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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변
화된 사회, 소위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세계가 지능정보사
회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간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생각하고 판단하는 고차원적
영역까지 기계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산업구조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속도와 규모로
사회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 각 분야의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역시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할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인재 육성 및 이를
위한 학교 교육의 변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실 수업 혁명 등 다양한 관점에서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세계
주요국의 정책과 혁신 사례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Ⅲ장에서는 미국, 독일, 핀란드, 일본, 싱가포르, 중국을 비롯해 국제기구의 주요 교육정책을
교육 방향,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교사 교육, 직업 교육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주요국
의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Ⅳ장에서는 창의·융합교육을 위한 미국의 메이커 교육
사례, 일본의 로봇 활용 프로그래밍 교육 사례, AI를 활용하여 논술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밴티지 러닝사의 사례, 학교-현장 연계의 맞춤형 듀얼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직업교육 사례 등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 혁신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9월 국가
교육회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발족되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연구에 담
긴 내용들은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교육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는 전문가 협의회, 해외 방문, 심의, 자문 활동 등 연구의 각 단계에 많은 분들의
협조와 참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및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성실하게 연구를 추진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직무대행 류 방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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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되는 각종 지능정보기술들에 의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지능정보사
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기술, 사물인터넷, 각종 소프트웨
어와 로봇 등 지능정보사회의 핵심적인 기술들의 발전이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육계
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교육혁신 방향 및 방법에 대한 모색이 아직 본격화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국의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혁신 동향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천 사례
를 발굴하고 심층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문헌 분석, 해외 방문 및 면담 조사, 주제별 전문가 원고 의뢰, 전문가 협의회
운영 등의 연구 방법을 통하여 지능정보사회의 개념과 특징 및 교육에의 영향,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주요국의 교육혁신 동향과 실천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조사는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조사는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관련 주요국의 정책 동향 분석으로, 조사 대상국은
미국, 독일, 핀란드,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이며, 여기에 국제기구(OECD와 UNESCO)를
추가하였다. 조사의 범위는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국가 수준의 교육
혁신 관련 주요 정책의 내용과 교육의 방향 및 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진로･직업교
육, 교원교육 관련 정책 동향이며, 이와 더불어 교육혁신 동향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고등교
육의 정책혁신 방향 및 전략을 함께 다루었다.
두 번째 조사는 주요국의 교육 정책 동향 가운데 지능정보사회에서 교육혁신으로서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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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 방법·평가, 지원의 세 영역과 연결되면서 지능정보사회에서 교육의 과제로 주요하
게 거론되고 있는 변화주도역량교육(창의융합교육), 변화적응교육(ICT 등 정보역량교육), 학
습자 맞춤형 교육, 그리고 교원교육(교육지원)과 관련한 실천 사례를 발굴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과 분석 과정을 요약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지능정보사회 교육혁신 동향 및 실천 사례 분석 과정

.
Ⅱ장에서는 지능정보사회의 개념과 특징을 조망하고, 지능정보사회와 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후, 한국의 지능정보사회 대응 교육정책 현황을 개괄하고 연구 수행에 필요한 조사영역
과 주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중심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능정보사회
는 개념적으로 ‘4차 산업혁명(사회)’과 유사한 맥락과 의미를 갖는다(용어 병용). 구체적으로
지능정보사회 혹은 4차 산업혁명 사회란 IoT, Cloud, Big Data, Mobile(ICBM) 등을 핵심기술
로 하며, 이것이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현실·가상 연계시스템이 구현되는 사회
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능화된 시스템에 의해 데이터의 수집, 분석, 적용이 가능하여,
그 과정에서 초지능화, 초고속화, 초자동화, 융합화, 초네트화 등의 특징이 나타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능정보사회를 교육의 관점에서 ‘인간’에 초점을 맞추어 볼 경우, 지능정
보사회는 인공지능, 디지털 정보 등 새로운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 등 고유한 역량
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결합하면서 도래한 사회로, 인간의 고유한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
고, 삶의 향유 영역과 권한이 보다 확장되는 사회라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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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능정보사회에서 지능정보기술은 교육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
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판단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이과 통합교육 실시, 대학교의 전공 할당제 폐지 등 교육제도
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업구조의 패러다임 변화뿐만 아니라 양극화, 비인간화,
기술에 대한 맹신과 불신 등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교육적 책무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학력과 교육의 분리 가속화로 인해 교육의 실질성과 책무성
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학습관리시스템’ 활용의 본격화를 통한 학습의 개별화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다양하고 급속한 변화가 전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능정보사회,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한 교육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UBS 보고서(2016)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정도(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 숙련도, 적응적 기술, 사회기반시설
수준, 법적 보호)는 세계 25위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인적자본(교육 수준과 노동력)의
글로벌 경쟁력은 22위로 평가되었다. 이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교육이 보다 적극
적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조사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구체적으
로 주요국의 교육정책 동향은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다만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의 전반적인 변화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에서 추진, 혹은 주목할 만한 혁신정
책을 개괄적으로 다루었다. 구체적인 조사 영역으로는 교육의 기본 영역(교육방향·목적, 내용,
방법, 평가)과 진로·직업교육, 교육지원체제(교원교육)로 설정하였고, 각 영역별로 지능정보
사회의 키워드, 핵심기술 등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추진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조사 1).
다음으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주요국의 교육혁신 동향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영역
별로 의미 있는 교육 실천 사례를 발굴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조사 분석의 범위는
초·중등교육 단계로 한정하여 접근하였고, 영역별 실천 사례가 단절적으로 접근되지 않도록
지능정보사회에서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교육의 과제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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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정보사회의 교육적 과제를 변화주도역량교육과 변화적응교육으로 대별하고, 이를 지능정보
사회의 특징과 연계하여 창의융합교육, 정보역량교육, 테크놀로지 활용의 학습자 맞춤형 교육
및 평가, 현장교육 기반의 직업교육, 테크놀로지 활용과 체험 중심의 교원교육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다중적인 조사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조사 2).
이상에서 언급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주요국의 교육정책 동향 분석과 교육혁신 실천 사례
의 심층 분석 영역을 교육의 과제들과 연계한 분석틀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지능정보사회의 교육정책 동향 및 실천 사례 심층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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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에서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주요국들의 교육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① 국가 수준의 주요 정책, ② 교육방향·목적(역량, 인재상),
③ 교육내용, ④ 교수학습방법, ⑤ 교육평가, ⑥ 교원교육, ⑦ 고등교육의 혁신정책 변화를
개괄함으로써 주요국들의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전반적인 교육혁신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교육의 방향은 크게 인간 본연의 가치를 지향하는 창의성 교육 등의
변화주도역량교육과 산업과 직업구조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교
육 등의 변화적응교육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두 가지의 교육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초중등교육
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진로·직업교육, 이를 지원하는 교원교육 등 각 영역별로 혁신적
인 교육개혁이 계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ⅰ)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책과 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대응한 국가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었다. 주요 사례로 독일의
｢Digital Agenda 2014-2017｣과 ｢Digital Strategy 2025｣, 일본의 ｢일본재흥전략 2016｣, 싱가
포르의 ｢Singapore i4.0｣, ｢Infocomm 2025｣ 등을 들 수 있다. ⅱ) 주요국들은 교육 방향
및 인재상에서 인간 고유의 가치가 강조되는 변화주도역량교육과 4차 산업혁명과 첨단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변화적응교육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내용과 관련하여서도
나타나는데, 변화주도역량교육의 사례로는 핀란드의 현상기반 융합교육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 미국의 STEM 교육, 메이커 교육, 독일의 MINT 교육 등을 들 수 있고 변화적응교육의
사례로는 일본, 싱가포르의 프로그래밍 교육(필수) 강화, 독일, 중국의 인공지능교육 도입 등
을 들 수 있다. ⅲ) 교육방법과 평가측면에서는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한 교수방법과 다양한
평가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특징적인 사례로서 일본의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
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육, 싱가포르의 학습보조 로봇, 미국의 IoT와 AI 기반 적응형 평가와
개별피드백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ⅳ) 각국은 미래직업의 변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직업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준비, 실제적인 기술 체득 등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 현장과 연계된 직업교육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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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각국은 위와 같은 교육 관련 변화에 실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시급한 선행과제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때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등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방식이 주목되었다. ⅵ)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사회로의 진입과 연결되는 교육단계라는 점에서 산업계의 최신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
이 중시되는 한편, 지능정보사회에서 국제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문적인 고등 인재 양성을
공통의 과제로 삼고 있었다.

3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능정보사회에서 교육혁신으로서 유의미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심층 분석하고, 한국 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사례조사
에서는 초·중등교육으로 조사의 범위를 국한하여, Ⅲ장의 영역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능정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의 과제(변화주도역량교육, 변화적응교육, 학습자 맞춤형 교육, 맞춤
형 교원교육)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확인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교육방향 측면에서 접근한 핀란드의 통합교
과활동주간 및 통합수업과 미국의 메이커 교육 사례는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고양시키는 교육이
지능정보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으며, 창의성교육을 과학기술
과 통합하여 접근하는 방법이 주목할 만 하였다. 또한 새로운 혁신적인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과 자율적인 환경 조성 및 학교문화의 적극적인 개선 등이 수반
되어야 함이 주요한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ⅱ) 교육내용 영역에서 정보역량교육과 교육방법
상의 혁신 사례로 제시한 일본의 로봇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은 현재의 교육 체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의 융합을 도모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모두가
자신의 수준에 맞게 활동하면서 학습 내용이나 대상에 대해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도록 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정책적으로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 관리를 주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래밍 교육에 대해 학교 전체 교사가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연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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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지역의 교육위원회는 물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래밍 연수를 준비하고 관심을 확
산시키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 하였다. ⅲ) 교육평가 영역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의 교육평가
혁신을 통한 맞춤형 교육의 사례로 디지털게임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
한 미국의 평가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디지털게임을 활용한 교육평가시스템으로는 ‘글래스랩
(GlassLab)’, ‘심시티에듀(SimCity Edu)’, 개별 맞춤형 학습을 위한 대시보드 활용의 서밋힐
스(Summit Hills) 공립학교의 사례, 인공지능을 활용한 논술평가시스템으로는 밴티지 러닝
(Vantage Learning)사의 ‘마이엑세스(MY Access! ® School Edition)’, 이 외에도 ICT를
활용한 맞춤형 독서교육으로는 미국 르네상스러닝사(Renaissance Learning Inc.)의 ‘스타리딩
(STAR Reading)’과 ‘엑셀러레이티드 리더(Accelerated Reader)’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학
습 분석,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교육평가시스템의 사례를 통해 통합형 학습 및 평가시스템,
학습 평가 데이터의 효과적이고 올바른 활용, 공유된 기술 표준 세트의 필요성을 환기하였고,
우리 교육에서 이해 당사자가 공감하고 새로운 교과과정에 맞는, 그리고 학습 경험에 초점을
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밴티지 러닝사의 ‘마이엑세스(MY Access! ® School
Edition)’ 사례를 통해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연언어 처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람 평가
자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평가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생들은 각종
리포트 피드백을 통하여 개별 맞춤형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표준화된 데이터로 수집
하여 교사, 학교 경영진, 교육부 등이 공유하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스타리딩(STAR
Reading)’의 사례와 ‘엑셀러레이티드 리더(Accelerated Reader)’의 사례를 통해서는 개인의
독해 수준에 맞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인 테스트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다양하고 상세한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수치화된 데이터를
통해 학습관리와 상담이 용이하도록 돕는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독서 교육 실현
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직업교육 영역에서는 독일의 학교-현장 연계 맞춤식 직업교
육 사례를 통해 듀얼직업교육시스템을 중심으로 직업학교와 기업현장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
별 학생들의 필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교육모듈을 변경하는 등 산업계의 최첨단 기술
변화가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교육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첨단의 기술 전수와 더불
어 개인의 권리와 행복을 목표로 하는 직업교육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반자동화 스마트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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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디지털기기를 활용하여 공장노동자들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
하면서도 기술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조직과 인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어 앞으
로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전반이 첨단기술과 결합될 때 필요한 관점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 있었다. ⅴ) 교원교육 영역에서는 가상현실의 일종인 미국의 수업 시뮬레이션을
통한 교원교육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수업 시뮬레이션의 장점은 사범대학의 예비교사들
이 많은 유형의 다양한 학생들을 가상으로 체험하고 교육을 실습해 볼 수 있는 특징 외에도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 언어적인 다양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 성취 및 동기 수준이 상이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수업 시뮬레이션은 다양하
고 안전하게 반복적으로 실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실습 내실화 방안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예비교사들의 수업기술을 평가하는 방법, 현직 교원 연수 등 활용대상과
범위를 다양하게 확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4
Ⅴ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우리 교육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해
야 할 교육정책 혁신의 방향과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과제별로 정책 제언을 하였다.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정책 혁신의 방향을 ‘유연화’,
‘개별화(맞춤화)’, ‘융복합화’, ‘과학화(첨단화·지능화·디지털화)’, ‘네트화(공유화)’ 등을
키워드로 하여, 1) 지능정보사회 대응 중장기 교육혁신 방향 설정: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유연
한 미래 교육 시스템 구축, 2) 개별화된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3)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교육방법 및 평가, 4) 미래사회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혁신, 5) 창의적 미래 교원교육 및 첨단
형 연수 운영 등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 혁신 방향에 따른 미래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를 다음과 같이 9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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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성교육을 위한 한국형 메이커 교육 모델 개발과 추진: 2017년 하반기 현재 시·도교육
청별로 특색 있게 수립되고 있는 메이커 교육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하고 창의융합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의 전국적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국형 메이커
교육 모델’을 교육부 차원에서 개발, 보급하도록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새로이
시행되는 시기이므로 메이커 교육에 맞춘 교육과정의 또 다른 개정보다는 초등학교 단계
에서는 교과융합 모델, 중등학교 단계에서는 우선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한다. 세부 실천 과제로는 집중 교사 연수와 더불어 오프라인·온
라인 교재(동영상 시연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고, 컴퓨터실, 과학실험실, 학교도서관
등을 메이커스페이스로 전환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하며, 필요한 첨단
기자재들을 정부 주도로 저렴한 비용에 보급 또는 무상 보급하고, 메이커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혁신학교, 미래학교를 운영하도록 한다.

▢ 한국형 첨단맞춤학습생태계 지원체제 개발: 2017년 하반기 현재 교육부와 한국학술교육
정보원(KERIS)이 추진하고 있는 ‘ICT 연계교육 서비스’의 디지털 교과서, 지능형 학습
분석서비스(정부 100대 국정과제, 2020년 전면 시행 예정), 교육용 오픈마켓(2018년
시행 예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거시적인 ‘한국형 첨단맞춤학습생태
계 지원체제’를 개발하도록 한다. 세부 실천과제로는, 정규학교 온라인 콘텐츠(방송통신
중고등학교 및 소규모 정규학교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활용)와 EBS 등 관련 공·사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디지털 교과서 연계 동영상 콘텐츠 메타데이터 표준을 개발하고, 이들의
활용에서 수집되는 학습데이터에 관한 정보보호 및 표준화 정책을 개발하고, 한국교육개
발원 내 국가교육통계센터에서 공교육 학습 빅데이터 특임센터를 개설하여 국내 학습데이
터를 관리하도록 한다. 더불어, 학습지원의 기술적 요소와 학교 교사 간 협업 모델을 현행
‘학습코칭팀’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시범학교 운영 후 일반화하도록 한다.

▢ ICT를 활용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중등 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독서 시간, 독서
량, 독해 수준 등을 학생 스스로 독서 후 바로 확인하여 독서에 대한 흥미와 학습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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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할 수 있는 ICT 활용 한글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세부 실천과제로
는, 초중등 단계별로 독서 수준을 설정하여 ‘한국형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
생들의 독서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계속적인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업그레이드를 실시하
도록 하였다. 초기에는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초·중·고 학교급별로 시범 적용하다가 학교
급별로 적용하도록 한다.

▢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교육 및 컴퓨터 사고력, 논리력 등의 역량 함양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방법을 통하여 확대하도록 한다. 세부 실천과제로는, 정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 적합한 방식으로 연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예산과 자원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교육 담당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방안을 수립하고, 관산
학연 연계를 통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및 조립형 교구 로봇을 개발하도록 한다.
▢ 지능형 논·서술형 평가 도입을 위한 융합적 사고력 교육 강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상의 평가 기술을 논·서술형 시험 답안의 평가에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
다. 세부 실천과제로는, 논·서술형 자동 채점 기준을 설정하고, 관산학 연계 협력을 통하
여 지능형 논·서술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학교 현장에서 지능형 논·서술형 채점 프로
그램을 시범 적용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프로그램을 학교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논·서술 평가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최종적으로는 대입수능에 지능형 논·서술
평가를 도입하도록 한다.
▢ 4차 산업혁명 유망 직종 직업교육 지원체제 개발: 한국고용정보원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유망 직종에 대한 최신의 정보가 직업교육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체제로서 ‘4차 산업혁명 유망 직종 직업교육 지원체제’를 개발하
도록 한다. 세부 실천과제로는, 초중등학교용 미래 유망 직종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국내
현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교과도 최신의 직업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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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고, 해당 교과들의 내용을 풍부히 하기 위하여 콘텐츠 오픈마
켓을 활용해 전문교과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한다. 초·중등 단
계에서 미래 유망 직종 관련 직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업계 고등학교의 듀얼직업교육
프로그램에서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정규 학교교육을 통하
여 신직종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형 교사교육: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혁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국면에서 교원연수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첨단 가상현실 기술(수업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사교육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도록 한다. 가상현실 시스템은 다
양한 상황 설정과 가상 체험을 통해 교사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 교육역량을 보다 효과적으
로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실습 기간, 실습 학교 섭외 등의 제한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교사의 선발과정 및 초임교사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다.
세부 실천과제로는 수업 시뮬레이션 요구 분석 및 학교급·학년별 적용 시나리오를 개발하
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나아가 교원양성, 선발, 초임교사 교육, 교원 연수 단계에
서 시범 운영하도록 한다. 특히 평가방법을 연구하여 교원 선발 과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 교원 연수에 ‘한국형 나노 디그리’ 도입: 최근 사회 변화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나노 디그리(nano degree)’라고 불리는 단기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 연수에 ‘한국형 나노 디그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
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사 연수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콘텐츠당 한 가지의
소주제나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마이크로 러닝(micro-learning)의 형태로 교육과정을 재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사 연수를 프로젝트 학습 중심으로 구성하고, 교사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온라인 강좌와 현장실습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세부 실천과제로는 교원연수 과정에 나노 디그리를 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시범운영하여 확대 적용하며, 나노 디그리를 포함하는 교사 개인별 e-포트폴
리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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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중장기 인재육성 계획’ 수립: 국가 수준에서 4차 산업혁명의 사회
적 변화에 다른 장기적인 전망에 근거하여 중장기 인재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미래교육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도록 한다. 점진적인 방식보다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에 해당할 정도로 급진적인 변화도 함께 포함하는 ‘큰 그림(big picture)’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분야에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기적 정책 수립은 2017년
9월에 만들어진「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될 국가교육회
의에서 시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한 국민대토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장기 인재육성 계획의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한다. 지능정보사회의 중장기 인재
육성 계획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도의 입법화를 함께 추진하도록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교육혁신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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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육동향 연구 (Ⅴ) :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

Ⅰ. 연구 개요

1.
2.
3.
4.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목적 및 과제
내용
방법
범위와 방법상의 제한

글로벌 교육동향 연구(Ⅴ) :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

Ⅰ.

1

.
1)
‘지능정보사회’ 혹은 ‘제4차 산업혁명’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관심을 갖고 새롭게 대두된
커다란 사회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6회 세계경제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래 핵심
주제로 등장하였다. 여기서 제기된 4차 산업혁명이란 3차 산업혁명인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면서 만들어지는 기술혁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의 이
행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로 요약되고 있다(고희진, 2016).
4차 산업혁명으로의 이행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작업 과정에서 인간 없이도 수행이 가능하
게 된 부분이다.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과학기술 발달의 대표적인 사례로 사물과 사물
간의 네트화(IoT),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로봇(Robotics)의 급진전 등이 꼽히고 있다.
2016년 3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의 세기의 대국은 지능정보
사회의 핵심적 기술인 인공지능기술이 일상생활에서의 인식 수준 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줌과 동시에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인식을 급속하게 확산시켰다.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은 사회·문화·경제 전반에 걸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 분야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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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육계에서 인공지능기술 또는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
의 방향이나 교육 혁신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2)
지능정보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적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미래학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속도와 규모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
고 있다(임진혁 외, 2016: 1-9; 황종성, 2016). 이들은 공교육과 관련 없는 다양한 자격증이
나타나고 직업 능력 개발에 대한 관심과 졸업장보다 자격증, 학력증과 같은 인증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기대와 기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한다
(정제영, 2016).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의 결합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교육의 공
간 역시 크게 확장되고 있다. 게임과 학습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광범위한 활용이 전망된다(계보경, 2011: 27-34). 교육의 방법에서도 전통적인 전달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집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학습하고 학교에서는 토의, 협력 학습이 중심이 되는
플립트 러닝,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을 통한 토론, 협력 학습, e-포트폴리오의 생성과 이러
한 학생의 학습 활동 과정이 바로 교사의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스마트교육, 인문학과 과학의
융합적 학습을 지향하는 STEAM 교육이 한층 중시될 전망이다. 또한 교육 공간과 시간을 자유
롭게 선택하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이 기본이 될 것이며 콘텐츠의 디지털화도 함께 진행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7b).
특히 지능정보사회 발달과 함께 직업 세계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로 미래학자들은 10년 후 일자리의 60%는 아직 탄생 전(Thomas Frey)이며, 초등학교 신입
생의 65%는 현존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Klaus Schwab)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다(WEF, 2015b).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살게 될 차세대를 위한 교육은 어
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우리 교육계가 내놓은 구체적인 대답은 아직 없는 것
같다. 이에 지능정보사회의 진전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어떤 변화를 요구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적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의 미래
적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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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 3월, 알파고 충격 이후 한국 정부는 2016년을 지능정보사회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내 6개의 대기업과 협력하여 한국이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
도록 지능정보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2016년 12월, 교육부
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시안을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에
서 공식적인 대응을 예고하였다(교육부, 2016a). 그러나 실제로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
가수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후속 조치나 계획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종
합계획이 실제적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혁신 동향과 추진
정책들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국제 동향 파악을 위해 국제기구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병행
되어야 한다.

4)

4

현 정부 출범 후 등장한 주요 키워드 가운데 ‘지능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 등이 크게 주목을
끌고 있다.1) 이 두 용어는 그 지칭하는 대상이 달라 그대로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4차 산업혁명
사회의 도래와 그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둔다면 구분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듯하
다. 국내외 논의에서 엄격한 구분 없이 병용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 두 용어는 ICT 산업기술 발달 연속선상에서 등장하였으며, 최근 이와 관련한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주목을 끌고 있다. 실제로 2015년 다보스 포럼, 미래 사회 관련 논의를 보면
교육, 대학, 연구개발 등 4차 산업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 관련 키워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15).
새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2017년 10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첫 회의에서 다룬 내용 중 교육 부분을
보면 “학습자 눈높이에 맞춘 교육 최적화로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1) 새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이후 사회 전반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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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목표다. 문제 해결･사고력 중심 교육 강화,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에 나선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형태 변화의 두려움이 커진 만큼 유망 신산업으로 전직이 쉽도록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김범수, 2017). 이는 현 정부
중에 추진할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며 이 때 주요국의 정책과 실천 사례 분석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5)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이슈의 등장으로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독일의
산업 4.0, 미국의 산업 인터넷, 일본의 로봇 신전략, 소사이어티 5.0, 중국의 제조 2025 등이
그 일례이다. McKinsey(2015)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2025년까지 세계에서 연간 11.1조 달러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15).
이미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과 그 기술 변화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 등에 대해 국가적
수준에서의 대응 방안을 경쟁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
하기 위한 고등 인재 교육,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의 실현을 위한 대대적인 교육혁명
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혁신은 우리나라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주요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혁신 정책과 실천 사례들을 확인하고 이들
이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일은 앞으로의 교육혁신 정책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선행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상의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지능정보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주요국들의 교육혁신 동향과 실천 사례들을 수집, 분석하여 한국 교육
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선행적인 작업으로 지능정보사회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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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의 출현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이것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한국의 정책적 현황을 확인한 후 조사 영역 등 기본적인 연구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주요국이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어떤 교육정책을 수립, 추
진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 결과를 통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실천 사례들을
발굴하고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 분석한 후, 이것이 한국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를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집된 주요국의 교육정책 및 실천 사례, 그리고 그 분석 결과는 향후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실천 전략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
한다.

.
앞서 기술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요 연구 문제를 설정
하였다.
첫째, 지능정보사회의 특징과 이것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지능정보사회의 개념 규정 및 교육적 영향 분석
둘째,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주요국(국제기구 포함)의 교육정책과 구체적인 실천 사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교육혁신의 국제적 동향과 실천 사례 발굴
셋째,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주요국의 교육혁신과 실천 사례가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 지능정보사회의 국제적 교육혁신과 실천 사례의 시사점 도출

2
.
지능정보사회에 요구되는 교육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먼저 지능정보사회

7

글로벌 교육동향 연구(Ⅴ) :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

가 개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고찰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능정보사
회의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그리고 지능정보사회를 초래
한 핵심 기술들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교육방법이나 교육의 목적 실현에 구체적으
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커다란 변화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인식과 대응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준비, 대응과의 차이를 비교
할 수 있는 이해의 기초를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의 교육혁신 동향과 사례 분석의
범주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이후 연구 진행의 기본틀을 제공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사회의 개념과 특징
2) 선행연구 분석
3) 한국의 지능정보사회 교육정책 현황
4) 연구 분석틀

.

:

1

본 연구의 주된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주요국의 지능정보사회 교육혁신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교육혁신 동향을 분석하는 대상 국가는 미국, 독일, 핀란드,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이며, OECD, UNESCO 등 국제기구를 추가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교육혁
신의 방향과 협력 과제 등을 확인한다. 대상 국가의 선정은 지능정보사회의 진전 및 교육혁신의
정도가 앞서 있는 국가(국제적 비교 우위 국가)들을 우선하되, 이와 함께 지역성과 관련 정보
수집 등의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특히 한국과 인접한 국가들이면서 국가적 수준에서 대응 정책
을 마련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고려한다.
교육정책 동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대상국의 초·중등교육을 우선 조사하며, 교육의 방향 및
목적, 교육과정상의 변화 등 교육내용, 지능정보사회 핵심 기술을 활용한 교육방법, 평가, 그리
고 직업세계의 급격한 변화 예상에 따른 학교교육 수준의 진로·직업교육, 이들 교육을 실제적으
로 담당할 교원교육2) 등으로 조사 영역을 세분화하여 각 영역별로 각국의 교육혁신 등 변화의

2) 교원이라고 하면 교장, 교감 등 교육 관리직, 일반 교사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나, 본 연구에서 언급한 교원교육은
주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문맥과 언급하는 내용에 따라 교사교육을 함께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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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파악한다. 단, 고등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영역별 조사 분석보다 국가 수준에서 추진하
고 있는 변화의 흐름 파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연구의 제한성으로 인해 고등교육을 초·중
등교육과 동수준에서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주요국들의 고등교육 혁신이 경쟁적 수준에서 일어
나고 있다는 점에서 각국의 전체적인 교육혁신의 동향 파악에 필요한 요소로 포함하였다.

: 「

.

2」

주요국의 교육혁신 동향 분석 결과 한국 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할 만한 실천 사례를 발굴,
사례별 실천 내용과 시사점을 조사, 분석한다. 조사 방법은 교육 동향 분석의 접근과 마찬가지
로 교육영역별로 탐색하되, 영역 간 연관성을 가지면서 교육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사례 분석 시 1) 창의·융합의 역량교육
(교육의 방향·목적): 변화주도역량교육, 2) 정보 역량 교육: 변화적응교육, 3) 학습자 맞춤형
교육: 테크놀로지 활용의 교육 방법, 평가, 학습 이력 관리 및 피드백, 4) 학교-현장 연계의
맞춤형 직업교육, 5) 현장 맞춤형 교원교육(교육지원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등을 함께 고려
하였다.

1)

·

(

·

)

- 현상기반학습(Phenomenon-Based Learning; PBL)을 통한 융합적 역량교육
- 메이커 교육을 통한 창의성 교육

2)

:

(

)

- 정보역량 육성을 위한 로봇 활용의 프로그래밍 교육

3)

:

(

)

- 테크놀로지 활용의 교육 평가와 맞춤형 교육
- AI 활용의 논술평가
- ICT 활용의 맞춤형 독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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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 상급반 직업학교에서의 맞춤형 직업교육
- 학교-현장 연계의 맞춤형 듀얼직업교육
- 스마트학습공장의 맞춤형 학습시스템

5)

(

)

- 테크놀로지 활용의 교사교육
- 수업 시뮬레이션 활용의 교사교육

.
주요국들의 지능정보사회 교육혁신의 특징과 실천 사례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이러한 결과가 한국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의 교육에서 고려하고 추진해야
할 주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제언한다.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은 문헌 분석, 자료 수집 및 분석,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한
자료 수집 및 의견 수렴, 동향 분석 결과에 기초한 실천 자료 수집 및 분석(사진 자료 수집
포함) 조사 2 , 전문가 원고 의뢰, 외국 출장을 통한 자료 수집 및 면담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혁신의 동향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교육혁신 실천 사례를 발굴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
기 위해 두 단계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1 은 주요국의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 조사 분석이고, 조사 2 에서 조사 1 의 결과 분석에 기초하여 실천 사례를 발굴, 조사
분석하는 두 단계의 조사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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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정보사회의 개념 및 특성, 키워드 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지능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교육적 영향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지능정보사회 관련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교육정책 동향(초･중등 교육정책, 진로·직업교육,
교원정책, 고등교육정책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2016년 전후에 발표된 주요국의 교육정책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

1

◦ 목적: 주요국의 지능정보사회 교육정책 동향 조사 및 분석
◦ 조사 대상국 선정을 위한 기초 작업 및 고려 사항
- 각국 교육부 홈페이지, 국가 수준에서 발표된 지능정보사회 대응 관련 정책, 플랜 등
검색 결과(제4차 산업혁명 키워드 병용, 이하 동일)
- 4차 산업혁명 및 교육혁신 관련 포럼,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확인된 각국의 지능정보
사회 대응 교육정책 동향
- 지능정보사회 국제적 순위
- 교육선진국(학업성취도 등) 가운데 최근 주목되는 정책이나 실천 사례가 알려진 국가
(핀란드의 융합교육과정, 독일의 직업교육 등)
- 지역성(북미, 유럽, 아시아 국가)
- 국제협력연구 등을 수행, 지원하고 있는 국제기구 조사 대상국 선정
◦ 조사 대상국 선정
- 조사 대상국 목록 작성: (북미)미국, 캐나다,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북유럽)덴마크, 핀란드, (아시아)일본, 싱가포르, 중국, 국제기구
- 1차 선정: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일본, 싱가포르, 중국, 국제기구
(유럽연합, OECD, UNESCO)
- 2차 선정(최종): 미국, 독일, 핀란드, 일본, 싱가포르, 중국, 국제기구(OECD, UNESCO)
* 조사 대상국은 혁신 내용의 최신성, 지역성, 자료 수집의 가능성, 연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협의회와 연구진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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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범위
-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교육정책
- 교육의 기본 영역별 지능정보사회 대응 교육정책
· 초·중등교육: 교육방향·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진로·직업교육, 교원교육 등
·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을 다루되, 고등교육은 전체 교육혁신 동향 이해를 위해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주요 교육정책, 전략 등을 개괄

: 「

.
목적:

조사 1

2」

결과 도출된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실천 사례 발굴 및

심층 분석
조사 범위 및 사례 선정 및 발굴시 고려 사항
- 초·중등학교 교육에서의 혁신 사례
- 각국 교육혁신 동향 중 지능정보사회 교육 과제와 연결되는 실천 사례
- 지능정보사회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교육혁신 사례
- 변화주도역량교육과 변화적응교육의 균형적 접근을 위한 실천 사례
◦ 조사 사례 발굴을 위한 내용 선정
- 창의융합교육 사례조사
- 지능정보역량교육 사례: 로봇 등 지능정보사회 핵심기술 활용
- 교수학습 혁신 사례: 맞춤형 교육 사례
- 교육평가 혁신 사례: 맞춤형 교육과의 연계, 테크놀로지 활용 사례
- 직업기술이나 직업세계의 변화 대응이 용이한 학교-현장 연계 직업교육 사례
- 테크놀로지 활용의 교원교육 사례
◦ 조사 자료 수집 방법 및 종류
- 방법: 인터넷 검색, 해당 전문가 원고 의뢰, 전문가 협의회, 출장 방문 등을 통한 수집
- 수집 자료
· 인터넷 검색 자료(실천 사례 관련 홈페이지, 관련 연구 자료 등)
· 실천 사례 관련 사진 자료(실천 사례 이해 증진을 위해 연구진의 직접 촬영 자료와
관련 홈페이지 게재 사진으로 구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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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교육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주요 국가의 지능정보사회 대응 교육혁신
정책 동향 및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방문 면담 대상국 및 조사 내용
- 독일: 스마트형 학습공장교육, 현장 체험 기반의 직업교육 사례
- 일본: 로봇(Pepper)활용의 프로그래밍 교육 사례

❙표 Ⅰ-1❙ 해외 방문 조사 및 면담 내용
출장국

독일
(베를린)

일본
(도쿄)

출장자

방문학교 및 기관

주요 조사 및 면담내용

기간

정광희
김신애

- OSZ TIEM Berlin(전기전자에너지
직업학교)
- OSZ Kraftfahrzeugtechnik Berlin
(베를린 자동차 직업전문학교)
- BMW Niederlassung Berlin
Ausbildung Center(BMW 베를린
지점 직업교육센터)
- Techniker-Schule Berlin(연방 종합
직업학교)
- DFKI GmbH Projektbüro Berlin
(독일인공지능연구소)
- Primo-Levi-Gymnasium
(MINT교육과정적용학교)

- 독일직업교육 학교의
Industrie 4.0 관련 교육
시스템 사례 조사
- BMW사 지정 자동차
직업학교 이론수업 참관 및
학교장 면담
- Educational Technology
Lab 및 스마트학습공장 현황
조사
- MINT교육과정 적용 학교
현장 혁신 동향 관찰

2017. 9. 10.
~ 9. 15.
(4박 6일)

김성미
이쌍철

- 小金井市立前原小学校(코가네이시립
마에하라초등학교)
- 문부과학성
생애학습정책국정보교육과
- Softbank CRS 사업개발실
- 町田第六小学校 (마치다
제6초등학교)

- 프로그래밍 및 교육 사례
조사
- 초･중등교육 프로그래밍
교육 및 로봇 활용 교육정책
분석
- 기업의 로봇 활용 교육 지원
사업(스쿨 챌린지 사업)
수집

2017. 9. 6.
~ 9. 8.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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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과학 기술(IoT,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모바일 등)과 관련한 주요국의 교육 정책 및 실천 사례 발굴 및 시사점 도출(연구진
미대응 부분 조사 및 분석)
의뢰 주제
- 지능정보사회 교육정책 동향: 4차 산업혁명과 교육혁신
- 교육 영역별 주요국의 특정 사례 조사
･ 교육 방향･목적 관련: 주체적･창의적 인간 교육을 위한 융합 교육과정과 교육
･ 교육방법 및 평가 관련: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정보기술 활용의 역량 평가 사례
(IoT, AI 활용의 교육평가, ICT 프로그램 활용의 독서교육)
･ 진로･직업교육 관련: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직업교육을 위한 학습모듈 개발과 운영
･ 교원교육 관련: ICT 과학기술 활용(VR 활용)의 교사교육
◦ 원고 집필 시 내용 구성
- 배경 및 경과: 각 실천 사례가 나오게 된 배경과 취지, 추진 경과
- 실천 현황: 정책이나 실천 사례의 적용 대상, 범위 등
- 실천 내용: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
- 시사점: 성과 및 과제
◦ 의뢰 주제 선정 및 의뢰
- 사전 자료 수집 및 선행연구 분석 결과, 각국 교육부 홈페이지 및 지능정보사회(제
4차 산업혁명 관련 검색어 포함) 관련 정책 및 실천 사례 검색 결과,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심층 분석 대상 주제 리스트 작성
- 작성된 리스트를 중심으로 지능정보사회 교육에서 요구되는 교육: 변화주도역량교육
(창의･융합교육), 변화적응교육(ICT 역량교육 등), 맞춤형교육(학습정보 수집, 분
석, 평가, 피드백) 등을 중심으로 영역별로 분류하고 전문가, 연구진 협의회 등을 거쳐
원고 의뢰, 원고 집필자는 우선적으로 현지 전문가를 섭외하여 진행. 단 현지 전문가에
게 원고 의뢰가 어려운 경우, 차선책으로 해당국 유학 경험의 국내 전문가에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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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협의
◦ 주요 협의 내용
- 지능정보사회의 개념 정의 및 특성 분석
･ 각국 교육혁신 동향의 기본 정보 수집
･ 조사 대상국 및 조사 주제(실천 사례 등) 선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및 정책 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위한 협의
- 각국의 교육정책 동향 분석 결과 검토
◦ 운영 방식: 전문가 협의회, 서면 검토, 온라인 회의 등

※ 연구협력(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름은 가나다순)
◦ 원내: 김경애, 최수진, 최정윤
◦ 원외: 계보경(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이경(중앙대), 김진숙(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나민주(충북대), 박상완(부산교대), 석철진(경희대), 소효정(이화여대), 양선진
(고려대), 유현숙(고려대), 임진혁(울산과기대), 조덕주(건국대), 채재은(가천대),
최운실(아주대), 최진영(한양대), 함진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해외: 김상훈(핀란드 유바스퀼라대학원), 박성훈(사우스 플로리다대학원), 이은송
(일본여자대), 최익선(University of Georgia)

.
◦ 목적: 지능정보사회 대응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국 정책 동향 및 실천 사례 정보
및 시사점 공유
◦ 일시: 2017년 12월 6일

연구 내용에 따른 연구 방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Ⅰ-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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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연구 내용 및 방법

앞서 도식화한 연구 방법에 따른 연구 수행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Ⅰ-2]와 같다.

❙그림 Ⅰ-2❙ 지능정보사회 교육혁신 동향 및 실천 사례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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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개요

4
본 연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조사 범위와 방법상의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의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혁신 동향과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능정보사회를 견인할 전문 고등인재 양성을 중요
한 교육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교육동향 분석에서(본문 Ⅲ장) 고등교육의 정책적
변화를 개괄적인 수준에서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다룬 것은 보편적인 교육 대상인 학교교육을 정책 차원
에서 우선적인 논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였으며, 유아교육, 평생교육 등도 부득이 제외되었다(단 일부 국가에서 국가 수
준의 계획 속에 평생교육을 중요하게 포함한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함).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은 물론, 지능정보사회에서 직업세계의 혁신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직업교육과 관련된 평생교육은 한층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창의성 등 역량
교육은 유아단계에서부터 중시되어야 할 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단계와 영역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교육정책 동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교육방향･목적, 내용, 방법,
평가, 진로･직업교육, 교원교육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에 대한 국가 정책을 조사, 분석하였
다. 다만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나 영역별 대응의 경중에 따라 조사 내용이나 구체
성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국가는 다루지 못한 영역도 있다. 또한 조사 영역 중 교원교육은
학교 현장의 교육을 실제로 지원하는 요소의 하나로서 접근한 것이다. 교원 외에도 교육을 지원
하는 요소로는 재정, 인력(교사 수급, 역량 등), 시설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정책이나 실천 사례 등을 검색함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을 검색어로 함께 사용하였으며, 본문 내용 중 ‘4차 산업혁명’은 문맥에 따라 편의상
‘4차 산업혁명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엄밀하게는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을 지칭하는 지능정보사회는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
명이 가리키는 대상이나 내용은 동일하지 않다. 다만 지능정보사회라는 용어는 외국의 선행연
구나 정책에서 쉽게 검색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국제적인 통용어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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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관련 정책이나 교육 실천 사례를 찾기 위한 검색어로 두 용어를 병용하였다.
넷째, ‘지능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은 모두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용어라서 이에 대한
각국의 교육정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거나, 많은 경우 3차 산업혁명 단계의 디지털 교육정책
과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선상에서 접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과 사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상에서 강조했거나, 혹은
추가한 정책, 실천 사례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루었다.
다섯째,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은 교육보다 과학기술, 혹은 제조 산업과 직접적인 연
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 분야에 비해 교육 분야에서 본격적인 논의나 실천의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 다룬 정책이나 실천 사례도 충분한 시간이 경과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국을 북미, 유럽, 아시아국 가운데 1) 지능정보사회 대응
국제 비교 우위국, 2) 학업성취 등 교육 부문에서의 국제비교 우위국, 3) 지능정보사회 대응
교육으로 주목되는 국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다만 대응 방법이나 전략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서 특정한 정책명으로 제시하지 않고 교육 일반에서 관련 내용을 실천하고
있는 경우(예: 스위스), 국가 차원에서 정보 공개를 전략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정책 발표 이후
경과 기간이 짧아서 아직 구체적인 실천 사례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예: 핀란드) 등에
대해서는 제외하거나 조사 가능한 일부 내용만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일곱째, 교육 실천 사례 조사는 지능정보사회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과학기술이 실제로
초･중등교육에 활용된 사례 발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결과 과학기술과 적용이 빠르게 진행
되고 있는 미국 사례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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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
우리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라는 용어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이다. 2016년
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예고하면서 우리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해이며(Schwab, 2016), 알파고의 등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기술의 현실화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한다는 정부･
학계･산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된 해이기도 하다. 2016년 이후 정부에서는 다가올 미래 사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지능정보사회’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합의
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능정보사회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사회상으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의 개념
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관심은 4차 산업혁명3)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 두 용어는
일상에서 크게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는
지칭하는 대상이 각기 다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같은 지능화된 정보통
신기술이 산업구조에 혁명적인 변화(Schwab, 2016)4)를 가져오는 것을 뜻하는 데 반해, 지능

3) 김진하(2016: 47)에 의하면,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0년 독일이 발표한 「High-tech Strategy 2020」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제조업과 정보통신이 융합되는 단계를 표현한 「industry 4.0」에서 유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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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도래하게 되는 사회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와 같은 의미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그것으로
인해 도래할 사회상인 지능정보사회를 용어상으로 크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표Ⅱ
-1> 참고). 이에 반해, 우리나라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미래창조과학부,
2016: 4)에서는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ICBM5))를 통해 생성･수집･축적된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이 경제･사회･삶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하는 사회”를 ‘지능정보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는 하나의
혁명적인 변화와 그것으로 인해 도래하는 사회상을 구분하여 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Schwab(2016)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외국 자료에서는 ‘지능정보사회’라는 표현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속에 그것으로 인해 도래할 사회상인
지능정보사회까지 혼재되어 논의하고 있는 데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용어 간에 엄밀한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을 병용하였다.

❙표 Ⅱ-1❙ 선행연구를 통해 본 4차 산업혁명 사회 및 지능정보사회의 개념 정의
구분

4
차
산업
혁명
(시대
/
사회)

연구자

정의

키워드, 핵심기술

Schwab
(2016)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가 생산과 유통, 소비에 혁명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시대

WEF
(2016c)

디지털혁명(3차 산업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기술 융합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

Davis
(2016)

지능이 필요한 작업을 기계가 수행하고, 인간 신체에 컴퓨팅 기
술이 직접 적용되며, 기업/정부 및 수요자 간의 소통을 새로운
지능, 기술
차원으로 향상시키는 등 ‘기술이 사회에 자리 잡는(embedded)
방식이 새로워지는 시대’

OECD
(2016)

기술과 생산성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3D
프린팅, 사물인터넷, 로봇 등)에서부터 바이오 혹은 나노 기반의 디지털기술, 나노,
신소재 기술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제조 부문의 생산방식을 바 생산혁명
꾸게 될 차세대 생산혁명(Next Production Revolution)시대

4) 이러한 변화를 또 한 단계의 혁명이라고 지칭하는 배경에는 수증기를 동력으로 한 기계 발달에 따른 1차 산업혁명,
전기 기계 발달에 따라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된 2차 산업혁명, 컴퓨터 제어 등에 따라 생산 공정이 자동화되기
시작한 3차 산업혁명에 견줄 만큼 큰 변화라는 인식이 있다.
5) IoT, Cloud, Big Data, Mobile의 약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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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정의

키워드, 핵심기술

Wikipedia
(2017)

디지털 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기술들이 인간과 사회 내부에 자
리 잡는 것으로, 로봇, 인공지능, 나노기술, 퀀텀컴퓨팅, 생명공
학,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등을 포함하는 획기적
인 기술들의 도래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사회

디지털혁명, 로봇, 인공지능,
나노기술, 퀀텀컴퓨팅, 생
명공학,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미래창조과학부,
AI, 빅데이터, 로봇 등을 통한 기술의 융합으로 사람･사물･공간 AI, 빅데이터, 로봇, 기술
한국과학기술
이 초연결화 및 초지능화되어 기존에는 분리되어 있던 물리적･ 융합, 초연결화, 초지능
기획평가원
가상적･생물학적 영역들이 융합되는 시대
화, 융합
(2016: 328)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2016: 2-3)

ICT 융합이 만드는 산업혁명으로, IoT, 인공지능, 로봇, 모바일,
3D프린터, 무인자동차, 드론, 나노 및 바이오기술, 재료과학, 양
자컴퓨터, 빅데이터 등 동시다발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술혁신. 그리고 이를 이용한 융합 네트워크 플랫폼이라는 생
산 양식의 혁신과 그 연결의 범위가 ‘사물과 사물’에서 ‘사
람과 사물, 공간’을 넘어 온･오프라인이 연결되어 지능화된 초
연결이 가능해지는 사회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
(2016: 5-6)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는 주제 및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IoT, 빅데이터, AI,
있는데, 공통적으로 IoT, 빅데이터, AI, 로봇 등 급속도로 발전한
로봇
ICT 기술에 의한 산업혁명으로 서술되는 사회

IoT, 인공지능, 로봇, 모바
일, 3D 프린터,
무인자동차, 드론, 나노
및 바이오기술, 재료과학,
양자컴퓨터, 빅데이터, 융
합네트워크 플랫폼, 지능
화, 초연결

지능화된 디지털 유기체,
심진보
ICT의 관점에서 인류를 지능화된 디지털 유기체 생태계, 즉 초
초연결, 지능정보, 초증강
(2017: 26-27) 연결사회, 지능정보사회, 초증강현실사회로 이끄는 변혁
현실사회

융합연구
정책센터
(2017: 3-4)

-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변화를 뜻하고, 3차 산업혁명
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생물학, 물리학 등의 경계가 없어지
고 융합되는 기술 혁명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 구조
자동화, 융합, 인공지능,
변화가 이전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
빅데이터,
는 사회
사이버물리시스템
-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한 극단적인 자동화, 사이버물리시
스템의 구현 등을 통해 공유 경제, 온디맨드(on-demand) 경
제 등이 가능한 사회

김상훈
(2017: 68)

20세기 후반 이후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확산과
정보처리 능력의 획기적 발전을 기초로 하여, IoT, 클라우드, 빅
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물리적･생물학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적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고 연결성이 극대 및 인공지능, 융합, 온디
화되는 한편, 융합이 가속화되어 기존과 완전히 다른 체계의 생 맨드
산-소비패러다임(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온디맨드(On-demand)
경제사회로의 이동)의 디지털 경제사회

조윤정
(2017: 67)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주요 기반으로 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
고, 이들 기술 간의 융합이 활성화되고 산업의 경계가 사라지는
공지능, 융합, 무경계, 초
특징을 갖는 ‘초연결 혁명’ 사회로 ICT 융합과 초연결성을
연결
강조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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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정의

최병삼･양희태･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기반의 현실･가상 연계 시스템’에
이제영
의해 구현되며(동인), 데이터 확보, 분석, 적용의 3단계로
(2017: 3)
가치를 창출(실체)하는 사회
박종현 외
(2014)

데이터기반
현실･가상 연계

인공지능과 ICBM이 결합된 사회

인공지능, ICBM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ICBM)를 통해
생성･수집･축적된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이 경제･사회･삶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하는 사회

정보통신기술
(ICBM)

황종성 외
(2016: 3)

ICT 기반 아래 ‘지능(효율화)’이 극대화되어 국가와 사회
전반이 혁신되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사회

ICT기반 지능

김명준
(2016: 4)

인공지능 등의 SW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개인, 산업,
정부 등 국가 전반의 혁신을 만들어 내는 사회

인공지능
SW기술

장윤종
(2016:
26-27)

4차 산업혁명 사회는 디지털 사회의 특징인 연결과 플랫폼이
유지되면서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가
될 것이므로,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사회의 다른 의미로
인공지능
이해할 수 있음. 지능정보사회는 지식정보사회에서 더 진보한
지능형기술
개념으로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이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이며, 다양한 지능형 기술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는 사회를 말함

관계부처 합동
(2016: 4)

지능
정보
사회

키워드, 핵심기술

박주석
(2017)

ICT 발전을 기반으로 사람, 컴퓨터, 장소, 사물 등 모든 것이
인공지능, 초연결,
상호작용하는 초연결사회로, ICBM이 핵심 기술로 주도하고
ICBM
인공지능 기술이 강조되는 미래사회

<표Ⅱ-1>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또는 지능정보사회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는 핵심기술의 측면에서 이른바 ICBM
으로 통칭되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로 요약할 수 있고, 이러한 핵심 기술들이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데이터 기반
의 현실･가상 연계 시스템이 구현되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즉 지능정보사회는 지능화된 시스
템에 의해 데이터 수집, 분석, 적용이 가능한 사회이며, 그 과정이 초고속화, 초자동화, 융합
화, 초네트화되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지능정보
사회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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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능정보사회는 ‘초연결성(Hyper-Connected)’을 특징으로 한다. 초연결성이란 정보
통신기술에 기초한 인간-인간, 인간-사물, 사물-사물 간 연결성이 강화되며, 각 주체가 가지
고 있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김진하(2016: 49-50)에 따르면 2020
년에는 500억 개의 스마트 디바이스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인간-인간의 네트워킹을 강화시켜
줄 것이며, 인터넷 플랫폼 가입자 역시 3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사물-사물
을 연결하는 IoT 역시 2020년에는 501억 개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기계-기계를 연결하는
M2M(Machine-to Machine) 시장 규모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지능정보사회는 ‘초지능화(Hyper-Intelligent)’를 특징으로 한다. 초지능화란 인공지
능 컴퓨터가 기존의 연산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해답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컨대,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가 2016년에는
이세돌, 그리고 2017년에는 세계 바둑 랭킹 1위 중국의 커제와의 대국에서 승리한 것은 초지능
화 사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방증하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다. IT 분야 시장분석 및 컨설팅 기관
인 ICD(2017)에 따르면 인지 및 인공지능(Cognitive/AI) 시스템의 시장 규모는 2016년 80억
달러에서 2020년 4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IDC Korea, 2016).
셋째,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서로 단절되어 발전해 오던 기술들이 각 분야 간 ‘융복합’을 통해
스마트 홈, 스마트 시트, 제조 공정의 디지털화 등과 같이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물리학(무인운송수단, 로봇 공학 등), 디지털 기술(IoT, 블록체인
시스템 등), 생물학(유전학, 합성 생물학 등) 분야에서 발전되어온 기술들이 ICT 과학기술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 수집, 분석 처리되고, 이전에는 각각 독립된 영역으로 간주되
었던 인공지능, 기계학습, 로봇, 나노기술, 3D프린팅, 유전공학, 생명공학 등이 융합되어 상호
작용하면서 새로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지능정보사회는 인간-인간, 인간-사물, 사물-사물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정보를 수
집･생성･공유･분석･활용하게 되면서 전 과정에서 자동화 수준이 높아지는 ‘초자동화’를 특징
으로 한다. IBM의 의료 분야 인공지능 ‘닥터 왓슨’, 학습 분야 인공지능 ‘질 왓슨’등의 사례에
서 알 수 있듯이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금융, 의료, 법률, 운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자동화가
진전될 것이며,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영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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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능정보사회’라는 개념을 우리 사회에서 이전에 강조해 왔던 지식정보사회의 개념과
비교해봄으로써 그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다. 지식정보사회는 지식, 정보와 같은 무형의
자산을 중시하면서 농업사회, 산업사회와 대비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Thurow(2007; 1999:
13)에 따르면, 산업사회에서는 공장과 설비, 자원의 소유가 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면, 미래
에는 지식의 장악이 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이러한 지식
은 개인, 사회,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면서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간주되었다.
즉 지식정보(화)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식과 정보의 양적, 질적 증가에 주목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한 개념으로, 미래 사회에서의 정보의 기능에 특히 주목하여 정보화 사회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처럼 지식기반사회,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는 디지털 혁명,
즉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는 앞서 언급한 지식정보사회와 어떻게 다른가?
다시 말하면 지식정보사회의 ‘지식’과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지능’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리고 전자와 후자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정보’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등의 질문을 통해 ‘지능정보사회’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지능’에는 이전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인공지능’의 적극적인
역할과 강력한 파급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점이 ‘지능정보사회’가 지식정보사회와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인간이 지식과 정보 활용의 주체였다면, 지능정보사
회에서는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인공지
능의 발달로 정보처리능력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빅데이터를 이용해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 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한 기계 학습
(Deep learning)이 이루어지며, 사람이 판단 기준을 정해주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인지･추
론･판단할 수 있는 지능을 갖추게 된다(한경 경제용어사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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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지능정보기술의 개념
출처: 관계부처협동(2016). 지능정보사회 중장기종합대책, p. 3.

그리고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의 의미 역시 [그림 Ⅱ-1]과 같이 사물인터넷(IoT)을 기
반으로 각종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며(Mobile),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6)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주는 의미를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요소를 지칭한다. 이는 기존의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보’ 범위보다 크게 확장된 개념이다. 이처럼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정
보’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연결되면서 그 자체로 움직이는 ‘동(動)’적 기능을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그 속도와 범주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서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디지털 정보와는 차별적
인 특징을 갖는다.
정리하면, ‘지능정보사회’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 디지털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핵심적인 기술들이 인공지
능을 통해 정보와 상호 소통, 연계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지능정보사
회는 컴퓨터 내의 정보 간 연결이 초고속화 되면서 인간이 아닌 사물과 사물, 기계와 기계가
6) 정보가 인터넷 상의 서버에 영구적으로 저장되고, 데스크톱･태블릿컴퓨터･노트북･넷북･스마트폰 등의 IT 기기
등과 같은 클라이언트에는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컴퓨터 환경을 말한다(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 Cloud
Computing(검색일: 2017.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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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연결되어 작업이 진행되는 특징을 갖는다(초네트화, 초자동화). 알파고를 통해서도 확인
하였듯이, 인공지능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작업력과 속도력으로 처리하고
학습한다(초고속화).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이 정보, 사물, 기계와 융합하면서 초자동화가 현실
화되고, 현실과 가상 간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사회이기도 하다(초증강사회).
이러한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관심은 최근 급속도로 사회 전반에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능정
보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생산 구조가 혁신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현존하는 직업
이 상당한 정도로 없어지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불안감은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관심을 교육 분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
다. 예컨대, 교육과 관련하여 앞으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직업들은 무엇이고 이와 함께
새로 창출될 직업의 특징과 유형은 어떠하며, 지능정보사회에서 전망이 밝은 직업과 지능정보
사회에 대응해 차세대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 및 기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과학기술의 변화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예측･설명하는 핵심 요인이자 산업 구조와 사회
변화의 동인으로 간주되어 왔다(류방란 외, 2014). 1차 산업혁명(동력혁명)은 증기기관, 기계
식 설비 기술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2차 산업혁명(자동화 혁명)은 전기 동력, 대량생산체계
기술이, 3차 산업혁명(디지털 혁명)은 전자기기, 정보통신, 자동화 생산 기술이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조윤정, 2017: 67). 이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동인으로 상정되고 있는 기술들을
살펴보는 것은 지능정보사회를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표 Ⅱ-2>는 각 국가별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기술을 제시한 것으로 각 국가들이
주목하는 핵심기술들의 종류에는 다소간에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과
거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고차원적인 일들을 기계가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대체(보완)할 것이며, 초연결성, 초지능화, 융복합, 초자동화, 초증강사회 등의 특징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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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국가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국가

변화 동인

WEF(2016b)

인공지능, 메카트로닉스,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신소재기술,
에너지저장기술, 퀀텀 컴퓨팅 기가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단말기, 빅데이터, 딥러닝,
드론, 자율주행차 등 23개 기술

독일

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 물류 자동차, 스마트 공급망, 자가조직화 기술 등

영국

바이오 및 나노 테크놀로지, 차세대 컴퓨터, 가상현실, 홀로그램, 3D 프린팅 등

미국

클라우드, 자동화 기술, 센서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등

호주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등

한국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

출처: 김진하(2016). p. 49. 재구성

교육 분야에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많은 조류들이 최근에 생겨났다. <표 Ⅱ-3>에 종합적으
로 정리되어 있는 신기술의 도입을 통한 새로운 교육방법들은 교육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많은 기대 속에 실험을 거듭하는 중이다.
❙표 Ⅱ-3❙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혁신 기술
신기술의 도입을 통한
새로운 교육방법

내용

◦ 대학교에서 실제 진행하는 수준 높은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하는 교육
개방형 대중 온라인 강좌
플랫폼(Coursera, Udacity, edX, FutureLearn, K-MOOC 등)
(MOOC, Massive Open Online
◦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강의, 시험, 채점, 토론, 이수증 등이 정규 수업과 똑같
Course)
이 진행됨
공개콘텐츠
(Open contents)

◦ 공개 콘텐츠는 교육기회 확대 및 정보 공유, 재창조를 위하여 교육자원을 무료
로 공개하고 공유하는 콘텐츠를 말함

거꾸로 교실
(Flipped classroom)

◦ 학습의 주도권을 교수자에서 학습자에게 넘겨줌으로써 교실 안팎에서 사용하는
시간을 재구성하는 학습 모델

BYOD
(Bring Your Own Device)

◦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또는 기타 모바일 디
바이스를 학습이나 업무환경에서 활용하는 것

메이커스페이스
(Maker space)

◦ 해커스페이스, 해커 랩, 팹랩(FabLab, 제작실험실)으로도 알려져 있는 메이커스
페이스는 기술 매니아들이 전자 하드웨어 제작 도구, 프로그래밍 기술과 기법
을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커뮤니티 지향형 워크숍

게임화
(Gamification)

◦ 게임화는 게임이 아닌 상황이지만 게임의 요소, 메커니즘, 프레임워크 등을 활
용하고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에 활용함으로써 게임의 잠재적인 장점
을 활용하려는 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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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도입을 통한
새로운 교육방법

내용
◦ 전자책은 책을 휴대기기나 컴퓨터로 볼 수 있도록 파일 형태로 배포된 책을
의미함

e-Textbook

학습 분석학
(Learning analytics)

◦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책을 접할 수 있고 멀티미디어의 기능을
포함하여 음성,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책의 정보의 다양성을 통해 몰입 및 흥미
를 높일 수 있음
◦ 학습분석학은 학습자들이 온라인에서 학습하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분석･해
석하여 이를 미래의 수행 효과를 높이는데 활용하는 것

적응형 학습기술
◦ 개별 학생의 학습에 따른 필요를 조절하는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
(Adaptive learning technologies)
증강현실
(AR: augmented reality)

◦ 가상현실의 한 분야로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
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

가상현실
(VR: Virtual Reality)

◦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상황･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인간-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

3D 프린팅
(3DPrinting)

◦ 디지털화된 디자인데이터를 활용해 인쇄를 하듯 물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3D 모델러, 3D 스캐너, 3D 프린터, 소재 등 4가지로 나뉨

홀로그램
(hologram)

◦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 효과를 이용해 3차원 입체영
상을 보여 주는 기술로, 홀로그램 기술로 생성된 3D 입체영상은 마치 실제와
같은 입체감을 제공함으로써 현실감과 몰입감을 강화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소셜네트워크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
서 관계망을 넓힐 수 있는 플랫폼

Tele-presence

◦ 일반적으로 참가자들이 실제로 같은 방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가상화상회
의 솔루션을 지칭
◦ 실물 크기의 풀HD비디오 이미지와 공간지각형 오디오, 최상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제공하고자 특별히 조율된 인테리어 등이 결합된 시스템을 가리킴

드론
(Drone)
로보틱스
(Rob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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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 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
의 비행체
◦ 직접 관찰하고 만져보는 실습/체험 학습활동, 소프트웨어 교육과 결합하여
Bird-eye View에서주변을 관찰하는 등의 소수의 교육적 활용 사례가 있음
◦ 스스로 보유한 능력(인공지능)에 의해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
하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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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도입을 통한
새로운 교육방법

내용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

◦ 클라우드 컴퓨팅은 각자의 개인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상의
유틸리티 데이터 서버에 프로그램을 두고 그때그때 필요한 순간 개인 PC 또는
휴대폰에 불러와서 사용하는 웹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말함

모바일 미디어
(Mobile media)

◦ 모바일은 들고 다닐 수 있는 네트워크 가능한 디바이스를 의미함

사물인터넷
(The Internet of Things)

◦ 사물인터넷은 웹을 통해 사물과 정보를 링크화 하여 연결한 사물(객체)의 네트
워크를 의미함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
그램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실현한 기술

출처: http://www.open.ac.uk/blogs/innovating, 김진숙(2017) 전문가협의회 회의 자료에 기초하여 재구성

세계적인 IT 관련 자문기관인 가트너(Gartner, https://www.gartner.com/smarterwithgartner)
에서 발표한 기술 트렌드인 하이프 사이클의 2016년 교육 분야 자료를 보면, 최근 2년 내에
상용화될 관련 기술들은 BYOD (Bring Your Own Device), 디지털 교과서(E-Textbook), 클라
우드(Cloud HPC), 가상 세계(Virtual Worlds), 스마트폰 학습(Mobile Learning Smartphones)
등이 있다. 다음으로 2년에서 5년 후에 상용화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술들은 연구조사 자료들
의 디지털 보존(Digital Preservation of Research Data), 게임화(Gamification), 적응형 학습
플랫폼(Adaptive Learning Platforms), 적응형 디지털 교과서(E-Textbook) 등이 있다. 그리
고 상용화하는 데 5년에서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기술들은 교육 분야의 빅데이
터(Big Data in Education), 오픈 마이크로인증서(Open Microcredentials), 역량 기반 교육
플랫폼(Competency-Based Education Platforms), 디지털 평가(Digital Assessment), 개방형
대중 온라인 강좌 플랫폼(MOOC Platforms), 로봇을 통한 원격 출석(Robotic Telepresence),
교육 분야의 가상현실/증강현실 앱(Virtual Reality/Augmented Reality Application in
Education) 등이 있었고, 이외에도 교실에서 3D 프린팅(Classroom 3D Printing)을 상용화하
는 데에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았다([그림 Ⅱ-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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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교육 분야
출처: Gartner Inc.(2016). Hype Cycle for Emerging Technologies.https://www.gartner.com/newsroom/id/3412017
(검색일: 2017. 10. 1)

2
.
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되는 각종 지능정보기술들의 발전은 교육 분야에도 역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의 전망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혁신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구본권, 2015; 권호정, 2016; 기획재정부･KDI, 2016; 김대호, 2016; 이용순, 2016;
이주호, 정혁, 홍성창, 2014; 황종성, 박정은, 이정아, 오정연, 노광미, 2016; Schwab, 2016;
UBS, 2016; WEF, 2016c,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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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위스 투자은행 UBS(2016)에서 출간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백서인 ‘초자동화와 초
연결성: 4차 산업혁명의 전지구적, 지역적, 투자적 관점의 함의’에서 세계경제포럼의 2016년
각국의 경쟁력 지표를 재해석한 항목인 ‘교육이 적응적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가?
(Education allows adaptive skills?)’7)는 스위스, 핀란드, 미국, 네덜란드, 싱가포르의 순으로
국가별 경쟁력 순위를 제시한 것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다.

❙표 Ⅱ-4❙ 4차 산업혁명 대비 정도 및 글로벌 경쟁력 국가순위
(순위)

국가

UBS(2016)

WEF(2016c)

4차 산업혁명 대비 정도

글로벌 경쟁력

전체
순위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숙련도

적응적
기술

사회기반시설
수준

법적
보호

인적자본
(교육수준과 노동력)

스위스

1

1

4

1

4.0

6.75

2

싱가포르

2

2

1

9

3.5

9.00

14

네덜란드

3

17

3

8

6.5

12.50

4

핀란드

4

26

2

2

19.0

1.25

11

미국

5

4

6

4

14.0

23.00

12

출처: UBS(2016).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 25.

이 보고서에서는 지능정보사회의 특징을 ‘초자동화와 초연결성(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으로 규정하고, 각국은 교육제도에서 ‘유연성(flexibility)’을 확보하는 것이 글
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주로 산업분
야의 노동시장과 결부되었던 ‘유연성’의 개념을 교육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 WEF(2017)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이후의 교육생태계의

7) 이 지표는 2016년에 출간된 세계경제포럼의 경쟁력 리포트에서 12번째 조사 범주였던 산업 분야의 ‘혁신
(Innovation)’ 관련 항목들을 적응적 기술의 산물로 간주하고 작성한 것으로, 각국의 적응적 기술 현황을 직접적으
로 조사한 자료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육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실질
적인 중요도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각국 교육의 국가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많은 언론매체들에 등장하여 주요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강승규, 2016; 곽수근, 2017; 손현덕, 2017; 허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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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보다 포괄적으로 제시한 보고서인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인간의 잠재력을 깨닫기: 교육,
젠더, 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리더들을 위한 아젠다(Realizing Human Potential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 Agenda for Leaders to Shape the Future of Education,
Gender and Work, 2017)’를 발표하였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을 담론화 하고 주도하는 기구에
서 교육 분야의 변화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교육혁신을 위한 산발적인 시도들이 전통적인 교육시스템과 새로운 노동시장의 요구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상호 보완 및 협력적 역할을 강조하고, 교육생태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위한 핵심 실천
영역(action areas)을 제시하였다.

❙표 Ⅱ-5❙ 4차 산업혁명 이후 교육생태계 변화를 위한 교육영역별 실천 내용
실천 영역

내용

영･유아 교육
(early childhood
education)

 초기 영유아 단계에서의 교육 소외는 영유아 발달 측면에서 큰 갭을 발생시키므로,
영유아 교육은 개발도상국의 인적 자원 개발에 매우 중요함.
 관련 부처 간 일관성 있는 정책 조율과 협력 필요(예: 노동부 & 교육부)
 인적자원개발과 큰 비용효과성을 가진 미래를 위한 투자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함.
 직업 시장의 빠른 변화로 인해 하나의 스킬셋(skill set) 또는 좁은 전문성에 의존하는
개인은 미래 경제에서 장기간 경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임.

미래 준비형 교육과정
(future-ready curricular)

What to
teach

 언어적(linguistic), 수학적(mathematical), 기술적(technological) 문해
중점 → 미래 모든 직업에 필요
 전문지식의 폭과 깊이, 간학문적 연결, 글로벌 시민 가치, 공감 능력
(empathy), 비인지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능(employability skill),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 프로젝트 관리, 창의성
 지역적, 글로벌 노동시장의 변화와 스킬 요구 트렌드에 관한 식견 및
예측에 근거하여 수시 업데이트 및 적용
 산업계를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
개발 및 개정
 전면적인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혼란 및 시행 지연을 피하기 위한
정기적인 재검토

How to
teach

 경험 중심 접근
 학습의 소유권을 가지는 평생 학습자로 인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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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영역

내용

전문적인 교수 인력
(professionalized
teaching workforce)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교실 경험, 지식, 사례 공유
 누가 또는 무엇이 ‘교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아야 함.
 P2P 학습, 멘토링 등을 통한 자기 개발이 미래 성인 학습시스템에서 인정되거나 지원
되어야 함.

직업세계에 대한 조기
노출 및 지속적인
경력 지도
(early exposure to
workplace and ongoing
career guidance)

 인턴십, 멘토링, 인적 네트워킹 등을 통한 직업 준비도 증진과 다양한 진로 인식 및
역량 습득
 경력 상담과 업무 현장 노출을 통한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 촉진
 노동 시장 데이터에 근거한 선택 사항에 대한 정확한 최신의 정보 제공

디지털 유창성
(digital fluency)

 코딩 능력은 기계학습의 진전으로 인해 곧 불필요하게 될 수 있으며, 유용하게 남는
것은 컴퓨터적･논리적 사고 능력임.
 테크놀로지는 모든 분야와 경력과 연관하여 교육적 경험에 내재(embedded)되어야 함.
 학습자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고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
를 가지도록 해야 함. 이를 통해 미래의 도구를 만드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해야 함.

견고하고 훌륭한
기술･직업 교육
(robust and respected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4차 산업혁명은 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TVET)을 위한 콘텐츠와 전달에 대한 근본적
인 재검토를 강요함 → 양질의 TVET는 경제 성장의 핵심적 견인차임.
 미래지향적 TVET 교육생태계를 위한 핵심적인 활동
- 양질의 최신 TVET 학습과 자격(qualifications)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산업 표준, 학습자(고용인)과 고용주의 확인된 요구에 기반하며, 연관성 유지를 위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인증 시스템(certification and
credentialing systems)
- 혁신과 재정 지원 측면에서 학문(academic) 교육과 TVET 사이의 균형 → TVET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평생학습의 재출발
(a new deal on lifelong
learning)

 기술적･사회인구통계학적인 변화는 노동자의 스킬셋 생명주기를 단축하고 있음. 현
재 역량에 상관없이 노동자는 현업에 종사하는 동안 역동적으로 새로운 스킬을 배울
필요가 있음 → dynamic training ecosystem
 혁신의 우선순위 : (1) 인생 초기의 전반부 교육 중심에서 모든 생애 단계에서의 학습
으로의 전환, (2) micro-credentialing에 기초한 인증 시스템, (3) 학습의 소유권을
학습자에게 이전 → 개인 훈련 계좌(individual traning accounts) 도입
 직업 또는 경력 안정성(job or career security)에서 직업을 가지기 위한 교육
(education for employment),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education for employability)
으로 전환
 역량 기반 인증 및 인정 시스템(competency-based credentialing and recognition
systems) 도입

교육혁신에 대한 개방
(openness to education
innovation)

 테크놀로지는 혁신적이며 개인화된 방식으로 학습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테크놀로지는 교육 접근성의 불균형에 대한 해결책을 줄 수 있음.

출처: Realizing Human Potential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 Agenda for Leaders to Shape the Future
of Education, Gender and Work(WEF,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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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세계경제포럼이 각국의 지도 인사들과 함께 전 세계적인 수준의 담론을 형성하고
이끌어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담론을 활발하게 받아들여 논의와 정책구상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상세 내용은 본 장의 3절 참조).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
부는 각각 ｢2030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미래교육 청사진 -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시안(보도자료: 2016.12.23.)｣과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
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2017b)｣을 발표하였으며, 학계에서도 빈번하게 다양한 종류
의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는 미래사회에 대한 논의
가운데 사회변화상으로 가장 주목 받는 키워드로서 자리 잡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관계에 대한 작금의 담론들이 제조업의 변화, 직업세계의 혁신적인
변화, 그리고 이에 대응 혹은 리드할 인재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이 새로운 정부의 ICT 정책을 분석한 결과, 정책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는 ‘교육’ 인 것으로 드러났다(<표 Ⅱ-6> 참조).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더욱
두드러진 현상으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정책적 과제인지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Ⅱ-6❙ 선행공약집과 5개년 국정과제–빈도 분석
정책 공약집 상위 키워드
1

지역

142

5개년 계획 상위 키워드
교육

2

교육

136

사회

60

3

국민

119

산업

54

4

공공

114

지역

51

5

사회

113

국민

51

6

보장

100

안전

47

7

안전

93

국가

46

8

기업

91

일자리

45

9

산업

90

공공

44

10

국가

89

기업

37

11

학교

77

문화

36

12

일자리

77

환경

31

13

문화

71

기술

31

14

복지

69

경제

29

15

정부

66

지방

28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7).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의 ICT 정책 방향,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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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이 교육에 끼칠 영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인공지
능으로 통칭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기계들이 인간의 노동력을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교육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지능정보사회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
다. 다만 최근 지능정보사회의 신기술 발전과 관련하여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고위험군 직종과
이에 대한 교육 분야의 역할에 대한 경제계의 분석(Frey and Osborne, 2013)과 정보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일자리와 노동력, 임금,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내용(Erik and
Andrew, 2011)을 통해 교육에의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Erik and Andrew(2011)는 미국
의 사례를 예로 들어 경제 호황과 침체가 반복되면서 경제가 회복되어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원인이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구입하면서 신규로 일자리를 늘리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교육에의 투자 즉, 교사의
중요성, K-12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 숙련 노동력을 지닌 이민자들 장려 등을 제시하면서
학교와 교육에서의 여러 가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사회에 대한 교육적 대응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한편,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고 기계에게 내어주는 삶의 영역이
증가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권한 내지 가치가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또 다른 한편의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황종성, 박정은, 이정아, 오정연, 노광미(2016)가 한국의 각 분야별 오피니언 리더
로 선정된 사람들의 의견 조사를 통해 지능정보사회의 정책 방향을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각 분야별
정책 방향 가운데 교육과 관련한 부분을 정리해 보면 <표 Ⅱ-7>과 같다.

❙표 Ⅱ-7❙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가 본 지능정보사회의 정책 방향(교육 관련 부분)
4차 산업혁명 관련
향후 정책 방향

내용

기반 구축 측면
(인력양성)

 (해외 인재 유치) 국내에서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 필요하다면 해외 인력 스카우트
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전문가 양성) 마이스터고 활성화 등 어렸을 때부터 집중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
 (인력풀 확대) 다양한 인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풀 자체를 확대하
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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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관련
향후 정책 방향

내용

국민생활 측면
(교육)

 (개편의 필요성) 농경 사회에서는 농업을, 공업사회에서는 기술을 교육하였듯이 지능정
보사회에서는 그에 맞는 교육이 필요
 (전문가들의 수준 제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수준은 선진국의 전문가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방침을 마련해야 함
 (다양성 확보) 이공계열의 교수나 학생이 거리낌없이 타 분야의 학문을 학습하는 분위기
를 조성하여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판단능력을 갖추도록 함
 (구체적 방안) 문･이과 통합교육 실시, 대학교의 전공 할당제 폐지 등 교육제도의 개선이
필요

역기능 측면
(직업 구조변화)

 변화할 직업 구조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국어, 영어, 수학과목 중심의 암기교육에서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으로의 변화
 변화의 속도가 급격할 경우, 대량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 속도의 조절이
중요

역기능 측면
(양극화)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하는 상황이므로 로봇 이용자에게 근로 소득세 개념의 ‘로봇
세’를 징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복지나 교육 등에 투자

역기능 측면
(몰인간성 발생)
역기능 측면
(기술에 대한 맹신과
불신)

 윤리적 인식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로봇 인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사회적 윤리를 공고히 하고 인간적인 대화 채널의 활성화 필요

 정보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중요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가치관을 확립할 필요

출처: 황종성, 박정은, 이정아, 오정연, 노광미(2016). 오피니언 리더가 전망하는 지능정보사회 미래와 도전 과제에서
교육 부분을 정리함.

<표 Ⅱ-7>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역기능에 대한 대비가 상당수
교육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교육의 관점에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몇 가지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 먼저 인간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관점에
서 보면,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의 두 가지의 방향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인공지능,
ICT 기술 등을 창의적으로 융합, 조정, 리드하는 인간의 고유한 권한과 가치(과학기술 발달의
원천으로서의 인간)이며,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과 그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변화를 인간이 주체
적으로 이해하고, 이용하면서 인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권한과 가치(과학기술 활용의 주체로서
의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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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좀 더 부연하면, 인간이 과학기술 발달의 원천이라는 첫 번째 방향에서 볼 때, 지능정보
사회에서는 창의성, 사고력, 판단력, 문제해결력과 같은 인간의 고유한 역량이 전보다 더 중요
해질 수 있고, 이를 함양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즉 인간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 예컨대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3D 프린트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 주체이
며, 이들 기술들의 향방을 컨트롤하는 주체인 동시에, 향후 5, 6차 산업혁명과 같은 또 다른
새로운 혁신과 지평을 열어갈 주체라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고 지속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담론 가운데 인공지능과 디지털
정보의 융합 등 새로운 기술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지만, 인간의 역할, 기능,
가치가 바뀌거나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고 그 영향력의 범위
가 확대되는 만큼 인간 고유의 가치는 한층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에 향후 교육의 방향을
변화주도의 역량교육에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 교육의 방향은 지능정보사회의 진전된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시해야 할 방향이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기계적인 노동이나 고난이도의 노동으로부
터 인간이 해방될 수 있고, 인간의 많은 질병들이 치료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일상생활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인간이 삶을 향유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시간과
범위의 확대, 확장으로 연결된다. 이에 앞으로의 교육은 새로운 변화, 즉 과학기술의 발달,
산업구조의 변화, 직업세계의 변화들을 이해하고 직업기술을 포함하여 삶에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술(skill)을 익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즉 지능정보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또
하나의 과제는 차세대의 학생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그러한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일이다(변화적응교육).
아울러 지능정보기술은 교육 자체의 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즉 학력과 교육의 분리
를 가속화시키게 됨에 따라 교육의 실질성･책무성이 강화될 개연성이 높다. 이는 특별히 지능정
보기술의 발전과 결부하지 않아도 학력을 능력의 신호로 삼는 관행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이 이 과정을 가속화(구본권, 2015: 82-83)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능력은 학교
의 커리큘럼으로 묶여진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과정보다 개별적으로 습득되는 것으로서 인식되
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개별화’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
인’이 평생 동안 처하게 되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는 ‘평생교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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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최신 지식의 빠른 습득을 위한 ‘재교육’에도 적용
된다. 조상식(2016)은 이와 같은 교육의 개별화가 ‘교육의 책무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이와 더불어 세계경제포럼(2016)에서 강조하는 ‘교육제도의 유연화’도 교육의 ‘개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광희 외(2016), 정제영(2016)은 학생 개인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유연한 학교제도의 일환으로 부분적 무학년제의 도입을 주장
하였다. 무학년제는 ‘국가교육과정 운영에서 학년(school year)과 교육과정(curriculum)의 강
력한 연계를 끊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교육과정을 학습자에 맞추어 개별화된 방식으
로, 특히 수월성(excellence)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한편 학습 개별화는 ‘학습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극대화할 수 있다. 교육의
‘개별화’의 여러 측면 가운데 지능정보기술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측면은 교육방법의
영역이다. 주로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으로 통칭되는 신기술들은
학생들의 학습과정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여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향후 학습과정의 디자인에
환류시켜 사용하는 방식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수석과학자인 고든 벨과 짐 겜멜(2009)은
「디지털 혁명의 미래｣라는 저서에서 ‘마이라이프비츠(MyLifeBits)’라는 프로젝트를 소개하
면서 삶의 ‘빅데이터’화를 ‘완전한 기억’이라는 일종의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10년대에
는 미국의 사교육을 중심으로 이러한 빅데이터 학습관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
다. 캠퍼스 없이 온라인만으로 운영되는 ‘미네르바스쿨’이나 ‘알트스쿨’ 등에서는 학생들의
참여 및 지적인 상태(강의자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등)를 표시할 수 있는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여 수업하며, 교수는 개별 학생들이 수업에서 발표했던 영상, 조별과제를 수행
하면서 작성했던 글, 학생들이 그간 제출한 과제들 등과 관련하여 자동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참조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이들을 모델로 한 소위 ‘에듀테크(EduTech)’라고 불리
는 수많은 교육 스타트업이 한창 생겨나고 있는 중이다. 빅데이터 학습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에듀테크’ 기관들은 전 세계적인 방문자들로 붐비고 있으며,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나
그 전반에 대한 보고서는 드문 편이다. ‘에듀테크’ 이전에 무크(MOOC)를 활용한 교육(칸 아카
데미, 코세라 등)이 이와 궤를 같이 하지만, 참여율과 몰입도 감소, 중도 포기율 증가, 학습
의무감 저하, 시험 성적 저조 등의 결과가 보고되면서 ‘최상의 교육을 모두에게 무료로’라
는 무크 교육의 이상 실현이 쉽지 않았음(Selingo, 2014)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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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은 교육의 방향과 방법 측면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Ⅱ-8>
은 NMC라고 불리는 The New Media Consortium에서 제시한 교육혁신 트렌드를 비교, 요약한
것이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기술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핵심 트렌트가 2016년에는 협력적
학습이나 심층학습법이었던 데 반해, 2017년에는 학습측정이나 학습 공간 재설계에 대한 관심
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학교 기능에 대한 재검토까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 분야의 기술 발전 트렌드는 메이커스페이스와 인공지능
기술은 유지하되, 온라인 학습이 로보틱스로 대체되거나 장기적으로는 웨어러블 기술 등에 대
한 관심이 사물인터넷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표 Ⅱ-8❙ NMC의 호라이즌 보고서 2016 K-12와 2017 K-12 비교표
항 목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는 핵심
트렌드

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들

교육 분야의 중대한
기술 발전들
(도입 가능 전망)

구분

2016

2017

단기
(1~2년)

◦ 리터러시로서의 코딩
◦ 크리에이터로서의 학생

◦ 리터러시로서의 코딩
◦ STEAM 학습의 증가

중기
(3~5년)

◦ 협력적 학습
◦ 심층학습법

◦ 학습 측정에 집중
◦ 학습 공간 재설계

장기
(5년 이상)

◦ 학습공간의 재설계
◦ 학교 기능에 대한 재검토

◦ 혁신 문화 발전
◦ 심층학습법

해결 가능

◦ 실제적 학습 경험
◦ 교사의 역할 재정립

◦ 실제적 학습 경험
◦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어려움

◦ 디지털 형평성 증진
◦ 교수 혁신 증진

◦ 교사 역할 재정립
◦ 컴퓨팅 사고 (Computational
Thinking) 교수법

힘겨움

◦ 학업성취도 격차
◦ 개인화 학습

◦ 학업성취도 격차
◦ 리더십 변화를 통한 지속적 혁신

근기
(1년 이내)

◦ 메이커스페이스
◦ 온라인 학습

◦ 메이커스페이스
◦ 로보틱스

중기
(2~3년)

◦ 로보틱스
◦ 가상현실

◦ 분석 기술
◦ 가상현실

장기
(4~5년)

◦ 인공지능
◦ 웨어러블 기술

◦ 인공지능
◦ 사물인터넷

출처: Dahlstrom, E., Krueger, K., Freeman, A., Adams Becker, S., and Cummins, M(2017).
Adams Becker, S., Freeman, A., Giesinger Hall, C., Cummins, M., and Yuhnke, B. (2016). 계보경(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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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 미래교육에 대
한 국내외 담론이 등장하는 시기부터 기술 관련 교육혁신에 관하여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해
왔다(계보경, 2016; 계보경･유지현, 2015). 아래의 <표 II-9>와 <표 II-10>은 미래사회에서
교육의 변화와 외국의 혁신 사례에 대하여 본 연구의 연구진들이 따로 조사하기 어려운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 표들에서 제시된 교육혁신 사례들로 참조하여 각국
의 지능정보사회 관련 최신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심층 분석 사례를 선정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표 Ⅱ-9❙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혁신 과제
3T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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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agogy

Connectivity

◦ 크로스오버학습(Crossover learning)
- 형식과 무형식 학습 연계. 학습경험 연계. 학습에 대한 진정한 기회와 참여 기회 제공
- 학습 주제 제공(교사) → 현장 및 체험학습, 정보 수집(사진, 인터뷰, 필기 등) → 개별 또는
그룹 활동, 문제해결 방안 구안 → 공유 및 성찰

Reflection

◦ 논쟁을 통한 학습(Learning through argumentation)
- 과학적 방식의 논쟁을 통한 토의･토론
- 정답이 없는 질문(교사) → 과학적 언어로 표현, 설명 구조화, 객관화하기 위한 방법 개발(학생)
→ 토론(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Extension

◦ 우연 학습(Incidental learning)
- 계획하지 않은 또는 의도하지 않은 학습
- 교사의 지도 없고, 구조적인 커리큘럼이나 형식적 인증 없음. 교우관계, 사이버 경험 등
◦ 맥락기반 학습(Context-based learning)
- 경험에 대한 새로운 해석,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과의 관련성 이해
- 고정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의 한계 극복, 직간접 체험을 통한 풍부한 맥락 정보 제공이 중요
◦ 컴퓨터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 문제를 구조화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학습방식에 대한 학습
- 커다란 문제를 작은 것으로 잘게 쪼개고(해체), 각각이 과거에 해결된 문제들과 어떻게 연결되
어 있는지를 이해하며(패턴 인식), 중요하지 않은 사안은 제외시키고(제거),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정의하고 개발하며(알고리즘), 이러한 단계를 정립(프로그래밍과 디버깅)하
는 단계를 거침
◦ 원격 실험실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 science with remote labs)
- 신뢰할 수 있는 과학 도구와 방법을 활용하여 과학적 탐구 기술을 구축하고, 개념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식
- 전문 실험 장비에 대한 원격 접근, 과학자와 동료 학생들과의 협력 실험 등의 경험 제공

Embodiment

◦ 체화학습(Embodied learning)
- 실세계와 가상세계와의 상호작용 학습(AR/VR 등)
- 개인의 물리적 생물학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웨어러블 센서와 움직임을 추적하는 시각 시스템,
그리고 기울어짐과 동작에 반응하는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 학습자가 배우면서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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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hemes

Pedagogy

◦ 적응적 교육(Adaptive teaching)
- 학습자별 선행 경험과 흥미, 활동 데이터 분석에 의한 학습 유도 및 개선 지원
- 학습 소요 시간, 선호 콘텐츠 유형, 평가 시도 횟수, 결과 등을 분석하여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
◦ 감정분석(Analytics of emotions)
- 눈의 움직임 추적, 얼굴 인식 등을 통해 학생의 감정과 몰입 여부 등을 측정하여 학생 지도에
활용
Personalization
- 적응학습기술과 감정분석기술뿐 아니라 교사의 전통적인 관찰이나 전문성을 혼합하여 학습 지
도에 활용
◦ 스텔스 평가(Stealth assessment)
- 학습자가 온라인 환경에서 행하는 모든 학습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별도의 평가(전
통적 지필평가 등)가 없어도 학습의 성과와 전략적 사고 등에 대해 평가
- 학습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 유용성과 윤리성의 문제가 상존
출처: http://www.open.ac.uk/blogs/innovating, 김진숙(2017). 전문가협의회 회의 자료 부분 활용.

❙표 Ⅱ-10❙ 지능정보 기반의 외국 교육혁신 정책 사례
범주

ICT/\
첨단기술의
전면적
활용

사례

국가

적용 분야

세부 특징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혁신

미국

기업교육 -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별화/맞춤식 교육
유치원~ 중학교 -

스타트업 투자로 설립이 가능한 학교
‘마이크로학교’ 추구(일반 교실보다 교사당 학생수가 적음)
교사/학생/학부모가 공통된 디지털 플랫폼에 피드백
아이패드와 크롬북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커리큘럼 구성(콘텐츠, 학습 관리, 평
가, 학습 분석 등 적극 활용)

알트스쿨

미국

FutureSchools@
Singapore

싱가포르

초･중등

- 싱가포르 학교의 5%가 학교 전체/전과목 ICT 활용 지
원, 현재 6개 학교 시행, 15개 학교 목표, 3D 가상 시뮬
레이션, 3D 교육게임 활용이 특징

Dream School

핀란드

초･중등

- 오픈소스 기술 모델 지원 (오픈 소스 작동 시스템, 오픈
소스 학습 플랫폼, 인터넷 사용에의 오픈액세스, 오픈
아이디, 오픈 WLAN 등)

고등

- Microsoft사와 필라델피아시 교육청
- 소수인종 및 빈곤계층 학생들에게 ICT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 3년간 추진
- 졸업생 전원 대학에 합격하는 성과

초･중등

-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몬테소리 교육
- 게임 기반의 온라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스스로 학습을
수행하는데, 이때 교사 대신 교실에 배치된 일종의 가이
드가 있음

The School of the
Future

액톤 아카데미
(Acton Academy)

미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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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사례

국가

적용 분야

세부 특징
-

초･중등

InnoEdu(혁신적 교수방법)
InnoPlay(놀이와 같은 학습 환경 구성)
InnoServe(교육서비스의 혁신)
InnoArch(학습 공간 구성)을 추구하는 미래교육 프로젝
트(InnoScchol) 참여 학교
- 전일제 유치원, 종합학교(초･중학교 통합과정), 공공 도
서관, 청소년 센터,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통합한 최초의
다목적 미래학교. 베르스타스 건설(Verstas Architects)
이 학교 건물을 설계하였고 안전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교육적 필요를 고려하여 설계. 교육과정은 학생의 기
술, 필요, 관심에 따라 개별적인 교육과정 운영. 개별 학
습 계획(Personal learning plan)은 부모와의 협의를 통
해 수립

영국

초･중등

- 기능별(강의, 창작, 의사결정, 적용, 의사소통) 학교 공간의
설계
- 영감을 일으키고 혁신을 추구하는 / 안전하고 배움을
장려하는 / 새로운 교육학적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
는 / 확대와 변형이 쉬운 선형적 / 학습공동체를 위한
/ 내부 마당과 야외 교실이 있는 / 효율적인 교수-학습
을 지원하는 학교 등 설계 장려

u-스쿨(대신초)

한국

초등
/고등

스티브 잡스학교

네덜란드

초등

사우나라흐띠(Saunal
ahti) 스쿨

핀란드

첨단기술
활용
공간 디자인

미래학교 건축
프로젝트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급진적
개별화/
맞춤형 교육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개정

44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전자칠판 및 전자교탁 활용
학교 출결 현황 파악이 가능한 인증시스템
u-건강관리 시스템
아이패드를 활용한 맞춤식 교육(코치와 스카이프를 활
용한 소통)

- 칸아카데미의 오프라인 형태
- 학령구분 없음, 숙달 중심(mastery-based)을 기반으로
운영
- 크롬북 등을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학습을 하고,
과학 및 사회 과목의 체험형 프로젝트들에 참여함
- 6주마다 그간 실험한 학습 및 학교 운영 방식들의 성패
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및 학교 운영 방식들
을 재설정

칸랩스쿨

미국

초･중등

ACOT2(Apple
Classrooms of
Tomorrow-Today)

미국

고등

기초지식교육 강화

영국

초･중등

- 고등사고기술을 함양하기 위한 기초지식교육 강화

초･중등

- 기존의 ICT 교과를 컴퓨팅(코딩 및 프로그래밍)교과로
강화 *영국컴퓨터학회와 왕립공학아카데미 주도,
Microsoft, Google 및 컴퓨터게임사 참여의 컴퓨팅 교
육과정 개정

코딩 및 프로그래밍
교육 강화

영국

- 도전기반학습(challenge-based learning)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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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사례

국가

적용 분야

세부 특징
-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 실시
- 정부 및 정보통신분야 대기업 지원

미디어/정보과학/인
공지능에 관한
학제적 수업

독일

초･중등
의무교육

- 초중등 5-6학년: 미디어 교육
초중등 7-8학년: 정보과학 기초과정
초중등 8학년 이상: 정보과학 심화 및 인공지능 교육

「Finland 2025」
비전 및 2016 핀란드
국가핵심
교육과정

핀란드

초･중등

<국가핵심교육과정의 ‘포괄적 역량’>
- 사고와 학습(thinking and learning)
- 문화 역량, 상호작용과 표현(cultural competence,
interaction and expression)
- 자신을 돌보는 것,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안전
(looking after oneself, managing daily activities,
safety)
- 다중 문해력(multiliteracy)
- ICT 역량(ICT competence)
- 직업생활과 창업을 위한 기업가 정신(competence
required for working life and entrepreneurship)
- 참여, 권한과 책임(participation, empowerment and
responsibility)

칸 아카데미

미국

일반인

- K-12 수학, 과학, 컴퓨터, 공학, 금융, 역사, 예술, 경제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4,000여 개의 동영상 보유, 23
개 언어로 수강 가능)

Mooc

전세계

일반인

- 오픈코스웨어를 통한 전 세계 유수대학들의 교육프로그
램 공개 및 상호의견 교환

온라인
콘텐츠 공유

- 1~8학년에 해당하는 홈스쿨링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
공하는 독립 학교로 탐구기반학습을 통해 체험형 수학
및 과학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여름 시즌에는 과학 및
수학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여름 캠
프로 운영함.
홈스쿨링
- 교실에서의 수업은 개념 이해를 돕는 활동과 실험으로
학생
진행되며 협업 및 그룹 활동이 이루어짐. 홈스쿨링 학생
들의 경우 각각의 클래스마다 매주 1회씩 진행되는 미
팅을 통해 위대한 생각에 대한 활동 기반의 탐구활동을
수행하여, 이후에는 수업의 연장선에서 한 주 내내 제공
되는 다양한 디지털 기반의 콘텐츠를 통해 학습을 지속함.

퀀텀캠프
(Quantum Camp)

미국

온라인 대학

미네르바스쿨

미국

대학

- 캠퍼스 없이 온라인으로 운영됨
- 영상통화로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교수-학생 간
실시한 소통

인재양성

자연과학 계통
전문인력 양성 강화

독일

대학

- 수학, 정보, 자연과학, 기술교육(MINT)

출처: 계보경 외(2016). 4차 산업혁명 시대 IT융합 신기술의 객관적 분석 및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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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주요국의 정책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적극적 관점에서의 정책뿐만 아니라 기술 발달이 가져올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은 지능정보사
회,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과 교육의
변화 방향 및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주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정책 수립’을 정책적 의제로 설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이다. 2016년 말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지능정보사
회 중장기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2016)과 교육부에서「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시안): 이하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교육부, 2016a) 등을
발표했지만, 새 정부의 출범 등 사회 내적인 변화로 인해 후속 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2017년 9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관계 법령 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 사회 변화에 필요한 인재가 성장하기 위한 교육혁신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보다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비록 시안이기는 하지만, 교육부(2016)가 발표한「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시안)」의 내용과 이와 관련한 2017년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교육부, 2017a),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자문위원회, 2017)을 살펴봄으로써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주요 교육 정책 방향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학술적 논의 및 쟁점 분석보
다는 현재 발표된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제시한다.

.

8)

1)
2016년 1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8) 아래의 내용은 교육부(2015a).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해설 –중학교- , 교육부(2015b).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보도자료). 교육부(2016c).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국정기획자
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교육부(2017a). 2017년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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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2030년까지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종합계획으로, 비록 최종 확정 시안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는 데 의의를 두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부는 미래 교육의 주요 방향으로 유연화, 자율화, 개별화, 전문화, 인간화를 설정
하고 있는데, 이때 교육의 방향은 학생에 대한 교육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학교 운영 체제 전반
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연화’는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흥미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의 학사 운영 방식을 보다 유연화 해야 함을 의미하고, ‘자율화’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
을 확대하는 것으로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수업 방법의 자율성 확대를 의미한다. 아울러
‘개별화’는 표준화된 교육을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문화’는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동인인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 인력을 전문화한
다는 것을 뜻한다. 끝으로 ‘인간화’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불평등과 인간 소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다음은 교육부가 지능정보사회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도식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림 Ⅱ-3❙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교육 비전 및 체계도
출처: 교육부(2016c).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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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의 인재상을 살펴보면, 2015 개정 교
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표방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융합’의 의미를 더한 것으로, 미래
사회 및 산업 구조에서는 각 분야별로 분절화된 지식보다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통합하는 융합
기술이 사회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교육부, 2015b: 18).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역량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여섯 가지의 역량을 제시하였는데,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념
과 원리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고, 이와 함께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핵심 역량의 내용은 <표 Ⅱ-11>과 같다.

❙표 Ⅱ-11❙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 역량의 의미
영역

내용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심리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출처: 교육부(2015b).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해설 –중학교-. p. 34-37.

2)
가)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따른 진로 맞춤형 고교 체제 구축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정책 방향 중 교육과정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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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구분하여 보다 많은 선택교과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7 교육부 업무계획,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
과 과제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고교 단계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을 제시하
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각기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현재 제시되고 있는
주요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7a; 교육부, 2016c; 국정자문위원회, 2017).

❙그림 Ⅱ-4❙ 학년제와 학점제의 비교
출처: 교육부(2016c).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시안). p. 9.

첫째, 고교학점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Ⅱ-4]에서 보듯이 학년제는 1년 단위로
학생이 배워야 할 과목과 이수 단위를 학교가 정한 다음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는 교육과정 운영방식이라면, 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그 결
과에 따라 재수강도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방식이다. 물론, 그간 우리나라에서 운영해 온 선택중
심교육과정과 같이 학년제 교육과정 내에서도 학생의 교과 선택폭을 넓혀 주는 것도 가능하지
만, 학점제는 기본적으로 교과 선택의 시기, 방법, 속진 및 유급 등과 같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단위 학교 내에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의 흥미와
적성 및 능력에 따라 교과 선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고교 학점제의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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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교 밖 자원 및 온라인학습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간 단위 학교의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 교육감이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학습 과정으로 인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
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고, 이에 온라인 수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크지 않으므로 다양한
상황에 있는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소프트웨어 교육은 지난 2013년부터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도서관과 과학관
등에 ‘무한 상상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소프트웨어 교육운영 지침｣
발표(교육부, 2015c)와 ｢소프트웨어 교육활성화 기본 계획｣ 발표(교육부, 2016b) 등을 통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그간 소프트웨어 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으
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해 왔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규 교과 내용으로 편성하여
2018년부터 단계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정규 과목으로 시행되기 전이지만, 2017년 현재 전국의 1,200개교가 선
도･연구학교로 지정되는 등 소프트웨어 교육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16c).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방식은 초등학교의 경우 5∼6학년 실과 과목에서 17시간
으로 편성하여 교육하도록 하였고, 중학교의 경우 선택교과로 분류했던 정보교과를 과학/기술･
가정/정보 교과로 분류하여 필수적으로 정보교과를 이수하는 형태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
도록 하였다. 고등학교 역시 기존에 심화 선택에 분류되어 있던 정보과목을 일반 선택으로 전환
하고 정보교과의 내용을 소프트웨어 교육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교육부, 2015a: 10).

다) 진로 선택과목 개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선택과목을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로 선택과목은 진로 안내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과 융합학습 등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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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으로, 교과와 관련하기보다는 심화된 학습이나 학생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진로 선택과목으로 편성하고 있다. 특히 학생의 요구가 있을 시 특수목적고등학교나 특성화고
등학교 등에서 편성할 수 있는 전문교과Ⅰ, 전문교과Ⅱ 등의 과목도 진로 선택과목으로 편성하
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교육부, 2015a: 102).

3)

-

지식 전달 중심 교육에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방법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토론, 프로젝트수
업, 거꾸로 학습 등의 교실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 현장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던 자유학기제, 교과교실제 등도 학생 참여 중심의 교실 수업
개선을 주요 정책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수업 혁신은 최근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정책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 과제에서도 수업 혁신을 위한
지역별 교수학습 지원센터 설치, 수업 공동체 운영 활성화, 학습 동아리 활성화 등 교사의 자발
적 수업 혁신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나(교육부, 2016a: 14), 수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 경향이 강하다.
이에 다음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적인 내용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정책을 살펴보
도록 하겠다.

가) 지능형 학습 플랫폼을 통한 분석 서비스
교육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 AI 등 지능정보기술의 적용이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분야는 교수-학습 분야이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2017)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지능
형 학습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8년부터 온라인 기반 교육용 오픈마켓을 구축하여 운영하
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국정자문위원회, 2017: 87).
특히,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에서도 지능형 학습플랫폼
구축을 통한 학습 분석 서비스의 제공을 제안하고 있다. 지능형 학습 플랫폼은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과 수행 평가 결과, 학습 평가를 바탕으로 이해 수준, 학습 참여 횟수 및 참여 시간 등
학습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흥미, 강약점 등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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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적합한 학습 경로를 제안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학습 관리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계획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되는 과목은 초등학교의 경우 사회, 과학, 영어 과목,
중학교는 사회, 과학, 영어, 고등학교는 영어 과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
지 연차적으로 개발･적용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6c: 2).
나) STEAM 교육 강화
STEAM(융합인재교육)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의 약자
로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형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교육부, 2017c: 1)을 의미한다. STEAM 교육이 정부 정책과제로 등장한
것은 2011년부터이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예술의
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을 발표하였다(이경진･김경자,
2013: 56). 이후 STEAM 교육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교육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창의･융합교육 선도학교 52교(초 24교, 중 16교, 고 12교), STEAM
리더스쿨 19교(초 13교, 중 1교, 고 5교)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STEAM 교육 사업 계획(2017)에서는 STEAM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에 학생이 길러야할 핵심 역량인 창의적 사고, 인성, 감성을 갖춘 융합형 인재 육성과 더불어
실생활과 관련된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융합형 교사연수 센터 운영’ 사업,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과학기술을 경험
하고 이를 토대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합인재교육 아웃리치 프로그램 개발･운
영’사업,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생탐구과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교육
부, 2017c). 이외에도 지속적인 STEAM 교육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2017년에
발표할 계획이다(교육부, 2017a: 23).

3)
직업교육 분야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종합 대책 등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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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학교교육과 직업세계의 연계 강화는 미래 학교교육의 주요한 개혁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2017년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과 교육부의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고
비진학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과 학교교육과 직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특성화고 정책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가) 일반고 진학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9)
우리나라의 고교 체계에서 일반고등학교는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일반
고에 진학한 이후 진로를 변경하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충분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
지 못하였다. 2016년부터 대구, 광주, 경기, 전북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일반고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 정책은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전문대학교
와 연계하여 직업위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학년, 2학년
과정의 학생에게는 직업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예비 직업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흥미에 맞는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 2학기부터
전문대학교 등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에는 서울, 제주, 전남, 울산
등의 지역에서 시범학교 운영에 추가적으로 참여하면서 8개의 교육청에서 해당 사업을 실시하
고 있다.
이외에도 시･도교육감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업정보학교를 ‘미래 직업학교’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도 제시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뉴텍 하이스쿨(New Technology
High School)10), 하이테크 하이스쿨(High Tech High School)11) 등과 같은 형태로 발전시킨
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나) 직업교육의 현장 적합성 제고
2017년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업교육과 관련된 주요 정책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중등 단계 직업교육에서 일과 학습 병행을 추구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
9) 이하 내용은 교육부(2017d). 일반고 비진학자에게 고교 단계에서 맞춤형 직업교육 실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10) 미국의 산업-교육 연계형 프로젝트 스쿨이다.
11) 차터스쿨의 한 형태로 기업과 교육전문가가 연합하여 학교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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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운영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의 적용이다.
이 가운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12)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
스위스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방식인 도제식 교육훈련(Dual System)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
한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로, 고교 2학년부터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을 기반으로 교육 훈련을 받는 현장 중심 직업교육 훈련 모델이다(교육부, 2017b: 1).
학생은 학교, 도제교육센터,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이론, 기초
실습과 관련된 교육을 하며, 도제교육센터에서는 현장교육훈련(OJT)을, 기업에서는 기업 현장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학년 2학기에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을 선발하여 졸업
때까지 2년간의 교육을 거치게 된다. 2017년 기준 참여 학교 수는 198개교이며, 참여 분야는
기계, 재료, 소프트웨어(SW), IT･서비스 등으로 다양하다. 교육부(2017b)의 발표에 의하면
참여 학생 수는 7,000여 명으로, 참여 기업은 약 2,500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교육부,
2017b).

❙표 Ⅱ-12❙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정 현황
구분

’14년 선정

’15년 선정

학교 수

9개 사업단
9개교

16개 사업단 57개교

기계, 재료

기계, 자동차정비,
화학, 전기전자

주요
참여분야

’16년 선정
1차

2차

26개 사업단
94개교

12개 사업단
38개교

기계, SW, 미용

세무회계, 건설,
조리 등

총계
(누적)

63개 사업단
198개교*

출처: 교육부(2017b). 2017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정 결과 발표. p. 2.
* 한 개의 특성화고 내에서 전공(학과)이 다른 경우 각각 전공과 연계된 사업단에 중복 참여할 수 있어 중복을 제외한
학교 수는 167개교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학생들의 도제교육을 담당할 도제교육센터를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
냐에 따라 산업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업계 주도형’, 시･도교육청에서 도제교육센터
를 운영하는 ‘공동실습소형’, 거점학교에서 도제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거점학교형’,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단일 학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교육부, 2017b).

12) 교육부(2017b). 2017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정 결과 발표 내용을 요약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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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유형과 특성
출처: 교육부(2017b). 2017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정 결과 발표. p. 9.

4)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및 2017년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에서는 학생의 핵심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먼저, 교･사대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이다. 최근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사대의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할 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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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5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교육과정 개선 정도를 포함하여
대학들의 교육과정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임용시험을 현행 객관식 시험 중심에서 실무능력 평가 중심으로 개선하여 교사의
실무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교원양성과정의 교육내용과 현장 직무와
의 괴리를 줄이는 방안으로 임용시험에 합격한 교사에 한해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현장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교육부, 2016a; 교육부, 2017a). 예컨
대, 교원 양성 및 임용 단계의 정책 방향은 전통적인 지식 전달자의 교사 역할에서 사고 촉진자,
학습 안내자로서의 교사 역할로 전환하기 위해 학생 중심 수업 역량 및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원 양성과정을 개편하고, 임용단계에서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학교 교육은 최종적으로 교사를 통해 실천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상에서 언급
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 소프트웨어 교육, STEAM 교육, 직업교육 등 각종 정책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개발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
에, 해당 정책이 구체화되었거나 추진 중인 경우의 대부분은 교원 연수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현직 연수 체제 전반의 개선 방향이나 교원의 전문성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원연수기관 평가를 강화하여 연수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방향과 교
육경력 10년∼15년차 중견 교사를 대상으로 심화 연수를 실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2017a: 17). 2015 개정 교육과정과 SW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연수 계획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연수의 경우 교육부 주관으로 교육과정 총론
핵심 교원 연수(1,000명), 신설과목 교원 및 전문직 연수(5,914명), 교과별 선도교원 연수
(5,327명)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총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별 연수를 실시한
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선도교사에 의해 시･도교육청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는 전국에 23
만 명으로 연수 방식에 있어 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연수를 실시하거나 토론 및 실습 중심의
참여형 연수를 강화하고, 원격연수(9차시)와 집합연수(1박2일 14차시)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연수를 진행하였다(교육부, 2016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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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3❙ 교과별 선도교사 연수 현황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 교과

국어, 수학, 초등통합,
창체(안전한 생활 포함)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역사)
(체육, 음악, 미술, 기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연수 인원

807명

3,020명

1,500명

출처: 교육부(2016d). 2015 개정 교육과정 생생(生生) 교원 연수 추진. p. 3.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계획을 살펴보면, 교육부에서 발표한 SW 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교육부, 2016c)에 따르면 2018년까지 초등학교 교사 6만 명, 중등정보･컴퓨
터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특히 초등학교는 1교당 1명을 대상으로 심화연수
를 실시하여 핵심 교원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6c).

❙표 Ⅱ-14❙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중장기 교원 연수 추진 계획
(단위: 명)

’15년

구분
선도교원 연수 (초･중등)
초등
일반교원
연수
중등

170

원격
집합

2,500

’16년

350

’18년

계

200

200

230

800

15,000

15,000

15,000

45,000

3,500

4,000

5,000

15,000

2,000

2,000

4,000

500

550

1,800

원격
집합

’17년

400

출처: 교육부(2016c).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p. 9

이 외에도 중학교의 경우, 정보교과가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편성됨에 따라 신규 채용
또는 복수 전공 연수 등을 통해 2020년까지 532명의 교사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교
육부, 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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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5❙ 소프트웨어 교육 교사 확보 방안
(단위: 명)

’17년

’18년

연도별 확보
’19년
’20년

정원상 확보 필요 인원

39

194

186

113

532

신규 채용

72

87

88

59

306

49.5%

복수전공연수

0

39

36

25

100

16.2%

기타

3

80

77

52

212

34.3%

합 계

75

206

201

136

618

중학교 정보･컴퓨터

합계

비율

비고

부전공 연수 등

출처: 교육부(2016c).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p. 7

.
1)
l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 등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인력 양성과 기술
을 개발하기 위한 고등교육 분야의 정책은 대학 ICT 연구센터 설립 확대와 SW 중점 대학 육성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16a; 교육부, 2017a).
대학 ICT 연구센터(ITRC) 설립 사업은 ICT 분야의 기술개발(R&D)을 통해 산･학 협력을
지원하고 석･박사급의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최근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에 보다 초점을 두면서 인공지능 분야와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를 추가로 지정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 ICT 연구센터
에서는 지능형 자율주행차 개발, 의료 전문가 지원, 딥러닝 기반 SW 플랫폼 구축 관련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하게 되며, 클라이드 컴퓨팅 분야 ICT 연구센터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핵심기술(지능화, 자동화, 이종연동, 고성능화, 가상화) 개발 및 인력 양성을 하게 된다. 대학
ICT 연구센터는 향후 최대 6년(4년+2년) 동안 연간 6∼8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미래부,
2016).
소프트웨어 중점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의 SW 교육 혁신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
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5년에 시작된 사업이다.13) SW 중점대학에 지정되면 1차년도

13) 아래의 내용은 미래부(2017a). 2017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6개 대학 최종 선정 내용을 요약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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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6∼10억 원, 2차년도 이후에는 연간 20억 원 내외의 재정을 차등 지원받고, 지원 기간은
4년이지만 우수 대학의 경우 2년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의 첫해인 2015년에는 8개
대학, 2016년에는 6개 대학, 2017년에는 6개 대학 등 총 20개의 대학이 선정되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프트웨어 과목에서 A, B학점을 받지 못하면 F학
점으로 처리하는 제도 도입, 부트캠프식 맞춤형 코딩교육 강화, 모든 SW 전공생의 산학프로젝
트 참여, 단과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전교생 대상의 SW 기초교육 의무화, 대학 및 지역의 특성
에 맞는 SW 융합/연계 전공 및 학-석사 통합과정 운영(아래 [그림 Ⅱ-6] 참고), 소외계층,
조기퇴직자/경력단절자, 초중등학생/교사 등을 대상으로 SW 교육 제공 등이 있다(교육부,
2016a).
❙ 심화교육 모형 ❙

❙ 융･복합 인재양성 모형 ❙

소프트웨어
전문대학원

컴퓨터공학 전공

ICT융합
전문대학원

<인문계열>

<이공계열>

<예술계열>

인문학
사회학

SW
컴퓨터공학

디자인

❙그림 Ⅱ-6❙ 지능정보사회 소프트웨어 교육 모형
출처: 교육부(2016c).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시안). p. 24.

2)
초･중등교육 분야와는 달리 대학교육은 선택교육 분야로, 정부의 규제와 통제보다 대학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간주해 왔고, 현재에도 정부가 대학교육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
고등교육 분야의 정책 방향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부(2016a)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대학교육의 방향으로 산학협력 활성화, 사회맞춤형 교육과
정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표 Ⅱ- 16>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가운데 지능정보사회의 중장
기 전략 및 방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과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사업(PRIME)’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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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6❙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 원)

사업명

예산

사업 기간

내 용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ACE)

594

4년
(’10~)

대학의 건학 이념, 비전 및 인재상 등을 구현하는 학부교육
선도모델 창출･확산

BK21 플러스 사업

2,725

7년
(’13~’20)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과 우수 연구 인력 양성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271

5년(2+3)
(’17~’21)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제 개편으로 선도모델 창출

대학 특성화 사업 (CK)

2,467

5년
(’14~’18)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강점 분야 중심 특성화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 선도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PRIME)

2,012

3년
(’16~’1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기초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으로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600

3년
(’16~’18)

기초학문으로서의 인문학 역량･ 위상 강화 및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인문학 육성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평단)

300

3년
(’16~’18)

후진학자, 평생학습자 친화적인 후진학체제 구축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WE-UP)

50

3년
(’16~’18)

공과대학 교육과정 개선으로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여성 공
학 전문 인력 양성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2,972

5년
(’14~’18)

전문대학 강점 분야 중심 특성화를 통해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역량 있는 핵심 직업인재 양성

출처: 교육부(2016e).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시안). p. 5. 수정・보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인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는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되어온 LINC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일반대학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고도
화형’사업과 전문대를 지원하는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사업으로 구분된다. ‘산업선도형 대
학’육성 사업은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확대 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운영되고,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사업은 미래사회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두 가지의 사업은 일반대와 전문대
지원 사업이라는 구분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및 지역 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일자
리 창출, 우수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및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 혁신을 이끌어
가는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산업체가 요구하는 면접 선발 기준 반영)하고, 교육과정 및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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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전문가의 교육 참여를 통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을 대학과 산업계가 공동으로 양성하
여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해당 산업체 또는 협력업체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7e). 2017년을 기준으로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 학교는 55개교, 전문대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은 44개교가 선정되었으며, 3,271억 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교육부, 2017f).
산업연계교육 활성화사업인 PRINE(PRogram for Industrial needs –Matched Education)은
대학이 미래의 수요를 반영한 학사구조의 개편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역량 및 전공 역량을 강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부, 2016d). 교육부(2016d)에 의하면, PRINE 사업은 청년 실업
증가, 학령인구 감소,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력과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16년-2018년까지 3년간 지속되고
(2018년 이후 5년 간 성과 관리), 대학별로 연간 50억-150억 원의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2016년을 기준으로 선정된 대학은 대형 9개교(연간 150억 원 내외 지원), 소형 12개교(연간
50억 원 내외 지원) 등 총 21개교이며, 인문사회, 자연과학 분야의 정원을 감소시키고 공학
분야의 정원을 늘리는 등 5,351명 규모의 정원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상에서 개괄된 한국의 교육정책을 보면, 표면상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정책이라는 이름으
로 수립되거나 추진된 것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미래 변화의 흐름을 전망하고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이미 관련 정책들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특히 지능정보사회의 방향과 핵심기
술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준에서 접근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어렵다. 이에 향후 지능정보사회에 보다 초점을 맞춘 교육정책과
운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교육동향을 분석하고, 구체적
인 실천 사례를 발굴, 조사하고자 한다.

4
.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주요국의 교육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이것이 한국 교육에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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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능정보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국제적 비교우위
에 있는 국가,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이들 국가들의 교육혁신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지능
정보사회 혹은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응한 교육정책은 국가별로 그 강조점이 달라 일정한 틀에
맞추어 비교･분석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혁신의 전체적인 동향과 특징
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혁신 동향 분석의 범위는 교육 방향 및 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 교육의
기본 구성 요소와 이를 뒷받침하는 인적 지원 요소(교원교육), 그리고 진로･직업교육 등의 영역
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진로･직업교육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직업세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되
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교육정책에서 중요시해야 할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각 영역에서 다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방향 및 목적 측면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
며, 인재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교육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주체로서의 창의성 교육, 융합적인 역량 교육 등 지능정보사회
의 도래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이에 따라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교육내용 측면에서는 교육과정 정책에서 변화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분석
한다. 특히 지능정보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ICT 역량 교육과 관련하여 새롭게 강조하
거나 추가된 교과목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프로그래밍교육, 코딩교육 등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교육방법 측면에서는 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적인 기술, 예컨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로봇, 인공지능 등과 같은 첨단과학 기술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거나 활용할
계획 혹은 추진 중에 있는 정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이때 교수학습방법 외에
평가정책도 함께 다루면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 연관되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들을 살펴보
도록 한다.
교원교육 측면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협의적으로는 정보교육역량 강화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여 다양한 내용과 방법들을 조사하고, 지능정보사회의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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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기 위한 교원정책이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진로･직업교육 측면에서는 미래 직업세계의 패러다임 변화와 전망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와 진로 계획 및 준비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직업교육정책 변화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직업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그에 따른 학교교육에서의 진로교육, 직업준비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각국의 이에
대한 정책 동향 파악을 중요한 영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교육의 기본
방향, 학교 교육과정과 직업 현장과의 연계 교육 등과 관련한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과의 관계 속
에서 전체 정책의 변화 흐름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고등교육의 혁신 동향을 개괄 수준에서 접근,
기본적인 방향, 인재상에 대한 인식이나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전략적인 정책 등에 한정하
여 다루는 것으로 한다.

.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향후 한국 교육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
을 충분히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교육혁신 동향을 분석한 결과
를 토대로 삼아 추가적으로 교육 실천 사례들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실천 사례 조사는 초･중등교육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조사 영역은 정책 동향 분석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방향 및 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직업교육, 교원교육 등으로
기본적인 조사 영역을 설정하였다. 이는 조사 영역별로 지능정보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실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단, 영역별로 발굴하는 실천 사례가 단절적 혹은 방법적인 관점에서만 조사, 분석되지 않도록
1) 교육방향에서는 ‘변화주도역량교육’과 ‘변화적응교육’을, 2) 교육방법에서는 ‘학습자 맞춤
형 교육’, 3) 교육지원에서는 ‘교원의 교육 역량 강화’ 등, 미래교육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요한
교육의 과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접근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교육의 방향은 특히 인간중심의
관점에서 지능정보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교육의 두 가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는
변화를 초래한 원천, 즉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변화주도역량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직접적이면서 시급하게 인식되고 있는 교육의 과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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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를 이해, 적응, 이용할 수 있는 ‘변화적응교육’이다. 교육방법 측면은 지능정보사
회 교육의 특징으로 대표되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의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 맞춤형
교육의 실현 가능성을 환기하고, 교육의 방법, 평가와 연결 가능한 사례를 조사한다. 마지막으
로 이상으로 언급한 교육을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 요소가 교원에 있다고 보고,
지능정보사회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교원의 역량 강화 사례를 발굴, 조사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실천 사례의 조사 영역은 앞의 동향 분석에서 접근한 교육의 영역과 정확하
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 연구가 교육의 각 영역별로 단순히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면서 순기능적으로 교육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의 방향, 방법, 지원 체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한 것이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

)

변화주도역량교육: 본 연구는 기계나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가치와
기능 영역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을 ‘변화주도역량
교육’으로 지칭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지능정보사회로
의 변화는 물론,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모습이나 특징이 예상되지 않지만 그 다음 사회
로의 변화를 모두 포괄한 것이다. 이 때 변화는 듀이가 ‘교육적 경험’(Dewey, 1997)을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삶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교육적’인 변화를 상정한다. 이를
교육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구분해 보면, 차세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교육(초 중등교육)과 고급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고등인재교육(고등교육)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변화주도역량교육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지능정보사
회 속에서 그 변화를 주도하고 향방을 정하는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며, 따라서 인간 중심
의 관점에서 차세대에 대한 인간 고유의 가치를 포함한 핵심 역량 교육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교육은 창의력, 사고력, 판단력, 문제해결
력 등과 같은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보다 높여줄 수 있는 핵심역량 교육을 모두 포함한다.
이 교육의 결과는 표면에 드러나거나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자칫
경시 혹은 간과되기 쉽지만, 변화주도역량교육은 변화의 속도와 폭이 빠르고 넓은 지능정
보사회에서야말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교육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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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적응교육: 이것은 실제로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요구되거나 시급하게 인
식되고 있는 교육의 과제이다. 즉 지능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측면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된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직업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발달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이를 활용할 줄 알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간고유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까지도 포함한다(이 점에서 앞의 변화주도역량교육과도 연
결). 다시 말하면 지능정보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기술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본 연구에서는 ‘변화적응교육’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이 교육은 프로그래밍교육,
코딩교육, 혹은 지능정보사회의 특정 직업을 준비하는 직업교육처럼 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한다는 점에
서 앞의 교육과는 달리 가시적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
이것은 지능정보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교육이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그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다. 지능정보사회의 핵심적 기술, 예컨대 인공지능(AI), 사물인
터넷(IoT), 로봇, 학습 빅데이터, 모바일 등을 활용할 경우,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정보 수집,
분석이 용이해지며 그에 따라 수시로,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학습자의 흥미, 학습 수준,
다음 단계의 학습 등을 파악할 수 있고, 개별수준의 신속한 피드백을 통해 그간 교육의 과제로
인식해 온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다. 이 같은 맞춤형 교육은 교육방법,
평가, 그리고 진로 및 직업교육 등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교육의 과제이다.

3)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국가나 사회가 세운 교육정책이나 계획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는 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역량 강화이다.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신속한 그리고 실효성 있는 교원교육의 방법을 탐색하는 것은 지능정보사회의 교육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 특히 지능정보
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교원교육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지능정보사회의 실천 사례 조사 영역을 교육의 제 영역과 교육의 과제들을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II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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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지능정보사회 교육정책 동향 및 실천 사례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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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 장에서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주요국들의 교육정책적 대응을 조사하고 그 대응의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조사 대상은 선행연구, 지능정보사회에의
대응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순위,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6개 국가(미국, 독일, 핀란드,
싱가포르, 일본, 중국)와 국제적인 인식과 지향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된 국제기구(OECD,
UNESCO) 등이다.
조사 대상은 전문가협의회, 선행자료 등을 기초로 국제순위, 지역성, 혁신내용의 최신성,
자료 수집 가능성, 연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 대상 후보국의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북미) 미국, 캐나다.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아시아) 일본, 싱가포르, 중국. (국제기구) OECD, UNESCO.
조사후보국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주요 시사점이 예상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대상
국을 축소하였다. 단 유럽연합에서의 변화 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유럽연합에 대한 자료를
추가 조사하였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핀란드, 일본, 중국, 싱가포르,
유럽연합, OECD, UNESCO. 이어서 조사 결과를 참조하면서 대상국 중 자료수집 가능성 등
실제 조사가 가능한 국가와 연구진의 대응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조사 대상국을 6개 국가
와 국제기구로 최종 선정하였다: 미국, 독일, 핀란드, 싱가포르, 일본, 중국, OECD와
UNESCO.
조사 방법은 우선 조사 대상국의 교육부 혹은 교육정책 담당 부서의 홈페이지를 방문, 지능정
보사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수립된 관련 정책들을 검색하고, 분석하는 선행 작업의 과정
을 거쳤으며, 이 결과를 통해 확인된 각국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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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부록 7] 참조). 이 조사 과정은 조사 범위와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협의회와
함께 병행되었다.
본 장은 미국, 독일, 핀란드, 일본, 싱가포르, 중국, 국제기구 순으로 구성된 7개의 절과
이를 종합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국가별 교육혁신의 특징 및 시사점 종합’을 포함하여
총 8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절에서는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적 수준에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수립,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한 후, 그 다음으
로 일반적인 교육의 영역, 즉 교육방향･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진로･직업교육,
교원교육, 고등교육정책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방식으
로 기술하고 있다.

1
❙표 Ⅲ-1❙ 미국의 지능정보사회 대응 주요 정책 개요
구분

주요 정책 내용

국가
정책

ESSA(Every Student Succeeds Act), NETP(National Educational Technology Plan), Future Ready,
ConnectED, Digital Promise, Horizon Report

초
･
중
등
교
육

고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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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방향･목적: 미래 직업생활에서 성공을 위한 준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employability skill),
초연결 사회의 능동적･창조적･윤리적이고 다식한 참여자로서 준비
- 교육내용: 읽기･수학･과학 영역의 도전적인 학업 표준 채택, 전인적 교육 지원 프로그램,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 및 도구 사용
- 교육방법 및 평가: 개인화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 MOOC에 주목, 물리적 상호작용과 가상의 상호작
용 연결(만질 수 있는 객체와 추상적인 개념의 연결 등), 테크놀로지를 통한 다양한 학습 자원과 경험에
접근, 평가 데이터 활용, 적응형 평가, 실시간 피드백
- 교원교육: job-embedded, 평가 데이터 활용 및 시각적인 평가 도구 개발, 테크놀로지에 이해 및 활용,
수업 시뮬레이션(VR)을 활용한 예비교사 교육실습, micro-credential 방식의 교사 역량 인증 접근
- 고등교육: 학습 측정 및 혼합 학습에 대한 관심과 활용(Bring Your Own Device, 학습 분석과 적응형
학습), 학습 공간의 재설계와 심층 학습법으로의 전환(증강･가상현실, 메이커스페이스), 혁신 문화 촉진과
대학 기능에 대한 재검토(감성 컴퓨팅, 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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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정부는 최근 수년 사이의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2002년에 발효된 NCLB를 보완
하고 대체하기 위해 2015년 ‘모든 학생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을 제정
하였다. ESSA는 학생들이 미래 대학 및 직업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킨다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으며, 어떤 학생들도 낙오하지 않도록 하자는 NCLB의 취지를 계승하면서도
NCLB가 비판받아 온 획일적인 교육 접근법을 개선하고자 했다(계보경, 2016). 또한 미국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공교육 강화를 목표로 테크놀로지 활용을 강화하는 교육정책들을 구상하
고 실행하였는데, 교육부와 기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테크놀로지를 통한 전환적 학습을 추
구하는 ConnectED, K-12의 디지털 교육 강화 정책인 Future Ready,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수학습 개선과 디지털 격차 완화를 추진하는 Digital Promise 등이 있다.
오바마 정부가 주요 현안으로 교육 분야를 포함한 것과는 달리 트럼프 정부는 아직까지 주요
현안으로 교육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교육 정책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에서 제정한 ESSA는 2017년부터 발효되어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
라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등 주정부는 ESSA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SSA의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의 맥락상의 명시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ESSA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하게 대두된 미래 직업생활에서 성공을 위한 준비(World
Education Forum, 2017)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추진될 미국의 전반적인 교육정책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교육혁신 동향을 조망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SSA는 학생과 학교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최초로 미국의 모든 학생들이 성공적
인 미래 대학 및 직업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높은 학업 표준에 따라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취약계층 학생 및 가장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들을 통한 평등 촉진, 학업표준 대비 학생 향상도를 측정하는 주 차원 평가와 이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 제공 요구, 지역공동체 기반의 지역 혁신지원, 양질의 조기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장기간 학생 개선 및 졸업률 향상, 학교단위 책무성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계보경,
2016:3).
ESSA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특징은 교육 표준(standards), 평가(assessments), 책무성
(accountability), 학교개선(school improvement), 교사 및 지도자 효과성(teacher and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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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전인적 교육(well-rounded education), 연방정부의 교육 재정 지원(federal
education funding) 측면으로 구분되어 제시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 표준에서는 읽기,
수학, 과학 과목의 도전적 학업 표준의 강조, 평가 측면에서는 주정부의 컴퓨터적응평가의 개발
과 활용 허용, 교사 및 지도자 효과성 측면에서 교사의 자격인증시스템 개혁, 그리고 전인적
교육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비학업 활동, 테크놀로지 활용 활동을 강조하며, 그 밖에도 학교들
이 학생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계보경, 2016:9-17). ESSA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부록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인공지능,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테크놀로지’가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를 특징짓는 핵심 키워드라는 점에서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에 초점을 두
고, 최근 교육부가 2016년의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발표한 ‘2017 국가 교육 테크놀로지 계획
(2017 National Education Technology Plan Update: NETP)’은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보다 최신의 교육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동향을 나타낸다 하겠다.
NETP는 5년 주기로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국가수준의 비전과 계획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2016년 NETP 발표 이후
일어난 교육 테크놀로지의 빠른 변화들을 적시에 반영하고자 2017년 업데이트된 내용을 제시하
였다. 교육 테크놀로지 관련 주목하는 변화는 ① 교실에서 브로드밴드 접속 가능한 학교의 수,
② 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테크놀로지의 형태와 가격, ③ 데이터 보안과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한 강조와 에듀테크 솔루션 조달에 대한 지도자들의 접근 진보, ④ 초기 학습자들에 의한
테크놀로지 사용에 관한 새로운 연구, ⑤ 교실 현장에 뛰어들기 전에 교사들이 테크놀로지 활용
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에 대한 강조 등을 들 수 있다.
NETP의 내용은 학습(learning), 교수(teaching), 리더십(leadership), 평가(assessment),
기반 환경(infrastructure) 영역에 걸쳐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이를 위해
주정부, 학구, 학교 등 이해 당사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고등교육의 혁신과 변화 동향은 ‘NMC14) Horizon Report 2016
– Higher Education Edition(한국어판15))(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6)을 통해 살펴볼 수 있
14) ‘The New Media Consortium’의 약어로, 수백 개의 선도 대학, 박물관, 연구센터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미디어와 테크놀로지의 활용 및 탐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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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보고서는 고등교육 영역에서의 트렌드를 단기(학습측정에 대한 관심 증가, 혼합 학습
설계 활용 증가)･중기(학습 공간 재설계, 심층 학습법으로의 전환)･장기(혁신 문화 촉진, 대학
기능에 대한 재검토)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그러한 트렌드를 이끌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테크놀
로지의 발전에 대해서도 단기(Bring Your Own Device, 학습 분석과 적응형 학습)･중기(증강
및 가상현실, 메이커스페이스)･장기(감성 컴퓨팅, 로보틱스)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Becker et al., 2016: 2).

.
1)
가) 교육방향･목적
2017년부터 발효된 ESSA에서 나타난 국가적 교육의 목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하게 대두된 ‘미래 직업생활에서 성공을 위한 준비’에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employability skill)’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ESSA는 왕따
(bullying)와 괴롭힘 문제 완화, 학생의 건강과 안정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중재활
동 조정 등 ‘전인적 교육(well-rounded education)’을 목표로 한다.
앞에서 언급한 NETP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육적 목표는 모든 학습자들이 형식 또는 비형식
환경에서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사회의 능동적･창조적･윤리적이고 다식한(knowledgeable) 참
여자로서 준비시킬 수 있는 몰입감을 가진 자율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통제력(a sense of agency/control), 비인지적 역량(non-cognitive competencies:
관계 형성, 실생활 문제 해결, 자기인식, 충동 통제, 실행 기능, 협력, 자아 또는 타인에 대한
관심, 성공 마인드 등)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나) 교육내용
ESSA에서 나타난 교육내용의 기본적인 특징은 주정부로 하여금 읽기, 수학, 과학 과목에서
도전적인 학업 콘텐츠 표준들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들은 주의 고등교
15) NMC Horizon Report 2016 – Higher Education Edition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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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시스템 입학 요건 및 직업기술교육 표준들에 맞게 조정되어 연계 활용된다. 이미 미국은
교과통합교육인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을 통해 수
학, 과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분야인 읽기 역시 기초교육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학업 표준으로 ‘Common Core16)’를 활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를 활용할 필요는 없으며, 교육부장관은 주정부로 하여금 Common Core를 비롯한 특정 표준
을 선택하도록 권할 수 없다.
또한 전인적 교육을 강조하면서 최소한 하나의 학업 관련 활동, 하나의 비학업 활동, 그리고
테크놀로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활동을 제공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학구들로 하여금 카운슬
링, 음악 및 예술, 가속학습, 외국어, 역사, 환경교육, 기타 활동 등 전인적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주어진 예산의 20% 할당을 요구하며,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20%, 나머지 60%는 요구사정(needs assessment)을 기반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ETP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학습자 자신의 공동체에서부터,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자원
(resources)과 전문성(expertise)이든 접근 가능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증가된 접근성
및 연결성은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이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증대시킨다고
본다. 이에 교육과정을 통해 도구로서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학습과 일상생활에
서 테크놀로지 사용에 대한 건전한 판단력 등을 교육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Future Ready’는 2014년 교육부가 Alliance for Excellence Education과 40개 이상
의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한 교육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테크놀로지를 통한
전환적 학습을 위한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기반 환경과 인적 능력 구축을 위한
지도자들의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교육부는 교육장(superintendent)들에게
‘Future Ready District Pledge’에 서약함으로써 자신의 학구에서 교수학습을 변화시키기 위한
약속을 표현하도록 했으며, 2017년 현재 2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3,100개 이상의 학구가
참여하여 1천 9백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Future Ready
Schools(FRS)는 K-12 공립･사립 차터스쿨 리더들이 개인화된 리서치 기반의 디지털 학습 전

16) 48개 주가 참여하여 개발한 K-12 학생들의 대학 및 직업생활 준비를 위한 영어, 수학 과목들의 학업 표준으로,
42개 주와 워싱턴DC가 자발적으로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다.
출처: http://www.corestandards.org/about-the-standards/frequently-asked-questions/(검색일: 2017.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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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FRS는 학구들이 모든 학생들을 위한 목표로서
대학 및 직업 준비를 수용하고, 교사가 개별 학생을 위해 학습을 개인화하는 것을 돕는 디지털
도구의 잠재력을 인식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 FRS는 지역의 테크놀로지 및 디지털
학습 계획들이 고도로 훈련된 교사들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최선의 교수 사례에 부합할 수 있도
록 학구들에게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 특히 전통적으로 취약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한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교육방법
학습(learning) 측면에서 NETP는 테크놀로지로 인해 가능한 학습, 즉 개인화 학습
(personalized learning), 프로젝트 기반 학습, 지각 학습 모듈(perceptual learning modules),
MOOC 등에 주목하고 있는데, 테크놀로지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와 모든
학습자들에게 가용한 전환적인 학습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미래의 학습 테크
놀로지 활용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Virtual Reality Field Experiences, 이전 학습자들로부터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화된 학습을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학습 플랫폼, 게임 및 시뮬레이션,
물리적 상호작용과 가상의 상호작용의 연결(만질 수 있는 것과 추상적인 개념의 연결), 상호작
용 3차원 이미징 소프트웨어, 증강현실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학교와 지역 기관 간 연결을 촉진
하여 보다 넓은 학습생태계와의 연결로 지역 공동체 기반 학습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NETP는 교수(teaching) 측면에서도 테크놀로지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교수자
들이 모든 학습자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지식을 고취할 수 있는
사람, 데이터, 콘텐츠, 자원, 전문성, 학습 경험들에 접근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지원을 중요
시한다. 이를 통해 교수자들이 학교라는 벽을 넘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몰입감
있고 연관성 있는 학습 경험을 설계하도록 하며, 학습을 위한 테크놀로지의 적용과 평가를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수･학습을 위한 기반 환경 측면에서는 모든 학생과 교육자가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와
필요한 때에 견고하고 포괄적인 기반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 기반 환경으
로는 다음을 포함한다. 우선 학교 안과 밖에서 고속 인터넷에 끊임없이 접속(ubiquitous
connectivity)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학습자와 교수자를 인터넷의 방대한 자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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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고 의사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학습기기로서 모바일기기에 대한 접근으로 BYOD(Bring
Your Own Device) 및 BYOT(Bring Your Own Tech)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학습자를 몰입
시키고 학습자와 연관된 학습 경험을 설계하고 전달하기 위해 사용될 고품질 디지털 학습 자료
로서 공개교육자원(Openly Licensed Educational Resources)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학생을 보호하고 학습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기반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책임 있는 사용 지침(Responsible Use Policies: RUP)’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정책들은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ConnectED는
2013년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교육정책으로 최선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K-12 교육의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테크놀로지 측면에서는 미국 전역의 거의 모든 교실과 도서관에
차세대 브로드밴드 및 무선 연결성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계보경･유지현, 2015:
3). ConnectED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계보경･유지현, 2015: 4-5). 첫째, 5년 내에
학교와 도서관에서 미국 학생 중 99%가 차세대 고속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변화하는 테크놀로지 및 직업적 요구에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의 테크놀로지와
훈련으로 교사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새로운 교수 자원 개발, 학습에 대한 실시간 평가,
전문성 개발을 위한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 등을 포함한다. 셋째,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교과서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가진 풍부한 교육용 기기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지역이나 언어에 제약을
받지 않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Digital Promise는 ‘최신 정보 및 디지털 테크놀로지 연구센터(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Advanced Information and Digital Technologies)’로도 알려진 비영리 기구로,
뉴미디어, 인터넷 등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교수-학습을 혁신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계보경･유지현, 2015: 5). Digital Promise의 주요 내용은 학습 개선에 기여할
테크놀로지 검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신속한 평가 체제 구축, 학습 테크놀로지 시장 혁신을
포함하며, ‘Digital Promise School’ 운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모바일 기반의 창의적 학습
환경을 갖춘 8개의 1기 학교 운영을 통해 성공 사례, 관련 자료, 학습에서의 ICT 활용을 위한
가이드 등을 지속적으로 문서화하여 공유하고 일반학교에 새로운 모델을 확산하고자 한다(계보
경･유지현, 2015: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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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평가
ESSA에서 나타난 평가(assessment) 측면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정부는
3~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그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재학 기간 중 1회에 걸쳐 읽기
와 수학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교 전체의 결과 및 학생 하위그룹별
(영어 학습자, 장애학생, 소수민족, 빈곤층 등)로 세분화된 결과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학구는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 지역 및 국가에서 인정한 테스트(SAT, ACT 등)를 고등학교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시험의 어떤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지 못하도록
한다. 모든 의무적인 평가들과 관련하여 학구들로 하여금 시험에 걸린 시간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주정부가 컴퓨터적응평가(computer-adaptive assessments)를 개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평가 측면에서 NETP는 학습 관련 핵심적인 요소를 특정하기 위해 테크놀로지의 힘을 활용하
고 학습 향상 및 개인화를 위해 평가 데이터 활용을 강조한다. 평가의 시기는 학습 후가 아닌
학습 과정에 내재되어야 하며, 접근성을 위해 보편적 설계를 적용하며, 경로는 순차적으로 고정
된 것이 아니라 적응형(adaptive)이어야 하며, 피드백은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문항 형태는
선다형에서 탈피하여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스스로 학습 경로 선택에 있어 보다 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평가 데이터는 교사에게
도 수업 및 학습 개선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테크놀로지가 평가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픽, 시뮬레이션, 공식, 성과 기반 평가 등 향상된 평가
유형 적용, 복잡한 역량의 측정, 실시간 피드백 제공, 접근성 제고, 학습자 능력과 지식에 적응,
학습 과정에 내재, e-포트폴리오와 같은 지속적 학습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테크놀로지 기반 평가의 미래는 지속적인 평가(문항)의 개선, 통합된 학습과 평가
시스템, 효과적이며 적절한 데이터 활용, 시각화가 가능한 학습 대시보드(learning dashboards)
를 통한 평가, 학습 도구, 관찰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학습 지속을 도울 수 있는 자원들을
추천 및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마) 교원교육
ESSA에 나타난 교원교육은 ‘교사 및 지도자 효과성(teacher & leader effectiveness)’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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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뤄지고 있다. 기존 ‘고도로 훈련된’ 교사에 관한 요건인 학사 학위 보유, 가르치는 과목에
대한 지식 증명과 해당 자격증 보유 등을 삭제하고, 모든 교사와 준전문교사(paraprofessional)
가 주의 자격 인증 및 라이센스 요건들에 부응하고 있음을 보장할 수 있는 주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성 개발에서 맞춤화되고 지속적이며 직업과 관련성이 있는
(job-embedded) 활동들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성 개발에 관한 정의를 “준전문교사들을 포함하
여 모든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폭넓은 학교 개선 계획의 일부이며, 협력적이고 데이
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자의 견해를 반영해 개발되고, 정기적으로 평가” 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교사 평가 시스템을 요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NETP가 제시한 테크놀로지 활용 차원의 교원 대상 교육에서 평가 데이터 활용의 잠재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보다 직관적이며 시각적인 데이터 평가 도구를 개발하며, 이러한 시스템 내에
서 학생 데이터의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신입교사 연수 프로그램
에서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견고한 이해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테크놀로지 표준에 부합한 교사교육, 즉 테크놀로지 기반 환경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교사로서 가르치는 방법과 도구적인 측면의 테크놀로
지 활용과 더불어 테크놀로지, 특히 VR 등 수업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현장 경험이 부족한
예비교사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실제 학교 및 교실 환경과 흡사한 교육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접근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교사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
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협력과 ‘micro-credentialing teacher competencies’를 강조
한다.
한편 Digital Promise에서는 교육자들이 학생들을 위한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경력 중에 배우는 기능(skill)을 인정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서 ‘micro-credentials17)’
을 만들었다. Micro-credentials는 교육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의 자연스러운 연장으
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자들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형식적 또는 비형식적 학습활동에
참여하지만 비형식적 학습은 거의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Micro-credentials는 이렇게 인정
받지 못하는 비형식 학습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Micro-credentials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역량 기반(competency-based)이라는 것이다. 이는 교육자들에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17) http://digitalpromise.org/initiative/educator-micro-credentials/(검색일: 2017.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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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학습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점검하고, 특정 기능에 속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수업 비디오 또는 학생 작업물과 같은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기능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micro-credentials는 주문형(on-demand)이다. micro-credential에 해당
하는 역량과 필요한 증빙자료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을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micro-credentials는 개인화(personalized)되어 있다. 학생들의 요구 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자격을 선택할 수 있다. 끝으로 micro-credentials는 공유 가능
(shareable)하다. 여기서 공유 가능하다는 것은 자신이 획득한 자격에 대해 주어지는 ‘digital
badge’를 자신이 해당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물로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블로그
증에 게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NMC Horizon Report 2016 – Higher Education Edition’의 한국어판(Becker et al.,
2016)을 통해서 살펴본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고등교육 분야의 동향 전망을 단
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단기적 동향은 학습 측정에 대한 관심 증가와 혼합 학습 설계 활용 증가를 들 수 있다.
학습 측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단순히 학습 결과의 평가뿐만 아니라 학업 준비도, 학습
진도, 기술 습득 등을 진단 및 측정하고 문서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도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Becker et al., 2016: 16). 데이터 마이닝 소프트웨어의 확산과 온라인 교육,
모바일 학습, 학습관리시스템의 발전은 다차원적이면서 이동성 있는 학습 데이터를 표현하는
분석 및 시각화된 소프트웨어가 도입된 학습 환경으로 통합되어(Becker et al., 2016: 16)
이러한 학습 측정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혼합 학습 활용 측면에서는 대면 학습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학습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대학들도 늘고 있
다. 혼합 학습은 비용의 효율성은 물론, 유연성, 접근 용이성, 세련된 멀티미디어와 기술도
장점으로 꼽힌다(Becker et al., 2016: 18). 학습 분석과 적응형 학습 관련 기술의 발전이
혼합 학습을 향상시키면서 관심과 활용을 견인하고 있다(Becker et al., 2016: 18).
중기적 동향은 학습 공간의 재설계와 심층 학습법으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많은 대학들이
보다 적극적인 학습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학습 환경을 재배치함으로써 거꾸로 교실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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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수법과 전략을 지원하고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교실이 필요하다(Becker et al., 2016:12). 교육 환경은 점차 이동성, 유연성, 다양한 디바이
스 가용성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기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다(Becker et al., 2016:12). 학생들의 성공적인 직장 생활과 그들이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술 습득을 통해 준비시키는 고등교육의 기본 목표를 고려하여, 여러
진보적인 고등교육기관들은 학생들에게 보다 실용적이고 실생활과 밀접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Becker et al., 2016: 14). 심층 학습
(deeper learning)은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학습 내용을 숙달하고 미래의 직장 등 현장에서
자신만의 효과적인 방식으로 구체적인 성과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접근(Becker et al.,
2016:14)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장기적 동향은 혁신 문화의 촉진과 대학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들 수 있다. 대학들은 민첩하
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창의적인 직원을 원하고 있는 산업계의 요구에 대응하여, 이와 관련한
핵심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Becker et al.,
2016:8). 비즈니스 분야의 스타트업(Lean Startup) 운동은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혁신 문화
를 촉진하는 촉매제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다(Becker et al., 2016: 8). 즉 스타트업처럼 교육기관들도 글로벌 마켓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현상을 반영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변모시키고 있다(Becker et
al., 2016: 8). 고등교육의 변화는 학생들이 실무 지식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대학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Becker et al., 2016: 10).
이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학생과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과 학점인정에
대한 대안이 강조되는데, 온라인 학습이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대학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
며, 모든 단계의 학생들에게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Becker et al., 2016: 10).
위에서 살펴본 고등교육 분야의 혁신 동향의 실질적인 구현은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 <표 Ⅲ-2>는 고등교육 분야의 단기･중기･장기적 혁신 동향과 함께 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주요 교육 테크놀로지(Edu Tech)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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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테크놀로지 기반 고등교육 동향
동향

주요 내용 및 특징

관련 교육 테크놀로지

학습측정에
대한 관심
증가

 일반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학업준비도, 학습 진도, 기술 습득 등에
대한 필요 등을 진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도구에 대한 관심
증가
 사회적･경제적 요소에 따라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재정의되
면서, 과목에 대한 이수를 정의하고, 측정하고, 증명하는 방법에 대  Bring Your Own
한 재검토 필요
Device(BYOD)
 학생들의 활동을 진도와 구체적인 학습 결과로 보여주는 온라인과  학습 분석과 적응형
혼합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중시
학습

혼합 학습
설계 활용
증가

 대면 학습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학습에 대한 선호 증가
 혼합 학습의 합리적 비용, 유연성, 접근용이성, 세련된 멀티미디어
와 기술 부각 → 혼합 학습의 향상과 중요성 지속

학습 공간
재설계

 새로운 형태의 교수･학습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교실 필요 → 플립
러닝과 같은 새로운 교수전략 지원을 위한 학습 환경 재배치
 이동성, 유연성, 다양한 디바이스 가용성 요구 → 프로젝트 기반
상호작용 지원
 온라인 협업 및 의사소통(디지털 프로젝트) 지원 환경 구축 → 대형  증강 및 가상 현실
디스플레이와 스크린 설치
 메이커스페이스

단기

중기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학습 내용을 숙달하는 심층 학습법 중요성
심층
커짐
학습법으로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 도전과제 기반 학습(challenge-based
전환
learning), 탐구 기반 학습 강조
혁신 문화
촉진

장기

 기업적 사고 함양하는 방식으로 고등교육기관의 구조화
 기업의 창업 모델(Lean Startup 운동)과 교육과정과의 연계

 감성 컴퓨팅
 서로 다른 전공과 공동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같은
(affective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 교육과정 등 구체화
computing)
대학 기능에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과 학점 인정에 대한 대  로보틱스
대한
안 강조
(robotics)
재검토18)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 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모든 단계
의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가치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디자인
강조 → 온라인 학습의 중심

출처: Becker et al.(2016: 8-19, 36-47)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18)‘Rethinking How Institutions Work’를 해석한 것으로 ‘대학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에 대한 재검토’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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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사회 관점에서의 미국의 교육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교육방향･목적, 교육
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교원교육, 고등교육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목표 측면에서 초･중등교육 차원의 ‘미래 직업생활에서 성공을 위한 준비’ 즉,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employability skill)’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고등
교육 차원에서 심층 학습의 접근으로 보다 실용적이고 실생활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미래의 직장에서 자신만의 효과적 방식으로 업무 수행 및 성과 달성이 가능하게 준비
하도록 요구하는 상황과 맥을 같이 한다. 이때,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가상현실, 데이
터를 활용한 개인화된 학습 제공, 게임 및 시뮬레이션, 물리적 상호작용과 가상의 상호작용의
연결 등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특히 고등교육에서 미래 직업 현장과
연계된 교육을 위한 학습 공간 재설계와 심층 학습법으로 전환과 관련하여 강조하고 있는 증강
및 가상현실과 메이커스페이스의 활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 측면에서 읽기(reading)･수학(math)･과학(science) 과목에서 ‘도전적인’
학업 표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표준들은 대학 입학 요건과 직업기술교육 표준들
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STEAM 교육 차원에서도 강조되는 수학과 과학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분야인 ‘읽기’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형식 또는 비형식 학습 환경에서 초(超)연결된 사회의 다식한 참여자로서 학습자를 준비시
키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셋째,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항은 테크놀로지를 활용
한 교수･학습의 향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교수적인 측면에서는 교수자들이 테크놀로지의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학습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습 측면에서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으로 디지
털 격차 해소와 모든 학습자들에게 가용한 전환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테크놀로지 활용은 특히 평가 분야의 혁신과 연관성이 높은데, 학습 향상 및 개인화를
위한 평가 데이터 활용, 복잡한 역량의 측정, 실시간 피드백 제공 등을 중요시한다.
넷째, 교원교육 측면에서 ‘micro-credentials’의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사회
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학습의 목표와 내용이 시시각각 변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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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필요한 역량도 달라지는 것은 물론, 빠르고 새롭게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micro-credentials는 단어가 가진 의미 그대로 역량을 ‘작은 단위’
로 구분하고, 형식 학습은 물론 비형식 학습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이러한 작은 단위의 역량을
교사가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불확실성’을 특징
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로서 가르치는 방법과 도구적인 측면의 테크놀로지 활용과 더불어 테크놀로지,
특히 VR 등 수업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현장 경험이 부족한 예비교사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실제 학교 및 교실 환경과 흡사한 교육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접근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한 하다. VR 등 수업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제
학교 및 교실 현장에서의 교육실습에 국한하지 않고 교사의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VR 등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사 교육은
NCLB와 이를 계승하고 있는 ESSA에서 강조하는 학교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접근
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비교사의 현장 실습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2
❙표 Ⅲ-3❙ 독일의 지능정보사회 대응 주요 정책 개요
구분

주요 정책 내용

국가
정책

The High-Tech Strategy for Germany, High-Tech Strategy 2020, Industry 4.0, Digital Agenda
2014-2017, 디지털전략 2025 (The Digital Strategy 2025), 디지털 학습전략(Digital Learning Strategy)

초
･
중
등
교
육

- 교육방향･목적: 학계와 직업훈련 모두에서 창의적이고 개방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인력이 산업계의
디지털 변혁을 주도하도록 함
- 교육내용: 수학(Mathematik), 정보(Informatik), 자연과학(Naturwissenschaften), 기술(Technik) 중점 교육
과정인 MINT교육, 정보과학과 인공지능에 관한 지식 교육 강화
- 교육방법: 정부의 ICT 인프라 학교 공급 정책 ‘Digital Pact’ 추진과 현장의 우려, 디지털 학교 개설
및 네트워크 학습 실험, 미니컴퓨터 칼리오페 보급
- 진로･직업교육: 듀얼직업교육시스템(dual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 등 기존의 직업교육, 재교육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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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정책 내용
그램들을 디지털 경제의 수요에 맞추어 업데이트, 앱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과 프로그래밍 영역 직업 창출에
관해 노사협의체 구성
- 교원교육: 정보과학에 대하여 초･중등 모든 학교급의 수업계획서(lesson plan) 수준에서 적절한 코스 개발
및 교사 연수 실시, 공공교육기관 주도 핵심적인 온라인 교수학습 자료 활용,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는
교육 스타트업을 장려

고등
교육

- 고등교육: 혁신대학 펀딩(Innovative Hochschule), 기업과의 협동체제, 학제간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
분석 및 인터넷 등 여타 분야 통합), 규제역량이 동반된 과학기술능력 강조, 대학의 기업직업훈련 지원
(EXIST), MOOC 등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

.
독일은 2016년 WEF(World Economic Forum)를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 담론이 본격화되기
훨씬 전인 2006년부터 국가 전체의 미래 전략으로서 ｢The High-Tech Strategy for Germany｣
를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2010년 7월에 ｢High-Tech Strategy 2020｣을 발표하
였다.19) 현재 독일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총칭하는 ｢Industry 4.0｣은 바로 이 정책이 발전된
것으로, 2012년 3월에 독일정부가 통과시킨 ‘High-Tech Strategy Action Plan’ 에서‘연방정
부 10대 미래 과제(The Federal Government’s forward-looking projects)’ 중 9번째 과제이
다(The new High-Tech Strategy Innovations for Germany).20) 사회 전체적으로 디지털화
후발주자였던 독일은 이 정책을 통하여 제조업 분야의 디지털화를 일찍이 추진하고 디지털화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독일 정부, 특히 ‘경제에너지부(BMWi,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또는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와 ‘교육연구부(BMBF,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 또는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의 정책 문건들은 유럽연합의 정책수립에 상당
부분 직접적으로 채택되는 방식으로 벤치마킹되고 있다.
19)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BMBF)(2006). The High-Tech Strategy for Germany.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BMBF)(2010). The new High-Tech Strategy Innovations for
Germany.
20) 2014년에 발표된 독일 연방정부 10대 미래 과제는 ①친환경 및 고효율 에너지의 미래도시개발, ②바이오 연료
자원의 개발, ③에너지 공급 다변화, ④차별화된 처방을 통한 질병퇴치, ⑤질병예방과 건강식단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⑥노년기 생활자립 지원, ⑦국제화 시대에 상응하는 교통수단 개발, ⑧인터넷 경제, ⑨인더스트리 4.0,
⑩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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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과 관련해서 독일은 여전히 디지털화가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독일의 디지털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정책으로
는 2014년에 연방에너지부, 내무부, 교통디지털인프라부가 함께 출간한 ｢Digital Agenda
2014~2017｣과 ｢디지털전략 2025 (The Digital Strategy 2025)｣가 있다. 독일정부는 ｢Digital
Agenda 2014~2017｣에서 주정부(Länder)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학교에 디지털 문화를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디지털 학습전략(digital learning strategy)’을 발전시키겠다고 제시하
였다. 나아가 ｢디지털전략 2025 (The Digital Strategy 2025)｣를 통해서 2025년까지 연방정
부의 디지털화 추진방안을 소개하고 디지털 학습전략을 구체화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
2016a). 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학교 교사 가운데 73%가 디지털 학습전략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2017).
해당 보고서에 ‘디지털 학습전략’으로 소개되어 있는 네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5년까지 학생 전원에게 정보과학에 대한 기본지식, 즉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및
프로그래밍 지식을 보급할 것이며, 둘째, 2025년까지 교육 분야의 디지털 인프라에 있어서
독일이 가장 선두주자가 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2025년까지 직장이 최신 IT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되도록 하며, 끝으로 2025년까지 모든 공공재원을 받는
교육기관에서는 핵심적인 교수학습 자료를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
1)
가) 교육방향･목적
독일 사회에서 규정하는 디지털 사회의 인재상은 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Experts for
Research and Innovation: EFI)의 보고서(2016)에 따르면 학계와 직업훈련 모두에서 창의적
이고 개방적이며 특별히 훈련된 숙련 인력이 산업계의 디지털 변혁을 주도하는 것을 관건으로
보고, 미래에는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방대한 IT 기술을 습득하고 기업에 그 지식을 가져올
것을 언급하고 있다(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6). 다시 말해서 디지
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을 갖춘 학습자가 지식과 전문적인 기능이 습득하는 것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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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학교와 현장의 유기적인
연결에 주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독일은 디지털 및 IT 기술과 관련한 직종에 여성인력이 부족함(전체의 24%)을 문제로
제기하며, ‘eSkills4girls ’정책을 통해 여학생들을 위한 특별 디지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래사회에 여성의 직업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디지털 및 IT 기술 교육에 투자하고 정보화
관련 직업의 남녀 차이를 개선하려는 시도이며,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력 양성
계획으로 볼 수 있다.

나) 교육내용
독일에서 지능정보사회와 관련하여 도입된 교육과정상의 중요한 변화는 ‘MINT교육’의 강화
라고 할 수 있는데, MINT는 ‘수학(Mathematik), 정보(Informatik), 자연과학(Naturwissenschaften),
기술(Technik)’의 약자로서 자연과학 계통의 전문 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영
미권의 STEM 교육과 비교해 볼 때 정보과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MINT 교육은 일반적인 형태의 교과 운영을 넘어 국가, 기업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전 사회적인
캠페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8년 MINT센터 홈페이지21) 개설, MINT 홍보대사 위
촉, 기업체와 학교가 함께 MINT 교육 진흥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MINT 포럼’ 등은 MINT교
육의 장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또한 ‘디지털 전략 2025’을 통해 보면, 독일은 정보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2025년까지
전체 학생에게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교육과정
에서는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과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선택 교과 정도로 운영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22) 현재 독일의 정보과학 교육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에서 5~6학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7~8학년을 대상으로 정보과학 기초과정을, 이후 학년부
터는 정보과학 심화과정을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정보과학 심화과정에서는 인공
지능 관련 교육을 일부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한국교육개발원, 2016). 베를린(Berlin) 및 브란

21) http://www.mintzukunftschaffen.de/
22) 베를린에 소재한 민트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한 학교(Primo-Levi-Gymnasium)의 수학교사는 정보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며, 독일이 현재 정보교육 의무화에 대한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하였다(2017. 9. 14,
독일 출장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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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부르크(Brandenburg)주의 정보과학 교육과정에서는 튜링 테스트(turing test)를 토대로 하
는 컴퓨터와 인간의 교류 등 고전적 인공지능 문제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업 주제로는 ① 컴퓨터와 네트워크 안의 바이러스 등의 생명체, ② 컴퓨터의
진화와 자가 재생, ③ 인공의 삶과 로봇, ④ 컴퓨터와 두뇌: 폰 노이만 컴퓨터 vs 신경망 등이
다. 인공지능 관련 교육은 여러 과목과 융합하여 시행할 수 있어 학제적 수업과 세미나 형태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시행하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학제적 수업
의 교육내용 예는 다음과 같다.
❙표 Ⅲ-4❙ 인공지능 관련 학제적 수업의 교육내용 예
교육내용

함양해야 할 능력

연계내용

➀ 채팅로봇(chatbot)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 바이젠바움(Weizenbaum)의
ELIZA 프로그램
- 언어처리 시스템 ELIZA 분석

-

② 튜링 테스트

- 튜링 테스트에 대해 알고 평가하기
- 튜링의 지능 정의에 대해 알고
평가하기
- 자동언어처리 시스템의 실질적 문
제점 해결하기

- 육체와 정신의 문제(철학)

➂ 기계적 언어처리의 가능성과 한계
- 채팅로봇

- 현재 채팅로봇을 통한 실험 시행
- 채팅로봇의 지식기반 학습과 확대

- 튜링 테스트 우수 시행 프로그램
뢰브너 상
- 뢰브너 상을 다수 수상함

ELIZA의 기본 원칙인 패턴 매칭
다양한 구문론과 의미론
ELIZA 프로그램의 효과
스스로 간단한 스크립트 만들기

- 공식 언어로 ELIZA 프로그램의
‘지식기반(스크립트)’에 대한
설명
- 문법적 교정문제 해답의 일반화
문제

출처: 정수정(2016). 독일의 인공지능(AI) 관련 교육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의 해외교육 동향 기획
기사에서 재인용함.

다) 교육방법
｢디지털전략 2025｣에서는 독일 학교들이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 수준에
서 최고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독일 학교들의 ICT 보급 및 활용 수준은 전
세계적 수준과 비교할 때 평균 정도이다.23) 독일은 문화적으로 ICT를 학교교육에 활용하는
데에 다소 부정적인 편이며, 한편으로 교사들이 학교에 컴퓨터와 로봇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23) 출처: https://www.goethe.de/en/kul/med/20693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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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철학을 근거로 반대하는 등 일종의 성찰적, 비판적 저항이 있기도 하다(Nowroth &
Haerder, 2017).
이러한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독일 교육부장관은 2016년 10월 초･중등학교에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Digital Pact’정책사업 추진을 발표하였다. 이에 독일 교육부는 4만
개의 학교에 2021년 5월까지 5천만 유로를 지원하는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각종 디지털 장비
(브로드밴드 연결, Wi-Fi 등)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족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에 비하여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는 낙후되었으며(KIEL, 2017) 독일의
모든 학교들을 디지털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독일의 비판적인 독립
학술지인 Current Concerns에 수록된 브레멘 대학의 Andrea Breiter가 베텔스만 재단에서 시
행한 연구에 따르면, 유지보수와 소프트웨어 설치 비용을 제외하고 해당 정책 사업은 산술적으로
5명의 학생이 1개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정도밖에 지원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교육부는 Digital Pact 정책이 단순히 학교에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제시하기 위하여 2개의 ‘스마트학교(smart school 또는 digital school이
라고 불림)’ 시범 운영을 개시하였다(Xinhua, 2016). 첫 번째 시범운영한 디지털 학교는 독일
에서 교육 관련 컴퓨터 공학이 발달한 Saarbrücken에 있는 Bellevue 종합학교이다.
Saarbrücken은 인공지능연구소(DFKI)의 Education Technology Lab이 베를린으로 옮겨지기
전에 소재하던 지역이며, ‘디지털 학교’가 생기던 해인 2016년에는 “Learning and Acting in
the Digital World” 라는 주제로 IT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하였다. 이곳에 있는 Bellevue 종합학
교에서는 디지털 기기 보급과 더불어 적절한 학습방법, 교사 연수에 중점을 두고, 네트워크화된
학습(networked learning)이 시도되고 있다.25)
이와 함께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초등학교 디지털 교육 도구인 미니컴퓨터 태블릿‘칼
리오페(Minicomputer Calliope)’ 개발에 투자하여 2016년 11월에 공식 출시하였다. 칼리오페
는 초등학생이 쉬운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며 주로 읽기, 쓰기,
수학 교육의 도구로 사용된다. 칼리오페는 실용화를 위해 테스트를 한 후 초등학교 3학년 학생
들에게 무상 제공할 계획이며, 2017년 말까지 모든 시범학교에 제공될 계획이다.

24) 출처: Trojans from Berlin: The “Digitalpact#D”, Current Concerns. http://www.zeit-fragen.ch/en/numbers/
2016/no-2627-5-december-2016/trojans-from-berlin-the-digitalpactd.html
25) 출처: https://www.deutschland.de/en/topic/knowledge/education-learning/the-first-digital-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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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초등학생 대상 미니 컴퓨터 ‘칼리오페’ 개발 추진

라) 진로･직업교육
독일은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하여 ｢디지털 전략 2025｣에서 2025년까지 직장이 최신 IT 지
식을 획득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은 미래의 숙련노
동자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으로‘듀얼직업교육시스템(dual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을 들고 있으며, 이것이‘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 다시
말해 독일 출신 전문 인력의 질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듀얼직업교육시스템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수요와 맞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적절한 디
지털 능력을 가르치기 위하여 기업 임원진과 노동조합이 협력하여 기존의 직업･계속교육 프로
그램들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히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부분은 강력한 재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때 자체 R&D 부서가 없는 기업에서 학문적인 배경이 없는(non-academic
background) 직원들이 이 혁신과정과 재정지원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또한, 전 산업분야에
걸친 계속교육센터에서 높은 수준의 디지털화 심화훈련 과정을 제공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설치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재정 지원 우선순위가 되며, 2016~2018년 기간 동안
800만 유로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IT 관련 직업에 대해 듀얼직업교육시스템을 통한
실제적 능력을 기를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앱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과 프로그래밍 영역이 대표
적으로 IT 시스템 전자기술자, 정보기술 전문가, 전자상거래사 등이 그것이다. IT와 관련 듀얼
직업교육 전공의 교육과정과 범위, 구분 등은 교사, 학생, 고용주, 노동자, 연방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통해 검토하는 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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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원교육
디지털전략 2025에 따르면, 독일은 2025년까지 학생 전원에게 정보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과학 기본 지식의 주요 내용은 알고리즘의 작동 방법, 프로
그래밍 관련 지식 등이다.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의 모든 학교급에서 수업계획서(lesson plan)
에 적절한 관련 코스를 만들도록 하고, 교사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공공재원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핵심적인 교수학습 자료를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잠재력과 교사들의 전문 지식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는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있다.

2)
독일은 ‘혁신대학 펀딩 시스템(Innovative Hochschule)’을 도입하여 대학 간의 지식과 혁신
의 연계 신장을 도모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7년까지 5억 유로 예산을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s)와 주정부(states governments)가 공동 지원하도록 하며, 그 내용으로 과학대
학, 작은 단과대학의 발전에 중점을 두는 재정적 지원 시스템, 신지식와 신기술의 지속적인
흐름 파악, 대학과 산업체들의 교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혁신 시스템 안에서
대학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발전, 정보, 기술의 교류 증진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대학교육의 사례로는 Eckert Schools의 ‘유니 트레인(UniTrain-I)’과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가 지원하고 인공지능연구소((DFKI, Das Deutsche Forschungszentrum
für Künstliche Intelligenz))가 개발한 ‘Be-greifen(이해하다)’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유니트
레인’에서는 4개의 실험실에서 이론 수업과 실습을 병행하는 블랜디드 러닝을 실행하고 있으
며, 실험실 테이블 위에는 모듈식 하드웨어 기기를 설치하고 화면에는 가상플랫폼으로 학습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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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유니트레인(UniTrain-I)의 실험실 환경
출처: Eckert Schools 홈페이지(http://www.eckert-schools-international.com/en/home.html)

‘Be-greifen(이해하다)’는 AI 관련 핵심 연구개발 과제로, 그 목적은 실감형 증강현실 기술
을 이용하여 새롭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험적으로 MINT(수학･컴퓨터공학･자연과학･기술) 과목의 학습 과정을 효과적으로 보조하고
학습자들에게 물리학의 이론적인 내용을 쉽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허우영, 2017).
뿐만 아니라 혁신능력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은 전문가 집단(Highly qualified personnel)에
있으며, 전문가 집단의 기반이 되는 대학이 디지털 혁신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허우
영, 2017). 이에 따라, 몇 가지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MINT
영역(특히, 정보과학에서 예를 들면, 빅데이터 분석, 산업 소프트웨어, IT 보안 등)에서 탁월한
기관을 확보하여 강화하고, 제3자 재정지원, 재단 등의 경로를 통하여 기업과의 협동체제가
장려된다. 둘째, 학제 간 분야로서의 정보시스템, 데이터 분석, 인터넷은 경영, 법, 정치학,
사회과학 분야에 통합되도록 한다. 또한 과학기술능력은 정치경제적 평가(economic-political
evaluation), 규제 역량(regulation competences)과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야 통합은 기
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기업을 디지털화하는 것은 IT 부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거시경
제적으로 볼 때에도 IT 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에서도 디지털화는 분과 학문 간
경계를 허물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셋째, 대학에서의 기업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인
EXIST((Existenz gründungen aus der Wirtschaft)에서는 기업의 최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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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야 하며, 독일과 전 유럽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MOOC 등 온라인 제공 프로그램이 대학에서 더욱 활용되어야 하며, 이러닝은 현재의
교실 출석과 함께 블랜디드러닝과 같은 의미 있는 형태로 도입을 추구한다.

.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관련 독일의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 확보라는 측면에서, 독일
은 제조업 혁신에 중점을 두는 Industry 4.0을 배경으로 하여 디지털 역량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미래사회에서 전 국민의 학습전략(learning strategy)
향상을 고려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학교교육은 ICT의 활용이라는 측면
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편이나, 국가정책에 있어서는 ｢디지털전략 2025 (The Digital
Strategy 2025)｣ 정책을 통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하고, ‘Digital
Pact’ 정책을 통하여 교육 분야의 디지털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며, 최신 IT지식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공공교육기관에서의 온라인 교육지원을 늘려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독일은 디지털 역량 강화와 더불어 자연과학 계통의 전문 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STEM 교육에 견줄 수 있는 MINT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MINT교육이 STEM 교육과
비교하여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은 ‘정보과학(Informatik)’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현재, 독일의
대부분 주에서 5~6학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7~8학년을 대상으로
정보과학 기초과정을, 이후 학년부터는 정보과학 심화 과정을 선택과목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들은 정보과학 심화 과정에서 인공지능 관련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셋째, 직업교육의 측면에서는 의무교육을 마친 11-13학년 단계의 학생들이 기업에 선취직한
후 학교와 기업 내 직업교육센터를 오가며 직업교육을 하는 듀얼직업교육시스템을 디지털 경제
의 수요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정책적인 방향이 되고 있다. 특히, 생산 현장
의 자동화에 대비하여 기업 임원진과 노동조합이 협력하여 직업학교와 계속교육 프로그램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IT와 관련된 직업들과 이에 따른 분야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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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 Ⅲ-5❙ 핀란드의 지능정보사회 대응 주요 정책 개요
구분

주요 정책 내용

국가
정책

Learning and Competence 2025, 2016 National Core Curricular reform for pre-primary education
and for compulsory basic education, 2018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초
･
중

- 교육방향･목적: 포괄적 역량(Broad based, 혹은 traverse/generic competence) 개발
- 교육내용: ‘현상 기반 교육(phenomenon-based teaching)’을 지향하는 ‘주제(topic)’ 중심의 교육과정
- 교원교육: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할 때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나 학습자료의 부족 등에 대하여 교육부

등
교
육

에서 교사 연수 실시. 교사 보조 튜터 인건비를 책정하여 2017년부터 3년간 6천만 유로 투자
- 진로･직업교육: 유연한 입학 및 학습시간, 개별학습플랜, 학교와 직장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에서의 학습
환경 제공, 학생이 획득하지 못한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 실습의 강조, 포괄적 자격 제도

고등
교육

- 고등교육: 핀란드의 고등교육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산학연계 시스템으로 이미 전환

.
핀란드는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로 ‘혁신주도형 국가(Towards an Innovative
Society)’를 표방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먼저 혁신체제(NIS)를 도입해 왔다. 2000년대 초반
까지 IT 관련 정보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과학기술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재검토하며,
교육 및 R&D 시스템을 혁신 친화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매우 안정된 혁신 강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성지은, 2010). 그동안 IT 기술 관련 혁신을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 추진했던 핀란
드는 4차 산업혁명과 최근 교육정책 간의 연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담론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고 있으나 그럼에도 대부분의 구체적인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6 핀란드 국가핵심교육과정 개편의 총괄책임자였으며,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
개발국장인 이르멜리 할리넨(Irmeli Halinen)은 첨단 기술이 확대되고 글로벌화되는 현 시대에
핀란드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교육이 가능하려면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
고 있다.26) 전 세계적으로 상위 등급을 점유하고 있는 핀란드의 학교시스템을 개선해야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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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유는 학교와 사회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고, 세계 변화의 빠른 변화 속도에 맞추어
그에 필요한 역량도 급변하기 때문이며, 변화의 이유와 방향이 먼저 수립된 후에 실천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핀란드 정부의 교육부처가 최근 전 세계적인
기술 변화와 학교 교육과정 간의 연결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핀란드 사회 역시
21세기에 인류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극복 방안 중
하나로 교육개혁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는 과거 20세기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을 선택했던 핀란드의 성공 경험에 기인한다(Alava, 2016).
가장 두드러진 국가적 대응으로 핀란드 2016 교육과정 개혁을 들 수 있다. 2016 교육과정의
정확한 명칭은 ‘National Core Curricular for pre-primary education and for compulsory
basic education’이다. 2014년 말에 개정되고, 2016년 8월에 적용된 가장 최근의 교육과정을
가리키며, 개정에의 추진이 시작된 것은 2012년이다. 2012년 8월 28일에 국가교육위원회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에서 취학전 교육(preschool)과 초･중등교육
(comprehensive school), 성인교육과 관련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제안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핀란드 2016 교육개혁에서는 사회 전반에 합의된 교육적 가치, 사회 문화,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 오랜 행정적 준비 등의 요소가 모두 고려되어 진행되고 있다. 1970
년에 핀란드의 첫 국가 교육과정이 생긴 이후로 핀란드의 교육과정은 꾸준하게 지방분권화
(decentralization)를 위해 변화해 왔다(Vitikka, 2015). 21세기에 들어서는 통일된 교육을 위
해 국가핵심교육과정을 만들고자 했지만 교육계는 상당히 자율적이고 분권화된 상태였다. 이런
환경에서 핀란드 정부와 학교들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과목통합적, 전체론적 접근 방식을
통해 과목중심 교육방식의 개선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누적되면서 자연스럽게 통합교
과적인 태도가 학교 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핀란드는 2013년 PISA 랭킹 하락
이후 다시‘학생의 기쁨과 능동적 역할’이라는 기조로 교육과정을 개혁하고 기존의 전인적 교육
(Holistic Education)의 입장을 강화하였다. 이는 평등주의와 아동중심주의의 강화를 의미한다.
최근에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핀란드 2016 교육과정(NCF 2016: National Curriculum
Framework 2016)은 국가핵심교육과정(National Core Curricula)이 개정된 것으로서
이것을 확대 및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26) 핀란드 교육부(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6 교육과정 개혁 관련 홍보영상:
http://www.oph.fi/english/education_development/current_reforms/curriculum_reform_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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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핀란드 2016교육과정 개편 과정
출처: 윤은주(2015). 2016 핀란드 국가핵심교육과정 개편: 학습의 기쁨(Joy of Learning)을 향한 끝없는 여정에서 재인용함.

한편,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핀란드 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직업교육 및 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관련 법안을
2017년 6월 말에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법안의 적용은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의 지원과 감독 하에 이루어졌으며, 해당 직업교육 및 훈련에 관한 개혁은 20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직업교육 및 훈련에 관한 법안의 초점은
개인과 직업세계의 요구를 대응시켜 개인의 직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

.
1)
가) 교육방향･목적
핀란드가 교육방향을 이끄는 방향은 지능정보사회에만 한정시키는 않으나, 지금이야말로‘변
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행하고, 알고, 존재하는 방식의 변화)’이 도래했다는 것은 명확히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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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핀란드가 국가핵심교육과정 개편의 배경을 제시하면서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혁신
의 필요성을 인지적 측면에서만 보지 않고 급변하는 전 세계의 사회 변화와 관련된 인간의 정신,
감각, 정서적인 측면에도 주목하면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발전과 행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Ⅲ-4❙ 핀란드 2016교육과정 개편 배경
출처: 윤은주(2015). 2016 핀란드 국가핵심교육과정 개편: 학습의 기쁨(Joy of Learning)을 향한 끝없는 여정에서 재인용함.

핀란드는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FNBE,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06)에서 ‘학습과 역량 2025(｢Learning and Competence 2025｣)를 발표하여 학교교육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강화하고 학습 문화를 혁신하는 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의 ICT 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새로운 역량 강화
를 위해 온라인 학습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Learning and Competence
2025｣에서 제시된 5가지 핵심과제는 국가핵심교육과정 마련, 자격제도 마련, 정보 관리와 협
력, 교육에서의 ICT 기술의 활용 장려, 지속가능한 복지 증진을 위한 절차 등이다. 이를 통해서
교육과 사회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학습자의 역량 개발 과정을 도출하고 교육의 효과성, 학습자
만족성, 학습 과정의 운영 구조의 정립, 교수자의 역량 개발과 관리, 재정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국가수준에서 학교에서의 역량교육 강화와 학습 문화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고, 2006년부터 일찍이 온라인 이용 모델을 개발하여 여타 요소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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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 과정 속에 배치한 것은 2017년 현재의 전 세계 동향을 볼 때 매우 선진적인 정책이었다
고 할 수 있다([그림 III-5] 참조).

❙그림 Ⅲ-5❙ 핀란드 학교교육에서 제시하는 ‘학습과 역량(Learning and Competence)’
출처: Vision and Mission.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2006). Learning and Competence 2025.

나) 교육내용
2016 핀란드 교육과정 개혁에서는 취학 전(pre-primary), 기본(basic), 고등(general upper
secondary) 단계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기본예술, 외국인용, 방과후 교육과정 등이 함께 개정
되었다. 그 내용은 포괄적 역량(Broad based 혹은 traverse/generic competence), 교과통합
(work across subjects), 형성평가(formative assessment)를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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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핀란드 2016교육과정 개편의 중점사항
출처: 윤은주(2015). 2016 핀란드 국가핵심교육과정 개편: 학습의 기쁨(Joy of Learning)을 향한 끝없는 여정에서 재인용함.

이를 위해 기존의 분과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현상기반교육(phenomenon-based teaching)’
을 지향하는 ‘주제(topic)’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핀란드가 2016 교육과정 개혁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융합교과 운영에 대해 기존
교과목들이 폐지되는가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있어 왔는데, 영국(Beeson, 2015)과 미국
(Garner, 2015)의 언론에서는 “핀란드 교과목을 없애고 주제로 대신하였다”, “핀란드의 급진
적 개혁: 교과목이 폐지되다”등의 기사로 교사들의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핀란드 교육
부의 교육과정 개혁 중심인물인 Sahlberg는 언론을 통해 “핀란드의 지방 자치적 교육체제(320
여 개 단위)는 유지되며, 국가핵심교육과정은 느슨한 지침(guidelines) 수준을 유지한다”는 입
장을 견지하였다.
2016 국가핵심교육과정 적용 효과에 관한 설문조사가 핀란드 언론사 Yle와 핀란드 교사연합
(Finland’s teacher union OAJ)에 의해서 실시(교사 209명, 교장 184명응답, 2016년 시행)되
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새로운 핵심교육과정이 학생들의 교육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의 교사응답자들과 절반 이하
의 교장들이 새 교육과정이 더 좋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응답한 반면, 1/3의 교사들은
새 시스템이 학습 결과를 다소 또는 분명히 약화시켰다고 응답한 것이다. 부정적 응답의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핵심교육과정은 영재 학생들(gifted students)에게 효과가 있다”, “취약한
학생들(weaker students)은 쉽게 뒤떨어진다.”, “학업성취가 그리 좋아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동기는 향상이 된다고 믿는다.”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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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핀란드 2016교육과정 적용 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출처: Yle(2016). Basic education providers divided over new core curriculum. Yle 신문기사에서 재인용.

또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할 때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나 학습 자료의 부족.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비용(인터넷 연결이 안 되거나 학교 밖 외출을 위한 교통비 부족)이 행정
적인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지원 방안으로 디지털 튜터 지원 및 교사
연수에 재정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다) 교원교육
교육부는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 과정에서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7년부터 3년
간 6천만 유로를 교사지원에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주로 교사 보조 튜터 인건비에 사용할 예정
이다(Yle, 2016). 이러한 지원의 목적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디지털 기기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우수 사례를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선도학교(pioneer schools)
를 중심으로 3년간 5천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교사연합(the teacher’s union OAS)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이 약하다고 느끼는 교사들이 몇 시간 정도의 부가 연수
만을 받고 있으며, 교사들은 디지털 기기들에 친숙하거나 사용할 수는 있으나 교육에 어떻게
통합해야 할지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핀란드 정부에서는 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기기의 비율을 늘리고 교사 연수 시수와 학습자료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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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진로･직업교육
핀란드 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직업교육 및 훈련(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관련 법안을 6월 말에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핀란드의 VET는 고등학
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중심의 VET(school-based VET)와
역량 중심의 자격증 제도(competence-based qualifications)가 있다. 주로 기관에서 이루어지
며, 도제 형식으로 실시되기도 한다. 일상생활과 직업세계 모두에 대한 내용이며, 직업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하면 대학입학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법안의 적용은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의 지원과 감독 하에 이루
어졌으며, 해당 직업교육 및 훈련에 관한 개혁은 20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직업교육 및 훈련에 관한 법안의 초점은 개인과 직업세계의 필요를 맞추는
개인의 직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 개개인의 역량은 자격증 제도와 더불어 자격증과 연결
되지는 않는 준비교육과정을 통해서도 길러질 것이며, 직업교육은 교육기관, 직장, 디지털 교
육환경 모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018 핀란드 직업교육 및 훈련에 관한 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역량의 중요성 강조, 개별화된 학습, 자격증 내 전문화, 연중 학습 지원, 개별역량개발 과정
제공, 역량 단위의 자격증, 도제훈련, 가상공간에서의 학습, 실제적 업무를 통한 교육, 노동자
와 교육관계자의 협업 등이다. 학생 개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리듬으로 개별역량개발(HOS:
personal competence development)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각각의 학생들이 이전
에 학습경험이 없는 분야를 공부하도록 하는 맞춤형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또는 이전에는 학교
와 직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을 따로 습득하고 관리받아 왔다면, 역량 기반 자격체계
내에서는 노동자와 교육관계자가 교육과정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이후 핀란드
의 진로･직업교육의 변화 방향은 유연한 입학 및 학습시간, 개별학습플랜, 학교와 직장을 포함
한 다양한 공간에서의 학습 환경 제공, 학생이 획득하지 못한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 실습의
강조, 포괄적 자격 제도 등을 제시할 수 있다([그림 III-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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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핀란드의 2018 개정 직업교육 및 훈련 시스템(New VET)
출처: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2017). New VET.
http://minedu.fi/documents/1410845/4203924/OKM_uusi_ammatillinen_koulutus_Englanti_200417.
pdf/8af1d772-883f-4a90-bcd6-3bbfab9a337a에서 재인용.

다음의 <표 III-6>은 학생의 입장에서 핀란드 직업교육 법령의 개정 내용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것이다.
❙표 Ⅲ-6❙ 핀란드 직업교육 개정 비교표(학생용)
현재

2018년 이후

 고등학교 수준의 직업교육은 3년제이며 모두가 같은
속도로 진행함

 역량이 중요함-학습에 드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음
 학생 개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리듬으로 진행함

 총 351개의 자격증이 있음

 164개의 자격증이 있음
- 공부 방법에 선택사항이 증가
- 자격증 내에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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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18년 이후

 종합학교교육을 마치는 이들은 공동지원 가능
 성인들은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

 연중 언제나 지원 가능함
 봄 학기에 종합학교를 마치는 이들과 고등학교 졸업장
이 없는 이들은 공동 지원 가능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 과정과 역량 중심의 자격증
제도, 도제식 훈련의 학습 경로가 다름

 모든 학생 개개인에게 가이드와 지원서비스가 포함된
‘개별역량개발(HOS: personal competence
development)’과정을 제공함.

 필요한 모든 역량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있음

 종합학교를 졸업하거나 자격증이 없는 이들을 위한 전
체적인 자격 시스템
 자격증 제도의 일부를 통해 점점 더 다른 종류의 역량
에 대한 요구도 만족시킴

 모든 학습자에게 같은 내용 적용

 각각의 학생들은 이전에 학습 경험이 없는 분야를 공
부함

 교육기관이나 직장에서 공부

 직장이나 교육기관 그리고 점점 더 가상공간에서 공부

 도제훈련
 직장 내(on-the-job) 학습

 도제훈련
 훈련 협약
 훈련 협약과 도제훈련의 유연한 조합

 직업고등학교, 역량 시범, 평가, 교육실습
 역량기반 자격제도, 역량기반 시험

 역량 시범 – 직업에 관계되는 역량은 직장에서의 실제
적인 업무를 통해 시범되도록 함

 직업고등학교에서 교사와 직업 분야 관계자가 따로 또
는 함께 일함
 고용주 대표, 교사, 직업 분야 관계자가 함께 일함

 역량 기반 자격 체계 내에서의 노동자와 교육관계자가
함께 일함

출처: Mininstry of Education and Culture(2017). What will change for the student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지능정보사회 대비 핀란드의 교육혁신 동향 분석을 통한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2016 교육과정개혁 및 2018 직업교육과정 개혁 등 최근의 핀란드 국가교육정책들
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론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과 지능정보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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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핀란드가 2000년대 초반에 일찍이 국가
혁신체계를 전반적으로 수립하고 IT 산업육성 및 과학기술발전을 이뤄 OECD 최상위 혁신국으
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참고한다면, 최근에 핀란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교육 및 직업교육
의 개혁은, 오히려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각론을 앞서 개발･실험
하고,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발전과 행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핀란드는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선택의 문제가 늘어나며, 개인주
의･아노미･소비자사회･물질주의･도구주의가 팽배할 것으로 전망하여 보편성, 관리 능력, 의미
성 간의 일치감을 확보한 개인이 건강과 주관적 안녕을 유지해 가야 할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미래사회와 인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2016년에 개정･시행된 국가핵심 교육과
정에서는 포괄적 역량과 교과목 간 협력학습, 형성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2016년 신학년(9월)부터 실시된 지 약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통합교과학습 또는 현상기반
학습을 강화한 새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학교 교육이 한차례 실시되었지만 핀란드 내의 정책
결정자 및 교육 연구자들은 섣부른 평가를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장의 교육전문
가인 교사에게 적응할 시간을 줌과 동시에, 교육과정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서의 지시사
항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정･재구성해 가는 대상이라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이기도 하다. 또한 각 지역 및 학교에 주어진 독립성과 자율성은 교육과정에 대한 일괄적인
평가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일 수 있는데, 이러한 지방자치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정책의
시행과 평가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하다.
셋째, 2018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직업교육 및 훈련에 관한 법안에서도 핀란드는 교육과정
과 방법에 있어서 ‘개별역량개발(HOS: personal competence development)’ 과정을 제공하고
각각의 학생들이 ‘이전에 학습 경험이 없는 분야를 공부’하도록 함으로써 유연성과 실질성을
추구하는 맞춤형 교육의 방향을 채택하여 역시 앞서가는 교육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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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 Ⅲ-7❙ 일본의 지능정보사회 대응 주요 정책 개요
구분

주요 정책 내용

국가
정책

- 일본재흥전략 2016(日本再興戦略 2016),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6-2020), 신산업구조비전: 제4
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일본의 전략, 과학기술이노베이션
- 교육방향･목적: 학습자가 ‘생각하는 힘’을 키워 자신의 지식을 성찰하고 고민하는 사고력, 자신의

초
･
중

언어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의력, 국제 경쟁력을 갖춰서 원활하게 소통하는 글로벌 역량을 신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교육내용: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과정 도입, 초･중등교육에서 프로그래밍 교육 필수화,

등
교
육

소프트웨어 교육 강조
- 교육방법 및 평가: 로봇 활용 교육 활성화, 과제연구 중심의 수업 방식 확대, 대입센터시험 폐지 및
대학입학공통테스트(가칭)를 통한 서술(논술)형 문제 추가
- 교원교육: 반성적 실천가 및 연구자로서의 교사상 강조, 교직대학원 및 개방제 교원양성 제도 확대
- 고등교육: Society 5.0에 맞는 유연하면서 기반력(사회 변화에 적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재･시설･설

고등
교육

비･정보･기반 등에 대한 지식), 공창력(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혁신을 만들어내는 환경), 과제대응력(모
든 문제를 보다 빠르게 찾아내는 통찰력과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기술)을 갖춘 고등 인재육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음. AIP(Advanced Integrated Intelligence Platform) 프로젝트에 따라서 수리 및 데이터사이언
스, 인공지능 등 분야 톱클래스 인재 양성, 관-산-학 연계 연구 개발 거점 기관 지정

.
일본 정부는 2016년을 4차 산업혁명 입국의 원년으로 보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
능, 로봇 기술 등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사회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문부과학성,
총무성 등을 비롯한 범부처적 차원에서 「일본재흥전략 2016 (日本再興戦略 2016)」(2016.
6)을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7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둘째,
인재육성･확보 등 고용시스템의 유연성 향상, 셋째, 혁신･기술개발 가속화, 넷째, 재무활동
기능 강화, 다섯째, 원활한 산업구조･취업구조 전환, 여섯째, 제4차 산업혁명의 중소기업･지역
경제로의 파급, 일곱째,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경제사회 시스템의 고도화 등이다. 일본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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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7가지 대응 전략에 대해 행정부처간 연계형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세계 최첨단 IT 국가로 거듭난다는 목표 아래 시기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 중 지능
정보사회를 대비한 교육혁신과 관련된 추진 전략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8❙ 일본재흥전략 2016의 교육 관련 추진 전략 및 내용
추진 전략

주요 내용

데이터 이용･활용･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인재육성･인재획득,
고용시스템의 유연성 향상

 새로운 요구에 대응한 교육시스템의 구축
 글로벌 인재의 획득
 노동시장･고용제도의 유연성 향상

이노베이션･기술개발의
가속화(Society 5.0)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데이터 유통시장의 창출
개인 데이터의 이용･활용･촉진
보안기술이나 인재를 키워내는 생태계(에코시스템)의 구조
4차 산업혁명의 지적재산 정책의 방향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구축
 세계를 주도하는 이노베이션 거점 정비･국가사회 실증의 가속(인공지능 등)
 지적재산관리나 국제표준화의 전략적 추진

출처: 일본 정부(2016). 「일본재흥전략」
https://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hombun1_160602.pdf)에서 일부 발췌하였음.

여기에서 제시된 “Society 5.0”은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2016. 1. 22)에서 언급되
었는데, 이 계획은 정부, 학계, 산업계,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일본을 세계에서 가장 이노베이
션에 적합한 나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Society 5.0”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수렵사회, 농경사회, 공업사회, 정보사회에 이어서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현실사회)이 고
도로 융합한 인간중심이면서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과제의 해결이란 두 가지를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혁신이 선도해 가는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최해옥･최병삼･김석관, 2017).
2017년부터는「제5기과학기술기본계획(2016-2022)」에서는 국립 연구개발법인을 통해 정
책 목표를 달성 및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이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 법인
의 경비 확보, 특정 연구개발 법인을 중핵으로 지능정보기술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이에
대한 인재 창출, 육성, 활약 촉진 등을 위한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고등교육정책의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이노베이션에 따라 ‘미래사회창조플랜’(2016. 4. 26)
을 수립하여 기반력(基盤力: 대변혁시대에 유연하면서 적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재･시설･설
비･정보･기반 등에 대한 지식), 공창력(共創力: 국립연구개발법인등을 중핵으로 다양한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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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노베이션을 함께 만들어내는 환경), 과제대응력(課題對應力: 국민의 안전･안심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국내외에서 두드러지는 모든 문제를 빠르게 찾아내는 통찰력과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기술개발) 등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림 Ⅲ-9❙ 일본의 세계최첨단 IT 국가 창조선언 로드맵(2013-2021)
출처: 일본 정부(2016). 「일본재흥전략 2016」. 공정표 p. 139.
https://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kouteihyo_160602.pdf

일본 정부 차원에서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총무성은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미래학교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국에 미래학교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미래학교의 모습은 타블렛PC, 인터렉티브 화이트보드, 무선 LAN 환경이
기반으로 되어 있으며, 개별 학교가 시스템을 가지지 않고도 교육지원 시스템, 학교지원 시스
템, 디지털 교과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협동교육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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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전학년적 수리･정보교육의 강화와 관련 전문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이레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탁월연구원제도를 비롯하여 이화학연구소
AIP 프로젝트((Advanced Intelligence Platform 프로젝트: 인공지능+빅데이터+IoT+cyber
security 종합 프로젝트)27)를 통해 톱레벨 인재를 지원하고 연구거점을 지정하고 있다.

.
1)
가) 교육방향 목적
일본은 2015년 국가 차원에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28) 교육과정을 200개의 고등
학교(일본 전체 공교육 학교의 4% 수준)에 도입하는 교육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서
문부과학성은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와 제휴하여 초･중･고 교육과정
전체를 일본어로 번역해 200개 학교에 보급하였다. IB 교육과정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여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등 교육의 질 향상, 대학의 국제화･활성화를 포함한‘전인
교육’을 교육이념에 담고 있다. 학교급별로 초등교육 프로그램(PYP), 중등교육 프로그램
(MYP), 디플로마 프로그램(DP)에서 담고 있는 10가지 인성 덕목은 탐구(inquirers), 지식
(knowledgeable), 사고(thinkers), 소통(communicators), 규범(principled), 개방(open minded),
돌봄(caring), 모험(risk-takers), 균형(balanced), 성찰(reflective) 등이며, 이를 갖춘 인재
상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상이 초중등 교육 차원에서는 IB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글로벌
역량을 강조하고 것이라면, 이와 연장선에서 고등교육 차원에서도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
기술 인재를 목표로 마인드(도전정신, 자기연찬의식, 다양성･이문화 이해), 기본 능력(창조성,
문제 발견･해결, 매니지먼트, 휴먼터치･커뮤니케이션), 기본 리터러시(언어력, 외국어 능력),
전문 지식 등을 기초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27) AIP 프로젝트에서는 데이터 플랫폼 거점 사업을 거점으로 삼고 총무성, 경제산업성과의 연계체계를 갖추고 이공계
인재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8) IB 교육과정은 1968년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기관 IBO에서 개발했다. 전 세계 146개국에서 채택하고 75개국
2000여 개 대학이 인정하는 국제적인 교육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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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기초력(예)
마인드

 도전정신

 자기연찬의식
 문제 발견･해결

 다양성･이문화 이해

기본 능력

 창조성

 매니지먼트

 휴먼터치･커뮤니케이션

기본
리터러시

 언어력(모국어 기반), 수적 능력(3Rs)

 외국어 의사소통 기반이 되는 언어력, 정보･IT
관련 리터러시(문제 발견, 해결을 위해 정보, 데
이터, IT 사용 능력)

전문 지식

 업계 전문 지식

 기능전문지식(예: 경영전략, 마케팅)

출처: 일본 경제산업정책국(2016). 「新産業構造ビジョン」第４次産業革命をリードする日本の戦略, “제4차 산업혁
명에의 대응 방향성: 영역횡단형의 검토과제- 인재･교육” 내용을 재구성함.

나) 교육내용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일본의 교육과정의 변화는 IB 교육과정 도입과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문부과학성은「국제 바칼로레아 디플로마 프로그
램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특례 조치에 대해」(2015. 8)를 발표하고, IB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서 책읽기와 토론, 글쓰기로 진행되는 과제연구 중심의 수업 방식을 200개 시범학
교에 실시한 뒤 점차 대상 학교를 늘릴 계획이다. 이러한 교육내용 변화의 목적은 지식 전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력의 3요소, 즉 ①주체성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과 협력하며 배우는
태도(주체성･다양성･협동성), ②지식･기술을 활용하여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탐구하며, 성과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의 능력, ③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며, 대학에서 이를 더욱 발전･향상시켜 종합함으로써 학력을 단련하도록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입학 선발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표 Ⅲ-10❙ 일본의 IB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교육내용 변화
고등학교 교육

 지식 전달

대학입시

 지식 보유량 측정

대학교육

 입학 선발 기능에 치증, 부가
가치 부족

 학력의 3요소 육성
변화
방향
→

 지식의 보유량 뿐만 아니라 학력의 3요소를
다면적으로 평가
 고등학교 교육에서 쌓아온 능력 연계 발전,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개발

출처: 일본 문부과학성(2017). 教育の国際化及び教育改革, 「교육의 국제화와 교육개혁」 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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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일본의 소프트웨어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교육정책을 수립함
에 있어 일본의 교육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각료 회의 등을 통해 소프트
웨어 정책이 수립되었다는 점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조규복, 2015).

❙표 Ⅲ-11❙ 일본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주요 정책
정책명

주요 내용

일본중흥전략

 산업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높은 수준의 IT 인재의 육성･확보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의무 교육 단계에서 프로그래밍 교육에 대한 교육을 추진 요구

(2013. 6)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선언
(2014. 6)
교육재생 실행회의
(2015. 5)

 초등･중등 교육 단계에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교육을 보강 및 IT 관심 증대
 IT를 활용하여 다양한 과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힘을 육성 강조
 전 국가 차원에서 정보활용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정보 보안, 인터넷 의존,
정보 윤리 등에 관한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 보강

출처: 조규복(2015). 일본의 프로그래밍 교육과 정보교과의 현황과 과제 자료에서 주요 내용 정리함.

일본의 프로그래밍 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데,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은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을 필수화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프로그래밍 교육은 교과를 비롯 통합활동 시간에도 학교별로 프로
그래밍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학교는 기술･가정 교과 내에 있는 계측･제어 교과에서 프로
그래밍 교육을 3년 기준 175시간을 필수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고등학교에서는 2022년부터
정보과목이 고등학교에서 필수 과목이 되는데, 필수과목인 정보Ⅰ에서는 알고리즘을 비롯해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정보보안 등을 학습하고, 선택과목인 정보Ⅱ(정보과학)로 제공을 확
대하고자 한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서 여러 다른 교과를 융합하고 학구열을 높이고
동시에 사고력, 비판력, 표현력 등을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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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일본의 학교급별 프로그래밍 교육 주요 내용
학교급

초등학교
5-6학교

주요 내용

운영 시기

 프로그래밍적 사고(산수, 이과 등에서 논리적 사고력) 신장 목표
 PC, 타블렛 활용 경험, 논리적 사고 획득 경험 강조
 컴퓨터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처리에 대해 흥미를 가진다. (인식 차원에 주목)
- 여러 가지 장난감(도구)이 자동적으로 제어되는 것과 제어되지 않는 것을 구분한다. 2020년~
- 가전제품과 주변의 도구 안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말할 수 있다.
- 어떤 작업을 합칠 경우 목적으로 하는 작업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안다.





중학교

정보 교과는 없으며, 기술･가정 교과 내 계측･제어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운영
중학교 3년 교육과정 내 175시간 (기술, 가정 각각 20시간 정도)
알고리즘을 포함하여 컴퓨터 특성에 대한 이해력 강조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안다. (인식-지식 이해-행동)
- 기본적인 작업을 결합하여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다.
2021년~
-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분단해 나가면 좋을지 안다.
- 변수라는 개념을 안다.
- 흐름도를 통해서 어떤 사물의 흐름을 도식화할 수 있다.
- 간단한 명령(직진, 우회전, 좌회전 등)을 결합하여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래밍을 만든다.
- 반복 명령을 이용하여 조건이 될 때까지 계속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고등학교

 교과 분류
- 정보Ⅰ (필수과목) :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포함
- 정보Ⅱ (선택과목) : 정보Ⅰ 심화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알고 프로그래밍을 체험한다. (인식-지식 이해
- 행동)
2022년~
- 컴퓨터 내부에서 간단한 계산을 할 때의 동작의 흐름을 안다.
- 기본적인 정렬 방법을 알 수 있다.
- 복잡한 과제에 대해 분기와 순서를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흐름도를 교체한다.
- 분기, 반복 등을 이용하여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출처: 조규복(2015) 일본의 프로그래밍 교육과 정보교과의 현황과 과제. p. 12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 심층 사례 출장 보고서
(2017. 9. 6-9)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구성하였음.

다) 교육방법
문부과학성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정보 활용 능력을 갖춘 창의･인재의 육성을 급선무로
보고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6~2020)」를 발표하였다. 이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및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 사이언스 등 인재육성 확보에 필요한 종합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 운영하는 것을 토대로 한다. 이를 근거로 교육정보화 가속화 플랜에 따라서
수업･학습면, 교무면, 학교･지역이 연계한 학교 활동의 모든 측면에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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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와 대응방침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교육정보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고 시책을 수립하여 교육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2014년 9월 로봇혁명실현회의를 출범하고, 2015년 1월에는 로봇 신전략 5개
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산업용 로봇의 연간 출하액과 국내 가동 로봇 수 모두 세계에
서 가장 높으며, 로봇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의 로봇 혁신거점화, 세계 제1의 로봇 활용
사회, 로봇과 인접기술(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의 선제적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대표 통신 사업자인 소프트뱅크(Softbank)29)에서는 2016년을 로봇 원
년(로봇+AL, 로봇+IoT 시대) 시대로 진입하는 것으로 선포하고, 교육 분야에서의 로봇 정
책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2015년 6월부터 휴머노이
드 로봇 페퍼를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프로그래밍 교육 의무화에 맞춰 2017년 4월부
터는 전국 17개 지자체 산하 282개 공립 초 중학교에 무상으로 로봇을 대여하고 있다.

❙그림 Ⅲ-10❙ 소프트뱅크 스쿨 챌린지 사업-휴머노이드로봇 페퍼 활용 교육
출처: 신문기사(https://robotstart.info/2017/01/25/pepschchg.html(검색일: 2017. 8. 27)

29) 구체적인 사례는 ‘<표 IV-2> 일본의 프로그래밍 교육 관련 내용’에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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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평가
일본의 교육평가는 교육과정과 변화와 흐름을 같이한다. 일본은 수능시험에 서술 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한편, 한국의 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일본의 대입센터시험을 2017년 현
재 고교 1학년이 시험을 보는 2019학년도(2020년 1월)에 폐지하기로 하였다. 1989년 도입
한 대입센터시험을 대신하여 2020학년도(2021년 1월)부터는 ‘대합입학공통테스트’(가칭)가
시작된다. 단순히 명칭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출제 내용과 답안 작성 방식도 객관식 선택
형 문제와 함께 서술(논술)형 문제가 추가되는 점이 특징이다. 심층적인 논술형 문제는 아니
지만 깊이 생각해야 풀 수 있는 논제가 제시되고 있다.

❙표 Ⅲ-13❙ 일본의 IB 교육과정 논술형 문제 예시
교과
수학

자연과학

예시
 수학은 발명된 것인지, 아니면 발견된 것인가?
 수학적 가치에 왜 우아함과 아름다움이 관계하는 것인가?
 귀납법의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과학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가?
 과학적 지식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인가?

 휴먼 사이언스 방법은 어디까지나 ‘과학적’인지?
휴먼 사이언스  휴먼 사이언스의 법칙에는 예외가 있는가?
 실제의 법칙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역사

 역사에 특정 문화 ･ 국민적인 견해가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역사의 사실은 무엇인가?

예술

 작가와 작품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작품의 미적 가치는 순전히 주관의 문제인가?

출처: 일본 문부과학성(2013). 국제 바칼로레아 일본 고문위원회 보고서 참고자료에서 일부 발췌함
http://www.mext.go.jp/a_menu/kokusai/ib/__icsFiles/afieldfile/2014/04/15/1326221_06_1_1.pdf
(검색일: 2017. 8. 27)

이러한 논술형 문제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표준화 시험이면서도 학생들의 독창적인 사
고와 비판적인 능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자신의 지식을 성찰하고 고민하는 사고력, 자신의 언어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의력, 국제 경쟁력을 갖춰서 원활하게 소통하는 글로벌 역량을 길러주고자 하는 목표를 지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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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진로･직업교육
일본의 진로교육 정책 방향은 학습자가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실업 및 무업자의 증가, 자녀수 감소(少子化)에
따른 미래 세대 역량 증진, 교육과정 편성을 통한 기초적인 자질과 능력 향상을 진로교육에서
추진하고 있다. 10차 직업능력 기본계획(2016-2020)에는 직업 교육의 방향을 ①생산성 향상
을 위한 인재육성 강화, ②여성･청소년･중장년층･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 추진, ③산업계의
요구와 지역의 독창성을 살린 인재 육성 추진, ④인재의 최적 배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의 전략적 접근(직업능력평가 제도 구축), ⑤기술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대회 및 홍보
개발, ⑥직업능력개발 분야의 국제협력 추진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한편, 2015년 수립된 일본재흥전략에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학습자(재직자)의 계속 학습
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JAPAN is BACK’ 이라는 모토 아래
새로운 산업과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강조하면서 산업 정체, 여성,
고령화, 인구 감소, 에너지 등의 직면한 문제에 대해 이를 새로운 사업과 시장의 성장 기회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직면한 최대 과제를
경제 재생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전문대학에서는 ‘직업실천 전문과
정’의 제도화, 산학연계를 통한 실천적 직업교육 실시, ‘성장분야 등의 중핵적 전문 인재 육성
전략적 추진’ 사업 실시, 대학과 대학원의 ‘직업실천력 육성 프로그램’ 인정제도 등이 마련되었
다. 또한 일본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다문화 교육, 지역 공동체 조성 등 지역밀착형 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문제를 평생교육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바) 교원교육
일본의 교육개혁에서 교원 양성･선발･재교육 등 교원정책은 주요 의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고전, 2013). 교원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은 2012년 8월 발표된 중앙교육심
의회의‘교직생활 전체를 통한 교원의 자질 능력의 종합적인 향상 방안에 대해’이다. 이 답신은
‘반성적 실천가,’ ‘연구자’로서 교사상을 강조하고(고전, 2016: 115), 아울러 교직생활 전체
를 통해 교원의 실천적 지도력을 높이고 급속한 사회 발달 속에서 교원의 지식과 기능을 쇄신하
기 위해 교원이 탐구력을 가진, 계속 배우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강조하고 있다(고전,
2013: 337). 이는 일본의 교원정책에서 교사 연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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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본은 지난 2008년 교직대학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학부 수준의 교사양성과 대학원
수준의 교사양성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석사 수준의 교사 양성을 추진하는 교직대학원이 아직
널리 확산된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의 대학 수준에서 교원을 양성한다는 원칙을 넘어 전문적
지식과 기능, 폭넓은 시야를 가진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미래지향적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교원양성은 개방제 교원 양성으로 국립, 공립, 사립대학 등 대학의 설립
유형에 제한 없이 교원면허장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 유연
한 특징을 가진다.

2)
문부과학성은 혁신지능종합연구센터를 설립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완 통합 프로젝트인 「AIP(Advanced Integrated Platform)」
를 추진하기 위해 향후 2025년까지 10년간 1,000억엔 이상 투입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차세대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총무성-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정보통신연구기구, 이화학연구소,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이 연구개발 거점
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Ⅲ-14❙ 일본의 수리･정보 교육 강화를 통한 하이레벨 인재육성
구분

내용

 수리･정보 학습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학교 교육연구 조직 정비
수리･정보교육연구센터  오사카대학교(2015. 10), 수리･정보교육의 표준커리큘럼을 정리하기 위해서
<수리데이터과학교육연구센터> 설립
 수리･정보과계 학부･대학원을 신설하고 교육 정원을 확대하여 전문교육을 중점 지원
 대학의 정보교육 핵심 커리큘럼의 책정
학부･대학원
 고등전문학교의 핵심커리큘럼의 도입･촉진
 시가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부, 나오야대학교 정보학부 (2017년 신설)
 AIP(Advanced Integrated Intelligence Platform)
인공지능/빅데이터/IoT/사이버보안 통합 프로젝트 시행을 통한 톱 레벨 인재 육성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의
이화학연구소,
전략적 창조연구추진사업 시행
혁신지능통합연구센터
 박사과정(박사후 과정) 등 젊은 인재에 대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신설(2016. 4)
데이터사이언스 등 고도의 기술세트를 획득하는 기회 제공
 산업계 등과 연계하여 문제해결형 학습을 활용하는 단기 연수 등에 의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능력 습득 및 경력 개발 지원
출처: 일본 경제산업정책국(2016).「新産業構造ビジョン」第４次産業革命をリードする日本の戦略, “제 4차 산업혁명에의
대응 방향성: 영역횡단형의 검토과제- 인재･교육”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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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본은 고등교육의 측면에서는 지능정보기술 중에서
도 차세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와 융합 가능성을 찾고 있으며, 해외의 연구
기관 및 대학에서의 인재를 참여시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학습자 개인의 특기,
상황별 맞춤 학습을 강조하고, 오픈 교육 콘텐츠와 인터넷 수업의 활성화를 통해 언제나
누구나 필요한 능력과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국 학교에 클라우드 활용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리･정보 교육을 강화시켜 하이레벨(High-Level) 인재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
일본은 2016년 다보스포럼 이후 정부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적극 수용하
여 국가 전략에 반영하고 있다(최해옥･최병삼･김석관, 2017). 이에 따라 2016년부터 4차 산업
혁명의 개념을 이해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재
흥전략 2016>,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신산업구조비전: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일본
의 전략>, <로봇신전략> 등을 들 수 있다. 2016년 하반기부터 4차 산업혁명과 내용적으로 유사
한 개념으로 ‘Society 5.0’를 선포한 일본의 지능정보사회 대응 교육정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일본 교육정책의 특징은 문부과학성-총무성-경제산업성을
비롯한 여러 정부처간 연계를 통한 교육혁신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학교의 클라우드 활용 보급, 신규 교육과정 시행, 교육 컨소시엄 구축 등이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수리･정보 교육 강화를 통한 하이레벨 인재육성
을 위한 거점 연구센터 및 대학의 지정 운영 등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일본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육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글로벌 소양이
특히 강조되고 있으며 그 밖에 도전정신, 자기연찬의식, 다양성･이문화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창조력, 문제발견･해결, 매니지먼트, 휴먼터치･커뮤니케이션의 기본능력 등을 언급하고 있다.
셋째,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학습개발의 측면에서는 IB 교육과정, 소프트웨어 교육의 적
극 도입, 프로그래밍 교육의 활성화, 휴머노이드 로봇의 교육적 활용 등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특히 소프트뱅크와 같은 민간 기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교육적 활용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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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 프로젝트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아직 국내에서는 시작되지 않았
기에 일본의 주요 특징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전문･고등분야에서도 새로운 인재육성 요구에 대응한 교육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도
모하고 있다. IT, 데이터사이언스, 디자인, 로봇 산업 등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담당할
톱클래스 인재 배출을 지향하며, 로봇 신전략 추진체계 정비, 핵심기술 개발, 제도적 인프라
정비,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전문 인력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5
❙표 Ⅲ-15❙ 싱가포르의 지능정보사회 대응 주요 정책 개요
구분

주요 정책 내용

국가

- Singapore i4.0 프로젝트, Infocomm Media 2025(정보통신･미디어 통합개발계획 제안서), ICT 마스터

정책

플랜 Ⅳ(2015-2020)

초
･

- 교육방향･목적: 스마트 국가(Smart Nation) 선포를 통해 지능정보 신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학습자’ 양성을 목표로 함
- 교육내용: 학생중심, 가치 중심 교육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질적 학습을 강조

중
등
교

- 교육방법 및 평가: 개인별 커리큘럼과 교수법 개발, 코딩 교육 확산, 컴퓨터 및 프로그래밍 교육 강조,
스마트･몰입형 교육, 프로젝트 작업을 통한 평가, 포트폴리오를 통한 포괄적 평가, 21세기 핵심역량의
측정 기준 제시

육

- 교원교육: 싱가포르 교사 아카데미(AST), 교사 학습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현장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와
혁신 유도

고등
교육

- 고등교육: 세계 유수 대학과의 글로벌 파트너십 및 외국 유학생, 전문직 이민 유치(교육제도, 교육기관,
교육 및 학위 프로그램 등), 법인화를 통한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다양한 문화권의
교육 제도 적극 수용

.
싱가포르는 2015년을 시작으로 글로벌 교역 허브에서 글로벌 제조 허브로의 진화를 위한
범국가적인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인 「Singapore i4.0 프로젝트」(2015)를 발표하고,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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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봇, IoT,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제조 기술을 항공, 우주 등의
산업에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7).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회 전반의 기술
력 발전, 산업과 기업의 변화, i4.0에 적합한 노동력 확보와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는 2015년에 향후 10년간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Infocomm Media 2025(정보통신･미디어 통합개발계획 제안서)」(2015. 8)를 발
표하였다. 이는 기존에 싱가포르에서 추진되어 온 Intelligent Nation 2015(iN2015)와 함께
싱가포르 미디어 융합 전략(Singapore Media Fusion Plan)에 대한 검토와 추가적인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에서 주도한 Infocomm Media 2025(이하 Infocomm 2025)에서는 스마트
국가(Smart Nation) 비전 추진을 위해 6가지 신기술-빅데이터 및 분석(Big data & Analytics),
사물인터넷(IoT), 미래 통신(Future communications),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인지컴
퓨팅 및 첨단 로봇 공학(Cognitive computing/ Advanced robics), 몰입형 미디어(Immersive
Media)-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 미디어 인프라 변화와 비즈니스 트렌드를 토대로 추진 체계
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데이터, 첨단 통신 및 컴퓨터 기술
부문 투자 강화, 지속적 실험 장려를 통한 정보통신미디어 생태계 조성, 정보통신 미디어를
통한 국민 연결성 제고 등 3대 전략 추진 체계를 제시하였다.

❙표 Ⅲ-16❙ 싱가포르 Infocomm 2025의 교육 관련 추진 전략 및 내용
추진 전략

주요 내용

데이터, 첨단 통신 및 컴퓨터  데이터를 통해 학생들의 강점, 약점, 학습 패턴 등에 대해 분석해 학생 개개인의
기술 활용
역량과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 및 커리큘럼 제공
 단계별 맞춤형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재 및 전문가 양성
지속적 실험 장려를 통한
 코딩 교육 프로그램인 Code@SG 확대 실시
정보통신미디어 생태계 조성
 정보통신 관련 대학의 동아리 지원
정보통신 미디어를 통한
사람간 연결성 제고

 스마트 교육(Smart education)을 통해서 의학, 공학 등 실습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가상현실을 통한 실습 기회 제공

출처: Infocomm Media 2025(2015. 8). Infocomm Media 2025 Full Report에서 교육 관련 내용을 선별하였음.

Infocomm 2025의 세부 내용 중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내용으로 교사들이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역량에 부합하는 개인별 커리큘럼과 교수법을 개발하
고, 국민들의 평생 학습과 연수를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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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중등 단계 코딩 교육 계획인 ‘CODE@SG’에 의하면, 코딩 교육을 통해 어렸을
적부터 전산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코딩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켜 향후 정보 기술
분야 또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ODE@SG
정책은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데, 정보통신개발청(IDA: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과 교육청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재미있는 코딩(Code for
Fun)’, 전국 정보통신 경진대회인 ‘코딩의 고수(Ace of Coders)’, 체험형 버스 프로그램인
‘버스 안 PC방(Lab on the Wheels)’ 등이 대표적이다. 2015년 4월 기준으로 CODE@SG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2만 3,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Ⅲ-17❙ 싱가포르 CODE@SG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명칭

세부 내용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딩에 대해 소개하며, 이름처럼 코딩에 대한 재미를

재미있는 코딩
(Code for Fun)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싱가포르 내 공립학교 담당자가 IDA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IDA에서 파트너
십을 맺은 코딩 교육기관을 학교에 파견하여 코딩 수업을 진행한다. 이때 IDA가 프로그램
교육 비용의 70%와 교육에 필요한 장비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학생은 코딩 게임 사이트인 코드컴배트 사이트(CodeCombat.com)에 접속하여 레벨1을 깬
후, 온라인(www.classmentors.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은 흔히 온라인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튜토리얼(Tutorial)을 통해 게임
방법을 익히듯이, 코딩 게임 진행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기 때문에 한 번도 코딩을 해보지

코딩의 고수
(Ace of Coders)

않은 학생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게임 공략 레벨에 따라 부여되는 배지(badge) 등급을 바탕으로 팀별･학교별 랭킹도 볼 수
있다. 또 랭킹 상위 10개 팀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경진 대회에
초대된다.
 그밖에 모바일 앱 개발 대회인 ‘아이코드(i.code)’, 온라인 게임 개발 대회인 ‘싱가포르 게임
개발 대회(Singapore Games Creation Competition, SGCC)’와 같은 다양한 경진 대회를 주
최하며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버스 안 PC방
(Lab on the
Wh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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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기술이 장착된 이 40인승 버스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신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4년 11월 8일 운행을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버스 안에서 코딩으로 게임 만들기, 로봇 프로그래밍하기, 3D 기술 체험하기, 전자
기기 조립하여 만들기, 드론 체험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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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세부 내용
 델(Dell), IBM,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오라클(Oracle), 레고(Lego) 등 약 20여 개 기업들
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버스 안 PC방은, 2016년까지 80여 개의 초등학교를 돌며 약 1만
6,000명의 학생들에게 시승 기회를 주었다.

출처: 싱가포르 IDA CODE@SG 소개 블로그 “코딩 교육으로 스마트네이션을 꿈꾸다”의 일부 내용을 표로 정리함.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80305&cid=58784&categoryId=58788(검색일: 2017. 8. 27)

또한 의학, 공학 등 실습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스마트 교육(Smart
education)을 학교 환경의 보조적인 교육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유치원에는 촉각과 운동신
경 등 감각적 경험을 자극하는 테크놀로지가 융합된 장남감을 보급하는 플레이메이커
(playmaker)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가장 친숙한 장난감의 형태로 테크놀로지
관련 초기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
1)
가) 교육방향･목적
싱가포르 교육부에서는 21세기 학습자 역량을 제시하고, 이 프레임을 근거로 과목별 수업
계획, 교수 매체, 교육과정, 교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MOE, 2014). 싱가포르의
21세기 인재상은 자기주도적 학습자(self-directed learner), 자신감 있는 사람(confident
person), 의식 있는 시민(concerned citizen), 적극적 기여자(active contributor)의 4가지를
포함한다. 프레임워크를 살펴보면,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문해력, 글로벌 의식, 다문화적
역량, 의사소통, 협동, 정보기술, 그리고 비판적, 독창적 사고력을 포함한 21세기 핵심역량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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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싱가포르 21세기 핵심역량을 통한 교육 프레임워크
출처: https://www.moe.gov.sg/education/education-system/21st-century-competencies(검색일: 2017. 6. 30)

싱가포르 외교장관 겸 스마트 국가 담당 비비안 블라크리슈난(Vivian Blakrishnan)
장관은 제6차 싱가포르 국제과학챌린지(Singapore International Science Challenge,
2017.6.27.-7.1.) 개막식에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세대들은
차후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기술 변화에 따른 교육
변화 방향에 대한 비전을 ABC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그 세 가지는 인간중심 기술에 대한 미적
감각(A), 기술 구축의 능력(B),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C)이다.
❙표 Ⅲ-18❙ 싱가포르의 미래 교육 비전에 따른 ABC 역량
비전
A (sense of aesthetic)

주요 내용
인간중심,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기술에 대한 미적 감각

B (ability to build)

인류가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에 대한 수요 또는 기술 적용 확장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구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만들어내는 능력

C (mastery of
communication)

사용자와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ㆍ전문가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
하기 위해 협력을 할 수 있는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출처: 신문기사 인터뷰 내용을 정리함(검색일: 2017. 8. 27)
http://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education-system-needs-complete-rejigging-balakrishnan-8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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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싱가포르에서 구상하는 지능정보사회 인재상을 가늠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은 인공지능(AI) 및 재료 공학 등의 기술과 스마트 시스템에 의해 주도되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기관들은 학생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은 직업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 교육내용
싱가포르 교육부는 21세기 핵심역량을 위한 교육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하여 1997년에 싱가
포르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된 ‘사고하는 학교, 학습하는 국가(Thinking School, Learning
Nation)’와 2004년 교육 비전인 ‘덜 가르치고, 더 학습하자(Teach less, Learn More)’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의 교사학습공동체(PLC)
에서는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에서 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 직면한 세계와 관련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사학습공동체
에서는 ‘덜 가르치자’라는 비전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담고 있는 학습 양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의 질 제고를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무엇보다 싱가포르 교육과정의 큰 특징은 교육과정 재편에서 PISA 2015의 평가틀에 맞추었
다는 점으로, 이는 싱가포르가 PISA 2015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토대가 될 수 있었다(교육
부, 2016b).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학습 경험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또 다른 강점은 학습자의 학습
속도를 고려한 유연한 학제와 교육과정 운영에 있다. 싱가포르의 중등학교에서는 이수 속성과
정과 보통과정, 그리고 전문과정에 배정되어 자신의 학습 속도와 진로에 적합한 교육과정 학습
이 가능하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싱가포르에서는 정보･컴퓨터 관련 정책이 ｢ICT Master Plan in Education｣30)이라는 타이틀
30) ‘ICT 마스터 플랜 Ⅰ(1997-2002년)’의 목표는 학교에 ICT 활용을 위한 하드웨어 및 기초적 기반 시설을 구축하
여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 기간 동안 컴퓨터와 그 외 필요한 공학적 기자재가 집중적으로
학교에 보급되었으며 교사들에게도 컴퓨터 사용을 위한 기본적 소양교육이 실시되었다. 2003년부터 실시된 ‘ICT
마스터 플랜 Ⅱ(2003-2008년)’는 ICT 기술의 접근성 문제보다는 교수방법적 문제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engaged learning’ 이라는 주제하에 교사들이 ICT를 교과과정에 심화하여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하였으며, 교사 위주나 시험준비 위주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주도권을 주고 학생과 교사간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고차원적 사고를 배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2009년에 발표된 ICT 마스터 플랜
Ⅲ(2009-2014년)는 ICT가 교육과정, 교육평가 및 전반적 교수 환경에서 보다 더 수준 높게 활용되어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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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997년부터 5년 주기로 발표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ICT 마스터 플랜 Ⅳ(2015~2020년)
가 발표되었는데, 학생중심, 가치중심 교육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질적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마스터 플랜 Ⅳ의 비전은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학습자(Future-ready and
Responsible Digital Learners)’를 양성하는 것으로 ICT 과목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21세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전 과목에 걸쳐 ICT가 활용된다.

❙표 Ⅲ-19❙ 싱가포르의 ICT 마스터플랜 Ⅳ(2015~2020)
접근 방법
교육과정, 평가, 교수법에 보다 깊은
수준의 ICT 통합

세부 내용
 학생들에게 양질의 온라인 학습 자료 제공
 평가에 ICT 적용
 디지털 학습 강화-사이버 웰니스와 뉴미디어 리터러시 강조
 학교팀의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연수

 좋은 ICT 실제의 개발
 학습 공학을 위한 네트워크 학습 커뮤니티 강화(iNLCs)
 교육공학 관련 이슈와 적용 스캔

적용가능한 연구, 혁신, 확장

 학교간의 혁신을 도모하고 연구 결과를 교실에 실제로 적용
 성공적인 실제를 학교들이 도입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확산

연결된 ICT 학습 에코시스템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인프라 구조 제공
 이해 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위한 사회･문화적 에코시스템 구축

출처: ICT connection에서 ICT 마스터 플랜 Ⅳ의 내용을 정리함
https://ictconnection.moe.edu.sg/masterplan-4/overview

싱가포르는 2017년부터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을 0레벨 과목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
였다. 이에 따라, 중등학교 3학년 때부터 프로그래밍 과목을 도입하여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
를 학습하게 된다.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학생들은 사람의 소화 기관을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
거나 학교 연못의 수질을 검사하는 수중 센서 로봇을 개발하는 등의 실생활과 연계된 프로젝트
를 수행하게 된다. 2017년 현재 107개의 학교에서 로보틱스와 프로그래밍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Nullspace(https://nullspacegroup.com/nullspace-robotics)와 같은 사설 기관을 통
해서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과 협동학습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 사이버웰니스(cyber
wellness)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테크놀로지 활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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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방법
싱가포르 미래학교 프로젝트(FutureSchool@Singapore)는 정보통신개발청과 교육청이 공동
주관하여 2006년 iN2015(intelligent Nation 2015) 중 교육과 학습 분야에서 발표되었다. 이는
앞서 제시한 ICT 마스터플랜 Ⅱ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학교 중 5%를 미래학
교로 선정하여 혁신적 교육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이를 15~20% 가량되는 ICT 선도학교에서
교육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최소 한 학년, 한 과목에서 ICT를 활용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교에 혁신적 교육 아이디어의 파급을 목표로 한다. 이 계층적 모델은 각 단계에서 설계
및 실행된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고르게 확산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으로 교사 커뮤니티와 같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ICT 활용의 모범 사례나 온라인 플랫폼, 교육
관련 학회, 지역 모임을 공유하는 문화가 전반적으로 교사들에게 권장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미래학교별로 연구 및 개발 주제가 제시되고, 미래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교수적 모델의 개발,
혁신적인 학습 공간 설계,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교수도구 개발, 교육공학적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 개발, 아이디어의 확장성 및 지속가능성 등의 항목에서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는 싱가포르 학생을 위한 교육용 온라인플랫폼 학생 학습 공간(SLP:
Student Learning Space)이 초등학교, 중학교, 주니어컬리지, MI(Millennia Institute)를 대상
으로 순차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이 온라인 플랫폼의 목적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양질의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교육에 IT를 접목시키고자 하는 교육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11년 이후 싱가포르 교육부는 미래학교 프로젝트보다는 교사를 중심으로 한 학습 커뮤니티
를 구성하여 혁신적인 교수방법을 확산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학습 커뮤니티는 교사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 영역에 따라 운영되는 방과후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며 다양한 주제로 구분
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교사들은 ICT가 결합된 수업 자료를 함께 설계하고
공유하면서 교수방법론에 대한 지식과 실제를 강화하고 있다(소효정, 2017a; 소효정, 2017b).
또한 2016년 4월 정보통신기술청이 싱가포르의 유치원 2곳에서 소셜 로봇인 “페퍼”와 “나
오”31)를 시범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유치원에서 시범 활용되는 로봇은 놀이기구가 아니라 교사
의 보조자(assistant)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의 사회성 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1) “나오(NAO)”는 프랑스의 알데바란 로보틱스(Aldebaran Robotics)에서 설계･제작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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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평가
싱가포르는 학생 평가의 방향을 학습에 대한 평가로부터 학습을 위한 평가로 바꾸는 데 관심
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시도하고 있는 21세기 핵심역량 평가 방법의 특징은 프로젝트 작업
을 통한 평가, 포트폴리오를 통한 포괄적 평가, 21세기 핵심역량의 측정 기준 제시로 소개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첫째, 프로젝트 작업을 통한 평가는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분야에서 획득한 지식을 결합해
보고 그 결합된 지식을 현실 세계의 실제 상황에 비판적, 창의적으로 적용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포트폴리오를 통한 포괄적 평가를 통해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반영된 학생별 프로파일을 산출하고, 학부모가 자녀의 역량 개발에 있어서 진척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의 포트폴리오 평가에는 학습 성찰 일지, 기존의
지면 시험, 교사, 친구, 학부모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내용, 자기평가서,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제시한 21세기 핵심역량의 측정 기준을 기반으로
교사들이 21세기 핵심역량 교육과 평가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측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마) 진로･직업교육
싱가포르의 진로･직업 교육의 특징은 초･중등 교육보다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특징적으로 나
타난다. 대표적으로 스킬스퓨쳐(Skills Future)는 싱가포르인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으로, 교육지원금 제공 등 싱가포르 근로자의 평생교육을 지원한다. 스킬스퓨처
어워드(Skills Future Award)는 전문학위(Specialist Diploma)부터 박사학위까지 다양한 교육
과정을 지원하며, 스킬스퓨처 크레딧(Skills Future Credit)은 기술 습득을 지원한다.
스킬스퓨처의 실행을 위해 싱가포르는 고용 촉진 및 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2개의 새로운
법정기관(Statutory board)을 2016년 말에 설립하였다. SkillsFuture Sinagpore(SSG)와
Workforce Singapore(WSG)로 명명된 두 기관은 각각 싱가포르 교육부와 노동부의 산하 기관
이다. SSG는 평생교육을 비롯해 고용과 관련된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WSG는 싱가포르 내
여러 산업의 핵심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프로그램은 학생부터
사회 초년생, 중간 경력의 직장인까지 다양한 인력층에게 제공되며, Skills Future 참여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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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중소기업에게는 금전적 혜택도 주어진다. 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
을 중요시한다.
❙표 Ⅲ-20❙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 목표 및 주요 내용
구분
목표

내용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 기능 개발
 개인이 교육, 훈련, 직업에 대해 잘 알고 결정 내리도록 지원

주요 내용

 끊임없이 진화하는 산업계 요구에 대응하는 통합된 고품질 교육･훈련 시스템 개발
 기능과 숙달 정도에 따라 고용주의 인정과 경력 개발을 촉진 시행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문화 활성화

출처: 싱가포르 스킬스퓨처 홈페이지의 내용을 정리함(http://www.skillsFuture.sg(검색일: 2017. 9. 1)

스킬스퓨처 크레딧(Skills Future Credit)에 따르면, 25세 이상 싱가포르 국민은 승인된 국
내･외의 온･오프라인 교육 강좌를 직접 듣거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교육부와 노동
부가 합동으로 출연한 직접보조금만 약 4억 싱가포르 달러(3,241억 원)이며 싱가포르국립대학
(NUS), 난양기술대학(NTU), 테마섹(Temasek) 폴리테크닉 등을 비롯한 명문 교육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12만 명 이상이 교육받고 있는데,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제빵, 와인 교육 등 다양한 방면의 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있다.
스킬스퓨처의 대상자는 재직자, 실업자 구분 없이 모든 25세 이상의 개인이며, 기간 제한이
없는 적립금으로 500SGD(싱가포르 달러, 약 40~43만 원)를 받게 된다. 이러한 지원에 따라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온라인 과정을 수강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2015년에서 2020년까지 매년 10억SGD(약 8,090억)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성
장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능을 배우러 온 사람은 학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100명에게
SkillsFuture Fellowship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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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 크레딧
구분
자격조건
실업자/재직자 구분
지원 한도
유효 기간/발급 횟수
실 부담률

내용
25세 이상 싱가포르인
실업자, 재직자 구분 없이 모두 포함
1인당 500 SGD 지원 (특정 경우에 대해 정부가 추가 지원)
없음(평생 사용 가능)
직급(PMET, Rank & File, Low Wage Worker 등) 및 나이 당급에 따라 차별화된
훈련비를 지원하며, 개인은 지원금 외에 나머지에 대해 부담

출처: 싱가포르 스킬스퓨처 홈페이지의 내용을 정리함(http://www.skillsFuture.sg(검색일: 2017. 9. 1)

바) 교원교육
싱가포르의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교원교육의 변화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10
여 년 전부터 안정적인 교원 양성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 국립사범대학교(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에서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전담하고 있으며, 교원 양성은 핵심역량
기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소효정, 2017a). 2009년 싱가포르에서는 핵심역량에 근거한 교
육정책을 추진하고자 「TE21(A Teacher Education Model for the 21st Century)」을 발표하
였다. 「TE21」에서 나타난 교사의 핵심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습자의 핵심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싱가포르는 교사의 핵심
역량을 크게 가치(value), 기술(skills), 지식(knowledge)의 세 가지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특히, 가치 부분에서 또 다시 세 가지로 구체화하여 V3SK 모델을 제시하였다. V3SK 모델에서
언급된 세 가지의 가치(Value)는 학습자 중심의 가치(learner-centered values), 교사 정체성
(teacher identity). 전문성과 공동체의 봉사(service to the profession and community)이다.
즉, 교사의 역량은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교사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성장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경력 교사가 교사 공동체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기술
(skills)에서도 인지적인 요소로만 구성되지 않고 정의적인 요소를 담고 있으며, 지식
(knowledge)에서도 교육학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다문화 문해력(multicultural literacy), 글로
벌 인식(global awareness), 환경적 인식(environment awareness) 등 사회적 요소가 포함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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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싱가포르의 ICT 마스터 플랜 Ⅲ(2009~2014년)에서는 학생과 교사를 모두 학습자로
보고 교실 안과 밖에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개인적으로 또는 협력
해 배울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비전으로 제시되었다. 기존 종합계획과의 차이점
은 새로운 디지털교육 혁신을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수업방법과 교육과정을 확산시
키고 보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국립교육원이 2010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에듀랩(eduLab)은 교사 주도로
개발된 디지털교육 혁신이 다양한 교육 환경에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에듀랩
에서는 디지털교육 혁신의 폭넓은 확산을 위해 3~5개교가 참여해 첨단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한
교수방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효과를 서로 다른 학교 환경에서 비교하는 공동연구를 지원한
다. 다수의 초･중등 교원들이 협력해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된 연구에 대해 에듀랩 연구자
들이 효과적인 학습환경 설계와 체계적인 교육연구를 지원한다.
또한, 교육관계자(교사, 교육공학자, 교육학 전문가 등)가 ICT 기반의 교육용 솔루션 및
교육방법 등을 테스트하고 상호 공유할 수 있는 eduLab@AST를 개발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야외에서도 인문학 학습을 할 수 있는 iHTs(Interactive Heritage Trails) 및 교사들이 학습
목적에 맞춰 iHTs를 수정할 수 있는 툴인 LOTM(Learning On The Move Tool)을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단위학교 중심 디지털교육 혁신을 위해 ‘싱가포르 교사 아카데미(AST: Academy of
Singapore Teacher)’에서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학교 간 네트워
크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1년 9월6일에는 싱가포르 국립영어교사연수센터(ELIS)가 설립되
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 주도로 개발된 디지털교육 혁신모형이 큰 수정 없이 싱가포
르 전역 공립학교에서 실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교사들의 전문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각 학교의 필요에 맞는 디지털교육 혁신 방안들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2)
싱가포르의 고등교육 정책은 세계화와 법인화를 통한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그리고 종합대학 추가 설립을 통한 대학 진학 기회의 확대라는 세 가지로 집약된다(이희수,
2017).
싱가포르는 글로벌 스쿨하우스(Global Schoolhouse) 정책을 통하여 고등교육기관과 교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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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세계화를 목표로 경제기획원(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의 주도하에 싱가포르
를 아시아의 교육 허브로 만들 것을 표방하였다. 글로벌 스쿨하우스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계 명문대학을 싱가포르 캠퍼스로 유치하는 것이다. 1998년부터 추진된 월드클래스 대학
(World Class University) 프로그램32)은 ‘10년 이내에 10개의 세계적 명문 대학을 싱가포르에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이희수, 2017).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학생 대부분은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학비의 50~80%를 지원받고 있다.
대신 졸업 후 싱가포르 내 기업이나 해외에 있는 싱가포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 공부한 인재들이 졸업하자마자 미국･영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외국인이라도 소득이 낮을 경우 1년에 1,000~5,000 SGD까지 학비 보조금
을 받을 수 있고, 소득과 관계없이 졸업 전까지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싱가포르 고등교육의 실천 사례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싱가
포르 국립대학의 수업 방식은 아시아와 미국･영국 대학 교육을 조화롭게 섞어 구성하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서 영국의 튜토리얼(Tutorial)이나 칼리지제도를 포함하거나 미국에서 유
학한 외국인 교수의 비중을 높이면서 토론 수업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소효정,
2017a).
2017년 초에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다른 5개 국립대학과 함께 ‘싱가포르: 다음 50년 상상하기
(Singapore : Imagining the Next 50 years)’라는 새로운 모듈을 발표하였다. 이 모듈은 대학
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공통과정이다. 이 모듈 과정은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일반 교육과정
의 일부로 제공되고 있으며, 수업은 2017년 1월에 60명의 학생으로 시작되었다. 이 코스는
대학생들이 급속히 고령화되는 사회, 안보 위협 및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같이 싱가포르가 직면
한 사회 경제적 문제의 범위를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정 중에 학생들은 이러
한 문제에 접근할 새로운 시각과 전략을 개발하고, 미래를 공동으로 창조한다. 6개 대학33)이
32) 존스홉킨스대(JohnsHopkins University), 메사추세츠공대(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조
지아공대(GIT,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펜실베니아대 (University of Pennsylvania), 시카고대
(University of Chicago), 스탠퍼드대(Stanford University), 예일대(Yale University) 등이 싱가포르에 직접
캠퍼스를 설치하거나 국내 대학들과 연계학위, 공동학위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대학이 세계 명문대학들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는 등 교육기관의 세계화 추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 외국
인재라고 불리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과 기술전문직 이민을 다수 유치하고 있다.
33) 본 프로젝트 참여 6개 대학은 SMU(Singapore Management Ubiersity), NUS(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TU(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T(Singapore Institute of Technology), SUTU(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 UniSIM(Sim Universit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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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 공통 코스를 제공한 것은 처음으로, 인구, 경제, 안보 및 위협, 사회 통합, 포부와 정체성
과 같은 싱가포르가 직면한 6대 주제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수업은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 과정으로 진행되며, 소그룹 단위의 면담으로 온라인 교육을 보완하고 있다.

.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싱가포르는 스마트 국가(Smart Nation)를 목표로, 2025까지 6개
의 대표적인 지능정보기술을 축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국가 주도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
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는 개인별 커리큘럼과 교수법 개발, 코딩 교육 확산, 스마트･
몰입형 교육 등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앞서 살펴본 주요 교육정책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싱가포르의 교육정책은 일회적이고 단기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ICT 마스터플랜
Ⅳ’정책과 같이 주기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시키며 과거와 미래의 정책이 지속적이며 연계성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둘째, 교육부, 정보통신개발청, 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민간, 대학, 공공의 컨소
시엄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싱가포르의 미래학교 프로젝트, 평생 진로･직업교육 차
원에서 진행되는 스킬스퓨처 제도 등을 보면 정책의 목표에 맞게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
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역할을 분화시키고 있다. 교육 현장에 필요한 교육용 솔루션
개발 참여 과정이나 교사 연수에서도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가 활성화되
어 있다.
셋째, 고등교육 차원의 교육정책 방향에서는 아시아 교육 허브를 지향한다. 싱가포르는 역
사, 문화, 지리적인 특징을 활용하여 미국, 영국권 교육 제도의 장점을 수용하고 아시아권 학습
자의 교육열을 결합하여 그 자체로 변화에 대해서 개방적이며, 국가 또는 교육정책 자체가 허브
이자 오픈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통과정
에서는‘싱가포르: 다음 50년 상상하기’와 같이 거시적인 방향만 제공하고 세부적 목표와 내용
은 학습자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넷째,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싱가포르의 교육정책 동향을 종합하면 국가가 먼저 자각하여
적극적으로 큰 방향을 제시하면, 관-산-민-학이 활발한 협력을 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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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모는 매우 작지만 여러 다양한 문화권이 교차되는 싱가포르의 문화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부 변화에 대해 열린 자세로 수용하고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변화의 창구와
계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국가가 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4)

6

❙표 Ⅲ-22❙ 중국의 지능정보사회 대응 주요 정책 개요
구분

주요 정책 내용

국가
정책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 및 발전규획 강요(2010~2020년), 국가교육사업발전 13･5규획(2016~2020년),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초
･
중
등
교
육

고등
교육

- 교육방향･목적: 창의적 혁신형(창신형), 복합형, 응용형, 기술기능형 인재,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배울 수 있는’ 교육
- 교육내용: 과학소질, 정보소양, 혁신능력 양성을 지향, 전 국민의 인공지능 소양 양성 추진, 초･중등학교
에 인공지능 관련 교과과정을 편제, 초등학교 과학 교육 강화
- 교육방법 및 평가: 교육정보화로 촉진, 스마트 캠퍼스 시범학교 운영, ‘인터넷 플러스(互聯網+)’ 교육정
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생방송 수업 운영, 종합소질평가를 포함한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혁
- 진로･직업교육: ‘중국제조 2025’계획에 기반하여 초･중등교육에서부터 제조업 인재 육성
- 고등교육: 인재육성, 연구개발, 국제협력을 통한 세계일류대학 육성, 온라인 플러스 적용(광대역 네트워
크 캠퍼스, 강의실 네트워크화, 개인별 학습 공간 네트워크,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중국 정부는 10년 주기로 국가 교육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데, 2010년 7월 2020년까지
의 중국 교육정책의 방향을 담은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 및 발전규획강요(国家中长期教育改革
和发展规划纲要)(2010~2020)’([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2010-2020年)(이
하‘교육규획강요’로 약칭)를 공표하였다. 교육규획강요에서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한 직접
적인 대응이 제시되지는 않으나, 중국의 국가 교육정책 추진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주요 내용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4) 김동하(부산대)교수의 용역 원고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내용을 보완,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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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획강요’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기본적으로 교육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학습
형 사회를 형성하며, 인력자원 강국의 대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다극화, 경제의 글로벌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인재 경쟁의 심화와 같은 교육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국제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인구, 자원,
환경 압력이 날로 증대되며 국민소질과 혁신(創新, 창신)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중요성과 긴박
함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인재 양성과 교육에 그 기반을 두고자 한다고 밝히
며,35) 창조형, 실용형, 융복합형 인재 양성을 지향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부 목표로는 의무교
육 확대, 고교 및 대학 진학률 제고, 교육 환경 및 학교 간 학력의 격차 해소 등 기본적인
교육 개선 목표와 함께, 미래를 대비한 교육정책 방안으로 초･중학교에서 과도한 숙제 부담을
경감하여 새로운 교육이 실행되도록 하며, 일반계고와 고등직업학교 간 진학 비율을 산업 수요
에 맞게 조정하며, 연구형･사회 서비스형･실습형 학습 과정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인력
수요를 고교 교육 단계에서부터 다양화, 다원화 체계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교육규획강요’이 중국 교육 발전을 위한 10개년 장기 계획이라고 한다면, ‘국가교육
사업발전 13･5규획(2016~2020년)([国家教育事业发展“十三五”]规划)(이하 ‘교육 13･5규
획’으로 약칭)’36)은 중국정부가 195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 중
교육 분야의 마스터플랜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중국정부의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2016~2020)으로 가장 최근에 수립된 중국 교육개혁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 이후 최근 7%대 성장 시기를 맞이하여,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큰 변화를 경험함에 따라 변화된 경제･사회분야에 대응한 인재 양성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교육 13･5규획은 어느 때보다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순응하는 교육체제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내용으로는 새로운 시장의 인재 수요 고려 및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35)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중국어 중 ‘창신(創新)’이 있다. 영어로는 Innovation 으로 번역되는데, 우리 말로
옮기면 ‘혁신’이 된다. 현대중국어사전에서 ‘창신’은 새로운 사유, 새로운 발명, 새로운 서술로 특징되는 일종의
관념화 과정으로 설명되어 있다. 또한 ‘창신’은 갱신(更新), 새로운 물건의 창조, 개혁과 변화(改變)와 같은
3요소를 포함한다. 본고에서는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창신, 창조, 혁신 등으로 혼용하였다.
36) ‘교육13･5규획’에서 숫자 13･5는 13차 5개년 계획을 의미한다. 중국은 1953년부터 소련의 경제 모델을 본받아
5년마다 중기 경제 계획을 마련해 왔으며, 여기에 교육분야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포함하고 있다. 2005년 공산당
제 16기 5중전회에서 제11차부터 5개년 계획에서 ‘계획’ 대신 ‘규획’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그 동안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명의 ‘규획’을 원어
그대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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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터 등장에 따른 교육 체제 변화 도모, 타 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교육
체제 마련, ‘중국제조 2025’도입에 따른 산업계의 소요 인력 양성 고려, 미래 학력 인구 변화에
대응한 교육체제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 교육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이전의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 개성화 학습, 능력 양성 중심,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 종신 교육, 전
국민 교육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 중점을 전환하였다.
한편,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은 중국 국무원이 2017년 7월 공포한 정책으로, 중국이 인공지
능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경제, 사회, 과학, 국방, 교육 분야의 구체적인 목표와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액션플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동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2025년, 2030년까
지의 단계적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2020년까지 인공지능 관련 총체적 기술과 응용 수준을 선진
국 수준으로 제고하여, 인공지능 산업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인공지능 핵심 산업을 1500억 위안(약 27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들 핵심 산업
이 견인 발전시키는 관련 산업 규모는 1조 위안(약 18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의
단계별 달성을 위해 중국정부는 인공지능 경제･산업･인프라 구축 및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와 관련하여 중국의 주요 정책 및 교육관
련 추진 현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표 Ⅲ-23>과 같다.

❙표 Ⅲ-23❙ 중국의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 현황
공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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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주요 목적

지능정보사회 관련

공포기관

교육부 외
해외 인재 유입을 통한 과학기술 국가중점 프로젝트의
18개 중앙부처,
발전 도모
완수
위원회

2008. 12

천인계획

2010. 7. 29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 및
발전규획
강요(2010~2020)

10개년 교육 마스터플랜

미래 대비형 교육정책
제시

국무원

2012. 9

만인계획

국내 우수 및 청년 인재 지원을
통한 각 분야 학문, 기술
업그레이드

혁신 인재 지원 및
교육

교육부 외
10개 중앙부처,
위원회

2015. 5. 8

중국제조 2025

제조업 강국 부상을 위한
마스터플랜 제시

스마트 제조
가이드라인 마련

국무원

2015. 7. 4

인터넷 플러스
지도의견 공포

인터넷과 산업을 결합한
경제사회 발전

인터넷 기반 교육
시스템 구축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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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일시
2015. 10. 19

2016. 11. 18

2017. 1. 10

2017. 2. 24

명칭

주요 목적

지능정보사회 관련

공포기관

중국제조, 혁신창업
대응

교육부

대학, 대학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대학생 혁신창업 대응

교육부

13･5 규획기간 교육발전 계획

중국제조2025,
인터넷플러스 대응

국무원

고등직업교육 혁신발전 전문대, 대학, 연구기관의 혁신
행동규획(2015~2018)
관련 직업교육 가이드라인
고등교육기관 13･5
과학 및 기술발전
규획
국가교육사업발전
13･5규획
(2016~2020)
제조업 인재 발전규획
가이드

중국제조 2025 실행을 위한
교육 분야 액션 플랜

중국제조 2025 대응 교육부 외 2개

.
1)
가) 교육방향･목적
‘교육 13･5규획’에서 중국정부가 정한 목표는 5가지인데, ① 전 국민 대상 학습 기회의 진일
보 확대, ② 교육 품질의 전면 업그레이드, ③ 공평한 교육발전 성과의 전 국민 향유, ④ 교육체
계 제도의 성숙한 정형화(定型化), ⑤ 인재 공급과 대학 혁신능력의 현저한 제고 등이다. 이
중에서 지능정보 관련 교육정책과 연관 있는 목표는 다섯 번째 목표로, 중국정부는 동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형, 복합형, 응용형, 기술기능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 대학이 가진 R&D 능력, 싱크탱크 역량, 혁신 서비스 능력을
활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실천 방향으로 그동안 진행해왔던 우수 대학,
우수 학과 중점 지원정책(985공정37), 211공정38) 등)을 13･5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37) 985공정은 1998년 5월, 베이징 대학 100주년 기념식에서 발표한 세계 일류대 양성 프로젝트이다. 당시 중국
3세대 지도자였던 장쩌민 주석이 985 공정을 시작했다. 세계 수준의 1류 대학 육성을 위해 9개 대학에 국가재정
수입의 1%를 투자하는 국책사업으로, 연간 300억 위안(약 5.4조원)이 투자되었다. 2016년 현재 39곳이
985 공정을 지원받는 대학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는 211공정에 중복 선정되어 있기도 하다(자료:
중국교육망 www.edu.cn. 검색일: 2017. 9. 5).
38) 211공정은 1995년부터 실시했으며, 21세기를 향해 100개의 세계1류 중점대학 1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물적, 인적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2016년 기준으로 211공정에 선정된 중국 내 대학은 112곳이며,
이렇게 선정된 대학은 각 대학 특성에 따른 R&D 프로젝트, 연구기금 등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중국정부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368억 위안(약 6.6조원)을 투자했다(자료: 중국교육망 www.edu.cn. 검색일: 201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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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내용
‘교육 13･5규획’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혁신 및 창업 정신과 능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초･중등단계에서의 교육과정 변화를 다음과 같이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초･중등학교부터 학생들이 과학 분야 및 혁신 의식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과학적
방법 훈련, 논리적 사고(Logical thinking), 변증적 사고 능력39)을 점차 양성한다. 둘째, 초･중
등학교 과학소질 표준을 연구･제정하여 각종 사회 과학기술 자원을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교내외 과학기술 교육활동을 결합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한다. 넷째,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 소질, 정보 소양, 혁신 능력을 양성하도록 한다.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에서는 전 국민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며, 초･중등학교에서 인공지능 관련 교육과정을 편제하고, 점차 그 범위와 내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교육부는 2017년 2월 6일 발표한‘의무교육 초등과학 과정
표준’(义务教育小学科学课程标准]的通知) 통지를 통해, 2017년부터 초등학교 과학교육에 대
한 형식과 내용을 개편한 바 있다.
먼저 초등학교의 과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가을학기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과학
교과목 개시 학년도를 이전의 3학년에서 1학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刘昌, 2017).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과학은 1학년과 2학년에 매주 1개 시수 이상을 배정하도록 하며, 3~6학년 과정은
기존 배정표(3~4학년 2시수, 5~6학년 3시수)를 따른다. 교육부가 공포한‘의무교육 초등과학
과정 표준(2017)’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지침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초등과학 과정
은 ① 물질과학, ② 생명과학, ③ 지구와 우주과학, ④ 기술과 공정(엔지니어링) 등 4대 영역으
로 나뉘어 있는데, 이중 기술과 공정 분야의‘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에 대한 설명’부
분에서‘인공지능’과‘인터넷 플러스’등의 개념이 교육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 교육방법
‘교육 13･5규획’에서는 2020년까지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배울 수 있는’이라는 방향
하에, 국가 교육의 현대화 발전 목표와 부합하는 교육정보화 시스템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39) 변증적 사고는 종합력과 대안력을 포함하는데, 종합력은 여러 개의 요소나 부분을 전체로 하나가 되도록 묶는
능력을 말하며, 대안적 사고력은 시야의 지평을 확대하여 문제에 접근하거나 주어진 사태에 대한 발상 전환적
접근을 통해 나은 대안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김명숙,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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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를 통해 학생의 전인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13･5규획’ 발표에 따라 교육정보화 추진이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 예로 ‘광밍 신도시’에서는 광밍 신도시 고등학교, 위뤼 초등학교, 광밍 초등학교 등 5곳을
스마트 캠퍼스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이 지역 모든 초･중등학교 교육정보화 기초시설 및 교육기
술 장비 보급률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학교 간 연결, 학급 간 연결을 가능하
게 하고 학교 업무관리 및 교수학습 관리를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
원을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광밍 신도시 실험학교에서는 ‘스마트 캠퍼스’를 건설하여 교실수
업 및 학교관리에 편리함을 줄 뿐 아니라 과학 정보화 기술이 학생의 창의능력 함양 및 전공소양
훈련에도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는 400여 평방미터에 이르는 과학기술 체험단
지를 만들고 항공여행 시뮬레이션, 광전체험구 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리루오칭･리유
안리, 2016).40)
2015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인터넷 플러스’행동계획
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인터넷 플러스(互聯網+)란 인터넷 플랫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인터
넷을 전(全) 산업과 융합시켜 새로운 경제발전 생태계를 창조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즉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을 전통 제조업과 융합해 산업 구조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 13･5규획’에서는 ‘인터넷 플러스’행동계획을 편입하여 교육 분야에 적용시키고 있다.
온라인교육은 ‘인터넷 플러스(互聯網+)’ 교육정보화 사업의 전형적인 예로 최근 크게 주목받
고 있다. 온라인 생방송 수업은 최근 중국의 주요 사업인 ‘인터넷 플러스’ 배경 하에 추진되는
신 개념의 교육정보화 수업이라 하겠다. 미윈구에서는 이 지역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각 과목의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고 고정된 시간에 교육방송 채널을 통해 학생들이 컴퓨터, 스마트폰 등
기기를 이용해 수업을 시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영상과 문자의 결합’ 방식을 통해 온라인
교육 교사와 학생들 간에 실시간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강의 후 피드백
조사를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이해 정도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학기
수업교안 준비에 활용된다. 현재 중국은 교육자원의 지역별 불균등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
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좋은 교사의 수업과 지도를 받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온라인 교육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라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0) 중국교육신문망(2016. 11. 25) http://jijiao.jyb.cn/xw/201611/t20161125_685134.html,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네
트워크 홈페이지, 국가별 교육동향(2016. 12. 21)에서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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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진로･직업교육
중국에서는 아직까지‘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교육영역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최근에 이와 유사한 개념인 ‘4차 공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한 계기는 2016년
6월, 천진에서 개최된 제10차 하계 다보스 포럼이었다. 2016년 6월 26일부터 3일간‘제4차
산업혁명과 전환적 영향’이란 주제로 90개 국가 2천여 명이 참석한 하계 다보스 포럼이 개최됐
다. 포럼에 참가한 리커창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중국경제 안정’이라는 화두 외에도 ‘스마트
제조(智能制造)’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펑페이 공업정보화부 차관은‘중국 제조업은 수요･공
급이 모두 부족한 상황이며, 차세대 정보화 및 인터넷 기술과 제조업의 융합만이 제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고, 이의 해결 방안으로 스마트 제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을 담은 정책이 ‘중국제조 2025’이다. 2015년 5월 18일에 발표된「중국제조
2025」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3단계로 구분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향후 성장 동력이 될 10대 산업을 선정하여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10대
산업은 차세대 정보기술,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선박,
선진 궤도교통설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이다.41) 이러한 계획에 대응하여 직업교육 기관의 배치와 전공을
재조정하고, 혁신창업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인력의 해외진출을 도와 타 국가들과의 직업
교육 분야 합작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초-중-고 교육을 통해 제조
업 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직업교육 분야에서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노동 수급구조 불균형이라고
보고,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 및 발전규획강요’에서 직업교육 분야에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기능과 함께 창업능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을 지향
한다. 2) 2020년까지 변화될 중국의 산업구조, 경제발전 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현대적인 중등
및 고등직업교육 체제를 수립하여 높은 소질을 가진 근로자와 기능형 인재에 대한 사회 수요를
충족시킨다. 3) 직업교육은 경제사회 발전과 산업 발전 계획 프레임에 포함시켜 교육 규모,
전공 설치 등과 부합되도록 한다. 4) 기업과 학교의 결합, 산업과 학교의 결합을 도모한다.

41) 新一代信息技术产业、高档数控机床和机器人、航空航天装备、海洋工程装备及高技术船舶、先进轨道交通
装备、节能与新能源汽车、电力装备、农机装备、新材料、生物医药及高性能医疗器械等十大重点领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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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현장의 전문가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자격
표준과 전문기술직무평가방법 등을 마련한다. 6) 직업학교의 기업 참여, 학교와 기업의 협력
모델 촉진, 학교와 기업 합작 제도화 등을 통해 기업과 학교 간 협력을 강화한다.

2)
교육 13･5규획의 핵심 과제는 미래 산업 수요에 대비한 인재 양성이다. 고등교육 영역에서는
중국 역시 인재 양성,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을 통해서‘세계 일류 대학’, ‘세계 일류 학과’를
육성하는 정책에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계획에서는 1) 대학과 직업학교에 학과 및 전공 구조
를 과학기술 및 혁신과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수요로 조정, 2) 학교와 기업의 합작을 기본으
로 신흥학과, 전공 클러스터를 건설, 3) 현대농업 발전에 부합하는 농업 인재 양성과 농업기술
혁신 연계, 4) 중국제조 2025에 명시된 중점 산업과 관련하여, 일류대학에 핵심기술 학과와
전공 설치 지원, 5) 정부정책인 인터넷 플러스와 빅데이터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인터
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사물 인터넷(IoT), 스마트 하드웨어, 집적회로 등 신흥 학과
전공을 발전시켜 복합형 인재 양성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지능정보사회 대응과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인터넷 플러스의 교육 적용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교육 표준, 디지털 교육자원 품질 표준을 제정하여 이들 자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적재산권 보호 기제를 마련한다. 디지털 교육자원의 개방과 공개 향유 시스
템도 구축하며, 동시에 네트워크 안전과 교육자원 내용의 안전성을 같이 확보한다.
둘째, ‘광대역 네트워크 캠퍼스 개통’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한다.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대학에 광대역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조건이 허용되는 도시 지역 내 대학에는 무선(WiFi) 캠퍼
스 환경을 조성한다. 각 대학들이 표준화 데이터 정보관리 플랫폼 건설을 추진하도록 격려하며,
각종 데이터의 자동 수집 시스템과 집적화 관리를 실현하도록 한다. 학습 및 관리용 교육 클라우
드 컴퓨팅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직업학교에는 직업 시뮬레이션 네트워크 환경 구축
을 추진한다.
셋째, ‘우수자원 강의실 네트워크화(优质资源班班通)’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교
원들이 이를 통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교수법 수준을 제고하고 혁신 교수법 모델을 구축하며,
플립러닝, 융복합 학습 등을 위해 다양한 우수 디지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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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개인별 학습 공간 네트워크화(网络学习空间人人通)’를 심도 있게 추진하여 온라인
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각종 학습 모델에 네트워크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는 교원과 학생 간 온라인 학습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습관리 방식을 새로
구축한다. 학교들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학습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며, 학생
활동에 대한 데이터 수집, 분석, 피드백 등을 통하여 개인화된 학습과 전용 학습에 필요한 지원
을 제공하도록 한다. 각급 학교가 스마트 캠퍼스(智慧校园), 인터넷, 빅 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 등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교육학습의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는
것을 지원한다.
다섯째, 우수 교육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우수교사 클래스(名师课
堂), 유명대학 온라인 강좌(名校网络课堂), 원거리 온라인 강좌(专递课堂), 온라인 개방과정
(在线开放课程) 등과 같은 정보화 교육학습과 교수 신학습 모델을 확산한다. 우수 교육자원이
농촌, 오지 및 벽지, 빈곤지역, 소수민족지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대학과 직업
학교에 위탁하여 경쟁력 있는 학과나 전공이 온라인 개방과정으로 개발되는 것을 장려한다.

.
중국에서는 지능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지만, 급변하는 중국
내부와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인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정책 개혁의 패러다임을 교육 분야에서 주도하였다. 2016년부터 시작되는 13･5
경제개발 규획은 이전 5년간 중국이 처음 경험했던 중속 성장시대(7% 이하 성장)와 중국판
뉴노멀인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에 대응한 중국 경제･사회 각 분야에 대한 구조 전환 방안을
담고 있다. 반면, 중국정부가 마련한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 및 발전규획강요(2010~2020)과
국가교육사업발전 13･5규획(2016~2020)에서는 향후 변화될 미래 사회구조에 대응하여 교육
분야에서 교육 체계 변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국가 주도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응하는 교육정책 수립이 이루어졌다. 2015년 이후
중국에서 발표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해 보면, 국무원이 제조업 강국 부상을 위해 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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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과 산업을 결합하여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인터넷 플러스’
정책에서 원하는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과 및 전공, 교과과정,
교육체계, 교수법 등도‘인터넷 플러스’기반을 활용하여, ‘중국제조 2025’ 목표달성을 위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래 사회의 경제･산업 변화에 대응한 국가적 변화를 도모하되, 이러한
변화의 주도가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교육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구조에서 야기된 중국
정책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교육 정책 역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0년
장기정책인 ‘교육규획강요’에서부터, 5개년 사회･경제발전 계획인 13･5규획, 그리고 각 분야
교육발전 정책들(직업교육, 고등교육기관 정책 등)까지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
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1995년부터 시작된 ‘211공정’, 1998년부터 시작된 ‘985
공정’, 2008년부터 시작된 ‘천인계획’, 2012년부터 시작된 ‘만인계획’과 같은 과학기술 및
인재 발전 계획은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교육체계가 구축된 2015년 이후에 이르러서도 중점
분야만을 조정한 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이미 변화된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교육정책이 아닌, 향후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교육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10개년 장기 정책은 5개년 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5개년 정책은
3~4년 단위 부문별 정책에서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정책이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교육정책의 연속
성은 공산당이 1949년 이후 지금까지 집정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특징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은 6년, 3년, 4년 단위의 교육과정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요인이다. 지능정보사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교육정책은 개별 학교에 단순한 몇 가지
과목의 도입이 아니라, 개방성, 호환성 같은 개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제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의 교육관련 정책들을 보면 교육 변화 방향은 거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면서 어떤
산업에 어떤 인재가 필요하므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육성해야 한다는 상세한 로드맵이 제시되
어 있다. 이는 교육정책이 특정학과, 특정산업,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추진
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다섯째, 새로운 교육은 기존 교육 부담 완화로부터 시작되었다. ‘교육규획강요’에서는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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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학교 학생들의 숙제 부담 경감을 명시해 놓고 있다. 심지어 표준 숙제량 제정까지 명시하
고 있어서, 지능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을 학습함에 있어 기존 학습 부담을 먼저
경감시키겠다는 정책으로 이해된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개혁들이 산학연 협력 체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중국
은 제조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우수한 인력 양성과 공급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를 직업교육을 통해서 완수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문계 고교
입학정원과 직업학교 입학정원을 2020년 전까지는 1:1까지 확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교원 임용제도 개혁(산학연 복수 지도교수제 도입 등), 유연 학기제 운
영, 학점제 개선, 휴학 중 대학생 창업 보장, 기업 전문가의 겸직교사 도입, 도제식 교육제
시범사업 운영, 명장(마이스터)을 활용한 교육 등 일련의 교육체제 개혁 조치들이 도입되거나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곱째,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 수월성 교육이 강조되었다. 중국은 의무교육(초･중등) 기간
에 수월성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 대학교육 정책은 세계 1류 대학, 세계
1류 학과로 귀결된다. 세계 유수 전문가들을 정부지원으로 유치하여, 가능성이 있는 대학 연구
기관과 학과에 배치하여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특색 있는
학과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대학 학과 차원에서 수월성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 UNESCO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부분은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통
신기술의 발달로 삶의 방식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는 반면에,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윤리의식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UNESCO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
뿐 아니라 안전하고 존중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윤리의식의 교육도 강조하고 있다. 디지
털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Digital Literacy Education)과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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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윤리의식 교육(Digital Ethics Education)이 통합된 디지털 시민교육(Digital Citizenship
Education)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UNESCO, 2017).
UNESCO 아시아 태평양 본부에서는 2017년 3월 지역 내 국가의 전문가, 정부 인사, 정보통
신기술(ICT) 관련 NGO 대표들이 모여서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한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였다(UNESCO, 2017).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매우 빠른 속
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거의 모든 사회의 활동에 적용되
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기술적 진보로 인해 정보통신기술 활용과 소비에 드는 비용이 급격히
감소되어 왔고, 그 결과로 정보, 사람, 상품, 서비스에 대한 연결이 용이해졌다. 2015년 기준
전 세계에서는 70억 명의 인구가 무선전화를 사용하고, 세계 인구의 43%에 해당하는 32억
명은 모바일을 활용한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UNESCO, 2017).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관련한 의제와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UNESCO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로 연결된다.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은 “Education
2030 Agenda”에서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식을 전파하고, 정보에 접근하고, 학습의 효과
와 질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강조되어 있다. 또한 ICT 역량은 시민
들이 세계화되고, 지식 기반과 기술 중심 세상에서 자신있게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
야 할 역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UNESCO, 2015).
정보통신기술은 우리의 학습, 여행, 업무, 상호작용, 사회 참여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고,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
고,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협업이 가능해지고
있다. 필요한 지식 기반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 전문가와 연결되고, 시민사회에 참여하
고, 개인적인 흥미를 추구하고, 세상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힘들게 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부족하게 되면 장애인, 격오지 주민, 원격 학습이 필요한 사람, 원격 진료가
필요한 사람, 전자정부를 활용한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전자 상거래가 필요한 사람,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엄청난 기회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사회적･윤리적 문제들
도 야기되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사회
적･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의식(Digital Citizenship)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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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2017)에서는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해 “지식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접근하고, 활
용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역동적이고, 비판적이고, 민감하고, 윤리적 방식으
로 다른 사용자와 함께 참여하는 것, 온라인과 정보통신 환경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이해하면
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동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디지털 시민의식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첫째,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교육, 역량 개발, 시민 참여
등의 긍정적인 역량을 개발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Digital Literacy Education)의 관점과
둘째, 인터넷 세상에서 위협을 줄여나가고 타인을 존중하는 역량을 기르는 디지털 윤리의식
교육(Digital Ethics Education)의 관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UNESCO(2017)에서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13개 기관의 모형을 종합하여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을 위한 7개 영역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을 위한 7개 영역은 “기본적인 정보
기술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창의성과 적용 능력, 의사소통과 협업, 디지털 정체성(안전),
디지털 윤리의식, 디지털 웰빙”으로 표현된다.

❙표 Ⅲ-24❙ UNESCO의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의 영역과 기본 틀
영역(Domain)

설명(Description)

1

기본적인 정보기술 리터러시
Basic IT Literacy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위치시키고 찾기. 다양한 페이지와 앱을
탐색하기(Access, locate, and find information, navigate
multiple pages and apps)

2

정보 리터러시
Information Literacy

정보를 비판적으로 사용, 조직, 평가하기(Use, organize, and
evaluate info in a critical manner)

3

창의성과 적용능력
Creation and adaptation

콘텐츠를 맥락에 맞게 만들어내고 적용하기(Create and adapt
contents to their own context)

4

의사소통과 협업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콘텐츠 및 타인과 연결하고 개입하기(Connect and engage with
others as well as contents)

5

디지털 정체성(안전)
Digital Identity (Safety)

디지털 발자국, 프라이버시 그리고 개인정보보안(Digital footprint,
privacy, and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6

디지털 윤리의식
Digital Ethics

타인과 차이, 타인의 권리를
differences, rights of others)

7

디지털 웰빙
Digital Wellbeing

시간, 건강, 권리, 사이버 괴롭힘, 대처능력 등(Screen time, health,
own rights, cyberbulllying, coping strategies, etc.)

존중하기(Respect

others/

출처: UNESCO(2017). Conference on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in Asia-Pacific. Bangkok: UNESCO.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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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4

OECD에서는 컴퓨터 과학의 급속한 진전, 즉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공지능 기술
의 발전으로 인해 경제와 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일반인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Elliott, 2017).
OECD의 국제 성인역량 조사인 PIAAC(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는 핵심적인 역량들이 사회에 어느 정도 분포해 있는지, 그리고 직장과 가정에서
이 역량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OECD의 국제 성인역량 조사(PIAAC)에
서는 성인들의 언어능력, 수리력, 그리고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 능력들은 다양한 사회 환경 및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처리 역량으로 노동
시장, 교육 및 훈련 과정, 사회생활 등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의 다양한
스킬들이다. 예를 들어 읽기, 쓰기, 수리력, ICT, 문제해결력, 과업 재량, 직장 내 학습, 영향
력, 협동, 자기관리, 손기술, 신체활동 등의 과정에서 정보처리 역량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아울러 스킬과 학력 불일치 여부, 노동시장과 사회적 성과 관련
변인들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Elliott, 2017).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확실하게 예상하기 어렵지만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OECD
에서는 PIAAC 평가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활용 수준 평가를 개발하는 4단계 프로
젝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Elliott, 2017). 컴퓨터 활용 수준의 평가는 결과적으로 컴퓨터의
활용 자체가 삶의 일부가 될 것임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미래 삶의 준비가 컴퓨터 활용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PIAAC 평가의 과정에서 활용하게 될 4단계를 살펴보면, 첫째, 현재의 컴퓨터 능력에 대한
평가는 의사소통을 하는 리터러시와 같은 인간의 일반적 인지 능력에 대한 평가이다. 둘째,
컴퓨터가 활용되는 다양한 기술을 종합하여 인간의 작업(노동)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셋째, 향후 수십 년 내에 컴퓨터가 다양한 인간의 직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발전하는 시나리오를 토대로 컴퓨터 활용 역량 평가이다. 넷째,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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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간격으로 컴퓨터 성능 및 그 영향을 인지하고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이
고 포괄적인 컴퓨터 활용 역량 평가이다.
❙표 Ⅲ-25❙ OECD의 컴퓨터 활용 역량 평가 개발 프로젝트
1단계

Assessment of computer capabilities in general cognitive skills

2단계

Assessment of computer capabilities in other skill areas

3단계

Implications of computer capabilities for occupations and skill demand

4단계

Designing an ongoing program to assess computer capabilities and their
implications

출처: Elliott(2017). Prospectus for Developing an Ongoing Program to Assess Computer Capabilities. Paris: OECD.

. OECD

PISA

OECD에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들의 핵심역량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특히 학교교육의 변화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해 왔다. 20세기 후반부터 OECD 산하의
교육연구혁신센터(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 CERI)를 중심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른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정제영 외, 2013). 4차 산업혁명
을 포함하여 교육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OECD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인재를 정의하는 것과 학교를 포함하는 교육 체제의
변화 전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OECD의 PISA는 3년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는데 매번 주영역을 설정하여 그 영역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0년에 시작된 PISA 2000(읽기)을 시작으로 PISA 2003
(수학), PISA 2006(과학), PISA 2009(읽기), PISA 2012(수학), PISA 2015(과학)를 실시
하였다. 향후 PISA 2018에서는 읽기를 주영역으로 설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OECD의 PISA 2015는 전체 72개국에서 만15세 학생 약 54만 명이 참여하였다. PISA 2015
의 특징적인 변화는 컴퓨터 기반 평가도구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PISA 2015의 인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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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은 과학, 읽기, 수학, 협력적 문제해결력이었으며 평가틀은 영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상황과 맥락, 지식(내용), 역량(능력)의 3차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영역인 과학
은 맥락, 역량, 지식 외에 평가틀에 태도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맥락
개인적

지식

역량

지식의
깊이
(상/중/하)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

과학
내용지식

지역적
물상계

과학 탐구의
설계/평가

생물계

자료/증거의
과학적 해석

/국가적
전세계적

인지적 요구

지구･우주계

태도
과학에 대한
흥미
탐구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가치 인식

상황

텍스트

양상

개인적

매체

접근 및 확인

공적

환경

통합 및 해석

교육적

체재

성찰 및 평가

직업적

유형

환경인식

절차적 지식
인식론적 지식

과학(주영역)
맥락

능력

읽기
과정

맥락

수학적 내용

수학적 과정

과제 특성

공유된 이해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탐색과 이해

개인적

공간과 모양

형식화 하기

문제 시나리오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하게 행동하기

표현과 형식화

과학적

변화와 관계

이용하기

매체

팀을 조직하고
유지하기

계획 수립과 실행

사회적

불확실성과 자료

해석하기

직업적

양

팀 구성

모니터링과 반성

협력적 문제해결력

<기본수학능력>

수학

❙그림 Ⅲ-12❙ PISA 2015 인지적 영역의 평가틀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6). 「PISA 2015」결과 발표 별첨 자료.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ISA 2015에서 시행하는 융합형 평가에서는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
되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을 지닌 개인들이 타인과의 협업을 통해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PISA 2015에서는 ‘협동적 문제 해결’을 둘 이상의 개인들이 해결책을
얻기 위해 각자 이해한 바를 공유하고 노력하며 지식과 기술을 모으는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
하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PISA 2015 평가틀에 나타난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의 요소와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 이러한 협동적 문제 해결 역량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미래
교육에서도 핵심적인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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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3❙ PISA 2015 ‘협력적 문제해결력’ 요인과 과정
출처: OECD(2012). OECD work on Education 2012-2013. Paris: OECD.

.
UNESCO와 OECD에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기구의 특성상 국가별로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교육정책의 과제를
제시하기보다는 미래사회의 전망과 교육 분야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UNESCO와 OECD는 회원국가의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UNESCO의 회원국은 정회원국
(Member States)과 준회원국(Associate Members)으로 구성되며, 195개 정회원국과 9개 준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다. UNESCO는 선진국부터 중진국, 저개발국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국가의 수준이나 교육 체제의 운영에 있어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OECD
는 1961년에 설립되어 35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OECD는 대체로 선진국을 중심
으로 회원국이 구성되어 있어서 국가 간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UNESCO에서는 교육 분야에서 수월성보다는 형평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UNESCO
에 소속된 모든 국가의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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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함께 국가적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직면하게 될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Digital Literacy Education:DLE)과
디지털 윤리의식 교육(Digital Ethics Education:DEE)이 통합된 디지털 시민교육(Digital
Citizenship Education:DCE)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시민교육은 최근 정보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향후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경우에 UNESCO에 속하는 회원국의 모든
시민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수한 인재
로서가 아니라 보통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DLE)은 정보통신 발달이 가속화되어 가상화된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세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의미한다. 기본적인 정보기술의 활용 역량,
정보를 활용한 의사소통 역량, 창의성을 갖춘 적용 역량,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의사소통을 통한
협업 역량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UNESCO의 회원국 중에는 아직도 컴퓨터나 인터
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초적인 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UNESCO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윤리의식 교육(DEE)은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측면, 디지털 세상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수평적 관계 형성과 윤리의식, 디지털 세상
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문교육
의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OECD의 경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원 국가가 구성되어 있어서 교육의 수월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성취수준
을 설정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제를 활용하여 국가 간 역량의 서열을
매기고 있으며, 이러한 성취수준의 결과에 따라 국가 간 벤치마킹을 강조하고 있다. OECD는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와 더불어 성인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PIAAC
등을 통해 개인과 국가 수준의 역량을 진단하고 비교하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OECD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컴퓨터 활용 역량에 대한 평가를 PIAAC에 반영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성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컴퓨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인 컴퓨터
리터러시, 실제 노동 현장에서 활용하는 역량, 미래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컴퓨터
활용 역량, 컴퓨터의 기능을 더 고도화할 수 있는 종합적 활용 역량 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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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 학령기의 학생인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PISA의 경우에는 2015년
부터 컴퓨터에 기반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학습 과정과 평가 과정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역량을 기본적인 소양으로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읽기, 수학, 과학, 협력적 문제해결력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지적 평가의 과정에서 컴퓨터가 이제 학습과 평가의 매체로 적극적으
로 활용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UNESCO와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의 인재상과 핵심역량, 평가의
방식 등은 우리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구체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 사회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통해 국가수준에서
적절한 교육정책을 구상하고 혁신적으로 시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국가수준에서 경직된 학교제도, 국가교육과정, 전국 공통의 평가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의 측면, 교수-학습 과정의 측면,
교육 평가의 측면에서 미래사회에 대비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새로운 변화 방향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8
Ⅲ장에서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주요국들의 교육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를 살펴보았다. 교육 변화의 주요 영역으로는 ①국가수준의 주요 교육정책을 개괄하고, 초･중
등교육을 중심으로 ②교육방향･목적, ③교육내용, ④교육방법, ⑤교육평가, ⑥진로･직업교
육, ⑦교원교육 측면과 더불어 ⑧고등교육 측면에서 각국의 두드러지는 최근의 정책적인 변화
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영역별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Ⅲ-26>과 같다.

❙표 Ⅲ-26❙ 주요국 지능정보사회의 교육정책 영역별 내용
구 분
1. 국가수준의 주요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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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주요 내용





모든 학생의 미래 직업생활 성공 준비(ESSA),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NETP)(미국)
범국가적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Industry 4.0) 및 디지털 학습 전략 공표(독일)
디지털 시민교육, 취업 지원 선언(프랑스)
국가교육과정 개혁, 직업교육훈련 개혁(VET Reform) 법안 통과(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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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가별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육성 국가전략 발표: 일본재흥전략 2016(일본)
 범국가적 프로젝트 Singapore i4.0 발표, 통신정보부 주도 국가비전 및 교육전략 제시
(Infocomm 2025)(싱가포르)
 국가교육사업발전 13･5규획(2016~2020년)(중국)

1) 교육방향
･목적
(역량, 인재상)

 미래 직업을 가질 능력, 능동적･창조적･윤리적 참여자(미국)
 창의적, 개방적인 숙련 인력, IT 관련 지식 습득 지원(독일)
 역량 강화 및 학습 문화 혁신: ICT 활용, 정보관리 및 협력, 지속가능한 복지 지향
(핀란드)
 전인교육, 탐구형인간, 사고력, 창의력, 글로벌 역량 강조(IB 교육과정 도입)(일본)
 21세기 학습자 역량 제시: 자기주도적 학습자, 자신감, 시민의식, 적극적 기여자
(싱가포르)
 미래 직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 인간중심, 디지털기술 적용, 협력 및 의사소통
(싱가포르)
 혁신형, 복합형, 응용형, 기술기능형 인재(중국)
 UNESCO 디지털 시민교육: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윤리의식(국제기구)







디지털 시민으로서 테크놀로지 이해 교육, 메이커 교육(미국)
MINT(수학, 정보, 자연과학, 기술) 교육의 강화(독일)
정보과학 및 인공지능 지식 교육(독일)
Holistic Education(전인적 교육), 주제 중심의 융합교육과정(핀란드)
IB 논술형 교육과정 도입,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교육 강조(일본)
책임감 있는 디지털 학습자 양성(ICT마스터플랜), 로보틱스와 프로그래밍 교육 도입
(싱가포르)

3) 교육방법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학습,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화된 학습 제공(미국)
디지털 매체 활용(Digital Pact) 및 스마트학교(독일)
로봇 신전략 5개년 계획 수립, 휴머노이드 로봇 활용(일본)
교육용 온라인 플랫폼 순차 도입, 교사 보조자로 소셜로봇의 활용(싱가포르)
미래학교 프로젝트를 통한 미래학교 적용 가능한 교수모델 개발(싱가포르)

4) 교육평가

 테크놀로지 활용 평가(미국)
 테크놀로지 기반의 개인화된 평가 데이터 활용(미국)
 서･논술형 대입으로 개혁, 주체성･다양성･협동성･문제해결력･표현력 등을 개발･평가
(일본)
 21세기 핵심역량 평가 기준의 제시, 프로젝트 및 포트폴리오 평가 활용(싱가포르)
 컴퓨터 기반의 PISA 국제 학력평가(국제기구)
 성인 역량평가인 PIAAC의 컴퓨터 활용 역량 평가(국제기구)

5) 진로･직업
교육

 ‘디지털 2025’에 맞춘 듀얼직업교육 시스템, IT관련 전공의 교육과정 정비(독일)
 직업교육훈련 법안 개혁을 통한 미래사회 대응 개별화된 직업 역량 교육(핀란드)
 미래세대 역량 증진을 위한 10차 직업능력 계획 수립((2016~2020), 실천적 직업교육
(일본)
 교육부-노동부 연계한 평생학습 지원 (싱가포르)
 국가의 ‘제조 2025’ 계획에 대응하여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중국)

6) 교원교육

 교수자의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 강조, VR 활용 교사교육(미국)
 정보과학 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교사의 디지털 플랫폼 사용 확대(독일)
 교사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연수 지원(핀란드)

2) 교육내용
(교육과정)

2.
초
･
중
등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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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가별 주요 내용
 반성적 실천가, 연구자로서의 교사상 강조(일본)
 21세기 교사핵심역량 지향: 학습자 중심의 교사 정체성 확립과 전문성 확립(싱가포르)
 교사 주도의 교육 솔루션 개발 등 상향식 디지털교육 혁신 추진(싱가포르)

3. 고등교육








스마트 학습 환경 조성･활용, 창의적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 문화 촉진(미국)
분과 학문 통합, MOOC 활용, 대학 간 혁신 연계, 가상플랫폼 학습 활용(독일)
차세대 인공지능 중심 융합교육, 고등교육 인재육성 정책 Society 5.0(일본)
중앙정부-교육계-경제계 협력을 통한 차세대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일본)
대학 간 공통 코스 미래 창조 프로젝트 운영, MOOC 활용(싱가포르)
세계일류대학 지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흥학과 개설, 기업과 대학 연계,
타 국가 협력 강화(중국)

이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교육 변화는 포괄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
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역별로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조사된 대부분의 국가들은 범세계적 사회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하
고 국가 차원에서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대비한 정책과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독일의 Industry 4.0, 일본의 일본재흥전략 2016, 싱가포르의 Singapore i4.0,
Infocomm 2025 등을 주요 사례로 들 수 있겠다. 이 때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과 전략은
산업･경제적 측면이 중심이 되면서, 이와 함께 신산업경제 변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국가 교육의 방향과 전략을 제안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다만, 미국, 핀란드와 같이 4차 산업혁
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정책 선언이나 교육개혁이 제시되지는 않는 등 국가별로 교육 영역
변화의 민감도에 있어서 경중 차이는 있으나, 도래하는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기존과는 다른
인재 역량을 개발하고 미래 직업에 학생들을 대응시키고자 하는 교육적 비전과 실행의 방향은
거의 유사하다 하겠다. 미국의 ESSA가 미래 직업생활 준비 교육을 지향하고, NETP를 통해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을 강조하며, 핀란드에서 미래 핵심역량을 강조하여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등이 그 예이다.
둘째, 주요국 초･중등교육의 교육방향 및 인재상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미래에 변화되는
직업 사회를 대비한 역량의 개발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확인되는 사항은
미국의 테크놀로지 이해와 활용 강조, 독일의 정보과학 교육 강화, 일본과 싱가포르의 프로그래
밍 교육 강조, 중국의 인터넷플러스의 교육 적용, UNESCO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에서
나타나듯이, 지능정보사회의 인재상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적용하는 능력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역량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점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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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력, 자기주도성, 문제해결력, 협력 및 의사소통 등 AI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
을 기르는데 한층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UNESCO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함께
디지털 윤리의식을 포함하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즉 지능정보사회에서 교육방향
은 인간 고유의 가치가 보다 강조되는 창의성 교육과 4차 산업혁명과 첨단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적응 교육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적 변화가 고도
화된 테크놀로지에 대한 적응 교육에만 치중되지 않고, 교육 본연의 가치, 인간적, 윤리적 가치
교육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나라 교육정책 추진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라
하겠다.
셋째, 주요국 초･중등교육의 교육과정 측면에서 변화를 살펴보면, 두 가지 교육 지향점으로
서 인간 본성을 강조한 창의성 교육과 지능정보사회 적응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으로 구현시키려
는 노력들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IT 활용 역량을
기르기 위한 적응 교육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필수 요소로 등장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 싱가포르의 프로그래밍 교육의 필수 도입, 독일,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테크놀로지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정책적 변화가 발견된다.
한편, 많은 국가들이 적응 교육의 교육과정 적용과 함께 지속적으로 창의성 교육을 초･중등학
교 교육과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핀란드는 21세기 핵심역량 개발을 지향하
며 초･중등교육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주제 중심의 융합교육과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지식 중심 학습에서 벗어나 창의성, 문제해결력, 융합적 사고력 등 역량 중심
교육으로 국가 교육과정의 방향 변화를 도모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유사한 경향으로
미국의 STEM, 독일의 MINT 교육은 정보, 과학, 수학 등 핵심 교과를 중심으로 한 융합교육의
사례이다. 또한 미국의 사례는 IT 기술을 학습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면서 창의성 교육을 실시하
는 예로서 주목해 볼 수 있다.
넷째, 교수학습과 평가의 측면에서는 발달된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하여 개별 맞춤형 학습
을 지원하고 자동화･개별화된 평가를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는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지능정
보사회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IoT, AI, 빅데이터 등을 학습과 평가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플립트 러닝을 통한 참여형 교수학습, 학습자와 교
수자를 연결해주는 모바일학습기기 활용(BYOD, BOYT), 독일의 태블릿 ‘칼리오페’와 일본의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육, 싱가포르의 학습보조 로봇, OECD의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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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평가, 미국의 적응형 평가와 피드백 등의 사례는 발달된 테크놀로지를 통해 변화된 학습
환경을 잘 보여준다.
광범위한 온라인 연결망은 정보 접근과 공유를 넘어 학교와 지역, 국가와 국가 간의 연결을
촉진하여 보다 넓은 학습생태계와 연결된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가상의 상호작용 연결, 증강현
실을 통한 가상체험 학습, 학습자의 데이터 축적을 활용한 개인화된 학습 기회의 제공, 개인의
학습 진도에 맞춘 학습과 피드백 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발달된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그동안
교수자 중심의 교실 수업에서 가능하지 못했던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현실화시
키는 강력한 도구로 등장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독일 교사들의 컴퓨터와 로봇 도입 반대에서
도 확인할 수 있듯이 테크놀로지의 무분별한 교육적 활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개인의 정보
보호나 보안과 관련된 교육과 정책이 함께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조사된 모든 국가들은 미래 사회의 급격한 직업세계의 변화와 이에 대응한 국가 차원
의 인재 양성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으며, 이에 신산업 분야와 연계된 직업교육의 구조 개편과
실행형 학습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 독일의 ‘디지털전략 2025’, 일본의 ‘10차 직업능력 기본
계획(2016~2010)’, 중국의 ‘제조 2025’와 ‘교육3･15규획’, 핀란드의 ‘직업교육 및 훈련 관
련 법령 개정’, 싱가포르의‘Skills Future’등과 같이 신산업 변화에 대응한 역량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직업･평생교육의 발전 계획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많았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경우
오래 전부터 산업과 교육의 연계를 통한 현장체험기반의 직업교육이 체계화되어 있어, 산업
변화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섯째, 교원교육과 관련한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새로운 교육의 방향에 부합하는 교사
의 역량과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정책의 변화와 적용은 교사
의 이해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국, 독일, 핀란드,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수자의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교원 연수를 제공하고 교사들을 연수에 참여하도록 독려
하고 있었다. 특히 온라인수업, 네트워크, VR 등 교원 연수에서도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수
방법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교원의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 개발이 지능정보사회 학습자의 적응 교육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면, 한편으로 창의성, 융합적 사고, 협력과 시민의식 등 인간적 가치, 학습자의 역량 개발을
지향하는 새로운 학습 방향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의
반성적 실천가, 연구자로서의 교사상 강조, 싱가포르의 학습자 중심의 교사 정체성과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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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 등은 이를 반영한 사례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측면에서 교육 변화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
는 엘리트 교육, 수월성 교육이 고등교육의 지향 방향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의
변화는 초･중등교육 영역에 비해 보다 더 산업･경제계와 긴밀하게 접촉하며 변화를 적극 수용하
고 있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인공지능, 정보과학, 빅데이터, IoT 등 신산업과 관련된 전공과 커리큘럼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분야 및 분과학문의 융합을 시도하는가 하면, 대학과 대학의 연계, 관-산-학의 연계,
국가와 국가 간 연계 등을 통해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엘리트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또한 스마트 학습 환경 조성, 가상플랫폼 활용, MOOCs, AI, VR 등 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최첨단 테크놀로지의 적용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등교육 영
역은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육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기초연구･기술
개발의 산실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각국의 적극적인 교육
변화 행보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 주요국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교육 변화의 핵심 특징 및 시사점
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의 주요한 목적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이니만큼,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교육방향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러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기를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종합하여 보면,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교육의 방향은 인간 고유의 가치를 지향하는 창의성 교육과 산업과 직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적응교육의 두 축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으며, 두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진로･직업교육, 이를 지원해주는 교원교육, 그리고 고등교육 측면에서 국가별로 다양한
대응 방식이 나타나고 있었다.
각 영역별 특징을 드러내 주는 국가별 사례를 함께 추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창의성 교육의 주요 사례로는 미국의 메이커 교육, 융합적 능력 배양을 추구하는
핀란드의 융합교육과정을 들 수 있다. 교수학습 및 방법, 직업교육의 측면에서는 적응교육의
사례들이 두드러졌는데, 일본의 로봇활용 프로그래밍 교육, 미국의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평가
를 들 수 있겠다. 그리고 직업교육 측면에서는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이 오랫동안 자리잡혀 있는
독일의 현장체험 기반의 직업교육을 주요 사례로 들 수 있겠다. 또한, 학습을 지원해주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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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로서 교원교육의 사례로는 미국의 VR 활용 교사교육, 고등교육 측면에서는 지능정보사회
에 대응한 엘리트 인재육성 사례로 일본의 고등교육 인재육성 정책을 들 수 있겠다. 이상 Ⅲ장
의 분석 결과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Ⅲ-14]와 같다.
: - 인간 고유가치 더욱 중요(창의성, 리더십, 관계능력 등)
지능정보사회
교육 과제
:

창의
융합
역량
교육

교육
방향

적응
교육

교육
내용

학습자
맞춤형
교육

현장
지원

교육
방법 및
평가

변화주도역량 교육

-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 발달, 직업구조 변화 등에
대한 적응능력 필요

변화적응 교육

: - 융합적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

핀란드의
융합교육과정

: - 창의성, 사고력 등 인간 본연의 역량 개발

➜

미국의 메이커 교육

➜

일본의 로봇활용
프로그래밍 교육

:

- 프로그래밍 교육, 코딩교육
- 로봇, IoT,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교수학습

- 학습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한 평가 자동화 및
:
➜
개별화

진로･
직업
교육

:

- 모듈형 직업교육과정과 현장체험 기반의 교육
- 관산학 연계의 직업교육

교원
교육

:

- 지능정보사회 대응 교육과정 실천 역량 함양 교육
➜
- 지능정보사회 기술 활용의 교사교육

➜

미국의
IoT 활용 교육평가,
AI활용 논술평가,
맞춤형 독서교육

독일의 현장체험기반
직업교육

미국의
VR 활용 교사교육

❙그림 Ⅲ-14❙ 지능정보사회 대응 초･중등 교육영역별 주요 특징 및 실천 사례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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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사례
심층 분석
1.
2.
3.
4.
5.
6.

창의·융합교육
로봇 활용 프로그래밍 교육
테크놀로지 활용의 평가와 맞춤형 교육
학교-현장 연계의 맞춤형 직업교육
VR 등 수업 시뮬레이션 기반의 교사교육
사례별 특징 및 시사점 종합

글로벌 교육동향 연구(Ⅴ) :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

Ⅳ.

이 장에서는 앞서 III장에서 각국의 지능정보사회 관련 주요 교육정책 동향을 조사하여 도출
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초･중등교육에서의 지능정보사회 교육혁신으로서 특징이 두드러지는 사
례들을 발굴하여 심층 조사, 분석하고, 한국의 지능정보사회 교육혁신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I장의 분석 결과와 이 장에서 다루게 될 심층 분석 사례를 과제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지능정보사회 교육혁신의 심층 분석 사례(영역 및 내용)
구분

영역

교육방향

창의･융합교육

교육내용

로봇 활용의
프로그래밍 교육

교육방법 및
평가

IoT･AI 활용의 평가와
맞춤형 교육

직업교육

학교-현장 연계의 맞춤형
직업교육

교육지원

VR 활용의 교사교육: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내용
-

융합적 역량교육(핀란드)
메이커 교육을 통한 창의성 교육(미국)
코가네이시립 마에하라초등학교의 프로그래밍 교육 사례(일본)
마치다제6초등학교(소트뱅크사: 스쿨 챌린지 페퍼 활용) 프로그래밍
교육(일본)
- ICT 활용의 독서교육(미국)
- AI 활용의 논술평가(미국)
- IoT 활용의 교육평가(미국)

- 직업학교에서의 맞춤형 진로교육: OSZ TIEM Berlin(전기전자에너지
직업학교)(독일)
- 학교-현장 연계의 맞춤형 듀얼직업교육(독일)
- 스마트학습공장 맞춤형 학습시스템: 인공지능연구소(DFKI)의
APPsist(독일)
-

수업 시뮬레이션 기반의 수업 실습(미국)
수업 시뮬레이션 심스쿨(미국)
혼합현실 기반의 상호작용적 시뮬레이션 티치라이브(미국)
상담 시뮬레이션(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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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의･융합교육은 지능정보사회의 교육방향으로서 가장 주요한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인간이
창조한 인공물로서의 기계가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능력을 발휘하고 인간의 노동을 단순한 수준
부터 복잡한 수준까지 점차 대체하게 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에게 고유한 능력이 무엇인
지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이 고도화되는 정도에
따라 경계가 모호해질 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이 기기의 정보들에 대한 알고리즘에 기반한
유사 지능 시스템임을 고려할 때, 이와 구분되는 인간의 능력은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창의성과 하나의 영역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여러 분야에 걸친 융합적 사고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창의성과 분야 간 융합 능력은 지능정보사회로서의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핵심적인 역량이다.
초･중등교육에서 융합교육을 선도적으로 실시한 국가로는 핀란드를 들 수 있는데, 핀란드에
서는 2016년 개정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모든 의무교육단계에 전 교과를 아우르는 융합교육을
도입하였다. 핀란드의 급진적인 교육과정 개혁은 기존의 교과목 구분을 완전히 폐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융합교육과정 적용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아직까지 핀란드 교육 당국에서 사례별 연구 결과를
내어놓지는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 현지 연구자의 도움을 얻어 융합교
육과정을 시행하는 학교들의 수업 사례를 확보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편, 미국에서 본격화
된 메이커 교육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생산(digital fabrication)
에 맞닿아 있는 실천으로서 교과 간 융합적 이해를 넘어 학생과 시민들이 미래사회의 경제계에
서 능동적인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비전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학교 전체를 메이커
스페이스화하고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한 통합수업에 메이커 교육을 도입한 미국의 공립학교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 조사하였다.

.

42)

이 절에서는 핀란드 중부의 유바스퀼라(Jyväskylä)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및 학교 수준에서

42) 핀란드의 사례는 김상훈(핀란드 유바스퀼라대)가 집필한 용역 원고 내용을 기초로 연구진이 재구성,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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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16 개정 교육과정 실천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사례들은 융합교과
교육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통합교과활동주간(핀란드어로 Monovikko)’과 통합수업 모델들
이다. 앞서 III장에서 언급했듯이, 핀란드의 교육시스템은 한국에 비해 지방분권적인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각 지방별로 구체적인 통합교과활동주간의 실행 횟수나 형태, 방법 및 지원의
모습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유바스퀼라시의 사례를 핀란드 새 교육과정 적용 일반적인
모습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제시되는 유바스퀼라시의 통합교과활동
주간은 현재 핀란드에서의 융합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1)

:

(Monoviikko)

핀란드 국가 교육과정은 2016년 8월부터 모든 일선 학교에서 1년에 1회 이상 ‘통합교과활동
주간’을 실시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이 기간 동안 하나의 주제(예를 들면, 유럽
연합, 기후변화 등)를 다양한 과목의 시선에서 다루도록 하며, 이 통합교과활동주간의 횟수와
길이는 지방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 통합교과활동주간의 운
영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학생이 통합교과활동주간을 계획하고 사후 활동을 평가하는 데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교과활동주간 의무 실시의 배경에는 ‘범교과적 역량 강화 (Transversal competences)’
라는 더 넓은 핵심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범교과적 역량 강화 (Transversal competences)’
라는 것은 각 과목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정해 두고, 각 과목의 학습을 통해 이 역량을 기르자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핀란드
교육과정의 범교과적 역량은 지식, 기술, 가치, 태도, 의지(knowledge, skill, value, attitude,
will)를 바탕으로 7가지 영역이 지정되었는데, 이는 [그림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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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핀란드 개정교육과정의 7가지 범교과적 역량
출처: Halinen, I. (2015). “General Aspects of Basic Education Curriculum Reform 2016 Finland.” from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그림 Ⅳ-1]에서와 같은 역량들은 개별 교과목에서는 기를 수가 없고, 반드시 교과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핀란드 교육과정은 기본 원리에서부터 교과를 뛰어넘는 목표를 설
정해 두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교과 간의 아주 긴밀한 소통과 협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1년 1회 이상의 통합교과활동주간을 실시하라는 요구이다. 이 구체적인
방침은 일선 학교에서 교육과정 개편에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
의 실험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 통합교과활동주간의 운영은 1년 1회 이상 실시라는 지침
이외에 모든 구체적 사항들이 지방정부 및 학교에 이양되어 있으며, 단지 모든 필요한 과목이
협력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만을 명시하고 있다.43) 이런 범교과적, 통합교과적 관점 강화와

43) 이는 핀란드 학교 입장에서는 기회이자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한다. 그동안 교사나 학교에서 실험적인 프로젝트학
습이나 현상기반학습을 시도해 왔겠지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의무화 되었을 때의 파급력은 현장에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율성을 많이 부여 받으며 각자 서로 다르게 발전해 온 핀란드 교사들에게 이러한
통합교육의 일괄적인 도입이 오히려 혼란을 준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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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학교교육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일반 목표들이 존재한다. “학교문화 개선”, “학습 환경
및 학습자료(learning environments and working methods) 개선”, “학생평가”, “학생 도움
및 복지”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2016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요소이며 7가지 범교과적 역량
교육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도달하도록 돕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유바스퀼라 지방정부는 관내 학교들이 참고하여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수립, 운영할 수 있도
록 국가교육과정보다 한 단계 더 구체적인 <통합교과활동주간(Monoviikko)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바스퀼라시 통합교과활동주간 가이드라인>
 팀, 학교, 인근 학교 단위로 서로 협력하여 실시하며, 교사 및 학생 모두가 서로 다른 과목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현상적, 통합교과적 배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단위에서는 우리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흥미로우면서도 진실한 현상에 대한 토론이 주
활동이 되는 방향으로 실시되도록 한다.
 학교는 이 통합교과주간을 일 년에 최소 60시간 이상 실시하며, 각 학생들이 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한 번 이상 가지도록 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이 연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 및 실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밖의 참여 주체도 “통합교과주간” 계획 및 실행에 참여할 수 있다(주제 선정 및 활동
계획에 참고하도록 10가지 팁을 온라인 박물관 활동 중심으로 제시함).
 학교는 실행 계획을 학교교육과정에 명시해야 한다.
 평가에선 팀워크 스킬이 강조되며 특히 동료 및 자기평가 방법이 권장된다. 통합교과주간에
대한 평가는 각 과목 평가의 한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출처: 유바스퀼라의 기본 교육 커리큘럼 웹사이트
https://peda.net/opetussuunnitelma/ksops/jyvaskyla-tyoversio/moy(검색일: 2017. 9. 15)

헬싱키시가 예외적으로 2회 이상 실시를 의무화한 것과 달리, 유바스퀼라시는 1회 이상의
통합교과활동주간 실시를 의무사항으로 두었다. 이는 학교에 따라 통합교과활동주간의 실시가
부담스럽거나 불편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에서는 통합교과활동의 예시
로서 10가지 팁을 제시하여 학교 교사의 업무량 증가를 미리 예방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의 실행
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10가지 팁 자료 구성에는 지역의 교육주체들(예술 박물관, 사진 박물
관, 문화유산교육회, 박물관교육회 등)이 참여했는데, 전자 기기들을 이용해서 가상박물관에
접속하여 시도해 볼 수 있는 주제 및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1944년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난 후 핀란드 전체의 삶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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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는 로타 박물관(Lotta Museum, 핀란드 여성의 자발적 참여에 대해 기록 및 보관한 박물
관)과 전쟁평화 박물관(Peace of War Museum)에 있는 사진, 뉴스, 비디오를 기준으로 구성되
어 있다([그림Ⅳ-2] 참조).

❙그림 Ⅳ-2❙ 유바스퀼라시 로타(Lotta) 박물관의 통합교과활동 예시
출처: OAJ(Trade Union of Education in Finland)(2016). 10 vinkkiä: Oppimateriaalia museoiden
verkkosivuilta(2016. 4. 16 일자 기사)(검색일: 2017. 9. 6).

가) 통합교육과정 교사교육 사례: 유바스퀼라 노르시 학교(Jyvaskyla Norssi school)44)
노르시(Norssi) 학교는 유바스퀼라 대학(University of Jyvaskyla)과 연계된 학교로 교생실
습을 담당하는 학교 중 하나이다. 약 100여 명의 교직원과 1,000명 가량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매년 800명에 달하는 교육실습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연중 쉬지 않고 찾아오는 이 교육
실습생들의 존재는 노르시 학교가 더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하게 하는 환경이 되고 있다. 초등
44) 이하 내용은 원고용역 집필자(김상훈)가 유바스퀼라 노르시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안네)와 면담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방문일: 2017.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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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1~6학년)의 영어 과목 및 ICT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안네 라우까리넨(Anne Laukkarinen)
교사는 인터뷰에서 2016 국가교육과정에서 실시하는 통합교과적 교육활동은 핀란드 교사들에
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담임교사가 주도하여 운영하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
이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개정교육과정 이전에도 필요할 때면 언제나 다른 과목 교사와 연계하
여 진행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과목(다른 지역의 학생)과 영어 과목, 그리고 교사 간의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협력, 그리고 서로 다른 학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협력45)을 담은 사례로, 유럽의 서로 다른
나라 학생들과 편지 및 작품을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안네 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4학년 영어수업 시간에 1학년 학생들의 영어로 편지 타이핑하는 것을 돕는 일을 맡았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교육과정에 명시된 활동이 아니었는데, 교사의 재량으로 2교시 분량의 시간을 내어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른 예시로, 한국식 표현으로 학생 장기자랑에 해당하는 것인데
학생의회가 주축이 되어 행사를 하며, 시간의 할당부터 행사의 구체적 계획까지 학생의회와
교사가 협력하여 이루어진 사례도 있다.
안네 교사는 국가에서 작년부터 통합교과활동주간을 의무적으로 실시한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그간 교사들이나 학교 차원에서 실천해 오던 통합교과적 학습 형태를 이제 핀란
드 전역에서 모두가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도입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동료들과
함께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여전히 실험 중이며 제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네 교사의 경우에는 교육실습생들과 함께 2017년 가을학기 통합교과활동주간의 계획을 세우
고 있지만, 현직 교사도 이처럼 공식적인 형태로 통합교과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처음이며 이것
이 어떤 완성된 형태가 아니란 점 또한 강조하고자 하였다. 2016년에 처음 실시한 통합교과활동
및 2017년에 계획한 활동들이 모두 개발 및 수정의 과정 중에 있으며, 점진적으로 개량해 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 과정에서 이러한 접근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핀란드 교육부는 국가에서 결과를 감독하여 적용된 바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하고 결과를 감독하는 등의 간섭으로 학교와 교사 차원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스트레스가 커지
면 학교와 교사들이 해당 정책을‘우회하는’ 차선책을 찾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고 있었
다. 안네 교사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교사들에게 일종의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45) 핀란드의 새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역량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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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시 학교에 근무하는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 도전을 즐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러한
반응들은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한 결과를 학교나 교사에게 묻거나 평가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핀란드의 학교 문화이다.
2016년에 노르시 학교에서는 1주일씩 2회의 공식적인 통합교과활동주간을 실시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스스로 정하는 소주제(예를 들어, 100년 간의 음식문화 변화)에 따라 학년을
넘나들어 같은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하나의 그룹을 구성하고 계획하는 수업을 약 6시간 정도
배정했다. 각 소그룹마다 교사가 한 명씩 배정되며 그룹 내 학생들은 교사의 도움과 함께 구체적
인 활동 계획을 짜게 된다. 안네 교사는 이 계획 기간을 강조하면서 교사들이 우선 사전 회의를
3회에 걸쳐 6시간 정도 했으며, 각 교실에서 학생의 시간은 따로 3회에 걸쳐 6시간을 주었다고
하였다. 충분한 탐색의 여유 없이 바로 활동을 실시한다면, 어설픈 미술 작품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계획 기간 및 실제 통합교과활동주간에는 각 반들이
시간표를 맞추어 공통의 시간을 확보하고, 학생들은 관심 주제에 따라 각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다.
안네 교사는 2017년 통합교과활동주간은 2016년과는 많이 달랐으며, 2018년에는 또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노르시 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핀란드 학교들의 분위기이다. 2016년
에 실시한 2회의 통합교과활동주간 중 하나는 노르시 학교 150주년이 주제였다. 유바스퀼라시
는 핀란드에서 최초로 핀란드어로 진행된 학교 및 교사양성교육의 모체가 있는 곳이라는 자부심
이 강한데, 노르시 학교는 유바스퀼라 대학과 더불어 최초 핀란드어 학교의 후신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고 한다. 이 주제의 통합교과활동주간은 축제에 가까운 형태로 일주
일 동안 진행되었다. 각 요일마다 계획된 행사 및 활동이 실시되었으며, 이 활동들 속에는 전
교과의 속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게임의 날(보드게임, 신체활동게임), 스포츠의 날, 군악대
초청, 기념깃발제작, 캠핑, 요리, 가라오케의 날 등 학생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중심
으로 실시되었다. 통합교과활동주간이라는 명칭 아래 기획되는 이러한 활동들의 통합교과적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 예를 들어 ‘게임의 날’의 경우, 같은 관심을 가진 학생이
그룹을 지어 직접 게임을 고안, 제작하고 당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이 활동에 의사소통, 미술, 수공예, 발표 등의 내용이 통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각 교과목의 속성을 통합하는 데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핵심역량
증진에 강조점을 두는 것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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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네 교사는 2017년의 통합교과활동주간은 좀 더 학업 분위기가 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2017년 가을학기 통합교과주간의 주제는 “핀란드 독립 100주년”이며, 두 학년을 같은
군으로 묶어 협력과 진행을 하도록 하였다. 그녀가 담당한 3, 4학년 군에서는 교육실습생과
더불어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기획하여 학생들에게 통합교과활동의 근본적인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였다.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사탕의 나라에서 온 왕이 핀란드에 방문할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소개해주고 싶은가’에 대해 고민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시점에 노르
시 학교의 교사들은 10월 첫 번째 주에 실시되는 2017년 통합교과활동주간을 준비하기 위하여
각 교사 및 학생그룹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다. 교사 미팅에서는 소그룹의 주제를 계획하고,
참여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가장 얼굴이 덜 알려졌다고 생각되
는 교생이 산타처럼 분장을 하고 찍은 이 영상은 이미 각 반 학생들에게 첫 미팅 시간에 공개되
었으며 학생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 학생미팅 결과, 4학년 3개 반에서는 핀란드의 자연, 학교,
일상, 역사와 문화, 전통으로 다섯 개의 그룹이 나눠졌으며, 총 9명의 교사가 4학년 통합교과활
동주간 활동을 위해 배정되었다. 교사들은 각 소그룹 담당교사 및 소그룹에 고정적으로 배정되
지 않고 각 그룹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러 가는 교사들로 나뉘어져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배우
고자 하는 바를 더 이끌어내면서도 통합교과적 속성이 가미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통합교과활동주간 5일 중 월요일은 사전 계획을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으로 배정하였으며, 화요일부터 목요일은 각 소그룹별 활동기간 그리고 금요일은
이것을 수렴하고 발표하는 시간으로 배정했다. 안네 교사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
았지만 이 일주일 동안의 결과물을 가지고 각 반에서 사후 학습이 진행될 것이라 했다. 또한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그룹들의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여 학습의 기회를 넓히는 것은
담임교사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2016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활동에 대한 평가 중에서
학생 평가를 강조하기 때문에 각 반에서의 사후 활동은 실제 활동주간과 더불어 새 교육과정
실천의 중요한 부분이 되리라고 기대되고 있다.
안네 교사에 따르면, 에스푸(Espoo)라는 지역의 중학교에서는 무려 5차례의 통합교과활동을
실시하기도 한다. 중학교에서는 담임교사의 역할이 매우 적어 활동의 양태가 다르지만, 에스푸
중학교 같은 학교에서는 수 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3-4과목을 연계하여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해
왔다. 중학교에서는 수업 구조의 특성상 통합교과활동을 초등학교처럼 일시에 정해진 기간에
실시하기보다는 매주 정해진 요일 및 시간에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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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신에 대해 굉장히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변호사, 의사 다음으로 대입 경쟁이 치열
하다), 따라서 시간만 주어진다면 더 많은 교육적 실험을 한다고 말했다. 핀란드에서는 지방정
부 및 중앙정부 차원의 감사나 학교교육에 대한 공식적 결과 수집이 없다. ‘교육의 질은 온전히
학교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명제가 교사 개개인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높이는 밑바탕이 되었다
고 여겨진다.
물론 3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걱정이나 새로운 방식에 대한 저항감이 없지는 않다. 통합교과활동주간뿐만 아니라 새 교육과
정에서 강조하는 ICT 활용은 기존 교사들뿐만 아니라 담당자인 안네 교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이를 위하여 유바스퀼라 대학에서는 ICT 교사교육을 실시하고 아이패드 및
최신 교육기자재 활용을 돕기 위해 학교교사 중 자원자를 모집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여, 교사들
이 각종 질문이나 기기 이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들은 1년에 단지 38시간
만 담당업무 관련 일에 추가적 보수를 지급받는데,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추가업무
시간은 다 채워졌다고 한다. 교사들이 가지는 높은 자긍심은 보수를 넘어서 학교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합교과활동주간과 같은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에는 교사의 변화와 같은 학교 문화의 전반적인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상 통합교과적 활동에 모든 교과가 동등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예를 들어, 초등 과정에서
의 영어 과목은 통합교과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해진 교과 학습
의 결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일 년 수업 계획을 매우 철저하게 조직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영어 교사로서 안네 교사는 이를 위하여 자신이 직접 소규모 그룹을 담당하여
영어 과목 요소를 활동에 접목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한다고 한다. 그녀는 이번 ‘핀란드
100주년’활동에서 정해진 소그룹 중 ‘핀란드의 학교’ 소그룹을 담당하여 학교에서 실시되는
영어교육에 대해 다룰 수 있도록 조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통합교과활동주간은 아직
까지 학문적 균형 측면에서 완벽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실행에 있어서도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마치 현상기반학습 자체처럼 교사들도 이 변화를 과정으로서 즐기면서 공부해 가고
있다는 점은 핀란드 학교가 가진 가장 큰 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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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크리스찬 스쿨(Christian school)46)
크리스찬 스쿨(Christian school)은 유바스퀼라 시내에 위치한 학교로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약 18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종합학교이다. 한 학년은 입학생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반이
하나이거나 드물게 두 개의 반으로 되어 있다. 학교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종교적 가치를
위해 세운 사립학교이지만 학교 어디에도 종교적 상징물이나 관련 수업은 없으며, 단지 일주일
에 한 시간 정도 간단한 전교생 예배가 있다. 또한 예산이나 교육과정 등은 모두 공립학교와
같이 정부 예산 및 계획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교장 페뜨리 무옷까(Pettri Muotka)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에 매우 큰 변화
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으며, 통합교과적이며 학생활동중심의 교육은 예전부터 추구해오던 학교
의 교육철학이라고 말하였다.
5학년 담임교사이자 5년 전 이 학교 교장직에 근무했던 유까 시네마끼(Jukka Sinnemaki)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단순하게 교과통합의 목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단
순한 단기 기억을 기반으로 한 학습 및 테스트에 집중하지 않고, 행복에 바탕을 둔 학습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교육과정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다. 유카 교사는 통합교과활
동에 모든 과목의 특징을 담아야 한다는 부담 자체가 진정한 학습의 기회를 잃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항상 현재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 및 과목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그리기 및 공예 활동에 치우치기 쉬운 초등과정의 통합교과활동주간 운영
의 기본적인 고민이며, 학교 현장에서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이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교육과정
의 도입으로 인해 교사가 느끼는 교실에서의 부담감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카
교사는 현재 진행 중인 목공 수업은 뜨개질 영역과 통합하여 나무의자에 쿠션이나 커버를 결합
하는 것으로 이러한 통합교과의 예시는 무궁무진하다고 전했다. 그는 교과통합의 속성은 차라
리 결과에 가까우며, 개개 학습자가 참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카 교사는 2016년 통합교과활동주간에 실시했던 주제가 기존에 학교에서 꾸준히 실시하던
행사라고 설명했다. 작은 학교인만큼 초등부터 중등까지 같은 주제를 공유했는데, 이는 율루랍

46) 이하 내용은 원고 용역 집필자(김상훈)가 크리스찬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 유까 시네마끼(이전 교장)와 면담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방문일: 2017.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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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Joululapsi, 크리스마스 어린이)로서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크리
스마스 선물 및 구호물품을 보내는 프로젝트이다. 크게 활동의 종류에 따라 1~3학년 그룹,
4~6학년 그룹, 7~9학년 그룹으로 나누었으나,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의 선택으로
학년 그룹을 뛰어 넘어 참여가 가능하다. 3학년과 8학년 학생이 같은 그룹에서 장갑을 뜨면서
서로 돕고 배우는 장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기본 취지는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보내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직접 물품 보내기에 헌신함으로써 상대 학생과 1:1의 연결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다.
1~3학년 그룹의 활동은 사진, 이야기 듣기, 동영상 시청하기 등으로 학생들에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며 자신이 그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시작 단계 즉, 인식의 증진이
나 해당 종류의 앎에 동기부여를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크리스찬 스쿨에서는 나이 어린
학생들이 충분한 동기부여나 이해 없이 당장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많은 시간을 학생들이 처한 상황, 이유, 공감하기
등에 할애하여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능동적인 자세로 그 다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
4~6학년 그룹은 자신의 손으로 상대 학생들에게 보낼 물품을 제작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핀란
드의 정체성이 묻어나는 활동이 많았다. 뜨개질을 통한 물품이 가장 학생들의 참가가 많았다고
하는데 주로 장갑, 모자, 양말 등 평소 핀란드 가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또 그림을
이용해 크리스마스 물품을 만들거나 목공 기술을 이용해 다른 소품을 만들 수도 있었다. 학생들
은 나이에 맞게 3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주어져 그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보기에 없는
선택지를 학생 스스로 만들어 교사와 상의하는 것도 언제나 열려 있다고 한다. 1~3학년이나
7~9학년 모두 이 물품 제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 일정의 배분은 이를 고려하여 배치
한다고 한다.
7~9학년은 학교 밖으로 나가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다. 7~9학년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 하나는 시에 있는 회사들을 방문하여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기부금을
받고, 또 다른 그룹은 직접 상점들을 방문하여 물품으로 기부를 받는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은
이 돈과 물품으로 직접 필수품 상자(survival kits)를 만들고 물품 구매부터 포장 및 배송까지
담당한다. 중간에 물류 운송 기업의 지원을 받아 배송을 무료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발표, 집단 내 의사결정, 상대 지역의 문화 및 기후, 포장, 미술, 물류 등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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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기반한 과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을 진행했다. 유카 교사는 이 모든 활동이 매우
현실적이며 또한 학생들이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팀원들과 함께 해결
하는 부분이 학습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크리스찬 스쿨의 이번 통합교과활동주간 주제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핀란드 독립 100주
년”이었으며, 이를 위해 활동 기간을 12월 6일 독립기념일 바로 직전에 배치했다고 했다. 통합
교과활동주간은 총 5일의 기간으로 마지막 날은 축하파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다른 요일에는
그 파티의 각 부분을 담당하는 활동, 전시 등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해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페트리(Pettri) 교사는 교사 휴게실에 붙어 있는 일정표를 보여 주며 모든
교사가 업무 부담이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카 교사는 자신의 교실을 보여주며 미래의 교육은 과목의 통합 여부뿐만 아니라 학습자
내부에서 진정한 학습이 일어나는 법을 연구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실 내에는 헬스
장에서 볼 수 있는 턱걸이 기구와 각종 밴드들이 천장에 걸려있었다. 그는 수학 학습을 예로
들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거나 자신에게 와서 설명을 듣고 머리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아주 짧은 신체운동(턱걸이)을 통해 뇌를 환기시킨 후 다시 자리에 앉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Ⅳ-3] 참조). 이는 운동량의 증가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핀란
드의 한 종단 연구(Yle, 2014)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림 Ⅳ-3❙ 핀란드 크리스찬 스쿨의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들(2017. 9. 25. 촬영)
출처: 크리스찬 스쿨 방문면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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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카 교사는 학년 시작 전 약 3주의 시간을 들여서 교실, 교사, 친구들이 편안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학년
수학수업의 경우, 한 학기의 분량의 긴 내용을 짧게 압축하고 3차례에 걸쳐 반복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각 학습 주제에 맞게 자기 수준의 개인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속도가 느린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기다림에 압박을 받지 않아 자신만의 속도로 공부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잦은 퀴즈나 쪽지시험 같은 확인평가로 인해 가정 내에서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없애는 대신 연말에 예고 없이 일 년치 교육과정 평가를 본 결과
100점이 만점인 평가에서 약 13점 가량의 성취도 향상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의 진정한 학습을 위해서는 그들이 하는 말, 행동뿐만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는
하루 일과, 가정 내 분위기, 수면 습관 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카 교사는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약 2주일간 하루 신체 리듬을 파악하여 특히
안정적인 수면과 학업 집중도의 관계를 조사했다고 한다. 또한 주중의 활동과 주말의 활동을
파악해서 월요일에 강하게 나타나는 학생의 스트레스 지수를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련
의 과정들은 이번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습자의 유의미한 학습, 진정한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 앞으로의 교육이 고려해야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라 볼 수 있다.

다) 팔로칸 쿨루 학교(Palokan Koulu)47)
팔로칸 학교도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재학하는 종합학교이며, 전체 학생 수는 대략 550명이
다. 이 학교의 통합교과활동주간 또한 모든 학년이 함께 같은 주제로 진행하며, 행사 중에 일어
나는 서로 다른 학년 학생의 협동 및 도움주기가 학교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교육목표라고 하였
다. 교장 투이야 하까라이넨(Tuija Hakkarainen)에 따르면, 2016년에 실시한 첫 통합교과활동
주간은 처음 실시해 보는 것이어서 제도를 경험해 보는 데에 무게를 두었다고 말했다. 2016년의
활동은 일주일을 같은 주제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했다. 그 중 하루는
학부모 참여를 위해 토요일에 실시했는데, 그 명칭은 팝업데이(Pop-up day)로 교내 및 부지에
다양한 코너를 구성하고 모두48)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이벤트였다. 교사가 먼저 구성한
47) 이하 내용은 원고 용역 집필자(김상훈)가 팔로칸 쿨루 학교를 방문 면담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방문일: 2017. 9. 26).
48) 여기에서 ‘모두’라고 한 것은 코너 구성 주체도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참가자들도
또한 다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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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코너도 있는가 하면, 학생이 주체가 되어 구성하기도 했으며 또 지역사회 구성원(도서관,
지역 커뮤니티, 학부모 등)에게도 참여 기회가 열려 있었다. 아스팔트에 그림을 그리거나, 캠
핑, 베이킹, 스포츠, 뮤직 등 각종 크고 작은 주제 중심으로 활동이 배치되었으며, 학생들은
4개의 활동을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되 각 활동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을 미리 알 수 없도록
했다. 투이야 교사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학년 학생들의 만남과 협력은 정말 아름다
웠다고 묘사했다.
2017년의 주제인 “핀란드 독립 100주년”에 대해서는 교외 부지에 핀란드가 걸어온 100년의
역사를 산책길처럼 구성해 시간 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계획하고 있었다. 또한 시대
를 대표할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체험이나 퍼레이드 또한 구상 중이기도 했다. 2016년의
활동에서도 학부모 참여를 강조했는데, 2017년에도 또한 학생들의 공연이나 콘서트를 준비하
여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였다. 2018년 봄학기 통합교과활동의 기간은 3일 정도인데, 주제는
“세계의 여러 언어”로 계획하고 있었다. 기존 학교에서 주로 접하는 3개 언어(핀어, 스웨덴어,
영어)를 넘어 세계적으로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고 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주제로 기획
중이라 말했다. 이 행사는 학생 참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상기반학습식 활동이기 때문에
큰 주제를 제외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초등 및 중등이 크게 구분되지 않은 채로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정서 발달이나 학교 문화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는 일이다. 핀란드의 통합교과활동주간에서는
프로그램의 계획을 세울 때부터 구체적으로 무슨 과목과 무슨 과목 속성이 통합되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오히려 7가지 범교과적 역량 중에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주제 및 활동인지를
고민한 흔적이 더 컸다. 투이야 교사 역시 통합교과활동주간 계획 시 구체적인 과목 속성을
고민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오히려 학생이 행복할 것인지,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활동인지에 대해 고민한다고 밝혔다. 학교교육과정
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하나의 용어에 좌우되지 않는 자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2)
가) 학교 급식을 주제로 한 7학년 수업모델
카우하바(Kauhava) 지역의 교사 네트워크에서는 통합교과활동주간의 수월한 진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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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모든 학교가 접근할 수 있는 주제가 담긴
수업모델을 제시하였다. 그 중 하나는 “학교 점심”을 주제로 하여 약 8교시에서 9교시 분량으로
계획되었다. 학생들은 손 씻기와 연관하여 세균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데, 손을 씻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며 물 사용, 비누, 건조의 영향, 핸드크림 등의 요인에 따른 세균의 증감에 대해
공부하였다. 학생들은 또한 토론을 통해 손 씻기가 전염병 예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근래 크게 유행한 전염병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내용들은 생물 분야에 해당한다.
음식의 신선도 유지와 관련해서는 온도 및 습도 등의 요인을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화학과목 분야에 해당한다. 재료 수급, 인건비, 전기 및 수도 등의 요인들에 대한 계산을
통해 학교 점심의 가격을 계산하면서 수학을 공부할 수도 있다.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를 구상해
보고 실제 실습을 통해 만들어 보는 것은 가정･가사 교육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종교 및
역사에 관련해서는 각 문화에서 금기시 되는 식재료를 알아보거나 시대에 따른 식습관의 변화에
대해 공부할 수도 있다. 사회와 관련하여 자국의 무상급식 제도에 대해 공부하며 효과 및 의미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외국어 학습에 관련해서는 자신만의 급식표를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하고
공유하며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진다.

나) 태양을 주제로 한 중학교 수준의 수업모델
좀 더 추상적이지만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서나 접근할 수 있는 주제로 태양에
관련한 통합교과학습 모델이 있다. 우선 시각예술에 접목하여 색, 조도 및 명도, 음영에 대해
공부한다. 건강에 대한 학습으로는 태양이 인체에 주는 비타민이나 멜라닌 등 필수적인 건강
요소에 대해 알아보며, 동시에 태양 빛의 정도가 인간 심리에 주는 영향도 공부해 볼 수 있다.
역사 및 종교 영역에서는 태양이 각 문화마다 차지한 위치와 상징에 대해 알아보면서 상징의
연유와 그 상징이 어떤 형태로 실생활에 영향을 주었는지 공부해 볼 수 있다. 또한 프랑스 왕
루이14세가 왜 태양에 비유되었는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자살특공대의 상징이 왜 태양이
었는지에 대한 토론도 사례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수학 및 과학과 관련해서는 태양의 계절
에 따른 고도 변화와 이에 따른 태양광 패널의 에너지 생산에 대해 계산하는 활동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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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 7학년 수업모델
하멘린나(Hameenlinna) 지역의 카우리알라(Kauriala) 중학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
로 이전에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 깊게 이해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합교과주간 주제로 정하였다.
이 주제는 생태, 경제, 문화, 사회의 4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어느 분야에
대해 공부할지 선택하고, 소그룹 안에서는 구체적인 테마와 학습 계획을 상의한다. 실지 통합교
과주간을 실시하기에 앞서 약 3시간 가량 준비･토의 시간을 가지며, 이때 교사는 교육학적
관점과 통합교과적 속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합교과주간은 특정
한 주에 실시되지 않고 한 주에 3시간씩 4주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총 15시간의 수업시간이
배정되었으며, 교육활동에는 사진 촬영, 비디오 촬영, 편집, 공예, 그리기, 에세이 작성, 연극,
요리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3)
핀란드의 현상기반학습을 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통합교과활동주간과 통합교과수업
사례들이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핀란드의 사례에서는 교육과정-현장의 일관성(coherence)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특히
두드러졌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과 더불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자원을 아끼지 않았다. 무엇보다 교육과정의 현실성을 위해서 노력하였는데, 교육과정개정팀의
과반수 구성을 현직 교사로 채웠고, 현장의 피드백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중앙기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들의 연계를 통해 구축했다. 또한 새로운 교육과정이 더 넓은
사회망과의 연계를 필요로 함에 따라 대학, 지역 기관, 학부모 등 교육 이해당사자들이 교육과
정 수립에 참여함은 물론 수립 이후 적용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소통하도록 하였다. 교육과정을
하나의 완성된 경전으로 여기지 않는 시각 또한 일관성 달성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계획을 수립
하는 중앙부처 관계자부터 현장의 교사들까지 국가교육과정을 따르고 검사받아야 하는 지침으
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시간 현장에서 “구성되는”교육과정이 차후에 국가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구성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단순히 교육과정에 쓰여 있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 국가교육과정에서는 많은 결정을 지방정부 및 학교가 하도록 정해놓았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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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 부분은 오래된 핀란드 교육의 독립･자
율성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의 노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둘째, 교육과정 시행 과정에서의 핀란드 지방정부 및 학교의 자치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
다. 핀란드는 지역교육청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각 지방정부의 교육 관련 부서가 일을
담당한다. 이는 지역사회의 수많은 현실 영역(예: 교육예산의 일관성, 사회 인프라 연동 등)과
의 연계를 더 수월하게 만든다. 통합되어 있는 행정체계는 지방의 힘을 강화함과 동시에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결국 학생의 더 나은 복지와 교육계획 수립으로 귀결된다.
학교는 예산 운영과 더불어 인력 고용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전체적인 국가시험 또는 지역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선발하는 형태가 아니라 각 학교에 의해 교사가 고용되며, 예산은 지방
정부 및 중앙정부에서 내려와 월급을 받는 구조이다. 교장직은 공석이 될 경우 학교 교사 중
교장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방정부 교육 부서에 지원서를 내고 그 중에서 선발된다. 그 과정에서
강제성을 지니지는 않지만 교내 교사들의 인터뷰도 실시하여 훨씬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장이
결정되며, 따라서 위계적인 성격이 적다. 이는 자연스럽게 학교문화를 지배하게 되고 새로운
교육적 실험을 도입하고 유지하는 데 큰 바탕이 된다.
교사는 그 자체로서 교육의 결정권과 책임을 지는 존재로 인식된다. 구성해 가는 교육과정이
라는 기치처럼, 교사들은 당장의 성과에 쫓기지 않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타 교사와 협력하도록 지지된다.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지침을 바탕으로 교사
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다. 학생을 바라보는 눈에서도 성취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이 동시에 있을 때 낮은 학생을 끌어올리는 것에 자원을 집중하듯이, 이번
교육과정개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도 잘하는 교사를 전면에 세우기보다는 각종 조건으로
(나이, 관심 분야, 성격) 힘들어하는 교사를 국가 및 지역의 기준에 맞게 끌어올리는 학교 문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금전적인 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은 교사 집단
내에서 길러진 자긍심의 영향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이번 교육과정 도입 이전부터 학생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계획하도록 격려하여
왔다. 어린이집 수준의 교육에서부터 교사는 큰 틀에서의 활동 방향을 계획하고, 학생들은 한
활동 안에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일례로, 만 3-4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바스퀼라시 소재 어린이집(Vastatuuleen daycare)에서는 오전에 한 번 이야기듣기 시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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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내외) 외에는 대부분 실내･바깥 놀이 시간으로 구성함으로써, 한 활동 안에서 어린이가
충분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긴 호흡의 놀이는 자기주도적 계획 능력과 친구와의
협동 능력을 기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어린이집 관계자는 설명했다. 초등 및 중학교에서 통합
교과적, 학생주도적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시선으로 학생들의 자주적 계획수립 및
협동능력을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배울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교육과정의 시행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학교 문화 개선이 두드러진다. 현상기반
학습 및 비슷한 기조의 교육철학･모델들은 모두 학습자 중심, 즉 학습자 개개인이 서로 다른
학습과정을 구성하게 되며, 그에 따라 서로 다른 학습 결과 또한 예상된다. 현재 지역의 학교들
은 새 교육과정에 명시된 의무적 통합교과주간을 학교 학생 전체가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축제
의 개념으로 실시하는 곳이 많으면, 따로 학교가 지정한 주간이 아니더라도 초등은 담임의 시간
재량 안에, 중등은 과목 교사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역별, 매체별
교사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어(예: 페이스북 기반으로 전국 3만의 초등 교사가 활동하는
Alakoulun aarreaitta), 교사는 법적 강제나 감독의 힘보다는 학교 및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
과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방법에 함께 적응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세계 각국에서 학습자중심 학습활동(캐나다, 영국), 창의성 교육(독일), 창객교육(중국) 등
으로도 불리고 있는 메이커 교육은 미국의 기술 중심 DIY 문화(technology-based extension
of DIY culture)의 일종인‘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에서 파생된 교육 형태이다. 메이커
운동은 넓은 의미에서 의복, 제빵, 유기농 화장품, 악기, 조립식 자동차 등을 전문생산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직접 만드는 모든 활동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4차 산업혁
명, 지능정보사회와 관련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메이커 운동은 좁은 의미에서 디지털화
와 관련된 메이커 운동이다. 이러한 방향의 메이커 교육은 전문 엔지니어가 아닌 일반인들이
소프트웨어와 마이크로컴퓨터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도구들을 고안하고 사용, 판매하는
디지털 생산(digital fabrication)운동으로 연결된다. 해커문화와 오픈소스 운동의 영향을 받은
‘메이커 운동’에는, 추구하는 가치 면에서 맥락이 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무형식(informal),
네트워크화된(networked), 동료 간(peer-led), 재미와 자아실현에 의해서 동기화된 공동 학
습(shared learning motivated by fun and self-fulfillment) 등의 교육 문화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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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ples, M. et al., 2013). 본 절에서는 이러한 좁은 의미의 메이커 운동이 초･중등학교에
도입되어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교육의 일환으로 자리잡은 미국 오바마 정부의
교육정책과 메이커 교육을 활용하여 통합교과활동을 실시하는 우수학교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오바마 정부는 이공계 교과목 융합교육과정인 STEM 교육 활성화와 연계하여 메이커 교육을
진흥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6월 18일에 최초의 백악관 메이커 페어(White House
Maker Fair)가 개최되고,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의 DIY가 내일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된다
(Today’s D.I.Y. is tomorrow’s “Made in America.)”49)라는 유명한 발언을 남겼다. 이와
함께 오바마 정부는 향후 4년 동안 미국 학교 1,000곳에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의 디지털
제작 도구를 갖춘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박병준, 2016). 이때 100여개
도시의 시장들이 ‘시장단 메이커 도전(Mayors Maker Challenge)’에 서명을 하고 각각의 도시
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거나 지역의 메이커들을 지원하는 TF팀을 만들었다.

❙그림 Ⅳ-4❙ 2014년 메이커 페어 이후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든 미국의 도시들
출처: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Nation of Makers,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node/316486(검색일:
2017. 9. 1)
49)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the President at the White House Maker Faire (White House Briefing Room)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4/06/18/remarks-president-white-ho
use-maker-faire(검색일: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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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6월 12일부터 18일까지를 국가적인 차원의 메이킹 주간(National Week of
Making)으로 선언하고 한 번 더 메이커 운동 및 교육을 지지함을 선언하였다.50) 2016년에
오바마 정부는 메이커 페어에 농림부(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에너지부(the
Department of Energy), 해군부(the Department of the Navy), 박물관과 도서관 서비스 기관
(the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국립우주항공국(NASA,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국립예술문화유산재단(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국립 표준 기술 센터(NIST: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s and
Technology) 등이 참석하도록 했다. 여기에 8개의 국가기관에서 메이커를 육성하고 새로운
벤처회사를 만들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설계할 기업가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 교육정
책, 훈련, 지식네트워크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50여 개 주에서 100만 명의
학생들이 해당되는 1,400여 개 이상의 K-12 학교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고 있고, 메이커
챔피언을 선정하고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공공장소에 전시하였다.
더불어, 오바마 정부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Nation of Makers(https://obamawhitehouse.
archives.gov/node/316486)”를 만들어 관련 자료들을 게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메이커 운
동, 메이커 교육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는 ‘Women in Stem’,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ommectEd’, ’Ready to Work’, ’Strategy for American Innova
tion’ 등이 있다. 또 고등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Make Schools Alliance’를 만들어 메이커 교육
을 추진하는 대학들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였다. 이 정책은 학생들에게 메이커 교육 관련 공간,
프로젝트, 멘토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분야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여기에 약 150개의 대학이 가입하여 고등교
육 분야의 메이커 교육이 활성화된 정도를 보여주었다(Santoso, S., 2014).

2)

:

가) 라이트하우스 커뮤니티 공립학교(Lighthouse Community Public School)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메이커 교육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만들거나(building), 컴퓨터프로그램

50)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5/06/11/national-week-making-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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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거나(computer programming) 하는 등의 활동을 학생들의 교과활동과 연계하거나 놀이나
실험, 협동, 공동체를 강조하는 배움에 응용하는 데에 있다. 통상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물리적이거나 디지털화된 인공물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만든 것을 공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활동의 디지털 버전이 학교에서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가능해진 것은 아두이노(Arduino)와 같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플랫폼 또
는 소프트웨어로 설계한 시제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3D 프린터 등의 가격이 매우 저렴해
진 데에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에서도 K-12 시스템에 메이커 교육 전용 메이커스페
이스(maker space)를 만들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것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메이커 운동을 교실로 들이거나 외부의 메이커스페이스를 학교와 연결
하거나 심지어는 학교 전체를 메이커 스페이스화하여 메이커 교육을 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고 메이커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여기에 사례를 소개한다.
라이트하우스 커뮤니티 공립학교(Lighthouse Community Public School, http://dev.light
housecharter.org/)는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학교이며, 각 학교당 전교생이
800여 명 정도인 소규모 학교이다. 이 중 라이트하우스 커뮤니티 차터 고등학교(Lighthouse
Community Charter High School)는, 미국 Bay Area의 라틴계열과 아프리카계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인‘공립학교를 혁신하라(Innovate Public Schools)’에서 높
은 순위에 오른 혁신적인 공립학교로서, 2011년과 2012년에는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Academic
Achievement Award Title I을 받은 두 학교 중에 하나이다.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에 탑재된
자료에 따르면, 13년에는 캘리포니아 차터 스쿨 연합(California Charter Schools Association)
이 선정한 ‘올해의 Hart Vision California Charter School’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졸업생의
높은 비율(80~90%)이 4년제 대학에 입학하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의 평균치의 4배이다.
라이트하우스 커뮤니티 공립학교는 학교 전체를 메이커 스페이스화하여 ‘창의성 랩
(Creativity Lab)’이라고 부르며 운영하는 매우 독특한 메이커 교육을 하고 있다. 이 학교의
창의성 랩은 어떤 특정한 공간이라기보다는 학교 전체를 메이커 스페이스화하여 운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상당수의 교과 수업에 메이커 교육이 통합(integration)되어 있다. 이러한
통합은 메이킹이라는 활동이 학생들의 교과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시도된다.
라이트하우스 커뮤니트 공립학교의 창의성 랩은 아론 반더버프(Aaron Vanderwerff, 현재
창의성 랩 소장)라는 과학교사가 2009년에 물리학과 로보틱스 수업에서 메이커 중심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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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학교 전체로 확장되었다. 2010년에 아론 교사가 지역의 ‘메
이커 페어(Bay Area Maker Faire)’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이
급격히 향상되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라이트하우스 학교 차원에서 창의성 랩 프로그램을 만
들고 K-12 단계의 학생들을 모두 참여시켰다. 그리고 메이킹을 교과 학습에 통합하고 싶은
교사들을 위한 연수프로그램도 생겨났다. 이러한 발전이 이루어져 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
리될 수 있다.

- 2009~2010년: 11, 12학년을 위한 모든 ‘물리’과목에 메이킹 통합
- 2010~2013년: 메이커 페어 참여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메이킹’과 ‘로보틱스’ 수업
- 2013~2014년: K-12 창의성 랩 프로그램 도입(고등학교 선택과정 + K-8 방과후 과정
+ 코칭을 통한 메이킹 통합교과 운영 지원 + 교사 연수)
- 2014~2015년: 중학교 7, 8학년 메이킹 선택과목 추가 + 고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추가
+ 메이킹 통합교과 운영 계속 지원
- 2015~2016년: 중학교 7, 8학년 프로그래밍 선택과목 + 메이킹 통합교과 운영 계속 지원
+ 로드스타(Lodestar) 기획
- 2016~2017년: 로드스타(Lodestar) 개장, 자매학교 개설, 메이커 중심 교육과정 도입

❙그림 Ⅳ-5❙ 라이트하우스 커뮤니티 공립학교의 메이커 교육
출처: http://lighthousecreativitylab.org/professional-development/designing-making-experiences/(검색일: 201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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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급에서는 융합교과 수업(enrichment class)에 메이킹이 들어가며, 고등학교급에서는
선택과목(electives)에 메이킹이 포함된다. 학교에서 사례로 제시하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7, 8학년을 위한 메이킹 융합교과: 1년의 1/3 가량이 융합수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수업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것이다. 학생들은 물건
을 집는 카드보드 핸드(cardboard hands)를 만드는 것부터 스크래치(Scratch)에서 프로
그래밍을 하고 유치원생들을 위한 미니-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드는 것과 같은 활동을 한다.
 고등학교 선택과목: 라이트하우스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로보틱스(robotics)와
메이킹(making)의 두 가지 선택과목이 있다. 가을 학기에는 학생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의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해 답이 정해지지 않은(open-ended)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라이트하우스 창의성 랩에서는 방과후 활동(After-School Program)에서도 메이커 교육을
실시하는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K-8 창의성 랩: 학생들은 본인들이 새롭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에
참가한다. K-4 레벨의 학생들은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만드
는 수업을 매주 받는다. 중학교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찾는
자율성을 주로 체험하도록 한다.

❙그림 Ⅳ-6❙ 창의성 랩에서 학생들과 함께 기획한 유치원생들을 위한 메이커 교육
출처: http://lighthousecreativitylab.org/professional-development/designing-making-experiences(검색일: 201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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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창의성 랩: 방과후에 라이트하우스 고등학교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

가는

(drop-in) 메이커 스페이스가 된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숙제로 내어 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하여 공간을 활용한다.
라이트 하우스 학교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에게 배움을 다시 돌려주려는 교육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래사회에 등장하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학생들이 독립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our students will need to be independent thinkers)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전제이다. 해당학교에서는 ‘만든다(make)’는 것이 학생들을 배움에 대한 소유의식(ownership)
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이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메이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메이커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라이트하우스 커뮤니티 공립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
육철학에 입각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목표가 뚜렷한(purposeful), 관계기반의
(relationship-based), 학습자 중심(learner-driven)인 교육을 표방한다. 각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목표가 뚜렷한(Purposeful) 학습: 목표가 뚜렷한 학습은 학생들이 삶에서 가치있는
(life-worthy) 이해를 창조해 낼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질문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학습은 통찰력, 기회, 도덕, 행동에 영감을 준다. 학생들이 만드는 것은 현실 세계의 포맷
(real-world formats)에서 모델을 만들며, 현실 세계의 사람들과 공유되며,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학생들의 학습은 학업성취, 지식, 기술, 성격, 높은 수준
의 작업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넓게 정의된다. 학습은 넓은 것보다는 깊은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교과 내용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제쳐 두고 하나의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지도 않는다. 더불어, 학습은 표준교과과정에 기반을 두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높은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구조화한다.
 관계기반의(Relationship-Based) 학습: 관계기반의 학습은 재미있다. 우리는 학생들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물리적이고 감정적인 안전을 만들어준다. 학습은 우리의
지역사회에 속해 있으며 학생들의 정체성에도 뿌리박혀 있다. 우리는 관계를 만들어 간다.
학교의 가르침은 학생들이 건강한 관계를 창조하고 협동적인 기술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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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학습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난다. 학생들은 협동적인 상황과 고독의 상황 모드에서
삶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가며,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의사소통한다.
 학습자 중심의(Learner-Driven) 학습: 학습자 중심의 학습은 탐구중심(inquiry-based)
이며,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에서 일어난다. 교사와 학생 모두 이해라는 것으로 이끌
기 위해 질문을 사용한다. 학습자들은 그들의 고유한 이해를 만들어간다. 학습이란 매우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do the heavy lifting).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힘들고 엉망진창인 학습이라는 작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구조화를 시켜주는 것이다. 학습
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자신이 가진 열정을 탐색하도록 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학습은
학생들 본인의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학생들 자신이 목표를 세우고, 진전의 정도를
체크하고, 여기에 대하여 소통하고 성찰한다. 학습은 개인적인 것이다(이것이 꼭 컴퓨터
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필요에 맞추어 데이터를 사용하고 학생들
의 학습을 역동적인 방식으로 디자인하고 조정한다. 학습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무엇
인가에 숙달하게 된다.

학생들은 승무원(crew)이라고 불리는 교사들과 소그룹으로 묶여 지내게 되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학습에 참여한다. 해당 학교는 ‘EL Education Network’라는 프로젝트와 성격 형
성에 초점을 두는 학교 개혁 네트워크와 연합하여 교과과정을 기획하고 학생들의 학습이 이
어질 수 있는 진로를 고민한다. 학생들은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창작물을 만들
고, ‘Fieldwork’이라고 불리는 학교 밖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일종의 모험(adventure)을 겪
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든, 위험, 도전, 자기 발견을 수반하는 육
체적, 예술적, 지적 경험). 이러한 경험들은 리더십을 길러주며,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있는
교사와 학생들이 공동으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수업은 학습목표에 맞추어 디자인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의 진도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운영하는 컨퍼런스,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EXPOs, 다른 학
생들이나 학부모들 또는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학습 결과를 보여주면서 늦은 저녁에 파티를
하는 것)하는 활동들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본인들의 배움에 대해서 성찰하고 개개인의 학습
목표를 세워보게 된다.
더불어, 학생들은 본인에게 흥미가 있는 주제를 탐구할 시간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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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들은 철저히 개별적으로 운영하며, 교사들은 ‘오늘은 무슨 문제를 해결할 거니?’와 같
은 질문을 던진다. 학생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작업 계획을 세워보고, 성찰하고, 어른의 도
움을 받고, 타인과 학습의 과정을 공유하면서 학습의 주체가 되어 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
여 학생들이 창의성 랩(Creativity Lab)과 같은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방향, 즉 학생들 본인
의 흥미와 열정에 맞춰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3)
미국 초 중등학교에서의 메이커 교육 사례가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생소한 교육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커
교육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교교육에 안착시켰다. 한국에서도, 현재
특정 지역(대전, 세종, 인천교육청 중심)에 편중되어 있거나 사교육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
고 있는 메이커 교육을 전반적인 초 중등학교 공교육 차원에서 시도하고 실험해 볼 수 있도
록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의 메이커 문화는 일반인들이 디지털 기
술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필요한 것을 직접 생산한다는 관점에서 지능정보사회의 성격에 비추
어 볼 때 매우 선도적이면서도 어느 정도는 여전히 비주류에 속해 있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주류적 메이커 문화에서 발원한 메이커 교육에 대하여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경제와 교육의 잠재적인 관계와 관련지어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정책적 지원을 하였다. 수많은
도시 차원에서(Maker Cities) 메이커 스페이스가 등장하였고, 미국의 초 중등학교에서는 방
과후 프로그램의 운영과 통합교과수업 운영에 있어서 메이커 교육을 적극 활용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학교의 메이커 교육에 참여하여 일정 시간의 교
육봉사를 하도록 한 사례는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ICT-DIY 사업의 일환으로 메이커 교육에 참여하
여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사례가 있는데, 그 확대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도 있겠다.
둘째, 미국의 많은 학교들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메이커 교육을 기존의 교과교육에 통
합하여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사
례로 제시된 라이트하우스 공립학교의 경우, 메이커 교육을 교과교육(STEM 교과목 집중)에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향상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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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 교육이 일부 지역에서의 자유학기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만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으
며, 메이커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과 자유학기제 및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강
사들을 중심으로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과와 확산의 필요성이 미국에서만큼은 드
러나지 않고 있다. 한국의 학생들에게도 메이커 교육이 같은 효과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미지
수라고 할 수 있지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세대들의 창의성 교육
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이미 시도된 많은 사례
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국내에 도입하기에 적합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국내의 초 중등학교
에서 실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장 가깝게는 2018년에 시행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소
프트웨어 교육 의무화와 관련해서 메이커 교육을 수학, 과학, 정보 교과목의 통합교과 교육
의 방법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최근에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PBL(Project-Based Learning) 등과의 결합가능성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메이커 교육의 중요한 환경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지역사회와 학
교에 만들어서 메이커 교육의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메이커
교육은 여러 가지 공구를 사용하여 제작, 실험하는 것이 필요한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그
것을 지원하는 공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공간은 개별 학생이나 교사 단위에서 통합교과를 실
험하기 위해서 만들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경우처럼, 정부차원의 지원과 도시차원의 적극적
인 개설이 필요할 것이다.

2

51)

본 절에서는 먼저 코가네이시립 마에하라 초등학교(小金井市立前原小学校)의 프로그래밍
교육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소프트뱅크사의 스쿨 챌린지(School Challenge) 사업
을 소개하고, 이 사업의 시행 학교 중 마치다 제6초등학교의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Pepper)
활용 프로그래밍 교육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51) 일본의 사례는 공동연구진이 일본 출장 시 수집한 자료 및 관계자 면담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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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프로그래밍 교육은 문부과학성에서 고시한 신학습지도요령(2017. 3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일본의 모든 공립 초등학교52)에서 필수적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
다. 일본은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의 문제해결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면 시행되기까지 단위 학교별 재량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의 프로그래밍 교육 정책은 시행 내용이나 운영 시기가 학교급별로 다르게 수립되었다.
일본 초등학교에서는 현재 교육과정상에서 프로그래밍 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다. 2020년부터
초등학교 프로그래밍 교육의 필수화가 발표되면서 정규 교육과정상에서 프로그래밍 사고 신장
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과목, 학년, 시간 배정은
규정되고 있지 않고, 학교 재량으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 일본의 중학교는 우리와 다르게
별도 정보 교과는 없으며, 2021년부터 프로그래밍 교육이 기술･가정 교과 내 ‘계측･제어’ 분야
에서 필수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학교 3년 교육과정 내 175시간이 고지되어 있으며, 알고
리즘을 포함하여 컴퓨터 특성에 대한 이해력을 강조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2022년부터
정보 교과가 Ⅰ, Ⅱ로 나누어 개설되어 있는데, 정보Ⅰ(필수과목)에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의 기본적인 정보 교과의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정보Ⅱ(선택과목)는 정보Ⅰ의 심화 과정이다.
한편 일본의 로봇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교구로서 중요성을 갖지만 아직까지 고등교육 수준에
서 더 주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과정 상에서 현재 중학교 계측･제어 교과에서 센서 로봇
활용을 하려는 교육적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림 Ⅳ-7❙ 일본의 중학교 계측･제어 교과에 활용되는 센서 로봇
출처: 문부과학성 내부 자료

52) 일본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수준의 교육정책과 별도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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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로봇 활용 프로그래밍 교육은 문부과학성을 비롯한 정책 기관에서 큰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하면, 지역별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ICT 교육학회 또는 박람회(全国ＩＣＴ教育首長サミット, 日本ＩＣＴ教育ＡＷＡ
ＲＤ, 敎育IT솔루션EXPO)에서도 2017년 올해 발표된 주제 중 프로그래밍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표 Ⅳ-2❙ 일본의 프로그래밍 교육 관련 내용
구분

학습NEXT
특별강연

주제

186

발표 내용 개요

10~20년 후의 미래를 대비하여 현재 일본의 교육실태
와 과제를 해결하는 교육개혁이, 학습지도요령 등의 개
安彦広斉
정 및 고대접속개혁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아비코코우세이),
교육개혁에 입각한
센서기술 등이 진화함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
(문부과학성 생애학습
교육정보화의 중요성
응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초등･중등교육 단계에
정책국 정보교육과 정
–프로그래밍 교육 동향
서는 어린이들이 정보나 정보 수단을 주체적으로 선택
보교육진흥실장)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능력’을 육성하는 것이 중
요하다. 프로그래밍 동향 및 교육정보화의 중요성 등 향
후 전망에 대해 강연한다.

미래의 학습프로젝트
–마에하라의
기적
학습NEXT
‘수업실천혁명! -프
전문세미나
로그래밍 100시간을
향해’

기조강연

발표자 (소속)

학교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그 시대에 필요한 기
술을 가르치는 최첨단의 장이다. 프로그래밍 교육은 제4
松田孝
차 산업혁명의 중심을 살아갈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마츠다 타카시),
‘학습’의 상징이다. 종합적 학습시간(35h)을 중심으
코가네이 시립 마에하
로 기존 교과에서의 실천을 포함한 프로그래밍 100시간
라 초등학교 교장)
을 통해 ‘수업실천혁명’을 시도하는 마에하라 초등학
교의 실천 사례와 포인트를 개진한다.

三島良直
도쿄공업대학의 교육
(미시마 요시나오,
개혁 -배움의 쇄신
도쿄공업대학학장)

2016년 4월, 도쿄공업대학교는 교육시스템 쇄신과 커리
큘럼 편성을 전면 개정하는 교육혁신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세계 유수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교육
의 질적 향상과 학생의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한 학습을
가능케 하고자 한다.

横尾俊彦
미래세대를 위한 ICT
(요코오 토시히코,
교육의 충실함을 위
사가현 타쿠시 시장 및
해 –타쿠시가 나아갈
전국 ICT교육수장 협
방향과 실천
의회 회장)

ICT 및 IoT가 급격히 발전하는 현재, 타쿠시에서는 재원
을 마련하여 ICT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PC나 전
자칠판, ICT 지원 담당자를 정비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반교육에 대한 도입과 민간사업과 공적사업에 대한 활
용 등 새로운 ICT교육의 충실함을 위해 과감하게 도전하
는 타쿠시의 사업을 소개한다.

鈴木寛
고대접속(高大接続)
(스즈키 히로시,
를 통한 변화 –AI시대
문부과학성
를 향한 교육개혁
장관보좌관)

미래의 아이들은 AI, IT, 로봇 등의 과학기술이 비약적으
로 발전하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표현하여
타인과 주체적으로 협동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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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별강연

주제

발표자 (소속)

발표 내용 개요

키울 수 있는 교육개혁에 대해 고대접속을 중심으로 강
연한다.
東原義訓
차기학습지도요령개정을 통해 무엇이 바뀌는가. ‘주체
(히가시바라 요시노리, 적, 대화적인 표현을 위한 ICT활용’ ‘모든 학력의 기
차기학습지도요령개
신슈대학 교육학부 차 반이 되는 정보활용능력(프로그래밍 교육)’ 등의 포인
정포인트와 ICT활용
세대형 학습연구개발 트를 해설. 또 학습지도요령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나
센터 교수)
교원양성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개를 소개한다.

특별강연

총무성의
교육ICT정책

御厩祐司
프로그래밍 교육과 네트워크 정비, 클리우드 활용 등, 총
(미마야 유지),
무성에서 추진하는 교육ICT정책에 대하여 전국 각지의
(총무성정보통신이용
선진 사례를 상세히 소개한다.
촉진과장)

학습NEXT
특별강연

어린이들이 미래세계
에서 활약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프로그
램 교육 실시

정보화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이론적 사고나 창
中村伊知哉
의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 왜 프로그래밍 교
(나카무라 이치야)
육이 이러한 능력들을 육성하는데 중요한 것인가. 2020
(게이오대학 대학원 미
년 필수화 예정인 프로그래밍 교육에 대해 해외 사례나
디어디자인연구과 교수)
국내 동향 등을 보고한다.

이 정도는 가능한 초
학습NEXT 등학교 프로그래밍 –
전문세미나 프로그래밍으로 배우
는 교과학습

平井聡一郎
(히라이 소우이치로,
㈜정보통신종합연구
소 특별연구원)

2018년 신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까지 1년 정도가 남은
지금,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지도해야 할지, 어떤 교과에
서 가르쳐야 할지, 초등학교는 불안하기만 하다. 이에 안
심하고 2018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으로 배우는 교과 학습을 소
개한다.

마치다(町田), 하치오
우지(八王子)초등학
출전사
교에서의 프로그래밍
공개세미나
교육지도안 개발과
실천수업 보고

宮澤豪臣
(미야자와 타케오미,
㈜와이즈인테그레이
션 소비고사업부)

2017년 2월, 하치오우지시와 마치다시의 초등학교에서
블록과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연구수업(4학
년과 6학년 대상)을 실시. 교사가 개발한 ‘학습지도
안’의 실천 보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연구 발표.

출처: 제8차 敎育IT솔루션EXPO 세미나(2017) (http://www.edix-expo.jp/Previous-Show/seminar-event) 발표 자료에서
일부 발췌

2)
敎育IT솔루션EXPO(17. 5. 17-19, 도쿄 시행)에서 코가네이시립 마에하라초등학교의 松田
孝(Takashi Matsuda) 교장은 “미래의 학습 프로젝트–마에하라의 기적, 수업실천혁명! 프로
그래밍 100시간을 향해”라는 주제로 교과 교육과 접목한 프로그래밍 교육 사례를 발표하고,
프로그래밍 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다음 [그림 Ⅳ-8]은 마에하라초등학교의 경영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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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코가네이시립 마에하라초등학교의 경영방침
출처: 코가네이시립 초등학교 경영방침 http://otasuke-hp.otasuke-net.com/koganei/esmaehara(검색일: 2017. 6. 16)

코가네이시립 마에하라초등학교에서는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한 단위학교 차원을 넘어서 프
로그래밍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본교 학생
6학년 77명이 참여하는 현장 연구(2017.5~2018.3)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학생이 비상근 강사
로 1년간 과학 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컴퓨터 기반에 전문 기기(Artec Studuino)를 도입하고
거기에 심박센서를 장착하여 PC(Scratch or Studuino)에서 맥박을 측정하는 프로그래밍을 시
행하고 있다.
❙표 Ⅳ-3❙ 코가네이시립 마에하라초등학교의 프로그래밍 교육 지원 체제
코가네이시립 마에하라 초등학교
: 수업 계획 수립

CA Tech Kids프로그래밍 교육 사업 주식회사
: 프로그래밍 교육 보급

국립대학법인 동경학예대학 카토 나오키 연구실
: 기초 연구, 코딩 수업 담당

아- 테크(アーテック)(프로그래밍 회사)
: 컴퓨터 20대 정도 장비 무상 대여, 교재 개발

출처: 일본 출장 자료(2017. 9. 6)의 면담 내용으로 재구성함.

별도로 프로그래밍 교육을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영어, 음악, 수학 등 교과 교육과 접목하여
프로그래밍 교육을 운영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교육에 앞서 컴퓨터 환경에 친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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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기 위해서 PC, 태블릿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찾아보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코가네이시립 마에하라초등학교는 동일 지역의 교육위원회 소속 인근 학교의
교사가 참여하는 프로그래밍 교사 연수도 주도해 나가고 있었다. 프로그래밍 교육이 활성
화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교사 연수를 통해
서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현장에서 도출된 다양한 실천 사례를 종합해야 한다. 그들은
이러한 연수 과정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을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에서 제시한 사진은 영어교과와 연계하여 컴퓨터 활용 교육을 하고 있는
수업([그림 Ⅳ-9]), 음악과 연계한 프로그래밍 교육 자료이다([그림 Ⅳ-10].

❙그림 Ⅳ-9❙ 일본의 영어 교과 연계 컴퓨터 활용 교육(2017. 9. 6. 촬영)
출처: 일본 출장 자료(2017. 9. 6)

음악 교과 연계한 프로그래밍 교육 자료

학교 보유 교육용 로봇
(EV3, RoBoHon)

❙그림 Ⅳ-10❙ 코가네이시립 마에하라초등학교의 프로그래밍 교육 사례(2017 9. 6. 촬영)
출처: 일본 출장 자료(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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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소프트뱅크에서는 페퍼 사회 공헌 프로그램 ｢스쿨 챌린지(school chanllenge)｣을 통해서 페퍼
(Pepper)53) 로봇을 282개의 초･중등학교에 2017년 4월부터 3년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페퍼 로봇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컴퓨터, wi-fi 등의 네트워크 환경을
지원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담당자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서 2016년에는
교토에 있는 릿츠메이칸 초등학교(立命館小学校)를 협력 학교로 지정하여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
하고, 페퍼 활용 시범 수업을 2016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45분씩 총 4회 실시하였다. 초등학
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시범 수업에서는 페퍼 앱 개발 소프트웨어인 코레그라프(Choregraphe)
에 대해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그룹별 프로그래밍 활동을 통해서 페퍼를 움직이고 말하게
한 뒤 그 과정을 학부모, 교육 관계자, 언론사 앞에서 공개 발표하기도 하였다([그림 Ⅳ-11]).

❙그림 Ⅳ-11❙ 릿츠메이칸 초등학교 페퍼 활용 시범 교육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rqIv10oN1RE(검색일: 2016. 6. 16-17)

53) 소프트뱅크사에서 개발하여 2014년에 출시한 휴머노이드 로봇(높이 121cm, 무게 29kg)으로 마이크, 카메라,
3D 센서, 터치센서, 레이저센서, 음파센서, 자이로스코프 등을 갖추고 있어서 스스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반응한다. 태블릿을 착탈할 수 있으며, 다양한 어플 및 여러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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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영을 거쳐서 올해 2017년에 소프트뱅크는 일본 17개 지자체 소속 282개 학교에 페퍼
를 제공하였는데, 원활한 수업 운영을 위해서 학교당 5-8대 정도를 제공하였다. 지원 방식은
소프트뱅크사의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교육청에서 소속 학교의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로봇
활용 프로그래밍 교육에 관심 있는 학교가 자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2017년 현재 소프트
뱅크 스쿨 챌린지 페퍼 활용 프로그래밍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17개 지역별 학교 수는 <표
Ⅳ-4>와 같다.

❙표 Ⅳ-4❙ 소프트뱅크 스쿨 챌린지 페퍼 활용 프로그래밍 교육 참여 학교
지역

초･중학교 수

홋카이도

北海道西天北5町連合

13

후쿠시마

福島県南相馬市 (市内全校）

18

토치

栃木県下野市

8

東京都港区

16

東京都狛江市

8

東京都町田市

21

岐阜県岐阜市

39

静岡県掛川市

11

静岡県藤枝市（市内全校）

27

아이치

愛知県一宮市

27

시가

滋賀県草津市

15

오사카

大阪府池田市（市内全校）

15

효고

兵庫県神河町（町内全校）

5

와카야마

和歌山県かつらぎ町（町内全校）

7

오카야마

岡山県新見市（市内全校）

22

후쿠오카

福岡県飯塚市

14

사가

佐賀県武雄市（市内全校）

16

합계

282

도쿄

기후
시즈오카

출처: 신문기사 https://response.jp/article/2017/01/26/289271.html(검색일: 201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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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약 9만 1천 명의 공립학교 학생들이 2천 대의 페퍼 로봇을 활용해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로봇은 50억 엔 규모(약 513억 원)이며 대여 기간은
3년이다. 소프트뱅크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스쿨 챌린지 페퍼 지원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그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지원 대상 : 17개 지자체 소속 초중학교 282개교 (약 91,000명 학생)
○ 지원 규모 : 약 50억 엔
○ 추진 내용
･ 2017년 4월부터 3년간 페퍼 외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컴퓨터 및 wi-fi 등의 네트워크 환경 무상
대여 지원
･ 페퍼 프로그래밍 전국 대회 실시 (2018년 2월 예정)
○ 주관 : 소프트뱅크(Softbank),

협력사 : 学校法人 立命館(Ritsumeikan)

❙그림 Ⅳ-12❙ 소프트뱅크 사회공헌 프로그램 스쿨 챌린지 페퍼 지원 사업 개요

페퍼 로봇 활용 프로그래밍 수업은 학교별 최소 6시간(각 시간별 45분 기준) 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며, 282개교 운영 학교별 담당 교사에게 교사용 지도서를 4~5권씩 배부하고 있다. 페퍼
로봇 활용 수업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총 23개의 수업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표 IV-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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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페퍼 로봇 활용 수업의 단계
단계

순서

준비 내용

표지 및 목차

1

프로그래밍 수업에 필요한 워크시트 인쇄하기

2

박스카드를 준비하기(TRY2이후)

3

포켓 와이파이, 무선랜중계기의 전원 켜기

4

페퍼의 각 파트들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5

페퍼 전원 켜기

6

PC 전원 켜기

7

PC의 네트워크 접속 상태 확인하기

8

PC 내 파일보존 및 폴더 작성 상태 확인하기

9

프로그래밍수업에 필요한 파일을 PC에 복사하기(TRY7)

10

교사용 PC에 해답 파일을 복사하기

11

페퍼의 상태 이상 사인이 없는지 확인하기

12

페퍼의 네트워크 접속 상태 확인하기

<목차>

13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어플을 강제 종료하기

14

페퍼를 기본 설정으로 하기(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5

페퍼를 업데이트하기(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작하며(페퍼를 사용한 로봇 프
로그래밍교육에 관한 안내를 비
롯하여, 페퍼의 기기작동에 관한
안내)

16

페퍼를 휴식 상태로 하기

17

페퍼의 충전플러그를 빼고 충전 플립을 닫기

18

프로그래밍 수업용 교실 레이아웃 및 기기 배치 상태로 전환

 코레그래프 (페퍼 활용 코딩 프
로그램)

19

콜레그래프를 가동시켜 페퍼와 PC를 접속하기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교사용)

20

오토노마스라이프를 끄고 Stand자세로 두기

21

포켓 와이파이 설정

22

페퍼의 네트워크 설정

23

PC의 네트워크 설정

교재 준비

장비 가동

PC준비

로봇준비

교실준비

<표지>

 사전준비

 어플 개발
 페퍼 활용 수업 워크시트(학생용)
 부칙

출처: 소프트뱅크((2017). Pepper 사회공헌 프로그램 스쿨챌린지 교사용지도서. 일본 출장 자료를 반영함.

페퍼 로봇 활용 수업 자료에서는 총 8차시 분량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
분량을 나누어서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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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페퍼 로봇 활용 프로그래밍 수업 자료 (교사용, 학생용)
교사용 자료
1

페퍼를 사용한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에 대하여

2

프로그래밍 수업 전체 구성 예시

3

수업의 흐름

4

그룹 내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5

박스카드 활용

6

교사용지도서 기재 구성

7

TRY1 인간과 로봇에 대해 생각해 보자

8

TRY2 페퍼를 말하게 하자

9

TRY3 페퍼를 움직여 보자

학생용 자료
1

문자입력 방법

2

코레그라프사용방법

3

수업에서 사용하는 박스의 종류와 기능

4

TRY1 인간과 로봇에 대해 생각해 보자

5

TRY2 페퍼를 말하게 하자

6

TRY3 페퍼를 움직여 보자

7

TRY4 페퍼가 말하며 움직이게 해보자

8

TRY5 터치센서로 페퍼가 말하거나 움직이게 하기

9

TRY6 음성센서로 페퍼와 이야기 해보자

10 TRY4 페퍼가 말하며 움직이게 해보자
11 TRY5 터치센서로 페퍼가 말하거나 움직이게 하기
12 TRY6 음성센서로 페퍼와 이야기 해보자
13 TRY7 디스플레이에 그림을 표시해 보자

10 TRY7 디스플레이에 그림을 표시해 보자

14 TRY8 페퍼와 함께 발표해 보자

11 TRY8 페퍼와 함께 발표해 보자

출처: Softbank(2017). Pepper 사회공헌 프로그램 스쿨챌린지 교사용지도서. 일본 출장 자료를 반영함.

구체적으로 페퍼 로봇 활용 수업 자료의 1차시 <인간과 로봇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기 전에 로봇 활용의 가치와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게 하고 있으며, 5차시
<터치센서로 페퍼가 말하거나 움직이게 하기>를 보면 목적, 도입, 기본과제, 발전과제, 정리
포인트로 한 차시의 수업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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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1> 인간과 로봇에 대해 생각하자 (좌: 교사용 자료, 우: 학생용 자료)
 미래에는 페퍼와 같은 로봇이 우리 생활 속에서 더 큰 비중으로 활약할 것입니다.
- 어떻게 활약할 것 같습니까?
- 그로 인해 우리 생활은 어떻게 편리해질까요?

<TRY5> 터치센서로 페퍼가 말하거나 움직이게 하기 (좌: 교사용 자료, 우: 학생용 자료)
 목적: 페퍼에 탑재된 터치센서의 반응을 신호 삼아 말하게 하거나 움직이게 하는 사용법을 학습한다.
 도입: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터치센서의 활용으로 인해 생활이 얼마나 편해졌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기본과제: 페퍼의 머리를 만지면 말하거나 움직이게 해보자.
 발전과제: 머리, 왼손, 오른손을 만지면 페퍼가 각각 다른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 보자.
 정리 포인트: - 터치센서의 감도와 움직임을 이해한다.
- 처리의 시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 하나의 프로그램에서도 조건분기처리에 따라 실행, 미실행 부분을 이해한다.

❙그림 Ⅳ-13❙ 로봇 활용 프로그래밍 수업 자료
출처: Softbank(2017). Pepper 사회공헌 프로그램 스쿨챌린지 교사용지도서. 일본 출장 자료(2017. 9. 8)

도쿄 마치다(町田) 지역 교육위원회에서는 전체 62개교 중에서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11개교에 소프트뱅크 스쿨 챌린지 페퍼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다. 그 중 가장 적극적으로 운영되
고 있는 마치다 제6초등학교에서는 소프트뱅크 스쿨 챌린지 사업을 신청하여 총 8대의 페퍼을
지원받았고, 2017년 4월 24일 개학식에서 전교생에게 페퍼를 소개하며 페퍼 로봇 활용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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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밍 교육을 시작하였다. 운영 방법은 6월부터는 4~6학년 컴퓨터 클럽 활동을 중심으로 시행하
는데 9월 현재는 6학년에서만 시행하고 점차 5학년, 4학년에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클럽 활동 외에도 교과 외 수업인 “종합수업”을 통해서도 연간 10시간 정도가 배정되어 있다.
페퍼 활용 교육은 학교가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소프트뱅크 담당자가 즉각적인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해 주게 된다.
마치다 제6초등학교에서는 2개의 페퍼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도 하였다. 담당 교사 외에 교육
위원회에서 모집한 자원봉사 보조 교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그룹 활동을 유도하게 된다.
수업 마무리 단계에서는 페퍼 활용 수업에 대한 후기를 제출하고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별도의 페이지를 통해서 수업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안내하고 있다. 다음 [그림Ⅳ-14]는
마치다 제6초등학교에서 페퍼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림 Ⅳ-14❙ 마치다 제6초등학교의 페퍼 활용 교육(TRY 1,4,5) 6학년 수업사례(207. 9. 8. 촬영)
출처: 일본 출장 자료(2017.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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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사에서는 후속 2단계 사업(2018. 4 ~ 2021. 3)을 통해서 페퍼 활용 교육을 계속
이어갈 계획을 갖고 있다. 지원 대상을 고등학교, 특별학교로까지 확대하려고 하며, 교사용
지도의 내용도 학교급별, 학년별로 제작하려고 추진 중이다. 또한 2020년부터 초등학교에서의
프로그래밍 교육의 필수화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Scratch 소프트웨어와 연계하
고, 음악, 미술 등의 교과교육과 접목을 시도하는 등 일본의 프로그래밍 교육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표 Ⅳ-7❙ 소프트뱅크 스쿨 챌린지 페퍼 활용 프로그래밍 교육 2단계 사업 계획
구분
배경

세부 내용
2017년 3월, 문부과학성이 고시한 신학습지도요령에는 2020년부터 실시되는 초등학교의
프로그래밍 교육 필수화
국공립, 사립 초･중학교, 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 특별지원학교를 운영하는 자치단체,

지원대상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및 독립행정법인 국립고등전문학교, 소프트뱅크 그룹이
인정한 기타 학교단체 (※ 교육용 지도서는 초등 4학년~중등 3학년까지 제공)
･ 페퍼 대여
･ 학습지도요령에 준거한 학습툴 제공

운영 내용

- 프로그래밍 교육에 사용되는 교육용 지도서 및 학생용 워크시트 (과제도 포함)
- Scratch 활용, 교과와 접목한 교육)
･ 초중등 구분해서 자료 제작 예정

운영 비용

운영 비용 : 페퍼 1대 당 2만엔 x 36개월(합계 72만엔) (세제)

운영 기간

2018년 4월~2021년 3월 말까지
･ 프로그램 https://www.softbank.jp/robot/education

참고 사이트

･ 프로그램 상담 및 사전 예약

https://osmail.mb.softbank.jp/request

･ 페퍼 사회공헌 프로그램2 담당자 SBMGRP-CRS_Pepper2@g.softbank.co.jp
출처: 일본 출장 자료(2017. 9. 7)에 기초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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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로봇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육의 사례들이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내용이 설계되고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이 큰 틀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일본의 프로그래밍 교육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출발이 빠르지는 않았지만 한 번에 급하게 성과를 얻으려 하지도 않는다. 현재의 교육 체제 속에서
프로그래밍 교육과 로봇 활용이 자연스럽게 시행되도록 교과 교육과의 융합을 시도하는 단계에
있다. 문부성에서는 일본 초･중등 교육에서의 로봇 활용 프로그래밍 교육정책을 위해 일선 학교와
연구 기관, 관련 기업이 다양하게 시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큰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단위 학교에서 운영 여건과 교육 목적에 따라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관리,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의 교육정책 안에서도 운영의 범위를 크게
두고, 정책부터 현장 적용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내용(교육과정) 설계에서는 학습자 개인별 특성과 하나의 수업 체계로서의 완성도
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절에서 제시한 두 학교의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개인별로
수준 차이는 크게 났지만, 흥미롭지 않게 느끼거나 불편해 하는 학생은 보이지 않았다. 프로그
래밍 교육을 위해서 장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시 수업 내에서도 수업의 단계가 있으며,
주기적으로 미션을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 교사가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다. 또한 2명 이상의
교사가 이동하면서 학생들의 활동을 확인하고 독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수업 후에는
짧게라도 느낀 점을 기록하게 하여 성찰하는 시간도 갖고 있었다. 수업에 참여하는 모두가 자신
의 수준에 맞게 활동하면서 학습 내용이나 대상에 대해서 흥미를 잃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교육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었다. 로봇 활용 프로그래밍 교육과 같이 개인의 신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수준이 크게 다른 영역에서 교사는 특별히 학습자별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수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는 현장 교사의 요구와 관심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서 교사 연수를 통한 인식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두 학교의 사례를 보면, 특정 교사만의
열의로 프로그래밍 교육이 출발되었지만, 학교 전체 교사가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연수를 받고
있으며 지역의 교육위원회는 물론 교사 자체적으로도 자발적인 프로그래밍 연수를 준비하고
관심을 확산시키고 있었다. 교육과정의 변화를 상명하달식(top-down)으로 전달 받는 것이 아
니라 교사들 간의 주기적인 협의와 문제 개선 의지 속에서 현장의 요구와 변화를 인지하고 개선
시켜나가는 것이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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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절에서는 교육방법 및 평가의 측면에서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디지털 게임을 활용한 미국의 평가시스템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분석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 제시되는 사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논술평가시스템으로는 ‘밴티지 러닝
(Vantage Learning)’, 디지털 게임 기반 평가시스템인 ‘글래스랩(GlassLab)’, ‘심시티에듀
(SimCity Edu)’, 개별 맞춤형 학습을 위해 학습분석 기반의 대시보드를 활용하는 서밋힐스
(Summit Hills)공립학교 등이다.

.

54)

미국 내 정보 사회의 발전 및 학교 내 정보 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에 맞추어 미국 교육부는
2017년도에 국가 교육공학 계획 보고서를 개정 발간하면서 정보 기반 평가(TEA: TechnologyEnabled Assessment)를 하나의 주제로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학교 수준에서 정보기술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핵심역량을 측정함과 동시에 평가
된 자료를 학습 능력 증진에 사용한다(U.S. Department of Education[DOE], 2017).
이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기술 기반 평가 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기존에 이루어져 왔던
학습 평가 방식으로부터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 발판이 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정보기술 기반 평가는 전 교과목에 걸쳐 학습을 지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기존의 평가
방식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평가 시간과 평가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인 문답지 방식 평가 방법에서 주로 지적되어 왔던 학습 중단(disruption)의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 요구, 흥미, 능력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세세한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위한 개별 맞춤형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U.S. DOE, 2017).
미국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개별 맞춤형 학습은 크게 역량 기반 학습 (competency-based
54) ICT 활용의 교육평가의 사례는 박상훈(미국 사우스플로리다대)이 집필한 용역 원고 내용을 기초로 연구진이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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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과 맥을 같이 한다. 역량 기반 학습은 학생들이 시간, 장소, 학습 속도에 관계없이
일련의 정해진 과목 내용들을 마치게 되면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미국의 정보기술 기반 평가 계획은
이러한 맞춤형 학습의 결과를 어떻게 측정하며 평가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U.S.
DOE, 2017).

1)
정보기술은 학습자들이 직접 온라인상에서 학습 결과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기계로
자동 채점된 평가 결과와 수동 평가 결과를 같은 평가 시스템에 저장하여 완전한 평가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면, 대학 진학 및 직장을 위한 평가 파트너십(Partnership for
Assessment of Readiness for College and Careers)과 스마트 평가 콘소시움(Smarter
Balanced Assessment Consortium) 등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계 채점식 평가 문항에 더하여
교실에서 말하기 및 듣기 능력을 같이 평가한다. 지난 2012년 미국의 국가연구위원회(NRC:
National Research Council)는 비인지적 능력의 평가와 지식, 능력, 태도 측정에 있어서 정보기
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Pellegrino & Hilton, 2012). 한 예로, NRC는 환경 시스템
및 과학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기반 교과과정 및 평가를 강조하였다.
유사하게 2015년 국립 교육과정평가원(NAEP: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은 평가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학습자의 동기, 마음 상태, 학습 지속력 등을 측정하고
자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교육부는 차세대 디지털 정보 기반 평가의 특성을 시기성,
접근성, 평가과정, 피드백, 평가 항목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현재 경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였는데, 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성의 측면에서 보면,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기반 평가의 특징은 학생들이 수행하는
학습활동 중에 평가가 내재된 ‘내재적 평가(embedded assessments)’가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내재적 평가는 학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학습 진도 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학습 개념 및 주제가 무엇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떻게 개별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시보드
(Dashboard)에 다양한 학습과정 정보가 제시되면 학생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근(near)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각 가정에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무엇을 배웠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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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자, 학교, 학교 구, 주, 그리고 국가수준에서
학습 정보를 사용하여 지속적인 학습 지원이 가능하다. 교사 및 학생들은 이러한 학습 과정에
내재된 평가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교사의 수업 전략을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으며, 학생 또한 스스로의 학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U.S. DO E, 2017).
둘째, 접근성의 측면에서 보면, 정보기반 평가시스템은 보편적 학습 설계 (Universal design
of learning)와 연계되어 다양한 능력과 언어 환경에 있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평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글자 크기를 늘리거나, 색을 바꾸고, 음성 합성 시스템을
사용하여 글을 목소리로 구현하거나, 이중 언어 사전, 용어 해설 기능 등을 평가 시스템에 내재
화함으로써 평가 내용이나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음성
합성 시스템이나, 대안적 반응 시스템, 혹은 점자 태블릿 등 보조 기술(assistive technology)을
활용하여 장애 학생들의 평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학습의 성과를 멀티미
디어 자료를 만들거나, 정보 구성 및 분석을 위한 웹사이트를 제작하거나 상호작용적인 프리젠
테이션 자료를 제작함으로써 교사는 어떻게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 안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
하는지 알 수 있다. 개별 보조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같은 개념 및 기술을 다른 보조적 기술을
이용하여 대안적인 자료를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문자 인식 장애학생의 경우 대안형 문자가
관련 이미지와 같이 제공되도록 할 수 있다(U.S. DOE, 2017).
셋째, 평가경로(pathway)의 측면에서는 적응형 컴퓨터 평가(CAT: Computer Adaptive
Testing)가 활용되는데, 이는 학생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평가 문항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학생에게 다음 학습에 필요한 평가 문항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만일
학습자가 한 평가 문항을 맞추게 되면 약간 더 어려운 문항이 다음에 제시되며, 만일 정답을
맞추지 못 했을 경우에는 비슷한 난이도의 다른 문항이 제시된다. 적응형 컴퓨터 평가는 지필
검사에서보다 훨씬 짧은 시간 동안 정확하게 모든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앞으로의 적응적 평가 자료는 중앙 시스템에 구현되어 대시보드와 같은 도구에 시각화
된 자료로 제공됨으로써 학생들의 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다(U.S. DOE, 2017).
넷째, 피드백의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의 정보 기술 기반 평가는 전통적인 평가나 1세대 온라
인 평가에 비해 훨씬 다양한 방식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평가 플랫폼에서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온라인 대화, 이메일 메시지의 방법 등을 통하여 학습자 및 가족에게 직접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학습자들에게 취약한 부분의 지식 및 기술을 더 연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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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드백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교사가
제공하는 피드백의 적절성도 높아진다.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있어서 교사는 미리 설정된 일반적인 피드백 후 각 학생마다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학습자가 학습 과제를 늦게 제출하거나 혹은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동화된 피드백 또한
가능하다. 최근에는 학습자가 작성한 에세이를 자동으로 채점하는 기술의 등장으로 시기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U.S. DOE, 2017).
다섯째, 정보기술 기반 평가는 기존의 지필 평가에서보다 다양한 종류의 질문 형식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답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주어진 답안들을 이동시켜서 배열하
거나, 혹은 특정 그림의 한 영역을 선택하는 등 그림을 활용하여 답을 제시할 수 있다. 몰입형
혹은 역할놀이형 학습 환경인 시뮬레이션 평가방법은 실제 상황과 같은 조건 속에서 학습자들이
직접 학습한 내용을 시도해보고 답을 제시할 수 있다. 수식이 필요한 답안의 경우 학습자는
수식을 직접 쓰도록 답을 작성할 수도 있으며, 수행 기반 평가의 경우, 주어진 복잡한 학습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집되는 학습자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이처럼 보다 다양화된 평가
항목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평가에서 측정하기 어려웠던 복합적 사고 능력을 학습자가 구체
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다른 학습자와 공유할 수도 있다. 특히, 수행 기반 평가의 경우, 학습
자들에게 다양한 자료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도출된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하는 방식으로 일련의 복합적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예를 들어, 영어 및 언어
과목의 경우, 주 학습자료를 읽고, 핵심 문장을 분석하고, 주어진 질문에 맞는 에세이를 작성하
도록 할 수 있으며, 수학의 경우 학생들은 실제로 사용되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도표를 분석하고
그 요인들 간의 선형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수행 기반 평가는 정답을 고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학습자들의 인지 사고과정과 그 과정을 실제 의미있는 문제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도출되는 학습자의 사고 과정의 결과물을 중시한다(U.S. DOE, 2017).
마지막으로, 정보기술의 발전은 또한 장기적인 평가방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공립학교
기관 및 관련자들은 수집된 평가 정보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책임
이 있다. 즉, 학생들은 정보기술 기반 평가를 통하여 학습한 내용을 의미 있는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부모들은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정답 맞추기에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심도있는
교육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모든 학습자는 학습한 내용과 그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U.S. DO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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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게임 기반 평가: 글래스랩(GlassLab)
글래스랩(GlassLab)은 교육 평가 서비스(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와 미국 내
대형 교육 관련 출판사인 피어슨(Pearson) 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게임을 학습에 적용
하여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간섭 없이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로서 게임의 효율성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글래스랩의 게임에 참여한 학생들은 게임 안에서 경험하는 난이도 있는 학습 내용에
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글래스랩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바탕으로 교육용 게임을 개발 연구한다.

- 심층학습: 디지털 게임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복잡한 문제 해결 상황에서 스스로의 학습
수준에 맞추어 즐기면서 학습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받는다.
- 실패를 통한 학습: GlassLab의 게임들은 실패를 통하여 배우는 방법을 중시하는데 그 이유
는 여러 번의 도전을 통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여러 번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한 학습: 게임 환경에서 학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자들이
게임을 즐기는 동안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비표준화 평가를 통한 학습: 연구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학습 결과를 게임 시스템을 통하
여 수집하며 실시간, 맞춤형 그리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 주어 학습의 시각화
를 돕는다.
-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학습: 게임 환경은 몰입형 학습 공간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호기
심을 자극하고, 동기를 유지하며 새로운 가능성으로 학습자들을 안내한다.
교사들과 교육 지역구 행정관들을 대상으로 서로간의 글래스랩 운영 및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교사 네트워크 혹은 지역 교육구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 학교에서 디지털 게임 및 평가를 사용할
수 있다. 처음에 사이트 인증 및 로그인을 한 후 게임을 적용할 가상 교실을 만들고 학생들을
해당 수업에 초대하여 게임 적용 수업을 준비한다. 게임은 과목별 지식/기술(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학, 외국어, 미술, 체육 및 건강), 21세기 지식 및 준비 과정(협력, 문제 해결, 시스템
사고, 창의력, 의사소통, 재정, 생명, 직업, 공학, 리더십)에 따라 나누어지며, 학년별로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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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초등 중학년, 초등 고학년, 중등, 고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게임을 실행시키는 플랫폼
에 따라 PC/Mac, iOS, Android, 브라우저 등으로 나뉜다.

❙그림 Ⅳ-15❙ 글래스랩에서 가상 교실을 생성한 후 필요한 게임을 구성한 화면
출처: https://www.glasslabgames.org/(검색일: 2017. 9. 5)

글래스랩에서 제공되는 게임들은 게임 소개뿐만 아니라, 각 게임과 과목 및 분야별 학업 기준
과의 연계성, 수업 계획 및 관련 비디오, 관련 연구 보고서를 같이 제공하며 특히 교사의 활용도
를 지원하기 위해서 해당 게임이 학교 교육과정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안내서를 같이 제공한다. 교사는 각 가상 교실마다 운영할 게임을 과목 및 요구 역량을
고려하여 선택한 후, 학생들을 가상 교실에 초대하여 수업용 게임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나) 심시티 에듀(SimCity Edu)
심시티 에듀(SimCity Edu)는 단순한 게임 이상의 도구로서 학습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실제
사례에 접목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게임에서 학습자는 한 도시의 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시민 복지 문제에 도전하며 학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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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한 여러 경제 요인 및 환경
요인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게임을 운영하는 동안 학습하게 된다. 이 학습
게임은 글래스랩(Glasslab)이 이티에스(ETS, 교육평가서비스, Educational Testing Service
의 약어) 및 피어슨(Pearson)사와 공동 개발하였으며, 내재된 평가 방법을 통하여 학습자의
문제 해결 능력 및 시스템 내부의 복잡한 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게임패키
지는 수업 안내 자료 및 교사/학생 대시보드, 그리고 학습자 평가 자료 보고 시스템 등 개별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학습자 평가 시스템은 학습자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과정의 기록들을 수집하여 따로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없이 게임 운영 로그
파일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 및 시스템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학습자에게 게임을 하는 동안 전체 네 개의 메인 미션이 주어지는데 게임을 운영하면서 각
미션에 주어진 다양한 학습 목표를 성취해 나간다. 학습 목표를 완수해 나가는데 필요한 의사결정
기록은 학습자 개인별 로그 파일로 기록되며, 분석에 적절한 형태로 구조화된다.
미국 교육평가서비스(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 따르면, 게임 및 시뮬레이션
기반 평가에서 학습자의 게임 활동은 학습자 로그 파일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게임/시뮬레이션 정보 등 두 가지 형태로 저장된다(Hao, Smith, Mislevy, von Davier,
& Bauer, 2016). 또한 그 중 학습자 로그 파일은 체제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은 이벤트
순서대로 나열된 텍스트 파일이나 XML 또는 제이슨(JSON: JavaScript Object Notation)과
같은 구조화된 로그 데이터 파일들 등 두 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그림 Ⅳ-16❙ 심시티 에듀 파일럿 연구에서 얻어진 텍스트 형 로그 파일
출처: Mislevy et al.(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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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7❙ 국립 기술 공학 능력 평가의 파일럿 연구에서 얻어진 구조화된 XML 파일
출처: NCES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2013)(검색일: 2017. 9. 5)

[그림 IV-16]에서 보여 주는 로그 파일은 구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서파일 자체를
분석하거나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상당히 복잡하고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IV-17]의 XML 파일은 분석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으며 분석 단위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요소 특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데이터 마이닝 연구자들은 편의에 따라 로그 파일들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만들
거나 교육용 게임 및 시뮬레이션 개발자들은 스스로의 자료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을 게임에 접목하
여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평가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에 교육 평가 서비스(ETS)에서는 XML
스키마 활용 학습자 로그 파일의 효과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Hao et
al., 2016).
교사가 학습 지원도구로서 게임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특정 시점에,
다양한 수준에서, 게임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학습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 신념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한 지표를 확보하는 일이다. 한 가지
방법은 자료증거 중심 설계(ECD: Evidence-Centered Design)를 사용하여 평가의 질과 유용성
을 높이는 접근인데, 이 자료증거 중심 설계는 역량, 증거, 그리고 과제 모델과 같은 세 가지의
이론적 모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역량은 어떤 종류의 지식, 기술 그리고 여타 학습자 특성을
수집,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검증 모델은 어떤 학습자 행동 혹은 수행
능력이 이러한 규명된 역량을 보여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모델이며, 마지막으로 과제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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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과제 혹은 문제가 그러한 행동을 유발하게 되며 검증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이다. Shute는 스텔스 평가(Stealth assess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비디오 게임에서의
평가방법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검증 중심 설계를 디지털 학습 게임에 직접적으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적용하는 평가 방법을 의미한다(Shute, 2011).
심시티 에듀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평가 데이터 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평가
보고서를 제공한다. 가장 먼저 주어지는 미션은 문제 상황의 맥락과 함께 수행 목표를 제시한다.
예시 그림에서는 학교에서 멀리 사는 학생이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을 효율적으로
설치하는 미션이 주어졌으며, 학생은 10분의 주어진 시간 동안 3차원 게임 환경에서 여러 환경,
경제 요소를 고려하여 버스 정류장을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그림 Ⅳ-18❙ 첫 번째 미션 제시 화면
출처: http://www.glasslabgames.org/(검색일: 2017. 9. 5)

학습자는 가능한 도로상의 모든 경로를 파악하고 학교와의 거리, 다른 건물들과의 거리,
환경 요인 등을 고려하여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버스 정류장을 게임 형식으로 설치한다. 학습
자의 시야는 360도 확보가 가능하며 여러 각도 및 위치에서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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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9❙ 심시티 에듀 두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게임 화면
출처: http://www.glasslabgames.org/(검색일: 2017. 9. 5)

❙그림 Ⅳ-20❙ 심시티 에듀 목표 달성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결과 화면
출처: http://www.glasslabgames.org/(검색일: 2017. 9. 5)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주어진 시간 동안 미션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 즉각적인
피드백이 발생하여 학습자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자들이 게임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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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매 순간 학습자 로그 자료 및 행동 자료가 분석되며, 교사는 평가 결과 화면에서 각 학생들
이 수행한 게임, 진행상황, 그리고 평가 보고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교사는 각 학생의
학습 과정을 추적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 학습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결정한다. 심시티 에듀의 경우, 다음 세 가지 형식의 평가 보고서가 제공된다.

① Shout out and watch out 보고서: 이 평가 보고서는 어떤 학생이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지, 다시 재수업이 필요한지, 혹은 학습한 내용을 잘 성취했는지 알 수 있다. 결과에
따라 교사는 학생들을 능력 수준에 맞는 다양한 가상 교실을 구성하여 학생들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게임 진행 보고서: 이 평가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학습자들이 게임 중 어느 과정에 있는지
를 보여준다. 게임에 참가한 시간을 확인하여 학습자들이 주어진 게임 미션에 얼마나
몰입했는지 알 수 있다.

❙그림 Ⅳ-21❙ 심시티 에듀 역량 수준: 복잡한 문제 해결 보고서
출처: http://www.glasslabgames.org/(검색일: 201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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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잡한 문제 해결 보고서: 이 평가 보고서는 학생들이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 준다. 게임에 내재된 학습 분석 엔진은 학습자들이 게임을 하는 동안
생성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교사들이 학습자의 현재 능력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 개별 맞춤형 학습을 위한 대시보드 활용: 서밋힐스(Summit Hills) 공립학교
심시티 에듀에서도 제시되었지만, 학습 대시보드는 학습 과정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도구로
서 교사에게 각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시기적절한 피드백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학습 시스템에서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더라도, 만일 여러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피드백을 한번에 제공할 수 있다면 더욱 평가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 간 이루어지는 학습 과정에 대한 정보를 연결시
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학습 대시보드는 평가 결과, 학습 도구, 교사 관찰, 그리고 다른 자료로부
터 얻어진 정보를 통합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학습 과정을 실시간으로 제시할 수 있게
해준다. 학습자의 출석 정보, 교사로부터 받은 피드백, 총괄평가 정보, 그리고 다른 유용한
정보들이 교사 및 행정가들에게 맞게 쉽게 이해를 돕는 시각 정보 형태로 제공된다. 대시보드는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
를 추천하거나 혹은 학습 과정 이탈자나 학업 포기자를 규명해 내는 역할도 한다(U.S. DOE,
2017).
서밋 공립학교는 북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는 차터 고등학교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학교이다. 이 학교는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고등학교 모델에서 벗어나 역량 기반 학습에 중심을
둔 학교로 급진적인 변화를 시도한 학교로서, 새로운 고등학교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 모델을 통하여 학생들은 기본 학습 내용을 스스로 습득하는 데 책임을 지며,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심층 학습을 위한 프로젝트나 다른 연구 과제를 제공한다. 서밋힐스 공립
학교의 새로운 변신은 다음의 세 가지 핵심 방침에 기반 한다(Hernandez, 2014).

- 대학과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 기본적인 지식 습득에 더하여, 학생들은 탐구 능력, 듣기 능력, 분석 능력과 같은 고급
수준의 인지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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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맞춤형 학습 계획을 가지고 스스로의 진도에 맞추어 스스로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교사들은 간학문적 프로젝트와 기타 복잡한 학습 과제들을 학생들과 함께 수행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내용 지식과 고급 사고 기술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힘쓴다. 이러한 방법들
은 서밋힐스 학교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개발한 개별 학습 플랜
(PLP: Personalized Learning Plans)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스스로의 학습을 관리한다.
서밋힐스 학교의 개별 학습 플랜은 교장/교감 등 리더십 팀에서 학습자의 학습 경험과 혁신의
속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해서 나온 결과로 서밋힐스 학교 내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부적으로 개발된 개별 학습 지원 시스템이다. 개별 학습 플랜 시스템은 현재는
‘Illuminate education’사에서 주문형 평가 방식 및 강의 목록에 대한 설명, 그리고 프로젝트에
관한 ‘Show Evidence’와 같은 서비스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크롬 북을 통해 개별
학습 플랜에 접속하고 구글 ID를 사용하여 모든 개별 학습 플랜 모듈에 자동으로 로그인할 수 있다.

❙그림 Ⅳ-22❙ 서밋힐스 학교 개별 학습 플랜의 목표 대시 보드 화면
출처: http://www.summitps.org/(검색일: 201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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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밋힐스 학생들은 (1) 내용 지식 기준을 달성하고 (2) 수업 시간에 마치지 못한 프로젝트
작업을 끝낼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또는 친구와 함께 하는 맞춤형 학습시간이 주당 8시간 주어
진다. 또한 숙제를 받는 대신에 주당 8시간의 개인 맞춤 학습 시간(방과 후 또는 가정에서)을
추가로 받는다. 교사는 맞춤형 학습 시간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매주 10분간 자신의
담당 학생과 일대일 면담을 한다. 학생들은 학생과 교사가 모두 추적할 수 있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개별 학습 플랜에 계획을 세운다.
목표 대시보드에서는 학생들이 세운 장기 및 단기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 과정을 통하여 각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학습 동기를 유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의 프로젝트(Current projects)” 대시보드는 학생들이 개별 학습 플랜에 접속할 때 가장
먼저 보는 화면이다. 이 대시보드를 통하여 학생들은 필수 과목에서 작업 중인 프로젝트와 각
프로젝트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관련된 측정 내용의 지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또한 자신이 습득한 내용 지식, 더 배워야 할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Ⅳ-23❙ 서밋힐스 학교 한 해 동안의 학습 현황을 보여주는 대시보드 화면
출처: http://www.summitps.org/(검색일: 201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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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의 모든 프로젝트 및 내용 지식 기준은 “올해의(this year)”대시보드에 펼쳐진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게 공부하고 단기 및 장기간에 걸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결정한다. 이미지 중간에 위치한 얇은 수직 막대는 좌우로 조정 가능하며
“최저 학습 속도”를 설정하여 학생들은 언제든지 스스로가 뒤쳐져 있는지, 아니면 앞서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프로젝트는 일 년 동안 정해진 일정으로 진행되며 학습 내용 지식
표준(Content knowledge standard: 기본 개념 교육)의 경우 각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속도를
조절하면서 완수할 수 있다.
학습자가 학습 내용 지식 표준을 클릭하면 개별 학습 플랜을 통해 해당 표준에 맞는 강의
재생 목록을 시작할 수 있으며, 재생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 진단 평가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무엇을 얼마나
더 학습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 비디오, 웹 사이트, pdf 파일 등 한 개 이상의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내용 지식 표준을
배울 수 있다.
- 연습 자료 및 확인 점검표를 사용하여 학생들 스스로 학습 진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교사의 감독 하에 맞춤 학습 시간에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는 최종 평가가 있다.
- 재생 목록을 통해 학생들은 핵심 내용을 배우려는 시기, 장소 및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 교사는 학생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가장 적합한 학습 습관을 찾아내도록 안내한다.

서밋힐스 학교 교사들은 여름 방학 동안 학습 내용을 강의하는 재생 목록을 만들고 큐레이팅
하는 작업을 하며, 학생들의 투표를 통하여 양질의 자료가 재생 목록의 맨 위로 올라갈 수 있도
록 한다. 재생 목록은 칸 아카데미(Khan Academy), 브레인팝(BrainPop) 및 CK-12와 같은
다양한 온라인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다. 개별 학습 플랜을 활용하는 서밋힐스 학교 학생들의
하루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U.S. DOE,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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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ized Learning Plans)

.
,

,

/
(just-in-time)

213

글로벌 교육동향 연구(Ⅴ) :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

.

,
,

,
.

19

.
.

이러한 자동화 피드백과 작업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의 학습 과정을 쉽게 살펴
보고 조절할 수 있으며, 교사들은 행정 일보다는 양질의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lizabeth Doggett)
.

,“
.

.”

개별 학습 플랜 시스템을 사용하면 학생들은 적시에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교사는 차별화된 수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모든 학
생들이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사들은 개별 학습 계획이 학생들의 동기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서밋힐스 공립학교의 전 최고 정보 관리자
인 존(Jon Deane)은 “학생들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자료 및 피드백을 접함으로써 학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별 학습 계획의 적용 효과를 요약하면, 학생
들의 학업 생활을 쉽게 만들어 주며 교사의 교수 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고, 학습자들이 보다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하도록 돕는다.
미국 교육부의 2017년 보고서(U.S. DOE, 2017)에 의하면, 정보기술 기반 평가로의 전환
은 현재 지속적으로 수행 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 측면에서 앞으로도 학교 평가 수행 능
력을 증진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학습 성취를 따로 평가 시간에 측정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개별
학습자의 학습 요구에 부응하여 통합된 평가 시스템 및 개별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숙제, 그리고 형성 및 총괄 평가를 학업 기준과 밀접하게 연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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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한 장소에서 제공되도록 한다. 일례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은 마치지 못한 과제, 학습 목
표별 진도 상황, 그리고 멘토와 교사와의 의사소통 채널을 보여 줄 수 있다. 또한 이 통합형
시스템은 학생들과 교사가 보다 원활하게 학습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
된다. 학생들이 개별 학습 경로에 맞추어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험 날짜에 평가
가 이루어지기보다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특정 기술과 내용에 대한 숙련도를 보여 줄 준비가
되면 내재적 평가 방식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통합형 평가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평성을 보장하면서 각 개인별로 맞춤형 교육 경험을 가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평가에서 정보기술이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고려 사
항이 된다.
학생 정보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 선행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정보 기술 측면에서 볼 때 통합형 평가 시스템 개발에 있어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많은 학생의 평가 데이터 형식이 다르고, 각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이 부족
한 문제이다. 오늘날 학생 및 프로그램 데이터는 교육 시스템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
해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아진다. 핵심 데이터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매크로 솔
루션을 제공하고, 학교별 수행 관리 시스템은 마이크로 솔루션을 제공하며, 내재적 평가로
만들어지는 학생 평가 데이터는 나노 솔루션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시스템에서 수
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미 있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면 학생 개인 정보 및 보안에 관
한 데이터 공유 방식 및 기술 형식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교
육부의 교육 통계청(NCES: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은 공통된 데이터 표
준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적 공동 노력인 공통교육데이터표준화 작업 (CEDS: Common
Education Data Standards)을 주도한 바 있다. 공통교육데이터표준의 개발은 주 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이 협력하여 교육기관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최소한의 핵심 데이터 요
소를 식별, 정의하고 관련 규칙 및 기술 사양에 동의,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공통 데이터 표준화 작업과 더불어 공유 지식 및 기술 표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이크로 자격 증명은 학습 역량 개발의 표준을 위한 공유 언어 및 시스템을 만들어 이러한
필요를 해결하려는 하나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이크로 자격 증명에서 사용되는 배지
(Badge)라고 불리는 소단위 자격은 하나의 학습 역량 숙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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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학위 또는 인증서보다 더 세분화될 수 있다(HASTAC, 2014). 마이크로 자격 인증 획
득 및 수여는 일반적으로 학생과 평가자의 물리적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 역량
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다. 마이크로 자격 증명은 특정 핵심역량의 숙달
증명으로서 소지 및 다른 핵심 역량 학습으로 전이가 가능하며, 배지를 획득한 학생의 학습
결과물에 대한 정보는 그 학습 내용이 반영하는 표준 및 배지 소지자의 정보와 함께 메타 데
이터에 포함될 수 있다. 다른 데이터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차세대 마이크로 자격 플랫폼 또
한 다른 교육 정보 시스템과 얼마나 상호 운영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주 고려 사항이 된다.
4)
미국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테크놀로지 기반 평가시스템이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이해 당사자가 공감하는 평가가 필요하다. 우리 생활 전반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교육 현장도 예외가 아니며, 특
히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학습자의 학습 정보를 어떻게 평가와 연계하여 보다 다양한 측면
의 핵심역량에 관한 평가가 가능하게 하며, 특히 이를 어떻게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진도에
맞춘 개별 맞춤형 학습 플랜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가 새로운 정보기반 평가의 주방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설령 앞에서 제시한 미국과 같은 통합형 평가 시스템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교
사들이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학습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및 교육구 리더 등 이해 당사자들 간의 공감대가 가장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한국 교육 현실에서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는 교육정책 상황에 과연 학습자 개개인의 특
성을 감안한 개별 학습 플랜이 학생이나, 학부모, 학교 리더에게서 얼마나 관심을 불러일으
킬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기본 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
육과정을 핵심역량에 따라 구분 설계하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본인의
학습 요구에 맞추어 개별 학습 플랜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한 후, 그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를 들면 대학 입학시험 자격)를 부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 기반 평가의 경우, 학습자의 전반적인 학습 과정을 개개인에
따라 평가하게 되고 개인별 학습 능력에 관한 피드백이 제시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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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및 기회 부여를 통하여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교과과정에 맞는 평가가 필요하다. 한국 교육에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교
육과정들, 즉, 발명 교육, 창의성 교육, 코딩 교육 등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새롭게 등장하
는 교육과정이 기존의 교육과정과 차별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각 교육과정에서의 평가 또한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과정
의 경우, 학습자의 지식 혹은 기술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학습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학
습 결과물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과정을
거치며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하는지 데이터를 유입하고,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자료증거 중심 설계에서 제시된 세 가지
모델, 역량, 증거, 그리고 과제 모델을 활용하여 어떻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파악할지, 그
핵심역량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할지, 그리고 어떠한 학습 과제를
설계하여 필요한 학습 데이터와 연계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 경험에 초점을 둔 평가가 필요하다. 이제 학습은 더 이상 교실에서만 이루어지
는 활동이 아니다. 형식적 교육(formal learning)의 차원을 넘어서 박물관 활동, 만들기 놀
이, 다양한 캠프 등 비형식적 학습 활동(informal learning)을 통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며 이
러한 활동들은 학습자의 학업 성장에 큰 동력이 된다. 학교 내에서의 평가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활동들에 대한 평가 방식이 필요한 이유이다. 학습자의 고차
적 사고 능력, 인지 능력 등이 21세기에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과
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개개인의 상황 및 특성, 경험에 맞는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
다. 정보 통신의 발달은 기존의 물리적, 시간적 거리를 허물면서 다양한 학습 경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
술을 적용하여 통합적 평가 시스템을 설계 개발함과 동시에 한국 교육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
한 학습자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게임 기반의 내재적 평가 방법이
나 학습자의 형식적 혹은 비형식적 학습 활동에서 수집된 학습 데이터를 활용한 평가 방법은
한국 교육에서 앞으로 요구되는 평가 방법에 대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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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55)

논술이 창의력, 표현력, 사고력 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학교교
육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로 교사의 부담 과중,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우선 꼽혀지
고 있다. 지능정보사회가 진전되면서 인공지능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한편으로 창의력, 사고
력 등 인간의 고유한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재강조 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논술평가를 주저하게
하는 공정성의 문제, 교사 업무 부담의 증가 문제를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밴티지 러닝(Vantage Learning)사의 마이엑
세스(MY Access! ® School Edition)를 소개하고자 한다.
밴티지 러닝은 1990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에 설립된 맞춤식 웹기반 학습도구 제공 업체로
온라인 평가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자연언어 처리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마이엑세스는 학생의 학습 진행 모니터링 시스템
(Student Progress Monitoring System®: SPMS)으로서 교사(혹은 교장)가 맞춤형으로 설계
되어 있는 각 학교의 통계 데이터와 분석 내용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진행 과정에 개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차별화 지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각 교과별로 교육과정
(reading/language arts, math, science, social studies, and writing)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평가, 진단하여 학습자의 성취도 과정을 수시로 개입할 수 있는 논술평가 시스템이다. 마이엑세
스의 교사 연구 프로그램으로는 코칭, 피드백, 우수 수업 모델, 밴티지 러닝의 제품을 이용한
수업 방법과 교장 리더십 등을 운영한다.
밴티지 러닝사는 10여 년의 연구 끝에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들여 1998년도에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에세이 평가 도구인 인텔리메트릭(IntelliMetric)을 개발하였다. 인
텔리메트릭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자유응답형 질문, 논술에 대한 답안을 관리, 채점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55) AI 활용의 논술평가의 사례는 최진영(한양대)이 작성한 용역원고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내용을 보완하여 재구성,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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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4❙ 마이엑세스 웹기반 프로그램 접속화면
출처: http://www.vantagelearning.com/products/my-access-school-edition/(검색일: 2017. 9. 9)

인텔리메트릭(IntelliMetric)은 에세이를 채점하는 하나의 엔진으로 웹기반 프로그램인 마이
엑세스 상에서 실제로 적용된다. 인텔리메트릭은 사람 평가자에 의해 수행되는 에세이 평가
과정을 학습하는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지능형 점수 시스템이다. 이 프로그램은 에세이 평가
과정에서 인지과학, 인공지능, 자연언어처리 등을 사용하며 특히, 통계학과 기계학습학 등을
활용한다. 시스템에서는 전문가가 평가한 에세이 점수 샘플을 통해 엔진이 훈련되며 이를 통해
전문가의 평가 항목과 평가 기준을 학습하고 이후에는 자체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인텔리메트
릭은 학교 현장이나 그 이외의 대규모의 평가 상황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논술형 또는
서술형 문항에 대한 즉각적 점수화로 학생 평가에 요구되는 자원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마이엑세스는 이러한 인텔리메트릭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
다. 학생들은 해당 점수별 우수한 샘플 에세이를 제공받으며 작문 성적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법도 제공받는다. 또, 철자 체크, 문법 체크, 백과사전 등의 다양한 편집과 조언 툴을 제공
한다. 또, 전반적 수행에 대한 피드백, 수사적･분석적 크기에 대한 진단적 피드백, 문법, 용법,
스펠링 등에 대한 문장의 자세한 피드백도 제공한다. 피드백은 영어뿐이 아닌 중국어 한국어
등 다국어로 제공된다.

219

글로벌 교육동향 연구(Ⅴ) :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

마이엑세스는 5가지 채점기준(Focus & Meaning, Organization, Content & Development,
Language Use & Style, Mechanics & Conventions)에 따라 학생이 제출한 에세이를 평가하는
학교용 소프트웨어이며, 검증된 인공지능으로 정확한 평가를 한다는 장점과 채점자의 감정 및
환경 변화 없이 동일 기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한다는 일관성,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성, 5가지 기준에 의거한 체계적 분석을 하는 장점이 있다. 평가 가능한 논술의 종류는
설명문, 이야기문, 논설문, 정보제공 글, 문학 등으로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 훈련을 학생의
해당 학년과 과목에 따라 실시하며 총 370여 개의 논술 주제를 채점 가능하다.

❙그림 Ⅳ-25❙ 마이엑세스 프로그램 화면①
출처: http://www.vantagelearning.com/products/my-access-school-edition/(검색일: 2017. 9. 9)

❙그림 Ⅳ-26❙ 마이엑세스 프로그램 화면②
출처: http://www.vantagelearning.com/products/my-access-school-edition/(검색일: 2017.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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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7❙ 마이엑세스 프로그램 화면③
출처: http://www.vantagelearning.com/products/my-access-school-edition/(검색일: 2017. 9. 9)

지난 8년 동안, 밴티지러닝사에서는 인텔리메트릭을 사용하며 200여 개의 연구를 실시해
왔으며, 같은 에세이 집합을 기준으로 인텔리메트릭의 평가와 인간 전문가의 평가를 비교하고
또, 두 전문가가 얼마나 같은 에세이 평가에 일치도를 가지는가와 인텔리메트릭과 전문가들과
의 일치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경우, 인텔리 메트릭은 두 전문가 사이의 일치도보다
일치도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8학년의 쓰기 평가에서 인텔리메트릭은
전문가들과 약 98% 일치도를 보인다. 그러나 두 전문가 사이의 일치도는 96%정도였다. 여러
연구에서, 인텔리 메트릭은 96~98%의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Laurence M. Rudner, 2005)
국내에서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08년에 밴티지러닝의 인텔리메트릭을 통한 서술형
문항 자동 채점 프로그램 도입 방안 연구에서 5단계 채점 기준을 사용한 경우, 인텔리메트릭의
자동 채점 모델들에 의해서 채점된 점수들은 인간 채점 점수들과 정확하게 일치(exact)하거나
근접(adjacent)한 경우가 100%였다(진경애, 2008).
인텔리메트릭은 현재 미국 경영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입학시험(GMAT)에 활용되고 있으며
GMAT 에세이 시험의 경우 인간 채점자와 인텔리 메트릭이 채점한 점수를 같이 활용하기도
한다(이전에는 인간 채점자 2명이 채점하였음). 애플,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도 사용되
고 있으며 최소한 3억 5천만 명의 소비자가 이 회사의 제품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문법 철자
교정 기능과 애플사의 다국어 처리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 중이라고 할 수 있다(Laurence M.
Rudn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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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티지 러닝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AMC) for the writing section of the
Medical College Admission Test (MCAT).
- 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Council (Analytical Writing Assessment (AWA)
portion of the GMAT).
- The College Board (ACCUPLACER® WritePlacer and SAT Prep).
- ACT, Inc. (COMPASS e-Write™, COMPASS ESL, ACT Prep, WorkKeys ®)
- Medical College Admission Test (MCAT)
- State Departments of Education and School Districts throughout the country.(MY
Access의 경우 최근 뉴욕시 9학년 학생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뉴욕 교육부에서 지정)
- Australian Council on Educational Research (ACER) 에서는 OWA 논술 채점에 도입
4)
한국 교육계는 공교육과 민간 교육을 가리지 않고 교육과정 설계나 수업 시간 자체의 효율성
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중점이었다. 이 관점은 교사의 활동에 중점을 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밴티지러닝과 르네상스러닝의 경우를 보면, 수업 자체에 필요한 도구의 기능도 있지만 빅데이
터, 인공지능 등 IT 기술을 통해 각종 리포트와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은 개별 맞춤형
도움을 받고 그 과정을 교사, 학교 경영진, 교육부 등에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데 있어 개인화된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와 직접적인 관여로 인한 학습 효율 증진의 장점이 있다. 더 좋은 장점은 교사로서 자신이
맡은 학생들, 교장 입장에서는 우리학교,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역의 학교들과 학생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그를 통해 분석 진단 처방을 내릴 수 있는 훌륭한 자료를 제공한다
는 점이다. 또한, 결과중심 평가에서 과정중심 평가로의 전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평가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 교사 재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기 회사들이 제공하는 교육용 소프트웨
어와 유사한 도구들을 활용한다면 극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평가의 발전이 학생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한다
는 우려도 있지만 상기의 두 개 회사의 예를 보듯이 IT 기술의 활용은 다수를 평가하려는 용도가
아니라 학생 한명 한명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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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56)

미국 르네상스러닝사(Renaissance Learning Inc.)의 영어독서 프로그램은 1984년, 위스콘
신에 사는 초등교육을 전공한 가정 주부 주디 폴(Judi Paul)이 자신의 아이들의 문해력
(Literacy) 향상을 위해 독서 퀴즈를 만들던 것으로 시작하여 1985년 설립된 것이다. 현재는
리딩 분야에서 미국의 초･중･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 알려져 있다. 미국
학교의 1/3에 해당하는 6만 여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78개국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의 학생들이 하루 평균 200만 건 이상의 AR 퀴즈에
응시 중이다.57) 430건 이상의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효과성이 인정되었다. 1,200
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한국의 사용량이 가장 많다. 르네상스러닝
사의 대표적인 영어독서 프로그램인 스타리딩(STAR Reading)과 엑셀러레이티드 리더
(Accelerated Reader)는 각각 독해 능력 진단 프로그램과 독서 후 해당 도서에 대한 퀴즈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독립적 또는 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Ⅳ-28❙ 르네상스러닝사의 영어독서프로그램 활용 현황
출처: http://renaissancekorea.com/company/usa/(검색일: 2017. 9. 10)

르네상스러닝사는 연간 백서를 교육 분야에 제공한다. 연간 백서는 1년간 3억 4천6백만 권의
도서를 읽은 결과와 9백9십만 학생, 30,863개의 학교에서 사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2016년
동안 여학생은 3,725,769 단어를 읽었고 남학생은 3,020,132 단어를 읽었으며 18%의 학생들

56) ICT 활용의 독서교육의 사례는 최진영(한양대)이 작성한 용역 원고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내용을 보완하여 재구성,
재정리하였다.
57) 르네상스 코리아 웹사이트 회사소개 미국현황 http://renaissancekorea.com/company/usa/(검색일: 2017.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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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0분 이상 매일 독서를 하고 28%의 학생들은 15~29분간 독서를 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15분 이하 독서를 한다거나 하는 데이터를 제공한다(Tedd Arnold et al., 2016). 르네상스러
닝사의 대표적인 영어독서 프로그램인 스타리딩(STAR Reading기)과 엑셀러레이티드 리더
(Accelerated Reader)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STAR Reading)

스타 리딩(STAR Reading)은 미국 6만 개 이상의 초･중･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딩 수준
진단 프로그램이며, 미국 교육부 산하 기관의 평가기관인 NCRIT와 NCII와 430개 이상의 연구
논문을 통해서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입증받아 미국 영어독서 교육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
다. 한해 7천만 건 이상의 응시 횟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년간의 방대한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다.58) 스타 리딩은 학생의 리딩 수준을 미국 표준 학령기 기준으로 진단한다.
스타 리딩은 적응형 컴퓨터 테스트(Computer Adaptive Test) 방식의 평가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수준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가 조절되어 정확한 리딩 수준을 진단하고, 평균 15분의 테스
트 시간으로 개인의 리딩 수준을 확인한다. 스타 평가 시스템은 미국 25개 주교육청으로부터

❙그림 Ⅳ-29❙ 스타 리딩의 컴퓨터 적용 테스트의 리딩수준 진단 화면
출처: http://renaissancekorea.com/program/reading/star-reading-info/(검색일: 2017. 9. 10)

58) 르네상스 코리아 웹사이트 내 스타 리딩 프로그램 소개
http://renaissancekorea.com/program/reading/star-reading-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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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평가 시스템으로 인증되어 있으며 50개 주 32,000개의 학교가 사용 중이다. SIIA Codie
Awards 2017 교육 분야와 National Center on Intensive Intervention 우수 소프트웨어,
CASE(Council of Administrators of Special Eduction), National Dropout Prevention Center/
Network 등을 수상하였다.
학생의 읽기 실력을 나타내는 미국 표준 학령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리딩 수준인 GE지수를
통해 자신의 수준에 맞는 난이도의 책을 직접 고르거나 쉽게 추천받을 수 있다. GE지수는 0.0
에서 12.9까지 0.1단위로 표시되며 예를 들어 6.3이라는 리딩 수준은 미국 기준으로 6학년
3개월 정도 학습한 학생 정도의 수준임을 표시한다.

❙그림 Ⅳ-30❙ 스타 리딩 평가 결과 화면
출처: http://renaissancekorea.com/program/reading/star-reading-info/(검색일: 2017. 9. 10)

스타 리딩은 5가지 영역에서 36개 리딩 스킬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로 구성되며, 5가지 영역
은 각각 어휘인지력. 문학해석력. 수사이해력. 지문독해력. 논리분석력으로 나뉜다. 스타 리딩
은 개인의 리딩 수준에 맞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인 테스트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 있으며, 20종의 리포트를 제공하고, 수치화된 데이터를 통해 학습 관리와 상담이
용이하도록 돕는다.
스타 리딩을 응시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리딩 영역별로 학생에게 필요한 스킬에 대한
상세한 리포트를 제공한다. 이 자료를 수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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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1❙ 스타리딩 수준 진단과 성장수치 레포트
출처: http://renaissancekorea.com/program/reading/star-reading-info/(검색일: 2017. 9. 10)

2)

(Accelerated Reader)

엑셀러레이티드 리더(Accelerated Reader, 이하 AR로 표기)는 18만 권 이상의 방대한 도서
퀴즈를 제공하여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이들과 전 세계의 영어학습자들이 자신이 읽은 영어책
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르네상스러닝 본사의 전문 연구팀이 개발하고
선별한 양질의 퀴즈를 통해, 아이들의 분석력과 사고력을 키우고, 영어 독서 습관을 키울 수
있다. AR은 18만 7천여 권의 도서 퀴즈를 지원하여 기존 보유 도서 활용도가 높다. 다양한
출판사의 전 연령을 커버하는 도서 퀴즈 보유로 별도의 도서 구매 없이 기존 보유 도서를 활용하
여 AR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보유 퀴즈의 방대함은 학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관심
사에 따라 원하는 책을 골라 읽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는 셈이다. 퀴즈는 본사의 전문
연구 인력들이 까다롭게 선별하고 총 7단계의 까다로운 편집, 검증 과정을 거쳐 개발된 퀴즈로
서 책의 난이도와 분량에 따라 3~20문항으로 제작된다. 이해도 평가(Reading Practice Quiz)
외에도 어휘 퀴즈(Vocabulary Practice Quiz), 문해력 퀴즈(Literacy Skills Quiz), 음성 퀴즈
(Recorded Voice Quiz),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한 퀴즈도 제공된다.
AR을 이용하면 자신의 독서 수준에 맞는 도서를 선택하기 용이하고, 이해도와 흥미도를 높일
수 있으며, 독서 후 이해 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스스로 독서수준을 점검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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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현황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해 스스로 독서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서 이후 독서계
획을 세우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독서진행 과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32❙ AR을 이용한 독서 활동의 단계적 진행 과정
출처: http://www.ybmecc.com/ecc/curriculum/book.asp(검색일: 2017. 9. 10)

AR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이 읽은 도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으
며, 데이터 베이스화되므로 자신의 독서 이력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독서 수준, 독서 시간,
정답률 등을 고려하여 개별 학생의 학습 목표 및 계획과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퀴즈 응시 후에는 결과에 대한 리포트를 보고
학생에게 피드백을 바로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퀴즈 화면과 일정 이상의 정답률에
따라 부여되는 포인트 리워드 시스템이 학생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열심히 독서를 하도록 동기
를 부여하며 목표 도달 시 인증서를 제공하여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성취감을 길러준다. 이는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독서 습관과 목표 의식을 기르도록 도와준다.

❙그림 Ⅳ-33❙ 독서 이력관리 및 맞춤형 학습 계획 화면
출처: http://renaissancekorea.com/program/reading/star-reading-info/(검색일: 2017. 9. 10)

227

글로벌 교육동향 연구(Ⅴ) :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

❙그림 Ⅳ-34❙ 엑셀러레이티드 리더 퀴즈 수행 및 포인트 부여 화면
출처: http://renaissancekorea.com/program/reading/star-reading-info/(검색일: 2017. 9. 10)

또한 학부모는 홈커넥트(Homeconnect) 기능을 활용하여 학부모는 아이의 퀴즈 결과를 실시
간으로 가정에서 체크하고, 수시로 아이의 학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이메일로도
AR 퀴즈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다양한 스마트 기기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퀴즈 응시
및 학습 현황 확인이 가능하며, 독서 후에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빠른
독서 후 활동이 가능하다.
르네상스러닝은 스타리딩과 엑셀러레이티드 리더 이외에도 외국인의 영어 학습을 위한 ‘잉글
리쉬 인어 플래쉬(English in a Flash)’나 수학평가시스템인 ‘스타매쓰(Star Math)’, 수학 학
습관리시스템인 ‘액셀러레이티드 매쓰(Accelerated Math)’ 등 다양한 교육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 K12 시장에 공급했다. 르네상스 러닝은 모든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시 연구를 기반으로
제작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중요시한다. “르네상스의 소프트웨어는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독서능력과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차별화된 학습법과 순환구조의 평가시스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5학년 학생들이 12학년 학생들의 독해력을 갖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Kathleen Grigsby, Davis Magnet IB World School 교장 면담, 2017.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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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5❙ 홈커넥트를 통한 학습현황 관리
출처: http://renaissancekorea.com/program/reading/star-reading-info/(검색일: 2017. 9. 10)

오리건 주 워렌 턴에 위치한 워렌튼 그라드 스쿨(Warrenton Grade School)59)의 크리스탈
살미(Crystal Salmi)의 1학년 반은 엑셀러레이티드 리더와 스타리딩을 사용한 독서활동을 통해
한 반이 한 해 7,000권이 넘는 책에서 약 500만 단어를 읽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수학 성적과
학생들의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독서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 “AR 덕분에 학생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발전했다.(크리스탈 살미(Crystal salmi) 선생님)”성적 부진아들의
경우 AR, 스타리딩을 활용한 양질의 독서 연습으로 정상 학습이 가능하도록 성장하였다.

4)
교육에서 독서활동은 그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지만 융복합적 학습과 사고
력이 주목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에서 독서는 한층 중시되어야 할 활동이다. 다만 학생들에게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쉽지 않은 과제이다. 특히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는 독서습관을 갖게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이 점에서 르네상스 러닝사의 영어독서 프로그램은 이러한 과제 해결에 대한 하나의

59) 르네상스 홈페이지 성공 사례
https://www.renaissance.com/2017/06/15/ss-blazing-a-new-oregon-trail-first-graders-read-7000-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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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접근이 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진단 평가를 통해 자신의 독서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해당 수준과 흥미에 맞는 도서를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서활동 계획을
쉽게 할 수 있다.
둘째 독서 후 독서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독서활동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
셋째, 독서활동이 바로 데이터베이스화됨으로써 독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교사의 도움 없이도 이후의 독서학습목표를 수립하거나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넷째, 학생의 독서 이력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가 개별 학생에 맞는 독서활동 지도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독서활동과 교과지도와의 연계지도를 통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처럼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시작 시점의 독서수준, 이후 독서활동의 이력, 독서활동
후 성장 정도를 확인하게 되면 학생 스스로 독서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
을 통해 독서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도를 높일 수 있는 등의 긍정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수준에서 개별화된 독서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교사나 학부모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독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다만 르네상스사의 프로그램은 영어도서에만 활용 가능한 것이어서 우리 교육에서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르네상스사가 홍보하고 있는 것처럼 비영어권국가 중 가장 활용도
가 높은 국가로 한국이 꼽혀지고 있다. 이는 학원 등 민간 교육시설에서 영어독서학습 프로그램
의 하나로 널리 홍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육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포함한다. 통상 우리 교육에서 독서교육이란 한국어로
된 도서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교육 차원에서 맞춤형의 한국어 독서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우리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한국형 독서프로그램은
우리 학생들의 독서활동에 도움을 줄 것은 물론, 르네상스러닝사의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영어독서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 학생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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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본 절에서는 학교-현장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협력하면서 개별 학생들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
키는 독일식 맞춤형 직업교육의 사례들이 선정되었다. 이 사례들은 연구진이 직접 독일 출장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 절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학교는 독일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상급반 학생들(11학년부터 13학년까지)이 진학할 수 있는 전기전자에너지 직
업학교(OSZ TIEM Berlin)로 듀얼직업교육과 전일제 직업교육을 모두 실시하는 학교로서 모든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로 소개된다. 다음으로는 BMW사가 지정한
베를린 자동차 직업전문학교(OSZ Kraftfahrzeugtechnik)와 BMW사 베를린 지점 내에 위치한
아우스빌둥(*독일어로 듀얼직업교육을 뜻함) 직업교육센터(BMW Niederlassung Berlin
Ausbildung Center)에서처럼 학생들이 직업학교와 기업 현장 두 곳에서 이론 교육과 실습을
나눠서 하는 사례가 소개된다. 이 두 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철저하게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인공지능연구소(DFKI: Deutsches
Forschungszentrum für kümstliche Intelligenz)의 기업 내 맞춤형 학습시스템인 앱시스트
(APPsist)는 독일형 스마트학습공장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맞춤형 학습시스템으로서 맞춤형 교
육의 최신 트렌드를 보여준다.

.
1)

:

(OSZ TIEM Berlin60))

전기전자에너지 직업학교(OSZ TIEM Berlin)는 11학년부터 13학년까지의 직업교육을 실
시61)하는 학교이다. 독일의 학생들은 11학년부터 인문계고등학교 상급반을 갈 것인지 직업학
교를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전 단계 학교교육과정 중에서 입학신청이 가능하며, 직전 학기의

60) 독일 전기전자에너지 직업학교(OSZ TIEM Berlin)의 사례는 연구진이 독일 출장 시 수집한 자료 및 관계자 면담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참고로, OSZ은 Oberstufenzentrum(11학년부터 13학년까지 재학하는 상급직업학
교)의 약자이며, TIEM은 Technische, Informatik Industrie Elektronik Energie Management’의 약자이다.
전기전자에너지 직업학교로 한국 직업학교들에게도 알려져 있다.
61) 독일에서는 10학년까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11학년부터 상급반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식으로 인문계인 김나지
움이나 직업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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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장이 없어도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위 없이 입학하는 경우, 해당 단계의 교육 실시
이전에 1년 보충 과정을 추가로 밟아야 한다.
베를린에서 직업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4년의 의무교육 단계를
거쳐야 한다. 16개 주 중에서 14개 주는 초등학교가 4년제인데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62)는
초등학교가 6년제이다. 인문계 상급 과정을 갔다가도 어려우면 직업학교로 다시 지원할 수 있
다. 이런 점에서 독일은 수평/수직으로 매우 유연한 학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당 학교는 직업교육의 여러 영역 중에서 전기전자(Elektrotechnik) 분야에 관한 직업교육
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듀얼직업교육(독일어로 ‘아우스빌둥, ausbildung’, 영어로는 ‘듀얼시
스템, dual system’)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연계할 회사에 선취직을 하고 입학한다. 선취직
을 못한 학생들은 전일제 직업교육과정으로 입학하고, 3학년 시기에 기업에서 7주 동안의 워크
숍의 형태로 실습한다.
듀얼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한 달에 3주 동안은 회사에서 교육, 매월 세 번째 주의 일주일은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한다. 교육과정은 전문교과가 1/3, 일반교과가 1/3로 되어 있고, 교수학
습방법은 주로 활동중심(activity-based)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습을 하기도 한다.
Industrie 4.0 관련된 시설은 에너지과학 수업을 위한 스마트 빌딩 랩이 1개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격증을 관리하며, 소규모 수업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약 2,0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이 학교는 교장을 포함한 6명의 리더(organization leader)
와 행정인력, 100여 명의 직업교육 교사(전직 엔지니어 출신 등)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사들은 오전 7:30에 출근하고 18:00에 퇴근하여 업무량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였다. 과정
간 학생들의 선택이 자유로운 독일의 유연한 직업교육제도 내에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해당 학교에서는 교장과 리더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듀얼직업교육을 받는 학생
들이 기업과 학교 간에 연계성을 가지는 교육과정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기 초에 받는 업무량이 상당하다. 학교장인 사빈 벵케(Sabine Venke)에 따르면, 듀얼직업교
육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예를 들어, 1학년의 경우, 440명의 학생들이 300여 개의 회사에 예비
취직하여 듀얼직업교육을 받음), 기업과 학교 간의 교육과정 조정(synchronize)을 최대한으로
시도한다.

62) 1개 교육청이 두 주를 담당한다. 독일은 16개 주에 15개 교육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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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경우, 듀얼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어서 조정
이 훨씬 쉽다. 현재, 50여개의 기업에서 학교와 교육과정을 매우 긴밀하게 조정하며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대기업에 취직한 학생들과 중소기업에 취직한 학생들의 수준을 획일적으로 볼
수는 없다. 생산 기종이 독보적인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학생들 중에는 최고급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도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엔진 튜닝과 같은 기술을 가진 독보적인 중소기업이
있을 수 있다.

❙그림 Ⅳ-36❙ 직업학교에서 기본적인 이론 수업 및 실습 중인 학생들(2017. 9. 11. 촬영)
출처: 독일 출장 자료 (2017. 9. 11)

사빈 교장에 따르면, 독일의 일반학교들이 Industrie 4.0과 관련된 디지털화에 대하여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나 직업학교들의 경우에 디지털화를 매우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학교가 국제협력이
매우 활발하고 규모가 큰 우수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기의 지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교장이 매우 노력하는 경우에도 기기를 실제로 학교에 들여오는 데에 3, 4년 심지어는 5, 6년이
걸린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디지털화와 관련한 독일 정부의 직업학교 지원이 소극적인 편이다.
학교에서는 독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eSkills4girls’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관련 직업교육을 받을 여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독일에서도 여전히 직업학교에 입학하려는 여학생들의 수가 적은 편이고, 학생들
편에서도 직업학교 입학에 적극적이지 않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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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BMW

:

63)

베를린 자동차 직업전문학교(OSZ Kraftfahrzeugtechnik Berlin)는 베를린에서는 유일한 자
동차 관련 직업학교로서 BMW뿐만 아니라 여러 자동차 직업학교를 지정하여 듀얼직업교육과정
에 있는 학생들이 이론 수업을 받도록 하는 학교이다. 독일 내의 직업학교들은 여러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어 한 주에는 대개 한 분야당 하나의 직업학교만 있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이
해당 주에서 학교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직업군을 선택할 때에는 순회교사가 해당 주에 와서
교육한다. 학생들 개개인에게 매우 적극적인 지원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0학년까지 의무교육을 거치고 듀얼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은 90:1 정도의 경쟁을 거쳐
BMW사에 선발되고, 재학 중에 약 500~1000유로 정도의 견습생 월급을 받는다. 듀얼직업교육
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독일상공회의소(IHK) 담당 부서의 회의실에서 학교-학생-기업-상공
회의소 담당자의 4자가 참관하는 가운데 듀얼직업교육 계약을 맺게 된다. 학교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IHK의 중재 하에 계약을 맺는 것이 학생에게 최대한으로 공정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졸업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필기와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
해야 한다. 전기전자, 자동차에 관한 기술자격증 획득을 위한 기출문제집이 있다.64) 기업이
지정한 직업학교와 기업 내에서 듀얼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시에 추가 교육 없이 해당
기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으므로 인재로서 매우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특정 기업과 학교에서
듀얼직업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취직하지 않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취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졸업 후 취직에 대한 조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계약 내용은 3년 동안 학교와
기업 내 직업교육센터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이며, 듀얼직업교육 과정에서 다른 회사
에 영입되는 학생들도 있다.

63) 독일 전기전자에너지 직업학교(OSZ TIEM Berlin)의 사례는 공동연구진이 독일 출장 시 수집한 자료 및 관계자
면담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OSZ는 11학년-13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직업학교를 뜻하고,
Kraftfahrzeugtechnik은 전철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승용차, 화물차, 버스, 전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직업전문학교이다.
64) 참고로, 듀얼직업교육을 위해 독일에 오는 한국학생들의 경우, 전기전자, 자동차 기술 자격증이 있고 B2 수준의
독일어가 되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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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직업학교에서의 수업이 디지털화된 양상은, 예전에는 학생들과 자동차를 직접 보면
서, 예를 들어, 브레이크와 앞바퀴가 어떻게 연동되어 움직이는지를 공부했다면 현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그 과정을 모두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생산 및 정비에 관해서도 컴퓨터로
우선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실제 생산 및 정비도 로봇이 진행하는 부분이 많아 소프트웨어로
볼 수 있다. 기계 설계의 이러한 조건은 해당 직업분야를 선호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림 Ⅳ-37❙ 컴퓨터 시뮬레이션 활용 자동차 이론수업
출처: 독일 출장 자료(2017. 9. 11)

학교장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베를린 자동차 직업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매우 높으며(20:
1. 2016년, 26명 선발에 550명 지원)이며, 3개 학년에 81명이 재학 중(1학년 26명, 2학년
26명, 3학년 29명)이다. 자동차 마케팅, 부품 생산 등과 관련된 전공이 있으며, 학생 선발은
온라인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이력서와 실습 확인서, 10학년까지 혹은 이후 과정(10학년 이후에
대학이나 여타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한 경우)의 성적증명서를 조회하고 온라인 테스트도
실시한다.
독일은 개별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수많은 경로의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이 수많은 경로의 직업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모두 조직하는 것이
학교장의 일이며, 그래서 직업학교의 학교장들은 매우 바쁜 편이다. 직업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몇 백 개의 회사들에서 듀얼진로교육을 하는 학생들에게 모두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이다. 기업과 학교의 커리큘럼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필수인데, 대기업의 경우
커리큘럼이 잘 조직되어 있어 의사소통이 오히려 쉽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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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기업에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학교의 실습장에서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다.
Industrie 4.0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앞으로 직업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동차 정비의 예를 들면, 아직 기계가 감지(diagnosis)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경험에
의해 마스터가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고장이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기계가 쉽게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사실, 기업이 아닌 직업학교의 교장으로서 학생들에게 앞으로 직업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은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에 있다고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자동차
직업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도 졸업하고 제빵사가 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일반교육이
잘 되어야 한다. 직업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기능인을 길러내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직업적으로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
2)

: BMW

BMW사의 직업교육센터에는 듀얼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전문교사가 있으
며, 이 전문교사는 1년 기간의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기술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교직과정을 이수한 엔지니어 출신의 교사가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장은 BMW
사에서 5년 여 동안 근무 후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사가 된 후, 교감 승진을 거쳐 교장 공모에
서 선발되었다.

❙그림 Ⅳ-38❙ BMW 베를린 지점 직업교육센터 실습 중인 학생들
출처: 독일 출장 자료(2017.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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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센터 교장의 설명에 따르면, 학생들의 연령대는 16~36세인데, 80명 중 30명이 OSZ
학교에 연계되어 있고, 나머지 자동차 부품 등을 배우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재학 중(총 4개
학교에 학생들이 나누어져 연계되어 있음)이다.

❙학생선발 절차 및 고려사항❙
1)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음
2) 실습(practicum) 여부 확인
3) 10학년까지의 학교 성적이나 아비투어 성적을 참고
4) 온라인 테스트(일반상식, 영어, 독어, 사회, 경제, 경영, 시사 등) 실시 30분 정도 걸리는 개별테스트
를 실시하고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후 면접 시 테스트하여 재확인하여 부정행위의 문제를
방지함. BMW(바이에른/뮌헨/Verker) 뮌헨에서 관련 부서가 시험문제를 분석
5) 선발절차의 예: 지원자 550명 중에서 온라인테스트 결과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반 정도
의 학생들을 1차 선발한 후 열흘 정도의 기간을 두고 120명 정도로 줄여 면접을 실시함(사람을
익히는 데에 중점을 둠, 프로젝트 등을 시켜 보기도 함, 학생기록부 중에서 근면성실도를 먼저
봄(출석, 지각, 병가 등), 최종 선발자 26명들은 팀워크를 위한 훈련도 시켜 봄.
6) 8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학생 지원을 받고 이듬 해 3월까지 계약 완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아우스빌둥 센터에서 배우는 것이 기본적으로 구분된다. 교육과정
운영은 독일상공회의소(IHK, Ihrer Industrie- und Handelskammer)에서 발간하는 듀얼직업
교육 프레임워크 커리큘럼(ausbildung rahmenlehrplan)을 기본으로 하며, 독일상공회의소에
서 발간하는 커리큘럼은 교육부장관회의에서 결정된다. 상공회의소 베를린 지점(IHK Berlin)
에서 교육과정/교육내용/시험(모든 직업군에 대하여)을 결정한다. 이론(학교)수업과 실습(아
우스빌둥 센터)수업 간의 교육내용에 대한 조정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아우스빌둥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및 교육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학교와 자주 만나지 않아
도 크게 문제가 없는 편이고, 파트너 학교와의 만남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충분하다. 다만,
학생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와 센터가 함께 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자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은 거의 없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최근 변화들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학교에서 논의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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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에는 상공회의소에도 건의할 수 있다. 대개, 학교와 회사가 먼저 회의를 하고(실습하는
내용이 학교교육에 적합해야 하므로) 이후에 상공회의소와 협의한다. 상공회의소와 상의 없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을 변경하는 경우는 없다. 한 학년 정원인 26명의 졸업 후 취직은
BMW사의 해당 연도의 수요에 달려 있다. 1,2년 정도 재시도가 가능하며, 듀얼진로교육과정에
있었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

65)

독일인공지능연구소(DFKI, 영문명: German Research Center for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DFKI로 표기)는 인공지능연구기관으로서 인공지능과 정보기술을 연구하는 곳으로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연구소이다. 유럽 전역에서 온 6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정보기술, 로봇 등의 모든 측면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DFKI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응용연구
를 하는 곳이며, 인공지능에 관한 기초연구를 하는 다른 연구기관과는 협력을 통하여 교류한다.
DFKI는 완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으며, 프로토타입까지 개발한다. 전체 예산의 5%를 국가에서
지원받으며, 나머지는 프로젝트를 통해 재원을 조달받는다. 이 중 에드텍(EdTec: Education
Technology Lab)은 초･중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학습에 인공지능
과 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를 연구하는 곳으로서 Industrie 4.0과 매우 관련이
높으며, Industrie 4.0에서의 학습을 위한 자동화나, 제품생산, 솔루션 등을 하는 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현재 에드텍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는 스마트학습공장에서 근로자들의
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지능형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앱시스트(APPsist)’와 노동자들의 체험적
지식을 디지털화하는 ‘디기런프로(DigiLernPro)’,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ndustrie 4.0에 진입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어댑션(ADAPTION)’이 있다.
이 중 ‘앱시스트(APPsist)’는 호응도가 매우 높은 프로젝트로서 모바일 앱을 통하여 반자동
화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업무보조(assistance)와 지식서비스(knowledge-services)
를 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결합한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앱시스트는 자동화로 유명한 기

65) 이하 내용은 연구진이 독일 출장 시 DFKI 에드텍의 부소장(associate head)인 카스텐 얼리히(Carsten Ullrich)를
면담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238

Ⅳ.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사례 심층 분석

업인 페스토(FESTO)와 자동차 생산기업인 MBB 그리고 직원 70명 규모인 브라반트&레너트
(BRAVANT & LEHNERT) 3사와의 협력을 통해 공장 내 근로자들의 스마트학습을 위한 모바
일 앱으로 개발되었고, 독일노동자대표조합인 이게엠(IGM)과의 협상을 통하여 앱에 사용되는
정보와 활용방식을 조정한 후, 딘(DIN), 쉬어(Scheer Management), 아카텍(acatech) 등의
기업 등에 컨설팅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그림 Ⅳ-39❙ 앱시스트 프로젝트 컨소시엄
출처: 독일 출장 자료(2017. 9. 13)

앱시스트는 가정주부나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등 학력이 낮거나 미숙련 근로자들
의 반자동화 공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보조 및 스마트학습시스템이다. 반자동화된 공장
에서도 여전히 사람이 하게 되는 몇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고비용이 들거나 기계가 해서 망칠
수도 있는 일이 그에 해당한다. 기존의 반자동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동화에 쓰이는
기술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냥 ‘맡은 자리에 앉아서 자동화 로봇
과 더불어 단순하게 주어진 업무를 본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업무 중에 자동화 로봇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와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회사에는
보통 1명 정도의 로봇 기술자 있게 마련인데, 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아무 것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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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시간을 비용으로 따지면 상당하다. 투입비용 대비 높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계의
공장에서는 발생한 문제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발 빠르게 해결함으로써 공장에서 돌아가는
장비를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시키고 다시 원활한 생산 작업으로 복귀해야 한다.
앱시스트의 목표는 이러한 미숙련 근로자들이 자동화 로봇에 생기는 ‘몇 가지의 문제 정도는’
기술자를 호출하지 않고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다. 근로자들의 이러한 종류의
역량을 키우고,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생산라인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들이 약간의 유지보수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앱시스트는 이러한 역량을 키우고 업무를 보조
하고 생산라인에서 직접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앱시스트의 사용을 통하여
근로자들은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생산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BMW
스포츠카를 만드는 데에 사용되는 실린더를 생산한다고 하면, 기존의 공장에서는 이것을 만드
는 노동자들은 대개 그들이 뭘 만들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즉, 그냥 공장에
가서 시키는 대로 한다. 반면 앱시스트는 근로자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생산절차에 대한 지식을
늘리도록 하는데, 이것은 생산품의 질과 노동자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자들의 생산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그들이 하는 일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림 Ⅳ-40❙ 앱시스트 파일럿 스터디: Festo 반자동화 공장
출처: 독일 출장 자료(2017.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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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앱시스트는 맞춤형 학습시스템으로 사용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상이한 업무절차를 제시
한다. 사용자가 만약 숙련노동자라면 그에 맞는 업무절차가 제시된다.66) 앱시스트의 작동원리
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스템은 생산라인의 상태를 알기 위하여 로봇에 연결된 센서 데이터
(예. 업무 완수 여부의 체크, 생산과정에서의 오류 횟수 및 내용)를 수집한다.67) 사용자는
생산기계에 연결된 태블릿을 사용하는데,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 시의 생산라인의 상
태를 시스템에서 알려준다. 시스템은 생산라인의 상태와 사용자의 이전 작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일의 업무절차를 안내하고, 그 다음부터는 업무절차가 단계적으로 멀티미디어
상에서 뜬다. 업무절차를 보여주는 태블릿의 멀티미디어 화면은 [그림 IV-39]와 같다.

❙그림 Ⅳ-41❙ APPsist 업무메뉴얼 태블릿 화면
출처: 독일 출장 자료(2017. 9. 13)

에드텍은 기술뿐만이 아닌 ‘조직(organisation)’과 ‘사람(human)’을 삼각구도로 고려한다
는 것을 전면으로 내세운다. 예를 들어,‘앱시스트 시스템의 사용자는 이제 일을 막 시작해서

66) APPsist는 당초에는 미숙련 노동자 또는 대체인력을 위한 업무보조시스템으로 만들어졌으나, 개발완료시점인
현재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노동자들을 위한 시스템으로서의 활용가치도 최근에 입증이 이루어졌다.
67) EduTec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Industrie 4.0 내에 인간과 관련된 빅데이터는 없다. 기계에 관한 데이터는
상당수가 있으나 그 기계와 함께 일하는 인간에 대한 빅데이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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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단순한 일밖에 할 수 없는 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바로 이 때문에 시스템의 지시를
받는 것이 대개 필요하다. 그러나 이게엠(IGM) 등의 노동자 대표 조직에서 작업 감독과 이중으
로 또다시 시스템으로부터 ‘명령’또는 ‘지시’를 받는 것을 거부함에 따라 앱시스트의 업무절차
제시는 ‘제안’ 수준에서 그치고, 사용자는 이러한 시스템상의 제안을 채택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즉 사용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모델68)로 결정되었다. 또한 생산라인에서 근로자
들의 작업에 관한 매우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설득과 동의의 과정을 거쳐 여러
가지 해결책을 고안했는데, 그중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데, 이 개인정보들에 접근이
허락되는 것은 오직 이 보조시스템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공장 감독이나 경영진들도 이 데이터
를 볼 수 없으며, 오직 시스템만이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앱시스트는 문제 발생, 해결의 노력, 학습을 통한 지식습득(knowledge acquisition)을 지원
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만약 인간 트레이너라면 어떻게 할지’를 시뮬레이션하
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인간 트레이너라면 기계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스템 개발에 많이 담겼다고 할 수 있다. 시스템이 근로자가 지난번에 했던 활동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학습할 내용과 생산절차를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 하루 전에 어떤 근로자가
기계를 고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즉, 시스템
이 해당 부분을 ‘다시 배우라’고 하는 것이다. 마치 인간 트레이너가 해당 노동자가 한 실수에
대한 보고를 읽고 “오케이. 이 부분의 훈련을 받아보지.”라고 하는 것과 같다. 나아가 해당
노동자가 만약 로봇의 기능과 목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면, 로봇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학습콘텐츠로 제시해 줄 수 있다. Industrie 4.0의 앱시스트 시스템은 분야별 지식(학습
내용)과 학습자, 트레이너의 3개 요소를 고려하여 교육적 원칙과 학습모델을 만든 토대 위에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68) EduTec의 설명에 따르면, APPsist의 사용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장감독(supervisor)에게 문의하거나,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수동으로 들여다보거나, APPsist 시스템을 사용하는 등의 선택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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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2❙ 인간과 조직을 함께 생각하는 스마트학습공장 학습지원시스템
출처: 독일 출장 자료(2017. 9. 13)

위와 같은 세 가지 형태의 독일의 학교-현장 연계의 맞춤형 직업교육에서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직업학교들은 개별 학생의 필요와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매우 유연한 직업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직업역량의 업데이트에 있어서 학생 본인이
속할 직업세계와 관련하여 직접 최신기술과 정보에 대한 필요를 파악할 수 있다. 독일의
직업학교들은 ‘듀얼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전일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
모두가 각 개인에게 최적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 이의가 없다’는 잘 합의된 전제하에서
모든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사례로 제시된 전기전자에너지 직업학교의
경우처럼, 300여 명이 400여 개 이상의 기업과 듀얼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도
학교장과 교육과정 조직에 관여하는 소수의 교사들은 묵묵히 학교와 수많은 기업 간의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환경 아래에서 학생들은 직업 현장과 긴밀히 연관된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최신의 기술이나 정보에 매우 쉽고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수 있다. 또한 베를린 자동차
학교장과의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직업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직업세계와 개별
기업에서 하게 될 기능(function)보다는 학생들 개개인의 전체 삶을 고려한 직업교육 커리큘럼과
특정 직업세계에 얽매이지 않는 역량을 길러주는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에도 높은

243

글로벌 교육동향 연구(Ⅴ) :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

관심을 두고 있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최신기술과 맞닿아 있는 맞춤형 직업교육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일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직업교육이 앞으로의 변화하는 미래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독일의 직업학교들은 듀얼직업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와 직업현장과의
연계를 긴밀히 하고, 학생들이 최신의 기술과 정보를 직업 현장의 커리큘럼을 통해 직접적으로
접하도록 하고 있다. BMW 베를린 지점 듀얼직업교육센터에서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모델을
생산, 정비하는 기술 또한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직업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직업교육과
정과 기업 간의 거리가 거의 생기지 않아 추가적인 재교육 없이도 학생들이 직업세계에 곧바로
진입할 수 있고, 기업에서도 교육의 비용이 최소한으로 발생하는 것은 유연성이 매우 요구되는
미래의 직업교육에서 참고해야 할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기업 내의
직업교육센터에도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장, 어드바이저, 마스터 등의 전임자들이 있고
그들의 역할이 존중된다는 것도 좋은 시사점이 된다.
셋째, 독일의 직업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실용성을 중시하는 관-산-학 협력의 분위기가
뚜렷했다. 직업학교의 교사들도 기업의 학생직업교육 담당자들도 매우 협력을 쉽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베를린 자동차공장 교장과 BMW사 직업교육센터 교장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듯이 학
생교육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기업일수록 협력의 빈도가 적으나 학생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즉시 협력할 수 있다는 사실은 듀얼직업교육시스템에서의 기관 간의 협력이 매우 안정되어 있다
는 것을 뜻한다.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신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실용성에 입각한 기관 간 협력은 맞춤형 교육에 매우 큰 저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독일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미래의 직업세계가 될 독일의 반자동화
공장에서는 인간과 조직을 생각하는 맞춤형 학습시스템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독일의 직업학교에서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
지는 않다. 독일식 맞춤형 교육은 대부분 교사들의 원칙과 헌신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
여 기업에서는 반자동화 공장의 운영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지원을 시도해 나가고
있다. 독일인공지능연구소와 페스토사 간의 연합프로젝트의 산출물인 앱시스트에서 볼 수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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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업세계에서의 효율적인 학습을 뒷받침하는 기술도 활발히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
의 활용에 있어서 사용자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의견을 매우 존중하는 합의의 문화가 존재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VR

69)

본 절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교육의 성패는 그것을 담당할 교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능정보사회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교사교육의 사례를 다루기로 한다. 특히
학습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의 일
종인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사교육의 사례를 발굴하여 체험 방식을 포함한 교사교육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 중에는 미국의 수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심스쿨(simSchool)’,
‘티치라이브(TeachLive)’, ‘세컨드라이프(SecondLife)’, 교사 연수용 상담 시뮬레이션인 ‘코니
토 (Kognito)’등이 있다.

.
교사들의 교육실습은 그 기간이 짧고70), 교육실습생의 교실수업 참여는 매우 제한적인 문제
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미국은 2000년대 초반에 예비교원의 훈련을
위해서 수업 시뮬레이션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수업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려는 생각은 기본적
으로 예비교사들에게 더 다양한 수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실습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예비교원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더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험을 가질 수도 있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수업 기술을 숙달할 수 있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이러한 가상세계를 응용한 수업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도된 직접적
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예비교원 수의 격감에 의한 교원수급의 문제가 발생했고(Zibit
69) 이하 내용은 류지헌(전남대)이 작성한 용역 원고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70) 한국의 경우 법정 최소 시간은 4주이며(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2015), 미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45

글로벌 교육동향 연구(Ⅴ) :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

& Gibson, 2005), 실질적인 교사 부족을 막기 위해서 교원양성 과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었다
(Collum, Bishop, & Delicath, 2016). 수업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면 실제 학교 현장으로 파견
되는 교육실습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낙오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이 제정되면서 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많이
이루어진 것도 다른 한 축의 원인이 되었다.
낙오학생 방지법을 계기로 미국의 학교 교육에서는 교사의 질이 수업의 질을 결정한다는 관점
에서 교사의 수업능력 증진을 위한 방법과 학생의 다양성 측면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었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교사는 시골지역으로의 이동을 원하지 않거
나 어떤 지역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Dieker, Hynes,
Hughes, & Smith, 2008). 그렇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이 조금 더 다양한 학습조건을 경험함으
로써 예비교사의 수업 관리 능력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양한 교육실습 기회의 제공은 수업 시뮬레이션의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의
다양성, 장애학습자나 비장애학습자를 고려한 학급의 다양성, 인종의 다양성 등과 같은 요인들
을 적용해서 교실조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업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실습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정 수업
기술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업 시뮬레이션은
가상 실습(virtual practicum)을 위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Zibit & Gibson, 2005).
수업 시뮬레이션은 예비교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가상 교실과 가상 학생을 만들어서
수업 시뮬레이션을 개발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Clarke, 2013).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2000년대 초에 교사수급에서의 문제점과 낙오학생방지법이 제시되면서
교원 양성 체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미국국립과학재단에서 2003년에
교사 수급에 대비한 연구과제를 공모하면서 수업 시뮬레이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였다.
수업 시뮬레이션이 가장 먼저 적용된 것은 심스쿨이다(Zibit & Gibson, 2005). 원형은 2003년
부터 개발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교원양성기관에서 예비교사들을 위한 훈련 목적으로 사용
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교육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Mullen, Beilke, Brooks(2007)는 예비교사들을 위한 교육도 원격교육형식
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한 온라인 학습체제를 제안했다. 웹을 활용해서 수업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면 시간 및 장소의 제약 없이도 수업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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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수업 시뮬레이션이 주목받게 된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초보교사 혹은 예비교사에게 학급
을 맡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 때문이기도 하다. 현장 교사들은 예비교사의 전문성
이 아직 낮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학급이나 수업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한 예비교사를 배치할 적절한 학교나 교실을 찾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Badiee & Kaufman, 2014; Billingsley & Scheuermann, 2014).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을 활용해서 다양한 수업 상황을 연출하고 그것에 적절한 반응을 연습할 수 있는 수업 시뮬레이
션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Bautista & Boone, 2015; Dawson & Lignugaris/Kraft, 2017).
수업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면 반복적으로 특정 지식이나 기술을 연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적 판단을 내리는 데 효과적이다. 수업 시뮬레이션
은 예비교사들이 수업 요인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수업 장면에서 적절한 수업적
판단을 내리는 연습을 하기 위한 것이다(박정환 & 정동욱, 2009).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뮬레
이션은 수업의 역동성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수업조건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업 시뮬레이
션을 적용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은 교실에서의 수업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Hales & Kalyvaki, 2017).

.
수업 시뮬레이션 개발 사례는 다양하다. 개인 연구자 수준에서 제시된 것도 있고 독립된 운영
주체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서
개인 연구 수준에서 개발된 수업 시뮬레이션은 제외했다. 또한 최소 3~4년 이상의 개발연구가
누적된 경우에만 한정에서 선정했으며, 교원양성 기관에서 활용된 경우만 선정해서 분석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수업 시뮬레이션은 세 가지 사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심스쿨
(simSchool, www.simschool.org)이다. 가장 처음으로 수업 시뮬레이션으로 개발된 사례이기
도 하며, 현재 가장 많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업 시뮬레이션이다. 온라인 접속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둘째, 티치라이브(TLE, TeachLivE,
www.teachlive.org)가 있다. 대화형으로 수업 시뮬레이션이 운영되기 때문에 실시간 상호작
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셋째, 기타 시뮬레이션 사례로 구성했는데, 유럽,
호주 등에서 개발된 사례와 세컨라이프를 활용한 개발 사례를 제시했다. 유럽연합과 호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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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업 시뮬레이션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대표적인 사례를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세컨드라이프를 활용한 수업 시뮬레이션은 기존의 운영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코니토(Kognito, www.kognito.com)라는 현직 교사연수용 시뮬레이션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시뮬레이션은 초･중등 학교의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 교원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다. 이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학생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학생상담용 시뮬레이션이다.
여러 주에서 초･중등학교의 교사들에게 이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정부차원에
서는 공공기관의 스텝들에게도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2D 기반의 상담
시뮬레이션이지만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고, 사용자층도 넓다는 특징
을 갖고 있다.

1)

:

(simSchool)

심스쿨(simSchool)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수업실습용 시뮬레이터이다. 심스쿨은
2D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감형 매체를 사용하는 시스템보다는 몰입감이 높지
않다. 심스쿨은 2005년에 처음 등장하여, 예비교사를 위한 훈련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업
시뮬레이션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Wood, Beckmann, & Birney, 2009;
Zibit & Gibson, 2005).
심스쿨은 미국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된 것으로 개발된 미래교사를 위한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PT3 프로그램(Preparing Tomorrow’s Teachers to Use Technology
Program, https://www2.ed.gov/programs/teachtech/index.html)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1999년에 시작된 것으로 학교교육 혁신을 위해서 교육공학적인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PT3 프로그램을 통해서 400여 이상의 연구지원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심스쿨도 이런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었다.
[그림 IV-43]은 심스쿨이 사용되고 있는 기관의 위치를 표기한 것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도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151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3년에는 EDUCAUSE(정보통신공학을 활용한 고등교육 촉진을 위한 비영리 단체:
http://www.educause.org)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학습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Next Generation
Learning Community: NGLC http://www.nextgenlearning.org)에서 우수 프로그램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Gibson, Kruse, Knezek, Tyler-Wood, Christensen, & Hopp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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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3❙ 심스쿨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 및 기관
출처: http://simschool.org/simPartners(검색일: 2017. 10. 9)

심스쿨은 비교적 많은 수의 교원양성기관에서 수업 시뮬레이션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상대적
으로 구매 가격과 유지비용이 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웹기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누구나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심스쿨을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하드웨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이면 바로 실행할 수 있다. 게다가 가상
학생 프로필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수의 학생 캐릭터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다.

❙그림 Ⅳ-44❙ 심스쿨의 수업장면
출처: http://www.niusileadscape.org/bl/503/(검색일: 2017.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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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업장면에서 특정 학생을 선택하면 그 학생의 현재 상태
가 모니터의 중앙에 나타나게 된다. 학생의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예비교사는 왼쪽에 있는 대화
창을 사용해서 과제를 부여하거나 대화용 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다. 과제나 대화 옵션을 선택하
면 하위 옵션이 나타나고 상황에 따라서 과제나 대화용 메시지를 선택하면서 가상학생과 상호작
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과제나 대화용 메시지는 객관식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실제
로 음성이나 채팅을 사용한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과제나 대화를 선택하
는 방식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한적인 과제활동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라이브러리
를 통해서 다양한 과제를 불러와서 활용할 수도 있다.
심스쿨은 2D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상학생이나 가상교실이 실감 있게 표현
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교실운영 시나리오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식이 사용자 선택에 의한 진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가상교실에 있는 학생을 지정해서 개별적인 메시지나 과제를 부여할
수도 있고,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메시지나 과제를 부여할 수도 있다. 어떤 교실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화면에 나타나는 교사 행동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교사 행동이나 메시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수업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사실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학생 캐릭터를 만들고, 이들을 대상
으로 수업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이 교실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심스쿨은 학급을 구성하는 학생 캐릭터의 조합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실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웹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서
접근성도 높다. 심스쿨은 기능성 게임이론에 근거해서 설계된 시뮬레이션이다. 사용자는 게임
플레이어가 되어 시뮬레이션으로 구현된 가상학급의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시스템이다
(Warren, Jones, Dolliver, & Stein, 2012; Zibit & Gibson, 2005).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플레이어는 학급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피드백을 받게 된다. 의사결정과 피드백의
반복적인 순환구조를 통해서 수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와 같이 의사
결정 과정과 코칭에 의한 피드백 순환구조 때문에 인지적 도제이론에 근거해서 심스쿨을 설명하
는 경우도 있다(Wu, Hsiao, Wu, Lin, & Huang, 2012). 또한 예비교사의 수준에 따라서
학생 프로파일을 조절함으로써 시뮬레이션 난이도를 차별화 할 수 있다(김보경, 정동욱, &
백영균, 2008).
심스쿨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학생 캐릭터에 대한 다양한 프로파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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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이다. 심스쿨은 가상학생에 대한 프로필을 적용해서 학생 캐릭터의 개인 특성을
반영한 수업 상황을 구성할 수 있다. 학생 캐릭터로 구성된 가상교실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면
사용자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과목을 생성하고, 과목 내에서는 단위 차시 수업을 구성할 수 있도
록 세션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학급규모도 미리 지정해서 설정할 수 있는데 학생의 수와 성별
비율 등을 지정하면 그것에 맞춰 학급이 생성된다. 이러한 기능은 예비교사의 수준에 따라서
학생 프로파일을 조절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가상
캐릭터(가상학생)는 자신의 학습기록이 생성되기 때문에 예비교사는 보다 사실적인 교실규모를
경험하게 된다. 예비교사의 숙달 수준에 따라서 학급의 규모나 특징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림 Ⅳ-45❙ 심스쿨에서 가상학생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
출처: http://www.niusileadscape.org/bl/503/(검색일: 2017. 10. 9)

[그림 IV-45]는 수업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상학생 개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학생에 대한 프로파일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 학생들과의
대화를 진행할 때 학생의 성격요인이나 배경요인 등을 미리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IV-46]은
학생 개인의 수행평가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수업 시뮬레이션이 운영되면서 교사가 전
달하는 내용에 따라서 학생들의 동기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251

글로벌 교육동향 연구(Ⅴ) :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

❙그림 Ⅳ-46❙ 심스쿨의 가상학생 수행평가 표의 예시
출처: Christensen, Knezek, Tyler-Wood, & Gibson, 2011, p. 206

심스쿨은 예비교사들에게 효과적인 학습도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학생 캐릭터를
사용해서 학생 수나 학급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비교사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성향의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이 가능하다
(Sanogo, McAllister, & Foley, 2003). 따라서 예비교사들은 수업 상황에 따른 다양한 수업기
술 뿐만 아니라 교실 관리를 경험해 볼 수 있다. 가상학생 캐릭터에는 장애를 갖고 있는 프로파
일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학급을 위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Stavroulia, Makri-Botsari, Psycharis, & Kekkeris, 2014). 가상학급 학생 중에 장애학습
자의 프로파일을 포함시킴으로써 그들을 고려한 학급운영 전략을 고려하게 된다. 심스쿨의 적
용효과에 대한 분석을 보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업실습 훈련을 받은 예비교사보다 심스쿨로
준비한 예비교사들의 수업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ristensen, Knezek,
Tyler-Wood, & Gibson, 2011). Deale & Pastore의 연구(2014)에 따르면, 심스쿨을 사용한
집단에서 교실 관리에 대한 지식 및 자신감에서 전통적인 방법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심스쿨은 수업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스쿨을 사용함으
로써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방법을 보다 잘 학습할 수 있었으며, 학습자의 특징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심스쿨은 학생캐릭터의 반응이 단순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사용이
단조롭고 쉽게 지루해 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컴퓨터 화면 상에서 학생의 반응에 따라
서 선택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비교사가 학급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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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한되어 있다. 게다가 예비교사의 반응에 대한 가상 캐릭터의 반응도 단순한 수준이다
(Sanogo, McAllister, & Foley, 2003). 그렇기 때문에 처치와 반응의 반복이 매우 단순하고,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다. 또한 2D 화면으로 인해 가상공간에 대한 실감성이 떨어지고
학습자의 몰입감 또한 정적 화면에 의해 낮아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Ruitenberg, 2014).
simSchool의 단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 프로파일은 상당히 자세한 편이지만, 교사
의 처치와 학생 반응은 단순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단순한 처치-반응의 반복에 의해서 사용자
는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2)

(TLE, TeachLivE)

티치라이브((TLE, TeachLivE, www.teachlive.org)도 심스쿨과 더불어 교사교육을 위해
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수업 시뮬레이션의 하나이다. 그러나 심스쿨과 티치라이브는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심스쿨은 이론적으로 기능성 게임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지만, 티치라이브는 혼합현실(mixed reality)기반의 상호작용적 시뮬레이션이다.
심스쿨은 2D 기반으로 운영되며 웹에서 접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그렇지만 티치라이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티치라이브는 운영자도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용
계획을 요청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스쿨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티치라이브는 심스
쿨과 달리 학생 아바타와의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티치라이브의 가장 초기버전의 개발은 2006년에 시작되었다(Dieker, Hynes, Stapleton,
& Hughes, 2007). 심스쿨이 등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티치라이브도 예비교원의 수가 급격하
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도되었다. 특히, 실질적인 교실 경험을 갖도
록 해서 교사라는 직업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에서의
교사 수급 문제는 예비교원의 확보도 어렵지만 임용된 교원의 이직률이 높은 것도 문제이기
때문이다(Critical Teacher Shortage Areas, 2003). 따라서 교실 환경을 사실적으로 경험하도
록 해서 수업장면이나 교실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Dieker,
Hynes, Stapleton, & Hughes, 2007).
미국 공교육 체제에서는 인종의 다양성과 빈민지역 거주학생과 같은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
고 있다. 게다가 예비교사들은 사회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빈민지역 학생들의 성취가 낮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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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도시 지역의 빈민지역이나 소수자 거주지
에서의 근무를 꺼리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Torok & Aguilar, 2000). 따라서 이러한
편견을 없애고 교실 현장에 대한 적절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실적인
수업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수업 시뮬레이션이 필요했다.
초창기 티치라이브의 설계 및 개발방향은 하버만 교육재단(www.habermanfoundation.org)
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타교사 선별 설문(star teacher screener)”에 적합한 시뮬레이션을 개발
하는 것이었다. 스타교사 선별 설문은 도시 빈민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교직을 수행한 교사들
의 특징을 분석해서 그와 같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Hartlep &
McCubbins, 2013). 도심의 빈민지역에는 주로 소수인종과 극빈가정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은 이런 지역의 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기지 않는다. 따라
서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아지며 교사 수급에 큰 차질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티치라이브의 초기 버전은 도심 빈민지역의 학급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림 Ⅳ-47❙ 초기 버전의 학생 아바타
출처: Dieker, Hynes, Stapleton, & Hughes, 2007

사실적인 교사-학생의 상호작용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 아바타를 사용해서 수업 시뮬레이션
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서 아바타 운영자가 그래픽으로 구현된 학생 아바타를 조종하는 방식으
로 시뮬레이션을 개발했다. [그림 IV-47]은 초기 프로토타입에 사용된 아바타의 모습이다.
예비교사가 학생 아바타와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자가 아바타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영자는 아바타의 동작이나 말하는 것을 제어하면서 예비교사는 마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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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황에 와 있는 것과 같은 사실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 [그림 IV-48]은 현재 티치라이브에서
사용되고 있는 학생 아바타의 형상이다. 인종 및 학생 유형 등을 반영하여 개발되었으며 아바타
운영자에 의해서 제스처가 통제된다. 원래 스타 교사 평가(STAR teacher assessment)는 도심
빈민지역 교사의 자질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설문 내용으로 학생과의 실질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아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교사의 자질을 평가
할 수 있는 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림 Ⅳ-48❙ 학생아바타
출처: https://www.ucf.edu/pegasus/kickin-new-school/(검색일: 2017. 10. 9)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대형 모니터나 스크린 앞에서 학생 아바타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비교사는 스크린에 나타난 아바타와 대화를 하면서 교실에서의 상호
작용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 기술은 혼합현실 기
법을 적용한 플랫폼을 교실 상황에 따라서 적용한 것이다(Stapleton & Hughes, 2006). 아바타
를 조종하는 운영자는 헤드폰을 착용하고 예비교사가 학생 아바타와 상호작용하면서 하는 대화
의 내용을 들으면서 반응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반응을 유도하면서 예비교사에게
교실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 때 운영자의 목소리는 학생 아바타에 맞도록 변형되어 예비교사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초기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용 평가 결과를 보면 사실적인 상호
작용이 가능하며 사회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분위기 형성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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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9❙ 아바타의 조종 모습
출처: Dieker, Hynes, Stapleton, & Hughes, 2007. (검색일: 2017. 10. 9)

이러한 초기 프로토타입은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
다. [그림 IV-49]는 아바타를 통제하는 모습으로 아바타 운영자의 몸에 마커를 부착해서 운영
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학생 아바타가 움직이도록 구성한 것이다. 이 때 아바타 운영자는 키보드
를 조작해서 학생 아바타가 립싱크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용자
인 예비교사의 반응을 평가하거나 사실적인 체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Ⅳ-50❙ 티치라이브 실행
출처: http://thedmonline.com/teachers-in-training-learn-through-virtual-reality/(검색일: 2017.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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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IV-50]은 현재 티치라이브를 사용하기 위한 실행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비
교사가 대형 모니터 앞에 서 있고, 주변에는 현장 담당자 또는 전문가가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비교사가 하는 말은 마이크 등을 통해서 원격에 있는 아바타 운영자에게
전달된다. 아바타 운영자는 학생 아바타를 조작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운영한다.
[그림 IV-51]은 티치라이브에서 아바타, 관찰자, 운영자, 예비교사의 역할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역할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비교사가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함으로
써 보다 사실적인 상호작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 아바타와 예비교사와의 쌍방향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는 점이다. 현장 경험 전문가는 예비교사와 학생 아바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피드백 및 평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예비교사의 수행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피드백 및 평가 기능은 심스쿨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기능 중의 하나이다.

❙그림 Ⅳ-51❙ 티치라이브 시스템의 역할 구성
출처: Nunez, Nagendran, Pillat, Kavanaugh, & Welch, 2014, p. 120.

학생 아바타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개별 아바타는 나름의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조용하고 잘 나서지 않는 수줍은 학생, 활발하거나 동기화가 잘 된 학생 등과 같이 나름의 특징
으로 구성된 것이다. 심스쿨에서는 다양한 학생 프로필을 데이터베이스처럼 관리할 수 있지만,
티치라이브에서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교
사와 학생 아바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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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2❙ 티치라이브의 시스템 구성
출처: Nunez, Nagendran, Pillat, Kavanaugh, & Welch, 2014, p. 121.

[그림 IV-52]는 티치라이브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 및 운영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왼쪽에
있는 예비교사 사용 장면은 예비교사가 대형 스크린 앞에서 학생 아바타와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스크린에는 가상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 아바타가 나타난다. 학생 아바타
는 예비교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질문을 하면서 예비교사와 상호작용을 하도록 개발되어
있다. 이 때 스크린에는 카메라 장착되어 사용자의 동작과 목소리를 입력되도록 되어 있다.
예비교사가 하는 말과 행동은 원격지에 있는 학생 아바타의 운영센터로 전달된다. 아바타 운영
자는 예비교사의 말과 행동을 모니터하면서 수업상황이나 시뮬레이션 조건에 맞춰 학생 아바타
가 반응할 수 있도록 조종하게 된다. 수업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가(담당교수)는
예비교사와 학생 아바타의 상호작용을 관찰한다. 시뮬레이션 활동이 끝나면 관찰 과정에 대한
평가를 제공할 수도 있고, 세션별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다.

258

Ⅳ.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사례 심층 분석

❙그림 Ⅳ-53❙ 티치라이브를 사용하는 기관 분포
출처: http://teachlive.org/partners(검색일: 2017. 10. 15)

[그림 IV-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티치라이브는 약 51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1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미국내 사범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다. TL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격지
에 있는 아바타 운영센터와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인터넷망이 필요하다. 또한 카메라 장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런 특징 때문에
현재 티치라이브는 미국 내에서만 운영되는 실정이다.
티치라이브가 학생 아바타와의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학생 아바타
가 모니터 기반으로 제시될 뿐이며, 예비교사의 입장에서는 아바타에 대한 통제 권한이 전혀
없다. 심스쿨에서는 가상 학급의 학생 수를 조절하거나 성별 등을 결정할 수 있었지만, 티치라
이브에서는 그러한 통제 권한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몰입형 가상현실 기술이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와 아바타 사이에서의 물리적 상호작용이 약하다. 이 시스템에서는
아바타를 조종하는 문제 때문에 5명의 학생 캐릭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업 상황과 같은 복잡
한 상호작용을 구현하지 못한다. 또한 수업 상황을 고려해서 적용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소규모로 진행하는 생활지도 상황을 구현하고 있다.
티치라이브의 운영기관과 심스쿨의 운영기관 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운영비용과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티치라이브는 실시간으로 학생 아바타와 상호작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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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센터와 사용자가 같은 시간에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한다. 그래서 사전에 사용 신청을 하고
학생 아바타의 운영자와 시간을 맞춰야 한다. 게다가 티치라이브는 설치 장소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 실시간을 위한 카메라 및 통신시설의 문제 때문에 주로 사범대학의 실험 장소에 고정
해서 설치되어 있다. 심스쿨은 웹기반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지만, 티치라이브는 이런 점에서 사용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티치라이브가 실시간
상호작용이라는 기법을 잘 구현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의 접근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티치라이브를 사용한 예비교사의 학습상태를 관리하거나 평가하는 체제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학습용 시뮬레이션 지원체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티치라이브는 혼합현실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학생에 대한 위험부담 없이 수업 및 학생 관리에
대한 연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Einsenreich & Harshman, 2014). 티치라이브는 디지털 퍼펫
트리(puppetry)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상호작용성이 매우 높고 비교적 가상현실의 학생을 잘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autista & Boone, 2015; Billingsley & Scheuermann,
2014; Dieker, Rodriguez, Lignugaris, Hynes, & Hughes, 2014; Ludlow & Barbara,
2015). 티치라이브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반복적으로 어떤 이슈에 대한 것이든 필요
한 만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Einsenreich와 Harshman(2014)은 티치라이브를 사용함
으로써 예비교사의 수업 불안 수준이 감소된다는 것을 보고했다. 또한 Garland(2012)의 연구
에 따르면 티치라이브가 참여한 학생들의 수행, 자신감, 시행 충실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미국 교사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수업 시뮬레이션 중에서는 심스쿨과 티치라이브가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다. 그 밖에도 미국 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수업 시뮬레이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간단한 활용 동향을 살펴본다.
첫째, 호주에서 개발된 클래스심(classSim)이 있다. 이 시뮬레이션은 웹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교실 수업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장면을 경험하고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상황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왕따 현상, 문제 행동, 놀리기,
외국인 학생과 관련된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Kervin, Ferry, & Carrington, 2006).
예비교사는 수업 상황에 대한 에피소드 중에서 특정 내용을 선택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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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을 할 수 있게 된다. 클래스심을 사용하면 수업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erry, Kervin, Cambourne, Turbill, Hedberg, & Jonassen, 2005).

❙그림 Ⅳ-54❙ 클래스심에서 학생 업데이트 화면 설명 그림
출처: Carrington, Kervin, & Ferry, 2006

[그림 IV-54]는 클래스심의 운영 화면 중의 일부이다. 웹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온라인
으로 접속해서 로그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또한 수업과정에 대하여 자신만의 생각
을 정리할 수 있는 노트 기능을 강화해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래스심은 2004년부터
프로토타입이 개발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500명 이상의 예비교사들의 사용 경험을 토대로
연구가 수행되었다(Kervin & Ferry, 2008). 호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서 개발된 프로
젝트이다. 클래스심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 프로필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교실
수업 조건을 생성하도록 했다(Carrington, Kervin, & Ferry, 2006). 그러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둘째, 유럽연합에서 개발된 심아울라(simAULA, http://www.simaulaproject.eu)가 있다.
이 프로젝트도 다른 수업 시뮬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예비교사들에게 사실적인 수준의 교육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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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심아울라의 이론적 근거는 기능성 게임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Europe2020” 전략에 맞추어 개발된 것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불가리
아, 그리스, 영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림 IV-55]는 심아울라 프로젝트의 웹사이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것으로 최종 프로토타입은 2013년에 배포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차세대 교사를 위한 교실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심아울라는 기능성 게임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가상학생으로 구성된 학급에서의 수업
전략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업 시뮬레이션의 적용 결과에 대한 연구들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심아울라를 사용한 교사들은 자신감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Peytcheva, Yovkova, Asenova, Fernàndez, & Petridis, 2013). 과학 교과에서
탐구학습 모형을 적용한 수업에서의 활용 사례가 제시되기도 하였다(Lameras, Petridis,
Torrens, Dunwell, Hendrix, & Arnab, 2014). 심아울라는 유럽연합의 공동 프로젝트의 일환
으로 5천여 개 이상의 학교에 적용되어 검증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림 Ⅳ-55❙ 심아울라(simAULA) 홈페이지
출처: simAULA, http://www.simaulaproject.eu/(검색일: 2017.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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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상세계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 시뮬레이션 사례이다. 여기에서는 세컨드 라이프
(Second Life)라는 플랫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업 시뮬레이션을 소개하고, 미국 이외의 나라
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업 시뮬레이션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세컨드라이프는 다수의 사용
자가 동시에 접속해서 가상환경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가상활동을 위한 플랫폼이다(한세영,
2010). 다수 사용자를 위한 가상 환경(MUVEs, Multi-User Virtual Environments)을 제공할
수 있는 세컨드라이프는 사용자끼리의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력중심의 학습활동을 촉진시
킨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다수의 사용자가 서로 협업을 하면서 학습 맥락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실재감이 높고 원격교육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Hartley,
Melissa, Barbara, & Michael, 2015).

❙그림 Ⅳ-56❙ 버추얼프렉스 장면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zBVopcU3WKg(검색일: 2017. 10. 15)

Cheong(2010)에 따르면 세컨드 라이프를 적용한 수업 시뮬레이션에서 1인 연습 집단과 협력
적 연습 집단을 구분하여 예비교사의 수업효능감이 변화하는 정도를 비교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세컨드라이프는 수업효능감의 하위 요인인 개인적 수업 기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으며 협력적 연습을 실시한 집단이 1인 연습 집단보다 더 높은 개인적 수업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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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라이프는 심스쿨이나 티치라이브와 같이 전문적인 수업용 시뮬레이션은 아니고, 상호작
용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플랫폼이지만 협력 활동의 촉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세컨드라이프를 적용한 수업 시뮬레이션의 종류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 다국적 프로젝트로
개발된 버추얼프렉스(virtualPREX)를 살펴본다([그림 Ⅳ-56]). 버추얼프렉스(virtual professional
experience의 약자이다(Gregory, 2010))는 가상세계를 통해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는 의미이다. 이 시스템은 호주의 여러 사범대학이 참여한 공동 프로젝트(University of New
England,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Charles Sturt University, Curtin University)였으며,
예비교사들이 시스템에 참여해서 역할극을 하면서 수업장면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세컨드 라이프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 접속이 가능하고, 여러 학습자가 함께
참여하면서 수업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Masters, Gregory, Dalgarno, Reiners, & Knox,
2015; Reiners, Gregory, & Knox, 2016). 따라서 이전에 살펴보았던 심스쿨이나 티치라이브
처럼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시뮬레이션은 아니지만 채팅이나 대화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4)

:

(Kognito)

미국에는 교사들을 위한 상담 시뮬레이션으로 코니토(Kognito, http://kognito.com)가 있
다. 이 프로그램은 가상인간(virtual human)을 활용한 상담 훈련용 시뮬레이션으로 학생들의
자살방지 및 약물남용 등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훈련 시뮬레이션이다. 코니토는 온라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담 시뮬레이션으로 단계별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이다.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림 IV-57]은 코니토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종류가 제시된 웹사이트인데, 초･중등학교,
대학교, 의료 분야, 정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9가지 주제영역에 걸쳐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개발
되어 있다. 코니토는 PC기반으로 운영되는데 역할극을 활용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담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기상황에 놓인 가상학생은
심리적인 특징을 반영해서 행동, 사회심리, 외향적 특성에 대한 프로파일이 상세하게 반영되어
있다. 해당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찾고 사용자가 교사가 되어 학습 안내자의 조언에 따라 대화를
진행하며 올바르게 대화가 이어져 상담이 종료되면 학습이 완료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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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7❙ 코니토(Kognito) 홈페이지
출처: https://kognito.com/products(검색일: 2017. 10. 15)

코니토를 사용한 집단에 대한 종단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사들이 문제학생의 상황에 대
해서 더 많은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인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ognito Interactive, 2012). 코니토는 실질적으로 교사들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
데, 온라인 아바타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효능감이 높
아진 것으로 나타났다(Bartgis & Albright, 2016). [그림 IV-58]은 이 연구에서 사용된 교사
의 모습이다. Kognito는 이와 같이 교사나 상담원에 대한 역할극을 통해서 문제학생에 대한
다양한 상황에 따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1년부터 뉴욕시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Bradley & Kendall, 2014). 교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학생의 발견, 접근, 대처 방법을 연습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밖에도 뉴욕시의 건강 및 의료종사자들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가상 시뮬레이션 훈련에
적용하고 있다(Albright, Adam, Goldman, & Serri,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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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8❙ 코니토의 실행화면
출처: Bartgis & Albright, 2016, p. 8.

5)
심스쿨은 예비교사의 수준에 맞춰 교실상황을 조절할 수 있거나 가상학생의 프로파일을 변경
함으로써 다양한 수준의 학습상황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심스쿨의 가상
학생캐릭터는 자동화된 반응을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학습과정 자체가 역동적이라거나 상
호작용적인 인상을 주기 힘들고 자칫 기계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교직과정에 대한 지식
이 충분하지 않은 예비교사가 교생실습에 참여할 경우, 특히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쉽게 통제하
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티치라이브와 같은 실시간의 수업 시뮬레이션을 활용하
면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등 실습상황을 실재감 있게 체험할 수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티치라이브는 실감성이 가장 높은 수업 시뮬레이션이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학생 아바타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학생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화면에 구현되는 학생 아바타는 매우 사실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실감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티치라이브는 가상 학생 수가 5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실
수준의 복잡성을 조절할 수 없다. 주로 학생과의 공감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교수법과 관련된 훈련이 용이하지 않다. 특히, 운영비가 매우 비싼 편이고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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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스쿨은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상학생이 스스로 반응
하는 시스템이라서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하다. 그러나 티치라이브는 사전에 운영시간을 맞춰서
학생 아바타 운영센터와 운영 계획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접근성이 낮고,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
유럽이나 호주에서의 수업 시뮬레이션은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사례를 찾기 힘들었다. 이것은 아직 연구결과로 산출되거나 보고될 정도로 사용 현황이 충분하
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심스쿨이나 티치라이브처럼 독립적인 운영체제의 수
업 시뮬레이션이 그만큼 성공적인 사례임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세컨드라이프는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학습 경험을 갖기에 최적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호작용이 가능한 반응을 이끌기 위해서는 세커드라이프에 접속해서
1대1 상황으로 아바타를 조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10명으로 구성된 학급이 있다고 가정했
을 때, 10명 정도의 사용자가 학생 아바타를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협력학습을
경험하기에는 적합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나, 시뮬레이션으로서의 기능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살펴본 코니토는 현직 교사를 위한 연수용 프로그램으로 사용되는 사례이다. 교사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학생들의 사회·심리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사회심리적인 문제는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니토는 초･중등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 교원이나 주정부 공무원을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용성이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수업 시뮬레이션의 사례 분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필 수
있다. 첫째, 시뮬레이션은 가상의 적용과정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없는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 준다. 따라서 실패의 위험이 적고 안전한 상황에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반복적
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숙달 수준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난이도가 높은 학습과제는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서 학습 숙달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셋째, 시뮬레이션에서는 개인의 수준을 고려해서 학습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학습 상황을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적용한다면, 가상현실 기술이 갖고 있는 학습 환경 기술을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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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습 및 훈련을 촉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심스쿨은 몇몇 주에서 전국교사교육인증협회(NCATE)의 교사양성을 위한 이수학점의 일부
로 인정을 받기도 했을 만큼 사용 효용성이 높다. 아직까지도 다양한 연구사례가 보고되고 있으
며, 활용 가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 티치라이브(TLE)가 사용 비용이나 사용
자 확보라는 면에서 심스쿨 보다 적게 확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티치라이브(TLE)
에서는 전문가 가이드를 포함한 학습체제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매우 사실적인 교실 내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 비록 미국만큼
성공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호주, 유럽, 캐나다 등에서도 다양한 수업 시뮬레이션 사례가 나타나
고 있고, 사용해 보려는 연구는 더욱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공학적인 확산은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 요인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미국의 수업 시뮬레이션 기반의 교사교육 사례가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교육실습은 교사교육과정에서 이수해야하는 필수과정으로 학교현장에서 수업을 직접 경험하
고 자신의 적성을 점검하는 과정이다(강현석, 2013). 예비교사들은 교육실습을 통해서 그 동안
교원 양성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학교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교육실습을 위한 법정 최소 시간은 4주(교육부, 2015c)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교육실습생을
받는 학교에서도 예비교사가 교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크게 반기는 편은 아니다.
교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도 양성과정 운영 실제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요소들은 유능
한 교사 배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볼 때 앞에서 소개한
수업 시뮬레이션의 활용 방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양성교육과정에 다양한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업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설계 연구를 보면 대체로 학습자의 다양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
고 있는 것이 많다. 미국 교육이 갖고 있는 인종간의 다양성이나 사회경제적인 다양성을 고려하
여 학생 아바타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나 언어적인 다양성뿐만 아니라
성취수준, 동기수준 등에 맞추어 학생 아바타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다양한 교육
의 실제상황에 대한 예비교사의 이해와 준비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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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사 양성 과정에서 가상체험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이나 빈민지역 등과 같이 교직 환경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실습 체험을 수업 시뮬레이션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학교 환경에 대한 경험을 사전에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미국의 교사 수
급감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직률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예비교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지역이나 문화적인 다양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교직에 발령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특정 지역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 편중되
어 나타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업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비선호 지역에
대한 수업 시뮬레이션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면 예비 교사들에게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예비교사의 선발에서 수업 기술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수업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업기술은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문제 학생이나 문제 장면에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수업기술을 측정하기 위한 모의상황을 실제로 만들어서 구현하
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뮬레이션을 활용한다면 수업 기술을 평가하고 진단
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단순히 심사관 앞에서 수업 실연을 하기
보다는 모의 수업 상황을 전제로 수업 기술을 적용시켜봄으로써 예비교사의 실질적인 수업기술
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평가도구가 될 것이다.
넷째, 과학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인 교육도구의 개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
성을 주지시켜주고 있다. 최근의 기술공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기술 확장으로
인한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은 이익 창출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상현실에 대한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게임 산업에 치중되고 있다. 교육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도 학습증진을 위한 학생용
소프트웨어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심스쿨이나 티치라이브 개발을 촉진시킨 계기 중에는 기
술공학적인 확산을 위한 연구지원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장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며, 유능한 예비교사의 확보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적용해야 유능한 교원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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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Ⅳ장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혁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심층
조사,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교육방향,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직업교육, 교육지원
체제의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된 사례들의 특징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 <표 Ⅳ-8>과 같다.

❙표 Ⅳ-8❙ 영역별 사례와 특징
구분

영역별 사례

특징과 시사점

<창의･융합교육>

1. 융합적 역량교육(핀란드)
: 유바스퀼라시의 통합교과활동주간
및 통합교과수업운영 사례

교육
방향

 2016 개정 교육과정 실험 사례
 통합교과활동주간 실시: 교과통합자체보다 역량함양 중시
 시사점
- 교육과정-현장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
- 지방정부 및 학교의 자치권에 바탕한 교육과정 실험
- 학교문화의 개선과 더불어 교육과정 개정 시행

 STEM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에서 적극 지원
 미대륙 전국에 도시단위로 메이커스페이스 설치
 과학 관련 정부부서 및 출연연 연구자들의 교육봉사
 메이커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성취 향상
2. 메이커 교육을 통한 창의성
교육(미국): 라이트하우스 커뮤니티  시사점:
- 메이커교육을 실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의 조성(정부의 적극적인
공립학교의 창의성 랩 사례
지원과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전용공간의 창출
- 통합교과수업에 메이커교육을 활용하여 학습효과 극대화
- 메이커 교육의 실질적 토대 마련
<로봇 활용 프로그래밍 교육>

 국가의 정책방향제시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관리
1. 초등학교 로봇 활용 프로그래밍
 교과교육과 융합을 통한 로봇 활용 프로그래밍 교육
교육
교육
- 코가네이시립 마에하라초등학교의  시사점:
내용
-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이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프로그래밍 교육 사례(일본)
있는 큰 틀의 교육정책 제시
- 소프트뱅크의 스쿨 챌린지 사업
- 학생의 수준과 흥미를 존중하는 로봇활용 교육
연계 마치다 제6초등학교의 로봇
- 지역의 교육위원회와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페퍼’ 활용 프로그래밍 교육
교사연수를 통한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
사례(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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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 활용의 평가와 맞춤형 교육>
 게임기반평가: 실패 → 즉각적피드백 → 맞춤형 자료제공 →
몰입형 학습 공간 제공(심층학습)
 실제문제(환경, 경제, 복지문제 등) 해결 학습 게임:
증거중심설계(Evidence-Centred Design), 미션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모델(미션실패 → 피드백 → 재도전 기회 제공)
1. 테크놀로지 활용의 교육평가(미국):
 대쉬보드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교육 ‘서밋힐스 공립학교’:
- 게임기반평가 ‘글래스랩
평가결과, 학습도구, 교사관찰 및 기타정보를 통합하여
(GlassLab),
학습과정으로 실시간 제시
- 실제문제 해결 학습 게임 ‘심시티
 시사점:
에듀(SimCity Edu)
- 난이도 높은 학습 내용에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습에
- 대쉬보드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평가시스템 필요
교육 ‘서밋힐스 공립학교’
- 학습과제와 연결된 학습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학습경험을 유도하는 게임기반 평가시스템 필요
교육
- 개별학습플랜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에게 적시에 피드백을 주고
방법
교사들이 차별화된 수업을 효율/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및
수 있는 시스템 필요
평가

2. AI 활용의 논술평가(미국):
- 밴티지 러닝(Vantage Learning)
사의 마이엑세스(MYAcess)

 인공지능을 활용한 논술평가로 교사 부담 완화
 평가공정성 확보(전문가들과 98% 일치하는 평가)
 시사점: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 학생에게는 개별맞춤형 리포트
제공, 교사, 학교경영진, 교육부에도 리포트 제공
(학교, 교육청 등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빅데이터 확보)
- 결과중심 평가에서 과정중심 평가로 전환이 수월

 독서능력수준 진단을 위한 적응형 컴퓨터 테스트
 교사 대신 독서이력을 관리하고 학습목표, 계획, 현황 점검
3. ICT 활용의 맞춤형 독서교육(미국):
 수치화된 데이터를 통한 학습관리와 상담
- 스타리딩(STAR Reading)
 학부모가 퀴즈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엑셀러레이티드 리더(Accelerated
 시사점:
Reader)
-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열심히 독서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독서교육 시스템 필요
<학교-현장 연계의 맞춤형 직업교육>
 상급반(11-13학년) 학생들을 위한 듀얼직업교육 및 전일제
직업교육 실시
1. 독일의 상급반 직업학교에서의
 듀얼직업교육 학생들을 위한 개별맞춤형 교육(기업과의 교육과정
맞춤형 직업교육: 전기전자에너지
직업
연계)
직업학교(OSZ TIEM Berlin) (독일)
교육
 여학생들의 디지털 직업교육을 위한 ‘eSkills4girls’ 시행
- 직업교육 커리큘럼(모듈형)과 일반
 시사점:
교육 역량 증진 중심
- 실용성을 중시하는 관-산-학 협력의 분위기 조성
- 모든 단계의 모든 계열의 학생들에게 열린 고등학교 상급반
단계의 유연한 맞춤형 직업학교 진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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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현장 연계의 맞춤형
듀얼직업교육(독일):
- 베를린 자동차학교
- BMW 베를린 지점
듀얼직업교육센터

 듀얼직업교육: 직업학교(베를린 자동차학교)에서 이론교육 30% +
기업 직업교육센터(BMW 베를린 지점 아우스빌둥 센터) 70%
 직업학교와 기업 직업교육센터 간의 실용적이고 유연한 협력을
통하여 최신기술을 맞춤형으로 학생들에게 제공
 시사점:
- 학생 개개인의 필요와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직업교육 시스템
필요
- 최신기술과 맞닿아 있는 맞춤형 직업교육 조기 실시

3. 스마트학습공장 맞춤형
학습시스템: 인공지능연구소(DFKI)의
APPsist(반자동화 공장의
디지털학습지원시스템)

 반자동화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업무와 학습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앱시스트(APPsist)’의 사용 (태블릿 활용)
 IoT를 활용한 반자동화 공장에서의 업무수행데이터 수집 및
학습지원시스템에 활용
 시사점:
- 관-산-학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연구 컨소시움
- 인간과 조직의 문제를 고려한 기술의 활용(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합의를 존중하는 문화 도입)
- 업무수행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학습지원시스템만이 노동자들의
업무수행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 마련)

<VR 등 수업 시뮬레이션 기반의 교사 교육>

1. 2D 웹기반 수업 시뮬레이션:
- 심스쿨(simSchool)

 교사들의 테크놀로지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
 2D 기반의 시뮬레이션으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에서 바로 연결하는 웹기반 프로그램
 사실적으로 반응하는 학생캐릭터(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 존재)로
상호작용하는 수업상황 연출
 예비교사의 수준에 따라 학생 프로파일 난이도 조정
 시사점:
- 교직에 대한 다양한 직업적인 경험을 충분히 습득
- 과학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인 교육도구의 개발 필요
- 기술공학적인 교육도구의 확산을 위한 연구지원 사업의 필요

2. 혼합현실 기반의 상호작용적
수업 시뮬레이션:
- 티치라이브(TeachLivE)

 교원부족문제해결을 위해 도입(50여개 사범대학 사용)
 학생들의 인종적 다양성이나 빈민지역 거주학생 이해 지원
 학생아바타와 상호작용하며 대형스크린에서 사실적인 체험
제공(아바타 운영센터에 사전예약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
 주변의 현장담당자 또는 전문가 피드백 제공
 시사점:
- 교육환경의 다양성을 반영한 교사양성 방안
- 수업기술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 가능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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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 시뮬레이션:
- 코니토(Kognito)

특징과 시사점
 단계별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상담진행 연습
 역할극을 통하여 위기학생들을 상담해 보는 연습 진행
 해당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찾고 사용자가 교사가 되어
학습안내자의 조언에 따라 대화 진행
 시사점:
- 학생들의 사회심리적 문제에 대한 교사의 훈련 필요성
- 초중등 교사 및 대학교원, 주정부 공무원들도 활용

이처럼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각 영역의 교육혁신 실천사례들은 그의 배경이 되는 각국의
사회문화, 교육전통들을 바탕으로 최신동향에 맞추어 업데이트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영역
별로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능정보사회의 주요 교육방향으로서 창의･융합교육의 사례로 제시된 핀란드의 통
합교과활동주간 및 통합수업사례와 미국의 메이커교육은 기존의 학문중심 교과교육에서 과감
히 탈피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실제문제(real life problem)를 해결하는 능
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두 사례 모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시사는 창의･융합교육이 학교라는 제도 내에서 통합교과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세대를 육성하는 실천으로서 기존의 학교교육의 틀에 비추어 매
우 근본적인 교육철학적 성찰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가교육과정을 융합교육을
기조로 전면적으로 개혁한 핀란드와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메이커교
육을 전국적으로 확장했던 미국이라는 교육강국들은 급진적인 개혁의 이면에 미래사회에서의
인간의 삶과 교육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놓치지 않는 성숙함을 보이고 있었다.
핀란드의 2016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과정에서 도입된 통합교과활동주간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들에 따르면, 교과통합은 그 자체로서 목적일 수 없으며 학생들의 역량을 직접적으로 기
를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한다. 교과통합이 역량교육의 방법 또는 수단으로서
의 위치를 가질 뿐이라는 자유로운 사유, 특정한 도식에 얽매이지 않는 교육청별, 학교별 통
합교과활동주간 운영의 배경에는 제도운영에 있어서 통제적 성격의 섣부른 평가를 의도적으
로 실시하지 않는 핀란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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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라는 공간에 다양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추구하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설치하고 교과목
운영에 메이킹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활동을 통합하는 등 ‘하면서 배운다(learning by doing)’
는 정신의 메이커교육을 이끌고 있는 미국학교의 교사들도 학교교육의 변화와 학생들의 변화
를 동시에 체험하면서 스스로 변화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경제적인 빈곤층이 몰려 있는 학
군에서 헌신도가 높은 교사들이 실시하는 메이커교육은 사회적 성공과 진로라는 측면에서 이
미 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던 학생들에게 성취의 경험을 안겨 주는 특별한 경로가 되고 있
었으며, 미래사회에서의 진로직업교육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메이커교육의 이
러한 확산과 성공의 이면에는, 대통령과 백악관을 중심으로 메이커교육의 중요성을 상징적으
로 강조하고, 정부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교육봉사를 통하여 지적인 자원이 학교로 흘러 들
어가도록 하며, 메이커스페이스가 있는 메이커시티 등을 전국적으로 조성하고, 메이커페어
등의 대규모 행사를 통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성취를 서면평가보다는 축제의 형식으로 되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역시 자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사례로 제시한 일본의 로봇 활용 교
육은 특히, 우리나라의 코딩 교육이나 프로그래밍 교육과정 구성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시
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의 프로그래밍 교육은 초등학교 수준에서부터 교과 교육과 조화롭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교사와 학습자 모두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접근하고 있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갑작스럽게 제도가 바뀌거나 단기간의 성과를 강요받지 않고, 현장 교사와 지역 교
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의 구성과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 오고 있
다. 그 가운데서 민간 기업의 기술적 지원, 대학 연구소의 교육 프로그램 자문 등과 같은 협
력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소프트뱅크의 스쿨 챌린지 사업에서 보듯 민간과 학교가 연계하
여 로봇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체계적 프로그래밍 교육
이 시도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습자는 새로운 기술을 자
연스럽게 체험하며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변화적응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 목표를 수립하는 것 외에 교육 현장에서 출발한 자발
적인 프로그램 개발, 교육에 대한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한 다양한 교육적
시도 등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방법의 측면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학습과정과 평가 그리고 이
를 활용한 학습과정 자체의 개선은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으로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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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장과 IV장의 여러 다른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 맞춤형 학습과정에서 디지털 테크
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이 늘 최선의 선택인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지능정보사회에서 중
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물인터넷을 통한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을 통
한 지능형 서비스는 교육 분야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본문에서
사례로 소개된 ‘밴티지 러닝’과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논술평가와 ‘스타리딩’이나 ‘액셀러
레이티드 리딩’과 같은 독서교육 소프트웨어들은 기존의 학교교육에서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
으로 교사가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독서와 논술의 평가과정에서 정보수집과 피드백을
기술적으로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게임과 시뮬레이션 기반의 교육평가시스템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의 전형에
해당한다. ETS의 ‘글래스랩’과 같은 교육평가시스템은 학생들에게 학습수준을 맞추어 주어,
학습과정에서의 흥미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들은 실패에 대한 부담감 없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다. 이
것은 인간 간의 교육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가능한 교육이지만, 역시 소수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게임 형식을 활용한 디
지털 학습과 평가는 적절한 사용여부에 따라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 학생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시티 에듀’와 같은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게임학
습 도구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실제 문제해결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돕는 평가시스템인
데, 학생들은 게임 속에서 제시된 미션과 학습목표를 성취해 나가며 학습하게 된다. 이때 데
이터로 남겨진 평가결과는 자료증거 중심 설계(Evidence-Centred Design)의 모델을 기반으
로 하여 이후의 학습과정 개선에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National Education Technology
Plan Update(2017)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학교 수준에서 정보기술의 가능성
을 최대한 활용하여 핵심 역량을 측정하는 것과 동시에 평가된 자료를 학습능력 증진에 사용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정보기반 기술을 통한 이상적인 종합 평가 시스템은
학생 및 학생 가족, 교사, 그리고 교육 정책 입안자들에게 시기적절한 정보를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통하여 제공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지원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미국의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과 평가시스템에서 한 가지 특기할만한 것은, 교육부의 교육
통계청에서 교육 데이터 표준화 작업(CEDS: Common Education Data Standards)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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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개발하였고, 표준적인 마이크로 자격시스템 또한 운영되고 있어 학생이 언제 어디서
나 학습역량을 학습, 평가받고, 인증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디지털 학습지원 시스
템의 장점을 살리려는 노력은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각각의 시스템에서
학생의 평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다르고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부족하면 빅데이터를 확보하여 보다 의미 있는 학습지원시스템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가능
성이 줄어들게 된다. 이 점에서 이미 학습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미국
의 사례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를 남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직업교육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모든 국면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
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발주자로서 제조업혁명 Industrie 4.0을 추진한 독일은 전 세계
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듀얼직업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기존의 직업교육
시스템에서 직업학교가 이미 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던 까닭에 지능정보사회로의 이
행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지 않고 있다. 특히, 듀얼직업교육 시스템을 중심으로 직업학교와
기업현장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별학생들의 필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조정하는 기존의 방법만으로도 독일의 직업교육은 이미 산업계의 최첨단 기술변화에 따라 이
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 인용된 BMW사의 아우스빌둥 센터의 사례에서 보았
듯이, 고등학교 상급반 단계의 직업학교 학생들은 BMW사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제품의
생산 및 정비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있었다. 이렇게 현장과의 연계 속에서 매우 유연한 학제
와 더불어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은 그 방법이 디지털화되었는지의
여부를 떠나 학생들이 큰 혼란이 없이 디지털 경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
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보인다. 독일의 직업학교들이 최근에 공통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다만, 직업학교를 찾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엔지니어링이나 금융 분야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 직업학교 교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어 교사수급에 어려
움을 겪는 정도의 변화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교 단계에서 일찍이 현장과 연계되어 실
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실질적이고 내실화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확대 보급하여 이 단계의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줄 필요가 있고, 산업계에도 디지털경제에 적합한 인재들
이 조기에 직업교육을 받고 부가적인 재교육이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
를 준다. 이러한 고민은 초･중등교육의 창의성과 융합교육을 방향으로 하는 정보기술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 같은 새로운 교육적 경험의 흐름이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과도 이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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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요구
되는 직업교육의 변화를 초･중등교육 전반의 혁신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고등학교 단계의 교
육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렇듯 직업세계에서 개인이 최적화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독일식 맞춤형 교육의 이
면에는 개인의 권리와 행복을 목표로 하는 일반교육으로서의 직업교육의 이상도 포함되어 있
어 역시 원칙과 철학을 놓치지 않는 혁신강국의 면모를 볼 수 있었다. 본문에서 소개한 세 직
업학교에서 모두 직업학교 학생들의 일반교육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베를
린 자동차 직업전문학교 교장은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이 많은 미래사회의 직
업인을 길러내는 교육일수록 기본기에 해당하는 일반교육에 충실해야 함을 역설하였는데, 이
점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직업적 적응과 기능에 무게를 두는 한국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
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연구소에서 개발한 반자동화 근로자를 위한 디지털 학습지원시스템
‘앱시스트’를 통하여 다가올 미래사회의 직장에서의 기업재교육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직장인 교육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디
지털기기를 활용한 첨단업무교육에서 기술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조직과 인간의 문제를 적극
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의식과 관점, 그리고 방법적인 접근 등은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어
지는 직업교육 전반에 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섯째, 교육지원의 측면은 시설,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적
요소, 즉 교육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한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교원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정작 교사교육과
정의 내실화를 이루는 교원교육의 진전은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교
육실습의 환경은 여전히 우호적이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실습을 위한 법정 최소 시간
은 4주(교육부, 2015c)에 불과하며, 학교 현장은 교육실습생을 크게 반기지 않는 것이 일반
적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룬 수업 시뮬레이션을 통한 교원교육의 사례는 교육실습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주로 아바타를 대상으로 실습을 진행하는 수업 시뮬레
이션의 장점은 많은 유형의 다양한 학생들을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
니라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나 언어적인 다양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 나아가 성취수준이나
동기수준에 따른 상이한 학습요구를 지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미
국의 수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빈민지역과 같은 문화적으로 적응이 쉽지 않은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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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파견될 교사나 장애학생들을 다뤄야 하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개발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다루기가 쉽지 않은 학생유형이나 저소득층이 집중되어 있는 지
역의 학급, 장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지원 등을 수업 시뮬레이션을 통해 반복적으로
실습을 한 후에 교사로 파견하는 순서를 고려해 볼 만하다. 더불어, 수업 시뮬레이션은 예비
교사들의 수업기술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도 쓰일 수 있다. 이때에는 수업기술을 평가하고 진
단하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기반 기술을 활용한 교육도구의 개선이 이
익창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 공교육 분야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국의 심스쿨이나 티치
라이브의 개발이 교육 분야에서 기술공학의 확산을 위한 연구지원 사업이 배경이 되어 이루
어졌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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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
이 연구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주요국의 교육혁신 동향을 살펴보
고, 지능정보사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국들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발굴･분석하여,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Ⅰ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방법 등 연구 수행에 관한 개요를 다루었고, Ⅱ장은 연구 수행을 위한 이론적
탐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Ⅲ장에서는 주요국들이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어떤 교육
정책들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 그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Ⅳ장에서는 Ⅲ장의 주요국 교육
정책 동향 가운데 지능정보사회 특징에 조응하는 초･중등교육에서의 교육 실천 사례들을 발굴
하고 그 배경과 실천 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 성격을 갖는 I장과 Ⅱ장을 통합하고, 각 장별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Ⅰ장은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범위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능정보사회
에 대한 주요국의 교육 동향과 실천 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에서 우리 교육이
갖는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문헌분석, 교육 동향 및 실천 사례
조사･분석, 해외 방문 조사 및 면담, 주제별 전문가 원고 의뢰, 전문가협의회 운영 등을 활용하
였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1)지능정보사회의 개념과 특징 및 교육적 영향은 어떠하고, 2)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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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주요국의 교육혁신 동향과 그와 관련된 실천 사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
며, 3)이러한 주요국의 교육혁신 동향과 실천 사례가 한국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Ⅱ장에서는 지능정보사회의 개념적 의미와 특징을 조망하고, 지능정보사회와 교육 관련 선행
연구 분석, 한국의 정책 현황을 개괄한 후 연구 수행에 필요한 범주와 내용을 설정하여 연구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지능정보사회는 개념적으로 4차 산업혁명(사회)과 유사한 맥락
과 의미를 갖는다(용어 병용). 지능정보사회 혹은 4차 산업혁명 사회란 IoT, Cloud, Big Data,
Mobile(ICBM) 등을 핵심기술로 하며, 이것이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현실･가
상 연계 시스템이 구현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지능화된 시스템에 의해 데이터의 수집, 분석,
적용이 가능하여, 그 과정이 초지능화, 초고속화, 초자동화, 융합화, 초네트화 등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능정보사회를 교육의 관점에서 ‘인간’에 초점을 맞추
어 볼 경우, 지능정보사회는 인공지능, 디지털정보 등 새로운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
성 등 고유한 역량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결합하여 나타나게 되는 사회로, 기계로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주체적인 삶의 영역과 권한을 보다 확장해
갈 수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향후의 교육 방향 역시 인간 고유한 가치와 역량교육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되는 사회에서 각종 지능정보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각계의 전문가들
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이것이 교육에 끼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현재 지능정보사회에서 교육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산발적인 수준에서부터 교육생태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전망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
면, 지능정보사회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능정보사회의 전문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교육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이과 통합교육 실시, 대학교의 전공 할당제 폐지 등 교육제도
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업구조의 변화, 양극화, 몰인간성, 기술에 대한 맹신과
불신 등의 역기능 측면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학력과 교육의 분리
가속화로 인해 교육의 실질성과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교육 방법 측면에서는 ‘학습관
리시스템’ 활용의 본격화를 통한 학습의 개별화가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두 단계의 걸친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1」은 지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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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회에서 주요국의 교육혁신 동향 조사로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교육의 전체적인
변화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에서 추진, 혹은 주목할 만한 고등교육의 혁신정책을
다루었다(유아 및 평생교육은 제외). 구체적인 조사 영역으로는 교육의 기본 영역(교육방향･목
적, 내용, 방법, 평가)과 진로･직업교육, 교원교육(교육지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지능정보사회의 키워드, 핵심기술 등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조사 2」에서는 첫 번째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수행된 것으로 지능정보사회의 특징을 보여
주면서 영역별로 주목되는 교육실천 사례를 발굴, 분석하였다. 영역별 실천 사례가 단절적으로
접근되지 않도록 1)변화주도역량교육(창의･융합교육), 2)변화적응교육(정보역량교육), 지능
정보사회 교육의 특징으로 대표되는 3)학습자 맞춤형 교육, 4)이러한 교육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교원교육 등, 지능정보사회에서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교육의 과제들과 연계하여 분석
하였다. 교육의 과제로 제시한 ‘변화주도역량교육’에서 ‘변화’는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는 물
론 인간 삶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교육적’인 변화를 상정한 것이다. 이 교육은 창의력, 사고
력, 판단력, 문제해결력과 같은 인간의 고유 영역의 역량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폭도 큰 지능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교육과제이다. ‘변화적응교육’
은 지능정보사회를 편리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기술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야기되는 생활과 기술변화, 직업세계의 구조적 변화 등에 대해 이해하
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을 키워주는 교육을 포괄한다. 이 교육은 변화주도역량교
육과는 달리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 가능한 결과를 포함한다. 프로그래밍 교육,
코딩교육, 혹은 지능정보사회의 특정 직업을 준비하는 직업교육 등 교육의 결과가 바로 실제
생활로 연결되기 위한 교육의 과제이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은 지능정보사회가 진전됨에 따
라 교육이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맞춤형 교육은
교육방법 및 평가, 그리고 진로 및 직업교육 등 각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는 과제이
다. 마지막 교육과제로 제시한 ‘현장 맞춤형 교원교육’은 현장 교육을 지원하는 인적 요소로서
지능정보사회 대응의 교육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실효
성을 높일 수 있는 테크놀로지 활용의 체험형 교원교육에 주목하였다.
다음의 [그림Ⅴ-1]은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 1」은 교육동향을 교육의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조사 2」는 사례조사로써 「조사 1」의 영역과 지능정보사
회의 교육과제를 연계하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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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조사 1」) 및 실천 사례(「조사 2」) 심층 분석틀

.

: 「

1」

Ⅲ장에서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주요국들의 교육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를 살펴보았다. 교육혁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①국가 수준의 주요 정책을 개괄하고,
그 다음으로는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의 기본요소, 즉 ② 교육방향･목적, ③교육과정,
④교수학습방법, ⑤교육평가를 살펴보았으며, 최근에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⑥진로･직
업교육, 그리고 초･중등교육의 인적지원요소인 ⑦교원교육도 함께 살펴보았다. 끝으로 전문적
인 고등인재교육의 방향과 전략 등 ⑧고등교육의 정책 변화를 개괄함으로써, 주요국들의 전체
적인 교육 혁신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영역별로 조사된 주요 내용은 다음 <표 Ⅴ-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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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주요국의 지능정보사회 교육변화 주요 내용
구 분

국가별 주요 내용




1. 국가 수준의 정책 


모든 학생의 미래 직업생활 성공 준비(ESSA),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NETP)(미국)
범국가적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Industry 4.0) 및 디지털 학습전략 공표(독일)
국가교육과정 개혁, 직업교육훈련 개혁(VET Reform) 법안 통과(핀란드)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육성 국가전략 발표: 일본재흥전략 2016(일본)
범국가적 프로젝트 Singapore i4.0 발표, 통신정보부 주도 국가비전 및 교육전략 제시
(Infocomm 2025)(싱가포르)
 국가교육사업발전 13･5규획(2016~2020년)(중국)



1) 교육방향･ 

목적

(역량, 인재상) 



2) 교육내용
(교육과정)

2.
초
중등
교육

3) 교육방법

4) 교육평가

미래 직업을 가질 능력, 능동적･창조적･윤리적 참여자 교육(미국)
창의적, 개방적인 숙련 인력, IT 관련 지식 습득 지원(독일)
역량강화 및 학습문화 혁신: ICT 활용, 정보관리 및 협력, 지속가능한 복지 지향(핀란드)
전인교육, 탐구형 인간, 사고력, 창의력, 글로벌 역량 강조(IB 교육과정 도입)(일본)
21세기 학습자역량 제시: 자기주도적 학습자, 자신감, 시민의식, 적극적 기여자(싱가포르)
미래 직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 인간중심, 디지털기술 적용, 협력 및 의사소통 (싱가포르)
창신형, 복합형, 응용형, 기술기능형 인재(중국)
디지털 시민교육: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윤리의식(국제기구: UNESCO)








디지털 시민으로서 테크놀로지 이해교육, 메이커 교육(미국)
MINT(수학, 정보, 자연과학, 기술) 교육의 강화(독일)
정보과학 및 인공지능 지식 교육(독일)
Holistic Education(전인적 교육), 주제 중심의 융합교육과정(핀란드)
IB 논술형 교육과정 도입,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교육 강조(일본)
책임감 있는 디지털 학습자 양성(ICT마스터플랜), 로보틱스와 프로그래밍 교육 도입
(싱가포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학습,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화된 학습 제공(미국)
디지털 매체 활용(Digital Pact) 및 스마트학교(독일)
로봇 신전략 5개년 계획 수립, 휴머노이드 로봇 활용(일본)
교육용 온라인플랫폼 순차 도입, 교사보조자로 소셜로봇의 활용(싱가포르)
미래학교 프로젝트를 통한 미래학교 적용 가능한 교수모델 개발(싱가포르)
테크놀로지 활용 평가(미국)
테크놀로지 기반의 개인화된 평가 데이터 활용(미국)
서･논술형 대입으로 개혁, 주체성･다양성･협동성･문제해결력･표현력 등을 개발･평가(일본)
21세기 핵심역량 평가 기준의 제시, 프로젝트 및 포트폴리오 평가 활용(싱가포르)
컴퓨터 기반의 PISA 국제 학력평가(국제기구)
성인 역량평가인 PIAAC의 컴퓨터 활용 역량 평가(국제기구)

 ‘디지털 2025’에 맞춘 듀얼직업교육 시스템, IT관련 전공의 교육과정 정비(독일)
 직업교육훈련 법안 개혁을 통한 미래사회 대응 개별화된 직업 역량 교육(핀란드)
5) 진로･직업  미래세대 역량 증진을 위한 10차 직업능력 계획 수립((2016~2020), 실천적 직업교육
(일본)
교육
 교육부-노동부 연계한 평생학습 지원, 미래지향적 기능 개발 Skills Future 추진 (싱가포르)
 국가의 ‘제조 2025’ 계획에 대응하여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중국)
6) 교원교육
(교육지원의
인적요소)








교원의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 강조, VR 활용 교사교육(미국)
정보과학 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교사의 디지털 플랫폼 사용 확대(독일)
교사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연수 지원(핀란드)
반성적 실천가, 연구자로서의 교사상 강조(일본)
21세기 교사핵심역량 지향: 학습자 중심의 교사정체성 확립과 전문성 확립 (싱가포르)
교사주도의 교육솔루션 개발 등 상향식 디지털교육 혁신 추진(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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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3. 고등교육

국가별 주요 내용







스마트 학습 환경 조성･활용, 창의적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 문화 촉진(미국)
분과학문 통합, MOOC 활용, 대학 간 혁신 연계, 가상플랫폼 학습 활용(독일)
차세대 인공지능 중심 융합교육, 고등교육 인재육성 정책 Society 5.0(일본)
중앙정부-교육계-경제계 협력을 통한 차세대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일본)
대학 간 공통 코스 미래 창조 프로젝트 운영, MOOC 활용(싱가포르)
세계일류대학 지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흥학과 개설, 기업과 대학 연계, 타 국가
협력 강화(중국)

이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교육 변화는 포괄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
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국의 교육혁신 동향을 종합하여 보면,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교육의 방향은 크게 인간 고유의 가치를 지향하는 창의성 교육 등의 변화주도역량교육과
산업과 직업 구조 변화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 관련 교육 등의 변화적응교육으
로 나누어진다. 또한 이 두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진로･직업교육,
이를 지원해 주는 교원교육, 그리고 고등교육 측면에서 국가별로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특징을 드러내주는 국가별 사례를 추출하여 보면,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창의성
교육의 주요 사례로 미국의 메이커 교육, 융합적 능력 배양을 추구하는 핀란드의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정보역량교육의 사례로는 일본의 로봇활용 프로그래밍 교육이 주목되었다. 또한 미국
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평가 방법의 변화는 학습데이터를 학습자 맞춤형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시사하였다. 한편,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직업교육에 대해 각
국은 미래직업의 변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준비, 실제적인 기술 체득 등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 현장과 연계된 직업교육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상의 모든 교육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는 시급한 선행 과제로 간주되었고, 이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 방식 등도 적극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은 사회로의 진입과 연결되는
교육단계라는 점에서 산업계의 변화를 바로 반영하기 위한 교육이 중시되는 한편, 지능정보사
회에서 국제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문적인 고등 인재 양성을 공통의 과제로 삼고 있었다.
이상의 「조사 1」의 결과를 그림으로 종합해 보면 다음 [그림Ⅴ-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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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의 고유가치 더욱 중요(창의성, 리더십, 관계능력 등)

➜

변화주도역량교육
(창의성･융합교육)

-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 발달, 직업구조 변화 등에
대한 적응 능력 필요

➜

변화적응교육
(정보역량교육)

교육 방향
(목적, 인재상)
측면
:

창의
역량
교육
(변화
주도
역량
교육)

변화
적응
교육
･
학습자
맞춤
교육

: - 창의성, 사고력 등 인간 고유의 역량 개발

➜

미국의
메이커 교육

: - 융합적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

핀란드의
융합교육과정

교육
과정 측면

교육의
내용
방법
및
평가 측면

➜

일본의
로봇활용프로그래밍교육
(내용:정보역량교육)

: - 학습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한 평가 자동화 및 개별화

➜

미국의 IoT 활용 교육평가,
AI활용 논술평가, 맞춤형
독서교육

- 소질, 적성을 살리는 진로교육, 자기이해와 진단에 기반한
진로교육

➜

:

:
진로･
직업교육
측면

- 로봇, IoT,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교수학습
- 플립트 러닝 등 참여형 교수학습

독일의 현장체험기반
직업교육
:

- 모듈형 직업교육과정과 현장 체험기반 교육
- 관산학 연계의 직업교육

➜

: - 지능정보사회 대응 교육과정 실천 역량 함양 교육

➜

: - 지능정보사회 기술 활용의 교사교육

➜

교원교육
(교육지원)

미국의
VR 활용 교사교육

❙그림 Ⅴ-2❙ 초·중등교육에서의 지능정보사회 대응 교육혁신 실천 사례 도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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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Ⅳ장에서는 앞의 Ⅲ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능정보사회에서 교육혁신으로서 유의
미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심층 조사 분석하고, 이들이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실천사례조사에서는 초･중등교육으로 그 조사 범위를 국한하였으며, III장의 영역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하되, 이것이 지능정보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의 과제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사례 조사의 초점을 맞추었다. 즉 변화주도역량교육과 변화적응교육의 두 방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융합교육과 정보역량교육의 사례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이들 교육이
지능정보사회의 핵심기술 활용을 통해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 연계되고 있는 평가방식의 혁신사
례들을 발굴, 분석하였다. 또한 직업교육과 교원교육에서는 체험적인 맞춤형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현장 연계의 맞춤형 직업교육, 가상체험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맞춤형 교원교육
등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 다룬 실천 사례는 다음 <표 Ⅴ-2>와 같다.
❙표 Ⅴ-2❙ 지능정보사회 교육혁신의 심층 분석사례(영역 및 내용)
구분

영역

교육
방향

창의･융합교육

교육
내용

로봇 활용의
프로그래밍 교육

교육방법 및
평가

IoT･AI 활용의 평가와
맞춤형 교육

직업교육

교육지원체
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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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융합적 역량교육(핀란드)
- 메이커 교육을 통한 창의성 교육(미국)
- 코가네이시립 마에하라초등학교 프로그래밍 교육 사례(일본)
- 마치다제6 초등학교(소트뱅크사: 스쿨 챌린지 페퍼 활용) 프로그래밍
교육(일본)
- ICT 활용의 독서교육(미국)
- AI 활용의 논술평가(미국)
- IoT 활용의 교육평가(미국)

- 직업학교에서의 맞춤형 진로교육: OSZ TIEM Berlin
(전기전자에너지 직업학교)(독일)
학교-현장 연계의 맞춤형
- 학교-현장 연계의 맞춤형 듀얼진로교육(독일)
직업교육
- 스마트학습공장 맞춤형 학습시스템: 인공지능연구소(DFKI)의 APPsist
(독일)
VR 활용의 교사교육: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 가상현실(미국)
- 수업 시뮬레이션(미국)

Ⅴ. 요약 및 정책 제언

「조사 2」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의 방향･목적 영역에서 창의･융
합교육의 사례로 제시된 핀란드의 통합교과활동주간 및 통합수업과 미국의 메이커 교육은 기존
의 학문중심 교과교육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실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보역량교육과 교육방법적 혁신을 함께 보여주는 사례로는 소프트웨어교육을 실천하고 있
는 일본의 로봇을 활용한 소프트웨어교육 사례를 제시하였다. 일본의 프로그래밍 교육은 현재
의 교육 체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의 융합을 도모하고 있는 특징이
주목되었다. 사례 조사 결과, 문부과학성에서는 일본 초중등 교육에서의 프로그래밍 교육 정책
을 일선 학교와 연구 기관, 관련 기업이 다양한 참여와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큰 방향만을 제시하
고 단위 학교는 교육과정 관리(curriculum management)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교육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모두가 자신의 수준에 맞게 활동하면서 학습 내용이나 대상에 대해서
흥미를 잃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는 점, 프로그래밍 교육에 대해 학교 전체 교사
가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연수를 받고 있으며, 지역의 교육위원회는 물론 교사 자체적으로도
자발적으로 프로그래밍 연수를 준비하고 관심을 확산시키고 있는 점 등이 주목되었다.
테크놀로지 활용의 교육평가 혁신을 통한 맞춤형 교육의 사례로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한 미국의 평가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교육평가시스템으로는 게임기반 평가시스템인 ‘글래스랩(GlassLab)’,
‘심시티에듀(SimCity Edu)’, 개별 맞춤형 학습을 위한 대시보드를 활용하는 ‘서밋힐스
(Summit Hills)’ 공립학교의 사례를 소개하였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논술평가시스템으로는
‘밴티지 러닝(Vantage Learning)’을 제시하였으며, 이 외에도 ‘ICT를 활용한 맞춤형 독서교
육’으로는 미국 르네상스 러닝사(Renaissance Learning Inc.)의 대표적인 독해 능력 진단 프로
그램인 스타리딩(STAR Reading)과 독서 후 해당 도서에 대한 퀴즈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엑세러레이티드 리더(Accelerated Reader)를 제시하였다. 학습분석,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교육평가시스템의 사례는 통합형 학습 및 평가시스템, 학습 평가데이터의 효과적이고 올바른
활용, 공유된 기술 표준 세트의 필요성을 환기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교육에서 이해 당사자가
공감하는, 새로운 교과과정에 맞는, 그리고 학습 경험에 초점을 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평가시스템에서는 밴티지 러닝 사례를 통해 빅 데이
터, 인공지능, 자연언어 처리 기술 등의 IT기술을 활용하여 연간 2억 건 이상의 온라인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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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제공함으로써 주관적 평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각종 리포트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에 학생은 개별 맞춤형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과정
을 교사, 학교 경영진, 교육부 등이 공유하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IT 기술의
활용은 다수를 평가하려는 용도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외에도 ICT를 활용한 맞춤형 독서교육에서는 스타 리딩(STAR Reading)의
컴퓨터 적응형 테스트(Computer Adaptive Test)를 통한 독해 수준 진단과 성장수치에 대한
상세한 결과 제공, AR을 이용한 독서퀴즈, 독서이력 관리 및 맞춤형 학습계획 지원, 퀴즈 수행
과 포인트 부여를 통한 동기부여 및 평가, 홈커넥트(Homeconnect)을 활용한 가정에서의 학습
현황 공유 등이 있었다. 이 같은 독서프로그램은 개인의 독해 수준에 맞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인 테스트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상세한 리포트를 제공
하여 독서,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고, 수치화된 데이터를 통해 학습관리와 상담이 용이하게
되는 등 개별 맞춤형 독서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교육 영역에서는 학교-현장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협력하면서 개별 학생들의 필요를 모
두 충족시키는 독일의 맞춤식 직업교육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의무교육을 마친 상급
반 학생들(11학년부터 13학년까지)이 진학할 수 있는 전기전자에너지 직업학교(OSZ
TIEM Berlin)의 맞춤형 진로교육, BMW사가 지정한 베를린 자동차 직업전문학교(OSZ
Kraftfahrzeugtechnik)와 BMW사 내 아우스빌둥 직업교육센터(BMW Niederlassung Berlin
Ausbildung Center)의 학교-현장 연계 맞춤형 듀얼진로교육, 독일인공지능연구소(DFKI)의
기업 내 앱시스트(APPsist)에서 실시하는 스마트학습공장 맞춤형 학습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지능정보사회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한 노동의 유연성이 매우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학교교육단계에서의 진로･직업교육이 현재보다는 강조되고 또 내실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핀란드의 2018 개정 직업교육 및 훈련 법령, 그리고 독일식의 개인의 진로와 행복을 중시하
는 맞춤형 교육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독일의 직업학교에서 시행
하고 있듯이 교사가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를 세심하게 조정하여 진행될 수도 있으며, 스마트학
습공장에서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독일의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술의 적용에 있어서 인간과 조직의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지원체제 영역에서는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의 일종인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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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은 가상의 적용과정이기 때문에 안전한
상황에서 학습을 수행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학습과제
는 숙달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또한 시뮬레이션에서는 개인의 수준을 고려해
서 학습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고,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학습상
황을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적용한다면, 가상현실 기술
이 갖고 있는 학습 환경 기술을 활용해서 학습 및 훈련을 촉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주요국의 교육혁신 동향과 실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교육환경
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독일의 Industry 4.0, 일본의 일본재흥전략 2016, 싱가포르의 Singapore i4.0,
Infocomm 2025 등 국가 차원의 정책과 전략을 제시한 경우도 있고, 미국과 핀란드 같이 국가
수준에서 직접적인 정책 선언이나 개혁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도 확인하였다. 사례로 분석한 국가들의 경우 접근하는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도래하는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기존과는 다른 인재 역량을 설정하고 미래 직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비전과 내용, 방법상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수준에서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전망에 근거하
여 중장기 인재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능정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초연결성, 초지능화, 융복합, 초자동화’의 특징을 교육혁신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교육의 특징과 방향은
유연한 교육시스템, 개별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시스템의 구축(교육과정, 평가 등), 최첨단
의 과학 기술의 교육과의 접합(학습분석시스템을 활용한 평가, 개별학습, 독서교육프로그램,
인공지능 활용의 논술평가, AR 등의 활용한 교원교육 등), 그리고 다양한 교육정보를 공유하면
서 논의하고 함께 발전시켜가는 방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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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통된 특징을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주요
국의 교육혁신 동향 사례들에서 추출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 교육정책에서 반영하여야
할 교육정책 혁신의 방향을 교육방향,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 진로교육, 교원교육 등 영역별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
국가 수준에서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전망에 근거하여 중장기 인재육
성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능정보사회의 특징을 ‘초연결
성, 초지능화, 융복합, 초자동화’로 규정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는 기존 사회 구조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기존 교육 시스템에 대한 파괴적 혁신을 구상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능정보사회 대응 해외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Society 5.0’, 싱가포르는
‘Smart Nation’으로 국가 비전을 선포하고 그에 맞는 교육 목표와 인재상, 세부 실행계획 및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10년 장기정책인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 및 발전규획강요
(2010~2020)’과 5개년 발전 계획인 ‘국가교육사업발전 13･5규획(2016~2020)’을 통해 국가
의 교육 비전을 선포하고 중･장기 교육정책들이 연속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국가 규모와 체제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 주도적인 목표 설정이 현실적으로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제시 방법에 있어서 일본의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6~2020)’과 싱가포
르의 ‘ ICT 마스터플랜 Ⅳ(2015-2020)’와 같이 기존에 진행되어 온 정책 과제와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시키며 과거와 미래의 연계성을 갖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회적인
정책 발표가 아니라 기존 체제와 미래 계획이 상호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국가
차원의 비전과 교육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도 학교의 스마트교육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독일의 기존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반성적 관점
에서 분석하고 ‘장기적 전망’과 ‘교육적 활용가치’를 고려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가 있다. 이 때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은 물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과 사물인
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등을 학교의 교육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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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교육 정책을 수립할 경우, 민･관･산･학의
협력(미국, 일본 등), 국가 간의 협력(일본, 중국, 독일 등)적 접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방이후 교육의 발전과정에서 국가주도의 효율적인 교육제도를 운영
해 왔다. 이로 인해 교육기회의 확대와 양적인 성장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
만 경직적인 학교제도, 국가주도의 획일적인 교육과정,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 지
식전달 위주의 강의식 수업 등 산업사회형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의 급격한
사회변화를 맞이하여 학교제도 전반에 대한 시스템적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 인재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 구성될 국가교육회의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정하
고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연한 학제를 만들어가는 것은 맞춤형 학습체제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학제(school ladder system)는 교육법령에 근거하여 학교 단계를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나누어 6-3-3-4제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
역에서 동일한 학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 수준에서 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경직적인 운영으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존재한다. 대부분의 주요국에서는 학생 개별의 흥미와
수준, 속도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유연한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6-3-3제
는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처럼 경직되고 획일적인 운영 방식으로 인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과 수준과 속도에 일치하지 않는 학생들은 더 빠르게 가는 학생과 더디 가는 학생
모두 소외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육적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학생들은 모두 저마다 개성을 갖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핀란드의 융합교육, 미국의 메이커 교육, ICT 활용 독서교육 등은 창의성,
융합적인 역량 교육을 개별 학생의 소질과 적성, 수준과 속도에 맞추어 교육하고 있는 사례들이
다. AI, IoT 등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미국의 평가 혁신을 이러한 맞춤형 교육을 더욱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그 진전은 지능정보사회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에
서 첨단과학의 기술 적용이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현행 학년제(學年制)에 무학년제(無學年制)가 결합된 유연한 학
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유연한 학제의 기본 방향은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년
(school year)과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의 강한 연계 구조(tightly coup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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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를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무학년제는 학년이나 계열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능력
과 흥미에 맞는 수준의 과정을 이수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학점제 역시도
무학년제를 구현하는 의미 있는 시도로 보인다. 유연한 학제 도입을 위해 구체적인 통합학교
모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학교급의 구분을 없애는 방식
으로 초･중등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12년제 통합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모형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여 9년제의 학교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9-3제 통합
학교’ 모형, 현재의 초등학교를 그대로 두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6-6제 통합학교’
운영 모형 등에 대해서도 연구와 시범적용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4차 산업혁명으로 특징지어지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강조되는 것은 평균적인 학습을 한 일반적
인 인재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학습역량을 갖춘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 서열을 나누기 위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들 모두 학습에 성공하
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각 개별적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구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초･중등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미래 직업생활에서 성공을 위한 준비, 다시 말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차원에서도 산업계가 요구하는 민첩
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한 하나의 축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능(employability skill)’ 함양에
맞출 필요가 있다.
첫째, 초･중등 교육과정 차원에서 미래 사회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역량을 갖기
위해서 전인적 교육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교육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중등교육 차원에서 교육과정 개발 시 교육 목표로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시작으로 유연성을 요구하는 지능정보사회
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대학 교육에 있어
서도 스타트업과 같은 비즈니스 마인드 및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에 입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 목표로서 직업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전인적 교육의 목표를 소홀히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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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 미국, 핀란드, 일본의 사례에서 전인교육을 교육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
볼만 하다. 지능정보사회는 형식 또는 비형식 환경에서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사회로, 이러한
사회에서 교육의 목표는 모든 학습자들을 능동적･창조적･윤리적인 전인적인(well-rounded)
참여자로 준비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통제력과 관계 형성, 자기인식, 실행
기능, 성공 마인드 등 비인지적 역량 함양에도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로의 방향이 구체화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를 넘어서는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래 직업과 관련된 진로 탐색의 기회가 늘어나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진로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가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개인별 진로목표에 따라 교수 방식과 내용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을 넘어서 개인별
목표를 달리하는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별 맞춤
형 교육을 구현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이 고교 학점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고등학교들의 인적, 물적 여건을 고려하여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한
다. 또한 고등학교 간의 교육과정 연계, 고등학교와 지역 사회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도
일부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거점학교,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
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
문화시설, 산업시설이 함께 연계되어 운영되는 캠퍼스형 학교 모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셋째, 맞춤형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교수-학습 활동,
교육평가의 측면에서 학교와 교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교육의 다양성이 보장되기 위
해서는 실제로 교육의 장면에서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교사의 자율성이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수-학습의 변화는 단위학교와 교사의 이해와 실천에서부
터 시작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지방정부와 학교에 자율적인 결정권과
책임이 주어짐으로서 하향식 개혁이 아닌 학교문화 변화를 통한 상향식의 변화가 가능했기 때문
이다.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은 결국 교사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구현

295

글로벌 교육동향 연구(Ⅴ) :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

되는 것이고, 평가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맞춤형 학습 지원체제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성의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관심과 흥
미, 학생들을 둘러싼 환경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실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권한과 역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핀란드에서
실험적 도전이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테크놀로지 활용을 통해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도록
한다. 그동안 학습자의 다양한 필요와 선택에 의한 교수-학습 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
져 왔지만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학생의 수준에 따라 학습의 내용과 속도를 조절해주는
쌍방향 학습지원이 가능하다. 테크놀로지 기반 맞춤형 학습은 학생 스스로 학습하되 이 과정에
서 스캐폴딩(scaffolding)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스캐폴딩이란 학습자 혼
자서는 스스로 성취하기 힘든 것을 성취 가능하도록 해 주는 전문적 지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어떤 교육방법상의 변화가 있는지, 교육평가의 변화가 교수
학습의 방법과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관련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능
정보사회의 핵심기술이 교수학습의 방법과 평가에 미친 영향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
며, 궁극적으로 개별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교수학습과 평가의 측면에서는 로봇, IoT, AI, 빅데이터 등과 같은 발달된 테크놀로지
를 적극 활용하여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자동화･개별화된 평가를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플립트 러닝을 통한 참여형 교수학습, 학습자와 교수자를 연결
해주는 모바일 학습기기 활용(BYOD, BOYT), 독일의 태블릿 ‘칼리오페’와 일본의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육, 싱가포르의 학습보조 로봇, OECD의 컴퓨터 기반 평가
등의 사례는 과학이 학습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 방법, 평가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접근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주지
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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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의 특징으로 꼽히는 맞춤형 교육이 실제로 지능정보사회의 기술을 통해 교과교육은
물론, 독서교육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의 핵심기술들이
교육에 활용되면서 그 동안 학습동기, 수준, 속도 등의 차이로 인해 뒤처지거나 학습의 흥미를
잃고 적응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개별적 수준에서 지도하고 피드백을 주는 등 개별학습지도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고, 자존감 있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으로 한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심층 분석한 IoT 활용의
평가, AI활용의 논술평가, IT 활용의 독서교육프로그램(상세 내용은 제 IV장 3절 참조) 등은
이 같은 교육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소외 현상은 강의식 수업 방식에 기인하고 있다. 학생
들의 학습 수준, 학습 속도, 학습 필요,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정해져 있는 학습
내용을 일정한 속도로 가르치는 수업의 방식은 부적응 학생을 양산하는 필연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 소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맞춤형 학습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능형 학습 시스템(ITS: Intelligent Tutoring
System)은 학습과 관련된 각 개인 학습자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인화
(personalized)되고 즉각적(immediate)인 교수와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한다. 사례로 소개된 바와 같이, 미국의
학습형 대시보드의 활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독서교육, 게임기반 평가, 게임기반 평가,
AI를 활용한 논술평가 등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적용하여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고 있
다. 이미 독일, 핀란드, 일본에서도 로봇을 학교교실에서 직접 활용하여 개인별 학습에 반응하
고 지원하는 기술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맞춤형 교육은 지능정보사회에서 그 실현 가능성을 한층 커지고 있는 교육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교육과정에 기반한 획일적인 상대평가는 맞춤형 교육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맞춤형 교육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학생들이 본인들의 수준과 속도에 맞게 학습에
성공하도록 하는 것인데 총괄평가 중심의 상대평가는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불어 상대평가의 결과는 학생에게 상급학교 진학이라는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겨주는 평가(high
stake evaluation)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따라서 맞춤형
교육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상대평가를 재검토하고 교과별로 모든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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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학습해야 할 최소한의 핵심 성취기준을 설정하고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이 핵심 성취
수준을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핵심성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학년군이나 학교급별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미주리주 경우71), 핵심성취기준별로 학생의 성취수준을
절대평가에 기초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성취기준의 내용에 따라 4단계로 성취수준(Advanced,
Proficient, Basic, and Below Basic)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핵심
성취기준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지원해 주고, 이를 확인하는 학습 성과관리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학습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학교교육의 책무
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의 평가 권한을 교사에게 대폭 이양하고, 교사들에게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 대해
서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개별화된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정량적이고 서열화된 평가를 지양하고, 학생이 어떤 내용을 학습
하고 성취했는지에 대해 질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의 결과에 대한 총괄평가가
모든 학교교육을 좌우하는 잘못된 관행을 깨고 진정한 교육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단평
가와 형성평가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학생의 학습속도와 수준에 맞는 절대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생별로 개별화된 맞춤형
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IoT･AI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교육평가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ESSA 적용에 따른 컴퓨터 적응 평가(computer-adaptive
assessments), 미국의 GlassLab과 SimCity Edu와 같은 게임 기반 평가, 핀란드의 디지털 튜터
등은 맞춤형 평가를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칸 아카데미와 같은 온라
인 교육시스템에서도 컴퓨터에 기반한 맞춤형 평가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모든 학교 수준에
서 정보기술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핵심 역량 능력을 측정함과 동시에 평가된 자료를
학습 능력 증진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를 활용한 맞춤형 평가의 활용은 미국의 밴티지
러닝(Vantage Learing) 사례와 같이 논술형 평가에도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71) 미국의 미주리 주 경우, 핵심성취기준은 ‘The Show-Me Standards’라고 부르며, 각 과목별로 성취해야 하는
지식과 능력을 명시하고 있다. 이 주의 핵심 성취기준은 학년별로 이수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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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주요국들은 미래 사회에 급격한 직업세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학교
교육 단계에서의 진로, 직업교육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는 ‘직업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개정’(2018)을 통해 교육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개별역량개발(HOS:
personal competence development)’ 과정을 제공하고 각각의 학생들이 ‘이전에 학습경험이
없는 분야를 공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국은 ‘제조 2025’에서 제조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우수 인력 자원 육성을 직업교육을 통해서 달성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문계
고교 입학정원과 직업학교 입학정원을 2020년 전까지는 1:1까지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는 일찍부터 산업과 교육의 연계를 통한 현장
체험기반의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의 산업 변화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대응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 중에는 직업 구조가 크게 변화하게
될 것이고, 현존하는 직업이 상당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대규모의 실직이 예상된
다는 사회적 불안감을 꼽을 수 있다. 더욱이 이 변화 속에서 차세대는 미래직업을 어떻게 전망하
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직업세계의 변화로 인한 미래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 등은 차세대의 진로교육, 직업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각 국의 주요한 교육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한 이해,
기술 변화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습득, 새로 출현하는 직업에 대한 이해와 적응, 변화에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직업적 소양, 새로운 직업세계에 대한 탐구와 기술 습득을 위한 자기주도적
인 학습 능력 등 지능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직업세계의 변화는 차세대 교육에도
커다란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변화 흐름 속에서 진로･직업교육의 변화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운영의 유연성은 앞에서 언급한 맞춤형 교육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직업과 직업기술, 구조 등 직업세계의 변화 내용을 바로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모듈화, 변화 진행형인 직업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 교육, 개개인의
직업적인 관심, 진로 계획에 맞는 개별화된 맞춤형 직업교육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
다. 이와 함께 직업세계가 어떻게 변화하든, 어쩌면 변화의 세계 속에서야말로 직업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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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야 할 직업 소양이 더욱 중요해 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문제이다. 미래
사회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어서 새로운 분야와 기술 등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능력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협력, 직장 매너 등이 평생직장 시대에서보다 더욱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
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독일의 사례는 이 점에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Ⅳ장 독일의
직업교육 사례 참조).
지능정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미래사회에서는 사회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직업
세계의 구조가 매우 유동적일 것이 예상되며, 여기에 노동인구가 학교를 통한 직업교육, 직장에
서의 재교육, 평생교육 등을 통하여 최대한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교육
강국인 독일은 오래 전부터 상급반 단계(11-13학년)의 직업교육을 듀얼진로교육의 방식으로
학교와 현장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개별 학생들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해 왔으
며, 최근에 이를 디지털화한 직업교육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수준이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를 비롯한 의무교육 이후 학제의 어느 위치에서나 지원과 이동이 가능한 독일
직업교육시스템의 극대화된 유연성은 직업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직업교육시스템의 효율적이
고 효과적인 운영의 가능성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에는 핀란드도 직업교육과 훈련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져 2018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유연한 입학제도와 개별학습플랜. 학생이 획득하지 못한 역량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이 예전보
다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자격체제로 이어지는 구상이어서 지능정보사회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
할 수 있는 직업교육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
교 단계의 직업교육이 다소 축소되어 있는 듯하다. 직업학교와 현장 간의 연계와 협력도 당장은
크게 긴밀한 관계에 있지 못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을 지능정보사회의 수요에 맞추어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능정보사회에서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업 간 이동과 대량실업이
우려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직업교육시스템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교육의 내용이 현장의 실무에 필요한 역량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후에 학교
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핀란드의 2018
직업교육 및 훈련 개혁안에서처럼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은 다시 배우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아직 습득하지 못한 지식에 한하여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학습자 맞춤형 교육
도 고려될 수 있다. 직업학교에서 또는 학교와 현장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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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분석 기술을 활용한 것이어도 좋고, 교사 수준의 코디네이터가 지원하는 것이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미래 교육에 대한 전망과 변화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 NMC의 호라이즌 보고서에 따르면
K-12교육과 관련하여 지능정보사회에서 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 중, 교원 역할의
재정립은 2016년에는 해결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었던 것에서 2017년에는 어려운 과제로 재분
류되고 있다(부록 표 Ⅱ -8 참조). 교원의 역할 재정립이 어려운 과제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은
이 보고서의 다른 내용, 예를 들면 정보리터러시, STEAM 교육 등 융합적 역량 교육이 중시되
고 있고, 향후 1년 이내에 교육기술의 발전으로 메이커스페이스, 로보틱스 등을 전망하고 있는
것과 연관하여 볼 때 향후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을 새롭게 접근해야 하는 과제가 쉽지 않은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교원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지능정보사회에서 교사의 역할이 무
엇인지, 어떤 역량이 필요하며 그 역량을 어떤 과정에서, 얼마간의 기간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국, 독일, 핀란드,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능정보사회의 특징에 주목하여 교사의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원 연수를 제공하고 교원들을 연수에 참여하도록 독려하
고 있었다. 특히 온라인수업, 네트워크, VR 등 교원 연수에서도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수
방법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에 따라 교원교육에 대한 접근 방법이나
지원 규모는 다르지만 핀란드의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 과정에서 교사 지원을 위해 2017년
부터 3년간 6천만 유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주로 교사 보조 튜터 인건비 등에 사용). 이
지원의 목적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디지털 기기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모범 실천 사례(best practices)를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선도학교(pioneer schools)
에서 시작하여 3년간 5천만 유로를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은
싱가포르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핵심역량교육을 강화하면서 발표한「TE21」, ICT 마스
터 플랜Ⅲ(2009~2014년) 등은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수립된 것이지만 교사의 ICT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차 산업혁명기로 구분되는 ICT 혁명 이후 정보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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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나라에서 코딩 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거나 적용 중에 있다(부록 표 -2참조). 지금은
정보교육을 도입한 초기보다 더욱 변화의 폭과 영향이 훨씬 커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인공지능, IoT, 로봇 등의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일상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서 지능정보사회에 부응한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전문성 함양 문제는 매우 시급을 다투는 과제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원양성, 예비교사교육, 교원연수 등 교원교육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에서 동시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주요국들의 교원교육에서 주목되는 것은 현장 교사들의 요구, 문제인식으로부터 출발하
고 있으며, 교사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게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핀란드, 독일의 경우,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운영은 학교의 자율성에 일임되고
있으며, 교사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은 현장의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되고
접근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협력과
‘micro-credentialing teacher competencies’을 강조하면서 교사들의 비형식적인 학습을 활성
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Micro-credentials가 갖는 역량기반, 주문형, 개인화, 공유
가능한 특징은 특히 인상적이다. 이러한 현장과 교사의 요구, 교사의 상황 등을 충분히 이해하
고, 그로부터 출발하려는 교사교육의 접근은 향후 우리 교원 정책에서 중요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상세 내용, III장 1절 참조).
교원교육은 역량교육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적 개선을 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
다. 무엇보다도 빠른 변화와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한 적시적(just-in-time)인 교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지능정보사회에서 교원은 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교원 역시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능과 역량을 학습할 수 있는 습관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우선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교육과정의 변화와 함께 방법적인 혁신
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예비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기 전에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학교 및 교실 공간을 가상현실(VR)로 구현하여, 교과 지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복잡한 현장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IV장 5절 미국 사례 참조). 이처럼 교원교육에 가상현실 등 과학기술을
활용할 경우, 시･공간적인 제약을 넘어 다양한 주제, 상황, 내용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며, 지능정보사회의 기술적 방법을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사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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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다.
예비교사 양성에서의 혁신과 더불어 현직 교원의 지속적이며 즉각적인 역량 업데이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나, 현재 교원양성과정과 집합 연수 과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유연한
교원 역량 업데이트를 위한 접근으로 ‘micro credential’ 개념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접근은 최근 민간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노 디그리(Nano Degree)’방식을 교직에 적용
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나노 디그리란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위 취득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짧은 교육기간을 통해 핵심적인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여 학위를 인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은 미국 NETP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교육영역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NETP는 지속적인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작은 단위에서
의 교사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의 역량개발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요구되고 있는
것처럼 교사의 역량 역시 ‘작은 단위’로 구분하고, 형식학습 및 비형식학습을 통해 즉각적인
역량 개발과 그에 따른 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할
점은 교원만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의미가 있으나, MOOC 등 사회적 요구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는 학습 환경을 활용하여 교원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과정을 평상시에 학습하여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개방적으로 유연하게 인증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이상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교육영역별 교육혁신의 방향에 대한 논의이다. 이를
앞의 Ⅱ장에서 제시한 지능정보사회의 특징, 즉 ‘초연결성(네트화)’ ‘초고속성(빅데이터화)’
‘초지능성(인공지능화)’ ‘융복합성(영역경계의 약화)’ ‘개별화(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
을 통한 개별 맞춤화)’등을 향후 교육혁신의 방향과 연결하여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의 방향
을 재정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유연한 교육: 우선 다양한 개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의 유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유연화).
- 개별화된 맞춤 교육: 다양한 학습자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 교육 전반에
걸쳐 맞춤형 교육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개별화).
- 인간중심의 지능형･첨단형 교육: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기술을 교육의 목적 달성에 활용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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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든 접근은 인간의 행복, 삶의 질 향상 등 인간의 고유 가치를 높이고 인간을 중심으로
한다는 관점이어야 한다(인간중심의 교육과학화).
- 교육내용과 방법의 융합화: 교육 역시 지능정보사회가 가지고 있는 융합적 특성이 교육내
용, 방법 안에서도 중시될 수 있어야 한다. 핀란드 교육에서 본 것처럼 교과 간 융합적
운영은 향후 교육에서 보다 중시되어야 할 방향의 하나이다(융합화).
- 교육 네트화: 지능정보사회는 초고속의 초네트화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교육 역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네트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맞춤형 교육과 연결되어 활용될 수 있는 시스
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 필요한 교육정보를 공유하되, 개인의 정보 보안은 유지될
수 있는 보안시스템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교육네트화, 교육정보화, 공유화).

교육혁신의 접근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가 기존 사회 구조의 ‘파괴
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라는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과 함께, 파괴적 혁신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 9

이 절에서는 세계적인 교육동향에 대해 조사 분석한 결과,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이 시사하는
향후 우리 교육혁신의 기본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향후 우리 교육에서 보다 심도있
게 논의하고 대응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혁신의 목표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유연한 미래교
육실현’에 두고, 혁신의 5방향, 즉 ‘유연화’(제도, 시스템), ‘개별화’(맞춤형 교수학습), ‘융
합화’(교육내용, 방법), ‘첨단화’(인간중심의 첨단기술의 교육 접합), ‘네트화’(지능형 교육
환경 구축)를 세부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5 방향을 향한 교육혁신을
위해 향후 대응해야 할 핵심과제를 교육의 기본 영역인 1) 교육과정, 2) 교육방법 및 평가
영역, 그리고 지능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3) 진로･직업교육 영역, 현장 교육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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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제적인 추진 요소인 4) 교원교육의 영역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과제의 영역별 제안
내용은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되고 분석된 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각 제시 수준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Ⅴ-3❙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교육혁신 방향과 과제

.

1 :

1)
한국의 메이커 교육은 과학기술 정부출연연 클러스터가 위치한 대덕 특구 인근의 대전광역시
와 세종특별시교육청 관할 학교들의 자유학기제, 방과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2017년 11월 초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형 메이커 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서울시 교육청
보도자료, 2017. 11. 1.)’을 발표하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활성화
방안(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2017. 11. 2.)’을 연달아 내놓아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도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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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 교육의 본격화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창의융합적 문제해결력과 협업･공유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방법들 중 하나로 각
광받고 있는 메이커 교육은 지능정보사회를 살아갈 차세대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제공되어야
하며, 형평성 있는 메이커 교육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메이커 교육
정책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 단위로 표준화할 수 있는 ‘한국형 메이커 교육 모델’이 개발
되어야 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 보급되어 온 미국식 메이커 교육과
는 차이가 있는 중앙보급형이며 나름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사교육 영역에서도 빠르게 확산
되고 있는 메이커 교육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부면의 교육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교육형평성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 추진 내용
‘한국형 메이커 교육 모델’은 오프라인･온라인 교재(온라인은 동영상 시연 콘텐츠) 모두 개
발될 수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교과융합모델,
중등학교 단계에서난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유학기제,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해외 사례로 제시한 ‘라이트하우스 커뮤니티 공립학교’처
럼 단위학교 전체를 메이커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혁신학교 또는 미래학교
모델을 개발하여 선정 또는 신설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최신 교육
혁신 동향을 반영한 모든 학교교육에 동반되는 교사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적인 교원연
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기존하는 학교공간(컴퓨터실, 과학실험실, 학교도서관 등)의 ‘메이
커 스페이스’화를 위한 단위 학교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고,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어 메이커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소프트웨어,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센서, 3D 프린터 등)들이 정부 주도로
저렴한 가격에 보급되거나 무상보급 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보급되는 시설과 기자재들이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한국형 메이커 교육의 교육철학, 방법, 교수학습체제
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현장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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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천 과제
- ‘한국형 메이커 교육 모델 개발 연구’ 수행
- 관련 연구기관의(KEDI, KICE, KERIS, ETRI) 협력적 연구 수행
- 메이커 교육 교사연수 실시
- 메이커 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 ‘한국형 메이커 교육 모델’의 17개 시･도교육청 시범학교 운영(지역편차 완화 방안 도출)
- ‘한국형 메이커 교육 모델’ 전면 시행
- 메이커 교육 중심 혁신학교 선정 또는 메이커 교육 중심 미래학교 신설

다) 기대 효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형 메이커 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보급함으로
써 지능정보사회 대비 창의성 교육의 중요한 축인 메이커 교육이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시스템
내에서 활발히 진행되도록 할 수 있으며, 특정 시･도에 편중되지 않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도
록 할 수 있다. 개발 및 운영 과정 전반에서 관련 정부출연연 간의 협력을 통하여 메이커 교육의
교육철학, 방법, 정책, 기술의 모든 측면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 및 교육봉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단계

기간

1단계
준비기

2018

2단계
시범운영기

2019~2020

3단계
적용기

2021~

추진 내용
-

‘한국형 메이커 교육 모델 연구’ 수행
관련 출연연 연구협력체 및 교육봉사 시스템 구축
1･2차 교사연수 실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비고
관산학연
연계
협력

- ‘한국형 메이커 교육 모델’의 17개 시･도교육청 시범학교
운영
- (정규교육과정 연계 및 지역편차 완화 방안 도출)
- ‘한국형 메이커 교육 모델’ 전면 시행
- 메이커 교육 중심 혁신학교 선정 또는 미래학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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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초･중등학교에서의 메이커 교육 사례
학습자중심 학습활동(캐나다, 영국), 창의성 교육(독일), 창객교육(중국) 등으로도 불리고 있는 메이커 교육은
미국의 기술 중심 DIY 문화(technology-based extension of DIY culture)의 일종인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에서 파생된 교육 형태이다.
 오바마 정부의 메이커 교육 정책
메이커 운동이 미국의 초･중등학교에 도입되어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교육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공계 교과목 융합교육과정인 STEM 교육과 연계하여 발전시켰다.
 라이트하우스 커뮤니티 공립학교의 창의성 랩 사례
특정 공간이 아닌 학교 전체를 메이커스페이스화한 ‘창의성 랩(Creativity Lab)’을 시행하고 있다. 교과수
업에서는 메이커 교육을 통합시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메이커 페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중학교 수준은 융합교과수업(enrichment class)에 메이킹이 들어가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선택과목
(electives)에 메이킹 교육이 포함된다. 방과후 활동(After-School Program)에서도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2 :

1)
지능정보사회의 교육에서 최첨단 기술은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직접적
인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 1인당 다수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학교교실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학생들의 개별관심사와 학습경로가 ICT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시스템에
의해 관리가 가능해지면 학생들은 사실상 학습의 모든 국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정책을 통해 지능형 정보기
술을 활용한 학습분석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
였고, 2017년에 이르러서야 교육부 이러닝과와 한국학술교육정보원(KERIS)의 ‘ICT연계교육
서비스(최윤정, 2017)’사업을 통하여 2차 디지털 교과서 개발과 학습지원서비스가 정책적으로
구상･실행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2017년에 출범한 새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대한민국 정부, 2017.8월)’의 54번에 해당하
는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부문에서 ‘지능형 학습분석서비스 제공(’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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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육용 오픈마켓 구축 운영(’18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맞춰 교육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회, 과학, 영어과목의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이며, 기존 교육
정보서비스를 클라우드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뷰어, 통합인증 등이 강화된 지능형 학습지
원플랫폼을 제공하고, 유･무료 교육용 콘텐츠의 오픈마켓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
가) 추진 내용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교육부의 혁신적인 학습지원서비스 정책이 실질적인
우리나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둘러싼 제반
조건들의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한국형 첨단맞춤학습생태계 지원체제’는 교육부와 한국학
술교육정보원이 추진하는 학습지원서비스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이 도입되는 첨단학습지원서비스와 학교교사가 협업하는
교육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하며(‘학습코칭팀’제도의 업그레이드), 수집되는 학습데이터 정보
보호 및 표준화(빅데이터 확보를 위해 필요)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서비스 개발 초기단계부터
필요하며, 유･무료 콘텐츠 오픈마켓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육분야 민･관 협력을 위한 콘텐츠
메타데이터 표준 디자인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형 학습지원서비스 지원체제에서는 치열한 우
리나라의 교육시장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기업들(Google, Microsoft, IBM 등)의 초기무료서비
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능형 서비스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교육의 질 향상 및 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같은 투입되는 비용의 효과를 초기부터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전체의 효과적인
운영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나) 실천 과제
- ‘한국형 첨단맞춤학습생태계 지원체제 개발 연구’ 수행
- 교육부･한국학술교육정보원(KERIS)의 ‘ICT연계교육 서비스’와 연계 및 유관기관 협력
- 학습지원서비스 활용을 위한 집중교사연수 및‘학습코칭팀’ 제도 업그레이드 방안 구안
- 전면시행 시 장기적 비용을 고려한 한국형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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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원을 위해 수집되는 학습데이터 정보보호 및 표준화 정책 개발(국가교육통계센터
연계)
- 콘텐츠 오픈마켓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교과서 관련 유･무료 콘텐츠 메타데이터 표준 및
민･관 협력 모델 개발

다) 기대 효과
첨단맞춤학습서비스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교육생태계 전반의 조건들의 검토를 거친
지원체제를 개발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정부의 지능형 학습지원서비스 상용화
가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 및 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
단계

310

기간

추진 내용

1단계 정책･모델개발기
: 디지털교과서 및 콘텐츠
오픈마켓 초기조건 결정 정책
개발

2018

- ‘한국형 첨단맞춤학습생태계 지원체제 개발 연구’ 수행
- 정규학교 온라인 콘텐츠(방송통신중고등학교)와 EBS 등
관련 공･사기업 협력을 통한 디지털 교과서 연계 콘텐츠
메타데이터 표준 개발
- 한국형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 타당성 검토

2단계
운영시스템 구축기

2019

- 학습데이터 수집 관련 정보보호 및 표준화 정책 개발
- ‘국가교육통계센터(KEDI) 내 공교육 학습빅테이터 특임
센터 개설

3단계 적용기

2020

- ‘학습코칭팀’ 제도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지능형 학습지
원서비스와 교사 간 협업 모델 개발(시범학교 운영 후
일반화)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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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기술 기반의 평가 혁신과 맞춤형 교육 사례

 게임 기반 평가 연구기관: 글래스랩(GlassLab)
글래스랩(GlassLab)은 교육 평가 서비스(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와 미국 내 대형 교육 관련 출판사
인 피어슨(Pearson) 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게임을 학습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간섭 없이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로서의 게임의 효율성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글래스랩의 게임에 참여한 학생들은 게임 안에서
경험하는 난이도 있는 학습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보기반 디지털게임 평가시스템: 심시티 에듀(SimCity Edu)
글래스랩(Glasslab)이 이티에스(ETS) 및 피어슨(Pearson)사와 공동 개발한 심시티 에듀(SimCity Edu)는 단순한
게임 이상의 도구로서 학습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실제 사례에 접목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학습자는
한 도시의 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시민 복지 문제에 도전하
며 학습한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학습자 평가 시스템은 학습자가 게임을 플레이
하는 과정의 기록들을 수집하여 따로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 없이 게임 운영 로그 파일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 및 시스템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개별 맞춤형 학습을 위한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활용: 서밋힐스(Summit Hills) 공립학교
서밋 공립학교는 북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는 차터 고등학교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학교이다. 이 학교
는 전통적인 고등학교 모델에서 벗어나 형식적이고 역량 기반 학습에 중심을 둔 학교로 급진적인 변화를 시도한
학교로서 새로운 고등학교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 모델을 통하여 학생들은 기본 학습 내용을
스스로 습득하는 데 책임을 지며,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심층 학습을 위한 프로젝트나 다른 연구 과제를 제공한다.

.

3 : ICT

1)
지능정보사회에서 핵심역량교육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사고력, 표현력 강화를 위한 독서교
육의 필요성이 한층 주목되고 있다. 현재 독서교육은 학교 방침, 교사의 관심과 열의, 지도
역량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정환경도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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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학교, 교사, 가정환경 등 외부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독서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프로그램화할 필요가 있다.
독서교육 프로그램화는 독해능력의 진단, 독서 후 퀴즈 등 독해 능력 평가 등을 통해 독서
를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스스로 자신의 독서 수준을 파악
하고, 개별화된 맞춤형 독서 교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독서 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또한 독서이력을 관리하면서 관련 도서, 수준별 도서 등에 대한 추천 등을 통
해 체계적인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독서교육의 활성화는 일찍부터 독
서를 통한 인문학적인 소양을 넓혀가면서 융합적인 사고력,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많은 초 중 고가 도입,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가정과 사교육기관이 영어교육을 목적으로 도입, 활용하고 있는데
자칫 사교육비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다. 향후 독서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살릴 수 있도
록 학교교육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미국의 독서프로그램은 영어 대응이어서
한글 적용이 가능한 한국형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어 독서프로그램
이 개발될 경우, 독서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는 영어독서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기대
해 볼 수 있다.

2)
가) 추진 내용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퀴즈 방식 등을 포함한 AR(Accelerated Reader)처럼
독해능력 진단프로그램과 독서 후 해당 도서에 대한 퀴즈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단, 한글 도서로 대응될 수 있도록 한국형 독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선
행 과제이다.
적용 대상은 초 중 고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교육에서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한
다. 독서지도는 자기 선택형(독해 수준별, 관심 분야별 등)과 도서추천형(진단평가결과, 퀴
즈 평가 결과 등에 기초)의 병행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사 대신에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독서 이력을 관리하여 맞춤형 독서 목표와 독서 계획을 세우고, 독서 현황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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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누구나 쉽게 프로그램에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실천 과제
- 한글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학교급별 독서 수준 설정
- 독서 수준 진단 프로그램 개발
- 교과와의 연계 활용을 위한 교사 교육(코칭, 교과와의 연계 및 활용 등)
- 독서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온라인 환경 구축
- 관산학연 연계 추진

다) 기대 효과
독서시간, 독서량, 독해 수준 등을 학생 스스로, 독서 후 바로 확인하게 됨에 따라 독해,
독서 흥미와 동기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독서교육의 개별화, 습관화, 활성화 효과). 또한
교사, 학부모가 학생의 독서 현황과 수준, 흥미도와 분야를 확인, 학습과의 연계 지도가 용이해
짐에 따라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독서프로그램과 연계한 플립트
러닝, 토론수업의 활성화 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사교육기관에서 영어독서교육을
위해 도입하여 고비용으로 운영함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교과 관련 독서교육 지도 용이, 융합적 학습효과, 사교육비 감소 효과 및 공교육
신뢰 강화). 이 밖에 외국인 한국어 학습프로그램으로의 활용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3)
단계

기간

1단계 준비기

2018

2단계 시범기

2019~2020

3단계 적용기

2021~

추진 내용

비고

초중등 단계별 독서 수준 설정
독서수준진단프로그램 개발
한국형 독서교육프로그램 개발
시도교육청, 초중고 학교급별 시범 적용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계속적인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업그레이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한 독서진단프로그램 및 독서교육프로그램 업그레
이드
- 학교급별 적용

관산학
연계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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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CT를 활용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
<르네상스러닝(Renaissance Learning Inc.)사의 독서 교육 소프트웨어>
미국 르네상스러닝사(Renaissance Learning Inc.)의 영어독서 프로그램은 리딩 분야에서 미국의 초･중･고 현장
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전 세계 78개국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사용 중이며, 전 세계의 학생들이
하루 평균 200만 건 이상의 AR 퀴즈에 응시 중이다. 르네상스러닝사의 대표적인 영어 독서 프로그램인 스타리딩
(STAR Reading)과 엑세러레이티드 리더(Accelerated Reader)는 각각 독해 능력 진단 프로그램과 독서 후 해당
도서에 대한 퀴즈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독립적 또는 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스타리딩(STAR Reading)’: 독해 능력 진단 프로그램
스타리딩(STAR Reading)은 미국 6만교 이상의 초･중･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딩 수준진단 프로그램이며, 미국
교육부 산하 기관의 평가기관인 NCRIT와 NCII와 430개 이상의 연구 논문을 통해서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입증 받아 미국 영어독서 교육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한해 7천만 건 이상의 응시횟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년간
의 방대한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다.
 ‘액셀러레이티드 리더(Accelerated Reader)’: 도서 퀴즈 프로그램
엑셀러레이티드 리더(Accelerated Reader, AR)는 18만권 이상의 방대한 도서퀴즈를 제공하여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이들과 전 세계의 영어학습자들이 자신이 읽은 영어책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르네상
스 러닝 본사의 전문 연구팀이 개발하고 선별한 양질의 퀴즈를 통해, 아이들의 분석력과 사고력을 키우고, 영어
독서 습관을 키울 수 있다. 다양한 출판사의 전 연령을 커버하는 도서 퀴즈 보유로 별도의 도서 구매 없이 기존
보유 도서를 활용하여 AR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

4 :

1)
지능정보사회에서 빠르게 진보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국가에서는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포함한 디지털 역량에 주목하고 있
다.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윤리의식 교육이 통합된 디지
털 시민교육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별로 정책 명칭이나 정책 내용은 다소
상이하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의 활성화
를 공통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본질은 단순히 코딩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소프트웨어의 기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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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컴퓨터 사고력, 논리력 등으로 역량을 확장하게 되므로 실행 방안에 있어서도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딩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
나 좀 더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가) 추진 내용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학교급별,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 학습상황 등에 따른 개별화 맞춤
형 교육 방법, 운영 지원, 평가 방안 포함된 교육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장애 학우, 교육소외
계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교육과 영재를 위한 수월성 교육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각각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 일본의
‘페퍼’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조립형 교구로봇도 같이 개발과 활용이 진행되고
개인별 포트폴리오로 학습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연수 효과를 높일 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소프트웨
어 교육처럼 교육과정 상에서 추가되거나 강조되는 경우에는 교사의 인식과 관심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좌우된다. 따라서 교사들 스스로가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시도가 추진되기 위해서 교사 커뮤니티 중심으로 성과 발표, 교수안 공유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접목한 소프트웨어 교육에 활용할 콘텐츠
제작을 교사가 자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 적합한 방식으로 연속적으로 운영되
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예산과 자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
어 교육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토대로 교육 현장 개선되기 위해 커리큘럼 체계화, 기업의 교구
및 인프라 제공 및 유지보수를 통한 예산과 물적 자원 확보, 고등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기관과
연계를 통한 인적 자원 및 교구 지원 등을 포함하여 시범학교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나) 실천 과제
- 개별화 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 방법 개발
-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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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머노이드 로봇 및 조립형 교구로봇 개발
- 안정적인 예산과 자원 마련
- 소프트웨어 교육 담당 교원 연수
- 관･산･학･연 연계 추진

다) 기대 효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디지털 세상이 빠르게 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프트웨어를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적 영역뿐 아
니라 세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프트웨어 교육
의 본질은 단순히 코딩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소프트웨어의 기본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컴퓨터 사고력, 논리력 등으로 역량을 확장하여 발전시킬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리터
러시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단계

기간

1단계 준비기

2018

2단계 시범기

2019~2020

3단계 적용기

2021~

추진 내용

비고

- 개별화 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 방법 개발
-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방안 수립
- 소프트웨어 교육 담당 교원 연수
-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 조립형 교구로봇 개발

관･산･학
연계협력

4)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사례
<로봇 활용 프로그래밍 교육> (일본)
 코가네이시립 마에하라초등학교의 프로그래밍 교육 사례(일본)
미래의 학습프로젝트–마에하라의 기적 ‘수업실천혁명! 프로그래밍 100시간을 향해”라는 주제로 교과 교육과
접목한 프로그래밍 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별도의 프로그래밍 교육 과목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어, 음악,

316

Ⅴ. 요약 및 정책 제언

수학 등 교과 교육과 접목하여 프로그래밍 교육을 운영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교육에 앞서 컴퓨터 환경
에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PC, 태블릿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찾아보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일 지역의 교육위원회 소속 학교의 교사가 참여하는 프로그래밍 교사 연수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소프트뱅크의 스쿨 챌린지 사업 연계 마치다 제6초등학교의 로봇 활용 프로그래밍 교육
소프트뱅크에서는 페퍼 사회 공헌 프로그램 「스쿨 챌린지(school chanllenge)」를 통해서 페퍼 로봇 282개를
초･중등학교 학교에 2017년 4월부터 3년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Pepper 로봇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컴퓨터, wifi 등의 네트워크 환경을 지원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담당자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도쿄 마치다(町田) 지역 교육위원회에서는 전체 62개교 중에서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11개교에 소프트뱅크
스쿨 챌린지 페퍼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다. 그 중 가장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치다 제6초등학교에서는 소프트
뱅크 스쿨 챌린지 사업을 신청하여 총 8대의 페퍼를 지원 받았고, 2017년 4월 24일 개학식에서 전교생에게 페퍼를
소개하며 페퍼 로봇 활용 프로그래밍 교육을 시작하였다. 운영 방법은 6월부터는 4~6학년 컴퓨터 클럽 활동을
중심으로 시행하는데 9월 현재는 6학년에서만 시행하고 점차 5학년, 4학년에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클럽
활동 외에도 교과 외 수업인 “종합수업”을 통해서도 연간 10시간 정도가 배정되어 있다.

.

5 :

1)
논술이 창의력, 사고력, 표현력 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논･서
술 채점의 어려움과 교사의 업무 가중, 특히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해
학교교육에 논･서술형 평가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논･서술평가의 어려
움은 학교교육에서의 사고력 교육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등 지능
정보기술이 크게 발달하면서 지능형 논･서술 평가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미국 밴티지 러닝사가 개발한 마이엑서스, 인텔리 매트릭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
한 자유응답형 질문, 논술 답안의 관리, 채점 엔진으로 현재 많은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뉴욕시에서는 9학년 학생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뉴욕 교육부가 지정, 운영하고 있는 상황
이다. 이러한 평가 시스템의 진전과 학교교육의 변화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교육에서도 지능
형 논 서술 평가를 도입, 사고력, 표현력 교육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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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추진 내용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평가 기술을 논･서술 평가에도 활용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개발한다. 이 때 공공적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및 학습도구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국내 기업, 연구소, 대학 전문가들의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사람 평가자가 수행
하는 에세이 평가 과정을 학습하는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유응답형
질문, 논술에 대한 답안을 관리, 채점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실천 과제
- 논･서술 평가 데이터 수집, 축적, 분석
- 학교 교육 적용의 논･서술평가 프로그램 개발
- 논･서술 주제 다양화
-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피드백, 우수사례 공유, 결과 분석에 따른 수업에의 반영,
개별화교육에의 활용, 논･서술평가와 연계한 수업 방법 개선 등)

다) 기대 효과
논･서술 평가를 학교교육에서 부담없이 활용하게 될 경우, 수업과 독서교육, 쓰기 교육 등의
연계가 용이질 수 있다. 정확한 채점, 채점자의 감정 및 채점 환경 변화 없이 동일 기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일관성,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성, 가치 기준에 따른 체계
적 분석 등의 장점으로 학교교육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능형
논･서술 평가시스템은 학교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의한 대규모 평가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하므로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학업성취도평가, 수능, 대학입학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교육 개선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객관식
평가에만 의존함에 따른 폐해, 즉 암기식 교육, 강의식 교육이 토론교육, 사고력 교육, 독서와
의 연계 교육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이 작성한 논･서술 답안에 대한
즉각적인 점수화는 다음 학습으로의 진행을 유도하는 등 학습에 대한 흥미, 동기를 높이고 토론
교육, 플립트 러닝 등 수업개선효과, 개별화교육의 실현 가능성 제고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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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기간

추진 내용

비고

1단계 개발기

2018~2020

- 논･서술형 자동 채점 기준 설정
- 지능형 논･서술 평가 프로그램 개발

관산학
연계협력

2단계 시범기

2019~2020

- 학교현장에서의 지능형 논･서술형 채점 프로그램 시범 적용
- 지능형 논･서술형 채점 프로그램 효과 분석

관산학
연계협력

3단계 학교적용기

2021~22

4단계 확대적용기

2023~

- 논･서술형 평가 학교적용
- 논･서술 평가 종류의 다양화
- 대입수능에 지능형 논･서술 평가 도입

4)

 밴티지 러닝(Vantage Learning)사의 마이엑세스(MY Access! ® School Edition)
밴티지 러닝은 1990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에 설립된 맞춤식 웹기반 학습도구 제공 업체로 온라인 평가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자연언어 처리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마이엑세스는 학생의 학습 진행 모니터링 시스템(Student Progress Monitoring System®: SPMS)으로서
교사(혹은 교장)가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있는 각 학교의 통계 데이터와 분석 내용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진행
과정에 개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차별화 지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각 교과별로 교육과정
(reading/language arts, math, science, social studies, and writing)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평가, 진단하여 학습자
의 성취도 과정을 수시로 개입할 수 있는 논술평가 시스템이다. 마이엑세스의 교사연구 프로그램으로서는 코칭,
피드백, 우수 수업 모델, 밴티지 러닝의 제품을 이용한 수업방법과 교장 리더십 등을 운영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을 통해 학생에게는 개별맞춤형 리포트를 또한 교사, 학교경영진, 교육부에도 자료를 제공한다. 결과중심 평가에서
과정중심 평가로 전환이 수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논술평가로 교사의 부담을 완화한다.

.

6 : 4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유망 직종은 2016년 11월 4일에
열린 ‘직업연구 특별 세미나’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소개한 21개의 직업군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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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미나에서 소개된 21개의 직업군은 ①스마트의류 개발자, ②착용로봇 개발자, ③드론
운항 관리사, ④스마트도로 설계자, ⑤공유경제 컨설턴트, ⑥사물인터넷 전문가, ⑦빅데이터
전문가, ⑧인공지능 전문가, ⑨가상현실 전문가, ⑩로봇 윤리학자, ⑪개인 간 대출 전문가,
⑫스마트팜 구축자, ⑬엑셀러레이터 매니저, ⑭사이버포렌식 전문가, ⑮범죄예방환경 전문가,
⑯의료정보 분석사, ⑰크루즈 승무원, ⑱동물 매개 치유사, ⑲도그워커, ⑳메이커스랩 코디네
이터, 
감정노동 상담사이다.
이러한 직업군들의 수요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점점 늘어날 것이나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직업인들의 양성 프로그램들은 소수의 관심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표면
화되지 않고 있다. 미래 유망 직종 및 일자리 수요 예측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것은 이러한
직종들의 교육이며, 이러한 의미의 미래형 일자리 교육은 분야별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초중등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전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분야별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초중등 학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을
아우르는 ‘4차 산업혁명 유망 직종 직업교육 지원체제’의 개발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2)
가) 추진 내용
‘4차 산업혁명 유망 직종 직업교육 지원체제’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기관들과 실시간
으로 연계하여 미래 유망 직종 변화 추이를 반영한 분야별 직업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교육청, 학교, 학생 모두에게 제공하며, 이에 기반한 초중등 학교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특히, 학교 교과목 중 학생들의 선택폭이 늘어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교과들을 활용하고 업데이트하여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사회의 일자리 수요
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듀얼직업교육시스템 등과 같은
일, 학습 병행 시스템을 학생맞춤형으로 개발, 운영하여 학생들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최신의
직업능력을 실질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실천 과제
- 고용정보, 직업교육 관련 기관들과 연계된 초･중등학교용 미래 유망 직종 변화 추이,
분야별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자격증 변동 현황 정보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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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전문교과 업데이트 및 향후 미래 유망 직종 관련 콘텐츠
실시간 업데이트 시스템 구축
- 고등학교 단계의 유망 직종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직업계 고등학교에서의 듀얼직업교육시스템 확대 및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다) 기대 효과
미래 유망 직종 변화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초･중등 단계에서의 직업교육에 반영할
경우, 새로운 직종들의 수요를 장기적인 예측을 통하여 대비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미래의
사회구성원들이 학교교육만을 통해서도 미래 유망 직종으로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면, 이는 사회적 통합과 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단계

기간

추진 내용

비고

2018

- ‘4차 산업혁명 유망 직종 직업교육 지원체제 연구’ 실행
- 초중등학교용 미래 유망 직종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현황 정보 시스
템 구축
- 2015 개정 교육과정 전문교과 업데이트 및 디지털 콘텐츠 실시간
업데이트 시스템 구축(콘텐츠 오픈마켓 활용)
- 초중등 미래 유망 직종 관련 직업프로그램 개발
- 직업계 고등학교의 듀얼직업교육시스템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를 위
한 방안 연구

관산학
연계협력

2단계 보급기

2019~20

- 초중등학교용 미래 유망 직종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현황 정보 시스
템 보급 및 활용(시범운영)
- 업데이트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전문교과 운영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한 직업세계와 직업교육의 실시간 연계
방안 도출)

관산학
연계협력

3단계 정착기

2021~

1단계 개발기

- ‘4차 산업혁명 유망 직종 직업교육 지원체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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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차 산업혁명 유망 직종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
<학교-현장 연계의 맞춤형 직업교육> (독일)
 개별학생 맞춤형 듀얼직업교육시스템: 전기전자에너지 직업학교(OSZ TIEM Berlin)
전기전자에너지 직업학교(OSZ TIEM Berlin)는 11학년부터 13학년까지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해당
학교는 직업교육의 여러 영역 중에서 전기전자(Elektrotechnik) 분야에 관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듀얼직
업교육(독일어로 ‘아우스빌둥, ausbildung’, 영어로는 ‘듀얼시스템, dual system’)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연계할 회사에 선 취직을 한 뒤 입학한다. 선취직을 못한 학생들은 전일제 직업교육과정으로 입학하고, 3학년 시기
에 기업에서 7주 동안의 워크숍의 형태로 실습한다.
 듀얼직업교육과정을 위한 기업 내 직업교육센터: BMW사의 아우스빌둥 센터
BMW사의 직업교육센터에는 듀얼진로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전문교사가 있으며, 기술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교직과정을 이수한 엔지니어 출신의 교사가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과정 운영은
독일상공회의소(IHK, Ihrer Industrie- und Handelskammer)에서 발간하는 듀얼직업교육 프레임워크 커리큘럼
(ausbildung rahmenlehrplan)을 기본으로 운영하며, 독일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하는 커리큘럼은 교육부장관회의
에서 결정한다.
 스마트학습공장 맞춤형 학습시스템: 독일 인공지능연구소(DFKI)
인공지능연구기관으로서 인공지능과 정보기술을 연구하는 곳으로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연구소이다. 유럽
전역에서 온 6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정보기술, 로봇 등의 모든 측면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DFKI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응용연구를 하는 곳이며, 인공지능에 관한 기초연구를 하는 다른 연구기관과는 협력을
통하여 교류한다. 독일인공지능연구소는 완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으며, 프로토타입까지 개발한다. 전체 예산의 5%
를 국가에서 지원받으며, 나머지는 프로젝트를 통해 재원을 조달받는다. 이 중 에드텍(EdTec: Education
Technology Lab)은 초･중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학습에 인공지능과 정보기술을 어떻
게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를 연구하는 곳으로서 Industrie 4.0과 매우 관련이 높으며 학습을 위한 자동화나, 제품생
산, 솔루션 등을 하는 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

7 :

(

)

1)
지능정보기술진전에 따라 교육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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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사의 교육역량 강화가 시급한 선행 과제이다. 예비교사는 물론 현직 교사의 역량 강화
교육이 우선될 필요성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교육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교원 교육은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교육 지능정보기술 활용의 새로운 교수학습방법, 다양한
학습자 구성에 따른 지도 상황의 다양화 등에 대응할 수 있으려면 교사 교육도 체험 기반의
개별화된 교육 방법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교육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교사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가) 추진 내용
가상현실을 통한 체험형 교사교육은 교사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 어떻게 다양한 현장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교육역량을 좀 더 효과적으로 길러줄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법 중 하나이다. 이는 교육현장의 요구, 즉 체험형 교육에 대한 교육적 수요에 첨단형 기술을
접합한 접근 방법이다. 교원교육은 양성, 연수로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예비교원
의 양성 단계, 선발과정, 초임교사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류지헌, 2017).
첫째, 예비교원 양성단계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실습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수업 시뮬레이션을 통한 교육방법을 적용한다. 실무편람상의 제시된 교육실습 기간은 4~6주간
이지만 실습학교의 선정이나 학교현장에서의 수업결손 등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4주간 교육실습이 일반적이다. 수업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경우, 예비교사에게 다양한 수업경험
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현행 실습이 갖는 한계를 줄일 수 있다. 수업 시뮬레이션은 교직과목이나
실습과목의 일부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실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교육 상황,
예를 들어 농어촌과 같은 오지의 교실상황, 심각한 학습결손을 갖고 있는 학습부진아나 장애학
습자 지도 상황 등 다양한 교실상황의 경험이 가능하다. 이러한 수업 시뮬레이션은 예비교사들
의 학년 및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둘째, 교사의 선발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교원임용의 마지막 단계는 수업실연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과의 실질적인 상호작용 없이 평가자 앞에서 진행되는 모노로그
방식의 수업실연으로는 예비교사의 수업역량을 평가하기 어렵다. 교실수업은 끊임없이 역동적
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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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교사의 자질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사선발 방법은 행동중심의 수업기술 평가, 수업지도
안 작성이라는 지식중심의 평가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 이에 교사선발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수업 시뮬레이션을 적용한다면 보다 다양한 지표를 사용해서 교사의 수업역량 정도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초임교사를 위한 연수 단계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수업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
초임교사는 학교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상대하면서 수업을 이끌어야 한다. 현재 초임교
사를 위한 직무연수는 교육청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초임근무지에 따른 특수성이나 지역
적인 특징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현재 예비교원 양성단계에서 학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며 문제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상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내용은 전무하다. 특히, 문제학생
의 행동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훈련은 무방비로 문제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시행착
오를 줄일 수 있으며, 학부모나 문제학생에 대한 상담상황에 대해서도 사전 연습이 가능할 수
있다. 초임교사가 근무할 학교의 특징이나 수업상황에 적합한 수업 시뮬레이션을 제공한다면
근무학교에 대한 연습 경험을 사전에 거칠 수 있다.

나) 실천 과제
- 적용 대상별(예비교사, 선발대상, 초임교사) 수업 시뮬레이션에 대한 요구 분석
- 현장 요구 반영의 기술 개발
- 시뮬레이션 적용 환경 구축

다) 기대 효과
다양한 상황 설정과 가상 체험을 통해 예비교사의 교육 효과를 높임으로써 현재 실습기간,
실습학교 등의 제한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 투입되기 전 과정인 양성,
선발, 초임 교사 단계에서 다양한 학교의 실제 상황을 가상 체험을 통해 경험하는 등의 연습,
훈련 과정을 통해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해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실천역량을
갖출 수 있다,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만이 아니라 가상현실에서의 체험을 병행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이나 요구에 보다 개별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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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교원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효과 모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현실에서의 체험
형 교육 방식은 예비교사, 선발과정, 초임교사 교육에서만 이 아니라 현직 교원에 대한 연수로
도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상체험은 교직과목만이 아니라 새롭게 추가되는 정보교육역량
강화에도 적용하여 교육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예비교사, 초임교사
와 경력교사와의 멘토식 교육을 가상 체험형 교육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응용 교육프로그램으
로 확대, VR활용만이 아니라 AR 등 보다 발전적인 첨단형 교육 방법 도입으로 발전하는 과정으
로의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다.

3)
단계

기간

추진 내용

비고

1단계 준비･개발기

2018~2019

- 수업 시뮬레이션 요구 분석 및 적용 시나리오 연구
- 학교급 및 예비교원의 학년별 시나리오 유형 및 평가 방법
에 대한 기획 연구
- 첨단기술과 교육혁신 연계를 위한 정책 시스템 구축 및 프
로그램 개발

관산학
연계협력

2단계 시범기

2020~2021

- 교원양성, 선발, 초임교사 교육에 대한 시범 운영
- 교원연수 및 적용 범위 확대 연구

3단계 적용기

2022~

- 양성, 선발, 초임교원에 대한 적용 확대
- 교원 연수 시범 적용

4)

가상현실을 통한 첨단형 교사교육 사례
<VR 활용의 교사교육: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시뮬레이션 기반의 수업실습: 심스쿨(simSchool)
심스쿨(simSchool)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수업실습용 시뮬레이터이다. 심스쿨은 2D를 기반으로 하여
예비교사 훈련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업 시뮬레이션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된 것으로 수업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사실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학생 캐릭터를 만들고, 이들을 대상으
로 수업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이 교실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심스쿨은
학급을 구성하는 학생 캐릭터의 조합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실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사용자는 게임
플레이어가 되어 기능성 게임이론에 근거해서 설계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학급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시스
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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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현실 기반의 상호작용적 수업 시뮬레이션: 티치라이브(TeachLivE)
티치라이브(TLE, TeachLivE)는 심스쿨과 더불어 교사교육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수업 시뮬레이션의
하나이다. 그러나 심스쿨과 티치라이브는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심스쿨은 이론적으로
기능성 게임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지만, 티치라이브는 혼합현실(mixed reality)기반의 상호작용적 시뮬레이션
이다. 티치라이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운영자도 함께 참여하는 방식
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용계획을 요청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기타 수업 시뮬레이션 시스템
- 호주의 클래스심(classSim): 웹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교실수업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장면을
경험하고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상황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왕따현
상, 문제행동, 놀리기, 외국인 학생과 관련된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유럽연합의 심아울라(simAULA): 예비교사들에게 사실적인 수준의 교육실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Europe2020” 전략에 맞추어 개발된 것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불가리아, 그리스, 영국이
참여하고 있다.
- 세컨드라이프: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해서 가상환경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가상활동을 위한
플랫폼이다. 가상환경(MUVEs, Multi-User Virtual Environments)을 제공할 수 있는 세컨드라이프는 사용자
끼리의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력중심의 학습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상담 시뮬레이션: 코니토(Kognito)
가상인간(virtual human)을 활용한 상담훈련용 시뮬레이션으로 학생들의 자살방지 및 약물남용 등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훈련 시뮬레이션이다. 온라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담 시뮬레이션으로 단계별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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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교원 연수 방식도 혁신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사회 변화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이 졸업하면 이미 바뀐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어, 나노 디그리(Nano Degree, 단기 교육과정 인증제도)72)와 같은 통한 새로운
교육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교원 연수 운영에 나노 디그리를 도입하게 되면, 교육

72) 나노 디그리는 현 정부에서 소프트웨어(SW) 수업 확대, 창의･융합교육 강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제시한 교육분야 국정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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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교사에게 효율적이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교원 연수는 획일화된 내용 전달이 중심이 되었다면, 연수 운영 방식을 보다 유연하고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가) 추진 내용
교사 연수에 나노 디그리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교사 연수용 콘텐츠가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교사의 전공 영역별 요구를 세밀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기존의 많은
양의 내용을 한꺼번에 담는 것 대신에 콘텐츠당 1가지의 소주제나 개념 중심으로 마이크로 러닝
(micro-learning) 기반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학위에 이르지는
않지만 전문적 분야에서 자격 과정을 대신할 수 있는 묶음형 연수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사 연수를 프로젝트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중심으로 구성하고 형식학습과 비형식
학습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일방적인 지식 전달의 방식을 벗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교육 현장의 문제를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온라인 강좌와 현장실습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실천 과제
- 교원 연수 과정에 나노 디그리 도입 계획 수립
- 교원 연수 과정에 나노 디그리 프로그램 개발
- 교원 연수 과정에 나노 디그리 시범 운영
- 나노 디그리를 포함하는 교사 개인별 e-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 교원 연수 과정에 나노 디그리 확대 적용

다) 기대 효과
교사들은 다양한 내용의 연수를 받고 있는데 전공이나 영역별 연수 실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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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민간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나노 디그리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영역별 묶음형으로 제공하고 이를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
로 운영되고 있다. 교원 연수에 나노 디그리를 적용한다면 교원의 역량 분야별로 연수 프로그램
을 묶음형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노 디그리를 포함한 다양한 연수 결과를
교사 개인별로 e-포트폴리오 형태로 관리해 줌으로써 지속적인 연수이력과 자격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e-포트폴리오의 영역이 현직 교원의 복수 전공 이수, 교사의 근평 또는 승진의
근거 자료에서부터 예비교원 양성, 관리자 승진 평가, 퇴임 교원의 재교육까지로 영역을 점차적
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다.

3)
단계

기간

추진 내용

비고

1단계 개발기

2018~2020

- 교원 연수 과정에 나노 디그리 도입 계획 수립
- 교원 연수 과정에 나노 디그리 프로그램 개발

관･산･학･연
연계협력

2단계 시범기

2019~2020

- 교원 연수 과정에 나노 디그리 시범 운영
- 나노 디그리를 포함하는 교사 개인별 e-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관･산･학･연
연계협력

3단계 적용기

2021~

- 교원 연수 과정에 나노 디그리 확대 적용

4)

교원 연수에 ‘한국형 나노 디그리’ 도입 사례
<미국의 NETP의 사례>
2016년의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발표한 미국의 ‘2017 국가 교육 테크놀로지 계획(2017 National Education
Technology Plan Update: NETP)’을 보면 지속적인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작은 단위에서의 교사 역량을
강조하고 역량을 ‘작은 단위’로 구분하여 형식학습 및 비형식학습을 통해 즉각적인 역량의 개발과 인증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는 것, 창의적 예비교원 양성 및 임용체제를 구축하고 현직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리 체제의
혁신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내용 중에는 교사에 관한 요건을 학사 학위, 담당
교과 자격증 보유 등을 삭제하고 모든 교사와 준전문교사가 주의 자격 인증 및 라이센스 요건 등에 부응하고 있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을 요구한 점, 교사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협력과
‘micro-credentialing teacher competencies’를 강조하고 있는 등이 있다. 또한 Digital Promise에서는 교육자
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는 기능(skill)을 인정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서 ‘micro-credentials’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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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Micro-credentials는 교육자들이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참여하는 비형식적 학습활동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작은 단위로도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사의 역량을 신속하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간주된다. ①역량기반, ②주문형, ③개인화, ④공유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상세 내용은 본문 III.장
의 1절 교원교육 부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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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교육환경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교육 시스
템 전반에 대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중장기 인재육성
계획’은 교육시스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교육의 방향과 철학,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진로･직업교육, 교원 교육과 연수, 교육 시설, 교육행정 구조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 인재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에서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전망에 근거하여 중장기 인재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능정보사회의 특징을 ‘초연결성,
초지능화, 융복합, 초자동화’로 규정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는
기존 사회 구조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교육 분야에
서도 기존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점진적 혁신과 함께 파괴적 혁신을 동시에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2)
가) 추진 내용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교육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교육법령
에 근거하여 학교 단계를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나누어 6-3-3-4제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학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 수준에서 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경직적인 운영으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존재한다. 산업사회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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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생산형 학교제도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이어서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 적성, 학습 수준에
맞춘 학습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
에서 우리나라의 학교제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미래 인재를 양성
하기 위한 학교제도,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입시제도 등 교육 전 분야의 혁신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나) 실천 과제
- ‘중장기 인재육성 계획’ 시안 수립
-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민대토론회, 설명회 개최
- 공론화 과정 거쳐 ‘중장기 인재육성 계획’ 최종안 확정
- ‘중장기 인재육성 계획’관련 제도의 입법화 추진

다) 기대 효과
2017년 5월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된
국가교육회의가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2017년 9월 12일에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었고, 2017년 10월 국가교육회의 의장 임명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회의 구성을 마치고 ‘중장기 인재육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학습에 실패하는 다수의 학습자가 존재하는 현재 학교를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이‘모든 학생
성공법(ESSA)’을 제정하고, 테크놀로지를 교수학습과 평가에 적극 도입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
이 가능한 교육환경 구축을 도모하고 있는 것처럼,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맞춤형 학습으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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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정책 제언

3)
단계

기간

1단계 개발기

2018

2단계 여론수렴기

3단계 적용기

2019~2020

2021~

추진 내용

비고

- ‘중장기 인재육성 계획’시안 작성
-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민대토론회, 설명회 개최
- ‘중장기 인재육성 계획’최종안 확정
- ‘중장기 인재육성 계획’시행
- ‘중장기 인재육성 계획’ 관련 제도의 입법화 추진

4)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중장기 인재육성 계획’ 수립 사례
<지능정보사회 대응 해외 동향>
국가 비전을 선포하고 그에 맞는 교육 목표와 인재상, 세부 실행계획 및 과제를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전망에 근거한 중장기 인재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Society 5.0’(일본)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에서 언급된 “Society 5.0”은 정부, 학계, 산업계,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일본을 세계에서 가장 이노베이션에 적합한 나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ociety 5.0”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수렵사회, 농경사회, 공업사회, 정보사회에 이어서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현실사회)이 고도
로 융합한 인간중심이면서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과제의 해결이란 두 가지를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이노베이
션이 선도해 가는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립연구개발법인을 통한 미션 수행과 이노베이
션활동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국립대학법인의 경비의 확보, 특정 연구개발 법인을 중핵으로 지능정보기
술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이에 대한 인재 창출, 육성, 활약 촉진 등을 위한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ICT 마스터플랜 Ⅳ’의 ‘Smart Nation’(싱가포르)
싱가포르 통신정보부에서 주도한 Infocomm Media 2025에서는 스마트 국가(Smart Nation) 비전 추진을 위해
6가지 신기술-빅데이터 및 분석(Big data & Analytics), 사물인터넷(IoT), 미래 통신(Future communications), 사이
버 보안(cyber security), 인지컴퓨팅 및 첨단 로봇 공학(Cognitive computing/ Advanced robics), 몰입형 미디어
(Immersive Media)-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 미디어 인프라 변화와 비즈니스 트렌드를 토대로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데이터, 첨단 통신 및 컴퓨터 기술 부문 투자 강화, 지속적
실험 장려를 통한 정보통신미디어 생태계 조성, 정보통신 미디어를 통한 국민 연결성 제고의 3대 전략 추진 체계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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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 및 발전규획강요(2010~2020)과 국가교육사업발전 13･5규획(2016~2020)(중국)
향후 변화될 미래 사회구조에 대응하여 교육 분야에서 국가의 교육비전 및 교육 체계 변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0개년 장기 계획을 통해 중･장기 교육정책들이 연속성
과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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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lobal Trend of Education(Ⅴ): Educational Innovation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KwangHee, Chung(KDEI)
SinEae, Kim(KEDI)
ChanHee, Son(KEDI)
SsangChul, Lee(KEDI)
SungMi, Kim(KEDI)
EunYoung, Kim(KEDI)
JaeYong, Chung(Ewha Womans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interest for Artificial Intelligence(AI), the Internet of
things (IoT), Big data, and the cloud is on the rise. The reason why the world is paying
attention to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s because due to the advancement of
new technologies, which is referred to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
unprecedented change(in terms of its speed and scale) is expected to affect the society
as a whole, from industrial structures to our daily life styles. Another reason is because
areas, which were once thought to be inherent to humans such as thinking and
decision-making, are prospected to be expanded to the roles of machines.
Henc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presenting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education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education policy trends of major
countries and specific practical cases. In order to achieve this, in Chapter Ⅱ, a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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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nd education, and South Korea’s main
education policies was conducted. On this premise, the field and extent of the analysis
for the major countries’ education policies and practical cases that will be conducted later,
were categorized. In addition, tasks for future education were specifically classified as
change-directed competency education, adaptation to change education, learner-centered
personalized education, and teacher training. Also, the tasks above were designed so that
they could be analyzed in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education system’s main areas such
as educational goals, educational contents, educational methods and evalu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teacher education. In Chapter Ⅲ, an analysis of the main education policies
for the United States, Germany, Finland, Japan, Singapore, Chin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UNESCO and OECD) was conducted. By analyzing each countries’ major
education policies such as - the United States’Every Student Succeeds Act and National
Educational Technology Plan, Germany’s The High-Tech Strategy for Germany and
The Digital Strategy 2025, Finland’s Learning and Competence 2025 and 2016 National
Core Curricular Innovation for Pre-primary Education and for Compulsory Basic
Education, Japan’s Revitalization Strategy 2016 and 5th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2016-2020),

Singapore’s

i4.0

Project

and

ICT

Master

Plan

IV(2015-2020), China’s National Plan for Medium- and Long-term Education
Innovation and Development(2010-2020) and 13th Five-Year Plan for 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2016-2020), UNESCO’s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and the Future
Leader’s Core Competency reflected in OECD’s PISA –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proposed : First, policies and strategies in preparation for the changes brought upon by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re being presented and initiated on a national scale.
Second, from the aspect of the direction of the education system and future talent, a
development of competency for students that can lead a changing vocational environment,
is being emphasized. Third, from the aspect of educational curriculum, efforts are being
made through education in schools in order to actualize the promotion of creativity, which

354

Abstract

emphasizes human nature and education for adaptation to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Fourth, from a teaching, learning, and evaluation standpoint, support for
personalized learning is provided by actively utilizing advanced technologies, and an
automatized and individualized evaluation is being emphasized. Fifth, from a vocational
education perspective, vocational education’s structural change connected to new
industries and learning that emphasizes field experience, are actively being pushed
forward. Sixth, from the aspect of teacher training, teachers’ expertise are being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in order for schools’ education systems to change,
and efforts to develop competency and expertise of teachers are also being channeled.
Last, from a higher education standpoint, education for the elite who will lead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nd excellence education are what the higher education
strives for.
In Chapter Ⅳ, practical cases specific to each of the main areas of education were
analyzed. Specifically, for the part of the direction of the education system, Finland’s
Integrated Subjects and Activities Week and the Integrated School Day case study and
the United States’ Maker Education case study, which emphasize creativity and
convergence education, were presented. For the area of educational contents, two
practical Japanese cases were presented. The first one is about Koganei Municipal
Maehara Elementary School engaging in software education by utilizing robots, and the
second one is of Machida Elementary School also engaging in software education by
utilizing a robot in cooperation with a private company, Softbank, In the educational
methods and evaluation area, evaluation and personalized education were observed by
using technology. Practical cases of Glasslab, a game-based evaluation system, SimCity
Edu, and of Summit Hills Public School utilizing dash boards for personalized learning,
were presented, For essay-evaluation systems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Vantage
Learning, STAR Reading(a reading skill diagnostic program), and Accelerated Reader(a
book quiz program), were introduced. In the vocational learning area, two cases of
Germany’s personalized vocational education, where the school and the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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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are closely connected and work together to fulfill each of the students’
needs, are introduced. The first one is of OSZ Tiem Berlin, an electrical electronics
energy vocational school that operates a personalized dual vocational education system
for each of the students. The second one is of OSZ Kraftfahrzeugtechnik, an automobile
vocational technical school that practices the dual vocational education system by
connecting the school and the work place. For the teacher training part, a case study
where a simulation(using Virtual Reality technology) is used in the United States to train
teachers is presented.
In Chapter V,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rom this research, the direction of
education policy innovation and the main tasks were identified and policy proposals were
made, which need to be further considered and discussed in the future.
In order to actualize education innovation in a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the
required direction of education policy innovation were classified and listed as the following
while using keywords such as “flexibility,” “individualization (personalization),”
“convergence,” “science (cutting-edge, intelligence, digital),” and “net (share)”: 1)
Establish the direction of long-term education innovation in response to the Information
Intelligence Society : build a flexible education system in the future where personalized
education is possible, 2) Employ an individualized and flexible education curriculum, 3)
Develop and evaluate intelligence-based education methods using cutting-edge
technology, 4) Innovation personalized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future society, 5) and
Employ creative methods to train future teachers and cutting-edge training practices. In
order to build the future’s education system, nine main tasks are presented as the
following, based on the direction of such policy innovation.

▢ Develop and initiate the Korean Maker Education Model for creative education: to
develop a model that can as a whole support Maker Education that is currently being
distinctively implemented by each of the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in the
latter half of 2017; also, to have the Ministry of Education develop and implement

356

Abstract

the Korean Maker Education Model that can maintain equity nationally in order to
foster creative convergence capabilities.
▢ Develop a Support Framework for the Korean Cutting-edge Personalized Learning
Ecosystem: to develop a more robust Support Framework for the Korean
Cutting-edge Personalized Learning Ecosystem that can support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digital textbooks for ICT Related Education Services, Intelligence
Learning Analysis Services (government 100 tasks, full-scale implementation
planned for 2020), and Educational Open Markets (planned to implement on 2018),
which are currently being pu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KERIS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in the latter half of 2017.
▢ Develop a Reading Education Program utilizing ICT: to develop a Korean Reading
Education Program utilizing ICT in order to increase interest and motivation for
learning by letting primary and secondary level students check the duration, volume,
and level of their own reading.
▢ Expand Software Education for nurturing digital capabilities: to expand software
education through individualized and personalized educational methods in order to
nurture capabilities for digital literacy and digital citizen education, computer
thinking skills, and logic.
▢ Strengthen education for convergence thinking skills for the implementation of
Intelligence-based descriptive evaluation: to develop a program for evaluating
essays and descriptive type exams with the current online evaluation technology,
diversify the evaluation methods for essays and descriptive type exams in the stage
of implementing the program in schools, and ultimately implement the
Intelligence-based descriptive evaluation method to the Korean College Entrance
Exam.

357

글로벌 교육동향 연구(Ⅴ) :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

▢ Develop a Vocational Training Support Framework for Prospective Occupation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develop a Vocational Training Support
Framework for Prospective Occupation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
comprehensive support framework where through the coordina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such as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KEIS), latest
information about the prospective occupations relat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n lead to vocational training.
▢ Educate “cutting-edge” teachers utilizing virtual reality: In order to prepare for
education innovation with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teacher training in
almost all aspects is necessary; as a result,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teacher training system utilizing cutting-edge technology through virtual reality
(class simulations) was proposed.
▢ Implement a Korean Nano Degree Program in teacher training: to prepare measures
to implement a Korean Nano Degree Program in teacher training as the need to
implement certification for nano degrees, a short-term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is being discussed in a society where the speed of progress has recently
accelerated.
▢ Establish a Long-term Plan to Foster Leaders through the 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to propose the vision and policy for future education by establishing a
long-term plan to nurture leaders based on long-term prospects in response to
societal chang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a nation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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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ducation policy, education innovation, innovation tasks, cases of
maj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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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육동향 연구 (Ⅴ) :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

부 록

1. 주요국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사회 핵심역량
2. 해외 SW/정보과학 교육 현황
3. 미국 ESSA의 주요 내용 및 특징
4. 미국 NETP의 주요 내용 및 특징
5. 주요국의 창의･융합형 인재교육
6. 일본의 페퍼 로봇 활용 프로그래밍 교육
자료
7. 각 국가별 및 국제기구의 교육 정책 동향

부록

[

1]
국가

범주

요소

학습과 혁신능력
미국
(2010)

정보, 미디어, 기술능력
삶과 직업기술능력
자아역량
범교과
역량

독일

창의성과 혁신,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의사소통과 협력
정보, 미디어, ICT 문해력
융통성과 적응력, 추진력과 자기주도성, 사회적 기술과 문화교육능력,
계획수립/난관 극복/목표 달성, 책무성, 리더십과 책임감
자기비판능력, 의견표현 능력, 목표설정 및 추구 능력 등

사회적
의사소통역량

의사소통, 협력, 배려, 도움주기, 갈등상황에서 적절히 행동하기 등

학습 방법역량

체계적이고 목표지향적 학습능력, 전략과 미디어 사용능력 등
개인적 역량

(2011)
공통역량

사회적 역량
학습역량
언어구사, 교과역량

영국
(2010)

사고역량

창의적,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등

학습역량

문해력, 수해력, ICT,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

개인역량과 자질

의사소통, 도덕적, 사회적 역량, 노동력 등
모국어 구사능력
외국어 구사능력

프랑스
(2015)

수학의 주요 사항과 과학기술 지식
7가지 기초지식과 능력

정보통신기술의 숙달
인문학적 문화 소양 함양
사회성 및 시민의식
자율성과 주도성
사고와 학습기술
문화적 지식역량, 상호작용 및 표현
자신을 돌보는 것,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안전

핀란드
(2016)

7가지의 포괄적 역량

다중 문해력(monilukutaito, 인쇄된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들의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ICT 역량
직업 생활 및 기업가 정신을 위한 필수역량
참여, 영향력,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

기초문해
일본
(2016)

21세기

사고력

형 능력
실생활 응용력

문해, 수해, 정보문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문해, ICT 윤리
문제발견 및 해결력, 창조성,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초인지,
적응학습기술
-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자기이해 및 책임, 건강증진, 결정력, 삶을
설계하는 능력)
- 관계형성(협력 및 자기표현,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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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범주

요소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의식(책임, 원리, 학업, 사
회·문화·환경에 대한 이해, 언어와 정보의 응용, 지식과 기술의
응용, 문제 발견 및 해결)

싱가포르
(2015)
WEF
(2015a)
WEF
(2015b)
WEF
(2016a)

시민문해력, 글로벌 의식과 다문화 수용능력
21세기 핵심역량

의사소통, 협력 및 정보통신기술
21세기
핵심역량
사회 정서
학습 역량

기초문해

(2015
교육과정)

수해, 과학문해, ICT문해, 재정문해, 문화 및 시민문해

역량

비판적사고와 문제해결력, 창조성, 의사소통능력, 협동능력

인성자질

호기심, 자주성, 열정과 끈기, 적응력, 리더십, 사회문화의식

역량
인성

8가지의 디지털 역량
자기관리역량

한국

비판적·혁신적 사고능력

복잡한 문제해결, 비판적 사고, 창의력, 사람 관리, 타인과의 조정, 감성
지능, 판단과 의사 결정, 서비스 지향성, 협상, 인지적 유연성
디지털 시민정체성, 온라인 접속 시간 관리, 사이버 폭력 관리, 사이버
보안 관리, 개인사생활 관리, 비판적 사고력, 디지털 책임의식, 디지털
공감능력
자기주도적능력

지식정보처리역량

합리적 문제해결력

창의적 사고역량

다양한 지식, 기술, 경험의 융합적 활용 및 창출 능력

심미적 감성역량

인간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역량
공동체역량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능력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주: 국가명의 연도는 최근 교육과정 개정 년도를 의미함.
주요국의 핵심역량은 교육과정 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출처: 교육부(2014).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소경희(2013). 주요국의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 연구. 교육부. p. 41.
Daisuke Kimura and Madoka Tatsuno, Global Incubation x Fostering Talents(2017). Advancing 21st Century
Competencies in Japan. Asia Society Center for Global Education. FEBRUARY 2017. 3-5.
Department for Education(2013). The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 Key stages 1 and 2 framework document.
September 2013.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2014). OPS 2016: Curriculum Reform in Finland.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2011). Framework for 21st Century Learning, Retrieved September 24, 2013,
from http://p21.org/overview/skills-framework.
https://www.moe.gov.sg/education/education-system/21st-century-competencies(싱가포르 교육부)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16&nttId=21
http://ncic.kice.re.kr/nation.index.do(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World Economic Forum(2015a). New vision for education: Unlocking the potential of technology. Colony/Geneva:
World Economic Forum, p.3.
World Economic Forum(2015b). The future of jobs. Colony/Geneva: World Economic Forum.
World Economic Forum(2016). 8 digital life skills all children need – and a plan for teaching them. 06 Sep 2016.

364

부록

[

2]
SW/
국 가

적용시기

필수/선택

과목명 및 형태

학 령

한국

2010

선택

정보, 정보과학 Ⅰ, Ⅱ

중·고

영국

2014

필수

Computing

초·중·고

1~11학년의
필수과목(10~11
학년은 선택)

필수

사회와 정보, 정보과학

고등학교

(과목 선택 가능
70시간 필수)

필수

기술 175시간 중 55시간

중학교

2000
(중학교)
2003
(고등학교)

필수 2단위 +
선택 2단위

정보기술 교과(72시간 이수)

고등학교

선택 (학교별)

종합실천활동 5개 영역에
포함(국가필수교과)

초등 3~
중학교

미국

2016

선택

Computational Thinking 과목
(AP코스)
컴퓨터과학(Computer Science, CS)

인도

2010

필수

Computer Masti

초·중·고

선택

정보(informatics)

Basic school

선택
(자연과학군)

Basics of programming and
development of software
applications

고등학교

일본

중국

2012

기 타

상하이 시:
정보과학 기술
1~9학년 필수
과목

주에 따라 다른
교육과정

에스
토니아

2014

핀란드

2016

필수

프로그래밍 교육

초등학교

프랑스

2014

선택
(방과 후)

SW과목(프로그래밍, APP개발)

초·중·고

1~12학년
학교재량 선택
교과(학교와 교사의
재량권이 큼)

방과 후 과목

출처: 초·중등 SW교육 의무화·디지털 인재양성, 추진과 전망. 교육개발 웹진
http://edzine.kedi.re.kr/autumn/2014/article/special_02.jsp
SPRi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2014). 해외 국가의 소프트웨어 교육 동향
김현철(2015). 제3호 영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동향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교육정책네트워크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조규복(2015). 제8호 일본의 프로그래밍 교육과 정보교과의 현황과 과제. 교육정책네트워크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김홍래·이승진(2013). 외국의 정보(컴퓨터) 교육과정 현황 분석. KERIS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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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SSA
구분

표준
(standards)

평가
(assessments)

책무성
(accountability)
학교 개선
(school
improvement)
교사 및 지도사
효과성
(teacher & leader
effectiveness)

전인적 교육
(well-rounded
education)

연방정부의 교육
재정 지원
(federal education
funding)

주요 내용 및 특징
 주정부로 하여금 읽기(reading), 수학(math), 과학(science) 과목에서 도전적인 학업 콘텐츠
표준들을 채택할 것을 요구함. 이러한 표준들을 주의 고등교육 시스템 입학 요건들 및 직업
기술교육 표준들에 맞게 조정되며, 총 3단계의 성취도로 이루어짐.
 이러한 학업 표준으로 ‘Common Core73)’를 활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를 활용할 필요는
없으며, 교육부장관 주정부로 하여금 Common Core를 비롯한 특정 표준을 선택하도록
권할 수 없음.
 주정부는 3-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재학기간 중 총 1회에
걸쳐 읽기와 수학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교 전체의 결과 및 학생
하위그룹별(영어학습자, 장애학생, 소수민족, 빈곤층 등)로 세분화된 결과들을 제시해야 함.
 모든 의무 평가들과 관련하여 학구들에게 시험에 걸린 시간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함.
 주정부가 컴퓨터적응평가(computer-adaptive assessments)를 개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주정부의 책무성 목표에는 반드시 시험을 통한 숙달도(proficiency), 영어 능력, 졸업률에
있어서의 목표가 포함되어야 함. 또한 성취도 및 졸업률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모든 대상
그룹에 대한 기대 목표가 설정되어야 함.
 주정부로 하여금 3년마다 종합적인 지원 및 개선이 필요한 학교 범주들을 확인할 것을 요구함.
 주정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학구들이 성과가 저조한 학교들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학구의
다른 공립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의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학구들에게 학교 개선을 위한 증거 기반의
전략을 개발할 것을 요구함.
 모든 교사와 준전문교사(paraprofessional)가 주의 자격인증 및 라이센스 요건들에 부응하
고 있음을 보장할 수 있는 주정부 계획을 요구함.
 교사 역량 관련 기금(Title Ⅱ)’을 자격인증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자격인증 시스템 개혁 관련 활동들로는 자격인증을 위한 대안적인 루트 개선, 교사·학교
장·학교 지도자의 채용 및 유지 개선, 기타 활동들이 있음.
 교사 평가 시스템들을 요구하지 않음.
 새로운 정액 교부금(block grant)을 신설하고, 이것이 최소한 하나의 학업 관련 활동, 하나
의 비학업 활동, 그리고 테크놀로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활동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함.
 21세기커뮤니티러닝센터(21st Community Learning Center)들을 유지하여 방과후 활동들
을 지원함.
 불링과 괴롭힘 문제 완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중재활동
조정 등 학습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주정부 계획을 요구함.
 핵심 학문 과목(영어, 읽기 또는 언어, 수학, 과학, 외국어, 공민과 정부, 경제, 예술, 역사,
지리)에 대한 정의를 삭제함.
 학구들로 하여금 카운슬링, 음악 및 예술, 가속학습(accelerated learning), 외국어, 역사,
환경교육, 기타 활동 등 전인적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해당 기금의 20%
할당을 요구하며,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20%, 나머지 60%는
니즈 평가를 기반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허용함.
 현행 부모 및 가정 참여 관련 지원금 산출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교사의 역량 관련 지원
금 산출 방식은 일부 변경함. 이와 함께 학생 등 인구수보다는 빈곤 수준을 기반으로 더
많은 기금이 재할당될 수 있도록 부모 및 가정 개입 관련 지원금 산출 방식 변경 연구
승인함.

73) 48개 주가 참여하여 개발한 K-12 학생들의 대학 및 직업생활 준비를 위한 영어, 수학 과목들의 학업 표준으로,
42개 주와 워싱턴DC가 자발적으로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다.
(출처: http://www.corestandards.org/about-the-standards/frequently-asked-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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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P
구분

주요 내용 및 특징

학습
(learning)

 모든 학습자들이 형식 또는 비형식 환경에서 학습자들을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사회의 능동
적·창조적·다식한·윤리적 참여자로 준비시킬 수 있는 몰입감을 가진 자율적인 학습을 하도
록 하는 것이 목표임.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학습자 자신의 공동체들로부터 시작하여,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자원
(resources)과 전문성(expertise)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학습자의 통제력(a sense of agency/control), 비인지적 역량(non-cognitive competencies:
관계 형성, 실생활 문제 해결, 자기인식, 충동 통제, 실행 기능, 협력, 자아 또는 타인에 대한
관심, 성공 마인드 등) 개발 필요
 증가된 연결성은 학습자가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digital citizen)이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증대시킴 → 도구로서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도구 사용에 대한 건전한 판단력 필요
 테크놀로지로 인해 가능한 학습 : 개인화 학습(personalized learning), 프로젝트 기반 학습,
지각 학습 모듈(perceptual learning modules), MOOC 등
 학교와 지역 기관 간 연결 촉진 → 보다 넓은 학습생태계와의 연결
 테크놀로지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와 모든 학습자들에게 가용한 전환적인
학습 기회 제공
 미래의 학습 테크놀로지 활용 : Virtual Reality Field Experiences(VRFE), 무료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전 학생들로부터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화된 학습 제공), 게임 및 시뮬레이션, 물리
적 상호작용과 가상의 상호작용 연결(만질 수 있는 것과 추상적인 개념의 연결), 상호작용 3차원
이미징 소프트웨어, 증강현실 등

교수
(teaching)

 교육자들이 모든 학습자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교수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사람, 데이터, 콘텐츠, 자원, 전문성, 학습 경험들을 그들에게 연결하는 테크놀로지에
의해 지원을 받도록 함.
 교육자들이 학교라는 벽을 넘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몰입감있고 연관성 있는
학습 경험을 설계하도록 하며, 학습을 위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적용과 평가를 이끌 수 있도록 함.
 교육자들이 학습자들의 가이드, 촉진자, 동기부여자가 되도록 하고, 동시에 학생 및 동료와 같은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함.
 교사들은 신입교사연수프로그램에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견고한 이해를 가져야 함 → 테크놀로지 표준에 부합한 교사교육(테크놀로지 기반 환경에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 촉진 : 온라인 전문성 협력, micro-credentialing teacher competencies


리더십
(leadership)




혁신과 변화를 위한 문화와 여건 형성 : 모든 교육 리더들의 역할과 책임에 테크놀로지 기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내재시키고, 학습에서 테크놀로지에 대한주정부 및 지역적 비전을 설정함.
특히 PK-12 공립학교들에서 테크놀로지 적용에 대한 리더십이 민감함.
테크놀로지에 의해 쓸모없게 될 수 있는 자원과 과제들을 없애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속가능한 테크놀로지 구매를 위한 재정 모델 및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적으로 사용이 허락된
콘텐츠를 견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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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및 특징

평가
(assessment)

 학습 관련 핵심적인 요소를 특정하기 위해 테크놀로지의 힘을 활용하고 학습을 향상 및 개인화
시키기 위해 평가 데이터(assessment data)를 활용함.
 평가의 시기(timing)은 학습 후가 아닌 학습에 내재되어야 하며, 접근성(accessibility)을 위해
보편적 설계(universally designed)를 적용하며, 경로(pathway)는 순차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
라 적응형(adaptive)이어야 하며, 피드백은 실시간(real time)으로 주어지며, 문항 형태(item
type)는 선다형 등에서 탈피하여 다양화(enhanced)되어야 함.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스스로 학습 경로 선택에 있어
보다 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유도함. 또한
평가 데이터는 교사에게도 유용하여 수업 및 학습 개선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음.
 교사교육 및 연수 차원에서 평가 데이터 활용의 잠재성과 인식하도록 하고, 보다 직관적이며
시각화된 데이터 평가 도구를 개발하며, 이러한 시스템 내에서 학생 데이터의 보안과 프라이버
시를 보장하여야 함.
 테크놀로지가 평가를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는가? : 향상된 문항 유형 적용(그래픽, 시뮬레이션,
공식, 성과 기반 평가 등), 복잡한 역량의 측정, 실시간 피드백 제공, 접근성 제고, 학습자 능력과
지식에 적응, 학습 과정에 내재, 지속적 학습에 대한 평가(예: e-포트폴리오 등)
 테크놀로지 기반 평가의 미래 : 지속적인 평가(문항)의 개선, 통합된 학습 & 평가 시스템, 효과
적이며 적절한 데이터 활용(데이터 표준 및 호환성), 시각화가 가능한 학습 대쉬보드(learning
dashboards)를 통해 평가, 학습 도구, 관찰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학습 지속을 도울 수 있는
자원들에 대한 추천 제공할 수 있음), 공유된 일련의 스킬 표준 활용(micro-credential에 의한
평가 연계)

기반 환경
(infrastructure)

 모든 학생과 교육자가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와 필요한 때에 견고하고 포괄적인 기반 환경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기반 환경으로는 다음을 포함함.
- 학교 안과 밖에서 고속 인터넷에 끊임없는 접속(ubiquitous connectivity)
- 학습자와 교수자를 인터넷의 방대한 자원들에 연결하고 의사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학습기
기로서 모바일기기에 대한 접근 : BYOD(Bring Your Own Device) or BYOT(Bring Your
Own Tech)
- 학습자를 몰입시키고 학습자와 연관된 학습 경험을 설계하고 전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고품질 디지털 학습 콘텐츠 : 공개교육자원(Openly Licensed Educational Resources)
- 학생을 보호하고 학습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기반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
Responsible Use Policies(RUP)

출처: 2017 National Education Technology Plan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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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형태

교과
융합형
인재
교육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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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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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U
M
A
I
A
S
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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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T

IT활용의
창의성
교육
M
A
K
E
R
E
d
u

국가

내 용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학년(K12)에서 STEM 교육을 강조하고, 10만 명의 STEM 교사
양성 추진
- STEM 중심의 직업학교 및 대학 내 직업기술교육 관련 모델 개발, 대학에서 STEM 전공
미국
학생 비율 증가를 위한 노력⇒ 산업 및 고용주 에이전시 연계 프로그램 개발
- STEM 교육 가능한 교실 환경 개선 및 준비
- 소프트웨어 교육과 메이커 교육을 접목한 STEM 교육 추진
- 사례: Project Lead The Way(PLTW), NASA 교육 프로그램
- 2004년부터 ‘과학과 혁신에 대한 틀 2004-2014‘ 수립 및 과학혁신정책 우선과 제
(2011-2015) 발표
- 과학교사의 질, 과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학생 수, 고등교육에서 STEM 전공 선택
학생 수 등 중점 관리
영국
- STEM의 4개 과목을 핵심 교과로 설정하고, 4개 분야의 전문가 정책자문 포럼(STEM
advisory forum) 운영
- 2014년부터 시행한 코딩 및 프로그래밍 교육정책을 이루는 기본 철학임
- 사례: STEM net, STEM Club Network
호주 - 2015년 ‘호주 STEM 학교 교육 전략 2016-2026’ 발표
- 1996년부터 학교와 대학, 산업체를 연결하여 수학과 과학강화 프로젝트 LUMA 실시
- 2004년 헬싱키대학에 ‘초중등학교-대학-산업체’를 연계하는 중앙조직체 ‘LUMA center’
핀란드
출범. 모든 학교급에서 자연과학ㆍ수학ㆍ컴퓨터공학에 관한 학습ㆍ연구ㆍ교수를 증진하
여 과학과 수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규모 지원
이스
라엘

독일

미국

독일

중국

- 1992년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든 이를 위한 수학-과학-기술교육” 을 추진하고,
과학-수학-기술 교육위원회를 구성함
- 사례: HEMDA center for Science Education, IASA(Israel Arts and Science Academy)
- 수학, 자연과학, 정보, 기술교육 강화
- 로베르트-슈만 초등학교에서는 테크닉 동아리 운영
- 독일 엔지니어협회가 6개월간 프로젝트 운영을 전문적으로 지원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 “민트가 미래를 만든다” 협회 결성(2008)
- 주 교육부는 학생 연구센터 네트워크에 필요한 추가 재정 및 교육 인력을 제공함
-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학교와 대학교 간 연계 지원, 개방 교육자원 플랫폼을 마련
- 메이커 교육을 정규교육과정과 융합
- MakerEd(Maker Education Initiative)의 오픈 포트폴리오
- 공공기관 내의 메이커스페이스(2013~)
- 6월 18: 메이커의 날 지정(오바마 대통령)
 메이커 교육 연합동맹 (Make Schools Alliance) 정책 수립
- 2012년부터 연방 교육·연구부가 메이커 운동을 실현하기 위해 ‘Make Light’ 이니셔티브
를 실시
- 초·중등학생을 대상 및 전체 국민 대상 프로그램 및 박람회 개최
- ‘창객교육(創客敎育)’으로 불림.
- 창객공간(maker space) 개최
- ‘대중 창객공간의 발전을 통한 창신 창업 추진 지도 의견’ 발표(2015)
- 선전 시 “창조형 인재양성” 시범업무 실시

출처: 본문의 Ⅲ장과 Ⅳ장의 조사 내용에서 창의융합형 인재교육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함.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2012). STEAM 세상 속으로!(해외 STEAM 교육 추진 배경, 주요 정책, 운영 사례) 교원연수자료.

369

글로벌 교육동향 연구(Ⅴ) :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

[

6]
<TRY1

370

>

부록

2016년을 VR원년이라고 하며, 향후 10년 내 AI의 발달로 생활은 더욱 편리해질 것이며, 옥스포드 대학의 2014년
연구결과를 통해서는 로봇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직업환경은 격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로봇 프로그래밍에 들어가기
에 앞서, 아이들에게 미래와 로봇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을 추천한다.
○ 페퍼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 사람과의 대화, 사람을 찾고 얼굴을 바라보는 것, 외국어(영어 등)로의 회화, 음성의 높낮이 변조,
몸을 흔들거나 손을 흔드는 동작과 함께 대화, 호일을 통한 이동 가능, 로봇어플을 사용하여 함께 놀기, 가슴 패널에
여러가지 동영상 및 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 많은 사람과의 동시 대화,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던지는 움직임, 물건을 집거나 들어올리는 움직임,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이는 것, 뛰거나 걸을 수 없음.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옷을 입거나 지정된 것 이외의 색칠기능,
야외에서 사용 불가능.
○ 프로그래밍이란
로봇의 유용함에 대해 생각한 후, 아이들에게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을 한다. 예를 들면, 친구에게 부탁할 때,
친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듯, 로봇 등의 기계 또한 기계어를 통해 움직이게 하며, 이를 사람도 알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점을 설명한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로봇 등의 기계에 지시하는 것을 ‘프로
그램＇이라고 하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로봇
등이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는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지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과제해결방법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프로그래밍적 사고‘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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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목적: 박스 사용방법 이해를 통해 ‘말하는 프로그램작성‘을 배운다. 로봇프로그래밍이라는 이름의 첫 학습이므로
코레그라프 프로그래밍 룰을 접하고 페퍼를 말하게 하여 페퍼와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게 한다.
○ 도입: 로봇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생각한다. 또, 페퍼의 캐릭터를 상상하여 어떤 말을 하게 하고 싶은지
상상하게 한다.
○ 기본과제: 페퍼가 ‘안녕하세요‘ 이외의 말을 하게 하자.
○ 발전과제: 페퍼가 자기소개를 하게 하자.
○ 정리 포인트:
- 프로그래밍이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시를 만다는 것.
- 코레그라프는 박스를 두고 선으로 연결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보내는 룰을 가지고 있다.
- 프로그래밍에 따라 페퍼가 지시대로 말한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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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페퍼를 움직이는 박스 사용방법 이해를 통해 큰 로봇을 움직이는 것은 작은 로봇을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감각을 익히도록 한다. TRY3의 과제는 ‘움직이는 프로그램 작성’이다. 이 학습을 통해 페퍼를
움직이게 하여 페퍼와의 폭 넓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한다. 움직이게
하는 키포인트를 학습한 후, 다른 동작 박스를 실행시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 도입: 인간의 관절의 움직임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 기본과제: 페퍼를 움직여 보자
○ 발전과제1: 여러가지 움직임으로 페퍼를 작동시켜 보자.
○ 발전과제2: 페퍼의 호일을 사용하여 이동시켜 보자.
○ 정리포인트:
- 페퍼의 움직임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생각한다.
- 중력의 영향을 받으므로, 로봇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해한다.
- 센서의 움직임에 따라 장애물과 부딪히지 않도록 제어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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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박스를 병렬연결하여 동시에 움직이는 프로그래밍을 학습한다. 동시에 움직이는 페퍼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이미지 갖게 하며, 말에 맞게 행동을 하는 페퍼를 통해 학습의 즐거움을 체험하게
하자.
○ 도입: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할 때, 말과 행동을 함께 하거나 표정을 바꾸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 기본과제: 페퍼가 말하면서 움직이게 해보자.
○ 발전과제1: 페퍼가 할 수 있는 말을 늘려보자.
○ 발전과제2: 말과 행동의 타이밍을 맞춰 보자.
○ 정리 포인트: 직렬처리와 병렬처리의 차이를 이해한다.
시간을 조절하여 처리 타이밍을 맞추는 것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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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페퍼에 탑재된 터치센서의 반응을 신호삼아 말하게 하거나 움직이게 하는 사용법을 학습한다. 센서를 통한
처리가 늘어남으로 학습의 범위가 넓어진다. 아이들의 액션이 신호가 되어 페퍼가 움직이므로 보다 현실적
인 커뮤니케이션을 체험할 수 있다.
○ 도입: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터치센서와 활용으로 인해 생활이 얼마나 편해졌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 기본과제: 페퍼의 머리를 만지면 말하거나 움직이게 해보자.
○ 발전과제: 머리, 왼손, 오른손을 만지면 페퍼가 각각 다른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 보자.
○ 정리 포인트:
- 터치센서의 감도와 움직임을 이해한다.
- 처리의 시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 하나의 프로그램에서도 조건분기처리에 따라 실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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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페퍼에 탑재된 음성센서(마이크)를 이용하여 센서의 반응을 신호로 말하는 박스의 사용방법을 학습한다.
쌍방향 대화를 구성하기 위해 이야기 내용을 상상하게 하자. 음성센서는 터치센서와는 달리, 인간에 가까운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 도입: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음성센서와 그 활용으로 인해 생활이 얼마나 편해졌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 기본과제: 페퍼가 말을 이해하여 대답하게 하자.
○ 발전과제1: 페퍼가 말을 구별하여 그에 맞는 대답을 하게 하자.
○ 발전과제2: 페퍼가 질문하고 잘 모르는 말을 들었을 때, 되묻게 하자.
○ 정리 포인트:
-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는 신뢰도가 필요함을 이해한다.
-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와 처리방법을 이해한다.
- 정해진 내용에 반응하지 않는 이상상황의 처리를 이해한다..
- 사람들이 대화를 주고 받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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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페퍼 가슴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그림이나 사진이 나타나도록 박스 사용방법을 학습한다.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 페퍼가 전달하는 정보량을 늘릴 수 있다.
○ 도입: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디스플레이와 그 활용으로 인해 생활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생각하게 한다.
○ 기본과제: 페퍼의 디스플레이에 그림을 표시하게 하자
○ 발전과제1: 표시되는 그림의 수를 늘려보자.
○ 발전과제2: 표시되는 그림에 대해 페퍼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도록 만들어 보자.
○ 정리 포인트:
- 표현을 늘릴 경우에는 소재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 프로젝트 파일에 대해 이해한다.
- 화상파일의 형식과 크기 등, 하드웨어에 제한이 있음을 이해한다.
-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연출(화상, 말, 움직임)이 효과적인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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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마 생각하기
2. 구상하기
3. 프로그램 만들기
4. 움직임 확인하기
5. 발표하기
6. 과정 되돌아 보기
(시간 내에 가능하도록 아이들의 상황을 살펴 도와주세요.)
프로그래밍 수업에 주어지는 총 시간수에 따라, 자유롭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발표를 포함하여 3시간
정도입니다. 따라서 각 TRY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실제로 프로그래
밍을 하는 과정에서 상상력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발표용 워크시트의 흐름은 TRY7의 발전과제2가 바탕이 됩니다. 각 학교에서는 진도에 따라 완료된 과제 안에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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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미래 교육 방향 및 전략: 유연화, 자율화, 개별화, 인간화, 전문화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중 18학년도, 초 19학년도) 기반 마련
SW교육 역량 강화 연수 실시, SW교육용 기자재 및 인프라 구축 등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 실현⇒ 게임기반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
및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체험형 수학 프로그램 제공 확대
- 학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일학습 병행제를 지속 추진하여 청년
고용률 제고 및 인력 미스매치 해소
-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가상(VR) 증강현실(AR)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 가상 및 증강현실을 도입한 실감형 디지털교과서 개발
- 지능형 학습 분석 플랫폼 개발, 에듀톡(민관 학습 자료 공유 포털) 구축,
첨단미래학교 모형 개발 및 육성
- 수학, 과학교육 및 STEAM교육 활성화
- 산학협력 연계 체제 강화⇒ 대학-기업간 교육-R&D의 협력 활성화
- ‘MOOC 이니셔티브’: ICT 활용 통해 아시아-유럽 간 지속적 교육협력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교육
혁신
- 미래를 이끄는 대학 경쟁력 제고
-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시안
발표
- 관계부처합동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2017)｣ 발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비

2016

2017

-

-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기르는 교육
-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교육
- 글로벌 수준의 지능정보기술 확보
-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꿈과 끼를 길러주는 학교
-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대학
-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 평생 교육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생들의 소질･적성 개발
온라인 대학교육 공개 강좌(K-MOOC) 마련
“미래학교” 모델 제시, ICT 활용 교육 확산 전략 마련,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확대
정부･산업･기업 등 사회 전체의 직업 교육 참여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직업교육 개편

2015

-

- 인성교육을 중점 추진, 창의성 교육
- 창의적인 통합형 인재 양성
- K-MOOC 도입으로 대학 교육
변화를 촉진
- 산학일체형 직업교육 활성화

세부실천내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법)

주요 과제

주요 정책

(2015~2017)

년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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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 주요업무계획(2015년~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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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실천내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법)

대학 졸업-취업 준비 연계 지원
교사와 지도자의 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동등한 교육 기회 보장
조기교육 평가시스템 개발

- Every Student Succeeds Act(ESSA)
-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WIOA)

- 직업기술교육(CTE)프로그램 3가지 능력: 학업능력, 관련 분야 기술 능력, 여러
- 고등교육 프로그램에서 STEM
분야에 전이 가능한 능력
분야 확충
- STEM 중심의 직업학교: 산업 및 고용주 에이전시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 대학 진학 및 직업준비 기준 및
- 양질의 K-12 STEM 교육을 위해 대학의 STEM 전공 교수와 같은 능력을 지닌
평가 방식 마련
수준 높은 교사 양성
- 조기교육과정과 결과, 준비정도
- STEM교육 가능한 교실 환경 개선 및 준비- 대학과 직업준비를 위한 교육, 평가,
등에 대한 측정을 위한
학생의 효과적 수업 참여를 위한 교육내용 등과 관련된 교수학습체계 개혁
평가체계 개발
- ESEA(학업부진방지 초중등교육법)

주요 과제

- VR, ICT를 활용한 맞춤형 공교육 프로그램 도입(2010~)
- 국가 교육 플랜 2010(The National Education Technology Plan - 코딩교육 지원: ‘모두를 위한 컴퓨터 과학(CS For All)
2010)
- 메이커 교육 추진
- 소프트웨어와 메이커 결합 교육 추진⇒ 메이커 교육
- MakerEd(Maker Education Initiative)의 오픈 포트폴리오
⇒ STEM 교육을 소프트웨어 교육과 메이커 교육과 접목
- 인텔 ISEF(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Fair) 개최: 학생들의 과학
공학적인 아이디어 소개

-

- 고등교육, 직업 및
기술교육(CTE), 평생교육
- 초등 및 중등교육
- 조기교육
- 동등한 교육기회
- 교육시스템 개선

주요 정책

(2014 ~2017 )

출처: U.S. Department of Education ⇒ Annual Plans and Performance Report⇒ U.S.Department of Education Strategic Plan for Fiscal Years 2014~2018,
U.S.Department of Education Strategic Plan for Fiscal Years 2016-2017.
교육부 행복한 교육(https://happyedu.moe.go.kr/)-함진호(2017). 창의적 아이디어에 메이커 교육을 더하는 미국

2016~
2017

2014~
2018

2.

부록

387

388

출처: 핀란드 교육부(https://minedu.fi/en/)⇒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s branch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general
government plan 2015, 2016, 2018~2021.

2018~2019년 연구시설과 대학 연계 플래그십 연구 클러스터 완성
2018~2019년 직업고등학교 교육 개혁 및 지원
직업교육과정 디지털화
학생의 중도탈락 및 주변화 방지

-

- 동등한 교육기회 강화
-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 창조경제 강화

2018~
2021

세부실천내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법)

2015~
2016

주요 정책 및 과제

- 새로운 학습 환경과 디지털화 수업을 통한 효과적 학교 구현
- ‘움직이는 학교’ 프로젝트: 신체적 활동을 통한 수업 방식개선, 학생 진로 개발
및 수업 흥미 유발
- 직업고등학교 개혁
- 고등교육기관과 직장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시장 혁신

년도

(2018 ~2021 )

- 학습 환경 현대화, 디지털화
- 교육기관과 직장 간 연계 강화
- 교육과 연구 국제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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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의 수업력 향상과 학교 현장의 철저한 IT 환경정비
- 톱 레벨 정보인재 육성과 고등교육에서의 수학·과학 교육 강화
- 개혁의 모멘텀 ‘개혁2020’ 추진
· 첨단 로봇기술에 의한 유니버설 미래사회 실현
· 차세대 도시교통 시스템·자동주행 기술의 활용

- 2016 일본재흥전략
- 인재육성 이니셔티브

‘제4차 산업혁명(Society5.0)·이노베이션’ 회의
제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추진회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IT·로봇 활용 촉진
다면적 어프로치에 의한 도전정신이 넘치는
인재육성·확보
- 개혁의 모멘텀 ‘개혁2020’ 추진

2016

2017

출처: 일본 문부과학성(http://www.mext.go.jp/) White paper on Science and Technology 2016, 한일재단 일본경제연구센터(www.kjc.or.kr)- 일본재흥전략 2015, 2016,
일본 경제리포트(2016). 2017년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
KSA한국표준협회(2016). 4차산업혁명을 리드하는 일본 정부의 추진 전략과 정책 시사점

-

- 이노베이션, 벤처 창출력 강화, 벤처 지원 컨소시엄 설치
- 인공지능연구개발의 사령탑(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설치
- 2020년부터 초중등학교 프로그래밍 교육 필수화,
- IT활용에 의한 교육과정별 학습, 고등교육에서 수리 및 정보화교육 강화
-「제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각료회의(가칭)」설치
- AI, IoT,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사이언스 등 인재육성 확보 종합 프로그램 실시

2015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의한 산업구조, 노동구조의 변혁 대응
미래를 지탱하는 인재력 강화(고용·교육시책) 패키지
대학 개혁/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의 추진/ 세계 최고의 지재입국
경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간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국립대학 경영력 전략」실행
AIP 프로젝트: 제3차 아베내각 미래전략기조, 향후 10년(2016-2025년) 간 1,000억엔(yen) 투입

세부실천내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법)
-

주요 정책 및 과제

(2015 ~2017 )

- 2015 일본재흥전략
- AI, BD, IoT, 사이버시큐리티 통합프로젝트:
AIP(Advanced Integrated Intelligence
Platform)구상(2016~2025년)

년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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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년도

- 대학교육과 연구 개혁을 위한 법안(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Bill) 추진⇒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
학 개혁 정책
- OfS(Office for Students) 설립

-

-

주요 과제

세부실천내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법)

-

개별 대학 교육성과에 따른 지원의 차등 폭을 확대
OfS는 대학 교육의 질제고, 학생의 선택 기회 다양화
대학 간 경쟁의 강화 도모
정부는 학위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

- 고등사고기술(higher order thinking skills)의 함양을 위한 기초지식교육 강화
- 초등학교에서 ‘컴퓨팅’을 독립 필수 과목으로, ’13년 7월에는 방과 후 SW 교육 프로그램인
‘코드클럽*’을 정규교과과정으로 채택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 코드클럽 : ICT기업들(ARM･삼성･구글･모질라 등)로부터의 기부금과 정부의 보조금, 온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교육의 질 제고
인 성금으로 운영 되는 무료 코딩 교실
고등사고기술(higher order thinking skills) 함양을 위한 - 5~14세 대상으로 코딩 및 프로그래밍 교육: 기존의 ICT 활용 교과(필수)를 ‘컴퓨터 과학’으
기초지식교육 강화
로 개편하여 교육(2014, 09)
2014년을 ‘코드의 해(The Year of Code)’ 로 지정
- 코딩교육과정 발표: 11세 이상 학생들에게는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교육
직업교육 개혁안(Post-16 Skills Plan) 발표
- 교사의 역량 강조 및 연수 프로그램 진행: 영국의 컴퓨터협회/학회인 BCS (British
Computer Society), 컴퓨터교사 네트워크인 CAS(Computer at School)
- 16세 이후의 학생들은 ‘Post-16 Skills Plan’에 따라 2019년부터 학문 과정(academic)과
기술 과정(technical) 중에서 선택

주요 정책

출처: 정은하(2016). 주요 국가들의 인공지능(AI) 관련 교육 현황. 해외교육, 224, 가을호.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2015). 주요국 초중고 SW
교육 현황 및 시사점. BIS, DfE(2016). Technical education reform: the case for change. BIS, DfE(2016). Post-16 Skills Plan. 주 영한국교육원
(http://www.koreaneducentreinuk.org/) 영국교육- 영국 교육정보. 박기범(2017). 영국의 고등교육 및 법안 동향과 전망.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2017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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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디지털화

2015

미래 사회 대비
직업교육 강조
(아이젠만 교육부
장관)

- 디지털 교육전략 달성(The Digital

- 미래 사회 대비 자연과학 계통의 전문
인력 양성 강화
- 학교에서 구비해야 할 디지털 장치와
사용 강조.
- 교사 교육 중요성 인식
- 역량 개발을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 및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 난민과 이민자의 통합정책

대학입학 자격 취득방법의 다양화, 성인의 비공식 교육 지원, 장려.
이주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을 통합 및 능력 개발.
직업교육의 지역적 불평등 해소/ 고등 교육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강조.
이중 대학 과정, 새로운 형태의 고등 교육 (전문분야, 직업 훈력 입학)

○ 베를린 주 교육부
- 직업 학교와 이중 교육 강화: 듀얼 도제로 즉시 전환 훈련
- 사내 훈련 제공, 학교 센터의 관리, 교육 기관 사이의 협력

- MINT 교육 추진: 수학(Mathematik), 정보(Informatik),
자연과학(Naturwissenschaften), 기술(Technik)
- 직업교육센터의 수준 높은 디지털 교육 제공, 인프라 조성
- 과학영재 대상 대학의 인공지능 교육 지원
- 정보과학 기본교육 수업 실시(초중등 과정, 교원 연수)
- 직업교육의 듀얼 시스템(The dual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
- 스쿨 클라우드(School Cloud) 활용/ “eSkills4girls” 정책: 여학생을 위한 특별 교육
- ‘디지털 학교 2020(Digitale Schule 2020)’ 시범학교를 운영(바이에른주 교육부)

-

- ‘MINT (수학, 정보학, 자연과학, 테크닉)’, ‘언어’ 분야에 대한 중등1단계 우수
교과서 채택
- 디지털 교과서 활성화, 역사교육, mBook NRW 프로젝트, 교과능력 향상,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부)
- ‘교육자원 개방(Open Educational Resources)’ 프로젝트: 학습 디지털화의
혁신적인 잠재력 강화(연방교육부)
- 베라(VerA)프로그램, 직업교육 중도 포기, 교육 중도포기 방지, 퇴직 전문가 활용,
베라(VerA) 코치

세부실천내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법)

현재

- 교육의 디지털화
- 직업교육 강조

- 정보 과학, 알고리즘의 기능 및 프로그래밍에 대한 학습 지원(초중등)
Strategy 2025)
- 교육 부문에서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
- 미래에 취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교육의
- 일자리에서 최신 IT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필요성 강조
2025
- 모든 공립 교육 기관에 온라인 필수 교재 제공/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촉진
- 직업훈련 및 업무현장 교육
출처: 독일 연방 주정부 장관회 (KMK) : https://www.kmk.org/ 2년마다 나오는 독일 연방 공화국의 교육 보고서, Bildungsberichterstattung의 2016년도 교육보고서.
Bildung in Deutschland 2016, Ein indikatorengestützter Bericht mit einer Analysezu Bildung und Migration, 2015년 자료: 2015년 해외교육동향(독일 편), 한국교육
개발원

2017

2016

- ‘Make Light’ 이니시어티브(연방 교육과
연구부)
- 직업 훈련 (Vocational Training)

주요 과제

(2015 ~ 2017)

- 디지털화
- 교육 제도의 확장 및 통합
- 직업교육과 훈련 - 고등교육 및 훈련교육 강화
- 대학을 통한 교육 - 이민 교육

주요 정책

년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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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제

- 대학 혁신창업 교육개혁 사업을 활성
- 전면적 대학 혁신창업 교육개혁 심화 (2015)
- 현대적 직업교육 발전 가속화

주요 정책

(2015 ~ 2030)

- MIC(Made In China)
2025 and China
Industry 4.0

우수한 교육자원 확대
연구기관과 대학의 학교운영활력 증강
기술기능 축적 강화
품질보장 메커니즘 개선
사상정치, 교육품질 향상

국무원 <대학 혁신창업 교육개혁 심화 관련 실시의견> 발표
탄력적인 학제를 실시, 학생의 수업연한 완화.
학업과정 조정과 학적보유 휴학 혁신창업을 허용.
대학교육 중외합작 학교운영
직업교육 그룹화 학교운영 심층추진과 관련한 계획 추진

교육 개방 총괄추진
교사그룹 구축 강화
교육 거버넌스 현대화 본격추진
교육시스템 구축 강화 및 개선

-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한 직업교육, - 중국 내 유학생들에게 집중. 해외 교육 시장에 주력, 중국 문화와 언어 전파 방법에
기술 교육 강조
관심
- 해외시장 주목
※ 중국의 13번째 5년 규획 (메이드인 차이나)

-

- 중소기업과 대학 졸업생 창업취업 매칭 서비스사업 실시
- 각지의 중소기업 주무부처와 대학졸업생 취업사업부문은 다양한 서비스자원과 중소
기업/대학졸업생 자원을 통합해 대학졸업생과 창업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 다양한 창업취업 매칭활동 홍보사업 활성화

-

-

세부실천내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법)

출처: 국무원, 국가교육발전 계획,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1/19/content_5161341.htm
중국교육부: ‘고등직업교육 혁신발전 행동규획(2015~2018년) http://www.jyb.cn/info/jyzck/201511/t20151103_641792.html
중국교육과학연구망 : http://www.edu.cn/edu/jiuye/jiu_ye_zhuan_ti/GIS/201505/t20150514_1258673.shtml

2025

~

2017

대학졸업생의 취업·창업 사업
활성화
중소기업의 인재구조 최적화
대중 창업과 만중혁신 추진

- 인력자원강국, 인재강국 대열
진입추진
- 중국 교육의 현대화, 근대화
- 교육, 자주적 학습, 실천 결합,
지도지원, 문화유도를 통합한
대학 혁신 창업 교육체계

공업신식화부/교육부의
“중소기업과 대학 졸업생
창업취업 사업”
-

2017~ <국가 교육사업 발전
2030 13.5규획>을 발표 (1.19)

예시

실행

2016

- 고등직업교육 실력 제고
- 인재양성 구조 합리화, 품질 향상
2015~ 고등직업교육 혁신발전
- ‘중국제조 2025’의 서비스능력과
2018 행동계획 (2015~2018년)
경제사회 발전 서비스 수준 향상
- 현대적 직업교육체계 개선 추진

2015

년도

7.

글로벌 교육동향 연구(Ⅴ) :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

2015

2014

2012
~
2013

- 교육의 불평등해소
(equality &equity)
- 학교개선, 평가 개선

교육성과 개선 (~2020)

that Stands Together):

- 플랫폼 설계(A Denmark

- 학년간 연계와 기회균등
- 교사리더십 등 능력 강화
- 지역학교를 위한 국가 전략 개발

- 21세기 역량 강조
- 교사 IT 교육

- 덴마크 교육 시스템 전반에서의
진로교육 체계 재구조화

국가진로지도서비스 시스템
중등 직업 교육 프로그램과 고등교육기관 연계
직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선
국가수준 평가 개발

-

- 데모 스쿨 프로젝트: IT 기반 학습(2013~2015)
- 민관 협동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사회적 로봇(Social
Robot)’도입(2015년)
- 코딩교육 선택적으로 도입.

학교개혁을 위한 교사 교육 개혁 (2012)
데모 스쿨 프로젝트: IT 기반 학습(2013~2015)
혁신 학교 운영(Innovative School)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정 (2013~)

-

- 진로지도법 (Act
onGuidance) 개정

2010

세부실천내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법)

- eGuidance 의 운영: 다양한 가상 통신 채널을 통해 개인 진로지도
상담 제공(2011)
- 국가진로지도 포털(National GuidancePortal) 운영: ICT 기반
진로정보, 진로상담
- efterskole: 각 학교별로 고유한 교육이념을 제시해야하며 매년
자체적인 교육평가 진행이 법적으로 정해짐. (2010)

주요 과제
- 혼합 학습의 한 형태로서 원격 교육 방식 수업
- ICT 서면 및 구술 시험에서 허용
- 과제와 시험의 디지털화 (2005~)

주요 정책

- ICT 활용
- 종이 기반 전체 프로세스 디지털화

년도

(2005 ~ 2017)

2005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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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o på dig selv- det gør vi (자신을 믿어!) 청소년 교육 개혁

- IT 및 미디어, 언어 발달 및 혁신,
기업가 정신 함양

- ‘삶을 위한 교육’

2017

출처: 덴마크 교육부: http://www.eng.uvm.dk/ 덴마크 교육 안내 포털 https://www.ug.dk/Education Policy Outlook 2015 Making Reforms Happen
http://dx.doi.org/10.1787/9789264225442-en EDUCATION POLICY OUTLOOK DENMARK
http://www.oecd-ilibrary.org/docserver/download/9115011ec021.pdf?expires=1499136710&id=id&accname=ocid41012222&checksum=0CF0D88274E57F
D5A1B0CD00D70B4B1E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2014 제3호 덴마크 진로교육 시스템 운영의 실제 및 시사점
http://210.107.249.163/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73&nTbCategorySeq=&pageIndex=5&pageCondition=5&nTbBoardArticleSeq=32001
5&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A DENMARK THAT STANDS TOGETHER
http://www.stm.dk/_p_13566.html Efterskole hompage. http://www.efterskole.dk/

- 디지털 학습 자원
- 이중언어 학생 언어 지원 및 제 2언어로 학교에서 중요 과목 수업 제공

세부실천내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법)

- 학생들 통찰력 개발
- 혁신적인 기술과 비판적 사고 개발

주요 과제

- 2016 중등 교육의
개혁(2017 적용)

주요 정책

2016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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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투자 프로그램>
- 디지털 기기와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 ‘디지털 중학교와 교육 혁신’
혁신적인 방식을 교육에 적용

- 미래투자 프로그램
- 연구/교육의 디지털화 및 혁신

2016

- 디지털 자원 지원

2015

- 교육과정 개혁

- 예술교육 개발
- 학생의 취업 및 사회 진출 위한 교육

- 우선교육지역제도 개선
- 디지털화를 통한 교육 불평등 개선

- 엄격한 학교, 평등한 학교,
공화국의 중심이 되는 학교

2014

구성
- 통합교과 중심교육
- 교직 개혁

- 기초 지식과 능력 습득을 위한

- 학습 개인화, 팀 프로젝트 개발, 다양한 교육 자료 접속, 게임을 통한
학습 등

- e-교육 교사, e-교육을 위한 모바일 디바이스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지원

- 교육부, 마이크로소프트사, 시스코사와 협력관계 체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시스템 제공
- 코딩교육 시범을 실시, 교사교육을 시행함

- ‘디지털 학교’ 공식적으로 선포 (2015년 9월 17일 대통령)

- 방과 후 과정 정보교육/ 초등학교 디지털 프로그램 교육 제공

- 디지털 교육과정 확정 (기초 공통과목)

시골 학교로 선정)

사용 개발을 위한 시범 교육 실시 (30%는 우선 교육 지역 학교, 20%는

- 교육부는 ‘디지털 중학교’ 정책과 관련해 72개 학교 지정, 디지털 교구

- 창업교육기관 PEPITE 설립

신설, 프랑스 디지털대학의 온라인 강의 플랫폼 신설
- 온라인 강의포털(http://www.france-universite-numerique.fr/) 개설
- 국립통계와 정보분석학교 빅데이터 석사과정 신설.

- 지역, 남녀 성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 교사 양성 개혁

- 교육 불평등을 해소

~

2013

- ‘디지털 중학교 제도’ 실시(2013)

세부실천내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법)

- 시간표 개혁 시범 적용(2013)
- 고등교육의 디지털화 5개년 계획을 발표함(2013)
: 18개 액션 플랜, 대학-기업 간 파트너십을 통한 디지털교육협력재단

주요 과제

2012

주요 정책

(2012 ~ 2017)

- 디지털 정책
- 연구/교육의 디지털화 및 혁신 - 디지털 자원 지원
- 초등과정 우선정책
- 미래투자 프로그램

년도

9.

부록

395

396
부정적인 효과를 확인
- 디지털 교육과 관련한 과학적 측면의
잠재력을 강화

-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여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와

주요 과제

- ‘신뢰받는 학교’ 구축 4 단계 :
- ‘학급수보다 많은 교사 임용’ 제도
다시 학교로 2017
-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
- ‘교실 다시 생각하기’를 위한
- 초중등 통합교사자격제도 개편
20가지 제안
- 빅데이터 전문가 교육 과정 개발
- 교육계에 빅데이터 활용

- e-fran 프로젝트(미래 투자
프로그램)

프로젝트

주요 정책

- 유치원~ 중등교육과정 수학, 코딩 등의 교육과정을 확대
- 정부 오픈 데이터 플랫폼 운영

- 숙제하기 방과 후 프로그램: 교사 및 대학생, 은퇴자, 시민교육 풀 활용.
- 가정에서의 미디어 교육을 위한 학부모 가이드 발간, 무료 배포함.
- 교육기관 빅데이터 석사학위 교육과정 운영 (46여 개 과정)

-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코딩교육 정규교과과정으로 실시.

(Video On Demand) 서비스. 500여개 다큐멘터리, 매거진, 애니메이션
프로그램들을 선정한 아르떼 채널.
- 모든 지역에서 디지털 중학교 조성 (2016~2017)

- 농촌 지역 중학교에 디지털 이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 디지털 중학교: 초고속/ 무선 인터넷, 전자 교탁 인프라 조성
- 디지털 교육 자료 Educ’ARTE를 구축: 교사, 학생들을 위한 VOD

- 3D를 활용한 실험 실시: 전국 3D 프린트 경연대회(2016)
- 로봇의 교육적 활용: 로봇고등학생 (robot lyceen) 프로젝트
(2014~2016)

세부실천내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법)

출처: 2017 신뢰받는 학교 구축(프랑스 교육부)
http://www.education.gouv.fr/cid117637/rentree-2017-4-mesures-pour-batir-l-ecole-de-la-confiance.html교육정책 공개( 프랑스 교육부)
http://www.education.gouv.fr/cid105124/tout-savoir-sur-l-annee-scolaire-2016-2017.html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기획기사(프랑스 교육계에서의 빅데이터
논의 동향 및 활용 사례)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54&nTbCategorySeq=&pageIndex=2&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141
99&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

2017

년도

글로벌 교육동향 연구(Ⅴ) :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

주요 과제

2017

세부실천내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법)

- 듀얼시스템: 기업 내 교육훈련과 직업학교에서의 교육훈련이 결합된
형태.
- 기업 내 직업 교육훈련: 국가에서 규정한 훈련규정(VET
직업교육훈련조례(ordinance))에 따라 운영되며, 직업학교에서의
교육훈련은 각주의 학교법 및 교육과정을 근거로 운영됨.
- 도제훈련 실시가 적합한 직종(독일은 310개 직종, 스위스는 240개
직종)을 규정하고 있음.
- 2년 과정 이수: VET 자격증(certificate), 3∼4년 과정 이수: VET
학위(diploma) 부여함.

- 듀얼시스템: 회사에서 실무를 익히고, 일주일에 1~2일은
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는 듀얼트랙.
- VET의 운영체계는 연방정부, 주(canton), 전문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의 3자 협력
- 스위스 연방 직업교육훈련기관(Swiss Federal Institute
for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FIVET) 개설·운영: VET
관련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국가역량센터.
- 직업훈련협회(Lehrbetriebsverbunde) 운영: 여러 기업체의
집합체로서 견습생을 공유하여 각 기업의 행정 및 재정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성.

- 도제훈련 기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운영
- 산업계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정착.
- 250개 직종에 대한 VET 훈련규정이 마련됨(2009~)

출처: 스위스 교육부 https://www.wbf.admin.ch/wbf/en/home.html?_organization=701
스위스 교육 국가 사무국 https://www.sbfi.admin.ch/sbfi/de/home.html?_organization=1080
스위스 직업교육 연방 연구소 http://www.ehb.swiss/

- 직업교육
- 기본교육 및 직업 기술 개발 전략 - 도제훈련 운영 직종과 자격과의 연계
-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산학협력

2014~

직업교육 트랙
도제제도
기업과 산업계의 주도적 참여
체계적인 정부지원과 관리체계

VET 훈련규정 (Vocational Education - 국가경쟁력 향상
&Training ordinance)
- 청년실업률 감소

주요 정책 방향 및 전략

(2009 ~ 2017)

-

2009~

년도

10.

부록

397

398

- 국민통합을 위한 교육정책
- 실용주의적 교육
-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

2016

- 싱가포르 미디어 융합
전략(Singapore Media
2015~
Fusion Plan)
2025
- Infocomm 2025 Media
(중장기적인 교육혁신
정책의 로드맵)

2011

iN2015 (intelligent Nation
2015) 발표

2006

세부실천내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법)

- 교육을 통한 국민통합 의식 양성
- 세계화 및 지식기반 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실용주의적 교육정책
실시

- 21세기 학습자 역량 제시(1990 후반~)
- 데이터, 첨단 통신 및 컴퓨터 기술 활용
- 지속적 실험 장려를 통한 정보통신미디어
생태계 조성
- 정보통신 미디어를 통한 사람 간 연결성

- 개인별 커리큘럼과 교수법 개발, 코딩 교육 확산, 스마트·몰입형
교육 계획 제시
- 싱가포르의 미래학교 8개교(2015년 기준)에 대한 운영 및 연구 시행
- SkillsFuture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위 과정 및 기술 습득 지원 방안
마련
- 코딩 교육 프로그램인 Code@SG 확대 실시 (2014년~)
- 스마트 교육(Smart education)을 통해서 의학, 공학 등 실습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가상 현실을 통한 실습 기회 제공

- 싱가포르 교육개발위원회(EDB): 유명 대학, 사립 형태의 대학교,
중등교육기관을 유치
- 외국 대학 분교에서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실시하는 동등한
교육과정 이수.
- 교육개발위원회는 런던패션전문대학 등 다양한 브랜드의
전문직업양성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 중국과 인도 등의 주요 거점 시장에 정보센터를 설립.

- 각 인종 고유 언어 외에 영어를 필수언어로 하여 반드시 2개 언어를
이수해야 하는 2중 언어정책 시행
- 교과 과정은 2개 언어, 수리과목 치중
- 기술 지향적 세계에 필요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고 평생 교육 강조.

- 미래학교 구축 프로젝트를 위한 교육부-민간-공공의 컨소시엄 구성
- 2015년까지 싱가포르에 15개의 미래학교를 세우는 계획 발표.
미래학교 프로젝트 (FutureSchool@Singapore) - 미래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교수적 모델의 개발, 혁신적인 학습 공간
설계,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교수도구 개발, 교육공학적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 개발

주요 과제

(2006 ~ 2025)

- 우수한 외국 학교 유치
- 교육기관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 해외 진출을 도모
- 외국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

주요 정책 방향 및 전략

년도

11.

글로벌 교육동향 연구(Ⅴ) :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

주요 과제

- 기술 변화에 따른 교육 변화 - 미래 동적 작업 공간에 필요한 기술강조
방향에 대한 비전을 ABC로 - 교육기관들은 학생들이 미래 직업에 적합한
제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 강조.

주요 정책 방향 및 전략

출처: 싱가포르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moe.gov.sg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http://sgp.mofa.go.kr/korean/as/sgp/main/index.jsp

2017

년도
- 제6차 싱가포르 국제과학챌린지(Singapore International Science
Challenge, SISC)에서 ABC 요소 강조
1) A (sense of aesthetic): 미적 감각은 인간 중심,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기술에서 중요한 요소.
2) B (ability to build): 기술에 대한 수요 또는 기술 적용 확장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구축할 수 있어야
하므로, 만들어내는 능력은 중요.
3) C (mastery of communication): 원활한 의사소통은 사용자와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ㆍ전문가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임.

세부실천내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법)

부록

399

400

2015

(OECD)

(2015~2017)
2016

2017

출처: www.oecd.org/OECD Education Policy Outlook Reforms Finder 2015, http://oecd.mofa.go.kr/OECD「Skills Outlook 2017(2017.5.5.)」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Empowering and Enabling Teachers to Improve Equity and Outcomes for All (OECD, 2017. 3), Policy Brief on the Future of Work(’16.5월), OECD 최근고용동향
(’17.1월) 등 요약본, 2016.3.3-4일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6차 교직정상회의(International Summit on the Teaching Profession)의 배경 보고서인 ｢전문적 학습과
정책 개혁을 통한 교사의 우수성 제고(Teaching Excellence through Professional Learning and Policy Reform)｣ 의 주요내용 요약본

-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적
역량: 산업이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과업의 성격에
-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의 본격적인 참여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의 특성이 달라짐.
필요한 최소 역량 습득
- 인적 역량 정책 시사점: 산업 수요에 맞는 인적 역량의
- 최근의 교육개혁 조치 중 약 16%는 교육의
- 21세기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과 정책적 지원
개발 정책, 교육훈련 혁신을 위한 국제 협력 및
질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예: 영국의
방안 마련
인적역량의 활용 개선의 범정부적 합동 대응 필요
「퓨필 프리미엄」(Pupil Premium))
- 21세기 학생과 교육에 대한 요구: 21세기
-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역량을 포함한 역량조합개발
- 취약계층 학생이나 다문화 학생 집단을 가진
세계 대응 탐색역량 개발 필요
- 성인의 학습 참여 촉진: 원격교육 제공, 형식·비형식
학교를 지원하는 정책에 우선순위 부여
-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학습 결과에 대한 인증제도 개선
- 교육개혁 조치의 약 29%는 학생들이 미래를
의사결정 능력, 의사소통, 협력 및 협업 역량, - 대학 기반 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 지원
보다 잘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신기술의 인식·탐색역량 육성 필요
- 인적 역량 최대활용: 기업의 관리운영 개선
-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 성공적 교직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
- 교원 정책: 교사의 역량이 학생들의 성취에 직접적인
training: VET)의 질과 적절성을 개선
교과 내용 및 교수법에 관한 지식뿐만
영향을 미침. 교원 양성 프로그램, 교사 전문성 향상을
- 교육개혁 조치 중 9%는 교육제도행정 개선
아니라 의사소통, 조직적 역량 및
위한 효과적 연수 지원 등이 중요
- 교육개혁 조치 중 12%는 제도수준의
자기효능감과 동기화 필요
- 교육형평성 제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취약한 학생,
개혁(예: 미국의 “최고를 위한 경쟁(Race to
이민배경의 학생, 중도탈락 위기의 학생 등 정책
- 교사의 전문성 제고 지원 정책: 초임교사
the Top”, 독일의 “Investing in the
연수 프로그램과 동료 모니터링 제공,
대상의 특성에 맞춘 정책 지원이 필요
Future(미래를 위한 투자)”)
전문성 기준 개발 과정 및 교육개혁에 교사
- 정책과제: 디지털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교육훈련,
=> 시사점: OECD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참여 등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정책, 근로 인센티브 및
학생 및 학습과 관련된 정책, 교사 역량구축
사회보장체계 개선 등 중요
정책,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정책들을
- 디지털 낙후지역 혁신능력 개선 및 일자리 창출지원을
꼽음
위해서는 고정자본 투자와 병행하여 교육, 스킬 투자
필수적

12.

글로벌 교육동향 연구(Ⅴ) :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

2015 ~ 2016

(UNESCO)

(2015~2017)

- 모두를 위한 ICT 활용 평생학습 사회
- 교육정보화 영역 실증기반 정책수립(예: 싱가포르 국립교육대학)
- 스마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ICT 활용 교육 접근성 향상 및 학습의 질 제고,
국가 간 정보격차 완화
- ICT를 통한 UN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에 관한 ‘아·태 지역 전략(Regional
Strategy)’
- 공개교육자원(Open Education Resources): 교수자, 학생, 학습자들이
교육과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무료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 및 활성화를 통한 SDG4 달성

2017

출처: http://www.unesco.or.kr/자료센터 내 2016 GEM 보고서 요약본, OECD 구조적 변화: 디지털화, 사업화, 일의 미래(’16.9.26), 교육부 보도자료 「2017 유네스코
아태 ICT 교육장관 포럼」개최.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교육에 관한 목표 4개(SDG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를 포함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DGs는 2030년까지의 발전 우선순위를 정하고 2015년에 종료된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모두를 위한 교육(EFA)를 계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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