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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안) 요약

1.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번호 기본연구과제명 과제구분
(기초/정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비 고

합계 총  건(수시포함) 기초 3/정책 13 '20 '21 '22(안) ’1.1.～10.31.

1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학교교육 유연성 제고 방안 정책 - - 45,000 ’1.1.～10.31. 이쌍철 중점

2 교사의 직무수행 변화
분석과 향후 과제 정책 - - 45,000 ’1.1.～12.31. 김혜진

3 학생의 심리정서 현황 분석 
및 교육안전망 구축 방안 정책 - - 45,000 ’1.1.～12.31. 김현진 중점

4
학습자 중심 교육 관점에서 본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제고 
방안

기초 - - 40,000 ’1.1.～12.31. 양희준

5
미래형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비
적정규모 탐색

기초 - - 45,000 ’1.1.～12.31. 김효정

6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종합 진단 및 
발전 방안

정책 - - 60,000 ’1.1.～12.31. 최정윤 중점

7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교육성과
평가방안 탐색

정책 - - 45,000 ’1.1.～12.31. 김은영

8
Ｒ＆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 체제 혁신 방안
연구

정책 - - 45,000 ’1.1.～10.31. 김미란

9
맞춤형 교육을 위한 스마트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

기초 - - 45,000 ’1.1.～12.31. 장혜승

10
평생학습체제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정책 - - 45,000 ’1.1.～10.31. 김태준

11 2주기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Ⅶ) 정책 - - 50,000 ’1.1.～12.31. 김지수 중점

12
대졸자 이행 실태 분석을
통한 고등교육 성과 제고
방안  

정책 - - 45,000 ’1.1.～10.31. 임후남 중점

13 2022 한국교육종단연구 정책 720,000 695,000 680,000 ’1.1.～12.31. 박경호

14
교육 및 데이터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지표 혁신 방안
연구

정책 - - 45,000 ’1.1.～10.31. 한효정 중점

1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2)

정책 58,000 48,000 53,000 ’1.1.～12.31. 임소현

16 수시연구사업 정책 197,000 174,000 326,000 ’1.1.～12.31. 손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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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지원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관련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합계 총  7건
'20 '21 '22안)

575,900 575,900 5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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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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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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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연구지원
- 연구기획, 예산기획 103,000 103,000 103,000 ’1.1.～12.31.

(계속)
연구기획실장
예산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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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000 126,000 126,000 ’1.1.～12.31.
(계속)

홍보실장
국제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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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보자료·전산운영 124,000 124,000 124,000 ’1.1.～12.31.
(계속)

홍보실장
지식정보화실장

2. 일반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년차)

연구
책임자 비고

합계 총 10건 '20 '21 '22안)
1,578,000 1,706,000 1,779,000

1 2022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
(세부연구: 교육시설 통계 구축 방안 연구) 300,000 219,000 200,000 ’1.1.～12.31.

(15/18)
조진일
(이상민)

2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Ⅶ)
: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120,000 84,000 73,000 ’1.1.～12.31.

(7/10) 임후남

3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Ⅹ) 64,000 46,000 46,000 ’1.1.～12.31.

(10/10) 김은영

4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III) 76,000 55,000 52,000 ’1.1.～12.31.
(2/5) 남궁지영

5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Ⅱ) - 200,000 200,000 ’1.1.～12.31.
(2/5) 최인희

6 학교 성장과 변화에 대한 10년 
연구(Ⅱ) - 115,000 100,000 ’1.1.～12.31.

(2/5) 정미경

7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 
모델 개발 - 150,000 102,000 ’1.1.～12.31.

(2/4) 서예원

8
[신규]국가수준의 교육현안 진단 
및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구축

- - 200,000 ’1.1.～12.31.
(1/3) 남궁지영

9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협력개발 연구(Ⅵ):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SDGs 범 분야 실천 전략

137,000 96,000 77,000 ’1.1.～12.31.
(6/6) 안해정 협동

10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679,000 679,000 729,000 ’1.1.～12.31.
(계속)

지식정보화 
실장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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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2년도 실행예산(안) 요약

1. 수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A]

‘22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78,479,000 70,947,110 △7,531,890 △9.6

Ⅰ. 정부출연금 19,390,000 19,585,000 195,000 1.0

1. 정부출연금 편성 19,390,000 19,585,000 195,000 1.0

ㅇ 인건비 14,515,000 14,724,000 209,000 1.4

- 정규직 11,656,000 11,839,000 183,000 1.6
- 무기계약직 2,859,000 2,885,000 26,000 0.9
- 지방이전경비(이주수당) - - - -

ㅇ 기관고유사업비 2,352,900 2,234,900 △118,000 △5.0

ㅇ 경상운영비 944,100 920,100 △24,000 △2.5

ㅇ 일반사업비 1,578,000 1,706,000 128,000 8.1

ㅇ 시설비 - - - -

2. 정부출연금 대체(△) - - - -

ㅇ 정보화사업비 연구개발적립금 대체 - - - -

ㅇ 인건비 연구개발적립금 대체 - - - -

Ⅱ. 자체수입 56,987,000 49,195,110 △7,791,890 △13.7

1. 수탁사업수입(가+나) 56,805,000 49,013,110 △7,791,890 △13.7

가. 직접비 50,961,654 42,525,594 △8,436,060 △16.6
나. 간접비 5,843,346 6,487,516 644,170 11.0
- 인건비 3,166,000 3,231,000 65,000 2.1
- 경상비 1,991,346 2,460,516 469,170 23.6
- 사업비 686,000 796,000 110,000 16.0

2. 정부대행사업수입(가+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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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자수입(가+나) 126,000 126,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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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수입(가+나) 56,000 56,000 - -

가. 직접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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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기준 : 매년 12월 이사회 기준

2. 지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A]

‘22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78,479,000 70,947,110 △7,531,890 △9.6

1. 인  건  비 17,681,000 17,955,000 274,000 1.5

2. 연구사업비 55,614,554 47,298,494 △8,316,060 △15.0

3. 경상운영비 3,081,446 3,526,616 445,170 14.4

4. 시  설  비 - - - -

5. 기      타 2,102,000 2,167,000 65,00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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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비 20,000 20,000 - -

- 사업비 36,000 36,000 - -

5. 청사 보증금 및 매각잔액 - - - -

6. 인건비 출연금 대체 - - - -

7. 연구개발적립금 출연금 대체 - - - -

Ⅲ. 전기이월금 - - - -
Ⅳ. 융자금회수 - - - -
Ⅴ. 차입금 2,102,000 2,167,000 65,000 3.1
Ⅵ. 연구개발적립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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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출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A]

‘22예산(안)
[B]

증△감
[B-A] 비   고

합 계 78,479,000 70,947,110 △7,531,890

1. 인  건  비 17,681,000 17,955,000 274,000

-2021년도 임금인상률 0.9% 적용

: 134,000천원(정규), 26,000천원(무기)

-2021년도 인력증원분(1명)

: 38,000천원

-2020년도 인력증원분(2명)

: 76,000천원

ㅇ 정규직 14,822,000 15,070,000 248,000

ㅇ 무기계약직 2,859,000 2,885,000 26,000

ㅇ 지방이전경비
(이주수당) - - -

2. 연구사업비 55,614,554 47,298,494 △8,316,060

ㅇ 기관고유사업 3,074,900 3,066,900 △8,000

- 기본연구사업 1,777,000 1,659,000 △118,000 -기관평가 관련 118,000천원 감액

․수시연구사업 197,000 174,000 △23,000 -기본연구사업비의 10%

- 연구지원사업 1,297,900 1,407,900 110,000

-연구성과 확산 자료 발간 50,000
천원 증액

-전산운영 80,000천원 증액

-국제협력사업 20,000천원 감액(1회
성 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영문홈페

이지 개선 운영·감리/유지보수를 

위한 용역비)

ㅇ 일반사업비 1,578,000 1,706,000 128,000
- KEDI 학생역량조사연구

(종료, 116,000천원)

-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
석: 학교, 가정,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 - -

-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

- - -

- KEDI 학생역량조사연구 116,000 - △116,000 - 종료

- 2021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
300,000 219,000 △81,000 - 기재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액

-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협력사업(Ⅵ)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120,000 84,000 △36,000 - 기재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액

- 2주기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ⅤI)
86,000 62,000 △24,000 - 기재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액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협력개
발 연구(V): 문해 수리교
육 실천 전략

137,000 96,000 △41,000 - 기재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액

-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

고 전략 탐색 연구(IX)
64,000 46,000 △18,000 - 기재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액

-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II)
76,000 55,000 △21,000 - 기재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액

- 한국교원종단연구 - 200,000 200,000 - 신규

- 단위학교의 성장과 변화 - 115,000 115,000 - 신규



- 12 -

- 국제기구협력형 글로벌 e-
융합모델 구축기초연구

- 150,000 150,000 - 신규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679,000 679,000 -

ㅇ 수탁용역사업비 50,961,654 42,525,594 △8,436,060

ㅇ 정부대행사업비 - - -

3. 경상운영비 3,081,446 3,526,616 445,170
-공동어린이집 운영비 감액

: 24,000천원(출연금)
-자체자금 특이소요 증액: 469,170천원

ㅇ 기본공과금 1,306,427 1,655,450 349,023

ㅇ 자산관리유지비 919,984 936,769 16,785

ㅇ 인력관련경비 135,562 162,662 27,100

ㅇ 기타운영비 719,473 771,735 52,262

4. 시  설  비 - - -

5. 기      타 2,102,000 2,167,000 65,000

ㅇ 차입금 이자 상환 2,102,000 2,167,000 65,000



Ⅰ. 기관운영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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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관운영

1. 기관의 목적 및 사업

양식 EP01

○ 기관의 목적 가. (정관 제2조)

한국 교육이 당면한 제반 문제 해결과 미래 교육을 위한 종합적·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혁신적 교육체제를 개발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함.

○ 기관의 사업(주요 기능) (정관 제4조)

1.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2. 교원, 교육재정, 교육시설·환경에 관한 연구·개발

3. 원격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4. 글로벌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개발

5.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6. 교육조사․통계에 관한 연구․개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연구성과 확산,

공동연구, 수탁, 진단·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부대사업 또는 기타 개발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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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환경 분석 및 연간 기관운영 목표

1) 내·외부 환경 분석
□ 내부역량, 외부 환경 등을 고려한 SWOT 분석

대내적 측면

대외적 측면

강점(S) 약점(W)

1. 유·초·중등, 고등, 평생 교육을

아우르는 축적된 연구 역량 및

전문성 확보

2. 데이터의 생성·축적에 기반한

실증연구 토대 구축

3. 국내외 교육 네트워크 허브

기능 수행

4. 효율적 연구행정 체계 구축

1. 과도한 정책 사업 수행

2. 세분화된조직으로인한구성원간

연계·협력 제약

3. 생애주기를 고려한 직원 전문성

개발 시스템 미비

4. 지방이전으로 인한 인력 확보

측면에서의 한계

기
회
(O)

1. 팬데믹 시기 교육의 사회적

역할·기능에 대한 재조명

2. 교육 거버넌스 개편과

초중등교육의 분권화 이행

3. 글로벌화된 교육정책의 장

형성

4. 초연결사회 도래에 따른

데이터 기반 과학적 연구

필요성 증대

[SO전략] 강점기반 기회활용 [WO전략] 약점보완 기회활용

1. (S1+S3+O1+O2)
학습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 교육 연구 강화

2. (S3+O3)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연구 협력 강화

3. (S2+O4)
데이터 기반 과학적 교육정책
연구 활성화

1. (W1+O1)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강화

2. (W1+W2+O1+O2)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 강화
및 성과 확산 활성화

위
협
(T)

1.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 관리

필요 증대

2. 임팩트 있는정책연구에

대한국가사회적요구증가

3. 교육 연구기관 분화로인한

KEDI의 차별적역할요구

증대

4. 사회적 복잡성 심화에 따른

교육 난제 대두

[ST전략] 강점기반 위협대처 [WT전략] 약점보완 위협회피

1. (S3+T1+T4)
주요의제정책화를위한
소통협력 네트워크 강화

2. (S1+S4+T2+T3)
정책 수요 기반의
연구 기획 및 관리 체계화

1. (W2+T2+T3)
상호 존중과 소통 기반의
협력적 조직 문화 조성

2. (W3+W4+T3+T4)
직원의 경력단계별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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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OT 분석에 따른 경영목표 도출

2) 연구 환경 분석

□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 전략, 과제 구체화 요구 증가

  ○ COVID-19 팬데믹 이후 모든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 나은 배움을 조장하는 

교육체제를 설계하고 현 체제를 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과제와 전략 제시가 요구됨. 

  ○ 모든 학습자를 위한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환점이 될 만한 핵심 이슈의 

명료화와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기존 교육체제를 둘러싼 이해관계 분석과 

미래교육체제로 전환을 위한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미래교육을 향해 혁

신의 시도와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현장 분석과 시사점 도출 등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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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수집과 관리에서 데이터 연결과 분석으로 전환 필요성 증가

  ○ 한국교육개발원은 공식적인 국가교육 승인 통계 생산 기관으로 교육 관련 데이터

를 수집‧관리하며 필요한 통계를 생산해 왔음. 이러한 토대를 기반으로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에 더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여러 부처, 연구기관에 산재된 교육 관련 데이터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방성‧연
결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고 교육정책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주체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데이터들의 연결을 통해 우리 사회 교육 

현실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 현 교육체제에 대한 데이터 기반 심층적 분석, 현 체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에 대

한 실증 분석, 지역 수준의 다양한 데이터 분석, 국제 데이터와의 비교 등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는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체제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임.

□ 협업, 융합적 접근 필요 증가

  ○ 성장 위주의 개발이 진행되던 산업화 시대에 형성되었던 사회 체제를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은 특정 부문만의 일이 아님. 교육체제

의 전환을 위해서도 교육만이 아닌 노동, 복지, 보건, 과학, 문화 등 여러 분야와

의 연계와 협력이 요구됨.

  ○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분야, 영역 간 협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 예컨대 사회적 돌봄 체제

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복지, 노동 등 여러 분야와 협력을 통해 대

응해야 하며, 고등교육과 노동시장의 괴리 문제 역시 대학, 산업, 노동, 지역 등 

여러 차원에서의 연계와 협력이 요구되고 있음.

  ○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교육, 노동, 산업, 복지,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서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국민 역량을 함양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차

원적 대안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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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운영 목표

□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어젠다 선도 역할 강화

  ○ 교육에 관한 시대적 요구 및 과제 해결을 위한 대표적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의 역할 기대,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영 혁신

을 통해 모든 학습자를 위한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연구를 

강화함.

  ○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미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짚어야 할 

핵심 의제를 발굴, 이를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확산함. 현 정부 국정과제 성과 분

석과 함께 차기 정부 추진 주요 과제 제안‧실행 방안의 제안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

  ○ 교육개혁이나 혁신 의제로 논의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변화를 거두기 어려웠던 난

제들에 대한 심층 분석과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를 강화함. 대체로 이러한 의제

는 기존 체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안정화되어 있거나 이를 혁신하고자 할 때 갈

등이 초래될 수 있는 것들임. 의제를 둘러싼 이해관계 분석, 갈등 조정과 관리 방

안 등에 대한 심층 연구를 강화함.

□ 연구기획 혁신 및 연구 성과 확산 

  ○ 연구 기획 혁신을 위해서는 주요 동향 분석과 미래 전망, 교육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들과의 소통, 교육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전문가와의 

소통 등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육 현상과 문제를 교육에 한정해 보기

보다 타 분야와의 관련성, 융합적 접근을 통한 정책 시너지 등에 대한 종합적 접

근이 필요함. 

  ○ 여론 주도층, 관료나 전문가 이외에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하거나 내는 데 잘 들리

지 않는 집단의 의견, 제안에도 귀를 기울여 교육 의제화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하

고 모든 학습자를 위한 교육체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

  ○ 연구성과, 교육현장 혁신 성과 확산을 위해 보고서 외 카드뉴스, 영상자료 등 연

구 산출물의 유형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채널을 확보하

여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며 시민참여 연구 제

안 통로를 확대하는 등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환류 체계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조직역량 혁신 및 협력적 조직 문화 형성

  ○ 조직 구성원의 세대가 교체되는 시기에 새로운 세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개

방적 소통과 협력적 문화를 조성함.

  ○ 소통 활성화와 협력적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부서 및 실‧센터 간 의사소통을 확

대하고, 기관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기회 확대와 관련 정보의 원활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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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도 함. 아울러 직종 간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해 어울림

과 협력이 활성화되는 체계를 구축함.

  ○ 조직 역량 강화를 개별 구성원에 위임하기보다 원 차원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중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함. 모든 구성원을 평생학습자로 대우하며, 

직종별‧생애주기별, 전문 영역을 고려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함. 

□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역할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 2022년 개원 5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기관 설립 이후 50년 간 한국교육개발원의 

역할 및 성과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시대 전환기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

할 및 정체성을 구성원들과 함께 재정립하고 공유함.

  ○ 국내·외 중장기 정책 환경 변화 양상과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한 기대 역할을 분

석하여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에 따른 추진 전략 및 이

행 계획을 구체화하여 교육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역량을 제고함.

□ 기관장 경영목표 및 추진 전략

경영목표 추진전략

Ⅰ

(연구)

뉴노멀 시대

교육혁신을 이끄는

정책 연구 강화

 Ⅰ-1.  학습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 교육 연구 강화

 Ⅰ-2.  데이터 기반 과학적 교육정책 연구 활성화

 Ⅰ-3.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연구·협력 강화

Ⅱ

(서비스 / 성과제고 확산)

연구 기획 성과 확산

체계 강화

 Ⅱ-1.  정책 수요 기반의 연구 기획 및 관리 체계화

 Ⅱ-2.  주요 의제 정책화를 위한 소통 ‧ 협력 네트워크 강화

 Ⅱ-3.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 강화 및 성과 확산 활성화

Ⅲ

(조직 / 경영)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경영혁신

 Ⅲ-1.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Ⅲ-2.  상호 존중과 소통 기반의 협력적 조직 문화 조성 

 Ⅲ-3.  직원 경력단계별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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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기관 관련 국가적 정책과제

□ COVID-19 이후 교육의 역할 재정립 요구 증대

○ COVID-19 팬데믹 시기 유초중등 공교육의 역할 기능을 돌아보는 계기가 됨. 사

회적 학습의 장으로서 학교교육의 대체불가성을 확인하였으며, 여타 제도가 불비

한 상황에서 학교의  역할 확대 요구가 커짐에 따라 공교육의 역할에 대한 재조

명 재정립 요구가 커짐.

○ 위기 상황에서 디지털 네이티브 학습자의 적응, 교사들의 다양한 혁신 시도 등을 

보며  개별 학습자의 필요나 요구에 적응하는 교육체제로의 전환의 필요성, 가능

성을 확인함.

○ 고등교육 영역에서도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혁

신, 지역 산업과의 연계 협력 강화, 평생학습을 위한 유연성 확대 등의 역할 변화 

요구가 커짐. 또한 학생수 감소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증가하며 

이에 대한 대응 요구도 확대됨.

○ 기후위기,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글로벌 의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글로벌 의제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교육격차 완화 및 공교육의 책임성 요구 증대

○ 노동시장의 격차, 자산 소득 격차 등의 현상은 COVID-19 팬데믹 이후 더욱 심화

됨. 사회계층 격차 심화, 양극화 경향은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에서의 격차 

심화 현상을 낳고 있음.

○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집단, 중하층 집단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

황에서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가 현실로 드러남. 교육격차 완화는 공교육이 

모든 학습에게 기본 학습 역량을 보장해 주는 책임성 강화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 공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변화

된 집단, 불리한 집단을 위한 개별화된 양질의 교육과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체제의 대응 필요성 증대

○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 감소, 사회보장 부담 증가, 지역불균형 등의 사

회적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체제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양질의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고 공동체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체제에 대한 요

구,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제 유연화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여러 차례 

이직과 전직을 해야 하는 성인 학습자,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령 학

습자를 위한 교육체제의 대응도 필요해짐.

□ 미래교육의 전환을 위한 데이터의 뒷받침 요구 증가

○ 압축 성장이 이루어지던 산업화 시기에 구축된 표준화된 교육체제에 대한 불만은 

탈산업화,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커지고 있음. 성장과 개발 위주 시대의 각자 도

생 풍토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 더 나은 교육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음. 이러

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헤아리고 현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며 변화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요구가 커짐.

○ 정부에서도 정책 개발을 위하여 행정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과 학습이 증가하면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연구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

양식 EP05



Ⅱ. 사업추진 방향

Ⅱ. 사업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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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추진 방향

1. 2022년도 사업목표

 

□ 학습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교육 연구 강화

○ 모든 학습자를 위한 혁신적 교육체제 연구 선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대응, 기후 위기 대응, 학습자 맞춤형 교육, 학제 유연화, 그린스마트 스쿨, 고등

교육 혁신, 세대 연구, 거버넌스 전환 등 미래 의제 중심 연구 수행

○ 융복합 협동연구 관련 제도 개선, 기획·발굴 및 수행: 교육안전망, 교육재정, 지역

대학발전, 학교-지역 사회 연계 관련 연구 기획 및 수행 

○ 교육정책의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 기획·발굴 및 수행: 미래형 교원양성체제, 한계

대학 대응, 교육격차 해소 관련 연구 수행

○ 교육정책과 정책연구의 선순환 기능 강화: 새 정부 교육분야 주요 정책과제 제시

및 교육혁신 현장 연구 수행

□ 데이터 기반 과학적 교육정책연구 활성화 

○ 증거 기반 교육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셋 구축 및 운영: 교육주체별 핵심 

데이터 셋 구축 조직 및 인력 구성, 학생 단위 핵심 데이터 셋 개선, 교육 분야 

공공 데이터와 KEDI 데이터 간 연계 가능성 탐색

○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 연구데이터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예산 계획 수립, 연구데이터의 통합적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기획

○ 혁신적 데이터 분석 정책연구 활성화: 혁신적 데이터 분석 연구의 방법론 중심 

연구 성과 공유, KEDI 데이터 셋 활용 연구 수행, 공공데이터 연계 잘 활용 연

구 수행

□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연구·협력 강화

○ 글로벌 교육 의제 연구 협력 활성화: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글로벌 

교육 의제 연구 추진, 글로벌 교육 의제 이행을 위한 전략 제시, 국제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 추진, 국제 공동연구 성과 분석 및 연구세미나 개최

○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선도: 중점협력국가와의 여아교육 및 기초교육 분야 개

발협력 연구·사업 추진, 개도국 연수·컨설팅 등 교육개발협력 연구·사업 수행,

기초교육 분야 개발협력 논의를 위한 네트워크 참여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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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업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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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연구·사업 추진

□ 뉴노멀 시대 교육혁신을 이끄는 정책 연구 강화

○ 학습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 교육 연구 강화

○ 데이터 기반 과학적 교육정책 연구 활성화

○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연구·협력 강화

□ 정책 수요 기반의 연구기획·성과 확산 체계 강화

○ 정책 수요 기반의 연구 기획 및 관리 체계화

○ 주요 의제 정책화를 위한 소통·협력 네트워크 강화

○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 강화 및 성과 확산 활성화 

3. 연구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가. 선정기준

  □ 경영목표 수립 및 전사적 SWOT 분석을 통한 연구사업 중점 추진 방향 설정

   ○ 신임 원장 취임에 따른 기관 차원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 하위조직별 SWOT 분석을 통한 연구영역별 중점 추진방향 설정

  □ 정책 환경 및 수요에 기초한 연구과제 발굴·선정

   ○ 「연구사업운영규정」에 근거한 원 주도 정책연구협의회 구성·운영

   ○ BH, 국가교육회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의 통로 구축

   ○ 다양한 국민 정책제안 통로*를 통한 대국민 대상 수요 조사 확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모니터단(전문직 및 교원), 학생

및 학부모정책모니터단(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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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발굴·선정 기준

◦기관 설립 목적·기능 부합성 및 기관장 경영목표·실천과제 연관성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 관련성

◦정책 수요자의 의견 반영 정도

◦국민 삶의 질 개선과 미래 사회 변화 선도 정도

◦국가·사회적 발전 및 현안 이슈 반영 정도

나. 선정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정책 환경
분석 및
연구
방향․주
제 설정

➩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

정책
환경․
수요에
기초한
과제
공모

➩
원내외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한 연구
과제 선정

➩

선정
과제에
대한
정부부처
관계자
의견 반영

➩
선정
과제
사업계
획서
수립

유관기관 대상
수요조사

대국민 대상
수요조사

연구기획(분과) 연구과제발굴(분과) 연구과제선정(분과)

※ 연구기획-연구과제발굴-연구과제선정을 위한 연구사업기획심의원회 내 분과 구성

1) 정책 환경 분석 및 연구 방향․주제 설정

□ 기관장 경영목표 및 추진 전략에 따른 연구 추진 방향 설정

□ 대내외 정책 환경 분석에 따른 영역별* 연구 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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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추진 전략 및 과제 등 설정

□ 연구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한 연구 추진 방향 및 계획 정교화

2) 정책수요자 대상 수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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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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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교육학회 및 25개 분과학회 대상 수요 조사(제안서 접수)

□ 대국민 대상 정책제안방을 통한 상시 수요 조사(제안서 접수)

3) 정책수요에 기초한 원내 연구 과제 발굴·제안

□ 정책 환경 분석 및 정책수요자 수요 조사 결과 공유*를 통한 원내 연구 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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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수요자 대상 수요 조사 결과를 영역·주제별로 범주화하여 제공하고, 이를 적극 

고려한 연구 과제 제안 요청

4) 다양한 원내외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한 연구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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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연구 제안자 발표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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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한 자문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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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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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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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중점연구 포함) 선정* 및 원장 보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과제

5) 선정 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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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연구사업기획심의위원회(소위원회) 최종 검토(심의) 및 원장 보고 후 제출

□ 연구수요조사 반영결과

수요조사방법
제안기관 및 내용

발굴 과제명 예산(천원)
제안기관 내용

(‘21.2.4.~2.9.)
상반기 원외 수
요조사 실시(1차)

시도교육청

중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원 전

문성 강화 방안 

교사의 직무수행 변화 
분석과 향후 과제

45,000

소규모 학교 학생의 진로교육 선택권 

보장 방안 학습자 중심 교육 
관점에서 본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제고 
방안

40,000혁신학교가 학생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

농어촌 소규모 학교 중학생 적정학력 

책임지도 방안

(‘21.5.7.~5.17.)
상반기 원외 수
요조사 실시(2차)

교육부

정교사(1급) 자격연수 평가체제 개편에 

대한 교육현장의 변화 및 활용방안 연구

교사의 직무수행 변화 
분석과 향후 과제

45,000

교육분야 지방보조금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미래형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비 
적정규모 탐색

45,000

시도교육청

초․중등 학생이 갖춰야 할 적정학력

에 대한 연구

학습자 중심 교육 
관점에서 본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제고 
방안

40,000

중학생 자기주도학습력 신장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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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 관련 과제 발굴 반영

수요조사방법
제안기관 및 내용

발굴 과제명 예산(천원)
제안기관 내용

(21.04.08.)
2020 한국교육여
론조사 학부모 의
견 분석

학부모

여론조사

지방대학 육성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종합 진단 및 발전 
방안

60,000

대학혁신 지원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교육성과 
평가방안 탐색

45,000

(‘21.5.10.~5.17.)
교육정책네트워크
학교현장자문단 
수요조사 실시

미래교육 및 AI, 원격교육 제도 및 현황 
관련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학교교육 유연성 제고 

방안
45,000

교원(제도, 전문성)관련
교사의 직무수행 변화 

분석과 향후 과제
45,000

심리정서 지원 관련
학생의 심리정서 현황 

분석 및 교육안전망 구축 
방안

45,000

(21.6.16.)
교육부-교육정책
협의회

기초학력 지원 관련 제안

학습자 중심 교육 
관점에서 본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제고 
방안

40,000

◦ 코로나 전후 객관적 진단을 위한 실태 조사 제안 

- 디지털 리터러시 및 인프라를 활용한 원격교육의 

변화 및 격차 조사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학교교육 유연성 제고 

방안
45,000

◦ 코로나 전후 객관적 진단을 위한 실태 조사 제안

 - 사회정서, 신체, 정신건강 등의 측면에서 연구기

관의 객관적 조사 필요, 학생건강회복 등 진단 

내용 보완을 위한 담당과와 협력 필요

학생의 심리정서 현황 
분석 및 교육안전망 구축 

방안
45,000

(‘21.7.1.)
연구기획자문위
원회 개최

대학원교육
Ｒ＆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 체제 혁신 

방안 연구
45,000

온오프 교육 융합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학교교육 유연성 제고 
방안

45,000



4. 중점연구사업

1) 선정기준

○ 정부의 교육정책 지원과 2022년도 사업목표 및 연구사업 운영방향에 대표적으로 

부합하고 있는 연구사업 선정

○ 미래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교육적 대처를 위한 중장기 연구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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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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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대표 연구사업 선정

2) 중점연구사업 요약

양식 EP12

번호
중점연구사업명

중점연구사업 요약

1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학교교육 유연성 제고 방안

□ 교육과정 운영, 수업, 평가 등 학교교육 주요 영역에 있어 디지털 기술

적용·활용 방향 제시

ㅇ 디지털 기술이 학교교육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목적, 대상, 방법을 제시

ㅇ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른 쟁점과 이슈 분석

- 디지털 기술 도입 및 시스템 구축에 따른 주요 이슈와 쟁점 도출

(평가, 성적산출, 교육과정 이슈,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등)

ㅇ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교교육 유연화 방안 및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ㅇ 학교교육 주요 영역 별 디지털 기술 사례 및 도입 가능성 분석

ㅇ학교교육 주요 영역별 디지털 기술 활용 시나리오 개발

ㅇ 디지털 기술을 학교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요 영역별

시나리오 개발

ㅇ 디지털 기술 도입에 따른 쟁점 분석

ㅇ 디지털 기술 도입 방안 및 법적 제도적 정비 방안 제시

2

학생의 심리정서 현황 분석 및 교육안전망 구축 방안

□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증적 
자료에 근거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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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P12

번호
중점연구사업명

중점연구사업 요약
  ○ 학생들의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개인-가정-또래-학교-

사회적 주요 영향 요인)을 밝히고, 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실태 결과에 기반하여 잠재적으로 

심리정서에 취약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에도 목적이 있음. 나아가 교육체제 안에서 이들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교육안전망 연계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임.

□ 주요 연구내용
○ 학생의 심리 정서적 주요 요인 추출 및 개념화 
○ 심리 정서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학교, 가정의 주요 요인 추출

  ○ 학생의 심리 정서적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

  ○ 학생의 심리정서 함양을 위한 시사점 도출 

  ○ 학교 안팎의 교육안전망 구축 현황 분석 및 과제 도출

  ○ 교육안전망 연계 방안 마련

3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종합 진단 및 발전 방안

□ 지방대학의 대내외 현황 분석에 기반한,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과 강약점
을 진단하고 지난 20여 년 간 추진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성
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지방대학의 종합적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 지방대학에 공통된 위기와 문제점 도출뿐만 아니라 개별 지방대학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적 상황과 강약점, 지방대학 지원 정책을 통해 

축적한 혁신의 성과 등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방대학 발전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지방대학의 대내외 현황 분석

  ○ 지방대학의 외부 여건 분석  

  ○ 지방대학의 교육 및 연구 현황 분석

  ○ 대내외 현황 분석에 기반한,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 및 문제점 진단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성과분석 

  ○ 지방대학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수요자 요구 분석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 도출

4

2주기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Ⅶ)

□ 남북한 평화공존 시기 또는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청소년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도출 

□ 사회적 약자인 북한배경청소년들의 교육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교
육지원정책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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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P12

번호
중점연구사업명

중점연구사업 요약
□ 주요 연구내용  
○ 2주기 북한배경청소년 패널의 학교와 사회 적응 양상 및 교육적 성장 

양상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북한배경청소년

들의 학교와 사회 적응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 분석 

  ○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북한배경청소년들의 삶의 양상에 대한 조

사를 통해 그들의 한국사회 정착과 교육적 성장에 관련된 주요 함의

를 연구 분석

 ○ 2주기 북한배경청소년 패널의 문화적 적응 양상 및 사회통합 양상에 대

한 연구 분석

 ○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북한배경청소년들의 문화적응 양상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그들의 한국사회 통합에 대한 연구 분석

5

대졸자 이행 실태 분석을 통한 고등교육 성과 제고 방안  

□ 대졸자 취업통계 자료를 비롯한 통계 자료의 연계 분석 등을 통해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대학 교육의 노동시장 
이행 효과(성과)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함.  

□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대졸 청년층의 이행 실태 분석 
 ○ 대졸자의 졸업 현황 및 주요 현안 분석 

○ 대졸자 진학 및 취업 현황 분석 
 ○ 대졸자 노동시장 이행과 대학 교육의 관계 (효과성, 효율성) 분석 

○ 대졸자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및 방안  

6

교육 및 데이터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지표 혁신 방안 연구

□ 최근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개선・개발이 요구되는 교육지표 
영역을 규명하고, 그러한 교육지표 산출을 위해 요구되는 기존 및 새로
운 유형의 데이터를 탐색하여 교육지표를 시의성있고 혁신적인 방향으
로 개발・개선・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포스트 코로나19, 새로운 교육 아젠다 등장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개선・개발이 요구되는 교육지표 영역 규명 

 ○ 데이터 환경 변화에 부응한 교육지표 개발・개선・관리 방안 탐색

 ○“교육 디지털 전환 지표”, “학생 자기주도성 지표” 등 개발・개선・
관리 방안 탐색

 ○ 그 외 새로이 요구되는 교육지표 개발・개선・관리 방안 탐색

 ○ 교육지표 시범 산출 및 국가교육지표 내 활용 방안 제안



Ⅲ. 2022년도 사업개요

Ⅲ. 2015년도 사업개요



- 34 -



- 35 -

Ⅲ. 2022년도 사업개요

1.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1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학교교육 유연성 제고 방안
○ 학교교육의 주요 영역(수업, 교육과정운영, 평가 및 학습 분석)별 디지털 

기술의 적용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쟁점과 이슈(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관리 주체 등),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함.

2

교사의 직무수행 변화 분석과 향후 과제
○ 최근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의 직무수행 내용과 방식, 그리고 교

직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증자료를 분석하여 진단함. 이를 위

해 중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수집한 TALIS 2013, 2018의 자료와 2022년 

동일 조사문항으로 수집한 자료의 세 시점 비교‧분석을 실시함

○ 미래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상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함

3

학생의 심리정서 현황 분석 및 교육안전망 구축 방안
○ 학생들의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개인-가정-또래-학교-사회

적 주요 영향 요인)을 밝히고, 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체계적 지원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실태 결과에 기반하여 잠재적으로 심리정서에 취

약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음. 

나아가 교육체제 안에서 이들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실효

성 있는 교육안전망 연계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임.

4

학습자 중심 교육 관점에서 본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제고 방안
○ 교육의 형평성 및 수월성 개념과 정책적 실천에 대한 성찰

○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관점에서 학생의 학업성취 현황에 대한 다각적 

분석

○ 변화된 상황 속에서의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개념 재정립과 그에 기초

한 교육 정책 방안 정초 

5
미래형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비 적정규모 탐색
○ 대규모 정책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비 적정규모 추정을 위해 새로운 

분석 모델의 탐색ㆍ개발, 이에 따른 적정수준 분석 추진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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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 초중등교육비 재정소요의 증액 또는 추가확보가 아닌 미래형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투자로서 초중등교육비 적정규모 수준 분석과 지출 우선순

위 검토 

6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종합 진단 및 발전 방안
○ 지방대학의 대내외 현황 분석에 기반한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과 강약점

을 진단하고 지난 20여 년간 추진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성과

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지방대학의 종합적 발전 방안 제안

○ 지방대학에 공통된 위기와 문제점 도출뿐만 아니라 개별 지방대학이 갖

고 있는 다양한 문제적 상황과 강약점, 지방대학 지원 정책을 통해 축적

한 혁신의 성과 등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방대학 발전 방안 제시

7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교육성과 평가방안 탐색
○ 역량기반 교육과정 도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학체제 혁신방안 탐색

○ 교육과정의 개발-실행-평가 단계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대학의 학사제도 

및 조직 변화 방향 모색 

8

Ｒ＆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 체제 혁신 방안 연구
○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되는 Ｒ＆Ｄ 연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는 대학원 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와 과제를 도출함으로

써 대학원 체제 혁신 방안 제시

○ 대학원 거버넌스 운영과 대학원 재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

학원에서의 R&Ｄ 연구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제안

9

맞춤형 교육을 위한 스마트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
○ 학습관리시스템(LMS_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스마트 

데이터 구축 프레임워크 도출

○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스마트 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

10

평생학습 체제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 평생학습거버넌스 구축 혹은 혁신에 관하여 기존에 제안된 방안을 넘어

서 관련 주요 이슈 명료화와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제안

○ 미래형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 제도 개

선 및 재정 활용 및 이행 방안 마련

11

2주기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Ⅶ

○ 남북한 평화공존 시기 또는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청소년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정책 도출

○ 사회적 약자인 북한배경청소년들의 교육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지원정책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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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지원사업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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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대안 제시

○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올바른 교육여론 형성과 한국 교육의 긍정적 미래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12

대졸자 이행 실태 분석을 통한 고등교육 성과 제고방안  
○ 대졸자 취업통계 자료를 비롯한 통계 자료의 연계 분석 등을 통해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대학 교육의 노동시장 이

행 효과(성과)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파악

○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개

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

13

2022 한국교육종단연구
○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과 성취에 대한 종단 자료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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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석

○ 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14

교육 및 데이터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지표 혁신 방안 연구
○ 최근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개선・개발이 요구되는 교육지표 영

역을 규명

○ 새로운 교육지표 산출을 위해 요구되는 기존 및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탐색하여 교육지표를 시의성있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개발・개선・관리

1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2)
○ 국민들이 우리교육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교육의 질에 대

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이나 교육정책 결정자들에게 기대

하고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아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교

육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

○ 교육 영역과 관련하여 정부가 국민과 얼마나 어떻게 소통하는 지를 확인

하고, 우리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과 그 변화 경향을 파악하여, 교

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및 개선, 교육정책 개발의 우선순위 설정 

등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개발･수립 및 발전적 실천을 지원

16 수시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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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비전 제시

○ 연구사업의 효과분석 및 포지션페이퍼 작성 방향을 모색하여 교육정책 연구·

개발에 대한 연구직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정부 정책입안 시 활용도 높은

교육정책 대안 제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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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홍보 자료 제작 및 영문 홈페이지 운영

○ 국외 기관 관계자 및 외국인 방문단 접견

○ 원내 임직원 해외 학술활동 지원

○ 원내 구성원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한 직원 장기 해외 연수

○ KEDI-UNESCO Bangkok 아 태지역 교육전문가 세미나

○ 해외협력기구와의 연구 및 교류

3

OECD 장기적국제협력사업

○ OECD 교육관련 연구사업 과제발굴

○ OECD교육연구사업 국가주관기관으로서 OECD 에 참여하고 있는 각 사  

업별 관련 의제 및 대응방안 분석

○ OECD 교육정책위원회 및 교육연구혁신센터 정례회의 참석을 통한 한국  

의견 개진, 국제사회 동향 파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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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사회적 영향력 증대

○ 연구지원 활성화로 교육연구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 원외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연구서비스

제공 강화

○ 재정 확보·지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연구지원 강화

5

 학술지 발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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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DI 뉴스레터」, 「KEDI Brief」, 「카드뉴스」 발간 및 배포

○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발간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교육계 주요 정책 및 현안, 이슈, 쟁점 등에 관한 국내외 동향분석

자료 제공

○ 연구직원의 연구 역량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지원 등

6
 대외지원·홍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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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반사업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보고서, 자료집, 간행물 등으로 제작하여 고객중심 맞춤정보서비스 실시

○ 연구성과 언론보도 모니터링 실시를 비롯하여 언론대응을 통한 이슈 및 

위기 관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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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지원과 연구경쟁력 극대화 기반체제 구축

○ 연구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및 정보수요예측을 통한 연구·사업정보서비

스 최적화와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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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요의 Bridge 역할 강화

○ 본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행정의 지속적인 정보화를 통하여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관 경쟁력 강화

○ 전산 인프라 환경 개선 및 원내 전산시스템의 통합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극대화된 최적의 연구 환경 구축

번호  
과제명

개  요

1
2022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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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Ⅶ):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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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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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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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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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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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동연구사업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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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개발협력 과제를 포괄적 구상의 중장기 실천계획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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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과제명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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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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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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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학교 성장과 변화에 대한 10년 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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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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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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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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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가수준의 교육현안 진단 및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구축

○ 교육이슈 및 현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신속한 교육여론 파악과 공
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상시 조사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다. 패널사업

 라. ODA사업

   

마. 정보화사업

 

 바. 시설사업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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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한 위탁 운영 방식으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해당사항 없음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해당사항 없음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해당사항 없음



Ⅳ. 사업계획 총괄표

Ⅳ. 사업계획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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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계획 총괄표

1.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나. 연구지원사업
양식 EP21 ( 단위 : 천원 )

번호 연구관련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합계 총 7건 575,900 - -

1 교육정책포럼 및 연구 콜로키움 운영 25,000 ‘1.1.∼’12.31. 연구기획실장

2 국제협력사업 118,000 ‘1.1.∼’12.31. 국제협력실장

양식 EP20 ( 단위 : 천원 )

번호 기본연구과제명
과제구분

(기초/정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합계 총 16건(수시포함)
기초 3건,

정책 13건
1,659,000 - -

1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학교교육
유연성 제고 방안

정책
(중점)

45,000 ’1.1.～10.31. 이쌍철

2 교사의 직무수행 변화 분석과 향후
과제 정책 45,000 ’1.1.～12.31. 김혜진

3 학생의 심리정서 현황 분석 및
교육안전망 구축 방안

정책
(중점)

45,000 ’1.1.～12.31. 김현진

4 학습자 중심 교육 관점에서 본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제고 방안 기초 40,000 ’1.1.～12.31. 양희준

5 미래형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비 적정규모 탐색 기초 45,000 ’1.1.～12.31. 김효정

6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종합
진단 및 발전 방안

정책
(중점)

60,000 ’1.1.～12.31. 최정윤

7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교육성과 평가방안 탐색 정책 45,000 ’1.1.～12.31. 김은영

8 Ｒ＆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
체제 혁신 방안 연구 정책 45,000 ’1.1.～10.31. 김미란

9 맞춤형 교육을 위한 스마트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 기초 45,000 ’1.1.～12.31. 장혜승

10 평생학습체제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정책 45,000 ’1.1.～10.31. 김태준

11 2주기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Ⅶ)

정책
(중점)

50,000 ’1.1.～12.31. 김지수

12 대졸자 이행 실태 분석을 통한
고등교육 성과 제고 방안  

정책
(중점)

45,000 ’1.1.～10.31. 임후남

13 2022 한국교육종단연구 정책 680,000 ’1.1.～12.31. 박경호

14 교육 및 데이터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지표 혁신 방안 연구

정책
(중점)

45,000 ’1.1.～10.31. 한효정

1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2) 정책 53,000 ’1.1.～12.31. 임소현

16 수시연구사업 정책 326,000 ’1.1.～12.31. 손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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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사업

 가. 일반사업

나. 협동연구사업

양식 EP21 ( 단위 : 천원 )
번호 연구관련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3 OECD 장기적국제협력사업 58,000 ‘1.1.∼’12.31. 국제협력실장

4 교육연구지원
- 연구기획, 예산기획 103,000 ‘1.1.∼’12.31.

연구기획실장
예산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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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000 ‘1.1.∼’12.31.
홍보실장

국제협력실장

6 대외지원·홍보 21,900 ‘1.1.∼’12.31. 홍보실장

7 정보자료·전산운영 124,000 ‘1.1.∼’12.31. 지식정보화실장

양식 EP23 ( 단위 : 천원 )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년차)

연구
책임자 비고

합계 총 1건 77,000 - -

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협력개발 연구(Ⅵ) 77,000 ’1.1.～12.31.

(6/6) 안해정

양식 EP23 ( 단위 : 천원 )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년차)

연구
책임자 비고

합계 총 8건 973,000 - -

1 2022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
(세부연구: 교육시설 통계 구축 방안 연구) 200,000 ’1.1.～12.31.

(15/18)
조진일
(이상민)

2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Ⅶ)
: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73,000 ’1.1.～12.31.

(7/10) 임후남

3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Ⅹ) 46,000 ’1.1.～12.31.
(10/10) 김은영

4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Ⅲ) 52,000 ’1.1.～12.31.
(3/5) 남궁지영

5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Ⅱ) 200,000 ’1.1.～12.31.
(2/5) 최인희

6 학교 성장과 변화에 대한 10년 연구(Ⅱ) 100,000 ’1.1.～12.31.
(2/5) 정미경

7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 모델 개발 102,000 ’1.1.～12.31.
(2/4) 서예원

8 [신규]국가수준의 교육현안 진단 및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구축 200,000 ’1.1.～12.31.

(1/3) 남궁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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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화사업

양식 EP23 ( 단위 : 천원 )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년차)

연구
책임자 비고

합계 총 1건 729,000 - -

1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729,000 ’1.1.～12.31.
(계속)

지식정보화
실장



Ⅴ. 단위사업계획서

Ⅴ. 단위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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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고유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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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연구사업

가. 기



(1)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학교교육 유연성 제고 방안

▣ 연구책임자

   ○ 이쌍철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학습 분석 기술의 발달, 원격교육 확대,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디

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중심 개별화 교육, 학습 결과 디지털화 및 학습

분석, 온라인교육을 활용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플립러닝 등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혁신 등이 그 예임.

○ 디지털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 어떤 형태로 적용·활용될 수 있는지, 그 에 따른 

이슈와 쟁점(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관리 주체 등)은 무엇인

지,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이제 사직

단계에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의 주요 영역(수업, 교육과정운영, 평가 

및 학습 분석)별 디지털 기술의 적용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쟁점과 이슈,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연한 학교교육 체제에 대한 관심 증대

  ㅇ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 등 소위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핵심 기술은 

일과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고 있음

  ㅇ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알트

스쿨, 칸랩스쿨, 미네르바 스쿨 등)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들은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학습 평가 및 진단 등에 있어 혁신을 시도하고 있음. 

 □ 교육환경 변화(코로나 19, 고교학점제 등)와 디지털 기술의 활용 확대

  ㅇ 한국 역시 코로나 19를 계기로 원격교육과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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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 과정에서도 

디지털기술(원격교육)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ㅇ 정부 역시 지난 6월 ‘미래교육 체제 추진단’ 신설을 통해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학교교육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하고 있음.

 □ 디지털 기술 활용 방향 설정 및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ㅇ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것과는 달리, 실제 학교현장에서 디지

털 기술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활용 할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한 합의

는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해 정책입안자, 연구자, 현장 교사들은 각기 다른 미래

상을 상정하고 있으며, 용어사용과 정책방향에 대한 혼란이 증대되고 있음.

  ㅇ 더불어,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른 다양한 쟁점과 이슈(학생 평가 방법 및 활용, 교

육과정 운영 방식,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 )가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의 법적·제도적 

정비도 요구되고 있음.

▣ 연구 목적

  ㅇ 교육과정 운영, 수업, 평가 등 학교교육 주요 영역에 있어 디지털 기술 적용·활용 방

향 제시

     - 디지털 기술이 학교교육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목적, 대상, 방

법을 제시

  ㅇ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른 쟁점과 이슈 분석

     - 디지털 기술 도입 및 시스템 구축에 따른 주요 이슈와 쟁점 도출(평가, 성적산출, 교

육과정 이슈,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등)

  ㅇ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교교육 유연화 방안 및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연구명: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연구자: 손찬희 외(2019)

▪FGI: 정책 관계자, 학생, 교사
▪전문가 협의회
▪델파이 조사

▪학습분석 동향 및 사례 분석
▪중등단계 온라인 교육 현황 분석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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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 범위 측면: 학교교육의 총체적 맥락에서의 디지털 기술 적용 방안 및 이를 통

한 학교교육 유연화 방안 모색

 - 선행연구의 경우 주로 특정 주제, 영역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가령, 원격교육을 위한 독립된 사이버 학교 설립 방안, 특정 교과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AI 기술 활용 방안, 온라인교육에서의 학습분석 기술 활용 방안 등이 

그 예임.

 - 본 연구는 학교교육의 총체적 맥락에서 디지털기술의 학교교육 적용 가능성 탐색 

▪연구목적: 중등단계 온라인 교육
을 위한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체계 마련 및 이를 통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과 과제 제시

육지원 방안 제시

2

▪연구명: 사이버 고등학교 설립 
방안 연구
▪연구자: 강성국 외(2020)
▪연구목적: 원격수업 확대 및 국
가 재난 사태에 대비한 사이버
고등학교 설립 방안 제시

▪FGI: 정책 관계자, 학생, 교사
▪설문조사: 국민대상 1,500명
▪델파이 조사: 관련분야 전문가, 현
장교사, 정책 담당자 등 20명
▪해외 사례 조사

▪사이버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대
국민 인식조사
▪사이버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분석
▪사이버고등학교 설립 운영 추진체
계 및 설립 로드맵 제시

3

▪연구명: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온라인지원 시스템 발전 
방안 연구
▪연구자: 노은희 외(2020)
▪연구목적: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온라인지
원 시스템 발전 방안 제시

▪온라인지원시스템 현황 분석: 에듀
텟, 학교알리미, 학생평가 포탈 등
▪설문조사 및 요구 분석
▪해외 온라인지원시스템 분석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온라인 지
원시스템 분석
▪교사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지원시
스템 활용 양상 분석 및 요구 분
석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온라인지원 
시스템 발전 방안 제시

4

▪연구명: 학교 교육에서의 인공지
능(AI) 활용 방안 탐색
▪연구자: 홍선주 외(2020)
▪연구목적: 교육도구로서의 AI
및 ICT 기술을 교육 방법이나 
교육 환경에 적용하는 방안 탐
색

▪사례조사: AI 및 에듀테크 활용 사
례 조사(국내외 AI 기반 교육 플
랫폼과 에듀테크 서비스 사례 분
석)
▪워킹그룹 운영: AI 및 에듀테트 활
용 영어, 수학과 교수-학습 시나리
오 개발

▪AI 및 에듀테크 활용 사례 분석 
및 이들 기술을 활용한 영어과 수
학과 교수-학습 시나리오 개발
▪AI 및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 제시(AI 및 에듀테크 기반 
학교교육 체제 구축, AI 및 에듀테
크 기반 학교교육 체제 구축을 위
한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 활용)

5

▪연구명: 초중등학교 원격교육을 
위한 IT·제도 인프라 개선 방안
▪연구자: 유호석(2020)
▪연구목적: 초중등학교에서 원격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IT 및 인
프라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제시

▪해외 사례조사 ▪원격교육 IT 인프라 개선 방안으
로 1.행정망과 교육망 분리 2. 클
라우드 전환 및 Eaas 도입 3. 망
분리 교육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할인. 14세 미만 교육서비스 가입 
동의 절차 완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제시함

본 연구

▪연구목적: 학교교육 맥락(교육과
정운영, 수업, 평가 등)에서 디지
털 기술의 활용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상정하고, 이에 기반 하
여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이슈 정리 및 정책추진 방안과 
법적 제도적 정비 방안 제시

▪디지털기술의 학교교육 활용 사례 
분석
▪디지털 기술 활용 영역별 시나라
오 개발
▪시나리오별 주요 쟁점과 이슈 정
리
▪정책 추진 방안 및 법적 제도적 
정비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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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교교육 유연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함

ㅇ연구 결과 측면: 실제적 쟁점과 이슈 분석 및 법적 제도적 정비 방안 제시

 -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전통적인 면대면 중심 수업에 기반 한 학교교육 제도 및 법

령과 많은 부분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함. 선행연구들은 도입 방안과 필요성을 제시

한데 그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른 주요 쟁점과 이슈를 분석

하고, 이에 기반 한 디지털 기술 도입 방안과 법적 제도적 정비 방안을 제시함.

▣ 주요 연구내용

 □ 학교교육 주요 영역 별 디지털 기술 사례 및 도입 가능성 분석

   ㅇ 현재 시도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학교교육 적용 사례 분석

   ㅇ 교육적 측면에서 도입 및 활용 가능성이 높은 사례(또는 에듀테크 기술) 선정

 □ 학교교육 주요 영역별 디지털 기술 활용 시나리오 개발

   ㅇ 디지털 기술을 학교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요 영역별 시나리오 

개발

     ex)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별화 교육: 교육과정 운영 형태, 학생 수업 방법, 디

지털 인프라 구축 형태, 결과 활용 방법 등

 □ 디지털 기술 도입에 따른 쟁점 분석

  ㅇ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학교교육 실천에 따른 주요 쟁점 분석

     ex) 개별화 교육의 범위, 성적 및 기록 방식, 교사의 역할 등

 □ 디지털 기술 도입 방안 및 법적 제도적 정비 방안 제시

  ㅇ 쟁점과 실천 가능성을 고려한 디지털 기술 활용 학교교육 방안 및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방안 제시

▣ 연구 방법

 □ 사례 분석

   ㅇ 현재 실천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학교교육 적용 사례 

   ㅇ 학술적, 기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학교교육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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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파이 분석

   ㅇ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적용 사례(또는 에듀테크 기술 중) 중 중요도와 

도입 가능성이 높은 모델 선정

   

 □ 시나리오 분석

   ㅇ 델파이 분석을 통해 도출 된 주요 디지털 기술(에듀테크 기술, 도입 사례 중)이 

향후 학교교육에 어떻게 활용 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 개발

  

▣ 기대효과

  ㅇ 디지털 전환기 학교교육 변화 선도

  ㅇ 학교교육 맥락을 고려한 에듀테크 기술 개발 방향 제시

  ㅇ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교육 도입 정책 수립 지원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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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계획 수립 및 심의

¡ 사례 및 기술동향 분석

¡ 델파이조사 실시 

¡ 중간보고서 심의

¡ 시나리오 개발

¡ 쟁점 분석 및 도입 방

안 구안

¡ 최종보고서 작성

¡ 보고서 성과 별파 및 
인쇄 교정 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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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한글 에듀테크 학교변화 학습분석 시나리오 분석 AI

(영문) (EduTech)
(school 

change)

(Learning 

Analysis)

(Scenario 

Analysis)
(  AI )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교육부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 신설: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제도·시설·디지

털 통합 대응 체계 마련

¡ 한국판 뉴딜 정책 : 그린스마트스쿨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58 -

▣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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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공동연구진 연구자문료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빅데이터 분석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명

필요성

▪본 연구는 학교교육의 주요 영역별 디지털 기술(AI, 학습분석, 학습 플랫폼 
구축)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학 분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등 이공계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함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의 학교교육 적용 가능성 탐색 및 시나리오 작성
▪디지털 기술 도입 가능성 분석
▪정책적 지원방안 및 쟁점 도출

예산(천원) 9,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0%

구분 내용 금액(원)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45,000,000 45,000 100

1. 사업인건비 - - - -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25회 70,000 

200 0.4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3회 130,000 

3. 수용비

보고서인쇄비 50원×270쪽×200부 2,700,000 

4,240 9.4복사제본비 50원×100쪽×200부 1,000,000 

소모품비 540,000원×1회 540,000

4. 연구기자
재 및 임
차료

회의실 및 기자재 임차료 100,000원×17회 1,700,000 1,700 3.8

5-1.
국내여비

국내여비(서울시, 세종시 등) 130,000원×3명×4회 1,560,000 1,560 3.5

6.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구입비 국내지 20,000원×30회 600,000
1,800 4.0

연구자료구입비 국외지 50,000원×24회 1,200,000

7. 전문가 
활용비

델파이 조사 수당 200,000원×25명 5,000,000 

24,100 53.6

시나리오개발 워킹그룹 수당 200,000원×4명×4그룹×5회 16,000,000

중간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평가용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명 500,000

최종보고서 평가수당 200,000원×7명 1,400,000

8. 회의비 협의간담회비 30,000원×8명×10회 2,400,000 2,400 5.3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연구자문료 500,000원×2회×9개월 9,000,000 9,0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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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의 직무수행 변화 분석과 향후 과제

▣ 연구책임자

   ○ 김혜진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시대 전환기 교직환경과 교사 직무수행을 3개 시점(2013, 2018,

2022)에 따른 변화 내용과 추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교원정책(교

육정책)의 성과 점검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 미래교육 방향성에 따른 교사상과 역할을 명료화하고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시대 전환기 교직환경과 교사의 직무수행 변화에 대한 실증자료 수집‧분석 필요

  ○ 지난 5년간 학습자의 삶과 배움을 중심으로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으며, 아울러 최근의 환경변화(코로나19 확

산 등)로 인해 비래교육의 방식으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졌음. 역량 중심 교

육과정, 민주시민교육, 학교자치, 원격교육과 같은 정책은 학교교육의 지향점과 

내용, 교육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교사 역할과 직무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지식 전달에서 학습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새로운 교

육 내용과 방법을 적용하여 교실 수업을 혁신하며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을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율적인 학습공동체 구성을 장려하는 등 최근 실행되고 

있는 교육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교사 직무수행의 변화 방향임.

  ○ 그런데 교사의 직무와 이를 수행하는 교직환경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새로운 정책이 학교와 교사에 적용됨에 따라, 학교 내 업무가 

과도하게 누적되거나 학교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 따라

서 최근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의 직무수행 내용과 방식, 그리고 교직환

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증자료를 분석하여 진단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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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정책 모니터링 체계로서의 TALIS 활용도 제고

  ○ TALIS는 교직환경과 교사의 교직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교

원정책 모니터링 체계로서 활용 가능함. 아울러 2008년 조사를 시작으로 5년의 

주기별로 자료를 축적하여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 번의 조사(중학교 교원 대상)에 참여하여 자료를 확보하였음.

  ○ 최근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직환경과 교사의 직무수행 정도는 변화가 일어

나기 전후 비교를 통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음. 이에 TALIS 조사 문항과 자료를 

활용하여 변화 상황 이전을 파악하고, 동일 문항으로 변화 상황 이후인 현 시점

(2022년)에서의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함.

 □ 미래교육 방향성에 따른 교사 역할 재정립 필요

  ○ 시대 전환기를 맞아 교육은 기존의 문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필

요한 시점임. 지난해 팬데믹 상황에서 경험한 원격교육은 이론적‧학술적 논의에 

불과하던 교육의 방식이 학교교육에 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으며, 미래 

사회의 학교교육 변화상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 가능해 졌음. 미래교육의 방

향성과 실천과제를 논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사의 직무와 교직환경에 대한 

변화 분석은 현재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교사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교사

상을 도출하는 데 유용할 것임.

  ○ 국제사회도 다수의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교육과 교사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임. 최근 OECD에서 수행 중인 “the future of teaching and teachers,” 

“TALIS 2024”가 대표적이며, 미래교육에서의 교사 역할을 반영한 주제를 선정

하고 명료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 국제사회의 논의에 한국의 맥락과 환

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래교육에서 필요한 교사의 역할

과 역량 규명, 역량 제고 방안 등을 명료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연구 목적

  ○ 최근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의 직무수행 내용과 방식, 그리고 교직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증자료를 분석하여 진단함. 이를 위해 중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수집한 TALIS 2013, 2018의 자료와 2022년 동일 조사문항으로 수집한 

자료의 세 시점 비교‧분석을 실시함

  ○ 미래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상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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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연구명]
홍선주 남민우 이영태 이동원 박
수정(2017). 지능정보사회의 교사 
역할 및 역량 탐색.

[연구목적]
∙지능정보사회의 학교 교육에서 
교수학습 수행을 위한 교사 역
할과 필요 역량 규명

∙문헌연구: 지능정보사회에서 일어
날 변화, 교사 역할 및 역량 변화
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지능정보기술 활용 사례 조사
∙현장 교사의 인식과 전망 조사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워킹 그룹 
운영
∙교사 역할 및 역량의 타당성 조사

∙지능정보사회의 학교 교육 변화 
및 교사 역할과 역량 변화상 탐색
∙교사 역할 변화에 대한 현장 교사
의 인식과 전망 조사
∙교사 역할 변화를 전망하는 시나
리오 개발, 교사 역할 규명과 역량 
도출
∙교사의 역량 제고 방안 제안

[연구명]
김병찬 김갑성 박상완 송경오 이
기영(2018). 교원 양성 및 임용 
체제 개편 방안.

[연구목적]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원 양성 
및 임용 체제 구안

∙문헌 및 문서 자료 분석: 국내외 
선행연구, 관련 법령 및 규정, 정
책 관련 자료
∙질적 연구(FGI): 핵심 주요 당사자
들 대상 면담
∙세미나, 협의회: 관련 전문가(연구
자, 정책담당자 등) 중심 협의회 
실시

∙미래사회의 교사상 및 교사 역량 
탐색
∙현행 교원양성 및 임용 체제 분석
∙교원양성 및 임용 체제에 대한 국
내외 논의와 이해관계자 인식 분석
∙교원 양성 및 임용 체제 개편 방
안 제시, 정책 및 제도 정비 방안 
도출

[연구명]
허주·최수진·김이경·김갑성·김용
련(2015).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
비교 연구: TALIS 2주기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 TALIS 2013 결과의 심층 분석
을 토대로 우리나라 교원과 교직
환경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안 
제시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 TALIS 2013 교원정책 선행연구 분석
- TALIS 2013결과보고서 및 TALIS
2008 결과보고서 검토 및 분석
∙표적집단면접(FGI): 교사, 교장 대상
∙TALIS 주요 참여국 사례조사
∙전문가협의회
∙OECD 주최 TALIS 워크숍 및 국
제회의 참석

∙교원정책 영역(교사 확보, 전문성 
개발, 교사와 교수의 질, 교사 유
지, 교사 효과성) 중심 TALIS 2013
결과의 종합 분석

∙우리나라 TALIS 2013과 TALIS
2008 결과 비교

∙TALIS 2013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교원정책 발전 방안 제시

∙TALIS 2018 지원

[연구명]
이동엽·허주·박영숙·김혜진·이승
호·최원석·함승환·함은혜(2019).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 비교 연
구: TALIS 2018 결과를 중심으
로(Ⅰ)

[연구목적]
∙OECD가 제공하는 TALIS 2018
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시에 
제공함(중학교 수준 분석 결과에 
초점을 둠)

∙문헌연구: OECD 보고서 검토, 주
요 개념 관련 선행연구 분석,
TALIS 데이터 활용 국내외 연구
논문 조사

∙통계자료 분석: OECD 보고서 제1
권에 제시된 TALIS 2018 데이터
를 재구성하여, 주요 주제별 분석
결과 제시

∙전문가 의견 수렴: 교사 및 교원정
책 전문가 대상 서면의견 요청,
전문가협의회 실시

∙TALIS 2018 개관: 조사 목적, 추진
체계, 참여국, 사업추진 내용 소개

∙주요 주제별 분석결과 및 시사점 
도출: 교사의 인적 배경, 교사 직
무만족 및 동기, 교사 양성 및 초
기 준비교육, 교사 전문성 개발,
교사 자기효능감, 교사의 교수 실
천, 학교풍토, 혁신, 다양성과 형
평성

∙교원정책 개선 방안 도출: 교사 유
인 및 유지, 교사 전문성 개발, 학
교효과성, 효과적인 교수와 연계
된 교원정책 개선 방안 도출

[연구명]
김혜진 박효원 박희진 이동엽
이승호 최인희 길혜지 김정현
이호준(2020).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 TALIS 2018 결
과를 중심으로(Ⅱ)

[연구목적]
∙OECD 제공 TALIS 2018를 분석
하여 교사전문성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공함

∙문헌분석: 교사전문성 개념 탐색,
주요 주제별 선행연구 분석
∙TALIS 조사자료 분석
- 국제비교 분석
- 심층분석
∙교원 대상 FGI
∙전문가협의회 및 정책포럼 운영
∙국제회의 참석

∙주요 주제(교사 직무스트레스, 교
사 평가와 피드백, 교사협력과 학
교풍토, 학교리더십) 국제비교 분
석 결과 및 시사점 도출
∙교사전문성 지원을 위한 ‘학교 중
심의 교사전문성 실천 체제’ 구축
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

본 연구

본 연구는 교원정책 모니터링 체
계를 갖춘 TALIS 조사 문항으로 
새롭게 자료를 수집하고 지난 
2013년과 2018년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교사 직무수행과 역
할, 교직환경의 변화를 실증적으
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문헌연구: 교사 직무수행(역할, 역
량 등)과 교직환경 변화 분석을 위
한 분석틀 도출
∙중학교 교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교사상 및 역할 규명을 위한 FGI
실시
∙전문가 협의회, 정책포럼 개최
∙국제회의 참석

∙교사 직무수행과 교직환경 변화를 
실증자료로 분석하여 교원정책 성
과 진단
∙기존 교사 역할과 환경변화에 따
라 요구되는 교사상 및 역할 비교,
새로운 교사상 도출
∙교사 역할 및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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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 변화 및 교사 역할 변화 탐색

  ○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교육혁신, 학습자 중심 교육 등)이 함의하는 학교교

육의 변화상을 탐색하고, 교육정책에서 요구하는 교사 역할 분석

  ○ 교사 직무수행과 교직환경 비교‧분석을 위한 분석틀(본 연구의 관점) 도출

 □ 교직환경과 교사 직무수행 변화 분석

  ○ TALIS 조사 문항을 활용하여 교직환경과 교사 직무수행 분석을 위한 조사 체제 구축

  ○ 2013년, 2018년과 2022년 등 3개 시점에서의 교직환경과 교사 직무수행 변화 분석

  ○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관련 교원정책(또는 교육정책)의 성과 점검

□ 시대 전환기 새롭게 요구되는 교사상 및 역할 규명

  ○ 교사 직무수행 변화 분석을 통한 현 시점의 진단 결과와 교원의 인식 및 요구를 

종합하여 새롭게 요구되는 교사상 및 역할을 규명하여 제시

  ○ 교사 역할 지원 및 관련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분석

  ○ 미래사회 교사상 및 역할에 대한 국내외 논의

  ○ 교사 직무수행 및 교직환경 변화 관련 정책 및 제도

 □ 교직환경 및 교사 직무수행 변화 분석

  ○ TALIS 문항을 활용하여 중학교 교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TALIS 조사와 유사한 방

식으로 표집하여 약 200개 중학교 4,000명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

  ○ 3개 시점(2013, 2018, 2022)에 따른 교직환경 및 교사 직무수행 변화 분석

 □ 교원 대상 초점집단면접(FGI)

  ○ 현재의 교사 역할과 구체적인 직무수행, 그리고 요구되는(또는 변화하는) 교사상 

및 역할에 대한 인식 조사

  ○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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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협의회 및 국제회의 참석

  ○ 미래교육 방향성에 따른 교사상 및 교사 역할 재정립 논의

  ○ 교사 직무수행 지원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검토

  ○ 국제회의(TALIS 운영위원회) 참석하여 새로운 교사상 및 역할에 대한 논의 참여 

및 TALIS 2024 추진

▣ 기대효과

 □ (정책) 교직환경 및 교사 직무수행에 실증적 자료 제공하여 교원정책 성과 점검의 

자료로 활용 가능

 □ (이론) 현재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교사상 및 역

할 명료화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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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계획 수립

¡ 선행연구 분석

¡ 설문조사 실시 및 3개 

시점 변화 분석

¡ 중간보고서 심의

¡ 교원 대상 FGI 실시 및 

분석

¡ 결과 종합 및 방안 논의

¡ 국제회의 참석(상하반기)

¡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 성과 발표 및 인

쇄 교정 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초중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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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한글
교수‧학습 

국제조사
교사 직무수행 교사 역할과 역량 미래교육과 교사

(영문) ( TALIS )
(professional 

performance)

(teacher role and 

competency)

(future of teacher 

and teaching)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교원정책 성과 점검 및 방향성 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 국제 교원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외교부 ¡ OECD 교육 관련 사업에서의 한국 위상 제고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평화
와 
번영
의 
한반
도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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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내용 금액(원)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45,000,000 45,000 100

1. 사업인건비 - - - -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25회 70,000 

200 0.4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3회 130,000 

3. 수용비

보고서인쇄비 50원×270쪽×200부 2,700,000 

3,396 7.6복사제본비 50원×100쪽×100부 500,000 

소모품비 195,820원×1회 195,82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및 기자재 임차료 100,000원×7회 700,000 700 1.6

5-1.
국내여비

국내여비(서울시, 세종시 등) 130,000원×4명×2회 1,040,000 1,040 2.3

5-2.
국외여비

국외여비(TALIS 운영위원회, 프랑스 파리: 가급지, 김혜진 연구위원, 
3박5일), 5월 예정

10,514 23.4

일비 $35×1,210원×5일×1명×1회 211,750
식비(가급지) $107×1,210원×5일×1명×1회 647,350
숙박비(가급지) $223×1,210원×3박×1명×1회 809,490
항공료(가급지, 이코노미/왕복) 3,488,500원×1명×1회 3,488,500
준비금 100,000원×1명×1회 100,000 

국외여비(TALIS 운영위원회, 프랑스 파리: 가급지, 김혜진 연구위원, 
3박5일), 10월 예정

일비 $35×1,210원×5일×1명×1회 211,750
식비(가급지) $107×1,210원×5일×1명×1회 647,350
숙박비(가급지) $223×1,210원×3박×1명×1회 809,490
항공료(가급지, 이코노미/왕복) 3,488,500원×1명×1회 3,488,500
준비금 100,000원×1명×1회 100,000 

6.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구입비 국내지 20,000원×30회 600,000
1,800 4.0

연구자료구입비 국외지 50,000원×24회 1,200,000

7.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5명 1,000,000 

7,300 16.2

초점집단면접(FGI) 면담수당 200,000원×4명×4회 3,200,000 

중간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평가용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명 500,000

최종보고서 평가수당 200,000원×7명 1,400,000

8. 회의비 협의간담회비 30,000원×5명×7회 1,050,000 1,050 2.3

9.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설문조사 외부용역 19,000,000원 19,000,000 19,000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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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비(사업계획서 내 관련 국외출장 세부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교원정책연구실, 1명(TALIS 국가사업책임자)

출장 기간 5월(3박 5일) *일정 변동 가능

출장지(방문기관) 파리(OECD 본부) *장소 변동 가능

출장자 역할
․한국 국가사업책임자로서 TALIS 운영위원회 참석하여 교사 직무수행 관련 국제

사회 논의 참여 및 TALIS 2024 의사결정 참여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제11차 TALIS 운영위원회(Governing Board) 회의 참석

사업과의 관련성 ․TALIS 국가센터로서 역할 수행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매년 개최되는 정례회의로서, TALIS 2024 조사체계, 교사 역할 및 직무수행 등 주

요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의사결정 진행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해당 없음

구체적 기대효과

․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상황과 맥락이 반영되고 국

익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타 국가와의 정보 교환을 통해 연구의 질 개선에 기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교원정책연구실, 1명(TALIS 국가사업책임자)

출장 기간 10월(3박 5일) *일정 변동 가능

출장지(방문기관) 파리(OECD 본부) *장소 변동 가능

출장자 역할
․한국 국가사업책임자로서 TALIS 운영위원회 참석하여 TALIS 2024 pilot study 결

과 확인 및 예비조사 준비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제12차 TALIS 운영위원회(Governing Board) 회의 참석

사업과의 관련성 ․TALIS 국가센터로서 역할 수행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매년 개최되는 정례회의로서, TALIS 2024 조사체계, 교사 역할 및 직무수행 등 주

요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의사결정 진행

․TALIS 2024 예비조사(2023년 수행)를 앞두고 진행 상황 논의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해당 없음

구체적 기대효과
․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국익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타 국가와의 정보 교환을 통해 연구의 질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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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출장 등 불가시 대응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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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용역(설문조사)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위탁 기관 추후 선정

필요성 대규모 설문조사(200개교, 약 4,000명 교원) 원활한 수행을 위한 위탁 용역

주요내용
조사를 위한 중학교 교원 표집
표집된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예산(천원) 19,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42.2%

※ 국외출장 불가시의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위탁 유형 외부 공동연구 자문료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외부 연구진 1명

필요성
교원 대상 조사 연구의 체계(구성, 분석틀, 샘플링 등), 조사 결과 해석 및 정책 

방안 구안 등의 연구 내용에 대한 자문

주요내용
교사 직무수행 변화 분석,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사 직무수행 지원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

예산(천원) 4,5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10%

코로나19 등으로 국외출장 등 불가시 대응 계획

대응방안
- OECD 논의, TALIS 2024 체계 분석을 위한 외부 공동연구진 보강
- 전문가 활용 등을 위한 소규모 회의 실시
- 정책포럼(비대면) 추가하여 연구결과 확산에 기여

(단위 : 천원)
당초계획 변경(안)

비목 금액 비목 산출근거 금액
소계 10,514

국외여비

(상반기,

5월 예정)

5,257

국내여비 국내여비 130,000원×3명 390
회의비 협의간담회비 30,000원×2명×5회 300
수용비 소모품비 67,000원 67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연구자문료 500,000원×1명×9회 4,500

국외여비

(하반기,

10월 예정)

5,257

임차료 정책포럼 장소(대회의실) 대관료 1,000,000원×1회 1,000

전문가활용비
정책포럼 토론수당 300,000원×5명 1,500
전문가 회의수당 200,000원×5명 1,000

수용비
정책포럼 자료집 복사제본비 50원×200쪽×100부 1,000
소모품비 157,000원 157

회의비 협의간담회비 30,000원×4명×5회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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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의 심리정서 현황 분석 및 교육안전망 구축 방안

▣ 연구책임자

   ○ 김현진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의 생활공간인 학교에서 기존과 같은 방식

으로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녕감과 자

기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

안 마련의 차원에서 학술적ㆍ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 노멀 시대 속에서 심리정서적 역

량 지원이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학생의 보육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책에 대한 기여가 

클 것으로 사료됨

◦ 나아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본 연구 결과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

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문제제기) 

 □ 최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서행동 검사 결과, 초등학생 7%, 중학생 16%, 고등학

생 24%에서 분노조절, 행동장애, 우울, 불안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한겨레21. 

2020.5.), 이를 위한 대처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됨  

 □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학생의 학력 격차는 물론, 심리정서적 문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함

 □ 나아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과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

강한 성장 지원’의 국정과제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학생의 건강한 심리정서적 성장 지원 방안 마련

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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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드러난 교육격차, 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 등은 학교의 중

요한 역할에 대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고 있음. 즉, 등교 수업 중단 및 원격 수업

이 확산되면서 일상적인 학교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진 학생의 사회성 함양, 생활 습관에 대한 지도, 인성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교의 중요한 역할이 확인되고 있음

 □ 만약 코로나19 팬데믹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강한 미래 사회를 

고려하면, 학생들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응하면서도,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

어야 함. 특히,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학교가 학생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사회정서역량은 자기이해, 책임감, 정서조절, 협력, 사회성, 공감 등

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개인 역량이면서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와 공동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능으로, 심리적 안녕감(well-being)과도 깊은 연관성

이 있어 학생의 긍정적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 나아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실증적 자료

에 기반하여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발달을 지원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증적 

자료에 근거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임.

  ○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학생들의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개인-가정-

또래-학교-사회적 주요 영향 요인)을 밝히고, 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체계적 지

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실태 결과에 기반하여 잠재적으로 심리정서에 

취약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음. 나아

가 교육체제 안에서 이들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교육

안전망 연계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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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주요 연구내용

 □ 학생의 심리정서적 주요 요인 추출 및 개념화 

 □ 심리정서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학교, 가정의 주요 요인 추출

 □ 학생의 심리정서적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이혜영 외(2013). 학생의 학교 부적응 
진단과 대책(Ⅱ).
-학교부적응 실태를 분석하여,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 제안 

-문헌 연구
-학교부적응 현황 분석

-선행연구 분석
-사례 분석
-학교부적응 학생 지원 정책 사업 현황
-정책 사업의 과제

2

김현진 외 (2018). 위(Wee) 상담시
스템 자료 분석 및 활용 방안 연
구.
-위(Wee) 상담시스템 분석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상담시스템의 자료 활용 제고 방
안 마련함.

-우리나라의 잠재적 우기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예방 대책 마련을 위
한 자료 구축 체계 제안

-문헌 연구
-위(Wee) 상담시스템 자료 분석
-자문단 운영

-위(Wee) 상담시스템 자료 분석
-위(Wee) 상담시스템 자료 활용 제고
를 위한 과제 제안

-위(Wee) 상담시스템 자료의 정책적 
자료 활용 방안 제안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연
계 방안

3

김현진 외(2018).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방안 
연구.
-위기·비행청소년 종합 대책 마련
을 위한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한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
청의 위기 학생을 위한 예방 및 
개입, 사후관리 지원 방안 제안

-문헌연구
-분야 간 협의 및 토론
-학계, 현장 전문가 협의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 범죄 현황 분
석

-정책 분야별 정책 및 과제
-정책분야별 향후 정책 방향 
-종합 논의

4

김현진 외(2020). OECD ESP 사회
정서역량 조사 국제 공동연구(IV).
-학생의 사회정서역량에 영향을 미
치는 선행 요인 및 결과 요인 분
석을 통해 사회정서역량의 중요
성을 밝히고, 지원 방안 제안

-문헌연구
-조사결과 분석
-전문가 간담회 및 협의회

-사회정서역량의 교육적 의미 분석
-사회정서역량의 예측 요인과 결과 
요인 탐색

-사회정서역량이 낮은 학생의 문제 
탐색

- 사회정서역량의 교육적 함의 및 실
천 과제 도출

본 연구

-학생의 심리정서적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 진단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지원 방안 
마련

-교육체제 안에서 심리정서적 지원
이 필요한 학생들을 교육안전망 
안에서 체계적으로 연계·지원하기 
위한 방안 제안

-문헌연구
-델파이조사
-진단도구 개발
-실태조사 결과 분석
-표적집단 면담조사
-전문가 간담회

-학생의 심리정서적 주요 요인 추출 
및 개념화 

-심리정서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학교, 가정의 주요 요인 추출

-학생의 심리정서적 현황 분석 및 문
제점 진단

-학교안팎의 교육안전망 구축 현황 
분석 및 과제 도출

-학생의 심리정서 함양을 위한 시사
점 도출 및 교육안전망 연계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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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의 심리정서 함양을 위한 시사점 도출 

 □ 학교 안팎의 교육안전망 구축 현황 분석 및 과제 도출

 □ 교육안전망 연계 방안 마련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델파이 조사

  ○ 학생의 심리정서 영역 관련 주요 요인 추출 및 개념화

 □ 학생의 심리정서 실태조사를 위한 진단도구 개발 및 타당화

 □ 학교급별 학생의 심리정서 실태조사 및 결과 분석

 □ 표적집단 면담조사 및 전문가 집담회 실시

  ○ 교육부-여가부-법무부 등 교육안전망 관련 연계 현황 파악

  ○ 교육안전망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안 도출

 □ 기타: 전문가 협의회

▣ 기대효과

 □ 코로나19 이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문제 및 실태를 파악하여 

실증적 결과에 근거한 지원 방안 제안

 □ 심리정서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또래, 학부모, 학교의 요인 분석을 통한 

생태체계적 지원 방안 제안 

 □ 심리정서적 측면에서의 잠재적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하는 연구로서 코

로나19 이후 확인된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문제 해소에 기여 

▣ 연구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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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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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계획 수립 및 심의

¡ 선행연구 분석

¡ 델파이 조사

¡ 조사도구 개발

¡ IRB 심의

¡ FGI 실시

¡ 현황 조사 실시

¡ 중간 심의

¡ 전문가 간담회

¡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 성과 발표 및 인
쇄 교정 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일반교육

▣ 주제어

한글 심리정서 지원 사회정서역량 심리적 안녕감 생태체계적 관점

(영문)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s)

(social and
emotional skills)

(psychological
well-being)

(ecological
systematic
approach)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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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실
¡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 민주시민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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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내용 금액(원) 금액 비중(%)

합계 산출내역 45,000,000 45,000 100%

1. 사업인건비 - - - 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0회 100,000 100 0.2

3. 수용비

보고서인쇄비 50원×200매×270부 2,700,000

3,300 7.3복사제본비 50원×200매×50회 500,000

소모품비 100,000원×1식 10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실비 200,000원×4회 800,000

2,200 4.9면담 및 간담회 장소 대실비 400,000원×3회 1,200,000

회의장 전산기기 임차료 100,000원×1식×2회 200,000

5. 여비
국내여비 130,000원×5명×3회(서울, 세종 등) 1,950,000

2,070 4.6
시내교통비 20,000원×2명×3회 120,000

6. 
연구정보활동비

도서구입비 40,000원×35회 1,400,000
1,600 3.6

학회・세미나 참가비 100,000원×2회 200,000

7. 전문가활용비

회의수당 200,000원×2명×5회 2,000,000

9,730 21.6

면담 사례비 30,000원×3명×5회 450,000

델파이 조사 수당 300,000원×3명×3회 2,700,000

녹취록 작성료 74,000원×4시간×5명 1,480,000

보고서심의수당(중간/최종) 200,000원×3명×2회 1,200,000

보고서평가비(최종) 200,000원×7명 1,400,000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명 500,000

8. 회의비 협의간담회비 30,000원×10명×10회 3,000,000 3,000 6.7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설문조사용역비 15,000,000원×1회 15,000,000
23,000 51.1

연구 자문료 500,000원×16회 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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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위탁 유형 -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 리서치 기관(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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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려 등을 위해 외부용역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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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천원) - 15,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33.3%

위탁 유형 - 외부 공동연구진 2명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 추후 결정

필요성 - 통계분석, 델파이조사, 주요 담론 분석 전문가 활용

주요내용
- 조사지 개발
-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심리정서 및 교육안전망 관련 주요 담론 분석

예산(천원) - 8,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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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자 중심 교육 관점에서 본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제고 방안

▣ 연구책임자

   ○ 양희준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개념의 의미와 그 의미의 구현

태(담론과 정책)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교

육의 수월성과 형평성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새로운 교육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기초’ 연구로 분류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최근 발표된 PISA 2018의 결과는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의 불가피한 변동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성취 정도와 경향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내

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읽기와 수학, 과학 영역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비교 국가 간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부 상위 성취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읽기와 과학에서 상위 

수준 학생의 비율이 다소 낮고, 하위 수준 학생의 비율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

타남.

  ○ 2020년 이후 팬데믹을 지나며 학습 결손으로 인한 소위 ‘중위권’학생 비율의 

감소나 가정배경이 다른 학생 간 발달 격차 등이 문제시 된 바, 팬데믹 이전의 

교육-학습 체제가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의 추구에 있어서 갖는 의미와 효과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가 있음. 

 □ 비단 팬데믹 뿐만아니라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을 둘러싼 메가트렌

드의 변화들은 그간 공교육이 추구해 온 양대 가치라 할 수 있는 형평성과 수월성

의 개념, 가치, 주요 실현 방안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함

  ○ 교육이 보편화되지 못한 시기에 교육의 평등성은 곧 ‘교육 기회의 평등’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는 취학 기회의 확대라는 정책의 추진을 통해 실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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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교육의 수월성은 소수의 특출한 학생을 위한 교육으로 이해되어 이들만을 

위한 학교의 설립이나 특별 학급의 운영 등의 방법을 통해 추구되곤 했음

  ○ 그러나 기초학력부진 학생의 증가, 교육 격차와 불평등의 고착화, 세대 및 계층 

간 갈등 심화 등 총체적 사회 혁신이 요구되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종래 받아

들여져 온 형평성과 수월성의 개념 및 그에 기반한 교육 정책에 대해 비판적 검

토가 필요하며 그 실현 방안의 정초(定礎)를 새로이 모색하는 것이 요구됨 

▣ 연구 목적

  ○ 교육의 형평성 및 수월성 개념과 정책적 실천에 대한 성찰

  ○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관점에서 학생의 학업성취 현황에 대한 다각적 분석

  ○ 변화된 상황 속에서의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개념 재정립과 그에 기초한 교육 

정책 방안 정초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한국 교육정책의 수월성과 형평성
의 조화를 위하여>(안병영, 2010)
· 수월성과 형평성 추구를 위한 정
부의 이념설정은 어떠해야 하는
가?
· 수월성과 형평성 추구를 위한 거
버넌스 구조와 정책대안은 무엇
인가?

· 문헌연구
· 전 교육부장관 경험의 반성적 성
찰

· 정책형성에 있어 수월성과 형평성
의 관계 설정
· 형평성과 수월성의 비중과 분포,
조화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
· 거시적 정책 방향과 정책 사례

2

<한국교육 어디로 가야 하는가? :
평등성과 수월성의 조화>(문용린,
2005)
· 평등성과 수월성 간 균형과 조화
의 해법을 모색

· 문헌연구 · 문제의 성격 고찰
· 개념의 역사적 맥락
· 개념 간 갈등의 본질 
· 해법 모색

3

<한국 중등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의 조화를 위한 과제>(김경근,
2006)
· 평등성과 수월성 간 조화를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

· 문헌연구 · 수월성과 평등성 개념의 이해
· 세계화에 따른 변화와 수월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

본 연구

·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개념과 
정책적 실천에 대한 성찰
·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관점에서 
학생의 학업성취 현황에 대한 다
각적 분석
·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개념 재
정립과 그에 기초한 정책 방안의 
정초

- 문헌분석, 담론분석
- 통계분석, 심층 면담
- 전문가 협업

· 교육의 형평성 및 수월성 개념적 
검토와 재인식
·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추구 실
태 분석
· 개념 재정립에 기초한 형평성 및 
수월성 제고 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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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에 대한 개념적 검토와 재인식

  ○ 교육의 형평성 및 수월성 개념의 출현과 역사적 변천

  ○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관련 담론 분석

 □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추구 실태 분석

  ○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의 분석

  ○ 기초학력부진 누진 실태 파악

  ○ 현행 학업성취 진단 및 지원의 실제 분석

 □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제고 방안 탐색

  ○ 종래의 교육의 형평성 및 수월성 관련 교육 정책의 전제, 목표, 수단 등 검토

  ○ 형평성과 수월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모든 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운영 방안 모색

   - 현행 학업성취 진단 및 지원 시스템, 단위제 기반 진급 체제, 교육과정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기초학습능력을 보장하는 체제 구축 방안 모색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분석

  ○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관련 학술자료, 정책연구자료 검토

 □ 통계 분석

  ○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자료 분석

  ○ 기초학력부진 학생 데이터 분석

 □ 담론 분석

  ○ 고교평준화, 3불정책, 고교다양화 정책 등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관련 언론기

사, 관련 정책 문서 등 주요 텍스트 분석

 □ 심층 면담

  ○ 일선 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 진단과 그에 따른 학습 지원 실태 분석



- 78 -

 □ 전문가 협업 및 검토

  ○ 집중 작업을 통한 방안 마련 및 방안에 대한 전문가 교차 검토 

▣ 기대효과

 □ 한국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제고에 기여 

  ○ 교육의 형평성 및 수월성 관련 논의 풍부화

  ○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의 가치 추구 방안 제시

  ○ 교육의 형평성 및 수월성 추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완화에 기여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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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행계획서 작성

¡ 문헌 분석, 담론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 심층 면담

¡ 중간보고서 심의

¡ 전문가 집중 작업

¡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 성과 발표 및 인쇄 

교정 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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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교육의 형평성  교육의 수월성 기초학습능력

(영문) (equity in education)
(excellency in 

education)

(basic learning 

capabilit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이라는 기본 가치의 개념, 의미와 그 가치의 실현

을 위해 추진되어 온 그 동안의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변화된 시대적 

환경 속에서의 교육 가치 추구의 방향과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미래 교육 

실천의 구체적 정책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내용 금액(원)
금액

(단위: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40,000,000 40,000 100%

1. 사업인건비

일용직(석사): 80,000원×5일×2명 800,000 

880 2.2%일용직(석사)법정부담금:

80,000원×5일×2명×0.1
80,0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0회=100,000원 100,000 100 0.3%

3. 수용비

보고서인쇄료 50원×300매×200부=3,000,000원 3,000,000

4,090 10.2%자료복사비 50원×200쪽×4부×20회=800,000원 800,000

소모품비 290,000원×1식 29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임차료 200,000원×10회=2,000,000원 2,000,000 2,000 5.0%

5. 여 비 국내여비(세종시 외) 130,000원×3명×10회=3,900,000원 3,900,000 3,900 9.8%

6. 연구자료(도서) 구입비 40,000원×25종=1,000,000 1,000,000 1,2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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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인력 운용의 필요성 및 상세 업무 수행 계획

  1. 필요성: 담론 분석을 위한 텍스트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등 원활한 연구 수행 보조 
  2. 상세 업무 수행 계획: 
    ① 교육의 형평성 및 수월성 관련 주요 언론 기사 수집 및 정리
    ② 교육 정책 문서에 수록된 교육의 형평성 및 수월성 관련 문단 수집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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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 공동연구진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추후 결정

필요성 통계 분석, 심층 면담, 담론 분석 전문가의 활용

주요내용
국제학업성취도 자료, 기초학력부진 학생 자료, 학교 현장에서의 학업성취도 
진단 및 지원 방식 관련 심층 면담, 교육의 수월성 및 형평성 관련 담론 분석

예산(천원) 12,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30%

구분 내용 금액(원)
금액

(단위: 천원)
비중

연구정보활동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100,000×2회=200,000 200,000

7. 전문가활용비

전문가 자문 수당 200,000원×5명×2회=2,000,000원 2,000,000

8,600 21.5%

현장 면담 회의수당 200,000원×3명×5회=3,000,000원 3,000,000

보고서심의수당(중간보고서) 200,000원×3명×1회=600,000원 600,000

보고서심의수당(최종보고서) 200,000원×3명×1회=600,000원 600,000

보고서 평가비 200,000원×7명=1,400,000원 1,400,000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명=500,000원 500,000

번역료(한국어→영어) 250원×2,000자

(원문기준, 공백포함)×1회=500,000원
500,000

8. 회의비 협의간담회비 30,000원×7명×13회 2,730,000 2,730 6.8%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면담자료 전사 300,000원×15회(2시간 기준) 4,500,000
16,500 41.2%

연구자문료 500,000원×3회×8개월 =12,000,000원 1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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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유형 외부 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자료 전사 전문업체

필요성
전문가와의 협의회, 면담을 녹음한 음성 자료를 분석 가능한 문서 자료로 

전환하여 분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함

주요내용 면담 녹음 등 음성 자료 전사

예산(천원) 4,5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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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형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비 적정규모 탐색

▣ 연구책임자

   ○ 김효정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대규모 정책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비 적정규모 추정을 위해 

새로운 분석 모델의 탐색ㆍ개발, 이에 따른 적정수준 분석 추진을 

목적으로 함 

○ 미래형 교육체제의 전환을 위한 이론적 논의와 학술적 공유ㆍ확

산이 필요한 주제이므로 기초연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사회적 필요성)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초중등교육 관련 재정소요 규모와 

산정방식 등에 관한 변화 압력 증가

  ○ 저성장의 고착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정부 구

조의 변화압력 요인 증가

  ○ 정책수요와 상관없이 총규모가 결정되는 초중등교육 재원의 규모 적정성에 대한 

논의 확대

   ※ 초중등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고정

 □ (정책적 필요성) 팬데믹에 따른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 심화, 원격교육 확대 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 체계적ㆍ종합적 대응 필요성 제기 

  ○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학생 학업성취수준 및 학교생활행복도 등의 낮은 경향 확

인 및 학습결손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마련 예정

  ○ 팬데믹의 대응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원격교육 관련 지출의 폭발적 증가 예상

 □ (학술적 필요성) 교육비의 다양한 개념 논의를 통해 이에 따른 교육 현장에의 배분

산정방식과 성과 분석 방식의 전환 필요 

 ○ 표준교육비ㆍ적정교육비 등 교육비의 개념과 범위가 다른 논의들을 종합해 정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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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변화와 미래형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 필요 

▣ 연구 목적

  ○ 대규모 정책사업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규모의 탐색을 위해 새로운 분석 

모델의 탐색 및 개발, 이를 토대로 한 대규모 재정소요사업의 교육비 소요 적정

수준 분석

  ○ 초중등교육비 재정소요의 증액 또는 추가확보가 아닌 미래형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투자로서 초중등교육비 적정규모 수준 분석과 지출 우선순위 검토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단위학교 적정교육비 분석을 통한 
규모 및 운영의 적정화(백일우 외,
2006)”

- 단위학교 적정교육비 분석을 통한 
적정학교 규모 및 단위학교 재정의
적정성 분석

- 영향요인 및  크기 분석을 통한 
교육재정 운영의 정책적 시사점 
제공

- 데이터분석: 교육비용함수 - 적정교육비 및 학교급별 적정학교
규모 추정

- 단위학교 운영비 구성요인 및 학교
급별·규모별 교육비 규모 파악, 단
위학교별 적정교육비 확보율 산출

- 학교여건 변인이 적정교육비 확보
율에 미치는 요인 탐색

- 학교수준 세입·세출변인의 영향력 
크기 분석

2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유ㆍ초ㆍ
중ㆍ고등학교 적정교육비 산출 
연구(송기창 외, 2010)”

- 현실적합성을 지닌 학교급별ㆍ학
교특성별 학교운영비 배분기준 
수립

- 적정규모 재원 추정을 통해 적정
교육비 규모 산출 

- 문헌검토
- 설문조사 
- 데이터 분석: 교육비용함수 

- 시ㆍ도교육청별 학교운운영비
배분 기준 분석

- 학교회계 결산 실태 분석
- 학교회계 운용실태 및 문제점 분석
- 학교기본운영비 산출 모형 및 배분
- 적정교육비 산출 및 확보방안 제시 

3

“교육비용함수 추정을 통한 적정교
육비 산출(김지하 외, 2012)”

- 모든 학생이 특정 기준의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적정
교육비 산출 

- 시·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의 예산
배분에 활용 가능한 기준 마련 및
국가 수준에서 소요되는 적정교
육비 산출 

- 문헌분석
- 데이터분석: 교육비용함수 

- 해외(영미권)사례 분석을 통한 적정
교육비 개념의 명료화

- 학교정보공시자료 및 국가수준 학
업성취도 자료를 활용한 교육비용 
함수 추정 

- 단위학교별 적정교육비 및  국·공립
중학교의 총 적정교육비 산출

-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을 0%로 달
성시키는데 필요한 소요 비용 산출

- 현재 교육비 수준과 비교하여 추가
적으로 소요되는 적정교육비 산출

- 적정교육비 현실 가능성 검토 및 
보완방안 도출

4

“교육비용함수를 활용한 단위학교 
적정 교육비의 산출 분석: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를 중심으로(홍
지영 외, 2012)”

- 데이터분석: 교육비용함수 -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산출,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의 학교교육 예산 
추정

-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표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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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적정교육비의 의미와 범위 탐색

  ○ 적정교육비의 학술적ㆍ실제적 의미 탐색

  ○ 국내-해외 교육비 데이터 비교를 통해 교육비 데이터 특성 도출

    - OECD EAG(국가간 교육지표 및 교육비 비교 데이터), COFOG(정부기능별 분류

- 학업성취도를 활용한 서울시 국·
공립 초등학교의 적정교육비 추정을
통해 실제 표준교육비와의 비교

- 학생 특성별 1인당 가중치 도출

비, 실제교육비 간의 비교
- 학생 특성에 따라 일정 수준의 교
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추가 교육비용 산출(무료급식학생 
1인당 가중치)

5

“전문가판단모형 및 비용함수모형에
의한 초등학교 적정교육비 분석
(윤홍주, 2014)”

- 전문가판단모형과 비용함수모형을 
활용한 초등학교 적정교육비 산출

- 두가지 모형의 장점과 한계 비교·
분석

- 데이터분석: 전문가판단모형, 비용
함수모형

- 전문가판단모형 및 비용함수모형을 
활용하여 시·도별 공립 초등학교의 
적정교육비 산정

- 실제 단위학교 교육비 규모와 적정
교육비 규모 차이 비교

- 상관계수 비교를 통한 전문가판단
모형과 비용함수모형의 유사성 확인

- 단위학교 간 교육재원 배분의 공평
성 확보를 위한 배분 방식 개선의 
필요성 제시

6

“단위학교 적정교육비 예측모형 
탐색(김민희 외, 2018)”

- 학교규모별 단위학교 세입·세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탐색
및 예측모형 구축

- 데이터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 인
공신경망분석

- 학생 규모에 따른 학교유형(4가지)
분류

- 학교 규모 및 세입·세출 과목에 따른
적정교육비 예측모형, 회귀예측식 
산출

- 단위학교 적정교육비 분석 시, 다
중선형회귀 및 인공신경망 분석 
방법 적용의 타당성 제시

- 표준교육비 연구 등을 통한 학생당 
적정교육비 산출을 위한 후속연구 
제언

7

“2020년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
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김용남 
외)”

- 표준교육 조건의 확보를 전제로 
정상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표
준교육비 산출

- 산출결과 토대로 교육재정 확충 
규모 결정을 위한 판단자료 제
시

-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및 학교운
영비 배분 방식에 대한 시사점 
제시 

- 문헌분석
- 연구협력학교 대상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분석

- 표준교육비 산출모형 제시
- 시도교육청별 교구설비기준 표준화 
및 교과활동 경비 산출 

- 2015 개정교육과정 반영 창의적 체
험활동 경비 산출 

- 공통운영경비 산출
- 표준교육비 총 규모 산출 

본 연구

- 기존 연구들이 각 연구의 수행시
점에서 특정 요인을 고려하여 한
정적인 적정교육비 수준 산출

- 본 연구는 미래형 교육체제 구축
을 위해 소요되는 추가적 정책사
업의 적정규모에 대한 모델 및 
수준 탐색

- 적정교육비의 학술적ㆍ실제적 의
미 및 OECD 등 다양한 교육비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교육비의 범위 마련  

- 문헌분석
- 데이터 분석
- 전문가델파이

- 적정교육비의 학술적ㆍ실질적 의
미 변화 및 이에 따른 범위, 수준
에 따른 변화 고찰 

- 대규모 정책사업 도입, 교육과정 
변화 등 재정영향요인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적정교육비의 
의미, 역할, 범위 도출 및 이를 고
려한 적정교육비 산출방식 탐색

- 미래를 위한 투자의 관점에서 요
구되는 초중등교육비 적정 규모 
및 수준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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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재정지출 데이터) 데이터 및 국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회계데이터 등

  ○ 적정교육비 산출을 위한 범위 탐색 

 □ 교육비 적정규모 탐색을 위한 분석단위 및 방법 비교

  ○ 전문가판단모형, 비용함수모형 등 분석방법 비교 검토 

  ○ 학교급ㆍ지역ㆍ중앙 단위 등 적정교육비 적용을 위한 분석단위 검토 

  ○ 각 분석방법별 영향요인 검토 

 □ 미래형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대규모 재정소요 분야 선정 및 각 분야별 시나리오 

선정

  ○ 학습결손 회복, 원격교육 구축, 교육환경시설 개선 등 주요 재정소요 분야 예측

  ○ 재정소요 분야별 정책자료 확인 및 재정소요를 통한 달성목표 설정

  ○ 각 재정소요 분야별 시나리오 선정 

  ※ 단, 학습결손 회복, 원격교육 구축, 교육환경시설 개선 등은 예시이며, 교육비 적정규모

탐색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은 전문가 델파이 또는 협의회 등의 절차를 통해 선정 예정

 □ 시나리오별 초중등교육비 적정규모 분석 및 재정지출 우선순위 검토 

▣ 연구 추진방법

 □ 문헌검토

  ○ 적정교육비의 학술적ㆍ실제적 의미 탐색

  ○ 해외 교육비 관련 데이터 분석자료를 통한 교육비 범위 및 구조 탐색

  ○ 대규모 정책사업 내용 파악을 위한 정책자료 검토

  ○ 적정교육비 분석을 위한 분석방법 탐색 및 실제 활용 연구 조사 

 

 □ 데이터 분석

  ○ 정책사업 시나리오별 교육비 적정수준 탐색을 위한 분석

  ○ 전문가델파이 조사 결과 계층화분석(AHP 분석) 

  

 □ 전문가델파이조사 

  ○ 분석대상 사업의 지출구조 중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델파이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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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효과

 □ 미래형 정책도입을 위한 재정소요 규모 산정을 통해 중장기 투자규모 근거 마련

  ○ 초중등교육비의 개념과 범위, 유형에 관한 논의 외연 확대 

  ○ 미래형 정책 및 재정소요 관련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기관 대응 능력 제고 

  ○ 중장기 교육정책과 국정과제 수행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에 기여 

▣ 연구 추진일정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초중고교육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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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행계획서 작성ㆍ심의

¡ 선행연구 및 문헌분석

¡ 국내외 교육재정데이터

   분석 및 연계

¡ 분석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 적정교육비 분석방법

   탐색 및 선정

¡ 시나리오별 교육비

   적정수준 분석

¡ 중간보고서 작성ㆍ심의

¡ 지출 우선순위 탐색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

사 및 분석

¡ 이슈페이퍼 작성

¡ 적정교육비 추정규모

   타당성 검증을 위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 성과 발표 

   및 인쇄 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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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한글 초중등교육재정 적정교육비 교육비용함수
미래형 
교육체제

(영문) (school finance)
(adequate 
education 
spending)

(cost function 
approach)

(future-oriented 
educ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초중등교육영역의 미래형 교육체제 도입을 위한 정책 및 투자 우선순위 근거 

마련 

¡ 초중등교육의 적정재정 소요규모 추정을 통한 재정의 예측성 강화 

¡ 국가책임에 따른 교육공공성 강화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54 미래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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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내용 금액(원) 금액 비중

합계 산출내역 45,000,000 45,000 1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 긴급 20,000원X6회=120,000 120,000 120 0.3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비 50원X300쪽X200부=3,000,000 3,000,000

6,620 14.7
자료복사비 30원X40쪽X10부X10회=120,000 120,000

소모품비 50,000원X10회=500,000 500,000

분석용 소프트웨어 구입비(EViews)

3,000,000X1식=3,000,000
3,00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임차료 300,000원X1실X6회=1,800,000 1,800,000
2,800 6.2

연구기자재 임차료 200,000원X5회=1,000,000 1,000,000

5. 여 비

시내교통비 20,000원X3인X3회(세종시 등)=180,000 180,000
1,350 3.0

국내여비 130,000원X3인X3회(서울시 등)=1,170,000 1,170,000

6.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구입비(국외지) 30,000원X3종X5회=450,000 450,000 450 1.0

7.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X5인X4회=4,000,000 4,000,000

20,300 45.1

전문가델파이 조사수당 

200,000원X20인X3회=12,000,000
12,000,000

발표 및 토론수당 200,000원X6인X1회=1,200,000 1,200,000

중간보고서 심의비 200,000원X3인X1회=600,000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비 200,000원X3인X1회=600,000 600,000

보고서 평가비 200,000원X7인X1회=1,400,000 1,400,000

연구윤리검토비 500,000원X1인X1회=500,000 5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X8인X8회=1,920,000 1,920,000
3,360 7.5

연구진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X6인X8회=1,440,000 1,440,000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연구자문료 500,000원X2회X10개월=10,000,000 10,000,000 10,000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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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채용계획, 국외여비, 국외출장 등 불가시 대응 계획(안)  

  - 해당 없음

※ 데이터‧프로그램 구입‧임차 현황 

유형 분석프로그램

명칭(형태) EViews(구입)

구입‧임차업체
(임차기간) KREIS I&C(영구)

사용 목적 전문가델파이조사 결과의 대안별 가중치 부여를 위한 AHP 분석시 활용

현재 기관 내
동일 DB ‧프로그램 

사용여부
해당 없음

예산(천원) 3,000천원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위탁 유형 외부 공동연구 자문료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교육비용함수 분석 및 결과 해석 전문가 2인

필요성
초중고 학교급별 교육비용함수 추정 및 분석, 결과해석을 위한

역할 수행(원내 공동연구진과의 협업을 통한 분석)

주요내용 초중고 학교급별 교육비용함수 추정 및 분석, 결과해석

예산(천원) 10,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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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종합 진단 및 발전 방안

▣ 연구책임자

   ○ 최정윤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이 연구는 지방대학의 대내외 현황 분석과 더불어 기존 지방대학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후 이를 토대로 지방대

학의 종합적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임. 이러한 연구 지향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정책연구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정책 방안 마련 필요

  ○ 지방대학은 고등교육 인프라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대졸자의 60% 가

량을 배출하는 등 고등교육 체제에서 중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지방대학의 

경쟁력 저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제에 커다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함. 또한 지

방대학 활성화는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역의 사회·경제적 균형 발전에도 중요

한 과제임. 이러한 이유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 아젠

다이며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적 화두로 여겨지는 현 시점에 그 중요성이 더욱 높

아지고 있음.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된 참여정부 이후 지방대학을 지원하

는 정책이 면면히 이어졌음. 하지만 과거 지방대학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성이 부재하며 이로 인해 정책 내용과 방식, 정책 타겟 등의 측면에

서 일관성이 부족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지방대학이 현

재 직면한 위기 국면을 타개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의 추진체 역할을 실질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대학의 대내외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게 이를 토대로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

과 문제점, 상대적 강점 등을 진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방대학 내부의 다층적 

실태 조명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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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대학에 관한 대내외 현황 분석이 대체적으로 미흡한 가운데 일부 선행연구에

서 지방대학의 외부 여건과 내부 현황에 대한 분석이 다루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관찰됨. 첫째, 지방대학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대한 분석

이 다양한 지방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여건과 경쟁력 요인과 연계하여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지방

대학의 외부 여건과 지방대학의 교육 및 연구 현황을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방대학의 교육 및 연구 현황을 분석함에 있어 전체 지방대학에 공

통된 위기와 문제점 도출도 중요하지만 개별 지방대학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

적 상황과 강약점을 포착할 필요도 있음. 즉 지방대학에 관한 이슈를 입학정원 

미달과 재정악화의 문제로 단순하게 도식화하는 데에서 벗어나 교육 및 연구 현

황에 있어서 지방대학 내부의 다층적 실태를 조명하고 이를 정책 대안 수립에 반

영할 필요가 있음.   

 □ 지방대학 정책에 대한 종합적 성과 분석 필요 

  ○ 참여정부 이후 본격화된 지방대학 지원 정책은 2004년 지방대학역량강화사업

(NURI)부터 22021년 지자체-대학 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이르기까지 정부 재정

지원사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앞으로는 이러한 경향은 더 강화될 것임. 

약 20년 간 여러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이 실제

로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정책 전략은 적합하였는지,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세부 정책 방안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실증적으로 진단

한 연구는 미흡하였음. 과거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도출이 가능함. 

  ○ 일부 주목할 만한 선행연구에서 지방대학 정책의 성과를 정량적 혹은 정성적으로 

다룬 사례를 찾을 수 있음. 하지만 지방대학 정책의 성과분석을 다룬 연구들은 

대체로 단일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를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쳤다는 한계를 갖

고 있음. 

  ○ 지방대학 정책에 대한 종합적 성과 분석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지난 20여년 간 

추진된 지방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전략의 효과 여부임. 예컨대

대학 특성화는 2004년에 출범하였던 누리사업 이후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관통하

는 핵심 전략임. 누리 사업, CK(대학 특성화)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

신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의 주요 정책에서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한 학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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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특성화는 정책을 이끄는 중요한 전략이자 그 자체로서 목적성 지향점을 지님. 

하지만 이렇게 수십년 간 이어진 특성화 전략이 실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측

면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왔으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미흡

한 실정임. 

  ○ 또한 최근에는 지방대학의 문제가 고등교육 정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초광역권 

형성 등 지역균형발전의 방향 변화와 연계되어 논의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하

고 있는데 지방대학 발전 방안 설계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이러한 지방대

학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해 지자체 및 지역 기업, 공공기관과 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가 지방대학 정책에서 중요한 전략으로서 강조되고 있는데 아직 상호간의 이

해가 부족하고 세부 이행 방안도 불분명하여 정책 실행 과정에서 비판의 목소리

가 있음. 지역과 대학 간의 연계협력의 성과와 더불어 지역 기업 및 지자체와 대

학 간 협력 전략 실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함.  

  ○ 지방대학 정책의 성과분석에서 지방대학의 복잡다단한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

요함. 지방대학에 공통된 문제도 있지만 그간 정부의 고등교육 혁신 정책에 대해 

개별 지방대학들이 대처한 방식과 수준은 다르며 그들이 축적한 혁신의 성과 또

한 다층적일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대학 정책은 획일적으로 진행되

는 측면이 있음. 고등교육 체제의 경쟁력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학들이 고르게 

발전할 때 가능함. 과거 대학 특성화 정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지방사립대학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들이 지방대학 체제, 나아

가 전체 고등교육 체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

능할 것임.

▣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대학의 대내외 현황 분석에 기반한,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

과 강약점을 진단하고 지난 20여년 간 추진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성과

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지방대학의 종합적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지방대학에 공통된 위기와 문제점 도출뿐만 

아니라 개별 지방대학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적 상황과 강약점, 지방대학 지

원 정책을 통해 축적한 혁신의 성과 등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방대학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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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 과제명 :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전략

- 연구자(년도) : 전재식, 박동, 남기곤
(2016).

- 발행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연구목적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역의 연계 방안을 포
함하여 인재지원 정책의 방향 및 과
제 도출

- 문헌분석
- 설문조사(지방대학 실태 파악)
- 통계분석(회귀분석)

- 지방대학의 위기 현황 분석
- 지방대학 경쟁력 평가영역과 측정
지표 개발

- 중앙정부의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 성과 분석(지방대학 핵심역량 
강화사업)

2

- 과제명 :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
과 분석

- 연구자(년도) : 박성호, 강영혜, 임후
남, 이정미, 엄문영, 김본영(2014).

- 발행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목적 : 지방대학의 교육 실태와 
변화 조망, 지방대학 정책 개관 및 정
책성과 분석을 통해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 지원

- 문헌분석
- 통계분석(군집분석, 집단 간 차
이분석, 빈도분석, 이중차분모
형 분석, 회귀분석)

- 전문가협의회
- 세미나 

- 고등교육 정책 변화 개관
- 지방대학 유형화
- 고등교육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
른 지방대학 변화 추이

- 지방대학 재학생 특성 분석
- 지방대학 성과 분석(산학협력 선도
대학 사업 성과 및 지방대학 교수
학습 성과 분석)

3

- 과제명: 지역별 고등교육 생태계 분석 
및 지역-대학 연계발전 방향 연구

- 연구자(년도) : 한치록, 박성호, 반가
운, 서재영, 안준기(2018)

- 발행기관: 국가교육회의
- 연구목적: 지역별 고등교육기관의 현
황과 고등교육의 양적, 질적 수준 및 
특성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학 간의 연
계 발전을 위한 과제 및 방향 도출

- 교육통계, 취업통계, 대학재정
통계,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
료를 활용한 기초통계 분석

- 권역별 경청회

- 지역별 고등교육 기관과 산업을 포
함한 실태 분석

- 지역 고등교육 관계자들이 인식한 
지방대학의 문제점 및 정책 수요 
분석

- 지역과 대학 간의 연계 발전을 위
한 과제 및 방향 도출

본 연구

-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대학의 대내외 
현황 분석에 기반한,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과 강약점을 진단하고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
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지방대학의 
종합적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 특히 지방대학에 공통된 위기와 문제
점 도출 이외에 개별 지방대학의 다
양한 문제적 상황과 강약점, 지방대학 
지원 정책을 통해 축적한 혁신의 성
과 등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
방대학 발전 방안을 제시

- 문헌분석
- 통계분석(기초분석 및 다변량
분석)

- 표적집단심층면접
- 전문가협의회

- 지방대학 외부 여건 및 지방대학의 
교육, 연구 현황 분석

- 지방대학 정책성과 정량적 분석
- 지방대학 정책성과의 정성적 분석
- 지방대학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수
요자 요구 분석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적 정책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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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지방대학의 대내외 현황 분석

  ○ 지방대학의 외부 여건 분석  

  ○ 지방대학의 교육 및 연구 현황 분석

  ○ 대내외 현황 분석에 기반한,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 및 문제점 진단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성과분석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개관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종합 진단을 위한 분석 틀 개발

  ○ 주요 지방대학 지원 정책의 정량적 성과분석: 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주요 지방대학 지원 정책의 정성적 성과분석

 □ 지방대학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수요자 요구 분석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정책 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검토 및 요구분석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요구분석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 도출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전략 도출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전략 개선 방향

  ○ 대학유형별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분석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문서

  ○ 지방대학 정책의 성과분석 및 정책 개발 관련 선행연구

  ○ 지방대학 여건 및 실태 조사 연구 및 관련 문건 

  ○ 지역대학 발전 사례 및 발전 전략에 관한 해외 문헌

 ☐ 통계자료 분석

  ○ 고등교육통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등 KEDI 통계데이터 분석

  ○ 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알리미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데이터 분석

  ○ 지방대학의 구조적 특성, 교육/연구 여건 및 성과 관련 대학정보공시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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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내 고등교육 수요자들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통계자료

 □ 표적집단심층면접(FGD)

  ○ 목적 : 지방대학 지원 정책의 정성적 성과분석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정책 요구 

파악

  ○ 내용 : 주요 지방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점, 정책 개선 과제 등

  ○ 대상 : 지방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대학 내부 행정가 

또는 지방대학 유관기관 관계자, 지방대학 정책 수립에 참여한 경험이 있

는 연구자 및 정부부처 관계자 등

 □ 전문가 협의회

  ○ 목적 : 연구의 세부 추진 방향 및 분석방법, 정책 과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

  ○ 내용 : 지방대학의 대내외 현황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 및 분석 항목 도출, 지방대

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종합 진단을 위한 분석 틀 개발, 지방대학 정책 성

과분석에 적합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 방법에 관한 자문 등 

  ○ 대상 : 지방대학 정책 전문가,  교육부 등 정부부처 유관 업무 담당자, 교육통계 

분석 전문가 등

 □ 원고 자문

  ○ 목적 : 주요 지방대학 지원 정책의 정량적 성과분석

  ○ 내용 : 교육 또는 연구 성과 부문에서의 지방대학 지원 정책의 정량적 성과분석

  

▣ 기대효과

  ○ 고등교육 정책의 계속된 당면과제인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전략 수립에 기여

  ○ 대학구조개혁 등 본격적인 대학개혁 정책이 추진된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추진

된 지방대학 지원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를 정책 전략의 효과성 중심으로 분

석함으로써 향후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전략 설계에 필요한 시사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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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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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행계획서 수립/보완 

¡ 문헌 분석

¡ 대내외 현황 분석

¡ 정책성과 분석 틀 개발

¡ 정책성과 정량 분석

¡ 정책성과 정성자료수집/분석

¡ 중간보고서 심의

¡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 성과 발표 및 인쇄 교정 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고등교육

▣ 주제어

한글 고등교육 정책
지역발전과 

대학
특성화 전략 지방대학 정책성과 분석

(영문)
Higher 

Education 

Policy

(Regional 

development 

and university)

(specialization

strategy)

(regional 

universities)

(Analyzing 

policy effect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지역혁신대학지원과 :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정책 지원

¡ 고등교육정책과 : 고등교육 정책 기획 수립

¡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 LINC 사업 정책 개선 지원

¡ 인재양성정책과 : 교육부의 인재양성정책 지원

¡ 국립대학정책과 : 국립대학 발전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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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ㆍ직업교육 혁신 

▣ 연구 예산

(단위: 천원, %)

구분 내    용 금액(원) 금액(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60,000,000 60,000 100

2.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0회=100,000 100,000

160 0.3
우편료 국내일반 2,000원×30회=60,000 60,000

3.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360매×200부=3,600,000 3,600,000

5,560 9.3자료복사비 50원×100쪽×200부=1,000,000 1,000,000

소모품비 480,000원×2회=960,000 960,000

4.연구기자
재 및 
임차료

회의실 임차료 200,000원×20회=4,000,000 4,000,000 4,000 6.7

5.국내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5명×7회(세종시)=700,000 700,000

3,300 5.5
국내여비 130,000원×4명×5회(서울시 등)=2,600,000 2,600,000

6.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 
 - 국외지: 50,000원×30종×1회=1,500,000
 - 국내지: 25,000원×18종×2회=900,000

2,400,000 2,400 4.0

7.전문가 
활용비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명×1회=600,000 600,000

21,980 36.6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명×1회=600,000 600,000

보고서 평가비 200,000원×7명×1회=1,400,000 1,400,000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회=500,000 500,000

전문가 회의수당 200,000원×2명×19회=7,600,000 7,600,000

FGD 사례비 200,000원×30명=6,000,000 6,000,000

원고료 10,400원×150매×3명=4,680,000 4,680,000

영문초록 번역료 600,000원×1회=600,000 600,000

8.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0명×20회=6,000,000 6,000,000 6,000 10.0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연구 자문료 500,000원×10개월×3회=15,000,000 15,000,000
16,600 27.6

면담 녹취록 작성료 200,000원×8명=1,600,000 1,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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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 공동연구 자문료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미정

필요성

지방대학의 대내외 현황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 및 분석 항목 도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종합 진단을 위한 분석 틀 개발, 지방대학 정책 성과분석에 
적합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 방법에 관한 외부 자문을 통해 분석의 엄격성을 

제고함.

주요내용
지방대학의 대내외 현황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 및 분석 항목 도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종합 진단을 위한 분석 틀 개발, 지방대학 정책 성과분석에 
적합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 방법

예산(천원) 15,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5%

위탁 유형 외부 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자료 전사 전문업체

필요성
전문가와의 협의회, 면담을 녹음한 음성 자료를 분석 가능한 문서 자료로 

전환하여 분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함

주요내용 초점집단토론(FGD) 녹음 등 음성 자료 전사

예산(천원) 1,6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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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교육성과 평가방안 탐색

▣ 연구책임자

   ○ 김은영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정책■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한 정보로 활용 가능함

◯ 특히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접근법을 대학 수

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도출의 의미가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역량기반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대학의 변화 필요성 확대 

◯ 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혁신으로 인한 산업계 구조변화와 그에 따른 노동시

장의 수요변화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요구되는 자질이 학문의 내용지

식에서 창의력, 비판적사고력,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핵심역량이라는 인식전환 과

정을 가속화 시킴 

◯ 국내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정부 주도로 대학교육역량강화, ACE사업, 대학혁신지

원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이 미래 사회 변화 요구에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해왔고, 그에 대한 주요 접근 방법으로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강조해 왔음

◯ 위와 같은 변화에 따라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핵심역량 계발이 강조되면서, 이들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수업활동의 설계와 운영이 대학에서의 교수

학습 관련 연구와 실천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음

  □ 효과적 역량기반교육 실행과 성과 도출을 위한 대학 시스템 혁신 유도 

◯ 대학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국내 대학이 지속적으로 펼쳐왔지만 그 성과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대학에서의 교육 혁신 노력이 파편적으로 수행되고, 혁신 목표,

추진 전략, 대학의 학사제도 및 조직구조가 서로 상보적으로 연계되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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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개별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또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교수·학습법, 학생평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변화와 확산은 이루어졌지만, 이와 같은 변화를 유도하고 유지할 수 있

는 학사제도와 구조의 혁신까지 이루어 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대학교

육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방안과 실행 전략 모색이 필요함 

◯ 유럽 3개국의 고등교육을 분석한 IE보고서1)는 핵심역량 교육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대학 간 역량의 격차는 최고 8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역량관련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만의 변화가 아

닌 이를 둘러싼 대학의 학사구조,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관련 대학의 제도와 구

성원의 인식, 교육성과 평가방식 등 시스템 전반에 걸친 종합적 혁신이 필요함 

□ 국내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OECD 고등교육 사업과의 연계

◯ 현재 우리나라는 OECD의 교육연구혁신센터 (Center for Research Innovation)에

서 ‘대학생의 창의력과 비판적사고력 강화와 평가’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데, 기존의 OECD 사업 내용과 운영방식을 따르며 참여하는 사업 참여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의 교수학습 혁신사례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플랫

폼으로서 활용이라는 적극적인 참여방식으로의 전환 모색이 필요함

▣ 연구 목적

◯  역량기반 교육과정 도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학체제 혁신방안 탐색 

◯  교육과정의 개발-실행-평가 단계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대학의 학사제도 및 

조직 변화 방향 모색 

1) IE Center for the Governance of Change, 2021. How universities can mind the skills gap, 매일경제 21.07.08 ‘문제해

결·소통 가르친 대학이 취업에 더 유리했다’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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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주요 연구내용

 □ 문헌분석

  ○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도입 정책 배경 및 교육 목표 분석

  ○  정책도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학체제 혁신 관련 문헌 분석 및 분석틀 도출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 수업사례 및 교수학습지원을 
중심으로(김은영 외, 2020)

Ÿ 교원양성기관에서 창의성과 
비판적사고력 증진을 위한 수업과 
교수학습 지원 사례 분석

Ÿ 사례조사

Ÿ 설문조사

Ÿ 면담조사

Ÿ 수업참관

Ÿ 창의성과 비판적사고력 및 창의교육

역량의 문헌 분석

Ÿ 창의력과 비판적사고력 강화를 위한 

수업 운영 

Ÿ OECD 공통의 루브릭 활용 수업과 

학생평가 실행

2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 
연구 (I): OECD AHELO 사업참여를 위한 
실천 전략 탐색 (2009)

Ÿ OECD AHELO 사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정보체체 구축 및 
전략 수립

Ÿ 고등교육 성과 평가 관련 개념 및 
사례 분석 

Ÿ 전문가 의견 수합을 위한 
면담조사

Ÿ 국제회의참석

Ÿ 고등교육 학습성과 개념 분석
Ÿ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국내외 

사례 분석
Ÿ OECD 학습성과 평가사업 경과 및 

사업의 정책적 함의 제시

3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창의력과 
비판적사고력

Ÿ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 개념 
분석

Ÿ 학생대상 창의력 및 비판적사고력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Ÿ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면담조사

Ÿ 수업참관

Ÿ 대학의 교원교육역량 강화 
사례분석

Ÿ 사업회의 참석

Ÿ 창의력과 비판적사고력 개념과 
교육실행 관련 문헌분석

Ÿ 대학의 교수법 지원 및 
예비교원의 연구활동 참여 사례 
분석

Ÿ 설문조사 결과 분석

Ÿ 수업운영 사례 및 특성 분석

Ÿ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본 
연구

대학의 역량교육과정 도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체제 혁신 방안 탐색

Ÿ 문헌분석: 고등교육에서의 
역량교육과정 도입의 배경 파악을 
위한 환경분석 을  문헌분석

Ÿ 역량교육과정 도입 혁신 사례분석
Ÿ 면담조사
Ÿ 개발된 평가 방안의 실제 활용 

사례  및 평가 분석 

Ÿ 고등교육성과와 역량의 개념 분석

(창의력과 비판적사고력 중심으로)

Ÿ 대학에서의 창의력과 비판적사고력 

향상 평가 사례 분석

Ÿ 대학에서의 창의력과 비판적사고력 

평가방법 개발

Ÿ 개발된 평가방법의 성과 분석

Ÿ OECD회원국 참여대학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전공 영역 수업 사례 및 평

가 방법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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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도입과 운영 실태 분석

  ○ 국내 대학에서 이해되고 실행되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현황 및 특성 분석

  ○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관련 학사 제도 분석

  ○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관련 대학 구성원의 인식 및 문제점 파악

  

 □ 교육과정-실행-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대학의 체제 변화 방안 탐색

 

 □ 국내 대학의 교육 사례 OECD 공유 및 국제보고서를 위한 정보 제공

  

▣ 연구 추진방법

 □ 문헌분석

  ○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도입 정책 분석 

  ○  대학체제 혁신 관련 이론 분석 

 □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도입과 운영 실태 분석

  ○ 대학을 표집하여 대학 대표 1인 대상 설문 조사 실시(교육과정 현황, 운영관련 학

사제도, 실행조직 등의 정보 조사)

  ○ 국내 대학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관련 현황 데이터 분석

 □ 포커스 그룹 인터뷰  

  ○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 대학 구성원의 인식 파악

 

 □ 전문가협의회  

  ○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의 체제 변화 방안 탐색을 위한 논의

  ○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

 □ 국제회의 참석 

  ○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해외 사례 공유

  ○ 국내 대학 교육사례 OECD와의 공유 및 국제보고서를 위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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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과 성과도출을 위한 대학체제 혁신을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 

정보 제공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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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행계획서 작성 및 심

   의, 수정 보완

¡ 주요 선행 연구 및 문

   헌 분석을 통한 분석틀 

¡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

   영 현황분석 

¡ 대학대표 1인 설문조사
Ÿ 설문대상 표집 및 설

문조사 도구 개발
Ÿ 도구의 타당화
Ÿ 조사실시 및 결과분석

¡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
   방안 논의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심

   의, 수정 

¡ 연구보고서 제출

¡ OECD 사업 대응

Ÿ 자료번역

Ÿ 사업회의 참석

Ÿ 국제보고서관련 논의

    참여 및 내용 검토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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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한글
역량기반 

교육과정

고등교육

학습성과
체제 변화 학사제도 개혁 대학혁신

(영문)

(competency-b

ased 

curriculum)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systematic 

change

institutional 

changes of 

academic 

affairs

university 

innov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고등교육정책: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정책 및 대학생의 교육성과 강화

                고등교육 혁신 방안 

¡ OECD 및 해외 고등교육 네트워크와의 협력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2 고등교육의 질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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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구분 내    용 금액(원) 금액(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45,000,000 45,000 100.0

2.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0회 100,000

160 0.4
우편료 국내일반 2,000원×30회 60,000

3.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270매×200부 2,700,000

4,826 10.7자료복사비 50원×100쪽×200부 1,000,000

소모품비 1,125,820원×1회 1,125,820

4.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랩탑 등) 임차료 200,000원×10회 2,000,000 2,000 4.4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2명×10회(세종시) 400,000
2,480 5.5

국내여비 130,000원×2명×8회(서울시 등) 2,080,000

5-2. 
국외여비

프랑스 파리: 가급지, 김은영 연구위원, 3박 5일) 3월, 9월 예정

10,514 23.4

일비 $35×1,210원×5일×1명×2회 423,500
식비(가급지) $107×1,210원×5일×1명×2회 1,294,700
숙박비(가급지) $223×1,210원×3박×1명×2회 1,618,980
항공료(가급지, 이코노미/왕복)
3,488,500원×1명×2회 6,977,000

준비금 100,000원×1명×2회 200,000

6.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 
 - 국외지: 50,000원×29종×1회=1,450,000
 - 국내지: 25,000원×14종×1회=350,000

1,800,000 1,800 4.0

7.전문가 
활용비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명×1회 600,000

15,220 33.8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명×1회 600,000

보고서 평가비 200,000원×7명×1회 1,400,000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회 500,000

전문가 회의수당 200,000원×5명×4회 4,000,000

원고료 10,400원×100매×3명 3,120,000

조사도구 검토료 200,000원×5명×1회 1,000,000

번역료 10,000원×200매×2회 4,000,000

8.회의비 협의간담회비 30,000원×10명×10회 3,000,000 3,000 6.7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연구자문료 500,000원×10개월×1회 5,000,000 5,00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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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비(사업계획서 내 관련 국외출장 세부내용 추가 정리)

   국외인사 초청 국내 회의‧세미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국외여비도 포함하여 작성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고등교육정책연구실, 1명

출장 기간 (3박 5일) *일정 변동 가능 X 2회(3월, 9월)
출장지(방문기관) 파리(OECD 본부) *장소 변동 가능

출장자 역할 ․사업회의 참여를 통해 사업 관련 논의 및 사업방향, 국제보고서 내용 관련 검토 의견 개진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1년에 2번 개최 예정인 사업회의 참석

사업과의 관련성 ․OECD 정례 사업회의 참석을 통한 한국 대학교육 사례 공유 및 한국의 의견 개진

기존 국외출장과의 차별성․매년 개최되는 사업 관련 정례회의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해당 없음

구체적 기대효과

․사업추진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상황과 맥락이 반영되고 국익에 긍정

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타 국가와의 정보 교환을 통해 연구의 질 개선에 기여

※ 국외출장 등 불가시 대응 계획(안)

(코로나19 등으로 국외출장 국제세미나 대규모 대면회의 등 미실시 축소에 따른 

사업계획서 내 전체적인 대응(변경)계획 기재)

코로나19 등으로 국외출장 등 불가시 대응 계획

대응방안

- OECD에서는 COVID-19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20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비대면 

으로 사업회의를 개최하였기에 온라인 회의에 참석

- 국내외 전문가와 자체적 온라인 회의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한 사례 공유
(단위 : 천원)

당초계획 변경(안)

비목 금액 비목 산출근거 금액

소계 10,514

국외여비 10,514
전문가활용비

전문가 회의수당 200,000원×5명×3회 3,000

원외공동연구진 자문료 500,000원×10개월×1명 5,000

회의비 협의간담회비 30,000원×10명×6회 1,800

수용비 소모품비 714,180원×1회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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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 공동연구 자문료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미정

필요성
Ÿ 국내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도입과 운영관련 이슈 파악을 위한 분석 틀 개발
Ÿ 체제 변화를 위한 방향 제시를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

주요내용
Ÿ 국내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양적, 질적 데이터 

수집 방법 및 분석틀 도출,
Ÿ 분석결과 기반의 정책제언 및 전략 방안 도출

예산(천원) 5,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11.11%



(8) Ｒ＆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 체제 혁신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김미란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대학원 체제 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 Ｒ＆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혁신 방안 마련

○ 대학원 특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

○ 대학원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 전문교육 수요의 증대

  ○ 대학 보편화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고급 전문지식과 기술이 중요

  ○ ICT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혁명의 도래로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지식․기능을 갖춘 고등교육 인재양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 평생학습 시대의 대학원 맞춤형 교육 확대

  ○ 이에 따라 대학 졸업 후의 재교육, 맞춤형 교육 요구 등이 확대

  ○ 산업계 니즈와 대학원 교육의 매칭(산학연계) 필수

 □ 학위의 국제통용성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 나아가 글로벌화에 따라 이들 자격의 국제통용성 요구 증대

  ○ 학위 경쟁력 제고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 대학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원 정책 수행

○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ＢＫ２１　ＦＯＵＲ(Ｆｏｓｔｅｒｉｎｇ　Ｏｕｔｓｔａｎｄｉｎｇ　Ｕｎｉｖｅｒｓｉｔｉｅｓ　ｆｏｒ　Ｒｅｓｅａｒｃｈ）정

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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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 본부가 제도 혁신의 중심이 되는 대학원 체

제 개편 및 대학원 교육 내실화를 꾀하고 있음

  ○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실제 대학원 혁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혹은 기여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단과 이에 따른 방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대학원의 연구인재 양성 체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부재

  ○ 그러나 Ｒ＆Ｄ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대학원의 연구인재 양성 제

도 운영에 대한 접근이 부재

  ○ 특수대학원, 대학원대학 등, Ｒ＆Ｄ와 거리가 있는 대학원 중심으로 대학원이 확

대되었다는 한국의 특수한 사정이 존재

▣ 연구 목적

  ○ 이상의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되

는 Ｒ＆Ｄ 연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는 대학원 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와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대학원 체제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대학원 거버넌스 운영과 대학원 재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학

원에서의 R&Ｄ　연구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 개혁이 일

어나야 하는 지를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원 교육혁신을 위한 기초연구

  ○ 기존 연구의 연장선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원 교육혁신을 위한 기초연구

가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공계 중심의 연구중심 대학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환경 등의 교육혁신 방안을 도출하였다면 ‘Ｒ＆Ｄ 경쟁

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 체제 혁신 방안 연구’에서는 Ｒ＆Ｄ연구인재 양성 측면

에서 대학원 운영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대학원 학위취득 후 취업 및 진로까지 

연계한 ‘대학원 체제혁신’ 방안을 학술정책 과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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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양적 성장에 치중한 기존 대학
원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
고 대학원지원정책의 질적 전환
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탐색

∘문헌 분석
∘세미나, 간담회
∘전문가 면담 등

∘대학원지원정책의 유형분류 및 대
학의 발전전략 접근방식 구분
∘BK21 및 WCU 사업, 2단계 BK21
사업,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WCU) 육성 사업, BK21 PLUS의 
내용과 특징
∘비판적 논의와 대안

2

∘이공계 대학원의 교육과 졸업자
에 대한 수요에 많은 변화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교육이 
획일적으로 이뤄지거나 질적 수
준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공계 대학원 
교육방향에 대한 현황과 지원방
안을 제시

∘문헌연구
∘설문조사, 수요조사
∘협의회

∘대학원 환경변화 분석
∘주요국(미국, 유럽) 동향 분석
∘이공계 대학원 교육 및 수요 분석
∘이공계 대학원 운영 및 지원프로
그램 현황
∘이공계 대학원 지원정책 방향

3

∘대학원 학사운영을 충실하게 운
영하고 대학원의 질 제고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대학정보공시를 통한 대학원분석
∘ＣＩＰＰ모형 일반대학원 현황분
석

∘대학원 정보공시 자료 분석
∘일반대학원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대학원 혁신방안을 위한 정부 차
원의 제언
∘대학원 혁신방안을 위한 대학 차
원의 제언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4

∘대학의 Ｒ＆Ｄ 환경과 여건을 
다각도를 분석하여 진단함으로
써 대학 Ｒ＆Ｄ 전반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안

∘문헌연구
∘인력 양성 현황 및 투자 성과 등
의 통계조사
∘사례조사
∘수요조사

∘대학Ｒ＆Ｄ역할
-대학Ｒ＆Ｄ특성 및 기초연구사업의 
역할

-이공계 인력양성 현황
-대학 Ｒ＆Ｄ지원체계
∘대학 Ｒ＆Ｄ 현황
-대학 Ｒ＆Ｄ 투자와 성과
-연구현장의 수요
∘중장기 정책방향
-대학 Ｒ＆Ｄ기대역할 
-대학 Ｒ＆Ｄ정책방향
-기초연구 정책방향

5

∘Ｒ＆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신규 박사 대상 추적
조사 결과로부터 매년 박사후연
구원으로 경력을 시작하는 신규 
박사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조사결
과와 연계하여 타당성을 검증하
고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

∘문헌연구
∘추적통계조사
∘협의회

∘박사후연구원 규모 추정
∘박사후연구원의 특성
-학위취득이후경로(지도교수연구실)
-평균근로소득(3-4천만)
-희망직장(대학과 출연연, 공공기관)
∘박사후연구원 경력개발지원
-진로다양화
-모니터링 및 평가

6

∘대학원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
육환경 등의 대학원 교육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대학원 교육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바람직한 대학
원 혁신방향 수립

∘문헌연구
∘통계분석
∘면담조사
∘대학원 교육운영 사례조사
∘전문가 협의회

∘대학원 정책 변천과정 분석
∘ＯＥＣＤ 등 국제비교 및 대학알
리미 통계자료 분석
∘연구중심 대학의 대학원 운영사례 
분석
∘주요국의 대학원 정책 및 운영사
례 분석
∘대학원 정책 및 운영 진단
∘대학원 교육 혁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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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대학원에서의 Ｒ＆Ｄ 전문인재 현황　분석

  ○ 우리나라 Ｒ＆Ｄ 수준 및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재 현황을 분석

  ○ 실제 대학원에서 이들 전문인재 양성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Ｒ＆Ｄ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요구 분석

  ○ 대학 관계자, 정책 전문가, 산학연 대학원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Ｒ＆Ｄ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의 문제 및 바람직한 제체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대학원 체제혁신 방안 도출

  ○ 대학원 체제 혁신 방안을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 도출

   - 대학원 제도 혁신 방안

   - 대학원 교육과정 혁신 방안

   - 대학원 거버넌스 혁신 방안

1. 한국 대학원지원정책의 진화과정 분석: BK21 및 WCU 사업을 중심으로, 김성수(2013), 한국공공관리학회보, 27(2)

2. 이공계 대학원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개선방안, 엄미정・박기범・김형주・이윤지・박동오(2012),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3. 대학원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현황분석 및 기초연구, 이석열․이영학․정진철(2019). 교육부.

4. 기초연구사업 확대에 따른 대학 Ｒ＆Ｄ 정책방향, 박기범・양현채・신은정・서현정(20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 국내 박사후연구원의 규모와 특성, 박기범・박현준(201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원 교육 혁신을 위한 기초연구(2020), 김미란 외, 한국교육개발원.

본 연구

․Ｒ＆Ｄ 경쟁력 강화의 중심이 
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대
학원 운영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여 대학원 체제 
혁신방안 제시

- 기존의 연구는 대학원과 관련하
여 대학원 정책, 혹은 대학원 
정보 및 현황 분석 중심이며,
Ｒ＆Ｄ 인력양성 기관으로서 Ｒ
＆Ｄ　정책방향, 박사후연구원  
인재양성 중심 등 제한된 내용
으로 대학원의 문제를 지적하거
나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다양한 수요자 의견수
렴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학원 체제 혁신 방안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문헌조사
․면담조사
․델파이 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협의회

-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풀을 구성하
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
렴하고,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실제 대학원 체제 혁신 방안을 도
출

․대학원에서의 Ｒ＆Ｄ 전문 인재 
현황　분석

․Ｒ＆Ｄ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대
학원 요구 분석

․주요국의 대학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국내 대학원 체제혁신 사례 분석
․대학원 관련 요구 분석
․대학원 체제혁신 방안 도출

- 대학원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외 대학원 체제혁신 사례와 요구
조사를 통해 대학원 운영의 문제
점을 도출하여 대학원 체제혁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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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학술정책방안 제언

  ○ 대학원 체제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학술정책 방안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조사

  ○ 국내외 선행연구 및 해외 웹사이트 등을 통해 대학원 현황을 분석

 □ 면담 조사

  ○ Ｒ＆Ｄ 관련 산업체 관계자, 대학원 교수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학원 운영의 

문제점과 체제 혁신 방안을 도출

 □ 델파이 조사

  ○ 대학원 관계자, 산학연 대학원 수요자 등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대학원의 

문제 및 과제 도출

 □ 사례 조사

  ○ 대학원 특성에 따른 우수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혁신방안 도출

 □ 전문가 협의회

  ○ 다양한 관계자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대학원 체제 운영의 문제점과 혁신 방안 도출

▣ 기대효과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의 바탕이 되는 대학원 활성화 기여

  ○ 대학 학부와 대학원 교육을 연계한 고등교육 제도 혁신

  ○ Ｒ＆Ｄ 연구인재 양성의 체계화

  ○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

  ○ 대학원 학위의 국제통용성 확보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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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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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문헌자료 수집

¡ 대학원 운영 현황 및 쟁

점 분석(면담 등)

¡ 국내외 사례 분석

¡ 델파이 조사

¡ 중간보고서 심의

¡ 전문가 협의회 

¡ 대학원 혁신 방안 도출

¡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 성과 발표 및 인

쇄 교정 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고등교육

▣ 주제어

한글 대학원 체제혁신 연구 고등교육 정책

(영문) (ｇｒａｄｕａｔｅ　ｓｃｈｏｏｌ) (ｉｎｎｏｖａｔｉｏｎ) (ｒｅｓｅａｒｃｈ)
(ｈｉｇｈｅｒ　

ｅｄｕｃａｔｉｏｎ)
(ｐｏｌｉｃｙ)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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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ㆍ직업교육 혁신 

▣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내용 금액(원) 금액 비중

합계 산출내역 45,000,000 45,000 1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0개월×3회 300,000 300 0.7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400쪽×150부=3,000,000

6,150,000 6,150 13.7소모품비 195,000원×10개월=1,950,000

면담 답례품 30,000원×40인=1,20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실료 100,000원×5회 500,000 500 1.1

5. 여 비

시내출장비 20,000원×5명×10회=1,000,000
2,950,000 2,950 6.8국내여비(면담, 협의회 및 사례조사 참석)

130,000원×3명×5회=1,950,000

6. 연구정보활동비 도서구입비 50,000원×36회 1,800,000 1,800 4.0

7. 전문가활용비

델파이조사 100,000×20인×2회=4,000,000

20,300,000 20,300 45.1

전문가협의회 회의비 200,000원×5인×8회=8,000,000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인×1회=600,000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인×1회=600,000

보고서 평가료 200,000원×7명 =1,400,000

원고료(외국어) 12,000원×125매×2명=3,000,000

번역료 10,000원×135매×2회=2,7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0명×10회=3,000,000 3,000,000 3,000 6.7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연구 자문료  500,000원×2회×10개월 10,000,000 10,000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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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전문가 활용 연구자문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엄미정)
상명대학교(장덕호)

필요성
과학기술 Ｒ＆Ｄ 관련 전문가 필요
대학원 정책 및 대학원 현황 전문가 필요

주요내용
대학원 Ｒ＆Ｄ 관련 정책 및 현황 분석을 통한 대학원 체제혁신방안 도출
대학원 정책 및 현황 분석을 통한 대학원 체제혁신방안 도출

예산(천원) 10,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2.2%

위탁 유형 외국사례 원고 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김정은 교수)
일본 동경대(모로즈미 아키코 교수)

필요성 미국과 일본의 대학원 정책 및 Ｒ＆Ｄ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주요내용 미국과 일본의 대학원 정책 및 Ｒ＆Ｄ　현황 분석

예산(천원) 3,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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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맞춤형 교육을 위한 스마트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장혜승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개학, 미래 교육 대비로 원격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변화 속에서 점차 온라인에서 수집되는 

각종 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학습 데이터 수집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활용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주로 단편적인 정를 기록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이들 데이터를 활용하기

에는 여러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학습 데이터의 분석과 이를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에 앞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데이터 구축 프레임

워크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기초과제로 구분함. 즉, 단순

한 기록의 차원을 넘어 실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양질의 학습 데

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활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

로써 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21~2022 OECD 교육정책위원회(EDPC) ‘스마트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 학습분

석, AI, 그리고 그 넘어’ 관련 스마트 데이터화에 대한 모범사례로서 적극 활용

  ○ 해당 프로젝트는 학습 성과 개선을 위한 교육 분야에서의 유망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디지털화와 관련된 교육 정책적 이슈, 미래교

육을 위한 시사점, 정책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서 운영 

중인 LMS 데이터의 스마트 데이터화 사례 역할을 할 수 있음.

 

* 스마트 데이터(Smart Data)는 2021～2022 OECD CERI 우선 협력 사업인 ‘Smart Data

and Digital Technology in Education: AI, learning analytics and beyond’에서 학습 성과

개선 및 교육 시스템 발전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활용 차원에서 제시된 개념임.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개념을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Smart Uses of Data)’으로 접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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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교육부 10대 정책과제 ‘디지털 전환에 대

응한 교육 기반 마련’ 관련으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학습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중요성 대두

  ○ 100대 국정과제 중 ‘미래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과 관련하여 미

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원격교육체제 구축이 강조되고 있으며, AI, 학습분석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지원의 기반으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이 보다 중요해짐.

 □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LMS 데이터 분석의 기틀 마련 필요

  ○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5개 LMS2)는 국가 차원에서 운영 중인 온

라인 교육 사업의 대표적 사례임. 해당 사업들은 주로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습분석 등을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LMS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다만, 5개의 LMS에 수집된 데이터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소 다른 특성을 가지

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호 호환 및 보완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수집 체계가 필요함. 또한 체계적인 학생 관리 및 정보 제공과 맞춤형 교

육 지원을 위해 실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의 종류와 형태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상이한 특성을 가진 LMS 데이터를 

종합적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수집하고 이를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분석·활

용할 수 있는 스마트 데이터 구축 체계 및 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 목적

  ○ LMS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스마트 데이터 구축 프레임워

크 도출 

  ○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스마트 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2) 방송통신중·고등학교(중등 학력 미취득자 대상), 스쿨포유(건강장애학생 대상), 온라인 보충과정(전·편입학에 따른 미개설·
미이수 교과 이수 희망 학생 대상), 학생선수 e-School,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
요

1
김민하,

안미리(2015).
학습 분석의 

Ÿ 교육 분야에서 수집 및 분
석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
의 유형과 분석 기술에 대

Ÿ 문헌 분석 Ÿ 학습분석 및 관련 기술 정리
Ÿ 학습 데이터 탐색
Ÿ 학습 분석의 응용 분야 제시



- 117 -

▣ 주요 연구내용

 □ 온라인 교육 LMS 데이터 수집 및 보유 현황 분석

  ○ 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 교육 사업 LMS 데이터 현황 분석: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스쿨포유, 온라인 보충과정, 학생선수 e-School,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 데이터 현황 분석 내용(안): 영역, 범위, 항목, 형태, 유형 등 

  ○ 현황을 토대로 한 비교 분석 및 데이터 정형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 LMS 데이터의 스마트 데이터화를 위한 관계자 및 전문가 요구 분석

  ○ 현재 LMS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관련 쟁점, 개선 필요성 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선
행
연
구

데이터 유형과 
응용 분야

한 탐색

2

김태기(2019).
학습분석학의 
교수학습현장적
용을 위한 학습 
데이터 탐색

Ÿ 교수학습개선을 위해 필요
한 학습데이터의 종류를 좋
은 수업의 개념을 바탕으로 
탐색

Ÿ 문헌 분석 Ÿ 좋은 수업의 특징 및 구성요소 
탐색

Ÿ 좋은수업 구현을 위한 학습분
석학의 데이터 탐색 

3

성은모, 진성희,
유미나(2016).
학습분석학 
관점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지
원을 위한 
데이터 탐색 

연구

Ÿ 이러닝 학습환경에서 학습
자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
하기 위해 학습분석학 관점
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학습
데이터의 유형과 특성에 대
한 탐색

Ÿ 문헌 분석
Ÿ 전문가 타당화

Ÿ 성공적인 이러닝을 위한 자기
주도학습 개념 및 구성요인 탐색

Ÿ 학습 데이터 추출을 위한 학습
자의 학습활동 및 학습행동 특
성 탐색

Ÿ 이러닝 학습환경에서 학습분석
을 위해 활용 가능한 학습데이
터 유형 및 특성 탐색

Ÿ 학습분석학 관점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러닝 
학습환경 설계 시사점 제시

4

손찬희, 장혜승,
김은영, 김성미,
이은주, 조일현,
정광식(2019).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Ÿ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학습자의 학
습 데이터 수집․관리․활
용체계 마련 및 이를 통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방안과 과제 도출

Ÿ 문헌 분석
Ÿ 초점집단면접(FGI)
Ÿ 전문가 델파이 조사

Ÿ 학습분석 관련 동향 및 적용 
사례 분석

Ÿ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 운영 
현황 분석

Ÿ 중등 단계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및 학습분석 
요구 분석

Ÿ 중등 단계 온라인 학습분석 기
반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제시

본 
연구

맞춤형 
교육을 위한 

스마트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

Ÿ LMS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
집․분석․활용을 위한 스
마트 데이터 구축 프레임워
크 도출 및 맞춤형 교육 지
원을 위한 스마트 데이터 
활용방안 제시

※ LMS 데이터의 체계적 수
집․분석 체계 마련을 통
해 학습분석만이 아닌 맞
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구
체적이고 다양한 활용 방
안 마련에 초점

Ÿ 문헌 분석
Ÿ 초점집단면접(FGI)
Ÿ 델파이 조사

Ÿ 온라인 교육 LMS 데이터 수집 
및 보유 현황 분석

Ÿ LMS 데이터의 스마트 데이터
화를 위한 관계자 및 전문가 
요구 분석

Ÿ LMS 데이터 연계 및 분석을 
위한 스마트 데이터 구축 프레
임워크 도출

Ÿ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스마
트 데이터 활용 방안 및 교육 
데이터와의 연계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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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S 데이터의 연계 및 분석(스마트 데이터화)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스마트 데이터 수집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정에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 LMS 데이터 연계 및 분석을 위한 스마트 데이터 구축 프레임워크 도출

  ○ 사업별 서로 다른 LMS 데이터를 상호 호환 가능하도록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워크 도출 

  ○ IMS(IMS Global Learning Consortium)* Global 2013 기반 영역(안): Learning 

Content Data, Learning Activity Data, Operational Data, Career & Profile Data

* 학습 데이터, 학습분석, 학습 플랫폼 등과 관련된 교육 분야 기술 혁신 및 발전을 위한 국제 비영리단체

※ 해당 영역(안)을 기반으로 실제 연구 추진 과정에서 구체화 및 도출 예정

 □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스마트 데이터 활용 방안 및 교육 데이터와의 연계 방안 

제시

  ○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학습분석 등 스마트 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

  ○ 스마트 데이터와 각종 교육 데이터(NEIS, 교육통계, K-에듀 통합플랫폼 등)의 연

계 방안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및 현황 분석

  ○ 학습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국내외 문헌 분석

  ○ 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 교육 LMS 데이터 수집 및 보유 현황 분석

  ○ 스마트 데이터 관련 국내 유관기관 또는 국외 현황 분석

 □ 초점집단 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 스마트 데이터 구축 프레임워크 도출을 위한 관계자 요구 분석

  ○ 대상: 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 교육 사업 운영 담당자, 온라인 교육 사업 유관기

관 관계자, 학습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관련 전문가(대학, 연구기관) 등 약 12명 

 □ 델파이 조사

  ○ 연구진이 도출한 스마트 데이터 구축 프레임워크에 대한 전문가 타당성 검토

  ○ 대상: 학습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관련 전문가(대학, 연구기관), 교육 관련 전문가

(교육공학, 교육과정, 교육행정 등 대학, 연구기관), 온라인 교육 사업 운영 담당

자(한국교육개발원, 유관기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등 약 2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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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전문가 협의회: 학습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현황 파악 및 개선 방안 도출, 스

마트 데이터 프레임워크 도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스마트 데이터 활용 방

안 마련 등 관련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수시 운영 

  ○ 집담회: 스마트 데이터 구축 프레임워크 및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데이터 활

용 방안 관련 정책 제언 도출을 위한 집중 논의

  ○ OECD 컨퍼런스: OECD 참여과제(Smart Data and Digital Technology in 

Education) 연계로 각국 활용 정책 및 사례 수집을 위한 컨퍼런스 참여

▣ 기대효과

 □ LMS 데이터의 스마트 데이터화를 통해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

  ○ 상이한 특성을 가진 LMS 데이터를 호환 가능한 형태로 수집하여 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스마트 데이터화를 통한 학습분석, AI 모형 개발 등의 활용 기반 마련

 □ 데이터 3법에 입각한 정보 공시 기반 마련

  ○ 구축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LMS 데이터를 투

명하게 공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운영의 책무성 제고 및 정책 개발에

의 활용,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 유도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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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진 구성

¡ 문헌 및 LMS 데이터 현황 분석

¡ FGI 실시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심의

¡ 델파이 조사 실시

¡ 전문가 협의회 및 집담회 실시

¡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 성과 발표 및 인쇄 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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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간

연구년차 (1/3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스마트 
데이터

학습 데이터
데이터 

프레임워크
맞춤형 교육 온라인 교육

(영문) (Smart Data)
(Learning 
Data)

(Data 
Framework)

(Customized 
Learning)

(Online 
Learning)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 중등학력 미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육 운영 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을 통한 학력 인정 지원

교육부
(이러닝과)

¡ 온라인 보충과정을 통한 전·편입학 등으로 인한 미이수·미개설 교과 이수 지원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 학생선수 수업 결손 보충 및 최저학력 보장을 위한 학생선수 e-School 운영 지원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스쿨포유 운영 지원

교육부
(교육통계과)

¡ LMS 데이터의 스마트 데이터화를 통한 교육 데이터와의 연계 지원

¡ 학습 데이터의 공시 기반 마련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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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내용 금액(원)
금액
(천원)

비중
(%)

합계 산출내역 45,000,000 45,000 100%

1. 사업인건비

일용직(석사) 80,000원×1명×5일 400,000

408 0.91고용보험 400,000원×1.45% 5,800

산재보험 400,000원×0.643% 2,600

2, 공공요금
우편료 소포 2,800원×10회 28,000

78 0.17
우편료 긴급 10,000원×5회 50,000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300매×200부 3,000,000

3,704 8.23자료복사비 30원×100매×100부 300,000

소모품비 403,360원×1식 403,36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임차료 400,000원×5회 2,000,000 2,000 4.44

5-1. 국내여비 국내여비 130,000원×5명×4회 2,600,000 2,600 5.78

5-2. 국외여비

국외여비(프랑스, 4박 6일 기준)

5,210 11.58

 · 일비 $35×1,210원×6일 254,100

 · 식비 $107×1,210원×6일 776,820

 · 숙박비 $223×1,210원×4박 1,079,320

 · 항공료(일반석/왕복) 3,000,000원 3,000,000

 · 준비금(여행자보험) 100,000원 100,000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도서 등) 50,000원×32회 1,600,000

1,800 4.00
원격 화상회의 서비스 이용료 200,000원×1식 200,000

7. 전문가활용비

중간보고서 심의 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18,100 40.22

평가보고서 심의 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연구윤리점검비 500,000원×1회 500,000

최종보고서 평가비 200,000원×7명×1회 1,400,000

델파이조사 수당 200,000원×20명×2회 8,000,000

전문가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5명×3회 3,000,000

면담(FGI) 수당 200,000원×12명×1회 2,400,000

원고료 8,000원(2호)×100매(200자)×2명 1,600,000

8. 회의비 협의간담회비 30,000원×7명×10회 2,100,000 2,100 4.67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연구자문료 500,000원×2회×9개월 9,000,000 9,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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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채용계획 (단순 용역 및 일급직은 제외) - 해당 없음 -

※ 국외여비(사업계획서 내 관련 국외출장 세부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1명 

출장 기간 5~6월 중(4박 6일) ※ OECD 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출장지(방문기관) 프랑스

출장자 역할
․‘스마트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 프로젝트의 한국 코디네이터 역할

․스마트 데이터 관련 각국 우수사례 수집 및 전문가 의견 청휘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국외 스마트 데이터 현황 분석을 위한 관련 OECD 회원국 각국의 사례 수집

․스마트 데이터 구축 프레임워크 도출을 위한 각국 전문가와의 의견 논의

사업과의 관련성

․본 연구는 OECD 참여과제(Smart Data and Digital Technology in Education)

와 연계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스마트 데

이터와 관련된 각국의 정책 및 현황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해당 국외출장은 OECD 회의 참석의 의미를 넘어서 ‘Smart Data’를 주제로 한 

OECD 사업과 연구와의 연계 측면에서 각국의 스마트 데이터 정책 및 활용 현

황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 수집으로서 차별성을 지님.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OECD 참여과제 연계)

․본 연구는 OECD 참여과제(Smart Data and Digital Technology in Education)

와 연계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각국의 코디네이터들을 대상으

로 OECD에서 주관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OECD 본부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로 방문이 필요함.

구체적 기대효과

․스마트 데이터와 관련하여 각국 코디네이터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문서 이상의 

실제적이고 정확한 국외 사례 수집 가능

․OECD 회원국별 교육 분야의 스마트 데이터 활용 정책 및 사례에 기반하여 종

합적인 시각에서 스마트 데이터 구축 프레임워크 도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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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출장 등 불가시 대응 계획(안)

코로나19 등으로 국외출장 등 불가시 대응 계획

대응방안

- 스마트 데이터 관련 정책 및 활용 사례를 주제로 한 온라인 포럼으로 대체하여 진행

․발표자: 스마트 데이터 정책 및 활용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2개국)의 

OECD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또는 관련 전문가 

․발표 내용: 해당 국가의 스마트 데이터 관련 추진 정책, 스마트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현황, 스마트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교육 운영 지원 사례 등

․종합토론: 해당 사례가 연구에 주는 시사점,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등 

(단위 : 천원)

당초계획 변경(안)

비목 금액 비목 산출근거 금액

소계 5,210

여비 5,210 소모품비 50,000원×1식 50

전문가활용비(발표자) 500,000원×2명×1회 1,000

전문가활용비(통역료) 6,000원×18매×2회 2,160
외부용역 및 분담금

(온라인 운영 및 중계)
2,000,000원×1회 2,000

※ 데이터‧프로그램 구입‧임차 현황 (연구정보활동비, 수용비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등 현황)

유형 원격 화상회의 프로그램

명칭(형태) ZOOM(구입)

구입‧임차업체
(임차기간) ZOOM

사용 목적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거리두기 단계, 참석 전문가 소재 지역에 따라 
일부 연구진 협의회, FGI, 전문가 협의회 등이 대면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음. 이 경우 온라인으로 협의회 등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를 대비한 
원격 화상회의 프로그램 구입이 반드시 필요함.

현재 기관 내
동일 DB ‧프로그램 

사용여부

없음
(해당 프로그램은 기관 내에서 각 연구 및 사업별로 사용 기간에 맞게 

개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공유되는 프로그램이 아님)

예산(천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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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원고 위탁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유관기관(KERIS 등) 외부 전문가(2명 추후 선정 예정)

필요성
본원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외에도 국내외 스마트 데이터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고 정확한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유관기관 전문가에게 원고를 의뢰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내 유관기관 또는 국외 스마트 데이터 현황에 대한 원고 작성

예산(천원) 1,600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3.55%

위탁 유형 외부 공동연구진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2명 추후 선정 예정)

필요성

본 연구는 LMS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스마트 데이터 구축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스마트 데이터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 학습 데이터 관련 전문성이 높은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 참여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스마트 데이터 구축 프레임워크 마련,

스마트 데이터 활용 방안 및 교육 데이터와의 연계 방안 도출

예산(천원) 9,000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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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평생학습기반의 교육정책 전환을 위한 미래형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김태준 선임연구위원(평생‧융합교육연구실)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평생학습의 미래형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임

○ 미래형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및 재정 활용 및 이행 

방안을 탐색함

○ 이를 기초로 정책연구로 구분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평생학습 정책의 분절적 이행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

  ○ 평생학습 정책 제정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부 중심의 직업교육과 고용노동부 

중심의 직업훈련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 이러한 분절적 이행체계는 부처간 이기주의를 만들고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제정

하게 된다.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을 제정 및 운영하기 

위해서 영국정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합하여 “교육고용부”를 두고 있으

며, 핀란드정부는 정책과 영역별로 통합컨트롤러, 즉 관리 및 조정부처를 두고 관

련 부처들이 연계 및 협력하는 수평적 정책결정을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 정립했

다.

 □ 중앙정부, 지방 및 지역에 이르는 정부계층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다층적 거버넌

스 체계 구축 필요

  ○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및 지방기관으로 정책이 전달되는 상명하달식 구

조로 정책이 제정되고 운영되고 있다. 

  ○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부처간, 정부와 민간

사회간 정보공유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정보공유가 투명하고 원활하게 되지 않아 

균형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평생학습체계와 내용에 반영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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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주 (국내 도 단위) 단위 인력개발협의회와 카운

티 (국내 시/면/읍 단위) 인력개발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협의체를 통

해 정책이 제정되고 운영된다. 영국에서도 지역발전기구 및 지역협의체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 지역 내 정부, 학교 및 산업계 간 전략적 협업 필요

  ○ 평생학습-고용-복지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산업계를 

통한 수요파악, 학교의 교육과정 개편 등 통합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 국내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산업별 인적재원개발위원회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가 있지만, 지방대학 등의 단위학교 단위로 협업이 이루어져 비효율이 발생하며, 

산업계와, 위원회, 지역학교가 함께 모이는 기회는 없다. 

▣ 연구 목적

  ○ 평생학습거버넌스 구축 혹은 혁신에 관하여 기존에 제안된 방안을 넘어서 관련 주

요 이슈 명료화와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제안  

  ○ 미래형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 및 재정 

활용 및 이행 방안 마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 변종임(2011). 지역평생학습정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지역평생학습 정책들이 지역사회
에서 어떻게 실행되어 왔고, 어
떠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개선
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
단하여, 향후 미래지향적 지역
평생학습정책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국내외 문헌 및 자료 분석
- 사례 및 면담 조사
- 데이터 분석(2010 평생학습개인실
태조사,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
도시 관련 자료)
- 설문조사
- 전문가 협의회

◦ 지역평생학습정책 성과분석 틀 구
안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 지역평생학습정책 변화과정 분석
◦ 지역평생학습추진 과정 사례 분석
◦ 평생학습도시 선정 여부에 따른
학습자 성과인식 분석

◦ 지역평생학습정책 추진에 대한 관
계자의 인식 분석

◦ 지역평생학습정책 추진 방안 및
추진 로드맵 제시

2

▵ 박동열 외(2020). 지역평생학습
정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
구

-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개념과 범
위를 기반으로 하여 제1기 마스

- 문헌분석
- 국내외 통계 DB 조사
-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체감도 

분석
- 설문조사 및 델파이 조사
- 전문가협의회 및 워크숍

◦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동향
◦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확정 및 적용

◦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성과에 관
한 인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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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국내외 환경 분석 및 주요국 사례 분석

  ○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분석 

  ○ 주요 선진국 관련 부처 통합 등 평생학습정책 거버넌스 개편 및 성과

터플랜의 주요 정책별 추진 상
황을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 성
과평가 지표별 주요성과를 도출
및 제시하였으며, 제2기 마스터
플랜의 비전과 추진방향 모색함

◦ 평생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의 정책
과제에 대한 인식

◦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모니터링
적용 및 사례

◦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혁신 방향
◦ 평생직업교육훈련 추진과제 제시

3

▵ 차미숙 외(2003). 지역발전을 위
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
방안 연구

- 지역이 국가발전의 핵심단위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부문 등
다양한 지역발전주체들 간의 협
력과 파트너십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지역거버넌스체계의 대
안을 모색함

- 면단조사 설문조사
- 다양한 워크숍 개최
- 국내외 문헌 및 자료 분석
-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 실태분석

◦ 중앙/지역단위 지역발전시책 추진
체계와 연계 운영실태 파악

◦ 거버넌스 관련 국내 도입을 위한
개념적 틀의 설정과 시자점 도출

◦ 분권화시대의 지역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 다양한 기관과 집단이 상호 연계
및 협력 관계 속에서 지역단위로
경제 및 사회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저역거버넌스체계 모형대안
을 제시

4

▵ 김인엽 외(2019).
- 평생학습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개선
방안

- 연구진 협의회 개최
- 법제적 근거가 되는 국정운영계획,

법령의 제정배경, 개정 변천과정
관련 자료, 법령 분석 및 문헌
연구

- 전문가 자문회의
- 설문조사
- 포커스 그룹 인터뷰
- 포럼
- 공청회

◦ 미래사회 변화 전망과 교육/훈련
관련법 개정 동향 파악

◦ 평생학습체제 실태 조사 및 시사
점 제시

◦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분석, 논
의, 및 시사점 제시

◦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개정 요
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개정안
제시

◦
◦

본 연구

○ 평생교육거버넌스 구축 혹은 혁
신에 관하여 기존에 제안된 방
안을 넘어서 관련 주요 이슈
명료화와 이슈에 대한 대응 방
안 제안

○ 미래형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
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 및 재정 활용 및
이행 방안 마련

- 문헌 연구
- 전문가 워크숍
- FGI
- 정책포럼

○ 국내외 환경 분석 및 주요국 사례
분석

○ 정부 부처 평생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 분석

○ 관련 부처 통합 등 평생교육정책
거버넌스 및 이행체제 분석

○ 중앙 및 지역 평생학습 정책 연계
구조 분석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법, 제도 및 재정 분석

○ 평생학습기반의 교육정책 전환을
위한 미래형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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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처 평생학습 관련 정책과 사업 분석 

  ○ 정부 부처 평생학습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현황

  ○ 정부 부처 평생학습 관련 정책과 사업의 문제점

□ 관련 부처 통합 등 평생교학습정책 거버넌스 및 이행체제 분석

  ○ 부처 간 협력, 통합적 접근을 위한 거버넌스 현황 

  ○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기존에 시도된 법과 제도를 포함한 여러 방안의 문제점

□ 중앙 및 지역 평생학습 정책 연계 구조 분석

  ○ 중앙-지역간 평생학습 정책 연계 현황

  ○ 기존 중앙-지역간 평생학습 정책 연계 정책에 비판적 검토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법, 제도 및 재정 분석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법, 제도 및 재정 현황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법, 제도 및 재정의 문제점

□ 평생학습기반의 교육정책 전환을 위한 미래형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 미래형 평생학습정책 거버넌스 및 이행체제 개편 방안

  ○ 정부 부처 평생학습 관련 정책과 사업 조정 방안

  ○ 중앙 및 지역 평생학습 정책 연계 구조 개편 방안

  ○ 미래형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방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분석

  ○ 지역평생학습체제,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 및 산학협동을 위한 지역평생학습체제, 

사회적 자본과 지역혁신 등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지역평생학습의 선진국 성공 사례 및 국내 사례 관련 보고서 및 각종 자료 분석

 □ 전문가 워크숍 및 FGI

  ○ 국내 평생학습 지역 센터, 중심 대학, 지자체, 교육청, 지역인적자원개발 전문가 

협의회 및 워크숍, FGI 실시

 □ 정책포럼

  ○ 국내 평생학습 지역 센터, 중심 대학, 지자체, 교육청,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정책 포럼 개최 

 □ 국내외 대학, 기업 및 평생교육 관련 기관 연구 네트워크 구축

  ○ 국내 평생학습 지역 센터, 중심 대학, 지자체, 교육청, 기업 등과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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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 평생학습 지역 센터 및 지역혁신 전문가, 대학 교수 등과 연구 네트워크

를 구축함

▣ 기대효과

 □ 평생학습기반의 교육정책 전환을 위한 미래형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수립 

및 제시

  ○ 평생학습 정책의 분절적 이행체계 개선안,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로의 개선안, 및 

정부 및 산학협력안 제시

  ○ 미래형 평생학습체제 관련 통합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및 재정 활용 및 이행 방안 제시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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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 전문가 워크숍 

¡ 지역평생학습 요구분석

¡ 중간보고 심의 

¡ 정책포럼

¡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 성과 발표 및 인

쇄 교정 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성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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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한글
미래형 

평생학습

평생학습 

거버넌스

지역평생학

습체제

평생학습 

네트워크

통합 

이행체제

(영문)

(lifelong 

learning for 

the future)

(lifelong 

learning 

governance)

(regional 

lifelong 

learning 

system)

(lifelong 

learning 

network)

(integrative 

implementat

ion system)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인구구조 변화, 이민자, 평생교육 지역격차 해소 등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 교육자치, 지방대학 재생 등 지역평생교육정책 제고

복지부
¡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복지정책 구현

¡ 소외계층 학습복지 정책

행자부‧산업부‧
국토부

¡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 지역평생교육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 구현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3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3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
활 보장

3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4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4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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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내용 금액(원) 금액 비중

합계 산출내역 45,000,000 45,000 100%

1. 사업인건비

일용직 급여(석사)
80,000원×4명×5일 = 1,600,000원

-고용보험  1,600,000원×1.45% = 23,200원
-산재보험  1,600,000원×0.643% = 10,280원

1,633,480 1,633 3.6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25회 = 70,000원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0회 = 100,000원

170,000 170 0.4

3. 수용비
보고서인쇄료 50원×200매×300부 = 3,000,000원
자료복사비 50원×100쪽×150부 = 750,000원
소모품비 756,520원×1회 = 756,520원

4,506,520 4,507 1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임차료 150,000원×11회 = 1,650,000원 1,650,000 1,650 3.7

5. 여 비

국내여비 
130,000원×3명×6회(서울, 부산, 오송 등) = 2,340,000원
시내교통비
20,000원×8회(충북혁신도시) = 160,000원

2,500,000 2,500 5.6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도서 등) 구입비 
40,000원×45회 = 1,800,000원

1,800,000 1,800 4.0

7. 전문가활용비

중간보고서 심의비 200,000원×3명 = 600,000원
최종보고서 자체심의비
200,000원×3명 = 600,000원
최종보고서 기관심의비 
200,000원×7명 = 1,400,000원
보고서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회 = 500,000원
원고료 40,000원×50매×2회 = 4,000,000원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5명×3회 = 3,000,000원
정책포럼 패널수당 
200,000원×7명×1회 = 1,400,000원

11,500,000 11,500 25.6

8. 회의비
전문가협의간담회비
30,000원×12명×9회 = 3,240,000원

3,240,000 3,240 7.2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연구 자문료 500,000원×9개월×4회 = 18,000,000원 18,000,000 18,00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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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전문가 활용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미정

필요성 평생교육 연구의 각 분야 외부 전문가 필요 

주요내용 공동연구진

예산(천원) 18,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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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원고 위탁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미정

필요성 선진국 사례 분석(번역 등 포함)

주요내용 원고 의뢰

예산(천원) 4,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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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주기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Ⅶ

▣ 연구책임자

   ○ 김지수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한국에 입국해서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와 학교에 생활 양상을 탐구하여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정책방

향과 평화공존의 한반도 또는 통일 한반도 상황에 대비하는 교육정

책을 제안하는 연구임

○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와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한국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북한배경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지원정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 한국사회에 새로 정착한 북한배경청소년들의 사회 및 학교 적응과 성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들이 한국사회의 건강한 한 일원으로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남북한 평화공존의 기초 마련으로서 북한배경청소년 연구의 필요성 

  ○ 북한배경청소년들이 남한 사회 정착 양상 및 교육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이후 평화공존 한반도 상황 또는 통일 상황에서 남북의 주민들이 함께 섞여서 

살게 될 경우 발생할 사회 갈등이나 어려움 등에 대비하여 어떤 교육정책이 실

행되어야 하고 통일교육이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사회적 약자인 북한배경청소년들의 교육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지원정책

의 도출  

  ○ 북한배경청소년들이 남한 사회 정착 양상 및 교육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남북한 평화공존 시기 또는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청소년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원정책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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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주요 연구내용

□ 2주기 북한배경청소년 패널의 학교와 사회 적응 양상 및 교육적 성장 양상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북한배경청소년들의 학교와 

사회 적응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 분석 

  ○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북한배경청소년들의 삶의 양상에 대해 시기별, 단계별

로 변화를 살펴보는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한국사회 정착

과 교육적 성장에 관련된 주요 함의를 연구 분석

 □ 2주기 북한배경청소년 패널의 문화적 적응 양상 및 사회통합 양상에 대한 연구 분석

  ○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북한배경청소년들이 자신의 

배경문화와 한국문화 간의 차이 인식, 문화차이 대한 적응, 문화차이 이해 양상에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1주기)

-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과
정 분석

- 탈북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
원 방안 도출

- 탈북청소년 관련 자료 축적을 
통해 다양한 연구의 기반 마련

- 문헌연구 : 관련 문헌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탈북청소년 전문
가 협의회

- 양적 조사 : 탈북학생 패널 대상 
설문 문항 조사

- 질적 조사 : 탈북학생, 학부모, 담
임교사(총 45명) 대상 면접 조사

- 2010년 이전 입국 탈북청소년 면
담 진행 

- 탈북청소년 배경 특성 : 북한 및 
제3국 경험, 탈북과정 경험

- 탈북청소년 가정 및 학교 환경 특
성 : 가족구성, 부모의 교육지원,
학교여건, 학습상황, 교우관계

- 탈북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적응 
요인 특성 : 학습 및 심리적응 요
인, 관계 및 사회적응 요인, 교육
지원의 효과 분석 

2주기 
북한배경 
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 북한배경청소년의 삶에서 부각
되는 주요 영역, 전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그들의 적응 
양상 분석 통해 남북 평화공존
시기를 대비한 시사점 도출 

- 북한배경청소년들의 교육적 성장
을 도울 수 있는 지원정책 제안

- 문헌연구 : 관련 문헌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탈북청소년 전문
가 협의회

- 양적조사 : 1주기 양적 자료 분석
- 질적조사 : 1주기 패널, 학교밖 패
널, 2주기 패널 면담 조사

- 북한배경청소년 삶의 주요 영역,
전환, 적응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 제고

- 북한배경청소년의 삶에 대한 이해
를 기반으로 그들의 교육적 성장
과 사회 통합 양상 분석

본 연구
2주기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종단 연구
연장(7-9년차)

- 북한배경청소년들의 한국 사회와 
학교에서의 문화 적응 양상을 분
석하여 남북평화 공존에 대비한 
교육정책의 시사점 도출

-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북한
배경청소년들의 삶의 양상과 문
제들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그들의 교육적성장과 사회 정착
에 도움이 될 지원정책 제안

- 문헌연구 : 관련 문헌 분석
- 질적조사 : 다양한 연령대의 북한

배경청소년에 대한 면담 연구
- 시나리오 기반 응답조사 : 북한배

경청소년의 한국에서의 문화 적
응에 대한 조사

* 2주기 패널: 2017년 당시 초6, 중3
이었던 북한배경청소
년(2013년-2017년 입국)

* 1주기 연속패널: 2011년 1주기 연
속 패널(대학생 
및 취업자)

- 북한배경청소년들이 자신의 배경문
화와 한국문화 사이의 문화차이 
인식, 문화차이 적응, 문화차이 이
해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남북
평화공존 시기에 대비한 교육정책
에 대한 시사점도출 

- 북한배경청소년의 삶에 대한 이해
를 기반으로 그들의 교육적 성장
과 사회 통합 양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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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 분석

  ○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북한배경청소년들의 문화적응 양상에 대한 이해를 기

초로 그들의 한국사회 통합에 대한 연구 분석

 □ 2주기 북한배경청소년들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정책 도출

  ○ 2주기 북한배경청소년 패널의 학교와 사회 적응 양상 그리고 문화적 적응 양상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이들의 사회문화적 적응 및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정책 

제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분석

  ○ 북한배경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분석 

  ○ 북한배경청소년 관련 정책문서 분석

 □ 질적 조사 : 면담

  ○ 2주기 패널 중 취업자 면담 

     : 성인이 된 북한배경청소년들의 삶의 양상에 대한 면담조사

  ○ 2주기 패널 중 대학생 면담 

     : 대학생이 된 북한배경청소년들의 삶의 양상에 대한 면담조사

  ○ 2주기 패널  중 고등학생과 학부모, 담임교사 면담 

     : 고등학고 3학년이 된 북한배경청소년들의 삶의 양상에 대해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면담조사

 □ 시나리오기반 응답조사 : 설문지

  ○ 다양한 삶의 상황에 있는 북한배경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차이 인식, 문화차이 

적응, 문화차이 이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응

답을 조사함

  ○ 북한배경청소년들의 문화차이 인식, 문화차이 적응, 문화차이 이해 수준에 대한 

파악을 기초로 그들의 한국사회 통합의 양상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수행

▣ 기대효과

 □ 남북한 평화공존 및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 도출

  ○ 북한배경청소년들의 한국 사회와 학교에서의 삶의 양상을 연구함으로써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대비한 정책들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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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주민들의 평화공존 및 통일 시대를 대비한 통일교육의 방향 및 내용 도출 

 □ 북한배경청소년들의 한국 사회와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정책 도출 

  ○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공부하며 생활하고 있는 북한배경청소년들의 삶의 양상을 

연구함으로써 그들의 한국 사회와 학교에서의 적응과 성장을 제고할 수 있는 교

육지원정책을 도출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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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진 구성

¡ 선행연구, 관련이론 검토 

¡ 생명윤리심의 

¡ 심층면담 실시

¡ 시나리오 응답조사 실시

¡ 자료 분석

¡ 장별 보고서 작성 

¡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 성과 발표 및 인
쇄 교정 등

▣ 연구기간

연구년차 (7/9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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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한글 북한배경청소년 탈북청소년 교육적 성장 사회통합 문화적응

(영문) North Korean Migrant Youth
Educational 

Growth

Social 

Cohesion
Accultur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교육소외 계층으로서 북한배경청소년의 학교 적응 양상 분석을 통해 그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 제안

통일부
¡ 남북한 평화공존과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 및 학교 적응 양상

분석을 통하여 남북의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상황에 대비한 정책 제안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2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내용 금액(원) 금액 비중

합계 산출내역 50,000,000 50,000 1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10회=28,000

68,000 68 0.1
우편료 국내소포 4,000*10회=40,000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200매*300부=3,000,000

5,292,000 5,292 10.6

면담사례비(문화상품권, 청소년)
60,000*10명*1회=600,000
성찰일지사례비(문화상품권, 학생)
10,000*32명*2회=640,000
패널관리비용 20,000*32명*1회=640,000
소모품비 412,000*1회=412,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임차료(심층면담) 20,000원*42회=840,000
1,640,000 1,640 3.3

회의실 임차료(협의회) 100,000원*8회=800,000

5. 여비
국내여비(세종시 외) 130,000원*3명*2회=780,000

1,860,000 1,860 3.7시내교통비(세종시 외)
20,000원*3명*3회*6개월=1,080,000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도서 등) 구입비 50,000원*40회=2,000,000 2,000,000 2,000 4.0

7.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협의회 회의비 200,000원*10명*9회=18,000,000

26,140,000 26,140 52.3면담사례비(성인) 120,000*42명*1회=5,040,000
보고서 심의수당(중간) 200,000원*3명*1회=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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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전문가 활용(공동연구진 등)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통일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필요성

- 통일연구원에서 북한교육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를 공동연구진에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출생 학생에 대한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남북
평화공존 또는 통일대비 정책 방안에 도출에 도움이 됨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다문화 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연구자를 공동연구
진에 포함시킴으로써 중국 등 제3국 출생의 북한배경청소년 연구를 원활하게 수
행할 수 있으며, 또한 관련 분야 정책 방안 도출에 도움이 됨

주요내용
- 북한출생 청소년들 대상 면담 조사 수행 및 관련 정책 방안 수립
- 중국 등 제3국 출생 북한배경청소년 대상 면담 조사 수행 및 관련 정책 방안 
수립

예산(천원) 500,000원*2회*10개월 = 10,000,000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0%

구분 내용 금액(원) 금액 비중

보고서 심의수장(최종) 200,000*3명*1회=600,000
보고서 평가비 200,000원*7명*1회=1,400,000
보고서 연구윤리검토비 500,000*1명*1회=500,000

8. 회의비 전문가 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0명*10회=3,000,000 3,000,000 3,000 6.0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연구자문료 500,000원*2회*10개월=10,000,000 10,000,000 10,0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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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졸자 이행 실태 분석을 통한 고등교육 성과 제고방안  

▣ 연구책임자

   ○ 임 후 남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청년층의 취업난과 산업계의 현장성 높은 인재 양성 요구를 지원하

기 위한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실업률은 높아지고, 기업

의 인재난도 여전함.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고, 기

업의 맞춤형 인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청됨.

○ 청년의 입직연령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취업준비에 들이는 노

력과 경제적 비용도 커지고 있음. 이는 대학 재학생의 휴학, 졸업 

유예 등의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음. 졸업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

고, 취업, 특히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비용

이 커지고 있음.

○ 본 연구는 대학졸업자의 졸업 및 노동시장 이행의 실태, 성과, 문제 

등을 분석하고, 주요 현안과 과제를 도출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방

안을 마련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대졸 청년층 취업난, 하향 취업, 미스매치 문제의 지속에 따른 정책 개선 요구  

  ○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함께 대학 졸업자 또한 증가해 왔으나, 이들의 취업난, 하향 

취업, 전공과 직업(직무)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옴.  

  ○ 정부는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정책을 시행하는 한

편, 미스매치의 완화, 해소를 위하여 대학 교육과정의 혁신을 지원해 옴. 

    - 재학생의 진로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내 조직과 인력이 확충되었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짐. 대학 교육과정에 현장실습, 인턴십 등이 도입, 확대

되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되어 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의 성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새

로운 정책적 개선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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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졸자 이행의 다변화와 고등교육 혁신 요구 

  ○ 대학 졸업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고, 졸업을 연기하는 유예자가 증가하는 경향  

   - 대학 졸업의 요건을 미루거나 요건을 갖춘 이후에도 졸업의 절차를 지연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졸업 유예가 노동시장 이행에 가지는 유불리에 대해

서는 연구결과가 일치되지 않는 가운데 졸업유예자의 수는 증가 추세임. 

   - 이는 대학 내 보다 다양한 목적을 가진 재학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졸업 

요건을 거의 또는 완전히 갖추었으나 대학에 남아 취업에 필요한 추가적인 활동

을 지속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휴학 또는 졸업유예 확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 확대 문제 해결 필요  

    - 휴학이나 졸업유예의 사유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대개 취업을 준비

하기 위한 자격취득, 시험준비, 기타 경력 획득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짐작됨.  

    -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점차 느려지고 길어지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임. 

    - 고등교육 이수만으로는 노동시장 이행이 쉽지 않고, 추가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대졸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의 주요 영향요인으로서 대학 교육의 혁신 요구 

   - OECD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사업에서는 고등교육이 산업계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인적자원)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봄. 산업수요와 대

학교육 간의 불균형 문제는 인력수급의 미스매칭을 넘어서 급격히 변화하는 사

회의 창의적 인재 양성, 새로운 지식 창출 기능 문제로 직결됨.  

   - 전문가 진단의 결과(박성호 외, 2018)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노동시장에 

적합한 전문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문제 이해 및 해결능력이나 비판적 

사고능력, 사회/감성 역량 등은 부족함. 향후 노동시장 적응 및 성공에 필요한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음. 

   - 최근 연구의 결과는 대학의 교육과정이 학생 및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또한 

노동시장 이행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역

량 및 지식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준비시키

는 과정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백원영 외, 2019).  

   - 대학 졸업자의 이행 양상의 변화와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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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환경 변화에 따른 대졸자 교육 및 이행 데이터의 활용가능성 확장 

  ○ 대졸 청년층의 이행 실태와 영향요인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의 제한 

   - 대졸자 이행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는 대졸자를 표본으로 하는 횡단 또

는 종단 조사 데이터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가 가장 대표적이고, 최

근 대학졸업 및 이행 단계에 이른 한국교육종단조사(KELS)나 한국교육고용조사

(KEEP) 자료 또한 주요 분석 대상이 되고 있음. 이외에도 청년패널, 경제활동인

구조사 부가조사, 노동패널 등의 자료가 사용되어 옴.  

   - 대졸자의 교육정보와 함께, 취업 및 고용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나 조사 항목이 

충분하지 않거나 조사 비용문제나 조사 여건 악화 등으로 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이 

제한적임. 

  ○ 데이터 환경 변화에 따른 대졸자 졸업 및 이행 데이터의 확대  

   - 2004년 시범 조사 이후 지속되고 있는 대졸자 취업통계 조사3)는 2011년 행정 

DB를 활용한 조사로 전환된 후 조사 항목이 확대되어 옴. 이를 통해 취업 및 고

용의 질적 정보에 대한 조사를 확장해 옴. 기업규모, 기업소재지, 임금 수준 등

이 확장된 대표적인 조사 항목임. 

    - 최근 조사의 경우, 청년층의 안정적 구직 활동을 고려하여 졸업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고용 상태를 조사하고 있고, 이후 유지 취업률도 파악하고 있

음.

   - 이러한 대졸자 졸업 및 이행 데이터의 개선 및 확대는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이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유사 

종단 패널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 이행에 보다 효과적인 대학, 전공 등을 파악하

는 한편, 그 변화의 양상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대졸자 취업통계 자료를 비롯한 통계 자료의 연계 분석 등을 통해 대

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대학 교육의 노동시장 이행 효

과(성과)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함.  

  ○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개선과제

를 도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전국 모든 대학 졸업자의 졸업 및 졸업 후 상황에 대한 개별 전수 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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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박성호 외 (2017) OECD 고등교육
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 연구 : 한국사례를 중심으
로 

연구목적 : 한국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성과를 OECD 성과 분
석틀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성과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
는 한편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 
고등교육체제의 국제경쟁력을 제
고하고자 함.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전문가 협의회 및 전문가 집단 인터
뷰

-전문가 의견조사 
-정책포럼 
-OECD 고등교육 전문가 회의

(Informal Working Group on
Higher Education) : 연 2회

-기관 간 협동연구 : 한국직업능력개
발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한국 고등교육-노동시장 정책 현황
의 수집 및 분석 : OECD 분석틀
에 따른 분류 및 특징 분석

* OECD 분석틀 : 정책대상(고등교
육기관, 학생/학부모, 고용주/노동
조합)과 정책수단(재정, 규제, 정보,
조직 등)을 기준으로 분류  

- 한국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
합성 성과 분석 : OECD toolkit

- 한국 고등교육체제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함의 도출 

2

최정윤 외 (2018), 한국 고등교육체
제 노동시장 성과분석 및 개선과
제 

연구목적 : OECD 고등교육 성과 
개선사업에의 참여를 통해 한국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고, 성과도출를 위한 정책
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문헌 분석 
-국제 통계 분석 및 국내 조사자료 
분석 

-전문가 협의회 
-시스템 다이나믹스
-정책세미나 
-국외출장 : OECD (연 2회)

-고등교육체제 노동시장 성과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 틀 개
발 

-고등교육체제 노동시장 성과 분석 
지표의 분석 

-고등교육체제 노동시장 성과 영향 
요인 분석 : 정책분석 및 대학 차
원의 활동 분석 

-고등교육체제 노동시장 성과 개선 
과제 도출 

3

백원영 외 (2019), 미래 인재양성
을 위한 고등교육혁신-교육과정
과 노동시장 이행 

연구모적 :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 교양 및 전공 관련 
과목 편성 현황을 분석하고, 실
증자료를 통해 교양 교육 및 전
공교육 영역별로 교육과정에 대
한 학생들의 수요가 노동시장 
이행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

-문헌 및 면담 조사 
-텍스트 마이닝 분석 : 학생 성적표 

자료 * 패널조사 자료 

-고등교육을 둘러싼 중요한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과정에 대한 대학의 
대응 분석,

-국내외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사례 
검토

-교양교육 및 전공교육의 영역으로 
분류된 교과목명과 한국교육고용
패널자료와 연계하여 국내 일반대
학 졸업생들의 교육과정 이수 현
황과 노동시장 이행 간의 관계를 
분석

본 연구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보
편적 고등교육을 이수한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 분석을 통해 
이행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성과
를 파악하는 한편, 이행의 장애요
인을 도출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
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전문가 조사 : 협의회, 면담, 델파이 
-설문조사 
-고등교육통계 및 대졸자 취업통계 
자료의 분석 : 유사종단 패널 분석 

--교육-노동시장(고용) 이행 관련 이
론 및 정책 동향 분석 : 현안 파악 

-대졸자 노동시장 이행 실태 분석 :
기수집 통계 자료 중심 

-대졸자 노동시장 이행의 주요 현안 
및 개선과제 도출 

-대졸자 노동시장 이행의 성과 제고
를 위한 정책 방안 : 정부 차원,
대학 차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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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대졸 청년층의 이행 실태 분석 

  ○ 대졸자의 졸업 현황 및 주요 현안 분석 

   - 전공계열별 졸업 현황 : 졸업소요기간, 졸업자 비율 등 

   - 졸업유예 현황 : 졸업 유예 통계 분석, 졸업 유예 사유 분석 등 

  ○ 대졸자 진학 및 취업 현황 분석 

   - 고교/대학전공/졸업/취업의 경로 패턴(유형) 및 그 변화 추이 

   - 취업 성과의 추이 및 격차 분석  

 □ 대졸자 노동시장 이행과 대학 교육의 관계 (효과성, 효율성) 분석 

  ○ 대학교육 혁신의 주요 동향과 이행에 미친 효과 분석 

   - 대학 학생 지원 (진로 및 취업관련 지원)의 효과 

   - 대학 교육과정의 변화와 노동시장 적합성 분석 

   - 대학 학사제도 및 전공 운영 방식의 혁신 효과 

   - 대학 교원 역량 강화 및 구성 혁신의 효과

  ○ 노동시장 이행 성과의 영향 (결정) 요인 분석 

   - 학생 특성, 대학 특성, 전공 특성, 지역 특성에 따른 이행 성과의 차이 

   - 이행 취약 학생 맞춤 지원 전략과 그 효과 

 □ 대졸자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및 방안  

  ○ 대졸자 취업 및 노동시장 이행 지원 관련 정책 동향 분석 

   - 국내 관련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와 과제 

   - 국외 관련 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 노동시장 이행 성과 제고를 위한 대학 혁신 방안 

   - 대학 입학 정책 혁신을 통한 노동시장 이행 성과 제고 

   - 대학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노동시장 이행 성과 제고 

   - 대학 학생지원 정책 혁신을 통한 노동시장 이행 성과 제고 

   - 대학 교원의 인식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 이행 성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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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방법

 □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 노동시장 이행 개념 정의 및 관련 이론과 정책 동향 분석

   - 이행(transition or school-to-work)의 구조, 체계 등 관련 문헌 

   - 대졸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의 성과, 영향요인 등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 한국 고등교육 혁신 관련 문헌 

   - 노동시장 적합성 제고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고등교육체제 혁신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 노동시장 이해 관련 데이터 현황 및 분석 방법 관련 문헌 

   - 국내외 대졸자 취업 또는 이행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관련 문헌 

   -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관련 문헌 

 □ 교육/이행 관련 통계 및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주요 통계 및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고등교육기본통계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대졸자 취업통계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주요 종단 및 횡단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GOMS, KELS, KEEP 등 

  ○ 설문 및 면담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대상 : 초과 학기 등록자, 휴학생, 졸업유예자 등  

   - 조사내용 : 대학교육, 휴학 관련 (시기, 기간, 사유 등), 졸업유예 관련 (사유, 기

간 등), 졸업 후 진로 계획 등 

 □ 전문가 협의 및 조사 

  ○ 연구의 틀과 내용, 주요 내용 및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 및 협의 추진 

   - 대상 : 고등교육 연구자, 대학 교육 계획 및 전략 업무 관련 담당자, 고등교육 정

책 담당자, 청년 노동 및 고용 정책 전문가,  등 

   - 세부 계획에 따라 전문가 의견조사(델파이) 여부 결정 예정 

 □ 정책 포럼 개최 

  ○ 대졸 청년층의 이행 실태 및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고등교육 

성과제고 방안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여 연구 결과를 확산, 공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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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대졸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 등과 관련된 정책 개선 방안을 통해 대졸 청년층의 입

직 및 직업에의 성공적 이행 및 안착에 기여 

  ○ 대졸 청년층의 졸업 이후 사회진출 실태 분석을 통해 성공적 이행(취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 대졸자 개인에게는 졸업 및 취업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

회적으로는 이행을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적절한 연계 및 이행을 통해 미

스매치, 하향취업, 실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대졸 청년층의 졸업 및 노동시장 이행에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제의 정

비,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성과 관리 가능성을 제고 

 ○ 데이터 환경 변화에 따라 통계 및 조사 자료의 수집, 관리, 활용이 중요해짐에 따

라 연구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활용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 궁극적으로 교육분야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연구 추진일정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0.31

주요 추진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행계획 작성 및 심의

문헌
분석

․ 이행 관련 이론/정책 동향 
․ 한국 고등교육 혁신 동향 
․ 대졸자 노동시장 이행 관련 데
이터 현황 및 분석방법   

조사 및 
분석 

․ 이행 관련 통계 및 조사자료 수
집 및 분석 
․ 설문 및 면담 조사 및 분석

전문가
협의/면

담 

․ 전문가 협의회 /면담
(필요시 IRB 심의)
․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분석  

정책
포럼 

․ 정책포럼 실행계획 수립 및 발
표/토론 섭외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중간보고서 작성 및 심의 
연구보고서 제출

연구 성과 발표 및 인쇄 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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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대학교육

▣ 주제어

한글
고등교육 

혁신 

노동시장 

이행 
대졸 청년 졸업 유예 취업 

(영문)

(higher 

education 

innovation)

(transition/ 

school to 

work)

(college 

graduate)

(postponement 

of graduation)
(employment)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고등교육정책

과/산학협력일

자리정책과)

¡ 청년 일자리 정책, 고등교육혁신 지원 정책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 근거 제공 

¡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및 진단 방식 개선에 필요한 정보 및 논거 제공 

¡ 대학 현장실습, 인턴십, 취창업 등과 관련된 정책 논의에 필요한 정보/논리 제공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

과)

¡ 대졸 청년층 취업 지원 정책 논의에 필요한 논거 제공 

¡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 등에 관련된 정보 제공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지

원과)

¡ 청년 일자리, 노동이동, 고용안전망 등 국민 취업 지원 정책 논의 제공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삶
을 
책임
지는 
국가 

0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더불
어 잘 
사는 
경제

01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알자리 경제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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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내용 금액(원) 금액 비중

합계 산출내역 45,000,000 45,000 1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 10,000원×25회 250,000 250 0.6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300매×200부 3,000,000

6,350 14.1복사 및 제본비 50원×200매×200부 2,000,000

소모품비 135,000×10회 1,35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여료 500,000원×2회×2실 2,000,000 2,000 4.5

5. 여 비 국내여비(세종시 등) 130,000원×5명×3회 1,950,000 1,950 4.3

6.
연구정보활동비

도서구입비 50,000원×36권 1,800,000 1,800 4.0

7.
전문가활용비

전문가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4명×3회 2,400,000

14,500 32.2

포럼 발표수당 200,000원×5명 1,000,000

전문가 델파이 조사 200,000원×20명×2회 8,000,000

중간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회 500,000

최종보고서 평가수당 200,000원×7명×1회 1,400,000

8. 회의비 전문가(연구진) 협의간담회비 30,000원×7명×15회 3,150,000 3,150 7.0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설문조사 용역비 7,000,000원×1식 7,000,000
15,000 33.3

연구자문료 500,000원×2회×8개월 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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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전문가 자문(공동연구 및 자문)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추후 결정

필요성
대학 교육 계획 및 전략 업무 관련 담당자 전문가 활용

청년 노동 및 고용 정책 전문가 전문가 활용

주요내용
대학 교육 계획 및 전략 업무 관련 담당자 자문

청년 노동 및 고용 정책 전문가 자문

예산(천원) 15,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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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2 한국교육종단연구

▣ 연구책임자

   ○ 박경호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이 연구는 교육에 관한 종단적 자료를 구축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함은 물론, 교육정책 집행 및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연구라 할 수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연구에 대한 요구 증대

  ○ 실증 자료에 근거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필요

 □ 교육정책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종단자료 수집 및 분석 필요

  ○ 교육정책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실험연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험

연구 결과를 전국 규모의 교육정책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움

  ○ 대안으로 일정 기간 학생들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여 비교하는 것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효과적

 □ 학생 및 학교의 변화․성장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연구로 경향 변화

  ○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경향이 개인과 학교, 사회의 현재 상태보다는 변화를 추적·

설명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교육학에서도 학교효과 분석 연구가 학생과 학교 수준의 종단적 추적 조사를 토

대로 수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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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과 성취에 대한 종단 자료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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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 과제명: 한국교육고용패널
- 기  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연구목적: 청년층의 교육과 노동
시장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 조사대상 : 중학교 3학년 2,000명,
일반계고교 3학년 2,000명, 실업계
고교 3학년 2,000명) 및 학부모, 학
교 및 담임교사

- 조사방법 : 면접타계식 설문
- 조사주기 : 매년

- 조사내용 :학교생활, 가정생활,
학업성취, 진로계획, 진로지도,
교육환경, 생활환경  등 

- 특징 : 진로와 취업과정을 분석하
고자 설계됨

2

- 과제명: 한국노동패널
- 기  관: 한국노동연구원
- 연구목적: 노동시장과 고용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의 수집

- 조사대상 : 비농촌지역 5,000가구의 
가구원

- 조사방법 : 면접타계식 방문조사
- 조사주기 : 매년

- 조사내용 : 경제활동, 소득, 소비,
노동시장이동, 학교교육  및  직
업훈련  등

- 특징 : 가구구성원의 활동을 중심
으로 조사함

3

- 과제명: 청년패널
- 기  관: 한국고용정보원
- 연구목적: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
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 및 노동
시장 경로를 추적함으로써 청년
층 고실업 문제해결 방안 제시 
및 진로결정, 직업선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청년층 만15∼29세
- 조사방법: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eterview)을 
활용한 방문면접 타계식

- 조사주기: 매년

- 조사 내용: 학교생활, 사교육 및 여
가활동, 아르바이트,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증, 가계배경, 구직활동,
노동시장 진입 후 직장 이동 경로 
등

- 특징: 특정 연령층에 초점을 맞춘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 단위 패널
조사

4

- 과제명: 한국청소년패널조사
- 연구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목적: 청소년들의 잠재적인 
직업선택, 향후 진로설정 및 준
비, 일탈행위, 여가 참여 등의 
성장과 발달과정에서의 변화 양
상과 그 인과관계 파악

- 조사대상: 1차 : 초4, 중2, 2차: 초1,
초4, 중1

- 조사방법: PAPI(Pap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및 전화인
터뷰

- 조사주기:매년

-조사 내용: 장래 희망 직업, 진로설
정 및 직업성숙도, 성적과 사교육 
참여, 부모와의 관계 및 친구관계,
아르바이트 경험, 일탈경험, 여가
상황, 자아관 및 정체감, 공격성과 
우울 등의 정서적 상태, 삶에 대
한 만족도 등

-특징: 2차 코호트 진행 중

본 연구

- 연구목적: 학생들이 경험하는 여
러 수준의 교육적 경험과 성취(학
업성취, 상급학교 진학, 사회이동 
등)에 대한 종단적 자료 수집.

- 다른 패널조사들도 교육 관련 항
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학생
들의 학습과 학교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아서 학교 및 교육정
책 분석에 적합하지 않음. 본 연
구는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 관련 
분석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중점
을 두고 있음.

- 학업성취도 평가(기초능력검사)(국,
영,수), 담임교사에 의한 학생평가,

- 조사대상 : 학생(2013년 당시 초등학
교 5학년 7,324명) 및 학부모, 교사,
학교장, 학교조사

- 조사방법 : (1단계)학교를 통한 설문
조사, 학교별 연구협력교사 위촉을 
통한 책임 조사 및 표본 관리, (2단
계) 개별조사 설문

- 조사 주기 :
매년(1단계: 초5-고3)
격년(2단계: 고교졸업-만28세(단, 대1,
대2년 매년)

- 다른 패널들은 연령별, 또는 학년별 
실제 표본수가 적어서 교육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수준 분석이 어려

- 조사 내용 : 학업성취도(기초능력)
및 인성발달, 학교경험, 가정생활,
학교풍토, 학교문화, 학교조직, 교
사의 학생인식

- 특징 :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 관련 
분석에 중점을 두고 조사 내용이 
구성됨.

- 학생들의 학교교육 경험과 인지적·
비인지적 성취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음(투입-과정-산출 측면에
서의 자료 수집).

- 1차~5차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성
취수준 측정을 위한 도구를 개발
하여 적용하고 있음[수직 동등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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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전체 연구 내용

  ○  주요 조사 항목

- 투입 요소: 학생의 가정 배경 및 개인적 특성, 지역 사회, 학교시설자원, 교장 및 

교사 특성

- 과정 요소: 학생의 포부 수준, 심리적 특성, 경험한 수업특성, 학교생활, 교우관계,

과외 경험, 학교장의 학교운영,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진학 진로 지도,

교수 활동, 교사 활동, 학교 풍토 등

- 산출 요소: 학생의 인지적 발달, 정의적 발달, 진학 및 진로(단기적 산출), 직업지위,

수입, 직업능력수준, 생활 및 직무 만족도(장기적 산출) 등

  

[그림 1] 한국교육종단연구 조사 연구 모형

학생의 심리적 특성(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생애목표)에 대한 측정,
학교조직 및 풍토에 대한 조사(교
사 설문) 등에서 다른 패널조사와 
차별성이 있음.

운 측면이 있으나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한 사례수를 충분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성취도 또는 기초능력검사(학업성
취도검사), 학습자 특성검사 등]

- 개별 학교의 조직적, 문화적, 정책
적 특성을 조사하여 학교수준의 
분석을 가능하게 함(교육 자료의 
위계적 측면 고려)

- 2단계 조사에서는 대학(원)생, 취․
창업자, 구직자 조사 등이 포함되
나  1단계에서 조사되어왔던 공통 
항목도 수집되어 이들의 변화를 
분석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행조사
와 차별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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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교육종단연구 조사 및 분석 계획

단계
조사 시기 및 기간

주요 조사 내용 주요 분석 내용
2005 코호트 2013 코호트

1단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시점까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시점까지

ㆍ인지적, 비인지적 성취와 발달 

ㆍ가정의 교육적 지원 

ㆍ중등학교의 교육 수준

ㆍ학교생활 및 교우 관계

ㆍ고등학교 진학 과정

ㆍ교육정책 효과 분석 등

ㆍ인지적, 정의적 발달과 

변화

ㆍ초․중등학교 효과

․사교육 및 선행학습 효과

․각종 초․중등 정책효과
2005년∼2010년 2013년∼2020년

2단계

고등학교 졸업시점부터 

만 28세까지

고등학교 졸업시점부터 

만 28세까지

ㆍ인지적, 비인지적 성취

ㆍ대학진학 및 대학생활

ㆍ중등교육 이후 교육 경험과 

수준, 진로 및 직업 획득 등

․대학진학에의 효과

․대학 및 대학교육 효과

․초기 직업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011년∼2020년 2021년∼2030년

 

 □ 2022년 주요 연구내용

  ○ 자료 조사

- 2013 코호트 10차 조사(고교 졸업후 2년차) 및 표본 유지·관리: 조사 도구 개발,

조사 시행 및 데이터 구축, 표본 유지·관리

- 신규 코호트 조사 설계 및 표집 설계 등

○ 자료 분석

- 기초분석: 초기 성인기의 생활과 성과(2013 코호트 1~9차 데이터 분석)

- 심층분석: 2013 코호트 1~9차 데이터를 활용한 고교 이후 인지적․비인지적 성취

  ○ 자료 공개

- 제 15회 학술대회 개최

- 일반 연구자 대상 데이터 공개

▣ 연구 추진방법

 □ 자료 조사

○ 문헌연구

○ 인간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의뢰

○ 설문조사 및 용역 의뢰

○ 소식지 발송

○ 조사결과 및 표본 변동 분석

○ 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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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분석

○ 문헌연구

○ 데이터 분석

- 빈도분석 및 검정, 기술통계분석 및 ANOVA 등 기초분석

- 패널회귀분석 등 심층분석

○ 전문가 협의회 운영

□ 자료 공개

  ○ 연구계획서 공모 및 심사

  ○ 데이터 에디팅 및 이관

▣ 기대효과

 □ 정책적 기여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학생들의 성장·발달 지원 및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과 고등교육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중등 및 고등교육 이후 노동시장 진입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학술적 기여

  ○ 초․중등교육 시기 학생들의 교육경험과 성장에 관한 국가수준의 종단적 교육 자

료 구축을 통한 정책연구 기초자료 확보

  ○ 성인기의 고등교육, 구직 및 취업 경로, 평생교육 등에 관한 국가수준의 종단적 

교육자료 구축을 통한 정책연구 기초자료 확보

  ○ 학계 및 전문가에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교육연구의 활성화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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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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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계획서 작성 및 확정

 ¡ 설문지 문항 개발

 ¡ 설문지 문항개발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

 ¡ 조사 대행업체 입찰 평가

    준비 및 입찰

 ¡ 예비조사 실시

 ¡ 인간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의뢰

 ¡ 본조사 실시

 ¡ 신규 코호트 조사 및 

    표집 설계 등

 ¡ 조사개요보고서 작성

¡ 데이터 분석을 위한 

   문헌 연구

¡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

¡ 분석모형, 분석결과, 정책

   제언 검토 협의회 개최

¡ 기초분석보고서 및

   심층분석보고서 작성

 ¡ 학술대회 발표논문 공모

 ¡ 학술대회 발표논문 심사

    및 개최

 ¡ 기관 공개용 데이터 

    에디팅 및 이관

¡ 연구보고서 제출



- 155 -

▣ 연구기간

연구년차 (18/26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한국교육

종단연구
교육성장 학업성취 대학성과

노동시장

성과

(영문)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Educational 

Growth)

(Academic 

Achievement)

(College 

Outcome)

(Labor 

Market 

Outcome)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기획재정부 ¡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교육부
¡ 학교교육 정상화 및 청소년 역량 개발과 건강한 성장 지원

¡ 고등교육 성과 확대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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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내용 금액(원) 금액
(천원)

비중
(%)

합계 산출내역 680,000,000 680,000 100

1.사업

인건비

일용직(석사) 80,000원×10일×4명 3,200,000
3,552 0.52 

일용직(석사)법정부담금 80,000원×10일×4명×11% 352,000

2.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100회 280,000

380 0.06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0회 100,000

3.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300매×300부×2종 9,000,000

22,228 3.27 

학술대회 프로그램(초청장) 인쇄 50원×60매×300부 900,000
학술대회 배너 제작 120,000원×6매 720,000
학술대회 기념품 제작 10,000원×180개 1,800,000
조달청수수료 5,000,000원×1회 5,000,000
복사 및 제본비 50원×200쪽×300부 3,000,000
소모품비 180,800원×10회 1,808,000

4.연구

기자재 

및 임차료

대회의장 대관·임차료 500,000×6회 3,000,000

7,100 1.04 
중회의장 대관·임차료 300,000×5회 1,500,000
회의장 전산기기 임차료 100,000원×8개 800,000
PC 렌트 90,000원×2명×10개월 1,800,000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진천, 음성 등) 20,000원×1명×1회 20,000
3,140 0.46 

국내여비(서울, 대전 등) 130,000원×8명×3회 3,120,000

6.연구정보

활동비
도서구입비 50,000원×136종×4회 27,200,000 27,200 4.00 

7.전문가 

활용비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명 600,000

32,400 4.76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명×2종 1,200,000
최종보고서 평가료 200,000원×7명 1,400,000
연구윤리 심의료 500,000원×1명 500,000
용역 기술 평가 심의료 300,000원×4명×1회 1,200,000
학술대회 논문 발표수당 300,000원×36명×1회 10,800,000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수당 100,000원×9명×1회 900,000
학술대회 토론수당 200,000원×36명×1회 7,200,000
학술대회 사회수당 300,000원×9명×1회 2,700,0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5명×5회 5,000,000
번역료(한국어→영어) 10,000원×90매 900,000

8.회의비
전문가협의회 협회비 30,000원×10명×10회 3,000,000

12,000 1.76 연구진 협의회비 30,000원×10명×12회 3,600,000
학술대회 협의회비 30,000원×180명×1회 5,400,000

9.외부

용역비 및 

부담금

연구자문료 500,000원×10회 5,000,000

572,000 84.12

설문조사용역비(조사 위탁용역 및 답례품)
(※조사도구 인쇄 및 발송, 웹조사 시스템 구축, 
조사 실시, 응답자 답례품, 설문지 스캔, 데이터 
입력 및 자료 클리닝 등 조사 용역에 관련된 일련
의 과업 모두 포함)

56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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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 전문가 연구 자문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추후 결정

필요성 조사 또는 통계 분석 전문가 활용

주요내용
신규 코호트 조사 설계 및 표집 설계 

또는 2013 코호트 1~9차 데이터를 활용한 인지적․비인지적 성취 분석

예산(천원) 5,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0.73%

위탁 유형 외부용역(조사 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조사 업체

필요성
2013년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7,324명을 2030년까지 조사하는 2013 코호트의 
패널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원내 인력만으로 이를 수행하기 어려워 조사 

업체의 참여가 필요

주요내용 2013 코호트 10차(고교 졸업후 2년차) 조사 

예산(천원) 567,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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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육 및 데이터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지표 혁신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한효정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최근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개선・개발이 요구

되는 교육지표 영역을 규명하고, 그러한 교육지표 산출을 위해 요구

되는 기존 및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탐색하여 교육지표를 시의성

있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관리・개선・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는 연구

로 정책연구에 해당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포스트 코로나19, 새로운 교육 아젠다 등장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지표 

혁신 방향 탐색 필요

  ○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며 디지털 기반 언택트 교육 확산 등의 교육 혁신 급속

화,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관계성(사회성), 심리정서 등의 문제 부각 등 새로운 교

육 이슈들이 등장함. 

  ○ 뿐만 아니라, 기존 체제모형 중심의 교육지표에서 SDG4를 대표로 하는 형평성, 

포용성 등의 거시 교육 아젠다의 등장으로 주제모형 중심의 교육지표의 중요성

이 커짐에 따라, 지속적 교육지표 주제의 발굴 및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음.

  ○ 이러한 교육 이슈 및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을 실증적인 형태로 파

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유관 교육지표의 개발이 요구됨. 

 □ 데이터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지표 개선・개발의 가능성 확장

  ○ 최근 행정데이터 외 학습데이터, 민간・소셜데이터 등의 가용 데이터 확장, 데이

터 3법 개정 이후 공공데이터 간 연계 가능성 토대 마련, 비전통적 데이터 분석

법의 대중화 등 데이터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데이터 환경 변화 흐름에 부응하여 교육지표 관리・개선・개발의 방

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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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최근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새

롭게 개선・개발이 요구되는 교육지표 영역을 규명하고, 그러한 교육지표 산출을 

위해 요구되는 기존 및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탐색하여 교육지표를 시의성있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개발・개선・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제목: 증거기반 교육정책 모니터
링 및 이행을 위한 국가교
육지표 개발 연구(박성호 
외, 2020)・연구목적: 국가수준의 교육정책 

모니터링과 이행을 위한 국가교
육지표 개발

・선행연구 및 정책분석・브레인스토밍・델파이조사・지표정의서 개발

・국가수준의 교육지표 개발을 위하
여 그 동안의 교육지표 개발 동향 
분석 및 현재 국가차원에서 산출되
고 있는 주요 교육지표 현황 분석・국가의 중장기적 정책목표에 부합
하고, 미래사회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교육지표의 개발을 위해 
최근 10년 간의 우리나라 교육정책 
동향 분석・교육정책 목표에 따른 국가교육지
표체계 개발・국가교육지표의 관리 및 정기적 산
출 방안 모색

2

・제목: 국가수준 교육지표 관리방
안(권희경 외, 2019)・연구목적: 효과적인 교육지표 관

리 방안 도출

・관련 문헌 및 웹사이트 내용 분석・전문가 및 관계자 협의회・포럼 개최

・대표적인 국내 및 국제 교육지표 
체계를 살펴보고, 각 지표체계가 포
함하고 있는 교육지표를 검토・교육기본통계를 비롯하여 현재 교
육지표 산출에 활용되고 있는 통
계・조사 자료, 성취도 평가 결과,
재정자료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보
다 타당도 높은 지표 산출의 관점
에서 자료의 개선사항 논의・국가수준 교육지표의 개발과 관리
의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따르는 유
의사항 검토・대표적인 국내 및 국제 교육지표 
체계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주요 공
통지표의 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한
편, K-SDG 지표를 중심으로 형평
성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지표 관
리 방안과 관련 주체들의 역할 정
립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제안

3

・제목: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
발 연구 I~V(김창환 외 다
수, 2012-2016)・연구목적: 일반 국민과 교육 분

야 의사결정자들이 우리나라의 
교육현상을 쉽게 이해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한 교육 정책을 수립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문헌연구・통계자료(지표/지수) 수집 및 분석・전문가협의회 실시・전문가 세미나 개최・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AHP 분석・대국민인식조사 등

・핵심교육지표 및 지수와 관련된 개
념들을 분석하고 핵심교육 지표 및 
지수 개발 방법론 검토・교육정의지수 개발・학생역량지수 개발・대학생역량지수 개발・교원역량지수 개발・교육의 질 지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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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포스트 코로나19, 새로운 교육 아젠다 등장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개선・개발

이 요구되는 교육지표 영역 규명 

 □ 데이터 환경 변화에 부응한 교육지표 개발・개선・관리 방안 탐색

  ○ “교육 디지털 전환 지표”, “학생 자기주도성 지표” 등 개발・개선・관리 방

안 탐색

  ○ 그 외 새로이 요구되는 교육지표 개발・개선・관리 방안 탐색

 □ 교육지표 시범 산출 및 국가교육지표 내 활용 방안 제안

본 연구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변화된 교
육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개
선・개발이 요구되는 교육지표 
영역을 규명하고, 그러한 교육지
표 산출을 위해 요구되는 기존 
및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탐색
하여 교육지표를 시의성있고 혁
신적인 방향으로 개발・개선・관
리할 수 있는 방안 도출

・문헌연구・사례분석・전문가 협의회・델파이 조사・자료수집 및 분석

・포스트 코로나19, 새로운 교육 아
젠다 등장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
라 개선・개발이 요구되는 교육지
표 영역 규명・데이터 환경 변화에 부응한 교육지
표 개발・개선・관리 방안 탐색(예:
교육디지털 전환 지표, 학생 자기주
도성 지표 등)・그 외 새로이 요구되는 교육지표 
개발・개선・관리 방안 탐색

•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교육 아젠다 등장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개선・개발이 요구되는 교육지표 영역 규명

예) 디지털 언택트 교육 확산 등에 따른 “교육 

디지털 전환 지표”,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 강조에 

따른 “학생 자기주도성 지표”등

• 학습데이터, 민간소셜데이터 등의 가용 

데이터 확장,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공공데이터 

간 연계 가능성 토대 마련, 비전통적 데이터 

분석법의 대중화 등 데이터 환경의 변화가 

교육지표 혁신에 미치는 영향 파악

⇓ ⇓ ⇓
• 데이터 환경 변화를 활용한 교육지표 혁신(개발・개선・관리) 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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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교육지표 현황 분석

  ○ 코로나 회복 및 위기 시대 새로운 교육 이슈 및 아젠다 분석 

  ○ 데이터 환경 변화 분석

  ○ 신규 교육지표 개념틀 개발

 □ 사례 분석

  ○ 국내・외 교육지표 혁신 사례 분석

 □ 전문가협의회 및 델파이 조사

  ○ 교육지표 혁신 영역 우선순위 설정

  ○ 신규 교육지표 개념틀 개발

 □ 자료수집 및 분석

  ○ 신규 교육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 수집

  ○ 신규 교육지표 시범 산출을 위한 자료 분석

▣ 기대효과

 □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주요 교육 이슈 및 아젠다 발굴 

 □ 기존 교육지표의 한계 극복 및 활용성 확대

 □ 최근 데이터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지표 분야 대응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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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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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계획 수립 및 보완

¡ 교육 및 데이터 환경 
변화 분석

¡ 교육지표 혁신(개발・개
선・관리) 영역 구체화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신규 개발 교육지표 개
념틀 구축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심의 

¡ IRB 심의

¡ 신규 교육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조사 및 시범 산출

¡ 전문가 협의회 운영

¡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 성과 발표 및 인
쇄 교정 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교육지표 교육통계
지표/지수 

개발

지표(지수) 

보고 및 

모니터링

증거기반 

정책

(영문)
(education 

indicator)

(education 

statistics)

(indicator/ 

index 

development)

(indicator/ 

index 

reporting 

and 

monitoring)

(evidence-b

ase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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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코로나 회복 및 위기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증거기반 교육정책 개발에 요구되는 기초 

자료 제공 

¡ 데이터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지표 시범 개발을 통해 국가교육지표 관리 및 개발 

및 교육 분야 빅데이터 활용에 기여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내용 금액(원) 금액 비중
합계 산출내역 45,000,000 45,000 100

2.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 10,000원×10회 100,000 100 0.2

3.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300쪽×180부×1회 2,700,000

6,030 13.4자료복사 및 제본 50원×200매×200부 2,000,000
소모품비 266,000원×5회 1,33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협의회 회의실 임차료 300,000원×1실×5회 1,500,000 1,500 3.3

5-1.
국내여비

시내출장비(세종시 등) 20,000원×5인×5회 500,000
1,800 4.0

국내여비(세종시 등) 130,000원×5인×2회 1,300,000
6.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
 - 국외지: 50,000원×4종×4회
 - 국내지: 30,000원×4종×6회

1,520,000 1,520 3.4

7.
전문가활용비　

전문가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5명×4회 4,000,000

12,100 26.9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명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명 600,000
보고서 평가료 200,000원×7명 1,400,000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명 500,000
델파이 조사수당 100,000원×25명×2회 5,000,000

8.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1명×15회 4,950,000 4,950 11.0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설문조사용역비 13,000,000원×1식 13,000,000
17,000 37.8

연구자문료 500,000원×8회 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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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전문가 활용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외부 연구진

필요성 교육 및 데이터 환경 분석 관련 전문가 협의회 운영 필요

주요내용 교육 및 데이터 환경 분석 및 교육지표 혁신 영역 도출

예산(천원) 4,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8.9%

위탁 유형 설문조사 용역비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전문 리서치업체

필요성 신규 개발 교육지표 산출 관련 자료 수집

주요내용
신규 개발 교육지표 산출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설문지 입력, 조사 실시, 데이터 

입력 및 클리닝 등 포함)

예산(천원) 13,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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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2)

▣ 연구책임자

   ○ 임소현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이하 KEDI POLL)는 만 19세 이상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태

도의 변화 경향을 분석 제시하는 시계열적 조사 연구이며, 최근 이

슈가 되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는 

여론조사 연구임.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정책 수립에의 우선순위 제공,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및 그 개선·보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는 정책연구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매년 실시하는 교육여론조사를 통해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고, 언론을 통한 이슈화로 국민여론 형성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과 변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음.

  ○ 최근 이슈가 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정도나 의견을 

파악함으로써 정부가 국민과 얼마나 소통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음.

 □ 교육여론조사를 통해 교육정책 수립 및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 제공

  ○ 새롭게 도입하거나 변화를 검토 중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함으

로써 향후 교육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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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정책이 국민을 위해 개발되고 집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KEDI POLL은 교

육정책 입안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으며, 1년을 주기

로 매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KEDI POLL은 국민들이 우리교육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교육의 질

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이나 교육정책 결정자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아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으며, 또한, 교육 

영역과 관련하여 정부가 국민과 얼마나 어떻게 소통하는 지를 확인하고, 우리 교

육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과 그 변화 경향을 파악해 보고자 함.

  ○ 이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및 개선, 교육정책 개발의 우선순위 설정 

등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개발･수립 및 발전적 실천을 지원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과제명: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
조사 (KEDI POLL)
-연구자(년도): 한국교육개발원
(1999, 2001,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구목적: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
한 인식 및 태도, 새롭게 대두되
는 교육현안에 대한 여론을 1년
을 주기로 조사하는 시계열 조사
연구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
육정책의 수립 및 그 추진을 지
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2013년 이후) 성인 남녀 대상 
4,000명(2019년 이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
-조사방법: 온라인조사 원칙(2013년 
이후, 이전에는 직접 가구 방문 조
사)
-표집방법 : 전국 시·도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근거한 
층화비례할당추출 방법과 배경변인 
통제 방법에 의해 표집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교원
-학생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고교 정책 및 대입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고등교육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교육관 등

2

-과제명: 통계청 사회조사(교육 부문)
-연구자(년도): 통계청(2020)
-연구목적: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
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
로 제공

-조사대상: 약 19,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8,000명 대상(지표의 성격에 따라 
조사대상 연령, 조사대상 기간(시점) 
등 상이)
-조사방법: 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 
원칙, 필요시 자기기입방법 병행 

-학교생활 만족도
-학습 동기
-자아 존중감
-교육 기회 충족도
-기대하는 교육 수준 및 이유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
-교육비 부담 인식
-부모의 자녀학교 운영 참여도
-자녀 유학에 대한 견해
-온라인 매체를 통한 학습 등

3
-과제명: 미국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태도 조사(PDK Poll)

-조사대상: 52회(2020) PDK 설문 조
사는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실

-시험 비중
-공립학교가 직면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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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17차 조사체계 설계를 위한 문항 구성 재검토

  ○ 교육여론조사로서의 지속성, 일관성 유지를 위한 조사 영역 및 문항 구성 검토

 □ 17차 조사 도구 개발

  ○ 고정문항 선정

    - 고정문항 선정 기준 설명 및 1∼16차(1999∼2021년) 조사까지의 교육여론조사 문항 

중 17차(2022년) 조사에 포함할 일반문항 검토, 수정

  ○ 유동문항 개발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신규 문항 개발의 필요성을 검토

하여 17차 조사 유동문항(신규문항) 개발

 □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태도 변화 추이 분석

  ○ 교육 및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태도의 조사 차수(1∼17차)별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교육정책 방향 설정에의 시사점 도출

  ○ 한국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조사 문항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연구자(년도): 미국(2020)
-연구목적: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미국 교육이 직면한 주요 주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연도별로 공교육에 대한 태도 변
화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각종 
교육정책에 반영

시,1,755명의 성인을 무작위로 추출
하여 진행
-조사방법: 무선 혹은 유선 전화 인
터뷰로 진행

-차터 스쿨
-바우처
-인종 및 경제적 다양성
-읽기 및 독해력 교육 방법
-정치적 태도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등

4

-과제명: 미국 Education Next poll
-연구자(년도): 미국(2020)
-연구목적: 교육 계간 학술지 
Education Next와 하버드 대학교의 
PEPG(The Program on Education 
Policy and Governance)에 의해 
2007년부터 매년 1회 실시되는 
교육여론조사로 2020년 14회 조사 
시행

-조사대상: 523명의 교사, 811명의 아
프리카계 미국인, 913명의 히스패닉
을 포함한 4,291명
-조사방법: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Knowledge 
Networks(KN)’을 통해 2020년 5월
에 조사 실시

-학교･경찰･우체국 평가
-교육재정
-책무성과 핵심공통교육과정
-학교선택
-교원정책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인종차별
-이민
-고등교육
-정치활동 등

본 연구

한국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가 주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파악하고, 
새로운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교육정책 
수립에의 우선순위 제공 및 교육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그 
개선·보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대상: 만19세 이상 75세 이하 
전국의 성인남녀 4,000명(지역, 성, 
연령별 모집단 인구 비례 표집)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교육정책, 학교, 교사, 학생, 교육과
정 및 교육방법, 교육재정 및 교육
재정, 대학교육, 고등교육,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교육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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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

  ○ 응답자 배경변인별 주요한 시사점을 주는 결과를 선정하여 연구요약 및 인포그래

픽 제시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정도 및 의견 분석

  ○ 새롭게 이슈되고 있는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인지 정도 및 응답자 배경변

인별 의견을 분석･제시하여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 도출

 □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 분석, 정책 방향 및 과제 제시

  ○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인지 정도 및 의견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정책 방향 및 과제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조사도구(고정 및 유동(신규) 문항) 개발을 위한 다양한 관련 문헌 분석 실시

  ○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언론의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확인하기 위한 언론 분석 실시

 □ 설문조사

  ○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4,000명을 표집하여 온라인

조사 실시

  ○ 조사 내용은 유․초․중등교육, 고등․평생교육 등에 관한 교육 일반 및 교육현안에 대

한 내용과 응답자 개인 배경에 관한 내용 포함

     - 유·초·중등교육, 고등·평생교육 등의 교육 일반에 대한 국민의 교육의식 및 

태도가 조사주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고정문항)

     - 새롭게 이슈로 등장하는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유

동문항)

 □ KEDI POLL 자문단 및 집담회·전문가협의회 등 운영

  ○ KEDI POLL의 조사 영역, 조사 내용 및 문항 검토, 조사도구 개발, 조사 결과의 해석 

등을 위해 KEDI 내 각 실･센터의 연구 및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원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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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과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 전문가, 선행연구자 등을 포함한 자문단

(검토단) 구성·운영

  ○ KEDI POLL 2022의 조사 체계 검토, 조사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정책 방향과 과제 

검토 등을 위해 조사연구 전문가, 교육정책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정책협의회 

및 집담회 등 운영

▣ 기대효과

  ○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분석 결과 제공

  ○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 정도 및 의견 분석 결과 제공

  ○ 교육여론의 추이 분석 결과를 반영한 정책 수립 지원(기초자료 제공)

  ○ 교육 수요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통하여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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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계획 수립 및 보완

조사도구 개발
(문헌 분석, 자문단 운영 등)

IRB 심의

중간보고서 작성 및 심의

조사용역업체 선정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연구보고서 제출

연구 성과 발표 및 인쇄 교정 
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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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한글 교육여론조사 교육정책 교육현안 교육관 여론의 추이

(영문) (education 
poll)

(education 
policy)

(pending 
education 
issues)

(educational 
views)

(public opinion 
trend)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 판단 자료 제공

¡ 교육정책 수립에의 우선순위 제공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및 그 개선과 

보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ㆍ직업교육 혁신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고르게 
발전
하는 
지역

1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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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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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 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전문 조사기관

필요성
여론조사의 경우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관련 기술 및 인력 POOL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 

조사기관 활용

주요내용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4,000명을 
표집(성별․지역별․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근거하여 

‘층화다단계집락비례할당추출방법’을 적용하되, 학력, 직업 등 배경변인 통제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온라인조사 실시

예산(천원) 38,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71.7%

구분 내용 금액(원) 금액 비중

합계 산출내역 53,000,000 53,000 1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4회 = 40,000원 40,000 40 0.1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300부×240매 = 3,600,000원

4,090,000 4,090 7.7자료복사 30원×50쪽×4부×10회 = 60,000원

소모품비 86,000원×5회 = 430,000원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소)회의실 임차료 100,000원×4회 = 400,000원 400,000 400 0.8

5. 여 비
시내교통비 20,000원×3명×1회(세종 등) = 60,000원

450,000 450 0.8국내여비 
130,000원×3명×1회(세종/서울 등) = 390,000원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
- 국외지 : 50,000원×4종×7회 = 1,400,000원 
- 국내지 : 30,000원×3종×8회 = 720,000원

2,120,000 2,120 4.0

7.
전문가활용비

자문단 운영 200,000원×3명×2회 = 1,200,000원

5,500,000 5,500 10.4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인×1회 = 600,000원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인×1회 = 600,000원

보고서 평가료 200,000원×7명 = 1,400,000원

연구윤리검토비 500,000원×1명 = 500,000원

전문가 회의수당 200,000원×2명×3회 = 1,200,000원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0명×8회 = 2,400,000원 2,400,000 2,400 4.5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조사용역비 9,500원×4,000명×1회 = 3,800,0000원 38,000,000 38,000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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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사업





가. 일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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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

▣ 사업제안자

   ○ 조진일 연구위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GGP03

우리나라 교육시설의 정책 및 민간투자사업 등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와 사업의 

선순환적 운영체제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지원

 □ 교육시설 통계 구축 방안 연구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적 현장 지원

  ○ 교육시설 BTL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 단계별 현장 업무 지원

  ○ 교육시설 BTL사업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공

  ○ 교육시설 BTL사업 업무 관계자 교육 실시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성과분석

 □ 교육시설 BTL 질의응답 자료집 개발

 □ 생활형 SOC사업 연계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지원

 □ 2022 교육시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교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적 논의의 장 및 국제 네트워킹

  ○ 교육시설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진단과 처방의 포럼 개최

  ○ 지속적인 한·일 국제교류활동 

  ○ OECD 교육시설 국제컨퍼런스 참여를 통한 참여국 간의 교육시설 최근 동향 공유 및 네

트워킹 강화

  ○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 및 가이드

라인 제시, 학교공간혁신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

▣ 기대효과 양식 EGGP10

  ○ 교육시설 정책지원 중심의 연구․사업 추진으로 현안과제 해결방향 제시

  ○ 지속적인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 현장 지원

  ○ 원활하고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을 위한 실무지원 자료개발 및 보급

  ○ 지속적인 EDUMAC 교육시설 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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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내용
양 식 
EGGP06

구분 예산액
(백만원) 연구/사업 과제명 예산액

(백만원) 비고

출
연
금

200

연
구

 1. 교육시설 통계 구축 방안 연구 46 신규

사
업

 1. 2022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 지원 사업

- 2022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원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성과분석

  - 생활형 SOC사업 연계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지원

  - 2022 교육시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19
지속

(2006~)

 2. 2022 KEDI 교육시설 포럼 및 국제화사업 35

합계 200 200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양식 EGGP14

  ○ 교육과학기술부,「교육시설 민간투자 전문기관」지정(2010~)

  ○ 기획재정부,「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전문기관」지정(2010~)

  ○ 교육과학기술부,「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지정(2011~)

  ○ 교육과학기술부,「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지정(2011~)

  ○ 미래창조과학부,「교육시설 민간투자 재무모델검토 전문기관」지정(2014~)

  ○ 고용노동부,「교육시설 민간투자 재무모델검토 전문기관」지정(2015~)

  ○ 기획재정부,「민간투자 전문기관(교육)」지정(2016~)

  ○ 기획재정부,「민간투자사업 민간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지정(2019~)

  ○ 교육부,「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사업 지원 전문기관」지정(2020~)

  ○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지정(2021~)

  ○ 교육시설에 대한 학교현장, 교육청, 대학, 정부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기여

 ○ 교육시설 분야의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지속적인 발전 방안 모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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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양식 EGGP12

연구년차
(15/지속)

‘2024년 종료
시작일 2022.01.01 종료일 2022.12.31

▣ 연구 예산

구분 2022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
금액

(단위: 천원) 비중(%)

합계 200,000 100.0

구분 교육시설 통계 구축 방안 연구
금액

(단위: 천원)
비중
(%)

합계 산출내역
금액

(단위: 원)
46,000 23.0

 1. 사업인건비 - - - -

2. 공공요금 우편료(국내소포) 4,000원×18개(교육부, 교육청)×3회 216,000 216 0.5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비 50원×300쪽×200부 3,000,000

6,364 13.8자료 복사비 50원×100쪽×20부×15회 1,500,000

소모품비 1,864,000원×1식 1,864,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실료 300,000원×10회 3,000,000 3,000 6.5

5.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3인×10회 600,000

3,720 8.1
국내여비 130,000원×4인×6회 3,120,000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
 -국외지 150,000원×8종=1,200,000원
 -국내지 50,000원×16종=800,000원

2,000,000 2,000 4.4

7. 전문가활용비

중간보고서 심의비 200,000원×3인×1회 600,000

16,700 36.3

평가용보고서 자체심의비 200,000원×3인×1회 600,000

최종보고서 평가비 200,000원×7인×1회 1,400,000

연구윤리검토비 500,000원×1회 500,0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4인×17회 13,6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5인×20회 3,000,000

6,000 13.0
연구진회의 간담회비 30,000원×5인×20회 3,000,000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연구자문료 500,000원×2인×8회 8,000,000 8,000 17.4

구분 내용:　2022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 지원 사업
금액

(단위: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단위: 원) 119,000 59.5

1. 사업인건비 - - - -

2. 공공요금
통신료(전화요금 등) 50,000원×12개월 600,000

800 0.7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20회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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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비

매뉴얼 등 보고서 인쇄료 50원×300쪽×100부×2회 3,000,000

7,040 5.9
정보시스템 보고서 인쇄료 50원×200쪽×30부 300,000

자료 복사비 50원×50쪽×100부×10종 2,500,000

소모품비 1,240,000원×1회  1,24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장(관계자 교육 등) 대관·임차료 

500,000원×8회
4,000,000

7,000 5.9

회의실 대실료(협의회) 500,000원×6회 3,000,000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5인×20회 2,000,000

15,000 12.6국내여비(협의회, 조사) 130,000원×4인×25회
(세종시,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

13,000,000

5-2. 국외여비 - - - -

6. 연구정보활동비
도서구입비(민간투자사업 운영 지원 사업)
- 국외지:50,000원×8종×10회=4,000,000원
- 국내지:20,000원×19종×2회=760,000원

4,760,000 4,760 4

7. 전문가활용비

민간투자사업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5분야(건축,기술,운영,법률,재무)×2인×5회

10,000,000

24,200 20.3

민간투자사업 세부연구과제 전문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2과제(매뉴얼외 1건)×2인×4회

3,200,000

생활 SOC사업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2인×5회

2,000,000

교육 발표 수당 500,000원×4인×2회 4,000,000

원고료 10,000원×100매×4인 4,000,000

번역료 10,000원×100매 1,000,000

8. 회의비

관계자 교육 간담회비 30,000원×20인×2식 1,200,000

10,200 8.6업무협의 간담회비 30,000원×20인×10회 6,000,000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0인×10회 3,000,000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IT인프라(HW) 유지보수비(통합): 18,612,927원×1식 18,612,927
50,000 42

정보시스템(SW) 유지보수비: 31,387,073원×1식 31,387,073

구분 내용: 2022 KEDI 교육시설 포럼 및 국제화 사업
금액

(단위: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단위: 원) 35,000 17.5

1. 사업인건비 - - - -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20회 200,000 200 0.6

3. 수용비

자료 인쇄비 50원×200쪽×100부×1종 1,000,000

4,027 11.5

현수막 및 배너 150,000원×2종×1회 300,000

온라인 초청장 제작 300,000원×1회 300,000

동영상 촬영 및 편집비 2,000,000원×1회 2,000,000

소모품비 426,612원×1회 426,612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장(세미나) 대관·임차료 200,000원×4회 800,000

4,300 12.3회의장(포럼) 대관·임차료 500,000원×3회 1,500,000

차량임차료 2,000,000원×1식 2,000,000

5-1. 국내여비 국내여비 130,000원×2인×5회 1,300,000 1,300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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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외여비

한․일 정기교류(일본 문교시설연구센터 3인 초청)

9,623

-[일본] 항공료(Economy, 왕복) 669,900원×3명 =2,009,700 2,009,700

-[국내] 체재비(3박4일) 
300,000원×3명×3일=2,700,000

2,700,000

OECD 교육시설 국제 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
- 방문국: 프랑스, 파리
- 출장자: 이상민(연구위원)
- 출장예정일: 2022년 11월(4박 5일)

·항공료(Economy/왕복) 3,488,500×1인=3,488,500 3,488,500

·일비 $30×1,132원×5일×1인×1회=169,800 169,800

·식비 $81×1,132원×5일×1인×1회=458,460 458,460

·숙박비 $176×1,132원×4박×1인×1회=796,928 796,928

6. 연구정보활동비
도서구입비
- 국외지: 50,000원×5종×4회 = 1,000,000원 
- 국내지: 20,000원×5종×6회 = 600,000원

1,400,000 1,400 4.0

7. 전문가활용비

통역료(일본어↔한국어) 1,200,000원×1명×3일 3,600,000

10,900 31.1

번역료(일본어, 영어↔한국어) 10,000원×125매×2회 2,500,0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5명×1회 1,000,000

발표수당(한일정기교류 세미나) 300,000원×1명×1회 300,000

발표 및 좌장수당(포럼) 400,000원×5명×1회 2,000,000

토론수당(포럼) 300,000원×5명×1회 1,500,000

8. 회의비

약식 협의간담회비(포럼 및 한․일정기교류 세미나) 
 - 8,000원×100명×2회 

1,600,000
3,250 9.3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5명×11회 1,650,000



- 219 -

(1)-1. 교육시설 통계 구축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이상민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데이터 및 통계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최근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

교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시설 사업이 추진중인 시점에서 교

육시설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지표 설정 및 관련 통계

의 통합적 구축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교육시설의 조성 및 유지

관리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최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 제정‧시
행되면서 동법 제22조에 따라 교육시설 통계를 관리해야 함.

  ○ 교육시설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

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교육시설 통계는 개별법에 근거해 교육통계의 하위 영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초‧중등, 고등교육기관 등 기관 유형별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관련 통계의 정

책적 활용성이 낮은 실정임

  ○ 교육시설 통계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활용성을 고려한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통계 구축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임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교육시설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이 가능한 교육시설 현황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를 위한 교육시설 통계의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는 교육시설 통계의 전문적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해 국가승인 통계화를 

위한 절차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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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구 분
연구개요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연구명: 교육시설지표 개발을 위
한 기초연구
▪연구자: 김영철(2008)
▪연구목적: 교육시설의 실태 및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교
육시설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위
해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제시

▪문헌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

▪교육시설지표의 개념 명료화
▪교육시설지표 개발에 고려해야 할 
변인 분석
▪교육시설통계체제의 진단
▪교육시설지표 개발 및 확정

2

▪연구명: 건축행정정보의 정책적 
활용 및 건축통계개선 방안 연
구
▪연구자: 조상규 외(2012)
▪연구목적: 건축물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근간이 되는 건축행정정
보 및 건축통계의 현황 및 문제
점 분석을 바탕으로, 건축통계 
고도화 및 건축물 정보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세움터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정보
분석
▪건축통계 개선 T/F 및 관계자 의
견 청취
- 건축통계 수요분석
▪문헌분석

▪건축행정정보 구축 현황, 건축통계 
활용현황, 해외 건축통계 구축현황
▪지역별/용도별 건축물 분포와 사
업체 분포의상관분석을 통해 건축
물 통계와 경제산업 통계 연계성 
검토
▪GIS를 활용한 대국민 건축물 정보 
서비스 개선방안 검토
▪건축행정정보의 기관간 공동이용 
체계 구축방향 검토

3

▪연구명: 학교이력관리를 위한 교
육기본통계 연구
▪연구자: 박성호 외(2013)
▪연구목적: 유관 통계 정보 간 연
계 활용 가능성과 교육정책의 
실증적 분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행정통계 중심으
로 구축되어 온 교육기본통계를 
시계열 연계자료로 구축할수 있
도록 학교이력관리 방안 제시

▪문헌분석
▪전문가협의회
▪교육통계․정보분석
▪교육통계 시계열연계 분석
▪교육통계 자료 활용분석

▪교육통계정보의 시계열 정보현황,
연계방안 탐색
▪학교이력관리의 일환으로 교육기
본통계의 시계열 연계 자료를 구성
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통계 정보의 
개선 방안 탐색
▪학교이력관리를 위해 교육통계 정
보의 데이터베이스 현황을 분석하
고 개선 방안 마련

4

▪연구명: 교육기본통계 조사항목 
재설계를 위한 연구
▪연구자: 박성호 외(2013)
▪연구목적: 조사항목의 현실적합
성, 신뢰성, 활용성 등을 고려하
여 조사항목의 세부적인 개선 
사항 제안

▪문헌분석
▪영역별 전문가 협의회 및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교육기본통계 조사항목 개선을 위
한 기준 검토
▪유 초 중등 및 고등교육 기본통계 
조사항목의 세부 개선 방안 마련
▪유 초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조사 
체계의 개선 사항 검토

5

▪연구명: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
축방안 연구
▪연구자: 김은희 유제연(2019)
▪연구목적:

▪문헌조사 및 법제도 분석
▪DB 및 통계구축 사례조사
▪간담회 및 의견수렴
▪실태조사
-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건축서비스 산업의 통계 현황 및 
한계 분석
▪유관 사례 시사점 분석
▪통계구축 전략 수립

6

▪연구명: 증거기반 교육정책 모니
터링 및 이행을 위한 국가교육
지표 개발 연구
▪연구자: 박성호 외(2020)
▪연구목적: 국가수준의 중ㆍ장기
적인 정책 목표와 연계한 국가
교육지표 개발

▪문헌분석
▪전문가 델파이조사

▪교육지표 개발 동향 및 교육지표 
현황 분석
▪교육정책 동향 분석
▪국가교육지표체계 개발
▪국가교육지표 관리 및 정기적 산
출 방안 모색

양식 EBBP05

본 연구
▪연구목적: 교육시설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이 가능한 교육시설 

▪문헌조사
▪교육시설 현황 DB 및 통계구축 

▪교육시설 관련 DB 및 통계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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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교육시설 관련 DB 및 통계 현황 분석

  ○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시설법에서 정하는 교육시설 관련 

현황 데이터 및 관련 통계 현황 분석

    - 개별법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 교육통계 및 건축 관련 통계 조사‧관리 현황, 문

제점 분석

□ 교육시설 주요 정책과 데이터 관련성 분석

  ○ 교육시설의 최근 주요 정책과 시설현황 데이터 관련성 분석

    - 교육시설 주요 정책‧사업 현황과 관련 데이터 분석

    - 교육시설 정책 수립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한 시설현황의 지표화 

□ 교육시설 데이터 수집 방법 및 통계 구축 방안 제시

  ○ 교육시설 정책 관련하여 수집이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방안 분석

    - 교육시설 통계 구축 방안 및 시스템 개발 방향 제시

□ 국가 승인 통계화 절차 및 전략 제시

  ○ 국가 승인 통계화를 위한 절차 및 단계 분석

    - 국가 승인 통계화를 위한 단계별 실행 전략 및 과제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조사

  ○ 교육시설 통계 관련 자료 및 법‧규정 분석

    - 교육시설 현황 데이터를 조사‧관리하고 있는 각종 현황 시스템 및 통계(승인 및 

미승인)화하여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 현황에 대한 조사

    - 교육시설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시설통계 관련법‧규정 등 관련 문헌 분석

□ 교육시설 현황 DB 및 통계구축 사례조사

  ○ 교육통계,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건축행정정보시스

구 분
연구개요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현황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를 위한 교육시설 
통계의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수립

사례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교육시설 주요 정책과 데이터 관
련성 분석
▪교육시설 데이터 수집 방법 및 통
계 구축 방안 제시
▪국가 승인 통계화 절차 및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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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교육시설 현황 관련 DB 및 통계 관리 현황 조사

    - 관련 데이터 및 통계 관리 시스템의 조사 지침 및 매뉴얼 조사를 통한 데이터 

관리 및 통계 조사 항목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교육시설 현황 통계 관리 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교육시설에 관한 통합적인 통계 구축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실시

▣ 연구 추진일정

▣ 연구기간

연구년차
(15/지속)

’2024년 종료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교육시설 시설현황 교육시설정책 통계 구축 승인통계

(영문) (Educational 
facilities) (Facility status) (Educational 

Facility Policy)
(Building 
statistics)

(Approval 
statistics)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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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분석

관련법규 및 규정 분석

교육시설 관련 통계 현황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교육시설 통계 구축 방안 수립

교육시설 승인통계 절차 및 전략 마련

전문가 협의회

¡ 중간보고서 작성, 심의, 수정/보완

¡ 최종보고서 작성, 심의, 수정/보완

¡ 최종보고서 제출, 정책 제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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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행자부
¡ 빅데이터
¡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행정 구현

미래부 ¡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교육부 ¡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연구 예산

구분 교육시설 통계 구축 방안 연구
금액

(단위: 천원)
비중
(%)

합계 산출내역
금액

(단위: 원)
46,000 100.0

 1. 사업인건비 - - - -
2. 공공요금 우편료(국내소포) 4,000원×18개(교육부, 교육청)×3회 216,000 216 0.5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비 50원×300쪽×200부 3,000,000

6,364 13.8자료 복사비 50원×100쪽×20부×15회 1,500,000
소모품비 1,864,000원×1식 1,864,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실료 300,000원×10회 3,000,000 3,000 6.5

5.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3인×10회 600,000

3,720 8.1
국내여비 130,000원×4인×6회 3,120,000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
 -국외지 150,000원×8종=1,200,000원
 -국내지 50,000원×16종=800,000원

2,000,000 2,000 4.4

7. 전문가활용비

중간보고서 심의비 200,000원×3인×1회 600,000

16,700 36.3
평가용보고서 자체심의비 200,000원×3인×1회 600,000
최종보고서 평가비 200,000원×7인×1회 1,400,000
연구윤리검토비 500,000원×1회 500,0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4인×17회 13,6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5인×20회 3,000,000

6,000 13.0
연구진회의 간담회비 30,000원×5인×20회 3,000,000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연구자문료 500,000원×2인×8회 8,000,000 8,000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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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교육시설 전문가/통계 전문가

필요성
교육시설 전문 통계 구축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시설(시설안전 및 사
업관리) 전문가와 통계 관련 전문가와 협력 연구 필요

주요내용
- 교육시설 및 관리 관련 데이터 현황 및 정책 활용 방안 마련
- 교육시설 통계 관련 지표 개발 및 국가승인통계 지정 방안 마련

예산(천원) 8,000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17.4%



- 225 -

(1)-2. 2022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 지원 사업

▣ 사업제안자

  ○ 이은일 2급연구사업운영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교육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방식 적용 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기준 작성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정책적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이 필요함. 또한, 2005년

부터 추진된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 및 쟁점의 해결

을 위해 각 사업단계별 전문기관 맞춤형 지원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이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는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2016년 기획재정부 등)으로서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 사업제안서 평가, 협상 및 협약검토, 재무모델 검토 

등 사업 추진 단계별 전문적 지원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또한 교육부의 국립대 생활관 BTL사업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정과제의 

목표 수용률 확보에 기여하고 국립대 생활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여건 제공 및 개

축과 리모델링, 복합화 방식을 통한 새로운 민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2005년도에 도입되어 2021년까지 약 16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된 교육시설 민간투

자사업은 2020년 기준 초·중등 197개 사업(1,204개교), 국립대 35개 사업(70개 생활

관)을 포함하여 총 232개 사업임.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되고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의 주요 단계별 업무절차 및 가이드라인 수정, 보완에 대한 교육현장의 요구가 높아지

고 있음. 이에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주요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보다 시의성 있게 

개선해 나아가고자 함. 

  ○ 2021년부터 국립대학 노후시설을 조기에 환경개선하고 부족한 시설을 적기에 공급

하기 위해 추진되는 시설개선 BTL사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  

  ○ 한편, EDUMAC은 2008년부터 효율적인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

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속적인 유

지관리, 시스템에 대한 일선 현장의 개선 요구 반영 등을 위해 교육시설 민간투자사

업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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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한 사업모델 수행을 위한 매뉴얼 개선 및 성과분석

  ○ 국립대학교 생활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정부지급금의 관리 개선,  

운영단계의 서비스 수준 개선, 리스크 분담을 통한 운영여건 개선방안 모색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의 분쟁 예방을 위한 관련 질의회신 사례 분석

  ○ 학교시설 적정 개선 주기 및 노후시설 개선 대상 분석을 통한 시설물 예방보전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성과분석

  ○ 교육시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형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 모델 개발

  ○ 매년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교육시설 BTL사업 매뉴

얼(시설사업기본계획(안), 표준실시협약(안), 성과요구수준서(안),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및 요령 등) 개발 지원

  ○ 생활형 SOC사업 연계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지원

 □ 국립대 및 시,도교육청 BTL사업 업무 지원

  ○ 교육시설 BTL사업의 추진 및 운영단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주

무관청 질의사항에 대한 의견회신 및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 자문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시설사업계획(안) 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 및 실시협약(안) 검토, 재무모델 검토 지원

  ○ 교육부 업무수행 지침마련을 위한 사립대학교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 작성

  ○ 매년 2회씩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관계자 교육실시(상반기: 사업고시 업무담당자, 

하반기: 운영단계 업무담당자)

 □ 교육시설 선진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학교시설 디자인 사용자 참여시스템, 학교범죄예방디자인(CPTED) 평가시스템, BTL교

육시설 모니터링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온라인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 주요 사업 내용

□ 2022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원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된 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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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으로서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교육시설 민자사업에 대한 정책, 업무 지원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서 사업 추진단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검토, 자문, 

분쟁 해결, 질의/회신 등 지원

    -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등

에 따라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의 반영여부 검토,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지침을 바탕으로 검토

    - 사업제안서 평가: 주무관청에서 고시한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에 제안한 민간사업

자의 사업계획서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평가

    - 협상 및 실시협약(안) 검토: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사와 주무관청간

의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및 민간투

자사업기본계획 등에 부합되는지 실시협약(안) 검토 

    - 재무모델 검토: 준공시점에 적용하는 물가 변동 오류 발생 검토, 5년 또는 2년 주

기로 조정하는 정부지급금 조정 시 변경사항 검토 등 

    - 질의/회신: 주무관청으로부터 교육시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각종 질의 회신

  ○ 2022년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관계자 교육(연 2회)

    - (상반기) 2022년 국립대 생활관 BTL사업 운영개시 및 고시를 위한 업무관계자 교육

    - (하반기) 교육부, 국립대, 전국 시도교육청 등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관계자 대상 

실무중심의 전문 과정 교육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성과분석 

  ○ BTL사업의 다양화에 따른 유형별 사업 분석

   - 국립대 BTL사업이 생활관에서 시설개선 BTL사업으로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

에서 시설유형별 표준 성과요구수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 시설개선 BTL사업의 유형이 개축, 증축, 리모델링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체육

관, 공학관, 강의동, 학생회관 등 다양한 시설종류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시설 플랜의 반영방안에 대한 분석 

  ○ 생활관 리모델링 BTL사업 추진을 통한 적정 성과요구수준 분석   

- 기존 교육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BTL사업의 추진과 이에 따른 내,외부 마감재 및 

주요 설비의 교체를 위한 설계지침의 기준 분석

    - 분야별(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 주요 적정 성과요구수준 개발을 

위한 기준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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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BTL사업의 질의회신 해설 자료집 개발

  ○ 운영기간 중 실시협약서 해석상의 주요 논의사항 분석

- 국립대 및 시도교육청에서 검토 의뢰한 사항은 KDI PIMAC에서 공표되어 있는 

표준실시협약안 및 개별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왔으나 

분쟁유형의 다양화에 따라 실시협약서의 해석상에 대한 논의점 증대  

  ○ 유형별 질의사항 분석을 통한 표준 실시협약의 해설

- SPC설립 및 재원조달, 건설 및 준공, 유지관리 및 운영, 위험분담 등의 운영기간 

중 분쟁 사항 발생 시 실시협약 해석을 위한 주요 논의점 분석

 □ 생활형 SOC사업 연계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지원

○ 학교시설 복합화 실무자 클럽 구성 및 운영

  - 복합화 사업 관련 교육청/지차제 간 사업추진 노하우 및 절차 등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2022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 선정기관 담당자 혹은 경험자로 구성 

및 운영

  - 우수사례 및 개선사례 공유를 위한 전문가 및 전문가풀 중심의 워크숍 개최  

○ 학교시설 복합화 지침서 및 가이드라인 개발

  - 추진 단계별, 담당자별 추진 업무, 필요서식 등 가이드라인 개발 

 □ 사업 성과관리 및 환류 수행

○ 국립대 및 시,도교육청의 업무담당자 협의회 개최

  -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적용과정 및 결과에 주무관청 및 사용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용하여 반영

○ BTL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현안문제 및 발전방안 협의 및 공유

  - 국립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을 위한 업무 단계별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청취 및 환류 체계 구축

 □ 사업 효과성 향상을 위한 자체평가시스템 구축

○ 사업개선 및 발전을 위한 만족도 조사 

  - 교육과정 및 협의회 개최 시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문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 사업운영의 만족도 제고

  - 지속적인 교육현장 모니터링을 위해서 BTL사업에 대한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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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2022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원

  - 교육시설 정책지원 중심의 연구․사업 추진으로 현안과제 해결방향 제시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전문성과 사업관리능력을 강화하여 전문기관 위상 제고

 ○ 2022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성과분석

  - 노후시설 리모델링 BTL 추진사업에 대한 적정 성과요구수준 분석 

  - 교육시설 BTL 사업의 유형 및 공간계획의 특징 분석 

 ○ 교육시설 BTL사업의 질의회신 해설 자료집 개발 

  - BTL사업의 운영단계에서의 실시협약의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

 ○ 주무관청 및 실무자를 위한 BTL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업무 이해도 향상

 ○ 생활형 SOC사업 연계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지원

  -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추진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제도 개선

 ○ 2022 교육시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지속적인 EDUMAC 교육시설 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학교시설 운영관리 DB 구축을 통한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대

▣ 사업 추진일정

추진내용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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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원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서 업무 지원

  - 2022년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관계자 교육

◦ 2022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성과분석

  - 조사방법 및 범위 선정

  - 조사내용 확정 및 현황조사

  - 조사내용 D/B 구축 및 분석

  - 보고서 작성 및 보완

◦ 교육시설 BTL사업의 질의회신 해설 자료집 개발 

  - 조사방법 및 범위 선정

  - 조사내용 확정 및 현황조사

  - 조사내용 D/B 구축 및 분석

  - 보고서 작성 및 보완

◦ 생활형 SOC사업 연계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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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연구년차
(15/지속)

’2024년 종료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추진내용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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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시설 복합화 실무자 클럽 구성 및 운영

  - 학교 복합화 사례 벤치 마킹을 위한 사례조사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학교복합시설법) 제정에 따른 세부 규정 개발

◦ 교육시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교육정보시스템 연구·사업 계획 수립

   - SW 기능 및 운영 개선사항 도출

   - 통합유지보수 대상 식별/협의

   - 보안성 검토 및 입찰공고

   - 사업자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

  • 웹서비스 운영·관리 용역

   - 요구 분석 및 화면 설계

   - 오류 수정 및 추가 기능 개선

   - 서비스 운영 모니터링

   - 서비스데스크 운영(사용자 지원)

  • 통합유지보수 수행·관리

   - HW/SW, 보안 업무 관리

   - 사용자 접속 및 장애 관리

  • 운영 결과 보고

   - 운영 결과보고(월간)

   - 정보화사업 완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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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한글 교육시설 민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영문) (Educational Facility) (BTL) (PPP)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기획재정부
¡ 민간투자정책의 기본방향, 투자계획, 지침 등

¡ 매년 수립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 초, 중등학교 및 국립대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BTL)

¡ 생활형 SOC사업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BTL)

고용노동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BTL)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UNIST 등 과학기술원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BTL)

국무조정실 ¡ 생활형 SOC사업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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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구분 내용:　2022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 지원 사업
금액

(단위: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단위:원)
119,000 100.0

1. 사업인건비 - - - -

2. 공공요금
통신료(전화요금 등) 50,000원×12개월 600,000

800 0.7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20회 200,000

3. 수용비

매뉴얼 등 보고서 인쇄료 50원×300쪽×100부×2회 3,000,000

7,040 5.9
정보시스템 보고서 인쇄료 50원×200쪽×30부 300,000

자료 복사비 50원×50쪽×100부×10종 2,500,000

소모품비 1,240,000원×1회  1,24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장(관계자 교육 등) 대관·임차료 

500,000원×8회
4,000,000

7,000 5.9

회의실 대실료(협의회) 500,000원×6회 3,000,000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5인×20회 2,000,000

15,000 12.6국내여비(협의회, 조사) 130,000원×4인×25회
(세종시,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

13,000,000

5-2. 국외여비 - - - -

6. 연구정보활동비
도서구입비(민간투자사업 운영 지원 사업)
- 국외지:50,000원×8종×10회=4,000,000원
- 국내지:20,000원×19종×2회=760,000원

4,760,000 4,760 4

7. 전문가활용비

민간투자사업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5분야(건축,기술,운영,법률,재무)×2인×5회

10,000,000

24,200 20.3

민간투자사업 세부연구과제 전문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2과제(매뉴얼외 1건)×2인×4회

3,200,000

생활 SOC사업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2인×5회

2,000,000

교육 발표 수당 500,000원×4인×2회 4,000,000

원고료 10,000원×100매×4인 4,000,000

번역료 10,000원×100매 1,000,000

8. 회의비

관계자 교육 간담회비 30,000원×20인×2식 1,200,000

10,200 8.6업무협의 간담회비 30,000원×20인×10회 6,000,000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0인×10회 3,000,000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IT인프라(HW) 유지보수비(통합): 18,612,927원×1식 18,612,927
50,000 42

정보시스템(SW) 유지보수비: 31,387,073원×1식 31,38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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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 기관 통합유지보수 관련 업체 또는 기관 SI(시스템 통합, SW 개발) 전문 업체 
또는 기관

필요성
-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정보시스템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 개
선, DB·속성정보 갱신 및 유지보수 지원, IT 인프라 유지보수 지원을 통한 
교육시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IT 인프라(HW) 유지보수비 :  통합 유지보수를 위해 NW/HW/SW 등 기반 장
비 라이선스 확보와 장비 성능/장애 관리 및 시스템 운영 지원

- 정보시스템(SW) 유지보수비 :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정보시스
템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DB·속성정보 갱신 및 유지보수 지원 등

예산(천원) 50,000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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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2 KEDI 교육시설 포럼 및 국제화 사업

▣ 사업제안자

  ○ 최형주 2급연구사업운영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필요성 

    ○ (포럼) 우리나라 교육시설․환경 분야의 정책 연구 전문 기관4)으로서 교육시설․환
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이슈와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의 장 마련 

필요 

    ○ (국제화 사업) OECD 등 국제 교육시장에서 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국

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위상 제고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교육정책전문기

관으로서 교육시설 분야의 국제적 활동에 적극 대응 필요

  □ 목적

    ○ (포럼) 지속적인 KEDI 교육시설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시설․환경의 저변을 

꾸준히 확대하고 발전, 고품격화하여 교육시설․환경을 선진화하고자 함.

    ○ (국제화 사업) 지속적인 교육시설 국제 활동 참여에 따른 우리나라 교육시설의 고

품격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 확대

▣ 주요 성과

  □ (포럼) 2006년 KEDI 교육시설 포럼을 시작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시설․환경에 관

한 전문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이어가고 있으며 2020년‘대한민국의 미래 학교 

공간 디자인, WHAT?, HOW?’에 이르기까지 총 31회를 개최함. 이를 통해 아래

의 주요 연구 및 성과물 공유 및 확산, 현장 의견을 연구에 반영한 바 있음.

4) 최신 교육시설에 대한 관련 지식 및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시설․환경 발전을 위해 핵심 아이
디어와 이슈 발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진단과 처방, 최근 수행한 연구 및 사업결과의 공유 등을 통해 정부 
부처 및 시․도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전문성 제고, 정부 시책의 학교 현장 착근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 센터 주요 연구 및 성과물

- (기본연구)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Ⅲ); 학교의 대지 조건과 배치 및 

평면 유형 개발, 2020

- (수탁연구) 고교학점제 시설 운영 특성에 따른 학교 공간 재구조화 방안 연구, 2020

- (수탁연구)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방안 및 시설규모 산정연구, 2018

- (연구자료) 학교사용자 중심의 화재안전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2017

- (연구자료) 학생안전체험교육시설 공간구성 매뉴얼, 2017

- (기술보고) 미래형 학교시설 기준 및 자동 산정 스페이스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1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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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화 사업) 

○ 아시아 최초 OECD CELE-KOREA 국제 컨퍼런스 개최(2012.06.18.~20, 서울)

  - 주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대응

  - 참석: 총 131명[내국인: 97명(74%), 외국인*: 34명(26%)]

    * 외국인 참석 현황 : OECD 2명, 영국 2명, 스웨덴 3명, 덴마크 2명, 오스트리아 1명, 네덜란드 1명, 아

일랜드 1명, 호주 2명, 일본 13명, 중국 2명, 태국 2명, 몽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각 1명

  - OECD CELE 홈페이지 등재

  - 2012년 OECD CELE 참가국 이사회에 국제 컨퍼런스 결과 보고(2012.09.27.~28)

○ OECD CELE GNE회의(2014.11.05.~11.07/ Genova, Italy)참석 및 발표

  - 2014 Genova ABCD Education Fair 한국 주제(School Facilities in Korea - Past, 

Present, and Future 발표(조진일, 한국교육개발원)

  - (News from Members)한국의 학교안전 정책동향 발표(박성철, 한국교육개발원)

○ OECD CELE GNE 회의(2015.9.8.~9.13/ 그리스 아테네)참석(조진일, 한국교육개발원)

○ 2019 OECD GNEELE 컨퍼런스 및 국제심포지움 참석('19.11.19~21, 일본 동경)

  - 내용 : 효과적인 학습환경 분석 내용 공유, 학교지진안전보고서 내용 공유 등

  - 참석자 : 정영린(교육부 교육시설과장), 전수문(교육부 교육시설과 사무관), 이상

민, 조진일(이상 한국교육개발원), 김우영(한국교육시설학회장), 김성중(한국교육

녹색환경연구원)

○ 2020 OECD GNEELE 연차 총회 참석('20.10.28, 화상회의)

  - 각국의 코로나 상황에 따른 학교 대응방안 소개 및 OECD GNEELE 성과와 향후 

계획 공유

○ 한‧일 교육시설의 정기 교류 활동 

구분 주요내용 비용부담

2008.03. KEDI방일
· 유웅상, 류호섭(동아대)
· 한국 교육시설 BTL 소개(강의)

NIER

2009.03. NIER방한
· 신보, 오오타, 코다, 카네코 
· KEDI조직 소개, 관심사 논의 및 BTL학교시설 견학

KEDI
*일부 자체 부담

2010.03. KEDI방일
· 유웅상, 양현오, 류호섭(동아대)
· 공동 연구과제 추진 협의 및 공원학교시설 견학

NIER

2011.05. NIER방한
· 신보, 고바야시, 고쿠보
· 포럼발표, 공동 연구과제 협의 및 교과교실제 학교시설 견학

KEDI

2012.03. KEDI방일
· 유웅상, 김형은, 조일환(교육부)
· 공동 연구과제 추진 협의 및 대학시설 견학

NIER

2013.07. NIER방한
· 사이토, 니시, 하바사키
· 포럼발표, 공동 연구과제 협의 및 대학/초중등시설 견학

KEDI

2014.03. KEDI방일

· 조진일, 강현빈, 김형은
· 한․일 초,중학교 공간조성 비교 결과 보고회
· 한․일 고등학교 공간조성 비교조사 
· 초,중등 학교시설 운영관리비 한․일 비교 연구
· 우수 학교시설 방문 및 견학 

NIER



- 236 -

▣ 사업내용(안)

  □ 포럼 

○ (개최횟수) 연 1회

      ※ 2022년 연구 추진 상황 및 정부 정책 방향성을 고려하여 일정 조정

      ※ 교육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포럼 주제 및 일정 확정 후 진행

○ (대상)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학교, 학회, 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100명 내외 

○ (운영방식) 주제발표 후 좌장 주재의 토론(플로어 질의 및 응답)방식의 심포지엄

  □ (국제화 사업) 

○ OECD 교육시설·환경 관련 컨퍼런스 참여 활동

- OECD GNEELE(Group of National Experts on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s ; 효

과적인 학습 환경 국가 전문가 그룹) 연차 총회(컨퍼런스) 및 국제 심포지움 참석

(2022년 11월 예정)

- OECD GNEELE에서 효과적인 학습 환경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현

황을 공유 및 핵심 아젠다 논의

- 교육시설 관련 국제사회의 최신 연구 성과와 우수 사례 관련 정보 교류

※ OECD 효과적인 학습환경 전문가회의(Group of National Experts on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s, GNEELE) 사업은 2020년으로 종료되었으며 교육시설·환경 분야의 새로운
연구과제를 발굴중임. 교육부 국제협력관과 교육시설과는 향후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추진 예정인 OECD 교육시설·환경 분야 연구사업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계속 참여
할 예정이며,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에서도 OECD 교육시설·환경 관련 사업 및 행사에 지
속적으로 참여 예정임

2015.11. NIER방한

· 이소야마, 푸쿠테, 히라가와, 사이토(자원방문)
· 일본 학교시설의 에너지 절약 대책 연구
· 교육환경의 안전 및 미래에 대응한 시설정책 동향 연구
· 초중등 우수 학교시설 견학

KEDI

2016.06. KEDI방일
· 조진일, 김형은, 최형주
· 우수 친환경 초중등학교 시찰

NIER

2017.11. NIER방한
· 이소야마, 야스다, 히라가와, 타카쿠사기(자원방문)
· 한·일 교육시설 정책 및 동향에 관한 세미나
· 국내 우수시설학교 방문 및 시설탐방

KEDI

2018. 11. KEDI방일
· 박성철, 이상민, 최형주
· 한·일 교육시설 정책 및 동향에 관한 세미나
· 최근 신축된 우수 초중등학교 시찰

NIER

2019. 10. NIER방한
· 탄자와 히로유키, 소우다 기요히로, 나카무라 노부유키
· 학교건축 혁신을 통한 교육혁신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세미나
· 초중등 우수 학교시설 견학

KEDI

2020. 10. KEDI방일
· 코로나로 인한 방일 취소(차년도로 연기)
· 상호 교육시설 관련 최신 연구 및 정책 자료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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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 교육시설 정기 교류 활동

- 한국과 일본간 교육시설에 관한 최근 정책 동향, 최신 기술 및 우수사례 발표 등을 

프로그램으로 한 정기 세미나 운영 및 학교시설 견학 등

* 근거: 한국교육개발원(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과 일본 국립교육정책연구소(문교시설

연구센터)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MOU체결(2006.11.1)

- 교류 조건: 격년(홀수년-한국, 짝수년-일본)으로 상호 초청하되, 최대 3인의 3박 4일 

일정(1일-세미나, 2일-시설견학)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은 초청국에서 부담

* 2022년은 한국이 일본 관계자를 초청하는 해로써 정기 교류 세미나 및 일본에서 요청

하는 국내 학교시설 견학 수행 예정임.

(※ 당초 원칙대로라면 2022년은 짝수해로 일본이 한국관계자를 초청하는 해이나, 지난 2020년(일

본이 한국을 초청하는 해) 추진 예정이었던 방일계획이 코로나 19로 인해 2021년으로 순연됨

에 따라 변경됨.)

- 일정(예정) : 2022년 하반기(정확한 일정은 추후 일본 측과 협의하여 확정예정)

▣ 사업 추진일정

추진일정
사업내용

2022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KEDI 교육시설 포럼(예정)

- 포럼 주제 선정을 위한 관계자 협의

- 기본계획 수립

- 사전업무(기본결재, 발표 및 토론자 섭외, 홍보 등)

- 포럼개최

- 사후업무(정산, 결과보고 등)

◦ OECD 교육시설 전문가회의/국제컨퍼런스(예정)

- 전문가회의/컨퍼런스 참석 기본계획(안) 수립

- 사전업무(공무국외여행심사 등)

- 전문가회의/국제컨퍼런스 참석(예정)

- 사후업무(정산, 결과보고 등)

◦ 한⋅일 교육시설 정기교류

- 기본계획(안) 수립

- 일본 관계자 초청 사전 준비 

- 일본 관계자 초청(세미나 및 국내 학교시설 견학)

- 사후업무(정산, 결과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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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연구년차
(15/지속)

’2024년 종료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교육시설 교육정책 교육공동체 민간투자사업 민자사업

(영문)
(Educational 

Facility)

(Educational 

Policy)

(Educational

Community)
(PPP) (BTL)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기획재정부

¡ 민간투자정책의 기본방향, 투자계획, 지침 등

¡ 매년 수립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 자료 활용

교육부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 자료 활용

¡ 지역 교육공동체와 연계한 교육시설 정책 수립

¡ 초, 중등학교 및 국립대 교육시설 민간투자(BTL)사업

¡ 교육시설 정책 수립을 취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
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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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구분 내용: 2022 KEDI 교육시설 포럼 및 국제화 사업
금액

(단위: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단위: 원) 35,000 100.0

1. 사업인건비 - - - -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20회 200,000 200 0.6

3. 수용비

자료 인쇄비 50원×200쪽×100부×1종 1,000,000

4,027 11.5

현수막 및 배너 150,000원×2종×1회 300,000

온라인 초청장 제작 300,000원×1회 300,000

동영상 촬영 및 편집비 2,000,000원×1회 2,000,000

소모품비 426,612원×1회 426,612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장(세미나) 대관·임차료 200,000원×4회 800,000

4,300 12.3회의장(포럼) 대관·임차료 500,000원×3회 1,500,000

차량임차료 2,000,000원×1식 2,000,000

5-1. 국내여비 국내여비 130,000원×2인×5회 1,300,000 1,300 3.7

5-2. 국외여비

한․일 정기교류(일본 문교시설연구센터 3인 초청)

9,623 27.5

-[일본] 항공료(Economy, 왕복) 669,900원×3명 =2,009,700 2,009,700

-[국내] 체재비(3박4일) 
300,000원×3명×3일=2,700,000

2,700,000

OECD 교육시설 국제 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
- 방문국: 프랑스, 파리
- 출장자: 이상민(연구위원)
- 출장예정일: 2022년 11월(4박 5일)

·항공료(Economy/왕복) 3,488,500×1인=3,488,500 3,488,500

·일비 $30×1,132원×5일×1인×1회=169,800 169,800

·식비 $81×1,132원×5일×1인×1회=458,460 458,460

·숙박비 $176×1,132원×4박×1인×1회=796,928 796,928

6. 연구정보활동비
도서구입비
- 국외지: 50,000원×5종×4회 = 1,000,000원 
- 국내지: 20,000원×5종×6회 = 600,000원

1,400,000 1,400 4.0

7. 전문가활용비

통역료(일본어↔한국어) 1,200,000원×1명×3일 3,600,000

10,900 31.1

번역료(일본어, 영어↔한국어) 10,000원×125매×2회 2,500,0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5명×1회 1,000,000

발표수당(한일정기교류 세미나) 300,000원×1명×1회 300,000

발표 및 좌장수당(포럼) 400,000원×5명×1회 2,000,000

토론수당(포럼) 300,000원×5명×1회 1,500,000

8. 회의비
약식 협의간담회비(포럼 및 한․일정기교류 세미나) 
 - 8,000원×100명×2회 

1,600,000
3,250 9.3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5명×11회 1,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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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장기화 시 구체적 예산활용방안 

코로나19 등으로 국외출장 불가시 대응 계획

대응방안

․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교육시설 정책 및 연구 성과 교류를 위하여 정기교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관련 영상을 제작 보급하여 정부 부처 및 시․도 교육청과 학교 현장 업무담당

자의 전문성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

․ OECD 회의자료의 번역 및 인쇄를 통해 국내 유관기관 및 관계자에 보급하여 우리나라

의 학습환경 및 학교시설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

당초계획 변경(안)
비목 금액 비목 산출근거 금액(천원)

소계 9,623

국외여비 9,623

수용비
OECD 회의자료 번역본 인쇄 

70원×192면×200부
2,693

전문가활용비
OECD 회의자료 번역 (영문→국문) 

10,000원×200면
2,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일본과의 정기교류 화상회의 영상 

제작 보급 4,930,000원×1식
4,930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1명 

출장 기간 11월(4박 5일)

출장지(방문기관) 프랑스 파리(예정)

출장자 역할

․OECD에서 주최하는 교육시설 국제 컨퍼런스 및 심포지움 참석

․한국의 교육시설 정책 및 KEDI 미래교육공간 관련 연구 성과 보고

․OECD 선진 교육시설 탐방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OECD에서 주최하는 교육시설 국제 컨퍼런스 및 심포지움 참석하여 한국의 교육

시설 정책 및 연구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

․OECD 선진 교육시설 탐방을 통한 한국 교육시설 정책 및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 도출

사업과의 관련성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 전반, 미래교육시설 방향 설정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OECD 교육시설·환경 관련 연구사업 조직 및 관련 정보 공유

․OECD 국가 최신 선진 교육시설 탐방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프랑스 파리는 OECD 본부가 위치한 지역이며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이며, 통상적

으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회원국에서 순차적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므로 개

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개최지는 추후 결정됨

구체적 기대효과
․해외 선진국과 우리나라 교육시설 정책 및 연구 성과 교류를 통한 우리나라 미래 

교육시설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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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명 :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 (VII) :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임 후 남 (선임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개도국과의 교육지표 개발·협력은 개도국의 교육정책을 모니터링하

고 진단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들 지표의 산출 및 활용을 위하여 

개도국의 통계역량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교육

정책역량의 향상을 목적으로 함.

◯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진행될 2주기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은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신남방 국가들의 

교육통계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교육통계·정보 거버넌스 증진에 기

여하고자 함. 신남방 국가들의 교육 아젠다 도출을 돕고, 통계컨설팅 

및 연수를 통해 개도국 교육 발전에 실제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 UN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17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 국가별로 달성·이행하기 위한 모니터링체제를 갖출 것을 권고

하고 있음.

  - 교육분야(SDG4)에서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 증진”이라는 목표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세부목표 7개와 이를 이행하

기 위한 수단 3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글로벌·주제별 지

표를 설정하고 있음. 또한 글로벌·주제별 지표 이외에도 각 국가의 맥락에 맞는 

국가교육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아시아 지역의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글로벌·주제별 지표를 자체

적으로 생산할만한 통계 조사체계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각 국

가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할만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음. 유네스코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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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UIS)에 의하면, 대부분의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SDG4 글로벌·주제별 지표 중에

서  50% 미만 수준의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UIS, 2016).

   - 이에 UNESCO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공통의 전 지구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개

도국에 대한 통계역량 강화와 교육통계 및 지표의 생산 및 산출에 관한 가이드라

인 개발, 지역(대륙)수준의 교육지표 개발 협력 등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정부 신남방정책과 연계한 교육통계역량 강화 지원 및 교육의 질 개선

  ○ 현 정부에서는 “사람 공동체(People)”, “상생번영 공동체(Prosperity)”, “평화 

공동체(Peace)”를 위한 16가지 정책 방향을 골자로 한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2019.4.1.5 인출).

     *신남방 국가(11개국) :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

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인도

  ○ 한국의 교육분야 시스템은 아시아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우수한 편이며,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과 교육통계 및 정보공시의 연계, 공공DB 기반 통계조사 등 교육

통계 및 지표의 생산 및 모니터링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음. 이러한 한국의 교육

통계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신남방 국가들의 교육 관련 공공 행정의 발달과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다시 말해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연구는 16

개 신남방정책 목표 중 네 번째인 “04.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거버넌스 증진 

기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신남방 국가들의 교육통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세 번째 목표인 

“03. 신남방 지역 학생, 교원, 공무원 대상 인적 자원 역량 강화”에도 기여함. 

교육통계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교육제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중앙 및 지역공

무원, 학교 담당자의 역량을 키울 뿐 아니라 우수한 교육통계 및 지표를 생산함으

로써 학교 현장 개선, 증거 기반 정책 수립, 데이터 기반 연구 지원 등의 인적 자

원 역량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

  ○ 궁극적으로, 교육제도와 정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계관리체제를 갖춤으로써 

전반적인 교육제도의 질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음. 이로써 신남방정책의 여섯 번

째 목표인“06. 신남방 국가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임.

  ○ 교육지표 개발 협력 사례는 또한 “11. 신남방 각 국가별 맞춤형 협력”과 교육

통계의 정보화·디지털화·빅데이터화에 따른 “10.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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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및 내용 

 ○ 한국은 비교적 교육통계의 조사·관리·활용 체계가 발달한 국가로서 수년전부터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통계 발전에 기여할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요청 받아오고 있

음. 본 연구 사업은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개도국 스스로 교육

통계 및 지표를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각 국가의 교육발전계획 및 교육정책을 수

립하여 교육발전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세부적인 연구 내용은 개도국의 현실을 감안한 데이터의 효율적 수집 및 관리체계 

개선 계획의 수립, 개도국의 교육체제 진단 및 교육 벙책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지

표 체계의 개발, 개도국의 교육통계 및 지표 생산·관리·활용 역량 개발을 위한 

컨설팅 및 공동연구의 실시 등임. 아울러 UN SDGs 교육지표 산출을 위한 국제협

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Ÿ 과제명: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I) : 

중장기 실행전략 수립

Ÿ 연구자(연도): 김창환 외(2016)

Ÿ 연구목적: 2016~2025년(10년)간 추진되는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은 개도국의 

교육 수준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교육지표를 

개발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

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여 개도

국의 교육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Ÿ 문헌 분석

Ÿ 개도국 교육통계/지표 

분석

Ÿ 전문가 의견 수렴

Ÿ 국제회의 개최 및 출

장 실시

Ÿ 수요조사

Ÿ 관련 사례 분석

Ÿ 교육지표에 대한 이론적 고찰

Ÿ 개도국 교육통계/지표 실태 파

악

Ÿ 개도국 교육통계 진단도구개발

Ÿ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방안 

개발

Ÿ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방

안 개발

2

Ÿ 과제명: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II):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Ÿ 연구자(연도): 김창환 외(2017)

Ÿ 연구목적: 2017~2019년(3년)간 추진되는 아

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의 교육통

계 실태조사, 진단조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출장 방문조사와 초청워크숍을 통해 교육통계 

종합컨설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Ÿ 문헌분석

Ÿ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

회의

Ÿ 실태조사/수요조사/진

단조사

Ÿ 국제회의 개최 및 개

도국 출장 실시

Ÿ 국제기구(UIS)/교육부

와의 협력

Ÿ SDGs 교육지표 국제

회의 참석

Ÿ 이론적 배경

Ÿ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실태조

사

Ÿ 아시아 3개국 컨설팅 요구조사

Ÿ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역량 진

단조사

Ÿ 개도국 초청워크숍

Ÿ 교육통계 종합 컨설팅 계획 수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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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3

Ÿ 과제명: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III):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Ÿ 연구자(연도): 김창환 외(2018)

Ÿ 연구목적: 2017~2019년(3년)간 추진되는 아

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의 교육통

계 컨설팅을  위해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2018년도에 총 2회에 걸친 교육통계 컨설팅

을 추진하고,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Ÿ 문헌분석

Ÿ 아시아 3개국 통계시

스템 분석

Ÿ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

회의

Ÿ 국제회의 개최 및 개

도국 출장 실시

Ÿ 국제기구(UIS)/교육부

와의 협력

Ÿ SDGs 교육지표 국제

회의 참석

Ÿ 이론적 배경

Ÿ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

Ÿ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컨설팅 

실시

Ÿ 개도국 초청워크숍

Ÿ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컨설팅 

중간평가

4

Ÿ 과제명: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IV):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Ÿ 연구자(연도): 박성호 외(2019)

Ÿ 연구목적: 2017~2019년(3년)간 추진되는 아

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의 교육통

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2019년도에 총 2회에 

걸친 교육통계 컨설팅을 추진하고, 최종평가

를 실시하고 향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Ÿ 문헌분석

Ÿ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Ÿ 국제회의 개최 및 개

도국 출장 실시

Ÿ 국제기구(UIS) 및 유

관기관과의 협력

Ÿ SDGs 교육지표 국제

회의 참석

Ÿ ODA 전문성 신장 연

수 참여

Ÿ 이론적 배경

Ÿ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컨설팅 

실시

Ÿ 개도국 초청워크숍

Ÿ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컨설팅 

결과

Ÿ 2주기 교육통계·지표 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모델 개발

5

Ÿ 과제명: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Ⅴ):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Ÿ 연구자(연도): 김창환 외(2020)

Ÿ 연구목적: 2020~2022년(3년)간 추진되는 아

시아 3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

스탄)의 교육통계 실태조사, 진단조사, 수요조

사를 실시하고, 출장 방문조사와 초청워크숍

을 통해 교육통계 종합컨설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Ÿ 문헌분석

Ÿ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

회의

Ÿ 아시아 3개국 통계시

스템 분석

Ÿ 국제회의 개최 및 개

도국 출장 실시

Ÿ 국제기구(UIS)/교육부

와의 협력

Ÿ SDGs 교육지표 국제

회의 참석

Ÿ 이론적 배경

Ÿ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실태조

사

Ÿ 아시아 3개국 컨설팅 요구조사

Ÿ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역량 진

단조사

Ÿ 개도국 초청워크숍

Ÿ 교육통계 종합 컨설팅 계획 수

립

6

Ÿ 과제명: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Ⅵ):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Ÿ 연구자(연도): 임후남 외(2021)

Ÿ 연구목적: 전체 연구(2016~2025) 중에서 6차

년도, 2주기(2020~2022) 2차년도에 해당하

는 연구로서, 그간의 연구추진성과를 점검하

고, 컨설팅 전략 및 방안을 정교화하는 한편, 

코로나 상황이 촉발한 국제협력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Ÿ 특히 2주기에서는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연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및 국내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연구 사업을 추

진하고자 함. 

Ÿ 문헌분석

Ÿ 대상 3개국과의 공동

연구 수행 체제 구축 

: 협약을 통한 역할분

담 등 명시 

Ÿ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회의

Ÿ 온라인 국제회의 및 

워크숍 개최 

Ÿ 해외 출장 :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여부 결

정. 최소한의 예산 배

정 

Ÿ 국제기구(UIS)/ 교육

부/ SDG4-교육2030 

협의체와의 협력

Ÿ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

키스탄 등 3개국 대상의 교육

통계 및 교육지표 개발 관련 

컨설팅 및 공동연구를 수행

Ÿ 그 결과, 각국의 교육통계 및 

지표 현황과 실태, 요구와 수

준 등을 파악하며 주요 이슈 

및 과제를 도출

Ÿ 기존의 현지방문 및 초청을 통

한 컨설팅 중심의 연구 추진 

방식을 온라인 맞춤형 블렌디

드 협력방식으로 전환

Ÿ 2020~2022년(3년)의 교육통

계 및 교육지표 관련 컨설팅 

및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각국

의 통계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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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 성과 (기초연구 및 1주기 : 2016-2019) 

□ 10년간(2016-2025) 전체 연구 계획은 아래 그림과 같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

Ÿ 과제명: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ⅥI):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Ÿ 연구자(연도): 임후남 외(2022)

Ÿ 연구목적: 전체 연구(2016~2025) 중에서 7차

년도, 2주기(2020~2022) 3차년도에 해당하

는 연구로서, 그간의 연구추진성과를 점검하

고, 컨설팅 및 공동연구 성과를 토대로 개도

국별 교육통계 및 지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자 함.  

Ÿ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고 정

착시키는 한편, 온라인 교류의 실질 성과 제

고를 위해 노력하고자 함. 또한 양자 협력을

넘어서 다자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를 

토대로 3주기 다양한 방식에 의한 국제 협력

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함.  

Ÿ 문헌분석

Ÿ 대상 3개국과의 공동

연구 수행 : 협약을 

통한 역할분담 등 

Ÿ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회의

Ÿ 온라인 국제회의 및 

워크숍 개최 

Ÿ 해외 출장 :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여부 결

정. 최소한의 예산 배

정 

Ÿ 국제기구(UIS)/ 교육

부/ SDG4-교육2030 

협의체와의 협력 

Ÿ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

키스탄 등 3개국 대상의 교육

통계 및 교육지표 개발 관련 

컨설팅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

고자 함. 

Ÿ 각국의 교육통계 및 지표 현황

과 실태, 요구와 수준 등에 대

한 조사 결과로부터 주요 이슈 

및 과제를 도출하여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개도국

별 교육통계 및 지표 개선 계

획을 수립하고 공유하고자 함. 

Ÿ 기존의 현지방문 및 초청을 통

한 컨설팅 중심의 연구 추진 

방식을 온라인 맞춤형 블렌디

드 협력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Ÿ 2020~2022년(3년)의 교육통

계 및 교육지표 관련 컨설팅 

및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각국

의 통계역량 강화  

[그림 1] 전체 연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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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기초연구

  ○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강화 방안 수립

  ○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방안 수립

  ○ 개도국 중점협력국가 초청 워크숍 개최

  ○ UIS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1주기 (2017~2019년)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 교육통계 컨설팅 성과 : 대상 국가 교육통계 관련 법 개정, 교육통계 예산 확보, 

통계 인력 확충, 교육통계 센터 확충, 인력예측센터 설립, 교육통계 조사지침 개

정, 교육통계조사지 개선

  ○ 교육통계 역량 개발 워크숍 성과 : 한국의 교육통계 발전 경험 공유, 한국의 통계

현장 견학, 국제교육통계 동향 공유, 통계 인식 제고 등을 통한 국가별 교육통계

담당자 역량 제고

  ○ 한국의 우수한 교육통계모델의 해외 확산 : 각종 정보시스템(NEIS, 정보공시, 국

세DB 등) 연계 통계조사 및 서비스 등 한국의 모델을 아시아 국가들에 확산

  ○ 국제수준의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및 유관 네트워크 구축: 

유네스코 통계국(UIS), 유네스코 방콕,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 ASEAN 

등과의 아시아 지역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

▣ 주요 연구내용 

□ 2주기(2020-2022) 연차별 연구내용  

 

  ○ 개도국 교육통계실태 파악, 수준 진단, 요구 분석 결과로부터 개선과제 도출 

연구내용 2020년 2021년 2022년

교육통계 및 

지표 

- 실태/수준/요구
  조사 

- 심층 조사 
- 각국 교육지표
  (SDG4) 현황 

- 국가별 교육통계 및 지표 개발  
  계획 및 전략 
- 국가별 교육지표 분석 

교육통계 

역량 강화
- 한국 사례 공유 

- 한국 교육통계의
  미래 전략 
- 국제 워크숍 및 
  포럼 

- 코이카 글로벌 또는 국별 연수  
  참여 
- 지역 세미나 등

협력 및 

네트워킹 
- 약정서 

-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서 
- MOU 등 

- 양자협력
- 다자협력
- 삼자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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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기 컨설팅 및 공동연구를 통한 국가별 개선 및 발전계획 수립  

  ○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교육통계 역량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 연구 추진방법

 □ 개도국 교육지표 관련 문헌 분석

○ 개도국 교육지표, SDGs 교육지표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분석

○ 개도국 통계역량 및 컨설팅과 관련된 문헌 분석

○ 아시아 중점협력국가 3개국의 교육정책 및 실태 관련 문헌 분석

○ 아시아 중점협력국가 3개국의 교육통계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분석

□ 개도국 교육통계·지표 실태 및 역량 조사·분석

  ○ 대상 국가의 교육통계제도, 교육통계 조사·관리·활용 실태 분석

  ○ 대상 국가의 교육통계·지표 역량 진단 

□ 온라인 회의를 통한 국가별 맞춤형 교육통계·지표 역량 강화 컨설팅 

  ○ 개도국 연구진에 의한 작성, 제출된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 교육통계·

지표 실태 및 역량 수준 분석

  ○ 국가별 맞춤형 교육통계·지표 역량 강화 계획(안) 수립

□ 교육통계·지표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 교육통계 조사·관리·활용 및 지표 생산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 영역 : 법·제도 및 조직, 통계시스템 및 인프라, 조사체계, 서비스 및 활용, 지표 

개발 및 관리, 신규통계 개발 등

   - 대상 :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취업·고용, 평생교육, 학교 밖 아동·

청소년, 학생평가 등

* 대상국가의 수요를 파악하여 영역 및 주제를 결정하고자 함.    

□ 유관기관, 정부부처와의 협력 및 전문가 자문을 위한 협의회 개최

  ○ 교육통계·정보 관련 국내 유관기관과의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및 자문

  ○ SDG4 관련 유관기관(SDG4-교육2030 협의체*), 관련부처(외교부, KOICA, 교육부, 

통계청 등)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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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4-교육2030 협의체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대학교

육협의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유지 및 확대 

  ○ 유네스코 통계국(UIS), 유네스코 방콕사무소(UNESCO-Bangkok), 유니세프 아시아

태평양지역사무소(UNICEF EAPRO) 및 지역 협의체(ASEAN 등 주요 아시아 지역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 1주기 대상국가(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등)를 포함하여 교육통계 및 지표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협력 

 

▣ 연구 추진일정

▣ 연구기간

연구년차

(7/10년차/

지속, 종료 

: 2024년)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주요 추진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행계획 작성 및 심의

문헌
분석

․ 교육통계 및 지표 개발
․ 국제개발협력 동향
․ SDG4 모니터링 관련  

조사 및 
분석 

․ 조사(+ 추가조사)
․ 현황과 이슈 분석
․ 통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협의
(면담)

․ 협약서 체결(양자협력)
․ 진단 및 수요 분석 
․ 과제도출 및 이행계획 수립 

국내외 
협업 

․ 국제 포럼(워크숍)
․ 글로벌 연수 참여
․ K-SDG4 관련 

중간보고서 작성 및 심의 
최종 보고서 작성 및 평가, 심의 수정보완,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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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영문)

개도국

(developing

country)

교육지표

(education

indicator)

지속가능
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컨설팅

(consulting)

교육통계

컨설팅

(education

statistics

consulting)

▣ 주제어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국제협력담당관 주관 교육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실천할 수 있으며, 교

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과제 발굴에도 활용 가능

¡ 교육통계과와 협력하여 국내 교육통계·지표 개발 우수사례의 국내·외

확산
외교부

(KOICA)

¡ KOICA의 개도국 대상 교육사업(특히, SDGs 사업) 아이템 발굴 및 과제

수행에서 동 연구 결과 활용 가능

¡ 본 연구를 토대로 SDGs 관련 교육분야와 관련한 KOICA 글로벌 연수 사

업 발굴 가능
기획재정부 ¡ 개발협력 주무 부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발전경험 공유사업(KSP)

100대 과제 중 교육관련 지원 사업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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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원) 금액(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73,000,000 73,000 10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긴급) 10,000원×25회 250,000 250 0.3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200매×400부 4,000,000

4,535 6.2
소모품비 53,494원×10회 534,94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여료 100,000원×5회×2실 1,000,000 1,000 1.4

5-1. 
국내여비

국내여비(세종시 등) 130,000원×5명×2회 1,300,000 1,300 1.8

5-2. 
국외여비

① 국제기구(UNESCO, UNICEF, ASEAN,
SEAMEO 등) 협력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
- 출 장 지 : 태국, 방콕(다등급)
- 출 장 자 : 연구진 3명
- 출장기간 : 9월(예정, 4박 5일)

　

6,645 9.1
항공료(이코노미/왕복) 1,000,000원×3명 3,000,000
숙박비 $130×1,132원×3명×4야 1,765,920
일비 $35×1,132원×3명×5일 594,300
식비 $58×1,132원×3명×5일 984,840

② 준비금 100,000원×3명 300,000

6. 연구정보활동비
도서구입비 80,000원×36권 2,880,000

3,120 4.3
영상회의비(ZOOM) 240,000원×1회(1년)    

240,000 

7. 
전문가활용비

전문가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2명×4회

1,600,000

7,900 10.8

컨퍼런스 발표수당 300,000원×4명 1,200,000
컨퍼런스 자료집 번역료 2,000,000원×1회 2,000,000
중간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회 500,000

최종보고서 평가수당 200,000원×7명 1,400,000

8. 회의비
연구진 및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7명×15회

7,650,000    7,650 10.5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연구자문료 500,000원×4명×8개월 16,000,000

40,600 55.6

국가별 공동연구진 연구자문료 
400,000원×3개국×8개월 9,600,000

제6차 교육통계 컨설팅 국제컨퍼런스를 
위한 온라인 송출 외부용역비 
15,000,000×1회

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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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주관부서 및 인원 교육지표연구실, 3명
출장 기간 09월 (4박 5일) * 코로나 상황 추이에 따라 결정 예정 

출장지(방문기관) 태국(유네스코 방콕사무소.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출장목적 ․국제기구와의 아시아 지역 교육통계·지표 역량 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

출장자(역할) ․연구책임자 : 국제기구 담당자와의 협력 방안 논의 및 네트워크 구축․공동연구자 : 한국사례 발표, 참여 국가와의 세부 협력 방안 논의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아시아 국가 대상 교육통계·지표 역량 개발 협력을 위해 협력국가와의 직접적인 협
력 뿐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체계 구축

․아시아 지역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국제기구가 가진 아시아국가 네트워크 활용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유네스코 방콕사무소는 UNESCO의 아시아지역 총괄사무소로, UNESCO 통계국

(UIS)와 공조를 통해 SDG4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교육지표 모니터링과 그와 관련한

역량 강화 지원 총괄하고 있음.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UNICEF EAPRO)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는 아시아 지역 및 태평양지역 국가들에 대한 교육

원조 및 협력을 총괄하는 기구로, 아세안(ASEAN)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자간 협력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있음.

․UNESCO 방콕사무소 및 UIS 역시 교육통계·지표 역량 강화를 UNICEF EAPRO 네트

워크를 통해 수행하고 있음.
코로나19

장기화 시

예산활용방안

․ 한국 교육통계 성과와 미래 전략 (컨설팅 자료)의 영문 발간 

․ 또는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플랫폼 구축 관련 종합전략 수립 

구체적 기대효과
․국제기구 네트워크 협력망을 통한 사업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이며 안정적인 수행

․국제기구의 역량 개발 협력과 동조한 국제수준의 교육통계·지표 컨설팅 체계 구축

※ 코로나 19 장기화 시 구체적 예산활용방안

코로나19 등으로 국외출장 불가시 대응 계획

대응방안
․ 한국 교육통계 성과와 미래 전략 (컨설팅 자료)의 영문 발간 

․ 또는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플랫폼 구축 관련 종합전략 수립 

당초계획 변경(안)

비목 금액 비목 산출근거 금액(천원)

소계 6,645

국외여비 6,645

전문가활용비
 워크숍 및 동영상 자료 번역료 

1,000,000원x4명
4,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교육통계 동영상 자료 제작 

2,645,060원x1식
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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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용역 현황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컨설팅대상 3개국, UIS, UNESCO-Bangkok, ASEAN, SEAMEO
등 국제기구 담당자,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 및 관련 부처 관계자, 연구진 및 

컨설팅단

필요성
교육통계 조사·관리·활용 및 지표 생산 관련 한국의 성과와 이슈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하며,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 관련 역량을 개발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내 및 국가별(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연구 자문료
 - 제6차 교육통계 컨설팅 국제컨퍼런스

예산(천원) 40,600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약 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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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Ⅹ)

▣ 연구제안자

   ○ 김은영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이 연구는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대학교육의 투입, 과정, 산출에 

관한 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대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질 개선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이 연구는 교수·학습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광범위한 실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국가 및 대학 차원

에서 대학교육의 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기초연구로 분류함.

○ 조사 자료의 분석 및 해석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정

책방안이 제시될 것이지만, 정책개발의 기반이 되는 전국 수준의 

교수·학습 데이터베이스 구축 또한 매우 중요한 연구목적임. 따라

서 정책연구보다는 기초연구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개요】본 연구는 2013∼2017년 사이 5개년에 걸친 1주기 연구를 거쳐 2018∼2022

년까지 새롭게 5개년 연구에 착수함. 2022년 연구는 2주기 연구의 5차 년도이자 전

체 10개년 연구 중에서 10차 년도에 해당함 

□ 대학입학자원의 다원화 

  ○ 21세기 들어 국내 대학이 겪는 커다란 변화가운데 하나가 대학입학자원의 변화

임. 인구절벽에 의한 단순한 양적 감소만이 아닌, 대학입학생의 사회문화적 배경

과 경험, 대학교육의 수요 등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국내 대학이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파악과 정보 축

적이 필요한 현실임.

□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와 대학교수의 교육역량 제고 요구

  ○ 대학생의 학습효과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강의식 수업이 아닌 다

양한 학습전략 및 학습방법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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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하기 위한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임. 또한 교수학습법 

및 학습전략의 변화는 강의를 통한 수업운영 방식에 익숙한 교수들 역시 변화한 

교육역량과 인식을 요구하고 음. 대학의 교수학습과정을 파악·분석하는 것을 기

본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대학교육의 변화하는 모습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주기 연구 성과의 종합적 분석과 향후 연구/사업의 가능성 탐색

  ○ 일반대와 전문대의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하여 데이터를 지속

적으로 축적하는 것과 동시에, 연구의 종합적인 성과를 판단하고 향후 연구의 방

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자율성 확대 고등교육정책 기조

  ○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비롯하여, 2021년에 교육부 업무계획에 포함된 지역

과의 연계를 통한 대학 혁신, 디지털혁신 공유대학(교육부, 2021)등 최근 고등교육 

정책의 기조는 대학에서 대학 스스로 가진 장․단점을 파악하고, 대학 스스로, 혹은 

대학 간 협력을 통하여 향후 발전과 혁신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자율성의 지속

적 확대라고 할 수 있음

 □ 고등교육 변화양상과 수요를 반영한 조사영역 확대

   ○ 다양한 고등교육의 이슈를 시의 적절하게 담아낼 수 있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대한 대학의 수요와 함께 교수학습과정과 관련된 변화를 포착해야하는 필요성 

역시 조사 영역의 변화를 유도함

   ○ 조사대상 및 내용 별 특성을 반영하면서 기본조사 영역과 상보적인 성과를 도출

해 낼 수 있는 조사․분석 체계 구축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대학교육의 투입, 과정, 산출에 관한 양적,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 제고 노력을

점검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는 등 질 제고 전략을 탐색하는 데에 목적을 둠

○ 5개년 연구 계획에 따라 2022년 연구에서는 2주기 연구의 종합적인 마무리와 향

후 대학의 교수ㆍ학습 역량 보다 타당하고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탐

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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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현장 및 고등교육 통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하여 설문 조사 

결과로 생산된 데이터의 분석 수준을 다양화․심화를 통해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

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I-III)(유현숙 외, 2010~2012)

- 대학의 교수․학습과정 분석을
위한 전국 규모 조사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과정 개선
대안 모색

- 문헌연구: 대학생 학습과정 조사를 위한 기
존의 도구 종합적 검토 

- 설문조사: 4년제 대학생 학습과정 조사
- 대학의 교수․학습개발센터와의 공동

워크숍 개최
- 정책세미나 

- 대학생의 학습경험 관련 이론 종합
- 학습과정 구성요소 추출
- 대학생의 학습과정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및 
표준화

-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조사 실시 및 조사에 
기반한 정책 대안 제시

2

교수-학습체제 개선을 통한 대학
유형별 학부교육 강화 방안 (배
상훈 외, 2012)

- 학생들의 교수․학습 참여 현황
을 조사하고, 대학 유형별 차이
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학부교
육 강화 방안을 제안

- 설문조사: ACE 사업 참여 대학 22개교와 
사업 탈락한 10개교 학생 조사

- 전문가협의회

- 대학 학부교육 정책 진단
- 지역과 규모 기준으로 대학 유형을 구분하고 유
형별 학생 참여 실태 진단

- 대학 학부교육 발전 방안 제시

3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연구 (Ⅰ~Ⅴ)
(유현숙, 최정윤 외, 2013~2017)

- 전문가 협의회
- 설문조사: 4년제 대학 학생 (5개년), 4년제 대
학 교수 (3개년), 전문대학 학생 (2개년), 전문
대학 교수 (1개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

- 면담을 통한 사례 분석 
- 교육정책포럼 개최 등 

- 조사도구의 개발 및 개선, 타당화 
- 전국 수준의 대규모 설문조사 자료의 수집 및 관리
- 대학 교수․학습 실태 및 수준 진단
- 대학 교수․학습 성과의 유의미한 영향요인 분석 
-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를 위한 대학 역량진단
체제 구축 방안 제안 등

4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연구 (Ⅵ) (임후남 외, 2018)

- 전문가 협의회 : 대학 교수․학습 역량 진
단을 위한 분석모형 개발

- 설문조사: 4년제 대학 학생 (5개년), 4년제 대
학 교수 (3개년), 전문대학 학생 (2개년), 전
문대학 교수 (1개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 

- 교육정책포럼 개최 등 

- 1주기 NASEL(2013~2017) 조사데이터 정리 및 관리
- 기존 조사문항 개선 및 분석모형 타당화 
- <대학생 학습 참여 관련 실태 및 특성, 영향 

요인, 유형화 분석, 대학 교수․학습 지원 효
과 관련 결정요인 및 제반의 영향요인 등

- 2주기 조사체계개선을 정책방안 제시 

5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연구 (Ⅶ) (남신동 외, 2019)

- 전문가 협의회: 모듈형 조사체계 구축 및 
조사도구 개선

- 델파이조사: 조사수행체계 개선관련 의견수렴
- 설문조사: 일반대학 학생 및 교수, 전문대학

학생 및 교수 등 4종의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대학 교수학습 실태 및 수준 분석
- 대학 수준의 조사자료 사례분석
- 교육정책포럼 개최

- 2주기 조사기반이 될 모듈형 조사체계(공통조사
+ 부가조사) 구축 및 조사도구 개선

- 대학교수학습 실태 및 수준 분석
- 대학 교수·학습 성과 관련 영향요인 분석 및 

대학 연계분석 등
- 대학 현장의 교수·학습 성과관리 지원을 위한 

조사수행체계 개선 방안 제안 등

6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연구 (Ⅷ) (김은영 외, 2020)

-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생
과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여 질 
제고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
출하는 한편, 대학차원의 질 
관리 및 제고 노력을 지원 

-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분석 
- 전문가 의견조사 : 전문가 협의회 또는 델파
이 조사 등

- 대학 교수·학습 모듈조사 조사체계 안정화 
및 개선

- 전국 수준의 대규모 설문조사 : 일반대학 
학생 및 교수, 전문대학 학생 및 교수 등 4
종의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작업반을 통한 대학 교수․학습 현안에 대
한 다양한 분석 :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통
한 다양한 주제 및 방법을 통한 분석 실시

- 정책포럼 개최를 통한 연구성과의 확산

- 모듈조사의 목적 및 개념을 보다 명료화 하고,
대학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부합
하는 자료 수집 및 분석 방안을 마련하여 안
정적인 모듈 조사체계를 구축함

- 설문문항 개선: 공통설문문항 개선, 신입생 조사 항목 
개선, 교원양성기관 문항 개발, 교수조사도구 통합

- 대학 교수·학습 분석 모형, 진단기준 과 조사 
문항의 정합성 제고

- 수집된 자료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실시하여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며, 정부 차원과대학 차원의 자료 및 정보 활
용 방안과 전략을 모색 

<표 1> 과년도 연구 및 주요 선행연구 대비 10차 연도 연구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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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 요약 : 과년도 연구(2013년~2021년)의 성과와 발전 과제

연도
1주기(2013∼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부제 ‧ 대학 교수‧학습 역량
진단기준 개발

‧ 4년제 대학 교수․학
습 역량 진단

‧ 대학 유형별 교수‧학
습 역량평가(체제)다
양화: 4년제, 전문대
학

‧ 대학 유형별 교수‧학
습역량 평가체제 구
축: 4년제, 전문대학

‧ 대학 교수‧학습 역량 
진단체제 확립

조

사

대

상

일반대

대학생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일반대

대학교수
‧ 신규 조사 도구 개발 ‧ 예비조사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전문대 학생 ‧ 신규조사도구 개발 ‧ 예비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전문대 교수
‧ 신규조사도구 개발
‧ 예비 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대학원생 ‧ 신규 조사 도구 개발 - -

중점 추진

내용

‧ 4년제 대학 교수‧학
습역량 진단기준 개
발

‧ 4년제 대학 교수‧학
습역량 진단

‧ 4년제 대학 교수‧학
습에서 학생-교수 간 
인식차이 분석

‧ 전문대학 교수‧학습역
량 진단기준

‧ 대학효과 분석
‧ 교수-학생 인식차이 

분석

‧ 대학 유형별 교수와 학
생 조사를 활용한 교
수․학습 역량진단 체제 
확립

‧ 다년도 데이터 활용한 
대학 간 효과 및 대학 
내 효과 분석 

‧ 교수․학습 역량 진단 
체제 구축의 논리, 이
슈 종합 및 추진 전략 
제시

<표 2> 대학의 교수 학습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Ⅰ∼Ⅸ) 추진 현황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7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연구 (Ⅸ) (수행중)
(김은영 외, 2021)

-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생
과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DB
로 구축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질 제고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조사 참여대학
에 원자료와 함께 기초적인 분
석정보를 제공하여 대학차원의 
질 관리 및 제고 노력을 지원 

-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분석 
- 전문가 의견조사 : 전문가 협의회 
- 대학 교수·학습 모듈조사 조사체계 안정화 
및 개선

- 전국 수준의 대규모 설문조사 : 일반대학 
학생 및 교수, 전문대학 학생 및 교수 등 4
종의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대학 교수․학습 현안에 대한 다양한 분석 
: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주제 
및 방법을 통한 분석 실시

- 정책포럼 개최를 통한 연구성과의 확산 

- 모듈조사 체계를 보다 안정화시키고, 대학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자
료 수집 및 분석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된 분
석 방안 수립 및 적용

- 설문문항 개선: 공통설문문항 개선, 신입생 조
사 항목 개선, 교원양성기관 조사도구 개발,
교수조사도구 통합

- 대학 교수·학습 분석 모형, 진단기준 과 조사 
문항의 정합성 제고

- 수집된 자료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실시하여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며, 정부 차원과 대학 차원의 자료 및 정
보 활용 방안과 전략을 모색 

본 
연구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연구 (Ⅹ)

-

-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분석 
- 전문가 의견조사 : 전문가 협의회
- 설문조사도구 정련
- 전국 수준의 대규모 설문조사 : 일반대학 학
생 및 교수, 전문대학 학생 및 교수 등 4종
의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대학 교수․학습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제 
분석: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주제 및 방법을 통한 분석 실시

- 정책포럼 개최를 통한 연구성과의 확산

- 조사도구 정련 및 모듈 조사 주제 선정
- 일반대, 전문대 학생과 교수 대상 설문조사 실
시

- 대학 교수학습 진단기준 중심 기초 분석
- 4개년 데이터를 활용한 주제 분석
- 향후 연구 방향 및 정책 제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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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도구의 개발 및 전국 수준 대규모 대학 교수학습 자료의 수집  

  ○ 자료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생 및 교수 설문 조사

지를 개발하고 매년 개선함. 또한 조사에 참여하는 학교와 학생, 교수의 수는 매

년 증가해 종단적 자료는 아니지만 일부 학교의 경우, 시계열 자료를 축적 

<표 3> 2013∼2020년 대학 교수․학습 설문조사 응답현황

(단위 : 교, 명, %)

 ○ 향후 보다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사수

행체계를 지속적으로 재정비학 위해, 최근 대학 교수․학습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한 

조사문항의 개선, 대규모 조사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조사수

행체계의 지속적인 개선 및 안정화가 필요함 

연도
2주기(2018∼2022)

2018 2019 2020 2021
부제 - - -

조

사

대

상

일반대

대학생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일반대

대학교수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전문대 학생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전문대 교수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대학원생 - - - -

중점 추진

내용

‧ 대학 교수․학습 역량 
진단기준에 따른 
실태 및 수준 분석

‧ 주요 연구 주제(대학
생의 학습참여, 교수․
학습 지원 효과)에 
따른 대학 간, 대학 
내 효과 분석

‧ 대학 교수․학습 조사 
및 분석체제의 타당
성 점검 및  개선 방
안 제시

․ 모듈형 조사수행체계
의 구축을 통한 최근 
조사수요의 적극적 
반영

․ 대학의 교수학습 역
량에 대한 진단기준 
적용을 통한 조사테
이터 분석 수준의 심
화 

․ 대학현장의 생산․보유 
테이터의 연계 분석
을 통한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용도 증진

․ 모듈형 조사수행체계 
안정화 및 최근 조사
수요의 적극적 반영
하여 도구개발

․ 대학의 교수학습 분
석 모형 및 진단기준, 
조사도구의 정합성 
제고 

․ 분석주제 및 방법의 
다각화를 통한 조사 
정책적 활용도 증진

․ 주제선정에 따른 모
듈 조사문항 추가 개
발

․ 대학의 교수학습 분
석 모형 및 진단기준, 
조사도구의 정합성 
제고

․ 수집된 자료의 분석
을 통한 대학 및 정
부 차원의 자료 및 
정보 활용방안과 전
략 모색

구분 대학 유형 
참여대학 수 응답인원 

학생 교수 학생 교수
1차 년도(‘13년) 일반대학 40 28,095

2차 년도(‘14년) 일반대학 62 42,673
3차 년도(‘15년) 일반대학 70 59 48,357 2,087

4차 년도(‘16년)
일반대학 65 56 42,230 2,465
전문대학 28 13,038

5차 년도(‘17년)
일반대학 68 64 36,037 2,041
전문대학 28 27 12,089 607

6차 년도(‘18년)
일반대학 69 63 33,409 2,024
전문대학 35 33 14,168 821

7차 년도(‘19년)
일반대학 76 69 41,225 2,619
전문대학 30 29 10,794 657

8차 년도(‘20년)
일반대학 83 80 48,845 3,674
전문대학 23 21 6,103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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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교수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  

 ○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관련하여 대학의 교수·학습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여 매년 진단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대학 교수학습의 실태와 수준에 대한 

시계열적 추이를 분석․제시하여 왔음. ※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에 있어서 매우

시사점이 많은 학생과 교수 간의 교수·학습 실태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대학 교수·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교수학습 과정 요인의 중점적 규명 등

    

  ○ 과년도 연구 수행은 ‘체제모형’을 전제하여 교수·학습 성과 중심 또는 학습경

험이나 학습참여 중심의 분석을 수행해왔음. 향후 조사된 자료가 정부 차원 또는 

대학 차원에서 고등교육 질 보장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최근 정책 

구분 분석 내용

1차 년도(‘13년) ․대학생 교수․학습성과 영향요인 탐색

2차 년도(‘14년) ․대학생 교수․학습성과 영향요인 분석

3차 년도(‘15년)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영향요인 분석

4차 년도(‘16년)

․4년제 대학생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 영향요인 분석

․교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대학 특성 탐색

․전문대 학생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 영향요인 분석

5차 년도(‘17년)

․4년제 대학생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 영향요인 분석

․4년제 대학 교수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대학 특성 탐색

․전문대 학생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 영향요인 분석

․전문대 교수의 조직몰입 영향요인 분석

6차 년도(‘18년)

[대학생의 학습참여 실태 및 특성]

 ․일반대학 학생의 학습 참여 유형과 영향 요인

 ․전문대학 학생들의 학습 참여 특성 탐색

 ․학생이 경험하는 협력적 학습의 교육적 효과 분석

 ․일반대학 학생의 고효과 학습경험

[대학 교수․학습 지원의 효과]

 ․일반대학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의 결정요인 및 효과

 ․전문대학 교수-학생 상호작용 실태 및 교수․학습 성과와의 관계

 ․일반대학 교원의 도전적 학습 독려에 미치는 영향요인 탐색

 ․전문대학 교수․학습 지원체제의 상대적 효율성 탐색

7차 년도(‘19년)

[대학 수준에서 개인정보로 매칭한 데이터 연계·분석 시도]

◦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어떻게 증진될 수 있는가?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경험이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주제 1)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학생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A대학교 사례 분석) 

 ․(주제 2)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B대학교 사례 분석)

[전국 단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대학에서 교수학습 질 제고를 위한 우선적인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주제 ３) 대학생 학습 참여 유형 분석 : 저성과자 분석을 중심으로  

 ․(주제 4) 대학생 학업 중단 영향 요인 분석

8차 년도(‘20년)

․ 도전적 학습활동과 성과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분석

․ 신입생의 인간관계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초등교원 양성기관 교직역량 진단도구 타당성 분석

․ 온라인 수업 여건과 학생의 인식

․ 대학 자체조사 활용 분석 사례

<표 4> 2013 ∼ 2020년 대학 교수․학습 관련 주제별 분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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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사수요의 파악‧발굴, 조사문항 개선 및 타당화, 분석주제의 

심화, 다각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정부 및 대학 차원의 대학 교수·학습 질제고 전략 탐색 

   ○ 과년도 연구(2013∼2020년)에서는 대학차원에서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할 수 있

는 전략과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는 한편, 대학 간 효과(차이) 분석 등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전략 등을 제안하였음. 한편, 각 조사 연도별로 개별적

인 형태로 제시되면서, 중장기적인 전략과제 및 추진로드맵이 체계적으로 제공

되지는 못한 측면이 존재. 

   ○ 2주기 연구(2018∼2022년)에서는 다각도로 제시된 전략 및 정책방안을 가로지르

는 중심 이슈를 발굴하고, 개별 제안 내용들이 체계화될 수 있는 프레임웍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2018년 6차년 연구(Ⅵ)에서 제시된 대학 교수․학습 분석 모형(안)

* 출처: 임후남 외(2018),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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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연구내용

<표 5> 2주기(2018~2022)  연차별 계획 (안)

영역 2018 2019 2020 2021 2022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대학 교수학습 

실태 및 진단을 

위한 타당한 조

사 체제 확립 

• 일반대 대학 조

사 (학생, 교수)

• 전문대학 조사 

: 학생, 교수 

• 조사체계 효율

화 방안 마련

-모듈형 설문조 

사 체계 등 조

사도구 개선방

안 마련 

 • (학생) 모듈형 

조사체계 도입 및 

문항 개발 

-일반대, 전문대 

학생 설문 통합

-신입생 조사 등 

모듈형 조사도

구 개발

• (교수) 일반대, 

전문대 교수 대상 

조사 도구 개선

- 학생 공통설문 

문항 개선에 따

른 연계 문항 

재정비 

 • (학생) 대학생 

대상 모듈형 조

사도구 추가 개

발 

- 공통조사 문항 

  수정ㆍ타당화

- 진단기준 관련 

부가문항 추가 

개발 및 타당화

• (교수) 일반대, 

전문대 교수 대

상 조사 도구 

통합  

 - 기존 문항 개선

 - 교수자 역량 관

련 고유 문항 

개발

• (학생) 모듈조사

도구 개발

 - 신입생, 교원

양성기관, 온라

인수업 인식 

조사 문항 개

발

• (학생) 대학생 대

상 모듈형 조사 

체계 수정․  타당

화 

- 공통조사 문항  

 

  수정ㆍ타당화

- 부가조사 문항 

추가 개발․ 수

정 및 타당화

• (교수) 일반대, 

전문대 교수 대

상 조사 도구 

타당성 검토  

- 교수역량 문항 

수정 및 타당화 

• (학생) 대학생 

대상 모듈형 조

사체계 확립

- 공통조사 문항 

  수정ㆍ보완

- 부가조사 문항 

  수정ㆍ보완 

• (교수) 일반대, 

전문대 교수 대

상 조사 대상 

자료수집(게속) 

데이터 분석 

(대학 교수·학습

의 실태와 수준

에 대한 유의미

한 분석) 

• 일반대 교수학

습 분석 : 실태 

및 수준, 영향요

인 분석 등 

• 전문대 교수학

습 분석 : 실태 

및 수준, 영향요

인 분석 등 

• 교수학습 분석 

모형 제시

• 4년제 대학 교

수학습 분석 : 실

태 및 수준, 영향

요인 분석 등(심

화) 

• 전문대 교수학

습 분석 : 실태 및 

수준, 영향요인 분

석 등(심화) 

• 대학 생산․ 보유 

데이터 연계 분석 

시도  

• 일반대, 전문대  

교수학습 분석 : 

실태 및 수준, 

영향요인 분석

(분석 설계 수정․ 
심화) 

• 교수 역량 관련 

분석 주제 발굴 

• 대학 생산․ 보

유 데이터 연계

분석 체계 구축  

• 일반대학, 전문

대  교수학습 분

석 : 실태 및 수

준, 영향요인 분

석(분석 설계 수

정․ 심화) 

• 교수 역량 관련 

분석 설계 수정 

및 심화 

• 2주기 데이터 

활용 벤치마크 

별 추이분석

• 대학 생산․ 보

유 데이터 연계 

분석 체계 강화

• 일반대학 교수학

습 분석 모형  

타당화 및 보완 

 

• 전문대학 교수

학습 분석 모형 

타당화 및 보완

• 대학 교수학습 

실태 및 수준 종

합적 분석(시계

열 변화 추이 등)

데이터 활용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의 

탐색 및 개선) 

• 대학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 현황 

• 대학 교수학습 

역량 진단체제의 

구축 및 질 제고 

전략의 유형화

• 진단기준 개선안 

검토

• 일반대학 대상 

교수학습 질 제

고 전략 개선 

방안 제시

• 진단기준 개선

안 타당성 검토 

• 전문대학 교수

학습 질 제고 

전략 개선 방안 

제시 

• 진단기준 수정

안 마련‧분석적 

적용

•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

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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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10차 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 모듈형 조사 주제 선정 및 조사실시:

  공통 설문문항으로 적절치 않으나 공통 설문문항 중에서 세부적 질문이 가능한 내

용, 신입생과 같이 특정 조사 대상자를 위해 특화된 문항, 기타 대학별 특성 및 수

요에 따른 부가 조사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2019년에 개발된 부가 조사문항 중 

신입생 대상 조사항목, 2020년부터 실시한 온라인수업 관련 모듈을 2021년에서 조

사를 실시하고, 2021에도 진단 기준 및 대학현장의 조사수요 등을 고려하여 부가조

사 항목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계획임 

[그림 5] 모듈형 조사 체제에 기반한 대학의 교수․학습 조사수행체계 구축(안)

 2022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근간이 되는 일반대, 전문대의 학생과 교수 대상의 

설문조사 실시, 분석하고, 2주기의 연구 성과를 조망하고자 함. 이를 위해, 교수학습 

진단 영역의 변화 추이, 교수학습 성과에 주요 영향 요인을 바탕으로 한 주제 분석 

등을 통해 우리 대학의 교수학습 변화상을 파악하고자 함. 이후 국내 대학에 교수학

습 과정에 의미있는 모듈 주제선정, 조사 목적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을 모색, 조사결과의 정책도 활용도 증진을 위해 조사수행과정 및 

분석 과정에서 대학 현장과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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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기준의 변경에 따른 문항 개선․보완 

- (진단기준에 따른 조사도구 개선 및 개발) 2013년부터 착수된 본 연차별 과제는 한

국 대학 교수․학습의 실태와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유한 진단기준을 개발하여 

활용해 왔음. 능동적 협력적 학습,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습 지원의 질, 전공수업 

만족도, 교양수업 만족도, 교수․학습 성과 등이 그것들이다. 미국 고등교육계(NSSE 

등)에서 강조되었던 도전적 학습을 제외하고 수업만족도와 학습 성과를 주요 기준

으로 삼았음. 이러한 진단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2022년에는 공통 조사 항목 및 

부가 조사 항목의 개선․보완을 추진함. 

- (진단기준 적용에 따른 조사문항 타당화) 2주기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간의 진단기

준이 여전히 유의미한지,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조사도구의 타당화 및 진단

기준의 확정 절차가 필요함. 

 

○ 대학 교수‧학습 실태 및 수준 분석 

- (기초 분석)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통해 기초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조사 도구 및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된 자료의 기초 

분석을 실시할 예정임. 

- (진단기준에 따른 실태 및 수준 분석) 2013년 이래로 조사결과 분석 및 활용을 위

해 대학의 교수․학습 역량 진단기준(Benchmarks)을 설정한 바 있다. 미국(NSSE)의 

경우, 진단기준은 대체로 교수․학습 과정에 해당하는 활동들로 구성되었지만 우리 

연구에서는 교육의 투입, 과정, 산출의 각 단계별로 7개 영역을 설정하였다(유현숙 

외, 2013).5) 이들 진단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우리나라 

고등교육 실태에 적합하고 타당한 진단기준을 수정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 교수․학
습의 실태와 수준을 분석하고자 함

○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용도 증진을 위한 현장 밀착형 분석 주제의 심화·다양화 

  2주기 연구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2021년에 실시한 ‘18-’20년 3개년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추이분석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방안 및 전략 

5) ①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student-faculty interaction)은 주요 진단 기준으로서, 교수진을 비롯한 직원, 선배 및 동료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구성원과의 활발한 교류와 관계형성이 교육성과 제고에 매우 효과적인 교수․학습 경험을 파악하는 기준이 된

다. 다음으로 ② 능동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 active learning)은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내용을 탐색하고, 다양한 학

습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학생과의 협력, 사고력 증진활동, 타

인에게 내용 설명, 학습 스터디 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③ 학생 지원의 질(quality of student support)이나 ④ 지원적 

대학 환경 구축 등은 대학의 환경 및 지원서비스에 중점이 있다. 전자가 학습역량 강화 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학생 대상 지

원 서비스의 질과 관련이 있다면, 후자는 대학의 문화와 풍토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⑤ 전공 수업만족도, ⑥ 교양수

업만족도, ⑦ 교수․학습 성과 등의 진단기준은 대체로 대학 교육의 산출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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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을 위한 주제 분석을 실시함. 또한 조사 참여 대학이 보유․생산한 데이터와 

연계하여 학생의 학습성과(역량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다양한 교수․학습 

과정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교수․학습 관련 조사결과가 대학의 질 관리 환류로 활

용될 수 있는 실천적인 연구경향을 확산하고자 함 

 

○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 (대학차원) 대학차원에서는 교수․학습역량 진단체제를 구축하고 질 관리 환류체계로 

정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예컨대, 학생 학습역량 강

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 대학 교원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 학생 상

담 조직의 확대 및 인력 확충, 학생 생활 지원(장학금, 기숙사 등 거주 지원 등), 

수업 외 특별활동이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국제 교류 활동 등의 성과 및 한계를 

규명하는 가운데 정책적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등 

- (국가차원) 우리나라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및 질 보장 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개입 및 지원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전체 대학 교수학습 변화의 시계열 변화 추이와 더불어, 대학 특성 및 

유형에 따른 교수학습 실태 및 수준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진단에 바탕을 둔 중장

기적 전략 방안을 모색함 

▣ 연구 추진방법

 □ 선행 연구 및 관련 문헌의 분석 

  ○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국내외 대학 교육의 혁신 관련 논의를 담고 있는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것임.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 및 방법의 도입, 입학

자원의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언급되는 주요 사회경제적 변화와 그에 대응하여 추진

되고 있는 대학의 교육혁신 노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대학별 특성에 따른 대학 교수․학습의 질 제고의 쟁점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 특

히 일반대, 교원양성기관, 전문대 교수․학습체계, 학습과정, 학습경험 등의 비교와 

조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기관의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대학 교수학습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2019년에 도입된 이후 실시해 온 모듈형 학생설문 조사 및 교수설문조사를 2022

년에도 실시할 예정임. 조사 대상은 선정된 주제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조사시기와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윤리(IRB)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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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하고자 함. 대체로 5월 중순에 조사를 시작하여 6월말에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대학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협의는 

4월 이전에 추진하고자 함. 그러나 올해 대학의 조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조사시기는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전문가 의견조사 

  ○ 선행연구 및 문헌 분석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관점과 이론을 도출하겠지만 연구

진의 토론과 논의는 관점과 이론의 깊이를 더하고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됨.  아

울러 이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추진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은 연구진의 관점과 이론을 더욱 공공하게 만들어 줄 것임. 

  ○ 전문가 의견은 전문가 협의회, 포럼, 델파이 조사 등의 방법 등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할 것임. 전문가 의견은 연구진의 관점을 정교화하고, 연구내용을 타당화하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조사 참여대학과 공조 체제 강화를 통한 조사 및 분석 체계의 개선

  ○ (조사수행체계) 대학 교수학습 관련 협의회 및 단체, 조사 참여 대학과의 적극적 협력관

계 구축을 통해 조사수요 파악, 조사도구 개선, 조사 수행 등에 있어서 공조 체계 강화 

  ○ (대학별 연계 데이터 분석 및 성과 확산) 조사 결과의 활용도 증진을 위해 참여 대학의 

보유․생산 정보와 연계화를 통해 대학별 교수학습 질 관리 및 환류로 활용되는 다양한 

우수 사례의 발굴 및 성과 확산에 기여   

[그림 3] 조사수행체계에서 조사 참여 대학과의 공조체제 구축(안)

□ 정책 포럼 개최

  ○ 주요 분석결과나 분석 모형의 수정, 조사도구나 조사체제의 개선 방안을 주요 발

표 내용으로 하여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자 함. 포럼에서 개진된 주요 의견은 연

구내용의 수정 및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정책토론회는 ‘한국 대학교수학습의 실태와 수준, 그리고 질 제고 전략’을 주

제로 하여 KEDI 정책포럼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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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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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행계획서 작성 및 

심의, 수정 

¡ 관련 주요 선행 연구 

및 문헌 분석 

¡ 조사도구 정비 및 조사 준비 

¡ 조사 실시 : 모니터링 및 지원 

¡ 전문가 의견조사 

¡ 중간 보고서 작성 및 

심의, 수정

¡ 조사 자료 분석 :실태, 

수준, 영향요인 등 

¡ 정책 포럼 개최 

¡ 최종보고서 작성 및 

   평가, 수정보완, 인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0/10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고등교육

▣ 주제어

한글 대학교육 질 제고 대학 교수학습 역량 학생 설문조사 교수설문조사 

(영문)
(higher 

education)

(quality 

improvement)

(college teaching 

& learning)

(student 

survey)

(faculty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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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고등교육 정책: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한 구조개혁 및 질 제고 정책 

¡ 데이터 기반 정책: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주요 자료 제공, 해외 대학과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한 국제 협력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2 고등교육의 질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연구예산 

구분 내용
금액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금액

(원단위)
46,000 100.0

2. 공공요금 우편료(국내긴급) 10,000원×10회 100,000 100 0.2

3. 수용비

보고서인쇄료 50원×270매×200부×1회 2,700,000

4,000 8.7
자료복사 및 제본 50원×100매×80부 400,000
자료인쇄비 50원×80매×100부 400,000
소모품비 250,000원×2회 50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임차료 500,000원×8회 4,000,000 4,000 8.7

5-1. 국내여비
시내출장비(세종시 등) 20,000원×5명×2회 200,000

2,800 6.1
국내여비(세종시 등) 130,000원×5명×4회 2,600,000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
-국외지: 50,000원×2종×10회 
-국내지: 20,000원×5종×10회

2,000,000 2,000 4.4

7. 전문가활용비

전문가 회의수당 200,000원×10명×4회 8,000,000

20,100 43.7

중간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보고서 평가료 200,000원×7명 1,400,000
연구윤리 검토료 500,000원×1명 500,000
원고료 10,000원×100매×5명 5,000,000
조사(델파이) 수당 50,000원×30명×2회 3,000,000
포럼수당 200,000원×5명×1회 1,000,000

8. 회의비 협의간담회비 30,000원×10명×10회 3,000,000 3,000 6.5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설문조사용역비 10,000,000원×1식 10,000,000 10,000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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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설문조사 리서치 업체

필요성
설문조사의 개선, 교수학습 실태 및 수준 분석을 위한 모형의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이고, 대학 
교수학습 실태 및 수준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설문조사수행 및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개선

예산(천원) 10,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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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Ⅲ)

▣ 연구책임자

   ○ 남궁지영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교육 분야 양극화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

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념 정의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함

○ 또한 교육 분야 양극화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양극화 완화방안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적인 분석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교육 분야 양극화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지속적

으로 개발하고 보완하여 다양한 교육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연구로서 기초연구로 분류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사회 핵심 화두로서의 양극화

  ○ 사회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취약한 상황에 놓은 집단은 그 위기로 인해 더 불

리한 나락으로 빠지게 되며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 중에는 이를 잘 극복하거나 

오히려 위기로 인해 더 많은 기회를 얻는 경우도 있음. 

  ○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겪은 몇 차례 위기로 인해서 양극화가 화두로 

등장함. IMF 사태 이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다가 

2000년대 중후반에는 정치적 용어로 널리 쓰인 바 있음. 이후 2008년 글로벌 경

제위기, 세계화의 진척에 따라 격차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 코로

나19로 격차의 심화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핵심적 사

회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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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양극화 심화 전망

  ○ 양극화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중산층의 비중이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빈곤

층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함.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경제구조에 있어 부의 

독점화가 예고되며 경제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됨. 

 □ 공교육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 분야 양극화 정도 검토 필요

  ○ 기본적으로 공교육은 타고난 배경과 무관하게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면서 동시

에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여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따라서 

이동성이 떨어지고 고착화되는 것은 ‘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됨. 

  ○ 우리 사회에서 제도로서의 교육은 국가 수준의 공교육 시스템으로 운영됨. 그런

데 집단 내 동질성이 커지고 집단 간 이질성이 커지면 학교별 학생들의 계층 밀

집도에 따라서 공교육의 양상도 양분될 수밖에 없음. 학교 간 차이가 점점 벌어

지면서 공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 그리고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기에 적어

도 공교육의 취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양극화가 심화되면 교육과 관련된 사회 의사결정에 있어서 갈등이 증폭되고 합의

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음. 양극화 정도는 불평등 정도보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갈등의 정도를 더 잘 보여줌. 교육에 있어서 사회적 문제를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양극화 현상이 완화될 때에야 가능함. 

  ○ 교육 분야에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격차나 불평등의 확대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고 양극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해명되는 것이라면 정책적 대응 또한 

기존의 격차 해소나 불평등 완화 접근과는 다른 것을 요청하게 됨. 다른 현상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는 길임.    

 □ 교육 분야 양극화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교육 분야 양극화 정도 검토 필요

  ○ 기본적으로 양극화 수준은 사회 갈등과 불안정성 정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

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활용이 중요함. 사회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면서 제도이기에 다른 핵심 분야와 함께 교육 분야 양극화 정도도 파악하

고 진단할 수 있어야 함.

  ○ 교육이 사회 다양한 분야별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사회 양극화

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지금까지 교육은 일정 부분, 사회양극화를 완화하

는 기능을 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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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5개년 연구의 목적

  ○ 교육 분야에서의 양극화 개념 정립 및 핵심 이슈 분석

  ○ 교육 분야 양극화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 교육 분야 양극화 발생 원인과 추이 분석

  ○ 교육 분야 양극화 영향 요인 분석

  ○ 교육 분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안

 □ 3차 년도 연구의 목적(3/5년차)

  ○ 1차 년도에는 교육 분야 양극화에 대한 개념과 핵심 이슈 및 쟁점 분석을 기반으

로 개인수준에서 산출될 수 있는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및 지수를, 2차 년도에

는 학교 및 지역수준에서 산출 가능한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및 지수를 잠정적

으로 개발하였음.

  ○ 3차 년도에는 개인 배경(소득, 학력, 다문화 등)에 따른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와 

원인을 양적·질적 방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이전 년도에 개발한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및 지수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지수 정련화

    - 개인 배경에 따른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상세 분석

    - 개인 배경에 따른 교육 분야 양극화 원인 분석

    - 개인 배경에 따른 교육 분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안

    - 차년도 연구를 위한 조사 설계 및 데이터 구축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과제명: 교육격차: 가정 배경과 학
교교육의 영향력 분석(류방란 외,
2006)

-초 중등교육에서 학생들이 경험하
는 교육 수준의 차이를 가정의 지
원과 학교에서의 경험이라는 측면
에서 검토하고, 그 차이가 실제 학
업성취와 상급학교 진학이라는 교
육적 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

-문헌연구
-교육격차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전문가협의회 및 세미나 발표

-교육격차의 의미: 격차, 불평등, 양
극화의 관계

-교육 격차의 실태와 학업 성취에 대
한 영향 분석

-상급 학교 진학에 나타나는 교육 격
차의 실태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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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주요 성과 요약

 □ 1차 년도

  ○ 교육 분야 양극화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교육 분야 양극화 핵심 이슈 및 쟁점

을 분석함으로써 교육 분야 양극화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함.

  ○ 교육 분야 양극화 핵심 이슈 및 쟁점을 기반으로 개인수준에서 산출될 수 있는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및 지수(안)를 마련함.

 □ 2차 년도

  ○ 교육 분야 양극화에 대한 핵심 이슈 및 쟁점을 기반으로 학교 및 지역수준에서 

산출 가능한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및 지수(안)를 마련함.

  ○ 교육 분야 양극화 조절 및 완화를 위한 공교육의 역할과 기능 모니터링을 위해 

학교 및 지역수준에서 산출 가능한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및 지수(안)를 마련함.

2

과제명: 한국 교육 현황 분석-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중심으
로(김양분 외, 2009)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의 
수능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학교
별 차이와 추이 변화, 이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만
들기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문헌연구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의 
수능 성적에 시 군 구 통계와 한국
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DB가 연계
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

-협의회 및 워크숍
-심포지엄

-기초 분석
-시 군 구별 지역 여건과 수능 점수 
차이 분석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비교
-학업성취도와 변화율이 높은 학교 
분석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탐색

3

과제명: 교육격차 실태 종합분석(박
경호 외, 2017)

-초 중 고를 비롯하여 대학과 노
동시장을 포괄하여 교육격차 실
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 시
점에서 요구되는 교육격차 개선
방안 탐색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회 및 포럼 등 발표
-학교급별 소득계층에 따른 교육격차 
추이 분석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학업성
취 변동, 대학진학, 노동시장 지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격차 개념, 정책, 실태
-초 중 고 학교급별 소득계층에 따른 
교육격차 추이 분석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학업성
취 변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대학진
학 격차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대학경
험과 노동시장 지위에 미치는 영향

-교육격차 개선 방안

본 연구

-기존의 교육 분야 양극화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이나 학생의 학
업성취도와의 격차 연구가 대부분
이었으나, 본 연구는 격차, 불평등
과 혼용되어오던 양극화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교육 분야 양극화
를 초래하는 여러 요인들의 범위를 
넓혀 계속적으로 추이를 분석하는 
연구임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부모의 사회경
제적 지위, 가계 소득에 따른 학업
성취도, 사교육 비용 등에 대한 차
이를 연구함

-본 연구에서는 교육 분야 양극화의 
속성을 집단간 이질성, 집단내 동질
성 심화, 중간층의 감소 및 상하집
단 규모의 증가 등 교육 양극화 심
화 수준을 나누어 측정하고자 함

-또한 교육 분야 양극화 정도를 측정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측정하
고 심화 또는 완화 등의 추이를 보
기 위해 다년 간의 추이 분석을 하
고자 함

-정량화된 교육양극화지수와 함께 교
육 양극화 현상에 대한 풍부한 해석
을 위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교육 분야에서의 양극화 개념 탐색
-교육 분야에서의 양극화 속성 탐색
-교육 분야 양극화 측정 방법 개발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심층 분석 
-교육 분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적 시사점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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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5개년 연구계획 및 주요 연구내용

※ 연차별 연구를 진행하면서 핵심 주제는 변경될 수 있음.

 □ 3차 년도 주요 연구내용(3/5년차)

  ○ 1차 년도에 개발한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지수 검토 및 개선

    - 1차 년도에 후보로 개발한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체계 검토 및 보완

    - 1차 년도에 후보로 개발한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 검토 및 보완

  ○ 개인 배경에 따른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심층 분석

    - 개인 배경(소득, 학력, 다문화 등)에 따른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심층 분석

  ○ 개인 배경에 따른 교육 분야 양극화 원인 분석

    - 개인 배경(소득, 학력, 다문화 등)에 따른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양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질적 분석

연도＼항목 핵심 주제(안) 지표 및 지수 데이터 수집

1차년도
(’2020)

·교육 분야 양극화 이슈 탐색
·개인수준 교육 양극화를 측

정할 수 있는 방법 개발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개발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 개발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핵심 지표를 토대

로 지수 산출 사례 제시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 국제 비교 사

례 제시

·국민 인식조사
·신문기사 분석

2차년도
(’2021)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양극
화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개발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개발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 개발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핵심 지표

를 토대로 지수 산출 사례 제시

·3차년도 분석을 위한 조
사설계, 문항개발, 예비조
사 실시

3차년도
(’2022)

·개인 배경(소득, 학력, 다문화 
등)에 따른 교육 분야 양극
화 추이 분석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개선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 개선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핵심 지표를 토대

로 지수 산출(Pilot)

·4차년도 분석을 위한 조
사설계, 문항개발, 예비조
사 실시

·심층분석 및 원인 분석을 
위한 FGI

4차년도
(’2023)

·생애단계별(또는 코호트별)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개선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 개선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핵심 지표를 토대

로 지수 산출(Pilot)

·5차년도 분석을 위한 조
사설계, 문항개발, 예비조
사 실시

·심층분석 및 원인 분석을 
위한 FGI

5차년도
(’2024)

·사회 구조(학교별, 지역별 등)
에 따른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교육 분야 양극화에 공교육
이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 분야 양극화 완화를 위
한 정책 제언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개선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 개선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핵심 지표

를 토대로 지수 산출(Pilot)
·① 개인수준, ② 학교 및 지역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및 지수 제안

·심층분석 및 원인 분석을 
위한 FGI



- 273 -

  ○ 개인 배경에 따른 교육 분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안

    - 개인 배경(소득, 학력, 다문화 등)에 따른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와 원인에 의거

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제안

  ○ 차년도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및 데이터 수집

    -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도구 개발, 표집 및 예비조사 실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분석

  ○ 국내외 교육지표‧지수 개발 관련 문헌 분석 

  ○ 교육격차, 교육불평등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국내외 교육 분야 양극화 관련 문헌 분석 

 □ 데이터 실증분석

  ○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핵심 지표를 토대로 지수 산출(Pilot)

  ○ 개인 배경(소득, 학력, 다문화 등)에 따른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심층 분석

 □ 포커스 그룹 인터뷰

  ○ 개인수준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에 대한 해석

  ○ 개인 배경(소득, 학력, 다문화 등)에 따른 교육 분야 양극화 원인에 대한 질적 분석

 □ 차년도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 실시

  ○ 교육 분야 양극화 현황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 용역 의뢰

  ○ 인간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전문가 협의회 운영

  ○ 개인수준 양극화 지표·지수 개선, 잠정적 연구결과 등에 관한 자문

    - 교육학, 사회학, 경제학, 통계학 분야 전문가 대상

  ○ 조사 문항 검토, 설문조사 일정 검토, 표집학교의 적절성 검토 등에 관한 자문

    - 표집학교가 소속된 시도교육청의 장학관 또는 장학사, 학교 현장 교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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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포럼 실시

  ○ 개인 배경(소득, 학력, 다문화 등)에 따른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및 원인 심층 

분석 결과 공유 및 향후 연구에의 시사점 등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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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계획 수립

 ¡ 선행 연구 분석

 ¡ 데이터 실증분석

 ¡ 포커스 그룹 인터뷰

 ¡ 원인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중간보고서 작성   

 ¡ 조사 설계 및 도구 개발

 ¡ 인간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예비조사 용역 의뢰

 ¡ 예비조사 실시 및 데이터 입력

 ¡ 전문가 협의회 운영

 ¡ 교육정책포럼 개최

 ¡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 보완 및 인쇄

▣ 연구기간

연구년차 (3년차/지속, 종료: 2024년)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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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한글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지수 교육불평등 교육격차

(영문)

(polariz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indicators) (index)
(educational 

inequality)

(educational 

gap)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교육 분야 양극화 현황 및 추이에 대한 분석 결과 제공

¡ 교육 분야 양극화를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맞춤형 해소 방안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제공

보건복지부 ¡ 교육 및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수립을 위해 기초자료 제공

여성가족부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방안 수립에 기초자료 제공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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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구분 내용 금액(원) 금액
(단위: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52,000,000 52,000 10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5회 150,000 150 0.3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300매×240부 3,600,000 

4,210 8.1자료복사비 50원×50쪽×20부×10회 500,000

소모품비 11,000원×10회 11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중회의실 대실료 500,000원×3회 1,500,000 1,500 2.9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세종시 등) 20,000원×3명×5회 300,000 

1,080 2.1
국내여비(세종시 등) 130,000원×2명×3회 780,000 

52. 국외여비 - - - -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구입비
 - 국외도서 구입비 50,000원×2종×10회
 - 국내도서 구입비 20,000원×9종×6회

2,080,000 2,080 4.0

7.
전문가활용비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3인×4회 2,400,000 

10,300 19,8

면담비
 - 교  사: 100,000원×10명×2회
 - 학부모: 100,000원×10명×2회

4,000,000

중간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 평가수당 200,000원×7명 1,400,000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명 500,000

번역료(한국어→영어) 10,000원×80매 8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4명×10회 1,200,000 

3,680 7.1연구진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7명×8회 1,680,000 

전문가협의회 약식간담회비 8,000원×10명×10회 800,000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설문조사용역비 23,500,000원×1회
※ 온라인 조사 실시

23,500,000

29,000 55.8
면담조사 자료 전사 용역비: 1,500,000원×1회 1,500,000

연구자문료 500,000원×8회 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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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

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용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전문가활용비(공동연구진)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외부 연구진 1인(질적 연구방법론 전문가)

필요성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교육 분야 양극화 원인에 대한 질적 분석을 위해 질적 

연구방법론 전문가 활용 필요

주요내용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결과 해석

예산(천원) 4,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8%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설문조사 리서치 업체

필요성
조사 실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전문 리서치 업체에 용역 의뢰 필요

주요내용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관련 설문조사 

실시(온라인 조사 실시)

예산(천원) 23,5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45%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면담조사 자료 전사 용역업체

필요성
면담조사 녹취 자료 전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 필요

주요내용 면담조사 시 녹취한 음성파일 자료 전사

예산(천원) 1,5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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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II)

▣ 연구제안자

   ○ 최인희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이 연구는 교원을 대상으로 종단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교원의 성장·발달 추이, 교수 과정 및 성

과, 교원 정책 효과 등을 탐색하는 기초연구라고 할 수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세계 많은 국가들이 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교원 및 학교 내 인적 자원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공교육 혁신 및 교원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에 대한 종단적 정보 수집 필요 

 ○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50)”을 제시하고 있는

바, 국가수준의 교원종단 데이터를 구축하여 교원의 질 제고를 통한 공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종단연구는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효

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연구에서 주요한 연구

방법으로 적용되어 왔음. 국내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학교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교원

에 대한 종단연구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음.  

 □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 증가

 ○ 현재 교사들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학생들과의 세대 차이 등 학교 안팎으로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음. 미래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향후 10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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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교원종단연구의 목적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직에 입문하고 교직에 

종사하면서 어떠한 교사로 성장·변화하는지’를 파악하여 교사를 이해하고 지

원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있음.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9년부터 2년에 걸쳐 수행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2021년

에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을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2030년까지 매년 조사를 실시

하고 종단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함.  

  ○ 교사의 교직수행은 교사의 가치, 태도, 행동의 세 가지 차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고 보고, 영향요인으로서 교사 개인, 학교,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종단연

구를 통해서 교사의 가치, 태도,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함.

  ○ 특히 본 연구가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국가 수준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종단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초등 단계에

서부터 시작하여 교직 경력별 코호트 설계에 따라 저경력과 중경력에 해당하는 

두 개 코호트의 패널을 구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 이를 통해서 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교원 정책의 효과

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실행에 기여하고자 함.

20년 사이에 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의 종단연구를 통해서 교사들이 변화하는 학교 안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학생종단 데이터의 한계 보완을 위한 교원종단 데이터 구축 필요

  ○ 한국교육종단연구는 학생의 교육적 성장·발달에 초점을 두고 학생을 종단적으로 

조사하는 설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원 정보를 수집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원패널을 동시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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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 과제명: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
교 연구: 3주기 OECD TLALIS
본조사 지원 사업(2016, 2017,
2018)

-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목적: 기존의 OECD 교육지
표사업이 학생의 학업성취 등 학
생 중심으로 구성되고, 교사 관
련 교육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
하다는 지적에서 시작됨. 교원 
관련 자료 제공 및 교원정책 개
발을 위해 회원국 간 교원정책 
비교에 목적이 있음.

- 조사대상: TALIS 2018(3주기)은 한
국 포함 약 47개국이 참여, 한국은 
초등학교 186개교(교사 3570명, 교
장 186명),중학교 177개교(교사 
3471명, 교장 177명)

- 조사방법: 온라인조사
- 조사주기: 5년

- 조사내용: 교사수준(교사교육 및 
양성, 직무만족도, 자기효능감, 교
사평가 및 개발, 교수-학습과 신
념, 교사의 전문성), 학교수준(학
교장 리더십, 학교 풍토, 교사 인
력 및 관계자와의 관계, 혁신,
Cross-cutting(다문화 및 다양성)

- 특징 : 교원 대상 국제비교 조사를 
목적으로 설계됨.

2

- 과제명: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
발 연구(Ⅱ): 교원역량지수 개발 
연구

- 연구자(연도): 김창환 외(2015)
- 연구목적: 교원역량의 개념 규정 
및 지향점을 고찰하고, 교원 역
량 파악을 위한 지표 및 지수를 
개발, 교원 역량 측정을 위한 진
단조사를 실시하여 교원역량지수
를 분석

- 문헌 및 국내·외 관련 통계데이터 
분석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AHP 분석
- 진단조사 실시
- 교원역량지수 분석

- 교원역량지수에 대한 이론적 고찰
- 교원지수체계 개발
- 교원역량지수 데이터 수집
- 교원역량지수 산출 및 분석
- 특징: 교원역량 측정 지표 및 도구
를 개발함.

3

- 과제명: 한국교육종단연구
- 기  관: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목적: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
과 성취(학업성취, 상급학교 진학,
사회이동 등)에 대한 종단적 자료 
수집

- 조사대상: 1) 중학교 코호트: 학생
(2005년 당시 중학교 1학년 6,908명)
및 학부모, 교사, 학교장, 학교조사,
2) 초등학교 코호트: 학생(2013년 당
시 초등학교 5학년 8,300여명) 및 학
부모, 교사, 학교장, 학교조사

- 조사방법: (1단계)학교를 통한 설문조
사, 학교별 연구협력교사 위촉을 통
한 책임 조사 및 표본 관리, (2단계)
면접타계식 설문

- 조사 주기 
매년(1단계: 중1-고3, 또는 초5-고3)
격년(2단계: 고교졸업-만28세

(단, 대1, 대2년 매년)

- 조사내용: 학업성취도(기초능력) 및 
인성발달, 학교경험, 가정생활, 학
교풍토, 학교문화, 학교조직, 교사
의 학생인식

- 특징: 학생의 학교교육 경험, 학습,
인지적·비인지적 성취, 진로 및 초
기 직업 획득에 초점을 두고 설계
됨.

4

- 과제명: 한국교육고용패널
- 기  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연구목적: 청년층의 교육과 노동
시장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 조사대상: 중학교 3학년 2,000명, 일
반계고교 3학년 2,000명, 실업계고
교 3학년 2,000명) 및 학부모, 학교 
및 담임교사

- 조사방법: 면접타계식 설문
- 조사주기: 매년

- 조사내용: 학교생활, 가정생활, 학
업성취, 진로계획, 진로지도, 교육
환경, 생활환경  등 

- 특징: 학생의 진로와 취업과정을 
분석하고자 설계됨.

5

- 과제명: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

-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목적: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실태 및 
학교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급별 3년 주기로 학교교육실태를 
조사 분석함

- 조사대상: 학교급별 동일학교 표집,
초6, 중3, 고2 학생 및 학교, 교사

- 조사방법: 우편을 통한 설문 조사,
학생 설문조사 및 학업성취도검사,
학부모, 교사, 학교장 설문 및 학교
조사지, 교육통계 DB 연계

- 조사주기: 학교급별 3년 주기

- 조사내용: 학교 교육여건, 교육활동,
교육성과 관련 지표

- 특징: 학교 종단 데이터로서, 학교 
실태 분석, 학교효과 및 효과적인 
학교 특성 분석을 고려하여 설계됨

6

- 과제명: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대
학 이후 및 신규 코호트 조사 설
계 연구

- 연구자(연도): 김성식(2010)
- 연구목적: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고등학교 이후 2단계 조사 및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신규 코
호트 조사 설계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전문가 협의회 운영

- 교육 분야 연구 동향 분석
- 한국교육종단연구 내용 분석
- 2005 표본의 고등학교 이후 2단계
조사 계획

- 신규 코호트 조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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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최근 5년간 연구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 성과 

요약 작성

 □ 조사도구의 측정학적·내용 타당성 제고

  ○ 자기보고식 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교이야기문항(anchoring 

vignette item) 개발하고 내용전문가 검토와 소규모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 문항 도출 

  ○ 예비조사에서 한계로 지적되었던 척도의 쏠림 현상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의 4

점 척도로 이루어진 조사도구의 척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소규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안 도출하여 최종 조사도구에 반영

  ○ 조사도구의 내용이 조사대상인 초등교사에게 적합한지 검토하고 수정하여 조사도구의 

내용타당성 제고

 □ 교직경력별 코호트 구성 및 표본 추축

  ○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직경력에 따라 저경력과 중경력 코호트를 구성하여 

표본 추출 

  ○ 국가 수준에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 17개 시도와 지역규모(대도시[특

별시, 광역시 포함], 중소도시, 기타[읍면지역, 도서벽지])에 따라서 유층을 구분하여, 

유층별 비례추출법(proportionate sampling method) 의해서 각 유층별 표집 목표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7

- 과제명: 고교 유형에 따른 학교효
과 분석을 위한 패널조사 설계

- 연구자(연도) : 차성현(2010)
- 연구목적: 고교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학교 유형 간 학교효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패널 조사 
설계 방안 구안

- 문헌연구
- 국내외 패널 조사 분석
- 분석 방법론 검토
- 전문가 협의회 운영
- 조사도구 개발을 위한 면담 조사
-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을 위한 예비조사

- 국내외 패널 연구 고찰
- 고교 유형에 따른 학교효과 분석을 
위한 패널조사 타당성 검토

- 고교 유형에 따른 학교효과 분석을 
위한 패널조사 설계모형 개발

양식 EBBP05

본 연구

- 연구목적: 국가 수준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종단조사를 실시하여 데
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하여 교원의 
성장 혹은 변화에 대하여 탐색하
고 영향요인으로서 교사 개인, 학
교, 사회의 특징에 대하여 탐색하
고 자 함. 이를 통해 교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교
원 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기여하
고 함.

- 선행연구들 중 학생의 교육적 성
장·발달을 중심으로 학생패널 데
이터를 수집하는 연구는 존재하나,
학생의 인지적·비인지적 성장·발
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
원 정보를 수집하는 종단 데이터
는 수집되고 있지 않음.

- 조사대상: 초등 교원
-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 조사주기: 매년

- 교직경력별 코호트 구성 및 표본 추출
-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표본 관리 및 유지 방법
-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 수집하는 교
원 개인별 경성자료와 본 연구를 통
해 수집될 교원 패널에 대한 연성자
료의 연계를 통한 포괄적 자료 수집 
및 자료 유용성, 활용성 확대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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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수를 산출 

  ○ 조사대상자의 모집과 선정을 위해서 학교를 표집하여, 표집된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 중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저경력 코호트와 중경력 코호트에 해당하는 교사를 모두 

조사대상으로 섭외하는 방식으로 표집

 □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 1차년도 조사 실시 

  ○ 1차년도 조사실시 및 데이터 구축

  ○ 패널 유지 및 관리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1차년도 데이터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등) 산출을 통해 저경력과 중경력 코호트별 특징 및 코호

트 간 차이 비교(횡단 분석)

  ○ 심화분석을 위한 세부 주제 선정(예. 교육관) 및 분석 실시

□ 2차년도 조사 실시 

  ○ 조사도구 내용 검토 (교원 및 교육정책 영역 문항 개발 등)

  ○ 2차년도 조사 실시 및 데이터 구축

□ 표본 유지 및 관리 방법

  ○ 2차년도 조사 실시 전 패널 개인정보(연락처, 근무학교 등) 변경사항 확인 

  ○ 주요 조사결과 요악 등을 포함하는 소식지 발송을 통한 조사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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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연구

  ○ 교원 관련 문헌 분석  

□ 1차년도 데이터 분석 

  ○ 1차년도 데이터 클리닝 

  ○ 1차년도 데이터 기초·심화분석 및 시사점 도출 

□ 2차년도 조사 실시

  ○ 조사도구 내용 검토 및 정책 이슈 도출을 통한 문항 개발  

  ○ 패널 개인정보 변경 여부 확인 및 조사 참여 독려   

  ○ 인간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의뢰

  ○ 조사 용역 의뢰

□ 전문가 협의회 운영

  ○ 조사 실시에 관한 협조

  ○ 조사도구 내용 검토

  ○ 데이터 분석 및 해석 등 검토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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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계획서 작성 및 확정

¡ 선행연구 분석

¡ 조사도구 내용 검토

¡ 1차년도 데이터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조사 용역 기관 평가

   및 선정 

¡ 예비조사 실시

¡ 패널 정보 업데이트

¡ 인간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의뢰
¡ 2차년도 조사 실시 및 

데이터 입력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최종보고서 수정 및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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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간

연구년차
(2년차/지속,

종료: 2024년)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교원조사 교원패널
교원종단

조사

패널조사

설계

교원

조사도구

(영문)
(Teacher 

Survey)

(Teacher

Panel)

(Teacher 

Longitudinal 

Survey)

(Panel 

Survey 

Design)

(Teacher 

Survey) 

Instrument)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학교교육 정상화 및 청소년 역량 개발과 건강한 성장 지원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전략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3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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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원)
금액

(단위: 천원)
비중
(%)

합계 산출내역 200,000,000 200,000 10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10회 28,000

78 0.0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5회 50,000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450매×400부 9,000,000

13,102 6.6
복사 및 제본비 50원×400쪽×50부 1,000,000

소모품비 97,400원×10회 974,000

조달청 수수료 152,000,000원×1.4%×1회 2,128,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소회의실 대관·임차료 200,000원×7회 1,400,000 1,400 0.7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5명×1회(진천읍 등) 100,000

620 0.3
국내여비 130,000원×2명×2회(대전 등) 520,000

6. 연구정보활동비 도서구입비 50,000원×160종×1회 8,000,000 8,000 4.0

7. 전문가활용비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7명×2회 2,800,000

10,900 5.5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명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명 600,000

최종보고서 평가료 200,000원×7명 1,400,000

번역료(한국어→영어)` 160원×5,000자 800,000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명 500,000

용역 기술평가 심의료 200,000원×4명×1회 800,000

시․도교육청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17명×1회 3,4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0명×6회 1,800,000

3,900 2.0
연구진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0명×7회 2,100,000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연구자문료(공동연구진) 500,000원×18회 9,000,000

162,000 81.0조사용역비(조사 대상 섭외, 온라인 조사 시스템 구축, 
조사 실시 및 답례품 포함) 152,000,000원×1회

15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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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용역(공동연구진)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외부 연구진 2인(교육행정전공 1인, 교육측정평가전공 1인)

필요성
- 1차년도 조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교원의 특징과 기존 선행연구에서의 논
점을 포함하기 위해서 교육행정전공 분야의 전문가 의견 반영 

- 1차년도 조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교육측정평가 분야의 전문가 의견 반영 

주요내용

- 조사도구 내용 검토
- 1차년도 조사 결과 정리 및 해석
- 2차년도 조사 실시
- 표본 관리 및 유지

예산(천원) 9,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4.5%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리서치업체

필요성
조사실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리서치 업체에 조사 용역을 의뢰하고
자 함. 종단조사의 경우, 표본 관리 및 유지가 연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
요한 요소이므로, 관련 경험이 축적된 리서치 업체의 조사 수행이 필요함.

주요내용
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 용역
(조사대상 파악 및 관리, 온라인 조사도구 제작, 조사 실시, 데이터 구축)

예산(천원) 153,000천원(조사대상자에 대한 답례품비 포함)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76.5%



(6) 학교 성장과 변화에 대한 10년 연구(Ⅱ)

▣ 연구책임자

   ○ 정미경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학교 성장과 변화에 대한 10년 연구」는 학교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과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또 학교 외부의 변화 요인들이 학

교 요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해 학교의 변화를 추적하며 탐색하

기 위해 10년 간 수행되는 연구임

 ○ 본 연구는 10년 간 수행되는 연구의 제2차 년도 연구로서 1차 년도

에서 설계한 연구 추진 체계에 따라 학교의 변화와 성장을 바라보

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1차적 분석에 집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므로 기초 연구로 제안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학교 권한 확대를 기반으로 한 학교 자치에 관한 관심 증가

  ○ 학교 자체에 대한 관심을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학

술적·정책적 관심은 부재하였음

  ○ 선행연구에서는 학교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교육과정 측면(교과 선택권 보장, 과정

정 중심 평가, 역량중심 교육과정 도입 등), 교육 방법 측면(학생중심, 에듀테크 

활용 등), 조직 및 구성원(교수와 행정조직 분리, 교사 전문성 등), 환경 및 시설 

측면(교육 공간 확장, 지역사회 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 과제를 제시하

였지만, 학교조직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 할 것인가에 대한 고

민은 부재하였음

 □ 학교 변화 요인에 대한 종합적 연구 필요

  ○ 학교교육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수업이 많지만, 학교라는 장은 다양한 요인

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학교교육을 구성하는 곳으로 각 요인들이 서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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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하고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또 학교마다 서로 다른 변화의 양상을 보

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핀 연구는 많지 않음 

  ○ 학교 교육의 성과와 효과를 분석한 연구 역시 연구의 중심을 개인 단위(학생, 교

사, 학부모 등) 또는 국가 수준의 정책 단위에 연구의 초점을 둔 반면, 단위 학교

의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음. 

  ○ 그 결과 혁신학교, 민주학교, 각종 중점학교, 시범학교 등 학교 변화와 정책 확산

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발전되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사라지는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음. 

 □ 학교 변화 전략 마련의 필요성

  ○ 기존의 중앙집권적 교육 행정체제 내에서 학교의 변화는 주로 정부 정책 중심으

로 추진되었으나 단위 학교의 권한(자율성)확대는 기존의 국가 수준의 정책 수립

과 하향식 정책 집행 체제로 추진되어온 학교 변화 전략들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게 됨을 의미하며, 새로운 변화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학교라는 장(場)은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학교교육을 구성하는 곳으

로서 각 요인들이 서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또 학교마

다 서로 다른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 학교변화를 촉진하는 요인과 그러한 변화를 통해 학교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학교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선행될 때, 단위 

학교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노력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10년 계속연구의 필요성

  ○ Fullan에 의하면 어떠한 시도가 도입되어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그것이 제도화되

는 데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교육정책은 정부 특성에 영향 받는 경향

이 큰데, 교육정책이 수립되어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그 정책이 제도화되거나 사

라지는 데는 한 개 정부의 지속기간이 5년임을 감안할 때 10년의 장기적인 연구

가 필요함

□ KEDI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연구의 필요성

  ○ 학교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인과 요인들과의 상호작용 등이 10년 동안 

어떠한 변화를 거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는지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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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육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고, 다른 소규모 기관이나 개별 

연구자가 수행하기 어려우며 KEDI만의 연구 노하우와 대규모 예산을 들여 수행

할 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 10년 연구의 연구 목적

  ○ 단위 학교의 성장과 변화 요인 분석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 연구

     - 학교교육을 구성하는 각 요인들이 서로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또 학교마다 다른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 학교변화를 촉진하는 요인과 그러한 변화를 통해 학교가 어떻

게 성장하는지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차 년도 연구 목적

  ○ 1차 년도 연구의 목적은 10년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 설계 및 자료수집, 축적방법 

구안임

  ○ 제 2차 년도 연구의 목적은 1차 년도 연구 설계에 따른 학교성장과 변화 요인에 

대한 질적 자료 수집 및 분석이 될 것임 

    ※ 10년 연구 설계 구안이 1차 년도(2021년) 연구 목적으로 최종적인 설계안은 1차 

년도 결과로 제시될 예정임. 이에 본 사업계획서에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제시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연구명: 혁신학교 성패 요인 분
석-충청남도 혁신학교를 중심으
로-
▪연구자: 최준렬(2020)
▪연구목적: 혁신학교의 성공과 실
패 요인 분석

▪혁신학교 평가 결과를 활용한 통
계준석(ANOVA 분석)
▪회귀분석
▪대상: 충남도 소재 39교

▪혁신 학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보통-미흡 학교 간 차이 분석
▪회귀분석을 통한 혁신학교 성공유
인 분석(비전공유, 배움 중심 수업,
학습공동체 일상화 등)

2

▪연구명: 혁신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연구자: 허주 외(2020)
▪연구목적: 지난 10년 간 혁신교
육의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혁

▪문헌분석
▪워드클라우드분석
▪질적메타분석
▪행위자기반모형 시뮬레이션
▪델파이 조사

▪혁신교육 정책적 현황 탐색
▪혁신교육의 성과와 한계 진단
▪혁신교육의 지속 요인 탐색
▪혁신교육을 위한 정책혁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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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대상 측면: 학교 단위 변화에 초점

   - 선행연구의 경우 특정 정책의 성과 분석 차원에서 변화의 성공요인, 실패 요인, 

지속 가능성 등을 분석함. 본 연구는 외부환경의 변화, 정책의 변화(교육부, 교육

청), 내부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단위 학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 기간 측면: 장기적 추적 관찰을 통한 실제 변화 현상 분석

   - 선행연구들은 횡단 연구로 특정한 한 시점에서 연구를 진행함. 이러한 분석 방법

은 학교장, 교사, 학생이 매년 변화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학교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종합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이 직접 장기적인 관찰을 통해 학

교 변화를 분석하고자 함.

  ○ 연구 방법 측면 

   - 선행연구들은 주로 특정시점의 구성원 인식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문헌분

석(학교 교육계획서, 정부 정책 등), 구성원 인식조사(면담 + 설문조사), 참여 관찰

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교의 변화와 성장 과정 분석함

신교육의 지속 및 발전 방향 탐
색과 정책적 개선과제 제안

3

▪연구명: 학교변화 과정에 작용하
는 동력에 관한 연구
▪연구자: 김인희·이혜진(2014)
▪연구목적: 학교 변화의 동력, 학
교 변화를 유지 지속 시키는 동
력 규명

▪사례조사: 2개 고등학교
-교사 대상 질문지 조사
-면담

▪Rogers 혁신 이론에 기반 한 학교 
변화 요소 분석

▪학교변화를 유지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동력 분석

4

▪연구명: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 
혁신의 실행
▪연구자: 박상완(2019)
▪연구목적: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 
혁신(교육 변화)의 실행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집단 면담: 7개 초등학교
- 교장: 7명, 교감 12명
- 교사: 27명
- 학부모: 23명

▪Fullan의 교육변화 모델을 활용한 
변화 요인 분석
▪변화의 실행에 영향을 주는 변화 
특성 요인(필요성, 명확성, 복잡성,
질/실용성), 지역적 특징(학구, 지
역사회, 교장, 교사), 외부적 요소
(정부와 기타 기관) 제시

5

▪연구명: 혁신학교 지속가능성 제
고 방안
▪연구자: 백병부 외(2016)
▪연구목적: 혁신학교의 지속가능
성을 위협하는 요소 분석

▪설문조사
- 대상: 초중고 167교 소속 교원

▪FGI: 전문가 12명

▪지속가능한 학교 혁신 방안에 대
한 이론적 검토
▪학교 혁신 지속을 위한 관련 요인 분석
▪혁신학고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제시

본 연구

▪연구 목적: 단위 학교를 연구 분
석 단위로 두고, 정부정책과 단
위 학교 교육의 풍토와 문화가 
어떻게 생성, 발전, 소멸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함

▪문헌분석
▪초점집단면담
▪설문조사
▪교원연구 협력진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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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학교 변화 내적 요인에 대한 질적 자료 수집 및 분석

  ○ 학교 변화 내적 요인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분석

  ○ 학교 변화의 원인 분석

 □ 학교 변화 외적 요인에 대한 질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학교 변화 외적 요인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분석

  ○ 학교 변화의 원인 분석

 

 □ 학교 변화 요인에 대한 양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학교 변화 요인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분석

  ○ 양적 데이터에 기반한 학교 변화의 원인 분석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분석

  ○ 학교 성장과 변화 관련 자료 

  ○ 정부(교육청) 주요 교육정책 자료 

  ○ 연구 대상 학교의 학교교육계획서 등 수집 자료

 □ 초점 집단 면담

  ○ 목적: 학교 변화요인에 대한 인식 조사

  ○ 면담 대상:  연구 대상 7개교의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심층 면담

  

구 분 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 합계

학교별 2(교장, 교감) 5 5 5 17

전체 2 × 7교 =14 5 × 7교 = 35 5 × 7교 =35 5 × 7교= 35 119

        (단위: 명)

     ※ 구체적인 설문조사 대상 및 인원은 1차 년도 연구 결과 및 연구 대상 학교의 규모에 따라 조

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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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문 조사

   ○ 목적: 학교 변화에 대한 조사

   ○ 조사 대상: 학교 교원, 학생(학부모) 중 조사에 동의하는 대상에 대하여 전수 또

는 학교 규모에 따라 표집 조사

                                                                      

      

구 분 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 합계
학교별 2(교장, 교감) 40 300 300 642

전체 2 × 7교 =14
40 × 7교 = 

280

300 × 7교 = 

2,100

300 × 7교 = 

2,100
4,494

      (단위: 명)

      ※ 구체적인 설문조사 대상 및 인원은 1차 년도 연구 결과 및 연구 대상 학교의 규모에 따라 조

정될 수 있음

 □ 교원 연구 협력진 구성 및 운영

   ○ 목적: 연구대상 학교의 질적 자료 수집 

         ex ) 교사 현황 및 변동, 위원회 현황, 업무 분장, 학교 교육 계획서 등

   ○ 대상: 1차 년도 연구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 대상 7개 학교(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 각 2개교 및 초중통합운영학교 1개교) 소속의 교원 7명(연구 

협력진)

 □ 용역 1

   ○ 목적: 질적 자료 통합관리 시스템 운용을 위한 클라우드 사용 

 □ 용역 2

   ○ 목적: 질적자료 통합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클라우드 전환

▣ 연구 추진일정

주요 연구 내용 
2022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계획 수립
선행연구 분석

FGI 대상자 섭외 및 IRB심의
FGI실시 및 분석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설문 조사 실시 및 분석

차년도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서 인쇄 및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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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간

연구년차 (2년차/지속, 종료: 2024년)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학교 변화 지속가능발전 학교 풍토 학교 자치

(영문) (school change)
(Sustainable 

Development)
(school climate)

(school 

autonom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국정과제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국정과제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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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비중
(단위:%)

　금액(원)

합계 산출내역 100,000,000 　100,000 100.0

1. 사업인건비
일용직(학사) 급여 75,000원×1명×5일 375,000

416 0.4일용직(학사) 법정부담금 
75,000원×1명×5일×11% 41,25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4,000원×20회 80,000
180 0.2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0회 100,000

3. 수용비

보고서인쇄비 50원×400쪽×315부 6,300,000

9,108 9.1복사제본비 50원×400쪽×90부 1,800,000

소모품비 1,007,750원×1회 1,007,750

4. 
연구기자
재 및 
임차료

협의회 장소(소의회) 대관료 
200,000원×10회 2,000,000 2,000 2.0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세종시 등) 
20,000원×2명×5회 200,000

2,800 2.8
국내여비(서울시 등) 
130,000원×2명×10회 2,600,000

6.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구입비 
국내지 40,000원×55회 = 2,200,000원
국외지 48,000원×42회 = 2,016,000원

4,216,000 4,216 4.2

7.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3명×5회 3,000,000

27,950 28.0

교원 연구 협력진 수당 
200,000원×1명×7개교×8개월 11,200,000

면담 수당(관리자, 교사, 학부모) 
100,000원×84명×1회 8,400,000

면담 수당(학생) 50,000원×35명×1회 1,750,000

중간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평가용 보고서 자체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2명 1,000,000

최종보고서 평가비 200,000원×7명 1,4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6명×15회 2,700,000

5,400 5.4
연구진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6명×15회 2,700,000

9. 
외부용역
및
부담금

연구 자문료 500,000원×2명×8회 8,000,000

47,930 47.9질적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클라우드 전환료 15,330,000원×1회 15,330,000

클라우드 사용료 2,050,000원×12개월 24,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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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전문가 활용(연구 자문, 전문가 활용, 교원 연구 협력진, 면담 등)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외부 연구진 활용 예정

필요성 분야별 전문가 활용

주요내용 학교 변화 요인에 대한 면담 및 수집 자료 분석

예산(천원) 24,35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4.4%

위탁 유형 외부 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외부 연구진 활용 예정

필요성 분야별 전문가 활용

주요내용 학교 변화 요인에 대한 면담 및 수집 자료 분석, 자문

예산(천원) 8,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8.0%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업체 

필요성
질적자료 통합관리 시스템 기능 시스템 유지 보수 및 공공기관 클라우드 시스템 
저장 권장 

주요내용 질적자료 통합관리 시스템 관리 및 클라우드 전환 

예산(천원) 15,33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15.3%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민간 자료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업체 

필요성 공공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 권장에 따른 클라우드 사용

주요내용 클라우드 이용료 

예산(천원) 24,6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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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 개발

▣ 연구제안자

   ○ 서예원(국제협력실장)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개발 기초연구’의 후속 연구로 중고

등학교 수준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업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한국 및 해외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각 중고등학교와 협력하여 

세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모형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인문교

양교육의 현장 실천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기초연구의 성격을 가짐 

- 본 연구는 5년간 중장기 연구의 중간 단계 연구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향후 인문교양교육을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연속적으

로 수행될 예정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세계는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what it means to be 

human)’에 대해 도전적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과 

더불어 기후변화, 부의 양극화, COVID-19 등 기존의 전통적 삶의 양식과 행동이 

전면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지구적 ‘화해

와 회복’을 향한 인문학적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가 협력하여 새로운 삶의 가

치를 제시해야할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음

   ○ 인간의 본성을 위협하는 유래 없는 변화가 범람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인간

으로서의 주체적 시각, 유연한 사고, 풍부한 감성을 통해 인간다운 삶에 대해 부

단히 성찰하며, 그러한 성찰의 결과를 실천하도록 하는 인문교양교육의 가치는 

다시금 주목받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16. 2. 3)을 제정하

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5개년 

기본계획’(’17. 1. 12)을 수립, 발표하였으며  교육부를 비롯한 6개 중앙행정기

관과 시·도청 및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등 40개 기관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이루며 인문학 진흥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특히, 생애주기별 체계적·연속적 인문교육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2015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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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적용, 인문소양교육선도학교 운영, 학생 인문학동아리 지원 등 초·중

등 학교급별 인문소양교육 실시 및 확산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뿐 아니라 세계 교육혁신에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해 자아 및 가치관 형성의 핵심 단계인 중등학교 수준에서 인문교양교육의 보편

적 구성 원리, 내용체계, 운영방식 등을 탐구, 제시한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

델 개발 기초연구’가 수행된 바 있음

   ○ 이제 그 후속연구로 세계 교육현장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학생

과 교사가 실제적인 교수학습활동 경험을 통해 그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도록 구

체적인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일련의 중장기 연구과정을 통해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이 선진적 교육혁

신 모델로 널리 확산되도록 하는데 있어, 본 연구는 세계 교육전문가들과 협업

을 기반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모델의 실제적 교육효과를 확인하고 현장 실천력

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 목적

   ○ 2021년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외 주요국이 참여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

교급별 수업모형(안)을 0종 개발하고 실제적 시범적용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통용할 수 있는 중등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을 제시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Ÿ 연구명: 초·중등 인문소양교육 체
계화 연구

Ÿ 연구자(연도): 박주현, 김정효, 김현
정, 신호재(2017) 

Ÿ 연구목적: 초·중등학교 인문소양
교육의 원리와 위계화 방향 모색 
및 주제중심 체계화

문헌분석

델파이조사

전문가협의회

정책협의회

자료분석

Ÿ 초중고 인문소양교육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접목 방안

Ÿ 인문소양교육의 교수학습 방향성

Ÿ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지원 방안

Ÿ 연구대상교과: 초·중등학교의 국
어, 역사, 도덕, 미술 교과 중심

Ÿ 연구명: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
시민교육의 학습영역 연구 –국가별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Ÿ 연구자(연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0)

Ÿ 연구목적: 국가별 지속가능발전교
육과 세계시민교육의 학습 관련 학
습영역의 상대적 강조 파악 및 교
육단계에서의 반영 정도 검토

자료분석

Ÿ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비교·이해

Ÿ 선정된 국가의 취학전교육, 초등교
육, 전기중등교육, 후기중등교육의 
우선 학습영역(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영역) 연구 주요결과 요약 

Ÿ 국가별 학습단계별 학습영역의 상
대적 강조 파악 및 반영도 검토

Ÿ 형식교육에서의 선정국가의 법률, 
정책 및 의도된 교육과정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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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안) 개발

     - 국내외 중학교 인문교양교육 수업 사례 및 모델 조사·분석

     - 국내외 고등학교 인문교양교육 수업 사례 및 모델 조사·분석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Ÿ 연구명: 세계시민교육: 학습주제 및 
학습목표

Ÿ 연구자(연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
양 국제이해교육원(2015)

Ÿ 연구목적: 세계시민교육을 각국 교
육제도에 통합하기 위한 지침 제공

문헌분석

전문가회의

전문가 자문그룹 
검토

포럼(현장테스트)

Ÿ 세계시민교육 개념을 지역적 맥락
에 맞게 활용하도록 연령별 학습
주제와 학습목표 구체화

Ÿ 세계시민교육의 교육제도에의 통
합방안, 교실에서의 실천방안, 학
습 성과 평가방안 제시

Ÿ 연구명: 인문학에 대한 고등학생들
의 인식과 중등학교에서 인문학 프
로그램 모델 제안 –서강대 Core 사
업단과 숭문고등학교의 사례를 중
심으로-

Ÿ 연구자(연도): 김상훈(2019)
Ÿ 연구목적: 중등학교 현장에서 활용

할 인문학 프로그램 제시, 인문학
교육 확산에 기여   

사례조사
설문조사

Ÿ 고등학교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사례(내용) 제시

Ÿ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 후 인문학
에 대한 인식조사 및 결과분석

Ÿ 중등학교에 인문학 프로그램 모델 
제안

Ÿ 연구명: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연구

Ÿ 연구자(연도): 정창우, 손경원, 박영
하(2015)

Ÿ 연구목적: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이 
인문학적 소양, 상상력, 예술적 감
수성, 인성함양에 주는 효과성 모색

문헌분석
설문조사
에세이 내용분석

Ÿ 프로그램 내용 제시 
Ÿ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만

족도 설문조사, 회기별 학생 에세
이 내용분석 결과, 사전-사후 실험
설계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 검증 
결과 등 포괄적으로 분석 제시

Ÿ 연구명: 인문소양 강화를 통한 중
등 도덕과 인성교육 방안

Ÿ 연구자(연도): 신호재(2017)
Ÿ 연구목적: 인성교육과 인문소양의 

접점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디스커션그룹협
의회
자료분석

Ÿ 인문소양 개념 확인 및 인성교육
과의 관련성, 의미 탐색

Ÿ 도덕과 인문소양 교육원리 추출하
여 교과서 분석, 실태 파악

Ÿ 향후 중등 도덕과의 인문소양 강화
를 위한 인성교육 실행 방안 모색

본 

연구

Ÿ 연구명: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 
모델 개발(중장기 2차년도 연구)

Ÿ 연구자(연도): 서예원 외(2022)

Ÿ 연구목적: 

글로벌 차원에서 교사와 학생이 
직접 수업 활동을 통해 
인문교양교육을 실천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등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을 개발함 

문헌조사

사례연구

시범적용연구(pil
ot study)

전문가협의회
국제협력연구
국제 연구 
워크숍

Ÿ 국내외 중등 인문교양교육 수업 
사례 및 모델 조사, 분석 

Ÿ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안) 개발

Ÿ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안) 시범적용 실시

Ÿ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안) 시범적용 실시 결과 
분석 및 수정, 보완

Ÿ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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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 유형화 준거 수립

     -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안) 개발

  ○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안) 시범적용(pilot study) 실시

     -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안) 적용을 위한 국내외 중·고등학교 탐색 

및 선정

     - 선정된 국내외 중·고등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

교육 수업모형(안) 적용

     -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안) 적용 결과 분석

  ○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 제시 

     -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안) 적용 결과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모델 

수정·보완

     -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 개발 완료 

     -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 확산을 위한 방안 제언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조사

     - 중등 인문교양교육 내용 및 방법 관련 문헌 분석

     - 국내 중등 주요 인문교양교육 실천 현황 및 수업 자료 수집

     - 국외 중등 주요 인문교양교육 실천 현황 및 수업 자료 수집

   ○ 사례 연구

     - 국내 중등 인문교양교육 우수 사례 조사·분석

     - 국외 중등 인문교양교육 우수 사례 조사·분석

   ○ 시범적용 연구(pilot study)

     - 국내 중·고등학교 적용 대상 선정 및 수업모형(안) 시범적용

     - 국외 중·고등학교 적용 대상 선정 및 수업모형(안) 시범적용

   ○ 전문가협의회

     - 연구의 전반적 기획 및 진행 과정, 연구내용 검토 및 발전적 아이디어 수렴, 연

구방법 및 결과 논의, 연구결과 확산 전략 아이디어 수렴 등을 위한 관련 자문 

실시

     - 시범적용 연구(pilot study) 실시를 위한 국내외 중·고등학교 적용 대상 선정 

관련 의견 수렴

     - 시범적용 연구(pilot study) 과정 및 결과 검토  

     -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수렴 

   ○ 국제 협력 연구

     - 국외 주요국의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사 및 관련 전문가와 수업모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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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수업 적용 및 실천 내용에 관해 토의하고 분석하는 협력 연구 수행

     - 국외 주요국의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사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워크숍 실시(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실시)

   ○ 국제 워크숍(국내도 포함)

     -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안) 및 최종 모형 타당성 검토

     - 국내 수업모형(안) 시범적용 대상 중·고등학교 교사 및 관계자가 참여하여 수

업모형 적용 과정 및 결과 심층 논의

     - 국외 수업모형(안) 시범적용 대상 중·고등학교 교사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

여 수업모형 적용 과정 및 결과 심층 논의(국제워크숍)

 

▣ 기대효과

   ○ 생애주기단계에서 자아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중등학교급에 글로벌 차원에

서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인문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및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국제 협력 연구를 위한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다양한 국가의 인문교양교육 실시 

주체인 교사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세계적 수준의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을 제

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및 위상 강화

   ○ 해외 주요국의 교육전문가들과의 소통·논의의 장 마련 및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혁신 아이디어 도출 가능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

※ 본 계획은 연구진행과정에 따라 변경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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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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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분석 및 사례 조사] 

국내외 중·학교 

인문교양교육 수업 사례 

및 모형 분석, 조사

[모델 개발]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 

모형(안) 개발

[모델 적용: pilot study] 

선정된 국내외 

중·고등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안) 적용

[모델 적용 결과 분석]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안) 적용 결과 

분석

[모델 수정]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안) 

적용 결과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모형 수정·보완

[모델 완성 및 보고서 

발간]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 

개발 완료 및 확산 방안 

제시

▣ 연구기간

연구

년차

(2년차/지속,

종료: 2024년)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01.0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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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한글 인문교양교육
글로벌 

인문교양

인문교양교

육 수업모형
교육혁신

중등 

인문교양교육

(영문)

liberal arts and 

sciences 

education, liberal 

arts education, 

humanities 

education, 

liberal arts 

and sciences 

education at 

global level

instructional 

model for 

liberal arts 

and sciences 

education

educational 

innovation

liberal arts and 

sciences 

education for 

youth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문체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17~2021)에 의거해 인문학 연구의 심

층화, 다양화, 융복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확대를 지원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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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내용

금액(천원) 비중금액
(단위: 원)

합계 산출내역 102,000,000 102,000 100.0

2. 공공요금
우편료(국내일반) 2,800원x10회 28,000

128 0.13
우편료(국외일반) 20,000원x5개처x1회 100,000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x250매x504부 6,300,000
7,300 7.16

복사 및 제본비 50원x100매x50부x4회 1,000,000

소모품비 446,224원x2식 892,448 892 0.87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임차료 500,000원x2회 1,000,000 1,000 0.98

5-1. 국내여비 (서울시 등) 130,000원x2명x5회 1,300,000 1,300 1.27

5-2. 국외여비

- OECD 회원국 인문교양교육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 Pilot Study 조사를 위한
국외출장: 
① 미국(가급지, 5박6일, 2회, 연구위원급 2명)
(항공료) 4,769,000원x2명x2회
(숙박비) $223x1,132원x2명x5박x2회
(식비) $107x1,132원x2명 x6일x2회
(일비) $35x1,132원x2명x6일x2회
② 싱가포르 또는 홍콩(가급지, 5박6일, 
2회, 연구위원급 2명)
(항공료) 1,512,600원x2명x2회
(숙박비) $223x1,132원x2명x5박x2회
(식비) $107x1,132원x2명x6일x2회
(일비) $35x1,132원x2명x6일x2회

42,939,552 42,940 42.10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 및 도서구입비
50,000원x20권x4종/ 40,000원x1권x2종

4,080,000 4,080 4.00

7.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및 검토료 10,000원x50매x2회 1,000,000

14,300 14.02

번역료 10,000원x100매x6회 6,000,000

회의수당 200,000원x4명x5회
회의수당 200,000원x1명x1회

4,200,000

보고서(중간, 최종) 심의수당 
200,000원x3명x2회

1,200,000

최종보고서 연구윤리검토비
500,000원x1명x1회

500,000

최종보고서 평가수당
200,000원x7명x1회

1,4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x3인x34회

3,060,000 3,060 3.00

9. 외부용역비 및 
분담금

연구자문료 500,000원x6명x9개월 27,000,000 27,000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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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장기화 시 구체적 예산활용방안

단위 : 천원

코로나19 등으로 국외출장 불가시 대응 계획

대응방안

*해외 주요국 교사 및 전문가 대상 온라인 전문가 협의회 개최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 모델(안) pilot study 관련 국외 공동연구진 연구자문 기간 연장(협의)

*해외 전문가 서면검토 의뢰

*국제 연구 워크숍 개최(각 국별 소그룹 또는 전체 워크숍)
비목 금액 비목 산출근거 금액

국외여비 42,939,552

수용비
워크숍/컨퍼런스 자료집 인쇄료

50원×250매×200부×1회
답례품(기념품) 30,000원×50개×1회

4,000,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임차료
500,000원×2회

1,000,000

전문가활용비

회의수당 및 원고료/검토료
(온라인 전문가협의회 개최 및 해외 전

문가 서면검토 의뢰 추가)
200,000원×10명×10회
10,000원×80매×1회

20,800,000

좌장/발표/토론수당
200,000원×8명×1회

1,600,000

번역료(컨퍼런스 및 워크숍 자료)
10,000원×250매×1회

2,500,000

회의비
전문가 워크숍 간담회비

30,000원×4인×50회/잡비 39,552원
6,039,552

외부용역비 및 부
담금

공동연구진 연구자문료(1개월 연장)
500,000원x 4명 x 1개월

2,000,000

온라인워크숍/컨퍼런스 개최
5,000,000원×1회

5,000,000

소계 42,939,552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국제협력실, 2인

출장 기간 1회 5박6일 기준 총 4회 (각 국가별 2회)

출장지(방문기관)

1. 미국(Consortium of Humanities Centers and Institutes, secondary 

school-추후 선정) 등

2. 싱가포르 또는 홍콩 등 영어사용 아시아 국가(Yale-NUS college, 

secondary school-추후 선정) 등

출장자 역할
- 현지 기관 방문을 통한 교실 참여관찰, 전문가 면담, 전문가협의회, 

연구워크숍 개최, 문헌 및 자료 조사, 관련 책자 및 정보 수집 등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안)의 시범적용 시 실제 수업 

참여관찰

- 시범적용 담당 교사 및 학생 대상 면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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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출장 및 외부연구 관련 내용은 향후 COVID-19 및 연구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

능함(출장지, 방문기관, 방문인원, 국내 외부연구기관 등 포함)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위탁 유형 공동연구진 연구자문료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외부 공동연구진 4인(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안) 시범적용을 위한 
전문가그룹 운영, 국내외 인문교양교육 및 사회과학분야 유관 전문가)

필요성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안) 다국가 수업적용 및 결과 분석, 타당성 

검토 및 확산 방안 마련

주요내용
수업모형(안) 내용의 구체적 검토, 현장실행, 적용결과 및 수정보완을 통한 

모델의 실용성과 완성도 제고, 시범적용 후 피드백 논의
예산(천원) 27,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6.47%

- 시범적용 담당 교사 및 관련자와의 수업모형(안)의 적용 과정 및 

결과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논의 

- 국가별 중등 인문교양교육의 현황 탐색 및 수업모형(안)의 타당성 

검토, 확산 방안 논의 

사업과의 관련성

- 본 연구는 해외 주요 선진국의 인문교양교육 실시 중등 교사 및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수업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과정 및 결과를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국외출장이 필수적임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안)의 시범적용 과정에 대한 직접 참여관찰

- 수업 실시 과정 중 교사 및 학생 면담 실시

-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 제시를 위해 해외 중등 교사 및 

전문가와의 면담, 협의회, 토론 실시 

- 각국 인문교양교육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한 실시 현황 조사, 본 

연구의 수업모형 소개, 모형 확산 방안 논의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 미국: 전세계를 포괄하는 인문교양교육 컨소시엄 기구가 있으며 

중등학교에서 인문교양교육 관련 학제,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풍부하여 본 연구의 대상국으로 적합

- 싱가포르 또는 홍콩 등 영어사용 아시아 국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아시아의 주요국으로 교육 수준이 높으며 인문교양교육과 

관련된 정책 및 실천 사례가 풍부함. 중등 수준의 교실 수업 

참여관찰 및 논의가 용이함

  ※ 중등학교의 경우, 연구가 시작된 후 본 연구의 목적 및 내용에 가장 적합한 

학교를 조사, 선정해야 하므로 계획서에는 정확한 학교명을 기재하기 어려움 

구체적 기대효과

- 국가별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안)의 시범적용 결과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 필요한 글로벌 모델의 특성 파악 및 타당성 확보

-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모형 개발을 위한 최신 현황 파악 

및 세계적 전문가 의견 수렴

- 인문교양교육과 관련된 해외 주요국 현장 교사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업모형의 

글로벌 적용 타당성 검토 및 확산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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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수준의 교육현안 진단 및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구축(Ⅰ)

▣ 연구책임자

   ○ 남궁지영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이 연구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제기되는 교육이슈 및 현안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과 신속한 교육여론 파악, 그리고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 체제를 구축하는 연구임.

○ 유아 및 초등교육 단계, 중등교육 단계, 고등교육 단계 간 수직 연

계를 고려한 학교 종단 체제와 즉각적 상시 대응 교육여론조사 체

제를 병행 설계하여,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다양한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정책 현장 착근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연구

로서 기초연구로 분류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국가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학교 단위 종단 데이터 구축이 시급함.

  ○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제기되는 교육이슈 및 현안(유아기 이후 사교육 문제, 교육 

분야 양극화 심화 문제, 한계대학 문제, 고등교육 성과 문제 등)에 대한 주기적 

진단, 데이터에 근거한 국가교육정책 입안, 단위학교 수준에서 투입되는 국가교

육정책의 실행 과정 및 성과 점검, 학교교육의 역할 및 기능 모니터링을 위한 국

가수준의 데이터가 부재함.

  ○ 제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코로나19 확산 등 시대적 격변기를 맞아 학교 및 학생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교육정책 수립이 시급하며,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나 국가수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가 부재한 

실정임.

  ○ KEDI에서는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2003~2014, 12년 연구)를 통하

여 투입-과정-산출 요인에 대한 학교 단위의 종단적 데이터를 수집한바 있음. 수

집된 자료는 학교교육효과 분석, 학업능력 분석, 학생역량 분석, 고교평준화정책 

효과 분석, 고교다양화정책 효과 분석, 교육격차 분석, 방과후학교 효과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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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안 및 정책을 진단하고 공교육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데이터로 유용하게 활

용됨. 해당 조사가 종료된 이후, 국가수준의 학교 단위 종단 데이터에 대한 요구

가 정책적으로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타 기관 데이터의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는바, 학교급 간 연계, 교육의 환경-투입

-과정-산출 간 역동적 관계 등을 고려한 종합적 분석 및 정책적 활용을 위해 주기

적, 안정적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함. 

  ○ 각 연구기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은 상호 연계를 고려하여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조사기간, 조사주기, 조사대상, 표집방법, 조사문항, 데이터에 대한 신뢰

도 등에 차이가 있어 데이터 간 연계·분석에 한계가 있음.

  ○ 다만, KEDI에서 수집되고 있는 교육기본통계 DB, KERIS 교육정보통계시스템 EDS 

자료 등은 모집단 조사로서 유·초·중·고 및 대학 단계별 학교 단위의 종단적 

연구 설계가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의 지역수준 자료 등의 활용이 

가능함.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학교나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같은 ‘투

입’ 관련 항목의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과정’ 요인

과 교육성과 관련 ‘산출’ 요인의 수집 범위가 매우 협소함.

  ○ 학교급별 학교 종단 조사 체제 구축을 통해 과정-산출 요인에 대한 연성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KEDI 교육기본통계 DB, KERIS 교육정보통계시스템 EDS 자료 등 

학교수준 데이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등 지역수준 공공데이터와 연계 구

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빅데이터, 소셜 미디어를 통한 여론 분석 기법이 발전하고 있는바, 신

속하며 즉각적인 교육이슈 관련 여론 데이터 확보를 위한 조사 체제를 구축할 필

요가 있음.

  ○ KEDI에서 시행하는 교육여론조사(KEDI POLL)는 연 1회 조사로서, 교육 분야 이

슈에 대한 즉각적인 여론 파악에 한계가 있음. 국민과의 소통에 기반한 교육정

책 수립 지원을 위해 신속하며 즉각적인 교육이슈 관련 여론 데이터 확보를 위

한 상시 조사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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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10개년 연구의 목적

  ○ 유아교육 시기, 초·중등교육 시기, 고등교육 시기의 전 학교급을 아우르는 학교 

종단 조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제기되는 교육 이슈 및 현

안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과 학교 교육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

고, 이를 교육정책 수립 및 점검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 유아교육 단계: 유치원 단위 종단 조사 체제 구축,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초·중등교육 단계: 초·중·고등학교 단위 종단 조사 체제 구축,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고등교육 단계: 대학교 단위 종단 조사 체제 구축,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신속하며 즉각적인 교육이슈 관련 여론 데이터 확보를 위한 상시 조사 체제를 구

축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상시 대응 교육여론 조사 체제 구축, 즉각적 교육 여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교육이슈 관련 빅데이터 기반 교육여론 분석

 □ 1/10년차 연구의 목적

  ○ 전체 교육단계 중 초·중등단계 학교단위 종단 조사를 위한 조사 설계와 조사 영

역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타당하고 신뢰로운 초·중·고 학교급별 조사 도구 개

발(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 과제명 :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2003~2015)

-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의 교육실태 및 학교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급별 3년 주
기로 동일 학교를 반복 조사하여 
분석함

- 조사대상 : 학교급별 동일학교 표
집, 초6, 중3, 고2 학생 및 학교, 교
사

- 조사방법 : 우편을 통한 설문 조사,
학생 설문조사 및 학업성취도검사,
학부모, 교사, 학교장 설문 및 학교
조사지, 교육통계 DB 연계

- 조사주기 : 학교급별 3년 주기 학교
종단 조사

- 조사내용 : 학교 교육여건, 교육활
동, 교육성과 관련 지표

- 특징 : 학교 종단 데이터로서, 학교 
실태 및 추이 분석, 학교효과 및 
효과적인 학교 특성 분석을 고려하
여 설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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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과제명 : KEDI 학생역량 조사 연
구(2015~2020)

-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학생들의 다면적 역량 수준
을 파악하고 학생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
기 위해 학교급별 1년 주기로 동
일 학교를 반복 조사하여 분석함

- 조사대상 : 학교급별 동일학교 표
집, 초6, 중3, 고2 학생 및 학교

- 조사방법 : 우편을 통한 설문 조사,
학생 설문조사 및 언어적, 수리적 
사고능력 검사, 학교조사지, 교육통
계 DB 연계

- 조사주기 : 1년 주기 학교종단 조사

- 조사내용 : 학생 6대 역량, 학교 및 
개인 차원의 투입, 과정 관련 지표

- 특징 : 학교 종단 데이터로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 역량 
점검 및 추이 분석을 고려하여 설
계됨

3

- 과제명 :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2005~2020), 한국교육종단연
구  2013(2013~2030)

-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과 성취(학
업성취, 상급학교 진학, 사회이동 
등)에 대한 학생수준의 종단적 자
료를 수집함

- 조사대상 : 1) 중학교 코호트: 학생
(2005년 당시 중학교 1학년 6,908명)
및 학부모, 교사, 학교장, 학교조사,
2) 초등학교 코호트: 학생(2013년 당
시 초등학교 5학년 8,300여명) 및 학
부모, 교사, 학교장, 학교조사

- 조사방법 : (1단계)학교를 통한 설문
조사, 학교별 연구협력교사 위촉을 
통한 책임 조사 및 표본 관리, (2단
계) 면접타계식 설문

- 조사 주기 :
매년(1단계:중1-고3, 또는 초5-고3)
격년(2단계:고교졸업-만28세(단, 대1,
대2년 매년)

- 조사내용 : 학업성취도(기초학업능
력) 및 인성발달, 학교경험, 가정생
활, 학교풍토, 학교문화, 학교조직,
교사의 학생인식 등

- 특징 : 학생 종단 데이터로서, 학생
의 학교교육 경험, 학습, 인지적·비
인지적 성취, 진로 및 초기 직업 
획득에 초점을 두고 설계됨

4

-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
색 연구(1주기: 2013~2017, 2주기:
2018~2022)

- 대학의 교수학습 과정 및 성과와 
관련된 횡단 자료를 수집하여 대
학별 특성에 따른 교수학습 질 
제고를 위한 전략과 방안을 분석
함

- 조사대상 : 대학 유형(일반대학, 전
문대학)별 학생 및 교수

- 조사방법 : 우편 및 온라인을 통한 
설문 조사, 학생 설문, 교수 설문

- 조사주기 : 1년 주기 횡단조사

- 조사내용 : 대학 유형별 투입, 과
정, 산출 관련 지표

- 특징 : 종단 자료는 아니지만 일부 
학교의 경우 시계열 자료를 축적
하고 있으며, 대학 유형별 교수학
습 실태 및 수준을 분석하고 교수
학습 질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설계됨

5

- 과제명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
론조사(1999~계속)

-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교육 가치관 및 태도 변
화 경향 파악을 위해 국민여론조
사를 실시하여 분석함

-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 75세 미
만 성인 남녀

- 조사방법 : 웹 패널을 활용한 온라
인 조사

- 조사주기 : 1년 주기

- 조사내용 :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교사, 학생, 교육내용 및 교
육방법, 고교정책 및 대입, 교육복
지 및 교육재정, 대학교육, 교육현
안 및 미래교육, 교육관 등

- 특징 : 연 1회 실시되는 교육여론
조사로서,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견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됨

본 연구

- 국가수준에서 주기적으로 교육현
안을 진단하고 공교육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재한 실정
임

- 본 연구는 유아, 초·중등, 고등 교
육 시기의 전 학교급을 아우르는 
학교 종단 조사 체제를 구축함으
로써,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제기
되는 교육 이슈 및 현안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과 학교 교육의 역
할 및 기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
행하고, 이를 교육정책 수립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와 더불어 신속하며 즉각적인 
교육이슈 관련 여론 데이터 확보
를 위한 상시 조사 체제를 구축함
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제기되는 교육
현안을 진단하기 위해 학교급 간 수
직 연계를 고려한 조사 모형을 설계
하고, 수직 동등화 검사지 및 설문지
를 개발하고자 함

- 신속한 교육여론 파악을 위해 상시 
조사 체제와 빅데이터 기반 교육여
론 분석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교육현안 관
련 주요 지표 및 지수를 산출하고,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유아기 이후 사교육 문제, 교육 분야 
양극화 심화 문제, 한계대학 문제,
고등교육 성과 문제 등 유아부터 대
학까지 전 학교급에 걸쳐 제기되는 
교육 이슈 및 현안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과 즉각적인 교육여론 파악, 그
리고 학교 교육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을 위해 학교급 
간 수직 연계를 고려한 학교 단위 
종단 조사 체제와 상시 대응 교육여
론 조사 체제를 병행하여 설계하고
자 함

- 학교 교육여건 및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컴퓨
터 기반 조사 시스템을 설계·구축하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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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10개년 연구의 연차별 추진 계획

연차

교육단계별 학교 단위 종단 데이터 구축
상시 대응

교육
여론조사

교육단계 연구내용

유 초 중 고 대
조사설계 
도구개발

조사시스템 
설계·구축

조사실시
패널학교 
유지·관리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 조사시스템 

설계·구축
패널 구축● ● ● ● ●

3차년도
● ● ●

조사실시 
및 패널 
유지·관리

● ● ● ● ●

4차년도
● ● ● ● ● ●

● ●

5차년도
● ● ● ● ● ●

● ● ●

6~10차년도 ● ● ● ● ● ● ●

 □ 1/10년차 연구내용

  ○ 초·중등단계 학교단위 종단 조사 및 내용 설계

    - 초·중·고 학교단위 종단 조사 설계

    - 초·중·고 학교급별 조사 영역 및 내용 설계(조사내용별 조사주기, 조사대상 등 

구체화)

  ○ 조사 도구 개발 및 타당화

    - 학교급별 학교조사지, 학생 설문지, 학부모 설문지, 교사 설문지 문항 개발

    - 사교육 문제, 양극화 심화 문제 등 교육현안 진단,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 및 성

과 모니터링, 학교효과, 학생역량 등 학교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 문항 개발

    - 학교급별 검사 문항 개발

      (언어·수리역량 또는 학업성취도, 학교급 간 수직 동등화 고려)

    - 조사 도구 타당화를 위한 예비조사 실시 및 양호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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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 방법 (1/10년차)

  ○ 문헌 분석

    - 초·중등학교 단위 종단 조사 및 조사연구 관련 문헌 분석

    - 사교육, 양극화 문제, 학교효과, 학생역량, 국가 교육정책 등 교육현안 및 공교육 

모니터링 관련 문헌 분석

  ○ 조사 도구 개발

    -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 조사대상(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별 설

문 조사 문항 개발

    -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 검사 문항 개발 연구용역 의뢰

      (언어·수리역량 또는 학업성취도, 학교급 간 비교를 위한 수직 동등화 고려)

  ○ 예비조사 실시

    -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 예비조사 계획 수립

    - 인간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예비조사 용역 의뢰

  ○ 조사 도구의 양호도 분석

    - 설문 문항의 타당도, 신뢰도 분석

    - 검사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분석, 피험자 능력 모수의 분포 및 오답지 분석

  ○ 전문가 협의회 운영

    - 초·중등단계 학교단위 조사 설계, 설문지 개발 및 문항 검토, 학교급간 비교를 

고려한 수직 동등화 검사지 개발 및 문항 검토 등에 관한 자문

    - 학계(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통계학, 전산학 등) 분야별 전문가, 시도교육청의 

장학관 또는 장학사, 학교 현장 교원 대상

  ○ 조사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회 운영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등 조사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초·중등단계 학교단위 조사 설계, 설문지 및 검사지 문항 검토, 예비조사 일정 

검토, 표집학교의 적절성 검토, 표집학교 조사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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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 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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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계획 수립

 ¡ 선행 연구 분석

¡ 조사 영역 및 내용 구체화

¡ 학교급별, 조사대상별 설문 조사 문항 개발

¡ 학교급별 검사 문항 개발 연구용역 의뢰

¡ 중간보고서 작성

¡ 조사용역기관 평가 및 선정

¡ 인간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예비조사 실시 및 데이터 입력

 ¡ 조사 도구의 양호도 분석

¡ 전문가 협의회 운영

¡ 조사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회 운영

¡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 보완 및 인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0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학교조사 학교패널 학교종단조사 패널조사설계 교육여론조사

(영문)
(School

Survey)

(School

Panel)

(School

Longitudinal

Survey)

(Panel

Survey

Design)

(Education 

P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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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유아부터 대학까지 학교 교육 모니터링 및 질 제고

¡ 학생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교육현안 진단 및 여론 분석을 통한 교육정책 수립 지원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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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구분 내용 금액(원) 금액
(단위: 천원) 비중(%)

합계 산출내역 200,000,000 200,000 100.0

1. 사업인건비 - - - -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20회 200,000 200 0.1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400매×500부 10,000,000

12,140 6.1자료복사비 50원×50쪽×20부×20회 1,000,000

소모품비 114,000원×10회 1,140,0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중회의실 대실료 500,000원×3회 1,500,000 1,500 0.8

51. 국내여비
시내교통비(세종시 등) 20,000원×3명×3회 180,000 

960 0.5
국내여비(세종시 등) 130,000원×2명×3회 780,000 

52. 국외여비 - - - -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구입비
 - 국외도서 구입비 50,000원×10종×10회
 - 국내도서 구입비 20,000원×10종×15회

8,000,000 8,000 4.0

7. 전문가활용비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5인×10회 10,000,000 

18,100 9.1

중간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 평가수당 200,000원×7명 1,400,000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명 500,000

번역료(한국어↔영어) 10,000원×250매×2회 5,000,000

8.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0명×20회 6,000,000 

12,100 6.1
연구진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0명×15회 4,500,000 

전문가협의회 약식간담회비 8,000원×10명×10회 800,000 

연구진협의회 약식간담회비 8,000원×10명×10회 800,000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검사지 개발 용역비(예비검사 포함)
 - 35,000,000원×3개 학교급(초/중/고)×1종

105,000,000

147,000 73.5
설문지 예비조사 용역비
 - 42,000,000원×1회

4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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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

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용에 대한 현황)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연구용역(교육측정·평가 및 교과교육 전문가)

필요성
검사 문항 개발을 위해 다수의 교과교육 및 교육측정 전문가가 요구되며 

관련 연구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기관에 연구용역 의뢰 필요

주요내용
학교급(초/중/고) 간 수직 동등화 검사 문항 개발, 예비검사 실시 및 

검사 문항 양호도 분석

예산(천원) 105,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52.5%

위탁 유형 외부용역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설문조사 리서치 업체

필요성
조사 실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전문 리서치 업체에 용역 의뢰 필요

주요내용
학교급(초/중/고)별 설문 조사 실시

(학교섭외, 데이터 입력 및 클리닝)
예산(천원) 42,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1%



나. 협동연구사업

나. 협동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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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Ⅵ): 지속가능발전교육

과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SDGs 범 분야 실천 전략

▣ 연구책임자

   ○ 안해정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교육 분야의 개발협력 전략을 포괄적 구상의 중장기 과제의 

추진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정부가 국제개발협력 의

제를 선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개발도상국이 2030년까지 교육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인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7개 세부목표(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 취약계층 교육, 문해·수리 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등)와 범분야적 측면에서의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

략을 연차 계획에 따라 마련하고자 함.

 ○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교육개발협력의 목표와 전략

을 구체화하고,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및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

록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본 과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목적으로 교육의 각 영역을 심층적으

로 고찰할 뿐만 아니라 범분야(Cross-cutting)적 측면에서 다른 분야 SDGs 목표들

과의 연계선상에서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마련하는 과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2015년 9월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의 미래 개발협력의

비전을 제시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채택하였으며, 새로운 개발목표에 따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도 재편되었음.  

  ○ 17개 목표(Goals)와 169개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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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 환경, 경제 등 개발과 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각 목표의 세부목표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의 네 번째에 해당되는(SDG 4) 교육 목표의 경우에도 7개의 세부목표와 

3개의 이행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분야의 전 영역을 다루고 있음. 이렇게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세부목표

를 내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 교육개발협력사업 및 프

로그램을 연구·개발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범분야적 측면에서 교육 목표와 

다른 분야의 목표들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교육 목표의 달성이 SDGs 전체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마련해야 함.

 □ SDG 교육의제는 영유아 및 초등교육의 질적인 완성과 함께 전기중등교육의 무상

의무교육 실현, 그리고 후기중등교육의 정비와 고등교육의 성장, 평생 학습까지 전 

생애적 관점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두에게 공평한 양질의 교육

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OECD 등의 국제 사회는 한국의 교육을 수월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한 모범

적인 교육모델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교육시스템은 한국의 비약적인 

사회경제적 성장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SDG 4.7은 “2030년까지 모

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

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정신

은 SDG 교육목표인 SDG 4(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전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

과 세계시민교육의 정신이 각 국가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학생평가, 교사교육 

등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SDG 4를 포함한 전체 17개 SDGs의 달성 과

정에서 요구되는 지식, 역량, 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SDG 교

육목표(SDG 4) 및 전체 SDGs와의 연계를 분석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

교육의 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개도국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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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SDGs 달성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

력을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제 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는 ‘협력과 연

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을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비전

으로 제시하고 있음.

  ○ 또한,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도 ‘국제사회 SDGs 이행 지

원’을 2021년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 과제

로 ‘개도국 SDGs 달성에 기여’를 제시하는 등 개도국의 SDGs 이행에 기여하는 

것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본 과제는 개도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 교육개발협력의 실천 전략을 마

련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에 부합함.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에 걸쳐 SDG 4.1부터 4.7까지 7개의 SDG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교육 

목표(SDG 4)의 달성이 다른 16개 SDGs 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

는 데 의의가 있음.

▣ 연구 목적

 □ 총 6개년의 마지막차 년도 연구인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이라는 전체 연구의 목표 아래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

육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쟁점을 국제적 맥락과 개발도상국의 맥락에

서 탐색하고, 국내외 관련 개발협력사업 사례와 지표개발 현황을 파악하며, SDG 4

와 나머지 16개 SDGs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전체 SDGs 달성에 기여하는 교육개발

협력의 실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음.

  ○ SDGs로 대표되는 글로벌 가치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

서 동시에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추진이 필요한 만큼 본 과제에서는 

SDGs 달성과 우리나라의 신남방·신북방 및 일자리 정책 등 국가 전략을 고려하

여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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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 과제명 : SDG 4.7 세계시민교육 
지표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자(년도) : 박종효 외(2018,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 연구목적 : 세계시민교육 및 SDG
4.7 지표에 관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글로벌 지표에 관한 주요 논의를 
정리하고, 최신 SDG 4.7.1 지표
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국내외 연
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탐색함.

· 문헌분석 : SDG 4.7 지표와 관련
하여 국내외적으로 발간된 보고서
분석

· 전문가협의회 : 지표 개발의 목표 
및 방향 설정을 위한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논의

· SDG 4.7 지표의 목표를 파악하고 
지표 개발 현황을 분석함.

· TCG4의 SDG 4.7.1 지표 개발 현
황을 파악하고, IBE 국가교육과정 
분석 연구와 MGIEP의 세계시민교
육 현황 분석을 요약함.

· SDG 4.7 지표 개발을 위한 가용한 
데이터(IEA 국제시민의식,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대학생용 세
계시민의식 척도 등)를 탐색함.

· SDG 4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 체
계(가칭, 교육개발협력 분과위원
회)를 기존의 ‘국제개발협력위원
회’의 틀 안에서 제안함.

· SDG 4.7 지표 개발의 주요 쟁점과 
기본방향을 제시함.

2

· 과제명 :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
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연구자(년도) : 황세영 외(20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목적 : 국제사회 의제와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을 통해 강조되
고 있는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해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문헌분석 :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논의의 흐름을 정
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 세계시민
의식의 실태 및 효과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

· 전문가협의회 : 국내외의 관련 정
책 및 민간분야 사업 현황을 파악

· 설문조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세계
시민의식 실태 조사

· 사례분석: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
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5개 사
례 조사 분석

· 델파이조사: 청소년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9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세계시민의식의 
정의와 주요 구성요소, 교사 및 청
소년지도자의 필수 역량 개념에 
대한 합의 도출 

· 세계시민의식의 개념을 시민의식의 
관점에서 제시함.

· 청소년들이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세계시민의식을 함
양할 수 있는 활동 기회 제공이 
필요함을 제시함.

·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
해서는 활동의 추진 주체 간 네트
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함.

· ‘글로벌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1)글로벌 청소년 
활동 기반구축, 2)글로벌 청소년활
동사업 추진, 3)글로벌 협력 네트
워크 구축의 정책과제 및 17개 세
부 과제를 제안함.

3

· 과제명 :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실천방안 연구: 교육분야
를 중심으로

· 연구자(년도) : 안해정 외(2016,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목적 : 국내 교육개발협력 사
업 현황 및 사업 주체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SDG 교육 
목표 의 구조 및 내용적 분석을 
통해 SDG 교육 목표의 효과적 
실천을 위한 방안을 도출함.

· 문헌분석 : SDGs 및 SDG 교육 목
표의 특징 분석
· 국제협력연구 : 일본, 노르웨이, 중
국의 SDG 교육 목표 달성 전략  
및 국내 교육개발협력에 주는 시
사점 파악
· 통계분석 : EDCF ODA 통계자료
를 SDG 교육 목표의 틀로 분석하
여 한국 ODA 사업의 현주소 진단

·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 면담: 시민
사회단체, 대학, 시도교육청, 정부
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개발협력 담당자 대상

· 전문가협의회 : 정부부처, 연구기
관, NGO를 포함한 교육개발협력
분야 전문가 대상 

· 국제회의 참관 조사: SDG 교육 지
표 관련 TCG 회의(워싱턴디씨, 5
월) 참석, SDGs 국제컨퍼런스(뉴
욕, 9월) 참석

· SDG 4(교육목표)의 세부목표에 대
한 포괄적, 전략적 접근 및 정책 
연계성 강화, 국가 및 지역 수준
별 접근, 사업주체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강화,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확립이 SDG 4 실천을 위해 
필요함을 제안함.

· SDG 4 실천을 위한 기본 원칙으
로 (1) 연구기반, (2) 전략적 접근,
(3)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4) 모
니터링, 평가시스템 구축, (5) 파트
너십 강화를 제시함.

· 세부목표별 추진 방향(질적, 양적 
성장 추구), 각 세부목표 실천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와 수행 주체
를 제시함.

· SDG 4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 체
계(가칭, 교육개발협력 분과위원
회)를 기존의 ‘국제개발협력위원
회’의 틀 안에서 제안함.

· SDG 4 달성을 위한 향후 15년 간
의 로드맵을 ‘기반 구축기(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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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 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6개년에 

걸친 연속 과제를 수행함. 

  ○ 1차년도에서 6차년도까지 총 6개년에 걸쳐 SDG 4의 7개 세부 목표에 대해 심층적

으로 분석함. 각 세부목표별로 핵심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핵심 주제에 대한 

내용 분석과 함께 세부목표의 실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행 방안(예, 4.a, 4.b, 4.c)

의 활용 전략을 마련함. 마지막 6차년도 연구에서는 SDG 4.7(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전략 마련과 함께 앞서 수행한 연구를 종합하면서 동시

에 다른 SDGs 16개 목표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SDGs 범분야에 대한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마련함. 

‘집중 추진기(21~25) ’성과 평가 
및 발전기(26~30)‘의 3단계로 구분
하여 제시함.

본 연구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개발도상
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SDG 4.7)을 중
심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할 교육
개발협력의 실천전략을 마련하고
자 함. 나아가 SDG 교육목표와 
전체 SDGs와의 연계성을 파악
하여 SDGs 범 분야의 이행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전략을 마련
한다는 측면에서 구별됨.

· 문헌분석 : 관련 선행연구 및 국제
기구, 각 권역기구, 정부출연연구기
관, 대학, 국제NGO 등의 문서, 자
료 분석 

· 사업사례분석 : 국내외 관련 분야 
개발협력 사업 중 향후 SDGs 달성
을 위한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를 분
석

· 면담조사(FGI) : 관련 전문가 면담 
조사

· 해외 현지조사 :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사업 사례 
및 지표 개발 현황, 동향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 

· 연구세미나, 정책포럼 및 전문가협
의회 개최 :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
로 하는 연구세미나, 정책포럼 및 
협의회 개최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내에서 
SDG 4.7(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
계시민교육)의 내용과 쟁점 분석 

· 글로벌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개발
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
계시민교육 관련 현황 분석

· SDG 4.7 지표 개발 현황 및 쟁점 
분석

·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과 SDG 4, 전체 SDGs와의 연계성 
분석

·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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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차별 연구 계획 개요

 □ 1~5차년도 연구 성과

연차

(년도)
주요 성과

1차년도

(2017)

·기초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실천 전략을 SDGs 교육목표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초
교육의 핵심 주제별로 제안함.

·①교육제도 및 정책, ②교육과정 및 평가, ③교육시설 및 학습 환경, ④교사 
훈련, ⑤교육 형평성, ⑥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핵심 주제별 정책을 제안함.

·각 핵심 주제별로 정책 및 전략, 모니터링, 재정 확보, 옹호 활동의 틀에서 실
천 전략을 도출함.

·기초교육 수준별로 개도국을 유형화 하였으며 국가유형별로 기초교육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제안함.

2차년도

(2018)

·SDGs 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TVET) 분야 개발협력의 실천 전략을 제안함.
·SDG 4 및 SDG 8에서 강조하고 있는 TVET 분야의 핵심과제를 ①제도 및 정책, 
②교육과정 개발, ③교사 및 훈련가 양성, ④인프라 구축, ⑤모니터링 및 평가로 
파악하고, 각 과제별로 정책제언을 도출함

·TVET 수준별로 개도국을 유형화 하였으며 국가유형별로 TVET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제안함.

3차년도

(2019)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가 추진할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실
천 전략을 ①기회 확대, ②질 제고, ③지속가능성 제고의 측면에서 제안함.

·SDG 4.3에서 강조하고 있는 고등교육 핵심 이슈인 ①접근성, ②질 보장, ③이동
성, ④ICT를 포함하는 과학기술교육, ⑤융합교육, ⑥고등교육 혁신을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함.

·개도국 고등교육 수준별로 개도국을 유형화 하고 유형별 개발협력 전략을 제
안하였으며, 더 나아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중점협력국가 내의 고등교육 동향
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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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쟁점 분석

  ○ SDGs의 맥락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을 파악함.

    - SDG 4.7의 내용적 특징을 파악함.

    -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을 분석함.

  ○ SDGs 및 국제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과제를 분석함. 

  

 □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현황 분석

  ○ 우리나라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함.

  ○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관련 분야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분석함.

 

 □ SDG 4.7 지표 개발 현황 및 쟁점 분석

  ○ SDG 4.7 글로벌 및 주제별 지표 개발 현황을 조사함.

  ○ SDG 4.7 지표 관련 쟁점을 분석함.

·SWOT 분석을 통해 ①기회 확대, ②질 제고, ③지속가능성 제고의 세 가지 측
면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별 실천 
방안을 제시함.

4차년도

(2020)

·개발도상국의 교육형평성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가 추진할 교육개발협력의 실천 
전략을 ①여성, ②빈곤층, ③장애인, ④기타(난민, 이주민, 소수민족, 소외지역 
등)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안함.

·SDG 4.5에서 강조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교육접근성 제고와 취약계층을 위한 양
질의 교육 보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함.

·취약계층 집단별 교육형평성 수준별로 개도국을 유형화 하고 유형별 개발협
력 전략을 제안하며, 더 나아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중점협력국가의 교육형평
성 제고 방안을 모색함.

5차년도

(2021)

·개발도상국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가 추진할 교육개발협력의 실천 전략
을 마련함.

·SDG 4.6에서 강조하고 있는 청소년과 성인의 문해력 및 수리력 향상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해 문해교육 관련 글로벌 동향 및 개발도상국의 문해 현황과 쟁점을 
분석함.  

·개발도상국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 마련에 시사점을 얻
기 위해 국내외 문해교육 관련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분석함. 

·문해교육 관련 제도 및 정책, 교사 훈련, 교육과정 및 평가 등의 측면에서 교
육개발협력 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별 실천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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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과 SDG 4, 전체 SDGs와의 연계성 분석

  ○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실천과 SDG 4 이행의 연계성을 분석함.

  ○ SDG 4.7과 SDG 4의 달성과 전체 SDGs 이행과의 연계성을 분석함.

 □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 도출

  ○ 개도국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우

리나라의 지원 전략을 도출함.

  ○ 개도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 도출

▣ 연구 추진방법

 □ 협동연구

  ○ 연구의 내용적, 방법론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학, 국제 및 해외기구 등 다른 유관기관과 협동

으로 연구를 수행함.

 □ 문헌분석

  ○ 국제기구(UNESCO, WB 등), 각 권역 협의체(ASEAN, ADEA, OEI 등), 외교부 및 

교육부, 기재부 등의 정부부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및 학계 NGO 등에서 연구된 선행 연구를 분석함.

  ○ 국제통계자료, 정부부처 및 국제기구의 공식문서 등을 분석함.

○ 관련 학술 논문 등을 분석함.

 □ 사업 사례 분석

  ○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의 관련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조사 분석함.

 □ 면담 조사(FGI) 분석

  ○ 국내 교육 분야 개발협력 전문가 및 SDGs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 분야와 SDGs 

범 분야와의 연계성 및 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전략에 대해 면담 조사

를 실시하여 분석함.

 □ 해외 현지조사

  ○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사업 사례 및 지표 개발 현황, 동향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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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위해 해외 현지조사를 실시함. 

 

□ 기타 연구 활동 

  ○ 연구 세미나 및 전문가 협의회 실시

    - 연구 방향 설정 및 연구 내용의 구체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연구 세미나 및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함

  ○ 정책 포럼 개최

    - 연구 성과 및 정책 제언 검토를 위해 정부부처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

책 포럼을 개최함.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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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계획 수립

¡ 자료수집 및 선행연구 분석 

¡ 연구세미나 개최

¡ 원고 용역 실시 및 번역

¡ 사례 조사 및 분석

¡ 해외현지조사

¡ 1차 포럼 실시

¡ 중간보고서 심의

¡ 최종보고서 작성 및 검토

¡ 2차 포럼 실시

¡ 최종보고서 수정 및 보완

▣ 연구기간

연구년차 (6/6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22.1.1 종료일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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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지속가능개발목표 교육개발협력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영문) (SDGs)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국조실
¡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중점협력국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및 재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 

교육부
¡ 교육부 교육개발협력계획 수립 및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발협력사업의 방향 검

토에 기초자료로 활용   

외교부 ¡ KOICA 민관협력 사업 검토 및 SDGs 성과관리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기획재정부 ¡ EDCF 차관 사업 검토 및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V.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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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예산 

구분 내용 금액(원)
금액

(단위: 천원)
비중
(%)

합계 산출내역 77,000,000 77,000 100.0

1. 사업인건비 협동연구 인센티브(2022년) 77,000,000원×10% 7,700,000 7,700 1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30회 84,000

464 0.6
우편료 국내소포 4,000원×20회 80,000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0회 100,000
우편료 국외일반 20,000원×10개처×1회 200,000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400매×200부 4,000,000

5,850 7.6

복사 및 제본비 50원×100쪽×100부×1회 500,000
자료집 인쇄료 50원×100쪽×50부×1회 250,000
회의관련 현수막 150,000원×2회 300,000
회의관련 배너 100,000원×2회 200,000
소모품비 600,088원×1식 600,088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사무기기 임차료(복합기) 120,000원×4개월 480,000

3,159 4.1
회의실 대실료 200,000원×5회 1,000,000
회의실 전산기기 임차료 100,000원×5명×2회 1,000,000
국외출장 차량 렌트비 
100$×1,132원×1국(태국(방콕))×6일

679,200

51. 국내여비 국내여비(세종시, 서울 등 협의회 및 사례조사) 
130,000원×4명×5회 2,600,000 2,600 3.4

52. 국외여비

① 태국(방콕, ‘다’등급) 현지조사를 위한 
국외여비 (5,746,712원)

5,747 7.5

- 방문국 및 방문도시, 출장자: 태국, 방콕, 
미정(연구위원 2인)

- 출장예정일: 2022.7 (4박6일)
일비 35$×1,132원×2인×6일×1회×1/2 (렌트 
차량 이용에 따른 50% 감액) 237,720

식비 58$×1,132원×2인×6일×1회 787,872
숙박비 130$×1,132원×2인×4박×1.5×1회 1,765,920
항공료(이코노미/왕복, 도시 간 항공이동 포함) 
1,377,600원×2인×1회 2,755,200

준비금(비자발급비 등) 100,000원×2인×1회 200,000

6.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30,800원×10권×10종 3,080,000 3,080 4.0

7. 전문가활용비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5명×4회 4,000,000

22,700 29,5

면담조사 참여 수당 200,000원×20명×1회 4,000,000
중간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평가용보고서 자체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 평가수당 200,000원×7명×1회 1,400,000
연구윤리 검토비 500,000원×1명 500,000
발표자 수당 300,000원×2명×7회 4,200,000
토론자 수당 200,000원×2명×7회 2,800,000
좌장 수당 300,000원×1명×2회 600,000
원고료(전문가 원고의뢰) 10,000원×100매×2회 2,000,000
번역료(영어→한국어) 10,000원×100매×2회 2,000,000

8. 회의비 전문가 협의 간담회비 30,000원×10명×10회 3,000,000 3,000 3.9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포럼개최 용역 3,300,000원×2식 6,600,000

22,700 29,5면담조사 전사 용역 2,600,000원×1식 2,600,000

연구자문료 500,000원×27회 13,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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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비(사업계획서 내 관련 국외출장 세부내용 추가 정리)

※ 코로나 19 장기화 시 구체적 예산활용방안

코로나19 등으로 국외출장 불가시 대응 계획

대응방안

*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담당자와 온라인 전문가 

협의회 개최

* 해외 전문가 원고 집필 의뢰

*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비목 금액 비목 산출근거
금액

단위 : 천원

국외여비 5,747천원

전문가활용비

원고료(전문가 원고 의뢰)
10,000원×100매×1회

1,000

번역료(영어→한국어)
10,000원×100매×1회

1,000

회의비
온라인 전문가 협의회 간담회비

30,000원×11인×2회
잡비 86,712원

747

외부용역비 및 부담
금

홍보동영상 제작
3,000,000원×1회

3,000

소계 5,747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 글로벌교육협력연구실, 2명

출장 기간  ․ 7월 (4박 6일) *일정 변동 가능
출장지(방문기관)  ․ 방콕(유네스코방콕사무소)

출장자 역할
 ․ 원내연구진 총 2인: 1인(신남방국가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사업사례 

조사), 1인(아태지역 SDG 4.7 성과지표 개발 현황 및 사업 수요 조사)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의 SDG 4.7 실천 현황 및 성과지표 개발 현황 조사

사업과의 관련성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현황 및 쟁점 파악

․SDG 4.7 지표 개발 현황 및 쟁점 조사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를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SDG 4.7 이행 현황 조사

․국제기구(UNESCO)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SDG 4.7 성과지표 개발 현황 파악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유네스코방콕사무소는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를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SDG 4 이행을 총괄하고 있음.

․따라서, SDG 4.7의 주요 내용인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현황과 관

련 쟁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함.

구체적 기대효과
 ․ 국제기구 방문을 통해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함. 

 ․ 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협의회를 통해 연구 결과 도출에 시사점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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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위탁 유형 전문가 활용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미정(교육 분야 개발협력,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활용 예정)

필요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연구 성과 제고

주요내용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자문 및 집필

예산(천원) 13,5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17.5%

위탁 유형 원고 위탁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유네스코(미정)

필요성
유네스코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사업 사례를 

조사하고 성과를 분석

주요내용
개도국에서 시행된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사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원고 집필

예산(천원) 2,000천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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