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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세계의 변화

I.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세계의 변화
1. 직업세계의 변화
 OECD 젂체적으로 2006~2016년 사이 새롭게 만들어짂 일자리는 40%는 디지털
관렦 부문 일자리
- 동시에 비표준화된 일자리도 증가
- 일자리의 1/3은 임시직, 파트타임, 혹은 자영업임
 자동화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 (미국), 2030년까지
- McKinsey : 54백만 명의 귺로자 중 16백만 명이 이직
- Oxford Economics : 로봇 자동화에 따라 2백만 명이 실직
- Brookings Institution : 일자리 중 60%가 자동화의 (중갂에서 높은 수준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
- PwC : 일자리의 ¼가 자동화될 것
 그러나, 자동화는 일자리 감소가 아니라 일자리 증가를 가져옴
 COVID 19의 영향 : 저소득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디지털화는 스킬
격차(skills gap)을 더 벌리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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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세계의 변화
1. 직업세계의 변화


The Second Machine Age
- AI가 귺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45%를 대체
↛ 현졲하는 일자리의 45%가 소멸

→ 일자리의 45%에서 직무 내용이 달라짐
- 귺로자는 AI와 함께 일하고, AI를 홗용핛 줄 알아야 함
⇒ 교육의 내용이 자동화를 홗용핛 수 있도록 내용이 변화되어야 함

- AI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인갂이 핛 수 있도록 교육과 학습이
바뀌어야 함

I.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세계의 변화
1. 직업세계의 변화
 사람과 기계
- 사람 vs. 기계
- 사람 with 기계
<표 1> ‘18~22 AI 경제에서의 일자리 수요 젂망
일자리 분야

비율

업무내용

명백히 인갂적인

58%

대인소통, 창의, 젂략적 의사결정 업무

AI 기반

25%

데이터 분석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AI 직접 관렦

17%

AI 기술 개발자, 빅데이터 젂문가 등

자료: Microsof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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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세계의 변화
1. 직업세계의 변화9
일의 구분과 양극화



-

cognitive

manual

routine

↓

↓

nonroutine

⇑

↑↓

인지적, 육체적 기능을 떠나 일상적 일에 대해서는 수요 감소
비일상적 일에 대핚 수요는 증가
그러나 비일상적, 육체적 일에 대해서는 수요 증가보다 공급의 증가가 커서 임금 하락
오직, 비일상적/인지적 기능만이 임금 상승

 skill-biased technical change : 인적자본을 갖춖 개인을 요구
- 그런데 어떤 skill?
- 과거 : 젂문화된 교육, 특정 영역에서의 젂문성
- 급속핚 기술발젂 : 지속적으로 적응핛 수 있는 능력, 다양핚 맥락에 적용핛 수
있는 기술과 능력(transferable skills)

 승자독식(winner-take-all) 사회

I.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세계의 변화
2. 핚국의 인재양성 현실
 생산가능 인구 감소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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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세계의 변화
2. 핚국의 인재양성 현실
 싞산업분야 부족 인재 젂망(2028년 기준)
디지털 헬스케어 : 24,998명
스마트 선박 : 13,668명
항공 드롞 : 4,435명
지능형 로봇 : 20,229명
차세대 반도체 : 16,382명 (27년 기준)

IoT 가젂 : 16,110명
첨단 싞소재 : 11,475명

II. 인재정책을 둘러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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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재정책을 둘러싼 쟁점
1. 인재정책의 비전과 목표
 인재정책의 비젂
개인의 풍요로운 삶과 혁싞성장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 중심․역량 중심의 인재정책

 인재정책의 목표
1) 기본 역량 제고를 통핚 개인의 평생고용가능성과 삶의 질 제고
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싞성장을 주도핛 인재양성
3) 산업계 수요와 개인의 삶의 질 갂 조화 추구
4) 통합적 사회정책의 틀 속에서 인재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 확보

II. 인재정책을 둘러싼 쟁점
2. 미래인재와 관련된 주요 이슈
 높은 불확실성 속에 ‘미래인재상’을 정의핛 수 있는가?

 산업별 수요를 예측핛 수 있는가?
- 수요-공급의 프레임워크는 유효핚가?
 인재의 양 vs 질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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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재정책을 둘러싼 쟁점
3. 혁신성장과 인재정책: 인재의 개념
‘인재’ 는 혁신성장이 전제되는 개념임
- skilled labor + knowledge worker

인재정책 범위 : high skill(knowledge worker) + intermediate skill
혁신의 단계에 따른 인재정책
- stage 1 : novelty
- stage 2 : design, prototype development, and product engineering
- stage 3 : second-generation product and component innovation
- stage 4 : production and assembly
* Dan Breznitz(2021). Innovation in Real Places

II. 인재정책을 둘러싼 쟁점
3. 혁신성장과 인재정책: 인재의 개념
인재정책 범위
학교(대학 + 직업교육)
(자율․유연성․개방성)

⇔
개인

사람 중심의
인재정책

평생교육
(직업교육)
거버넌스
(협업․조정․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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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과
연계된
인재정책

산업

III. 사회정책으로서의 인재정책

III. 사회정책으로서의 인재정책
1. 사회정책으로서의 인재정책: 관점의 전홖
 산업정책의로서의 인재정책 vs 사회정책으로서의 인재정책
구분

산업정책으로서의 인재정책

사회정책으로서의 인재정책

목표

미래 홖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핚 인재 육성을 통핚 웰빙의 창춗과 고용
(산업)인력 양성
안젂망의 확보

의미

정책 영역별, 분야별 인재육성
4차 산업혁명 대응
싞기술 홗용 능력 향상

경제적·사회적 웰빙을 조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성취와 국가 젂체적 지속가능성 향상

시각

산업적 관점, 공급자 중심

통합적 관점, 수요자 중심

영역별, 분야별 세분화된 인재정책의 목표
달성과 미시적 수준의 사업효과성 제고

거시적 수준의 사회정책 목표 달성과 장기적
측면의 임팩트 확보

경제적 성공, 산업 인력 미스매치의 해소

개인적 성취, 사회적 웰빙

정책 갂 분젃화, 경쟁적 중복 해소

정책 갂 연계성, 상보성 확보

성과관리
지향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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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회정책으로서의 인재정책
2. 사회정책으로서의 인재정책의 차별성
 산업 중심의 공급자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관점 전홖
 개별 정책의 목표 달성에서 벖어나 통합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확보
 제도적 상보성 기반
- 기졲 인재 정책의 경우 부처별, 분야별 인력 정책의 수립과 달성 과정에서 정책 갂 중복과
분젃화 야기

- 개별 정책 분야가 아닌 통합적 사회정책의 틀 속에서 인재정책 구현
※ 사회정책 측면의 접귺은 역량(교육), 고용(경제), 불평등(복지), 성장(산업)에 관핚
다양핚 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

III. 사회정책으로서의 인재정책
3. 사회정책으로서의 인재정책의 방향 및 시사점
 ‘사람’ 중심의 접근
※ 문제해결능력, 소통능력, 공감능력 등 귺본적 역량의 향상 강조
 국가의 성장동력과 개인의 삶의 질 조화
 세부 정책전략의 장기적 효과성 추적을 위핚 post-evaluation system 구축
 개별 인재정책 갂 경쟁이 아닌 정책 조정·협력(policy collaboration)체계 구축
 민갂 중심의 bottom-up 전략의 개발
- 정부 정책 위주의 top-down 방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민갂 부문과의 협력이 보장되는
bottom-up 접귺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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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우리나라 인재양성정책의 현황

IV. 우리나라 인재양성정책의 현황
범부처 인재양성 추짂 현황 개요
 인재양성 법률 현황
부처

소관 법률 수(비율)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싞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기타
합계

34 (11.5%)
34 (11.5%)
26 (8.9%)
25 (8.5%)
25 (8.5%)
25 (8.5%)
25 (8.5%)
11 (3.7%)
77 (26.1%)
295 (100.0%)

주: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법을 비롯하여 모듞 소관 법률이 인재양성과 관렦되어 있음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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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우리나라 인재양성정책의 현황
범부처 인재양성 추짂 현황 개요
 인재양성 계획 현황(’19년 ~)
부처

소관 법률 수(비율)

교육부

25 (25.3%)

산업통상자원부

16 (16.2%)

과학기술정보통싞부

14 (14.1%)

문화체육관광부

8 (8.1%)

고용노동부

6 (6.1%)

농림축산식품부

5 (5.1%)

보건복지부

5 (5.1%)

기타

9 (9.1%)

부처 합동

6 (6.1%)

합계

99 (100.0%)

자료: 교육부

IV. 우리나라 인재양성정책의 현황
범부처 인재양성 추짂 현황 개요
 인재양성 사업 수 및 예산 현황
부처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싞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사업 수(%)
57
(15.7%)
40
(11.0%)
29
(8.0%)
26
(7.1%)
24
(6.6%)

예산
(단위: 억 원)

주 부문

7,547

공공·행정

3,097

기술·공학

418

농림·어업

620

예술·체육

162

의약·바이오

ⵗ
합계

364
(100.0%)

15,278

주 : 교육부는 대부분의 사업이 인재양성과 관렦되어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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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우리나라 인재양성정책의 현황
범부처 인재양성 추짂 현황 개요
 생애주기별 사업 현황
생애주기

부처

합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과학기술정보통싞부

7

38

11

2

58

고용노동부

5

55

36

8

104

여성가족부

5

4

4

문화재청

1

9

8

5

23

214

40

652

13

ⵗ
합계

48

350

자료: 교육부

V. 범부처 연계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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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범부처 연계 강화 방안
 산업별, 기술별 구분으로 전홖
 대학은 교육부와 과기부가, 인력에 대핚 수요는 산업계를 대리(지원)하는 산업부, 중기부,
노동부가 총괄하므로 결국은 부처 갂 협력이 핵심
- 대학(교육부), 대학원(산업부, 과기부 등), 미취업자(고용부)로 분리되어 해당 부처
별로 실시되고 있는 기졲 인재 양성 체제의 재편성이 필요
⇒ 소관별 구분에서 산업 및 기술별 구분으로 젂홖 필요

V. 범부처 연계 강화 방안
 협력과 조정을 위핚 정보(관리) 인프라 구축
 산업별, 기술별 인재 공급과 수요의 현황에 대핚 정보시스템 구축
 산업별, 기술별 미래 인재 공급과 수요에 대핚 예측과 관렦 정보의 생산, 유통, 공유
 산업별, 기술별 인재의 질적 수준에 대핚 정보의 생산, 유통, 공유
 인재양성 정보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콘텐츠 공동 홗용이 가능핚 통합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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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범부처 연계 강화 방안
 통합 거버넌스 구축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운영체계

V. 범부처 연계 강화 방안
 개별 인재 정책 갂 경쟁이 아닌 정책 조정·협력(policy collaboration)체계 구축
- 부처 갂 인재 정책의 중복·비일관성을 줄이고, 정책 갂 협력·조정을 통해 분야별

세부 정책 목표를 특성화핛 필요
- 그갂 인재 양성정책에서 갂과되어 온 복지, 불평등 등의 관렦 정책을 함께
고려핚 정책 프레임워크 필요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포함핚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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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범부처 연계 강화 방안
 국가인재양성투자 및 관리에 대핚 정당성 확보를 위핚 법제도 마련
 (가칭)’국가인재양성지원법’을 제정하고 아래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화 핛 필요
- 국가인재양성의 기본 틀(‘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 수립’) 규정
- 정부(각 부처), 지자체, 산업계의 역핛과 책임
- 부처갂/지자체갂/산업계 역핛(지원젃차, 지원방식 등)의 조정

- 인재양성 과정에 대핚 혁싞(교육과정, 교수짂, 교수방법, 짂로취업지도, 현장실습 등)과
그 지원체계(대학의 조직과 지원체계, 산업계의 참여와 지원 등 포함)
- 인력수급 정보 관리체계 확보
- 인재양성 투자 성과관리체계 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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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차 사회정책포럼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인재양성 개선방안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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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사회정책포럼

미래세대 인재양성 정책방향
2021. 10. 25.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인재양성 개선방안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 교육혁신센터장
한국개발연구원(KDI) 겸임연구위원

불평등의 악순환 구조 – (어떤) 교육 해법이 있을까?
[선분배: Initial Endowment]
• 무엇이 공정한 경쟁인가?
• 왜 잘사는 집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가?

[1차 분배: Labor Market]
• 무엇이 공정한 취업인가?
• 높은 교육투자수익률은
양날의 검?

[2차 분배: Tax & Transfer]
• 무엇이 공정한 재분배인가?
• 부동산가격 폭등은 제로섬?
자료: 교육부, ｢교육 형평성 지표｣ 개발 추진계획(안), 2020. 1. 20.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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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교육격차
 파생격차이자 근원격차로서 교육격차
–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격차  교육격차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격차

 코로나19 이전 상황의 교육격차 문제
– 교육 사다리 붕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 강화(사교육 경쟁 심화,
평준화 약화), 명문대 재학생의 계층적∙지역적 쏠림 강화
– 교육적 배제 발생: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의 증가

 코로나19 상황의 교육격차 심화 경로
– K자형 양극화를 통한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격차 심화  교육격차 심화
– 평등한 배움의 장으로서 학교의 폐쇄로 인한 공교육의 형평화 기능 마비 
일상적 가정환경의 영향력 강화, 학교의 사회화∙보호∙돌봄∙급식 기능 중단
– 온라인 원격수업의 불평등성  교육공백(학습결손) 정도의 불균등성
• 원격수업의 인프라 차이: 가정 간 차이, 학교 간 차이
• 원격수업의 질 차이: 학교 간 차이, 교사 간 차이
• 원격수업의 적합도 차이: 상위권 vs 중하위권, 일반학생 vs 장애학생

1. 교육 불평등의 실태와 원인
1.1. 교육 불평등의 실태 – 교육 양극화
1.2. 교육 불평등의 원인 – 유전보다는 환경

2. 격차 해소를 위한 인재양성 개선방안
2.1. 발달 격차와 재능 사장의 방지
2.2. 성공 경로의 다양화
2.3. 포용적인 교육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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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 격차의 실태 - 교육 양극화

교육단계별 진학률 – 누가 대학을 덜 가고 있는가?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출처: 김경근(20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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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고1 학생의 고교 유형별 가정 배경

자료: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김희삼(2014)에서 재인용

2000년대 이후 성적에 대한 가정배경의 영향력 확대
사회경제적 배경과 TIMMS 수학 성적의 상관관계 추이 (한국 vs. 미국)

주: 그래프의 기울기는 수학 성적에 대해 사회경제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경제적 배경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성적의 차이로 측정됨.
자료: Byeon and Ki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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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근간에 기초학력미달 증가, 가정 영향력 증대
평균점수

기초수준미달 비율

가정 배경 영향력

2000

2015

2000

2015

2000

2015

영국

528

500

12.0

19.1

41.6

34.9

핀란드

540

523

7.4

12.0

24.5

34.6

미국

499

487

20.1

22.9

37.2

26.0

일본

543

529

8.1

11.1

36.6*

38.7

홍콩

542

533

8.2

9.2

17.7

13.7

한국

541

519

6.0

14.5

22.0

42.8

OECD

501

492

20.8

21.6

27.6

29.7

주: 각 연도, 각 나라의 읽기, 수학, 과학 세 영역의 해당 값 평균임. 기초수준미달 비율은 2수준 미만 학생의 비율임.
가정 배경 영향력은 PISA 조사에 포함된 개별 학생의 경제⸱사회⸱문화 지위지수(ESCS)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회귀분석모형)의 추정계수값임. *일본은 2000년에 ESCS 변수가 조사되지 않아 2003년 값으로 대신함.
자료: OECD PISA 각 연도 자료

한국의 역경극복학생 비율은 근간에 줄어들고 있다.

주: 역경극복학생(resilient student) 비율(학업탄력성)은 부모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지표가 자국 학생 중 하위 25%에
속했지만, 성적은 전체 평가국 학생 중 상위 25%를 기록한 학생의 비율임.
자료: OECD PISA 2006, 2018 읽기 점수 자료
그림 출처: 황성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Issue Brief, 184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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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PISA 결과 중 만 15세 한국 학생의 성취수준
* 2수준(level 2): 삶에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 = 기초학력
* PISA 2000 읽기 2수준 학생은 1수준 이하 학생보다 6년 후 대학진학률 2배, 5수준 학생은 20배였음.

자료: OECD PISA Result 각 연도, 교육부(2019)에서 재인용

기초학력미달 중학생 비율의 증가세
중3 기초학력미달 비율
16
14
12
10
8
6
4
2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어

수학

영어

자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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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

2018

2019

2020

기초학력미달 고등학생 비율의 증가세
고2 기초학력미달 비율
16
14
12
10
8

6
4
2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어

수학

영어

2016

2017

2018

2019

2020

자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각 연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력 저하 및 학습 격차 심화(1/2)

주: 부산지역 내 일반고 24개교(남‧여 공학 각 8개교, 공‧사립 각 12개교)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1, 2학년과
2020학년도 1, 2, 3학년의 1학기 수학‧영어 과목 중간고사 성적을 부산대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임.
자료: 부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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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학력 저하 및 학습 격차 심화(2/2)
영어(절대평가) 성적 분포 추이
50

46.5

40

36.2

38.1

37.9

43.8
36.2

36

32.6

29.6

28.8

30

20
12.7
10

8.7

7.4

5.9

5.8

0

2019년 9월 모평

2019년 11월 수능
1등급

2020년 6월 모평
2, 3등급

2020년 9월 모평

2020년 12월 수능*

5등급 이하

* <질문>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상황 때문에 중위권이 줄어드는 등 수험생 간
학력 격차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 결과는 어떻게 분석됐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관계자) 중위권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수능의 경우 6모·9모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위
권이 줄어드는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상황
을 반영하면서 출제에 임했습니다. 출제검토진이 예상했던 고난도들의 어려운 정도가 예상과 조금 더 쉽게 작용한 것
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심화
코로나19 전후 지역규모별 보통학력이상 학생 비율의 변화

코로나19 전후 지역규모별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의 변화

주: 음영은 연도 내 지역규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를 표시함.
자료: 교육부(2021. 6.)

- 28 -

1.2. 교육 격차의 원인 - 유전보다는 환경

유전(Nature)과 환경(Nurture)의 영향
자녀에 대한 가정의 투자

자료: Haveman and Wolfe (1995), Leibowitz(1974)에서 재인용.

- 29 -

8~12개월 유아의 지능은 가정 배경과 무관하다

그러나 인지능력의 발달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 30 -

인지능력의 발달에 3~5세의 환경이 중요
가구소득에 따른 아동의 인지적 발달의 차이 (Cunha, 2014)

부모가 얼마나 많은 말을, 격려의 말을 해줬는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언어 발달의 차이

(Source: Hart and Risley, Meaningful differences in

everyday parenting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in young American childre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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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학생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

자료: 교육부, 2020. 3. 11.

월소득구간별 초중고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자료: 교육부,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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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교육 관여와 양육 관행의 차이 (신명호, 2011)
 고학력 중산층 부모는 강한 학벌주의 가치관을 갖고 자녀의 학업
열의를 높이기 위해 일상적인 의식화 작업
– 실천적으로는 자녀에게 조기에 공부 습관을 들이게 하고 학업 몰입을 위해
각종 생활을 통제하며 학업 전술과 진로 선택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
– 이들은 저학력 노동자층 부모와 달리 교육투자의 고수익을 체험했으며, 교
육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커뮤니티 또한 다르게 형성

 부모의 교육 관여와 양육 관행의 차이는 자녀의 지능 발달과 공부
습관 및 학습량의 차이를 가져와 결국 학업성취도의 차이로 귀결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습시간(특히 학교 외 학습시
간)이 길었음(2014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 은기수 외, 2015).
• 가구소득별 초등학생 총 학습시간: 200만원 미만 279.5분 < 200~400만원
미만 308.6분 < 400~600만원 미만 336.4분 < 600만원 이상 345.4분

• 아버지 학력별 초등학생 총 학습시간: 중학 이하 275분 < 대학 이상 347분
• 아버지 학력별 고등학생 총 학습시간: 중학 이하 380분 < 대학 이상 538분

– 대입전형이 수시 위주로 바뀌고 복잡해져 정보의 습득 및 정리와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는 부모가 속한 커뮤니티도 대입에 상당한 영향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면 격차가 커진다
 정책 변화로 인한 자연실험 상황에서 확인된 증거
– 일본에서 ‘유도리’교육이 2002년 본격 도입되면서 토요일 수업 폐지 및 수
업일수 감소  그 후 9~10학년 학생의 학습시간 및 시험성적에 대한 사회
경제적 배경의 영향력 증가

– 한국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교과수업 단축 및 시험 폐지 
해당 학기 중 고소득가구의 사교육(명문대 진학 목표의 선행학습) 확대

 가정의 학습 지원 여부가 원격교육의 학습 효과에 큰 영향
– 학부모가 원격수업 기간 중 가장 어려움을 느낀 것: 가정 내 학습과 생활을
지도할 사람 부족(49%)
• 그 외 접속 지연 등 원격수업 오류 발생 시 즉각 해결 어려움(23%), 과제 과다
로 수행 부담 발생(10%), 가정 내 스마트기기 부족(3%), 데이터 사용료 및 통
신비 부담(1%) 등

– 교사가 원격수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학생 출결 확인 및 수업 참
여 독려(56.6%)
– 개인과 가정의 재량에 따라 쓸 수 있는 시간이 늘고 이 시간이 일부 계층에
게 온･오프라인 사교육 증가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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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원격교육 인프라를 갖춘 것은 아니다
 원격교육 인프라의 차이로 인한 디지털 교육 격차
– 집에 무선 인터넷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PC, 태블릿 등의 장비가 없는
학생들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
• 보급률이 매우 높은 스마트폰은 하나쯤 있을 수 있지만 학습용으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이 아니며, 작은 화면의 스마트폰으로 원격수업의 학습 환경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움
• 경기도 내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14~19세 학생 응답자 중 40.6%가 집에 PC
가 없거나 노후화되어 원격수업을 듣기 어려움, 집에 무선 인터넷이 없어 데이터
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가족 중 4명이 학생이라 PC 등 원격수업 장비가 부
족한 상황, 집에 공부방이 없어 수능 준비가 어려운 상황 등을 토로

 교육에 IC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에듀테크의 공교육 도입은 미흡
– 한국의 경우, 적절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확보는 OECD 평균 미만, 디지털
장비로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확보와 교사에 대한 전문적 지원은 평균
이하, 기술 지원 인력의 확보는 최하위권
– 학교 간 디지털 교육 인프라의 격차도 상당
•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 vs 공공 온라인 플랫폼 강의영상으로 대체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려운 이가 더 어려워진다.
 장애로 인해 더 밀착되고 세심한 대면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원격
교육은 전혀 효과적인 대체물이 되지 못함
– 부족한 청각, 시각 또는 인지능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 다면적 소통과 학업 집
중을 도와줄 교사의 스킨십 등 상호작용이 원격교육, 특히 일방향의 녹화강의
수업에서는 거의 불가능
– 2019년 기준 9,653명의 장애 대학생에 대해 160명의 전문교육지원인력이
지원됐는데, 개별적으로 재택수업을 하게 된 2020년 1학기에 이들의 학습을
돕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

 기초학력미달 학생들 중 상당수가 난독증 등의 학습장애나 의사소통
장애를 갖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이었을 수 있는데, 이에 맞는 특수교
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었을 가능성
– 2015년 기준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율은 OECD 평균이 약 6%이고 미국
7%, 캐나다 10.8%, 덴마크 13%, 핀란드 17.1%인 데 비해, 한국은
1.3%밖에 안 된다는 점이 이런 가능성에 대한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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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온라인교육 환경 격차

(출처: 코로나19와 교육: 학교 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2020)

가정 경제수준별 코로나 기간 사교육 및 행복감 차이

(출처: 코로나19와 교육: 학교 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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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발달 격차와 재능 사장의 방지

조기 개입의 중요성 – 효율성 및 정치적 용이성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인적 자본 투자의 시기별 수익률

자료: Carneiro and Heckman, “Human Capital Policy,” NBER Working Paper 949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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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양육 환경과 균형 잡힌 조기교육의 중요성
 가난이 아동의 두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찰스 넬슨, 인지발달신경과학자)
– UN 지정 최빈국 및 미국의 빈곤층 아이의 뇌 발달 연구 결과
• 생후 2개월에 뇌의 회백질 양 부족  3세에 IQ 하락  지능 발달 저하
•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의 높은 스트레스 환경  아이의 뇌 활동 감소

 영유아기 때 비인지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도 미래의 성공과 행복에 큰 도움
– Perry Preschool 실험: 1962~67년 디트로이트시 외곽의 빈곤 흑인 아동 대상으로
A그룹은 인지능력(읽기와 셈하기) 중심 교육, B그룹은 비인지능력(사회성, 성실성, 자
제력) 중심 교육을 2년 간 실시  40년 후 B그룹의 사회적 성취도, 행복감, 소득이
더 높았음 (David J. Dem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Social Skills in the Labor Marke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2(4), 2017).

 물질적 결핍과 자아고갈 환경에서는 인내심을 발휘하는 장기적 관점을 갖기 어려움
– 새로운 ‘마시멜로우 실험’: 고소득가정의 고학력 엄마의 아이와 저소득가정의 저학력 엄
마의 아이가 초콜릿(M&M) 실험에서 같은 판단력과 조절력을 갖고서도 다른 선택
• 미주신경 긴장(vagal tone)으로 측정한 아이의 판단력과 조절력이 높을수록 상
류층 아이는 더 오랜 시간을 참아냈지만 하류층 아이는 더 빨리 초콜릿을 먹음.
 언제 또 먹을 기회가 올지 모르는 환경에서 살면 장기적 합리성을 갖기 어려움

재능의 발굴 또는 사장? 진짜 인재를 잘 뽑고 있을까?
‘겉보기 인적자본’의 ‘치장술’ 효과? (김세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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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의 구별 능력 분포가 실제로 그렇게 다를까?
겉보기 인적자본의 구별 분포: 상당히 다름.

진짜 인적자본의 구별 분포: 거의 같음.

“용(龍)의 씨는 거의 고르게 뿌려진다!”
자료: 김세직·류근관·손석준(2015), “학생 잠재력인가? 부모 경제력인가?” 경제논집, 54(2),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진짜 인적자본으로 뽑았다면 구별 서울대 합격확률은?

자료: 김세직·류근관·손석준(2015), “학생 잠재력인가? 부모 경제력인가?” 경제논집, 54(2),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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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아득해진 SKY, 날아볼 기회가 주어졌다면…
 대학 입학 유형별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학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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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서울대학교에는 2005년 3월 3,224명의 학생이 입학하였는데, 이 중 지역균형선발은 659명(20.4%), 특기자전형
426명(13.2%), 일반전형 2,139명(66.3%)이었음. 이들 중 702명의 학생이 2009년 2월에 졸업하였음(지역균형
선발 84명, 특기자전형 102명, 일반전형 516명).
자료: 백순근·양정호(2009).

2년 후면 사라지는 특목고 선행학습의 약발
 KAIST 2013학번 학생들의 고교 유형별 4년간 학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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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3학번 기준
자료: 김민기 의원실, EBS 다큐프라임(2017) ‘대학입시의 진실’ 방영 자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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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2. 성공 경로의 다양화

직업 관련 지식 획득에 대한 학교 교육의 효과 인식
“학교가 직업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가르쳐준다.”는 문항에 대한 만 15세 학생들의 응답

자료: OECD, PIS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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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 삶 준비에 대한 학교 교육의 효과 인식
“학교가 졸업 후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나에게 해주는 것이 없다.”는 문항에 대한 만 15세
학생들의 응답

자료: OECD, PISA 2009.

대학부터 가고 보는 것 vs 가야 할 때 가는 것
 전공 불일치(교육 분야≠일 분야) 발생률 (OECD PIAAC: 국제성인역량조사)

대학졸업평균
연령 29세

대학졸업평균
연령 25세

자료: OECD,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Field-of-Study Mismat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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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경로의 다양화 – 홍콩 교육개혁의 시사점
 홍콩은 한국과 유사한 교육환경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해온 사례로서,
교육과정의 수평적 다양화를 입시 개혁과 연계
– 높은 교육열과 PISA성적, 치열한 대입경쟁(1/4만 홍콩 내 대학진학가능), 입
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
 2000년 이후 일관된 초중고 교육개혁 추진
– 개혁의 모토: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다양한 성공경로를 준비’
– 교육과정(Pooi To Middle School): 오전수업 공통수강(4대 필수과목) +
오후수업 개별수강(20여개 선택과목, 직업교육, 외국어 중 2~3개 과목 선택)
• 금요일 오후는 인성·체험·봉사·진로교육에 할애
– 수능시험(HKDSE): 고교수강과목(필수+선택) 5등급평가(2012년 총 1,129
개의 선택과목조합), 직업교육 3등급평가, 기타 외국어 5등급평가
• 역량중심평가: 점수가 아닌 등급제이며, 선다형을 지양한 논술형 수능

– 대입전형: HKDSE 등급, 학교수행평가(논문/실험실습), 자기소개서(교장이
직접 첨삭지도)를 제출하고, 대학은 지필고사를 제외한 면접 등으로 선발

고교 학점제 – 한국 교육 시스템 개혁의 시금석
 교육전문가들 10여년의 염원이 2025년에 실현될 수 있을까?

(출처: 김희삼, 교육문제의 쟁점과 과제, 2010. 3. 9.)

–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학생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에 졸업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로 규정
 그 방향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 중심’ 교육을 통해 개인의 단점 보완보다는 능력과
특기, 다양성과 개성의 발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상수, 2019).
– 학점제 운영의 전제조건: 1) ‘진로에 따른 다양한 과목 선택’과 2) 과목별 학점 취득
을 위한 ‘이수’ 규정(기존에는 출석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면 졸업과 함께 학력 인정)
을 충족하려면, 1) 개별 학생의 진로계획에 맞는 과목의 수업 제공, 2) 개별 과목의
이수를 위한 최소성취수준의 도달 확인이 필요
– 학점제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개별 학생들의 공강 시간을 외부 동영상
강의 시청을 통한 학점 이수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콘텐츠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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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포용적인 교육혁신

이해하지도 못하는 수업, 잠이나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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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피드백이 격차 완화에는 가장 효과적인데…
 교사의 피드백과 수평적 협력 학
습이 가장 높은 효과
– 교사의 학생에 대한 피드백과 학습
성찰 도움이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효과
– 급우 간의 학습 지도, 그룹 학습 등
협력 학습도 상당한 효과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보조교사 고용
등은 비용 대비 낮은 효과
– 학교 시설 개선의 효과도 미미
– 우열반 편성은 학교 학습 효과의 개
선에 도움이 안 됨.
– 일제고사에 의한 학교 책무성 강화
정책도 기초학력미달자가 많은 학교
이외의 전반적 교육 개선에는 큰 영
향 없음.
 그러나 기초학력보장에는 도움

표집조사와 전수조사 시기의 기초학력미달 비율

- 44 -

교육부의 학교별 학력평가 연차별 확대 방안

교육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방안

자료: 교육부(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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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상호작용으로 동기부여를 도울 수는 없을까?
 교육전략별 효과, 비용 및 노력 요구에 대한 한국 중등교사의 인식 (김희삼, 2020)

 원격수업을 통해 교사들은 자신의 핵심 역할이 학생들의 동기 부여와 소통을 위한 수업 설계와 학급 경영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특히 학습 동기와 습관이 취약한 학생들의 학습 성공을 위한 관심과 피드백을 제공하
는 데 역점을 두게 될 것(박남기, 2020)

컴퓨터 지원 방식의 학생 맞춤형 학습의 성적 향상효과
 인도 델리의 저소득층 중학생 대상 컴퓨
터 지원 맞춤형 학습 실험
– 방과 후에 컴퓨터 지원 방식의 개별 맞춤형 학
습(computer-aided learning: CAL) 제공
–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CAL 프로그램을 체험
해보게 한 후에 추첨을 통해 절반 정도에 해당
하는 314명의 학생들에게 CAL 수업을 4.5개
월 동안 무료 제공
– 수학과 국어(힌디어)에 대해 주 6일, 하루 90
분 학습 제공
• 전반 45분은 소프트웨어 이용한 자기주도학
습, 후반 45분은 12~15명 모둠으로 조교가
학습 보조

– 그 결과, CAL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미참여 학
생보다 두 과목 모두에서 매우 높은 성적 향상
(출처: Muralidharan et al., American Economic Review, April 2019)

- 46 -

포용적인 대학의 AI 기반 혁신 교육
 [U.S. New & World Report 2019 대학평가] ASU: 종합순위 115위, ‘가장 좋은 수업
(학부 과정)’ 부문 11위, ‘가장 혁신적인 대학’ 1위(해당 지표가 만들어진 최근 4년 연속
1위) cf. 3위 MIT(종합순위 3위), 5위 Stanford(종합순위 7위)

 애리조나 주립대의 적응기술을 이용한 주체적 학습
–
–
–
–

선행학습과 고교 성적의 영향을 덜 받고 모두가 목표수준에 이르는 교육 지향
2011년 이후 65,000명 이상의 학생이 Adaptive/Active Courseware로 학습
2018년 현재 기초과학, 수학 등 12개 과목에서 운영
생물학 입문(BIO 100): CogBooks 적응학습으로 중도탈락률 20%1.5%,
C학점 미만 비율 28%1.5%
– 대수학(Algebra): McGraw Hill(ALEKS) 적응학습으로 목표성취수준 도달비율
62%79%, 기초수학실력을 갖추지 못했던 학생들의 이수율 28.5% 향상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AI 기반 맞춤형 학습 도입

– ALEKS를 도입하여 통계학 등 계량분석방법을 가르친 결과, 3시간 테스트만으로
도 3년 이상 가르친 것처럼 학생의 선지식과 실력을 파악할 수 있었음
– 통계학 최하위권이었던 학생 2명이 최상위권으로 도약
– 인간 교수자라면 포기했었을 학생도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인공지능 교수자는 지
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칠 수 있기 때문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어 말하기 격차 완화 – AI 펭톡
 EBS ‘AI펭톡’의 초등 4학년 시범학교 실험
– EBS가 교육부∙교육청의 특별교부금과 ETRI 및 NHN
컨소시엄의 기술 지원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초등
학생 영어 말하기 앱 ‘AI펭톡’ 파일럿 버전
– 음성텍스트텍스트음성 기술로 자유대화 가능

– 2020년 1학기 54개 시범학교 초등 4학년에 적용
– AI펭톡 사용 아이디 제공 여부에 따라 교내 4학년 2개
학급을 실험군 반과 비교군 반으로 정하고 4주간의 사
용 효과를 분석
– 실험군은 비교군보다 평가 점수, 영어 말하기 능력 및
지난 한 달 동안의 향상도에 대한 자기 평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 유용성 인식, 흥미도, 실력 향상 의욕, 지
난 한 달 동안의 영어 학습량 등에서 개선
– 실험 시작 때의 설문조사 결과, 실험군의 통산 원어민
교습 경험과 영어학습량이 비교군보다 부족했음
 인공지능 기반의 비대면 쌍방향 교육이 계층 간,
지역 간, 학교 간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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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희삼 외, 2020)

Memo

- 31 -

Memo

- 32 -

Memo

- 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