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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업무계획

경영전략본부

20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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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21년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사업 성과
◦ 디지털 교육혁신 및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전략체계 개선
※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략목표 조정 및 핵심전략과제 재편(20→16개)

◦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진단 및 직무중심 조직관리체계 기반 조성
※ 新직무체계 도출: 3개 직군, 5개 직렬, 74개 직무 도출

◦ 미래교육 대응, ESG경영 내재화 등 조직․기능 조정 및 효율화*,
사내벤처제도 시범운영(2개팀 선정 및 역량강화 지원)
* 3개 특임팀 신설, 연말 성과분석을 통한 정규조직화 및 기능 통합

◦ ’22년도 정부 출연금 12% 확대(391억원’20년→438억원’21년), 인력 12명* 증원
* 에듀테크, K-에듀통합플랫폼, 교육저작권 관리, 결합전문기관 운영 12명

◦ 수탁사업 심의제도 시범운영을 통한 수탁사업 이월율 통제 강화,
재정조기집행 목표 대비 119% 달성, 출연금 100% 집행
※ 집행율 증가 88.4%’20년→92.5%’21년, 이월규모 축소 36.4%’20년→31%’21년

◦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A등급’달성
⚪ 코로나19 위기에도 최근 3년간 최다 채용(7회, 총 128명), 정․현원차
3년연속“0명”
⚪ 사회형평 인력 채용 8명(장애인 5명, 국가유공자 3명), 청년인턴 37명 채용(목표
46% 초과 달성), 공공기관 인사교류(한국장학재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노사간 소통 강화(정기/수시)로 노사관계 이슈 100% 해소
※ 근로자이사회 참관제 도입, 제위원회 직원대표 참여 확대, 임금단체협약 체결 등

⚪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2회, 총 4명), 운영직 임금체계 개선으로 차별
없는 일자리 조성 노력 지속
◦ 재택근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편의성 제고 및 복무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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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 감축 노력을 통한 재무 안정성 확보 : 5년 연속“안정”
⚪ 계약․구매 全단계*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및 공정문화 확산
* 계획수립→사전규격공개→입찰공고→입찰접수결과→계약체결(수의계약 포함)

⚪ 행정업무 프로세스 정비 및 경영정보시스템 개선
※ 상시 회계ㆍ세무 자문시스템 구축, 상생협력을 위한 자금 집행ㆍ대금 결제 시스템
신규 도입, 비대면 프로세스 확대(전자입찰·전자시담 100% 활용)
※ 대량회계전표 등록 및 승인, 출장비 정산시스템 개발, 중복검수 방지, 온라인
평가시스템 활용, 계약대장 현황 열람

2. 미흡한 점
⚪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비전 가치체계를 재검토하고, 대국민
소통 강화, 국민 체감 성과창출을 위한 전략체계 정비 필요
⚪ 직무중심 보수 체계 도입(직무분석 및 보수 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간
지속적 협력 필요
⚪ 공공기관 대상 다양한 각종 대외 평가(11개’19년→14개’22년) 성공적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 및 전사적 협업 문화 조성 필요
⚪ 공공구매 관리․활성화를 위한 전부서 협력체계 구축 및 자금․회계
업무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필요

<시사점>
▣ 비전가치체계 진단·개선방향 도출 및 경영전략체계 재정비 필요
▣ 노사협력을 통한 직무급 도입 기반 조성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 고효율 성과창출을 위한 대외평가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협업문화 조성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자금·회계 업무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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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2년 업무추진 방향
비전

사람중심의 디지털 교육혁신 전문기관

핵심
가치

창의융합
(Fusion)

열린포용
(Accompany)

전략
목표

Ⅰ.디지털 교육 환경
선도

Ⅱ.포용적 교육학술
서비스 확산

본부
경영
목표
추진
방향

혁신선도
(Innovation)

Ⅲ.지능형 교육행재정 Ⅳ.지속가능 경영관리
체계 확립
서비스 혁신

⚪지속가능 경영관리체계 확립 및 경영혁신을 통한 디지털 전환체계 고도화
⚪직무 중심 조직·인력운영 체계 확립 및 능력 발휘 조직문화 확산
⚪□같이의 가치□ 실천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동반성장 강화
⚪국민과의 소통, 직원간 소통·협력 기반 경영전략체계 운영
⚪노사협력, 소통과 능력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新성장동력 발굴, 지속적 업무프로세스 혁신 추구 등 생동하는 경영관리체계 운영
담당부서

연관
전략과제

⚪디지털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경영관리체계 운영
⚪사회적 가치와 효율성을 강화한 경영개선 과제 이행
⚪지속성장가능 경영혁신 예산 기획 및 관리

전략
기획실

4.1

⚪능력과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교육훈련체계 고도화를 통한 직원 전문성 강화
⚪노사 상생·협력기반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인재
경영실

4.3

⚪기관 경영실적 평가 대응 및 지표별 관리 체계 고도화
⚪합리적 조직 성과관리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ESG 운영체계 마련

ESG
혁신부

4.1
4.2

⚪재무행정 전문화 및 효율화를 통한 안정적 재무회계 관리
⚪계약·구매 관리 제도 선진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대내외 동반성장문화 확산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재무
회계부

4.2

실행과제명

실행
과제

기대
효과

사람존중
(Respect)

⚪디지털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래 교육환경조성 선도
⚪대내․외 이해관계자 참여․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로 공공 책무성 강화
⚪재무회계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상생‧공정문화 대내‧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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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1

지속가능 경영전략체계 고도화 (전략기획실)

▣ 사람중심 디지털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경영관리체계 고도화
▣ 사회적 가치와 효율성을 강화한 경영 개선 활동 강화
▣ 도전적 예산 확보, 효율적 예산집행, 안정적 예산관리 체계 운영

 디지털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경영관리체계 운영
◦ 학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래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경영전략체계 확립
- 대내․외 경영여건을 반영한 現비전․핵심가치 및 경영전략체계 재검토
→ 디지털 교육 대전환을 선도하는 중장기 경영전략체계 고도화(3∼12월)
※ 전략체계 진단 및 모니터링(3월) → 全구성원 참여 소통·협력 활동(수시) →
전략체계 개선 계획 수립(8월) → 내재화(9∼12월)

- 新비전 가치체계 내재화 및 대내․외 공유․확산 활동 강화
◦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에 능동적․탄력적으로 적시 대응하는 조직기능
상시점검체계 운영
- 조직 기능별, 개인별 업무 상시 관리체계 운영(분기별),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한 조직개편(안) 마련
- 기관 정보화 사업 추진체계 점검 및 관리 내실화
※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교육정보화 시행계획, 정보시스템 품질관리체계 등

◦ 국민 공감 성과창출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확대
- 국회, 국민, 학부모, 교육 협회‧단체 등 대외 모니터링 체계 운영
- 분야별 전문가 그룹 운영을 통한 경영․사업 현안 상시 자문체계 구축
◦ 新국정과제․정부 주요정책 책임 이행체계 구축 및 성과 관리 강화
- 2022 교육부 업무계획(28개), 교육회복 과제(17개), 교육 디지털 뉴딜과제(14개),
교육부 미래교육 전환과제(19개) 등 주요 교육정책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한
기관 사업과의 연계, 이행 및 성과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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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 주재 경영전략회의체 및 그룹별 정기적 경영전략체계 운영
※ 티미팅(주), 본부장 회의(주), 실·부장 회의(월), 확대간부회의(월) 등

◦ 임원의 역할강화를 통한 내실있는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 비상임이사 전문성을 고려한 본부별 전담 자문 체계 운영, 비상임이사
안건 사전설명을 통한 경영제언 활성화 유도
-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5월)
※ 비상임이사 4명, 비상임감사 1명(총 5명): 2022. 7.19. 임기만료(예정)

 사회적 가치와 효율성을 강화한 경영개선 과제 이행
◦ 기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 사업 점검 및 이행관리 체계화
- 외부 전문위원 위촉을 통한 수탁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
※ 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 신규 수탁사업, 공모 예정 사업, TF구성이 필요한 경우 등

- 모든 수탁사업 대상 기관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신규 수탁사업
수행의 타당성, 사업수행 여건(인적, 물적 자원 배치 등)을 검토
※ 수탁사업 수탁여부, 계획대비 이행점검‧집행율 관리, 성과관리 등

◦ 내실있는 사업관리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사업 전문성 강화 및 新
성장 동력 발굴체계 고도화
- 기관 추진 사업의 이해도가 높은 전‧현직 임원과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총 8명), 전문적 검토의견 반영
※ 사업실명제, 내부 사업성과평가, 중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심의 등(총 4회 이상)

- 공모전, 벤처 동아리 육성 등 구성원의 참여 통로를 다각화하여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신사업 발굴 체계 다변화
◦ 국회 업무보고(임시회), 국정감사(정기회) 수감을 위한 비상대응반
구성‧운영(5월, 8~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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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성장가능 경영혁신 예산 기획 및 관리
◦ 기관 예산 확보 노력 강화 및 중장기 재원 확보 전략 수립‧이행
- 정부‧국회 예산 심의 단계별 적기 대응으로 기관 예산의 안정적 확보
< 2022년 예산 확보 일정 >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교육부 심의(1월) → 중기재정운용계획 기재부 심의(2월)
→ 교육부 본 예산 심의(3∼5월) → 기획재정부 정부(안) 심의(6∼8월) → 국회 교육위·
예결위 심의․의결(9∼11월) → 2023년도 기관 출연금 확정(12월)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 중기 경영목표 연계 강화, 신규/증액 사업 규모 및 우선 순위 조정 등

- 고유사업의 중장기적 확대를 위한 출연금 예산확보 전략 수립 및 신규
사업 발굴․예산 구조 개편
※ 4세대 나이스 구축완료에 따른 예산 축소 대응 신규과제 적극 발굴 등

- 기관 인력 증원 계획 수립 및 기재부 증원 심의 적극대응
※ 중기(2023-2025) 인력운용계획 수립(2월) → 자원재배치 및 증원요구(6월)

- 전략적 예산 확보 및 집행 관리를 위한 예산실무위원회 운영
◦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산 관리 체계 운영
-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집행 기준 설정 및 예산 집행 프로세스 개선
※ 예산 편성·관리 지침 및 수탁사업관리 지침 배포, 예산 실무가이드북 배포·교육
※ 부적절 예산 집행 및 주요 오류 사례에 대한 상시 검증 체계 운영

- 자금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분기별 집행 점검 및 잔액 관리
※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계획 수립 및 부진사업 점검, 기재부 재정조기집행
실현을 위한 계획 대비 집행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기관 운영비 집행 계획 수립
※ 기관운영비 재원 마련을 위한 수탁사업 간접비 확보‧배분 계획 수립

- 수탁사업 집행 관리 강화를 통한 사업비 이월액 감축
※ 사업 담당자와 위탁기관 협조 방안 마련, 수탁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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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중심 조직·인사 관리체계 구축 (인재경영실)

▣ 인적자원 전사적 관리체계 구축, 혁신적인 인사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
▣ 능력중심 채용 프로세스 및 인적자원 양성 체계 고도화 추진
▣ 정부의 포용적 가치 기조에 따른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정착

 능력과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국정과제

사회적가치

⚪ 인적자원에 대한 전사적 관리체계 마련
- 직무중심 인력/성과관리를 통한 기관 생산성 향상
※ 역량과 성과중심의 평가·승진제도 운영 연계성 강화, 임금피크제 개선계획 등
※ 개인·직무별 전문성 관리, 직무중심의 인력활용 효율화를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

- 인사·보수제도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사례분석 및 벤치마킹
※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직무 중심 보수체계 도입 기반 마련

⚪ 공공기관 인사혁신 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제 안정적 운영을 통한 기관간 협력 및 전문성 강화
※ 기관간 전문성 상호활용 업무에 대한 공공정책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

- 직무 전문성·중요도를 고려한 개방형 대상직위(①민간전문, ②조직핵심)
지속 발굴
※ 민간 전문직위, 조직 핵심직위(온라인 학습, AI·빅데이터 등) 지속 발굴

⚪ 능력중심 채용 프로세스 고도화 및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 KERIS 新비전, 핵심가치 기반 기관 인재상 프레임워크 마련
- 유관기관 사례 조사를 통한 채용제도 개선 등 우수 인재 선발 방안 강구
※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및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검증체계 고도화 방안 등

- 비수도권(50%), 지역인재(30%), 장애인(3.6%), 보훈(5%) 채용 목표 달성
- 남녀고용평등,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산업별/규모별(정보통신업, 1,000인 미만) 여성고용율, 여성관리자율 평균
이상 유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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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체계 고도화를 통한 직원 전문성 강화
◦ 교육훈련 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개선
- (다양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활성화 등 대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구성･운영 지속
- (내실화) KERIS 교육훈련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기존 교육훈련체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전직교육 등 프로그램별 개선방안 및 경력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방안 모색 등

◦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경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 체계 고도화
- 구성원 필요 역량 및 니즈 분석 등을 통한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
커리큘럼 도입·운영
※ 예비관리자 대상 기본소양(청렴, 갑질인식, 리더십, 소통능력), 전문역량(정보화
역량, 국가계약법 등) 등 커리큘럼 등 보완

 노사 상생·협력 기반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국정과제

⚪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정착
- 노사 상호 소통 증대를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등 개선과제 발굴 및
노사간 신뢰 강화
※ 노사대표 참여 노사협의회 지속 운영 및 노사 공동 워크숍 추진
※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을 통한 노사간
상호협력 소통기반의 의사결정체제 강화

- 운영직(시설, 경비, 미화 등)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질 개선
⚪ 워라밸의 실질적 이행을 통한 행복일터 조성 및 조직문화 개선
- 일･생활 균형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제도 발굴 및 운영
※ 유연근무제의 안정적 운영 및 활용 직원의 지속적 확대 등
1) 20년(10.31.) 조사 결과(정보통신업, 1,000인 미만 기업 평균) : 여성고용율(34.55%), 여성관리자율(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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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 대내·외 성과관리 체계 운영 강화 (ESG혁신부)

▣ 2022년도 대외평가 “우수기관” 이상 유지
▣ 합리적인 조직 성과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한 내부 수용도 제고
▣ 지속가능한 ESG 경영 체제로의 전환 기반 마련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공공혁신 관리 체제 강화

 기관 경영실적 평가 대응 및 지표별 관리 체계 고도화
□ 2021년도 경영실적보고서 개발 및 경영실적 평가의 체계적 대응
⚪ 지표별 보고서 개발 전담반(TF) 운영 및 주요 지표별 대표성과 사례(Best
Practice) 발굴을 통한 보고서 질적 수준 제고(1~2월)
※ 평가 부문(경영/사업) 및 세부 지표별 TF 구성을 통한 보고서 개발 효과성 제고
※ 외부 전문가 교육 및 정보 공유를 통한 보고서 개발 능력 향상

⚪ 전년도 누락 실적 점검, 추가 실적 발굴을 통한 계량지표 득점률 관리(1~2월)
⚪ 평가 실사 대응 시나리오 구체화를 통한 경영평가단 대응 강화(3~4월)
※ 기획재정부 평가 진행 방식 사전 분석 및 예상 질의 조기 확보
※ 평가기간 중 언론 모니터링 강화, 평가위원 질의 응대를 위한 사전 교육 및 정보 공유 확대
※ 경영평가단 요구 자료의 적시 대응을 위한 실시간 소통 채널(SNS 등)운영
< 경영실적 평가 주요 일정 >
보고서 제출(3.10) → 현장‧집체실사(3∼4월) → 후속조치 및 결과확정(5∼6월)

□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 지표체계 변경에 따른 대응 체제 강화
⚪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전사 공유 및 지표 관리를 위한 공감대 형성(2~4월)
⚪ 지표별 목표 관리 강화를 위한 책임전담제(실·부 지정) 운영(5~7월)
⚪ 체크리스트 기반의 지표별 관리 계획 수립 및 연중 추진실적 관리(6~12월)
⚪ 성과 지속 점검 및 관리 영역별 우수사례 발굴 추진(연중)
※ 대외평가 우수성과 부서(기여자)에 대한 포상 및 보상 확대(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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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리적 조직 성과관리 체계 강화
□

□ 대내･외 참여와 소통을 통한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 전직원 의견 수렴 및 타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 조직 성과관리 동향 분석 및 공유를 통해 전직원 의견 수렴
※ 경영전략회의체제, 전직원 대상 의견 수렴, 노동조합 협의, 사업관리심의
위원회 심의･의결 등 제반 절차 이행

- 전년도 성과관리제도 운영 의견에 대한 합리성･실효성 제고방안 도출
⚪ 정부 정책 및 사업환경 등을 반영한 조직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 경영실적평가, 청렴도 강화 등 정부 정책적 관점에서 기관 역량 집중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여 공통 핵심성과지표(KPI)로 관리
- 코로나 대응,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 등 각종 사업환경을 고려한 조직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지표관리심의위원회 의견 반영 등을 통해 조직
핵심성과지표(KPI) 수정･보완(2∼3분기)

□ 합리적 성과관리제도 운영을 통한 내부직원 수용도 제고
⚪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전직원 의견 수렴 및 인식 제고 노력 강화
- 전직원 대상 성과관리제도 운영 방향 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본부 공통 핵심성과지표의 주기적(매월) 성과 점검 및 관리 방안 공유
※ 비계량 지표의 경우, 연간 운영 계획 수립을 통해 P-D-C-A 기반의 성과관리 추진

⚪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한 국민참여평가 실시
- KERIS 시민참여혁신단의 성과평가(사회적가치 지표) 참여
※ KERIS 시민참여혁신단 : 업무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100%로 구성
※ 국민 관점에서의 사업 추진 노력과 성과에 대해 6등급 평가 실시 및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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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ESG 운영체계 마련
□ ESG 경영 체제로의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 체계 정비 및 문화 조성
⚪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측면으로의 사회적 가치 및 동반성장 활동
전환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3~4월)
- 사회적 가치 실천 및 상생협력을 위한 비타민-K 프로젝트 활성화
- 친환경, 고객만족, 공정성, 동반성장 등의 강화를 위한 기관 고유의 사회적
가치 활동 과제 발굴
⚪ 성과관리 체제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 제고
- 기관 고유의 사회적 가치 활동 과제별 현황 점검 및 실적 관리(분기별)
※ 연간 운영계획 수립·이행 등 P-D-C-A 기반의 성과관리 및 진도점검 추진(분기별)

- ESG 공시항목 등 평가 확대에 따라 사업성과평가와의 연계 체계 강화
⚪ ESG 경영지수 측정을 통한 체계적 진단 및 전사적 실천문화 확산
※ 내부직원 인식 조사 결과 환류 등 ESG관점 사회적 가치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탐색

□ 중소기업·농어업 및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이행 체계 확대

국정과제

사회적가치

⚪ 기관 고유 특성에 맞는 동반성장 전략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3~5월)
- 동반성장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실행과제 발굴 및 목표치 설정
- 2021년도 동반성장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이행계획 반영
⚪ 중소기업·농어업 및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한 월별
활동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3~12월)
※ 성과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 기술자료 임치, 비밀유지협약(NDA), 상생누리 등
동반성장 활동 및 정보 공유 ⇨ 확대간부회의, 실부장회의, 업무포털 공지 등

⚪ 동반성장 실천문화 확산 및 전사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도입 확대(5~12월)
- 동반성장 마일리지 운영 제도 추진 및 대구 인근 농촌지역과의
자매결연 추진
- 동반성장 운영지침 개정 및 동반성장 위원회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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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우수사례 확산 및 정보공개 관리체계 강화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공공혁신 체계 고도화
⚪ 대내･외 환경 변화 및 국민 의견을 반영한 기관 혁신 계획 수립
- 정부 혁신방향 및 각종 외부 환경 요인을 반영한 기관 혁신 과제 발굴
- 직원 및 이해관계자(국민, 혁신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한 혁신 계획 수립
⚪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혁신 과제 관리체계 내실화
- 서비스별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혁신 과제 정비, 구체적
성과목표 제시를 통한 관리 체계화
- KERIS 시민참여혁신단 구성으로 상시 의견 수렴 및 혁신 성과 점검
< KERIS 혁신 관리 주요 일정 >
혁신 가이드라인 배포(기재부, 4월) → 혁신과제 발굴 및 KERIS 혁신 계획 수립(5월)
→ 혁신 추진과제별 모니터링(상시) → 혁신 추진 성과 점검(12월)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 혁신 협업 활동 강화
- 전년도 성과분석, 지역시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계획 수립
- 지자체, 시민사회,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 가치 창출 협력활동 추진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관리체계 강화
⚪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유지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 정보공개 종합평가 계획(행정안전부)에 따른 지표별 대응계획 수립
- 지표별 업무 소관부서와의 협업체계 강화 및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미흡한 지표에 대한 전사적 관리 추진
※ 원문공개 및 정보목록공개: 조직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하여 월별 점검 추진

⚪ 경영정보 통합공시(ALIO) 우수기관 달성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 공시기준 맞춤형 교육, 항목별 체크리스트 배포 및 검토프로세스 강화
- 수시공시 항목별 적기 공시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월 2회 점검)
- 통합공시 일제점검(연3회) 적극대응 체계 마련(자체점검, 증빙․소명자료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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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무․계약관리 운영 (재무회계부)

▣ 재무행정 업무 효율화를 통한 재무회계 안정성 및 건전성 제고
▣ 투명한 계약·구매 제도 운영으로 공정문화 확산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재무행정 전문화 및 효율화를 통한 안정적 재무회계 관리
□ 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이행 및 재무행정 업무 전문성 제고

국정과제

⚪ 전문기관 회계 및 세무감사를 통한 재무정보 공정성․전문성 확보
⚪ 2021년 결산 및 2022년 가결산 재무정보* 분석을 통한 안정적 재무관리
* (재무정보(지표)) 부채비율, 유동비율,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대비비율, 차입금의존도 등
< 2021회계연도 결산 추진일정 >
결산조정 실시(1월) → 외부기말감사 수감(1월말) → 결산서 작성 및 법인세
세무조정 실시(2월중) → 이사회 결산보고 후 기획재정부 제출(2월말) →
교육부 보고(3월초) → 법인세 신고 및 납부(4월)

⚪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이슈 신속 대응 및 재무행정 선진화
- 준정부기관 회계기준 등 법제도 개정에 따른 제규정 전수점검 및 개정
- 전문가 상시자문,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개선과제 도출
⚪ 재무관리 신뢰도 제고 및 회계사고 선제적 방지를 위한 재무정보 검증
체계 강화(금융세무정보→회계정보 자동연계)
※ 연계 현황 : 세무(국세청), 자금/법인카드(협력은행/카드사), 재무결산(예산시스템)

□ 투명한 자금․부채관리로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국정과제

⚪ 연(분기)별 자금운용 계획(안) 수립을 통한 자금유동성 확보 및 자체수익 증대
- 재무현황 및 유동자금 분석을 통한 자체(이자)수익 창출
※ 일일자금시제 및 자금월보 분석, 집행지체 사항 등 재무현황 모니터링

- 선납제도 활용 등 선제적 행정처리를 통한 부채비율 감축
※ 임차/미지급금 운영, 이슈 달력, 카드선납 등 자금운용계획 공유 및 적극이행

⚪ 수탁사업별 독립 회계 및 결산지원을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 재원별 연계시스템 지원 : 국고(e나라도움), 창업지원(창업시스템), 특교/지방비(MI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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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사용 및 통제성 경비 점검책임자 운영을 통한 상시모니터링
- 부적정 사용 점검 및 청렴감사실 협업체계 구축으로 회계 투명성 제고
- 재무행정 매뉴얼 전사적 공유를 통한 회계사고 및 행정낭비 방지
※ 재무행정 이슈별 가이드 제작 배포(출장비 정산, 법인카드 사용, 임차 운영 등)

□ 재무회계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재무행정업무 효율화 제고

국정과제

⚪ 사용자 편의성 증대 및 업무효율화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 대내외 협력체계 및 전문상담, 직원의견 수렴 등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 계정과목 개편*을 통한 회계처리 정확성 및 회계정보 활용도 제고
* 계정과목 개편 : 예산비목 자동 분개 및 준정부기관 결산기준 준용 등

⚪ 재무회계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기능개선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지급품의 간소화, 자금집행․세무업무 자동화, 회계문서 전자화 등 효율화
- 수납 세입예산코드 신설, 수납업무 기능개선 계획(안) 수립 등
 계약․구매 관리 제도 선진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공정한 계약을 위한 단계별 제도 개선 및 선진화

사회적가치

⚪ 법제도 개정 및 이슈 대응을 위한 선제적 계약․구매 제도 선진화
- 법제도, 대내외 환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 정부정책 준수, 물가변동 반영, 사용자 요구사항, 양식 정비 등 개선과제 발굴

- 전사적 비대면 프로세스 적용을 통한 계약․구매행정 효율성 제고
※ 전자입찰, 온라인 제안서평가, 전자수의시담, 전자계약(중앙조달, 소액수의) 등

-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투명하고 청렴한 사업발주 계획 수립
⚪ 공정계약 관련 제도 정착을 통한 합리적 프로세스 운영
- 내부 직원 계약업무 이해도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매뉴얼 제작․배포
※ 업무 프로세스 매뉴얼, 공공구매 가이드라인, 조달청 업무협의 자료 등 추가·현행화

- 사전정보 공개 및 사전검토 기능 강화 등을 통한 공정경제질서 확립
※ 사전조사·유관기관 협의, 발주계획 사전등록, 사전검토 강화, 사전규격공고 실시

-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실천 및 갑질근절 방안 수립 및 이행
※ 사전점검모니터링 → 공정계약서약서+청렴실천및갑질근절서약서+청렴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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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 동반성장문화 확산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가치

⚪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유관기관 간 연계 확대
- 대구 공공기관, 업무 유사․유관 기관 교류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
- 기관 정부권장정책 이행 및 실적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 교육(사회적기업제품 구매담당자 교육), 공공구매제품 구매상담회 등 실시

⚪ 협력기업 대금집행 절차 개선을 통한 상생협력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공공부문 소비확대 및 계약대금 조기집행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 마련
※ 계약대금(선금) 지급률 확대(70%→80%), 입찰보증금 감면(지급각서 대체),
계약보증금 감면(10→5%) 등

- 협력기업 자금 지원 제도 적극이행을 통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
주요 제도

도입시기

2022년 주요 목표 및 내용

공공구매론

‘21. 2월

- (내용) 계약사실 기반 대출 연계 지원
- (계획) 모든 공고 및 계약체결 시 안내 및 요청
협력업체 지원예정

상생결제 제도

‘21. 12월

- (내용) 주거래 은행 협약, 대금(어음) 조기 현금화
- (계획) 요청협력업체 지원 예정 (2→5개업체 이상 확대)

- 하도급/노무비 대금 지급 모니터링→협력업체 적기 자금입금 및 권익 보호
- 협력업체 대상 온라인 양방향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한 고객중심 문화 조성
※『계약구매 소통마당』(‘21년 시범운영)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업무처리 개선(계속)

⚪ 부서 협업체제 활성화를 통한 상생협력 및 정부권장정책 적극 이행
※ 공공구매 실무위원회(’21. 7. 도입) 운영 확대(분기별 1회)
※ 책무성 제고를 위한 내부직원 인식 개선 노력 및 실무 단위의 업무연계 추진

⚪ 효율적 출입업체 운영으로 불공정 관행 개선 및 경영실적 달성
- 인쇄․출판물 출입업체 운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업체 거래 증진 및
복사/인쇄 용역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및 동반성장 이행
※ 집행내역 점검 및 개선 방안 도출, 디자인 표준단가 개발 및 견적서 양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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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업무계획

디지털교육정책본부

20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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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21년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사업 성과
□ 디지털교육 정책 R&D 및 글로벌 확산
⚪ 수요 맞춤형 현장 지원 연구를 통한 연구결과의 정책화(정책연구 16종 중
6종 정책화, 37.5%) 및 신기술 실증‧ 표준 보급(5종)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학교 설계 및 에듀테크 도입 실증(50개 기업, 12개 학교,
204개 시민설계팀 참여), 교육콘텐츠 가이드라인 개발 및 훈령 제정 등

⚪ 글로벌 네트워킹 위크 개최를 통한 교류 협력 선도(9개국, 1,623명 참여) 및
협력국 정책·학습환경 맞춤형 공적개발원조(ODA)(8개국)
※ [우수사업 선정] 수출입은행 엘살바도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 [신규] ADB e-아시아 지식 파트너십 기금사업, KOICA 파라과이 멀티미디어 교육지원
센터 설립을 통한 교육접근성 향상사업 발굴, 교육부 이러닝 세계화사업 예산 증액

□ AI·빅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역량 강화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빅데이터 활용 강화 및 데이터제공센터 운영 확대
※ 국회, 시·도의회 등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요구하는 통계성 자료의 51.7%
처리(전년 대비 4.13% 증가)

⚪ AI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정책지원 기초연구(AI 용어표기 제안, AI
윤리교육 방안 제시)를 통한 개정 교육과정 효과적 안착 지원

⚪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윤리 교육을 통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강화
※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관계 부처 및 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지원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 인식 확산(홍보 자료 통합 제공 524건, 홍보책자 공동 개발)

□ 에듀테크 활성화를 통한 미래교육체제 전환
⚪ 에듀테크 민·관 협력 및 현장 확산 거점(에듀테크 소프트랩 3개소) 설립
⚪ 에듀테크 창업기업 34개사 육성 및 사업화자금 지원(4,369백만원)
⚪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한 22개 콘텐츠 발굴·보급(1,467개교, 8,4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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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흡한 점
□ 디지털교육 어젠더 설정을 위한 노력 강화 필요
⚪ 교육 분야의 신기술 도입 및 디지털 교육 환경으로의 급격한 전환
등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체계적 이행 방안 마련 필요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내외 네트워킹 제약, 글로벌 협력 사업 일정
지연 등의 장애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응 미흡
□ AI·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필요
⚪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데이터기반 행정법」등 관련 법‧제도 시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노력 필요
⚪ 코로나 이후 교육현안(기초학력, 정서‧건강문제 등) 해결을 위한
AI‧빅데이터 분석 등의 선제적 대응 필요
⚪ AI‧SW교육 학교현장 지원 사업 및 장기적 관점의 효과측정 연구 부족
□ 에듀테크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지원체제 강화 필요
⚪ 에듀테크 소프트랩 권역별 운영 환경과 역량이 상이함에 따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앙단위의 관리‧지원체계 강화 필요
⚪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기업 후속지원과 협업체계 구축 필요
<시사점>
▣ 코로나 장기화, 신정부 출범 등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현황 진단 및 정책현안 지원 기능 강화
▣ AI 활용 분야(빅데이터, 학생 역량, 윤리 등) 및 데이터기반 정책 지원의
시의성 강화 및 연구‧분석 역량 강화 필요
▣ 에듀테크 소프트랩 활성화 지원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해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 노력 강화
▣ 하이브리드 기반의 국내외 성과 확산 및 컨설팅 체제 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유연한 교류‧개발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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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2년 사업추진 방향
사람중심의 디지털 교육혁신 전문기관

비전
핵심
가치

창의융합
(Fusion)

열린포용
(Accompany)

전략
목표

Ⅰ.디지털 교육 환경
선도

Ⅱ.포용적 교육학술
서비스 확산

본부
경영
목표

⚪
⚪
⚪
⚪
⚪

추진
방향

⚪ (디지털교육 정책 R&D 및 글로벌 확산)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정책 연구 수행, 정책지원, 정책성과의 국내 및 글로벌 확산
⚪ (AI·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윤리 교육정책 지원) 과학적 교육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AI‧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강화, AI‧빅데이터 기반 창의적 디지털
미디어 활용 교육 및 AI‧SW교육 현장 확산,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 지원
⚪ (공교육 에듀테크 도입 활성화) 미래교육 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에듀테크
사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회복(취약계층) 지원 강화

디지털교육
정책 R&D 및
글로벌 확산
(글로벌정책연구부)

과제

Ⅲ.지능형 교육행재정 Ⅳ.지속가능 경영관리
체계 확립
서비스 혁신

AI·빅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역량
강화
(AI·빅데이터부)

실행과제
□ 디지털교육 정책연구 및 글로벌 선도

전략과제

디지털교육
⚪ 디지털교육 현황진단 및 수요기반 정책현안 연구 추진 정책연구
및 글로벌
⚪ 신기술 실증 R&D 및 표준 개발 적용·보급
선도
⚪ 디지털교육 정책성과 국내외 확산 및 국제 협력 강화

□ AI·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윤리 교육정책 지원
⚪
⚪
⚪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운영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AI·빅데이터 활용 연구 및 빅데이터 정책서비스 운영
AI·SW교육 및 창의적 미디어 활용 교육 지원
사이버폭력(학교폭력) 예방 및 정보윤리 교육 지원

에듀테크
활성화를 통한 □ 공교육 에듀테크 활용 활성화
미래교육
⚪ 현장 맞춤형 에듀테크 활용 지원
체제전환
⚪ 에듀테크 기반 교육회복 및 교육혁신 지원
(에듀테크전략부)

기대
효과

사람존중
(Respect)

실증기반 정책연구 및 신기술 표준 개발을 통한 미래교육혁신 기반구축
포용적 양질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및 격차 해소
교육 분야 빅데이터 분석으로 실증 기반 교육정책 수립 지원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AIㆍSW 역량강화 교육 지원
에듀테크와 연계된 교육혁신 기반 구축 및 디지털교육 생태계 조성

부서

추진

혁신선도
(Innovation)

AI‧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윤리
교육정책
지원
공교육
에듀테크
활용
활성화

⚪ 디지털교육 현황 진단 및 연구를 통해 실증 기반의 정책 실행을 지원하고
신기술 R&D 및 표준 보급을 통한 선순환적 교육생태계 조성
⚪ 글로벌 디지털교육 어젠다 선도 및 확산, 협력국의 디지털 전환 진원을
통해 교육·문화 강국 리더십 제고
⚪ AI‧빅데이터 활용으로 실증 기반 교육정책 수립 지원 및 정책 신뢰 제고
⚪ AI‧SW교육 및 정보윤리 교육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 교육현장의 에듀테크 도입‧활용 지원을 통해 미래교육 전환 및 교육혁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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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1

디지털교육 정책 R&D 및 글로벌 확산 (글로벌정책연구부)

▣ 디지털교육 현황 진단 및 수요기반 정책현안 연구 추진
▣ 신기술 실증 R&D 및 국가‧국제‧단체 표준 개발 적용·보급
▣ 디지털교육 정책 성과 국내외 확산 및 국제 협력 강화

 실행과제
□ 디지털교육 정책 지원 및 신기술 R&D 추진
⚪ (현황진단/동향분석) 학교 현장의 디지털교육 현황 진단 및 동향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교육 정책 수립 지원
- 초·중학교 디지털 전환 실태 조사 분석 연구
※ 초·중등학교의 디지털 전환 현황(물적, 인적) 조사를 통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 정책 지원
※ 학생용 디지털 기기 보유 대수 : 학생 1명당 0.13대(’19) → 0.20대(’20) → 0.25대(’21)로 증가

- 국가수준 초·중학생 디지털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
ㆍ(목적)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분석을 통한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 자료 제공
ㆍ(대상) 초등학교 203개교 9,062명, 중학교 198개교, 13,054명 참여(2021년 기준)
※ 전국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 학생을 17개 시도별, 지역규모별, 성별, 학급당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전체 대상 학생의 약 1%를 유층무선표집하여 검사 실시
ㆍ(검사 영역 및 문항) 디지털 리터러시 7개 요소를 측정하는 28문항으로 구성(초·중학생용 각 1종)
※ 동등화 점수 추이 : (초)17.23(’18)→16.47(’19)→17.43(’21)/(중)14.91(’18)→14.65(’19)→16.66(’21)

- 주요 협력국 디지털교육(ICT4ED) 현황 진단 분석 사업 추진
※ 주요협력국의 디지털 역량 국제 진단 비교를 위한 진단 도구 제공 및 현황 분석

- 국내·외 디지털교육 동향 분석 및 리포트 발간
※ 국내·외 디지털교육 동향 및 사례 격주 발간(132호) 및 주요 동향 이슈리포트 발간

⚪ (정책현안 연구) 디지털교육 정책현안 및 수요기반 연구 추진
- 신정부 출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교육 정책 현안 및
수요 기반 연구 추진(3종)
※ 전문가 의견수렴 및 원내외 수요에 따른 현안 연구 추진(’21: 교육용 콘텐츠 개발 가이드
라인 및 성과분석 연구, 교육분야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방안 연구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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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네트워크 활동 및 협력 연구 추진
ㆍ(근거) [교육부훈령 제79호]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 ” :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제
ㆍ(참여기관) 교육부, 17개 시ㆍ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ㆍ(주요 활동) 교육정책협의회(장관주재), 교육실무협의회 및 교육정책토론회 등 참여ㆍ대응
ㆍ(추진 경과) 우리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공동 협력 및 연구 등 수행
※ 2022년 교육정책협의회 기관장회의(교육부장관 주재) 6회, 실무협의회(월단위) 예정

- 연구 질 관리를 위한 KERIS 연구관리위원회 운영
※ 연구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 및 결과물의 질관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구 예산
규모 2천만원 이상, 연구기간 90일 초과 기본 사업에 대한 심의

⚪ (신기술 실증 및 표준 R&D) 교육분야 新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기술
실증 R&D 및 표준 개발 연구
- 메타버스, IoT 등의 신기술의 교육적 활용 모델 설계 및 실증
- 에듀테크 표준 연계 R&D 및 표준 개발·보급 추진
ㆍ(국제표준) ISO/IEC JTC1/SC36 국제 표준 제정 활동 참여(14건)
ㆍ(국가표준(KS))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교육정보 분야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COSD)으로
지정(2008.10), 국가표준의 효율적 제·개정을 추진(37건)
ㆍ(단체표준) 국제 민간 표준화 단체인 IMS GLC와의 업무 협약(’08) 통해 IMS Korea 운영 및
관련 표준의 국내보급 및 제정 활동 추진(42건)

- 4차산업혁명 역량 개발을 위한 공공기관 연계 오픈랩 사업 추진
ㆍ(참여기관) 산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경북대, DGMIF, NIA,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테크노파크 등
ㆍ(주요활동) 미래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재직, 구직, 창업자 대상 신기술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18-’22)

□ 국제협력 및 교육ODA 등을 통한 국내외 디지털교육 성과 확산
⚪ (국제협력) 교육정보화 교류 협력을 통한 디지털교육 글로벌 어젠다 선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SDG4-2030협의체 공동 운영
ㆍ(근거) SDG4-교육2030 워킹그룹 대표기관 업무협약 체결(’18)
ㆍ(주요 활동) SDG4(포용적, 형평적, 양질의 교육) 달성을 위한 ICT 분야 워킹그룹 운영,
SDG4 국내 이행 촉진 및 모니터링 실시
ㆍ(참여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아태국제이해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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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유관기관 교류 사업 추진을 통한 K-Edu 모델 글로벌 확산
※ 유네스코, 월드뱅크, IDB, 유니세프, 해외 교류 협력국 교육부 등

- KERIS 교육 ODA 청년 혁신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후속세대 지원
ㆍ(배경 및 필요성) 주요국가정책과 연계하여 ODA 분야의 후속세대·전문인력을 양성
ㆍ(대상)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취업준비생 및 고등교육 밖 청년(34세 미만)
ㆍ(주요 활동) 이론 탐구, 실무역량 실습, 현장 경험, 청년 워킹그룹 활동 등
ㆍ(운영 성과) 프로그램 수료자 중 유관 분야 취업 사례 24건(’18∼’21)

⚪ (교육 ODA) 디지털교육 개발협력 강화를 통한 협력국의 디지털 전환 지원
- K-EDU 모델 기반 이러닝 국제 컨설팅(콜롬비아) 추진
ㆍ(개요) 2006년부터 19개국(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부탄 등) 대상 25개 프로젝트의 국가
정보화전략수립, 교사 역량 강화 지침 개발, 교육정보화 기관 설립 등 컨설팅 추진
ㆍ(내용) 2022년은 콜롬비아를 대상으로 디지털교육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환경조사,
워킹그룹회의 개최, 정책자문·기술협력 보고서 산출 추진

- 솔라스쿨 후속지원 사업(나미비아, 말라위, 보츠와나) 추진
ㆍ(개요) 2013년부터 삼성전자와 민관협력(PPP) 사업으로 아프리카 12개국(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등)
대상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 진행(’18～’22)
ㆍ(내용) 2022년은 사업종료 연도로 교원 연수 및 후속지원, 성과 분석 추진

- 아시아개발은행(ADB) 디지털 역량 강화사업 추진(신규)
※ e-Asia and Knowledge Partnership Fund(EAKPF) 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 현지 NGD를
통한 필리핀 교원·학부모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커리큘럼 및 모듈 개발 지원(’22)

- KOICA 파라과이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설립 사업 추진(신규)
※ 민관 협력(유비온, 굿네이버스)을 통해 MEC Digital 설립 운영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정책 마스터 플랜 수립, 역량 강화 초청 연수 추진(’22-’26)

⚪ (백서 발간 및 포럼 운영) 디지털교육 정책 공감대 확산 활동 추진
- 교육부 공동 교육정보화 백서(White Paper on ICT in Education) 발간
※ 한국의 교육정보화 성과를 사료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사업(연단위 발간)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자료교환, 미국의회도서관, 독일국립도서관 등 91개국 200여개 기관 배포

- KERIS 심포지엄 및 글로벌네트워킹 위크, KERIS 미래교육포럼 운영
[KERIS 심포지엄 및 글로벌 네트워킹 위크 운영 개요]
ㆍ(추진 목적) KERIS 디지털교육 연구/사업 성과의 국내ㆍ외공유 및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ㆍ(추진 경과) 2000년부터 매년 개최(2021년부터 글로벌 네트워킹 위크 통합 추진)
ㆍ(주요 참석자) 교육부, 교육청, 학계, 학교, 민간, 국제기구, 협력국 관계자 등 약 1,500명
ㆍ(개최 시기/방식) 매년 11월/ 온ㆍ오프라인+메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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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빅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역량 강화 (AI·빅데이터부)

▣ 과학적 교육 정책 지원을 위한 AI·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활성화
▣ AI·빅데이터 활용 기반 창의적 체험 활동 및 AI·SW교육 강화
▣ 디지털 교육 역기능 예방을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윤리 교육 지원

 실행과제
□ 지능형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구축‧운영
[지능형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개요]
ㆍ(개념) 시‧도교육청과 교육 관련 기관에서 조사‧생성된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행정 과학화 서비스
ㆍ(이용대상)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공무원(일부 유관(연구) 기관 정책 담당자 포함)
ㆍ(서비스 데이터) 유‧초‧중등(나이스 등), 고등교육, 교육재정(K-에듀파인) 등 177종 45천여 항목
ㆍ(서비스 형태) 정형화된 보고서, 정책 통계 데이터, 나이스/K-에듀파인 등의 원자료

⚪ (데이터 수집·연계) 교육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확충
- 나이스(NEIS), K-에듀파인 등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와 교육
유관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자료‧데이터를 추가 발굴하여 EDS 연계
-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수집·적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추진
※ 교육부 및 교육청 정책 연구 결과물, 사업계획서 등 정책자료 수집

⚪ (정책 지원)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지원을 위한 역할 확대
- 데이터 활용 수요를 세분화하여 맞춤형 데이터 분석‧제공 서비스 운영
-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한 통계보고서 신규 개발 및 활용성 강화
※ 현장 활용 사례를 기반으로 EDS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육청 간 상호 협의를 위한 업무협의체 구성·운영 및 불편사항/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 공공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교육 공공데이터 표준·품질관리 컨설팅 및 공동활용 방안 확대
- 교육 공공데이터 표준체계 개선 및 개방표준(안) 정의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세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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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공공데이터 학술대회,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대회*, 담당자 교육 지원
※ 참여대상 확대를 위해 일반 공무원 및 교사 대상의 데이터분석 분야 신규 개설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행정 활성화 지원
-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데이터 역량 진단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데이터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대상)
□ AI‧빅데이터 활용 연구 및 빅데이터 정책서비스 운영
⚪ (AI‧빅데이터 활용 연구) AI‧빅데이터 활용 교육정책 지원 연구 및 과제 발굴
- 교육 현안 분석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선제적 대응
※ 머신러닝을 활용한 학교안전사고 예측 서비스 연구 등

- 교육부‧시도교육청 협력‧수요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활용 과제 발굴
⚪ (빅데이터 정책 서비스) 주요 교육정책 추진 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 지원
- 교육정책 소셜네트워크 분석* 서비스 기능 개선 및 활용 확산
※ ‘주간 교육동향’ 발간 등 분석 결과 활용 확산을 위한 부가 서비스 개선 및 확충
*

소셜네트워크 분석: 비정형데이터 간 연결관계를 분석하여 구조적 의미 분석

- 신정부 교육정책 반영 및 상시‧수시 요청에 따른 분석 체제 정립
- 빅데이터 시각화 분석 확대를 통한 분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 ’21년 학교안전사고 분석 등 7종 개발, ’22년 8종 내외의 시각화 분석 서비스 개발

□ AI‧SW교육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
⚪ (AI‧SW교육) AI‧SW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 AI·SW교육 정보서비스 편의성 향상 및 기능 개선
※ AI교육 교수·학습 자료 공유 기능 강화,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

- AI교육선도학교 및 AI융합중심고교 정책 서비스 편의 기능 개선
- 학교 수요 기반의 AI‧SW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현장 지원
※ 고등학교 정보과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데이터과학과 머신러닝’, ‘정보과제 연구’
교과서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 및 외부 연계 소스코드ㆍ데이터셋 탑재 등

- AI교육‧디지털역량 관련 장기적 관점의 정책 지원 기초연구
※ AI윤리 교육과정·교수학습 방안,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적용 탐색 등

- AI‧SW교육 전문가 및 학계·기업·공공·학교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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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체험활동) AI·빅데이터 활용 기반의 창의체험 활동 활성화
- 온라인 체험 활동 플랫폼 기능 강화 및 AI·빅데이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 학생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함양을 위한 정보서비스 운영
※ 학생 스스로 창의체험 활동으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셋 운영
※ 복잡한 코딩 작업 없이 노코딩 플랫폼을 활용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체험 콘텐츠 운영

- 학생의 빅데이터 분석 체험, 인공지능 체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학생 참여 체험 활동 확대
□ 사이버폭력(학교폭력) 예방 및 정보윤리 교육 지원
[사이버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개요]
ㆍ(지정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1항(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예방교육 위탁기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4382(2018.11.21.)호. ‘2019년도 사이버폭력 예방지원 사업 추진 협조’
ㆍ(주요역할)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정부 정책 지원, 초·중등학교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교원 사이버폭력 역량 강화 연수, 학교 사이버폭력 인식 제고 및 홍보 확산

⚪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촉진 및 정보서비스 운영
- 학교급별, 교과별 교육과정 기반 사이버폭력예방 교육 설계 및 가이드라인 연구
- 유관기관의 사이버폭력(학교폭력) 교육 자료와 콘텐츠 공동 활용
※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doran.edunet.net), 사이버폭력예방·디지털 역량교육(cyberethtic.edunet.net)

- 사이버스(Cyverse)* 시범서비스 운영 및 사용자 편의성 등 기능 개선
*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게임형으로 구현한 웹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 중고등 2개 교과(진로,

한문)

연계 교원용 사이버어울림 원격연수콘텐츠 개발

※ 기개발 원격연수콘텐츠 : ’20년(국어,도덕,사회), ’21년(기술·가정,영어,체육)

- 교원 대상 사이버폭력․정보윤리 예방교육 연수 및 컨설팅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표준 연수 시범 운영 및 학교 대상 교육 컨설팅 지원

⚪ (홍보 및 인식 제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사이버폭력 예방 홍보 및 인식 개선
- 사이버폭력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학생용 홍보 동영상 개발(6종)
-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 운영 및 홍보자료 개발
*

7개 관계부처(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와 연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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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듀테크 활성화를 통한 미래교육체제 전환 (에듀테크전략부)

▣ 학교현장에 필요한 에듀테크 발굴 도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지원
▣ 에듀테크 기반 교육혁신 모델 보급 및 역량 강화
▣ 에듀테크 기업 발굴, 지원, 도약의 단계별 안정적 지원체제 구축

 실행과제
□ 현장 맞춤형 에듀테크 활용 지원
⚪ (에듀테크 소프트랩) 현장맞춤형 에듀테크 실증·개발 지원
[에듀테크 소프트랩 추진 개요]
ㆍ(목적) 교육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을 연결하여 미래교육혁신 기반 구축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
ㆍ(공간개념) 교육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을 연결하여 교사의 강의 준비, 학생의 자발적 학습,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을 지원하는 최첨단 에듀테크 검증과 활용 공간
ㆍ(경과) ’21년 3권역(수도권/서부권/동부권) 운영기관 선정 → 소프트랩 공간 구축 및 개소(’21년 4분기)
ㆍ(주요 내용) 현장에 필요한 에듀테크를 발굴‧검증 및 에듀테크 활용 지원 등

- 에듀테크 소프트랩 실증 모델(안) 적용 및 실증과제 현장 확산 추진
※ ’22년 에듀테크 실증 목표 : 18건(’21년 15건)
※ 실증 단계 : ① 기획 및 준비단계(수요발굴) → ② 공동창출단계(수요‧공급매칭)
→ ③ 실증단계(제품실증) → ④ 사업화단계(현장적용)

- 에듀테크 소프트랩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개발 ‧ 운영
※ (경기) 에듀테크 점프업(교원), (대구) 에듀테크 스킬업(학생), (광주) 에듀테크 매칭데이(교원/기업)

- 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 지원 및 교육혁신 사례 발굴 ‧ 확산
※ 수요자(교원/학교관리자/학생‧학부모/에듀테크기업)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확대

- 에듀테크 소프트랩 현장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지속적인 성과 확산‧홍보를 통하여 에듀테크 소프트랩 신규 구축 기반 마련

⚪ (비대면 스타트업 지원) 에듀테크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 개요]
ㆍ(목적) 비대면 교육분야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일자리/매출/투자) 촉진
※ 부처 간 협업사업(중기부-교육부)으로 디지털 혁신교육분야 주관기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정
ㆍ(지원규모) ’20년 30개사 → ’21년 34개사 → ’22년 23개사(선발 예정)
ㆍ(주요 내용) 사업화자금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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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34개사) 홍보 ‧ 컨설팅 지원 및 후속 지원
※ 창업기업별 IR(Investor Relations) Deck 제작 지원 및 IR데모데이 개최(’22년 2월)
※ 협약 종료(’22년 2월) 후 에듀테크 소프트랩, 미래교육체험관 등 사업 연계 후속 지원

- 2022년 비대면 스타트업(23개사) 발굴 및 성장 지원
※ 기업 모집공고(1월말～2월)→선정평가(3～4월)→협약체결‧지원(5월～’23년 1월)
※ 공고 결과 23개사 모집에 310개사 지원(경쟁률 13.5 : 1)
※ 사업화자금 평균 1.25억원 지원,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교육적합성 검증 기회 제공

□ 에듀테크 기반 교육회복 및 교육혁신 지원
⚪ (콘텐츠 지원) 취약계층 학생 에듀테크 서비스 활용 학습 지원
[취약계층 학생 에듀테크 콘텐츠 지원 사업 개요]
ㆍ(목적) 가정 내 학습 지원이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 결손‧격차 예방 및 교육회복 기여
ㆍ(지원대상) 취약계층(교육급여수급자, 조손가정 등) 가정의 초등학생, 중학생
ㆍ(지원현황) 전국 초등‧중학교 1,467개교, 8,426명(초등 3,557명/중등 4,869명)
ㆍ(주요 내용) 에듀테크 교육서비스 발굴 및 제공, 학생의 학습습관 변화 등 성과 분석 등

- 교육회복 지원을 위한 에듀테크 교육서비스 발굴 및 제공
※ 공모‧평가를 통해 22개 에듀테크 교육서비스(초등 13개, 중등 9개) 발굴

-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서비스 활용 현황 ‧ 만족도 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 시‧도교육청별 우수사례 발굴(학교급별 2건) 및 성과보고회 개최(’22년 2월)
※ 학생의 학습습관 변화(학습지원 전‧후), 사업만족도 분석을 통한 사업 성과분석 및 환류

⚪ (미래교육체험관) 첨단기술 기반 체험 중심 미래교육체험관 운영
[미래교육체험관 운영 사업 개요]
ㆍ(목적) 미래교육환경 변화 대비 첨단기술 기반 에듀테크 체험 공간 구축‧운영
ㆍ(위치/규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청사 4층, 110㎡(32.87평)
ㆍ(주요 내용) 미래교육체험관 공간 및 장비 관리, 방문자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 방문자(학생/학부모, 국내외 교육관계자 등)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체험시간 및 인원 조정을 통한 탄력적 운영 추진

- 지역사회/사업(에듀테크 소프트랩) 연계 프로그램 운영 모델 발굴
※ 지역 도서관(대구범어도서관), 지역사회 교사연구회 등 물적‧인적 인프라 연계 운영

- 신기술 기반 에듀테크 공모·발굴(연 3회) 및 체험 공간 설치·운영
- 온·오프라인 융합 체험 등 미래교육 전환 대비 체험 프로그램 연구
※ 미래교육체험관 가상공간 구축(케리버스, Keri-Verse) 및 가상체험 환경 조성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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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업무계획

교육서비스본부

원격교육 경험,
경험, 미래교육의 디딤돌로..
디딤돌로..
- With KERIS, With K-EDU -

20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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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서비스본부 6대 키워드

2021

2022

◦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교육
통합플랫폼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및 심의 대응

- 공공 교육서비스 통합·연계 방안 구체화
- 민·관 협력 에듀테크 유통생태계 조성

(미흡사항) 공공 교육서비스

- 민간, 학부모, 협회 등 관계자 의견 수렴 강화

통합·연계, 민간 협력 에듀테

◦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예산 확보

크 생태계 조성 방안 구체화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을
통한 국고 예산 확보(22.1~3)

◦ 화상수업서비스 신규 개통
◦ 외부 학습콘텐츠 확충

내실화

- K-에듀 통합플랫폼 세부설계(안) 마련

-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최신기술 적용

및 예산 확보 필요

원격수업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수립

◦ e학습터 기능개선 및 SW 품질진단
(미흡사항) 원격수업의 양적 성과
대비 질적 수준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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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수업 안정적 운영 및 내실화
- e학습터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클라우드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관리
- 원격수업 디지털인프라(SW) 품질개선

◦ 현장 의견수렴 기반의 서비스 개선
- 공공학습플랫폼(e학습터) 기능고도화
및 학습콘텐츠 품질 제고

2021

2022

◦ 기초학력 진단을 통한
맞춤형 보정 지도

◦ 한국어 교육과정 기반 상시

서비스연계,

진단 및 보정 학습 지원

질적수준 제고
(미흡사항) 원격교육 현안 중심의
서비스 운영으로 서비스 질적
개선 및 고도화 미흡

위한 교수‧학습 서비스 운영
- 에듀넷‧티-클리어,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위두랑 등

한 수업 적용 방안 제공이 미흡

◦ 공공플랫폼 클라우드 인프라의
효율적‧체계적 운영

콘텐츠 연계 활용 강화

◦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
- 기초학력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보정학습체제 강화
- 다문화학생 대상 AI활용 맞춤형

◦ 교수‧학습 서비스간 연계 강화
-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를 연계하는
온라인 교과서 활용 체제 구축ㆍ운영
※ 에듀넷‧티-클리어,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 통합로그인(SSO) 운영 고도화
※에듀넷‧티-클리어, e학습터, 디지털
교과서, 위두랑 등

(미흡 사항) 신학기 대규모 학생계정
*

◦ 수업 개선 모델 및 사례 개발‧보급
- 수업 개선 모델ㆍ사례 개발ㆍ보급 및
현장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집중 반영
◦ 원격교육을 위한 공공플랫폼
클라우드 탄력적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

발급(IM)*에 따른 성능 개선 필요

청렴하고
안전한 본부

- 공공학습플랫폼(e학습터)에 한국어교육

위두랑, 실감형콘텐츠, ICT연계 교육서비스 등

(미흡 사항) 서비스간 연계를 통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효율성 제고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온‧오프라인 수업 지원을

현장 수업
지원 강화

◦ 서비스간 연계 강화로 서비스 운영

※ 지역‧학교급별 클라우드 인프라 단계적
조정 및 사용량 집중 모니터링
◦ 학생계정발급 성능개선을 위한
회원관리시스템(IM) 고도화

※ 클라우드 증설 및 회원관리 시스템(IM)

교사가 학생 계정을 일괄 생성하는 기능

고도화(DBMS, 솔루션 업그레이드 등)

◦ 사업 책임자가 업체 의견 수렴

◦ 사업 책임자(본부장/부장)와 협력업체간

◦ 청렴서약식 및 청렴 각서 제공
(미흡 사항) 본부 직원 전체
의 청렴가치 내재화 필요

- 36 -

정기 협의 등 청렴활동 강화
※ 별도 협의 추진 및 세부 내역 본부 공유

◦ 본부원/협력업체의 안전교육 실시

I. 2021년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사업 성과
 클라우드 기반 공공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교육 현장의 원
활한 원격교육 기반 제공
⚪ 교육정책 및 현장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효율적 공공플랫폼 운영
※ 방역지침 변화(등교-원격수업 전환 지침 등)에 따른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및
축소, 위기상황 대비 예비 자원 확보 등

⚪ 교육과정 기반 수업 지원 콘텐츠 지속 확보 및 외부 연계 강화
 중단없는 학습 제공을 통한 온‧오프라인 수업 지원
⚪ 코로나19 비상상황 대응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공공학습관리시스템
(e학습터) 운영 및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서비스 적기 도입
ㅤ

※ 정부 방역대책 등에 맞춘 탄력적인 인프라 투입으로 서비스 안정성 제고 및
인프라 운영 예산 절감(약 65억 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ㅤ

※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제공으로 다양한 형태(콘텐츠 중심형, 과제수행형, 화상수업형,
토의/토론형)의 원격수업 활용 기반 마련

⚪ 디지털교과서, 학습커뮤니티 위두랑을 통한 온·오프라인 수업 지원
및 교사 주도의 만들어가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체제 확산
ㅤ

※ 디지털교과서 활용학교 : (’19)10,066개교 → (’20)11,503개교 → (’21)11,594개교

 미래교육 지원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K-에듀 통합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교육행정, 재정을 연결하는 국가단위 교수학습체계로 방향 설정
※ 민간·공공의 콘텐츠,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결하여 제공하는 유통생태계 마련

⚪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
※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및 심의대응
※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설계를 위한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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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흡한 점
□ 원격교육 경험을 기반으로 한 미래 교육 전환 준비가 필요
⚪ 디지털 교육 전환 지원을 위한 학교 현장 의견 수렴 및 다양한
에듀테크(공공‧민간) 활용 방법 보급 미흡
⚪ 디지털 교육 전환 지원을 위한 세부 전략 수립이 미흡
□ 코로나 19, 현안 중심 대응으로 서비스 개선이 미흡
⚪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비상 체제 중심의 운영으로 개별 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이 미흡
⚪ 안정성 확보 중심의 서비스 운영으로 새로운 에듀테크 적용이 미흡
□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상세 설계 및 연계·통합 서비스 명확화 필요
⚪ 공공 교육서비스 및 시도교육청 자체 플랫폼 세부연계 방안 미흡
⚪ 민·관 협력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 및 서비스 유통
환경 조성 방안 구체화 필요

<시사점>
▣ 원격교육 경험을 미래 교육 준비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
▣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디지털교육 전환 기반 마
련 및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 수립
▣ 공공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교육현장의 원활한 원격교육 활
용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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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2년 사업추진 방향
사람중심의 디지털 교육혁신 전문기관

비전
핵심
가치

창의융합
(Fusion)

열린포용
(Accompany)

전략
목표

Ⅰ.디지털 교육 환경
선도

Ⅱ.포용적 교육학술
서비스 확산

본부
경영
목표

⚪초‧중등 교육과정 맞춤형 콘텐츠 활용량 제고
⚪온‧오프라인 수업 지원 강화 및 서비스 안정화

추진
방향

⚪학교 현장 중심 교육정보 공유‧유통 서비스 운영
⚪학생 지원 및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공을 통한 교육회복 지원체계 확립
⚪미래교육 전환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디지털교육 기반체제 마련

부서

혁신선도
(Innovation)

사람존중
(Respect)

Ⅲ.지능형 교육행재정 Ⅳ.지속가능 경영관리
체계 확립
서비스 혁신

실행과제

전략과제

□ 온‧오프라인 수업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운영 및 활성화
온라인
교과서부

□ 교사 주도형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체제 운영
□ 소통 및 협력 수업을 위한 학습커뮤니티 위두랑 운영

2.2

□ 초‧중등 실감형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앱 운영
□ 원격교육의 안정적 운영 지원(e학습터) 및 내실화

추진

원격교육부

□ 초·중등 학생 학업역량 제고 지원 내실화
□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2.1
2.2

□ 초·중등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독서교육 강화

과제

□ 교육과정 및 교육정보 통합지원 서비스 ‘에듀넷‧티-클리어’ 운영
교수학습
지원부

□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클라우드 및 계정‧인증 운영
□ 교사의 수업 지원 및 교육콘텐츠 공유‧유통 플랫폼 ‘잇다’ 운영

2.1
2.2

□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 운영
교육플랫폼
특임팀

□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비한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수립

2.1

⚪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예산확보 및 운영 기반 마련

⚪ 원격교육 지원을 통한 중단없는 학습 제공 및 교육의 디지털 전환 강화
기대
효과

⚪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교육서비스 통합 지원체계 구체화 및 교육정보
공유‧유통체계 마련
⚪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국가 단위의 통합된 교수·학습 지원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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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1

온‧오프라인 수업을 위한 교과서 기반 서비스 운영(온라인교과서부)

▣ 온‧오프라인 수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및 학습커뮤니티 위두랑 운영
▣ 교사 주도로 만들어가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체제 운영
▣ 체험 중심 실감 교육 강화를 위한 실감형콘텐츠(AR, VR) 개발‧보급

 온‧오프라인 수업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운영 및 활성화
□ 안정적인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 디지털교과서 앱 뷰어 4종(윈도우 설치형, 윈도우10 앱, 안드로이드 앱, iOS 앱),
웹 뷰어 1종(실시간 스트리밍) 운영 및 유지관리
⚪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이용안내, 관리자, 개발지원, 통계 등) 운영 및 유지관리
⚪ 교과용 도서(디지털교과서, 교과서PDF) 온라인 전송 서비스 운영
⚪ 디지털교과서 사용자 지원을 위한 고객만족센터, SNS 운영
⚪ 기술 및 환경 변화, 현장 요구 등을 반영한 디지털교과서 기술표준
및 제작 가이드라인 개선‧보급
□ 온․오프라인 수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뷰어 기능 개선
⚪ 스트리밍 기반 이용 확대를 위한 앱 뷰어(4종) 하이브리드 전환
※ 인터넷 환경에 따라 다운로드 방식 또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선택 활용 가능

⚪ 디지털교과서 연계 교사 제작 학습자료* 공유 기능 제공
* 디지털교과서에 연결한 파일 및 URL, 펜쓰기, 메모, 녹음 등

⚪ 국정 디지털교과서 요소화 콘텐츠 검색 및 활용 기능 구현
※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과학 핵심콘텐츠(평가문항, 조작형 자료 등) 1,507종

⚪ 디지털교과서 활용 학습 관리 기능 강화, 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 외부 콘텐츠 연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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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교과서 보급 및 활용 활성화
⚪ 디지털교과서 보급 및 개발지원
- 2015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교과서 198종(예정) 제공
※ 초등 3∼6학년 사회/과학/영어, 중 1∼3학년 사회/과학/영어, 고 영어
※ 초등 국정의 검정화에 따라 2022년 초등 3∼4학년 사회/과학 검정 디지털교과서 72종
신규 적용 예정 (단, 검정심사 결과에 따라 종수 변동 가능)

- 디지털교과서 미개발 교과의 교과서 PDF 제공
※ 국정 및 시도교육청 개발 인정 교과서, 특수학교 활용 특수교과 교과서 PDF 등

- 신규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기개발 콘텐츠 수정ㆍ보완을 위한
발행사 대상 디지털교과서 제작 가이드라인 제공 및 기술연수 지원
** 초등 국정의 검정화에 따른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과학 검정 디지털교과서

- 검정 디지털교과서 가격 산정 및 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
⚪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
- 디지털교과서 활용 학교 지원 자료 개발·보급
※ 디지털교과서 수업모델 및 적용 사례, 디지털교과서 안내 및 수업 동영상,
디지털교과서 간편 활용 가이드, 리플렛, 디지털교과서 꿀팁 등

- 디지털교과서 활용 우수 사례 발굴 및 정책 공감대 확대
※ 우수사례 안내 및 세미나 운영, 온ㆍ오프라인 체험부스 운영 등

- 디지털교과서 교사지원단 운영
※ 디지털교과서/위두랑/실감형콘텐츠 개선의견 및 서비스 모니터링, 수업
사례 개발ㆍ공유, 온·오프라인 연수 및 컨설팅 지원 등

□ 2022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교과서 정책 방향 마련
⚪ 2022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교과서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 법적 기반 및 제도 개선, 검정심사 방안, 개발형태(콘텐츠 재구성) 등

⚪ 정책 협의를 위한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검정기관, 발행사 협의체 운영
⚪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 디지털교과서 시범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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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주도형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체제 운영
□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수업 모델 개발․보급
⚪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적용 온ㆍ오프라인 수업활동 유형 체계화
※ 개념설명형, 의사결정형, 문제해결형, 체험형 등 현장 사례 분석을 통해 정교화

⚪ 수업 유형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안 및 사례 개발ㆍ보급
※ 학교급/교과/유형에 따른 시안 및 참조 콘텐츠, 수업적용 사례 등

□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지원센터 운영
⚪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지원 및 성과 관리
※ ’20년 400개교 → ’21년 800개교 → ’22년 1,200개교(누적)

⚪ 선도학교 지원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워크숍/연수 및 컨설팅 운영
※ 교사의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ㆍ수업 적용, 태블릿 PC 구매ㆍ관리ㆍ운영
역량 강화 온ㆍ오프라인 워크숍/연수, SNS 등을 통한 상시 컨설팅/질의응답

⚪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 및 활용 지원을 위한 저작도구 지원
및 사례ㆍ실습 중심 연수 지원
※ 이미지, 동영상, 웹(html), PDF, 온라인 문서, 전자책 등 저작ㆍ편집 소프트웨어

⚪ 선도학교 운영 효과 검증(교사 역량 변화 등) 및 정책 지원
□ 교사 주도의‘만들어가는 교과서’수업 현장 안착 및 저변 확대
⚪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 및 공유 활성화를 위한 교사지원단 운영
※ 시ㆍ도/학교급/교과 안배 구성하여 효율적 운영(교사지원단 100명)
※ 선도학교 체계적 지원을 위한 교사지원단 퍼실리테이터(18명) 양성 및 운영

⚪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우수 사례 공모전 추진
⚪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수업 활성화 및 일반학교 확산을 위한
온라인 연수 과정 기획ㆍ운영, 우수 사례 홍보 등
※ 원격연수프로그램 운영, 사례ㆍ실습 중심 소규모 분반 실시간 연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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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 및 협력 수업을 위한 학습커뮤니티 위두랑 운영
□ 안정적인 학습 커뮤니티 위두랑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 학습 커뮤니티 위두랑 서비스(웹, 앱 2종)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소식방, 모둠방, 공유방, 과제방, 전달사항, 상담, 포트폴리오 등

⚪ 실시간 토론 도구 위두랑 톡톡 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이용 증가, 사용자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구성 변경 및 보완
※ 선제적·지속적 보안 취약점 대비 및 신규 기기·운영체제 출시 대응

□ 온․오프라인 수업 지원을 위한 학습 커뮤니티 기능 개선
⚪ 소통 및 협력의 학생 활동 강화,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기능 고도화
※ 주사위, 사다리, 스탑워치, 타이머, 알람 기능 등 학생 활동 지원 기능 추가
※ 출석부 및 학생별 온라인 학습 이력 조회ㆍ관리 등 교사 관리 기능 강화

⚪ 과정중심평가 지원을 위한 퀴즈 및 과제방, 포트폴리오 기능 강화
⚪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에듀넷ㆍ티-클리어 등 교육서비스 연계 강화
※ 동영상, 평가문항, 디지털교과서 요소화 자료 등 학습콘텐츠 공동 활용
※ 디지털교과서 등 교육서비스 학습이력 위두랑 연계 등

⚪ 클래스별 맞춤형 인터페이스 강화 등 이용편의 기능 개선
※ 클래스별 테마 적용, 시력 보호를 위한 다크 모드 기능 등

□ 학습 커뮤니티 위두랑 활용 활성화
⚪ 현장 의견 수렴 및 홍보를 위한 위두랑 서포터즈(교사, 학생) 운영
※ 위두랑 활용 의견 및 개선 제안 접수, 위두랑 활용사례 홍보 등

⚪ 학습 커뮤니티 위두랑 활용 지원 자료 개발ㆍ보급
※ 교사 및 학생 활용 가이드, 리플렛, 활용 안내 동영상 등

⚪ 학습 커뮤니티 위두랑 활용 사례 발굴ㆍ보급
※ 활용사례집, 카드뉴스, 소식지 등을 통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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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 실감형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앱 운영
□ 초‧중등 실감형콘텐츠 개발 및 외부 자료 연계‧변환
⚪ 초‧중등 실감형콘텐츠(AR, VR, 360) 개발
- 교육현장 의견 및 최신기술 반영을 위한 아이디어 챌린지* 운영
* 교사와 실감형콘텐츠 개발자가 함께 팀을 이루어 개발 주제 및 구성안 마련

- 디지털교과서 연계 교과융합형/심화형 실감형콘텐츠 개발(14종)
- 실감형콘텐츠 내용 검증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
※ 학교급/교과별 실감형콘텐츠 심사위원회 구성(내용전문가‧교사‧휴먼팩터 전문가 등)

⚪ 공공‧민간의 기개발 우수 실감형콘텐츠 변환 및 연계 제공(5종)
※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선별,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변환 추진

□ 실감형콘텐츠 서비스앱 운영 및 활용 지원
⚪ 실감형콘텐츠 서비스앱(‛흥')(Android, iOS) 운영 및 기능개선
※ 외부기관 실감형콘텐츠 연계 확대에 따른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 고도화 등

⚪ 교과(디지털교과서 연계) 및 비교과 실감형 콘텐츠 통합 제공(363종)
※ 디지털교과서 연계 사회‧과학 교과 325종(초등학교 178종, 중학교 137종), 비교과
(안전, 예술, 진로) 18종, 외부기관 개발 20종, 민간공모 10종

⚪ 검정 디지털교과서 연계에 따른 실감형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개선
⚪ 실감형콘텐츠 활용 지원 가이드 및 AR 마커카드 제작ㆍ보급
□ 편리하고 안전한 활용을 위한 최신기술 적용 및 협의체 운영
⚪ 원격수업 활용 편의성 제고, 접근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초등학교
5~6학년 AR 마커리스 변환(34종), VR 웹 변환(41종)
※ 초등학교 5∼6학년에 우선 적용 및 학교현장 운영 검증 후 확대 적용 추진 예정

⚪ 안전하고 건강한 실감형콘텐츠 활용을 위해 전문가 협의체 운영
및 교사용 안전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의학계, 휴먼팩터, 교과내용의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 구성‧운영(16명)

- 44 -

2

초·중등 원격교육 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개선 (원격교육부)

▣ 안정적인 원격교육 제공을 통한 학습공백 최소화 및 학교 교실수업 지원
▣ 학생의 학습역량(기초학력,

한국어능력 등)

제고 및 독서인문교육 강화

 원격교육의 안정적 운영 지원(e학습터) 및 내실화
□ 공공학습플랫폼 클라우드 인프라 안정적ᆞ효율적 운영ᆞ관리
⚪ 공공학습플랫폼(e학습터)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현장 교육 지원
- 유사시 원격교육 전환에 대비 단계별ㆍ상황별 적시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ㆍ관리
[e학습터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현황]
‣ 학습관리(LMS) 플랫폼 : 동접 50만∼120만명 / 화상수업 플랫폼 : 동접 10만∼30만명
※ 정부의 방역대책, 교육부의 원격수업 정책, 시·도교육청의 학사운영 계획에 따라 e학습터
인프라 탄력적 운영 추진

- 교육부-시ㆍ도-KERIS 핫라인 채널 운영, 전문 상담인력 확충,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용 실태 분석을 통한 적시 대응 체계 구축
※ “교육부-시도교육청-KERIS-사업단” 합동 비상상황 대응 체계 구축·운영

□ 공공학습플랫폼 개선을 통한 원격수업 내실화
⚪ 학교 현장 중심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
- 교사자문단, 고객센터,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등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수업 지원 기능 개선 및 고도화 추진
⚪ 원격교육 학습콘텐츠 개발·확보 및 품질관리체제 강화
- 교과학습 콘텐츠 개발 및 외부 전문기관 콘텐츠 확보·연계 강화
- 콘텐츠 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학습콘텐츠 품질 점검 및 개선

- 45 -

 초·중등 학생 학업 역량 제고 지원 내실화
□ 국가차원의 기초학력 보장체제 현장 안착 지원
‣ 기초학력 보장법(공포 ‘21.09.24, 시행 ’22. 3. 25.) 일부 요약
- (목적)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
- (진단검사) 학교의 장은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를 실시
- (대상학생 선정 및 교육)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실시
- (기초학력 지원센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환경 제공
- 학교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서비스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 시스템 오류·장애대응 및 보안관리를 통한 서비스 안정성 제고
※ 시·도별 보안 점검 결과(웹 취약점 등) 조치 및 서비스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

- 기술변화에 따른 시스템 호환성, 서비스 연속성 보장을 위한 기술지원 등
※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IE, Chrome 등) 업데이트 대응 등

⚪ 시·도 기초학력 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기관간 협업체제 강화
- 기초학력 제도 개선 및 연구·실태조사 사업 등 지원
□ 시·도교육청 기초학력 진단·향상도 검사 맞춤형 지원(초1 ~ 고1)
⚪ 교육청별 일정에 맞춘 온·오프라인 검사 기능 점검 및 문항 제공
※ 연중 교육청별 기초학력 진단 검사 1회(3월) 및 향상도 검사 3회(5월, 9월, 11월) 실시

⚪ 기초학력 검사 결과에 따른 과목별 맞춤형 보정자료 제공
⚪ 17개 시·도교육청 통합 고객만족센터 운영을 통한 사용자 문의 대응
※ 2021년 17개 시·도교육청 통합 고객만족센터 운영 현황 : 7,618건(응대율 99.3%)

□ 학생 개인별 기초학력 상시 진단·학습 지원
⚪ 기초 문해력·수리력 향상을 위한 3R's(읽기, 쓰기, 셈하기) 상시 진단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자율진단·학습 지원을 위한 유관사이트(배ㆍ이ㆍ스

캠프*)

연계

* 학생 스스로 진단 및 학습할 수 있도록 기출문항, 해설영상, 보충학습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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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통한 정규 교육과정 진입 지원 강화
⚪ 체계적인 한국어능력 수준 진단 및 보정학습 제공
- 한국어 영역별(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검사 문항 및 보충학습자료 제공

- 다문화학생이 일반학급 복귀 시점까지 지속 관리될 수 있는 프로세스 제공
⚪ 서비스 활용 대상 확대*를 통한 교육 사각지대 해소 지원
- 다문화ㆍ외국인가정 자녀의 증가에 따라 서비스 활용 대상을 확대
하여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 등 교육소외계층 지원 강화
* (기존) 한국어학급 운영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713교) → (확대)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등으로 한국어교육 수요가 있는 일반학교까지 지원 범위 확대

⚪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서비스 편의성 개선
- 사용자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 수렴 및 서비스 활용 매뉴얼 제공
-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개선을 통해 서비스 활용성 강화
□ 다문화학생 맞춤형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신규 구축
⚪ 다문화학생의 개인맞춤형 학습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 시스템 개발
- AI*기술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학습서비스 개발
* 음성인식/합성, 필기인식, 데이터분석, 시각화 등을 통한 개인별 학습진단 및 결과 제공

- 학생별 학습이력 기반 맞춤형 학습관리 및 피드백 체계 구현
⚪ 다문화학생 교육수요 확대*에 따른 한국어학습 콘텐츠 개발 및 확충
* 다문화학생 수(비율) : (’16년) 99,186명(1.68%) → (’21년) 160,058명(3%)

- 상호작용 기반 표준한국어 디지털 콘텐츠 개발
* 한국어 교육과정(KSL)에 따른 ‘표준한국어’ 교재의 체계 및 단원별 교육과정 준용

- 다문화학생의 흥미 유발 및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콘텐츠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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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독서교육 강화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및 학교현장 활용 지원
⚪ 시·도교육청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지원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응용S/W 통합 유지관리
※ 시·도 통합소스 형상관리, 시스템 보안관리, 시스템 오류·장애 대응 및 시·도 기술지원 등

- 시·도교육청 담당자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개선
⚪ 학생의 독서활동 지원 및 학교현장 의견수렴 강화
- e북드림 전자책 지원 사업*을 통한 학생의 지속적인 독서활동 지원
* 민간(교보문고)전자책 플랫폼 연계를 통한 초중등 학생 대상 전자책 무료 대출 지원

- 교육 현장의 시스템 활용 지원 및 문의 대응을 위한 고객만족센터 운영
⚪ 미래형 학교도서관 구축 지원을 위한 공간혁신 매뉴얼 개발·보급
- 미래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방향성, 추진절차, 현장 우수사례 등 포함
- 전국 초중등 학교도서관 현장 보급(12,000개교) 및 활용 지원
□ 클라우드 기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및 시범운영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사업 로드맵]
('20년) ISP 수립 → ('21~'22년) 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 통합 구축(1단계) →
('22~'23년) 독서교육지원시스템 통합 구축(2단계) → ('24년) 시스템 개통 및 안정화

⚪ 클라우드 기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적 고도화 추진
- (1단계) 학교도서관업무지원 영역 고도화 및 클라우드 통합 기반 마련
※ 시스템 전면 재구축(응용S/W, DB, UI/UX 등), 학교도서관 업무처리 기능 개선,
서지통합 및 국가서지목록 연계,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쳐 설계 및 운영환경 구성 등

- (2단계) 독서교육지원 영역 고도화 및 클라우드 기반 통합 인프라 구축
※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사용자 접근성 및 인증 편의성 제고 등

- (시범운영) 시범 시·도교육청을 통한 단계별 사용성 테스트 실시
※ ('22.6∼8) 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 시범운영 / ('23.6∼8)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시범운영
- 48 -

3

현장 중심의 교육정보플랫폼 안정적 운영 및 개선 (교수학습지원부)

▣ 클라우드 기반 원격교육 플랫폼 및 통합 계정‧인증의 효율적 운영
▣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용 콘텐츠 개발‧공유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교육과정 및 교육정보 통합지원 서비스‘에듀넷‧티-클리어’운영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재정비
⚪ 교과주제별 학습자료, 수업 연구자료 등 약 30개의 서비스, 관리시스템
(콘텐츠, 통계 등) 및 응용 SW 안정적 운영‧유지관리
※ 에듀넷‧티-클리어 로그인을 통해 e학습터 등 다양한 교육정보서비스 이용 가능
※ 일평균 방문자수 : 5만명(‘19년) → 28만명(‘20년) → 15만명(‘21년)

⚪ 현장에서 요구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전반 재정비
※ 핵심 서비스 중심 메뉴 재구조화 및 관리 강화
※ 중장기 관점의 서비스 역할, 주요내용, 이용대상, 인프라 등 검토 및 서비스
방안 마련(K-에듀통합플랫폼 연계 방안 마련)

□ 교수학습 콘텐츠 접근성‧편의성 및 신규 콘텐츠 확보‧공유 강화
⚪ 콘텐츠 품질관리 강화, 서비스 연계 확대 및 사용자 관점 기능개선
※ 검색‧추천 콘텐츠 정확성‧신속성 및 모바일 서비스 강화, 사용자 만족도
조사(반기) 및 현장 의견수렴(수시)을 통해 서비스 편의성 지속 개선

⚪ 현장 중심 콘텐츠 확보 및 외부 협력을 통한 콘텐츠 공동 활용 확대
※ 교과학습자료‧수업동영상 확보 및 기관‧개인(교사)과의 협력을 통한 공유 강화

□ 교육과정 개정 지원 및 학교 현장과의 소통‧참여 강화
⚪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연구 지원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 등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지원(약 2만명 대상 3회 예정)

⚪ 교사지원단 운영을 통한 현장 소통‧참여 기반 서비스 운영 강화
※ 온‧오프라인 수업 지원을 위한 현장 눈높이 콘텐츠 공유, 에듀넷‧티-클리어
서비스 개선방향 자문 및 콘텐츠 현장 적합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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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클라우드 및 계정ᆞ인증 운영
□ 공공플랫폼 서비스의 클라우드 운영으로 안정적인 원격교육 지원
⚪ 클라우드 기반의 초‧중등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서비스* 운영
*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위두랑,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잇다’), 지식샘터,
인공지능 초등수학 수업지원시스템(‘똑똑!수학탐험대’), 통합 계정인증

- 국가정보원 CC인증, 국가공인 GS인증 제품 및 국산보안 솔루션 활용
- 공공플랫폼 클라우드 전용 보안장비* 운영 및 보안 관제
* DDoS, IDS(침입탐지), IPS(침입방지), WAF(웹방화벽), 개인정보필터링 솔루션

⚪ 365일×24시간 무중단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 효율적인 클라우드 운영
- 서비스별 사용량에 따른 탄력적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환경 기반 마련
※ 전국 초중등학교 교사·학생 570만명이 이용 가능한 환경 구성
※ 코로나19 상황 및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별, 학교급별 인프라 단계별 증설

- 서비스별 신학기(2~3월, 8~9월) 집중 모니터링 체제 운영
※ 원격수업을 위한 서비스 로그인 집중시간(08:00-09:30) 모니터링 강화

□ 교육정보서비스 통합 로그인 체제(계정‧인증)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편리하고 안정적인 교육정보서비스* 통합 회원관리ㆍ로그인 체제 운영ㆍ개선
*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위두랑, 에듀넷‧티-클리어, 잇다, 지식샘터 등

- 원활한 원격수업을 지원을 위한 통합 회원가입ㆍ로그인 체제 운영
※ 로그인수 : 일 평균 88만회(2021년), 일 최대 340만 회(2021.3.8.)

- 신학기 대규모 회원가입ㆍ변경 등을 위한 회원관리 시스템(IM) 성능 개선
※ 회원관리 DBMS‧솔루션 업그레이드, 회원가입 웹 사이트 구조(프레임워크) 개선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보안 개선
-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ePRIVACY) 인증 및 로그인 캡차* 사용자 편의성 검토 추진
* (자동 계정 생성 방지 기술) 반복적인 로그인 시 로봇(bot)에 따른 해킹 여부 체크 및 보안문자 입력 요구

- 웹 취약점 점검ㆍ조치(분기별), 보안 인증서(HPPTS)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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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수업 지원 및 교육콘텐츠 공유‧유통 플랫폼 ‵잇다‵ 운영
□ 수업 지원 및 콘텐츠 공유 채널서비스 활성화
⚪ 초․중등 수업 지원 및 교원 간 공유를 위한 수업 꾸러미 활성화
※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잇다(ITDA*)’ 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교원 자신의
수업 목적에 맞게 학습과정으로 설계‧구성‧제작 가능한 수업자료 개발(약 2,000차시)·제공
*

잇다(ITDA : ICT-based Teacher Development Assistance platform)

⚪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의 수집·공유를 위한 채널서비스 운영 강화
※ 공공·민간·교원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직접 개설·운영하는 채널
(올해의 채널 30여개, 일반교원채널 30여개)을 통해 콘텐츠 공동 활용 확대

⚪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응용S/W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콘텐츠 검색‧관리, 사용자 통계관리, 각종 기능(수업 꾸러미, 문항 등록, 저작도구 등)

□ 교육콘텐츠 활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콘텐츠 정보 수집 및 활용 지원
⚪ 학습자의 수업 흥미를 제고하고 교사의 수업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교원의 수업자료 제작 지원을 위한 요소 콘텐츠(동영상, 사진 등) 개발
※ 안전한 활용을 위한 콘텐츠 저작권 확보 및 필터링

⚪ 공공ㆍ민간ㆍ교원 중심의 교육용 콘텐츠 수집ㆍ확보 및 통합 제공
※ KERIS 교육콘텐츠 통합‧관리 전담기관 지정(교육부 ’21.5.)에 따라 교육콘텐츠 개발사업(실감형, 교수학습*,
원격연수 등3개영역) 산출물 수집 및 관리(교육콘텐츠 메타데이터 표준 적용, KERIS 정책연구 추진중)
* e학습터 교과학습, 고교선택교과, 체육‧예술, 교실수업지원, AI초등수학, 유치원 원격수업, 진로교육, 직업교육 등
※ 관련 유관기관[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방송공사(콘텐츠개발‧육성
사업 전담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협의체 운영 및 잇다 플랫폼을 통한 통합 제공

□ 현장 중심의 잇다 플랫폼 활용 활성화 촉진 및 인지도 제고, 홍보 확산
⚪ 현장 소통 및 사용자 기반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교사지원단 ‧ 연구회 운영
※ ‘잇다’ 플랫폼 개통(’21.8.) 초기단계 현장 정착‧선도적 확산 지원 및 서비스 개선 자문 등

⚪ 눈높이 맞춤 서비스를 위한 교원 대상 플랫폼 활용 연수 지원 및
현장 확산을 위한 잇다 홍보 강화
※ 홍보물(리플렛, 홍보영상, 채널 카드뉴스 등) 제작‧배포 및 콘텐츠 활용 이벤트 기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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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똑똑!수학탐험대‵) 운영
□ 교육격차 완화, 학습결손 예방 지원을 위한 서비스 운영·확대
⚪ 초등 수학 교과의 체계적인 학습을 위한 지원시스템 및 콘텐츠 개발
※ (’21.1월)초등1·2학년 콘텐츠‧플랫폼(한국과학창의재단→ KERIS 이관), (’21년) 플랫폼 기능
개발‧확장 및 3‧4학년 콘텐츠 개발‧탑재(～’22.2월), (’22년) 플랫폼 안정화 운영 및 유지보수
※ (콘텐츠 적용) 초등1‧2학년(모든 학교) 및 3‧4학년(시범학교) 서비스(’22.3.～’22.7.)
→ 초등1∼4학년(모든 학교) 서비스

⚪ 눈높이 맞춤, 개별 학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학습 콘텐츠 서비스 운영
※ 학습콘텐츠를 통한 학습 진행‧현황(교사‧학생), 진도 현황‧평가결과, 운영 사항 안내 등
학습관련 정보 제공 및 초등 수학적 개념과 원리에 대한 체계적 이해 제고
※ 교과활동, 추천활동, 탐험활동, 자유활동, 평가 콘텐츠 및 수학교구(8종) 등 다양한 학습
콘텐츠, 학습 동영상, 디지털 교구를 통해 학습에 흥미, 초등학생 눈높이 맞춤 학습 지원

□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수학 학습 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즘 개선
⚪ 학교 현장 검증을 통한 초등수학 알고리즘 개선 및 효과성 검증
※ 정책연구학교(교육부, 전국 10개교) 운영을 통해 학년별 개선된 알고리즘 기능 검증
※ 수학적 특성 데이터, 성취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선 정책연구 추진 : 초등3‧4
학년 알고리즘 개발‧분석(’21 교육부), 초등5‧6학년 알고리즘 개발(’22, 교육부) 및 효과분석
(’22, KERIS) 예정

⚪ 사용자 및 교원의 의견수렴 기반 현장 중심의 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 연구학교, 운영 교사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의견 수렴
※ 학습 지원을 위한 각종 누적 데이터 집계·추출을 통한 기능 개선

□ 안정적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 ‧ 활용성 제고
⚪ 사용자 지원 체계 운영 및 즉각적‧상황별 장애 대응 관리
※ 전문 콜센터(‘학습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용자 지원 및
사용자 확대(초등3‧4학년 시범적용→일반 학교 적용(’22.7월～) 준비 등

⚪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임차 및 운영‧관리
※ 다양한 사용자 환경(웹‧앱)에서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각종 인프라 자원 관리
※ 온‧오프라인 교육환경, 사용량, 정보보호, 보안 이슈 발생시 적시적‧탄력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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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교육 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기반 마련 (교육플랫폼특임팀)

▣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수립
▣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기반 마련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한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 K-에듀 통합플랫폼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수립
⚪ 미래교육 환경지원을 위한 블랜디드 통합수업 지원체계 구현방안 마련
※ 교수학습·교육행정·교육재정을 연결하는 국가단위 미래교육 맞춤형 체계 설계

⚪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지능형 교육 통합플랫폼 구현방안 마련
※ 한국판 뉴딜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플랫폼’ 설계

⚪ 공공·민간 상생을 위한 에듀테크·콘텐츠 유통생태계 구현방안 마련
※ 공공·민간의 교육콘텐츠, 에듀테크 서비스를 교사와 학생이 손쉽게 사용하고
지출·지급이 될 수 있는 상생의 교육 유통생태계 구축 방안 설계

⚪ 통합운영 지원을 위한 국가단위 통합플랫폼 구현방안 마련
⚪ 미래교육 기반 구축 및 에듀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도출
※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교육에 활용하고 플랫폼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서비스 개통 이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기반 확보
⚪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확보
※ (국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의 조사 대응을 통한 K-에듀 통합플랫폼 응용
서비스 개발 예산 확보
※ (지방비) 시도 교육청 지방비 확보를 통한 K-에듀 통합플랫폼 인프라 구축

⚪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협력기반 마련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KERIS 협력 추진체계 마련
※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및 법/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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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21년 추진성과와 평가

 학술진흥부

: 학술연구정보 개방·공유 확대 [전략과제 Ⅱ.2.3]

□ 주요 사업 성과
대학 수요가 높은 핵심전자저널의 대학라이선스 도입
‐ 세계점유율 1, 2위 전자저널 패키지 Wiley Online Library(’20년) 도입
‐ 전자저널 수 : (ʼ19) 4만여종→ (ʼ20) 4만 3천여종 → (ʼ21) 4만 6천여종

⚪ RISS 이용자 맞춤형 논문 추천 서비스 및 챗봇서비스 개발
⚪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통한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 감사원 정기감사 시, 적극행정 모범사례 선정(1회, RISS 듣는 논문 서비스),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의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 선정(140개 사례 중 선정)

⚪ 국내외 학술논문 중복데이터 제거 알고리즘 개발 및 데이터 정비
※ 데이터 정비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RISS-디지털집현전」연계 지원

⚪ 대학별 연구자 성과정보 수집 및 성과분석 서비스 시범 적용
※ ‘(가칭)대학별 연구동향분석서비스(U-REKA)’ API 개발 (이화여대와 공동개발)

⚪ 주제별 10개 외국학술지지원센터를 통한 학술지 공동수서 및 활용
※ 해외학술논문 총 2,200만건 구축(누적), 연간 4만8천건 대국민 무료복사

□ 미흡한 점
⚪ 현재 대학라이선스 사업은 대학과 국고의 구독료 분담 구조로, 핵심
전자저널은 국고 전액 지원을 요구하는 대학 수요*에는 미흡
* 핵심저널인 Wiley나 ScienceDirect 등의 구독에 대학자료구입비 약 71% 지출

⚪ 국내 OA(Open

Access, 무료공개 학술자원)의

실질적인 확산을 위한 기관 간

역할 재정립 필요
< 시사점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대학에서 요구
하는 핵심전자저널 구독 예산 추가 확보 필요
※ 대학수요 1위 ScienceDirect의 국내 대학 총 구독료 약 370억원 추정

▣ OA 확산을 위해 논문 생산 주체인 학회에 대한 지원 사업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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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평생교육부 : 디지털 고등평생교육 환경 조성 [전략과제 Ⅱ.2.4]
□ 주요 사업 성과
사이버대학 특성화 지원을 통한 원격교육 혁신모델 개발
‐ 융합형 원격교육 혁신모델 신규 4종 개발
‐ 다년(3년) 사업화 및 예산 과목 변경을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 기반 마련

1차년도(‘21년) 2차년도(‘22년) 3차년도(‘23년)
적용
확산
기획ㆍ개발
▸
▸
계획 수립 및
혁신모델
혁신모델
확산·일반화
혁신모델 개발 대학 내 적용

⚪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추천 시스템 맞춤배움길(cures.kr) 서비스 개통
⚪ 국민 DNA 소양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융합 교육센터 구축·운영
※ DNA 온라인 콘텐츠 : 데이터 융합 콘텐츠 4과목, 네트워크 융합 콘텐츠 4과목

⚪ 한-아세안 국가 간 교육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 아세안 사이버대학(ACU) 최종 설립모델 발표 및 한-아세안 국제 MOU 체결

⚪ ACU-OER 플랫폼 기반 한-아세안 교육 교류 활성화
※ 한-아세안 교육과정 3개 운영 및 한-아세안 우수 콘텐츠 6종 연계

⚪ 미래형 연수체제 선도를 위한 원격교육연수 제도 개선 및 정보시스템 운영
※ CBT 제도 신규 수립 및 시범운영,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내용심사 제도 마련,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평가·인가지표 개선
※ 이수자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원격연수콘텐츠 종합검색시스템 운영

□ 미흡한 점
⚪ AI 기반 교육과정 추천서비스 맞춤배움길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 부족
※ ‘20년 ICT 기반 공공서비스 과제(과기정통부) 선정을 통해 초기 구축 예산을 확보했으나,
이후 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한 예산 및 운영인력 미확보

⚪ 아세안 사이버대학(ACU) 프로젝트와 유관기관 아세안+3 권역 교류협력
사업(ASEM-MOOC, Campus Asia 등)의 기관 역할 재정립 필요
< 시사점 >
▣ 맞춤배움길 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 마련
▣ 아세안 사이버대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참여의향서(LOI) 우선 제출 등 전체
아세안 국가의 MOU 참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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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러스운영부

: 선진 지방 교육행정 운용 관리체계 확립 [전략과제 Ⅲ.3.3]

□ 주요 사업 성과
코러스(KORUS)운영센터 ⇨ KERIS 전면 이관 완료
’17~’19.5
교육부 구축·운영


(업무이관)

’20.6
교육부·KERIS
공동운영

’21


(인수·인계)

KERIS 운영

※ KERIS로의 전면 업무 이관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의사소통 채널 강화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제고(대학 교직원 6,694명 참여, 종합 만족도 75.6점)

⚪ 국립대학 행ㆍ재정 업무의 편의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
요구사항 적극 반영 및 법ㆍ제도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
※ (’21) 오류 개선 64건, 기능 개선 1,466건

⚪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해 미활용 업무 분야를 분석하고 확산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지원 및 전환 실시(재정회계, 산학연구 분야)
※ 시설정보 현황 등록 완료(38개교), 공간관리 전환(10개교), 산학연구 전환(5개교)

⚪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자원 사용량 변동 분석 등 구조·성능
진단 및 분야별 개선 활동 실시
※ 장애예방활동 173회, 성능개선 및 안정성 강화 조치 100회, 대응훈련 4회

□ 미흡한 점
⚪ 사용자 편의성과 직관성 및 정보전달 기능이 미흡한 화면 구성으로,
최종 사용자 관점의 편의성 개선 필요
⚪ 코러스 활용도가 미흡한 일부 업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활용률
전면 조사 및 전환 희망대학 선정을 통한 확산 필요
⚪ 코러스 운영 업무에 대한 단기(2년) 인력 배치로 인한 업무 연속성 결여
<시사점>
▣ 전 영역에 대한 사용현황 조사 및 활용 미흡 분야에 대한 확산 방안 마련
▣ 사용자 편의성과 직관성 및 정보전달기능이 강화되도록 UI/UX 개편
▣ 코러스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장기간 근무 가능한 인력 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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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격교육부 : 디지털 고등평생교육 환경 조성 [전략과제 Ⅱ.2.4]
□ 주요 사업 성과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구축·운영을 통한 인프라 격차 완화
‐ 거점 일반대학-전문대학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
센터 구축(10개소) 및 운영
- 권역별 공동활용 학습관리시스템(LMS) 고도화 및 운영
- 권역별 원격강의제작 인프라(스튜디오 등) 98실 구축(개선) 및 공동활용
- 원격교육 콘텐츠 47종 개발·운영 및 대학 원격교육 질제고 지원 등

⚪ 모바일 콘텐츠 확보를 통한 대학공개강의 서비스 확대
※ (기존) 앱 콘텐츠 6천건 → 모바일 웹 콘텐츠 2만 2천건 제공(3.8배 증가)

⚪ 거점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시스템 운영을 통한 다양한 원격
강의 제공 및 학습 선택권 확대
※ (’21) 1, 2학기 9개교, 44개 강좌 6,298명 수강

⚪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 교수자 수요조사 기반 맞춤형 원격교육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제공
※ 교수자 역량 강화 콘텐츠(33종) 개발·연계, 전문대학 맞춤형 원격교육 컨설팅 및 인프라
견학 프로그램 시범 운영, 원격교육 콘텐츠 공동개발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등

⚪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누리집 개편을 통한 원격교육 통합 정보체제 구축
※ 주요 개편사항: 권역센터별 구축 인프라 및 콘텐츠 자료 공유, 원격교육 동향
및 우수사례 페이지 신설, 강의콘텐츠 저장소 확대 제공 등

□ 미흡한 점
⚪ 대학공개강의(KOCW)의 신규 콘텐츠 확충 및 연계 확대 필요
※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사업 콘텐츠 공동활용 및 민간포털 강의 공개 확대, 대학평가
시 강의공개 실적을 포함하여 공개 확대 유도

⚪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사업이 권역 내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이루어져 구축 인프라의 공동활용 실적이 다소 낮음
※ 성과지표 개선, 타 사업(지역혁신대학 등)과의 연계를 통한 구축 인프라 공동활용 촉진 방안 마련

<시사점>
▣ 대학공개강의 서비스 기능 개선을 통한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접근성 강화
▣ 권역 센터의 인프라⦁콘텐츠 구축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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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2년 사업추진 방향
사람중심의 디지털 교육혁신 전문기관

비전
핵심
가치

창의융합
(Fusion)

열린포용
(Accompany)

전략
목표

Ⅰ.디지털 교육 환경
선도

Ⅱ.포용적 교육학술
서비스 확산

본부
경영
목표
추진
방향

혁신선도
(Innovation)

Ⅲ.지능형 교육행재정 Ⅳ.지속가능 경영관리
서비스 혁신
체계 확립

⚪ 양질의 학술정보 공유·개방 확대 및 연구지원 강화를 통한 활용도 제고 [경영평가]
⚪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공개교육정보 확대 [국정과제]
⚪ 코러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및 품질개선 [교육부 연계]
⚪
⚪
⚪
⚪

AI, 빅데이터 기반 신기술을 활용한 학술연구 지원 고도화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을 국내외 고등평생 온라인 교육 기반 조성
대학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코러스(KORUS) 업무 확산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국가 차원의 대학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을 통한 미래 교육모델 마련
부서

실행과제
□ 수요자 중심의 맞춤 · 포용 서비스 강화
□ 디지털 학술정보 수집 및 공유 유통 체계 강화
□ 해외학술정보 공동활용 활성화

학술진흥부

추진사업

- 국가 학술정보 공유체제 운영
- 학술정보 유통 해외 네트워크 운영

□ 대학도서관 혁신 지원
추진사업

추진사업

과제

고등평생
교육부

- 2022년도 원격교육연수 내용심사 운영
-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운영

□ 코러스-국립대학 협업·지원 강화
□ 사용자 중심의 코러스 운영
코러스운영부 □ 코러스 운영 기반 강화
추진사업

대학원격
교육부

기대
효과

⚪
⚪
⚪
⚪

- 2022년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코러스) 운영

□ 고등교육 교수학습 자원 공동활용 확대
□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사업

- 대학공개강의 공동활용 서비스 운영
- 2022년 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시스템 구축‧운영
- 2022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Ⅱ.2.3.
학술연구정보
개방·공유 확대

학술 기반 및
연구인력 육성

Ⅰ.1.3.
미래교육 정책연구 및
글로벌 선도

교육부 연계 과제

대학 간 공유
연계체제 구축

Ⅱ.2.4.
디지털 고등평생
교육환경 조성
Ⅰ.1.3.
미래교육 정책연구 및
글로벌 선도

- 2022년 아세안 사이버대학 프로젝트

□ 원격교육 연수원 운영ㆍ관리 내실화
추진사업

교육부 연계 과제

- 원격대학 교육역량 혁신 강화

□ 국제 협력 강화(아세안 사이버대학 프로젝트)
추진사업

전략과제

- 2022년 학술자원 공동관리 체계 구축

□ 원격대학 교육역량 혁신 강화

추진

사람존중
(Respect)

산학연협력
활성화

Ⅰ.1.4.
교원과 학생의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교육부 연계 과제

지역혁신 및
발전 견인

Ⅲ.3.3.
선진 지방 교육행정
운용 관리체계 확립

교육부 연계 과제

Ⅱ.2.4.
대학 간 공유
연계체제 구축

디지털 고등평생
교육환경 조성

차별 없는 연구자 중심 학술자원 지원 기반 확대를 통한 연구경쟁력 강화
교육 분야의 디지털화 가속화에 대응 가능한 체제 구축 및 미래사회 인재양성 기여
코러스(KORUS)를 통해 38개 국립대학 경쟁력 향상 및 업무 효율화에 기여
대학 원격교육 인프라 및 콘텐츠 공동 활용을 통한 대학/권역 간 원격교육 격차 완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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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1

국가 학술진흥체제 구축을 위한 생태계 조성 (학술진흥부)

▣ 신기술을 활용한 학술정보 빅데이터 수집⦁분석 정보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동활용 네트워크 강화
▣ 국내외 고품질 연구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보장을 통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수요자 중심의 맞춤 · 포용 서비스 강화
□ 지능형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운영 및 이용 활성화
⚪ 빅데이터 기술 기반 RISS 이용자 맞춤 논문 추천 [신규]
- 이용자 검색이력, 동일 자료를 검색한 이용자의 검색 이력, 전공,
내 서재, 관심 키워드 등의 정보를 분석한 논문 추천
◦ 문의 처리 다양화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한 챗봇 서비스 운영 [신규]
- 이용자 문의 행태 분석(단순 문의, 야간 집중 발생 문의) 등
◦ RISS 모바일웹 서비스 개편 및 반응형 웹 도입 [개선]
⚪ 대학 맞춤형 ʻ(가칭) 연구동향분석서비스(U-REKA)ʼ 확대

[신규]

* U-REKA : University REseach Keyword Analysis (대학 연구실적 통합관리 서비스)

- 대학별 서비스 적용 대상교 확대 및 기능 고도화
※ (’21) 시범서비스 구축(이화여대 1개교) → (’22) 고도화 및 보급 확대(3개교)

- 연구자별, 학과별, 단과대학별 등 대학 전체의 연구 성과정보를
전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기능 구축
-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과의 연구 성과정보 연계
※ 대학별 발간되는 석박사학위논문 및 한국인용색인(KCI) 학술논문 정보 연계

⚪ RISS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이용자 의견수렴 및 홍보 강화
- 사서 지원단 신규 구성 및 주기적 운영을 통한 RISS 개선사항 도출
※ RISS의 이해도가 높은 대학사서,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10인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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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만족도 측정을 위한 학술정보서비스 활용실태ㆍ효과 분석
※ 기재부 경영평가 ‘학술사업 부문 이용자 만족도’ 계량지표 결과에 반영

- 온라인(비대면) 홍보 및 알림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접점 확대 [개선]
※ 다중 SNS 채널, 논문추천 알림 뉴스레터 발송 등을 통한 실시간 소통 체계 마련

- 2022년 RISS 종합 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개선]
< ʼ22년 RISS 주요 추진 내용 >
구분
RISS 홍보관 운영 [신규]

주요 내용
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및 소통 커뮤니티 개설
(이용자 참여 유도를 통한 RISS 인지도 제고)

RISS 활용 영상 제작 [개선]

상시 교육을 위한 RISS 활용 가이드 영상 제작
(RISS 신규 이용자 및 도서관 이용 교육 시 활용)

SNS 홍보

서비스 계정운영을 통한 사용자 친화적 이미지 강화

RISS 서포터즈 운영
(Play RISS 4기)

카드뉴스, 영상 등 홍보 콘텐츠 기획 ˑ 제작
대학커뮤니티, SNS 등 서비스 온라인 홍보 활성화

언론 홍보

학사일정을 고려한 연간 언론보도 일정 기수립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주요성과, 각종 포럼, 행사 등 )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서비스 운영
⚪ 장애인·유학생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
-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변환 해외 학위논문 대상 확대 [개선]
※ (’20∼’21) 국내 학위·학술논문 한정(103만건) → (’22) 해외 박사학위논문(21만건)

- 거동 불편 장애인을 위한 대학도서 무료 배송 서비스 확대
※ RISS-국립장애인도서관 연계를 통한 도서 배송 제공(6,893건 → 7,237건 목표)

- 장애인 대상 해외학술자료 구매비용 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연구자 1인당 최대 연간 10회(60만원) 지원(92건 → 101건 목표)

- 장애유형별 학술연구·복지서비스 차별화 시범 운영(신체장애→지적장애)
※ 영진사이버대, 대구한사랑발달장애자립지원센터와의 협업

⚪ 해외연구자, 국내유학생 등을 위한 번역 서비스 확대 [개선]
- 다문화 가정, 유학생을 위한 초록 번역 서비스 개선 및 확대
※ (’20∼’21) 국내 학위·학술논문 제공 → (’22) 국내 + 해외 학위·학술논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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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대학 학술정보 공유망 구축
⚪ 전국대학 소장자료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품질관리
- 통합서지용 KORMARC 개정에 따른 변동 내용 검토 및 KERIS 입력
지침 반영 방안 수립 [신규]
- 종합목록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화위원회 운영 및 자문 추진
- 목록 업무 지원을 위한 자료 유형별 표준입력지침 교육 확대 [개선]
- 전국대학 소장자료 목록데이터 통합 구축 및 중복 검증
⚪ 전국대학 소장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 국내외 학술지 소장정보 수집 및 권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선]
- 상호대차 회원기관 간 원문복사 및 대출 서비스 운영 [개선]
※ 도서배송 서비스 행정처리 개선을 위한 우체국 운송장 출력 기능과 연계 추진

- 의학학술정보시스템(MEDLIS) 목록 및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디지털 학술정보 수집 및 공유 유통 체계 강화
□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체계(dCollection) 고도화
⚪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검증·공유 프로세스 간소화 및 UI 개편
- 학위논문 원문 업로드를 통한 메타데이터, 주요키워드 등 자동
추출 및 주제 분류, 4차 산업혁명 관련 분류 자동 반영 [신규]
- dCollection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맞춤형 인터페이스 개편
< dCollection 인터페이스 개편 내용 >
- (UIㆍUX 개편) 학술자원별 구조와 특성에 따란 적절한 UI/UX 요소 및 디자인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 제공
- (통계ㆍ시각화) 검색결과에 대한 가독성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해 통계정보 및 시각화 정보 제공
- (내비게이션 바) 데이터 콘텐츠의 집약체임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
- (멀티미디어 제공 환경) 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화면 및 메뉴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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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학위논문 자동 연계 및 관리 기능 개발(희망대학에 한정 적용)
- 학위논문 납본 관련 유관기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과의 협의를
통해 연계 프로세스 재정립 및 관리자페이지 구축
⚪ 대학 생산 학술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서비스 운영
- 디지털 자료의 안정적 보존을 위한 아카이빙 서비스(저장 이중화) 확대
※ 참여대학 : (’21) 9개 → (’22) 12개 → (’26) 24개 대학

- 국내외 이용자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국제인증식별번호(DOI*) 도입
* Digital Object Identifier :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되는 고유식별번호

⚪ 교육 유관기관 연구 성과물 관리를 위한 교육자원개발센터(KERIC*) 개편
* KERIC : Korea Educational Resource Information Center (한국교육개발원 등
4개 교육 유관기관의 연구성과물 관리 페이지)

- 교육 연구 성과물의 최신 정보 수집 및 업데이트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서버 내 DP(Date Provider, 데이터 자동 수집기) 설치
□ 학술정보 공유유통 수집체계 강화
⚪ 학술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무료 공개 학술자원 수집 확대
- 공공데이터 제공 기관 신규 연계를 통한 양질의 학술자원 확보 [신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연계를 통한 연구과제(약 500만건) 확보

- 민간 · 유관기관 학술자료 연계서비스 운영 및 데이터 확대
※ (’21) 교육 유관기관(한국교육개발원 등) → (’22) 정부 부처(행안부 등)

⚪ OA(Open Access, 무료공개 학술자원)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 OA 사업 관련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등과는 업무협의를 통해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역할 분담 협의
※ (’21) OA 실무교육 실시 → (’22∼’23) OA 역할 분담 및 중장기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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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학술정보 공동활용 활성화
□ 해외 학술자원 확충
⚪ 대학 수요가 높은 학술정보의 대학라이선스* 도입 확대 [디지털뉴딜]
- 대학라이선스* 도입 품목 확대 (48개→57개 패키지 / 디지털 뉴딜 과제)
* 수요가 높은 학술DB를 국가와 대학이 대응투자(30:70)하여 비구독 대학의 연구자도
일정시간(16:00∼09:00)동안 무료로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국고사업

< 최근 3개년 대학라이선스 확대 내역 >
구분

‘20

‘21

‘22

대학라이선스
도입 내역

39개 패키지
(신규)일반저널 및
학술DB 10개,
핵심전자저널 1개

48개 패키지
(신규)일반저널 및
학술DB 개종,
핵심전자저널 1개

57개 패키지
(신규)일반저널 및
학술DB 8개,
핵심전자저널 1개

투입예산

약 115억

약 175억

약 228억

※ 패키지 1개당 1천 종 이상의 저널을 포함하여 구성

- 대학도서관의 대학라이선스 구독관리시스템 및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www.riss.kr)를 통한 학술DB, 전자저널 공동활용 지원
- 고품질의 대학라이선스 도입 및 협상력 강화를 위한 운영 체계 구축
※ 대학라이선스 협상단, OA(Open Access) TF 연구팀(신설), 선정관리위원회 등 구
성을 통한 평가 · 선정 · 심의 실시

⚪ 전자정보 구독정보 관리 및 문헌복사 서비스 확대
- 대학별 학술정보(전자정보, 인쇄정보) 구독내역의 통합 관리
※ 2021년 14개 대학도서관 전자정보 구독정보(약 780만건) 수집 완료

- 전자저널 문헌복사 정책조사를 통한 복사서비스 확대 제공
※ 메타데이터 중복제거 알고리즘을 통해 인쇄-전자 중복논문 검증

⚪ 대학라이선스 구독관리시스템(ACE*) 고도화 [개선]
* Academic Consortium of Electronic Resources, http://ace.riss.kr

- ACE 시스템의 통계 자동수집 및 관리시스템 개발 및 노후화된
기존 관리 기능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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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저널 도입 확대에 따른 전자저널 구독 모델 관리기능 개발
※ Wiley(20년 도입), ScienceDirect, IOP, Cambridge(이상 21년 도입) 등

⚪ 해외 학술 이해관계자(사서, 출판사, 연구자 등) 대상 교육, 세미나, 홍보
- 출판사(공급사) 대상 컨설팅* 및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대학도서관
(사서) 대상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실시
* 전자저널 패키지 제공 출판사(공급사) 대상(Springer & nature, IEEE, OUP 등)

- 협상전문가 교육과정 운영(사서 대상), 대학라이선스 품목별 이용교육
(연구자, 사서 대상), 구독조건 설명회(사서 대상) 등 개최

- 한국연구재단, KISTI 등 유관기관의 학술서비스(KCI, ScienceOn)를 활용한
국내 연구자 대상 대학라이선스 및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홍보 확대
⚪ 해외 학위논문 및 전자책 등의 원문 콘텐츠 도입ㆍ서비스 확대
- 해외 우수 박사학위논문 및 전 주제 분야 전자책 원문 도입
※ 학문분야별 상위대학 랭킹 및 해외 우수대학 구독목록을 활용한 자료 선정

- 해외원문 콘텐츠 서지데이터 구축을 통한 검색 편의성 증대
※ RISS, 해외DB 통합검색 서비스, 해외 학위논문 서비스, 대학 자체 도서관 서비스 활용

< RISS 이용 가능 원문콘텐츠 구축 현황 >
국고 및 대학 매칭펀드 방식

국고 전액 부담

해외
학위논문
(DDOD)

전자책
(E-book)

인문사회
도서, 논문
(PHP)

참고도서
(GVRL)

인문학
논문
(PAO)

예술ㆍ실용
자료
(Vogue)

21만 편

14만 건

520만 건

5천 건

317만 건

1892년
∼ 최신호

합계

872만건

* ′21년 도입 PHP의 경우 컬렉션 별 순차적 도입 및 서비스

⚪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운영
- 학문분야별 10개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해외학술지 분담구독
- FRIC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운영위원회 개최
※ 성과 평가 S등급 센터의 운영 사례 공유 및 계약·저작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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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문 및 성과 평가를 통한 현황 진단 및 이용 활성화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운영 현황(10개 센터) >
대학명

주제분야

대학명

주제분야

강원대학교

생명공학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경북대학교

전기·전자·정보통신

연세대학교

임상의학

경상대학교

환경·에너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사회학·예체능

고려대학교

인문학

전북대학교

농·축산

부산대학교

기술과학

충남대학교

행정·경영학·법학

□ 해외정보 유통서비스 네트워크 확대
⚪ 국내 미소장 해외학술자료 제공을 위한 해외논문구매대행(EDDS) 운영
- 일본어권 자료 입수를 위한 국회도서관(NDL) 연계 운영
※ 일본 정보학연구소(NII) 서비스 종료(’22.3월) 대응을 위한 신규 연계

- EDDS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정보취약계층 연구자 지원에 대한 중점 홍보 실시

⚪ 8개 해외 구매대행 채널을 통한 원문 확보 및 제공 [신규]
- 미국 OCLC World Share ILL, 독일 Subito, 스페인 BNE(국립도서관),
프랑스 BNF(국립도서관), 미국 ReprintDesk, Right Find 등 서비스 연계
⚪ 신규 언어권에 대한 해외자료 입수채널 확대 [신규]
- 이용자 의견 수렴을 통한 해외 우수 학술자료 콘텐츠 조사 및 도입
< 해외자료 입수채널 검토 대상 >
구분

대상 명

미주권

멕시코(Central Library), 브라질(Portal of Periodicals of Capes / MEC)

아시아원

대만(NDDS), 베트남(Dong Nai University of Technology)

아프리카권

남아프리카공화국(University of the Western Cape library)

유럽권

네덜란드(DANS), 러시아(России Национальная библиотека)

- 68 -

 대학도서관 혁신 지원
□ 대학도서관 실태조사 및 진흥기반 구축
⚪ 학술자원 통계조사 및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 운영
- 대학 학술자원 현황 분석을 위한 대학도서관 통계 조사‧분석
※ 대학도서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현황분석 및 발전방향 제안

- 대학도서관 현장 요구를 반영한 통계 데이터 오픈 프로세스 개선
※ (기존) 통계분석 후 오픈(차년도 1월) → (개선) 통계입력 후 오픈(10월)

- 코로나19 등 대학도서관 현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통계 항목 지침 개정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직원·이용자 교육 관련 지침 개편

- 통계 담당자 편의성 향상 및 교육효과 증대를 위한 강좌형 통계
연수 교육 신규 운영
- 대학도서관 통계‧평가 입력, 검증 시스템 및 대국민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 고도화
※ 업무담당자, 관리자 시스템 개선 및 대국민 서비스 시각화 기능 개선 등

⚪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기반 도서관 진흥기반 조성
- 대학도서관 혁신을 위한 「오피니언 리더 포럼」* 신규 구성 및 운영
※ 대학도서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공유 및 공동 대응 방안 논의 등
* 국회, 정부부처, 대학, 언론 등 학술유관기관 기관장급 위원으로 구성

- 대학도서관 수립 ʼ21년 추진실적 ‧ ʼ22년 시행계획 제출관리 및 분석
리포트 추진(1종)
-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9-23) 연계 정책 연구 실시(2종)
※ 문헌정보학과 전문 인력육성 커리큘럼 연구, 대학도서관 한국형 창의협력 모델 개발

- 대학도서관의 메타버스 활용 방안 개발 이슈리포트 추진(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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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 평가 컨설팅 및 인문학 진흥 지원
⚪ 대학도서관 평가 지표 개선 및 컨설팅 정식사업 운영
- 2023년 대학도서관 평가 대비 평가 지표 및 절차 개선
※ 직원교육, 이용자교육, 특성화지표(정성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

- 대학도서관 평가 컨설팅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정식 사업 실시
및 컨설팅 대상기관 확대
※ (’21) 4개 대학도서관 → (’22) 10개 대학도서관 (예정)

- 대학도서관 평가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각종 외부 평가와의 연계 추진
※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중앙일보 대학평가 등 외부 기관평가 연계 논의

⚪ 인문학 강화를 위한 대학·대학도서관 역할 확대·지원
- 고교-대학 연계 인문 진흥을 위한 대학도서관 공동 협력 기관 확대
※ (’21) 2개 대학도서관 → (’22) 3개 대학도서관

- 고교‧대학별 추천도서 신규 개발 및 독후감 공모전 우수작 모음집
공동 편찬

- 70 -

2

국내외 고등·평생교육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 (고등평생교육부)

▣ 자기 주도적 성인학습자 원격학습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 한-아세안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교육 교류 활성화
▣ 교육환경 대전환 대응을 위한 미래형 교원 원격연수 체계 구축

 원격대학 교육역량 혁신 강화
□ 원격대학 교육역량 혁신 지원 체계 구축
⚪ 원격대학 교육 혁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추진 [확대]
- 성인학습자의 원격교육 기회 확대 및 융합역량 개발을 위한 원격대학
교육혁신모델 개발 및 확산 지원(2차년도)
※ 4개교 지원(대학별 연 350백만원): 1차년도(개발)→2차년도(적용)→3차년도(확산)

- 우수성과 협력기관 선정(2개) 교육부장관상 포상
- 대학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공유를 통한 성과 공유·확산
< 원격대학 교육혁신 모델 개발 현황 >
개발대학

혁신모델 주요내용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반려동물 및 K-Pop 특성화를 통해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원격
학습이 가능한 ‘QUANTUM Jump’ 교육 모델 개발

부산디지털대

사회복지산업체 수요에 기반한 ‘사회복지빅데이터’ 융합학과 신설
및 교수-학습방법 및 콘텐츠 품질관리 혁신모델 개발

서울사이버대

성인학습자 일-학습 병행을 위한 On-Flex(Online+Flexibility) 교육
모델 개발 및 군 수요 기반 융합전공 신설

한양사이버대

성인학습자의 경험지식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한 융합
교육플랫폼학과 신설 및 공유교육모델 개발

- 사업성과 및 품질관리를 위한 대학 수요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대학별 예산 집행실적·사업 추진실적 및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대학별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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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컨설팅 및 학사지원
- 2주기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지표 개선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실시
- ’20년 원격대학 인증ㆍ역량진단 결과 기반 4개 대학 컨설팅
※ 하위등급 대학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에 기반한 컨설팅 및 이행사항 점검

- 사이버대학(원) 설립 및 정원조정 인가에 따른 이행점검(3개교)
※ 글로벌사이버대학, 한국복지사이버대학, 한양사이버대학 미래융합공과대학원

□ 성인학습자를 위한 DNA* 및 직업·직무 교육과정 운영
* 디지털뉴딜의 핵심분야인 Data-Network(5G통신)-AI(인공지능) 융합역량

⚪ DNA 온라인 교육 콘텐츠 35종 및 직업·직무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 콘텐츠 149종 운영 [디지털뉴딜]
<DNA 온라인 교육 콘텐츠 현황(35종) >
분야

개발대학

교육과정

교과목 수

데이터
(Data)

영진사이버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빅데이터 역량강화

4개

네트워크
(Network)

대구사이버 소외계층의 디지털기술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융합

4개

고려사이버 직장인을 위한 실무형 AI 기술 활용

7개

부산디지털 클라우드 기반의 실무형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자 양성

7개

서울사이버 정보보호 분야 종사자를 위한 AI-보안 융합 전문가 과정

7개

영진사이버 ICT 기반 일자리 연계 AI 주문식교육 과정

6개

인공지능
(AI)

- 대학공개강의서비스(KOCW) 테마강의, 사이버이버대학 정규 교육과정
및 협력기관 비교과 교육과정, AI 융합교육원(aicu.or.kr, 원대협) 등 다양한
형태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 KOCW 강의 다운로드 수 : (’19) 136,485건 → (‘20) 454,016건 → (‘21) 362,698건
※ 정규/비정규 교육과정 이수자 수 : (’19) 10,246명 → (‘20) 18,018명 → (’21) 29,9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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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학습자 교육지원 포털 시스템 신규 구축 및 운영
⚪ AI 기반 교육과정 추천 시스템 맞춤배움길(cures.kr) 운영 [한국판뉴딜]
- 성인학습자 유형별(취업준비생, 은퇴준비자, 경력단절여성 등), 관심사별(취업, 이직,
자격증 취득 등) 맞춤형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운영

- 선행학습자(졸업생)정보, 학과정보, 강의정보, 자격증정보 등 추천
정교화를 위한 유관기관 데이터 확대·연계 구축 [확대]
※ 기구축 데이터 수(‘21년 기준) : 졸업생정보(30만건), 학과정보(35백건), 강의정보
(11만건), 자격증정보(5백건), 직업정보(9백건)

⚪ 블록체인 기반 배움이력 통합관리 플랫폼* 신규 구축 [신규]
* 과학기술정통부 ‘22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확산과제 선정(150백만원)

-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신규 시스템 구축
- 배움이력 통합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원격대학, 한국평생교육진흥원)
협의체 구성 및 연계방안 협의
- 자격증 발급체제 개선을 통한 성인학습자 직업평생교육 참여율 제고
 아세안 사이버대학 프로젝트 사업 운영
□ 한-아세안 협력 네트워크 운영
⚪ 한-아세안 교류 증진 및 ACU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아세안 국가 간 MOU 체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아세안
자문위원회 공동 운영 [확대]
※ 한-아세안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MOU 미참여 국가 대상 참여 의향서(LOI) 수령 추진

- 국내 협의체 구성을 통한 아세안 사이버대학 프로젝트 공동 프로그램
운영 및 학점·학위 수여 방안 논의
※ 국내 자문위원회 및 분과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 추진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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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U 프로젝트 활성화 및 성과공유 등을 위한 사업 운영
- 국제회의(SOM-ED+3) 및 컨퍼런스 기획 등을 통한 사업성과 공유
- 아세안 사이버대학 프로젝트 관련 연구 및 동향조사 추진
※ 지속가능한 아세안 사이버대학 프로젝트를 위한 관련 연구 및 아세안 이러닝·
고등교육 동향 조사 실시

□ 아세안 사이버대학 온라인 플랫폼 활용 및 콘텐츠 발굴ᆞ공유
⚪ 국내·외 우수 고등교육 콘텐츠의 다국어 번역 지원을 통한 콘텐츠 다각화
- 기 개발 온라인 강좌 확보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실시
※ 교육부 「성인학습자 역량강화 단기 교육과정 개발」 사업 콘텐츠(AI 교육과정 분야)
및 해외 공모를 통한 한-아세안 온라인 고등교육 콘텐츠 확보(자유 공모)

⚪ 개방형 학습관리시스템(ACU-LMS) 기반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확대]
- 자체 콘텐츠 또는 ACU-OER內 기탑재 콘텐츠를 활용한 단기 및
중·장기 교육과정 운영 실시
※ 국내·외 대학 대상 공모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 국외 교육과정 운영 시 MOU체결 국가(라오스, 태국)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협력

⚪ 클라우드 기반 공동활용 플랫폼(ACU-OER) 및 학습관리시스템(ACU-LMS) 운영
-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안정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조성하여
학습자 접근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
- 상호작용성이 강화된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단계적 개선을 통한
아세안 권역 학습자 확대
 원격교육연수원 운영ᆞ관리 내실화
□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운영
⚪ 원격연수 활성화 및 질 관리를 위한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운영
- 원격교육연수 정책·제도 시행 및 품질관리 지침 마련
- 원격교육연수원 신규인가 및 변경·폐지인가 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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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교육연수원 운영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 2021년도 운영평가 결과 ‘미흡’ 이하 기관 개선이행 관리·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 등

- 원격교육연수원 이수자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연계
※ 원격교육연수 이수자 정보 나이스 및 교원 인사기록부 탑재 지원(연간 약 60만 건)

-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발전방안 마련 연구 수행
- 원격교육연수 활성화·내실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성·운영
※ 교육부, 교육부 인가(지정) 29개 원격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및 17개 시·도교육연수원 등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원격교육 연수과정 품질관리 [개선]
-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내용심사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 심사 신청, 의뢰, 결과 정리 및 통보 등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심사 절차 전반에
걸친 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

-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내용심사 실시, 심사기준 및 심사운영매뉴얼 개선
※ 내용심사, 내용적합성 심사, 재심사, 분할통합 운영 심사 등 추진
※ 유효기간 만료 연수과정에 대한 재인증 심사 절차 간소화로 콘텐츠 최신성 강화
※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등 다양한 원격연수 형태 개설ㆍ운영 지원

- 심사위원 인력풀 추가 확보를 통한 심사 전문성 제고
※ 심사 신청 건수 증가 및 다양화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 추가 확보
※ 적정 심사위원 수 확보를 통한 심사 소요기간 단축 및 심사결과 적기 통보

□ 교원 원격연수체제 개선 지원
⚪ 원격연수 콘텐츠 종합검색 DB(중복방지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개선]
-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한 서비스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 검색 카테고리 ‧ 표준항목 현행화, 검색 결과 - 연수 과정 연결 오류 자동 점검 등
사용자 편의 기능 강화

- 클라우드 임차를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환경 조성
- 정책 및 연계 시스템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등

- 75 -

3

코러스를 통한 국립대학 행·재정 업무 효율화 [코러스운영부]

▣ 38개 국립대학과 협력·소통을 통한 코러스 운영 및 확산 기반 조성
▣ 대학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코러스 기능 개선 및 고도화
▣ 무중단 코러스 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정보보안 체계 운영

 코러스-국립대학 협업·지원 강화
□ 국립대학과의 소통과 협업체계 강화
⚪ 코러스 업무협의체 구성·운영
- 활용률이 저조한 업무에 대한 협의체 추가, 운영에 관한 상시 업무협의
※ 코러스 업무를 40개로 세분화하여 협의체 구성(대학 실무 담당자가 참여)

- 개발 기능에 대한 평가와 신규개발과제 중 협의 필요 사항 검토·결정
※ 정기회의는 협의체별로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 업무협의체 현행화(2월 중) → 커뮤니티 구성(~3월) → 협의회(분기별 1회)
⚪ 코러스 자체지원단 내실화
-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현안, 협조사항 안내 및 대학과의 업무 협의 진행
※ 기능개선 및 대학 공지사항 등을 공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소통·협업 강화

- 대학과 협업사항 이행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SNS 채팅방 상시 운영
-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및 기능 배포 이후 공동 점검 등 역할 강화
⚪ 현안 해결 중심 대학 현장방문 실시
- 코러스에 대한 현안 중심의 요구사항 청취 및 해결과제 도출
※ 24개교 현장방문 추진(상반기 12개교, 하반기 12개교)

- 대학별 현장방문 목적과 진행방법을 차별화하여 맞춤형 현장방문
※ 도움이 필요한 대학 현안 업무에 대해 직접 찾아가서 개선방안 마련 및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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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러스 응용프로그램 개선 및 고도화
⚪ 코러스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 대학 행·재정 업무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 수행
※ 단위업무(133개), 프로그램(9,188본)에 대한 유지관리 수행

- 품질 및 고도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객관적 지표 기반 서비스 관리
※ 서비스수준협약(SLA)을 통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지속 관리

- 서비스 유지관리 및 개선(상시), 신규 사업 계약 및 착수
※ 서비스 안정화 및 사업 관리 일원화를 위해, 물적기반 유지관리 사업과 통합 추진

⚪ 코러스 응용프로그램 기능 개선
- 업무환경 변화 대응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기능개선 추진
※ 개선과제 발굴 → 과제 검토/선정 → 과제 개발/개선 → 배포/평가

- 기능 개선 내역서를 제작하여 대학 배부 및 ITSM에 탑재
※ 주간 기능 및 오류개선 내역은 코러스 ITSM의 IT커뮤니티를 통해 제공

⚪ 코러스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개선
- 메뉴 계층구조와 미니멀리즘 적용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직관성 개선
※ 업무 처리 간 메뉴이동을 최소화한 원스톱 구성으로 UI 및 UX 개선

- 사용자별 자주 사용하는 메뉴이동이 가능하도록 즐겨찾기 기능 강화
⚪ 코러스 응용프로그램 품질평가 및 환류
- 기능 개선 결과에 대해 대학 담당자 대상 품질평가 실시 및 환류
※ 응용SW 품질평가(’22.10.) → 결과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수립(’22.12.)

- 5개 분야, 16개 항목을 평가하고, 결과를 응용SW 개선에 반영
< 코러스 응용프로그램 품질평가 항목 >
평가 분야
업무 효율성

평가 항목 (총 16개)
• 업무효율 향상, 활용도

기능반영 적시성

• 개선요구 수용, 요구사항 반영시간, 개선기능 만족도

성능 및 안정성

• 시스템 처리속도, 안정적 서비스 제공, 오류 및 장애대응

사용편의성
UI/UX

비고

• 입력 편의성, 이동 편의성, 접근권한 제어
• 화면구성, 화면설정, 메뉴 접근성, 검색 편의성, 시스템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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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업무를
수행중인
실무담당자가
평가

□ 코러스 사용 확산 및 활용률 제고
⚪ 코러스 교육연구학생지도비 개선 및 확산
- 교육연구학생지도비 기능 고도화 및 비전산화 대학에 사용 확산
※ 교육부 특별감사(’21)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 반영

- 집중지원 대학 선정 및 교육 실시, 요구기능 개발, 전환 지원 등
※ 사용대학 : (∼’20)총4개교 → (’21)총7개교 → (’22)총11개교 예정

⚪ 코러스 산학연구(통합연구시스템) 표준모델 구축 및 확산
- 산학연구 분야에 대한 대학 활용률 제고를 위해 개발 후 대학 확산 적용
※ 사용대학: (∼’20)총4개교 → (’21)총4개교 → (’22)총9개교 예정

- 대학 업무 특성 및 유사성, 적용 범위, 참여의사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 요구분석(∼’22.3) → 집중지원 및 개선(∼’22.12.) → 전환 완료(∼’23.2)

⚪ 코러스 공간관리(공간비용채산제) 사용 확산
- 시설분야에 대한 활용률 제고를 위해 미활용 원인 분석 및 개선, 협업
※ ’22년 누적 13개교 이상 전환 예정(공간비용채산제 사용 대학 25개교의 50% 이상)

- 미활용 사유 분석을 통한 자체 기능 개선 및 대학 요구사항 적용
※ 요구분석(∼’22.3) → 집중지원 및 개선(∼’22.12.) → 전환 완료(∼’23.2)

⚪ 코러스 전체 업무 사용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인사·급여, 산학·연구, 재정·회계 등 전 영역에 대한 사용현황 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대학 규모별 확산 및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 대학 규모, 대학 업무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확산 추진

< 코러스 전환 절차 및 일정 >
집중지원 대학 선정
(’22.2. ~ 5.)
• 요구사항 분석

대학별 집중 지원
(’22.5. ~ 12.)

대학별 시범운영
(’22.11. ~ 12.)

 • 전환 대학 특성 분석  • 기능 오류 개선

사용 전환 및 확산
(’23.1. ~)
 • 대학 확산 방안 마련

• 전환 희망 대학 선정

• 기능 개선 및 지원

• 서비스 안정화

• 전환 사례 공유(발표)

• 전환 세부 방안 마련

• 매뉴얼 개발 및 교육

• 시범 운영 결과 분석

• 대표 강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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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기술 환경 변화 수용을 위한 차세대 코러스 구축 준비
- 대학 개별 기능 적용이 가능한 유연한 프로그램 설계(MSA) 및 클
라우드 전환 방안 수립 등 차세대 코러스 구축 준비
 사용자 중심의 코러스 운영
□ 사용자 지원 강화
⚪ 코러스 사용자 전화상담센터(콜센터) 운영
- 국립대와 대외 사용자에 대한 문의, 상담을 통한 사용자 지원
※ 운영 시간 : 08:30 ∼ 18:30(9시간) (사용자 의견 수렴을 통해, ’21년 대비 1시간 연장)

- 유선(1522-3982) 및 사용자지원시스템(ITSM)을 통해 요구사항 처리
※ 전화상담 및 사용자 지원을 위해 상담원 15명 배치

- 상담원의 지속적인 교육, 장기근속 유도 등을 통해 상담 숙련도 제고
- 전화상담센터 다빈도 인입 문의를 기준으로 FAQ 제작 및 배포
- 사용자 지원체계 운영(상시), 신규 사업 계약 및 착수(’22.7)
※ 상담 숙련도와 행정 효율성을 위해 장기계속계약(2년) 체결 추진

⚪ 대학 사용자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
- 사용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으로 행ㆍ재정업무 수행역량 강화
- 사용자 역량을 고려하여 정기, 상설,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교육 대상, 일정 및 방법 >
구분

대상

교육 방법

정기 교육

숙련자 대상

· 숙련자 대상 질의 응답식 교육 진행
· 문제해결 중심 교육 실시 및 개선의견 도출

반기 1회

수시 교육

비숙련자 대상

· 신입, 업무 신규담당자 대상 초급 교육 실시
· 시스템 개요, 업무 수행방법 및 절차 교육

수시

맞춤형 교육

요구 대학별 교육

· 사용자 수준과 업무 특성별 소규모 교육 실시
· 기능 활용 시범 교육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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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코러스 사용자 매뉴얼 전면 개편
- 코러스 사용자 매뉴얼 현행화 및 사용자 수준별 매뉴얼 제작
※ 매뉴얼 (총 70종) : 공통업무(4), 인사(18), 급여(12), 재정회계(24), 산학연구(2), 업무관리(10)

- 신규발령자, 초보자용, 전문담당자, 초임 교수용 매뉴얼 신규 제작
※ 매뉴얼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2.4) → 개편 방안 마련(’22.5) → 개편(’22.6~11)

□ 국립대학 정보화 구축·운영 지원
⚪ 국립대학 통합·교명변경에 따른 코러스 구축 지원
- 대학 통합·교명 변경에 따른 시스템 재구축, 조직도 재구성 적극 지원
※ 한경대-복지대 대학 통합, 부경대, 안동대 등 교명 변경 추진중

- 통합 대학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응용SW 및 인프라 작업 수행
< 국립대학 통합·교명변경 역할 및 절차 >
(교육부)
대학 통합·교명변경 승인

(KERIS)


업무 분야별 환경 구축

(KERIS, 대학)


데이터 이관

(KERIS, 대학)
출범 · 개통



⚪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법령, 기술적 변화 등에 따른 정보화전략계획(ISP) 결과 자체 현행화
※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완료(’21)

-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 예산 확보(’22)
<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절차 및 일정>
(‘21)

(‘22. 2.~)

(‘23)

(‘24~‘25)

국립대학 기록관리
국립대학 기록관리  국립대학 기록관리  국립대학 기록관리 
ISMP 예산 확보
ISMP 수립
시스템 예산확보 및 구축
ISP수립(완료)

⚪ 코러스 재해복구시스템(DRS) 구축 추진
- 코러스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부서 업무 협의 실시
※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에 입주를 위한 지속적 업무 협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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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예산 확보(’22)
< 코러스 재해복구시스템(DRS) 구축 절차 및 일정>
(‘22)
구축 계획 수립
(ISP 사업 예산 확보)

(‘23)


(‘24)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ISP



구축 기반 조성

(‘25~‘26)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코러스 운영 기반 강화
□ 코러스 물적기반(인프라) 안정화
⚪ 코러스 물적기반(인프라) 안정적 유지관리
- 코러스 시스템에 대한 구조·성능·용량 진단을 통한 개선활동 실시
※ 업무 연속성, 시스템 구성, 성능 분석,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해 개선과제 도출 및 조치

- 안정적 운영 및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예방활동 강화
※ 선제적 예방점검(정기·수시점검) 및 신속한 장애 대응을 통한 무중단 서비스 제공

- 인프라 장비 노후화(’16년 도입장비 다수)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체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연도별 장비 교체 마스터플랜 수립

- 서비스 유지관리 및 개선(상시), 신규 사업 계약 및 착수(’22.5)
※ 서비스 안정화 및 사업 관리 일원화를 위해,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사업과 통합 추진

⚪ 코러스 비상대응 체계 및 역량 강화
- 재난상황 발생을 대비한 상시 대응절차 확립 및 비상대응 역량 강화
- 비상상황 대비 모의 복구훈련 실시, 복구 절차 및 매뉴얼 정비 등
※ 비상 대응 훈련(연 2회), 데이터 복구 훈련(연 4회), 연휴기간 비상 대응(연 2회)

⚪ 코러스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안 강화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항목을 통한 보안 취약점 진단·개선
※ 코러스 인프라(361식)에 대해 451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진단 항목 적용

- 보안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연 1회)
※ 점검 계획 수립(’22.9.) → 보안 취약점 점검(’22.10.∼12.) → 취약점 개선(상시)

- 81 -

⚪ 코러스 전용회선 망 운영
- 인터넷과 분리된 전용 회선망 구성 및 운영을 통한 보안성 확보
※ 코러스 보안 강화를 위해, 코러스-38개 국립대학과 개별 전용회선망 운영

- 서비스 유지관리 및 개선(상시), 신규 사업 계약 및 착수(’23.1)
※ 사업 발주(’22.8.) → 사업자 선정(’22.11.) → 인프라 구축(’22.11.∼12.) → 전용망 제공(’23.1∼)

□ 의사결정 거버넌스 체계 확립
⚪ 코러스 사용자 만족도 조사
- 코러스 활용 교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 수립
※ 조사 대상: 38개 국립대학 교직원

- 만족도 및 불만족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 계획에 반영
※ 설문지 작성(’22.9.) → 온라인 설문조사(’22.10.) → 결과 분석(’22.11.) → 개선방안 마련(’22.12.)

⚪ 코러스 운영 위원회 개최
- 코러스 주요 운영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운영위원회 운영
※ 추진 근거: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코러스 사업 기본계획, 대학 분담금, 내부지침 제정(안) 심의·의결 등
※ ’22년 코러스 운영위원회 3회 개최 예정(2월, 6월, 10월)

⚪ 코러스 운영 현황 자료집 발간(통권 제2호)
- 코러스 세부 현황·통계 분석을 통한 내·외부용 자료집 발간
※ 서비스 및 인프라 구성, 사용자 통계, 유지관리 현황, 교육 현황, 협업·지원 조직 현황 등

- 자료집 발간을 통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체계 구축
※ 외부용(대학배포용) 자료집은 38개 국립대학에 배포 및 온라인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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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교육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학 원격교육 활성화 [대학원격교육부]

▣ 공개교육자원(OER) 공유 확대를 통한 고등교육 혁신 지원
▣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권역 간 / 대학 간 원격
교육 격차 완화

 고등교육 교수학습 자원 공동활용 확대
□ 고등교육 공개교육자원 공유 체계 확대 및 운영
⚪ 학습자 맞춤형 대학공개강의서비스(KOCW) 운영 [확대]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학 공개강의 자막 및 수어 기능 제공
※ 인공지능 기술, STT(Speach To Text) 솔루션 등을 적용한 KOCW 강의 자막 제작 및 수어 서비스 제공

- 사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
※ 반응형 웹페이지 개선 및 모바일앱(IOS, Android) 제공 등을 통한 이용자 서비스 접근성 향상

- 학습 효과 증진을 위한 학습데이터 분석 및 모바일 수강증 발급
※ KOCW 학습데이터 분석을 통한 학습 지원 시범 서비스 제공, 대학과 연계하여
KOCW 학습활동을 비대면 비교과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수강증 발급

⚪ 고등교육 정보 공유를 위한 국내 대학별 교육과정 DB 구축 [신규]
- 국내 대학 대상 교육과정 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모델 개발
- 국내 대학(원) 학과·과목별 교육과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 신청 대학 대상(국립대학)으로 시범 구축하며, 구축 데이터가 향후 진로 추천
서비스 등 공공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오픈 API 개발

⚪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강의공개 현황 조사 [개선]
- 대학정보공시를 위한 대학 원격강좌 현황 조사 문항 및 지침 개발
※ 조사대상: 전국 일반대학, 전문대학, 각종 학교 등의 원격교육 담당 부서(한국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 제외)

- 대학 원격강좌 운영 및 학점교류 현황 자료 수집·분석을 통한
원격교육 지원 계획 수립(12-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 대학의 공개강의 서비스 현황 조사(12-나-3, 대학 강의 공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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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 원격수업 학점교류 시스템(KNU9)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학점교류 교과목 개설, 등록, 강의 운영 등 학점교류 과정 운영 지원
※ 참여대학 : 9개교(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개설과목 : 총 28개

- 이용 집중 시기에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집중 운영지원 체계 구축
※ 서비스 집중 시기 : 수강신청(2/3~2/28), 개강(3/2), 중간고사(4/23), 기말고사(6/11)

- 학점교류 홈페이지 및 LMS 이용 시 학점교류 관련 문의 대응·안내
⚪ 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시스템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개선]
- 사용자 중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 관계자 대상 상시 의견 수렴
※ 시스템 이용자(교수자 및 수강생) 대상 학기별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원격수업
학점교류 협의회 운영을 통한 관계자 의견 수렴

-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웹 페이지·모바일 앱 등 개선사항 도출
⚪ 원격수업 학점교류 시스템 이용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사용자 교육 지원
- 학점교류 사업 안내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포스터 등) 제작 및 배포
※ 거점국립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 소개자료 온/오프라인 배포 추진

- 대학 담당자 및 교수자의 시스템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용자 설명회
개최 및 사용자별(관리자, 교수자) 매뉴얼 제작·배포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고등교육 디지털 전환을 위한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 공용 인프라 공동활용 확대
- 클라우드 기반 권역별 공동활용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 10개 권역: 수도권/강원/충북/대전·충남·세종/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울산·경남/부산/제주

- 권역별 기구축 원격교육 제작 인프라(스튜디오, 멀티미디어 강의실 등)
공동활용 및 초소형 원격강의 키트를 활용한 원격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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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보유 인프라 예약관리 시스템 운영 및 초소형 원격강의 제작 키트 대여 확산

- 권역 내/권역 간 원격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및 운영
⚪ 대학 원격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원격교육 역량 강화 지원
- 권역 내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대상 LMS·스튜디오 이용자 교육 실시
- 권역 내 원격교육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대학 원격교육 질 제고
※ 원격교육 성과 공유회/컨설팅 추진, 원격교육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등

-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권역센터 사업 협의체: 사업추진위원회, 원격교육발전협의회, 컨설팅단 등

□ 중앙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 효과적인 대학원격수업을 위한 대학원격교육 지원센터 협의체 운영 및 성과 관리
- 체계적 사업추진체제 마련을 위한 사업 협의체 운영 및 사업관리지침 개정
※ 사업협의체(역할): 사업관리위원회(주요현안 심의·의결), 권역센터협의회(사업추진
현안 공유 및 방향 논의), 컨소시엄교협의회(전문대학 지원 및 특성화 방안 논의)

- 센터별 자율성과지표 설정 및 반기별 센터 운영 현황 점검 등을
통한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성과관리
※ 중간실적 보고, 권역센터 현장방문, 연차별 성과평가 실시 및 운영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 대학 원격교육 관련 자료 통합 제공을 위한 누리집 확대 운영
-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통합 누리집 운영을 통한 권역센터별 공용
인프라 정보 및 원격교육 동향 공유
※ 권역별 공용 인프라 예약 시스템 바로가기, 기개발 원격교육 콘텐츠 정보 및 월간 동향 공유 등

- 통합 누리집 이용 현황 파악 및 서비스 개선점 도출을 위한 통계 페이지 구축
⚪ 대학 원격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수자 역량 강화 지원 [개선]
-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전국 대학 원격교육 현황 조사 실시
- 원격교육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릴레이 포럼 개최 및 교육 콘텐츠 제공
- 대학 원격교육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위한 공모전 및 성과공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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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업무계획

교육행정본부

20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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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21년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사업 성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지원체제 운영
⚪ 델타변이 발생 등 해외발 재확산에 따라 출입국관리소와 협업을 통한
입국자(교직원, 학생) 현황 관리(’20.2월∼상황 종료시 까지) 지원
⚪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을 통해 유/초/중/고/대학 학생‧교직원 및
학원강사 등 매일 약 700만명 대상 감염병 모니터링 및 대응 지원
※ 2021. 12. 31 기준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이용 현황
구 분

유치원

초·중·고

대학

학생 575,619명

학생 5,367,133명

학생 46,195명

교직원 87,419명

교직원 758,380명

교직원 4,399명

이용자

학원

교육행정기관

강사 등 133,912명

교직원 71,817명

⚪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관련 교육정책 수립 지원
※ 2021년 현장 조사 지원 현황 (총 2,396,474명 참여)
조사명
2021학년도 2학기
등교확대 방안 설문조사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식 조사
원격교육 실태 및
성과분석 조사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설문조사

설문기간
06.03.~06.09.
06.29.~07.08.
09.15.~09.24.
11.05.~11.10.

대상 및 참여자수
교원, 학부모, 학생
1,650,370명
학부모, 학생
615,170명
교원, 학부모 학생
124,568명
교원 6,366명

요청처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교육부(기조실) 및 KERIS
글로벌정책연구부
교육부(디지털인프라
구축팀) 및 KERIS
(K-에듀통합플랫폼 TF)

성과(정책 반영)
2학기 전면등교 실시여부
판단근거로 활용
학생 코로나-19 선택적
백신접종 정책결정 반영
원격수업 진단 및
대응 정책 수립
포스트 코로나 대비
미래형 수업도구 개발 지원

 변화하는 교육정책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지원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으로 업무 경감 및 사회적 비용 1,804억원 절감
구 분

제공 현황

비용 절감액*

21학년도
(정시)

343개 대학
(학생부 448,052건,검정고시 9,597건)

총 211억원
(교통비 등 171억, 행정소요인건비 40억)

22학년도
(수시)

367개 대학
(학생부 3,445,220건, 검정고시 32,390건)

총 1,593억원
(교통비 등 1,291억, 행정소요인건비 302억)

* 산정기준(1): 학생·학부모 전형자료 접수 등의 소요비용: (시도별 KTX 요금 + 일비(2만원)) × 제공 건수
** 산정기준(2): 대학별 전형자료 입력비용: 당해 최저시급(시간당 1개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검증) × 제공 건수

⚪ 공무원 수당점검체계(나이스↔인사혁신처) 구축을 통한 이중 지급 방지
※ 국가ㆍ지방ㆍ교육공무원 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이중수급 여부 검증으로
연간 51백만원(1,285건) 규모 중복지급 요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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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대국민서비스 개선 및 확대
⚪ 나이스 학생‧학부모 웹/모바일 서비스 운영 및 교육제증명 발급 지원
※ 디지털원패스 등 간편인증 도입, 법・제도 개선에 따른 민원서식 변경 및 비대면
발급 지원(2021년 총 5,309,258건 발급 지원)
※ 학생부 조회를 학업중단 학생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웹 접근성 인증 획득(2.26.)

⚪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나이스 시스템 개선 및 운영
※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교육급여 지원체제 운영
※ 범정부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장애학생 진로 취업지원 시스템 운영 지원

⚪ 나이스 교육정보개방서비스 운영 관리 및 민・관 연계활용 지원
※ 2021년 약 2억 6천만건 데이터셋 활용 중
※ 학교 현황, 급식 정보 등을 민간 앱에서 연계 활용 중(카카오 부동산, 급식나라 등)

 교육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
⚪ 일반행정/교무/대국민서비스 등 46개 단위업무(274개 세부업무)의 응용SW
유지보수 및 사용자 지원
※ 사용자요청사항(SR) 적기처리율 99%, 나이스 이용자 만족도 91.55점(매우만족 수준)
※ 기술지원센터를 통한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 소스코드 분배관리, 기능테스트,
DB접속이력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지원
※ ‘윈도우11 업데이트’, ‘IE11 서비스 종료’ 등 민감한 서비스 환경변화에 맞춰 나이스
시스템 전수 조사 및 선제 조치 추진

⚪ 나이스↔주민등록시스템 연계로 학생정보관리비용 약 437억원 절감
※ 5,011,882건(당해 처리 건수)×8,720원(행정처리 1시간 소요) = 약 437억원

⚪ 교원·지방공무원 채용 및 검정고시 온라인 처리 지원
※ 초중등 교원 82,928명, 지방공무원 49,517명, 검정고시 57,346명 온라인 처리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나이스↔질병관리청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학생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
질병관리청

학교 (나이스)
학생정보 확인 및 전송
접종내역 확인 및 건강기록부 반영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학생정보 수신
접종내역 매핑 및 전송

※ 접종안내 및 접종력 확인, 건강기록부 기재 등의 교원 업무절차 간소화
※ 학생건강기록부 기재를 위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등 학생ㆍ학부모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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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보호체계 강화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 최소화를 위한 정기 예방
점검(월/분기/반기) 실시
※ 총 9,102건(서버 1,239건, 스토리지 765건, 보안장비 1,124종, 네트워크 947건,
기타 H/W 492건, 상용S/W 4,535건)

⚪ 시스템(HW, 시스템SW) 패치,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성능 개선과 형상
변경에 따른 영향도 분석 및 기술지원 실시
※ 전국 단위 성능개선 12건, 영향도 분석 3건, 모의훈련 등 기술지원 427건

⚪ 나이스 운영센터(17개 시‧도 및 KERIS)의 시스템 운영 현황 점검 및
지원체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대응 및 차년도 이행계획
수립,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지
※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기준 취약점 보안등급 8년 연속 ‘우수’ 달성
※ ISMS 기술적 보안 관리수준 7년 연속 ‘우수 등급’ 달성

 지능형 나이스 서비스 품질확보 등 단계별 구축 사업 추진
⚪ (사업관리전문조직 운영)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T신기술 도입에 대한
아키텍처 검증과 단계별 사업에 대한 위험 및 일정 관리(’21.1.11~)
⚪ (응용SW 개발 1단계) 공통코드, 사용자관리, 수강신청 등 고교학점제
지원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개발공정 중에서 분석, 설계 완료
⚪ (응용SW 개발 2단계) 교무업무, 학교행정, 일반행정, 대국민 등 나이스
업무 전반에 대한 개발 착수 및 분석 단계 진행 중
⚪ (운영인프라 1단계) 나이스 클라우드 기반 운영 인프라(서버, 네트워크,
상용SW 등) 사업자 기술협상 진행 중(’21.12.)
⚪ (운영인프라 2단계)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나이스 운영센터 인프라 2
단계 제안요청서(안) 수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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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흡한 점(개선과제)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품질 확보
⚪ 대규모 개편 및 개발 난이도를 고려 지능형 나이스 구축 사업 추진시
발생 가능 위험요소 최소화를 위한 품질확보방안 마련 필요
※ 신기술 융합, 서비스 품질 검증 사업추진단 강화 : 교육부ㆍ시도ㆍKERIS로
구성된 TF팀 확대, 전문사업관리 조직(PMO) 운영 및 통합감리 실시
※ 학생·학부모·교직원 자문단 참여인원 확대 및 개발 과정 참여
※ 대기업참여제한(과기정통부)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 수행 업체(중견 IT기업) 투입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향후 동반성장을 고려 기술역량증진 방안 마련

⚪ 코로나-19 상황 지속을 고려한 구축 과정 전반의 의사소통체계 정비
※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현장과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 제약 ➡ 개발 공정별
현장 전문가 의견, 시도교육청 간 이견 조정 등에 한계 발생
※ ① 업무별 협의체의 개발공정별 산출물에 대한 온라인 협업 환경 조성(자원공유 등)
② 필수적 대면 협의 필요시 3～4개 교육청 단위로 분할하여 추진
③ 영상 회의, SNS, 웹 공동작업 도구 등등 의사소통 채널 다각화

□ 4세대 지능형 나이스로 안정적 전환을 위한 대응 체제 마련
⚪ 4세대 지능형 나이스로 이전을 위한 기존 나이스 데이터 정제
※ 現 나이스 데이터 품질 수준 진단 및 결과 분석을 기반으로 품질 개선 방안 마련
※ 총괄 및 시도교육청별 보유데이터에 대한 점검, 정제를 위한 쿼리 개발
※ 나이스 단위 업무 프로그램별 데이터 정제 가이드 작성

⚪ 중복개발 방지 및 실사용기간 등을 고려 기존 나이스 기능개선은 최소화
하고, 사용자 불편 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체제 운영
※ 4세대 나이스 개통 전까지 불편사항에 대한 한시적 대체수단 제시
※ 업무관계자 협의회, 사용자 소통채널(사용자지원시스템, 각종 연수 등)을 활용한
개편 일정, 한시적 대체 방법, 향후 개선 효과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주요업무시기별 비상근무체제 운영 강화 및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돌발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점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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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2년 사업추진 방향
사람중심의 디지털 교육혁신 전문기관

비전
핵심
가치

창의융합
(Fusion)

열린포용
(Accompany)

혁신선도
(Innovation)

사람존중
(Respect)

전략
목표

Ⅰ.디지털 교육 환경
선도

Ⅱ.포용적 교육학술
서비스 확산

Ⅲ.지능형 교육행재정
서비스 혁신

Ⅳ.지속가능 경영관리
체계 확립

본부
경영
목표

추진
방향

⚪ 국정과제 실현, 교육정책 변화, 대국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나이스 서비스 적기 개선‧제공
및 안정적 운영 환경 조성
※ [경영실적평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요청사항 적기처리율 증대 (96.0% 이상)
※ [경영실적평가] 교육행정정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향상 (86.0% 이상 달성)

⚪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4세대 지능형 나이스의 성공적 구축
⚪ 4세대 나이스 구축 기반 적극적 혁신기술 도입 및 대내외 협업 확산
⚪ 사회 현안 및 교육 정책 변화에 선제적 대응‧지원하는 나이스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학교방역체제 운영 지원, 고교학점제 시범 도입 등

⚪ 기관 최대 교육정보화 사업(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추진에 따른 최고 수준의 사업
수행 품질 및 청렴도 제고
부서

추진
과제

기대
효과

실행과제

나이스
교육행정부

□ 교육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및 현장 지원체제 강화
1 나이스 업무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서비스 운영 지원
□
2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및 학생부 관리 강화
□
3 나이스 현장자문단 운영
□
4 재외한국학교 나이스 교무업무시스템 운영
□

나이스
대국민부

□ 고객 중심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이용 확대
1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및 교육제증명 발급 서비스 운영
□
2 교육복지(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3 나이스 기반 온라인 설문조사 운영
□

나이스
시스템부

□ 나이스 인프라 관리체계 강화 및 보안 수준 향상
1 나이스 인프라 유지관리 및 시스템 운영 표준화
□
2 교육행정종합센터 운영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
□

4세대
나이스부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1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응용SW 개발
□
2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인프라 구축
□
 구축 공정별 품질관리 체제 운영 및 단계별 서비스 적용

전략과제

현장중심
나이스 서비스
운영

교육행재정
인프라
운영 안정성
보장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고도화

⚪ 교육분야 전자정부 대표서비스로서 나이스 위상 제고 및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전환
대비 안정적 운영 환경 마련
⚪ 교육분야 국정과제 실현과 코로나-19 방역 등 현안에 대한 성공적 대응 성과 창출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에 따른 교육 분야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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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1

교육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및 현장 지원체제 강화 (나이스교육행정부)

▣ 법‧제도‧정책 변경에 따른 나이스 업무시스템 적기 개선 및 현장 적용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차질
없는 이관 지원
▣ 시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와 상시 소통을 통한 현장지원체제 강화

 나이스 업무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서비스 운영 지원
□ 나이스 응용SW 유지관리 및 기능보완
⚪ 일반행정, 교무업무, 학교행정, 대국민서비스 등 46개 단위업무,
274개 세부업무 응용S/W에 대한 유지관리 및 기능 보완
- 나이스 사용자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사용상의 질의, 오류,
개선요청사항(단순 기능개선건) 적기 처리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에 따른 중복투자, 실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능
개선은 중대‧시급한 사안에 한하여 처리

- 교육정책·법제도 개선 등 교육 환경 변화와 시도교육청 요청에 따른
기능 개선, 시기별 업무운영 지원
※ 시기별 업무(예): 연말정산, 입진학, 성적처리, 교직원 채용, 검정고시 등

- 나이스 기술지원센터를 통한 시도교육청 업무 지원 핫라인 운영

◦ 나이스 업무프로그램 대내외 연계체제 운영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총 19개 대외 연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연계 항목별 정합성 제고
- K-에듀파인, 학교알리미, EDS/EDSS 등 내부 연계시스템과 협업체제 운영
※ 학교회계, 정보공시 등 업무에 필요한 연계 데이터 관리 및 처리 효율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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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데이터 정합성 관리 및 4세대 나이스 이관 지원
⚪ 총괄(KERIS) 및 17개 시도교육청 나이스 업무 시스템 전수 조사
- 일반행정, 교무업무, 학교행정, 대국민서비스 DB에 대한 기술적‧업무적
데이터 품질 진단 등
※ 약 7,800여개 테이블, 13만여 컬럼 대상 분석 실시

- 업무 프로그램별 데이터 정제 가이드 작성 및 업무 프로그램 개선 도출
⚪ 나이스 데이터 품질 개선 이행 및 4세대 나이스 이관 지원
- 17개 시도교육청별 나이스 시스템의 업무별 데이터 정제 이행 결과
검증 및 사전·사후 비교 분석 실시
※ 나이스 업무별 자료 보존 기간 파악 등 데이터 이관(정제) 대상 식별
※ 테이블 적재 자료 분석을 통한 미활용 업무 및 기능 식별

- 현 나이스 데이터의 4세대나이스 이관을 위한 이관 방안 마련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평가심의 및 처분 기반 마련
※ 품질관리 기술이전, 이관 대상 데이터 식별 결과, 처분 방안 등 인계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및 학생부 관리 강화
□ 나이스 대입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 2023학년도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사전 준비
- 시ㆍ도교육청(전담강사) 및 대학용 업무관계자용 교재 제작 및 배포
- 과거 전형과정 오류 기반 예방 매뉴얼 제작 및 사용자 교육 실시
※ 대학별 인증서 발급, 블라인드 수신 처리 등 기술적 문제가 아닌 사용자 오류에
대한 사례 기반 예방 활동 추진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사전 운영을 통한 검증 및 무결성 확보
※ 현장 고등학교 대상 현장점검(교육부 및 시도 지정 대상학교 선정) 실시
※ ’23학년도 대입 개편방안 적용에 따른 전형자료 변경사항 정밀 점검

⚪ 2022학년도 정시 및 2023학년도 수시 대입전형자료 생성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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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강화

(2차 인증 및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 나이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2차 인증(mOTP, ARS) 서비스 운영
- 대입제도공정성 강화 조치에 따른 고등학교 교원 약 13만명 대상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수정 관리 체계 강화
- 사용자 등록, 인증서버/DR서버 점검, 나이스OTP앱 운영 등 현장 지원
⚪ 졸업 후 5년 경과 학교생활기록부 이관(나이스 교무‧학사 ➡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
보존시스템) 및 정정대장 관리 지원

 나이스 현장자문단 운영
□ `22~`23학년도 나이스 현장자문단 위촉 및 운영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단계별 개통 등 현안 대응을 위해 현장자문단
증원(358명→약 400명) 및 활동기간 확대(1년→2년)
- 주요 업무 처리 시기별 나이스 이상 유무 확인, 실시간 모니터링 등
- 4세대 나이스 교무업무 구축 단계별 참여 및 지원
※ 개발 내역에 대한 사용자 관점 테스트, 시범운영 지원, 시도별 전달강사 활동 등

⚪ 현장자문단 소통 강화를 위한 핫라인(현장자문단-KERIS-교육부) 및 정기
워크숍 운영

 재외한국학교 나이스 교무업무시스템 운영
□ 재외한국학교 나이스 교무업무시스템 운영 지원
⚪ 나이스 사용자지원서비스 및 핫라인 운영, EPKI 인증서(특수목적용)
발급 등 교무업무프로그램 이용 지원
⚪ 재외한국학교 교원 대상 나이스 사용자 연수 실시

□ 재외한국학교 나이스 운영 현장 점검
⚪ 점검 분야: 나이스, 학내망 네트워크 구조진단, 개인정보 관리 점검 등
⚪ 재외한국학교 대상 순회점검으로 국가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
하여 원격 대응 등 유연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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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 중심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이용 확대

▣ 쉽고, 편리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확대 구현
▣ 교육취약계층의 교육기회보장을 위한 교육급여·교육비의 안정적 지원 실현
▣ 온라인 설문조사(3종)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정책 수립 내실화 및
설문참여 사용자 편의성 증대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운영 및 교육제증명 발급 지원
□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운영 및 이용활성화
⚪ 나이스 학생‧학부모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학생‧학부모용 인증서 발급 및 실명‧본인확인서비스 운영
※ 행정안전부 공공 간편인증서비스 확대 정책에 맞춘 인증수단 추가 제공

- 사용자 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웹/앱) 접근성
인증 갱신 추진
- 코로나-19 대응 학생 및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서비스 운영
※ 유‧초‧중‧고‧대학 교직원 및 학생, 교육행정기관 직원, 교습소 강사 등 매일
약 700만명 이용 중
※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대응 업무 지원

⚪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만족도 조사(연 2회) 추진, 접수된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한 분석 및 처리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에 따른 중복투자, 실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능
개선은 중대‧시급한 사안에 한하여 처리

- 주요 업무시기별 사용자 대상 이벤트 기획‧운영, 대내외 우수사례 공모 참여 등
※ 예시) 2021년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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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제증명 민원발급서비스 운영
※ 범정부 「디지털정부혁신 추진계획(19.10.)」을 위한 홈에듀민원서비스 기능 개선

⚪ 교육제증명 민원발급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서비스 운영
* 나이스 교육제증명 민원발급(홈에듀 민원·방문발급 34종, 정부24 7종(8종 추가 예정), 무인발급 14종)

- 법·제도 개선에 따른 교육제증명 서식 변경 적용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제280호, 제321호에 따른 학교
생활기록부 서식 개선 등

- 전국 관공서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약 4,200대) 대상 교육제증명
발급서비스 지원
※ 졸업증명서(국·영문), 학생부 및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영문) 등 14종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민원협의체 운영 지원
⚪ 2023학년도 대입전형용 수상경력 확인서 발급 서비스 구축
※ 대입 공정성 강화 조치를 위해 학생부 내 수상경력에 대해 학기당 1건을 선택 하도록
제한함에 따른 기능개선 및 관련 민원서류(PDF) 발급 지원

 교육복지(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교육복지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 교육복지(교육급여‧교육비지원)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환경 지원
- 대외시스템(행복e음, K에듀파인)과 나이스 간의 연계 채널 관리 및 정보
정합성 제고
- 업무집중시기 중 부하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집중 모니터링 및 온라인
기반 현장 요청 사항 대응체제 운영

⚪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대비한 비대면 업무 지원체제 강화
- 프로그램 개선 사항 및 주요업무에 대한 원격교육자료 및 매뉴얼 개발‧배포

□ 교육복지 사업 인지도 제고 및 수혜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교육비‧교육급여 지원에 대한 대국민 홍보(TV, 라디오, SNS 광고) 추진
⚪ 학생‧학부모의 신청 및 지원 편의성 도모를 위한 교육복지 통합중앙상담센터 운영
※ KERIS 0079에듀콜센터와 연계 운영을 통해 집중신청기간 중 문의에 대한 유동적 대응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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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기반 온라인 설문조사 운영
□ 나이스 기반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자 편의 증대
※ 참고 : 나이스 기반 온라인 설문조사 개요
조사명
학교폭력실태조사

조사 대상 및 규모
전수: 학생(초4~고3) 약 388만명
표본: 학생(초4~고2) 약 15만명

조사 시기
전수 – 4월, 표본 – 9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학부모(초1·초4), 학생(중1·고1)
약 175만명

4월~5월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초4~고3), 학부모 (초1~고3)
약 927만명

9월~11월

⚪ 나이스 기반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사용자 지원
- 각 조사 시기별 매뉴얼(교육자료 등) 제작‧배포 및 설명회 운영
- 조사 종료 후 결과 생성 지원, 시도교육청 질의응답(SR) 처리 및 응대

⚪ 온라인 설문조사 제도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기능개선 지원
- (학교폭력 실태조사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문항 개편, 인증번호 관리 변경 등
-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 등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규정 변경에 따른
조사 대상 및 문항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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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이스 인프라 관리체계 강화 및 보안 수준 향상

▣ 나이스 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예방점검 및 체계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으로
업무연속성 확보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나이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와 보호대책 수립을
통한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의 정보자산 운영과 체계적인 위험
관리를 통한 보안 수준 향상

 나이스 인프라 유지관리 및 시스템 운영 표준화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체제 운영
⚪ 중앙 및 시도별 나이스 시스템 원스톱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조직 운영
- 교육정보시스템(HW, 시스템SW) 예방점검 및 적기 장애대응 체계 운영
- 나이스 인프라 대상 패치, 업그레이드 및 관리상 개선사항 도출 및 적용

⚪ 최신 ICT 기술동향 및 수요자 중심 교육정보시스템 기술교육 지원
- 현 가용 중인 HW 및 SW 관련 업그레이드, 종료 후 대체 기술 적용 등에
대한 사전 파악 및 기술 전환 대안 제시
- 시도별 나이스 시스템 운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신기술 동향 정보 제공

⚪ 표준화된 사용자 PC 보안서비스 제공 및 안정 운영 지원
- 사용자 PC보안, 파일업로드, 보안 API, 가상키보드 서비스 제공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단계별 개통 대비 시스템 안정화 및 이관 지원
⚪ 노후 장비 관리 대응(권역별 예비 부품 추가 확보 등) 및 17개 시도별 운영
센터간 Hot-Line 운영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으로 전환 대비 사전 환경 조성 지원
- 향후 시스템 구성 대비 기반시설(공간, UPS, 항온항습기 등) 사전 영향도 점검
- 4세대 나이스 신규 장비 반입 ➡ 설치 ➡ 단위/통합 테스트 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인력 협업 지원
- 재활용/재배치 대상 인프라 선별 등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인프라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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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총괄센터 운영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
□ 나이스 총괄센터 운영·관리
⚪ 서비스수준관리(SLA) 기반의 교육정보시스템(HW, SW) 운영·관리
- 정기점검(매월), 시스템 구성, 변경, 성능, 장애, 백업 및 운영 상태 관리 등
- ISMS관리항목 시스템화 및 증적관리시스템 운영 통한 관리체계 고도화
⚪ 365일×24시간 서버·보안 관제 및 위기대응 체계 운영
- 나이스 서비스별 업무 집중 시기 비상근무체제 운영을 통한 인프라
모니터링 및 긴급 장애 대응
※ 휴일 및 야간 17개 시ㆍ도교육청 나이스 시스템 운영 현황 모니터링
※ 전산센터 기반시설(네트워크, 항온항습기, UPS 등) 비상가동여부 모니터링

- 재해복구센터와 협업을 통한 데이터 백업 및 정기 모의훈련을 통한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나이스 정보보호체계 강화
⚪ 나이스 보안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수행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 지침에 따른 현황 분석 및 관리 범위 식별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취약점 분석 결과 반영 차년도 보호대책 수립
- 나이스 서비스 대상 소스 진단 및 모의해킹 수행
⚪ 나이스 총괄센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및 관리 추진
- ISMS(인증기준 항목: 80개) 인증 기준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ISMS 인증 범위별 취약점 점검, 항목별 위험도 산정 후 위험 평가 수행
- 최신 기술동향, 정책 변화 및 내부 운영 절차를 고려한 나이스 총괄센터
정보보호 정책, 절차, 지침, 서식 등에 대한 현행화 및 제‧개정
⚪ 전국 나이스 운영센터 보안 취약점 관리 협업체계 지원
- KERIS 및 17개 시‧도 운영센터, 4세대 지능형 나이스의 취약점 관리기술지원
- 시‧도교육청 통합 취약점 분석‧평가 사업과 안정적 추진을 위한 ECSC
협업체계 구축
- 101 -

4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 국정과제 실현 및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의
단계별 추진 목표 적기 이행
※ 참고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사업 개요
❍ (사업내용) 미래 디지털 교육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지능형 나이스 응용SW 개발* 및 운영인프라 구축**
* 응용SW 개발: 교무업무, 학교수업지원 등 85개 단위업무 386개 세부업무
** 인프라: 1단계 인프라(클라우드), 2단계 운영센터(교육부, 17개 시도), 재해복구시스템 등

❍ (사업기간) `20.9월 ~ `23.8월
❍ (개통시기) [1차] 22.3월(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범운영), [2차] 23.3월(업무 전반)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응용SW 개발
□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한 단계별 응용SW 개발 추진
⚪ 응용SW 개발 1단계 추진
- 고교학점제 등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나이스플러스’ 분석·설계 완료
- 공통코드, 사용자관리, 권한 등 공통영역 개발 및 기술지원(~ʼ23.6.)

⚪ 응용SW 개발 2단계 추진
- 나이스플러스, 교무업무, 학교행정, 일반행정 및 대국민서비스 등 지능형
나이스 업무 전반에 대한 개발
※ 개발 및 시험운영(~’23.2.), 현장적용 및 안정화(’23.3.~6.)

□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현장 소통‧참여 확대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업무별협의체 운영
- 현장(학교, 교육청)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발
공정(분석-설계-구현-시험)별 산출물 검토와 의견 제시
※ `22년 공통, 교무업무, 일반행정 등 78개 단위업무 1,677명 참여 中

- 단위 업무별 개발 산출물에 대한 요구주체(현장)와 4세대TF(교육부, 시도,
KERIS) 간 검토 및 도입계획 수시 협의(온·오프라인)

※ 코로나-19 확산세 고려 화상회의 또는 분과‧권역별 필수인원 중심 협의회로 추진

⚪ 나이스 현장자문단 규모 확대 및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전환 지원
- 현장자문단 증원(약 350명→약 400명) 및 활동기간 확대(1년→2년)
- 수강신청 기능 점검(ʼ22.3.), 나이스 전체 기능 점검(ʼ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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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인프라 구축
□ 지능형 나이스 운영센터*별 클라우드 환경 인프라 구축
* 운영센터: 교육부 나이스 총괄센터, 17개 시도교육청 운영센터, 나이스 클라우드센터, 재해복구센터

⚪ 나이스 클라우드 영역 SDDC2) 기반 인프라 구축
- 고교학점제, 과정중심평가 등 국정과제 지원 및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영역을 1단계로 구축
※ 수강신청 인프라 구축(~’22.3.), 클라우드 영역 전체 인프라 구축(~’22.10.)

-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내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기반 공사
※ 기반시설 공사(~’22.4.), 운영인프라 설치(’22.4.~)

⚪ 교육부 총괄센터 및 17개 시도교육청별 운영센터 인프라 구축
- 전면개통 일정(’23.3.)에 맞춰 총 2단계 사업으로 추진
※ 운영센터별 공간 확보(~’22.6.) 및 인프라 구축(’22.5.~’22.10.)

□ 재난/재해에 대비한 나이스 재해복구시스템(DRS) 구축
⚪ 기 구축 나이스 재해복구센터 연계 멀티클라우드 복구 체제 조성
- 기 구축된 나이스 재해복구센터에 평상 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멀티클라우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1센터, 세종 소재) 총괄센터 및 16개 시도교육청, (2센터, 대구 소재) 세종교육청
※ 인프라 설치 가용 공간 확보(~’22.6.), 재해복구시스템 구축(~’22.10.)

 구축 공정별 품질관리 체제 운영 및 단계별 서비스 적용
□ 現 나이스 데이터 정비 및 구축 공정별 품질 확보
⚪ (데이터 정비) 시도운영센터별 지능형 나이스로의 이관 데이터를 식별하여 오류
데이터 정제, 기록물관리법에 따른 미 이관 데이터 처리 기준 정의
⚪ (사업관리전문조직, PMO) 지능형 나이스 구축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
기획, 집행 및 사후관리 단계에 대한 통합 지원조직 운영 운영
※ 1단계 서비스 개통 지원(~’22.2.), 인프라 2단계 사업발주 지원(~’22.3.), 사업 전반에 대한
일정, 이슈사항 및 선제적 위험 관리(~’23.6.)

2)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SDDC, Software-Defined Data Center): 데이터 센터의 모든 자원이 가상
화되어 사람의 개입 없이 소프트웨어 조작만으로 자동 제어 관리되는 데이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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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설계 및 종료 단계에 대한 점검, 평가, 개선조치 및 이행점검
※ 사업자 선정(’22.3.), 설계단계 감리(’22.3.~’22.4.), 종료단계 감리(’23.5.~’23.6.)

⚪ (개인정보영향평가) 위험도 분석·평가,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점검
※ 사업자 선정(’22.3.),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22.3.~’22.10.),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
평가 평가서 작성(’22.11.~’23.2.), 개선계획 이행점검(’23.8.)

□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등 1단계 서비스 현장 적용
⚪ (자료이관) 수강신청 개통을 위한 공통코드, 교육과정 및 사용자 정보 이관
※ 이관 데이터 식별 및 이관 계획 수립(~’22.2.), 자료 이관 및 검증(’22.3.)

⚪ (사용자 교육) 교육자료(매뉴얼, 리플렛, 동영상 등) 개발 및 시도교육청 전담
강사(현장자문단) 양성을 통한 사용자 연수 실시
※ 서비스 안내(~’22.2.), 매뉴얼/동영상 제공(’22.3.), 사용자 교육(‘22.3.)

⚪ (서비스 개통) 고등학교(연구·선도학교) 대상 희망교를 대상으로 시험·시범
운영을 통하여 서비스 안정화 이후 전면 적용
※ 내부 시험운영(`22.3.)→시범운영(`22.3.)→전체 고등학교 적용(`22.5.~)

⚪ (운영 조직) 지능형 나이스 구축 TF 및 구축 사업자 중심으로 한시적
(~`22.12.)으로 운영하고 ’23년 전면개통 대비 별도 계획 수립·시행(교육부)

□ 지능형 나이스 전면 개통 준비
⚪ (자료 이관) 나이스 전면 개통(`23.3.)을 대비하여 나이스 업무 전반의 데이터에
대하여 지능형 나이스로의 자료 이관
※ 이관 데이터 식별(~’22.3.)→이관계획 수립(~’22.6.)→자료이관 및 검증(`22.11. ~ `23.2.)

⚪ (사용자 교육) 단위업무별/사용주체별 교육·홍보자료(매뉴얼, 리플렛, 동영상 등)를
개발하여 교직원 전달 교육, 학생·학부모 활용 가이드 배포
※ 교육계획 수립(~’22.10.), 매뉴얼/동영상 개발 및 제공(’22.11.), 사용자 교육(‘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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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업무계획

교육재정본부

2022. 3.

- 105 -

Ⅰ. 2021년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사업 성과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관리 체제 혁신
⚪ (재정관리) K-에듀파인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운용·관리 체제 확립
※ K-에듀파인을 통한 교육(행정)기관의 재무회계(예산·수입·지출·결산) 원스탑 관리

⚪ (클린재정) 지방교육재정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위한 클린재정 선도
※ 準금융시스템으로서 K-에듀파인 전자금융서비스의 안정 운영 및 확대
※ 교육(행정)기관은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1.9조원)과 지출(76조원) 처리

⚪ (기록물 관리) 재정회계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통합 관리 및 교육
(행정)기관 생산 공공기록물 관리 및 정보 공개
※ 3대 재정시스템 : dBrain(국가), e호조(지방), K-에듀파인(지방교육)
※ 교육(행정)기관의 연간 약 1억9천만건 생산 관리 및 정보 공개(목록 및 원문)

재정회계와 전자문서를 통합 처리하는 국내 최대 재정회계시스템
K-에듀파인을 통해 교육부는 약 64.3조원을 시도로 교부
시도교육청 세입(82.2조)․세출(77.7조) 및 자산(117.5조)․부채(6.6조) 관리

 국가(교육부) 핵심 정책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 (유치원 공공성) 모든 사립유치원의‘사립유치원 K-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활용(100%)으로 성공적인 유치원 공공성 강화 지원
※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도입 결정됨(’18.12)에 따라, 성공적인
1단계(’19) 에듀파인 시범 도입과 2단계(’20) K-에듀파인 전면 도입 완료
※ ‘유치원공공성 강화’ 계획과 17개 교육청의 의무사용 조례 제정(’20)에 따라,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전면 도입

⚪ (유아교육 행정) 균등한 유아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유아교육 전주기
전자적 업무 지원으로 투명한 전자정부 유치원행정서비스 구현
※ 안정적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연간 1.7조원 유아학비 지원
※「행복한 생애 첫학교」실현을 위한 유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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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교육부 핵심 성과 달성
◈ (3년간 성과)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한 2020년도 유아학비 인상 지원
◈ (4년간 성과)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

대한민국 전자정부 스마트행정서비스 구현(모바일 기반 처음학교로 개통)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정확한 유·초·중등학교 및 재정 정보 공시
⚪ (알권리 신장)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와 지방교육재정 정보의
투명한 공시를 통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교육 정보 제공
※ 유치원알리미 및 학교알리미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페이지뷰 ’20년 대비 약 25% 증가
(’20년 : 38백만건 → ’21년 : 48백만건)
※ 네이버 등에서 유치원 및 학교 공시 데이터(OpenAPI) 활용 ’20년 대비 약 60% 증가
(’20년 : 1.6백만건 → ’21년 : 2.6백만건)

⚪ (책무성 강화) 정보공시 신뢰도 및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를 통한 교육
(행정)기관 운영의 책무성 강화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연계를 통한 신뢰도 제고
8,300여개 유치원(7개 항목, 21개 서비스) 수시 및 정시 공시(4월, 10월)
12,300여개 초․중등학교(14개 항목, 52개 서비스) 수시 및 정시 공시(4월, 5월, 9월)

시도교육청 개별공시(총 107개 항목), 교육부 통합공시(총 81개 항목) 공시 지원

2. 미흡한 점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전문 회계 교육 체계 마련 요구
⚪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교육 의무화 및 K-에듀파인 교육 수요 증가
※ 지방회계법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회계교육 의무화

⚪ 현재 KERIS에서 전담강사를 양성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전담강사를
활용하여 전달교육 중이나 일회성 수준에 그쳐 전문성 향상에 한계
※ 기존 사용자 교육은 시스템 기능 설명 중심으로 재정업무 역량 향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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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정보화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 확립 필요
⚪ 기존 경직된 정보자원 운영 → 다양한 정보 자원 수요 및 요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변화 필요
※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21.7.27) :
2025년까지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율 100% 달성 목표

⚪ IT 환경 변화, 법·제도 개정 및 현장 요구 등에 따라 기능 변화가
요구되는 정보시스템의 신속한 개편 및 안정화
<시사점>
▣ 교육부 소관 회계제도와 이를 시스템으로 구현한 K-에듀파인 등에 대
한 상설 교육·훈련 체제 마련
▣ 법·제도 기반의 K-에듀파인 선진화 노력 지속 및 대규모 학부모 접속 폭
주에 유연한 처음학교로 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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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2년 사업추진 방향
사람중심의 디지털 교육혁신 전문기관

비전
핵심
가치

창의융합
(Fusion)

열린포용
(Accompany)

전략
목표

Ⅰ.디지털 교육 환경
선도

Ⅱ.포용적 교육학술
서비스 확산

본부
경영
목표

⚪지방교육재정 운용‧관리 혁신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투명성‧건전성 제고
⚪유치원 업무 투명성 강화 및 운영 고도화로 학부모의 유아교육 신뢰도 제고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 및 알권리 강화

추진
방향

⚪국제 표준 품질(CMMI) 기반 K-에듀파인 안정 운영 및 재정 관리 선진화
⚪유치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 교육 전(全) 주기 전자적 업무지원 체제 구축
⚪대국민 알권리 충족과 공시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시서비스 관리 강화
부서

혁신선도
(Innovation)

사람존중
(Respect)

Ⅲ.지능형 교육행재정 Ⅳ.지속가능 경영관리
체계 확립
서비스 혁신

실행과제
□ K-에듀파인 안정 운영 및 품질관리 체계 확립

전략과제

⚪ K-에듀파인 안정 운영 및 업무관리 통합 관리
⚪ 국제적 관리 기준으로 K-에듀파인 품질관리 체제 확립 Ⅲ-3

선진 지방
지방교육재정 □ K-에듀파인 사용자 지원 체제 강화
교육행정
운용관리체제
⚪
선제적
사용자
종합지원체제
구축‧운영
및
소통
강화
혁신
운용
(K-에듀파인부) ⚪ 사용자 역량 강화를 위한 K-에듀파인 상설교육 기반 마련 관리체계
□ K-에듀파인 기능 고도화 및 선진화
확립

⚪ 국가 통합 재정·회계 관리 강화를 위한 고도화
⚪ 재정‧회계 업무 선진화 및 미래 업무환경 대응

□ 유치원의 책무성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
과제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정 운영 및 전자금융 확대
유아교육 행재정
□ 유아 학습권 보장 및 공정한 유치원 입학 관리
투명성 강화
(유아교육정보부) ⚪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처음학교로 서비스 혁신

□ 안정적인 유치원 행정서비스 제공

⚪ 유아학비 및 유치원교원평가시스템의 무중단 운영
유아
□ 유아교육 전자적 처리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 유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유치원나이스부)
수요자 중심
정보공시
서비스 운영
(정보공시부)

기대
효과

Ⅲ-4
유아교육
행재정
투명성
강화

Ⅰ-2.
AI·빅데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관리 및 안정적 서비스 운영
이터 기반
◦ 지방교육재정 공시서비스 운영 및 활성화
정책지원

□ 수요자 중심 정보공시 서비스 운영

⚪K-에듀파인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운영 관리로 高품질의 서비스 제공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유아교육행정서비스 고도화
⚪공시정보 활용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책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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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1

지방교육재정 운용·관리체제 혁신(K-에듀파인부)

▣ 국제 품질(CMMI) 기반의 K-에듀파인 안정 운영으로 高품질 서비스 제공
▣ 교육(행정)기관의 투명하고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상설교육체제 마련
▣ 미래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K-에듀파인 고도화 및 선진화

 K-에듀파인 안정 운영 및 품질관리체계 확립
□ 국내 유일 교육(행정)기관의 재정 및 업무관리 통합 관리
⚪ (교부금) 관련 법률에 따른 교부금 산정 및 시도교육청 교부 지원
- 보통교부금(내국세 20.79%)과 특별교부금 산정 및 교육청 교부 지원
※ ’22회계연도 보통교부금 규모 58.5조원(관련법률 : 지방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 (재정) K-에듀파인을 통한 교육(행정)기관의 세입 및 세출 통합 관리
- 행정기관(교육비특별회계) 및 초중등학교(학교회계) 세입·세출 관리
※ 운용규모 : 세입 82.2조원, 세출 77.7조원, 자산 117.5조원, 부채 6.6조원(ʹ20년 결산 기준)

- 회계사고 예방을 위한 시나리오 기반 집행 모니터링(클린재정)
⚪ (업무관리) 교육(행정)기관 업무처리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
※ 문서 규모(’21년 기준) : 문서생산 9.9천만건, 문서유통(수발신) 9.4천만건

□ K-에듀파인 전자금융서비스 안정 운영 및 확대
⚪ (전자지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 및 집행을 위한 전자교육
금고(e-교육금고) 안정 운영
- 시도교육청 금고은행과 직접 연계를 통한 전자적 자금 집행 관리
※ 2021년 e-교육금고를 통한 전자지출 규모 76조원(3천7백만건, 교직원 인건비 포함)

⚪ (전자수납) 학부모 납부 편리성과 투명한 수납관리를 위한 다양한
전자수납서비스 제공 및 안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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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결제원, 은행, 신용카드사 연계를 통한 학부모부담금 전자수납 관리
※ 수납 규모(약 2.1천만건) : CMS(Cash Management Service) 및 VAN 5.9천억원,
EFT(Electric Fund Transfer) 7.7천억원, 신용카드 5.5천억원

- 모바일 등 전자금융서비스 확대를 통한 수납 및 납부 편의성 개선
※ 교육청용 스마트고지 및 학교 스마트스쿨뱅킹 확산 운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직불지급수단(제로페이) 도입에 따른 시범 운영

□ 국제적 관리 기준으로 K-에듀파인 품질관리 체제 확립
⚪ (응용) 국제 품질관리 표준(CMMI)으로 체계적 서비스 관리
- 국제품질표준 절차(18개)를 적용하여 서비스 유지관리 및 개선
※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 S/W 개발,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의 IT
프로세스 및 관리 능력에 대한 성숙도 평가 모형 및 국제 인증(’19. 국제인증 획득)

- 서비스수준관리(SLA) 통한 63개 세부시스템 서비스 품질 제고
※ SLA 지표 및 목표 관리를 통한 서비스 수준관리 및 개선사항 도출·적용

- 안정적 K-에듀파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전 성능점검 및 최적화 수행
□ K-에듀파인 통합 인프라 운영·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인프라) K-에듀파인 통합 인프라 운영 및 관리체계 강화
- K-에듀파인 인프라 성능 최적화 및 시스템 모니터링 수행
- 시·도교육청 K-에듀파인 인프라의 점검, 장애조치, 기술지원 등
종합적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보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준의 시스템 보안관리 강화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 K-에듀파인 웹서비스 소스 진단 및 모의해킹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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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에듀파인 사용자 지원 체제 강화
□ 선제적 사용자종합지원체제 구축·운영 및 소통 강화
⚪ (선제적 지원) 업무처리 집중시기에 뉴스레터 발간·배포를 통한
사전 안내 등 선제적 사용자 지원 강화
- K-에듀파인 사용자와의 소통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 업무 및 교육 일정, 개선 계획 등 안내
⚪ (사용자 밀착 지원)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용자 불편사항 해소 및 지원 강화
- 사용자지원서비스(온라인) 및 중앙상담센터(오프라인) 운영을 통한
현장 사용자 업무 지원
※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21년 5.6만건) 및 전화상담 제공(’21년 약 85만건)

⚪ (협의체 운영) 현장 사용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업무협의체 운영
- 18개 업무 분야별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시도 업무협의체 의견수렴을 통한 기능개선

□ 사용자 역량 강화를 위한 K-에듀파인 상설 교육 체제 기반 마련
⚪ (체제 마련) K-에듀파인 상설 교육체계 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
- 전문 K-에듀파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장기 실행 방안 구축
-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교육과정 개발 및 세부 과목 설계
⚪ (교재 개발) 실무 중심의 업무매뉴얼 개발을 통한 활용도 제고
- K-에듀파인 전문가 및 실무자를 통한 표준 업무매뉴얼 개발
※ 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법·제도 및 이론, 시스템이 접목된 교육 교재 제작

- 사용자 자기주도 학습 지원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 113 -

 K-에듀파인 기능 고도화 및 선진화
□ 국가 통합 재정·회계 관리 강화를 위한 고도화 추진
⚪ (연계) 국가 통합예산·결산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국가 3대 재정
시스템(디브레인(국가) ↔ K-에듀파인(지방교육) ↔ e-호조(지방)) 간 연계 확대
- 예산‧결산 자료 관리 기능 고도화 및 e-호조 신규 연계
**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데이터 연계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제97조의 2 제3항, 연계요청권 신설) 국회 본회의 의결(’21.12)

⚪ (집행) 지방교육재정 관리 건전성 강화를 위한 투명한 보조금 집행
관리 및 원천자료 활용 확대
※ 지방교육재정 통계자료 집계 및 보고서 작성·분석 기능 개발 등

□ 재정·회계 업무 선진화 및 미래 업무환경 대응
⚪ (제도반영) 지방교육재정 운영 관리 선도를 위한 적기 기능 개선
- 관련 법·제도 개정 등에 따른 K-에듀파인 적기 개선 및 적용
※ 공립학교회계규칙, 공공기록물관리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개정사항에
따른 예산과목 신설 및 변경 등

- 지방교육재정 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차세대
학교급식 전자조달관리(eaT) 연계 확대
⚪ (효율화) 수기작업 및 비효율적 업무 처리절차 개선을 통한 업무 선진화
※ 목적재원(특교·지방보조금·국고보조금), 기금회계(계약·자산), 학교회계 관리 기능 고도화

⚪ (변화대응)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K-에듀파인 고도화 방안 마련
※ 시각장애 교직원 이용 편의성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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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교육 행재정 투명성 강화 (유아교육정보부)

▣ 유치원 업무 투명성 강화 및 운영 고도화로 학부모의 유아교육 신뢰도 제고
▣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유아학비 지원 기반 마련

 유치원의 책무성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정 운영 및 지속적 개선 추진
⚪ (나이스 연계 운영) 4세대 지능형 나이스(유아)와 연계된 메뉴 신설‧운영
※ 사립유치원 상황에 맞는 급여, 급식, 출장 메뉴 신설(’23. 3월 신설 예정)

⚪ (편의성) 현장간담회 의견수렴 등을 통한 사용자 편의기능 추가
※ 세입·세출 항별로 음영구분 기능, 지출취소시에도 과제관리카드 자동 연동 등

□ 사립유치원 책무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 확대
⚪ (전자금융)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자금융서비스 도입 확대
※ 전자금융(수납) 활용률 : ’19년(8.77%) → ’20년(31.9%) → ’21년(39.3%)

⚪ (학부모) 학부모 수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
※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범(’23.3)운영 및 전국(’24.3) 적용 예정

⚪ (클린재정) 사립유치원 회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클린재정 운영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 종합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 (직접 지원) 유치원 현장 사용자 종합지원체제 운영
※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 대상으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용환경 점검
※ 콜센터 및 사용자지원서비스 질의에 대한 직접 원격지원 실시
※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방법 컨설팅 지원(업무 컨설팅 표준(안) 제작 및 배포)

【 시‧도교육청별 대표강사 및 컨설팅단 현황 】
총계
2,026
경기
492

서울
493
강원
55

부산
98
충북
15

대구
83
충남
55

인천
103
전북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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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45
전남
104

(’21.12.31.기준, 단위: 명)
대전
울산
세종
29
13
3
경북
경남
제주
98
116
6

 유아 학습권 보장 및 공정한 유치원 입학 관리
□ 안전하고 공정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운영
⚪ (안전성) 코로나 대비 학부모와 교사의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한 상설 운영
- 처음학교를 활용한 2022학년도 2학기,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서비스 제공
※ 추진근거 : 국정과제 49-1.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2021년, 국공사립 유치원 100% 참여 및 유아 약 240,000명 선발 지원

- 비대면 홍보 강화 및 교육, 가이드 제공으로 안전한 서비스 활용 지원
※ 공식블로그 운영, 유튜브 연수·홍보물 개발, 전자 리플렛 및 학부모 동영상 가이드 제공

⚪ (공정성)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한 입학 기준 및 절차 제공
- 우선모집 자격(쌍생아, 다문화 등) 공통기준 마련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 마련

-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한 유치원별 결원정보 상시 제공
□ 편리한 모바일 처음학교로 서비스 제공 및 안정 운영
⚪ (모바일) 학부모 편의성 강화를 위한 모바일 입학지원체제 강화
- 모든 입학절차(회원가입-접수-등록)에서 모바일 서비스 안정 운영
- 최신 IT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 모든 OS(윈도우, 안드로이드, mac 등)에도 제한받지 않고 최적화 서비스 제공

⚪ (안정성) 지속적인 품질점검과 테스트로 안정된 인프라 환경 조성
- 장애 없는 무중단 학부모서비스 제공을 위한 철저한 SW 품질점검 수행
- 사용자 집중에 대비한 부하테스트 반복수행으로 H/W 인프라 안정성 확보
□ 타부처 및 타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사용자지원 강화
⚪ (연계) 행안부의 대국민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서비스 제공
※ 국민비서 서비스, 챗봇서비스, 알림톡 서비스 등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방과후과정 참여자격 온라인 확인 제공
※ 방과후과정 참여자격이 맞벌이부부로 제한되는 유치원에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자격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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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유치원 행정서비스 제공
□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을 활용한 유아학비의 안정 지원
⚪ (누리과정) 매년 증액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e-유치원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청구‧정산 지원
※ 월지원금 (’19)39만원, (’20)41만원, (’21)43만원, (’22)50만원으로 매년 증액

⚪ (연계) 보건복지부, 은행 등 대외기관과 안정적인 정보 연계체제 구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고도화 대응 및 안정적 연계를 통한 수급자격 관리
※ 금융망(통합카드 8개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국민행복카드 발급 정보 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아 건강검진 결과의 안정적인 연계 관리

⚪ (고객중심) 사용자 중심의 기능개선 및 고객지원체제 운영
※ 재원생 카드인증 간소화, 외국인지원실적 통계 개발 등
※ 전화 응대, 1:1게시판, SR접수 및 원격지원 등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 실시

□ 교원역량 제고를 위한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시스템 운영
⚪ (정책지원) 국가 정책에 맞는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시스템 운영
- 교육 환경에 따라 매년 변경되는 국가 정책에 맞춘 평가 서비스 제공
※ 추진근거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320호,2020.01.01.)
※ 2021년에는 동료교원평가 미실시, 참여유치원(3,413개원), 참여학부모(119,540명)

⚪ (모바일) 교원들의 평가 편의성 증진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
※ (2021년)학부모 모바일 서비스 → (2022년) 교원용 모바일 참여 기능 신규 개발

⚪ (참여확대) 사용자 종합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 등의 참여율 확대
※ 상세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 수시 연수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 참여율 제고

⚪ (구축지원) 유아 행정정보시스템 내에 유치원교원평가 서비스 개발 지원
※ 유치원교원평가 및 유아학비 청구정산 기능 모두 유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포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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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자 중심 정보공시 서비스 운영 (정보공시부)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시스템 안정 운영으로 정보공시 활성화
▣ 지방교육재정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재정정보 공시 강화

 수요자 중심 정보공시 서비스 운영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서비스 관리 및 운영
⚪ (공시운영) 관련 법령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제도 운영
- 유치원 및 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개정 및 배포 지원
※ 관련 법령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08.5.) 및 동법 시행령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의 정보 공시 일정 및 정보 공개 관리
※ 공시시기 : 유치원 정시공시(4,10월), 초·중등학교 정시공시(4,5,9월)
※ 공시대상 : 유치원 8,300여개 및 초·중등학교 12,300여개

⚪ (품질관리)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공시 정보 품질관리체제 강화
- 일선학교 정보공시 담당자 오입력 방지를 위한 비교·검증 강화
※ 단계적 검증(공시기관-총괄관리기관-교육청)과 시스템 검증 실시

- 공시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시자료 정정 관리 체제 정비 지원
⚪ (시스템 개선) 유치원 및 학교정보공시시스템 안정 운영 및 개선
- IT 변화 대응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정보공시시스템 기반 마련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화마스터플랜(ISMP) 수립 예정(’22)

- 유치원 및 학교공시서비스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적기 개선
※ ’21년 국민참여 설문조사의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예정

- 정보공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및 공개용 데이터 개방 확대
※ 대국민 만족도 조사, 국민참여제도 운영 및 홍보물 제작·배포

⚪ (사용자 지원) 정보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용자 지원 및 운영 체제 강화
- 현장간담회 및 온라인 교육 등 사용자 지원체계 확대
※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제공 및 공시자료 입력 등을 위한 온라인 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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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 공시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
◦ (공시 제도 운영) 지방교육재정 정보공시 제도 운영 및 관리 지원
- 교육부 통합공시 및 시‧도교육청 재정운용상황 공시편람 개정 지원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결산 통합 공시 항목 및 자료
작성 기준 변경 지원

- 지방교육재정 운용상황 공시 및 자료 검증 지원(1월, 3월, 7월, 10월)
※ 시·도교육청 개별공시(예산 29개, 결산 80개), 교육부 통합공시(예산 28개, 결산 53개)

◦ (내실화 방안) 대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개 정보 내실화 및
참여 유도
- 법·제도 개정사항 반영 및 지방교육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 정비
※ 시·도교육청 설립 출자출연기관 통합공시(3개 기관(경기, 대구, 부산 각
1개 기관)) 신규 기능 개발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 웹접근성 점검 및 개선

- 지방교육재정 정보 공개 강화 및 알기 쉬운 정보 제공
※ 일일수입지출현황 및 조기집행현황 공개, 국민 맞춤형 테마통계 자료 제공

-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참여 유도 및 홍보
※ 뉴스레터, 인포그래픽 안내, 만족도조사 및 홍보 이벤트 등

◦ (신뢰도 제고)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서비스 안정화 및 신뢰도 제고
-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운영 및 K-에듀파인 연계 데이터 안정화
-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데이터 신뢰도 제고
※ 지방교육재정 분석과 재정공시 간 데이터 합동 검증 업무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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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유치원나이스부)

▣ 유아교육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유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유아교육 전처리 과정 정보화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 유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23.3월 개통 예정)
⚪ (제도) 국ㆍ공ㆍ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 관련 제도 정비 및 표준화
※ 구축범위: 유치원 경영지원, 교무학사, 학교행정, 일반행정, 대외업무(총 5개 분야 18개 세부업무)

⚪ (개발) 유치원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계 및 개발
-

(원아관리) 원아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주기 업무영역 개발

-

(교직원관리) 사립유치원 교직원 인사행정(인사, 급여 등) 개발

-

(유아안심) 안전한 유치원 생활 정보전송을 통한 학부모 안심 서비스 제공

⚪ (통합 개발) 기존 운영 서비스를 통합하여 정보시스템 설계 및 개발
※ 旣 운영시스템: 유아학비지원, 교원능력평가시스템, 유치원알리미시스템

⚪ (소통 강화) 시도교육청 업무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한 유치원 현장
사용자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
※ 교무학사, 학교행정, 일반행정, 대국민 등 유치원 업무 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

⚪ (홍보 및 교육) 국·공·사립유치원 사용자 대상으로 주기적 정보
시스템 홍보 및 교육·훈련 강화
⚪ (인프라) 유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

유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사업
※ 서버구성 및 상용SW(인프라) 구축 범위 산정

-

클라우드(재해복구시스템 포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서버 및 상용 SW 등 통합/분리 발주 추진 예정(4세대 지능형 나이스 공동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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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업무계획

정보보호본부

20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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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21년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사업 성과
 인공지능(AI) 기반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및 원격교육 보안관제 강화
⚪ 공공기관 보안관제센터 최초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위협 자동판별
시스템 구축 및 코로나19에 대응한 원격교육서비스 보안관제 강화
※ 자동판별 정확도(95.4%→98.7%), 데이터 처리속도(376배) 개선 추진
※ 대학 LMS 등 원격교육 플랫폼(480개) 모니터링 강화 및 실시간 침해위협 대응(320건)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
⚪ 원격수업, 코로나19 대응 관련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및 교육기관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환경 조성
※ 교육기관 전체 홈페이지 대상 상시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체계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 강화(공모전, 컨설팅 등)
※ 교육분야 결합전문기관 지정 승인(‘21.5) 및 가명·익명처리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및 보안 수준 강화
⚪ 재해, 정전, 침해사고 등 비상상황 대응 훈련(연 12회) 강화를 통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
⚪ 원내 정보보호관련 대외 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우수’,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우수’(8년 연속)

 교육정보 업무 연속성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정보 이용환경 구축
⚪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무중단 운영 및 재해복구서비스 확대
※ ’20.6월 구축 후 18개월 연속 무중단 운영, ’21.12월 EPKI 원격복제시스템 신규 구축

 학교 수업 등에 활용도가 높은 정보시스템(e학습터, 온라인클래스,
K에듀파인)의 안전․품질 진단 및 개선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 교육부 품질 중점연구소의 전문 진단 체계와 방법론(5개 영역 10개 분야)을
활용하여 품질 진단 실시 및 개선 지원
※ 교육 디지털인프라(SW) 품질 진단 중점연구소 지정 승인(‘21.9)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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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흡한 점
□ 교육기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가명정보 간 결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하였으나 교육기관의 활용 실적 미비
□ 원격교육 및 비대면 업무 전환 확대로 신종 사이버위협이 급증하고 있으나,
교육기관 보안 사각지대 존재 및 일부 기관(국립대병원)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 부족
□ 노후화된 기반설비 및 장비로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저하
⚪ 노후 전산센터 기반설비(10년 이상) 및 장비(6년 이상)에 장애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 재해복구서비스 구축이 필요한 수요기관의 희망조사 참여도 저조
⚪ 교육분야 전체 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 희망 조사 참여도 저조로
인해 지속 성장과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이 어려움
* 교육부, 소속기관(6), 시도교육청(17), 국립대학(39), 국립대학병원(14), 산하공공기관(8),
그 외 교육부의 예산 투입으로 구축 및 위탁한 정보시스템

□ 대규모 정보시스템 운영, 최신 IT기술(메타버스,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활용
서비스 확대 등 복잡화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 부재
⚪ 각 사업부서별 자체 관리를 수행함에 따라 정보서비스별 품질 차이
및 문제점 발생 가능성 상존
<시사점>
▣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및 결합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운영 필요
▣ 최신 사이버공격 대비 ‘전방위적 방어체계’ 구축・운영 및 정보보안 활동 강화 필요
▣ 노후장비 장애 등 비상상황 대비 신속한 서비스 복구 체계 마련 필요
▣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재해복구센터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정보화사업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관리 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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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2년 사업추진 방향
사람중심의 디지털 교육혁신 전문기관

비전
핵심
가치

창의융합
(Fusion)

열린포용
(Accompany)

혁신선도
(Innovation)

사람존중
(Respect)

전략
목표

Ⅰ.디지털 교육 환경
선도

Ⅱ.포용적 교육학술
서비스 확산

Ⅲ.지능형 교육행재정
서비스 혁신

Ⅳ.지속가능 경영관리
체계 확립

본부
경영
목표

◦교육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교육기관 전체 홈페이지】
◦교육기관에 특화된 패턴 적용 사이버 위협 탐지율 【92% 이상】
◦기관 정보시스템 및 전산센터 기반설비 운영 안정성 강화【장애시간 2.6분 이내】
⚪교육정보재해복구체계 운영 안정화 및 신규 서비스 지속 확대
◦교육 정보화 사업 관리 체계 강화 및 품질 제고

추진
방향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가명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교육기관 사이버 방역체계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
◦국제표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체계(ISO20000) 기반 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교육정보재해복구시스템 실전대응훈련 추진 및 입주희망 서비스 검토·지원 강화
◦표준 가이드 기반 기관의 정보화사업 단계별 관리 및 품질 모니터링 실시

부서
개인정보보호
활동 활성화
(개인정보보호부)

교육기관
정보보호체계

추진
과제

고도화
(정보보안부)

실행과제
□ 개인정보보호 활동 활성화
⚪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교육기관 개인정보 노출 점검체계 운영, 교육분야 비식별조치 지원
체계 구축·운영,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및 안정화

□ 교육기관 정보보호체계 고도화
⚪포스트 코로나 대비 보안활동 확대, 교육기관 보안관제 강화, 교육기관
정보보안 예방활동 및 사이버위기대응 역량 강화, 정보보호교육센터 및
영재교육원 운영, 기관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기관 정보시스템
및 기반설비

□ 기관 정보시스템 및 기반설비 운영 안정성 강화

운영 안정성 강화
(정보시스템부)
교육정보재해복구
센터 운영 안정화 및
신규서비스 확대

□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안정화 및 신규서비스 확대

(DR운영부)
정보화사업 품질
관리 강화
(정보화품질관리부)

전략과제

⚪ 정보시스템 및 전산센터 기반설비 운영, 기관 정보보안시스템 및
망분리 체계 운영 강화, 통합 경영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

교육
사이버
안전망
강화

⚪ 교육정보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확대, 교육정보재해
복구센터 운영

□ 정보화사업 품질 관리 강화
⚪ 기관 교육정보화 통합 품질 관리 체계 운영, 교육기관 교육
지능정보화 품질 중점 연구소 운영

⚪개인정보보호 기반강화 및 가명데이터 활성화 지원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 조성

기대
효과

⚪교육기관의 안전한 디지털교육 환경 구현 및 신뢰성 확보
⚪기관 정보시스템 및 기반설비 운영 강화를 통한 서비스 안정성 제고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교육정보 업무연속성 확보
⚪정보화 사업의 단계별 품질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교육정보서비스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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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1

개인정보보호 활동 활성화 (개인정보보호부)

▣ 개인정보보호 법적 의무 준수 및 정보주체 권익 보호와 인식제고
▣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교육분야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운영 활성화
▣ 교육기관 정보시스템 사용자 보안 강화 및 행정 전자문서의 안전한 유통

 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체계 강화
⚪ 기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점검
⚪ 전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분야별 담당자 협의회 운영(분기별 1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대응
※ 평가지표 분석, 자체 평가 및 현장수검 대응(필요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체계 구축
- 비정형 데이터 내 개인정보 검출을 위한 원내 웹필터 시스템 운영
⚪ 기관 보유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 가입(11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대상 주기적 접속기록 점검(매월)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 실시(연1회)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개선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 지원
※ 생체(인식)정보 용어·처리절차 추가, 유치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원장) 명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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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 자료 수정 및 현행화
※ 각급학교 및 대학 개인정보 수집업무 길잡이, 교육부 개인정보 업무처리 사례집,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대응 매뉴얼 등

□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점검 및 지원 강화
⚪ `21년도 공공기관 현장실태점검 주요 법규 위반사항 집중점검 실시
※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따른 현장실태 점검 시(현장점검반 집중점검 항목 교육 실시)

⚪ 현장중심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 따른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역량 제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율점검 체계 지원

⚪ 기관별 과다보유, 불필요 개인정보파일 전수 정비 지원
- 업무목적용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유를 위한 파기조치 컨설팅 등
□ 교육구성원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 방안 마련
⚪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를 통한 직무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대상 : 정보보호 지원단(개인정보보호 영역), 보호책임자(CPO), 담당자
- 직무별 기본사항, 역할, 교육기관 사례 중심 교육과정 운영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인원 제한이 지속될 경우 온라인 콘텐츠 및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

⚪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 다양화
- 개인정보보호 학생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내용체계도 1종, 학습지도안(학습자료 포함) 14종, 가정통신문 4종, 카드뉴스 8종

- 학생대상 생활 속 개인정보보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홍보콘텐츠(동영상,

포스터 등)

공모전 실시

※ 공모 분야별 평가기준(규격 및 내용) 개선을 통한 평가 적절성 및 공정성 제고

- 유튜브 ‘안개(안전한 개인정보) 채널’ 개설 및 운영
-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홍보용 포스터 제작 및 배포(분기별1종)
※ ’21년 공모전 수상작 가공 및 아이디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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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운영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자료 및 주요이슈 상시 공유, 담당자 애로
사항 및 문의사항 해결 등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창구 운영
 교육기관 개인정보 노출 점검체계 운영
□ 교육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 교육기관 개인정보 노출점검 시스템 상시 운영
- 교육기관 홈페이지 대상 도메인(URL) 전수조사 실시(상․하반기)
- 홈페이지 대상 개인정보 노출점검 수행을 통하여 개인정보 노출
사각지대 해소
※ 유·노출 건수(500건 이상)에 따른 교육부 개인정보 현장 특별점검 지원

⚪ 교육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 실시(도상훈련)
※ (ʹ21년) 17개 시도교육청 시범운영→ (ʹ22년) 대학 등 대상기관 확대

□ 5개 시도교육청 개인정보 노출점검 시스템 통합 운영
⚪ 5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유·초·중·고 포함) 홈페이지 대상
개인정보 노출점검 상시 수행
※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 포함하여 연1회 이상 점검 수행

⚪ 개인정보 노출점검 체계 강화를 위한 5개 시도교육청 분기별 협의회 운영
 교육분야 비식별조치 지원체계 구축·운영
□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교육기관 결합전문기관 구축·운영
※ 교육기관 가명정보 결합 및 결합데이터 반출심사 및 반출 지원

⚪ 교육기관 가명·익명처리 지원서비스 제공(’22.3.~)
- 가명·익명처리 지원시스템을 통한 교육기관 보유 개인정보의 가명·익명
처리, 내부결합, 적정성 검토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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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 관련 교육 및 컨설팅
- 가명처리 환경 및 수준을 고려한 가명처리 교육 실시
- 교육기관 가명처리 컨설팅 수요조사(연1회)에 따른 가명처리 컨설팅 지원
- 가명처리 사례 발굴, 질의답변 자료 개발과 결과물 공유·안내
⚪ 「교육분야 가명·익명처리 가이드라인」개정(상반기) 및 매뉴얼 배포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22년 3월)에
따른 최신 현황 반영
※ 가명처리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한 현장 맞춤형 “가명처리 실무 안내서” 배포(4월)

- ‘21년 대학 가명처리 컨설팅 결과에 따른 운영 지침 및 매뉴얼(안) 배포
- ‘교육분야 비식별처리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내용 반영을 통해 개인정보
분류체계와 개인정보 항목별 위험성 검토 사례 지원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및 안정화
□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EPKI) 운영
- 교육기관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발급‧갱신‧검증 등 무중단 서비스(24×365)
※ 정부부처 중 최대 규모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발급·운영(’21년 기준 821,567장)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서 신청양식 개편 및 안내

-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체계 운영(원격 프로그램 지원, 유선, 메일 등)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서비스 만족도 조사 수행(11월)

⚪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 재해복구센터 운영
- 재난·재해 발생 시 위기 대응능력 제고 및 신속한 인증서비스 복구를
위한 실전대응훈련 실시(상·하반기 각1회)
- 재해복구센터 실시간 원격지 데이터 복제 및 원격지 소산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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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 구축 지원
⚪ EPKI 특수목적용 인증서 전수점검 및 현장점검 지원
※ 특수목적용 인증서 전수점검으로 담당자 현행화 및 관리 미흡 인증서 폐지

⚪ 인증업무 및 보안서버 구축 담당자 교육지원 강화
※ 인증업무 담당자 교육(200명), 보안서버 구축 교육(200명)으로 전년 대비 확대운영

⚪ 교육기관 홈페이지 보안성 강화를 위한 보안서버(API)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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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기관 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정보보안부)

▣ 인공지능(AI) 기반 교육기관 사이버 방역체계 조성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
▣ 교육기관 정보보안 활동(보안관제, 기반시설 보호, 예방활동 등) 강화
▣ 교육기관 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포스트 코로나 대비 보안활동 확대
□ 원격수업 보안관제 강화
⚪ 안전한 비대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원격수업플랫폼과 필수 솔루션
(가상사설망, 전자우편, 원격접속 프로그램 등) 집중보안관제 및 취약성

대응체계 강화
※ 원격교육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모니터링 시스템(KREN, 한국교육
전산망협의회)’ 활용 및 DDoS 공조 대응 체계 구축

⚪ 全 초·중·고(38만실) 기가급 무선망 구축 완료(22.2월)에 발맞춰 무선망
보안관제를 포함한 보안대책 수립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교육서비스 대상으로 ‘클라우드
보안관제’ 시범 추진

 교육기관 보안관제 강화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보안관제 강화
⚪ 442개 교육기관 대상으로 24시간 365일 교육기관 맞춤형 보안관제 활동 수행
※ 국내·외 해커그룹의 공격기법을 분석하여 신ㆍ변종 위협정보 탐지규칙 개발 강화 추진

⚪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위협 자동판별체계를 활용, 사이버위협정보 약 30%
자동판별 처리
※ 전문인력이 판별·분석한 정·오탐 위협데이터를 기반으로 침해 유형별 자동판별 정확도 관리

⚪ 차세대 사이버위협 탐지체계의 안정적인 확산·전환을 위한 시범운영
실시(10개 기관)
※ 교육기관 규모, 네트워크 트래픽 등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대상기관 선정
- 131 -

⚪ 효율적이고 보안관제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제도(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등) 개선 추진
※ 교육기관 보안관제 예외(자체, 기관위탁, 관제 제외) 제도 폐지

□ 시도교육청(초·중·고) 보안관제(24시간x365일) 실시
⚪ ECSC-시도교육청 ‘2단계 보안관제’체계 강화를 위해 각급학교 집중관제 및
주요 침해사고(웹해킹 등) 분석 역량 강화 지원
※ 문서뷰어 프로그램, 도서 대출 및 예약 프로그램 등에 대한 침해사고 대응 및
취약점점검 강화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 유지관리 및 개선 추진
※ 종합시스템 운영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 및 강화를 위해 ECSC 세종상황실(정부
세종청사) 업무체계 개선

 교육기관 정보보안 예방활동 및 사이버위기대응 역량 강화
□ 교육기관 정보시스템 전방위 예방체계 운영
⚪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대상 보안취약점 상시 점검 수행
※ 파일업로드 등 20종에 대한 점검
※ 인프라 보안취약점 점검 및 분석을 통한 침해사고 심층 분석 지원

⚪ 교육(행정)기관 모바일 앱 대상 보안취약점 점검 운영 실시
※ 단말기 보안, 앱 보호 및 인증·권한 등 24종에 대한 점검

⚪ 교육(행정)기관 어플리케이션 소스코드 보안 취약점 점검 운영 실시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내 보안진단 기준 및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점검

⚪ 지능화ㆍ고도화되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모의해킹·침투 시뮬
레이션 점검 추진(연 10개 시ㆍ도교육청)
※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보안관제 정책 및 침해사고 대응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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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정보보호 수준진단 내실화
◦ 교육(행정)기관 정보보호 수준진단 내실화 및 활성화
- 정보보호 수준진단 실시 지원(상반기: 대학/공공기관, 하반기: 시도교육청)
※ 정보보안 영역 : 8개 분야, 35개 지표, 70개 진단항목
※ 개인정보보호 영역 : 3개 분야, 14개 지표, 28개 진단항목

- 법령·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한 평가기준 개선 추진
※ 교육부 정보보안 지침 및 국정원 평가지표 등을 반영하여 지표 개선 추진

- 수준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기관별 자체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지원
□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보호
⚪ 17개 시·도교육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통합 취약점 분석·평가 추진
※ 교육청 중심의 통합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단” 구성 및 운영

⚪ 침해사고 발생 시 환자 정보 등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정보 보호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정보보안 협의체’를 통한 협력 강화

□ 사이버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실시
⚪ 교육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실전훈련 및 도상훈련) 추진(하반기)
※ 자체 모의훈련 수행이 어려운 사립대학 대상으로 훈련 참여 기회 확대

 정보보호교육센터 및 영재교육원 운영
□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 운영
⚪ 교육청, 대학 등 교육기관 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 지역센터(3개권역) 및 사이버센터(1개권역)에서 집합 및 원격교육 제공
※ 1권역・사이버((재)한국교육전산망협의회), 2권역(충남대), 3권역(부산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합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 운영 추진

⚪ 교육콘텐츠 내실화 및 교육생 소통 활성화를 통한 교육품질 개선
⚪ 운영실적 확인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운영평가(단년도
* 최근 3개년(’20∼’22) 운영 사항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22.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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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종합*) 실시

□ 교육부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
⚪ 중·고등학생 대상 정보보호영재교육을 통해 정보보호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인재양성
※ 운영기관 : 서울여대(수도권), 건양대(충청권), 대구대(영남권), 목포대(호남권)
※ 교육과정 : 정보보호 기술 및 적성 관련 수준별 교육편성(연 100시간 이상)

⚪ 정보보호영재교육원 교육과정 기반(암호학, 역공학, 포렌식, 웹해킹 등)으로
정보보안 경진대회(개인전/단체전) 개최(10~11월)
⚪ 중·장기적인 영재육성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
※ 교육부 정보보호영재교육원 및 교육센터 관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과제(5∼9월) 추진

 기관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 기관 정보보안 관리체계 내실화
⚪ 2022년도 기관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 부서별 정보보안 활동 지수 운영(상시), 정보보안 감사,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등
※ 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도입 장비의 보안적합성 검증

⚪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수검 대응(1~6월)
※ 평가 지표 분석, 자체평가 및 현장 수검
※ 기관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수준 진단 및 외부 위탁사업장 보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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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 정보시스템 및 기반설비 운영 안정성 강화(정보시스템부)

▣ 기관 정보시스템 및 전산센터 기반설비 운영 안정성 강화
▣ 기관 정보보안시스템 및 망분리 체계 운영 강화
▣ 통합 경영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

 정보시스템 및 전산센터 기반설비 운영
□ 정보시스템 인프라 안정화 및 장애 대응 강화
⚪ 24시간 365일 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 긴급 대응 체계 구축
⚪ 정보시스템 HW/상용SW 유지관리 및 주기적 점검 수행(매월)
※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807식 운영

⚪ 모의훈련을 통한 정보시스템 비상상황 대응 체계 강화(3회)
※ 장애대비, 백업복구, 네트워크 우회 등

□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효율성 제고
⚪ 국제 표준 운영관리체계(ISO20000) 기반 시스템 운영 관리 수행
⚪ 기관 정보기술아키텍처(EA) 체제 운영 관리
※ 기관 EA 추진체제 구성, EA 등록정보 현행화, 웹사이트 총량관리 이행 등

⚪ 기관 웹서비스 콘텐츠 점검 및 현황 관리
※ 웹 접근성·호환성, 최적화, 플러그인 제거 등

□ 전산센터 기반설비 운영 관리 강화
⚪ 센터 출입통제, 항온항습, 전기 등 기반설비 운영
※ CCTV, 출입통제, 항온항습 등 367식 운영

⚪ 지진, 화재 등 재난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3회)
□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체제 강화
⚪ 정보시스템 보안수준 강화를 위한 보안취약점 진단 수행
⚪ 운영‧보안 규정 정비 및 침해‧장애 대비 모의훈련 실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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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정보보안시스템 및 망분리 체계 운영 강화
□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및 보안성 강화
⚪ DDoS 차단, 침입차단시스템 등 외부 해킹 사전 차단 및 신속 대응
⚪ 해킹메일 차단,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등 내부 사용자의 보안강화
⚪ 원격 업무 확대에 따른 가상사설망(VPN) 안정성 및 보안 향상
□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및 망분리 체계 운영 강화
⚪ 망분리 체계 운영 강화를 위한 통신/정보보안시스템 도입 및 이관
⚪ 노후화된 통신/정보보안시스템 교체 및 이관
 통합 경영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
□ 통합 경영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 통합 경영정보시스템 HW/SW 유지관리 및 주기적 점검 수행
⚪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 소규모 기능 개선사항 반영
⚪ 시스템 모니터링 및 SW 보안관리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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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DR운영부)

▣ 교육정보재해복구시스템 무중단 운영 및 신규 서비스 지속 확대
▣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 및 업무 지원

 교육정보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확대
□ 교육정보재해복구서비스 무중단 운영을 위한 체계 관리
⚪ 재해복구서비스의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운영 기술 지원
⚪ 재해복구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개선, 보안체계 관리
⚪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관련 매뉴얼‧절차서 제‧개정 및 검증
⚪ 실전대응훈련 및 업무연속성계획 현행화를 통한 안정성 강화
□ 교육정보재해복구시스템 신규 서비스 지속 확대 추진
⚪ 재해복구센터 입주대상 현황조사를 통한 중장기 운영계획 마련(~10월)
⚪ 교육분야 전체 기관 대상 조사와 중점 조사 대상 선정 병행 추진
⚪ 입주 희망 서비스에 대한 입주 적정성 검토 및 시스템 구축 지원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체계 정립 및 보안 관리
⚪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한 중요사항 심의‧조정 추진
⚪ 재해복구센터 보안 실무편람 개발 및 운영‧점검을 통한 정보보호 강화
□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관리
⚪ 재해복구센터 네트워크 회선 관리 및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 재해복구센터 담당자 업무 제반사항 지원 및 근무 환경 조성
⚪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재해복구센터 관급자재 하자보수 및 관리, 운영 예산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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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화사업 품질 관리 강화 (정보화품질관리부)

▣ 기관 교육정보화 통합 품질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정보서비스 품질 제고
▣ 교육기관 대규모 정보시스템 대상 품질 관리 지원으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

 기관 교육정보화 통합 품질 관리 체계 운영
□ 교육정보화 품질관리 체계 강화
⚪ 교육정보화 품질관리 체계 운영 및 점검 지원
- 정보화사업 유형(개발/구축/운영)에 따른 품질 관리 기본 절차 수립
및 체크리스트 마련
※ 계획수립→개발/구축→운영 별 단계 점검을 통한 품질 강화

- 각 단계별 점검 및 테스트 체계 운영을 통한 품질 강화 체계 지원
⚪ 정보화사업 수요예보 조사, 발주 및 계약 현황, 통합 사업 설명회
기획‧운영 등의 정보화 사업 현황 관리 실시
⚪ SW사업 과업내용 심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여부 등 계획수립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 정보화사업 발주‧사업관리 수행 표준 등 정보화 사업 추진 관련
매뉴얼 재‧개정

 교육기관 교육지능정보화 품질 중점 연구소 운영
□ 교육지능정보화 품질 중점 연구소 운영·관리
⚪ 교육기관의 대규모 교육 디지털인프라(SW)의 품질 진단을 위한
전문 연구소 운영
- 학교수업 등에 활용이 높은 SW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개선으로 SW
품질 제고, 원활한 학사운영의 정보화 운영지원
- 138 -

※ 대상은 SW의 특수성, 규모 등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디지털인프라(SW) 품질
진단 협의회” 심의를 거쳐, 진단 대상 시스템과 진단유형 결정

- 본원(KERIS)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간 전략적 업무 협약
(21.08.18)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SW) 종합 품질 점검 체계 마련
분야

KERIS

TTA

전문 진단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사용자
지원, 정보보안 분야

소프트웨어 품질, 구조,
소스코드

- 전문화된 국제표준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 모델*을 적용하여 품질
진단 전문성 확보
* ISO/SEC 14598:소프트웨어 제품 평가 관련 국제 표준, ISO/SEC 25010:소프트웨어
품질 관련 국제 표준

- 품질 진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위원회(학계, 실무전문가 등)를
구성하여 이견사항 조정 및 결과 적절성에 대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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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업무계획

동반성장추진단

20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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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21년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사업 성과
 기관 교육혁신 성과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으로 기관 브랜드 강화
⚪ 다양한 채널과 언론을 통한 전략적 홍보로 기관 브랜드 가치 제고
⚪ 국회 요구자료 적기 대응을 위한 국회 협력관 협의회 확대 운영 및 적극 협업
⚪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과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으로 대외 소통 강화
 0079에듀콜센터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으로 기관 고객만족 제고
⚪ 지능형·미래형 콜센터 운영을 위한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공기관 ARS 운영실태 평가 ‘우수’ 달성
 법무·송무 관리 체계 구축 및 규제혁신을 통한 사회공헌 실현
⚪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법무 지원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 소외계층과 청소년 대상 법률교육 및 자립 지원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 기관 정보화사업 자문으로 쟁점 발생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 경영 체계 구축
⚪ 국제 표준(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취득
으로 기관 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 및 대내·외 신뢰 확보
⚪ 상주 협력업체 포함 전사적인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및 개선 시행
⚪ 직원 참여형 안전보건 소통 채널 구축 및 마일리지제도 도입
 코로나-19 대응 지역상생 및 직원 건강증진을 고려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 지역 전통시장 협력 강화로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활동 사례공모전 장려상 수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힐링 프로그램 등 비대면 복리후생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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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정보공개 및 기록물관리 체제 안정화
⚪ 정보공개와 기록물관리 체제 정착을 위한 전직원 교육 및 매뉴얼 배포
⚪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등급 달성
2. 미흡한 점
□ 코로나-19, 비대면 환경 장기화에 따른 효과적인 대외협력 방안 필요
□ 기관 구성원들을 위한 생활법률 교육 및 상담 등 복지 제공 노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체험형 재난·재해 교육 및 훈련 한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직원 복리후생제도 발굴 필요
시사점
❶【신임 기관장 경영 의지와의 연계】미래 교육을 주도할 기관 주체성과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 2021년도는 온라인 SNS채널을 활용한 비대면·온라인 기관 홍보에 주력
했으나, 신임 원장님 취임과 디지털 교육의 환경 변화에 맞는 사업의
홍보를 위해 다양한 미디어 활용 및 신규 협력 활동 발굴이 필요함
❷【직원 법률 안정망 구축】구성원 밀착 법률 지원 프로세스 마련

◦ 기관 구성원들의 법률복지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생활
법률교육을 강화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초기에
법률상담을 제공하여 구성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❸【안전관리 강화】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안전 보장 기반 마련

◦ 최근 코로나19와 함께 사회 안팎으로 재난 및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관의 안전보건경영체계
강화와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기해야함
❹【복리후생 강화】소통이 강화된 직원들의 복리후생 추가 발굴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제한된 환경 내 맞춤형 재난재해 대응 교육,
모의훈련 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블루로 인한 직원들의 심리적 건강,
환경 적응 등에 초점을 두는 비대면 복리후생 제도의 확대 운영과 추가
발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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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2년 사업추진 방향
사람중심의 디지털 교육혁신 전문기관

비전
핵심
가치

창의융합
(Fusion)

열린포용
(Accompany)

전략
목표

Ⅰ.디지털 교육 환경
선도

Ⅱ.포용적 교육학술
서비스 확산

본부
경영
목표

⚪기관 홍보와 대내외 협력을 통한 기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소통 강화
⚪기관의 법무행정 강화 및 규제혁신을 통한 동반성장 체제 구현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및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 준수

추진
방향

◦New-Brand 기관 이미지 정립을 위한 주요 사업성과의 효과적 홍보 추진
◦효율적·고품질·미래형·안전한 0079에듀콜센터 운영으로 고객 만족 강화
◦기관 대내·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규제 혁신 강화
⚪안전전담조직의 역할 내적 강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기반 마련

부서

혁신선도
(Innovation)

사람존중
(Respect)

Ⅲ.지능형 교육행재정 Ⅳ.지속가능 경영관리
체계 확립
서비스 혁신

실행과제

전략과제

언론‧홍보 및 □ 대국민 기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및 협력체제 혁신
대내외 협력 혁신 ◦New-Brand 이미지 정립을 위한 언론홍보 및 대내외 협력 추진
(대외협력부)
◦다각적ㆍ적극적 미디어 활용을 통한 심도 깊은 커뮤니케이션 강화

추진
과제

0079에듀콜센터 □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한 기관 고객만족센터의 효율적 운영 국민소통･
운영
◦0079에듀콜센터 안정적 운영으로 주요서비스 고객만족 강화 청렴문화
(대외협력부)
확산
◦지능형 기술 활용 미래형 콜센터 구축 및 상담원 근로환경 개선
□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혁신 패러다임 구축
법률지원
서비스“동행” ◦신뢰받는 법무행정 시스템 구현
(규제혁신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
안전보건
경영체제 구축
(안전보건부)

□ 안전보건 바탕의 경영체계 확립 및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안전보건경영 체계 확립 및 건강한 직장문화 환경 조성

안전보건
경영
◦기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기관 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
체계
확립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발굴 운영 및 지역상생 협력 프로그램 확대 운영

⚪디지털 교육혁신 전문기관으로서의 기관 위상 정립 및 대국민 소통 강화
기대
효과

⚪정확하고 전문적인 법무행정으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및 향상에 기여
⚪안전보건경영체계 확립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용으로 안전사고‘ZERO’
목표 달성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공공기관 책무 이행 및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통한 직원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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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1

기관 대내외 홍보 및 협력체제 강화 (대외협력부)

▣ 기관 언론홍보 및 대내·외 정보교류 강화를 통한 기관 New-Brand 이미지 정립
▣ 심도 있는 커뮤니케이션 운영을 통한 대국민의 기관 브랜드 가치 제고

□ New-Brand 이미지 정립을 위한 언론홍보 및 대내외 협력 추진
⚪ 신임 기관장 취임에 따른 대외활동 및 언론홍보를 통한 기관 및
대표사업에 대한 적기 홍보 추진
- 기관장 인터뷰, 특집 기고 등 시의성 있는 기획기사 보도를 통한
기관 및 대표 사업의 적시 홍보
※ 학사 일정별 주요 서비스 소개, 교육 관련 행사·통계자료를 활용한 기사 배포 추진

- 국회 및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등 협업을 통한 신임 기관장 대외활동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비대면 환경의 급박한 변화
등에 대응 가능한 신규 협력기관 및 협력활동 발굴
※ 대내외 협력을 위한 추진 방안의 다변화 및 협력 기관 다각화 등

⚪ 기관 주요 고객 대상 소통하고 공감하는 대내외 활동 추진 확대
- 국회 및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등에 대한 선제적 대외활동 실시
※ 서비스 실무자와 협업을 통한 선제적ㆍ적극적 업무보고 및 사업 안내 실시

-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청렴한 대외소통창구 구축 및 운영
※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 온라인 민원 접수 및 적기 처리

- 홍보물품의 기관-사업부서 관리 이원화를 통한 관리효율 및 홍보 강화
※ 사업 및 서비스 홍보물품과 내원객 전용 홍보물품 이원화로 홍보 강화

⚪ 기관 주요 고객 대상 소통하고 공감하는 대내외 활동 추진
⚪ 외부 협력사 의견 수렴 및 소통을 위한 해피콜 실시
※ 콘텐츠 개발 및 기술용역 사업 계약자 대상 전화설문 실시 및 의견 반영·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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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각적ᆞ적극적 미디어 활용을 통한 다가가는 커뮤니케이션 공고화
⚪ 확산 가능한 매체(언드 미디어(Earned Media): 언론, 보도자료 등)의 적
재적소 활용으로 대국민 신뢰도 및 긍정적 평가 제고 확대
- 기관 서비스 유형(디지털 교육정책, 교육서비스, 대학학술, 교육행재정,
정보보호, 교원 연수, 지역상생 등)에 따른 다각적 언론홍보ㆍ보도자료

발굴ㆍ배포를 통한 디지털 교육혁신 전문기관 이미지 제고
- 주요일정별(학사일정, 서비스 오픈·개편 등) 사업부서와 언론사 공동
대응을 통한 기관 보도자료 배포율 확대 및 위기관리 강화
⚪ 기관 자체 보유 미디어(온드 미디어(Owned Media):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창의적 활용으로 심도있는 대국민 소통 강화 확대
- 기관 공식 SNS채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연동 및 페이스북
인사이트*를 활용한 효율적 운영과 톤앤매너 유지
* (페이스북 인사이트)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디지털마케팅 성과분석 툴

- 기관 아이덴티티*를 강화하여 매체별 성격에 맞는 이모티콘 개발,
통화 연결음 적용 등 맞춤형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기관을 상징하는 다양한 인포그래픽 활용(케듀, 건물, 서비스별 캐릭터 등)
* 내부 인트라넷 시범 적용 후 서비스별 이모티콘 확대 적용 검토

- 기관 인지도 확대 및 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흥미 요소를
가미한 숏폼 영상 콘텐츠 제작 시범 운영
※ 기관 소개 및 학사 일정별 주요 서비스 소개, 주요 시기별 기관장 인사말 등

- SNS 채널별 신규 팔로우 유입 및 지속적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기획 이벤트 실시로 대국민 참여 기회 확대
- 고객 소통 중심의 안정적 기관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추진
※ 정기적 홈페이지 기능개선 수요조사 실시 및 반영, 철저한 보안관리 운영 등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홈페이지 개선 및 서비스 구조개편, 콘텐츠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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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고객만족센터 안정적 운영 (대외협력부)

▣ 0079에듀콜센터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으로 상담품질 및 생산성 강화
▣ 지능형 정보기술을 통한 미래형 콜센터 구축 및 상담사 근로환경 개선

□ 0079에듀콜센터 안정적 운영을 통한 주요서비스 고객지원 강화
⚪ 교육재정, 교육서비스, 유치원ㆍ공시 등 주요 서비스 상담 안정화
- 주기적인 상담데이터 분석, 상담사 배치 계획 수립, 콜 불균형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개선을 통한 효율적 운영 지원
- 상담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업무공백 최소화 및 상담 집중
시기 비상운영 체제 구축
◦ 철저한 상담원 교육 및 정기적인 평가(QA)를 통한 상담 품질 강화
- 0079에듀콜센터 표준 품질 관리를 위한 SLA 지표 선정 및 관리
- 표준화된 평가지표를 활용한 정기적 품질평가 실시 및 KERIS
사업담당자의 합동 평가와 현장토론을 통한 품질개선 활동 강화
□ 미래형 상담센터 단계적 구축 및 상담사 근로환경 개선
◦ 지능형 VOC,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대화형 상담추천 기반 마련 확대
- 체계적인 상담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식관리시스템(KMS)의 확대
적용과 상담 추천서비스 연계 구축
- 단순 반복 업무 지원을 위한 RPA(Rovotic Process Automation) 구축
◦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사무 가이드라인 철저 준수로 상담원 임금
지급, 근로 안정성 확인, 노사협의회 운영 등 근로 환경 개선
◦ 코로나19 고위험직군인 콜센터 환경 개선을 위한 철저한 방역수
칙 준수, 지자체 수시 점검 대응, 상담사 방역용품 지원 수행
◦ 중대재해처벌법 등 콜센터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상담사
마음센터 운영, 법률서비스 지원 및 산업안전보건 체제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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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혁신 패러다임 구축 (규제혁신부)

▣ 신뢰받는 법무 행정 체제 구축
▣ 주요 국가정책과 연계한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규정관리

□ 신뢰받는 법무행정 시스템 구현
⚪ 대국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법무·송무 관리체계 구축
- 주요 경영 사안 및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 자문 제공
⚪ 내부 직원 대상 업무관련 및 생활법률 교육 연 2회 실시 및 법적
분쟁 발생 시 자문 제공 신규
- 빈번히 발생하는 실제 사례 공유 후 강의내용 서면배포 예정
⚪ 갑질 및 성희롱 관련 법률자문 제공 및 법정 온라인 의무교육 이
외에 추가 교육 필요시 외부강사 또는 자체 법교육 진행
⚪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교육 서비스 운영
□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
⚪ KERIS 규제혁신 추진 계획 수립 및 규제 개선 활동 강화
-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및 기관 운영 내실화에 기여
⚪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기관 규정관리심의위원회 및 규제입증위원회 운영 강화
- 선제적 현황 분석 및 전문적 컨설팅을 통한 규정의 최신성 제고
기존
프로세스

보완
프로세스

수요 조사

규정
현황조사

부패영향평가

수요
조사

규정관리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법리적 컨설팅
제공*

부패
영향평가

제ᆞ개정 현행화

규정관리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제ᆞ개정
현행화

** 입안부서의 규정 제·개정안 작성 시 법리적 컨설팅 제공 및 최종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
- 규정관리심의위원회 대면 의결 확대를 통한 활발한 의사소통과
의견수렴으로 수정 의결 확대
-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과 규정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대면결의를
원칙으로 진행 예정
- 149 -

4

안전보건경영체계 확립 및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안전보건부)

▣ 안전보건경영 체계 확립 및 건강한 직장문화 환경 조성
▣ 기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기관 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
▣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발굴 운영 및 지역상생 협력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안전보건경영 체계 확립 및 건강한 직장문화 환경 조성
⚪ 전사적 중대재해사고 방지를 위한 점진적 관리체계 도입 신규
-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사업장 안전보건 이행
실태 점검 및 대응계획 수립
- 하향식 중대재해예방 체계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하향식 중대재해예방 체계 도입 3개년 계획
2022

2023

2024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립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대·강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고도화

• 협력사 안전보건 이행실태
• 모든 도급 사업으로의
• 협력사로의 안전보건 이
▶
▶
행실태점검체계 확대
점검 체계 수립
확대 적용 추진
• 고위험 도급 계약에 대한
우선도입 및 특이사항
점검ᆞ개선

• 사업유형별 특이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개선

• KERIS‣도급사‣하도급사
구조의 하향식 중대재해
이행점검 체계 완성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체계 표준문서(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內 취약 분야 점검 및 제·개정 추진
※ 도급사업 안전관리, 작업 전 안전점검 강화, 사고 발생시 대응 절차 체계화 등

⚪ 재난ㆍ재해ㆍ질병ㆍ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청사 및 시설 보수 현황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추진
※ 노후설비 및 안전 소모품 등의 평균 교체 주기, 월별 고장빈도, 사용량 등

- 사무실 쓰레기 분리배출 수거 강화를 통한 임직원 질병 예방
※ 쓰레기 배출 공간별도 마련 및 음식물 쓰레기 등 악취ㆍ병원체 유발원인 최소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안전보건경영체계 운영 확대
-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대 운영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이행 체계화
- 작업공간 內 위험요소 위험성평가 체계화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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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기관 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
⚪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신규
- 기록관리 현황 진단 및 기록물 분류체계 마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근거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시스템 구축

-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중장기 계획 수립
※ 기록물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최적의 시스템 구축안 도출
※ 국가기록원 표준 및 직원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구성
<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계획 >
2022
ISP 수행

2023
시스템 구축 추진

o ISP 수행 및 결과 안내
o 구축 기본계획 수립
o 구축 예산 신청·확보

o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o 기록물 이관 및 검증
o 구축 완료 및 안정화

2024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o 사용자 교육 실시
o 열람/검색 등 서비스 제공
o 시스템 유지보수

⚪ 대국민 알권리 증진을 위한 정보공개율 관리
- 원문 및 정보목록 공개율에 대한 매월 모니터링 실시
- 기관 업무 특성이 반영된‘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한 세부기준’마련
- 공개재분류 권장을 위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연도별 공개율 변화 추이>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목표

원문공개율

99.5%

99.5%

99% 유지

정보목록공개율

69.6%

78.3%

80% 이상

공개율

□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발굴 및 지역상생 협력 프로그램 확대
⚪ 코로나19로 축소된 복리후생 제도 보완 및 프로그램 발굴 확대
- 상황 변화에 따른 유동적 운영으로 복리후생 제도 기준 마련
※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직원 체감형 복리후생 제도 발굴

- 자차 이용 확대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규 옥외주차장 운영
※ 대구시 동구청 협업을 통한 안전시설물 확보(도로안내표식, CCTV확보, 진입방지물 설치 등)

⚪ 지역상생형 복리후생 제도 지속 운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전통시장, 지역농산물 등 적극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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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업무계획

청렴감사실

20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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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21년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사업 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한 내부견제 기반 강화
기관 설립(’99.4월) 이래 최초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A등급(최우수) 달성

⚪ 내실 있는 자체감사활동을 통한 내부견제 실효성 확보

※ 자체감사 7회(21건 조치) : 징계 1건(1명), 시정 2건(66만원), 주의 7건(14명), 개선 5건, 통보 6건
※ 복무점검 9회(10건 조치) : 현지조치 10건

⚪ 일상감사를 통한 문제발생 사전 예방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 200만원(통제성경비 50만원) 이상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2,698건 실시(감사담당 1인당 661건)
※ 적극행정 면책처리(K-에듀파인 유지관리 사업 부적정, 감사원 감사 : 징계 → 기관주의 감경)
※ 적극행정 모범사례 발굴을 통한 감사원장 표창(정보취약계층 논문 음성변환 방식 개선)

⚪ 교육부, 감사원 등 대외감사 및 감독 효율적 대응

※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 1회(14건 조치) : 징계 1건(2명), 주의 5건(기관), 통보 7건, 현지조치 1건
※ 교육부 감사 2회(5건 조치) : 경고 2건(4명), 주의 2건(10명), 통보 1건

⚪ 감사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로 감사 종합만족도(’20년 : 95.8점 → ’21년 : 96.8점) 제고

※ 감사교육 74.3시간/명(감사원기준 40시간↑), 내부감사사 자격취득(1명), 감사지적 100% 이행 관리 등
 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우수) 달성

※ 청렴도 : (’20년) 5등급 → (’21년) 2등급, 부패방지 시책평가 : 4년 연속 2등급

⚪ 재량적 예산집행 점검 강화를 통한 내부청렴도(3 → 2등급) 향상

※ 업무추진비 정당 사용 점검활동 정례화(매월),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사례 점검 등

⚪ 익명신고채널 신설 및 청렴의지 전파*로 외부청렴도(5 → 3등급) 향상

* 청렴 3大 실천약속 : ①금품・편의수수 NO, ②협력사 과도한 요구 NO, ③부적절한 예산집행 NO

⚪ 갑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반기별 갑질 실태 조사 및 결과 공유
⚪ 규정 제․개정 시 부패유발요인 제거(부패영향평가 7회 → 개선요구․반영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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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시민감사관, 청렴실천추진단, 청렴지원단 등 청렴협의체 운영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및 교류활동(6회), 청렴실천추진단 회의(3회), 본부별 청렴실천과제 추진 등

⚪ 청렴도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 추진(전직원 99% 이수)

※ 전직원 대상 반부패 법령(공공재정환수제도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등 실시(총 8회)

⚪ 청렴문화 조성 및 내재화를 위한 홍보 자료 개발・배포(7회)
소통 바이블

설문 결과

3대 실천약속

카드뉴스(K-UP)

청렴 이벤트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클러스터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활동 추진

※ 안정적인 청렴업무 협력 인프라 조성(회의, 교류활동), 공동 과제 발굴 및 추진 등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및 제도 개선 추진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핵심 10개 조항 특별 점검 등 이해충돌방지 기반 조성

⚪ 이해충돌방지 담당관(행동강령책임관) 지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이해충돌 예방・관리 10개 행위 기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핵심 10개 조항 자체 특별점검 및 제도 개선

※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겸직・외부강의등 활동 신고 서식 개선(업무포털)
※ 공공기관 물품 사적 사용・수익 금지 : 공용차량 사용 예외 근거 규정 마련(개정 중)

⚪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전직원 대상 교육 및 홍보

※ 권익위 교육 이수(341명, 98.6%), 청렴실천추진단 집합교육, 카드뉴스 발행・배포 등

⚪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대상 이해충돌방지 실무협의회 구성

※ 기관별 이슈사항 토의, 사적 이해관계 성립에 따른 신고・후속조치 매뉴얼 공동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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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흡한 점
 갑질에 대한 인식 미흡 및 부당한 업무처리 경험 지속 발생
⚪ 매년 갑질 신고 발생* 및 갑질 경험 응답** 비율 증가 등 갑질
근절을 위한 개선 활동 강화 필요

* 갑질 신고 : ’21년 2건(1건 징계처분, 1건 갑질 미해당), ’22년 1건(분리조치)
** 갑질 경험 : ’21년 상반기 24.2% → ’21년 하반기 26.8% (2.6%p↑)
⚪ 익명신고채널 신설 및 재량적 예산집행 점검 강화를 통해 청렴도
조사 결과 3개 등급 상승하였으나, 대내외 부패경험 응답은 지속 발생

※ (종합청렴도 ’20년: 5등급 → ’21년: 2등급) 3개 등급 상승
(외부청렴도 ’20년: 5등급 → ’21년: 3등급)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 경험 응답
(내부청렴도 ’20년: 3등급 → ’21년: 2등급)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응답
 청렴도 및 반부패에 대한 인식 개선 부족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청렴도 및 시책평가) 최고
등급 달성을 위한 직원 인식 개선 활동 강화 필요

※ ’21년 청렴도 측정 및 반부패 시책평가 : 각 2등급
※ ’22년부터 청렴도 측정 및 반부패 시책평가가 통합 평가 체제로 추진될 예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한 직원의 이해 불충분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에 대비한 사전 예방 활동 및 내부
통제 강화 필요

< 시사점 >
 불공정 관행과 예산 위법・부당 집행 사례 집중 점검 등을 통해 공정
문화 조성 및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필요
 청렴도 제고 및 구성원 인식 개선을 위한 체감형 정책 추진 필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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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2년 사업추진 방향
사람중심의 디지털 교육혁신 전문기관

비전
핵심
가치

창의융합
(Fusion)

전략
목표

Ⅰ.디지털 교육
환경 선도

본부
경영
목표

추진
방향

Ⅱ.포용적 교육학술
서비스 확산

혁신선도
(Innovation)

사람존중
(Respect)

Ⅲ.지능형 교육행재정
서비스 혁신

Ⅳ.지속가능 경영관리
체계 확립

◦내실있는 감사활동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와 청렴도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달성

⚪실효적 내부 견제 시스템 운영을 통한 부패위험 요인 사전 차단
⚪체감형 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청렴 공감대 형성 및 청렴문화 내재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

부서
추진
과제

열린포용
(Accompany)

청렴
감사실

실행과제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중점으로 한 자체감사활동 추진
 청렴노력도 향상을 위한 체감형 청렴정책 추진
 이해충돌방지 제도 정착을 위한 내재화 활동 추진

전략과제

반부패
청렴체제
운영 강화

◦ 내․외부 고객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ZERO 달성
기대
효과

◦ 청렴한 생활 내재화를 통해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 및 청렴도 제고
◦ 이해충돌 방지를 통한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 공정성 및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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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과제명

반부패 청렴 체제 운영 강화

▣ 추진목표
◦내실있는 감사활동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감사원)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와 (권익위)종합청렴도 평가 최우수 기관 달성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중점으로 한 자체감사활동 추진
◦ 갑질 없는 KERIS 구현을 위한 불공정 관행 등 갑질실태 점검 강화
◦ 통제성 경비에 대한 점검 활동 정례화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 개선
◦ 주기적・정례적인 기관 종합감사를 실시, 책임 있는 기관운영 유도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취약시기별* 복무관리 점검 실시
* 설명절(1∼2월), 선거(2∼3월・5월), 휴가(7∼8월), 추석명절(9월), 연말연시(12월∼차년도 1월)

◦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 접수방법,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내부 신고제도 운영 지침 마련
◦ 신입직원 대상 통제성 경비 등 일상감사 주요 경비 집행 편람 교육 실시
및 원격지 근무부서 찾아가는 질의응답 방식의 소통형 감사교육 등 실시
◦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에서의 적극행정 면책 확대 및 적극행정 모범
사례 발굴・포상을 통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A등급(최우수) 달성을 위한 감사
인프라, 감사 활동, 감사 성과 및 사후 관리 노력 강화
 청렴노력도 향상을 위한 체감형 청렴정책 추진
◦ 청렴 실천 운동을 통한 실질적인 인식 개선 및 생활 속 행동 변화 유도
※ ’22년도 청렴실천약속 발굴 및 행동규범 생활화 : 위법/부당 예산 집행 근절 등
※ (외부)협력사에게 과도한 요구 및 (내부)부당한 업무지시・예산 낭비 사례 조사 ⇒
부당 행위에 대한 정도와 내용 구체화를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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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문화 조성 및 구성원 역량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강화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비대면 청렴교육 추진으로 청렴교육 이수 강화
※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등을 제작·활용한 청렴교육 추진

◦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중점으로 한 청렴문화 조성 활동 추진
※ 공감·참여·소통 이벤트 등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 및 체감형 정책 추진

◦ 갑질 근절을 위한 상호 존중 문화 조성
※ 갑질 개념ㆍ사례 공유, 상호존중 문화 정착 이벤트, 상호존중의 날(매월 11일) 운영

◦ 협력사와 갑질 근절 및 상생 협력 문화 조성
※ 갑질․과도한 요구 금지 위한 교육 및 공정 계약을 위한 확인 강화

◦ 내․외부 고객과의 소통 채널 확대 및 접근성 개선
※ 고충상담 및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상담 채널 운영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및 자율적 개선과제 발굴·추진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적극이행 및 실적 점검·관리
※ 기관 실정에 맞는 자율적 개선·점검 과제 발굴·추진 및 성과관리

◦ 우수기관 간 협력을 통한 벤치마킹 등으로 신규 시책 발굴·추진
※ 청렴클러스터 기관 등 유관기관 간 사례공유·도입 및 신규 시책 기획, 협업

◦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최우수) 달성을 위한 인식
개선, 청렴문화 조성 활동 다양화
※ 청렴도 및 시책평가 통합에 따라 실효적인 청렴정책 추진 체계 마련

 이해충돌방지 제도 정착을 위한 내재화 활동 추진
◦ 이해충돌방지 제도 관련 안내 및 신고 기반 정비
※ (홈페이지) 이해충돌방지법․신고방법 안내, (안심신고센터) 이해충돌방지 신고채널 추가

◦ 이해충돌방지법 및 임직원행동강령 관련 사규 개선·정비
※ 법령에 근거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규정 제정 및 행동강령 재정비 추진

◦ 이해충돌방지법 및 임직원행동강령 교육․홍보 활동 다양화
※ (기관)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교육, 홍보·교육자료 개발·공유, 이벤트 실시
(본부) 각 본부별 자체 교육 및 활동 추진 활성화

◦ 이해충돌방지 관련 리스크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
※ (1차)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등 5개 항목
(2차)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5개 항목

◦ 임직원행동강령 이행 실태(외부강의등 신고현황) 점검 실시
※ 반기별 외부강의등 신고현황(미신고, 지연신고, 사례금 초과수수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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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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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업무계획

종합교육연수원

20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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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21년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사업 성과
 종합교육연수원 연수운영체계 구축·운영 및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개최
◦ 종합교육연수원 연수 품질관리 제고 및 연수체계 고도화
※ ’21년 KERIS 종합교육연수원 주관 총 1,821개 연수 운영 및 총 11,860명 이수증 발급

◦ 종합교육연수원 운영평가를 위한 성과 점검·분석 및 평가 대응
※ 종합교육연수원 2021년 운영평가(3년 주기) 결과 5등급(A∼E) 중 “B등급” 획득

◦ ‘21년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기획·운영 및 시상
※ 3개분과(디지털학습, 교육용SW·AI, 학교경영) 총 57편 입상(교육부총리표창, KERIS원장표창)

“지식샘터”플랫폼 운영을 통한 교원 에듀테크 역량 강화
◦ 현장 교원이 참여한 다양한 에듀테크 강좌 운영으로 현장에 필요한 강좌 적시 제공
※ 강좌수 : 1,720개, 수강생수 : 12,841명 (월평균 강좌 및 수강생 수 전년대비 140% 증가)

◦ 지식샘터 시스템 고도화 및 신규 서비스 운영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신규 강좌 운영 확대
※ UI/UX 개편, 강좌 운영·관리 기능 개선 및 신규 편의 기능(문자자동발송, 수강생 관리) 적용
※ 교사연구회, 기관특별강좌, 디지털랩 등 지식공유 확대를 위한 신규 서비스 오픈

◦ 유관사업 연계 강좌 및 이벤트 추진으로 기관 서비스 홍보 및 교사 참여 유도
※ 공공학습관리시스템, 교육정보화연구대회 특강, 지식샘터 특별연수 오후의 T-타임(부총리 참석) 개최 등

 국가교육정책분야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보급 및 교원 직무 역량 제고
◦ 국가교육정책분야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보급으로 교원의 국가 교육
정책의 이해도 제고 및 현장 안착 지원
※ ’20년 21종(276차시) 개발 → ’21년 31종(304차시) 신규 개발 및 내용 현행화 9종 보급

◦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이슈리포트 발간(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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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맞춤형 저작권 교육 활성화 및 현안 적시 지원
◦ ‘교육저작권 전문가 양성’ 체제 구축으로 지역단위 저작권 강사 배출 및
저작권 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 교육기관의 저작권 강사 부족 고충 해소
※ 기초-중급-고급과정 개설 및 운영, 전문가 1기(28명) 배출 및 교육저작권 자문단 위촉

◦ 저작권법 개정 정책 지원으로 교육기관의 보상금 분담 의무화 억제
※ 문체부(2021), 보상금 의무화 개정 추진 → 교육부, 해외 사례를 통해 개정안 수정 요구

◦ 교육기관의 폰트 현안 적극 지원으로 폰트 저작권 분쟁 예방 일조
‘폰트 점검 프로그램’ 개발‧보급
(유료폰트 파일 및 문서 점검 기능 제공)

저작권 법률상담 및 분쟁 대응 안내
(전체 상담의 37%가 폰트 분쟁 상담)

“폰트 분쟁이 가장 많았던 폰트회사 ‘윤디자인’이 분쟁 중단 선언”
(유료폰트 분쟁 감소)

 SW교육 활성화 및 AI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학교중심 SW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담당교원 역량 강화
※ 교원 연수프로그램 및 교재 개편·보급(2종), 주제별 클립 영상 자료 개발·보급(6종)

◦ 초·중·고 AI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원 전문역량 강화 지원
※ 교원 연수프로그램 및 교재(2종), 강의영상 개발·보급(하계 236명, 동계 273명 교원 이수)
※ ‘인공지능 기초’ 과목 교과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연수콘텐츠 개발(1종, 15차시)

2. 미흡한 점
□ 교육저작권지원센터 현장 대응력 부족으로 인한 상담 업무 애로 발생
⚪ 비대면 수업 등 학교 현장의 저작물 이용 고충 및 저작권법 개정 현안
대비, 교육저작권지원센터 현장 대응력 및 인지도 부족
→ 교육 현장의 저작권 불안 해소 지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구축(저작권 교육 강화 및 학교 안심폰트 도입)
등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지원 요구 증대
<시사점>
▣ 대면·비대면 교육환경에서의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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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2년 사업추진 방향
사람중심의 디지털 교육혁신 전문기관

비전
핵심
가치

창의융합
(Fusion)

열린포용
(Accompany)

전략
목표

Ⅰ.디지털 교육 환경
선도

Ⅱ.포용적 교육학술
서비스 확산

본부
경영
목표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육 혁신 및 교원 에듀테크 활용역량 강화
⚪자유로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수업환경 조성

추진
방향

⚪교원의 미래교육 수업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 기회 제공
⚪참여 대상 확대 및 유관 사업․기관 연계 강화를 통한 에듀테크 연수체제 활성화
⚪교사 및 학생 대상의 저작권 교육 확대 및 교육저작권지원센터 기능 강화
부서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체제
운영
(연수기획부)

혁신선도
(Innovation)

사람존중
(Respect)

Ⅲ.지능형 교육행재정 Ⅳ.지속가능 경영관리
체계 확립
서비스 혁신

실행과제
전략과제
□ 종합교육연수원 운영 및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운영·관리
⚪ 종합교육연수원 운영체제 정비 및 안정적 운영을 통한 내실화
⚪ ICT 활용 수업 개선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연구대회 운영

□ 쌍방향 온라인 지식 공유 서비스 ‘지식샘터’ 확대 및 활성화
⚪ 지식샘터 강좌 개설 및 운영 확대
⚪ 지식샘터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질관리를 통한 내실화
⚪ 지식샘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이벤트 강화

□ 국가교육정책분야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국가교육정책분야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확대
◦ 기개발 원격연수 콘텐츠 최신성 유지를 위한 내용 현행화

추진

□ 학교 맞춤형 저작권 교육 활성화 및 현안 지원

과제
교원
에듀테크
활용 및
저작권 역량
강화
(역량개발부)

⚪
⚪
⚪
⚪

학교 교육을 위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운영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법‧제도 연구 및 정책 지원
저작권 전문가 양성 및 저작물 활용 교육 확대
교육기관 저작권 현안 지원 및 콘텐츠 개발·보급

1.4교원
과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

□ SW교육 활성화 및 AI교육 기반 마련 교원 역량 강화
⚪ SW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담당교원 역량 강화
⚪ 초·중·고 AI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초·중등 교원 및 대학도서관 전문인력 교육역량 강화
◦ 초중등 교원 에듀테크 활용 역량강화 과정 개발 및 보급
⚪ 대학도서관 전문인력 역량강화 과정 개발 및 운영

기대
효과

⚪디지털 교수․학습 역량 강화 연수, 교육정보화 우수 성과의 공유 ‧ 확산을 통해
교육 현장의 미래 교육 역량 강화 지원
⚪① 학교 현장의 상담 및 분쟁 지원, ② 법제도 연구 및 정책 지원, ③ 저작물 활용
교육 강화 등 현장 밀착형 단계별 지원으로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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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1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체제 운영 (연수기획부)

▣ 정기 평가결과 분석‧점검을 통한 종합교육연수원 운영 개선 및 역할 재정립
▣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참여 활성화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 지식샘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교원의 에듀테크 활용 및 원격수업 역량 강화
▣ 국가교육정책분야 교원 연수 콘텐츠 보급을 통한 교육정책의 현장 안착 지원

 종합교육연수원 운영 및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운영·관리
□ 종합교육연수원 운영체제 정비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실화
⚪ KERIS 연수 품질 관리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연수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연수 정보 제공 및 이수자 정보관리 강화를 위한 웹서비스 운영
⚪ 연수 이수자의 지속적 역량 강화 활동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ㆍ운영
※ 현장 적용 사례 공유, 세미나, 이수자 참여 이벤트 등 실시

⚪ 종합교육연수원 운영 현황 점검 및 연수 운영 개선 방안 도출
- 2021년 종합교육연수원 운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수원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개선사항 도출
□ ICT 활용 수업 개선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운영
⚪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지역 예선 지원 및 본선 운영·관리
※ 공정성과 정확성 강화를 위한 3단계 심사(사전, 서류, 발표) 운영

⚪ 교육정보화연구대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 제도 개선 방향 수립
- 시도 예선대회 및 전국 본선대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 분과별 특성 및 참여 현황 분석,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방향 수립

⚪ 우수 사례의 현장 확산을 위한 입상작 영상 개발 및 배포
※ 에듀넷ㆍ티-클리어,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배포
※ 지식샘터 강좌 개설ㆍ운영 연계를 통한 학교 현장의 수업 노하우 확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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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향 온라인 지식 공유 서비스‘지식샘터’확대 및 활성화
□ 지식샘터 강좌 개설 및 운영 확대
⚪ 교원의 에듀테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샘터 강좌 개설 및 운영
강좌신청
(지식샘*)
수강신청
(학습자)

➡
➡

강좌 개설
(매칭)

➡

실시간 쌍방향
원격 강의
(지식공유)

➡

피드백
(질의응답)

* 지식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른 교사에게 나누어 주는 교원(자율신청)

※ “지식샘터” : 교원간 자율적 지식공유 생태계 구축을 통한 새로운 원격연수 플랫폼
※ 주제영역 : 온라인플랫폼, 교과별콘텐츠, 저작도구, 화상수업, AI(SW)교육, 수업저작권

- 교사연구회, 시․도교육청, 에듀테크 기업 참여 강좌 개설 및 운영
※ 교사연구회, 에듀테크 기업은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 후 강좌 개설 예정

⚪ 지식샘터 강좌 다양성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신규 서비스 발굴
※ 학교 단위 강좌, 예비교원 대상 강좌, 유관 사업과 연계한 강좌 등 개설․운영

ㅇ 지식샘터 서비스 확장 및 지속적인 수강생 유입을 위해 보다 다양한

주제 분야 및 서비스 수혜자 요구 중심으로 강좌 개설 확대
※ 학교단위 및 개인을 대상으로 희망 개설 강좌 접수, 지식샘과의 매칭을 통한
강좌개설 유도 및 방학기간 특강개설·운영 확대를 통해 수요자의 Needs 충족

□ 지식샘터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질관리를 통한 내실화
⚪ 지식샘터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요 기능 점검 및 개선
※ 강좌 신청 데이터 검증 및 모니터링, 주요 기능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통한
강좌 운영․관리의 편의성 제고 등

⚪ 강좌 질관리 및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한 교사지원단 구성‧운영
- 지원단 및 연수운영위원회의 2단계 품질관리를 통한 강좌 질 제고
※ 시․도 추천을 통해 에듀테크 역량이 뛰어난 교사 중심으로 구성(20명)

- 신규 지식샘의 안정적 강의 운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지식샘터 서비스 평가 및 수요자 의견 수렴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 이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FGI 포함) 결과 분석 → 서비스 개선 사항 도출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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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샘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이벤트 강화
⚪ 지식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동․하계 연수프로그램 운영
※ 우수 지식샘 대상 에듀테크 분야 전문 강사를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식샘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이벤트 운영
- 교원의 강좌 수강 및 이수율 제고를 위한 테마별 이벤트 운영
- 지식샘터 사용자 매뉴얼 점검․개선 및 홍보물(카드뉴스 등) 제작․배포
□ 2022년 지식샘터 신규서비스 발굴 및 서비스 확대
⚪ 신규 지식샘 및 강좌 발굴을 위한 학교단위 지식 공유 활동 지원
⚪ 미래의 지식샘이 될 예비교원 참여 기회 제공 및 현장 컨설팅
※ 교·사대와의 협력을 통해 지식샘터 설명회 및 참여 이벤트 등 홍보 실시

⚪ 참여교원 대상 희망강좌 공모를 통한 맞춤강좌 설계·운영 및 ICT
전문가와 함께하는 지심샘 성장프로그램 확대

 국가교육정책분야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 국가교육정책분야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확대
◦ 국가교육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한 원격교육 연수 콘텐츠 개발
- ’22년도 국가교육정책분야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20종)
※ 개발 단계별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 위촉으로 콘텐츠의 질 제고

- ’21년도 국가교육정책분야 원격콘텐츠 개발 완료·보급(31종,
304차시) 및 중앙교육연수원 탑재
□ 기개발 원격연수 콘텐츠 최신성 유지를 위한 내용 현행화
⚪ 교육법령 및 정책변경에 따른 기운영 콘텐츠 내용 현행화
- 정책변경에 따른 관련 지침 및 적용 최신 사례 반영(6종)
※ 내용 변경의 신속한 동기화로 지속적인 콘텐츠 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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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 에듀테크 활용 및 저작권 역량강화(역량개발부)

▣ 미래 교육환경 디지털 교육전환 선도 및 대면·비대면 수업역량 제고를
위한 교원 에듀테크 활용역량 강화
▣ 자유롭게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수업환경 조성 및 교육저작권
지원센터 역할 강화

 학교 맞춤형 저작권 교육 활성화 및 현안 지원
□ 학교 교육을 위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운영
≪ 교육부,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대응 절차 ≫
1단계
(사안발생)

2단계
(사안검토)

3단계
(대응지원)

4단계
(사안종결)

저작권 분쟁 사
사안 검토 및
대응방향 마련 및 컨설팅
조치 결과 통보
➡
➡
➡
안발생 신고
지원요청
(필요시) 조정신청 또는 법률 대응

교원

시도교육청

교육저작권 지원센터
(KERIS)

교육저작권 지원센터
(KERIS)

⚪ (센터 운영) 교육기관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저작권 분쟁
예방 등을 위해 ‘교육기관 전담 저작권 지원센터’ 운영
※ (교육부) 교육기관 저작권 현안 지원을 위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KERIS)’ 지정(`17.9)
※ (시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 및 공동대응 TF(’19.5∼12.) →사업 착수(’20.8.)

◦ (맞춤형 상담 및 저작권 분쟁 지원)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정책, 가이드

라인 안내 등 교육기관 맞춤형 저작권 상담 및 분쟁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법률 컨설팅 지원) 교육 분야 저작권 컨설팅 자문단*을 구성하여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교원) 대상 온･오프 컨설팅 지원
* 전담로펌 변호사, 법률･교육 전문가, 교육 저작권 전문가 양성과정 이수자로 구성

◦ (홍보 강화) 교육저작권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온라인 홍보 강화
※ 온라인 상담체제 구축 및 가이드라인 등 도움자료 개발·보급, 보도자료 등 교육저작권지원센터 홍보강화

□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법‧제도 연구 및 정책 지원
◦ (법제도 개정)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법‧제도 개정 정책 지원
※ 교육기관 대상 저작물 이용 실태 조사 및 국내외 저작권법· 제도 사례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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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자료 개발･보급) 저작권법･지침 개정 등에 따른 저작물 이용

안내서 등을 개발･보급하여 학교 현장의 저작물 이용 혼란 최소화
※ 수업목적 및 지원 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제작 (학교급 및 용도별 사례집 제작)

◦ (사업 공조)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 관련 기관과의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의체 운영 및 사업 공조
※ 교육부, 교육청, 문체부, 저작권단체, 폰트협회 등 분야별 협의체 운영 및 협력

□ 저작권 전문가 양성 및 저작물 활용 교육 확대
◦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교육기관 전담 저작권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및 저작권 자문단 활동 지원
※ ‘기초–중급-고급’ 단계별 심화교육 → 자문단 위촉 → 지역별 전문가 활동 지원

◦ (시도로 찾아가는 연수) 교육기관 저작권 현안 공유 및 저작권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별 찾아가는 연수과정 개발 및 운영
※ (대상) 희망 교육청 소속 정보교사 또는 학교관리자, (내용) 저작권 표준연수안(3종) 개발·보급

◦ (교원 역량강화) 교육기관의 안전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역량강화 연수과정 개발 및 운영
※ (대상) 초중등 교원, 학교관리자, 교육전문직, (내용) 각 14차시(실시간 온라인 운영)

◦ (교육청 워크숍) 시‧도교육청 저작권 업무 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

및 현안 공유를 위한 저작권 담당자 워크숍 실시
□ 교육기관 저작권 현안 지원 및 콘텐츠 개발·보급
◦ (안심폰트 도입) ‘폰트 점검 프로그램(21.5월 보급)’의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고도화 및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학교 안심폰트’ 서비스 제공
※ 교육기관 안심폰트 실태조사 및 폰트 기업 대상 안심포트 공모를 통한 수집·확보

◦ (교수학습자료 개발) 초중등 학교급별 저작권 수업을 위한 수업모형

설계, 수업지도안 및 학습자료 개발·보급
- 교사의 저작권 수업지도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학생의 올바른 저작물
활용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 저작권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활동지 및 학습자료 개발·보급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교실’, ‘저작권 체험교실’ 사업과 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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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교육 활성화 및 AI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SW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담당교원 역량 강화
⚪ 중학교 ‘정보’ 교과 과정 중심 평가 역량 강화 연수 과정 개발 및 운영
- (개발) 중학교 ‘정보’ 교과 내용 체계를 기반으로 영역별 평가 전략 및
사례 등 과정 중심 평가 역량 강화 내용 중심 구성(15차시)
※ `21년 하계 연수과정(정보 교과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과 연계하여 개발

- (운영) 실시간 쌍방향 화상 방식의 소그룹 활동, 다양한 사례 체험
중심의 온라인 기반 실습 및 토의·토론 중심 운영
※ (대상) 시도교육청 추천 교원 60명, (기간) `22. 1 동계(총 15차시)

□ 초·중·고 AI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초·중등 교원의 AI기본 역량 강화 연수 과정 개발 및 운영
- (구성) AI 개념 이해 중심의 기초 소양 및 교육적 활용방법 및 사례
구분
기초 소양 
(5차시)

주요내용

비고

인공지능과 사회변화,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 및 이해, 인공
지능 이해하기

공통과정
(초중등)

교육적 활용  인공지능 개념과 원리를 익힐 수 있는 사례 및 체험
방법·사례  인공지능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다양한 교육적 적용 사례
(10차시) ※ AI인재 양성 핵심역량(컴퓨팅 사고력, 데이터 리터러시 등)을 고려하여 구성

학교급별
(초등/중등
구분)

- (운영) 연수생들의 특성(교직경력, 담당교과, AI 선도학교 운영,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기반 분반 및 모둠 구성 운영
※ (대상) 시도교육청 추천 교원 280여명(초등 158명, 중등 122명), (기간) `22. 1 동계

⚪ 고등학교 ‘인공지능 기초’ 교수·학습 역량 강화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보급
- (개발) 인공지능 기초 과목 ‘수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교육과정 및 내용 요소 이해, 내용체계 영역별 수업 전략
등 교수·학습지도 방법에 중점(1종, 15차시, 차시별 25분±5분)
- (보급) 개발된 콘텐츠는 중앙교육연수원 통합교육연수시스템에 탑재
예정(‘22년 상반기), 탑재 후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연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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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 교원 및 대학도서관 전문인력 교육역량 강화
□ 초중등 교원 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 과정 개발 및 보급
◦ (개발) 교원의 에듀테크(저작권) 활용 역량 강화 연수 과정 개발

신규

- 원격수업에서의 다양한 저작물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저작권 연수
과정 설계 (3종, 각 5차시)
< 연수과정 기획·개발 단계 >
관련 문헌 및 기존
현장 교원 의견수렴,
➡ 개발방향 수립
연수과정 분석
3월
4월

전문가 협의회
➡ 내용 구성(안) 개발
5월∼6월

연수 프로그램
➡ 구성(차시, 주제)
7월∼8월

◦ (보급) 연수과정의 현장 적합성 검증을 위한 파일럿 운영 및 보급
- 지식샘터 서비스를 활용한 파일럿 연수 운영(9~11월) 및 에듀테크
소프트램, 17개 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보급, 확산
□ 대학도서관 전문인력 역량강화 과정 개발 및 운영
⚪ (과정운영) 대학도서관 현장 수요 기반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ㆍ운영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53개 교육주제 도출 및 수요조사
- 대학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2개 과정)
구분

주요내용

차시/인원

상반기
(4개 과정)

- 학술서비스 홍보전문가 과정 1, 2기, 대학도서관 공간 활용
전문가 과정, 교수학습지원 서비스 과정 등

총 28차시/
320명

하반기
(8개 과정)

-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전문가, 연구윤리와 저작권, 대학
도서관 통계분석 및 활용(기초·심화), 연구지원 서비스, 대학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문헌정보 큐레이션 과정 등

총 78차시/
540명

※ 미래교육 환경 대비 및 현업적용도 제고를 위한 수요 기반, 실습·실무중심 과정 구성
※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하이브리드(온+오프) 강의 방식 운영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한 전문성 강화
※ 교육과정별 만족도 조사를 통한 결과 분석 및 환류 추진, 차년도 과정에 반영

⚪（상시운영) KOCW 연계를 통해 이러닝 강의 상시 운영 체제 구축·운영
- `20, 21년 대학도서관 전문인력 과정 중 강의공개에 동의한 강의
동영상을 KOCW LMS를 통해 탑재 및 서비스 제공
※ KOCW LMS를 통해 제공되는 이러닝 강의: 33개 강좌(연중 강의 추가 예정)
※ 차시별 강의 및 강의자료 제공, 상시 수강신청 체제 운영, 수강확인증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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