, 정봉근,
강규원 편(2017, 교육과학사)

· 연구목적 : 문해교육의 역사, 국
제개발과 문해교육, 문해교육과 
개발의 쟁점, 문해교육의 향후 
과제 분석.

· 문헌분석 : 이론적 탐색, 개념, 쟁
점 분석, 향후 과제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 문해교육의 역사를 소개함.
· 국제개발협력과 문해교육과의 관

계 및 이슈를 밝힘.
· 문해교육과 개발의 쟁점을 문해력 

제고 방법, 문해력 측정, 성인 및 
소외계층의 문해교육 측면에서 분
석함.

· 평생 학습과 인권 보장의 차원에
서 문해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함.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함.

2

· 과제명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연
구)I): 기초교육 실천 전략

· 연구자(년도) : 안해정 외(2017,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목적 : 개발도상국의 SDG 기
초 교육 관련 목표(SDG 4.1,
SDG 4.2)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기초교육 분야 개발
협력 실천 전략을 마련함.

· 문헌분석 : SDGs 기초 교육 목표
의 특징을 MDGs 및 EFA의 기초
교육 관련 목표의 비교를 통해 분
석
· 국제협력연구 : SDGs-교육 2030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을 통해 국
제사회의 관련 논의 파악, 캄보디
아 교육청소년체육부와 기초 교육
의 주요 이슈 논의 
· 통계분석 : 우리나라 ODA 통계자
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초교육 
분야 ODA 사업의 현주소 진단,
기초교육 관련 국제통계를 활용하

· 기초교육의 쟁점 및 과제를 제도 
및 정책,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
시설 및 학습 환경, 교사 훈련, 교
육 형평성, 학교 밖 아동 청소년
의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함.

·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및 기타 
세 지역에서의 기초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각 지역별 과제를 도출
함.

· 우리나라 기초교육 분야 ODA 사
업을 분석하고, 국내외 기초교육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조사하고, 기
초교육 수준에 따라 협력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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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초교육 수준에 따른 수원국 
유형화

· 사례조사: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선진 공여국 및 우리나
라가 수행한 기초교육 분야 개발
협력 사업 분석

· 전문가협의회 : 정부부처, 연구기
관, NGO를 포함한 교육개발협력
분야 전문가 대상 

· 포럼 개최: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논의 및 연구 결과 검토 및 성과 
확산을 위해 포럼 2회 개최

유형화하여 유형별 협력 방향을 
제안함.

·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을 제언하
고, SDG 4-교육 2030 운영위원회
가 제시한 정책 및 전략, 모니터
링, 재정확보, 옹호 활동의 4개의 
틀로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할 기
초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실천 전
략을 제시함.

3

· 과제명 :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실천방안 연구: 교육분야
를 중심으로

· 연구자(년도) : 안해정 외(2016,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목적 : 국내 교육개발협력 사
업 현황 및 사업 주체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SDG 교육 
목표 의 구조 및 내용적 분석을 
통해 SDG 교육 목표의 효과적 
실천을 위한 방안을 도출함.

· 문헌분석 : SDGs 및 SDG 교육 목
표의 특징 분석
· 국제협력연구 : 일본, 노르웨이, 중
국의 SDG 교육 목표 달성 전략  
및 국내 교육개발협력에 주는 시
사점 파악
· 통계분석 : EDCF ODA 통계자료
를 SDG 교육 목표의 틀로 분석하
여 한국 ODA 사업의 현주소 진단

·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 면담: 시민
사회단체, 대학, 시도교육청, 정부
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개발협력 담당자 대상

· 전문가협의회 : 정부부처, 연구기
관, NGO를 포함한 교육개발협력
분야 전문가 대상 

· 국제회의 참관 조사: SDG 교육 지
표 관련 TCG 회의(워싱턴디씨, 5
월) 참석, SDGs 국제컨퍼런스(뉴
욕, 9월) 참석

· SDG 4(교육목표)의 세부목표에 대
한 포괄적, 전략적 접근 및 정책 
연계성 강화, 국가 및 지역 수준
별 접근, 사업주체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강화,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확립이 SDG 4 실천을 위해 
필요함을 제안함.

· SDG 4 실천을 위한 기본 원칙으
로 (1) 연구기반, (2) 전략적 접근,
(3)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4) 모
니터링, 평가시스템 구축, (5) 파트
너십 강화를 제시함.

· 세부목표별 추진 방향(질적, 양적 
성장 추구), 각 세부목표 실천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와 수행 주체
를 제시함.

· SDG 4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 체
계(가칭, 교육개발협력 분과위원
회)를 기존의 ‘국제개발협력위원
회’의 틀 안에서 제안함.

· SDG 4 달성을 위한 향후 15년 간
의 로드맵을 ‘기반 구축기(16~20)’
‘집중 추진기(21~25) ’성과 평가 
및 발전기(26~30)‘의 3단계로 구분
하여 제시함.

본 연구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개발도상
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한국의 강점과 협력 
대상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해·
수리교육(SDG 4.6) 분야에서 우
리나라가 추진할 교육개발협력의 
실천전략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구별됨.

· 문헌분석 : 관련 선행연구 및 국제
기구, 각 권역기구, 정부출연연구기
관, 대학, 국제NGO 등의 문서, 자
료 분석 

· 통계분석 : 우리나라가 수행한 
SDG 4.6 관련 ODA사업 통계 및 
UIS, 세계은행 등이 집계한 수원국의 
관련 통계를 분석

· 사례분석 : 국내외 관련 분야 개발
협력 사업 중 향후 S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를 분석

· 연구세미나, 정책포럼 및 전문가협
의회 개최 :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
로 하는 연구세미나, 정책포럼 및 
협의회 개최

· 면담조사(FGI) : 관련 개발협력사
업 담당자 면담 조사

· 개도국 현지조사 : 문해·수리교육 
분야의 수요조사 및 사업 발굴을 
위한 현지조사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내에서 
문해·수리교육의 의제 분석 

· 글로벌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수원
국 수준별 문해·수리교육 관련 실
태 및 현황 분석

· 청소년 및 성인의 문해·수리력 향
상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프로그램 
발굴 

· 개도국의 문해·수리력 향상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정책 제안 및 로드
맵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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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 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6개년에 

걸친 연속 과제를 수행함. 

  ○ 1차년도에서 6차년도까지 총 6개년에 걸쳐 SDG 4의 7개 세부 목표에 대해 심층적

으로 분석함. 각 세부목표별로 핵심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핵심 주제에 대한 

내용 분석과 함께 세부목표의 실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행 방안(예, 4.a, 4.b, 4.c)

의 활용 전략을 마련함. 마지막 6차년도 연구에서는 SDG 4.7(세계시민교육)의 실

천 전략 마련과 함께 앞서 수행한 연구를 종합하면서 동시에 다른 SDGs 16개 목

표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SDGs 범분야에 대한 실천 전략을 마련함. 

[그림 1] 연차별 연구 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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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차년도 연구 성과

▣ 주요 연구내용

  □ 문해 관련 국제 동향 및 쟁점 분석

  ○ SDGs의 맥락에서 문해·수리교육의 쟁점과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함.

    - SDG 4.6의 내용적 특징을 파악함.

    - 청소년을 비롯하여 성인의 문해력과 수리력 현황과 이슈를 분석함.

  ○ SDGs 및 국제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해·수리교육의 핵심 과제를 분석함.

 □ 국가특성별 문해·수리교육 현황 분석 및 해외 사례 조사

  ○ 국가특성별로 문해·수리교육의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함. 

연차

(년도)
주요 성과

1차년도

(2017)

·기초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실천 전략을 SDGs 교육목표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초
교육의 핵심 주제별로 제안함.

·①교육제도 및 정책, ②교육과정 및 평가, ③교육시설 및 학습 환경, ④교사 
훈련, ⑤교육 형평성, ⑥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핵심 주제별 정책을 제안함.

·각 핵심 주제별로 정책 및 전략, 모니터링, 재정 확보, 옹호 활동의 틀에서 실
천 전략을 도출함.

·기초교육 수준별로 개도국을 유형화 하였으며 국가유형별로 기초교육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제안함.

2차년도

(2018)

·SDGs 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TVET) 분야 개발협력의 실천 전략을 제안함.
·SDG 4 및 SDG 8에서 강조하고 있는 TVET 분야의 핵심과제를 ①제도 및 정책, 
②교육과정 개발, ③교사 및 훈련가 양성, ④인프라 구축, ⑤모니터링 및 평가로 
파악하고, 각 과제별로 정책제언을 도출함

·TVET 수준별로 개도국을 유형화 하였으며 국가유형별로 TVET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제안함.

3차년도

(2019)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가 추진할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실
천 전략을 ①기회 확대, ②질 제고, ③지속가능성 제고의 측면에서 제안함.

·SDG 4.3에서 강조하고 있는 고등교육 핵심 이슈인 ①접근성, ②질 보장, ③이동
성, ④ICT를 포함하는 과학기술교육, ⑤융합교육, ⑥고등교육 혁신을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함.

·개도국 고등교육 수준별로 개도국을 유형화 하고 유형별 개발협력 전략을 제
안하였으며, 더 나아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중점협력국가 내의 고등교육 동향
을 분석함.

·SWOT 분석을 통해 ①기회 확대, ②질 제고, ③지속가능성 제고의 세 가지 측
면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별 실천 
방안을 제시함.

4차년도

(2020)

·개발도상국의 교육형평성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가 추진할 교육개발협력의 실천 
전략을 ①여성, ②빈곤층, ③장애인, ④기타(난민, 이주민, 소수민족, 소외지역 
등)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안함.

·SDG 4.5에서 강조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교육접근성 제고와 취약계층을 위한 양
질의 교육 보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함.

·취약계층 집단별 교육형평성 수준별로 개도국을 유형화 하고 유형별 개발협
력 전략을 제안하며, 더 나아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중점협력국가의 교육형평
성 제고 방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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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도국 청소년 및 성인의 문해력·수리력 제고를 위한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

의 개발협력 사업 사례를 분석함.

 □ 문해·수리교육 분야의 교육개발협력 전략 개발

  ○ 우리나라 교육 분야 ODA 사업 중 문해·수리교육을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

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함.

  ○ 개도국 청소년 및 성인의 문해력·수리력 제고를 위한 우리나라 개발협력 사업 

사례를 분석함.

  ○ 개도국 문해 및 수리력 수준에 따라 협력국가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전략을 개발함.

  ○ 핵심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하여 문해력·수리력 제고를 위한 대상국별 협력 모델

을 개발함.

 □ 개도국 청소년 및 성인의 문해력·수리력 제고를 위한 개발협력 실천 전략 도출

  ○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실천 전략을 마련함.

  ○ 개도국 유형 및 주요 중점협력국가별 문해력·수리력 제고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

하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방안을 도출함.

    

▣ 연구 추진방법

□ 협동연구

  ○ 연구의 내용적, 방법론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학 등 다른 유관기관과 협동으로 연구를 수행함.

 □ 문헌분석

  ○ 국제기구(WB, OECD DAC, UNESCO, UNDP 등), 각 권역 협의체(ASEAN,

ADEA, OEI 등), 외교부 및 교육부, 기재부 등의 정부부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및 학계 NGO 등에서 연구된 선행 연구를 분석함.

  ○ 국제기구 및 UN 등의 글로벌 통계자료, 공식문서 등을 분석함.

○ 관련 학술 논문 등을 분석함.

 □ 통계분석

  ○ 우리나라 관련 ODA사업 통계를 분석하여, 사업 유형과 사업 내용을 파악함.



- 367 -

 □ 사례분석

  ○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문해·수리교육 관련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조사 분석함.

  

 □ 면담조사 분석

  ○ 우리나라가 수행하였던 문해 관련 교육개발협력 사업 사례를 면담조사를 통해 

수집·분석함

 □ 연구 세미나 및 전문가 협의회 실시

  ○ 연구 방향 설정 및 연구 내용의 구체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연구 세미나 및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함

 □ 정책 포럼 개최

  ○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 검토를 위해 정부부처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 

포럼을 개최함.

▣ 연구 추진일정

세부 활동
추진 일정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 수립 

- 자료수집 및 선행연구 분석

- 연구세미나 실시

- 조사도구 및 분석 틀 개발

- 통계자료 조사 및 분석 

- IRB 심의

- 사례 조사 및 분석

- 원고 용역 실시 및 검토

- 중간보고서 작성 및 검토

- 개도국 현지 조사

- 최종보고서 작성 및 검토

- 포럼 실시

- 보고서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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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간

연구년차 (5/6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성인교육

▣ 주제어

한글 지속가능개발목표 교육개발협력 문해 수리문해
디지털 

리터러시

(영문) (SDGs)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Literacy) (Numeracy)
(Digital 

Literac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국조실 ¡ 중점협력국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및 재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 

교육부
¡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발협력사업의 방향 검토 및 향후 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외교부 ¡ KOICA 민관협력 사업 검토 및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기획재정부 ¡ EDCF 차관 사업 검토 및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V.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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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120,677 100.0

1. 인건비

일용직(학사) 75,000원×2명×5일 750,000

24,140 20.0

일용직(학사)1 법정부담금
75,000원×2명×5일×12%

90,000

협동연구 인센티브(2021년) 137,000,000원×10% 13,700,000

협동연구 인센티브(2021년) 96,000,000원×10% 9,600,000

2.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20회 56,000

356 0.3
우편료 국내소포 4,000원×10회 40,000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6회 60,000
우편료 국외일반 20,000원×10개처×1회 200,000

3.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400매×180부 3,600,000

8,464 7.0

복사 및 제본비 50원×100쪽×70부×2회 700,000
자료집 인쇄료 50원×100쪽×50부×1회 250,000
회의관련 현수막 150,000원×2회 300,000
회의관련 배너 100,000원×2회 200,000
소모품비 3,414,209원×1식 3,414,209

4.
연구
기자재 및 
임차료

사무기기 임차료(복합기) 120,000원×10개월 1,200,000

6,126 5.1
회의실 대실료 200,000원×16회 3,200,000
회의실 전산기기 임차료 100,000원×5명×2회 1,000,000
국외출장 차량 렌트비 100$×1,210원×1국
(캄보디아)×6일

726,000

5-1.
국내여비

국내여비(세종시, 서울 등 협의회 및 사례조사) 
130,000원×3명×6회

2,340,000
2,700 2.2

시내출장비 20,000원×3명×6회 360,000

5-2.
국외여비

• 방글라데시(다급) 현지조사를 위한 국외여비 　

4,856 4.0

 - 방문국 및 방문도시, 출장자: 방글라데시, 다카 
미정(연구위원 2인)

　

 - 출장예정일: 2021.7(4박6일) 　
일비 35$×1,210원×2인×6일×1회×1/2
(렌트 차량 이용에 따른 50% 감액)

254,100

식비 58$×1,210원×2인×6일×1회 842,160
숙박비 130$×1,210원×2인×4박×1.5×1회 1,887,600
항공료(이코노미/왕복, 도시 간 항공이동 포함) 
836,000원×2인×1회

1,672,400

준비금(비자발급비 등) 100,000원×2인×1회 200,000

6.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38,400원×10권×10종

3,840,000

4,035 3.3
영상회의 솔루션 계정 구매
14.99($, 1계정)×1,300원×10개월

194,870

7.
전문가 
활용비　

연구자문료 500,000원×3명×9회 13,500,000

44,600 37.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8명×7회 11,200,000
면담조사 참여 수당 200,000원×25명×1회 5,000,000
중간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평가용보고서 자체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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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출장지(방문기관) 다카, 방글라데시(교육부)

출장목적
우리나라 국가협력전략(CPS) 상 교육이 중점협력분야로 채택되어 있으며,
신남방 정책 대상국의 하나인 방글라데시의 문해·수리교육 현황 및 사업 

수요 파악

출장자(역할) 원내연구진 총 2인: 1인(관련 개발협력 전략 파악), 1인(사업 사례 및 
수요 조사)

코로나19

장기화 시

예산활용방안

(5백만원)

⚪현지 전문가(현지 공무원, 학자, 개발협력 활동가 등)와의 화상 회의 및 
출장 조사 내용에 대한 원고 청탁 전환

⚪국제적 활용을 위한 영문 요약 보고서 발간 전환  

출장지(방문기관) 프놈펜, 캄보디아(교육청소년체육부)

출장목적
우리나라 국가협력전략(CPS) 상 교육이 중점협력분야로 채택되어 있으며,
신남방 정책 대상국의 하나인 캄보디아의 문해·수리교육 현황 및 사업 

수요 파악

출장자(역할) 원내연구진 총 2인: 1인(문해·수리교육 사업사례 조사), 1인(협력 전략 
탐색 및 사업 수요 조사)

코로나19

장기화 시

예산활용방안

(5백만원)

⚪현지 전문가(현지 공무원, 학자, 개발협력 활동가 등)와의 화상 회의 및 
출장 조사 내용에 대한 원고 청탁 전환

⚪국제적 활용을 위한 영문 요약 보고서 발간 전환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120,677 100.0

최종보고서 평가수당 200,000원×7명×1회 1,400,000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명 500,000

발표자 수당 300,000원×2명×6회 3,600,000
토론자 수당 200,000원×3명×6회 3,600,000
좌장 수당 300,000원×1명×2회 600,000
원고료(전문가 원고의뢰) 8,000원×125매×2회 2,000,000
번역료(영어→한국어) 10,000원×100매×2회 2,000,000

8.회의비
전문가 협의 간담회비 30,000원×6명×10회 1,800,000

4,200 3.5
연구진 협의 간담회비 30,000원×8명×10회 2,400,000

9. 
외부용역
비 및 
부담금

포럼개최 용역 5,000,000원×2식 10,000,000

21,200 17.6
면담조사 전사 용역 5,200,000원×1식 5,200,000
4차년도 연구 국·영문 홍보동영상 제작 용역 
6,000,000원 × 1식

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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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방문기관) 비엔티안, 라오스(교육체육부)

출장목적
우리나라 국가협력전략(CPS) 상 교육이 중점협력분야로 채택되어 있으며,

신남방 정책 대상국의 하나인 라오스의 문해·수리교육 현황 및 사업 
수요 파악

출장자(역할) 원내연구진 총 2인: 1인(문해·수리교육 사업사례 조사), 1인(협력 전략 
탐색 및 사업 수요 조사)

코로나19

장기화 시

예산활용방안

(5백만원)

⚪현지 전문가(현지 공무원, 학자, 개발협력 활동가 등)와의 화상 회의 및 
출장 조사 내용에 대한 원고 청탁 전환

⚪국제적 활용을 위한 영문 요약 보고서 발간 전환  

※ 코로나 19 장기화 시 구체적 예산활용방안

단위 : 천원

코로나19 등으로 국외출장 불가시 대응 계획

대응방안

* 현지 전문가(현지 공무원, 학자, 개발협력 활동가 등)와의 화상 회의 및 

출장 조사 내용에 대한 원고 청탁

* 국제적 활용을 위한 영문 요약 보고서 발간

당초계획 변경(안)

비목 금액 비목 산출근거 금액
소계 4,856

국외여비 4,856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200,000×5인×1회 1,000
원고료 50,000×30매×2인 3,000
번역료(한국어→영어)

40,000×21.4매
856

※ 외부용역 및 분담금(사업계획서 내 외부용역 및 분담금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주요내용 정책 포럼 개최 지원

대상기관 미정

주요내용 면담조사 시 녹취한 음성파일 전사 지원

대상기관 미정

주요내용 4차년도 연구 결과 국·영문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대상기관 미정





다. 정보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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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사업책임자

   ○ 지식정보화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전산기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 기반 확보,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 절감

 ◦ 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연구 생산성 극대화

 ◦ 교육정책 허브로서의 역할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주요 사업내용 : 679백만원

□ 전산기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679백만원)

 ◦ 기관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 서버, S/W, DBMS, N/W, 보안, 기타 부대기기의 운영 및 유지보수(302식)

   ※ 보유 현황 : 서버 47식, S/W 73식, DBMS 11식, N/W 77식, 보안 38식, 

                  스토리지 10식, 백업 4식, 부대기기 42식

  - 통합 웹 사이트, 인프라 사이트 및 통계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기관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 기대효과

□ 통합발주를 통한 일원화된 서비스 창구 제공

□ 전문화된 업체를 통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 서비스수준협약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 사업기간

연구년차 (계속)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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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천원)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통합유지보수사업 전문업체

필요성
전산 인프라 환경 개선 및 원내 전산시스템의 통합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극대화된 최적의 연구 환경 구축

주요내용 전산기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천원) 679,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100%

구분 내용: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원단위)
679,000 100

9.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 전산기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유지보수  854,172,230원

(서버,네트워크,백업장비,스토리지 8%, 응용소프트웨

어,보안장비 10%, 상용소프트웨어 12%, DBMS 22%)

◼ SW기술자 319,762,128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기준, PM, 응용SW개발

자, NW엔지니어, IT시스템운영자 총48M/M)

◼ 총 679,000,000원

(산정 비용 1,173,934,358원에 57.84% 요율 적용)

679,000,000 679,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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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전산기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 679,003,632원

 - 기관 서버,NW,DBMS,기타 부대기기 운영 및 유지보수비: 679,003,632원

  (총 예상 비용은 1,173,934,358원이나 57.85% 비율을 적용. 붙임1,2,3 참고)

<유지보수 요율(H/W, S/W) 책정 기준>

- 서버, 네트워크, 백업장비, 스토리지: 8% 요율

- 응용소프트웨어, 보안장비(어플라이언스 및 소프트웨어 포함): 10% 요율

- 상용소프트웨어: 12% 요율

- DBMS: 22% 요율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9년 2차 개정판) 기준

- 상기 가이드 (표1-4) 방법별 주요 내용 요약 중 투입공수방식운영비 임금

- PM, 응용SW 개발자, NW엔지니어, IT시스템운영자 등 최소 48M/M 필요

<2019~2020년 통합유지보수 사업 계약 개요>

◦ 계약업체: 케이엘정보통신㈜ 컨소시엄

◦ 계약기간: 2019. 4. 1 ~ 2020. 12. 31.

◦ 계약금액: 3,539,081,2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020.1.1.~12.31.: 2,048,351,180원(기관 1,257,568,180원/ 기타 790,783,000원)

· 2019.4.1.~12.31.: 1,490,730,020원

※ 통합유지보수 사업은 기관 고유 장비뿐만 아니라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타기관에서 본원 

부서로 위탁한 사업에 귀속된 장비들을 하나의 유지보수 사업으로 통합 발주 및 운영하고 

있음.  단, 유지보수 비용 기관 비용과 별도 분리하여 책정 집행함 (붙임3 참조)

장비구분 대수 유지보수 금액
(원)

SW기술자 평균 임금

구분 월평균 임금 연평균 임금

네트워크 77 162,631,738 ⑥ IT PM 7,582,109 90,985,308

백업장비 4 30,337,100

보안장비 38 148,835,131 ⑫ 응용SW 개발자 6,395,094 76,741,128

서버 47 66,015,600

소프트웨어 73 317,887,124 ⑯ NW엔지니어 6,846,793 82,161,516

스토리지 10 42,663,760

DBMS 11 59,242,737 ⑰ IT시스템운용자 5,822,848 69,874,176

부대기기 42 26,559,040

소 계 302 854,172,230 소 계 26,646,844 319,762,128



- 378 -

(붙임1) 유지보수 대상 장비 목록(N/W, S/W 포함)

NO 장비구분 장비명 수량
도입

년도
기능/용도 도입금액 개월 요율 유지보수료

1 네트워크 백본스위치(WS-C6513-E) 4 2017
네트웍 스위칭 장비 - 백본

스위치
280,500,000 12 8 22,440,000 

2 네트워크
서브백본스위치

(WS-C4500X-16SFP+)
8 2017 네트웍 스위칭 장비 217,294,000 12 8 17,383,520 

3 네트워크
서브백본스위치

(WS-C4500X-16SFP+)
2 2017

네트웍 스위칭 장비 - 내부

망 워크 그룹 분대 스위치
51,607,325 12 8 4,128,586 

4 네트워크
워크그룹스위치 (WS-4506E 

168Port)
12 2017 네트웍 스위칭 장비 - 5층 540,303,073 12 8 43,224,246 

5 네트워크
워크그룹스위치 (WS-4506E 

96Port)
4 2017 네트웍 스위칭 장비 - 2층 145,233,101 12 8 11,618,648 

6 네트워크
워크그룹스위치 (WS-4506E  

48Port)
6 2017 네트웍 스위칭 장비 - 1층 191,698,703 12 8 15,335,896 

7 네트워크 라우터(Cisco3925/K9) 1 2017

KREONET 인터넷 회선 연

결 라우터

네트웍간연결장비

6,772,018 12 8 541,761 

8 네트워크 L3스위치(WS-C3750X 4 2017 라우팅기능 스위칭장비 46,189,000 12 8 3,695,120 

9 네트워크 QOS(N250-B10G) 2 2017
특정성능 보장 장비 - 

QOS
106,590,000 12 8 8,527,200 

10 네트워크 L4 스위치(PASK 4224) 5 2017 SLB 장비 220,000,000 12 8 17,600,000 
11 보안장비 웹방화벽(WAPPLES-5200) 2 2017 보안장비 88,000,000 12 10 8,800,000 
12 보안장비 방화벽(MF2 3100) 4 2017 보안장비 176,000,000 12 10 17,600,000 
13 보안장비 IPS(MFI 4100) 4 2017 보안장비 153,725,000 12 10 15,372,500 
14 보안장비 DDos(MFD 4000) 2 2017 보안장비 - 외부망 DDOS 88,000,000 12 10 8,800,000 

15 보안장비 NMS(Zenius NMS) 1 2017
네트워크 관리시스템(내부

망용) - NMS #1
13,323,750 12 10 1,332,375 

16 보안장비 NMS(Zenius NMS) 1 2017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외부

망용) - NMS #2
14,212,000 12 10 1,421,200 

17 보안장비 NAC(지니 NAC) 1 2017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 

NAC
57,172,500 12 10 5,717,250 

18 보안장비 ESM(SPIDERTM) 1 2017 통합보안관리 시스템 104,225,000 12 10 10,422,500 

19 보안장비
VMS(AhnLab EMS 

2000P_A)
1 2017 백신관리 시스템 38,788,750 12 10 3,878,875 

20 보안장비
동기화 솔루션(i-oneNet 

Streaming)
2 2017

망간 동기화 솔루션 - 스트

리밍 방식
78,106,039 12 10 7,810,604 

21 보안장비
동기화 솔루션(i-oneNet 

File Transfer)
1 2017

망간 동기화 솔루션 - 파일

전송 방식 (내/외부망)
39,053,020 12 10 3,905,302 

22 부대기기 항온항습기 4 2017 항온 및 항습 132,176,000 12 8 10,574,080 
23 부대기기  IDF(Rack)-B1-A 1 2017  IN:12C OUT:46P(내부망) 890,000 12 8 71,200 
24 부대기기  IDF(Rack)-1F-A 1 2017  IN:12C OUT:67P(내부망) 1,335,000 12 8 106,800 

25 부대기기  IDF(Rack)-1F-B 1 2017  IN:12C OUT:112P(내부망) 2,225,000 12 8 178,000 

26 부대기기  IDF(Rack)-2F-A 1 2017  IN:12C OUT:72P(내부망) 1,335,000 12 8 106,800 

27 부대기기  IDF(Rack)-2F-B 1 2017  IN:12C OUT:145P(내부망) 3,115,000 12 8 249,200 

28 부대기기  IDF(Rack)-3F-A 1 2017  IN:12C OUT:163P(내부망) 3,115,000 12 8 249,200 

29 부대기기  IDF(Rack)-3F-B 1 2017  IN:12C OUT:185P(내부망) 3,560,000 12 8 284,800 

30 부대기기  IDF(Rack)-4F-A 1 2017  IN:12C OUT:163P(내부망) 3,115,000 12 8 249,200 

31 부대기기  IDF(Rack)-4F-B 1 2017  IN:12C OUT:187P(내부망) 3,560,000 12 8 284,800 

32 부대기기  IDF(Rack)-5F-A 1 2017  IN:12C OUT:147P(내부망) 3,115,000 12 8 249,200 

33 부대기기  IDF(Rack)-5F-B 1 2017  IN:12C 
OUT:187P/62C(내부망) 3,560,000 12 8 284,800 

34 서버  CMS SERVER(외부망) 1 2017
 window 2008 

SERVER이상,H/W포함(내부
망) 

3,400,000 12 8 272,000 

35 소프트웨어  CMS S/W(외부망) 1 2017
 window 2008 

SERVER이상,H/W포함(내부
망) 

26,060,320 12 12 3,127,238 

36 부대기기  IDF(Rack)-B1-A 1 2017  IN:12C OUT:46P(외부망) 890,000 12 8 71,200 
37 부대기기  IDF(Rack)-1F-A 1 2017  IN:12C OUT:67P(외부망) 1,335,000 12 8 106,800 

38 부대기기  IDF(Rack)-1F-B 1 2017  IN:12C OUT:112P(외부망) 2,225,000 12 8 178,000 

39 부대기기  IDF(Rack)-2F-A 1 2017  IN:12C OUT:72P(외부망) 1,335,000 12 8 10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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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부대기기  IDF(Rack)-2F-B 1 2017  IN:12C OUT:145P(외부망) 3,115,000 12 8 249,200 

41 부대기기  IDF(Rack)-3F-A 1 2017  IN:12C OUT:163P(외부망) 3,115,000 12 8 249,200 

42 부대기기  IDF(Rack)-3F-B 1 2017  IN:12C OUT:185P(외부망) 3,560,000 12 8 284,800 

43 부대기기  IDF(Rack)-4F-A 1 2017  IN:12C OUT:163P(외부망) 3,115,000 12 8 249,200 

44 부대기기  IDF(Rack)-4F-B 1 2017  IN:12C OUT:187P(외부망) 3,560,000 12 8 284,800 

45 부대기기  IDF(Rack)-5F-A 1 2017  IN:12C OUT:147P(외부망) 3,115,000 12 8 249,200 

46 부대기기  IDF(Rack)-5F-B 1 2017  IN:12C 
OUT:187P/62C(외부망) 3,560,000 12 8 284,800 

47 서버  CMS SERVER(외부망) 1 2017
 window 2008 

SERVER이상,H/W포함(외부
망) 

3,400,000 12 8 272,000 

48 소프트웨어  CMS S/W(외부망) 1 2017
 window 2008 

SERVER이상,H/W포함(외부
망) 

26,057,600 12 12 3,126,912 

49 네트워크 NAS스위치 (C2960X 24TSL) 2 2017

NAS 스위치 #1

-10/100/1000Base-T*24포트

이상지원,

   1000Base-SX * 2 포트 

이상 지원(GBIC포함)

-80Gbps이상의스위치패브릭

지원

 1,865,600 12 8 149,248 

50 네트워크 SAN스위치(BR300) 2 2017

SAN 스위치 #1

-port:8GB8port이상(최대

24port)

-자동속도감지

-최대408Gbit/sec의대역폭

제공:24portx

   8.5Gbit/sec(라인속도) x 

2(full duplex)

 3,498,000 12 8 279,840 

51 네트워크 L4스위치(PAS K2424) 1 2017

그룹웨어 L4 스위치

-1/10GbEFiber(SFP+)x16por

t

-RAM:12GB,SSD40GB

-8Port1000Basee-TGigabit

Module

 27,634,200 12 8 2,210,736 

52 백업장비 백업관리시스템(Veritas NBU 
5240) 2 2017

백업 관리 시스템

-하드웨어일체형

Appliance(50T)

-통합백업시스템도입에맞는

라이센스및

   라이브러리 제공

-CPU:2.2GHzx2개이상

(12Core이상)

 198,220,000 12 10 19,822,000 

53 보안장비

DB접근제어

(에이전트5식포함)

ChakraW2000

1 2017

DB 접근 제어 솔루션

-GS인증및국내,국제CC인증

(EAL4이상)획득제품

-Sniffing,Gateway,Agent방

식을모두지원

-5식

 33,814,000 12 10 3,381,400 

54 서버 통합계정접근관리(Isign+ Pro 
V2.0) 2 2017

통합계정 접근관리

-하드웨어일체형Appliance

-내부망용및외부망용통합계

정접근관리시스템구축

-인사DB연동및통합계정DB구

축및

   사용자/서비스 계정 

통합 관리(SSO) 기능

 44,308,000 12 8 3,544,640 

55 서버
서버(OS포함) Lenovo X3650 

M5 5 2017

그룹웨어 WEB / WAS

-CPU:  2CPU (1CPU 

2.6GHz 8Core 이상)  

-MEM:32GB이상

-DISK:SAS300GB*　3EA이상

 10,843,800 12 8 86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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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 1.2TB *　
4EA 이상

56 서버 서버(OS포함) Lenovo X3650 
M5 5 2017

메신저서버, 전자우편 WEB 

/ WAS, KEDI 홈페이지 WEB 

/ WAS

-CPU:  2CPU (1CPU 2.6GHz 

8Core 이상)   

-MEM:32GB이상

-DISK:SAS300GB*　3EA이상

             SAS 1.2TB *　
4EA 이상

 10,843,800 12 8 867,504 

57 서버 스팸메일차단(spamsniper) 1 2017

스팸메일차단 시스템

-하드웨어일체형Appliance

-GS인증및국가정보원보안적

합성검증획득

-CC인증EAL2등급획득제품

 20,988,000 12 8 1,679,040 

58 서버 DB서버(OS포함)/DB SPARC 
T5-2 2 2017

그룹웨어 DB 서버 #1

-CPU:16core3.6G   

-Memory:128GB   

-HDD:600GB*3  

-OS:Solaris11

 41,976,000 12 8 3,358,080 

59 서버 DB서버(OS포함)/DB Fujitsu 
M10-1 3 2017

전자우편 DB 서버 (내부망)

-CPU:12core2.8G   

-Memory:32GB   

-HDD:600GB*3

-OS:Solaris10,11호환가능

 17,490,000 12 8 1,399,200 

60 소프트웨어 WAS서버 미들웨어/Jeus 7.0 5 2017

WAS 서버 미들웨어/Jeus ( 

그룹웨어, 전자우편, KEDI 

홈페이지 )

'-JaveEE5지원(J2EE1.4이상지

원)

-다양한상용웹서버

(Apache,WebtoB등)지원

-내장웹서버지원

 9,794,400 12 12 1,175,328 

61 소프트웨어 미들웨어/WebtoBe 4.1 5 2017

미들웨어 /WebtoBe ( 그룹

웨어, 전자우편, KEDI 홈페

이지 )

-HTTP1.1지원  

-가상호스트지원

-통합Process방식및

Multithreading지원

 9,794,400 12 12 1,175,328 

62 소프트웨어 그룹웨어/기록물관리 1 2017

- License: 600User 이상 

-이중화구성

-그룹웨어(ERP,연구관리,기

록물관리포함)

 174,900,000 12 10 17,490,000 

63 소프트웨어 메인 웹사이트, 
통합관리시스템 1 2017

메인웹사이트 및 검색엔진 

업그레이드
 145,750,000 12 12 17,490,000 

64 소프트웨어 ERP 1 2017 ERP(Core-MIS)  664,620,000 12 12 79,754,400 
65 소프트웨어 연구관리 1 2017  연구관리  151,580,000 12 12 18,189,600 

66 소프트웨어
DB암호화 (DB Key 관리 

솔루션)
1 2017

DB 암호화

-국가정보원검증필암호모듈

탑재

-GS인증제품

-암호화/접근제어/감사의통

합보안기능

 23,320,000 12 12 2,798,400 

67 소프트웨어 메일솔루션(외부망/내부망 
각1식) 1 2017

- 전자우편 솔루션(내부망

용, 외부망용 각1식)

-License:1000User이상

-자체개발된원천기술을보유

해야하며,

  GS인증을받은버전의제품

 79,288,000 12 10 7,928,800 

68 소프트웨어 메일아카이빙 1 2017

- License: 1000User이상 

-정책기반Archiving기능제공

-Inbound/Outbound메일및

 29,150,000 12 12 3,4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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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메일

69 소프트웨어 메신저 1 2017

- 일반적인 상용 메신저 기

능 포함

-License:1000User이상

-업무용메신저(파일전송,원

격지원등)

 37,312,000 12 12 4,477,440 

70 소프트웨어 대량메일발송/썬더메일 1 2017

- 대량메일 발송 솔루션 도

입

-개발언어:JAVA

-운영체

제:WINDOWS/LINUX모두가

능

 19,822,000 12 12 2,378,640 

71 스토리지

스토리지/NAS(Usable 

10TB이상)

FAS2552A

1 2017

NAS 스토리지 (그룹웨어용)

-컨트롤러:DualActive/Active

-단일컨트롤러에서

iSCSI,NAS동시지원 

 38,478,000 12 8 3,078,240 

72 스토리지

스토리지/SAN(Usable 

10TB이상)

VSPF400

1 2017

SAN 스토리지

-컨트롤러:All-Flash스토리지

전용컨트롤러(Active/Active

이중화구성)장애발생시자동

Fail-over지원

-용량:Usable10TB핫스페어

제공(최대224TB)

 62,964,000 12 8 5,037,120 

73 DBMS ORACLE ENTERPRISE 11g 1 2017

그룹웨어 DB #1

'-표준SQL지원

-EnterpriseEdition200NUP
 38,500,000 

12 22 8,470,000 

74 DBMS ORACLE ENTERPRISE 11g 1 2017

그룹웨어 DB #2

'-표준SQL지원

-EnterpriseEdition200NUP

0 22 0 

75 DBMS ORACLE STANDARD 11g 3 2017

전자메일 내부용

'-표준SQL지원

-StandardEditionTwo3PL

 14,666,667 12 22 3,226,667 

76 소프트웨어
KVM

HPDL20Gen9
1 2017

KVM

-HPE4x1Ex32KVMIPConsole

SwitchG2*8EA

-HPELCD85001UConsoleKit

*8EA

-HPEDL20Gen9*1식

83,500,000 12 12 10,020,000 

77 소프트웨어
지능형 통합배선(CMS)

HPProLiantDL360Gen9
1 2017

CMS

-PanduitPIM소프트웨어

-PanduitPViQ*20EA

-HPProLiantDL360Gen9*2식

112,034,000 12 12 13,444,080 

78 소프트웨어
통합관제시스템(EMS)

Lenovox3650M5
1 2017

EMS 모니터링 시스템

-Lenovox3650M5*1식

-EMSManager

-SMSManager

-NMSManager

-FMSManager

-TMSManager

-IMSManager

90,000,000 12 12 10,800,000 

79 보안장비 보안설비 1 2017

- CCTV 카메라(SND-6084R) 

* 15EA

-NVR(XRN-2011)*1EA

22,374,167 12 10 2,237,417 

80 네트워크 Cisco Catalyst 3550XL 1 2004 기관 내부망 스위치 1,000,000 12 8 80,000 
81 네트워크 Radware L7(WSD AS2 L7) 1 2006 메인 L7 Switch 15,000,000 12 8 1,200,000 
82 네트워크 Cisco Catalyst 2960 1 2010 D열 랙 예비 스위치 1,973,400 12 8 157,872 

83 네트워크 Cisco Catalyst 2960s 1 2010
내부망 서버 연결 #1 

(E-04열)
2,200,000 12 8 176,000 

84 네트워크 Cisco Catalyst 2960 1 2011
내부망 서버 연결 #2 

(E-03열)
2,200,000 12 8 176,000 

85 네트워크 Cisco L2 Switch 1 2012 기관 DMZ L2 스위치 3,740,000 12 8 299,200 

86 백업장비
Quantum Scalar i500 

LTO5 2Drive 14U
1 2012 기관 백업 LTO 53,000,000 12 10 5,300,000 

87 보안장비 DBSafer 1 2009 메인 DB접근제어 (영재DB 22,000,000 12 10 2,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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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DB보안)

88 보안장비 PrivacyCenter 1000 1 2010
웹사이트 개인정보 유출방

지
9,700,000 12 10 970,000 

89 보안장비 Final-Button (DB-30) 1 2011 디스크 파괴장치 18,100,000 12 10 1,810,000 
90 보안장비 SECUI MF2 1500 1 2013 내부 서버팜 방화벽 41,000,000 12 10 4,100,000 
91 보안장비 이너버스 LogCenter 1 2013 통합로그분석 서버 104,300,000 12 10 10,430,000 
92 보안장비 SECUI MF2 1000 1 2013 기관 방화벽 32,000,000 12 10 3,200,000 
93 보안장비 Tgate v2.0 NAC 1 2014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39,813,840 12 10 3,981,384 

94 보안장비
Piolink 

WEBFRONT-KXG(B)
1 2015 기관_웹 방화벽 46,500,000 12 10 4,650,000 

95 보안장비 AhnLab MDS 4000 1 2018
지능형 위협 대응 솔루션 

(좀비PC대응시스템)
64,790,000 12 10 6,479,000 

96 보안장비 SecuwaySSL U V1.0server 1 2018 SSL VPN U V1.0 서버 24,600,000 12 10 2,460,000 

97 보안장비
TCO!secuIP v.7.0 Enforcer 

1501~2000User
1 2018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HW) 

- 정책서버
4,950,000 12 10 495,000 

98 보안장비
TCO!secuIP v.7.0 Enforcer 

1001~1500User
1 2018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HW) 

- 차단센서
2,730,000 12 10 273,000 

99 보안장비
WEEDS BlackBox Suite 

V2.0
1 2018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 

(관리SW 1, 에이전트 5)
58,200,000 12 10 5,820,000 

100 서버 Fujitsu TX300S4 1 2009
영재GED에서 공동장비로 

이관, 메인DB로 사용
23,980,000 12 8 1,918,400 

101 서버 Intel SR2600 1 2010 위협관리시스템 41,945,000 12 8 3,355,600 
102 서버 IBM x3650 M4 1 2012 로그분석 (logger) 8,470,000 12 8 677,600 

103 스토리지

NetApp FAS270C, Brocade 

Silkworm 200E  

(FAS2240?)

1 2006
스토리지(네트워크 스위치 

포함)
31,350,000 12 8 2,508,000 

104 스토리지 Netapp DS14MK4 SHLF 1 2008 Storage/Data 저장용       17,750,000 12 8 1,420,000 

105 스토리지 NetApp FAS2240-4 1 2012
EKP 

스토리지/메일아카이빙
44,000,000 12 8 3,520,000 

106 스토리지 NetApp ds14MK2 1 2013
EKP 

스토리지/메일아카이빙
30,000,000 12 8 2,400,000 

107 소프트웨어 JEUS V6.0 (Standard) 1 2009 탈북DB시스템 WAS 11,000,000 12 12 1,320,000 

108 소프트웨어 Final eRASER 1 2011
매체 데이터 완전삭제 소프

트웨어
9,900,000 12 12 1,188,000 

109 소프트웨어 PS ScanW3B 1 2011 웹 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 47,500,000 12 12 5,700,000 

110 소프트웨어 Logger v3.0 Power 1 2011 웹로그분석 24,000,000 12 12 2,880,000 

111 소프트웨어

SYMC NETBACKUP 

OPTION LIBRARY BASED 

TAPE DRIVE 7.0 

XPLAT1DRIVESTDLICEXPR

ESSBANDS

1 2012 백업 라이선스 10,000,000 12 12 1,200,000 

112 소프트웨어 imon 1 2013
불법소프트웨어탐지 및 

차단시스템
19,500,000 12 12 2,340,000 

113 소프트웨어 Privacy-I(170User) 1 2014
PC 개인정보보호 라이선스 

추가(170user)
8,840,000 12 12 1,060,800 

114 소프트웨어 Innerbus WebQuest 4.1 1 2004 웹로그 분석기 10,000,000 12 12 1,200,000 

115 소프트웨어
SecuwaySSL U V1.0 Client 

License
1 2018 SSL VPN U V100 User 6,600,000 12 12 792,000 

116 소프트웨어
TCO!secuIP v.7.0 IPM 

Server 501~1000User
1 2018 운영 관리 서버 (SW) 9,900,000 12 12 1,188,000 

117 소프트웨어
TCO!secuIP v.7.0 Client 

1000 copy
1 2018 IP License (SW) 12,100,000 12 12 1,452,000 

118 DBMS Oracle 9i 1 2006 고등 DBMS 29,700,000 12 22 6,534,000 
119 부대기기 내화금고 1 2012 백업 데이프 보관용 금고 7,000,000 12 8 560,000 
120 부대기기 내화금고 1 2012 백업 데이프 보관용 금고 7,000,000 12 8 560,000 
121 보안장비 privacy-i 1 2017 Privacy-I 40,000,000 12 10 4,000,000 
122 보안장비 내 PC지키미 C10 1 2017 내PC지키미 22,000,000 12 10 2,200,000 
123 서버 x3650m5 1 2017 통합WEB서버 14,300,000 12 8 1,144,000 
124 서버 x3650m5 1 2017 통합WAS서버 14,300,000 12 8 1,144,000 
125 서버 x3650m5 1 2017 대량메일서버 14,300,000 12 8 1,144,000 
126 서버 x3650m5 1 2017 메신저서버 14,300,000 12 8 1,144,000 
127 서버 x3650m5 1 2017 SPSS서버 14,300,000 12 8 1,144,000 
128 서버 RB228-P6 1 2018 　 6,580,000 12 8 526,400 

129 소프트웨어 webtoB4.1 1 2017 통합WEB서버용 소프트웨어 2,750,000 12 12 330,000 

130 소프트웨어 JEUS 7 Enterprise 1 2017 통합WAS서버용 소프트웨어 7,975,000 12 12 9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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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소프트웨어 Zenius ZDAE V6 1 2017
EMS 관리 소프트웨어 

(26개)
71,884,800 12 12 8,626,176 

132 네트워크 cisco ws-c3850 1 2017 통합백업L3스위치 11,500,000 12 8 920,000 
133 네트워크 cisco ws-c3850 1 2017 통합백업L3스위치 11,500,000 12 8 920,000 
134 네트워크 cisco ws-c3850 1 2017 통합백업L3스위치 11,500,000 12 8 920,000 

135 부대기기 KVM스위치 1 2018
32port KVM 스위치 및 

아답터
9,382,000 12 8 750,560 

136 백업장비 백업테잎 장비(소산백업용) 1 2018 Tape Library 백업 장비 52,151,000 12 10 5,215,100 

137 스토리지
All-Flash SAN스토리지 

F600
1 2018 스토리지 (그룹웨어용) 104,302,000 12 8 8,344,160 

138 스토리지
All-Flash SAN스토리지 

F600
1 2018 스토리지 (통합서버용) 104,302,000 12 8 8,344,160 

139 스토리지 NAS스토리지 1 2018
스토리지 (KEDI 

홈페이지용)
52,151,000 12 8 4,172,080 

140 네트워크 SAN스위치 BR300 2 2018 8GB 8port 이상 
SAN스위치 15,171,200 12 8 1,213,696 

141 네트워크
48x10/100/1000+2x10 
Gigabit SFP+ L2스위치 

(WS-c2960X)
12 2018 백업망 L2 스위치 68,270,400 12 8 5,461,632 

142 DBMS DBMS(Oracle) 통합 DB 1 2018

16Core이상 서버에 탑재 

가능한 Enterprise버전 

DBMS

98,120,000 12 22 21,586,400 

143 서버 DB서버(T7-1) 1 2018 통합DB서버 54,047,400 12 8 4,323,792 
144 네트워크 PAS-K4224 1 2016 L4 신규 기획조정 49,656,700 12 8 3,972,536 

145 보안장비 Hyboost T2000 Webkeeper 1 2016 webkeeper 50,873,240 12 10 5,087,324 

146 서버 Fujitsu PY TX600S2R 2 2006 메인 웹서버 52,000,000 12 8 4,160,000 

147 서버 HP DL140 G2 1 2005
SVN 서버 (구 대량메일서

버)
5,250,000 12 8 420,000 

148 서버 HP DL360 G4 1 2005
구 메신저 서버 (기타 센터 

운영 서버)
38,000,000 12 8 3,040,000 

149 서버 HP DL380 G5 1 2007 구 인성 및 규정 서버 20,050,000 12 8 1,604,000 

150 서버 SUN Fire v240 1 2003 구 Ask KEDI 서버 (로봇웹) 20,000,000 12 8 1,600,000 

151 서버 SUN Fire v240 1 2004 사이버교과서박물관 웹서버 23,200,000 12 8 1,856,000 

152 서버 SUN Fire v880 1 2004
사이버교과서박물관 DB서

버
72,000,000 12 8 5,760,000 

153 서버 HP DL380 G5 1 2009 전자우편시스템 운영서버 18,948,000 12 8 1,515,840 
154 서버 Fujitsu T5140 1 2010 검색엔진서버 25,740,000 12 8 2,059,200 

155 서버
Fujitsu RX300S5 (PY 

300S5)
1 2010 메인웹서버 6,996,000 12 8 559,680 

156 서버 HP DL360 G7 1 2011
설문조사 서버 (화상회의서

버)
15,180,000 12 8 1,214,400 

157 서버 HP dl380 G7 1 2011 구 인성 DB 서버 14,385,000 12 8 1,150,800 

158 서버 IBM x3650 X5 1 2013
구 EKP WEB서버 

(자료확인)
59,000,000 12 8 4,720,000 

159 서버 IBM x3650 X5 1 2013 구 EKP DB서버 (자료확인) 36,000,000 12 8 2,880,000 

160 서버 HP ProLiant  DL 380 G9 1 2017 전자도서관DB서버 13,024,000 12 8 1,041,920 
161 서버 HP ProLiant  DL 380 G9 1 2017 전자도서관WEB서버 29,700,000 12 8 2,376,000 

162 소프트웨어
Redhat Enterprise Linux 

ES
4 2009 메인웹서버 OS 6,000,000 12 100 6,000,000 

163 소프트웨어 Thawte 와일드카드(SSL) 1 2004 메인서버보안인증(SSL) 1,000,000 12 100 1,000,000 
164 소프트웨어 Thawte 와일드카드(SSL) 1 2010 메인서버보안인증(SSL) 1,600,000 12 100 1,600,000 

165 소프트웨어 Verity K2 Enterprise 1 2005
사이버교과서박물관 검색엔

진
40,000,000 12 12 4,800,000 

166 소프트웨어 TmaxSoft JEUS 1 2006 전자문서시스템(미들웨어) 7,000,000 12 12 840,000 
167 소프트웨어 TmaxSoft WebToB 1 2006 전자문서시스템(미들웨어) 15,000,000 12 12 1,800,000 
168 소프트웨어 TmaxSoft WebToB 1 2009 메신저서버 웹서버 4,785,000 12 12 574,200 

169 소프트웨어
TmaxSoft JEUS V6.0 Ent. 

Up
1 2011 메인웹서버 WAS#1 11,006,000 12 12 1,320,720 

170 소프트웨어
Tmaxsoft WebToB 4.0 

Std. Up
1 2011 메인웹서버 Webtob#1 3,795,000 12 12 455,400 

171 소프트웨어
OracleApplicationServer10 

Enterprise Edition - Servlet 
ISPXML, - SSLCA인증

1 2008 사이버교과서박물관 25,850,000 12 12 3,102,000 

172 소프트웨어
Oracle9iEnterpriseEdition - 
Named100user, - Premium 

Support
1 2008 사이버교과서박물관 46,530,000 12 12 5,5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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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소프트웨어 Verity K2 Enterprise 1 2008
사이버교과서박물관 검색엔

진
31,805,000 12 12 3,816,600 

174 소프트웨어

Veritas NetBackup 6.0 - 
NBU Cross Platform, 

-TapeVirtualizationOption,-1
TBUsableDiskCapacity,
-Oraclehotbackupagent

1 2008 사이버교과서박물관 9,130,000 12 12 1,095,600 

175 소프트웨어 DocumentSaferV2.5 (DRM) 1 2008 사이버교과서박물관 16,600,000 12 12 1,992,000 

176 소프트웨어 한국정보인증프리미엄형 1 2008 사이버교과서박물관 630,000 12 100 630,000 
177 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개발 1 2008 사이버교과서박물관 121,470,000 12 12 14,576,400 

178 소프트웨어 전자도서관 메타 검색 
솔루션 1 2010 전자도서관용 통합검색 30,000,000 12 12 3,600,000 

179 소프트웨어 통합 검색 엔진 IDOL/K2 1 2010 통합홈페이지 검색 50,000,000 12 12 6,000,000 

180 소프트웨어 nTracker Solution (400 copy 
포함) 1 2010

보안 USB 보조기억매체 보

안관리 SW
15,684,240 12 12 1,882,109 

181 소프트웨어 MS SQL 2008 Server Std. 1 2010 보안 USB 서버용 DBMS 2,332,000 12 12 279,840 
182 소프트웨어 Jennifer 모니터링솔루션 1 2011 EKP J2EE모니터링 솔루션 7,480,000 12 12 897,600 
183 소프트웨어 Servian 2.5 1 2011 설문조사시스템 35,000,000 12 12 4,200,000 
184 소프트웨어 Tmax WebtoB 1 2013 EKP WebtoB 14,000,000 12 12 1,680,000 
185 소프트웨어 Tmax JEUS 1 2013 EKP JEUS 20,500,000 12 12 2,460,000 
186 소프트웨어 Miplatform 12core license 1 2013 EKP web Mipalform 30,000,000 12 12 3,600,000 
187 소프트웨어 Diamo 1 2017 DB보안 22,825,000 12 12 2,739,000 
188 소프트웨어 ILUS 1 2017 도서관리프로그램 37,620,000 12 12 4,514,400 

189 소프트웨어 AskKEDI (퓨처누리 XMLAS) 1 2005 전자도서관 63,300,000 12 12 7,596,000 

190 부대기기 ER200-A-S 2 2017
사서용 데스크탑 

Reader/Writer(전자도서관)
9,000,000 12 8 720,000 

191 부대기기 LVM-RG1000 1 2017
도난방지안테나 싱글(전자

도서관)
14,400,000 12 8 1,152,000 

192 부대기기 LVM-RH200 2 2017 장서점검기 11,700,000 12 8 936,000 
193 부대기기 LVM-RR300-S 1 2017 자가 반납기 18,000,000 12 8 1,440,000 
194 부대기기 LVM-SR100 1 2017 범용RF 회원증 인식기 1,170,000 12 8 93,600 
195 부대기기 LVM-RC200 1 2017 자가대출반납기 24,250,000 12 8 1,940,000 
196 부대기기 LK-T21 1 2017 영수증출력기 1,260,000 12 8 100,800 
197 부대기기 ECO-SHR-ALP-101 2 2017 검색대 10,800,000 12 8 864,000 
198 부대기기 BT-003 1 2017 RFID프린터 5,500,000 12 8 440,000 
199 부대기기 Escreen 1 2017 DID시스템 42" 22,500,000 12 8 1,800,000 

200 스토리지 NetApp FAS3020 1 2006
사이버교과서박물관 스토리

지
48,000,000 12 8 3,840,000 

201 DBMS Oracle Enterprise 9i 1 2005
메인, 영재, 조사자료 

DBMS
40,000,000 12 22 8,800,000 

202 DBMS
Oracle11g DBMS (60 

User)
1 2011

통합보안관리서버 DBMS 

(EKP DB분리)
23,530,000 12 22 5,176,600 

203 DBMS
Oracle 11g Standard 

Edition
1 2013 EKP DB 오라클오라클 20,000,000 12 22 4,400,000 

204 DBMS Oracle Standard Edition 1 2017
DBMS(전자도서관 

신규도입)
4,768,500 12 22 1,049,070 

205 서버

WEB / WAS 서버 Lenovo 

X3650 M5

DB 서버 Fujitsu M10-1
MEM.

0 2019

KEDI 홈페이지 WEB / WAS / 

DB

MEM 각 96GB 증설

15,950,000 12 8 1,276,000 

205 소프트웨어 RedCastle V4.0 for Redhat 
Enterprise Linux 7 4 2019

KEDI 홈페이지 WEB / WAS / 

DB

전자우편 DB

(WEB / WAS 서버 Lenovo 

X3650 M5

DB(2) 서버 Fujitsu M10-1)
서버 보안 솔루션

16,488,560 13 12 2,143,513 

합계 302 　 　 　 　 854,17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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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SW기술자 평균 임금(48M/M)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9년 2차 개정판)
  표1-4 대가산정 방법별 주요 내용 요약 중 투입공수방식운영비

구 분 일평균 임금 월평균 임금 현재 투입 인력  연평균 임금 
① IT기획자       403,081 8,424,393 　 　

② IT컨설턴트       437,900 9,152,103 　 　

③ 정보보호컨설턴트       340,978 7,126,439 　 　

④ 업무분석가       501,090 10,472,778 　 　

⑤ 데이터분석가       335,799 7,018,209 　 　

⑥ IT PM       362,780 7,582,109  김OO 90,985,308 

⑦ IT PMO       410,270 8,574,648 　 　

⑧ SW 아키텍트       389,104 8,132,265 　 　

⑨ Infrastructure아키텍트       461,684 9,649,203 　 　

⑩ 데이터 아키텍트       399,985 8,359,679 　 　

⑪ UI/UX 개발자       258,696 5,406,750 　 　

⑫ 응용SW 개발자       305,985 6,395,094  이OO 76,741,128 

⑬ 시스템SW 개발자       247,970 5,182,563 　 　

⑭ 임베디드SW 개발자       271,214 5,668,383 　 　

⑮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274,324 5,733,364 　 　

⑯NW엔지니어       327,598 6,846,793  유OO 82,161,516 

⑰IT시스템운용자       278,605 5,822,848  한OO 69,874,176 

⑱IT지원 기술자       183,743 3,840,221 　 　

⑲ SW제품 기획자       426,419 8,912,158 　 　

⑳ IT서비스 기획자       383,295 8,010,861 　 　

㉑ IT기술영업       376,746 7,874,001 　 　

㉒ IT품질관리자       402,554 8,413,382 　 　

㉓ IT테스터       198,611 4,150,962 　 　

㉔ IT감리       340,109 7,108,276 　 　

㉕ IT감사       398,085 8,319,985 　 　

㉖ 정보보호관리자       376,529 7,869,458 　 　

㉗ 침해사고대응전문가       278,202 5,814,424 　 　

㉘ IT교육강사       321,017 6,709,263 　 　

총계 319,76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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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2019~2020년 통합유지보수 사업(장기계속 2차 계약) 계약의뢰서



- 387 -



- 388 -



- 389 -



- 390 -

(붙임4)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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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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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이전비

▣ 사업책임자

   ○ 청사운영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의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추진  

▣ 기대효과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의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추진

   □ 지방이전 안정화를 위한 후속조치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종전부동산 재감정평가 비용

   □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법률 자문 비용

   □ 신청사 하자보수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 비용

   □ 신청사 신축공사 레미콘 입찰담합 공동손해배상소송 비용

▣ 사업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1.1.1. 종료일 2021.12.31.

▣ 사업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단위:원)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167,476,959 167,477

시설비

- 종전부동산 재감정평가비
·60,000,000원×2개업체

120,000,000 120,000

-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법률 자문비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법률 자문비 5,000,000원×2회

10,000,000 10,000

- 신청사 하자보수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비
·신청사 하자보수 외부전문가 자문비 300,000원×5명×4회

6,000,000 6,000

- 신청사 신축공사 레미콘 입찰담합 공동손해배상소송 
·소송비용 31,476,959원

31,476,959 31,477





4. 수탁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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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EP01

(1) 2021년도 국가교육통계 운영사업

   ▣ 사업추진 방향 및 내용

▣ 사업개요 양식 EEP02

  ◦ 교육기본통계·교육기관 취업통계·평생교육통계 및 OECD 교육지표사업 

참여 등을 통하여 교육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 생산

  ◦ 과학적 정책 수립‧평가와 교육 연구에 활용도가 높은 교육통계분석자료의 

산출 및 제공

  ◦ 국제기구와의 각종 통계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국제 신인도

와 국제 경쟁력을 제고

□ 주요내용 양식 EEP04

  ◦ 교육기본통계 조사‧분석

    - 유․초․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 등에 대한 교육기본통계 조사․작성과 DB 구축

    - 교육통계정보 분석 및 시계열 통계 생성 등 정보 서비스 제공

    - 교육통계 조사시스템 및 홈페이지 개선 유지보수를 통한 서비스 시스템 

안정화

  ◦ 국제교육지표 사업 참여

    - 국제비교를 위한 교육통계자료의 생성 및 분석, 제공

    - UIS 교육통계 한국측 협력기관 업무 수행

    - OECD 교육지표 편역본 발간(OECD 교육지표(EAG) 한글 편역본)

    - 국가경쟁력 및 각종 국제대학평가 내 교육지표 모니터링 업무 수행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에 대한 취업통계 조사․작성과 DB 구축

    -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정보 분석 및 시계열 통계 생성 등 정보 서비스 제공

    - 취업ㆍ진로지도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본조사 실시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정보 분석 등 정보 서비스 제공

    - 조사 진행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안정화 작업 실시

  ◦ 평생교육통계 조사․분석

    -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교육통계 조사․작성과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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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예산(천원)

    - 개인의 평생학습 실태 등에 대한 평생학습개인실태 조사․작성

    - 평생교육통계정보 분석 및 시계열 통계 생성 등 정보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양식 EEP05

◦ 과학적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

◦ 교육정책 연구 인프라 확보

◦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

구분 내용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9,006,782 100.0
수탁용역사업 2021년도 국가교육통계 운영사업 9,006,782,245 9,006,782 100.0

*현재 2021년 예산은 8월 정부안 기준으로 추후 변동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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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EP01

(2) 2021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사업

▣ 사업추진 방향 및 내용향 및 내용

▣ 사업개요 양식 EEP02

◦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사업은 디지털 기반 원격수업체제를 통해 성인 학

습자, 학업중단학생, 그리고 다양한 교육취약계층에게 중등학력 취득 기회

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6개 시·도교육청(세종특별

시 제외)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방송중 24개교, 방송고 42

개교가 부설형태로 설치·운영 중임.

◦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일반 중·고등학교와 같은 국가 교육과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주중 원격수업과 격주 주말 출석수업을 연계하는 블렌디

드 교육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방송중·고 학사운영, 사이버교육시스템 기획 및 유지

관리, 원격수업 콘텐츠 및 교과교재 개발·보급*, 연구학교 운영, 학교 외 학

습경험을 관련 과목 이수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도 운영 등이 있음.

 ※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 2(방송통신중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의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운영), 「방송통

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시행규칙」

※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4조(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 기대효과 양식 EEP05

◦ 학습자 측면

- 시공간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습가능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취약계층의 정규교육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 온라인 교육에서의 학습경험 질 향상

◦ 교육훈련기관 측면

-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차세대 교수·학습환경 구축 및 운영

- 국가 교육과정 기반 중등교육을 위한 디지털 학습 콘텐츠 개발 

- 온라인 교육 운영 및 관련 연구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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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양식 EEP05

- 교육부,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등 온라인 교육을 위한 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 사회적 영향 측면

- 평생학습사회에 부응하는 초·중등교육 실현으로 온라인 교육을 통한 교육 

공정성(Equity) 실현

□ 주요내용 양식 EEP04

◦ 연구기획

- 방송중․고 운영사업 기획·관리 사업

- 방송중․고 수탁연구과제

-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 심의 기구 운영 사업

- 방송중․고 연구학교 운영 사업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 방송중․고  관계자 협의회 지원 사업

- 방송중․고  교원연수 운영 사업

- 방송중․고  관계자 국외연수 운영 사업

- 방송중․고  학사운영 기획 및 지원 사업 

-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사업

- 방송중․고  홍보 사업

- 방송중․고  종합상담 운영 및 관리 사업 

- 방송고 인성·진로 교육 지원 사업 

◦ 교수학습개발

- 방송중․고 교육과정 및 방법 기획 사업

- 방송중․고 콘텐츠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

- 방송중․고 교과교재 개발 및 보급 사업

- 방송중․고  기초학력 지원 사업

- 방송중·고 운영체제 개편을 통한 소외계층 교육지원(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송중고 선택교과 콘텐츠 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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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9,499,402 100.0

수탁용역사업
2021년도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사업
2021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사업

3,443,500,000 9,499,402 100.06,055,902,000

□ 주요내용 양식 EEP04

◦ 시스템개발운영

- 방송중․고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방송중․고 IT인프라․보안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방송중․고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플랫폼 재구축(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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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EP01

(3) 기타 수탁용역사업

   ▣ 사업추진 방향 및 내용

▣ 사업개요 양식 EEP02

◦ 국가, 공공단체 및 민간 등이 필요한 예산과 함께 우리 기관에 위탁한 교육

(정책)연구․개발 추진

◦ 기관의 설립목적에의 부합성, 연구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구 추진 결정

□ 주요내용 양식 EEP04

  ◦ 사업 절차

   

1-1. 수탁연구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 (1차 심의)

1-2. 연구진 구성

1-3. 계약 체결

추진 안함

2-1. 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2-2. 실행계획서 심의 및 확정

3-1. 중간 보고

4-1. 심의·평가용 보고서 제출

4-2. 심의 및 평가

YesNo

4-4. 최종보고서 인쇄
(인쇄된 최종보고서는 기획처 및 정보자료 

담당자에게 제출)

4-3. 최종보고서 수정·보완 제출

  ◦ 예상 수탁용역사업

    - 대학 기본역량 진단 사업 



  ▣ 연구예산(천원)

□ 주요내용 양식 EEP04

    - 인성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운영사업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

    - 영재교육연구원 운영사업

    - 방과 후 학교 중앙 지원센터 운영사업

    -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 운영사업

    - Wee 프로젝트 운영사업 등

구분 내용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24,019,316 100.0

수탁용역사업 기타 수탁용역사업 24,019,315,755 24,019,3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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