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방 효 창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DAVOS FORUM, 2016)

• 2016년 1월 스위스다보스에서개최된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제4차산업혁명의이해＇를포럼의주제로설정하였다.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 (물리학)

• 무인운송수단 : 드론, 트럭, 항공기, 보트 등 + 인공지능, 빅데이터

• 3D 프린팅 : 맞춤형 생산, 원격공장 (생산+운송), 풍력발전기, 의료 임플란트, 의류, 신발

• 로봇공학 : 생체모방형 로봇으로 발전, 윤리적 심리적 문제 야기 가능

• 신소재 : 형상기억합금, 압전세라믹, 그래핀, 폴리헥사하이드로트리아진,  재생가능, 친
환경, 재활용 스마트소재

http://noulpamant.ro/articole/stiinte-
de-frontiera/biomimetismul-natura-
este-aici-ca-ghid/

https://localmotor
s.com/3d-printed-
car/

https://techcrunch.com/2
015/03/30/canada-
proves-fertile-ground-for-
amazon-drone-delivery-
tests/

http://ginkgoumbrella.com/sustainability/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 (디지털)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 사물인터넷(IoT) : 원격모니터링

• 금융거래 : 블록체인, 비트코인

• 공유경제 : Uber (no car) Facebook, Youtube(no content production), Airbnb™(no hotel), Alibaba (no 
product list)

• 디지털 플랫폼 : 인터넷 상에서 거래 및 서비스 제공으로 각종 비용감소 및 시간적 지역적 제약 해소

https://en.wikipedia.org

https://newsroom.uber.com/pittsburgh-self-driving-uber/

http://www.playersmoney.com/blockchain-technology/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 (생물학)

• 유전학 : 유전자 분석 비용, 시간 감소

• 합성생물학 : DNA 기록하여 유기체제조가능, 윤리적 문제 발생 소지

• 유전공학 : 유전자 편집, 치료, 개량, 인공장기, 윤리적 문제 발생 소지

• 바이오프린팅 : 피부 뼈, 조직 생산

http://www.nibp.kr/xe/news2/46407https://kr.pinterest.com/cyborgamerica/3d-bioprinting/



2018 직업의 미래
2022년까지 기계와 로봇,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으로 문제 해결을 통해
1억3300만개 일자리가 생기고, 대체되는 것은 7500만개 정도다

2016 직업의 미래
로봇, 인공지능, 유전공학 등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 까지 일자리 700만개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일자리 생겨…



4차산업혁명과 잠재적 위험
(국내, 국가간 불평등, 불균형 심화 가능성 그리고 사회불안 및 테러)



4차산업혁명에 생존하기 위한 10대 SKILL 
(대인적응, 인간 인지적응력과, 창의성)
(FOCUS ON INTERPERSONAL APTITUDE, COGNITIVE ADAPTABILITY AND CREATIVITY)



교육 혁신 : 내용 및 방법

새로운 패러다임 : 4C 교육

교과목과 내용은 누가 결정하나?



• 프로그램하지 못하면 프로그램 당할 것이다 – Douglas Rushkoff
디지털 인재의 육성

컴퓨터는 자신의 사고 과정을 보여주는 거울, 사고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컴퓨터과학은 교양과목(Liberal Art). 일생에서 1년은 투자할 만하다 – Steve Jobs



가정

학교
도시

(공동체)

스마트

홈

스마트

스쿨

스마트

도시

 스마트 도시 :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물리적 공간에 제약 받지 않는 사물인터넷의
기술이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미래의 도시

도시와 교육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농업사회 : 도제식 교육 산업사회 : 보편적/의무교육 지식정보사회 : 평생학습

책임의 주체 부모 국가 개인과 부모

목표 사회적 재생산 대량 생산 개인의 선택 집중

교육의 내용 실용적 기술 학문적 지식
배우는 방법 배우기

(learning how to learn)

페다고지 도제식 주입식 상호작용(interaction)

 초, 중등 교육 : (문자 해독, 연산 등) 공장 노동자의 양성, 공교육

 중세 대학 : 통치, 지배계급의 교육기관, 신학 및 라틴어

 근대 대학 : (독일, 미국) 관리자, 엔지니어, 연구자



교육과 도시

교육의 분류

 문화로서의 교육 : 인간에 내재된 보편적 경험을 언어나 행위로 전달

 제도로서의 교육 : 문자나 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

 둘의 관계는 혼합, 분리 과정을 거쳐 전달, 점차 제도로서의 교육이 우위를 점함

 문명의 변화에 따라 교육도 변하고, 도시의 내용이 변하면 교육의 내용도 변함

 미래 도시에서의 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교육과 도시

근대 이전의 도시와 교육

 대도시 형태의 고대도시(왕조국가) : 이집트 나일강 유역 , 중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인도 인더스 강, 중국 황하 유역 – 교육이 왕권제 유지 목적,

소수 국한, 높은 학문적 수준

 작은 도시의 연합 도시 : 도시 간 연대, 네트워크형 도시 국가 체제, 민주시민

양성 프로그램 운영, 타인과의 소통과 설득 문화. 모든 시민에게 교육 개방

근대 이전의 도시와 교육

 근대 이전, 이후의 구분 :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증기기관의 발명 –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남

 신흥 산업도시의 탄생

 제조업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 – 기계화에 따른 문자 해독,연산 등

 국가 : 체계적인 교육과정 도입, 대중 교육, 교육 기본권



교육과 도시

정보화 시대의 도시와 교육

 디지털 기술(정보화)이 가져온 변화

 네트워크의 확장과 가상공간의 등장 – 생산자와 수신자의 구분 x

 디지털 도시의 등장 –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시에서 가상공간으로의

도시 확장(공간 초월)

 대중교육에서 개인 맞춤형 가상공간 교육으로

 교육과정 탈형식화 – MOOC

 디지털 콘텐츠에 의한 교육 – 텍스트 기반 x, 이미지, 동영상 기반

 IT와 교육

 학교에서의 IT 도입 모델 – 스티브잡스 스쿨(아이패드)

 학교 밖 온라인을 통한 교육 모델 – MOOC, 칸 아카데미

 융합형 모델 – 플립러닝, 미네르바 스쿨



(도시와 교육에 있어서) 디지털 시대 특성

 디지털 기술의 수평성

 정보화 시대 이전 : 전통적 위계 질서 시스템, 대량생산 시스템, 대중 교육, 교육의 표준화와 획일화

 디지털 네트워크 :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신자가 분리되지 않는다. 모든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이고, 
정보는 수평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디지털 네트워크는 사회적 요구가 비등점에 이를 때 기존 교육의 프
레임을 변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장성

 디지털 네트워크는 시공간을 초월, 가상공간을 만들어낸다.

 텍스트 위주에서 이미지, 동영상, 3D 콘텐츠나 VR/AR 콘텐츠로 확대

 기존 교육 시스템의 특성 또는 단점 : 특정한 공간, 대도시 위주의 교육

 장소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지만 장소의 의미가 재해석된다.

 디지털 기술의 비물질성

 수평성 – 수직적 문화 대체

 확장성 – 물리적 시공간의 한계 대체

 비물질성 – 정보가 비트로 표현되면 콘텐츠의 형태에 구속되던 사고가 해방되어, 콘텐츠의 본질에 대한
접근을 중요시. 문제해결 능력 중시



교육과 도시

선행 사례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 인프라 : 지역에 있는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 스튜디오, 스포츠

센터, 공원 등을 말함

 신촌대학교 : 청년층 대상 지역 기반 대안 교육기관 , 이태원대학교 ,

노량진대학교 등으로 확장

 지역사회 휴먼 네트워크 활용

 마더 센터(Mother Center) : 독일에서 출발한 풀뿌리 지역 운동 기반의

공동육아 및 교육 모델, 전세계 25개국, 1000여곳 설치

 공동 육아 커뮤니티 : 서울시

 지역사회 인프라 및 휴먼 네트워크 연계 활용

 Hive Learning Network : 모질라 재단, 지역사회 내의 기관과 전문가가

학생들의 활동을 돕는 모델, 미국 시카고, 뉴육, 피츠버그, 캐나다 토론토 등



스마트 도시의 현재와 미래

 플랫폼으로서의 도시

 ICT 인프라

 공간정보

 데이터 플랫폼

 혁신 전담 거버넌스



전통적 도시와 스마트 도시의 거버넌스 비교



영국 밀튼 케인즈시

MK: Smart Data Hub - 방대한
양의 도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최첨단 허브를 만들어 도시
생태계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



 도시데이터학교(Urban 
Data School) 운영

 도시현안과 관련된
데이터셋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역량, 즉
데이터 리터러시를
효과적으로 교육

 인간과 데이터가
상호작용하는 ‘스마트
도시 교육＇의 대표적
사례

 미국 메이커시티

 영국 그래스고
퓨처시티 이니셔티브

MK 스마트 도시의 교육적 기능



스마트 도시의 교육 플랫폼 상상 이미지(이원태, 2017, KISDI)



교육과 도시

 스마트 도시 인프라 활용 전략

 푸시(Push) 전략

• 교실의 확장된 공간 : 학교에서 수행한 그림이나 작품을 미술관(전시관)에 전시, 음악

수업을 스튜디오에서, 작곡한 음원을 레코딩 등

 풀(Pull) 전략

 공연장의 공연이나 전시관의 전시물을 홀로그램이나 모션 캡쳐 등을 이용하여 생생하게

전달

 독립 전략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 등에서 IT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 체험 학습 공간 제공(VR/AR 활용)

 스마트 도시 휴먼 네트워크 활용 전략

 지역사회를 통한 교육 – 지역사회 자원과 인프라 활용 교육

 지역사회에 관한 교육 – 지역사회의 가치관과 생활방식 공유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 민주 시민 교육 등



미래교육의 원칙(차재정, 2017, 차의과대학교)

(칸트)



미래 역량 교육을 위한 핵심 역량 (차재정, 2017, 차의과대학교)

 디지털 문해력
 ICT 목적, 의미, 범위, 활용 등

 문제 해결 능력
 성장 세대들에게 문제해결 능력 배양

 기획, 계획 능력
 기획, 계획 능력 또는 디자인 사고 능력 배양

 창의성과 유연성
 미래는 불확실성, 초연결성, 유동성으로 창의성, 유연성 필요

 협동 능력
 협동 능력 혹은 팀워크 능력 필요

 의사소통 능력
 타인과의 의사소통 기술

 학습법의 학습 능력
 정보 탐색 및 활용 능력, 배우는 법을 배우기

 스트레스 저항력
 소외감, 고독감 등 각종 스트레스에 대응



테드 딘터스미스 미국 최고의 교육혁신 전문가

100년묵은기존교육모델 혁신교육모델

산업적 혁신적

중앙 집중형 권한 분산형

자료 중심 목표 중심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되는 수업 믿고 맡기는 수업

표준화된 커리큘럼 유기적 학습

반복 혹사형 훈련 창의적 도전 과제 수행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수준 낮은
기술

필수 역량과 사고방식

대입 준비 삶의 준비



로베르타 골린코프 델라웨어대학교 교수, 미 최고 발달심리학자

캐시 허시-파섹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국제유아연구협회장

템플대학교 특별 교수

단계

협력
(collaboratio

n)

의사소통
(communica

tion)

콘텐츠
(content)

비판적사
고(critical 
thinking)

창의적혁
신(creative 
innovation)

자신감
(confidence)

4 함께 만들기
공동의 이야
기하기

전문성 증거 찾기 비전 품기 실패할 용기

3 주고받기 대화하기 연관 짓기 견해 갖기
자 신 만 의
목소리내기

계산된 위험
감수하기

2 나란히
보여주고 말
하기

폭넓고 얕은
이해

사실을 비
교하기

수단과 목
표 갖기

자리 확립하
기

1 혼자서 감정 그대로
조기학습과
특정 상황

보 는 대 로
믿는

실험하기
시행착오 겪
기

21세기 역량(6C) 역량과 각각의 발달 단계



김경희 윌리엄메리대학교 교수
영재 및 창의력 세계 최고 권위자

CAT
4S

풍토(climate) : 창의력 발
달촉진

태도(attitude) : 창의적
풍토에서갈라짐

사고(thinking skill) : 창의
적태도로가능해짐

햇살(sun)

큰 꿈과 호기심 격려
(호기심 격려로 어떤 것에
흥미를 계발해서 배움과
독서에 대한 열정으로 이
끔)

긍정적, 크게 보는, 호기
심 많은, 즉흥적, 유머스
런, 열정적

독특한 틀 밖 상상력

비바람(storm)
뚜렷한 목표와 시련 극복
(흥미 있는 것에 전문성과
열망 계발)

독립적, 목표의식적, 철
저한, 자기학신적, 불굴
의, 위험감수, 끈기 있는,
불확실 수용

유용한 틀 안 전문성

토양(soil)

다양한 경험과 관점 통합
(남의 강점 및 관점과 전문
성 교류해서 자신의 강점
강화)

다문화적, 수안적, 멘토
를 얻는, 개방적, 복합적

유용한 틀 안 비판력

공간(space)

깊고 튀게 생각할 여유와
자유
(상상력과 튀는 기질로 독
특한 착상 및 비판력 개발)

감성적, 박애적, 재고적,
자아추구적, 공상적, 튀
는, 양성적, 당돌한

독특한 틀 밖 상상력 및
유용한 틀 안 비판력



진화하는 학교 모델

 현 체제 유지

 비트라 스쿨 – 교육과정과 학습공간의 파괴적 혁신

 스웨덴 영리 자유학교, 혁신적 공간시스템 및 교육과정

 개별화 학습 지원, 1~5학년 연령, 무학년제, 무교실

 학생 - 학습결과물 온라인 공유, 학부모 - 수시 접속, 교사 면담



진화하는 학교 모델
 이노바 스쿨 – 플랫폼 기반 맞춤형 학교

 페루 CPSA(교육서비스 회사) 운영, 혁신학교 브랜드

 교실 수업 + 온라인 콘텐츠 활용 개인학습 = 혼합학습, 학생 중심의 학교

 3세 ~ 11학년(17세) 중산층 자녀, 그룹학습, 1인 학습, 혁신 프로그램

 플랫폼 기반 – 미국 알트 스쿨, 칸랩 스쿨, 미네르바 스쿨, 네델란드 스티브잡스 스쿨



진화하는 학교 모델

학교 재구조화 – 핵심 사회센터 및 중점 학습조직

 핀란드 사우나라흐띠, 리타하리우 학교 – 신도시 커뮤니티 기반

 사우나라흐띠 – 전일제 유치원, 종합학교, 공공도서관, 청소년센터, 방과후 활동 등

 개별 학습 계획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 학생, 교사, 부모 커뮤니케이션

 리타하리우(울루) – 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통합 커뮤니티 센터

 테크놀로지 기반 교육 혁신



진화하는 학교 모델
 블루스쿨(미국 뉴욕) – 중점학습조직

 블루맨그룹 운영, 블루맨 창의력센터

 2~4세(어린이집 단계), K~5학년(초등 단계), 6~8gkrsus(중학교 단계)

 정규 프로그램 +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창의력 사고, 자기 및 사회 지능, 학문 습득

 다이내믹 러닝, STEAM 프로그램 등



진화하는 학교 모델

탈 학교 – 네트워크 기반의 학습 공동체 모델

 미국 우드랜드 파크 지구

 학교 + 지역사회가 공동 책무, 5개의 학교가 묶인 소규모 지역사회 학군 + 홈스쿨

 교육 방향 – 5개 학교(초등 3, 중 1, 고 1), 지역사회, 학부모가 결정

 이해 관계자 설문조사, 3개 위원회, 의사 결정 팀 등



진화하는 학교 모델

미래 학교 방향

 표준화된 학교모델에서 벗어남 – 공익, 동등 접근성 보장

 미래 학교 모델

 테크놀로지 기반 플랫폼 도입, 블렌디드 러닝 적용, 형식 학습과 비형식 학습의 연계

=>개인에게 맞춤화된 교육과정 제공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식

 시간, 공간에 머물지 않고, 온/오프라인, 가상공간 결합 등 새로운 차원의 학습 경험

 스마트 학교

 글로벌 지역사회 연결 학교

 생태 지향적 학교

 즐거운 학교

 안전한 학교



미래 교육과 미래 도시

도시의 진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도시가 스마트화, 자동화로 진화 => 스마트 도시

 스마트 도시 – 기능적 진화를 넘어 사회적,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플랫폼

 스마트 도시 – 하나의 데이터 허브로 구축, 디지털 기반의 개방형 인프라

 스마트 도시의 인프라를 교육에 활용(푸시, 풀, 독립 전략)

 스마트 도시 –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활동의 기반이 되는 콘텐츠 및 학습 정보

저장 공간으로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



미래 교육과 미래 도시

교육의 진화

 21세기 인재상 – 세계경제포럼(WEF)

기술, 문화, 금융, 과학에 대한 문해력과 창의성, 소통, 협력의 핵심역량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다양한 인성

 핵심 키워드 : ‘협력’ ‘창의’ => 협력적 창의성

 인재상 : 기본 – 윤리성, 존엄성, 자율성, 책임성, 협력성, 창의성

21세기 – 디지털 문해력, 문제 해결 능력, 기획계획능력, 창의성과

유연성, 협동 능력, 의사소통, 학습능력, 스트레스 저항력

 정책 방향 : 역량 중심 교육, 중핵교육과정, 디지털 문해 역량, 후마니타스,

다양하고도 새로운 학습법 도입, 새로운 교사 양성제도, 교육환경 개선,

평생교육 시스템 등



산학연 활성화 전략



 (미국, 올린공대) 프로젝트 기반 교육, 자기주도학습, 캡스톤 프로그램 등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난 인재 육성

 (핀란드, 알토대) ’08년 디자인 팩토리를 시작, 디자인․공학․산업․정보기술분야 학생과 연구자들이
기업, 산업 파트너와 협력․실무중심의 교육으로 실전형 인재 양성

 (미국, UCSE CONNECT) ’85년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이 설립, 첨단유망기술과 바이오분야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정보통신․생명과학분야 기업․협회 등이 멤버로 가입하여 운영, ’85년
설립 이후 900여개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 였으며, 투자유치자금이 11억불에 달하는 규모

 (핀란드, 울루 테크노폴리스) 울루 테크노폴리스는 ’82년 산학연협력체로 출범한 유럽 최초 사이언스파
크로 핀란드 기술연구센터, 울루대학, 1,700여개 기업회원사들과 함께 적극 적인 협업을 추진, 해외
5개국으로의 진출 성과

 (미국,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는 ’59년 노스캐롤라이나주 내 3개 대학
연구인프라를 활용, 산학공동연구, 투자, 개발 등 다방면의 기업지원 실시

산학연 활성화 전략



산학연 활성화 전략



산학연 활성화 전략
 신산업 특화분야 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각 부처별 미래산업분야 인력수요분석* 등을 토대로 미래수요를 반영한 유망 신산업분야 대응 인재양성 강화

* 산업계관점대학평가(교육부), 신산업수요전망(산업부), 인력수급전망(고용부) 등
- (수요기반 분석) 부처별신산업분야 인재양성사업을 분석, 점검하고, 보완필요사항을도출하여정책효과 제고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응하는 창의적 융복합형 인재양성 지원 강화
- (혁신선도대학)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보다다양한신산업분야에특화된인재양성기반지속 지원

- (신산업 전문교육)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산업 분야 전문직무능력 개발을위한양성훈련 지원 확대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고용부) 등

 미래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신산업분야 고급인재양성 및 연구 지원

- (신산업특화과정)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등을바탕으로미래신산업 분야 특화 석․박사 양성과정개설․운영확대

※ BK21(교육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산업부), SW전문인력양성(과기부) 등
- (ICT 인재)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실습 프로젝트 중심의 SW 융합인재 양성 및 글로벌 AI 우수인재 확보 지원 강화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인공지능(AI) 대학원, SW 마에스트로(이상 과기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인재양성(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등 추진
- (연구 활성화) 대학, 출연연, 기업연구소 인프라 구축으로 대학․ 기업․출연연 간 공동연구 등 신산업 분야 연구 활성화 지원
※ 신소재 3D 프린팅, 스마트 선박 등 27개 신산업 분야별 석․박사급 산업전문인력 및 산학융합지구 내 공동연구, 프로젝트

실험 등을 통한 현장형 기술․연구인력 양성



산학연 활성화 전략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연계 지원

 국민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온라인 직업 교육과정)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주요 산업분야의직무능력향상을위한양질의온라인강좌확대

※ 4차 산업혁명·직업 MOOC 확대, Match業 프로그램(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
- (재직자 후학습 지원)  재직자의대학학비 전액을지원*하고, 대학에서는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및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확대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희망사다리Ⅱ유형) 3년 이상 재직자 중 현재 중소・ 중견기업을 다니는 후진학자를 대상으로 등록금 지원
** 학습경험인정제, 집중이수제, 시간제등록제 등

 진로․직업 상담 및 취업연계 지원 강화
- (진로직업 전문상담 강화)  대학 내 진로취업관련 기관 및 고용센터등을통한진로설계 및 취업지원 컨설팅 제공 강화

- (취업연계 학과)  학생선발,  커리큘럼설계․운영등 학과운영 전과정에 기업이 직접 참여,  채용으로 이어지는 학과 개설․지원

※ LINC+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등

[ 연성대 ]  서비스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NCS 기반 직무분석 예비연구를 토대로 ELCA뷰티어드바이저, KERKER헤어디자인 등 서비스기업 맞춤형 7개 학과를 개설하고, 산업체
멘토링 타겟 코칭 등 산업체 맞춤형 코칭프로그램과 같은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협약산업체 취업률 83.3% 달성



산학연 활성화 전략
 산업수요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대학을 변화시킨 LINC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산업선도형대학(LINC+)’ 육성을 통한 사회수요 맞춤

형 인재양성 추진
- (인력양성분야다양화)  제조업뿐만아니라인문․사회,  문화․예술콘텐츠및 서비스산업등 다양한분야의산학연계인력양성지속지원

- (교육과정 개선)  대학 교육과정의 개발․운영․평가 등에 지역산업계*를 참여시켜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인재양성

* LINC+가족회사(’16년 5.7만개) : 현장실습 및 기술개발 등을 대학과 공동 진행하는 협력 기업
[ 한양대 ERICA ]  IC-PBL을 통한 문제해결형 교육
디즈니코리아, 아디다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여 학생들과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자 중심의 혁신적인 IC-PBL
(Industry Coupled - Problem Based Learning)  교육 모형을 운영하고, ’17년 신입생부터 총 4개 이상의 PBL 교과목 이수 의무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문제해결형 교과운영 지원

- (융합형 교과)  자기주도적문제해결형교육, 융합지식배양을위한프로젝트교과등학습자중심의다양한융합과정운영활성화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교과 개설 및 온라인 공개강좌(MOOC)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Design Thinking,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등 확대

- (전공연계 현장실습)  학생은 전공 직무능력을 함양하고 중소․중견기업은인재유치 기회를 확보하여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 LINC+(교육부), ICT학점연계 인턴십(과기부),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중기부) 등을 통한 현장실습 지속 지원 및 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 (캡스톤 디자인*   고도화)  기업-교수-학생이 참여하여지역과산업현장의현안을해결하는팀프로젝트형문제해결교육과정확대유도

* 학생들이 1∼2학년동안 배운 전공교육을 바탕으로 산업체(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창의성과 실무
능력, 팀워크를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교과

[  원광대 ]  학생 아이디어 - 기업 수요 사전매칭
학생-산업체 간 캡스톤 펀딩(Capstone Funding ; 캡스톤디자인 과제 기획 단계부터 결과물의 기술이전을 사전 계약)을 기획한 결과, 
’17년 총 10개 기업 (9 150천원 펀딩)과 매칭하여 18건의 기술이전을 달성



산학연 활성화 전략
 외부기술 도입 및 활용을 통한 기술 고도화

 대학․출연연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민간 연구의 효율성․성공가능성을 제고하는 외부기술도입 연계형 연구개발 활성

화
- (공공기술후속개발) 공공연구기관이외부의기술을도입하고이를바탕으로추가개발을수행하는형태의후속연구과제 확대

※ 정부부처별 연구과제에서 외부기술의 도입을 허용하거나 기술고도화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비중(사업 수․규모) 
지속 확대

- (민간기술수요 촉진)  기업이 외부기관과 공동R&D를 수행할 때기업의재정부담을완화*하여연구개발 목적의 기술거래 활성화

* 공동R&D 과제 수행 시 기업의 매칭부담 중 현금 비율 완화

 대학․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술을 산업계로 원활히 이전하고 기업의 후속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 (기술이전절차) 대학․출연연이확보한기술을산업계등에전용실시권*  형태로이전 시 절차 간소화 추진

* 설정범위 내에서 특허발명 실시(활용)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기술의 전용실시권 부여 시 연구기관의 통상실시권자 부재 입증 의무 완화
- (기술도입절차)  정부R&D과제 내 외부기술도입비계상기준제시등 기술도입을촉진하기위한연구개발 모델 구축․보급



산학연 활성화 전략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이전․사업화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술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원 강화
- (기술사업화 영역)  특허중심기술사업화활동을구성원(교직원․대학(원)생등)이보유한노하우․아이디어등 지식재산전반으로확대
※ 대학 산학협력단․기술지주회사의 이전․사업화 활동을 저작권․디자인권 등 대학이 보유한 지식 전반의 이전․사업화에 필요한 권리화 활동

으로 확대
- (융․복합촉진)  기술․산업동향및 4차 산업혁명관련분야등에부합하는유망창의적 자산 중심으로대학간 기술패키징*  지원
*  다분야․다수의 기술을 상호 조합․융합․재구성하여 단일기술 대비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학 내, 대학 간 기술이전 협력 활동
※ 기업수요 기반 및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융․복합 기술사업화 활동을 지원 하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BRIDGE+) 지원 사업 확대

[ 연세대․중앙대 ]  대학 간 협업을 통한 기술 고도화 추진 연세대 창업 기업 ㈜스템모어는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탈모치료 제품(샴푸․
탈모진단기․화장품 등) 개발․생산 업체로, 중앙대로부터 세포치료 관련 기술 3건을 이전받아 기존 제품보다 우수한 탈모치료용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실험 착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활동촉진을 위해 전문성을 축적하고 유관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대학․출연연 조직 환
경 조성

- (컨트롤타워)  대학 등 연구기관 여건에 따라 전담조직(산단 등) 중심으로기술이전․사업화유관기관간 업무조정․관리체계구성
※ 최고기술경영자(CTO) 배치, 기관별 특성․여건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조직 개편 등 대학 내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성 및

규정정비 유도
- (전담인력 운영)  전문보직관리(타부서순환보직자제권고),  기술이전기여자 보상 제도화*  등능력중심보상체계보편화

* 전담인력별 기술이전․사업화 실적에 대한 자체적인 보상기준 마련(포뮬러 설계) 등 대학별 여건에 따른 성과중심 연봉제․인센티브제도
(성과급제) 운영



산학연 활성화 전략
 수요 - 공급 간 기술교류 활성화

 수요(기업) - 공급(대학․출연연) 간 잠재된 기술협력 수요를 발굴 하고,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교류, 중개

등 활성화
- (기술수요발굴) 테크노파크, 수요발굴지원단등을활용, 기업의기술개발및 사업화수요를발굴하고, 대학․출연연등과의협력

활동강화

※ 부처별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기업, 대학, 출연연의 상호협력 활성화
- (중소기업 지원) 대학․출연연이보유하고있는공공연구성과에대한기술가치 산정 및중소․중견기업 이전 연계

※ 연구산업육성(과기정통부), R&D 재발견 프로젝트(산업부)
- (수요․공급 간 중개) 중소․중견기업의대학․출연연 연구 성과활용을위한자문, 개방형 오픈마켓 조성, 설명회 개최 등지원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온라인 지원센터 운영, 산학협력 EXPO 개최, 업종별․지역별 산학연 혁신주체 간
‘기술교류 네트워크 포럼’ 운영 등

 정부부처․사업별로 각각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보 상호공유․연계 추진

- 부처별로 구축․제공하고 있는 공공기술 DB의 통합연계서비스 제공 등 기술이전 정보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정보를 연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NTB(산업부), 미래기술마당(과기정통부) 등 시범연계 후 연계범위 확대 검토)



산학연 활성화 전략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창업교육 제공 및 지원

 (초․중․고) 기업가정신 함양을위해학교수업기반창업체험교육활성화＊및 학교밖 창업체험교육생태계조성
*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 ’, ‘청소년 비즈쿨’을 통해 교과연계 창업체험교육 수업 및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 비즈쿨 페스티벌 등 개최
- 지역사회의 창업 관련 인프라를 활용한 중앙․지역창업센터를확대*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창업체험교육 운영 지원
* (창업체험센터 개수) (’18.) 중앙1개소, 지역10개소 →(’19.) 중앙1개소, 지역26개소

 (대학) 창업을 지망하는 학부생을 위해 우수한 창업 교육과정을발굴․제공하고창업준비단계 초기자금 지원
- 대학별 우수 창업강좌(Start Class 100) 및 KAIST의 창업 맞춤형과정(K-School)을온라인을통해공유․확산
※ 창업 강좌를 온라인 플랫폼(K-MOOC 등)에 탑재하고 수강 시 학점으로 인정
※ 온라인 창업 가상체험을 통한 창업환경․기업운영과정 학습을 제공하고, 메이커 스페이스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 대학 창업펀드를 운영하여 대학 구성원들이 도전적으로 창업에임할 수 있도록초기자금을 지원하는등 양질의대학창업지원

 (군복무) 경력단절없는창업준비를위한군복무환경조성
- 군부대내에 창업동아리 편성을활성화하고창업경진대회 유경험학생을 우선적으로포함할수 있도록홍보․지원강화
- 과학기술전문사관* 등기술창업과연관성이높은 인원을대상으로 창의․도전적연구역량함양과 창업역량강화를위한 교육실시
* (예) 군 복무 중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국방 연구 개발에 참여

 (대학원) 양질의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실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에게 제공
- 교육과정 운영비, 인건비, R&D․창업준비 비용, 사업화 자금 등 기술창업패키지를 지원하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 대학원 연구자가 창업을 위한 기술개발․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경영 전담인력 양성․지원
※ 창업목적 정부R&D 과제 지원 시 연구환경 제도개선 추진

 (재도전) 창업 실패에 대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강화 및 대학 내 창업 교육 콘텐츠 공개․공유 활성화
※ K-스타트업 내 창업에듀에 경영리스크관리(법무, 인사, 노무, 회계, 세무 등) 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 보강 및 패키지과정 운영



산학연 활성화 전략
 창업동기가 실제 창업으로 연계되는 실전창업 환경 구축

 자금, 시제품 제작, 교육훈련 등 창업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간 상호연계 강화

[ 건국대 ]  초유 마스크팩 개발·생산기업 팜스킨
초유 마스크팩 개발기업 ‘팜스킨’은 버려지는 초유를 수집하여 기능성 마스크팩을 개발하였으며,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학과 화장품
공학과와 함께 제품개량을 목적으로 우유가공기술 및 화장품화 기술 R&D를 수행하는 비즈니스 모델 제시

- (시설활용지원)  학교기업, 가족회사등대학에구비된시설․장비를활용하여창업준비생을위한시제품제작,  교육․훈련 등지원

- (선발-지원 연계)  창업경진대회*와창업지원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여우수한창업후보아이디어(기술)의창업 성공 가능성 제고

* 부처별 예선(창업 유망팀 300 경진대회 등) 및 ‘도전 K-스타트업’(정부합동)
※ R&D 바우처 지급, 온라인 육성과정 및 멘토링 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선발 시 우대, TIPS 프로그램 등 정부 창업지원사업 발굴․연계

 후속전략 부재, 자금부족 등 초기창업 이후 직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연구개발특구 연계) 대학의 아이디어를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이 보유한 공공기술과 연계하는 창업기술 고도화 프로그램

지원
※ 창업 아이디어 발굴․검증 → 공공기술 및 투자 연계 → 시제품․특허 등 후속 지원
- (대학 내기업 지원) 대학 캠퍼스에 입주하고 있는 기술지주 회사 자회사 등 창업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등 지원



산학연 활성화 전략

 우수한 창업 유망 기술을 보유한 대학․출연연 내에 ‘창업 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
- (대학) 교원․대학(원)생의 창업 의지를 고양하고, 창업 활동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창업 친화적 교원인사․학사

제도 도입 확산
※ 교원 업적평가 시 창업 성과 반영, 창업 목적 휴․겸직 활성화, 창업 연구년제 운영 및 학생의 창업 휴학제, 학점(논문) 대체 등

창업 준비 지원
※ 교원 창업 시 발생 가능한 갈등 해결방안을 포함한 창업 친화적 인사제도 매뉴얼 개발․보급

[ 전북대 ] 창업 휴학제 확대 및 교수 평가에 학생창업지도 반영 창업 휴학을 확대(1학기→8학기)하여 학생 창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교원 업적평가에 창업동아리 지원 등 창업 지도 실적을 반영

- (출연연) 연구기관 내부규정 및 기관평가제도 등을 창업 친화적으로 개선, 기술 이해도가 높은 연구인력의 창업 활동 유도
※ 재정지원평가, 기관평가 시 연구원의 창업실적을 고려하는 등 기관 내 창업 권장 분위기 조성

 실전창업 정보 제공 및 사례 공유를 통한 창업도전의식 고취
- (창업지원정보) 대학․출연연 구성원의 창업동기를 실제 창업으로 연결하는 지원사업․제도 등 유용한 정보 제공
- (사례․경험 공유) 창업 경험이 부족한 대학․출연연 구성원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창업사례 공유* 및 현장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우수사례, 문제 상황(행정절차․소송 등) 해결 사례 등을 창업 활동 시 참고 할 수 있도록 ‘창업 활동 사례집(가칭)’ 제작․배포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친화적 문화 조성



산학연 활성화 전략

 대학,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함께 지역인재 양성․채용, 지역문제 해결, 지역산업 육성 등 추진
- (지자체 역할강화) 지역특화기술 사업화를 위한 산학연협력 R&D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지자체 연구개발 관리조직 운영
내실화

- (혁신도시 산학협력) 지역대학․지자체․공공기관이 협력하여 혁신 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
연계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 입주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를 ’22년까지 30%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
※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교육부) : 지방대-지자체-공공기관이 연계․협력 체계를 갖추어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 취업 후 정주하는

체계 구축
- (지역문제 해결)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당면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 육성
※ 업무협약 → 문제분석 → 문제기반학습(PBL), 캡스톤디자인 적용 → 대안 도출 등 문제해결방안에 기반한 스타트업 육성․

지원 체계 구축

[ 부산시-부경대·동아대·부산대 ] 대학산학연구단지(URP) 조성 지원 부산시는 부경대(해양플랜트 분야 거점), 동아대(ICT-
메카트로닉스 혁신 생 태계), 부산대(의생명과학 연구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분야별 산업수요 중심 R&D, 기업유치,
기술사업화, 창업을 지원, 대학 중심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체계 구축

 지역별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



산학연 활성화 전략

 산업단지 내에서 지역거점대학과 중소기업이 융합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계 요구에 부합하는 현장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산학융합지구(산업부) : 산업단지 내로 대학캠퍼스의 일부를 이전하고, 기업 연구관 조성 등을 통한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대학 내 유휴 부지․시설* 등 대학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연구소가 입주하여 상시적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 거점 국립대 잉여 교지․교사 확보율(’17.4.) : (교지) 126.2%, (교사) 66.8%
※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교육부) : 지역혁신, 기업성장, 대학 창업활성화 등 산학협력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하도록 대학 내

기업과의 공간적 융합 환경 조성

[ 단국대 ] 기업체의 대학 내 입주
단국대 입주기업인 이엔코스는 ISO 인증과 특허를 획득하는 데에 산학협력 중점 교수의 전문성, 산학협력단의 컨설팅이
효과적이었으며, 대학 내에 입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

 산·학·연 간 공간적 융합 환경 조성



산학연 활성화 전략

 산학연 협력 전담조직 역량 강화 및 협력 제고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로 산학연 협력을 희망하는 연구소․기업 발굴 및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 R&D 연구자 친화적 제도개선을 통해 연구비 관리 업무 비중을 줄이고 산학연 협력 지원을 활성화하며, 장비 공동활용, 기업

자문 등 산학연 협력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 (기업협업센터) 대학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협업센터(ICC, Industry Collaboration Center)를 강화하여 대학․기업․연구소 간
상호 연계 활성화

※ 기술이전, 창업, 재직자 교육 등 기업 수요 충족 및 자체 수익창출 도모

[ 충북대 ] 지역뷰티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 심화 ICC 운영
충청북도의 전략산업 분야 중 하나인 뷰티 산업 고도화를 위하여 기능성 화장품 심화 ICC를 운영. 충북대-셀트리온 공동
연구개발 법인(기능성화장품/ 보건의료제품)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협력 제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하여 규제 및 제도개선
- (규제개선) 대학, 기업, 출연연, 개인(교직원, 대학(원)생, 연구원)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불필요한 규제

발굴․개선
※ 자회사 지분 보유 비율 기준 완화(20%→10%) 등 기술지주회사 제도개선 추진
※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개선 등 산학협력 친화적 인사제도 검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직업능력개발과 직업훈련

 기술혁신 ->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영역에 따라 상이

- 첨단 센서로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Internet of Things) 되고 각종 기계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제조-서비스, 생산-소비 등 기존 영역의 구분이 불분명 해짐.

-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연산 능력이 급격히 발전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연결 : 지능 로봇과 컴퓨터가

알고리즘에 따라 문제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학습이 가능해짐

 상품 생산에서의 한계비용 체감 원칙이 파괴됨

- 디지털 산업의 경우 한계비용 제로에 근접하여 저장, 운송 및 복제 비용이 거의 없는 ‘정보재’를 제공함.

- 기술융합 및 공진화 :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이 상호의존하여 획기적 상품을 창출함. 디지털 제조와 생물학

분야의 합작 사례로는 전산설계, 적층가공, 재료공학, 유전체학 기술 접목 등



 디지털 플랫폼과 네트워크 효과 : 디지털 기업은 폭넓은 상품과 서비스로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를 창출해 규모 수익 증대

- 디지털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 아래 제품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중간 매개자 역할(BMAS, 2017).

- 활용 목적과 활성화 정도에 따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디지털 상거래 플랫폼, 중개 플랫폼, 클라우드 워킹

플랫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승자독식 경제로 소수의 수익 향유와 불평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 기술혁신이 인간 노동 대체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은 사실상

불가능함.

- 대다수 기존 연구는 자동화를 대리 변수로 하여 기술 대체의 잠재적 가능성을 추론함.

- Frey & Osborne(2013)의 직종 기반 자동화 가능성 추정 : 미국 노동부 O*NET의 직업정보를 활용, 전문가

서베이를 거쳐 702 개 직종의 자동화 위험을 추정함.

- 2020년까지 미국 노동시장에서는 자동화 위험이 70%  이상인 고위험 직군의 비중이 47%로 나타남.

직업능력개발과 직업훈련



- Arntz et al.(2016)의 과업 기반 자동화 위험 추정; Frey & Osborne(2013)의 연구가 “모든 직종 내의 개인은

동일한 자동화 위험에 직면한다.”는 이른바 직종 기반 접근법을 취한 결과, 자동화 위험이 과다 추정되었다고

비판함.

- 개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특성, 스킬, 일자리 관련 정보 과업 및 역량 관련 변수를 포함하여 자동화

위험을 추정하였으며, 동일 직종에 대해서는 국가 간 과업 구조가 동일하다는 엄격한 가정을 완화함.

 노동시장에서의 과업 투입 추세의 변화

- 미국 노동시장에서 지난 50여 년간 ‘육체-정신’ 노동과 ‘일상 비일상’ 노동 투입의 변화 추이를 알아봄.

- 첫째, 일상적 과업 투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둘째, 비일상적 육체 과업도 2000년 이후 미세한 중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셋째, 비일상적 과업은 2000년 이후 상당 부분 정체하고 있으며, 비일상적 분석 및 대면 과업은 최근에 약간

반등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요컨대,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수요가 일상적인 육체노동이나 인지노동 수요를

대폭 감소시킨 반면, 비일상적 인지 과업은 상당 기간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정체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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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 미국 : 민간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 인센티브 부여 전략

- 독일 : 산업 4.0을 통하여 제조업 스마트화 전략 추구, 노동 4.0을 통하여 디지털 노동세계에서의 사회적

보호와 노동 세계의 대응 전략 마련에 있어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고 있음.

- 독일 : 사용주와 노조 둥 이해당사자 모두 4차 산업혁명 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면 노동 세계에 가해질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함. 사회적 시장경제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디지털 세계에서 좋은 노동의 전범을 마련하고자 역량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단체협약,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등의 의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그 핵심은 모든

노동자에게 디지털 노동세계에서 선제적·예방적 차원의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폭넓게 부여함으로써 독일 특유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를 쇄신하고 있음(BMA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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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 훈련과정의 직종별 자동화 위험 분석 : 실업자계좌제 훈련과정 - 자동화 위험이 높은 직종이

다수 분포,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 자동화 위험이 낮은 직종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많음.

- 두 훈련 모두 직종분포에서 양극화 경향이 일정 정도 확인됨.

- 훈련 성과인 취업률이나 훈련생 공급 규모와 자동화 위험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지 않음.

 사회경제적 집단별 자동화 위험 분포

- Arntz et al.(2016) 에 따라 과업 기반 접근법으로 분석한 결과, 자동화에 따른 위험은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주로 청년충, 저학력 노동자, 저임금 근로자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규명됨

- 또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동화 위험 수준은 고위험 직종과 저위험 직종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많은

양봉형 구조를 띠고 있음.

- 실업자 훈련은 구직자에게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여 취업하도록 지원하는데 있으나, 

훈련직종의 성과는 중장기적으로는 자동화 위험과도 연관되어 있음.

- 현재까지 정부 주도 실업자 훈련의 공급 양상이나 훈련 성과는 자동화 위험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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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정책은 인적자원의 수준에 따라 크게 융합기술인재와 사회적

약자로 대별

 제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이 주요 산업 및 직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자동화에 따른 노동

대체 가능성이 낮은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양성 방안 마련이 필요

- 주요 부처의 직종별, 인적자원 수준별 인력양성 방안 검토,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고도화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을 위한 플랫폼 구축

- 미래 주요 산업과 직종에 필요한 직무 및 스킬 프로파일을 구축, 이를 직업능력개발 수요자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직업 능력개발 체제 개편

-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등으로 자동화 위험이 높은

직종과 직무에 종사하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재훈련 수요는 증가

- 취약계층은 기술 구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고급의 인지적·비인지적 역량이 미약하며, 조직구조

재편이나 자동화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단기적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확보 마련, 장기적으로

새로운 직종 및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 제고 방안 마련

직업능력개발과 직업훈련



직업훈련 사례1 – 고용노동부(폴리텍)

 민간부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국가기간산업과 신성장산업분야의 다기능기술자, 기능장 등 핵심기술

인력 양성

 취업을 원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고학력 미취업자, 실직자, 취업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기능인력 양성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중소기업 기술지도,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향상훈련과 산학협력사업 교육

 일학습병행제 및 NCS 확산,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역 교육훈련기관혁신 지원



직업훈련 사례1 – 고용노동부(폴리텍)
교육 및 취업 현황

구분 과정 정원 수료 수료율(%) 취업대상자 취업인원 취업률(%)

2017
다기능기술자(2년) 7990 7047 88.2

기능사(1년) 5585 5004 89.6

2016
다기능기술자(2년) 7990 7179 89.8

기능사(1년) 5530 5123 92.6 4261 3284 77.1

2015
다기능기술자(2년) 7990 6928 86.7 6427 5319 82.8

기능사(1년) 5265 4942 93.9 4387 3399 77.5

2014
다기능기술자(2년) 7735 6567 84.9 6064 5200 85.8

기능사(1년) 5890 5445 92.4 4937 3856 78.1

2013
다기능기술자(2년) 7410 6231 84.1 5805 4948 85.2

기능사(1년) 5930 5336 90.0 4648 3560 76.6



직업훈련 사례2 – 경기도(경기도 기술학교)

구분 교육과정
계획

인원

수료

인원

비대상
(군입대/대

학)

취업

대상

인원

취업
인원

(취업률*)

국가기술
(공인)
자격증
취득률

총 계 76개 과정 1,510 1,586 50 649 89.1% 197%

취업
과정

소 계 6개학과 20개 과정 700 705 50 649 578
(89.1%) 197%

1년 과정 기계CAD/CAM 등7개과정 270 257 50 201 181(90%) 197%

단기과정 3D프린터실무등13개과정 430 448 - 448 397(89%)

산학
과정

소 계 총 59개 과정 810 881

-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목적재직자직무능력
향상교육 Auto CAD 등 51개 과정 695 782

주민평생교육 오너정비 등 8개 과정 115 99

□ 2018 교육 현황
❍ ‘18년 실적 : 계획 76개 과정 1,510명 / 교육인원 1,586명(106%달성)



직업훈련 사례2 – 경기도(경기도 기술학교)

학과 교육과정 진로 취득자격증

첨단

기계학과

CAD/CAM시스템을 이용한 정밀기계, 금형부품
의 도면 작성 가공(머시닝센터, 밀링, CNC선반)

일반기계, 자동화제작, 금형제작, CNC기
계 가공분야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컴퓨터응용밀
링기능사, 기계조립기능사, 전산응용기
계제도기능사

전기

에너지학과

전기기기와전기설비,시퀀스와PLC제어,
공유압제어, 전력전자 제어 등

산업현장의 전기설비와 자동제어 분야의
설계,제작, 설치, 조작 및 유지보수 분야

전기기능사,
승강기기능사

특수용접학과
PCAW, GMAW, CO2용접, TIG용접, 피복아크용
접, 철구조물용접, 가스절단등각종특수용접장
비를이용해 철 및 비철금속의 용접과 절단

자동차, 건설, 발전소, 조선, 항공 등 산
업 전반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용접산업기사

컴퓨터

시스템학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정비, 통신
선로의 유지보수, IoT makers 등의 교육

컴퓨터, 전자부품, 전자기기 제조, 스마트
기기AS, 정보통신 유지보수

통신선로기능사, 정보 처리기능사, PC
정비사, 제한무선통신사, 3D프린터운
용관리사

자동차

정비학과

자동차정비의 기초이론부터 엔진, 전기, 섀시,
바디전장, 휠얼라이먼트 분야의 고장 및 진단
기술 교육

자동차정비, 자동차 성능검사, 자동차튜
닝, 자동자부품제조, 운수업체 등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진단평가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산업디자인

학과

기초디자인, 색채디자인 등 창의적 기획력과
전문성향상을위한디자인 기초과정

컴퓨터그래픽디자인, 브랜드디자인, 편집
디자인,웹디자인 등 디자인 전 분야

컴퓨터그래픽스운영기능사, 전자출판기
능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학과별 교육과정(커리큘럼) 및 취득자격증(진로)



직업훈련 사례2 – 경기도(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설립 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1조의 2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경기도/두원공과대학 “관ㆍ학 협약서”(2008. 01. 14)

 설립 목적

 경기북부지역 산업체 지원을 위한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및 재직근로자 능력 향상 교육

- 경기도 거주 미취업자,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양성훈련

- 경기도 소재 산업체의 재직근로자를 위한 향상훈련

- 경기도민을 위한 평생교육

 실업상태의 경기도민을 양질의 기술ㆍ기능 인력으로 양성하여 산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실업 해소와 산업체 지원 및 고용안정에 기여



직업훈련 사례2 – 경기도(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년도별 교육훈련 및 취업 실적
 ’08~’18년까지(11년간) 2,020명 수료, 1,872명 취업, 누적 취업률 92.7%

연도별 과정수 입학인원 중도탈락 수료인원 수료율 취업 취업률

2008년 6 148 51 97 65.5% 80 82.5%

2009년 4 180 17 163 90.6% 153 93.9%

2010년 4 180 12 168 93.3% 166 98.8%

2011년 4 180 30 150 83.3% 146 97.3%

2012년 4 210 35 175 83.3% 167 95.4%

2013년 5 250 51 199 79.6% 186 93.5%

2014년 5 260 48 212 81.5% 198 93.4%

2015년 5 260 50 210 80.8% 193 91.9%

2016년 5 246 39 202 82.1% 191 94.6%

2017년 5 260 44 216 83.1% 197 91.2%

2018년 6 269

계 2 443 418 2 020 82 7% 1 872 92 7%



 서울시 기술교육원

 동부기술교육원
 중부기술교육원
 남부기술교육원
 북부기술교육원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

 교육 철학의 충돌(?) – 대학인가? 삶인가?

 교육부 – 국가교육위원회

 고교 정상화(?)

 입시제도

 대학 혁신

 사회적 변화(외부 환경) : 학력이 필요치 않은 직업군의 탄생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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