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0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진숙
(jeena@keris.or.kr)

한국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미래교육 혁신 방향
지능정보기술과 교육의 융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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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 변화에 맞춘 교육체제 혁신 요구

Ｉ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으로 학령인구의 감소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4로 OECD 평균 1.70보다 낮은 수준(통계청, 2015).
• 한국의 경우, 2026년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
• 학령인구의 감소는 교원수급, 학교시설 유휴화, 지역별 교육 격차 심화 야기

Ｉ경제 양극화에 의한 교육 양극화 심화로 교육 기회 불균형

• 가구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지출 비용의 양극화를 초
래하여 교육 기회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초래

Ｉ다문화 교육 지원의 필요성 증대
•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는 2015년 대비 20.2% 증가한
99,186명으로 10만 명에 이름(교육부, 2016).
•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확대,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등

Ｉ국제적 교육 경쟁의 심화
• 오프라인(off-line)과 온라인(on-line)의 경계가 흐려지고, 국가간 교육과정
공유, 국가 간 장벽을 넘어 전 세계를 넘나드는 교육 경쟁 심화

ICBM
출처 : 김경훈(2016). 4차산업혁명과 기술트렌드. KERIS미래교육포럼 재인용

머신러닝, 딥 러닝, 빅 데이터 등 기술은 기계가 인간처럼 사고하도록 발달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적용 가능성 검토

O2O, 증강현실, 가상현실에 의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들, 스마트카, 원격진료, 가상실
험실 등은 물리적 일상, 사회경제활동 전반을 가상화
학습자의 경험 확대 및 미스매칭 해소

디지털 네트워크와 모바일 정보기기의 확산은 인간이 교류할 교류의 범위를 확대
개인이 아닌 공동체 속의 삶(역량 개념 확대)

출처 : ETRI (2015). ECOsight 3.0: 미래사회 전망.

Education vs Work skills : What do employer really want?

인지적지능, 사회정서지능, 감성 지능… 그리고 신체적 지능

출처 : 김경훈(2016). 4차산업혁명. KERIS미래교육포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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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요) 공교육과 관련이 없는 다양한 자격증이 나타나고, 전문가 의존 감
소. 직업 능력 개발에 초점. 대안적 형태의 학교가 많아짐
(교육 제도) 향후 10년쯤 후에는 졸업장보다는 검정고시(학력인증)를 보는 학생
수 증가. 고교와 2년제 대학의 경계는 점점 흐려질 것임. 4년제보다 교육성과가
좋은 2년제 대학이 늘어날 것임
(교육 방식) 학습 공간의 공유가 활발히 일어나고, 게임과 학습의 경계가 모호
해질 것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광범위하게 활용. 체험 중심, 프로젝트 학습 확
산. 관심이 같은 동료들과 그룹을 지어 학습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
(교육 자료) 교육의 오픈소스가 광범위하게 채택. 콘텐츠는 디지털로 전환

출처 : EU JRC(2010). The Future of Learning : New Ways to Learn New Skills for Future Jobs.

출처 : http://www.nmc.org/nmc-horizon/

Themes

Connectivity
Reflection

Extension

Embodiment

Personalization

Pedagogies

크로스오버학습(Crossover learning)
논쟁을 통한 학습 (Learning through argumentation)
우연 학습 (Incidental learning)
맥락기반 학습 (Context-based learning)
컴퓨터적 사고 (Computational thinking)
원격 실험실을 통한 학습 (Learning by doing science with
remote labs)
체화학습 (Embodied learning)
적응적 학습 (Adaptive teaching)
감정분석 (Analytics of emotions)
스텔스 평가 (Stealth assessment)
출처 : http://www.open.ac.uk/blogs/innovating/

학습자의 학습 경험과 기회 확대, 학습에의 몰입과 참여, 학습의 개인화, 맞춤화
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으로의 변화(Connectivity, Authentic, Embodiment,
Reflection, Adaption)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학습 경험 융합(Blended Learning), 교과간, 학문간 융합(STEAM
Learning), 형식교육과 비형식 교육의 융합(Crossover Learning), 과학적 논쟁과 맥락 기반
학습(Context-based Learning) 등

“메이커, 창작자 = 복합적 사고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 활동 확산
: 시공간을 넘나드는 협력 활동, 실생활에서의 적용을 염두에 둔 프로젝트 학습, 과제 기
반 학습 활동(디퍼러닝) 등

학습 활동 전반에 걸친 기술과 교육과정의 융합이 확대
: 학생들의 학습 활동은 기술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되고, 분석되어, 학습 개선 정
보로서 교사와 학생에게 제시되고, 이러한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 기술이 전반적인
평가 체계를 바꿈. 적응적 학습(Adaptive Learning)과 스텔스평가(Stealth assessment)
등

칸랩스쿨 https://www.altschool.com/

• 칸아카데미의 교육 철학을 오프라인 현장으로 적용한 학교. 2014년 설립.
※칸아카데미 : 살만 칸이 2008년도에 설립한 비영리단체. 동영상 학습 콘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

• 5~12학년이 재학. 나이별로 나누지 않고, ‘로어스쿨(Lower School)’과 ‘랩
X(Lab X)’로 구분. 로어스쿨은 초등 학년 수준. 랩X는 중고등 수준.
•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협력 프로젝트 학습, 개개인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한 맞
춤 학습. 시험 평가가 없음.

미국 알트스쿨 https://www.altschool.com/
• 구글 직원이었던 맥스 벤틸라가 2013년도 설립. 민간 투자 유치.
• 아이의 흥미와 특성에 따라 반 편성(무학년제). 마이크로학교 철학 추구. 작은 집단 수업,
맞춤화 수업 제공. 교사, 부모, 학생의 협력 관계, 포트폴리오 기반 학습, 기술의 적극적
활용(콘텐츠, 학습 관리, 평가, 학습 분석 등)
• https://www.facebook.com/makeyourfutures/videos/611443762330235/

네덜란드 스티브잡스 학교 http://stevejobsschool.nl/
•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혁신학교,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학생 스스로 장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ICT의 적극적 활용
• (교육과정 운영) 4살부터 12살까지 입학,
담임교사, 학년 없음. 맞춤식 교육을 위한
O4NT(The Education For a New Era
Foundation) 제공
• (학습 운영)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30분.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까지 코어
시간.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각 분야별 전문가가 개인의 수준과 속도에
맞춘 교육 실시.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는 워크숍, 프로젝트 수행,
독립 과제, 스포츠 등 여러 활동을 선택해서 활동. 코치는 IDP(Individual
Development Plan) 관리. 코치, 학생, 학부모가 6주마다 IDP 실천 상황 확인.

핀란드 알삘라 중고등학교
• (교육과정 운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1년을 5개 학기(period)로 구분 운영, 1학
기는 7주로 구성(단계별 성과 측정과 학습 계획 수정이 용이. 한 학교 과목 수가 적
고, 집중이 용이). 입학과 동시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3자가 모여 ‘3년간의 학습
계획(study plan) 작성, 이를 근간으로 매학기 학생 개인의 시간표를 스스로 작성.
학년이 끝날 때 다시 3자가 모여 ‘3년 학습계획’의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 정보 교
환이 이루어짐. 학습 계획 수정이나 변경 가능
• (교수학습 실천)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개별화 수업. 한 교실에 보통 15-20
명 정도의 학생이 수업을 받음. 이들 모두에게 개별 수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다시 5-6명 정도 그룹을 형성하여 프로젝트 수업 운영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16). 고교 운영 체제 혁신 방안. 미발간

(종합) 짜여진 시간(bell schedule), 정해진 교과, 물리적 환경 등 전통적 학교
구조와 학습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실천적 변화 움직임이 글로벌하게 확산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이 학교 단위로 융통적으로 운영. 무학년제. 선택형 교
과 과정, 교육목표 설정, 선택형 교과 과정, 평가 방식, 운영 편제 등
(교수학습 실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학습 계획 수립. 프로젝트
학습과 융합 학습. 국가 단위 기준을 기반으로 학습 수행 평가
(학부모의 참여) 학습 계획 수립과 성과 진단, 개선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가 일
반화. 학습계획서에 의한 객관적 상담
(ICT 융합)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 지원과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 개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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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혁신 방향은 교육과정과 콘텐츠, 교수학습 실천, 학습 평가, 학
교 제도 및 교사의 역할, 학교의 역할과 기능 확대, 학습 환경 측면에서
관련 핵심어를 구조화하여 가설 수립
• 미래 교육과정은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교과, 교과간 융합으로 개인의

교육과정
과 콘텐츠

요구와 관심, 선호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의 진화와 이를 지원하
기 위한 교육과정 정보 자원의 관리가 중심이 될 것임
• 미래 교수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배워나가는 참여 중심 학습(Learning to

교수학습
실천

learn)으로 온오프, 학문간 융합과 협력학습이 확대되며, 지능정보기술의 융
합을 통한 적응적 학습(Adaptive learning)이 구현될 것임

• 미래 학습평가는 고차원적 사고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
될 것이며, 학습자가 학습 수행 과정과 결과에 참여하고, 기술적으로 평가의

학습 평가

객관성과 학습 개선을 지원하는 학습분석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임

• 미래 학교는 학력 인증기관으로서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고, 학교 운영의 자

학교 제도

율성과 학습 선택권이 확대될 것임. 이를 위한 교사의 역량 계발이 자발적 학

와 교사의

습 조직에 의해 활성화될 것임

역할
• 미래 학교는 학교 밖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가 확대되고 개방될 것이며, 다양

학교의 역
할과 기능

한 계층과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모바일 학습과 학습 인증이 확대될 것
임

• 미래 학습 공간은 기존 강의형 교실 중심에서 다양한 학습 활동이 가능한 공
간으로 재구조화될 것이며, 학습 경험 확대를 위한 지능화된 공간으로 변화될

학습 환경

것임

국내 전문가 132명을 대상으로 미래교육 혁신 방향 예측에 대한 바람직
한 정도, 실현 가능성을 설문 조사한 결과, 바람직한 정도 평균 4.5점(매
우 동의), 실현 가능성 3.9점(동의)으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동의

맞춤형 교육

참여 중심 교

과정 운영과

수학습 실천과

자원 관리

적응적 학습

열린 학습

수행 중심

가치를 창출하는
학습자
Creative Learner

환경과 클라
우드

학습평가와
학습 분석

학교의 역할

교원의 역할

확대와 모바

강화와 학습

일학습

조직

창의적 학습자 양성을 위한 통합적 혁신
교육적 인재상 설정 : 창의적 학습자(Creative Learner)
교육적 인재상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인간에 대한 자기 이해를
전제로 하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정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창의적 학습
자를 지향
“바른 인성을 가지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으로 새로운 지
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교육,
2015)
개인적 가치를 넘어선 사회 공동체의 가치 창출로 확대

학습생태계 조성 :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
학습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인접 환경으로서, 학습공동체는 국가, 사회, 학
교, 가정의 역할 범위내에 존재
학습공동체는 자율과 협력, 신뢰에 기반한 합의, 연계, 개방의 성격을 지님

미래 교육과정은 개인의 요구와 관심, 선호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진화시키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 위계와 관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Learning Map(지식지도) 제공

국가 수준에서 최소한의 핵심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제시
- 학교급과 학년별로 이수해야 하는 최대한의 교육과정(maximum)에
서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교육과정(minimum
requirement)으로 설정
- 핵심 성취기준은 학년군이나 학교급별로 규정하고, 성취기준별로 학
생의 성취수준을 절대평가에 기초하여 제시
- 재학중인 모든 학생들이 핵심 성취기준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지원해 주고, 이를 확인하는 학습 성과관리 체제 도입(I-Advisor)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완전 자율성 부여
- 핵심 성취기준의 교육을 위한 실천 과정에서 학교, 교사, 학생의 교
육과정 편성 및 운영권한 확대
- 국가 차원에서 핵심 교육과정의 주요 개념 요소간 상호 관련성과 위
계성을 파악하여 각 요소간 관계와 순서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Learning Map(지식지도) 구성

미래 교수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배워나가는 참여 중심 학습(Learning to
learn)으로 온오프, 학문간 융합과 협력학습을 확대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융합
을 통한 적응적 학습(Adaptive learning)을 실현

적응적(adaptive) 학습의 정교화
- 학습 성취수준과 기준에 따라 학습자별 다양한 학습 경로를 제공하
는 맞춤형 개인학습 모듈 개발
- 적응적 학습의 실천을 정교화하기 위해 학습자 수준에 따라 목표 차
별화(초중학교 : 개인화, 고등학교 : 개별화)
융합형 프로젝트학습 설계 및 실천
-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양한 교과목,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간의 연계
를 구현하는 융합형 프로젝트학습 모형 개발
- 융합형 프로젝트학습을 실천하기 위해 수요에 따른 온오프 혼합 수
준을 차별화(I-Tutoring)
* 정규 수업 과정에서는 교사의 재량에 따라 소그룹활동, 토론 등 특정 요소에서 온라
인 요소를 통합, 가정과 방과후 연계, 특정 역량 습득 등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온라인 모듈을 활용하여 필요한 학습을 보충, 심화하는 방식을 적용

미래 학습평가는 고차원적 사고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
하며, 학습자가 학습 수행 과정과 결과에 참여하고, 기술적으로 평가의 객관성
과 학습 개선을 지원하는 학습분석 서비스를 활용

핵심 성취 기준 및 수준에 맞는 평가 준거 개발
- 학년군이나 학교급별로 규정된 핵심 성취 기준에 맞는 평가 준거(4
단계 성취 수준)와 다양한 문제 유형 제공
- 진단평가, 형성평가 등 상시 학습과정 중심 평가 지원 기능 및 교사
의 평가 전문성을 보완하는 다양한 지원
학습포트폴리오 및 학습분석 기반의 학습 개선 서비스(I-Facilitation)
- 개인화된 학습 설계 및 수행 평가의 기본이 되는 학생들의 학습 과
정, 학습 활동 결과를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학습포트폴리오 생성
- 학습 활동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체계(데이터 수집→저장 및 처리→
분석→시각화) 마련
- 학습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역량, 성취수준 등과 연계된 학습 경로
안내 및 개별화 학습이 가능한 1:1 맞춤학습 처방 제공(I-Tutoring)

미래 학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사의 역할을 학
습 컨설턴트, 진로 상담가, 의사소통 전문가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발적 학
습 조직을 활성화

학습자의 학습선택권 확대를 위한 무학년제 및 학점제 도입
- 지식과 이해 위주의 인지적 교과 학습의 영역에서 학습자의 학업성
취 수준과 학습속도에 맞는 무학년제 도입
- 비인지적 교과, 동아리, 봉사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에는 학
년을 유지하는 유연한 학제 운영
-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학생의 학습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
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점제 도입
학교, 교원, 학부모간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한 학습 커뮤니티 활성화
- 교사들의 자율적인 학습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동아리 지원을 확대
하고, 모든 교사들이 학습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현직 연수에 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교원자격 갱신
제와 연계 추진
-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 학교의 학습 과
정 운영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소통 활성화

미래 학교는 학교 밖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학교 시설을 개방하며,
다양한 계층과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모바일 학습과 학습 인증을 제도화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밖 자원 연계 과정 개발 및 적용
- 학습자의 학습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학교급별 교육과정 확대 운영 모
델 개발
* 초등학교의 경우, 인지적 학습보다는 창의체험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문
가 온오프 초빙, 지역문화센터 연계 과정 운영,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운영과 연계한
진로, 직업 탐색 교육과정을 지역사회 온오프 초빙, 지역사회 시설과 과정과 연계하여 운
영,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선택제 확대 및 진로탐색학기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학교연
합 공동 교과과정 개설, 지역사회 위탁 등)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활동에 대한 인증 기준 개발
교육 수요별 모바일학습 운영 및 인증 확대
- 학교 교육과정 범위내, 제도권 밖의 교육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대
상 범위 규정 및 모바일학습 시스템 개발(I-Tutoring)
- 교육 수요별(교육과정 보완 및 대체) 학습 및 학력 인증 기준 개발

미래 학습 공간을 기존 강의형 교실 중심에서 다양한 학습 활동이 가능한 공
간으로 재구조화하고, 학습 경험 확대를 위한 지능화된 공간으로 변화시킴

학습자 중심 학습을 위한 학습 공간 및 시설 재구조화 모델 설계
- 개별화된 교수학습 지원, 융통성 있는 학습공간 활용, 지역사회 연계
등을 기반으로 한 물리적 학교 시설 재구조화 모델 개발
* 강의식-> 상호작용적 협력 공간, 학년/교과 중심->활동 중심 공간 등

- 다양한 주체와 단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시설 및 인프라 개
선 사업에 적용이 가능한 미래학교 환경 구축 가이드라인 정립 및 제공
정보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학습 환경 구축
- 언제 어디서나 수요자가 원하는 학습 정보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교육 환경 구축(BYOD 정책 도입 등)
- 다양한 학교환경과 교육과정운영에 적합한 EduTech 환경 구성 모델
개발∙보급

4장.
지능정보기술과 교육의 융합 방향

기술

내용

인지컴퓨팅
(Cognitive Computing)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컴퓨터가 인간과 같이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모델의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기술
기 프로그램화된 논리(로직)나 정형화된 규칙 등을 바탕으로 발생되는 데
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수리/수학적 알고리즘

딥러닝
(Deep Learning)

기계학습과 유사하지만 인간 신경망을 모델화하여 새로운 데이터 셋을
예측하는 기술

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하여 인간처럼 말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음성 인식
(Speech recognition)

인간의 발성하는 음성을 이해하여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문자 (코드) 정
보로 변환하는 기술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이 마치 실제 주변 상황·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
는 인간-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

많은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여, 미래에 실
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

지능엔진
(Intelligent agent)

인공지능적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엔진
사용자를 보조하고 반복된 컴퓨터 관련 업무를 인간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엔진

시멘틱웹
(Semantic web)

컴퓨터가 정보자원의 뜻을 이해하고, 논리적 추론까지 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 웹
출처: NIA(2010). Tractica2015

한국의 에듀테크 스타트업
KnowRe는 대화형 문제 게임과 개인화된 교육과정이 합쳐진 적응적 수
학 학습 프로그램
각 단원을 클릭하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나타나고 학습자의 오답과 시
도횟수 등을 분석하여 수행 결과와 보충 학습자료가 제시

교사용 대시보드에서는 교사가 전체 학
생의 진행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전체 클래스의 진행상
황을 추적할 수 있는 학습관리 기능으로
구성
KnowRe의 적응적 학습 플랫폼은 지식을
기본 구성 요소 (Knowledge Units ™)로 분
해하고 학생, 교사 및 학부모에게 개인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와
교육과정을 제공
KnowRe는 개별 단위 지식에 대한 학습
뿐만 아니라 단위 지식 간의 이해 수준을
평가 할 수 있음. 이를 기반으로 해당 지식
에 대한 완벽한 학습을 위해 보다 적절한
과정을 제시해 줄 수 있음

® Math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적응적 학습과는 달
리, 강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기반
으로 한 지능형 적응적 학습 플랫폼
학습자의 성취도에 기반해서 적합한 콘
텐츠를 제공하고 게임화 전략을 도입하여
학습자의 참여를 진작
Dreambox Learning Math는 학습자 당
48,000여개의 DataPoint에서 추출된 학습
이력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분석된
개인별 학습분석 보고서는 학습자 개인뿐
만 아니라 교사와 교장, 그리고 교육구 관
리자에게 제공
Dreambox Learning은 50여개의 미국 교
육구와 학교, 11개 캐나다주에서 활용, 매
일 1,000,000여개의 수학 강좌가 활용

2008년에 설립된 Knewton은 정신심리, 문항반응이론, 인지학습이론, 지
능형 튜터링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학생의 수행성과와 관련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플랫폼을 제공
Knewton의 적응적 학습 서비스 플랫폼은 학생의 강약점, 숙련도와 선
호도를 이해하고 맞춤 콘텐츠를 추천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그래프가 있
어야 이해가 빨리 되는 학생이라면 그래프가 많이 제시된 교재를 이용하
여 교육을 하고, 스토리텔링에 흥미가 있는 학생이라면 탄탄한 스토리로
구성된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음
Knewton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성취도와 패턴, 선호도
를 기반으로 학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해당 과목을
숙지하도록 지원

과목 구성: 비와 비율, 숫자 체계, 수식과 방정식, 확률과 통계, 함수, 대
수학
모든 내용 구성은 애리조나 주립대와의 협력으로 구성하여 애리조나 주
립대 교수들의 수학 강의 및 설명을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에
게 제공
수업 구성
- 각 과목당 다양한 레벨로 구성. 8~16개 정도의 진단 퀴즈를 통해 학생
수준 판단
- 진단 퀴즈 결과에 따라 학생에게 적절한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도 제공
- 각 수업은 짧게 수업 내용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전체적인 수업
내용을 커버하는 기초 퀴즈를 3~5개 정도 제공
- 이후 2~5개 정도의 세트를 제공. 각 세트는 5분 정도 강의 비디오 시청
후 해당 내용 숙지를 체크하는 연습문제를 풀고 추가적인 텍스트 및 영상
설명을 보고 바로 이어지는 문제를 품
- 마지막으로 해당 개념을 숙지했는지, 다음 진도로 나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10개의 문제로 구성된 마지막 시험을 실시

CK-12는 K-12 영역에서 교육 비용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
립된 미국의 비영리 단체
STEM(과학, 공학, 기술, 수학) 과목의 디지털 교과서 Flexbooks을 개발
했으며, 현재는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활용이 가능한 개념 단위의 자료를
개발하고 있음
CK-12 콘텐츠는 텍스트 설명, 비디오 강연, 멀티미디어 시뮬레이션, 대
화형 탐색 모델, 퀴즈, 플래시 카드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제공
로그인 사용자들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룹 기능이 포
함된 학습자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로그인한 교사들에게는 전체 Flexbook
을 활용하여 재조합할 수 있는 도구와 등록된 학생들의 학습이력 추적기
능, 퀴즈, 그룹 기능을 제공
현재 미국을 포함해서 전세계적으로 38,000여개 학교에서 활용

지능형 튜토링 시스템(Intelligent Tutoring System, ITS)
학습자의 맥락과 요구사항에 대한 적시적 피드백과 개인화된 튜토링 제
공. 빅데이터, 머신러닝, 딥러닝 등과 같은 자기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
여 ‘학습자에게 어떤 학습 컨텐츠를 언제 제공할 것인가?’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적합하게 제공
지능형협업학습 지원(Intelligent Support for Collaborative Learning)
적응적 그룹 형성(Adaptive Group Formation), 전문가 퍼실리테이션
(Expert Facilitation), 지능형 가상 에이전트(Intelligent Virtual Agent), 지
능형 중재자(Intelligent Moderation) 기능
지능형가상현실(Intelligent VR to Support in authentic environment)
가상현실 상황에서 사용자의 액션에 반응하는 서비스 제공. 학습 참여
안내 및 지능적 가이드와 지원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학교 단위의 자율성, 학습자 중심 교육, 학습 개선 목적의
평가 활동, 제도의 유연성, 학교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위해 지능정보기술의 융
합이 필수
지능정보기술 융합은 활용 자체가 미래 학습 역량의 일환이며, 교육 분야의 국
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
해외에서는 민간과 대학,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혁신을 이끔
10년을 바라보는 종합적 계획 수립하에 국가, 시도,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학습체제를 구축해야 할 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