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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Korea IT School 구축 확대를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사업에 따르면, 우리나라 ICT/SW기업은 해외 진출 시 현지
ICT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해외 진출의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 ICT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권역 내 우수 인재를 한국 SW산업에 적합한 인재로 육성하여
국내 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 해소와 현지 진출에 활용하고 기술 및 인적 교류를
통한 국내 SW산업의 글로벌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됨
국가별 경쟁력을 살펴보면, 동남아시아 주요국 SW 시장의 성장성과 IT 인력
육성 의지를 볼 때 KITS 진출의 기회는 확실하며 SW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국내 SW기업의 진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동남아시아 국가는 모두 ICT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저개발 국가로의 진출은 ICT 인력양성 분야
에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ICT 육성 산업은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하더
라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으나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ICT 육성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낼 협력 파트너 및 협력 관계 구축 모델이 충분
하지 않다고 지적되었음. 기존 교육훈련 모델은 ICT 인재를 육성하는 데 활용
수준이 낮고, ICT/SW기업의 원하는 역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이번 연구는 신남방(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및 신북방(몽골) 국가들을
대상으로 ICT 육성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유관기관 및 ICT 인력 육성
개발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고 교육훈련 모델 구축 연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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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기대효과
가. 사업목적
□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신남방 국가 및 몽골 등 신흥국 진출
ICT 기업의 인력 수요조사 및 실효적 교육·훈련 모델 수립을 통해
Korea IT School 사업의 합리적 추진 방안 근거를 마련함
⚬ 교류 확대가 요구되는 신남방, 신북방 지역 주요 국가에 우리 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Korea IT School 운영함으로써 수요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를 기대함
- 한국 기업에 관심 있는 현지 대학 졸업예정자,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우리 ICT 기업의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SW 및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여 한국 ICT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함

□ 베트남 등 신흥 교역국에 진출한 국내 ICT 기업에 대해 ICT 전문 인력
수급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함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ICT 수출액은 약 17억 달러(한화 약 2조 315억 원)로,
중국(72억 달러, 한화 약 8조 6,040억 원), 미국(17억 달러, 한화 약 8조
4,845억 원) 다음으로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은 7% 이상으로 고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약 800여 개 한국 기업이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음
⚬ 우리나라 ICT 기업은 현지에서의 사업장 확보, 우수인력 구인, 판매처
개척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對 베트남 ICT 수출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디바이스 관련 품목이 전체 70% 이상으로 편중되어
품목 다변화 등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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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대효과

□ 해외 실무능력을 겸비한 SW 전문인력 배출을 통해 한국 및 한국 ICT
산업으로의 유입 및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이 가능함
⚬ 해외시장진출 및 SW수출 증대는 한국의 무역 경쟁력 제고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외업무 및 SW분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확대, ICT 해외직접투자, ICT 수출 확
대’라는 ICT 기반의 새로운 수출방식이 대두되어 ‘SW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사업의 추진으로 ICT 전문인력 훈련 및 협력업체 및 협약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업무 실무능력을 겸비한 SW전문인력 배출이 가능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사업은 현지 SW경쟁력과 질적 성장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현지 인력의 직무능력 강화 훈련을 통한 산학 미스 매칭의 해소
⚬ SW 관련 기업의 직무능력 훈련 및 실습을 통한 인력양성
- 현재 거의 모든 대학 내에 산학협력처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효과가
진척되고 있으나 교육생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시스템
적 한계가 존재
- 이에 이론적·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생들에게 관련 기업의
직무능력 훈련 및 실습을 통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
- 더 나아가 선행 직무수행을 통해 교육생들은 사회 적응에 대한 자신감
고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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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전문인력 취업 및 고용 문제 해결 및 지역 및 산업 내 성과 창출
⚬ 즉시 활용 가능한 인재의 육성을 통해 기업의 전문 인적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역 내 기업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통신 역량 향상 가능
⚬ 실습과 사례 중심의 실무능력 향상으로 즉각적인 실무 투입이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더 나아가 SW 전문인력 배출을 통한 현지
기술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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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 절차
□ 연구수행은 ①세부 계획수립 ②ICT 기업 수요조사 ③국가별 현황 조사
④협력 파트너 발굴 및 분석 ⑤교육훈련모델 개발 ⑥연구 결과 정리
등으로 총 6단계로 구분하여 진행
⚬ (1단계) 세부계획 수립
- 조사 진행의 사전 단계로, 연구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내용 및 대상과 평가 준거, 일정 등을 사전 계획함
⚬ (2단계) ICT 기업 수요조사
- 해외 진출 기업과 진출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ICT 수요인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해외 진출하는 ICT 기업의 애로사항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지 ICT 인력의 역량을 조사함
⚬ (3단계) 국가별 현황 조사
- 문헌조사 및 부처와 관계 기관의 보고서, 자문단 인터뷰를 토대로 사업
대상국의 ICT 교육 현황 조사를 실시함
- 정치적 제도 및 인적자원, 사업계획 수행 절차 등 현황 조사를 진행
하고 중간보고를 통해 수요기관과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 담당자,
전문가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렴함
⚬ (4단계) 협력 파트너 발굴 및 분석
- 현지에서 ICT 인력 육성 사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협력사 발굴,
교육 모델 제시로 교육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
⚬ (5단계) 교육훈련모델 개발
- 1~4단계의 종합평가, ICT 교육육성사업 프레임웍 및 ICT 교육 인력
양성의 효과성 제고 방안 제시
⚬ (6단계) 연구 결과 정리
- 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종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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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 – 1> 연구수행 절차
구분
1
단
계
2
단
계

3
단

연구내용

세부 계획
수립

ICT기업
수요조사

현황 조사

계

1. 연구 세부 수행계획서 제안 및 확정
- 연구 세부 내용 및 대상 선정
- 추진 일정, 평가 준거 및 방법 고안

연구방법
문헌조사

2. ICT 인력 수요 조사
- 해외 진출 및 진출 희망 기업의 ICT 인력 수요조사
및 애로사항 파악
- 현지 ICT 인력의 필요 역량 조사

설문조사

3-1. ICT 정책 및 교육 현황 분석
- 기관별 제도, 정책 전략, 체계 및 특성, 인력 및
조직 현황, 사업계획 수행 절차

문헌조사

3-2. 조사 결과 정리, 분석 및 중간보고서 작성
- 현황조사 결과 정리
- 조사 결과에 대한 내부 연구진 검토 및 분석
- 중간보고서 및 발표 자료 작성

기업

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및 반영
협력
4
단
계

파트너
발굴
및
사업 운영

4. 협력 파트너 발굴
- ICT 교육 프로그램을 협력하여 운영할 협력사를 발굴
하여 사업을 제안
- 협력 파트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실시

문헌조사
관계자
인터뷰

모델개발

5
단
계

6
단
계

교육모델
개발

연구 결과
정리

5. 사업 운영 모델 개발
- 교육생 모집, 강사 운영 등 운영 관리에 대한 세부 항목
도출
-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커리큘럼 및
운영의 구체화

6. 연구 결과 정리 및 결과 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서 초안에 대한 전문가 협의 및 피드백 반영
-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수요기관 최종 협의

벤치마킹
전문가
인터뷰

정보검증 및
최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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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가.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문헌조사, 현지조사, 인터뷰, 조사 대상국 주요 부처/기관
사업에 대한 자체 현황 평가,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음
⚬ (문헌조사) 1차 문헌조사를 통해서 조사 대상국의 ICT 정책 및 교육
환경, 인력양성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이후 수행된 전문가 인터뷰
내용과의 교차 검증 및 추가 문헌조사 진행
⚬ (현지조사) 현지 조사원을 통해, 조사 대상국 주요 부처 및 기관의
정책자료 수집
- ICT 종합평가를 위하여 ▲각 기관, 부처에서 발간한 정책, 통계 자료
수집 ▲정책 발행 문서 ▲현지 조사원을 통한 관련 정보 수집 활동
- 현지조사는 ICT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 기관별 중장기 사업
계획, 추진 근거, 조직 등 사업 수행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수요조사) 해외 진출 및 진출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ICT 인력 채용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 ICT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ICT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 역량을 조사하고, 기업에 요구에 맞는 현지 인력을
배출하도록 교육 커리큘럼 마련
⚬ (자문단 활용) ICT 인력양성 교육 협력 파트너 선정에 필요한 요구
조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 수렴
- 기업 수요 조사 결과 사업 대상국에 맞는 ICT 교육과 환경에 맞는
협력 파트너를 발굴,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Korea IT School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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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내용
① ICT 인력양성 교육 현황 분석
□ 조사 대상국의 국가별 ICT 정책 방향 및 시장 현황을 조사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ICT 인력양성 교육 현황을 분석함
⚬ (정책 현황) ICT 인프라와 인력 개발을 위해 국가별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정책을 분석함
- 추진 정책 내용은 ▲인터넷 인프라 구축 및 품질 확대 ▲ ICT 인력
개발 ▲ ICT 스타트업 기업육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교육기관) 각 국가별 ICT 인력 개발 정책을 기반으로 ICT 교육훈련
내용이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함
- 분석 대상은 현지 ICT 대학, 사설 기관, ICT 교육 사업 등으로 구성
- 조사 대상국의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교의 ICT 교육에 대해 분석하여
고급인력 양성 현황을 파악함
- 해외 ICT 교육 사설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력 교육 환경과 교육 범위를
분석하고, 4개국 ICT 인력의 해외 진출 사례를 조사함
- NIPA에서 운영하는 Korea IT School(베트남)의 교육 운영을 조사하여
차후 진행되는 ICT 교육훈련 커리큘럼 제작에 참고함
<표 I – 2> ICT 교육 환경 분석 프로세스
· 인터넷 시설 및 품질 확대
정책현황

· 4개국 ICT 고급인력 개발 정책 조사

ICT 교육

· ICT 스타트업 기업 육성 정책

환경 분석

· 대학교
교육기관

· 대학교 외 교육기관
· Korea IT School(베트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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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지 협력 파트너 발굴
□ ICT 인력양성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협력 파트너 후보군을 조사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협력 파트너를 선정함
⚬ ICT 교육 분야에서 개발도상국과의 성공적인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협력 파트너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중요, 따라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업 추진 전략 필요
- 이에 국내․외 ICT 교육 사업 관련 문헌 및 연구 자료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타당성 조사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함
⚬ 사전 타당성 조사 가이드라인은 ▲정책 ▲콘텐츠 ▲인프라 ▲전문가
영역으로 분류하여 조사항목을 도출함
- ▲정책 영역에서는 ICT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의
역할과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타당성 조사 수행 필요
- ▲콘텐츠 영역에서는 콘텐츠 개발, 운영에 관련된 절차와 인력 등
부문의 조사 추진
- ▲인프라 영역은 정부 차원의 사회 기반시설(컴퓨터, 전기, 인터넷 등)
외 교육 인프라를 기반에 대한 조사 추진
- ▲전문가 영역에서는 ICT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조직, 인력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표 I – 3> Korea IT School 협력 파트너 발굴 주요 체크 사항
항목

주요 체크 사항
∘ ICT 운영 기관 설치령 및 관련 법제도 준수 여부
∘ ICT 교육 관련 예산
∘ 정부 전체 예산 중 ICT 교육 관련 예산

ICT
정책

∘ 정부 부처의 ICT 교육 관련 부처 조직 구성 및 역할 적절성
∘ ICT 교육기관 설립에 필요한 중장기 발전 계획의 유무
∘ 교육정책/교육제도 개발 전담 기구의 유무 및 역할 분석
∘ 고등교육 이상의 ICT 교육 발전 계획 유무
∘ 기업교육 전담팀의 유무 및 역할 분석
∘ 과거 유사 추진 사업 지원 유무 및 성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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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교육콘텐츠 개발 인력 확보 및 투입 현황
교육 콘텐츠

∘ ICT 교육콘텐츠 유형별 개발 절차 및 관리 현황
∘ ICT 교육콘텐츠 개발 요구분석
∘ ICT 교육콘텐츠 유형/분야/기술별 활용 현황
∘ 인터넷 대역폭 및 속도
∘ 인터넷 보급

ICT
인프라

∘ WIFI 핫스팟 보급
∘ 교육생당 컴퓨터 보급 비율
∘ 전산실 유/무 및 시설 현황
∘ 전산실 운영 소프트웨어 현황
∘ 운영인력 현황 및 전문성
∘ ICT 교육을 위한 기관의 비전과 전략

ICT

∘ ICT 교육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현황 및 계획

교육

∘ 강사의 ICT 교육 역량 강화 계획

운영계획

∘ ICT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요구분석
∘ ICT 교육 관련 예산 확보 계획

□ Korea IT School 잠재적 협력 파트너로는 세종학당 등 인프라 구축 기관,
ICT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ICT 교육기관, 대학교 등 존재
◦ 세종학당, 민간 ICT 교육기관, 대학교 등은 현지 시설 인프라 보유,
교육 운영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음
- 기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초기 투자비용 절감, 교육 커리큘럼 운영
노하우를 통한 운영 안정화 가능
- 다만 ICT 전문 역량 구축이 미비하여 기업 수요 반영 및 실무에 적합한
커리큘럼 개발과 교육이 어렵다는 한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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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 – 4> Korea IT School 운영 잠재적 협력 파트너

세종학당

KITS
협력파트너

민간 ICT 교육기관

대학교

·
·
·
·

베트남 세종학당(14곳 운영)
캄보디아 세종학당(1곳 운영)
미얀마 KB한국어학당
몽골 세종학당(3곳 운영)

· 베트남 NVUK 프로그램
· 캄보디아 KS-RHD 교육센터
· 미얀마 UMFCCI 직업교육훈련소
·
·
·
·

베트남 하노이 개방대학교
캄보디아 아시아 유로대학교
미얀마 양곤기술대학
몽골 후레정보통신대학교

□ Korea IT School 운영 국가별 협력 파트너 확보 방안
⚬ Korea IT School 협력 파트너는 ▲세종학당 ▲민간 ICT 교육기관 ▲
현지 고등교육 운영 기관 중 ICT 인력 개발 및 투자에 관심이 있는
대학교 등을 잠재적 협력 파트너 구성에 포함
- (세종학당)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4개국에서는 세종학당이
운영, 한국어와 ICT 교육이 동시에 수반 시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
- (민간 ICT 교육기관) 민간 기업에서 필요한 현지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별도로 교육기관을 운영하여 현지 인력을 보충함
- (대학) 현지 인력의 ICT 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고급 인재를 양성함

□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 경험과 시설 인프라를 갖춘 세종학당,
잠재적 후보군에 해당
◦ 기구축된 인프라, 교육에 대한 노하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가능 등의 강점 보유
- Korea IT School 설립에 있어 주요 고려 요인 중 하나는 인프라 구축으
로, 세종학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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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학당은 오랜 한국어 교육 경험을 보유한 재단으로, 현지 인력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요구하는 진출 기업의 수요 충족 가능
- 또한 교수법, 운영 관리 등 전반적인 교육 운영에 대한 노하우 보유
· 하지만, 세종학당의 운영 목적과 부합되는지, 전문적인 ICT 교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은 단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 Korea IT School 협력 주체로서 민간 ICT 전문 교육기관
◦ 현지 인력에 양질의 시설과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ICT 전문 교육
기관의 참여 또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 및 프로
젝트 중심의 교육 진행 가능
◦ ICT 교육기관은 실무 및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기업이 요구
하는 역량을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채용연계가 용이
- 실무 및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이
가능하나, 교육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존재함
◦ ICT 기업은 직무 이해도, 수요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채용연계가 가능
하다는 이점을 지님
- ICT 기업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
- ICT 분야의 빠르게 변화하는 특성에 맞추어 커리큘럼 역시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기업은 이러한 필요에 부합함
- 해외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현지 ICT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확보 중요
□ 대학의 ICT 학과와 협력할 경우, ICT 교육에 대한 경험 및 이해도와
인프라를 모두 구축하고 있다는 장점이 존재함
◦ 학문적 교육의 중심이 이루어지는 대학에서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과제 등 실무 투입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 어려울 수 있으나,
조사 대상국의 대학교 ICT 교육 환경과 실무형 교육 커리큘럼으로의
개선을 통해 효과성 제고 가능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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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파트너로 선정 시 필요조건은 ICT에 대한 전문성, 교육 시설 인프라
등의 확보 여부
◦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및 ICT에 대한 이해도를 갖춰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수요에 빠르게 반응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함
◦ 현지시설, 강사진 보유, 민관 네트워크 확보 등 현지 교육 인프라의
구축 필요
- SW교육 제공을 위해 기본적으로 교육 공간, 컴퓨터, 등의 시설 및
장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교육생 발굴, 커뮤니티 구축, 강사 섭외 등을 위해 현지에서 대학교,
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역량 필요
- 궁극적으로 현지 진출 한국 기업과의 취업 연계를 위해 한국어 및
문화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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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CT 기업 해외 인력 수요분석

1. 목적 및 개요
가. 설문 목적

□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현지 ICT 인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교육과정과 현지 ICT 인력 수급 필요성 등의
조사를 통해 Korea IT School 운영방안을 모색
◦ 요구역량, 채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설계한 설문 문항을 통해 해외 진출
및 희망하는 ICT 기업의 구체적인 인력 채용 수요와 Korea IT School의
필요성을 파악
◦ 궁극적으로 본 설문을 통해 우리 ICT 기업의 해외 진출 시 현지 인력
지원에 대한 Korea IT School의 역할 도출

나. 설문 개요

① 설문 대상

□ NIPA, KOTRA 기업 DB를 활용하여 ICT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현지
인력의 수요 및 요구 직무, 수출 애로 조사를 진행함
⚬ 수요조사 대상을 해외 진출 기업과 미진출 기업으로 분류, 각 대상에
맞는 설문 항목 설계를 통해 현지 인력 수급에 대한 필요성과 현지
인력의 직무 및 요구사항 등을 파악
- (해외진출기업1)) 업종, 진출 현황 및 애로사항, 해외 인력의 요구역량,
교육 방법, 현지 인력 채용계획 등

1) 해외 진출 기업 리스트는 KOTRA에서 발간한 현지 직접투자 기업 DB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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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진출 기업2)) 업종, 진출 예정 국가, 해외 진출 시 애로사항, 해외
인력의 요구역량, 채용계획 등
⚬ 설문 대상은 ICT 기업과 비(非) ICT 기업(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 및 확대하여 조사 진행
- (ICT 기업) Java, C++, 파이썬 등 컴퓨터 기초 언어를 활용한 SW개발
기술과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SW가 핵심인 ICT 기업
- (非 ICT 기업)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에서 활용하는 운영프로그램을
다루고, 데이터 수집 및 정리 등 기본적인 SW 스킬이 요구되는 기업
<표 II – 1> 기업 수요조사 프로세스

· 진출한 국가 및 진출 희망 국가
· 진출 애로사항

설문지

· 현지 인력 필요 여부
· 필요 직무, 직급
· 요구사항(한국어, 인턴쉽)

ICT 기업
수요조사

설문 대상

· 진출기업
· 미진출기업(진출 희망)

진출기업

ICT 기업

미진출기업

非 ICT 기업

ICT 기업

ICT 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NIIPA 지원)

(그 외)

· 핫비엔미디*

· 젤라*

· 타임*

· ㈜브런*

· 라이프플라*
· 퓨쳐테*
⁝

· 우리데코*
· 동일 엔지니*
⁝

· 바른*
· 비젠트*
⁝

· 지투지*루션
· 테크로*
⁝

* 주 : 진출기업 및 진출희망기업 리스트는 별첨 자료에 별도 첨부

2) 미진출 기업 리스트는 NIPA 보유 DB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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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문 구성

□ 설문지는 ▲업종 ▲진출(희망) 국가 ▲해외 진출 시 애로사항 ▲ICT
인력채용 희망 직무 ▲요구역량으로 구성
<표 II – 2> 신흥국가 ICT 기업 인력수요 설문지 구성
구분
서두

업종

질문 내용
· 조사 목적 및 배경
· 응답 시 유의사항

· 현재 귀사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 소프트웨어, 제조업, 무역업 등

(해외 진출 국가가 있는 경우)
· 현재 귀사에서 진출한 해외 국가는 어디입니까?
· 어떤 형태로 해외 진출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해외 진출
수요조사

- 현지법인 설립, 현지 협력사, 직접 수출 등
(해외 진출 국가가 없는 경우)
· 귀사에서 진출을 준비 중이거나 희망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 귀사의 해외(현지) 진출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공동 개발 인력 확보, 현지화 개발, 영업 지원 등

진출 현황
및 애로사항
인력채용
희망직무

· 귀사의 해외(현지) 진출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인력 채용 시 고려하고 있는 직무는 무엇입니까?

· 커뮤니케이션 역량, ICT 프로세스 이해, UI/UX 디자인, 프로젝트 개발
요구역량

역량, 영업 및 유지보수 지원 등
· JAVA, UnICTy, Raspberry Pi, Spring, Web 기반_CSS/html, Python 등

말미

· 개인 정보 보호 사항
· 조사 대상자의 연락처 확보

* 설문지는 별첨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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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문 방법

□ ▲설문지 배포 ▲설문 참여 독려(유선) ▲유선 설문 ▲심층 인터뷰의
4단계로 진행
◦ (설문지 배포) 전자메일을 활용해 제작한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신을
통한 응답률 확보
◦ (설문참여 독려) 유선으로 설문참여를 독려하여 응답률 제고
- 본 사업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유도함
◦ (유선설문) 전화 설문을 통해 핵심적인 주요 항목만 설문함으로써 수
요조사에 가장 필요한 정보를 확보
◦ (심층인터뷰) 대표성을 보유하거나 설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선을 통한 추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업계 의견 수렴
<그림 II – 1> 설문지 배포 및 인터뷰 예시

설문지 배포(전자메일)

∙ 20 ∙

기업 인터뷰 진행

Ⅱ. ICT 기업 해외 인력 수요분석

2. 수요분석 결과
가. 주요 내용

□ 본 설문조사는 미진출 기업(452개社)과 해외 진출 기업(64개社) 5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응답률은 30%를 기록함
◦ 미진출 452개社 중 연구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부실 응답을 제외하고
116개社의 응답 수렴, 응답률 25% 기록
◦ 해외 진출 64개社 중 연구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부실 응답을 제외
하고 40개社가 응답하여, 응답률 67% 기록
<표 II – 3> 설문조사 응답률
(단위: 명, %)

조사대상 수
내수기업
해외진출기업
합계

응답자 수
452
64
516

응답률
116
40
156

25
67
30

* 출처: 자체조사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진출계획을 철회한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음
◦ 해외 진출계획을 철회한 기업은 총 31개社로 집계되었으며 철회 사유로
코로나19의 영향을 꼽은 기업은 24개社로 나타남
<표 II – 4> 해외 진출계획을 철회한 기업의 철회 사유
(단위: 명, %)

1
2
3
4

항목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집중
해외시장정보 부재
콘텐츠 부재
기타
합계

응답 수

비중
24
3
3
1
31

77
10
10
3
100

* 출처: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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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해외 진출 희망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겪는 주요 애로
사항은 ‘현지 영업지원’과 ‘현지화 개발’인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애로사항으로 ‘현지 영업지원’ 42%, ‘현지화 개발’ 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현지 인력 채용 시 요구되는 역량은 ‘커뮤니케이션 역량(44%)’과
‘ICT 프로세스 이해 역량(33%)’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프로그래밍 개발과 영업’ 및 ‘유지 보수 인력 확보’수요가 가장
많았음
- 현지 인력이 필요한 이유는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력이 영업 및 유지 보수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ICT 프로그래밍 개발에 대한 채용이 전체의 40%를 차지함
- 영업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비중도 31.5%로
전체 비중에서 2위를 차지함

□ 설문에 응답한 기업 중 진출 희망하는 국가는 베트남이 13%로, 사업
대상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베트남 시장의 성장잠재력, 한국과의 교역 확대, 그리고 새롭게 부상
하고 있는 아웃소싱 산업의 협력으로 인해 베트남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유형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기업이
주를 이루며, 응답한 기업 중 33개社가 베트남 진출을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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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진출 기업 (내수기업) 대상 설문 결과

□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해외 진출 희망 기업들의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이며, 전체의 56%를 차지함
◦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업종은 ‘콘텐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으로
14%의 비중을 차지함
- 본 사업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과 ‘콘텐츠 개발’기업인 것으로 조사됨
◦ 이 외에도 ‘컴퓨터 주변기기(10%)’, ‘인터넷 정보제공(9%)’, ‘컨설팅(7%)’
등이 상위를 차지함
- 기타 항목으로는 교육 및 유통서비스, 빅데이터·데이터 거버넌스,
무선 Wi-Fi 및 Mesh 통신장비, IoT, XR(VR, AR, MR 유통 플랫폼)
등이 있음
<표 II – 5> 응답한 해외진출 희망 기업 업종현황
(단위: 명, %)

1
2
3
4
5
6

항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콘텐츠 개발 및 공급
컴퓨터 주변기기(제조업)
인터넷 정보 제공
컨설팅
기타
합계

응답 수

비중
88
21
16
14
11
6
156

56
14
10
9
7
4
100

* 주: 중복선택 가능 문항
* 출처: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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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출한 국가가 없는 경우, 진출 준비 중이거나 희망하는 국가로
미국(15%), 베트남이(1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미국, 베트남 이외의 진출 희망 국가로는 인도(10%), 일본(10%), 인도네시아
(8%), 중국(7%)으로 집계됨
- 최근 베트남은 한국을 포함해 ICT 분야에 외국자본이 투자되고 있으며,
베트남 시장 활성화 정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됨
◦ 아울러, 사업 조사국인 캄보디아에 진출을 희망한 기업은 3개社(1%)이며,
몽골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2개社(1%)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였음
<표 II – 6> 응답한 미진출 기업의 진출 희망 국가
(단위: 명, %)

항목
1
2
3
4
5
6
7
8
9
10

미국
베트남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몽골
기타
합계

* 주: 중복선택 가능 문항
* 출처: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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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수

비중
40
33
25
25
22
17
12
3
2
83
262

15
13
10
10
8
7
5
1
1
3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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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진출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으로 ‘현지 영업의 어려움’에 63개社
가 응답해 36%의 비중으로 가장 많았음
◦ 유지 보수 및 관리(43개社)와 현지화 개발(38개社)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각각 25%와 22%의 비중을 차지함
- 이는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인력이 부족하고 현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
- 특히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현지 마케팅에 대한 홍보와
현지 운영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여 앞으로도 영업 지원 인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이 외에도 현지 기업과의 과당경쟁 및 경영난에 의한 자금 부족, 현
지 규제 등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II – 7> 미진출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단위: 명, %)

1
2
3
4
5

항목
현지 영업 지원
유지보수 및 관리
현지화 개발
공동개발 인력확보
기타 & 없음
합계

응답 수

비중
63
43
38
23
6
173

36
25
22
13
4
100

* 주: 중복선택 가능 문항
* 출처: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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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역량은 ‘영업 및 유지보수 지원 역량(24%)’과
‘커뮤니케이션 역량(23%)’으로 조사됨
◦ 이 외에도 ‘ICT 프로세스 이해 역량(17%)’, ‘프로그래밍 역량(14%)’,
‘프로젝트 개발 역량(13%)’이 상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기타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은 영어 및 현지어 가능자, 현지 마케팅
인력(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 특이사항으로 중국 기업들이 사업 상대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
중국어 역량이 필요함
◦ 설문 분석 결과, 해외 ICT 인력 요구 역량에 기업 문화와 한국어 능력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아 현지 인력 교육 시 언어와 기업 문화에 대한 학습
병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특히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해외 사업을 위한
글로벌 경영 관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지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국내 기업과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임
<표 II – 8> 해외 ICT 인력 요구역량
(단위: 명, %)

항목

응답 수

비중

1

영업 및 유지보수 지원 역량

55

24

2

커뮤니케이션 역량 (한국어, 기업문화)

53

23

3

ICT프로세스 이해 역량

40

17

4

프로그래밍 역량

32

14

5

프로젝트 개발 역량

30

13

6

UI/UX디자인 역량

18

8

7

기타 & 없음

4

2

232

100

합계
* 주: 중복선택 가능 문항
* 출처: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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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현지 인력에게 요구하는 기술은 ‘Web 기반의 CSS 기술 및
html’으로, 2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유지 보수 능력을 요구하는 기업으로
웹 기술을 활용한 현지어 번역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Java 언어(19%), Python(16%), 기타 언급된 기술(16%) 등이 상위 항목을
차지함
- Java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및
공급을 하는 기업들로, 52%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음
⋅ 해외 인력 교육 시에 Java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해 보이며 C++ 언어와
C언어 중심으로 교육이 요구됨
◦ 이 외에 콘텐츠 개발(8), ICT 컨설팅(8), 인터넷 정보제공(7)을 하는
기업이 주로 Java 기술을 필요로 한 것으로 집계되며, 무역업을 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기존 국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Web 또는 모바일 콘텐츠를 현지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CSS/Html 역량을 활용하여 UI
수정작업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II – 9> 해외 ICT 인력 필요 기술
(단위: 명, %)

항목

응답 수

비중

1

Web 기반_CSS/html

13

21

2

Java

12

19

3

Python

10

16

4

기타 언급된 기술

10

16

5

Spring

9

14

6

UnICTy

6

10

7

Raspberry Pi

3

5

63

100

합계
* 주: 중복선택 가능 문항
* 출처: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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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해외 진출 애로사항인 ‘현지 영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지 영업 및 유지보수’직무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현지 ICT 인력 채용 시 고려하는 직무로 ‘영업 및 유지보수’ 직무에
대한 채용을 희망한 기업이 65개社 기업으로 39%를 차지하였음
- 이 외에 프로그래밍 개발(22%), 콘텐츠 현지화(18%), 데이터 분석 및
기획(8%), 디자인(6%)이 상위 항목으로 확인됨
- 기타 직무로는 파트너 발굴 및 관리(3), DB 컨설팅(2), 보안 관제(2),
엔지니어(2), XR 분야 이해자(1) 등이 있음
◦ 현재 기업들은‘영업 및 유지보수’ 직무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단순 사무직은 2%의 비중을 차지하며 낮은 수요를 보임
◦ 현지 인력 채용 시 ‘영업 및 유지보수’ 직무를 고려하는 회사 업종은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및 공급이 44.0%, 컨설팅을 하는 기업이
17.3%를 차지함
<표 II – 10> 현지 ICT인력 채용 시 고려하는 직무
(단위: 명, %)

항목

비중

영업 및 유지보수

65

39

프로그래밍 개발

36

22

콘텐츠 현지화

30

18

데이터 분석 및 기획

14

8

디자인

10

6

기타&없음

7

4

단순 사무직

4

2

166

100

합계
* 주: 중복선택 가능 문항
* 출처: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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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 진출 기업 대상 설문 분석 결과

□ 해외 진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베트남으로 진출한 기업이
총 20개社로 전체 비중의 36%를 차지
◦ 조사 응답기업의 대다수가 베트남에 진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저렴한
인건비, 상대적으로 낮은 ICT 보급률, 경제성장 가능성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인도네시아(7개社), 일본(6개社), 중국(5개社) 등이 상위를 차지
- 기타 국가로는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라오스, 대만, 터키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베트남은 현재 ICT 인력 배출이 가장 빠른 국가이며, ICT 교육기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인재 채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II – 11> 응답한 해외 진출 기업의 진출 국가
(단위: 명, %)

항목
1

베트남

2

응답 수

비중
20

36

인도네시아

7

13

3

일본

6

11

4

중국

5

9

5

싱가포르

5

9

6

인도

3

6

7

말레이시아

3

6

8

라오스

3

6

9

대만

1

2

10

터키

1

2

11

필리핀

1

2

55

100

합계
* 주: 중복선택 가능 문항
* 출처: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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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에 참여한 해외 진출 기업(52개社)의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
발 및 공급’이 54%의 비중을 차지함
◦ 해외에 진출한 기업은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한 현지 ICT/SW
인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응답 중에는 ‘풀스택 개발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용이
가능한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인접 국가 인력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지 인력을
활용하여 SW 아웃소싱 기회를 가지고자 함
⋅ 이에 베트남과 인접한 캄보디아, 미얀마의 SW 아웃소싱이 가능한
현지 인력의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업종은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21%의 비중을 차지함
- 이 외에도 ICT 컨설팅과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이 각각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II – 12> 응답한 해외진출기업 업종현황
(단위: 명, %)

항목

응답 수

비중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28

54

2

콘텐츠 개발 및 공급

11

21

3

ICT 컨설팅

6

12

4

컴퓨터 주변기기(제조업)

6

12

5

인터넷 정보제공

1

2

52

100

합계
* 주: 중복선택 가능 문항
* 출처: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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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진출 기업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ICT 인력의 역량은 현지 영업
및 유지보수 관련 직무에 대한 이해도로 나타남
◦ ‘영업 및 유지보수 지원 역량(21.1%)’과 ‘커뮤니케이션 역량
(20%)’으로 조사됨
- 이 외에도 ‘프로젝트 개발 역량(17%)’, ‘프로세스 이해 역량(16%)’,
‘프로그래밍 역량(15%)’이 상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기타 항목의 영어 및 현지어, 중국어 가능자와 현지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인력을 요구함
◦ 설문 분석 결과, ‘영업과 유지보수 지원’에 대한 역량을 가장 우선 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업무 의사소통을 중시하여 ‘커뮤니케이션
(한국어, 영어)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II – 13> 해외 ICT 인력 요구역량
(단위: 명, %)

항목

응답 수

비중

1

영업 및 유지보수 지원 역량

27

21

2

커뮤니케이션 역량 (한국어, 기업문화)

26

20

3

프로젝트 개발 역량

22

17

4

프로세스 이해 역량

21

16

5

프로그래밍 역량

19

15

6

UI/UX디자인 역량

11

9

7

기타 & 없음

2

2

128

100

합계
* 주: 중복선택 가능 문항
* 출처: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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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의 수출 장애요인
가. 선행연구를 통한 해외 진출 장벽요인 분석

□ ICT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 장벽요인을 찾고자 하는 연구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 수출장벽 요인 연구를 보강
하고자 선행연구 설문조사를 진행함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모색하면서, 그 일환으로
ICT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관심을 가져왔음
-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ICT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요인 파악과
정부 지원정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보호무역 심화에도 불구하고, 신흥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 지역 통합의 가속화, ICT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해외 진출 기회와 기회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 내수시장과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ICT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은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 ICT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장애요인은 일반적으로 ▲기업 내부의 자원
이나 역량, 기업 전략 등과 관련된 내부장벽과 ▲수출활동과 연관된 자국 혹은
수출시장의 거시적·제도적 여건에서 파생되는 외부장벽으로 구분됨
◦ 내부장벽은 기업 내부 조직의 자원과 능력 등과 관련된 어려움으로서
정보·생산·가격을 통칭하는 정보 장벽, 기능적 장벽, 유통·물류·
프로모션 장벽 등을 의미하는 마케팅 장벽과 기업 외부장벽으로는 사회
환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수출장벽이란 ICT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서 겪게 되는 한계를
의미함. 기본적으로 기업 차원에서의 운영 자원이나 역량, 회사 등에 연관된
내부 혹은 내부장벽과 자국과 외국의 환경 변화에 따른 외부 혹은 외부장벽
으로 나누어짐

∙ 32 ∙

Ⅱ. ICT 기업 해외 인력 수요분석

- ▲내부장벽은 기능, 정보, 마케팅 장벽 ▲외부장벽은 절차, 정부, 과업,
환경장벽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수출장벽은 세 가지 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이 주로 경험함
⋅ 첫째, 잠재적 수출 기업은 현재 수출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수출
활동을 함으로써 수출장벽을 경험하게 될 기업
⋅ 둘째, 수출 기업은 현재 수출 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현장에서 수출
제약요인을 경험하고 있는 기업
⋅ 셋째, 수출 경험 내수기업은 과거 수출에 참여하였으나 더 이상은
수출에 참여하지 않지만 수출장벽에 대해 인지하고 경험한 기업
- 세 가지 기업군에 대해 수출장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수출 촉진 정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됨
⋅ ICT 중소기업 수출장벽 요인이 수출발전의 전 단계에서 나타나며
이러한 본질은 단계별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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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 – 14> ICT 중소기업의 수출장벽에 대한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정보

⋅
⋅
⋅
⋅

시장 정보 부족
소비자 요구 사항 정보 부족
해외 사업기회 발굴
바이어 접근성

기능

⋅
⋅
⋅
⋅

수출 운영/관리 시간의 부족
수출 전문 인력의 부적합
현지화 생산능력의 부족
수출금융 재원 부족

제품

⋅
⋅
⋅
⋅

해외시장을 목표로 한 신제품 개발
제품 현지화
법 제도 규정 준수, 기준 및 스펙
기술적/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가격

⋅ 가격경쟁력 확보

유통

⋅ 현지 유통채널에 대한 접근성
⋅ 현지 인지도 높은 파트너 발굴
⋅ 현지 파트너와의 관계

운송

⋅ 해외 창고 저장 설비 가동 어려움
⋅ 운송/보험 비용

내부장벽

마케팅

프로모션

⋅ 생소한 수출 절차/문서 업무
⋅ 해외 소비자와의 소통의 문제
⋅ 수출 국가의 수입절차

정부

⋅ 비우호적 자국 규정/기준

과업

⋅ 해외 소비자의 다른 습관/태도
⋅ 높은 해외시장경쟁
경제

정치⋅법률

사회문화
* 출처: Leonidou(2004) 연구를 토대로 저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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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마케팅

절차

외부장벽

환경

내용

⋅ 해외 경제 여건의 악화
⋅ 외화 환전 리스크
⋅ 해외시장에서의 정치적 불안정성
⋅ 비관세장벽
⋅ 해외 사업 실행의 생소함
⋅ 사회문화적 차이점
⋅ 언어의 차이(언어적, 비언어적)

Ⅱ. ICT 기업 해외 인력 수요분석

□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ICT 중소기업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해외 수출시장 파악, 수출 기회 확보, 경쟁력 있는 가격 설정 등에 관련된
정보장벽임
◦ 우리나라 기업이 우선적으로 잠재적인 수출시장과 바이어를 찾는 것은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 품질 문제, 비관세 장벽, 정부규제
등과 관련된 여타 문제의식보다 중요한 것으로 조사됨
- ICT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는 수출장벽 요인과 인식이 상이함
⋅ 특히, 무역 관련 고정 비용이 중소기업들의 수출활동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ICT 중소기업들은 무역비용을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무역 혹은 국제관련 부서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ICT 중소기업은 자원의 제약성이 크고 수출시장과 같은 매우 경쟁적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감당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힘
⋅ ICT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수출 물량이 소규모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단위비용 중 고정 무역비용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출 다변화에 있어서
여전히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ICT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지원은 ‘어떻게 하면 해당 기업들
의 고정 비용을 낮출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함
⋅ 이로 인해 우리 기업에게 적합한 현지 인력을 고용하여 현지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ICT 중소기업의 수출장벽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국내 ICT 기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해외 현지 인력양성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해외 진출 ICT 기업을 지원
하는 등 인력 수급을 토대로 수출장벽을 해결할 수 있음
⋅ Korea IT School 사업은 사업대상국의 우수한 인재를 한국 ICT 생태계
에 적합한 인재로 육성하여 국내 기업의 인력 부족 해소 및 현지 진출
에 대한 수출장벽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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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유사사례 분석
가. 몽골 _ JICA 인력양성을 통한 자국 기업 인력지원

□ 일본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일본식 경영’
방식을 교육함으로써 몽골의 인력양성을 지원함
⚬ 일본 전문가에 의한 경영 교육을 통해 기업 설립 강의 및 일본어 강의
등을 지원하여 몽골에서의 일본 기업과 비즈니스 관계를 증진함
- 몽골 경제는 광업에 의존하고 있고, 외부환경에 취약함. 대부분의 몽골
대학은 경제학이나 경영학의 이론수업으로 진행되어 실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교육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에 몽골이 일본 기업과 경영 방식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JICA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몽골에 지원하게 됨
<표 II – 15> 주요 정책지원 내용
◦ 몽골 현지 기업 및 정부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수요 조사)
◦ 비즈니스에 대한 교육 과정의 개발
◦ 교재의 준비 및 강의 제공
◦ 비즈니스 교육 과정의 홍보 활동
◦ 적절한 회사의 진단 및 지침 제공
◦ 일본어 및 관련 분야와 협업
◦ 현지 강사 육성
◦ 다른 협력 파트너와의 파트너십

⚬ 본 사업에는 센터 운영과 일본어/문화를 센터장과 함께 담당할 운영
인력 3명이 파견되었으며, 비즈니스 교육, 일본식 경영, 품질관리 및
인적자원 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등을 담당할 약 10명의 교육전문가가
파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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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안에는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여 일본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일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프로그램은 특별 교육과정 및 세미나와 고급과정, 기본과정(SME 관리
및 지침의 규정에 진단) 등으로 수요에 맞게 개설
- 기본과정은 1년에 한 번 개설되며, 최대 60명에게 교육 제공
- 고급과정은 기본 과정 수료생을 대상의 교육과정으로 조직 성과관리,
리더십, ISO 등의 교육이 진행됨. 아울러, 특별 교육과정은 외부 요청
으로 유연하게 개설됨
⚬ 일본 ICT기업의 관리자를 위한 교육 과정도 일부 개설되어, 일본 기업
관계자는 신흥시장(몽골)에서의 비즈니스를 통해 현지 몽골 기업 혹은
인력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줌
- 더 나아가 JICA의 사업을 벤치마킹한 EBRD(유럽부흥개발은행)는 유사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함

□ 개도국은 높은 문맹률과 초급 수준의 IT 인력 수급조차 어렵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현지에 진출하려는 기업 인력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가치사슬에 의거하여 해당 개도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상대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필요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양성 정책 설립 필요
- 일본의 사례처럼 현지 수요의 특성과 일본 기술 인력양성을 연계하여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함
- 아울러, 교육 담당자는 정확한 기본과정, 고급과정, 특별과정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기업 수요에 적절히 대응한 Korea IT
School 교육방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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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 대상국 ICT 교육환경 및 시장 현황

1. 베트남
가. 베트남 국가개황
<표 III – 1> 베트남 국가경쟁력 평가(2019)

81
75
66

62

72

69

64
57

50

54

58

57

37

전반

제도

전체 점수

인프라

ICT 보급

환경 조성

거시경제
안정성

건강

기술

제품시장

노동시장 재정시스템 시장규모 산업역동성 혁신역량

인적 자원

시장

혁신 생태계

*출처 :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세계경제포럼(WEF)

인구(백만 명)
1인당 총생산(USD)
지니계수

94.6
2,551.1
35.3

전 세계 GDP 비중(%)
10개년 평균
GDP 성장률(%)
실업률

0.53
5.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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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 – 2> 경쟁력 평가지표
항목

점수

순위(141개국)

사회적 자본

48.0

90

공공부문 활동

50.7

73

사회적 투명성

33.0

101

감사 및 회계 기준 강도

43.2

128

이해관계 충돌 규제

43.0

112

기업활동 정책 안정성

50.3

67

정부의 변화 대응력

49.4

53

디지털 신산업 관련 법체계 적응성

50.3

67

운송 인프라

65.9

77

전력 접근성

98.8

84

전력공급질

93.5

62

휴대전화 가입

100.0

14

이동통신 사용자 수

N/A

76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27.2

63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

N/A

26

인터넷 사용인구

70.3

66

평균 교육년수

50.7

97

직원교육 수준

49.4

73

직업교육 질적수준

44.0

102

대졸자 직무능력

41.2

116

디지털 능력

46.1

97

숙련자 구인 용이성

49.3

96

고용/해고 유연성

54.6

36

임금 결정의 유연성

65.3

74

해외 인력 고용의 용이성

52.1

73

인력 다양성

56.5

75

기업 내 협력

43.9

80

연구기관 역량

4.2

58

사회적 제도

인프라

ICT 보급

역량

노동시장

혁신역량

∙ 42 ∙

Ⅲ. 사업 대상국 ICT 교육환경 및 시장현황

나. 시장현황

□ 2019년 베트남의 ICT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6.83% 증가한 1,123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29조 2,025억 원)로 집계됨3)
◦ 베트남의 ICT 시장 규모는 2015년 이후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
- 2015년 607억 달러(한화 약 69조 6,229억 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까지 연평균 16.02%의 성장률을 기록함
- 2018년 이후 1,000억 달러(한화 약 114조 7,000억 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함
<표 III – 3> 베트남 ICT 시장 규모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5

2016

시장 규모

607,200

676,900

2017

2018

2019

915,900 1,029,700 1,123,000

YoY
6.83

CAGR
16.02

* 주: USD 1 = KRW 1,200 (2020년 10월 기준)
* 출처: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표 III – 4> 베트남 ICT 시장 규모 추이
(단위: 천 달러, %)

* 주: USD 1 = KRW 1,200 (2020년 10월 기준)
* 출처: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3) HANOICTIMES, Vietnam’s ICT industry grows 26% annually in 2015-2019,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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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베트남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약 50억 달러(한화 약 5조
7,500억 원)로 집계됨
◦ 이는 전년보다 5억 달러(한화 약 5,750억 원) 증가한 수치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베트남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연평균
13.5%의 가파른 성장률을 기록
- 베트남의 소프트웨어 손익분기점은 35억 달러(한화 약 4조 250억 원)로
집계되며, 2017년 이후 손익분기점을 넘어 37억 달러(한화 약 4조 127억
5,000만 원)을 달성한 것으로 기록됨
<표 III – 5> 2016년~2019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단위: 천 달러, %)

구분
SW규모

2016
3,400,000

2017
3,700,000

2018
4,500,000

2019

YoY

5,000,000

11.1

CAGR
13.5%

* 주: USD 1 = KRW 1,200 (2020년 10월 기준)
* 출처: VIETNAM ICT MARKET REPORT 2020

<표 III – 6> 2016~~2019년 소프트웨어 시장 추이
(단위: %)

* 출처: VIETNAM ICT MARKET REPORT 2020

◦ 베트남은 GSLI(Global Service Location Index)에서 5위에 선정되며 주목
받는 ICT 아웃소싱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아웃소싱 중심지였던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베트남이 새로운 아웃소싱 시장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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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베트남의 브로드밴드(광대역 네트워크)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베트남의 브로드밴드 이용자 수4)는 1,299만 명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하였음
- 베트남 내 광케이블 설비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브로드밴드 이용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설비 보급률은 2022년까지
26.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베트남의 브로드밴드 이용자 수는 베트남 총 인구의 13.3%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15년부터 브로드밴드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9.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표 III – 7> 2014년~2018년 국가별 브로드밴드 이용자 수
(단위 : 명, % )

구분
한국
베트남

2015

2016

2017

2018

20,024,419 20,555,683 21,195,918 21,285,858
7,657,619

9,089,288 11,269,936 12,994,451

비중

YoY

CAGR

41.5

0.4

2.06

13.3

15.3

19.28

* 주1 : 2019년 11월 기준
* 주2 : 브로드밴드는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법을 활용한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
* 출처: knoema, Global ICT Devlopments

<표 III – 8> 베트남의 브로드밴드 이용자 추이
(단위: %)

* 출처: Internet World Stat, Internet Usage in Asia
4)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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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기준 베트남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약 6,854만 명으로, 총 인구
중 70.4%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시아 전체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약 23억 546만 명으로 집계되며, 그
중 베트남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아시아 전체 중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아시아 전체 중 약 2.13%의 비중을 차지함
◦ 베트남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상당수가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음
- 페이스북 이용자는 약 6,672만 명이며, 특히 온라인 쇼핑 채널 부문에서
페이스북 SNS을 이용한 구매 방식이 89%를 차지함
<표 III – 9> 2020년 5월 기준 인터넷 이용률
(단위 : 명, % )

구분
아시아
한국
베트남

총 인구 수
4,294,516,659
51,269,185
97,338,579

인터넷
사용자 수
2,305,458,859
49,234,329
68,541,344

인구대비
인터넷 사용율
53.7%
96.0%
70.4%

페이스북
사용자 수
832,336,400
21,836,000
66,720,000

* 주 : 2020년 5월 31일 기준
* 출처: Internet World Stat, Internet Usage in Asia

□ 2019년 기준 베트남의 ICT 부문 수출액은 915억 달러(한화 약 105조
2,250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대비 13.13% 증가한 수치를 기록함
◦ 이는 전체 ICT 수익의 81.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함
- 2015년 525억 6,000만 달러(한화 약 60조 708억 2,400만 원)을 달성한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약 14.87%로 성장세를 유지함
- ICT 수출액의 대부분은 하드웨어이며, IT서비스,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순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음
<표 III – 10> ICT 산업 수출액
(단위 : 천만 달러, % )

구분
ICT 수출

2015
5,256

* 주 : 2020년 1월 기준
* 출처: 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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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089

2017
7,897

2018
8,308

2019
9,150

YoY
10.13

CAGR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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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 현황
□ 4차 산업 발전에 따른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충분한 ICT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인력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5)
◦ 2020년 1월 기준 베트남 대학교의 37.5%가 ICT 관련 전공 과정을 운영
중이며, 매년 약 5만 명의 ICT 인력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됨
-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의 ICT 산업 분야 일자리 수는 매년 증가
하여, 올해 2020년 기업의 수요는 약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예상
- 이에 베트남의 ICT 인력은 2020년 약 40만 명이 부족하며, 매년
78,000명의 신규 ICT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
◦ 베트남 내 ICT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고급 기술 역량의 수요를 충족
시키기 어려운 환경이며, 현재 각 기업별 ICT 개발자의 27% 정도만
요구 사항에 충족이 되는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베트남에서는 ICT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질적, 양적향상에
힘쓰고 있음

□ 베트남 정치국은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Industrial Revolution 4.0》결의안을 발표함
◦ 이번 결의안에 따라 국회, 정부, 부처, 부문 및 지차체가 공동으로
《Industrial Revolution 4.0》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계획을 발표함
- 본 결의안은 정책 연구 및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 공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기존 산업에 최신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행정, 전기, 물, 의료, 교육,
제조, 농업, 운송 및 물류, 정보 및 통신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도모함

5) Vietnamne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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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공 서비스 포털 등 전자정부 수립을
위한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9년 10월 베트남 정부는 국가 공공서비스포털(National Public
Service Portal, DVCQG)을 구축해 공식 서비스를 실시함
- 추가적으로 ▲운전면허 변경 ▲정부의 촉진 및 프로모션 활동 통지 ▲
분실이나 훼손된 건강보험카드 재발행 ▲개인 및 가정용 저전압 전력
공급 서비스, 기업용 중·고전압 전력 공급 서비스 및 전기 요금 납부
서비스 ▲부처 단위에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국제운전면허증, 상품 원산지
인증 서비스, 기업용 전자 세금 납부) 등을 제공함
◦ 2030년까지 전국적인 5G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확립하고 모든 베트남
국민이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임
- 2020년 중으로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와 호찌민 시에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5G 네트워크 테스트를 상용화할 예정임
◦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발맞추어 고급 ICT 인력 육성에
노력하고 있음
- 대부분의 베트남 ICT 인력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교육생 또는
3년 미만 주니어 수준의 인력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고급 ICT 인력
육성을 이루고자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인력 개발에 힘쓰고 있음
<표 III – 11> Industrial Revolution 4.0 전략
◦ 목표 : 베트남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 전략 개발
◦ 주요 내용
- 국가 혁신 역량 강화
- 모든 산업과 연계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계획
- 전자 정부 및 디지털화된 공공 서비스 개발
- 상호 연결 및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인적 자원 개발(고급 ICT 인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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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보통신부(MIC)는 지역 및 기업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ICT 프레임워크《ICT Reference Framework for Smart CICTies _
Version 1.0》기준안 제시
◦ 최근 몇 년 간 베트남의 대도시에서는 이미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으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ICT

Reference

Framework

for

Smart

CICTies_Version 1.0》을 마련함
- 2019년 5월 베트남 정보통신부가 발행한 프레임워크는 스마트시티
개발계획, 투자 프로젝트, 서비스 임대 계획 등의 스마트도시 개발의
ICT 구조를 구축 및 구현하기 위한 기반임
◦ 베트남 정부는 교통, 안전, 환경오염, 의료·보건, 상·하수도 등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법으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함
-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해 스마트시티 관리, 수도 시스템,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시스템, 전기 공급, 교통 시스템, 교육 및 의료산업에 사물 인터넷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호찌민, 하노이, 다낭, 하이퐁, 다랏 등 대도시에서 스마트시티 시범
프로젝트 진행을 시작함
◦ 도시화율이 35%인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건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부의 외국 기업에 대한 유치 정책과 외국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건설이 현실화되고 있음
- SK그룹이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48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는 빈(Vin)
그룹은 하노이 떠이모(Tây Mỗ) 지역에 약 500㏊ 규모의 스마트시티 프
로젝트를 착공함
◦ 2025년까지 하노이의 동안(Hong Anh) 지역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험 및 지식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도시
생태계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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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스마트시티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베트남과 긴밀하게 협력할 의지를 밝혔으며, 일본 금융 회사 스미토모
BRG 그룹이 42억 달러(한화 약 4조 8,237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중부
및 메콩강 델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을 시사함
◦ 베트남 인민위원회는「Developing a Smarter City」를 수립하며 본격
적으로 다낭에 스마트시티 구축 프로젝트를 시행함
- Viettel, VNPT, FPT 등 베트남 내 유력 ICT기업들과 협력해 4개 분야
(행정, 교통, 환경, 라이프)에 걸쳐 8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일부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음
<표 III – 12> ICT Reference Framework for Smart CICTies 전략
◦ 목표 :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ICT 참조 기준
◦ 주요 내용
- 스마트시티 건설에 대한 외국 기업 유치
- 도심 내 집중된 인프라 도시 외곽지역으로 분산
- 스마트시티 개발 투자, 서비스 임대 계획 등의 구현을 위한 기준 제시

□ 2019년 베트남 정부는 전자정부(eGovernment)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핵심 방안을 담은 《Resolution No. 17/NQ-CP》을 공표함
◦ 베트남 정부는 2019년 12월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을 출범하여 공식 전자정부 시스템을 수립함
- 전자정부의 온라인 행정업무 비중이 2018년 72%에서 2019년 86.5%로
증가하였으며, 통합데이터 온라인 공유 서비스(LGSP)에 대한 사용 비중도
2018년 3%에서 2019년 27%로 크게 증가함
◦ 《Resolution No. 17/NQ-CP》 전략을 통해 베트남 전자정부의 디지털
전환과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베트남 전자정부의 발전을 제한시키는 주요인은 중앙 정부와 각 부처
마다 다른 응용프로그램과 전산망을 구축함으로 인해 시스템 간 연계
및 호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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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전자정부는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행정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야 함
<표 III – 13> Resolution No. 17/NQ-CP 결의안
◦ 목표 : 온라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행정 전자화 및 만족도 제고
◦ 주요 내용
- 표준화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 온라인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50% 이상 확충
- 각 정부 부처, 행정 기관 등 모든 전자정보포털은 모든 정보 공개
- 온라인 공공서비스는 전자문서형태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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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현황
□ 베트남에서 코딩 학습을 시작하는 연령층은 대부분 20대로 53.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코딩 학습을 시작하는 비율은 26.9%로 20~24세가 가장 많으며, 이어서
25~29세와 30~34세 연령층이 각각 26.3%와 15.18%를 차지함
- 이들은 베트남 대학의 ICT 정규과정과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코딩을 접하는 것으로 분석됨
◦ 15~19세의 나이에 코딩 학습을 시작하는 비율은 8.8%로 조기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함
- 베트남 내 ICT 산업의 성장을 위한 ICT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등교육에서 코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코딩 학습을 시작하는 40대, 50대의 연령층의 비중은 각각 9.2%와
2.4%로 나타나며, 정부기관의 주도하에 중년층을 대상으로 ICT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III – 14> 코딩 학습 시작 연령
(단위: %)

* 출처: VIETNAM ICT MARKET REPOR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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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코딩 교육을 진행하는 주요 도시는 호찌민(Ho Chi Minh), 하노이
(Ha Noi), 다낭(Da Nang) 등으로 조사됨
◦ 대도시 호찌민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코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55.3%의 비중을 차지함
- 호찌민의 주요 ICT 대학으로는 반랑 대학, 홍방 대학 등이 있으며, FBT
Education, 호아 센(Hoa Sen), 사이공 테크의 사설 기관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및 그래픽 디자인 등 다양한 ICT 교육을 실시함
◦ 또한 하노이의 비중은 34.7%로 나타남
- 특히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 하노이 국립대학교 등에서 ICT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호찌민과 하노이를 제외한 지역은 10%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다낭 지역은 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VNUK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양성을 진행
<표 III – 15> 코딩 교육 집중 도시
(단위: %)

* 출처: VIETNAM ICT MARKET REPOR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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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기준 베트남 ICT 인력은 근무 경험이 3년 이하인 초급 수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보유한 ICT 인력은 34.3%를 차지하며, 1~3년
미만인 초급 ICT 인력이 53.6%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근무경력이 1년 이하와 2~3년 미만의 근무경력을 가진 ICT 인력이
각각 27.9%와 2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주니어 수준의 역량을 가진 ICT 인력이 전체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최근 5년 동안 베트남에서 ICT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많은
교육생들이 ICT 관련 학과에 진학하여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5년 이상의 고급 ICT 인력은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인력은 1.5%로 조사됨
- 시니어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가진 ICT 인력은 전체의 25%에 그치며
지속적인 고급 ICT 인력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ICT 고급인력은 주로 정부기관이나
대학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며 ICT 인력 양성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표 III – 16> 베트남 ICT인력의 근무경력
(단위: %)

* 출처: VIETNAM ICT MARKET REPOR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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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 Laravel와 MySQL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
◦ Laravel와 NodeJS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전체의 86%를 차지할 정도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교육을 원하는 교육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Laravel 프로그램은 오픈 소스를 구축한 PHP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소프트웨어로, 해당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전체의 49.6%를 차지하고 있음
- 이어서 NodeJS와 React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각각 36.4%, 27.9%를
차지함
◦ 데이터베이스 부문에서는 MySQL이 5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SQL Server가 40.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특히 MySQL은 전 세계에서 많이 쓰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만큼
베트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III – 17> ICT 기술 교육 비중
(단위: %)

* 주 : 중복선택을 포함한 수치임
* 출처: VIETNAM ICT MARKET REPOR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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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프로그래밍 직무는 풀 스택 개발자
(Fullstack Developer)이며, 다양한 직무를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
◦ 베트남 내 ICT 기업에서는 Fullstack Developer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응답한 비율이 71.5%를 차지함
- 이는 웹 언어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모든 분야의 발전 속도가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개발자를 더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백엔드 개발자(Back-end)에 대한 수요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65.1%의 비율을 차지함
- 웹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솔루션 프로세스와 관련된 서버 측
(server-side)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PHP,

Node.js,

Javascript 등 역량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Laravel, Express 등에
대한 활용 능력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됨
<표 III – 18> 직무 수요조사 결과
(단위: %)

* 주 : 중복선택을 포함한 수치임
* 출처: VIETNAM ICT MARKET REPOR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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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캄보디아
가. 캄보디아 국가개황
<표 III – 19> 캄보디아 국가경쟁력 평가(2019)>

75
65
55

52

60

55
43

42

56

48

48

47
31

전반

제도

전체 점수

인프라

ICT 보급

거시경제
안정성

건강

환경 조성

기술

제품시장

노동시장 재정시스템 시장규모 산업역동성 혁신역량

인적 자원

시장

혁신 생태계

*출처 :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세계경제포럼(WEF)

인구(백만 명)

16.3

1인당 총생산(USD)

1,508.8

성평등지수

0.7

전 세계 GDP 비중(%)

0.05

10개년 평균

6.1

GDP 성장률(%)
실업률

-

<표 III – 20> 경쟁력 평가지표>
항목

사회적 제도

점수

순위(141개국)

사회적 자본

43.9

125

공공부문 활동

31.3

131

사회적 투명성

20.0

134

감사 및 회계 기준 강도

44.2

124

이해관계 충돌 규제

67.0

34

기업활동 정책 안정성

44.3

91

정부의 변화 대응력

41.9

84

41.4

83

디지털 신산업 관련
법체계 적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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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인프라

ICT 보급

점수

순위(141개국)

운송 인프라

42.4

96

전력 접근성

60.6

115

전력공급질

90.6

89

휴대전화 가입

99.6

65

이동통신 사용자 수

N/A

56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2.0

111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

N/A

77

인터넷 사용인구

40.0

103

평균 교육년수

30.7

126

직원교육 수준

48.4

76

직업교육 질적수준

42.1

112

대졸자 직무능력

44.2

104

디지털 능력

42.8

112

숙련자 구인 용이성

41.7

123

고용/해고 유연성

50.7

51

임금 결정의 유연성

57.2

114

해외 인력 고용의 용이성

56.5

49

인력 다양성

53.8

91

기업 내 협력

43.6

82

연구기관 역량

0.0

117

역량

노동시장

혁신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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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현황

□ 캄보디아는 개도국임에도 불구하고 통신 인프라 확장과 ICT 인력양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캄보디아 ICT 산업에서는 모바일 시장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캄보디아는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며, 특히 ICT 인프라 구축
및 확장에 있어서 관심을 보임
- 2018년도 화웨이가 5G 인프라 구축 공급업체로 지정되면서 5G 서비스
배포 준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5G 서비스로 가입자 간 데이터 사용을 촉진하고, 향후 캄보디아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가 가속될 것으로 기대

□ 2020년 캄보디아 인터넷 이용률은 58%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모바일
네트워크 관련 시장으로 형성됨
⚬ 2020년 1월 기준 인터넷 이용자 수는 973만 명인 것으로 발표
⚬ 캄보디아의 모바일 보급률은 2020년 1월 기준 128%로 대부분의 사람
들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20년 1월 기준 SNS 서비스 이용자 수는 97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모바일 기기 사용자의 대부분이 SN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모바일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ICT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핀테크
산업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음
<표 III – 21> 2020 ICT 시장 현황
(단위 : 명, % )

전체인구

23%

모바일 기기
사용자 수

인터넷
사용자 수

SNS
사용자 수

1,660만

2,424만

973만

970만

(도시인구 비율)

128%

58%

58%

* 주1 : 2020년 1월 기준
* 출처: DIGICTAL 2020: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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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현황

□ 캄보디아는「ICT Strategy Framework 2025」을 통해 범국가적인 ICT
인프라 개발을 계획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함
◦ 2020년 7월 캄보디아 정부는 디지털 경제 참여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세계화를 준비하기 위해 디지털 정책 초안을 작성 중에 있음6)
- 캄보디아 정부는 본 디지털 정책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고
자국 내 중소 ICT 기업과 대기업이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함
◦ 본 정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개발 정책과 통신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여 안정화 유지에 힘쓰고 있음
- 방송, 콘텐츠, 통신, 전자은행, 전자상거래, 정보 보안 부문 및 기타
부문 등 관련 ICT 분야에 필요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함
· 스팸, 바이러스, 사기, 저작권 침해, 서비스 거부, 포르노, 무단 침입,
시스템 손상, 콘텐츠 훼손, 사생활 침해, 오도하는 미디어 콘텐츠,
부적절한 방송 등 ICT의 외설적 이용을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함
◦ ICT 인재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장려함
-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 특히 일반 및 ICT 분야의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흥시키기 위해 민간 부문의 이니셔티브 및 참여를 촉진함
- 농촌지역의 ICT 역량을 높이기 위해 SchoolNet, ICT 자원센터, 공공
키오스크 등의 국가 프로그램을 지원함
◦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정책을 실시함
- 특히 정부 주도하에 NiDA가 개방형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및 표준화
하도록 승인하고, 장기적 일관성 및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 자동화
같은 생산성 솔루션을 도입함

6) KHMER TIMES, Draft digICTal policy speeding up,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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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인프라의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정보센터(KHNIC)를 설립하여 IP
기술의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
- NiDA는 MPTC,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 정보센터(APNIC)와 긴밀히 협력
하여 활동을 수행하고 관리할 예정임
·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ICT 운용의 지적·
적절하게 계획한 이용을 장려하며, 모든 ICT 인프라와 시스템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노력함
◦ ICT 관련 기업의 부흥을 위해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관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함
- ICT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수입 세율을 최저로 인하(영세율 적용)함
- 해외 파트너에 의한 ICT 기업의 지분 100% 보유를 허용함
- 전자거래 및 전자은행의 법률을 활성화하여 전자상거래 설비를 제공
하고 지원함
<표 III – 22> ICT Strategy Framework 2025
◦ 목표 : 캄보디아의 디지털 환경 구축
◦ 주요 내용
- 정보통신기술개발 정책과 통신에 관한 법률을 제정
- ICT 인재 역량 강화
- ICT 기업을 위한 지원정책 실시
- ICT 장비 및 시스템 수입 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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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9-2023)」을 통해 인적 자본, 인프라
및 기술 발전 등 정책을 전개하고 캄보디아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
도록 지원함
◦ 본 정책은 인적 자본, 천연자원, 인프라 및 기술 등의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CT 분야의 발전을 보장하여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과학 기술 및 ICT 교육을 위해 1억 4,000만 달러(한화 약 1,659억 원)를
투자하여 고등교육 이상의 고급 인력 개발을 실시함
◦ 캄보디아 정부는 ICT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모든 행정업무를 유기적
으로 연결하여 계획 및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시사함
- 시민과 소비자 피드백 메커니즘은 이미 ICT 기술을 채택하여 정부에
의해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형식으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음
◦ ADB(Asian Develop Bank in Cambodia)는 상위 중등학교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자격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여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교육생 평가를
강화하는 데에 집중할 예정임
- ICT 기술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싱가포르의 고용주 및 기업 협회
및 훈련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및 소프트 기술이 TVET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함
- 중등교육과 TVET, ICT, 농촌개발 등에서 여성에게 구체적이고 가시
적인 혜택을 전달하여 성평등 문화를 촉진할 예정
· 학사 수준의 이공계 수학 부문 여교육생 등록률은 2018년 27.1%(여
17.1%)에서 2023년까지 30.0%(여 22%)로 증가할 것으로 집계됨
◦ ICT 산업 분야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ADB가 고유 디지털 식별
(ID)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ID를 사용할 시 복수의 사회 보호 계획의 수혜자를 식별할 수 있어,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비효율성과 누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
설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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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소득별 하위 40% 인구의 재정포용과 장학금과 같은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ADB는 독립된 조달 규제 기관 설립 시 전자 조달 시스템의 개발을
장려할 뜻을 밝힘
- 소액금융 등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성인은 2018년 69%에서 2023년까지
최소 80%(성별 구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경쟁력 가속화 및 경제 다양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스마트폰 기술을 농업 및 천연자원 이니셔티브에 통합하기 위한 워크숍을
통해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 워크를 설립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되고 있음
<표 III – 23>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9-2023)
◦ 목표 : 인적 자본, 천연자원, 인프라 및 기술 등 전략적 투자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활성화
◦ 주요 내용
- 인적 자본 및 평생 학습 강화
-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개발 촉진
- 공공부문 개혁 가속화를 통한 정권 발전
- 경쟁력 가속화 및 경제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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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현황
□ 캄보디아는 「Cambodia's vibrant tech startup ecosystem in 2018」을
통해 ICT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을 제공함
◦ 캄보디아의 고등교육 기관들은 대부분 국공립과 사립으로 비즈니스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ICT 엔지니어링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음
- 국립 경영 대학(NUM), 캄보디아 공과대학(ICTC), 파라곤 대학(기존 자만
대학), 푸티 사스트라(Puthisatra) 대학 등 캄보디아의 대학들은 교육생
학습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을 모색함
· NUM은 2006년부터 대교육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시뮬레이터인
비즈니스 대회를 매년 운영하고 있음
· ICTC, 노턴대, NIPTICT는 에메랄드 허브와 SmallWorld Ventures와
제휴 맺어 교육생들을 위한 스타트업 부트 캠프를 구현함
· 푸티 사스트라 대학교는 Trybe와 협력하여 공동 작업 공간 및 혁신
랩 공간을 교육생 혁신 센터로 확장함
◦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들이 매년 사업 계획 공모전을 위해 협력하는 등
적극적인 파트너십의 형태가 있었지만, 다른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 부족을 지적함
◦ Smart Axiata와 EZECOM 및 USAID와 EU 같은 기타 개발 파트너의
자금 지원이 대학들이 혁신 연구소와 같은 전용 캠퍼스 시설을 제공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하지만 공립대학들은 프로그램 개발, 커뮤니티니 구축 및 관리, 교육생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함

∙ 64 ∙

Ⅲ. 사업 대상국 ICT 교육환경 및 시장현황

3. 미얀마
가. 미얀마 국가개황
<표 III – 24> 미얀마 국가경쟁력 평가(2014)>
제도

혁신

인프라

기업성숙

거시경제 안정성

시장규모

건강 및 기초교육

기술성숙

고등교육 및 훈련

금융시장 발전

노동시장 효율성

상품시장 효율성

항목
제도
인프라
거시경제 안정성
건강 및 기초교육
고등교육 및 훈련
상품시장 효율성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발전
기술성숙
시장규모
기업성숙

순위
133
134
106
113
134
130
73
138
138
60
135

점수
2.9
2.1
4.2
4.6
2.5
3.6
4.2
2.4
2.2
4.2
2.9

혁신

132

2.5

*출처 :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세계경제포럼(WEF)

인구(백만 명)(2019)

5.4

전 세계 GDP 비중(%)

0.08

1인당 총생산(USD)(2019)

1,326

GDP 성장률(%)(2019)

2.89

지니계수(2015)

38.1

실업률(2019)

1.58

<표 III – 25> 경쟁력 평가지표(2014)>
항목
휴대전화 가입
ICT 보급

기초교육

평가값

순위(140개국)
49.5

135

유선 가입

1.0

124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0.2

121

인터넷 사용인구

2.1

137

기초교육 품질

2.4

133

기초교육 등록률

86.4

115

중등교육 등록률

50.2

120

고등교육 등록률

13.4

104

고등교육 및

교육시스템 품질

2.5

128

훈련

교육시설 내 인터넷 접근성

2.3

135

특수훈련 이용

3.0

133

직원교육 수준

2.9

136

고용/해고 유연성

3.8

69

임금 결정의 유연성

5.4

37

최신 기술 이용

2.7

140

노동시장
기술 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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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현황
□ 2019년 발표한 ICT 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를 살펴보면,
미얀마는 전체 175개국 중 140위(통합지수 2.54)로 하위권 국가로 나타남
◦ IDI 세부 지수 중 접근성(Access) 지수는 144위(3.08), 활용능력(Skills)
지수는 145위(3.06), 이용도(Usage) 지수로 129위(1.73) 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지며 미얀마 국민의 ICT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이 낮은 수준임을
증명함
- 전 세계 대비 미얀마의 객관적인 IDI 통합지수는 낮은 편에 속하지만,
미얀마의 ICT 발전 정도는 2015년 대비 2018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임
· IDI 통합지수가 0.59 포인트 상승하여 13위 계단을 뛰어오르게 되어
‘ICT 분야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과를 이룩한 국가’ 2위를 차지함
· ICTU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ASEAN 지역의 모든 국가들 IDI 수준이
2017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미얀마,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제외한 대
부분의 국가는 2017년보다 더디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임

□ 2019년 미얀마의 모바일 시장은 2018년 대비 급격한 성장을 기록하였고,
시장 보급률은 2019년 12월 기준 85.5%를 달성함
◦ 미얀마의 모바일 시장은 2018년 대비 2019년에도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
하였고, 시장 보급률은 2016년 12월 기준, 98.7%를 달성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음
- 모바일 가치 창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총 수익 또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미얀마의 모바일 시장은 활발한 데 비해, 유선통신 시장의 발전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며 현재의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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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정부는 고성능 유선통신 개발에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지만,
미얀마 가정에서 브로드밴드에 대한 수요는 적은 편이며, 소비자 입장
에서는 브로드밴드와 모바일을 연결할 때 드는 추가 비용과 제약으로
선호하지 않는 편임
· 특히 유선망 구축률이 매우 낮아 DSL 브로드밴드 성장에 한계 존재
- 미얀마의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2014년 말 기준 14만 3,600명
으로, 보급률은 0.3% 수준에 불과
· 유선 인터넷 연결망의 대부분은 ADSL 방식이고, 나머지는 다이얼업,
satellICTe 및 WiMAX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인터넷 보급을
방해하는 요소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부족과 높은 관세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미얀마의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3G 네트워크 기반의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임
· 노후화된 지역망 서비스로 접근에 제한성이 있고 미얀마의 낮은
가처분소득으로 인해 유선 브로드밴드 분야는 현재 개발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 양곤 지역과 상업센터에서 착수되고 있는 신생 비즈니스로 인해
브로드밴드의 수요가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 때문에 구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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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 – 26> 미얀마 ICT 시장 현황
(단위 : 명, % )

구분

2015

회선 수
(천 개)

유선

100명당
회선 수

2016

2017

2018

2019

YoY

CAGR

556.2

551.8

550.1

547.9

545.7

-0.40

-0.48

1.0

1.0

1.0

1.0

1.0

0.00

0.00

38,098.3

46,479.9

50,918.7

52,955.5

55,031.3

3.92

9.63

70.7

85.5

92.9

95.7

98.7

3.13

8.70

33,909.7

38,996.2

42,115.9

44,221.7

45,548.3

3.00

7.66

89.0

83.9

82.7

83.5

82.8

-0.84

-1.79

251.1

376.7

500.9

606.1

703.1

16.00

29.36

0.5

0.7

0.9

1.1

1.3

18.18

26.98

(개)

가입자 수
(천 명)

모바일

100명당
가입자
수(명)
가입자 수
(천 명)

3G&4G

모바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입자 수
(천 명)

브로드밴드
인터넷

100명당
가입자
(명)

* 주1 : 2019년 11월 기준
* 주2 : 브로드밴드는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법을 활용한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
* 출처: BMI(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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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현황
□ 미얀마는 교통 통신부(MoTC)는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시대에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ICT 정책을 수립하였음
◦ 2019년 2월 기준 미얀마는 ICT 개발, 전자정부 운영,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 사이버 보안의 4가지 지표에서 아세안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
- 이에 미얀마 교통 통신부는 ICT 개발과 무역 및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ICT 정책 수립을 발표하였음
□ 미얀마 「Service Strategy for Myanmar 2018-2022」ICT 서비스 정책에
따르면, 성별, 종교, 인종 또는 능력에 관계 없이 모든 미얀마 국민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ICT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미얀마 인구 90% 이상이 통신 서비스를 그리고 50% 이상이 브로드
밴드(초고속 인터넷)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3G 및 4G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농촌지역까지 광대역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네트워크 범위 확대 전략
추진
· 소수 민족과 특정 종교의 민족이 거주하는 산악지역에도 통신을 구축
·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함
◦ ICT 원격 교육을 위한 디지털 학습 센터 건립
- 디지털 학습 센터는 초급 수준의 디지털 사용 능력에 중점을 두고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이상의 ICT 지식 역량을 제공함
· 이는 공공도서관, 기존 컴퓨터 훈련 학교, 정부 기관 직업훈련센터,
민간단체 등에 설립할 예정이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
하기 때문에 ICT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69 ∙

▌2020 신흥국가진출 ICT기업 인력수요조사 및 교육훈련모델 구축연구 결과보고서

<표 III – 27> Service Strategy for Myanmar 2018-2022
◦ 목표 : 모든 국민의 ICT 접근성 확대
◦ 주요 내용
- 초고속 망(브로드밴드) 이용률 50% 이상 달성
- 농촌지역 모바일 서비스 확대
- 취약계층 ICT 역량 지원(여성 및 장애인)
- 디지털 학습 센터 건립

□ 2019년 2월 미얀마의 디지털 기술혁신과 보안을 위해 「Myanmar
DigICTal Economy Roadmap 2018-2025」을 발표함
◦ 정부, 무역 및 투자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디지털
기술과 ICT 보안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함
- 미얀마 정부는 본 계획을 통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온라인 금융
거래 이용률 증가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전자상거래 이용률) 2019년 전자상거래 이용률(0.5%)을 2025년까지
30%로 높이기 위해 노력함
⋅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2025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를 120억 달러
(한화 약 14조 2,260억 원)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함
◦ 미얀마는 급격한 통신 인프라 확장으로 사이버 보안에 취약한 실정임
- 2018년 기준 국제통신연합(ICTU)의 글로벌 사이버 보안 지수에서 175
개국 중 128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이버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임
- 온라인 통신과 전자상거래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부족한 미얀마는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사이버 보안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입법 제정에 노력함
⋅ 미얀마의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는 정부 웹사이트 해킹, 소수 민족
혐오 콘텐츠, 사이버 사기 등으로 조사됨
◦‘DigICTal 2019 Myanmar’에 의하면, 2019년 기준 미얀마 총 인구 중
인터넷 및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40%로 집계되며, 이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200만 명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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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및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들은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페이스북을 인터넷과 동일시하고 있음
- 한편 2018년 기준 광대역 인터넷(브로드밴드) 사용자 수는 0.1%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III – 28> 미얀마 Myanmar DigICTal Economy Roadmap 2018-2025
◦ 목표 : 미얀마
◦ 주요 내용
- 온라인 거래 이용률 증가를 위한 지원 정책 실시
-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
- 통신 인프라 확대
- 보안 및 정보통신정책관련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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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현황
□ 미얀마의 ICT 인력양성은 25개 컴퓨터 관련 단과대학 및 대학교와 교육부의
ICT 인력 배출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짐
◦ 미얀마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컴퓨터 관련 단과대학 및 대학교의 수는
25개로 조사됨
- 교육부에 따르면 연간 1,500명의 ICT 인력(수료, 학사, 석사)이 양성됨
◦ 양곤에 있는 70개 학교를 포함하여 90개 컴퓨터 사설 교육기관에서
ICT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미얀마에서는 매년 24개 이상의 ICT 교육기관에서 약 3,000명의 교육생이
ICT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있음
- ICT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월 200달러(한화 약 23만 7,000원)에서
고급 개발자의 경우 1,000달러(한화 약 118만 5,000원)까지 임금을 받음
□ 미얀마의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인터넷망 연결이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아
ICT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 현재 학교에서는 대부분 1~2대의 컴퓨터만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행정
업무에만 국한되어 있음
- 기존에는 수업을 위한 컴퓨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나 발전기의
비용이 높고 전력 공급이 부족하여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는 컴퓨터 기술 인력은 교내에 1~2명뿐이며, 전산
업무 관련 인력은 배치되지 않음
◦ 하지만 대부분의 교내 교직원들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용
용도는 뉴스 사이트, 페이스북, 바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를 주로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전력과 ICT 인프라 시설을 지원을 받기 위해
까다로운 절차와 여러 항목들이 확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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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최신 컴퓨터가 30대 이상 보유해야 함
- 컴퓨터 및 태블릿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충분한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 인프라 구축
- 미얀마 교육부에서 승인한 정식 ICT 교육 커리큘럼 보유

□ 미얀마 정보 통신부에서는 전자 정부와 사이버 보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ICT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Myanmar e-Governance Master Plan 2016-2020」의 효율적인 추진과
ICT 교육 인프라 등 세부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함
- 교육 프로그램은 MS 오피스 소프트웨어, 자바, MySQL 데이터베이스,
CSRICT 관리 등을 통해 ICT 인력 개발에 노력함
<그림 III – 1> 미얀마 정보통신부 ICT 보안 교육

* 출처: 미얀마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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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몽골
가. 몽골 국가개황
<표 III – 29> 몽골 국가경쟁력 평가(2019)>

67
53

64

63

57

57

50

53

51

50

47

42
32

전반

제도

전체 점수

인프라

ICT 보급

거시경제
안정성

건강

환경 조성

기술

제품시장

노동시장 재정시스템 시장규모 산업역동성 혁신역량

인적 자원

시장

혁신 생태계

*출처 :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세계경제포럼(WEF)

인구(백만 명)

3.2

1인당 총생산(USD)

4,026.3

지니계수

32.3

전 세계 GDP 비중(%)

0.03

10개년 평균

6.9

GDP 성장률(%)
실업률

6.3

<표 III – 30> 경쟁력 평가지표>
항목

사회적 제도

점수
사회적 자본

55.9

39

공공부문 활동

45.5

95

사회적 투명성

37.0

81

감사 및 회계 기준 강도

48.2

116

이해관계 충돌 규제

73.0

21

기업활동 정책 안정성

32.3

121

정부의 변화 대응력

25.9

129

32.7

117

디지털 신산업 관련
법체계 적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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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인프라

ICT 보급

점수

순위(141개국)

운송 인프라

35.5

119

전력 접근성

90.8

99

전력공급질

92.1

73

휴대전화 가입

100.0

36

이동통신 사용자 수

N/A

55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19.3

76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

N/A

71

인터넷 사용인구

23.7

119

평균 교육년수

63.3

71

직원교육 수준

45.8

94

직업교육 질적수준

44.4

100

대졸자 직무능력

40.9

119

디지털 능력

46.3

96

숙련자 구인 용이성

29.9

140

고용/해고 유연성

46.5

79

임금 결정의 유연성

77.9

19

해외 인력 고용의 용이성

39.9

126

인력 다양성

64.4

39

기업 내 협력

38.5

105

연구기관 역량

0.4

112

역량

노동시장

혁신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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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현황
□ 2019년 인터넷 이용률은 34.0%로 낮은 수준이며 주로 모바일 네트워크
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됨
⚬ 몽골의 통신 시장은 독과점이 없는 자유경쟁 시장이며, 가입자들의
유·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통신
사업자들 또한 네트워크를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임
- 특히 무선 브로드밴드의 성장은 몽골 전반적인 브로드밴드 및 통신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무선 기반의 통신 시장을 형성하고, 몽골의 디지털
경제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함

□ 몽골의 모바일 시장은 성숙도에 비해 지난 5년간 상대적으로 느린 성장률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성장률은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동통신 보급률이 거의 100%에 달았던 2015년에 반해 이동통신 가입자가
452만 명에 달했던 2019년의 보급률은 134%를 기록할 전망임
- 몽골 모바일 시장은 강한 지역 경쟁으로 인해 고도의 성장이 제한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5%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함

□ 몽골의 통신 사업자들은 전국적으로 광섬유 통신망을 3만 3,000km 이
상 구축하였으며, 중반 이상은 최근 5년간 설치되었음
⚬ 몽골은 광섬유 통신망을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마을 단위
(soum)까지 확대함
- 몽골 내 광섬유 통신망의 절반 이상은 국영 정보통신 네트워크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네 개의 초소형 지구국 사업자들은 지방지역에서 운영
되며, 국외로는 중국과 러시아와 연계하여 아시아-유럽 육로 네트워크와
해저 케이블을 통해 국제적 협력을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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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 – 31> ICT 인프라 현황
(단위 : 명, % )

구분

2015

가입자 수
(천 개)

2016

2017

2018

2019f

YoY

CAGR

225.6

225.3

292.6

369.9

372.6

0.73

13.36

8.53

7.37

9.40

11.67

12.1

3.68

9.13

3,068

3,368

3,886

4,222

4.523

7.13

10.19

102.33

110.18

124.81

133.18

134.19

0.76

7.01

197.2

226.1

285.1

306.1

309.5

1.11

11.93

6.94

7.40

9.16

9.66

10.2

5.59

10.11

22.50

22.27

23.71

-

-

-

-

유선통신
100명당
회선 수
(개)

가입자 수
(천 명)

이동통신
100명당
가입자
수(명)

가입자 수
(천 명)

유선
브로드밴드

인터넷

100명당
가입자
수(명)

사용자 수
(%)

* 주1 : 2019년 11월 기준
* 주2 : 브로드밴드는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법을 활용한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
* 출처: ICTU(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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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현황
□ 몽골 정부는 범국가적인 ICT 인프라를 확립하기 위해 「Mongolia
Sustainable Development Vision 2030」을 발표함
◦ 본 내용은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의 7번째 목표로 ICT와 이동통신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의 초고속 네트워크를 설치를 확장하고 국가
차원의 위성을 발사하려는 계획임
◦ ICT 기술과 통신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확립하여 농촌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사용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2030년까지 몽골 총 인구의 95%가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함
⋅ 2025년까지 인구의 90%에게 초고속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고, 농촌
지역 인구의 70% 이상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보장
하며, 공공 서비스의 50% 이상을 디지털화할 계획임
⋅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95%에게 초고속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고, 공공
서비스의 85% 이상을 디지털화하며, 국가 위성을 발사하여 사용할 계획임
◦ 제조업과 ICT 기술을 융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수출지향적 가공 산업
클러스터를 건립할 계획임
◦ 과학과 산업의 조정과 일관성을 보장하고, 지식 기반 사회로 발전시킬
것을 예고함
- 2022년까지 과학기술단체와 산업이 혁신을 촉진하고 채택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연구의 자금조달을 위한 지출을 국내총생산
(GDP)을 2%로 확대할 것을 계획함
◦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청년 직업훈련을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창업활동을 지원하여 실업률을 저하시키고자 함
- 이를 위해 몽골 정부는 모든 어린이가 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의무 교육을
시행하며, 몽골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초 교육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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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 훈련체계의 결함을 개선하고, 수료생에게 전문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본 정책의 슬로건에 맞게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생교육
제도를 실시함
<표 III – 32> Mongolia Sustainable Development Vision 2030
◦ 목표 : 몽골 범국가적인 ICT 인프라 확립
◦ 주요 내용
- 통신 네트워크 커버리지 확립
- 제조업과 ICT 산업 융합을 통한 수출지향적 산업 활성화
- 지식기반사회 형성
- 청년직업훈련을 통한 고용 증대

□ 몽골 정부는 「The State Policy on Development of ICT」을 통해 장기적인
디지털 경제 개발과 ICT 고급인력 육성을 지원하고 있음
◦ 2018년 몽골 최초로 ICT 혁신 클러스터를 출범하여 ICT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통해 디지털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음
- ICT 기업에 대한 법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2019년 통신법, 전파법,
우편법 등을 개정하여 법 제도 마련을 진행 중에 있음
- (장기적 전략 : 2021-2025) ICT 산업의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인적자본과
ICT 기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79 ∙

Ⅳ. 국가별 교육 협력
파트너 분석

Ⅳ. 국가별 교육 협력 파트너 분석

Ⅳ. 국가별 교육 협력 파트너 분석
1. 베트남
가. 하노이과학기술대학교
□ 교육기관 개요
⚬ 1956년에 설립된 베트남에서 가장 큰 국내 순위 1위의 기술대학교
- 하노이 하이바쯩구에 위치, 베트남에서 다섯 번째로 오래된 대학
- 재학생은 3만 4,000여 명, 연간 신입생은 약 7,000명 수준이며 석사
및 박사과정의 대학원생 1,700여 명이 재학 중
- 25.6ha 면적의 캠퍼스 내 260개 이상의 강의실과 200여 개의 교육 및
연구용 실험실을 갖춤
⚬ 19개 학부, 기관 및 연구소 10개, 주요 실험소는 11개소 보유
⚬ 대학 내 임직원 수는 1,748명으로 그 중 1,097명이 교수진 인력임
· 정교수 24명, 부교수 235명, 박사 765명이 있음
<그림 Ⅳ – 1>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 전경

*출처 :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 페이스북 계정(www.facebook.com/dhbkhan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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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특징
⚬ 국제적 교육 품질을 인정받은 대학으로, 교육프로그램과 대학 관리 및
서비스 활동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베트남 국가공인 및 국제기관으로부터 다양한 교육 평가인증을 받음
· 아세안 대학연합(ASEAN University Network)로부터 AUN-QA 인증
을 받음
· 응용 및 자연과학, 컴퓨터 엔지니어링 분야의 프로그램 인증기관인
ABET에서 ABET 인증을 받음
· 국제 공학기술연구소(Institution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에서
IET 인증을 받음
· 프랑스 교육인증기관인 CTI(Committee des titres d' ingénieur)로부터
교육기관 평가를 받아 인증을 받음
- 2015년 국제표준화기구 ISO로부터 ISO9001 인증을 받아 대학 경영의
품질과 효율성을 인정받음
⚬ 과학 기술 분야에서 베트남 대학 중 QS 세계 대학 순위 1위를 차지
- 공학 및 기술 분야에서 세계 상위 400대 대학 중 하나로 선정, 전기·
전자는 351~400위 권, 컴퓨터 과학정보시스템은 451~500위 권 기록
· 지난 2019년 평가보다 전체적으로 50위권씩 상승하여 하노이 베트남
국립대학교와 호치민베트남국립대학교보다 높은 순위로 나타남
- QS 아시아 대학 순위로는 261~270위권에 선정됨
□ 전체 교육프로그램
⚬ 교육 모델은 주로 두 가지로, 학사-엔지니어용 과정인 ‘4+1 모델’과
학사-석사 프로그램용의 ‘4+1.5 모델’이 있음
- 학부생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은 하기의 두 가지 섹션으로 구분
· 과학 기술 부문 : 이학사(4년) 또는 엔지니어(5년)
· 경제 및 언어 부문 : 실용 오리엔테이션 및 예술 학사(4년)
- 하노이 과기대에는 70개 이상의 학부 전공이 있으며, 그 중 35개는
엔지니어 교육프로그램, 45개는 학사 교육프로그램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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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 23개의 Elitech 프로그램과 14개의 국제협력 프로그램, 40개의
석사 교육프로그램, 43개의 박사과정 존재
- Elitech 프로그램은 고급 프로그램, 탤런트 프로그램, 우수 엔지니어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뤄짐
· 고급 프로그램은 미국, 독일, 일본 및 영국 등 선진국의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설립되어 수업 대부분이 영어로 이뤄져 졸업생들이 글로벌
금융 기업, 국내 대기업 및 국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IT(SW) 분야 교육 프로그램
◦ 정보통신기술대학에 IT 관련 학과 보유
- 정보통신기술대학의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과학, 데이터 통신 및 컴퓨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공학, 정보시스템, 정보기술 학과 등이 있으며
4년 학사과정과 5년 엔지니어링 과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 석사과정에 컴퓨터 과학, 컴퓨터 및 정보과학,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 통신 및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공학 등의 전공 과정
보유
- 박사과정에서는 컴퓨터 과학, 데이터 통신 및 컴퓨터 네트워크, 소프트
웨어 공학, 정보시스템, 컴퓨터 공학 등의 과정 보유
◦ Elitech에 여러 IT(SW) 관련 전문 프로그램 보유
- 고급 프로그램 과정에는 글로벌 ICT, 전자 및 통신공학, 데이터 과학
및 인공지능 프로그램 보유
- 탤런트 프로그램에 컴퓨터 과학과 전자, IoT, 인공지능 제어 및 자동화
과정 등이 있음
◦ Global ICT 학과 프로그램에는 61개의 전공 과목이 개설되어 있음
- 수학, 통계학, 물리학 및 전자공학 등의 강의는 저학년 기초 교과목에
해당됨
- Global ICT 과정 내에서도 세부 전공에 따라 커리큘럼이 달라지며 세부
전공 과목 가운데 필요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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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언어, 정보론, 데이터 구조 및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운영체계, 컴퓨터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논리회로, Java언어, 컴퓨터
아키텍쳐, 정보 보안, 웹 정보 체계, 구조화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의 강의 개설
- 168 학점 이수가 필요하며, 인턴십 과정 및 졸업 논문이 요구됨

□ 교육성과 (취업 등)
◦ 하노이 과기대 입학 안내 사이트에 따르면 전체 졸업생의 70%가 졸업
학년에 취업을 하고, ICT 학부 전공생의 100%가 졸업 1년 후에 취직
하는 것으로 나타남
- ICT 학부 졸업생은 일본, 미국, 유럽의 글로벌 기업 및 기관으로 취직,
우수한 학생들은 미국 ICT 협회 교류회의 지원을 통해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근무함
- 해외시장을 겨냥한 베트남 대기업의 핵심 엔지니어로 활약하며 대학
에서 쌓은 전문적인 능력과 외국어 능력 덕분에 해외 거래처와 직접
일하기도 함
□ 한국과의 협력사례
◦ 네이버는‘글로벌 AI 연구 벨트’의 파트너로, 베트남 하노이과학기
술대학과 IT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을 맺음
- 현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네이버
커넥트 재단은 SW개발 역량강화 프로그램 ‘부스트캠프’를 선보일 계획
◦ 한국생산성본부는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
혁신과 공생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
◦ 한양대 또한 학술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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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와의 협력사례
◦ Elitech 프로그램으로 협력을 맺고 있는 해외 유수의 대학들이 있음
- 독일의 OTH 레겐부르크 대학, 싱가포르의 난양 기술대학과 싱가포르
국립대학, 스웨덴 웁살라 대학, 일본 아이즈대학과 도쿄기술대학 등이
Elitech 프로그램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 다양한 해외 대학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다양한 대학 조직의
회원임
- 프랑스어권 대학협회(AUF), 아세안-유러피안 학술교류회(ASEA-UNINET),
동남아 공학 교육 개발 네트워크(AUN/SEED-Net), 메콩 지역 학술 및
연구 네트워크(GMSARN), 동남아시아 기술 대학 컨소시엄(SEATUC),
아시아-오세아니아 엔지니어링 대학 협회(AOTULE) 등의 조직 및 네
트워크에 속함
◦ 국제적 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 등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연구 협력을 위한 상호 프로젝트 연구와 학부 및 대학원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국제 워크숍 등을 운영함
- 국제 연구기관 및 센터를 설립함
· 국제 멀티미디어, 정보, 통신 및 응용 연구소(MICA), 동남아시아 위
성항법기술연구 국제협력센터(NAVIS), 컴퓨터 과학 및 공학 국제기
구(ICE), 베트남-일본 국제 과학 기술 연구소(VJIIST) 등
- 실험실 설립 및 협력 연구 프로젝트, 공동 R&D 등을 수행하며 기업
과의 협업을 이어나감
· 학생들이 기업을 방문하여 인턴을 함으로써 고급 노동력을 기업에
제공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쌓게 함
· 현지 산업 파트너 : Rang Dong 광원 및 진공 플라스크 합자 회사,
베트남 전력 그룹, Hòa Bình 수력 발전소, 베트남 석유 그룹,
Viettel 그룹, 베트남 석탄 및 광산 그룹 등
· 국제 산업 파트너 : 캐논, GE(General Electrics), 히타치, 혼다, LG,
파나소닉, 닛산,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토요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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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랑대
□ 교육기관 개요
◦ 1995년에 설립된 사립대학교로 베트남 교육부의 관리하에 설립됨
- 호치민 내에 3개의 캠퍼스가 있으며, 2017년 기준 재학생 1만 2,850
명, 교직원은 550여 명으로 집계됨
- 총 30개의 4년제 학부가 있으며 7개의 석사과정이 있는 종합대학임
<그림 Ⅳ – 2> 반랑대학교 전경

*출처 : 반랑대학교 공식 사이트(www.vanlanguni.edu.vn)

□ 전체 교육프로그램
◦ 30개의 4년제 학부가 있으며 7개의 석사과정이 보유
- 학부로는 미대(산업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패션학 등), 인문(영문학,
경영, 회계, 금융 등), 음대(피아노, 실용음악 등), 공대(IT, 소프트웨어
공학, 환경 공학, 생명공학 등)가 있음
- 석사과정은 1.5년과 2년 과정으로 구분되며 환경 기술, 경영학, 금융,
건축, 회계, 생명공학, 환경관리 7개의 과정이 있음
◦ 교육프로그램은‘표준 교육프로그램’,‘특별 교육프로그램’,‘고급
교육프로그램’등 세 가지로 구분되며, ICT 분야는‘표준 교육프로
그램’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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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W) 분야 교육프로그램
◦ 정보통신학부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학과와 정보기술(IT) 학과 존재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학과는 4년 과정임
- 2001년에 일본 표준에 따른 정보기술 엔지니어 양성에 참여하였으며,
2008년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CMU)에서 들여온 프로그램에 따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교육을 시작함
· CMU와 정기적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며 교류함
<그림 Ⅳ – 3> 카네기멜론 대학과의 학술 세미나

*출처 : 반랑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watch?v=-fG29wVNRLQ&feature=emb_logo)

- 1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40개의 전공과목이 개설되어 있음
· 컴퓨터 네트워크 입문, 객체지향프로그래밍(C#), 소프트웨어 테스팅,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및 설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간과 기계 통신 등의 강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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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 1> 반랑대학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학과 전공 강의 목록
구분

강의명

학기

학점

구분

강의 이름

학기

학점

1

기초 컴퓨터

1

4

10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4

4

2

소프트웨어 입문

1

3

11

IT전공

5

3

3

컴퓨터 네트워크 입문

2

4

12

시스템 설계분석 지향

5

4

4

그룹 역학 및 통신

2

2

13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5

4

5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C#)

3

4

14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및
디자인

6

4

6

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3

4

15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및
품질 관리

6

4

7

요구사항 공학

4

4

16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7

4

8

예비 엔지니어를 위한
컴퓨터 과학

4

4

17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

7

4

9

소프트웨어 테스팅

4

4

18

IT 전문 법률

8

2

◦ 정보기술(IT) 학과는 4년제로 IT 응용 지식에 관하여 학습함
- 입학 후 2년간 IT 응용프로그램의 방향, CPS 시스템에 대한 조기 액세스,
4.0 기술 모델 조기 작업, 개발과 관련된 일반 지식 및 산업 기반 등에
대해 교육함
- 빅데이터 처리, 인공지능, 기계학습, 디지털화, 디지털 정보관리 등의
내용이 신규 개설됨
- 124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100개의 전공과목이 개설되어 있음
· 컴퓨터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컴퓨팅 입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베이터 구조 및 알고리즘,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인공지능 입문, 리눅스 운영체제 및 프로그래밍,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시스템 및 사물 인터넷
프로그래밍, 게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지리정보시스템, UI 디자인,
전자상거래 및 소셜미디어 등의 강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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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성과 (취업 등)
◦ 소프트엔지니어링 전공생들은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가 됨
- 웹 프로그래밍, 모바일 프로그래밍,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소프트
웨어 품질 관리 전문가, 산업 분석가 등의 진로를 택함
- 2019년 8월에 졸업 1년 후 실시된 취업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전공 졸업생의 97.92%는 졸업 후 1년 내에 취업, 73%가
월평균 소득이 1,000만 동 이상임

□ 한국과의 협력사례
◦ 단국대학교와 협력 체결을 통해 학생 교류, 강사 교류, 상호 연구 프로
젝트, 상호 컨퍼런스,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
◦ 신한은행의 베트남지점, 베트남 반랑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함
- 신한스쿨뱅킹, 신한 디지털 캠퍼스, 재학생 대상 신한베트남은행 인턴제
등을 주요 협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
◦ 충북 대학교와 IT, 엔지니어링, 건설, 건축, 디자인 등에서 심층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MOU를 체결함

□ 해외와의 협력사례
◦ 해외 대학과의 적극적으로 협력을 맺고 있음
- 2008년부터 IT학부는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CMU)의 프로그램에 따라
학부생에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교육을 제공함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은 SE 2004 표준을 기반으로 27개의
CMU 과목이 반랑대학으로 이전하여 그 중 16개가 시행, CMU의
인증을 받음
- 2018년 스웨덴 공립 공과대학인 블레킹에 공과대학과 협력 체결,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 베트남 지사와 협력 관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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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공과대학(AIT)과 학석사 편입 협력을 위한 MOA를 체결
- 아시아공과대학(AIT)과 반랑 대학교 간 협약체결로 두 학교의 공학과와
IT 학과, 상업, 금융 학부생 300여 명과 교수진의 이동이 가능해짐
◦ 베트남 기업 VINTECH와 협력 계약 체결
- 빈텍은 응용과학 기술 연구지원 기금을 설립하여 컴퓨터 과학, 인공
지능, 로봇 공학, 자동화, 나노 기술, 재생에너지, 신세대 재료 분야의
과학 및 기술 연구 프로젝트를 후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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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노이 개방대학교
□ 교육기관 개요
◦ 1993년 설립되어 교육 훈련부에서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공립대학
으로 하노이에 위치함
- 17개의 전공 학부가 있으며 12개 지점의 기관에서 교육이 이뤄짐
- 석사 학부는 8개가 있음
- 다낭에도 하노이 개방대학교의 캠퍼스가 있음
◦ 공식교육, 실무교육, 현직교육 및 원격교육을 포함한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 보유
- 2015~2016학년도 재학생은 3만 2,855명으로 집계되며, 이 중 공식 교
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이 1만 1,299명, 원격 교육수강생 2만 287명,
기타 프로그램으로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1,299명으로 나타남
- 지난 20년 동안 15만 명 이상의 학사, 엔지니어, 건축가 및 석사를
배출함
<그림 Ⅳ – 4> 하노이개방대학교 전경

*출처: 하노이개방대학교 페이스북 계정(www.facebook.com/HOU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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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특징
◦ 온라인 원격 강의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원격 고등 교육기관임
- 원격 교육기관을 열기 위해 베트남 전역에 40개 이상의 시도에 있는
75개 교육기관과 협력함
- 이를 통해 2015~2016학년도에 7개 학과의 수업을 2만 287명의 학생
이 들을 수 있었음

□ 전체 교육프로그램
◦ 17개의 전공학부가 있으며 8개 학부에서 석사과정 운영
- 석사과정 운영 학부는 경영학, 경제법, 생명공학, 정보기술, 전자기술,
통신기술, 영어 및 회계가 있으며 그 중 유일하게 영어학부에서 박사
과정 운영
- 일반 학부 과정은 4년제로 교육됨
◦ 원격교육 프로그램뿐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짐
- 평생 교육기관에서는 외국어, 정보기술, 관광, 경제, 법의 5개 과정이
있으며, 그 외에 단기 교육, 국제 학사 교육,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
등이 있음

□ IT(SW) 분야 교육프로그램
◦ 정보기술학과와 응용정보학과가 있음
◦ 정보기술학과의 커리큘럼은 세 가지 블록으로 구성됨
- 블록 1 일반 교육지식(교양과목)
· 기초 영어, 일반법, 베트남 공산당 관련 사상, 확률 이론 및 수학
통계, 대수와 미적분, 디지털 전자 공학, 정보학 원론 등
- 블록 2 전문 교육지식
· 분야지식 : 기본 프로그래밍 기술, 이산수학, 데이터 구조 및 알고리즘,
OS원칙, 컴퓨터 아키텍쳐, 기본 인턴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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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지식 : 네트워크 및 통신, 객체 지향, 이벤트 중심 프로그래밍
기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웹디자인, 전자상거래,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래밍 시스템, 모바일용 프로그래밍, 전문 산업
인턴십 등
· 전문지식 : 세 가지 세부 전공으로 분류
<표 Ⅳ – 2> 세부 전공별 강의
소프트웨어 기술(SE)

정보시스템(IS)

- 고급 웹 프로그래밍

- 분석 및 설계 UML 응용

- 모바일 프로그래밍

- 분산시스템

- 소프트웨어 기술 입문

- 데이터웨어하우스

-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 지리정보 시스템(GIS)

- Oracle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 데이터 및 어플리케이션 통합

기술멀티미디어(MT)
- 그래픽 디자인
- 인터페이스 디자인
-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렌더링
- UI 디자인 이론
- 게임 어플리케이션 개발

네트워크 및 시스템 안전(NS)
-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설계 및 분석
-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
-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 컴퓨터 네트워크 성능 평가

*출처: www.fithou.edu.vn/Article.aspx?aid=1310&cid=3

□ 교육성과 (취업 등)
◦ 2018년과 2019년의 졸업 첫 해 평균 취업자 수는 95%에 이름
- 전자정보기술학부는 7,000명 이상의 IT 엔지니어를 교육하여 동문의
대부분은 Viettel, VNPT, Mobiphone, FPT, Samsung, Canon, Intel 등
국내외 유명 기업의 조직 및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
- 취업한 학생들의 초봉은 평균 약 1,200만 달러이며, 많은 학생이 3학년
부터 채용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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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의 협력사례
◦ 영남대학교와 교환 프로그램을 맺어 교수진 및 학생들을 교류함
◦ 2018년 한국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다인리더스는 하노이 개방대학교와
블록체인기술 교류 MOU를 체결함
◦ 서울디지털대학교와 온라인 교육 및 인적 교류협약 체결
<그림 Ⅳ – 5> 한국 대학 및 기업과의 협력 체결 모습

서울디지털대학교와의 협약

다인리더스와의 협약

*출처: 매일일보(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453467), 전자신문(www.etnews.com/20180918000223)

□ 해외와의 협력사례
◦ 주로 원격강의 수업을 하는 해외 기관 및 대학과 교류를 맺음
- 아시아 개방대학협회(AAOU)의 회원이며, 동남아시아 국가 교육부 장관
조직 산하 원격교육센터(SEAMOLEC)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음
· 교수 연구, 교수 방법 혁신, 원격 훈련에 기술, 커리큘럼 구축, 평생
학습 모델 구축 등을 주제로 해당 기관과 세미나 및 포럼을 개최
- 이 외 국제개방 및 원격 교육위원회(ICDE),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네시아, 태국의 개방대학과의 동남아 개방대학그룹(OU5)에도 속함
- 호주 박스힐기술기관(Boxhill Technical Institute), 러시아국립기술대학
및 중국 대만 등지의 대학과 국제 교육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함
◦ 국내외의 기업들과 연구 및 훈련 협력을 맺음
- Viettel, FPT, VCCorp, VNPT, MISA 등과 같은 다른 많은 국내외 기업,
연구 및 훈련 기관과 협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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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푸꾸옥 기술대학
□ 교육기관 개요
◦ 푸꾸옥 기술대학은 2017년에 설립된 관광 및 관련 분야에 특화된
중·단기 직업 전문 공립학교임
- 단기 및 2년제 학교로 운영되며 호텔경영, 요리, 뷰티, IT 등의 분야
학과를 주로 교육함
- 직업학교로서 운영 조건과 규모를 충족하는 베트남 최초의 직업전문
학교임
- 베트남의 유명 휴양지인 푸꾸옥 섬에 위치함
- 매년 총 350명의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됨
<그림 Ⅳ – 6> 푸꾸옥 기술대학 전경

푸꾸옥 기술대학 전경

푸꾸옥 기술대학 강의 모습

*출처 : 푸꾸옥 기술대학 홈페이지(viethanpq.edu.vn/)

□ 교육기관 특징
◦ 한국 기업인 태광비나에서 1,000만 달러를 기부하여 세움
- 정식명칭은 푸꾸옥 베트남-한국 기술전문학교이며 설립 과정에서부터
한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
· 경북 경산의 직업교육 전문 기관인 대경대학교가 위탁 운영을 맡아
국제 표준에 따른 프로그램 및 학위 교육 과정을 설계함
·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학교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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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유명 휴양지인 푸꾸옥 섬의 관광 인력 충원을 위한 호텔 및
관광 사업 교육에 집중하고 있음
- 학교에서 직접 실습할 수 있는 호텔 및 레스토랑 시설을 갖춤
- 현지 리조트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학생들의 실습 및 취업 과정을
연계함

□ 전체 교육프로그램
◦ 초급 단기 과정과 중급 과정으로 이뤄져 있음
- 초급 과정은 약 3개월의 교육 기간이 요구되며 중급 과정은 1.5년에서
약 2년까지의 교육과정으로 이뤄져 있음
· 초급 과정에는 미용, 요리, 컨시어지, 뷰티 메이크업, 전문 투어가이드
등의 12가지 과정이 있음
· 중급 과정에는 관광 가이드, 프런트 접수직, 레스토랑 서비스, 호텔
경영, 요리, 음료 준비 기술, 컴퓨터 수리 및 조립 기술, 에어컨 및
설비 엔지니어링 과정 등이 있음
◦ 이 외에 빈롱 기술 교육 대학과 협력하는 훈련 기술 훈련 과정 수업은
7개의 이론, 기술 및 교육 실습 모듈로 3개월 간 진행됨

□ IT(SW) 분야 교육프로그램
◦ 컴퓨터 수리 및 조립 공학 기술 과정에서 기계적 기술과 함께 소프트웨어
지식을 갖춤
- 이 과정에서는 웹 사이트 디자인과 컴퓨터 조립, 수리, 설치 및 업그
레이드, 인터넷 서비스 설계와 이용 및 설치,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
및 관리, 새로운 응용 소프트웨어 연구 등의 내용을 다룸
◦ 컴퓨터 수리 및 조립 기술 전문 중급 과정은 중등과정 25시수, 고등
과정 25시수로 구성됨
- 중등과정은 2년이 걸리며 고등과정은 1.5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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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 7> 컴퓨터 조립 및 수리를 배우는 학생들

*출처 : 푸꾸옥 기술대학 홈페이지(viethanpq.edu.vn/)

□ 해외와의 협력사례
◦ 베트남 Sun Group과 잡페어(Job Fair) 프로그램 협력 계약을 체결함
- 노동보후사회부 산하 고용서비스센터는 Sun Group과 협력하여 푸꾸옥
기술학교 졸업생을 위한 취업 알선 취업 박람회를 개최
- 푸꾸옥 기술학교는 Sun Group과 대규모 인력 양성 및 육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그림 Ⅳ – 8> 해외 협력 사례

Sun Group 잡페어에 참여한 학생들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 개발 체결

*출처 : 푸꾸옥 기술대학 홈페이지(viethanpq.edu.vn/)

◦ 다양한 국내외 대학들과의 협력을 시도 중에 있음
- Can Tho University, Kien Giang University, Vinh 기술 교육 대학,
Kent 국제 대학, Vung Tau 관광 대학과 같은 유명한 베트남의 기술
훈련학교 및 대학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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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멀티캠퍼스
□ 교육기관 개요
◦ 삼성 SDS에서 운영하는 하노이 소재 인력양성 전문기관으로, 외국어
교육 및 인증과 리더십 훈련, IT 교육 등을 운영
- 임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삼성 HR 기업이지만 일반
신청자들 대상으로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임

□ 교육기관 특징
◦ 외국어 교육과 시험(OPIc) 운영을 주로 함
◦ 오프라인 수업과 함께 온라인 e-러닝 서비스 갖춤
- e-러닝 교육 영상은 10분 이내의 짧은 영상들로, 비즈니즈 기술 및
에티켓 등에 관한 기본 교육, 임원진들을 위한 리더십 훈련 등 고위직
임원들에게 적합한 전문 교육 등이 주를 이룸
· 베트남 문화에 맞게 수업 내용을 호환하였으며, 카드 뉴스, PDF,
텍스트,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

□ 전체 교육프로그램
◦ 학업 목표와 수준에 맞게 리더십 프로그램과 외국어 프로그램, IT
프로그램 과정이 짜여 있음
- 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군과 직위에 따라서 구분되기도 함
◦ 리더십 프로그램은 사무직과 생산직별로 과정이 다르며, 일반 기본과정과
심화 전문 과정으로 구분됨
- 구체적인 과정은 하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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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 9> 멀티캠퍼스 리더십 프로그램 과정표

*출처: 멀티캠퍼스 베트남(www.multicampus.vn)

◦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내국인 직원과 외국인 직원을 위한 과정 보유
- 베트남어, 한국어, 영어 등의 언어가 수강과목으로 개설됨
· 외국인 근무자를 위한 일상 베트남어 수업과 비즈니스 베트남어
수업이 있음
- 기본 과정으로는 일상 회화, 외국어 자격증(OPIc) 대비반, 비즈니스
반이 있음
· 수업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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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W) 분야 교육프로그램
◦ 현대적인 IT 기술 트렌드와 다양한 실례를 중심으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표 Ⅳ – 3> 멀티캠퍼스 IT 분야 교육 프로그램
- 기술
- 분석
아카데미
- 사업
빅데이터

AI
아카데미 -

딥러닝
자연어처리
AI 챗봇
로보어드바이저
텐서플로/하드
기계학습

블록체인 - 사업
아카데미 - 기술
아카데미 -

글로벌 기업 인증 교육
계획
분석/설계
수립

아카데미 -

IoT 프로젝트 기획
네트워크
IoT 서비스
플랫폼/솔루션 IoT

IT

IoT

모바일
아카데미

보안
아카데미

DBA
아카데미

웹
아카데미

SW
아카데미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lanning/UX/UI
안드로이드
아이폰
일반 정보 보완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네트워크
침투 테스트
수치 조사
기획/컨설팅/테스트
데이터베이스 관리
SQL 및 튜닝
모델링
오류처리
Planning/UX/UI
디자인
프런트엔드 웹 개발
백엔드 웹 개발
모델링 및 솔루션
소프트웨어 설계
알고리즘
자바 코딩
애자일 방법론 및 TDD

*출처: 멀티캠퍼스 베트남(www.multicampus.vn)

□ 한국과의 협력사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멀티캠퍼스와 ‘Korea IT School(KITS)’
교육장을 하노이에 개소함7)
- KITS는 삼성 멀티캠퍼스의 IT 교육 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력을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IT 기업과 연결하는 프로젝트임
- IT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우수한 베트남 인재를 양성
하여 한국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7)

www.cctvnews.co.kr

∙ 102 ∙

Ⅳ. 국가별 교육 협력 파트너 분석

- 국내 IT 기업은 현지 제품과 SW개발에 필요한 베트남 우수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베트남 청년은
한국 IT 기업에서의 인턴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삼성그룹은 베트남 MVV 창업 아카데미 산하 인재 양성 컨설팅 기업과
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
- MVV는 1,000개 이상의 교육 콘텐츠와 600개의 교육 과정을 보유
- 삼성 멀티캠퍼스의 대부분 과정이 한국어로 되어있어 베트남 환경에
적합하지는 않다는 단점을 이번 전략적 협력을 통해 극복하고자 함

□ 해외와의 협력사례
◦ 훙붕 대학(Hung Vuong University)과 대학 학생들을 위한 훈련 및 취업
협력 계약을 체결함
-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과 시험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취업 기회 탐색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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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캄보디아
가. 프놈펜 기술학교
□ 교육기관 개요
◦ 프놈펜기술학교(PPTS)는 교육 선교 기관으로, 캄보디아 정부와 1996년
MOU를 체결한 NGO인 한국목회지원회의 주도로 설립
- 2019/20년도에는 100명을 모집하였음
- 총 4개의 반과가 있으며 현재 31기까지 약 1,9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
<그림 Ⅳ – 10> 프롬펜 기술학교

프놈펜 기술학교의 졸업식

2019/20 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문

*출처: 프놈펜 기술학교 사이트(pptskmsc.wordpress.com)

□ 교육기관 특징
◦ 캄보디아 현지 교회 및 기관으로부터 입학생 추천이 가능함
- 한 기관마다 최대 4명의 신입생을 추천할 수 있으며, 주로 한인 교회와
현지 교회로부터 추천을 받음
◦ 전공에 따라 반 편성 시험이 요구되며, 한국어와 영어로 시험 응시 가능
◦ 교육과정을 우수하게 이수할 시 노동 및 직업훈련부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높은 출석률과 우수한 학업 태도 및 점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 해당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프놈펜 기술학교 수료증이 수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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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이 가능한 체계로, 2018학년도 재입학생은 전체 입학생의
16.3%를 차지함

□ 전체 교육프로그램
◦ 이미용, 음악, 한국어, 영어 등 4개의 전공 학과가 있으며 학생들은
전공수업과 한 개의 부전공을 선택하여 수업을 들어야 함
- 선택과목으로는 컴퓨터, 기초 영어, 기초 한국어, 영어 회화, 기초 음악이 있음
- 학생들은 하루에 전공 2시간과 선택과목 1시간을 들어야 하며, 이미용반의
경우 하루 3시간 전공수업을 들어야 함
· 단, 현재 대학생인 경우 선택과목 없이 전공 수업만 들을 수 있음
<그림 Ⅳ – 11> 2019/20학년도 프놈펜 기술학교 커리큘럼

*출처: 프놈펜 기술학교 사이트(pptskmsc.wordpress.com)

□ IT(SW)분야가 있는 경우 교육프로그램
◦ IT 및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없음
- 선택 과목의 컴퓨터 수업은 MS오피스를 강의함

□ 교육성과 (취업 등)
◦ 졸업생들은 각자의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거나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통계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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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TEP IT 아카데미
□ 교육기관 개요
◦ STEP IT 아카데미는 1999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IT 교육 전문기관
- 캄보디아 지부는 2015년 개관하였으며 프놈펜에 기관을 두고 있음
- 전 세계 21개국에 98개 지부가 있으며 57,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생과
2,700여 명의 강사가 있으며 졸업생 12만 5,000명을 배출함
<그림 Ⅳ – 12> STEP IT아카데미

*출처: STEP IT 아카데미 사이트(cambodia.itstep.org)

□ 교육기관 특징
◦ 성인용 교육과정 외에도 아동 및 청소년용 교육과정을 보유, 주니어
컴퓨터 아카데미에는 만 9~12세용 과정과 만 13~15세용 과정으로 구분
- IT 전문가에게 실습 위주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특징
◦ 모든 강의는 크메르어와 함께 영어로도 제공됨
◦ STEP IT 아카데미의 졸업생들은 국제 학위를 받을 수 있음

□ 전체 교육프로그램
◦ 정규과정이 있으며 그 외에 전문 단기과정, 기업교육, 개별 맞춤형
교육, ICT 부트캠프 과정이 있음
∙ 106 ∙

Ⅳ. 국가별 교육 협력 파트너 분석

- 정규과정은 2.5년(5학기)이 소요되며 전문 단기과정은 2~3개월 소요
· 정규과정은 종일반과 주말반으로 나뉨
- 기업 교육과정은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 마케팅 및 영업전문가, 재무
학과, 최고 경영진들을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임
- 개별 맞춤형 교육은 다양한 주제로 선택 가능하며 상담 후 등록 가능
· 워드프레스 웹사이트 구축, 웹디자인 홍보, Java 프로그램, 디지털
디자인, 웹사이트 프로모션, 품질 보증, C++ 프로그래밍 언어, 전자
상거래 및 온라인 판매, php 프로그래밍,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
등이 해당

□ IT(SW) 분야 교육프로그램
◦ 정규과정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컴퓨터 그래픽 및 디자인의 두 과정 보유
-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프로그래밍과 웹 개발, 데이터베이스 운영,
게임 개발 등을 다룸
<표 Ⅳ – 4>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커리큘럼
1학기

2학기

3학기
- UML이용한 객체지향 디자인

- 객체지향프로그래밍 C++
- 윈도우를 사용한 기초 어플리케
- CISCO IT 필수 과정
- C언어 프로그래밍

이션 개발
- 마이크로소프트.NET 프레임워크
와 C#프로그래밍 언어
- WPF 사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 디자인 패턴
- 데이터베이스 이론
- MS SQL 서버프로그래밍과 관리
- ADO.NET: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기술
- 시스템 프로그래밍
-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 .NET 프레임워크 과정 프로젝트
-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운영

4학기

- HTML5, CSS3 이용한 웹페이지 개발
-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와 j쿼리
- ASP.NET과 AJAX 이용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 Angular와 React 이용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 PHP, MySQL, AJAX이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5학기

-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클라우드 솔루션
- Java와 Oracle DBMS 이용한 프로그래밍
-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 Unity 이용한 게임 어플리케이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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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그래픽과 디자인 과정은 그래픽 디자인, 광고디자인, 애니메이션,
웹디자인, 3D 모델링, 영상 편집 등을 다룸
<표 Ⅳ – 5> 컴퓨터 그래픽 및 디자인 과정 커리큘럼
1학기

2학기

- 기초 Adobe 포토샵

- 심화 Adobe 포토샵

- 기초 Adobe 일러스트레이터

- 심화 Adobe 일러스트레이터

- 설계

- Adobe 인디자인

- 예술사

- 광고디자인

- 디자인이론

- 프리프레스

- CI

- 디지털 사진

- Autodesk AutoCAD
- 인테리어 디자인

- UI/UX 디자인
- Adobe XD, 모바일 앱 디자인
- 웹사이트 개발을 위한 워드
프레스
- SEO와 디지털 마케팅 위한
기초 훈련
- Adobe 애니메이트

4학기
- Autodesk 3D Max

3학기

5학기
- Autodesk Maya 3D
- Adobe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편집
- Adobe 애프터이펙트 특수효과
- 음향 처리

◦ 8개의 전문 단기코스가 있음
- 개설된 교육과정으로는 사이버 보완(12주), 디지털마케팅(2개월), 프로
그래밍 언어 파이썬(14주),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2개월), Adobe 일러
스트레이터(2개월), Adobe 포토샵(8주), STEP 가상 아카테미(6~9주),
Autodest AutoCAD(8주)가 있음
<그림 Ⅳ – 13> STEP IT아카데미의 강좌 관련 게시글

*출처: STEP IT 아카데미 페이스북 계정(www.facebook.com/itstep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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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성과 (취업 등)
◦ 졸업생들은 유명 국제 IT 기업에 취업할 수 있음
- 시스코(CISCO), 이베이(ebay), IBM,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오라클
(Oracle), 스냅챗(Snapchat), 페이스북(Facebook), 델(DELL), 템플릿 몬
스터(Template Monster), 아마존(Amazon), HP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
으로 취업
- STEP IT 아카데미에서 2.5년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취업
후에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졸업생 수기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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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캄보디아공과대학(ITC)
□ 교육기관 개요
◦ 1964년 설립된 캄보디아 최고 수준의 기술 및 공학 전문 고등 공립
교육기관
- 모체가 되는 고등기술연구소는 1964년 설립되었지만 1993년 캄보디아
왕립 정부와 프랑스 정부가 합의하면서부터 현재의 형태로 운영
· 학교 내 이사회가 최고 의결 기구로서 역할을 하며 프랑스, 캄보디아,
벨기에, 태국, 일본 인사로 이뤄진 이사회 내에서 프랑스 이사진들의
영향력이 가장 큼
- 캠퍼스는 프놈펜에 소재하고 제2캠퍼스가 트봉크몸주(州)에 위치,
재학생은 약 4,700여 명이며 대학원생은 2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됨
◦ 7개 학부와 1개의 기초 학문 학부 보유
- 전공학부로는 산업 및 기계공학, 전기 및 에너지공학, 토목 및 건축
공학, 화학공학 및 식품공학, 정보통신기술, 지리 자원 및 지반 공학,
수자원 및 환경공학 학부가 있음
· 7개 학부에서 2년간의 석박사 과정이 가능함
- 기초학문 학부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 교육을 담당함

□ 교육기관 특징
◦ 5년제 대학교로 3년제 전문대학이 포함되어 있음
- 학위 과정은 5년제 공학자 학위(Diploma Engineer)와 3년제 기술자 학위
(Diploma Technician)로 구분됨
- 전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도 정규 대학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함
- 5년제 대학에서는 2학년까지 기초 교양과정을 배우며 전문대학 과정
학생들은 1년 동안 교양과정을 이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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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교육프로그램
◦ 5년제로 입학한 학생들은 2년간의 기초과정을 끝낸 뒤 3학년부터 전공
강의를 수강함
- 기초과정은 4학기에 걸쳐 역사, 크메르어, 외국어(영어 및 프랑스어),
기초 공학, 마케팅, 분석학, 철학, 대수학 등을 배움
- 이 외에 자신의 전공이 아닌 타 학부의 기초 학문 과정을 이수함
◦ 3년제 기술자 학위과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1년간의 기초과정을 이수한
후 2년의 전공 과정을 이수함
- 외국어, 공학, 전기학, 확률, 대수학, 열역학 등의 기초 강의를 수강함
- 기술자 학위 이수 후 평생 교육원에서 직업훈련을 계속 받을 수 있
으며 그 외에 엔지니어 학위 과정의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함

□ IT(SW) 분야 교육프로그램
◦ 정보통신학부에서 학사 프로그램과 석사 프로그램(모바일 기술)을 운영
- 정보통신공학 프로그램은 5년제로, 처음 2년은 교양강의 이수 후 3학년
부터는 전공에 따라 강의를 수강함
· 3학년은 컴퓨터 과학의 기본 이론, 4학년은 기술과 전문지식에
커리큘럼의 중점을 둠
· 5학년 때는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이미지 처리, 분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와 같은 고급과정을 통해 연구를 시작하고
최소 12주의 인턴십을 수료한 후 논문 작성과 심사를 끝내야 함
- 전공 3년 동안 총 1,960시간의 학습과 96학점을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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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 6> 정보 통신 학부과정 커리큘럼
5학기
- 알고리즘 및 프로그래밍

6학기
- 알고리즘 및 프로그래밍

7학기
- 고급 컴퓨터 아키텍처

- 조합 및 순차 논리

- 오토마타 이론

-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 컴퓨터 아키텍쳐

- 조합 및 순차 논리

- 인터넷 프로그래밍

- 이산 수학

- 컴퓨터 아키텍처

- 네트워크

- 전자학

- 데이터베이스

- 운영체제

- 정보 시스템 분석 및 설계

- 컴퓨터 과학 이론

- 소프트웨어 공학

-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8학기
- 고급 데이터베이스 및 관

- MATLAB

- 통신학

리시스템

9학기

10학기

- 인공지능
- 이미지 처리

- 편집

- IT 프로젝트 관리

- 이산 시스템

-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 인턴십

- 인터넷 프로그래밍

- 네트워크 보안

- 논문 작성 및 심사

- 운영체제

- 클라우드 컴퓨팅

- 소프트웨어 공학

- 자연어처리

-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

- 연구방법론

◦ 모바일 기술 전공 정보통신공학 석사과정 보유
- 2년제 과정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방과 제품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목표로 하며, 총 416시간의 학습과 54학점을 이수해야 함
<표 Ⅳ – 7> 정보 통신 석사과정 커리큘럼
1학기
-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 심화 알고리즘
-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및 관리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 iOS 어플리케이션 개발
-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 기능 테스트 및 QA
- 인간-기계 상호작용 디자인

2학기
- 모바일 에코시스템
- iOS 어플리케이션 개발
-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 모바일 네트워크 및 프로토콜
- 클라우드 컴퓨팅
- 웹 기술 및 웹 어플리케이션
- 인턴십

3학기

4학기

- 데이터 마이닝
- 데이터 보안
- 머신 러닝
- 조사방법론
- 기업가정신
- 영업 및 마케팅
- 정보 시스템 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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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성과 (취업 등)
◦ 정확한 취업 성과에 관한 통계는 확인되지 않음
- 캄보디아공과대학(ITC)은 약 1만 명 이상의 기술자들을 배출함
-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약 1,000여 명의 정보통신학부 출신의
엔지니어와 기술자가 활약하고 있음

□ 한국과의 협력사례
◦ 2019년 KOICA와 산학연계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구축사업 협정 체결
- KOICA는 향후 ITC에 한-캄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치할 예정
- KOICA는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및 사업 해당 대학 기관들과 협력
하여 ICT를 활용한 창업 인큐베이팅 기술 공유 및 캄보디아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에 기여할 것을 밝힘
◦ 한국 대학과 ICT 분야 공동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함
- 2019년 숭실사이버대학과‘캄보디아 학습환경개선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ICT 분야 공동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함
· 숭실사이버대학은 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품질 관리 방법에 대해
컨설팅하고, ITC 대학이 제작하는 e러닝 콘텐츠 및 교육과정 운영
현황 등을 총괄 점검할 예정
· 주요 양해각서 내용은 공동 연구 활동, e러닝 스튜디오 설립 및 콘텐츠
개발, 플랫폼 구축, 교수진 및 연구원의 교류, 교육과정 개발 등이
해당됨
- 건양사이버대학의 공적개발원조(ODA) 국고사업의 일환으로 e-러닝 기술
지원 MOU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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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와의 협력사례
◦ ITC는 동남아시아 및 해외 여러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
- ITC는 여러 개의 국제 대학 연합에 속해있음
· 프랑스어권국제기구(AUF), 동남아 공학교육개발 네트워크(AUN/SEED-Net),
메콩강 유역 학문 및 연구 네트워크(GMSARN) 등이 해당
- 전 세계 80개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이 ITC와 계약을 체결함
·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일본, 한국, 중국 및 아세안 국가 등지의 대학과 협력 관계 체결
· 특히 프랑스 파리의 École Polytechnique는 ITC의 오랜 협력 대학
으로, 많은 ITC 학생들이 공동 교육과정에 참여함
◦ 정보통신학부는 국내외 유수의 대학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
- 프랑스 이과대학(Télécom SudParis)과 리옹대학, 벨기에 리에주대학과
UC루뱅, 태국의 SIIT와 출라롱콘 대학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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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 소프트웨어 인재개발원(KSHRD)
□ 교육기관 개요
◦ 한국 소프트웨어 인재개발원은 2013년 개원한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아카데미 교육센터임
-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 국제협력단(KOICA)과 웹 케시가
공동으로 설립
- 2020년부터 한국 소프트웨어 인재개발원은 웹케시의 지원을 받아 매년
약 60~80명의 캄보디아 장학생을 후원하는 국제 NGO 역할을 수행
- 2020년 기준 8기 졸업생까지 배출됨
◦ IT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함
- 캄보디아 내 주요 명문 10개 대학과 협력하고, 교재지원, 커리큘럼
공유 등의 프로그램 진행함으로써 현지 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
- IT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교육생을 선발함
<그림 Ⅳ – 14> SHRD의 입학식 모습

*출처 : KSHRD 공식 홈페이지(www.kshrd.com.kh)

□ 교육기관 특징
◦ 교육과정은 무료로 진행됨
-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지만 수업 과정에 따라 100~140달러의 추가
비용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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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반은 20명씩으로 구성되며 무료 점심과 유니폼 및 PC, 스마트기기
제공의 복지가 있음
◦ 한국 기관 및 기업과 관계를 구축하여 한국어 수업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한국 출신의 IT 전문가들이 강사로 재직 중임
- 이 외에 한국 기업으로 취업을 알선해주기도 함

□ 전체 교육프로그램
◦ IT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한국어 수업 실시
- IT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이 있으며 필수로 한국어 수업을 하루 2시간
수강해야 함
- 이 외에 월 1회 연사를 초청하여 특별 강연을 열고 있음

□ IT(SW) 분야 교육프로그램
◦ IT와 관련하여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분류
- 기본과정은 하루 8시간 5개월 과정으로 Java 프로그래밍과 데이터베이스
및 웹 개발이 주요 목표임
· 기본과정에는 세부 전공으로 기초 Java, 웹 기술, 데이터베이슬 기술,
스프링 프레임워크 과정이 있음
<표 Ⅳ – 8> 기본 과정 수업 및 커리큘럼
기초 Java

웹 기술
- HTML5

- OOP 개념

- CSS3

- J2SE(JDBC)

- Javascript

- J2EE(Servlet,JSP)

- jQuery

- MVC 패턴

- AJAX

등의 내용 학습

- JSON
프런트-엔드 웹 기술 학습

데이터베이스 기술
- PostgreSQL
- MySQL.
DBMS 활용한 프로젝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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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프레임 워크
- Java 프레임워크
- Thymeleaf
- 스프링부트
스프링 프레임워크 통합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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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과정은 4개월이 소요되며 KSHRD 센터에서 배정한 팀 기반 프로
젝트를 수행함
· KSHRD와 웹케시, 소프트웨어 기업 코사인이 협력하여 학생 수요조사와
프로젝트 주제선정, 연수생 및 맞춤형 과정 선정 과정을 거쳐 개설
· 안드로이드, iOS, Hybrid(React Native), Spring Framework 고급,
Devops 등 모바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표 Ⅳ – 9> 기본 과정 수업 및 학습 내용
iOS 및 안드로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을 배우고 실제 모바
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에
참여

블록체인
- 분산 네트워크에 기
반한 디지털 암호화
기법 학습

Angular+스프링 프레임워크 고급

- Spring HATEOAS, JPA 및 Hibernate를
사용하는 ORM(Object Relational Mapping),
SpringData JPA, SpringData Repository,
OAuth2 인증을 포함한 스프링프레임워크
의 Angular 및 고급 기능을 학습

하이브리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Facebook에서 지원하는 새 언어인
React Native를 사용하여 iOS 및
Android 모바일 앱을 설계하고 플
랫폼 간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어플
리케이션을 제작함
DevOps

- Linux 및 Docker, Kubernetes, Jenkins,
Ansible, Nagios 등과 같은 다양한 DevOps
도구를 학습하여 자동화 된 배포 애플리케
이션 제작
- 로컬 리소스를 저장하기 위해 자체 GIT
서버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배포 프로
세스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해 AWS 서비스
에 대한 세부 정보를 학습

□ 교육성과 (취업 등)
◦ KSHRD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95%가 IT 분야에 근무하고 있으며,
국내외 IT 기업에 취업 및 창업을 하거나 석사과정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함
- 2019년 기준 취업률은 100%를 보임
- KSHRD의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통해 웹케시에 취업을 하거나 한국의
8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설립한 ㈜코사인에 취업함
· ㈜코사인은 캄보디아에서 CD/ATM, B2B CMS, e-뱅킹 컨설팅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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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내 은행과 IT 회사 취업 및 소프트웨어 교육자가 되는 학생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9개월간의 기본 및 심화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웹케시, 안랩, K4M과
가은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1년여 간의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한국, 미국, 유럽 등지로 IT 석·박사 과정을 위해 유학을 가기도 함
<그림 Ⅳ – 15> 교육성과

KSHRD에서 강의를 하는 졸업생

KOSIGN 근무 모습

*출처 : KSHRD 공식 홈페이지(www.kshrd.com.kh)

□ 한국과의 협력사례
◦ 한국의 공공 정부 기관과 협력 관계에 있음
- 공공기관 중 한국 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세종학당과 결연을 맺고 있음
◦ 한국의 IT 기업 및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음
- 한국의 IT 기업인 웹케시, 안랩, KIB, Coocon, 알서포트, K4M 등의 기업과
이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인 코사인(KOSIGN)은 KSHRD의 교육생
훈련과 취업을 후원하고 있음
- 한국 소프트웨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은 해당 기업
에서 추가적인 기술 훈련 기간과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이 외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의 한국 기업들이 협력을
맺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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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얀마
가. 미얀마 상공회의소
□ 교육기관 개요
◦ 미얀마상공회의소(UMFCCI)는 1919년 버마상공회의소로 처음 설립되어
현재는 국가 차원의 비정부조직(NGO)으로 활동하고 있음
-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며 민간의 의견을 대표하여
민간 부문의 이익을 보호함
- 1만 1,000여 개의 미얀마 기업과 770개의 외국기업, 185개의 협동조합
및 3,000여 명의 개인 회원이 가입되어 있음
◦ 상공회의소에서는 정부 지원으로 기술 직업 교육 및 훈련(TVET) 과정을
2014년부터 제공하고 있음
- 직업 기술 정책 및 전략 개발과 민간 부문의 기술 및 직업의 효과적
구현을 목적으로 함
<그림 Ⅳ – 16> 미얀마 상공회의소 전경

*출처: 미얀마 상공회의소 페이스북 계정(www.facebook.com/UMF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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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특징
◦ 교육기관으로서 역할 외에도 상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함께 수행함
- 미얀마 정부와 기업 간 경제계획회의를 주관하고, 해외 정부 및 기업과
미얀마 기업 간 연결, 사회적 봉사 등을 수행함
- 이 외에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와 포럼, 컨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함

□ 전체 교육프로그램
◦ 현재 기술 직업 교육 및 훈련(TVET) 과정으로 전기기사 양성 훈련과정이
운영되고 있음
- 글로벌 에너지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과 협력하여
전기 직업 교육을 2017년부터 제공하고 있음
- 국제 표준 교수법에 따라 강의와 함께 기초 직업훈련을 담당하며 훈련
과정 이수 후 전기기사 능력 시험 응시가 가능함
◦ 독일기술협력공사(GIZ)와 연계한 사내 실무 교육 과정이 운영됨
- 아세안 표준 교육과정에 따라 사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생산 및 서
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실무 트레이너 육성을 목표로 함
- 대상 기업에서는 교육을 수료할 훈련생을 선발하고 GIZ와의 협력으
로 한국이나 베트남 등에 훈련생을 파견함
· 해당 과정은 기업의 관리자 및 감독자 수준의 직급을 대상으로 함
◦ 이 외에 단기 교육 세미나 과정을 개최하기도 함
- 노동법, 비즈니스 기술, 생산성 향상 교육, 전자상거래 교육 등의 주
제에 관한 세미나 및 강의들이 개최되고 있음

□ 한국과의 협력사례
◦ 상명대학교와 미얀마 상공회의소 회원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MINI - MBA프로그램 개설을 논의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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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와의 협력사례
◦ 국제기관 및 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하고 있음
- 국제상공회의소, 아세안상공회의소, 아세안경영자문위원회, 동아시아기업
협의회, 메콩지역비즈니스 포럼, 메콩지역경제협력전략회(ACMECS), 세계
은행, IMF, 세계 무역기구 등과 협력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해외 기관과 제휴 중에 있음
- 미얀마 상공회의소는 태국 상공회의소(UTCC)와 제휴하여 글로벌
MBA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독일기술협력공사(GIZ)와 연계하여 기업 사내 실무 교육 과정을 진행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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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곤기술대학교
□ 교육기관 개요
◦ 1923년 설립된 양곤 대학의 공학과를 모태로 설립된 미얀마 공립 대학교로
미얀마 과학기술부 산하에서 관리되고 있음
- 양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부 재학생은 약 2,000여 명, 석사 및
박사 과정생은 500여 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추정됨
- 12개의 공학 학부가 있으며, 6개의 공학 외 관련 학부, 1개의 연구소,
47개의 실험실이 갖춰져 있음
· 대학원 학위와 석·박사 과정까지 총 78개의 교육 과정이 있고
1,000여 개의 전문 강의가 개설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Ⅳ – 17> 양곤기술대학교 본관 전경

*출처 : 양곤기술대학교 페이스북 계정(www.facebook.com/YangonTechnologicalUniversity/)

□ 교육기관 특징
◦ 12개의 공학 학부 과정 중 9개 프로그램은 아시아 및 태평양 공학
기관 연합(FEAIP)의 인증을 받음
◦ 학부 기간이 6년으로 일반 대학교보다 긴 편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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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교육프로그램
◦ 12개의 공학학부와 6개의 기타 학부가 운영되고 있음
- 공학학부에는 ▲건축공학 ▲화학공학 ▲토목공학 ▲컴퓨터 및 정보
기술 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금속공학 ▲광산공학 ▲석유공학 ▲섬유공학으로 구성됨
- 그 외에 ▲지질학 ▲화학 ▲영어 ▲수학 ▲미얀마어학 ▲물리학 등
기초 학문 학과가 있음
◦ 모든 공학학부에서 세부 전공을 선택하여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을
취득할 수 있으며 총 24개의 석사과정과 13개의 박사과정이 있음
- 석사 과정 이전에 준석사학위(PGD) 과정을 거치며, 학부 6년 이후 석사
과정은 최소 2년, 박사과정은 최소 3년이 소요됨
<그림 Ⅳ – 18> 양곤기술대학교의 졸업식

*출처 : 양곤기술대학교 사이트(ytu.edu.mm)

□ IT(SW)분야 교육프로그램
◦ 학사 공통과정으로 미얀마어와 영어 강의와 함께 기하, 공학화학, 공학
물리학 및 기초기계도면 강의를 이수해야 함
- 이후 관련학과에서는 5년간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 관련 강의를 수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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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수학, 운영체제, 디지털 논리디자인, 프로그래밍 언어, 전자회로
및 분석, 데이터구조&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경영시스템, 네트워킹,
정보통신론,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임베디드시스템, 무선 인터넷
및 모바일 통신, 컴퓨터 아키텍처, 인공지능 등의 강의가 있음
◦ 석사는 1년간 41학점을 이수하는 교과과정을 끝낸 후 1년간의 논문
작성 및 심사 과정을 거쳐야함
- 영어, 수학, 컴퓨터 아키텍처, 컴퓨터 비전, 정보보안, 데이터 마이닝,
정보 시스템 경영, 심화 컴퓨터 네트워킹, 신규기술(IoT, 클라우드,
블록체인),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강의는 수강 필수 과목임
- 이 외에 수학적 모델링, 분산시스템, 디지털 컴퓨터 제어 시스템, 공학
통계, 알고리즘 분석 가운데 2개의 강의를 선택해야함
◦ 박사 과정은 1년간 18학점을 이수한 후 2년간의 논문 작성 및 심사
기간을 거침
- 3G 무선네트워크Ⅰ·Ⅱ, 분산 데이터 시스템, 디지털 신호처리, 데이터
마이닝, 이미지 처리 및 컴퓨터 시각화 등이 있음
◦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 대학에는 4개의 연구실이 있음
- 컴퓨터 네트워킹 및 무선 통신 공학 연구실, 데이터 과학 공학 연구실,
소프트웨어 기술 및 인터렉티브 시스템 연구실, 디지털 신호 및 영상
처리 연구실이 있음

□ 한국과의 협력사례
◦ 한동대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실시함
- 2016년과 2018년 유네스코로부터 지정된 개도국 지속발전 역량강화
사업으로 한동대학교는 미얀마양곤기술대학(YTU) 및 양곤컴퓨터대학과
협력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IT) 융합 공동교육과정 개발하여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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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 19> 양곤기술대학교에서 한동대 총장과의 협의 기념사진

*출처 : 중도일보(www.joongdo.co.kr/web/view.php?key=20190121010008065)

□ 해외와의 협력사례
◦ 동남아시아 및 다양한 지역의 대학과 네트워크를 구축함
- 동남아시아 엔지니어링 교육 개발 네트워크(AUN/SEED-Net) 및 그레이터
메콩 지역 학술 및 연구 네트워크(GMSARN)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독일의 칼스루에 대학(University of Karlsruhe), 일본의 시부야기술대학
(Shibaura
Institute

Institute
of

of

Technology)

Technology),
및

태국의

매파루앙

아시아기술대학(Asian

국립대학(Mae

Fah

Luang

University)과 학술 제휴를 맺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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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몽골
가. 몽골 후레대학
□ 교육기관 개요
◦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후레 정보통신 대학교는 2002년에 설립됨
- 2002년 한국인 교수들이 선교 목적으로 설립한 기독교 대학으로, 몽골의
교육 문화 과학부로부터 전자 공학,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등 분야에서
고등 교육 전문 인력 양성 허가를 취득함
- 5개 학부 17개 학과가 있으며, 석사과정 7개 학과, 박사 과정 4개 학과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현재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임
<그림 Ⅳ – 20> 후레대학교 전경

*출처: 강원경제신문(www.gwbiz.kr/69717)

□ 교육기관 특징
◦ 다수의 한국 대학 출신 총장과 교수진들이 있음
- 역대 총장 중 한국인이 대다수이며 교수 또한 한국 출신 교수들이
많아 이를 계기로 한국의 대한들과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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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교육프로그램
◦ 학사 기간은 4년이며, 5개 학부 17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음
- 정보통신공학부를 비롯하여 이공학부, 도시건축건설공학부, 생명공학부,
외국어학부가 있음
· 주요 전공으로는 컴퓨터 과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시스템 보안,
정보통신, 인터넷 비즈니스, 멀티미디어, 한국어, 영어, 에너지 자원,
바이오메디칼 엔지니어링, 전자공학, 식품바이오기술학, 식품영양학,
생리학 및 생물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건축학과가 있음
◦ 석박사 과정은 1.5~2년이 소요됨
- 석사과정은 7개 학과(통신, 경영학, 컴퓨터 과학, 미디어 제작, 전자
시스템 자동화, 재생에너지, 생명공학)가 있음
· 박사 학위 이상의 한국인 및 몽골 교수진이 교육을 담당하며 총
30학점의 기초 및 심화 전공을 이수한 뒤 연구를 수행하여 논문
심사를 받아야 함
- 컴퓨터 과학 및 전자 시스템 자동화 등 4개의 박사과정이 있음
· 총 60학점을 이수하고 논문 작성과 심사를 마쳐야 함

□ IT(SW)분야 교육프로그램
◦ 정보통신공학부는 정보통신학과, 컴퓨터 과학과, 소프트웨어 공학과,
시스템 보안학과, 멀티미디어학과로 구성됨
◦ 컴퓨터 과학과와 소프트웨어 공학과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데스크톱, 웹 기반,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2D 및 3D 게임 프로그래밍 강의를
운영하고 있음
- 학년별 단계적으로 IT 분야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음
· 1학년 수강 전공으로 프로그래밍 C언어 입문강의, 수학, 파이썬 입문,
CS 입문, 확률 통계학이 있으며, 2학년 강의로는 데이터베이스론, 데이터
구조학, 논리회로, 알고리즘 분석, 프로그래밍 언어 Java, 이산수학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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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은 운영체제, 컴퓨터 네트워크, 웹·게임·모바일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공학 초급, 인공지능, 기술영어를 수강함
- 4학년은 졸업 프로젝트 작성과 함께 심화 소프트웨어 공학, 시스템
프로그래밍, 조사방법론, 컴퓨터 보안, 3D 모델링, 자연어 처리 과정을
이수함

□ 교육성과 (취업 등)
◦ 후레정보통신 대학은 몽골 내 명문 대학의 반열에 오름
- 졸업생의 91%가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수의 졸업생들이 국내외
주요 기관에 종사 중임
- 2011년에는 4개 주요 기관에 의해 몽골 상위 10대 대학으로 선정됨
◦ 특히 정보통신공학부 졸업생들의 성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됨
- 2016년 기준 306명의 학사, 36명의 석사 등이 배출되었으며 졸업생의
다수가 유명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컴퓨터 과학과 졸업생은 네트워크 관리자, 모바일 프로그래머, 프로
그래밍 교사, 게임 프로그래머 및 정보 기술 연구원으로 주로 근무
하는 것으로 조사됨
·

90%

이상이

Mobicom,

Skytel,

Unitel,

G-Mobile,

Mongolian

Telecommunication LLC, MCS, Ulusnet, Magic net과 같은 주요 몽골
통신 기업 및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많은 졸업생들이 한국의 협력대학인 연세대, 건국대, 한림대 등 10
개 이상의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을 계속하고 있음

□ 한국과의 협력사례
◦ 다양한 한국 대학과 학술교류와 업무 협약 등 파트너 계약을 체결함
-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 과학기술대학교, 한림대학교, 배제대학교,
동명대학교, 성결대학교 등과 파트너십을 맺음
· 광운대학교는 2010년 후레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을 설립하여 IT 기술
지원과 산업체 인력양성 및 연구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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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개발회사인 ㈜위고컴퍼니는 2019년 후레대학과 블록체인
연구센터 설립 협약을 체결함
◦ 그 밖에도 한국의 웹툰 기업인 토리컴즈와 업무 제휴를 맺어 몽골의
웹툰 아카데미 교육기관 설립과 일자리 창출에 뜻을 함께 함
<그림 Ⅳ – 21> 한국과의 협력사례

위고컴퍼니와 협력 계약 체결

파트너십을 맺은 한국 대학 목록

*출처: 몽골 후레대학 사이트(oia.huree.ed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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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몽골과학기술대학교
□ 교육기관 개요
◦ 1959년 몽골 국립 대학교의 과학기술 연구소로서 설립되었으며 이후
독립대학교로 개편됨
- 몽골 국립 교육 인증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고등 교육 기관
으로 울란바토르에 위치하고 있음
- 2019/20학년도 기준 재학생은 총 1만 4,173명이며 그 중 학부생이 1만
2,759명, 석사가 1,264명, 박사과정이 150명으로 집계됨
· 같은 기간 정보통신기술대학의 재학생은 2,013명이며 대학원생은
421명, 교수는 103명으로 나타남
<표 Ⅳ – 10> 몽골과학기술대학교 재학생 수 추이(2017~2019)
16810

15199
13195

14639

14173

12795

1304 1443 1264

학부생

대학원(석사)

140 168 150

대학원(박사)
2017/18년

전체 재학생
2018/19년

2019/20년

*출처 : 몽골과학기술대학교(www.must.edu.mn/mn/page/620)

- 교수진의 수는 1,309명으로 그 중 1,113명이 상근 교수직이며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진은 총 501명임
- 8개 단과대학에 55개의 학과가 있으며, 2개의 분교와 1개의 외국어
기관, 1개의 경영대학원이 있음
· 정보통신기술대학은 정보 기술학과, 컴퓨터 과학과, 전자산업학과,
통신공학 기술학과, 정보 네트워크 및 보안 학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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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특징
◦ 몽골과기대는 몽골 전체 대학 중 2순위로 꼽힐 만큼 몽골에서 인기가
높은 4년제 대학으로 나타남
- 1위는 몽골국립대학이 차지하였으며, 몽골 과기대에 지원한 학생들의
합격률은 10~20% 수준임

□ 전체 교육프로그램
◦ 경영대학원을 제외한 11개의 단과대학 및 지방 캠퍼스, 외국어대학에서
총 106개의 수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174개의 세부전공이 있음

□ IT(SW)분야 교육프로그램
◦ 정보기술학과는 정보기술 프로그램 전공과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전공
으로 구분됨
- 정보기술 프로그램 전공은 기술적 역량, 관리 능력, 윤리적·사회적
책임, 팀워크 정신과 의사소통을 목표로 함
<표 Ⅳ – 11> 정보기술 프로그램 학업 목표 및 내용
A. 기술적 역량
- 엔지니어링 및 기술 문제 해결을 위한 기
초 과학 지식과 응용 지식
- 수학, 자연 과학 및 공학 지식을 기반으
로 한 문제 분석
- 모델링 및 분석과 같은 필요 도구 사용

C. 윤리적·사회적 책임
- 직업 윤리, 책임 및 규범의 이해
- 사회와 환경을 위한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영향과 중요성을 이해
- 혁신 및 정보 기술 개발에서 평생 학습의 중요
성 인식

B. 관리 능력
- 참조 조건 및 설계에 따라 시스템 구성 요
소 및 프로세스 식별 및 설계
- 연구, 실험, 실험 데이터 분석 및 해석, 정확한 결
론 도출
- 솔루션 및 계획에 따라 시스템 구현 및 구
축

D. 팀워크 정신과 의사소통능력
- 개인 및 팀워크
- 의사소통, 자기표현, 쓰기 및 말하기 능력
-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 프로젝트 관리 및 리더십 기술

∙ 131 ∙

▌2020 신흥국가진출 ICT기업 인력수요조사 및 교육훈련모델 구축연구 결과보고서

-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전공은 기본 공학 및 비즈니스 지식, 문제 분석 및
결정, 관리 능력, 정보 기술에 대한 지식 및 기술, 의사소통 기술의 획득을
목표로 함
<표 Ⅳ – 12>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학업 목표 및 내용
A. 기초 공학 및 비즈니스 지식
- 조직 이론과 구조 및 운영 지식
- 비즈니스 운영 모델 분석 및 개발
- 비즈니스 모델 비교 및 최적화
- 조직의 비즈니스 및 정보기술 전략을 개
발, 계획, 관리 및 구현하는 지식과 능력
C. 윤리적·사회적 책임

B. 문제 분석 및 결정, 관리 능력
-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
는 능력
-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전송 및 변환
- 통계 및 수학적 방법 사용 능력 습득
D. 팀워크 정신과 의사소통능력

- 정보시스템 요구 사항 작성, 설계, 인코
딩 및 테스트
- 데이터베이스 설계, 관리, 개발, 관리 및 보호 기
술 습득
- 컴퓨터 시스템, 장치, 네트워크 및 통신 지

- 개인 및 팀 작업
- 리더십 기술 습득
-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식

◦ 정보 네트워크 및 보안 학과는 네트워크 기술 프로그램과 시스템 보안
프로그램 전공으로 구분됨
- 네트워크 기술 프로그램은 수학적 알고리즘 및 도구를 사용한 엔지니어링
문제 해결, 직업적 책임의식,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시스템 및 운영에 관한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설계 및 구현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함
<표 Ⅳ – 13> 네트워크 기술 프로그램 세부 학습 내용 중 일부
- 데이터 네트워크, OSI 및 TCP/IP 모델에 대한 지식
- 네트워크 파티셔닝, 네트워크 장치 주소 지성, 세분화 및 구성 방법의 이해
- 스위칭 및 라우팅 기술 학습과 실제 네트워크 장치에서의 테스트
-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작동 이해 외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한 네트워크 탐색
- 공학에 대한 기본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 네트워크 케이블 준비, 장치 구성 및 장치 연결, 네트워크 리소스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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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보안 프로그램 전공은 공학적 지식을 통한 엔지니어링 문제
해결, 도덕적·직업적 책임의식,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시스템 및
운영에 관한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설계 및 구현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함
<표 Ⅳ – 14> 시스템 보안 프로그램 세부 학습 내용 중 일부
- 수학, 과학 및 공학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
- 실험의 해석, 분석, 설계 및 실행 능력
- 지속가능성 요구를 충족하는 시스템의 설계
- 엔지니어링 문제를 식별, 공식화 및 해결하는 능력
-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경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관한 지식
- 이산수학, 확률 및 통계 방법을 보안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능력

□ 교육성과 (취업 등)
◦ 재학생들은 다양한 국내외 대회에서 수상 실적을 쌓은 바 있음
- 지난 20여 년간 ABU 로보콘에서 13번의 수상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
에는 금상과 은상, 토요타상을 수상함
- 프로콘(Procon) 국제 올림피아드에서 2006년부터 9번 수상함
- 그 밖에도 몽골의 정보 네트워크 올림피아드와 프로그래밍 올림피아드,
사이버 보안 대회에서 수상함

□ 한국과의 협력사례
◦ 몽골 과기대는 한국 유수의 대학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
- 최근 경남과기대학교 및 공주대학교와 결연 협력을 맺음
- 이 외에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단국대학교, 서울 시립
대학교, 동국대학교, 충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등과 MOU 협정을 맺음
· 단국대학교는 2013년 몽골과기대에 모바일 ICT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미디어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양성을 지원함
- 몽골과기대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한국 파트너 대학은 총 36개
대학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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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 2019년 KOICA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00만 달러의 ICT 역량 구축
프로젝트를 지원함
- 정보통신기술대학의 우수학생 1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1,700만
투그릭(한화 약 650만 원)을 코로나 보호 기금으로 기부함
◦ 몽골과기대의 정보통신기술대학은 개별적으로 한국 대학 및 기관과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함
- 2019년 기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단국
대학교, 전북대학교, 순천향 대학교 등과 협력 관계에 있음

□ 해외와의 협력사례
◦ 해외 여러 대학 및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음
-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파트너 대학 수는 북한 1개, 대만 4개, 태국 1개,
터키 1개, 중국 16개, 인도 3개, 일본 16개로 나타남
- 미국의 12개 대학과 파트너 계약을 체결함
- 오세아니아 권역에서는 호주의 웨스턴시드니 대학과 MOU를 체결함
- 유럽 내에서는 러시아가 24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으며 독일 6개, 스위스
2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불가리아, 라트비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체코,
프랑스 각 1개씩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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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ICT 해외 교육모델 개선방향
1. 해외 SW교육프로그램 개발방향
□ 해외 SW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본 방향을
수립함
⚬ 해외 SW인력육성은 지원국가에서의 산업정책과 취업 연계에 주력해야 함
- 전통적인 SW인력양성이 요구되지만,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미래형 SW인력양성을 교육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요구
⚬ 기존의 SW교육방식으로는 현지 또는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력
수요에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보다 확장된 질적·양적
SW인력양성의 교육개편 방안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현지 교육기관 또는 정부 및 기업 등의 다양한 네트
워크 구축과 연계를 통해 SW교육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SW교육
인프라 지원체계가 필요함
- 또한, 교육기간과 활용목적에 따른 맞춤형 SW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모델도 함께 고려해야 함
⚬ SW이론교육 보다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프로젝트형 교육체계 마련
- 조사국가의 경우 IT학과에서는 이론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며, 실습
인프라, IT 강사의 부족으로 기업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 수요기업 설문조사 결과 SW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인력 채용
시 교육과정 중에 실습교육이 필요하다고 분석됨
⚬ 양성하는 SW인력은 현지 IT정책과 산업화에 부합해야 하며, 교육
과정에 이러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함
- 해외 유사 성공 교육모델의 경우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통한 인력양성이 취업 및 교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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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의 SW교육의 경우 자국 산업 또는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인력공급의 수혜자인 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교육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자사의 인재 채용에 적극적으로 활용
-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SW 관련 기관 및 기업 등의 적극적인 교육운영에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우수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IT학과 졸업생 등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 SW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 특히, 실무교육을 통해 SW기술역량을 배양하여 직무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과 인력의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야 함
⚬ 대상별·수준별로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함
- SW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양하는 IT 비전공자, SW직군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를 위한 교육과정과 IT관련 전공자로 고급화된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 등 대상별·수준별로 다양한 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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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수요를 반영한 교육체계 마련 방안
가.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교육방식의 다양화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의 대두와 접근성이 낮은 교육생의 참여를
위한 교육방식의 다양화 필요
⚬ 이는 비대면 사회현상 반영과 오프라인 수업의 접근성이 낮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여 참여율 제고
-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 교육생 수 등 여러 가지 제한을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사전교육을 받고 일정 수준의 자격을 인정
받거나 이수한 학생을 선발한 후 실습 등의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여
우수한 인재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 온라인으로 수
업을 받고 오프라인에서 프로젝트 과제를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연
계형 교육 등 많은 교육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
- 아울러, 교육 시간을 내기 힘들거나 원거리에 있는 우수 교육생의
편의를 고려하면서도 온라인 교육으로 배운 내용을 실습할 수 있는
오프라인 교육의 병행은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상에도 부합

□ SW인력양성 교과 내용을 선순환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족도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교육과정 종료 후 채용한 기업과 수료생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진행
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의 개편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4차 산업혁명으로 융합기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프로젝트형 교육운영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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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많은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의 융합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이를 통한 신산업과 시장의 선점효과를
기대, 전통산업을 목표로 인력양성을 할 경우, 시대환경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음
⚬ 따라서 SW인력의 수요 예측과 교육방식, 실제 요구되는 기술 등을
반영하여, 프로젝트형의 교육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예를 들면, 구인을 원하는 현지기업과 협약을 맺고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수요를 반영하여, 프로젝트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나. IT전공(대학) 졸업자를 모집하여, 고급인력양성
□ IT전공 대학 졸업자를 모집하고, 고급 SW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특화
시키는 방안 모색
⚬ IT의 혁신으로 SW산업은 개발자, 영업 및 유지보수, 현지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고급기술 수요가 존재함
- 기업에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초보기술에 대한 인력수요
보다 고급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으며, 기술의 혁신으로 SW문제해결
능력 등의 전문가 수준의 인력에 대해 기업들은 관심이 높음
⚬ 따라서 각 산업의 최신 SW지식을 기반으로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
하기 위해 관련 IT전공 졸업자를 모집하고 고급기술 교육과정을 개발
하여 인력양성을 추진해야 함
- 기업들은 자사에 필요한 SW기술 교육 외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팜, 드론 등과 같은 최신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SW인력을
채용하기 원하고, 기존 관련 사업에서 4차 산업혁명에 뛰어들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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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적으로 배출된 SW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와
전략 및 교육방식을 포함한 교육모델 구축 필요
⚬ 모든 기업들은 채용하고자 하는 SW인력을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면밀히
조사하여 배출되는 SW인력의 목표, 전략, 교육방식을 교육모델에
반영해야 함
⚬ 기업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 역량을 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하거나, SW인력의 활용목적 및 방안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모델 수립시 반영
- 이러한 결과 SW인력양성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업에 채용되었을
때, 정확한 직무와 개인의 커리어 관리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 협업스킬을 배양할 수 있는 팀 프로젝트
□ 기업은 다양한 부서 또는 기능들과 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 협업스킬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설이 요구됨
⚬ 팀 프로젝트의 교육과정은 완전한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룹을 형성해 협업을 통해 필요 역량을 배양
하는 교육방식
⚬ 팀 프로젝트는 기업의 요청 사례 및 전문가 그룹이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 그룹으로 협업하여 해결하는 형식이 교육으로 진행, 2~3명의
소그룹에서 10명 단위의 그룹까지 과제에 따라 운영될 수 있음. 필요에
따라 외부 인력과의 협업도 가능
⚬ 개인의 SW기술역량에 따라 △ C/C++/JAVA/PYTHON 언어 △ SW문제
및 자료구조/알고리즘 △ SW문제해결 역량 등 팀 프로젝트 과제를
초급, 중급, 고급 등으로 나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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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프로젝트의 교육효과는 협업스킬 외에도 다양한 부수적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즉, 그룹 내 팀원들이 팀 내 다른 구성원의 기술을 익히도록 권장함
으로써, 다양한 기술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음
- 팀원들은 팀 동료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역량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라. 비즈니스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체계 마련
□ 기존의 SW교육과정을 살펴보면, SW기술에만 집중되다보니, 단편적인
활동 및 사회활동에 제약적인 부분이 존재함
⚬ 하지만, 최근 신사업모델로 창업, 4차 산업혁명 등의 SW를 통한 사
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혁신적인 사업모델이 발굴되면서, SW기술을
적용한 비즈니스에 관심이 높아짐. 따라서, SW기술 외에 다른 역량들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교육체계 마련이 요구됨
⚬ 기술중심의 인력양성에 초점이 맞춰진 SW산업은 향후 산업과 시장을
볼 수 있는 비즈니스적 관점의 역량이 교육에 포함되는 것도 중장기
교육모델전략 수립 시 참고하는 것을 제안함

마. 드론 등 SW 신산업 특화 인력양성과정

□ 신산업 SW교육프로그램 제공 고려
⚬ 산업별 특화과정은 스마트농업, 스마트도시, 드론 등 신산업에 요구
되는 분야에 맞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과정으로, 국가별 산업정책에
부합하여 교육과정을 설계
⚬ 아울러, 최근에는 산업간, 기술간 융합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므로,
활성화할 수 있는 '융합형 교육과정'을 설계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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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형 교육과정은 각기 다른 산업에서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SW역량을 키우는 과정으로, 이업종 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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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고용연계 교육과정 운영
□ SW인력의 수급에 애로가 있는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
⚬ 기업에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교과 내용 및 교육 운영에 있어서,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 특히 신산업의 경우, 기존 교육내용으로는 한계를 가짐
⚬ 기업수요 반영은 SW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거나, 교육생 고용을 희망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습과제, 교육방식, 교육내용 등의 의견을 수
렴하여 진행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연계 방안도 고려
- 해외 유사사례 조사 결과, 해외기업이 수출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현지
인력 채용 시 많은 애로를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맞춤형 인재를 공급받는 방식을 채택한 사례도 발견됨

□ 실무체험, 인턴 등 다양한 교육방식 반영
⚬ SW분야 취업을 원하는 교육생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무
체험형 교육, 인턴프로그램, 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모델 설계
⚬ 특히, 수료한 SW인력이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 이수자
에게 다양한 기업체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중요
⚬ 또한 고용연계방안으로 기업체 담당자, 외부전문가 등과 멘토링을
연계하여 강사만으로 가질 수 있는 한계를 극복. 예를 들어, 기업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실습 과정에서 멘토링을 연계하면
교육효과를 극대화와 취업 연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기업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계약형 위탁교육 과정 제안
⚬ 고용계약형 위탁교육은 기업과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일정기간 기업체에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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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교육기관은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용계약형 위탁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함
⚬ 고용계약형 위탁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사전 조사가 요구되며,
특히, 현지 진출 또는 진출 계획인 한국 기업의 경우 요구사항을 교
육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현지 인력 채용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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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모델 개선 프레임웍
□ ICT 인력양성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모델(안)을 설계하여 진행함
◦ 운영 모델은 ▲수요조사 ▲교육생 모집 ▲교육 운영 ▲운영 성과로
구분하여 평가 항목을 분석
- (수요조사) 현지 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필요 직군과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교육훈련 체계를 개발하고, 교육훈련 종료 시 채용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할 협력 기업 확보
- (교육생 모집) 대학 및 관련 기관에 홍보하여 우수 교육생을 모집하고,
SW 능력 및 의사소통 테스트를 실시하여 교육생 선정
- (교육 운영) 현지 ICT 전문 강사를 구축하고, 실습 및 프로젝트 기반의
ICT 교육 진행
- (운영 성과) 취업 연계 및 학업성취도 조사를 통해 운영 성과를 도출
<표 Ⅵ – 1> 운영 모델(안) 프로세스
항목

수요 조사

교육생 모집
모집공고 지원

필요 직군

운영 성과

강사운영

교육목표 달성

- 강의법

- 사업 목표

- 수업운영방식

- 취업 연계

선발기준마련

운영
내용

- ICT 대학
- 정부 기관
- 언론매체

교육 운영

인력수요기업

- SW 능력
- 의사소통
(한국어, 영어)

교육생 운영

학업 성취도
만족도 조사

교육방식
교육 체계

교육생 선정

- 실습
-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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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창출을 위해 교육생 모집, 강사 운영, 커리큘럼 개발, 채용연계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현지 대학과 협력을 통한 ICT 관련 학과 졸업생 대상 홍보 및 모집
- ICT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향
후 실무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효과적
- 현지 주요 대학과 협력하여 ICT 관련 학과생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해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함
· 유명 대학 인근에 설립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음
- 교육 수료 시 수료증과 같은 인증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생 모집에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KITS에서 발급된 인증서를 소지한 교육생에게는 한국 기업의 취업
혜택을 제공
· 현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인증체계 구축을 통해 참여 독려
⚬ 우수 교육생은 현지 강사로 육성하여 교육프로그램의 발전 도모
- 현지 강사는 문화에 대한 이해도 및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전달력 높은 강의 운영이 가능함
- 유학 자금 지원 및 1:1 컨설팅 등의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여 강사의
석·박사과정 등 추가적인 교육의 참여 또한 이끌어 낼 수 있음
⚬ 실무 투입을 위한 ICT 인력 양성 시 실습 및 프로젝트 중심의 커리큘럼
구성 필요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실습 및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이수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지 인력 채용 시 필요로 하는 기술은 JAVA(33.0%), C++(17.0%)로
조사됨
· 증가하는 기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커리큘럼을 개발 및 다변화해야 함
- 더 나아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요시하는 한국 기업의 수요에 따라
한국어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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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결과, 현지 인력 채용 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고려하는
기업의 비중은 21.1%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세미나, 토론 중심의 수업방식을 통해 교육생들의 자립성을 개발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한국 기업과 채용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 확보 필요
- 교육프로그램과 한국 기업 채용 시스템을 연계해 교육생 및 기업의
참여도 제고 가능
<표 Ⅵ – 2> 운영항목별 세부 범위
항목

운영 내용

수요 조사

필요 인력

교육 커리큘럼 구성을 위한 직군 조사 및 수요 반영

연계 기업

ICT 인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관 확보

프로그램 구성
모집 공고 개시

교육생 모집

선발
기준

기초지식
커뮤니케이션

교육생 선정
강사 모집
운영 관리

교육생 관리
교육 방식
프로그램 목표 달성

운영 성과
교육 성취도 조사

학습목표 달성(ICT 실무 역량 강화)을 위한 교
육(훈련) 시스템 개발
우수 교육생 선발을 위한 현지 ICT 대학 및 관련 기관
연계
IT/SW 기초 평가 테스트 실시
기본 의사소통 능력(영어) 평가 테스트 실시
교육 대상 교육생 선발
현지 ICT 전문 강사 확보
교육생 네트워크 및 산출물 관리
실습 및 프로젝트 기반의 강의 및 훈련 제공
사업목표 달성 여부(우수교육생 양성 인원)
기업 인턴십 및 취업률
교육(훈련)생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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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현장을 반영한 교육 모델 프레임웍 개선을 통해 기업의 해외 인력
수급 및 현지 인력의 ITC 전문성 제고 가능
⚬ ICT 산업 중요성 확대에 따른 현지 취·창업 효과 및 기업 내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부응
- 4차 산업혁명으로 거의 모든 산업 전반에서 ICT 수요에 따라, 각 기
업 내에 ICT 전문인력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산업화– IT–4차 산업혁명 세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히 요
구되는 ITC 전문인력은 각 기업의 필수인력으로 대두
- ICT 교육훈련 모델을 통한 이론교육→실무교육 및 실습으로 기업요
구에 맞는 취업 연계 효과 창출 가능

□ 차별적인 과정 설계로 ICT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업무에 바로
적용하여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한 훈련과정 체계 구축
⚬ 본 교육과정은 ICT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학문적·실무적
지식이 융·복합된 과정으로, 교육 이수 후 교육생들의 산업 내 진출이
용이함
⚬ 국가별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기초과정 및 심화 과정 등)을 통해 실제
산업 및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직능 위주의 훈련 실시
⚬ 이론적 교육과 함께 실무적 교육 프로세스를 추진하여 기업에서 진행
되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추진

□ SW인력의 직무수행 능력 강화 및 지속적 성장체계(Career Path) 확립
⚬ SW인력의 학습과 성장 지원을 위해 직무수행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보급
-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직무수행 스킬 및 지식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
SW인력·기업·교육기관의 과업 수행에 기여
- 또한 SW인력이 원하는 방향에 따른 새로운 직무에 대한 내용 및 정보
파악이 가능하여 경력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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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중심의 인적 자원 개발 및 관리 체계 구축
⚬ SW직무수행능력표준에서 제시된 용어와 개념을 활용하여 일관성 있는
정보 전달 및 교육 시행
- SW직무수행능력표준은 정부, SW인력·기업·관련 교육기관 등 SW
산업 내 주체 간 공통의 커뮤니케이션 매개체 역할을 수행
· 산업 내 주체들은 해당 표준을 바탕으로 SW인력의 역량 함양 및
교육과정 및 방법 등을 계획함으로써 산업 내 종사 인력의 육성 및
성장을 도모
⚬ 해당 표준의 활용을 통해 실무 현장과 SW기업 및 인력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접근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및 교육 훈련
체계 확립 가능

□ 산업 진흥·인재 육성·자격 제도의 효과적인 연계
⚬ SW산업 관련 직무에 대한 정보 체계화 및 제도화로 정부 차원의 인재
육성 및 SW관련 국가자격제도 정비의 효과적 수행 및 연계 진행 가능
- 각 직무 및 수준별 요구되는 스킬과 지식을 기준으로 SW 인력이 보유
하고 있는 수준을 검증할 수 있는 자격제도를 구성함으로써 인력 선별
및 자격 부여로 SW인력의 역량 개발 동기부여의 기회로 작용
- SW기업에는 필요로 하는 검증된 인재 선별이 가능하며, 관련 교육
기관의 경우 자격제도에 합당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SW직무수행능력표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국가의 자격정책과
기업의 SW인력 선별, 인력의 자기개발 및 관련 교육기관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이 연계되는 효과 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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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생 모집 개선(안)
가. 교육생 모집 홍보
□ 교육생 모집은 홍보활동, 원서접수, 필기시험 및 면접, 오리엔테이션으로
구성하여 실시함
⚬ 교육프로그램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ICT 관련 전공 교육생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진행,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홍보
- 교내 취업 관련 담당자와 일정과 장소 등을 사전 협의하여 본 과정에
관심이 있는 교육생들이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표 Ⅵ – 3> 교육생 모집 준비사항
준비사항
SNS 사전 홍보
사전 체크리스트

설명
- SNS을 활용하여 입시설명회 공지
- 입시설명회 장소 확보, 관련 비품, 방송 장비 등

입시설명회 지원 인력

- 행사지원 인력 및 진행자 확보

프로그램 일정

- 입시설명회 프로그램 일정 마련

□ SNS 홍보 및 홍보 동영상 제작 및 활용
⚬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투브 등 다양한 소셜 네트
워크를 활용,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개설하여 본 과정을 홍보
- SNS 홍보용 계정을 통해 입시설명회 정보를 공지하고, 이벤트 기능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
· 동남아국가 거주자의 대부분은 SNS을 통해 많은 정보를 수집⋅공유
하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 창출 가능
· SNS 이벤트 기능을 Q&A 게시판으로 활용하여 모집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 또한, 유료 광고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 노출도 제고 및 확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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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는 홍보뿐만 아니라 예비 교육생 및 교육생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
으로 활용 가능
⚬ 홍보 동영상 제작 및 게시하여 홍보 자료로 활용, 홈페이지의 온라인
배너 및 광고를 적극 활용하여 본 과정의 홍보 가능

□ 언론 홍보
⚬ 본 과정의 홍보를 위해 학과, 입학 정보, 성과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홍보활동을 실시
⚬ 광고 매개체는 교내 신문 및 종합지와 경제 전문지 등이 있음

□ 산업체/기관 방문 및 주요 인사 초청
⚬ 본 과정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현지 산업체 및 기관을 방문하여 홍보
및 협조 요청 활동 실시
⚬ 산업체와 기관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활용 요청 계획

□ 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
⚬ 본 과정의 홍보를 위하여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주요 기업 및 기관,
대학교에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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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시설명회 및 원서접수

□ 입시설명회 진행 세미나룸 확보 및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행사 준비
⚬ 입시설명회는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사전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행사에 필요한 물품과 전담 인력 등이 계획
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함
<표 Ⅵ – 4> 사전 체크리스트 예시
확인사항

내 용

시간/장소

- 입시설명회의 세미나실 확보 후 날짜 및 시간 설정

아젠다/진행 담당자
등록 데스크 담당자
졸업생 경험 공유
리플렛 제작
비품 준비
원서접수 방법

- 입시설명회 진행자 섭외
- 진행자의 입시설명회 아젠다 숙지 여부 확인
- 입시설명회 등록 데스크를 통해 참석자를 안내하고,
참석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
- 본 교육을 이수한 졸업생을 초청하여 경험을 공유함
- 졸업생은 총 0~00명 초청
- 교육 이수 관련 정보를 담은 리플렛을 제작하고 배포
하여 참석자의 이해를 도움
- 행사 기록 카메라, 행사지원용 컴퓨터 등 확인
- 원서접수 방법에 대한 정보 전달
- 입시설명회 현장에서 원서접수 관련 데스크 마련

□ 입시설명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입시설명회를 실시하는 대학 출신의
재교육생과 프로그램 우수 졸업생을 초대하여 경험을 공유함
⚬ 교육 강사로부터 입시설명회에서 경험을 공유할 교육생을 미리 추천받아
섭외함
⚬ 입시설명회 참석자들에게 교육과정에서의 생활, 학습 방법 및 내용
등 교육 이수 후 변화된 것에 대해 공유하여 적극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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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참석자는 현장 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교육센터 원서접수를 독려할 목적으로 사용됨
⚬ 입시설명회가 시작되면 진행자는 프로그램 일정에 대해 소개하고, 교
내 취업 프로그램 담당자와 교육 센터장의 인사말로 시작하고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현지어 통역사를 섭외함
<표 Ⅵ – 5> 입시설명회 프로그램 일정표
1

프로그램
입시설명회 등록

담당자
현장 등록 데스크 직원

2

오프닝

진행자

3

입시설명회 실시 대학 담당자 인사말

대학 담당자

4

교육 센터장 소개

센터장

5

IT 교육 프로그램 소개

진행자

6

교육 이수생 경험 공유

이수생 2명

7

Q&A 진행

진행자 및 교육생

8

단체사진

진행자 및 교육생

□ 입시설명회는 참석한 모든 교육생들과 단체 사진을 찍으며 마무리
하며, 사진은 페이스북에 업로드하여 홍보 목적으로 사용함
⚬ 입시설명회 외 별도로 교육프로그램 지원자 모집을 위해 행사 사진과
정보를 기재한 포스터를 제작함
<그림 Ⅵ – 1> 입시설명회 포스터 설명자료

* 출처 : 캄보디아 RHD 센터 페이스북 커버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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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 – 2> 입시설명회 페이스북 홍보

* 출처 : 캄보디아 RHD 센터 페이스북 커버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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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기시험 및 면접
□ IT 교육센터 운영 초기에는 많은 인원의 교육생 모집을 위해 무료로
필기시험을 진행함
⚬ 운영 초기에는 무료 필기시험을 제공하나, 센터의 인지도와 응시생
수가 증가하면 저렴한 응시료를 지불하게 하여 시험을 진행함
- 응시료 제도 도입은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의지를 가진 교육생을
선발하기 위함이며, 무료로 접수할 시 신청 후 결석하는 인원이 많아
행정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임

□ 필기시험은 교육생을 선발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많은 인원이 참여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필기시험을 진행할 때 필요한 것들을 나열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시험을 철저하게 대비함
- 원서접수 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응시생의 기본 정보만 확인하고,
면접 진행 시 이력서와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제출하도록 함
· 응시자 수가 300명이 넘을 경우 IT 관련 대학에 요청하여 필기시험이
진행될 수 있는 강의실을 확보해야 함
- 필기시험 전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응시생 명단을 공개하고 시험장의
위치, 자리 위치 등을 전달하여 필기시험 당일 차질이 없도록 준비함
· 페이스북을 활용할 시 응시생들과 간단한 질의응답이 가능하며, 많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함
· 단, 응시생 명단 공개 전 사업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확인이 필요
하며,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진행하도록 함
⚬ 필기시험은 내부 준비시간과 교외에 사는 교육생들을 고려하여
오후에 진행하며, 오전에는 응시생의 자리 배치와 수험표를 부착하여
점검함
- 교실별 감독관을 확인하고 시험지, 설문지, 수험생 목록을 배부하며,
필기시험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공유함

∙ 159 ∙

▌2020 신흥국가진출 ICT기업 인력수요조사 및 교육훈련모델 구축연구 결과보고서

□ 필기시험은 ICT 능력과 의사소통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문제로 구성함
⚬ 필기시험 문제는 ICT 과목 4지선다형 60~65문항(70점), 영어 과목 10
문항(30점)으로 구성하여 진행함
- IT 과목의 4지선다형 문제의 경우 Java 30%, Web 30%, 데이터베이스
20%, 기타 기초 컴퓨터 이론 20%로 구성됨
· 강사로부터 각 주제별로 5~10문항씩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고, 취합
후 시니어 이상의 강사들과 협의하여 최종문제를 선정함
- 의사소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영어 에세이형 시험을 설계함
⚬ 시험 종료 시 최종 답안지는 일괄적으로 확인되며, 시험 감독관들은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 확인 및 관리 감독 시 특이사항 등을 공유
- 필기시험의 채점은 3인이 1팀으로 구성되어 실시하며, ICT 과목의 객관식
채점은 3번 확인하고 영어 에세이 과목은 3인의 평균 점수로 계산하여
측정
· 필기 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1.5배~2배수로 인원을 선발하며, 비공개
페이스그룹을 통해 공지함
- 필기시험에 합격한 응시생들은 면접시험을 준비하여 교육센터가 제공
하는 서식에 맞춰 이력서를 지참해야 함
·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100% 점수로 선발하고,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시험 점수 및 이력서를 참고하여 합격생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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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 – 3> 필기시험 문제 예시

* 출처 : 캄보디아 RHD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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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은 교육센터에서 진행되며 응시자 명단, 이력서, 필기시험 성적,
면접 질문 등은 사전에 모두 준비되어야 함
⚬ 교육센터는 응시자 필기시험 성적과 이력서 등의 참고 자료를 준비
하여 원활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함
⚬ 3인 1팀으로 면접관을 구성하고 면접 대상자는 4인 1조로 구성하여
면접시험을 진행함
- 면접관들은 면접 응시생들의 필기시험 성적과 이력서를 참고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교육생들의 태도와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
로 면접 평가를 수행함
⚬ 면접 평가 이후 최종합격자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정원의
20~30% 이상의 후보 명단도 함께 발표함
- 후보 명단은 교육 시작 1~2주 안에 중도 포기를 하는 교육생들로 인
한 정원을 보충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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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합격자 공지 및 오리엔테이션
□ SNS를 통한 최종합격자 공지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 강의실 환경 구축을 위해 PC의 운영체제를 시작으로 JAVA, Spring
등 관련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함
- 고장난 PC를 교체 및 수리하고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을 점검하여
원활한 교육 환경을 구축함
⚬ 교육생에게 제공될 기본 물품 준비 및 교육프로그램 개최
- 유니폼, 등하교 핑거프린트(출입시스템), 교육센터 ID카드 등을 제작
- 강사는 성적을 토대로 균형 있게 반 그룹을 구성하고 교육과정에 활용할
교재를 준비함
· 교재는 IT 분야의 자바, 웹, 데이터 분석 관련 과목의 교재와 영어,
한국어 교재 등으로 구성
⚬ 만약 교육센터가 신입생 전원을 수용할 공간이 없으면 별도의 오리
엔테이션 공간을 임대하여 진행함
- 프로그램 일정표와 발표 자료, SNS 홍보용 스크립트, 장학금을 지급할
은행 계좌 등의 정보는 사전에 준비하여 당일 제공하도록 함
· 교육생들이 교육센터에서 생활하며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최대한 정보를 조리 있게
제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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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 – 4> 입시설명회 합격자 명단 발표

* 출처 : 캄보디아 RHD 센터

<표 Ⅵ – 6> 오리엔테이션 준비 목록
강의실 준비

⋅ 에어컨/선풍기/조명/전기
⋅ 교육 관련 소프트웨어 세팅
⋅ 네트워크 점검

⋅ 의자, 책상, 문 등 점검
⋅ 청소 및 위생 상태 확인

신입생 물품

⋅ 교육생 유니폼
⋅ ID 카드
⋅ 핑거프린트

⋅ 반 배정
⋅ 설문지(학력, 기본 정보 등)

수업 교재

⋅
⋅
⋅
⋅
⋅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자바 기초교재
Enterprise 교재
HTM & CSS 교재
Javascript 교재

⋅
⋅
⋅
⋅

Ajax & JSon 교재
SQL 교재
Java Network 교재
한국어 교재

오리엔테이션
준비물품

⋅
⋅
⋅
⋅

세미나 장소
프로그램 일정
발표 자료
카메라

⋅
⋅
⋅
⋅

오리엔테이션 홍보 스크립트
강사 소개
교육 훈련 규정
교육생 교재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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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 – 5> 수업교재 예시

자바 기초교재

Enterprise 교재

Ajax & JSon 교재

SQL 교재

HTM & CSS 교재

Javascript 교재

Java Network 교재

한국어 교재

* 출처 : e-BookStore

□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센터장이 교육목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센터
소개, 취업, 유학 등 교육 이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함
⚬ 교육센터에서 지켜야 할 규정과 교육 및 평가 방식은 ICT 강사 및
한국어 강사들이 직접 소개함
- 이후에는 교육센터직원의 소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장학금
지급과 수령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유함
- 또한 교육 이수 후의 다양한 취업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ICT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목적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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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운영 개선(안)
가. 개요 및 추진방안
□ 교육 커리큘럼은 ICT 기술 역량 및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구성함
⚬ 기술 역량의 경우, 실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교육
- 데이터 분석 툴 활용법, 기술보고서 작성 및 발표에 대한 교육 통해
개발자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함

□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정은 각
교육생의 능력에 맞추어 제공됨
⚬ 기초과정의 경우 전 교육생에 동일한 교육내용과 평가과정을 적용함
- 매일 8시간씩 6개월간 진행되며, 자바 관련 코딩 기술,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 기초와 SQL, 웹 기술을 학습함
- 추가로 세미나⋅토론 중심의 교육, 프로젝트 중심교육을 지향하며,
월말 평가를 통해 성적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함
<표 Ⅵ – 7>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커리큘럼(예시)

JAVA & DB

·
·
·
·
·

자바입문
자바 엔터프라이즈
스프링 프레임워크(Spring)
데이터베이스(SQL)
데이터베이스 연동(JD&C)

교육기관

·
·
·
·
·

HTML/CSS
JavaScript
Ajax
JQuery
Bootstrap

기초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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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과정은 교육 시작 전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 1개월간 관련 기술에
대해 학습한 후 3개월간 프로젝트를 진행
⚬ 새로운 기술 학습에 대한 수요 발생 시, 강사 TFT를 구축해 커리큘럼을
개발
- 강사를 여유 있게 확보해 두면 교육과정 R&D를 수행하기도 좋으며,
ICT 개발 기술의 경우 공통적인 부분이 많아 개념만 이해되면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수월한 경우가 많음
⚬ 기초 교육과정은 현지 언어로 된 e-learning 콘텐츠로 해당 국가의
ICT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데 공헌할 뿐만 아니라 교육센터의 인지도
또한 높일 수 있음
- e-learning 콘텐츠 같은 경우 교육프로그램 이수 교육생과 강사들과
협업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표 Ⅵ– 8> 교육 커리큘럼 기술 분류
기술분류
자바
웹
개발 툴
스프링
프레임워크
데이터베이스

주요기술

과정 구분

⋅ J2EE, J2SE

기초과정

⋅ HTML, CSS, JavaScript, Bootstrap, Ajax, jSON, jQuery

기초과정

⋅ Eclipse / IntelliJ, Version Control (Git)

기초과정

⋅ Spring MVC, Spring Boot, Spring Restful API (Web
Service), Thymeleaf template engine, Spring JDBC,
MyBatis ,Hibernate, Spring Security

기초/심화과정

⋅ PostgreSQL , SQL

웹서버

⋅ Tomcat Web Server

모바일

⋅ iOS , Android, React-Native
심화과정

기타

⋅ Unix-C, Delphi, Hyperledger Fabric (later)

⚬ 교육방식은 세미나 및 토론을 중심으로 주제별 발표, 과제, 퀴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교육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스터디그룹을 구성하여 발표 수업 준비를 하며 수업 시간에 구성원
중 임의로 1명을 발표자로 지정하여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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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에는 강사의 수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교육생들이 능동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여 다음 주제 발표 또는 실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오후 시간에 강사는 교육생들에게 보충 설명을 제공하거나 질의응답을
통해 학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
⚬ 훈련수당은 1인당 월평균 50달러(한화 약 5만 5,355원)이며, 성적에 따
라 20~100달러(한화 약 11만 710원)로 차등 지급해 동기부여

□ 심화과정 3개월 전부터 참여기업, 사업지원기관, 교육센터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 능력을 토대로 프로젝트 방향을 결정함
⚬ 프로젝트 주제 관련 경력을 보유한 멘토를 지정하고 교육센터는 기초
교육, 교육생 관리, 진도 확인, 산출물 관리, 성적평가, 이슈 보고 등의
업무에 집중
- 멘토는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
· 멘토는 교육센터에 상주, 정기(온라인)/비정기(방문) 점검을 통해
교육생과 소통해야 함
· 교육센터는 프로젝트 상황을 잘 파악하고 담당 멘토와의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을 관리함
⚬ 기업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교육생들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향후 취업 시 포트폴리오로 활용이 가능함
- 고객 맞춤 서비스를 개발하는 연습을 통해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파악이 가능하며, 기업 담당자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과 도움을 구할 수 있음
- 또한 해당 기업은 기초 교육을 이수한 센터의 교육생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에 따라 상호 효과 발생 가능
<표 Ⅵ – 9> 심화 교육 준비과정(프로젝트 위주)
기술 수요조사

∙ 168 ∙

▶ 교육 주제선정

▶ 교육멘토 선정

▶ 교육생 선발

▶ 맞춤형 교육

Ⅵ. ICT 해외 교육모델 프레임웍

나. 교육 커리큘럼 예시
□ JAVA 프로그래밍
교육목표

교육개요

JAVA 기초 및 실무역량 강화

프로그래밍 기초에서부터 실무까지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하여
개발자로서 역량을 강화
교육내용

- JAVA 언어 및 문법 체계 습득
- JAVA 실행원리 및 알고리즘 이해
JAVA 입문

- JAVA 애플리케이션 작성 및 실행원리
- 기본 프로그래밍 연습
· 식별자, 예약서, 변수 및 상수, 연산자 등

-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주요 개념 이해
- UML 기초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실습

- Class & Object 이론 및 연습
- Abstract Class & 다형성
- 오버로딩(OverLoading) 및 오버라이딩(Overriding)
- 인터페이스 선언과 구현
- 예외처리 종류 및 방법

- 시스템 API
- Collection framework 구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적용

- 스트림 입출력
- JAVA Thread 구현
-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GUI 기초
- 웹서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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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앱 프론트앤드개발
교육목표

프론트앤드 개발 향상

프론트앤드 개발을 위한 UI화면 기초 HTML, HTML5, CSS3,
교육개요

JavaScript, jQuery등을 활용하여 웹페이지 제작 기술과
노하우를 학습
교육내용
- CSS

화면구현

- HTML
- JAVAScript

- HTML5 개요
- HTML History
- HTML5 특징/장점
HTML5

- HTML4 & HTML5
- 스마트폰용 HTML5의 기본 형태
- 동영상 & 이미지 다루기
- 그래픽 처리 ~ 캔버스

- jQuery 개요 및 응용
· jQuery 개요 및 jQuery 셀렉터 Element 다루기
· DOM 스크립팅
JQUERY & AJAX

· jQuery 이벤트 핸들링 및 Utility 함수
- Ajax 개요 및 개발
· Ajax 개발환경 구축 및 기본 구성 개요
· innerHTML 사용
· Ajax MVC

REACT

- React 기본 및 구조
- React 컴포넌트 작성 및 처리

- Angular 환경설정 및 아키텍처
ANGULAR.JS

- 모듈 및 컴포넌트
- Metadata, Directive, Service

∙ 170 ∙

Ⅵ. ICT 해외 교육모델 프레임웍

□ io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교육목표

교육개요

ios 애플리케이션 개발역량 향상

Apple 언어인 Swift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Swift 기반의 ios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술 함양
교육내용

- Swift 기본 문법
- oop / functional progrmming
- LLVM 구조
- 연산자 사용방법 실습
- Xcode 이용 MVC 개발방법
- Interface Builder 활용
· Storyboard 학습
· Basic Component
· Auto layout
SWIFT

· IBOutlet, IBAction
- Xcode 및 Interface builder 연결 이벤트 처리
- Foundation, UIkit Framework 상속구조
- 샌드박스구조 이해 및 파일처리
- UIButton, UILabel, UIImmageView
- UITextField, UITextView, UISlider
- UISwitch, Webkit, UISegmetedControl
- UIAlertView, UIActionSheet
- TableView
- UIPickerView
- TableView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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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교육목표
교육개요

안드로이드 특성 이해 및 프로그램 작성
안드로이드 공식 개발언어인 코틀린 기반의 프로그래밍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최신기술을 학습
교육내용
- KOTLIN 개요 및 기초 프로그래밍 학습
-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학습

KOTLIN

· Class, 인스턴스, 인터페이스, 프로퍼티, Abstract class
- KOTLIN 함수형 프로그래밍 학습
- KOTLIN 기법
- 개발환경 구축
- 뷰와 위젯
- 레이아웃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 메뉴 및 대화상자
- 그래픽, 이미지
- 데이터 저장 및 관리
- 멀티미디어, google 지도 활용
- 어댑터뷰
- 액티비티

□ 하이브리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교육목표
교육개요

안드로이드, ios 동시 제공 애플리케이션 개발
React Native를 활용하여 안드로이드와 ios 환경에 제공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개발기술 학습
교육내용
- React 이해 및 개발환경
- React 및 JSX
- Virtual DOM
- 이벤트 구조 및 구현

REACT NATIVE

- React 컴포넌트
- React 입력 form
- 입력필터 및 밸리데이션
- Ajax 통신
-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작성
- ios 애플리케이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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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 프레임워크
교육목표

교육개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실무 적용 역량 향상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동작원리 및 핵심 기능 학습을 통한
실무 적용능력을 계발
교육내용

- Spring Framework 이해
- Spring Legacy Project
- Spring IoC
- Aspect, Weaving, ProxyFactoryBean
SPRING FRAMWORK

- Spring JDBC
- Spring MVC
- Spring Controller
- Spring MVC REST CRUD (Hibernate, RestTemplate)
- Spring Boot REST CRUD (JPA, DB)

- Data Mapper, sqlMapConfig
- Spring, MyBatis 연동
MYBATIS

- SQL Map XML File, SqlMapClient
- SQL의 실행(Insert/update/delete)
- Spring Framework 연동

- Hibernate configuration 설정
- 영속화 클래스
HIBERNATE

- Dao
- 데이터 삽입/로드/갱신/검색/삭제
- HQL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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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base 관리
교육목표

교육개요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분석

Python 기반의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 및 적용,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기술 습득
교육내용

Database &
Big Data

- Database & Big data 개념 및 기초
- Big data 수집
- 수집 데이터 검증

-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문자열형 데이터 처리
Phython

- 제어문, 함수
- 반복문, 리스트
- GUI, 파일 입출력

- RDBMS 개요
- DBMS & 서버-클라이언트
Database 관리

- Database Schema
- Structured Query Language
- Table DDL
- Index 관리

- Pandas
Phython 데이터분석

- Text Data 수집
- 시각화

- Machine Learning 개요
Phython Machine
Learning

- Machine Learning 기반 데이터 분석 도입 및 Process 관리
- Dataset 분할 설계&Sampling
- 최적화 모델 적용 및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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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활용 데이터분석&머신러닝
교육목표

교육개요

데이터분석 및 머신러닝에 대한 체계적 학습

R언어를 활용한 데이터분석 및 머신러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빅데이터 핵심기술 습득
교육내용

- Machine Learning 원리
- Naive Bayes 알고리즘 개요
Machine Learning

- 랜던포레스트
- 회귀분석, K평균, 연관성 분석
- 서포트 백터 머신
- Artificial Neural Network

- R 기본 사용법
R 프로그래밍 언어

- R Object
- R 함수활용
- R 그래픽스 자료탐색

- R 스크립트 및 사용자 함수
R 통계분석

- 데이터 입출력 및 처리
- R 기초통계분석
- Regression

- Clustering
R 분석시스템

- Classification
- RODBC, sqldf 등 패키지 활용

R 활용

- Data wrangling
- R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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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응용
교육목표

교육개요

IoT 응용 기술 향상

사물 간 연결 네트워크에서부터 운용관리, 데이터분석까지
폭넓은 IoT 관련 지식 및 기술 습득으로 응용 기술 향상
교육내용

IoT 이해

- IoT 서비스 및 하드웨어 기초
- 오픈소스 하드웨어 개념

- JAVA 문법 및 알고리즘
- GUI 프로그래밍 및 RIA 개발
JAVA

- TCP/IP 기반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 웹 표준 기반 HTML, CSS, 스크립트
- MVC2 기반 웹 프로그래밍

- 리눅스 개요
리눅스

- 리눅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 NodeJS

- wiringPi
Raspberry Pi 활용
기기 제어

- 기본센서 및 소자, LED 동작
- 초음파 센서
- 모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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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교육목표

블록체인 기술 응용 및 프로젝트 구현
블록체인의 기본 원리와 개념을 학습하고

교육개요

실무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래밍 역량 강화
교육내용
- 블록체인 개요

블록체인 이해

- Hash, PKI
- 합의 알고리즘 및 마이닝
- GETH, WEB3 개념
- Ethereum 플랫폼 개요
- EVM (Ethereum VM)

Ethereum

- Solidity 언어
- Smart contract
- Web3기반 프래그래밍
- DApp 프로그래밍
- Hyperledger 개요

Hyperledger

- Hyperledger Fabric
- Smart contract
- Chaincode

□ 드론 SW 개발
교육목표
교육개요

SW 코딩 및 알고리즘 기반 드론 자율비행 실무
프로그래밍을 통한 드론 알고리즘 개발과 하드웨어 제어와
관련한 지식 및 기술 배양
교육내용
- 드론 개요
- Python

ARDUINO
Drone

- MultiCotper 드론 구조
- Arduino 구조 이해
- 로킷 브릭 개요 및 구성
- 패턴 비행 스크립트
- 미세조정 및 캘리브레이션
- 3D Modeling & Printing

3D Modeling

- 3D Modeling Programme
- 3D Sc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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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Ops 구축
교육목표

시스템 전반 이해 및 효율화 능력 배양

교육개요

Docker를 활용한 DevOps 시스템 구축 노하우 습득
교육내용

- Docker 이해
- Docker 로컬 개발환경 구축
- VM 활용
- 컨테이너 연결 및 활용
- Docker Volume
Docker

- Overlay network
- Docker Swarm
- Kubernotes,k8s
- ELK 구축 및 Docker 모니터링
- Docker Compose, Compose yaml
- Docker Hub, Registry
- Docker Image CI

- DevOps 이해
- SpringBoot
DevOps

- Docker Security
- Docker Bench&Docker Cloud
- Docker Orchestration
- Rancher, Skaf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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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축 및 보안
교육목표

교육개요

정보시스템 운용 전반적 역량 증진

정보시스템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 서버의 구축 및 보안
전반을 학습하고 노하우와 역량을 함양
교육내용

- OSI 7 Layer, TCP/IP, IPv4 Addressing
Network

- Routing & Switching
- FHRP, 멀티캐스팅
- IPv6 Addressing, routing

- 리눅스 개요 및 설정
- Disk 관리 및 프로세스 관리
Server

- Apache, APM, DNS
- Permission, Ownership
- IPtables, SELinux, 로그서버,
- FTP 서버보안, OpenSSH, Port security

- Storm control, VLAN Access Map, VLAN Hopping
- DHCP Snooping, DAI
Security

- Firewall, RACL&DACL
- CBAC, ZFW
- IPSec VPN, GRE IPSec VPN, Remote V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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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 평가
□ 교육과정의 주요 평가 방법은 ▲과제 ▲퀴즈 ▲미니프로젝트 ▲월말
시험 ▲발표 ▲출석 6가지로 구분되어 진행됨
⚬ 교육 평가 과제는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반복적인 훈련으로,
퀴즈는 한 주 동안 학습한 주요 핵심 개념을 테스트하고, 월말시험은
한 달 동안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구성
⚬ (과제) 학습한 자바와 웹 기술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과제는 스크린샷으로 기업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학습한 내용을 활용
하여 교육생들이 직접 구현하도록 함
- 과제의 목적, 기한, 과제 수행 방법, 평가 기준을 제공함
⚬ (퀴즈) 학습한 주요 개념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으로 간단한 필기시험의
형태이며, 매주 실시하여 평가함
- 퀴즈의 목적은 수업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15분 내외로 짧게 진행함
⚬ (미니 프로젝트) 최종 프로젝트 수행에 사용되는 기능을 부분적으로 구현
- 콘솔을 이용한 텍스트 기반으로 게시판을 구현하여, 자바의 기술적인
요소, 게시판 구동 원리를 학습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임
⚬ (월말시험) 한 달 동안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들이 구성됨
- 한 달 동안 학습한 주요 개념과 실습 내용에 대한 습득력을 확인함
- IT 과목(Java/Spring과 Web), 한국어, 출석을 합산하여 총점을 계산함
⚬ (발표) 교육센터에서 제시한 주제에 대한 발표로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협동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한 평가됨
⚬(출석) 출석은 전체 점수의 10%로 산정하여 기록함
-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교육생 중 한 달 동안 수업에 빠지지 않은 교육생
들에게는 PA(Perfect Attendance)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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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 – 6> 월말시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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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로젝트
□ 프로젝트의 목적은 ▲구현 능력 향상 ▲의사소통 능력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 ▲포트폴리오 제작하기 위함임
⚬ (구현 능력 향상) 이론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실무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코딩 숙련도 제고
⚬ (의사소통 능력)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의 팀원들 간의 토론과 협의,
프로젝트 결과물들에 대한 리포트와 발표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 향상
⚬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 전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배포, 운영을 직접 경험함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시야 확대 가능
⚬ (포트폴리오 제작) 수행한 프로젝트 결과물들을 포트폴리오로 제작하여
입사 지원 시 활용 가능
□ 프로젝트는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에서 각각 다르게 진행됨
⚬ 기초과정의 경우 두 달 동안 프로젝트를 수행, 전체 교육생이 같은
기술 요소(스프링프레임웍 기반의 웹 개발)로 프로젝트를 구현함
- 기초과정의 모든 팀은 각기 다른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함
- 향후 프로젝트 성과가 우수하면 향후 인터넷 서비스로 확장을 고려하여
심화 과정에서 지속하여 업그레이드함
⚬ 심화과정에서는 전체 4개월 중 3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술 요소별로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함
- 심화 프로젝트팀은 크게 5가지 기술요소(Android, iOS, Hybrid App,
Spring framework, Blockchain)로 구분하여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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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기획 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의 기술을 연계하여 같은 프로젝트
주제를 서로 다른 기술로 구현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함
⚬ 동일한 프로젝트 주제로 기초과정에서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심화과정
에서는 iOS와 Android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심화 과정이 끝나면 상용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구축함
⚬ 기초과정에서는 서버 쪽에서 스프링 프레임웍을 기반으로 Restful
API를 만들어 웹으로 Front-end를 구현하고, 심화과정에서는 모바일
기술로 기초과정에 만들어진 API를 호출하여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획함
<표 IV – 10> 프로젝트 주제 예시
· 자동차쉐어링앱
· 바이크쉐어링앱
· 장남감 대여앱
· 도서 대여앱

· 온라인경매앱

· 온라인 부동산거래앱

· 온라인물물교환앱

· 지식공유앱

· 온라인 구인구직앱

· 드론시뮬레이션앱

□ 프로젝트 산출물로는 Technical report, short paper, Storytelling,
presentation slide, demonstration video의 4가지가 있음
⚬ Technical report는 개발자들이 프로젝트의 내부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며, 프로젝트 요구사항분석, 설계, 구현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함
- 특히 다른 개발자들이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시스템 유지 보수에 도움을
주기 위함임
⚬ Short paper는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개요와 성과를 쉽게
공유하기 위해 제작함
- 프로젝트의 개요, 목적, 결과, 개선사항 등을 정리한 문서로, 일반인들이
프로젝트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Story telling, Presentation Slide, demonstration video는 일반인들에게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됨
- 프로젝트의 비전과 목표를 시각화하여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하기 위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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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entation Slide는 최종 프로젝트 발표회에 사용할 자료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며 간단한 이미지와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슬라이드를 구성함
⚬ Demonstration Video는 2~3분 길이의 구현 시스템 시연 영상을 의미
하며,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관리함

∙ 184 ∙

Ⅵ. ICT 해외 교육모델 프레임웍

마. 한국어 교육
□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에서 한국어 교육은 필수임
⚬ 한국어 교육은 기업 내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함이며, 한국어
능력 시험 2급 합격을 목표로 한국 ICT 비즈니스 인재 양성
⚬ 매일 2시간씩 집중적으로 수업 진행, 교육센터 내에서도 반복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 한국어 능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TOPIK 시험을 의무적으로 응시하도록
하며, 이는 학습의 동기부여로 작용함
· TOPIK 시험 등급을 특정 기준 이상을 받을 시 응시료 지원뿐만 아니라
상금, 유학, 취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한국어 교육 시 한국 기업의 문화와 예절에 대해서도 강좌 제공
- 현지인 한국어 강사를 전일제로 채용하여 한국어 교육을 수시로 지원
· 전일제로 채용하여 한국 기업과의 업무, 의전 등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교육내용은 기초 글쓰기와 말하기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센터 내에서
생활 한국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언어습득 능력을 향상
- 매일 2시간씩 1년간 교육하여 일상적인 한국어 대화가 가능하도록 교육

<그림 Ⅵ – 7> 한국어 교육 예시

한국어 수업

한국어 그룹스터디

한국어 오리엔테이션

한국 문화 교육

* 출처 : 세종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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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직무교육
□ 고객의 요청에 따라 오류 처리,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수행
및 관리하는 ICT 기술 지원 직무에 대한 교육 진행
⚬ ICT 기술 지원 직무를 위해서는 기술 지원 대상에 대한 이해와 고객
요청관리, 시스템 개선 대응, 기술 지원 이슈관리 등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 분석기술, 장애발생방지 대안제시 능력, 개선
대상 시스템의 운용 능력, 개선조치 내역에 대한 완료 여부 검증기술,
요구사항 분류체계 설계(유형, 우선순위)능력, 이해관계 협상기술, 형상
관리 SW도구설계/구축/운영/개선 능력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
- 동일한 문제의 장애발생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정의하여 식별하는 능력이 요구되어 관련 교육 진행
- 주요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을 통한 능동적 문제 해결 태도와 이해
당사자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스킬 교육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
⋅소양 등을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하여 직무교육 능력을 확대함
⚬ 교육센터에서 양성한 ICT 인력들이 ICT 기업의 취업 성공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역량을 조사 분석하고 전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
⚬ 직무수행을 위한 능력을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조직
이해능력 ▲직업윤리 등으로 세분화하여 파악함
- (의사소통능력) 타인에 대한 경청, 기초 외국어, 문서 이해 및 작성,
정확한 의사 표현을 전달하는 능력
- (수리능력) 직장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사칙연산, 계산, 평균, 빈도분석
등 직업 기초 능력
- (문제해결능력) 문제 상활 발생 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처리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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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개발능력)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스스로의
역할과 목표를 인지하고 계획을 수립함
- (자원관리능력) 물적자원, 시간 자원, 예산 자원, 인적자원 등을 관리
함으로써 시의적절한 업무 수행을 수립함
- (대인관계능력) 조직 구성원과의 갈등을 관리하고 적절한 협상을 통해
기업 클라이언트를 만족시켜 업무 수행을 수립함
- (정보능력) IT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을 이해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 활용함
- (조직이해능력) 경영이해, 국제감각, 업무이해, 조직체계를 파악함
- (직업윤리) 직장생활에서의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 수행에 임하며,
예의 바른 태도로 직업윤리를 실천함
<표 Ⅵ – 11> 직무교육 능력
영역

세부내용

의사소통
능력

⋅ ICT 관련 기업에서 필요한 업무를 확인하고 읽고 내용을 이해해 업무 수행
에 필요한 요점을 파악함
⋅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전달함
⋅ 동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함
⋅ 목적과 상황에 맞는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아이디어와 정보를 찾고 효율적
으로 전달함
⋅ 영어 및 한국어 된 자료를 읽고 의사 표현을 이해

수리능력

⋅ 기본적인 사칙연산과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함
⋅ 평균, 합계, 빈도와 같은 기초적인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자료의 특성을 파
악함

문제해결
능력

⋅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인 사고를 함
⋅ 발생한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함

자기개발
능력

⋅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장단점, 흥미, 적성 등을 분석하여 자신을 명확하
게 설명함
⋅ ICT 개발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목표를 정립하고 행동과 업무 수행을 관리
하고 통제함
⋅ 개발자로서 자신의 경력단계를 인지하고, 경력개발 수립

자원관리
능력

⋅
⋅
⋅
⋅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확인하고 확보하여 업무수행에 할당함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확인하고 업무수행에 할당함
필요한 물적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할당함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인하고, 확보하여 업무수행에 할당하는
능력을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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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
능력

⋅ 다른 팀원과의 목표를 공유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여 자신의 역할
을 수행함
⋅ 조직 구성원의 업무향성에 도움을 주고, 조직의 목표를 제시
⋅ 조직구성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만하게 조절하여 해결함
⋅ 협상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상황에 맞는 협상 전략을 선택하여 타인과 협
상하는 능력을 향상함
⋅ 기업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고객의 니즈를 충
족시킬 수 있으며, 고객만족을 이끌어냄

대인관계
능력

⋅ 다른 팀원과의 목표를 공유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여 자신의 역할
을 수행함
⋅ 조직 구성원의 업무향성에 도움을 주고, 조직의 목표를 제시
⋅ 조직구성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만하게 조절하여 해결함
⋅ 협상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상황에 맞는 협상 전략을 선택하여 타인과 협
상하는 능력을 향상함
⋅ 기업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고객의 니즈를 충
족시킬 수 있으며, 고객만족을 이끌어냄

정보능력

⋅ IT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컴퓨터 관련 이론을 이해하여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를 활용함
⋅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업무수행에 적합하게 조직하여 관리함

조직 이해
능력

⋅ 해외 기업인으로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함
⋅ 자신이 속한 조직의 구조와 목적, 문화, 규칙 등 같은 조직체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름
⋅ 조직의 경영목표와 경영방법을 이해하고, 경영의 주체로서 조직경영에 참여
하는 능력을 기름
⋅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고 업무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수행함

직업윤리

⋅ 직업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근면하고 정직한 자세를 다지고 성실하게 업무
에 임하는 자세를 배양함
⋅ 직업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봉사하며, 예의바란 태도로 업무수행에 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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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특별활동
□ 특별활동은 기업과 교육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동기의식을 강화해
교육생들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다양한 특별활동을
지칭함
⚬ 교육생들의 특별활동은 월말파티, 스포츠 활동, 오후 간식 시간, 단기
IT 봉사단 초청, 수학여행으로 구성됨
- (월말 파티) 월말 평가 시험 후 토요일에 진행되는 행사로 오전에는
스포츠 경기를 하고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짐
· 특별활동 중 매달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행사로 교육생들은 학업
이외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냄으로써 친밀도를 높이고 동기의식을
쌓을 수 있음
· 또한 참여를 통해 교육생들의 성향도 파악할 수 있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 (스포츠 활동) 일정 인원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동아리를
만들어 주말 운동을 할 공간 임대료와 비품 등을 지원함
- (오후 간식 시간) 점심식사 후 집중력이 떨어질 때 (오후 3시) 빵, 과일
등의 간식을 제공함
- (IT 봉사단 초청) 한국에서 파견하는 봉사단을 초대하여 한국어 및
전통문화 체험 활동 등을 함께 진행함
- (수학여행) 기초과정 수료 후 전원이 함께 지방으로 1박 2일 수학
여행을 실시함
⚬ 특별활동 운영 시 기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교육
생들과 직원들이 함께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교육 사업의 구성원들의 좋은 관계가 형성될 때 시너지 효과가 발휘
되어 보다 성공적인 훈련 결과를 낼 수 있음
- 센터장은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교육센터 담당자는 교육생들의 행복을 위해 여러 관점에서 고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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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특강
□ 유명인사 초청특강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교육생
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음
⚬ 롤모델이 될 만한 수료생들을 초청하여 재교육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함
- 특강 연사의 경우 한국과 현지에서 균형 있게 선발하면 좋으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교육센터를 홍보해주는 주요 채널이 될 수 있음
⚬ 특강 연사를 초청 시 현지 기관과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
- 입시설명회를 지원해준 대학 담당자를 초빙하여 특강료를 통해 일정
부분 감사를 표함
- 또한 센터운영에 필요하거나 현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사들도
초청함
⚬ 특강 연사가 발표하기 전 홍보 차원에서 교육센터 소개를 10분 정도
간단히 소개함
- 현지 특강 연사의 경우 현지 직원이 소개하고, 한국에서 입국하신 손님이면
한국 담당자가 진행함

∙ 190 ∙

Ⅵ. ICT 해외 교육모델 프레임웍

자. 교육생 운영
□ 교육생 운영 관리는 데이터관리, 행사, 비용집행, 공지, 수료생 데이터
관리, 자산관리 6개 영역으로 세부관리 방안 구축
⚬ (데이터 관리) 교육생 성적관리, 상담관리, 출석체크, 허가 및 자격증
관리, 기숙사, 학위 수여 관리 등 전반적 사무 역할을 진행해야 함
⚬ (행사관리) 선발시험, 오리엔테이션, 월말평가, 스포츠클럽 운영, 학위
수여식 등 다양한 행사의 진행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이 요구
⚬ (구매관리) 인터넷 시스템 관리, PC 및 비품 관리 등 교육생들이 학습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함
⚬ (공지사항) 취업 공지, 월말 평가 공지, 공휴일 및 휴무 공지, 특강 공지,
취업 세미나 등에 공지사항을 전달함
⚬ (직원관리) 교육센터 임직원의 정보원 리스트, 직원 월말 평가, 월말
파티, 직원 출결 확인 등을 정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함
⚬ (수료생 관리) 수료생 프로필 정보, 교육 정보, 취업 정보를 정리하여
교육센터 수료생의 진로 환경을 적극적으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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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연수 과정 운영방안

□ 출결 관리, 중도 탈락 방지 방안
⚬ 출결 관리
- 강사의 출결 확인 및 출결 관리 대장 비치
- 일일 업무량 부여/관련 사진 첨부 과제 부여
⚬ 중도 탈락 방지 방안
- 지속적인 교육생과의 멘토링 진행
· 진로상담 및 학습지도에 의한 취업 로드맵 구축
· 담당 멘토와 교육생 간 정기적 상담으로 소속감, 유대감, 역량 개발 강화
· 연수 상담, 과정 성적상담, 진로상담, 취업 상담 등 상담 내역 세분화
하여 맞춤형 상담 실시
- 교육생과 업체 간의 공통 니즈(Needs) 체크/적용 (매칭 프로세스)
- 교육생의 실습목적과 연계된 동기부여 지속 제공
- 교육의 질의 관리
· 교육생에게 전화 및 메일 상담 서비스 제공
· 상대평가를 통한 취업 지원 철저
· 성적경고대상 교육생에게 전화 및 메일 상담
- 정기적 간담회를 통한 취업 의지 고취
·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교육생의 애로사항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업
내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 및 반영

□ 참여자 중 연수 부진자에 대한 지원 방안(보충학습 등)
⚬ 개별 우선 멘토링을 통한 훈련이해도 평가 / 효율적 학습모티브 제공
- 훈련 전 멘토링 매뉴얼 완비
- 예비훈련과정으로 프로그램 작성 / 배포
· 학과별 난이도에 따른 차등 준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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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교육생에게 과목별 이해도 평가 분석 후, 해당 강사들에게 피드백
통한 효과 제고
⚬ 연수/실습 완료 시 혜택 및 훈련 후 여러 가지 취업 지원 인식
⚬ 실습 과정 중 정확한 진단의 실습 평가 체크
⚬ 성공모델 개발 샘플 제시 등의 동기 부여
⚬ 실습 완료 시 혜택 개발 제공
- 실습 후 추가 멘토링 실시
- 협약기업을 통한 인턴실시
- 협약 외 기업 중, 교육생 관심 기업의 정보 제공
⚬ 본 과정의 전용강의실을 배정하여 연수자들의 자율적 시간 외 학습 독려

□ 폐강 시 잔여 교육생 지원 방안
⚬ 차기 차수의 교육 과정으로 연계 및 사전 관리
- 차기 과정으로의 연속성 유지 위한 예비훈련 진행 (2주 1회)
- 소그룹 단위구성 하여, 강사들과 정규적 예비 훈련 모임실시
- 훈련에 대한 관심과 흥미 유지를 위한 지속적 비전 관리(메시지, 메일
등을 통한)
⚬ 차기 과정 진행 전까지 정규적(2주1회) 특강/세미나 실시
- 훈련과목 사전 이해학습 실시, 훈련과 취업 연계 프로세스 설계
⚬ 잔여 교육생들의 유기적 네트워크(Net-work) 채널 구축
- 메신저, 예비교육생 활동 강의실 : 자율적 선행학습 및 미션부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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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성과 개선(안)
가. 교육 목표달성

□ 교육 사업 운영 시 본 사업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이 부합하는지 확인
필요
⚬ 시장에서 요구하는 해외 현지 인력양성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위한 사업,
행정 편의주의 사업은 지양해야 함
- 교육모델의 성공을 위해 현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본부와 협의하여
적절한 운영 방법을 도출해야 내야 함
⚬ 대한민국의 지원으로 설립된 교육센터를 통해 개도국의 ICT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국가적 미션과 함께 구체적으로 현지 최고의 ICT 교육
센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가져야 함
- 특히 우수한 현지 인력을 양성하여 한국 IT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
겠다는 사명감이 필요함

□ 수료생의 숫자보다는 교육생들의 학습 습득 및 기술 도출력에 집중함
⚬ 교육 이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생 스스로 성장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의 품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
-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생들의 만족도 및 교육 결과에 집중할 시 수료
생의 숫자는 자연스럽게 증가함
⚬ 잘 가르칠 수 있는 내용보다는 IT 시장이 요구하는 역량을 개발함
- 교육센터는 기존 커리큘럼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직접 기업을 방
문하여 현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여 교육 커리큘럼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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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과정 수료
□ 교육센터 수료식은 교육과정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선언하는 것
으로 전체 교육을 마무리한 것에 대한 인정의 시간임
⚬ 수료식에서는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교육생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
으로 대학, 정부, 기업 관계자들에게 교육의 품질과 결과물들을 짧은
시간에 보여줌으로써 홍보함
- 수료식은 교육의 성과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당일의 행사를
통해 훈련과정의 성과가 증명됨
- 한국인 담당자는 교육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공적인 수료식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 오후에 진행되며 식사 후 예행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 행사를 시작함
- 1부에서는 프로젝트 발표회로써 각 팀 당 10분의 시간을 주며, 10분
중 7분은 발표를 하고, 3분은 데모 영상으로 마무리함
- 2부에서는 VIP, 기관장의 인사말, 교육생들의 소감발표, 시상식,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행사를 진행함
- 행사를 마치고 나면 내외빈 손님과 교육생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함
⚬ 행사는 SNS 라이브 방송으로 공유하고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여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이를 통해 수료생, 기업, 기타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교육센터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음
⚬ 최소 2주 전에 대학, 협력 기업, 정부의 고위 담당자들에게 초청장을
이메일로 전달하고, 전화로도 연락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함
- 만약 담당자의 직접 참석이 어려울 경우, 회사의 현지 HR 담당자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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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업 연계
□ 채용설명회는 교육생 취업 관련 전반적인 일정과 프로세스를 소개함
⚬ 우선, 교육센터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채용설명회 일정을
전달하고, 참여의향을 확인함
- 참여 의향을 표한 기업에는 채용설명회에 대한 가이드라인, 일정,
장소 등을 송부하여 전달함
⚬ 채용설명회 이후 교육생들은 최대 3개의 기업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교육센터 HR 담당자에게 송부하고, HR 담당자는 기업별로 지원자
원서를 전달하여 서류 평가 후 면접 일정을 교육센터에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함
- 교육센터는 교육생들에게 면접에 대해 교육하고 면접시험 후 기업은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함
⚬ 수료식 이후 바로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함
⚬ 채용설명회가 끝난 뒤 교육생들에게 무기명으로 선호하는 3개의
기업을 선정하도록 하여 기업에 대한 평판을 미리 확인함
- 채용설명회를 통해 교육센터에도 기업에 대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며, 향후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강화됨
⚬ ICT 교육센터를 잘 구축해 놓으면 정보 통신기업, 시장, 기술, 인력에
대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수집되고, 상호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
하게 됨
- 교육센터 설립 초반에는 직접 방문하여 인력 채용을 부탁해야 하나
채용설명회 이후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찾기 때문에, 기업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음

□ 교육생의 사후관리(취업지원 등)를 위해 맞춤형 지원 필요
⚬ 개인별 구체적 상황 이해 / 상담
- 1:1 맞춤 상담을 통하여 수료생이 원하는 구체적인 직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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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분화된 직무 분야를 파악하여 수료생이 희망하는 직무로 취업 가능한
로드맵 제시
⚬ 전담 멘토를 통한 맞춤형 멘토링 및 연수 관리
- 사후관리를 JOB MENTOR가 개인별 진로 설계 및 사례관리를 통해
상담 및 직업정보 제공
-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등 심리적 부담감을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해소

□ 수료생 간담회
⚬ 연수 수료 후에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수료생에게 구직욕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간담회 진행
⚬ 수료생들의 현재 취업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수료생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현장 전문가 워크샵이나 최신 채용 동향 제공으로 취업 관심
유지

□ 직업연계/창업준비형 학습동아리 운영
⚬ 직업연계/창업준비를 위한 학습동아리 모형을 개발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구축하여 취‧창업이 가능하도록 학습동아리 운영
⚬ 취업을 장기간 준비하는 수료생 입장에서는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공모전을 함께 준비하고,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체학습, 특강
등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 마련

□ 근무가능업체 개인별 추천
⚬ 교육생에게 주어지는 한 번의 취업 기회로 훈련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적성/적응상태를 파악하고, 미 취업한 교육생에게는 지속적
관리의 차원에서, 희망업종에 대한 상시적/정기적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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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컨설팅, 경력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취·창업 동향 및 트렌드 분석, 경력개발 로드맵 설계 지원 등
⚬ 경력개발 특강 및 워크숍, NCS/리더십/면접역량 등 강화 프로그램,
경력상담 멘토제 운영 등
⚬ 취·창업 관련 정보제공, 장단기 인턴십(현장연수) 및 직장체험, 모의
인성 검사, 학습자 취·창업 이력 관리, 리쿠르팅(채용설명회 및 상담)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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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영기관 및 협약기업 간 협업방안

□ ICT 전문 강사 풀 구축
⚬ 훈련 직종의 기업과 연계하여 현장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 강사 풀을
구축
- 이론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직무능력을 교육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

□ 대학의 ICT 관련학과 실무교수진 특강 및 멘토 활용
⚬ 대학교 내의 ICT 관련 학과 실무 교수진 인력을 활용하여 강사로 초빙,
특강 및 멘토로 활용

□ 유관기관의 현시적 시장 정보 수급 및 특강 진행
⚬ 인력 풀을 활용하여 유관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
⚬ 이를 통해 현지의 최신 시장정보와 동향을 파악하고 해당 시장 진출
전략을 파악하는 기회를 제공

□ ICT 전문 교육 제공 기관으로서 체계적인 ONE-STOP 지원 서비스 제공
⚬ 훈련 지원에서부터 과정 수료 후 취업 지원,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체계적인 ONE-STOP 지원 서비스 제공
⚬ 취‧창업 특강, NCS/리더십/면접역량 등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경
력상담 멘토제 운영, 리쿠르팅(채용설명회 및 상담) 개최 등 취‧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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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훈련프로그램 질 관리
⚬ 전문 강사 인력풀을 기반으로 전문가 양성 훈련을 전문적으로 운영,
성공적으로 취업까지 성과를 도출해 낸 노하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훈련프로그램의 질을 관리

□ 교육생 멘토링 지원 및 채용 시 교육생 우선 선발
⚬ 훈련과정 전반에 걸쳐 교육생의 멘토링을 지원하고,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인재를 육성
⚬ 채용 시 교육생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해당 교육과정의 선순환 체계 구성

□ 교육훈련의 운영 과정 참여 및 현업적용도 피드백
⚬ 실무 중심의 ICT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용을 교육훈련
운영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수업 커리큘럼에 반영
⚬ 협약기업 종사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교육 이후
이어지는 현장실습 과정을 통해 현업에 즉시 적용이 가능하게 하며,
피드백을 통해 현업 적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들이 필요
하고 어떤 내용이 필요한 지에 대해 연구자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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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컨트롤타워 운영 및 성과평가
□ 교육 프로그램 모델 시행 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한국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여 성과 및 관리 체계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함
⚬ 컨트롤타워란 모델화된 교육 운영방안 등을 개발 및 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별 수행기관 지원 및 성과를 측정하는 한국 기관을 의미
⚬ 표준화된 모델을 통해 프로그램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교육생 모집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 지표, 입시 문제 및 면접 진행
과정 등 표준화된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성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임
⚬ 표준화된 모델을 통해 교육센터는 균일한 질의 교육 확보 및 제공이
가능하며 이는 모든 ICT 교육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음
- 교육 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해 정확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국가별 ICT 교육 사업 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임
- 주기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나라별 ICT 교육 사업 진행 과정
및 운영 성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 발견된 위험요인은 빠르게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통해 문제 원인을 제거하여 사업의 성과를 안정화 가능
<그림 Ⅵ – 8> 컨트롤타워의 운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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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컨트롤타워는 성과평가를 직접 실시, ▲평가영역 ▲평가항목 ▲
평가지표 등 성과지표를 통해 운영 성과를 평가함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
목표의 핵심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사업 수준의 산출⋅결과 지표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함
- 평가영역은 국내 ICT 기업의 경우 취업과 관련된 평가 및 활용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였으나 수요 입장인 교육생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음
⚬ 성과지표 평가영역은 ①사전준비 ②교육생 모집 ③교육 운영 ④운영
성과로 구분하여 도출하고, 각 평가 영역별로 항목을 세분화하여
지표를 구성함
- (사전준비) ICT 육성사업이 실시되기 전에 ICT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력수요 분석이 적합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훈련모델을 개발하고 고용지원을 위한 ICT 기업이 확보되
었는지 평가함
⋅ 현지 최고의 ICT 교육기관에서 진행, ICT 기술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현지 사정에 맞는 유연한 교육훈련모델을 제시하였는지 세부적으로
점검함
⋅ ICT 기업 수요조사 기반의 공통 기술 교육, 실습 교육 등 관련 교육
과정 마련 및 커리큘럼 개발
⋅ 직접 운영 또는 협력 파트너 운영 관리 등 강사, 교육장, 교육 시설
등 확보 여부 확인
- (교육생 모집) 우수 교육생 선발을 위한 ICT 대학 및 관련 기관 발굴을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였는지 평가하고, 적절한 교육 선발을 통해
교육생을 선정하였는지 확인함
⋅ 모집 대상 및 일정, 선발 규정 및 훈련 규정 등 공지, 모집 기준
마련 및 교육 교육생 가이드북 마련하여 수행
⋅ 교육과정 소개, 운영인력 소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 안내 등
선발 인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적절하게 개최하였는지 점검함
⋅ 대학 네트워크 구축 및 입학 설명회, SNS 및 미디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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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ICT 기업은 SW 능력과 소통 능력이 모두 중요하나 그 중에서도
한국어, 영어 등 의사소통 능력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 과정에서 소통능력에 대한 평가방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SW능력 및 소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필기시험 기준 마련, 교육생
의지 및 소통 능력 검증을 위한 면접시험 등
- (교육 운영) 교육훈련 내용과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평가지표를 구성함
⋅ SW능력, 한국어 교육 등 정규 교육과정 운영 및 각 과정별 필기시험,
퀴즈, 과제 등 단위 평가 방안 마련 여부 확인
⋅ 한국어 역량 강화를 위해 한글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이 적절
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함
⋅ ICT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영한 ICT 교육과정이 적합하게
진행되었는지 평가함
⋅ 현지 국내 기업 인턴십 선발, 교육내용 확인, 인턴십 결과 평과 등
인턴십 과정 운영을 적절하게 진행하였는지 점검함
- (운영 성과) 본 사업의 목적 및 교육목표와 운영 결과가 적절하게 수행
되었는지 점검함
⋅ ICT 인력양성 목표 인원, 프로젝트 수행 인원 등을 통해 사업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함
⋅ 학업성취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생들이 본 교육과정과 ICT 육성
사업에 만족하였는지 확인
⋅ ICT 기업 인턴십 및 취업률(진학률), 자격증 취득, 진학, 강사 인력
양성 등 역량 개발 및 인력양성기반 구축 등을 조사하여 교육훈련
성과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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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 – 12> 성과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수요분석

사전준비

ICT 교육훈련 개발

협력 기업 확보

대학 및 관련기관
발굴 연계
교육생
모집

응시생 모집

교육생 선정

소통 능력
교육훈련
내용

SW 능력

교육운영
프로젝트 운영

운영 관리

교육목표 달성

학업성취도
운영 성과
교육훈련 성과

운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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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내용
⋅ 교육(훈련)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수요 조사
및 수요 반영
⋅ 학습목표 달성(교육생 역량 강화)을 위한 교육
(훈련) 방법 개발
⋅ 산학협력 및 고용지원을 위한 기업 발굴 및
참여기업 확보
⋅ 우수교육생 선발을 위한 대학 및 관련 기관
발굴 및 연계
⋅ 모집 대상 및 지원규모 등 모집 기준 마련
⋅ 우수교육생 선발을 위한 홍보
⋅ 의사소통 능력(영어)을 평가 테스트 실시
⋅ SW 능력 평가 테스트 실시
⋅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문제해결을 위한 SW 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
⋅ 현장 중심 프로젝트(인턴쉽) 운영 및 기술
지도
⋅ 교육생 커뮤니티 관리 및 산출물 관리

⋅ 사업목표 달성 여부(인력양성 인원)

⋅ 교육(훈련)생 만족도
⋅ 사업대상국 정책기여도 및 활용가능성
⋅ 기업 인턴쉽 및 취업률(진학률)
⋅ 자격증 취득, 진학, 강사인력 양성 등 역량
개발 및 인력양성기반 구축

Ⅶ. 협력 파트너
세부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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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협력 파트너 세부운영방안

1. 실행단계
□ 개도국 ICT 육성 사업은 현지 인프라와 운영 부문에 있어 상대적으로
협력 파트너 활용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략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사업수행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위해 협력 파트너의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 관계 형성을 위한 성공 요소를 도출하고 현지 ICT
교육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의 방향을 수립
- 협력 파트너 구축은 전체 프로젝트 사업성과 ICT 육성 사업에 기여
하는 협력 파트너와의 긴밀한 관계를 기초로 하여 KITS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
- 특히 긴밀한 협력 관계의 실행은 상호신뢰, 완전한 통합, 효율적 의사
소통, 명확한 목표 의식, 자원공유 등의 필수 성공 요소들을 통해서
발전하게 되는데 <협력 관계의 실행단계>와 같이 협력업체 평가와 선정,
협력업체 참여와 발전, 양자 간 협력 관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음
<표 Ⅶ – 1> 협력관계의 실행단계
1단계
계획과 시작

KITS

2단계

협력파트너

형성과 강화

3단계
유지와 확장

· 협력파트너 평가 및 분류

· 협력파트너 참여와 개발

· 상호평등한 전략적 협력관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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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관계의 실행) 1단계 - 계획과 시작
- 협력 파트너의 평가와 선정으로 협력 파트너 후보군을 축소, 체계적이고
차별적인 협력 파트너 관리를 모색함
⚬ (협력 관계의 실행) 2단계 - 형성과 강화
- 다차원분류를 통해 발굴한 협력 파트너에게 ICT 육성사업 프로젝트
내용을 설명하여 사업 참여를 제시함
- 사업 참여 의지를 표출한 협력 파트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비용의
효율화와 사업성과 등을 포함한 운영적인 활동을 교류함
- 이를 통해 협력 파트너는 기술의 협력적 발전, R&D 공동투자, 지속적
정보 교환 등의 전략적 특성을 지니는 발전 단계로 진화하게 됨
⚬ (협력 관계의 실행) 3단계 - 양자 간 협력 관계
- 양자 간 협력 관계는 급진적인 변화를 동반한 협력 관계의 형성과
유지하는 단계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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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절차
□ 협력 파트너 추진 절차는 ▲준비단계 ▲실행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세분화하여 진행함
⚬ (준비단계) ICT 인재 육성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협력 파트너 스스로
협업 가능성에 대한 개괄적 검토를 수행하는 단계
- 세부적으로 ① ICT 육성 사업 필요성 확인 ② ICT 인력 개발 타당성
검토 ③ 추진계획 수립으로 구성
· ICT 육성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 자체 검토․회의 등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필요성을 확인함
· ICT 육성사업을 추진하려는 프로젝트의 목적, 협력 파트너 후보군
등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중첩되는 후보군 검토
· 예산, 시설, 인력, 장비, 정보 등의 공유 가능한 협력 파트너 목록 작성
· 협업이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가 사업
대상국과 협력 파트너를 선정
⚬ (실행단계) 협력 파트너와 본격적인 협의 등을 통해 협력내용을 구체화
하는 단계
- 세부적으로 ① 정보 수집 및 기초협의 단계 ② 각 협력 파트너의 내부
검토 및 추진여부 확정 ③ 상호협의 ④ 협력 파트너 내부합의 ⑤ MOU
체결 ⑥ ICT 육성사업 프로젝트 실행으로 구성됨
· 정보 수집 및 기초협의 단계는 협력 파트너가 보유한 공동 활용
가능 자원, 연계 가능 기능 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 사안의 내용을 목록화 함
· 협력 사안 목록을 ICT 육성 사업 협력 파트너에 제시하여 의견 청취
하고 관련 담당자에게 참여 여부 및 가능성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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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별 협력 파트너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고 ICT 인력개발사업의
필요성, 성공 가능성 등을 확인함
·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고 내부 의사
결정과정을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함
-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 상호협의, 협력 파트너 내부합의가 진행되어야 함
· 구체적인 협력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시 T/F팀을 구성하여 의사
소통 채널 마련함
· ICT 육성사업의 실행 주체뿐 아니라 사업 대상국의 기관 관계자(정부
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 협력을 도출함
· 사업 실행 중 이견 발생 시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함
- 협력 파트너와의 상호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 대안을 확정하고
논의된 협력 대안을 토대로 MOU 초안을 작성함
· 특히 협력 파트너와 실시하는 분야에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실행과정에서부터 언론 홍보를 통해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부정적 이슈의 추가 발생을 방지함
· 상호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협업을 공식화하여 MOU 체결
및 보고서 작성을 완료함
· ICT 육성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추진 경과 및 향후 실행계획
중심 등으로 공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추진 주체를 구성하여 역할
정립 및 정보 및 자원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함
⚬ (사후관리) ICT 육성 사업이 시행된 후 성과를 측정하고 협업의 지속적
추진 등을 관리하는 단계
- 협업 ICT 육성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협업 추진에
따른 교육생 만족도 증가, 예산 절감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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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 – 2> 협력파트너 추진 절차
단계

항목

세부내용

필요성 확인

⋅ ICT 육성 사업 필요성 제기

타당성 검토

⋅ 사업 효과성에 대한 검토

준비단계
정보수집 및
기초협의
내부 검토 확정
실행단계
상호협의
MOU체결
협업 사업 실행
사후관리
단계

성과 모니터링 실행

⋅ 협력파트너 의향 타진 및 초기 제안
⋅ 자체 검토를 통해 추진 여부에 대한 확정
⋅ 추진방식 합의 및 필요 시 T/F 구성
⋅ MOU 초안 확정
⋅ 협력방안 및 홍보방안
⋅ 협력 및 사업 범위 기관별 역할 분담 확정
⋅ ICT 육성 사업 실행
⋅ 교육생 만족도, 예산, 추진성과 분석

□ 협력 파트너 선정·기준 및 절차·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목적은
다음과 같음
⚬ 협력 파트너의 전문성 향상을 통항 우수한 교육 커리큘럼 제공
-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 양질의 전문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교육 기준 및 절차, 운영지침 마련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공통된 체계 확립을 통한 교육 품질 향상
□ 협력 파트너 선정의 기본 방향은 아래와 같이 5개로 구분됨
⚬ 수요자 만족도 관점에서 수준 미달 기관 모니터링
-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일정 수준의 최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관은 파트너로 선정하지 않도록 함
- 이와 더불어 교육 프로그램이 이수자 만족도 조사와 같이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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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의 자체 점검 및 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자발적 점검 및 질적
향상 기회 마련
⚬ 교육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개선을 통한 양질의 교육 도모
- 교육의 수업 내용이 반복적이지 않고 수준별 차별화가 가능한 양질
의 내용을 담도록 함
- 교육 프로그램은 강사와 본부장의 자격 및 경력연한(신입 및 경력)을
고려하여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의 내용을 차별화하고 고유한 특성을
갖도록 함
⚬ 현장 적용이 가능한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 구성
- 최신의 이론과 기술, 전달 방법을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 가능하고 효
과성이 검증된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
⚬ 교육기관 선정기준 마련을 통한 향후 평가제 실시 토대 마련
- 제시된 선정기준과 절차상 향후 도입하게 될 교육기관의 평가 기본
요소와 내용을 포함

□ 교육기관의 선정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검토
⚬ 교육기관 위탁 운영 시 제출하는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와 함께 기관의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및 현황 자료를 통해 점검
⚬ 제출된 서류(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현황 자료, 운영계획서 등)를 바탕
으로 심의 진행
⚬ 수업 종료 후 4개 영역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교육 만족도 조사(수강
생 대상)를 통해 평가
□ 위 세 가지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심의를 통해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여과할 수 방안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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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방안
□ 지속가능한 장기적 파트너십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협력 관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함
⚬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ICT 육성 사업 협력 관계 실행을 위해
▲공동의 목표 ▲프로세스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 ▲공동작업 협력
▲평가체계 표준화 ▲성과평가 등 6가지의 성공 요소들을 도출함
- (공동의 목표) 전략적인 ICT 육성 사업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윈윈
전략으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함
- (프로세스)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내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여
운영 성과 및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협력 파트너의 업무 부담을 간소화함
-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 협업시스템과 잦은 소통의 기회를 통해 협력
파트너의 의견을 취합하여, 협력사 제안 및 정보공유가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함
- (공동작업협력) 개발 프로젝트 검토 등 공동업무 증대 및 상호 협력적
지원을 통한 공동작업 실행
- (평가체계 표준화) 협력 관계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객관적, 투명한, 공정한 평가 및 표준화된 평가체계를 구축
- (성과평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관리에 반영함
<표 Ⅶ – 3> 협력 파트너 발전 방안
성공요소
공동의 목표
프로세스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

세부내용
⋅ 윈윈전략을 통해 전략적인 ICT 육성 사업의 공동의 목표를 추구
⋅ 국내 컨트를타워 역할을 통해 운영성과 및 관리체계 구축
⋅ 원만한 소통 체계를 구축

공종 작업 협력

⋅ 개발 프로젝트, 공동업무 증대를 통해 상호협력지원 실행

평가체계 표준화

⋅ 미래지향적인 평가지표 개발하여 평가체계 구축

성과평가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운영하여 전략적 파트너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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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별첨(설문지)
1. 해외진출기업용

ICT 해외진출기업 현지 인력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ICT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인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개도국 현지 인력을 대상으로 SW 및 마케팅 등의 교육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현지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타 국가 확대 추진 및 희망국가 수요 파악을 위해 본 조
사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와 고견 부탁드립니다.

◎ 기본사항
기 업 명

성

명

연 락 처

직

급

1. 현재 귀사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소프트웨어개발, 자문 및 공급

② 컴퓨터 주변기기(제조업)

③ 인터넷 정보제공

④ 콘텐츠 개발 및 공급

⑤ 무역업

⑥ ICT컨설팅

⑦ 기타 (

)

2. 보기 중 현재 귀사에서 진출한 국가는 어디입니까?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3. 귀사의 현지 진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공동개발 인력확보

② 현지화 개발

④ 유지보수 및 관리

⑤ 기타(

③ 현지영업지원
)

4. 귀사에서 현지 ICT인력을 채용한다면 고려하고 있는 직무는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단순 사무직

② 콘텐츠 현지화

③ 프로그래밍 개발

④ 데이터 분석 및 기획

⑤ 디자인

⑥ 영업 및 유지보수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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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귀사에서 해외인력을 채용한다면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입니까?(중복체크 가능)

요건

역량 및 기술

확인(√)

커뮤니케이션 역량(한국어, 기업문화)
ICT프로세스 이해 역량
프로그래밍 역량
요구역량

UI/UX디자인 역량
프로젝트 개발 역량
영업 및 유지보수지원 역량
기타(

)

Java
UnICTy
Raspberry Pi
필요기술

Spring
Web 기반_CSS/html
Python
기타(

)

본 설문지는 해외 ICT현지인력 교육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취된
개인정보는 본 교육개발에 한하여 사용하게 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설문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설문자는 자신
이 입력한 개인정보를 열람 수정하거나 정보제공에 대한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공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 본 설문서의 내용은 수요 파악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말씀 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기관 :
문 의 처 :
조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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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수기업용

해외 진출 희망 기업 현지 인력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해외 진출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인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동 사업은 개도국 현지 인력을 대상으로 SW 및 마케팅 등의 교육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현지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타 국가 확대 추진 및 희망국가 수요 파악을 위해 본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와 고견 부탁드립니다.

◎ 기본사항

기 업 명

성

명

연 락 처

직

급

1. 현재 귀사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소프트웨어개발, 자문 및 공급

② 컴퓨터 주변기기(제조업)

③ 인터넷 정보제공

④ 콘텐츠 개발 및 공급

⑤ 무역업

⑥ IT컨설팅

⑦ 기타 (

)

2. 보기 중 현재 귀사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① 인도네시아

② 말레이시아

③ 필리핀

④ 싱가포르

⑤ 태국

⑥ 몽골

⑦ 캄보디아

⑧ 라오스

⑨ 미얀마

⑩ 베트남

⑪ 인도

⑫ 기타 국가(

)

3. 귀사의 해외 진출 준비 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공동개발 인력확보

② 현지화 개발

④ 유지보수 및 관리

⑤ 기타(

③ 현지영업지원
)

4. 귀사에서 현지 IT인력을 채용한다면 고려하고 있는 직무는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단순 사무직

② 콘텐츠 현지화

③ 프로그래밍 개발

④ 데이터 분석 및 기획

⑤ 디자인

⑥ 영업 및 유지보수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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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귀사에서 해외인력을 채용한다면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입니까?(중복체크 가능)
요건

역량 및 기술

확인(√)

커뮤니케이션 역량(한국어, 기업문화)
IT프로세스 이해 역량
프로그래밍 역량
요구역량

UI/UX디자인 역량
프로젝트 개발 역량
영업 및 유지보수지원 역량
기타(

)

Java
Unity
Raspberry Pi
필요기술

Spring
Web 기반_CSS/html
Python
기타(

)

본 설문지는 해외 IT현지인력 교육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취된 개인정
보는 본 교육개발에 한하여 사용하게 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설문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
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설문자는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
보를 열람 수정하거나 정보제공에 대한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공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 본 설문서의 내용은 수요 파악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말씀 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기관 :
문 의 처 :
조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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