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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술 분류

교육 기술 개요
1) 교육 기술 개요
● 교육

기술은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학습자가 수행하는 학습을 촉진
하고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는 정보기술을 말한다.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는 교육 기
술의 구성요소를 세분화해서 ITLET(Information Technology for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육 기술은 학습(learning), 교육(education), 훈련
(training)을 위해서 활용되는 정보기술을 말한다.
● 교육과

학습에는 많은 도구와 활동이 수반되고 사용자에 따라서 구분되는 인터페이스와 정
보가요구되기 때문에 교육 기술은 다계층 상호운용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다양한 교육용 앱과 콘텐츠 간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술과 데이터 분
석을 통해 개인별로 맞춤화된 학습자원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림 1. 교육 기술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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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MS Global Learning Consor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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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기술 분류
● 교육 기술은 넓게는 교육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모든 관리시스템과 교육 기자재까지 포함되지만,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 특히 학습자 관점에서 학습을 지원하는 기술로 협의적인 분류를 하기도
한다. 국제 표준화 기구와 단체에서는 협의적인 관점에서 기술을 분류하고 있다.

표 1.
구분

교육 기술 분류
기술명

온라인 콘텐츠 표현 및
전달 기술

콘
텐
츠

출처: K-ICT 표준화 전략맵 2017

설명

대응 표준화
기구/단체

- 개방형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한 구조 정보로서, 웹 페이지,
학습용 SW 호출, 온라인 포럼, 온라인 평가 등의 기능을 모
듈 단위로 연계
- 관련 표준인 IMS Common Cartridge에는 Question & Test
JTC1,
Interoperability(QTI) 및 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LTI) 등 IMS Global,
독립된 표준의 핵심 부분을 참조하여 재정의함으로써 하나의
DCMI,
규격서로 통합
LRMI
* 교육자원 공유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은 공적 표준과 사실상
표준이 공존하는 상황이므로 이들 표준 간 목적에 따라 조
합하여 활용

- HTML5와

CSS3 등 새로운 웹 기술을 이용한 인터랙티브한
콘텐츠 표현 요구
- 멀티미디어, 웹 링크 등 외부자원을 호출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
- 메모, 하이라이트, 사용자 주석처리 등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
관리할 수 있는 기능
JTC1,
교육용 전자책 표현 기술
- 표준화된 패키지를 어떤 뷰어에서든지 인식하고 표현할 수
IDPF,
(EDUPUB)
있는 구조
IMS Global
- 전자책에 온라인 평가, 학습용 SW 호출 등 이러닝 자원을
삽입 또는 연계하는 표준
* IDPF,

IMS Global, W3C 등 글로벌 컨소시엄이 EDUPUB
Alliance를 구성하여 EPUB3과 IMS Global의 교육 서비스
표준을 결합한 EDUPUB 표준을 개발하고 있음
- VR(Virtual

Reality) 및 AR(Augmented Reality) 기술을 활
용한 실감교육 콘텐츠 제작 가이드
- HMD와 NUI(Natural User Interface)기술을 활용한 학습자와
교육 콘텐츠 상호작용, 학습자-교습자간 커뮤니케이션 및
학습자간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실감형 콘텐츠 제작, 표현
- 실감형 콘텐츠를 학습관리시스템에 탑재 및 전달하기 위한
및 상호작용 기술
패키징 기술
- 권장 이용환경 및 콘텐츠 품질기준 등을 포함한 휴먼팩터

JTC1,
Web3D

* 실감형

콘텐츠를 교육환경에서 활용하는데 필요한 가이드
라인 관점의 기술

교육기술 접근성

- 디지털

자원이나 서비스에 접근할 때 사용자의 요구 및 선
호도를 기술하는 공통의 정보모델을 이용해 메타데이터를
매칭하는 방식의 접근성 표준
* IMS
 Access for All v3.0 표준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Fluid 프로젝트의 기술 참조 필요

IMS Global,
J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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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술 분류
표 1.
구분

평
가

교육 기술 분류
기술명

문제은행 및 온라인
평가 기술

출처: K-ICT 표준화 전략맵 2017

설명
- 평가시스템에서

응시자에게 문항 또는 시험을 전달하는 시
점부터 응시, 피드백 제공, 결과 제출 단계까지의 프로세스를
생명주기 관점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

JTC1,
* 현행

표준은 문제 및 시험지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여 IMS Global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학습분석 기술을
활용한 스텔스(stealth) 평가에 대한 표준화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
-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서비스, 로봇 활용 등 첨단 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개별화된 학습 경험과 매체 활용 상호
작용을 통한 학습 효과 증진을 위한 교실 및 학습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기술

스마트 학습환경
학
습
환
경
써드파티 학습용
소프트웨어 연동 기술

* 교육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교환 및 활용을 위한 정보모델
및 가이드라인에 초점을 맞춘 표준 개발
* JTC1 SC36 WG6에서 스마트 교실 및 관련 교육 자료 서술에
대한 개념적 모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구체적
표준화 대상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학습

플랫폼 내부 및 외부에 존재하는 (설치되지 않은) 학
습용 SW를 호출하고 데이터를 상호운용할 수 있는 표준
- 상업용

SW 사용을 위해 라이센스에 대한 인증체계를 포함
해야 함
* IMS
 LTI 표준을 참조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요
구된 기능 지원을 위해 개정 필요

학습자 프로파일 및
e-포트폴리오 관리 기술
학
습
자
관
리
학습 분석 기술

- 학습자의

이력, 목표, 성취도 기록 및 관리, 역량 개발 이력
및 관리, 학습분석에 따른 학습 경험 유도, 학습자의 학습기회
파악 등을 표현
- 학습자

프로파일과 연계해서 성적, 자격증 등 학습활동의
결과들을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 모델
* IMS
 e-Portfolio를 토대로 추가 개발 필요하며, ISO/IEC
20013 information technology for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에서 도출된 요구사항들을 같이 검토할 필요
있음

JTC1,IMS
Global

IMS
Global,
JTC1

JTC1,
IMS Global

- 학습

활동으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를 체계
적으로 수집·분석·가공·시각화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한
참조모델과 시스템 요구사항
- 단위

기술 중에는 주요 표준화 대상은 데이터 수집체계 및
JTC1,
AP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
IMS Global
인 등이 있음
* 정형

데이터는 교육과정, 수업계획 등 데이터베이스에 체계
적으로 정리된 정보이며, 비정형 데이터는 학습활동, 로그,
소셜네트워크 메시지 등 사용자에 의해 수시로 생성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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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산업 동향

2. 정책 및 산업 동향

정책 및 산업 동향
1) 국내 정책 동향
교육부의 교육 정보화 정책 의지와 리더십은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사회적 수요와 기
술적 변화가 정책에 잘 반영되어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교육용 콘텐츠의 혁신을 강조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모바일과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였다. 2016년말부터는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교육 정보화 정책이 눈의 띄는 변화이다.
●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사이버가정학습 정책 추진 및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 기반의 콘텐츠 공동 활용 (2004년~현재)
※ 현재는 사이버학습으로 명칭을 수정해서 사용중

●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스마트러닝 세계 4강을 목표로 ‘제2차 이러닝 산업발전 및 활성화 기
본계획’수립 (2011~2015년)
※ ‘제3차 이러닝 산업발전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 2015년부터 작성되고 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 교육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 계획’(’11. 6)과 클라우드 및 미래학교 구
축을 위한‘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발표 (2011년)
※ 2016년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발표에 교육 분야도 포함 (2016년)

● 교육부, 디지털 교과서 개발 계획 발표 및 연구학교 운영 확대 (2012년~현재)
※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사회, 과학, 영어 등 3개 교과로 확대되고 모든 학교에서 이용 가능

● 교육부-미래부 협력 R&D 과제로 학습분석 기술 개발 및 교육정보 링크드 데이터 구축
과제를 서울시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 등 민·관·학이 공동으로 수행
(2014년~2015년)
※ 초·중등 분야 학습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가공하여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하는 학습분석 기술 개발과
교육정보 링크드 데이터를 시범 구축

● 교육부,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과 전략(시안)’(’16.12)과 ‘2017년 교
육부 업무 계획‘(’17.1)에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추진 발표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실감형 콘텐츠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

2) 산업 동향

교육
분야의 산업 동향은 국내와 해외의 주요 트렌드에서 차이가 발견되는데, 주요 원인은 기술
격차가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산업은 일부 AR/VR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기술 개발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과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뚜렷한 트렌드 변화없이 교육용 콘
텐츠와 학습 플랫폼 개발에 머물러있으므로 성장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해외에
서는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ware) 서비스,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학습 분
석(Learning Analytics) 서비스, AR/VR 콘텐츠 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국내)

국내 학습플랫폼(LMS) 시장은 주로 소규모의 단기간 시스템통합(SI, System Integration) 형
태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최신의 교수 학습 및 표준 기술의 도입에 어려움이 있음
※ 변화하는 학습자의 요구 및 모바일 디바이스 활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웹 표준 및 오픈소스 활용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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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동향
● (국내)

Blackboard, Moodle과 같은 글로벌 학습관리시스템의 국내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와
함께 개별적으로 보급되고 있던 저작도구, 표절방지, 비디오플랫폼, 실시간 강의 솔루션 등 다양한
학습지원 도구들이 이들 글로벌 학습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 서비스되고 있음
※ Moodle과 같은 오픈소스를 활용한 다양한 이러닝 지원 시스템이 국내 대학에 보급되면서 국내 소규모 이
러닝 기업의 불만족스러운 유지보수 문제가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국내)

국내 이러닝 시장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매출액 규모는 ’15년 기준 3조 4,851억원(’14년 대비
8.4% 증가)
※ 영역별 서비스사업자 2조 4,491억원(70.3%), 콘텐츠사업자 6,894억원(19.8%), 솔루션사업자 3,466억원(9.9%)
※ 이러닝 매출액 100억원 이상 사업자(전체 사업자 수의 2.7% 차지)의 총 매출규모가 1조 4,251억원(40.9%)
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

● (해외)

Coursera, Udacity, edX, Udemy 등의 대표적 MOOCs 서비스 외에 독일, 영국, 호주, 중국,
일본 등이 자국형 MOOCs를 개발하여 운영 중
※ MOOCs에서 운영하는 인증(certification) 과정 운영은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고등교육 분야
이러닝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해외) Blackboard는 플랫폼에 독립적인 단위 기능의 제품들을 계속 인수 합병하면서 제품
라인을 확대하고 있는데, 2013년 이후 학습자 활동분석을 통한 경고 기능 등을 포함한
학습분석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중
※ McGrawhill Education도 ALEKS라는 학습 분석 서비스를 출시하여 공격적인 마케팅 중

● (해외) VR 헤드셋은 유적지, 박물관, 우주 행성과 같이 가보지 않은 장소에 대해 생생한 경
험을 제공하는데 유용하며 교육 도구로서의 활용가능성이 높음
※ 구글의 Expeditions 프로그램을 통해 360 비디오를 활용한 현장학습이 대표적인 사례
※ AR/VR 기업인 EON Reality는 K-12, 대학, 직업교육 등 실감형 콘텐츠 사업 추진 중

● (해외) 마이크로소프트의 HoloLens를 활용하여 대학의 인체 해부학 클래스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할 수 없는 신체기관에 대한 인터랙티브한 교육을 진행
● (해외) 오바마 정부가 초·중등 교육기관에 표준화된 평가시스템 도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평가시스템 관련되어 SBAC, PPARC 외 다수 프로젝트에 3억5천만불 규모의 예산을 지원
※ 관련 프로젝트의 평가문항 상호운용성을 위해 IMS QTI/APIP 표준이 채택되어 적용 중

● (해외) 세계 이러닝 시장은 ’20년까지 연평균 14.3% 성장할 것으로 전망(’13년 902억불 →
’20년 2,299억불)되며, 미국이 이러닝 산업을 주도(세계시장의 35% 차지, ’15년 기준)
※ 연평균 성장률(’13～’20) : (미주) 12.9%, (유럽) 14%, (아태권) 16.6%, 기타국가(15%)
출처: NIPA, 이러닝산업실태조사(2016년)

그림 2. 이러닝 시장규모 전망

Growth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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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교육 분야 연도별 주요 이슈 및 표준화 동향
2010년 이전

정책/
산업

2011년

2012년

사이버가정학습
(scorm 표준
최초 적용)

스마트교육
추진계획 발표

이러닝산업
발전법 제정

이러닝 산업발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013년

국내
표준화

(교육)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용 콘텐츠 및 게임형 및
스토리텔링 (수학) 콘텐츠 출시 등 신서비스 등장

전자출판 이러닝 융합 기술 (EDUPUB) 개발 (계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세대 온라인 평가 문항 및 서비스
기술 개발 (QTI v2.x)

Google 중심의
Gutenberg
Project

3세대 온라인 평가 문항 및
서비스 기술 개발 (aQTI)
글로벌 유통
플랫폼 기술 개발
(미래부) R&D

실감형 콘텐츠 기술 개발
(미래부) R&D
iPad, 갤럭시탭
등 단말기 출시
및 전자책 성장

스마트 기기 기반의
전자출판 이러닝 융합
서비스

학습분석 기술 참조모델/테스트베드 구축 (계속)
(미래부) 표준화 과제(14~17)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KEM) 교육 분야 최초
국가표준 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링크드 데이터
프로파일 국가표준 개발 및 채택

IMS Korea
표준화 포럼
출범

교육자원 메타데이터 국가표준
체계 개편(KS X 7001 개정 및 제정)
KEM 폐지 및 ISO/IEC 19788 도입

콘텐츠 패키징,
평가문항 등 디지털
콘텐츠 표준으로 다변화
전자출판
표준화 포럼
(ODPF)출범

EPUB2
단체표준 채택

EPUB3 (EPUB3.0)
단체 및 국가표준
채택

EPUB3 (EPUB3.0)
단체 및 국가표준 개정

ISO/IEC
학습분석 AHG
승인

SCORM 2004
(사실상) 표준 발표

국제
표준화

2016년

디지털 교과서 기반
학습분석 시범 프로젝트
(미래부) 비타민 과제

공개S/W 기반
이러닝 기술 개발

전자책 전용
단말기 국내
상용화

2015년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연구학교 운영 (계속)

애플
디지털교과서 출시

기술
개발

2014년

IMS Global
Common Cartridge
(사실상) 표준 발표

ISO/IEC
AHG for EPUB
신설

ISO/IEC
EPUB3 DTS 투표/
JWG 설립

ISO/IEC 20748
학습분석 참조모델 및
시스템 요구사항 표준 개발

ISO/IEC
학습분석 WG
신설

ISO/IEC 메타데이터 및
콘텐츠 패키징 표준 승인
전자책 표준
EPUB 2 발표

전자책 표준
EPUB 3 발표

EDUPUB
Alliance 출범

EDUPUB 표준 프로파일 개발
(사실상 표준)

표준화 추진 체계
●정보기술의 발전과 변화가 빨라지면서 기술의 복잡도도 깊어지고 있다. 그만큼 기술과 정보
간 상호운용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표
준화 추진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표준화 작업은 상호 간의 약속과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완성된다. 표준화는 먼저 공적 (de-jure)
표준과 사실상 (de-facto) 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적 표준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해
고시하는 표준을 말하며, 사실상 표준은 민간 부문, 즉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개발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말한다. 공적 표준과 사실상 표준은 지역적으로도 구분이 가능한데, 세계적
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국제 표준으로 분류하고 국내로 한정된 표준을 국내 표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3>은 상하로 국내와 해외를 구분하고 있으며, 좌우로 민간 분야와 정부 간 협의체로 구
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위는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기구 및 단체들을 가리키며, 아래는 국내
표준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기구와 단체들을 나열한 것이다. 또한 <그림 3>의 좌측은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사실상 표준화 영역을 가리키며, 우측은 정부에 의해 개발되거나 승인되는 공적
표준화 영역을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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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표준화 기구
그림 4. 교육 분야 표준화 추진 체계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사실상 표준개발
•오픈소스 SW개발 및 공유

•국제 표준개발 및 협력
•국제 표준화 추진 대상 잠재 기술 발굴

국제 표준화 기구
국제
(사 표준
실상 협
표준 력
)

표준

산
·확
보급

표준화 포럼

표준개발협력기관

협력
)
표준 표준
국제 적
(공

국가
표준
개발

유관 단체(협회,학회) 및 산업계

•국가 표준 채택 및 R&D 기획/지원
•정책 사업 추진 시 표준 활용

•표준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운영
•산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교류

사실상 표준화 기구

교육 분야에서 활용하는 사실상 표준은 크게 네 개의 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다. 교육
● 주로
기술 분야에 특화돼 있는 IMS Global Learning Consortium(이하 IMS Global), 전자출판 분
야에 특화돼 있는 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 웹 기술 전반에 대한 표준을 제공
하는 World Wide Web Consortium(이하 W3C)의 표준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메타데이
터에 특화된 표준화 단체인 Dublin Core Metadata Initiative(이하 DCMI)도 중요한 표준으로
참조되고 있다.
 내에는 위에 나열된 컨소시엄의 표준화 활동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표준화 포럼이 조
국
직돼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IMS Korea 표준화포럼과 전자출판 표
준화 포럼이 있으며, W3C 한국 사무국은 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맡고 있다. 이 중에서도 교육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IMS Korea 표준화 포럼과 전자출판 표준화 포럼에 대한 운영
현황은 보다 세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IMS Korea 표준화 포럼

Korea 표준화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320여 개 이상의 회원기관이 참여 중인 IMS
● IMS
Global의 국내 대응 포럼으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디지털 콘텐츠 표준인 ‘공통 카트리지
(Common Cartridge)’, 학습용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연결해 주는 ‘학습도구 상호운용성
(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온라인 평가를 위한 ‘문제 및 시험 상호운용성(Question
and Test Interoperability)’ 등 총 30건의 단체표준을 제정했다(www.imskorea.or.kr). 이 포
럼에서는 표준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표준을 적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IMS Global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이러닝 대회인 IMS Learning Impact
Awards의 아시아 지역 예선을 주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이러닝 제
품과 서비스가 해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에는 사이버학습이, 2013년에는 디지
털교과서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 전자출판 표준화 포럼 (ODPF)
● 전자출판

표준화 포럼은 국내 전자출판 관련 부처, 학계,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 포럼으로
IDPF의 국내 대응 조직의 성격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자책 포맷 표준,
전자책 활용 표준 등 총 13건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다(www.odpf.or.kr). 지금까지 국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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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출판 표준화 활동은 교육 분야와 유사하게 해외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표
준을 국내 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최근에는 글로벌 표준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책 DRM 상호운용성 표준, 전자책과 이러닝 서비스 연계를 위한 융합
표준(EDUPUB) 등 새로운 표준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적 표준화 기구
 적 표준은 국가가 고시하는 표준으로 국내에서는 ‘KS’, 국제적으로는 ‘ISO’가 대표적이다.
● 공
교육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제 표준화 기구의 위원회는 ‘ISO/IEC JTC1 SC36
(Information Technology for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이 있다. 위원회의 명칭에는
그 위원회의 구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하나씩 분절해 보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먼저 ‘ISO/IEC’는 두 개의 표준화 기구를 합쳐 부른 것인데, ISO는 전통적인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표준화 기구이고, IEC는 전기 및 전자제품 분야의 표준화 기구이다. 이 두 기구가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의 표준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공동
기술 위원회가 바로 ‘JTC1’이다. JTC1은 ‘Joint Technical Committee’의 이니셜이고 숫자 ‘1’은 첫
번째 공동위원회라는 뜻이다. 또한 JTC1 산하에는 분야별 소위원회 (sub-committee)가 설치돼
있는데, 그중 36번째 소위원회가 교육 기술을 전담하는 곳으로 그 위원회의 명칭이 앞서 설
명한 ‘ITLET’, 즉 ‘Information Technology for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이다.

1) 교육 기술 (ISO/IEC JTC1 SC36)
●
 ISO/IEC JTC1 SC36은 이러닝 분야의 용어,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이러닝 품질인증, 접근성
등에 대한 국제 표준을 개발하며, 최근에는 디지털교과서, 학습 분석 등으로 표준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SCORM (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 표준을 개발한
ADL Initiative나 앞에서 소개한 IMS Global 등 국제적으로 이러닝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들을 협력기관 (liaison organization)으로 지정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SC36의 표준화 범위는 크게 다음과 같은 8가지 영역에서 추진돼 왔다.
- 이러닝 분야의 용어(어휘)
- 협력학습을 위한 환경 및 기술
- 학습자 정보 처리를 위한 프로파일 및 e포트폴리오 기술
- 교육 정보 메타데이터 및 콘텐츠 상호운용성 기술
- 품질인증 및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 학습 플랫폼 및 디지털교과서 기술
- 교육 서비스를 위한 접근성 기술
- 학습 분석 상호운용성 기술
● 2 016년 6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학습 분석 서비스를 위한 참조 모델
(reference model) 표준이 최종 확정해서 국제표준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교육 분야 표준화 대상을 조사하기 위한 임시그룹(ad-hoc group)이 신설되었다. 2016년 6월
현재 SC36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정회원국가(P-member)가 26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준회원국가(O-member)가 20개로 총 4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표준화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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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화 동향

국제 표준화 동향

표준화 동향
1) 국내 표준화 동향

최근
국내 표준화 활동의 주요 특징은 학습 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 표준체계 개편과 교육과
정의 구성 요소(주제와 성취기준)를 시맨틱 웹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한 링크드 데이터 기술 적용
등 지능정보기술과의 연계를 위한 기반 조성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 교육 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 표준 체계(KS X 7001)에 대한 전면 개편 과정 진행 중
※ 2007년

제정된 KS X 7001은 IEEE 1484.21.1 LOM(Learning Object Metadata)을 기반으로 한 표준이
었으나, 2014년부터 추진된 KS X 7001은 ISO/IEC 19788 MLR(Metadata for Learning Resources)
체계로 개편 중

● 교육용 콘텐츠의 구성을 카트리지 방식으로 유연하게 구조화하는 방식과 애플리케이션을
학습 플랫폼에 설치하지 않고 실행시키는 기술 등 서비스 중심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강조한
기술 개발 추세
※ 미리

준비된 콘텐츠와 온라인 포럼, 문제은행과 같은 학습활동을 하나의 콘텐츠로 구성하는 개방형
구조의 콘텐츠 구조화 기술이 상용화 단계 진입하였으며 EDUPUB 프로파일에 포함됨

● 학습 플랫폼과 써드파티 애플리케이션 간 상호 호출과 결과 값 전달 등을 위한 메시징 기술
상용화 단계 진입
※ LTI(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표준을 기반으로 한 앱 생태계 기술인 CASA(Community App
Sharing Architecture)를 IMS Global에서 개발 중이며, LTI 역시 EDUPUB 프로파일에 포함됨

● 교육과정을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표준이 2015년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되었으며, 실제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하기 위한 엔티티 및 속성 정의 관련 표준이 후속
표준으로 개발되고 있음
● 교육부의 디지털교과서 제작 가이드라인을 전자책 표준인 EPUB3와 최대한 부합화하기
위한 표준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전자출판 표준화 포럼 내 EDUPUB 프로젝트그룹을 신설하여 EDUPUB 도입을 위한 표준화 작업 중

2) 국제 표준화 동향
● 교육

분야 온라인 콘텐츠 표준으로 2004년에 발표된 SCORM이 오랫동안 활용되었으며,
2007년 발표된 IMS Common Cartridge이 SCORM을 대체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2008년 한국에서 개최된 JTC1/SC36 총회에서 교육자원 메타데이터와 콘텐츠 패키징
등 두 분야, 총 6건의 신규 프로젝트 제안이 채택되어 2011년~2014년 사이 모두 국제표
준으로 채택
※ JTC1/SC36 분야에서 한국이 최초로 제안한 New Project(NP) 제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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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S Global을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평가, 학습용 소프트웨어 상호운
용성 표준 등이 개발되었으며, 최근 IDPF와의 협력을 통해 전자출판 표준과의 융합 시도
※ IMS Common Cartridge는 디지털 자원을 카트리지 방식으로 구성하는 콘텐츠 표준으로 온라인 포럼 등
학습활동까지 지원하면서 미국의 출판사와 플랫폼 사업자들이 널리 채택하고 있음
※ 온라인 평가를 위한 표준인 ‘IMS Question & Test Interoperability’와 학습용 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 표준
인 ‘IMS 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도 미국, 영국 등 주요 사업자들이 채택하고 있음
※ IMS Global, IDPF, W3C 등 세 개 컨소시엄이 ‘EDUPUB Alliance’를 구성하여 전자출판과 이러닝 기술 간
융합 표준 세트를 개발 중에 있으며, 2015년 5월 초안을 일반에 공개

● DPF, IMS Global, W3C가 2013년부터 교과서(교재) 출판을 위한 고유 구조, 시맨틱 어휘,
주석기능, 교육용 위젯 기능 등을 포함한 EDUPUB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2015년
5월에 EDUPUB 프로파일 표준을 처음으로 공개
※ 미국에서는

Schema.org의 어휘를 참조한 LRMI(Learning Resource Metadata Initiative) 표준을 민간
서비스에서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온라인 평가 기술은 IMS QTI(Question & Test Interoperability) 표준이 지배적이며,
HTML5 적용, 접근성 제공, 다국어 지원, 그룹문항 지원 등과 관련된 개정 이슈가 제기됨
※ 온라인

평가 표준은 평가문항의 생성, 배포/전달, 응시, 리포팅 등 라이프 사이클적인 특성을 담고 있는
표준이어서, 연결 접근성(embed accessibility) 강화가 요구되며, 특히 평가문항 콘텐츠를 평가 도구
및 엔진에 이식하기 위한 변환 작업을 최소화하는 문제가 핵심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음

● IMS
 Global은 학습 분석 표준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그룹을 신설하고, 학습 데이터 유형, 학습
데이터 수집 매트릭스 프로파일 등 학습 데이터 측정 프레임워크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
※ 데이터

수집 API를 오픈소스로 GitHub를 통해 공개(2015년 11월)하였으며, IMS Caliper와 함께 ADL
에서 개발한 xAPI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 API임

● JTC1/SC36은

학습분석 기술을 전담하는 워킹그룹을 신설(2015년)하고 ISO/IEC 20748 학습
분석 상호운용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Part

1은 참조모델 표준, Part 2는 시스템 요구사항으로써 2016년에 모두 발간될 예정
※ Part 3은 데이터 상호운용성, Part 4는 프라이버시 정책으로써 현재 개발 중에 있음

● JTC1/SC36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교육 분야에 도입하기 위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임시그룹을 신설(2016년)하고 관련 위원회(JTC1/SC24, SC29 등)와의 협력 방안도
모색 중
※ SC36은

2016년 6월 프라하 총회이후 임시그룹은 월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잠재 표준화 항목
뿐만 아니라 추진체계에 대한 논의도 함께 논의 중

● IMS
 Global의 콘텐츠 패키징 표준과 접근성(Access for All)은 각각 ISO/IEC 12785와 ISO/
IEC 24751로 제정되었으며, 다른 IMS Global의 규격들도 ISO/IEC 표준으로 제정 여부를
검토 중
※ ISO/IEC

24751은 디지털 자원과 학습자 선호도 정보를 매칭하는 방식의 표준인데, Apple이 관련 내
용이 포함된 특허(US Patent no. 20110054880, serial 55290)를 출원 신청해서 이슈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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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제언
● 2004년

교육 분야에 최초의 국가표준이 제정된 이래로 교육정보 공유체제, 사이버학습, 디
지털 교과서 등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표준들이 개발되었다.
교육 정보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표준화 분야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전자출판과 교육
기술 분야인데, <표 2>는 2016년 6월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관리 중인 두 분야의 표준
관리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교육 및 전자출판 분야 표준 개발 및 관리 현황 (2016년 9월 기준)
국가표준(KS)

국제표준(ISO/IEC)

단체표준

교육 정보 분야

구분

30건

9건

31건(IMS Korea)

전자문서·전자출판

6건

7건

20건(ODPF)

그림 5. 국내 교육 분야 공공 콘텐츠 사례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디
 지털교과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핵심 개념 중심으로 학습자의 특성과 능력 수준에 맞추어 학습
할 수 있도록 구현된 학생용의 주된 디지털 교재 (교과서)
※ 초등학교 2,957개교, 중학교 1,746개교에서 교사 약 4,200명, 학생 약 43,000명이 사용 중 (2016.10 기준)

•에
 듀넷 교육과정에 맞추어 콘텐츠를 수집·분류·유통할 수 있는 학습자원 메타데이터와 통합검색
Open API 등을 통해 학습 자료를 검색·활용하는 서비스
※ 최근 1년간 일평균 방문자수 38,701명 / 일평균 페이지뷰 1,059,832회

•사
 이버학습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온라인 학습 서비스로
16개 시·도별로 서비스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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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기술 중에서 콘텐츠 및 서비스 분야의 표준화 추세는 다변화되면서 발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컴퓨터 이용 환경과 소비자의 요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표준화에
대한 수요 역시 상응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016년에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디지털교과서를 타깃으로 하는 ‘EDUPUB’이라는 표준화
2
영역이 구체적인 결과물(표준)을 소개하면서 시제품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과, 학습 데이
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습분석’이라는 표준화 영역 또한 개념화
단계를 넘어 오픈소스 SW를 활용한 테스트베드가 소개되는 등 실현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한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표준화
수요가 새롭게 추가된 점과 중장기적으로 감성컴퓨팅 기술을 교육 분야에 도입할 수 있
다는 전망이 제시된 점도 새로운 점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접근성 기술에 대한 표준화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술의 발전 속
도가 빨라질수록 균형 있는 발전과 조정 역할이 표준의 역할로써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찬가지로 표준화를 추진하는 관점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여전히 교육 정보화를 위한
마
표준화는 주로 글로벌 표준을 먼저 도입하는 조기도입자(early adopter)의 관점에서 추
진되고 있다. 우리의 사이버학습이나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세계적으로 앞서 있고 전국
적인 규모로 추진됐음에도 활용되는 기술이나 표준은 항상 글로벌 표준 안에서 제한적
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이는 소프트웨어 기술 경쟁력이 공
공과 민간 모두 취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더구나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에 발생한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는 기술을 도입할 때에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서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표준화 추진 전략은 개방형 표준화 주제를 선점해 관련
따
선진국 및 글로벌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표준화 추진 과정에서 오픈소스 소
프트웨어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국내로 기술이전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공공과
민간 분야 모두 표준화를 통한 실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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