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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교육불평등 해소에 기반을 둔 열린교육자원(OER)
발전방향과 가능성 탐색
1)

2)

신하영 , 이은화

Searching the Potential of OER for Overcoming the Educational
Inequality in the Digital Era
Ha-Young Shin1), Eun-Hwa Lee2)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에 디지털 접근성의 차이로 유발되는 디지털 격차가 연쇄작용으로 교육격
차의 심화를 가져온다는 데 문제의식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교육생태계의 대응책으로서 공유와 개방의 열린교육자원(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이 가지
는 대안적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OER이 등장하게 된 배경 및 현황을 교육
계 내부의 수요, 공유문화 운동의 확산,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전개된 무료공개강좌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OER의 여러 사례로서, 국내외 초중등 및 고등교육 현장에 도
입된 OER과 관련한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디지털 격차로
야기되는 교육 불평등에 대한 대안으로서 디지털기술의 순기능과 잠재력을 살린 OER을 활용하는 방
향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OER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 마련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인공지능시대, 교육불평등, 디지털격차, OER, 지식공유재, 교육민주화

Abstract
In the era of AI, all societal area including education will change with new digital technology. Thinking
with the educational environment, emergence of the highly ‘intelligent’ machine shall be the most
innovative medium for educational development to teachers, students and others. Otherwise, digital divide
derived from the inequal access to digital divide, different digital knowledge and literacy, and short of
digital democracy is pointed out as the overwhelming challenge to overcome for the educational minority in
this digital era. However, surely, digital innovation deserves to be celebrated as new momentum for
educational innovation not only on its own contents’ quality and style; but also on its new movement to
open and share.
This study reviews the causes and momentum upon OER movement; for sharing culture 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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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from primay to higher education field. Those OER cases have risen as progress of educational
technology, rise of open culture and contents movement, and innovative marketing and societal contribution
of universities; MOOC. Open Educational Resource (OER); what changes OER now draws on existing
education ecosystem so far; and where OER goes here after based on its own potential and controversies
to be concerned.
Keywords : educational inequality, digital divide, OER, educational technology, educational democracy

1. 서론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1990년대 미국의 빈부 간의 불평등한 기술 접근성을 설명하기 위
해 생겨났다. 이후 디지털 격차는 세계 격차(global disparity)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가 교육 격차를 더 악화시키고, 교묘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은 일찍부터 있어
왔다. 현대 사회에서 자본이 곧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일치한다고 전제한다면, 이러한 주장
은 기존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socio-economic status)에 따른 학업성취와 교육기회의 불
평등이 입증된 것과 같은 궤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준다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는 주장은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인도의 ‘어린이에게 노트북컴퓨터를’이라는
프로젝트, 인도 정부의 아카시(Aakash) 태블릿 저가 배포 등이 이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1999
년 미국에서는 저비용으로 기술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곧 민주화라는 주장으로 무료 컴퓨터를 제
공하고 스크린 광로로 돈을 버는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가 있었다(Toyama, 88에서 재인용).[1]저비
용 기술 제공은 현재 한국의 스마트폰의 대중화, PC 대중화에도 적용된다.

4천만이 디지털 기술 집약체인 스마트폰을 보유한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
률은 83.0%로 전 세계 4위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지식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
다(2015년 7월 기준). 지난 2015년 말 유엔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HDI)에서 한국은 이전 3개년의

17위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특히 교육이나 소득 면에서의 불평등 지수를 적용한 HDI 순위에서
한국은 0.751로 36위로 떨어졌다. 이는 최상위권 그룹 평균인 0.788에 못 미치는 수치이다. 또한 전
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5.8점으로 그룹 평균인 6.6보다 낮았다(경향신문 2015.12.15.일자
기사).[2]
이렇듯 저비용 기술 제공이 불평등 해소에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심지어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이유는, 디지털 격차가 어떤 격차의 원인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은 또 다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가교가 아니라, 그 현상을 심화시키고

‘증폭’(amplify)시키는 기중기로 작용한다(Toyama, 90). Kentaro Toyama는 그의 책 『기술 중독 사
회』(Geek Heresy)에서 기술로 인한 사회변화의 양상을 ‘증폭’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기술은 사회
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방향성, 의도를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고려되고, 투자되며, 발전의 양상과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격차와 교육격차의 연쇄작용에 대한 교육생태계의 대응책으로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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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와 개방의 열린교육자원(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 활용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먼저, OER이 등장하게 된 배경 및 원인을 교육계 내부의 수요, 공유문화 운동의 확산, 고등
교육을 중심으로 전개된 무료공개강좌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컨텐츠 교류 활성화 뿐 아니라 지식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OER의 여러 사례를 국내외 정책
및 교육현장 도입 사례를 통해 제시한 후, OER과 관련한 쟁점들을 탐색하였다.
인공지능 시대 증폭된 기술 격차와 교육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다양할 수 있다. 교육계
에서 기술이 가져오는 부정적 증폭을 극복해내는 열쇠는 교육 안에 있다. 나눔과 공유는 누군가에
게 이미 안 이(先生)가 지식을 전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본질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교
육 본연의 성질에 초점을 맞춘다면, OER이 인공지능시대 교육의 대안으로서 가지는 힘은 강력하
다. 본 연구의 논의 결과는 디지털격차로 야기될 수 있는 교육격차를 디지털기술의 순기능과 잠재
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운동의 전개
2.1 OER운동의 개념과 발전 방향
‘열린교육자원’(Open Educational Resources) 즉 OER은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넘고 기기 간
(inter-device) 경계를 넘어 공개 혹은 공유되는 학습자원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OER의 개념은 기
존의 대규모 공개 온라인 강좌(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s)의 개념과 미국의 예일대학
이 운영하던 오픈 예일 코스(Open Yale Course), MIT가 운영하는 MIT 오픈 코스 웨어(Open

Course Ware : OCW) 등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기존에 공유재 혹은 공공재(commons)로
정의되던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 중 교육 영역에 해당되는 물질
적·비물질적 컨텐츠를 모두 포괄한다. OER이란 강의 동영상, 수업 자료, 단위, 소프트웨어, 평가
및 관련 플랫폼 등 모든 자료들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접근, 재생산, 재활용을 포함한다(OKF,

2016).[3]
OER운동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그 시작과 발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과 스
마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교육 및 학습 분야의 혁신이다. 학계에서는 OER의 형태 및 연원
을 1990년대 중반부터 학습객체 혹은 요소 자료로서의 재구성, 재활용을 강조하는 주장으로 시작
되어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FOSS) 형태로서 발전된 것이라 본다. 실제로 교사들이 자신
들의 수업 교재를 학습공동체를 통해 공유하고, 피드백을 통해 서로 발전해 나가면서 집단지성의
결과물로 만들어낸 교재 및 자료가 곧 OER에 해당된다. 더 나아가서, 서로 공개하고 공유한 자료
를 모아두는 아카이브 즉 문서 및 컨텐츠 저장소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또 다른 OER이 되는 선
순환 구조를 가진다. 또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의 결과물 뿐 아니라 과정의 궤적(log)을 인터넷
상에 무료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블로그 및 동영상 컨텐츠로 공유함으로써 다른 학습자가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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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더 풍성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듯 교육공학 및 교수학습의 생태계 차원에서 접
근할 때 OER은 확장적이고 창의적인 집단지성의 결과물로 교수학습 행위가 발전한 것이다.
둘째, 비영리·공익 국제개발 영역에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주력하는 운동 영역이다.

2000년 다카(Dakar) 회의에서 결정된 유엔교육문화기구, 즉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다(“EFA”, Wikipedia).[4] 유
엔은 새천년 개발 목표(MDGs) 와 함께 EFA를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모두의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운동영역을 두고 2015년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기회 평등을 위한 캠페인과 사업을 진
행하였다. 그리고 최근 들어 개발도상국 또는 정보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학습자들의 교육기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대두되는 운동의 방향이 학습 자료의 공개 및 공
유인 OER 운동이다(KEDI, 2011.11.24.).[5] 공유와 개방 운동은 창작적 공유재 운동(Creative

Commons)을 통해서 탄력을 받으며 모든 기술과 문화, 지적재산 분야에 걸쳐서 폐쇄적인 저작권·
지적재산권 및 특허의 장벽을 허물어 왔다. 이 운동은 그동안 물리적 재화의 교환 및 거래 방식의
한계로 인해서 생겨난 격차를 모든 분야에서 극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OER은 교육 분야에서 경제적·지리적·언어적 장벽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교육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의 기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셋째, 교육개방과 평생교육, 원격교육의 변화를 세계 유수 대학이 발 빠르게 받아들인 교육혁신
이다. 이미 OER 영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대학 강의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MOOC 이다.

2009년 OCW 운동이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세계의 유수 대학들은 현재 코세라
(www.coursera.org), 유데미(www.udemy.com) 등의 초국가적인 MOOC 플랫폼을 통해 대학의 대
표 강의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처음 MIT와 하버드, 예일,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 들
이 공격적으로 그들의 강의를 무료로 공개하기 위해, 대학의 막대한 자산을 투자해가며 강의를 고
화질로 촬영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유지·보수해가며 운영한 것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사회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수행한다는 측면이다. 이는 초창기 하
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이 자신의 유명 강좌 “정의란 무엇인가”(What is the

right thing to do?)를 모두 공개하고 해당 강의의 강의록과 슬라이드를 모두 무료로 공개하면서
밝힌 것과 상통한다(Harvard University, 2016).[6] 또 다른 측면은 교육개방에 따라 전 세계에서
미국의 유수 대학으로 유입되는(in-bound) 학생들을 의식한 일종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MOOC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대학들은 전 세계의 더 경쟁력 있는 학생들에게 우수하고 질 높은
강의를 미리 공개하고 이들에게 진학을 결정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2. OER을 통한 교육적 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R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분야는 MOOC가 활발하게 발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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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학 즉 고등교육 분야이다. 대표적인 MOOC 플랫폼인 교세라는 전 세계 140개 이상의 유수
대학의 수천 개의 강좌를 총망라해 예술 및 인문학, 경영, 컴퓨터과학, 정보과학, 생명과학, 수학
및 논리학, 개인 역량 강화, 물리학 및 기계공학, 사회과학, 언어학습의 10개 영역으로 재편성해 제
공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인기 및 전문 강좌를 유료로 전환해, 해당 학교의 강좌 및 일
부 전문가 과정에 대한 수료증을 발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했다는 점이다. 진정한 공유를 목
적으로 하는 OER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2012년 4월 플랫폼을 선보
인 이후 꾸준히 정규 대학 수료 및 졸업 제도와 연결시키기 위한 실험을 해 온 결과물이라는 측면
에서 고등교육 분야의 투자적 성격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고등교육 분야 OER은 이제 강의영역에서 교재와 학술정보 영역으로 운동의 에너지가 옮겨가고
있다. 미국 대학은 교재의 무단 복제에 대한 처벌도 교강사,학생에게 엄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처럼 '복사집에서 제본한 해적판' 교재도 없이 엄청난 교재비 부담이 존재한다. 미국과 캐나다
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오픈 텍스트북’(Open Textbook) 운동은 미국의 비영리단체

OpenStax 등이 주체가 되어 주립·사립대학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물리학·수학·경제학의
개론 및 입문 과목에서 쓰이는 기초 교재들을 공유된 컨텐츠로 제작해서 무료로 보급한다. 휴스턴
의 라이스 대학을 중심으로 벌써 실제 대학 강의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the Washington

Eagle, 2016.8.17.).[7] 대학 교재의 문제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수년전에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
교재 출판사들의 무더기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학의 대량 복사 교재에 대한 저작권료 단체
정산의 대안을 내 놓은 바 있지만 실효성은 없었다(헤럴드경제, 2016.8.19.일자 기사).[8] 이렇듯 지
금의 고등교육 체제에서 '오래된 문제와 불편'에 대한 해결에서 부터 시작하는 지난한 협상과 보완
이 SPARC(the Scholarly Publishing and Academic Resources Coalition)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
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OER은 비단 고등교육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에서도 OER이
스마트 기술과 결합하여 날로 그 형태와 공유 경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강의안, 수업계획서, 강의동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자생적인 교사연구회, 교사 학습공동체를 기존의
교내 영역에서 확장해서 인터넷 상으로 더 많은 동료 교사에게 교수학습 전문성으로 기여하고 있
다. 이렇게 교사들이 공개 및 공유한 OER은 인터넷 상에서 기존의 물리적 장벽을 넘어서 여러 학
교의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에게 접근 가능해 졌다는 측면과 함께, 학습 자료의 전문성을 신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전문가로서 교사가 사회적 책무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실제로

124개국 교사 14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9.5%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더 다양한 학습자들
의 욕구를 반영하고, 교수학습 계획안을 짜는 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OER을 활용한다
고 대답하기도 했다(OER Hub, 2015).[9] 미국의 대표적인 교사 OER 플랫폼인 Education World는
수업계획안, 과제물 샘플, 슬라이드 등을 제공하고, 이러한 OER을 활용한 수업 경험에 대해서 교
사들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SNS 형태로 운영하기도 한다.
학습자들도 자발적으로 OER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과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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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홈페이지에 공유하거나, 유튜브(YouTube) 등의 동영상 플랫폼으로 통해 학습 과정 및 학
습 노하우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공유하기도 한다. 대학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전공강의를
배우고 전수해주던 노하우를 이제는 동영상이나 블로그 글로 정리해서 올림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
에게 나누어 주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넓게 해석해 보자면, 기존의 교육기부, 지식 나눔 운동이
스마트 기술로 날개를 달고 보다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학습놀이터(http://cafe.naver.com/welearning2011/)가 현직 교사들과 학생들이 만
들어내는 활발한 OER 플랫폼으로 운영된 바 있다. 학습놀이터는 “학원 없이 공부하는 습관”이라
는 표어를 내걸고 운영 중인 학습놀이터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학원에서 따로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도 차근차근 학교 수업 진도를 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수업 동영상을 OER로 제공한
다. 이와 동시에

“T나는 공부-또래쌤”이라는 파트를 따로 두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각자

영어, 수학, 국어 등의 여러 과목에 걸쳐서 자신의 학습 노하우를 간단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공
개하고 있다. 말 그대로 학생 스스로 또래들의 쌤(선생님)이 되어주는 소중한 학습과 자기표현의
경험을 가져보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초등학생들이 교사들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다양한 동영상
만들기 툴킷을 스스로 습득해 자신의 학습 동영상을 만드는 데 활용한다는 점이다.
평생교육 및 인문학 분야에서도 OER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부터 미국의 IT 및
디자인

분야의

혁신을

주도해

오던

실리콘

밸리의

아이디어

뱅크

그룹이

만들어

낸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는 강연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초창기에는 실리콘밸리 기술 혁신을 만들어 내거나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주
도하는 유명 인사의 혁신 과정을 전하는 강연을 주로 기획했지만, 현재는 자연과학, 디자인, 심리
학, 역사학, 고고학, 미술, 자연과학 등 전 영역에 걸쳐 생동감 있고 전달력이 뛰어난 강연을 무료
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에는 TEDEd(TED+Education)로 따로 교육 분야 강연을 기획하고
공유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교육 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상가와 활동가들의 이야기
를 전 세계에 공유하기도 한 바 있다.

3.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서 OER
OER은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는 교육격차, 즉 기술격차의 연쇄작용으로 더욱 공
고해지고 심화되는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음에서는 OER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공개
와 공유의 원리가 지금 현재 교육이 마주하고 있는 불평등의 양상을 위한 대응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다루고자 한다.
첫째, 공평하게 교육을 향유할 권리가 환경과 인권과 같이 궁극적 권리로 자리 잡는데 있어

OER의 원리는 주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인권과 환경에 대한 선언과 합의가 인류 공영을 위해 초
국가적으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게재인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인권과 환경 분야의 악
화와 개선은 국경과 계급, 소속을 넘어서 전 인류가 운명공동체로서 그 영향을 겪어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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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속성과 원리는 교육정책, 특히 교육자원의 분배에 깊이 침투해 있다.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은 지식의 부가가치를 강조하면서 교육정책의 뿌리와 매개가 되는 지
식자원에 교환가치를 부여했다. 이 때문에 교육자원의 분배와 교류에 있어서 항상 지상(至上)가치
고 공평성을 두던 정책 형성의 기조를 차별성, 수월성을 향한 ‘소극적 기회의 평등’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근대교육, 학교교육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 귀족계층의 전유물이던
엘리트 교육,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젠트리 계급 그리고 서서히 서민과 전 계층에 보장한 것
이다. 그런 면에서 정치적·경제적 민주화와 교육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그 발전과 쇠퇴의 궤를 같
이한다(서재복, 2011).[10] 따라서 OER의 정신 곧 나눔과 공유를 강조하는 것은 인공지능시대 자칫
상실되기 쉬운 교육의 형평과 분배의 가치를 다시 돌려놓는 일이다. 압도적인 특허와 지식재산권
의 부가가치의 증가 속에서 교육자원의 예외성, 자본주의사회에서 교육의 특별함을 지켜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둘째, OER은 디지털 민주화의 산출물이고 열매이지만, 동시에 OER을 통해서 민주화와 사회 전
반의 불평등을 해소할 저변이 확보된다. 소수의 인간이 엄청난 폭력으로 대다수의 신체적 혈연적
자원이 부족한 이들을 지배해 오던 원시시대로부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누리는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민주주의고 평등이다. 때문에 사회 전
반의 불평등과 권력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에게 더 다양하고 고급의 정보와 지식이 막힘없
이 공급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부적인 연관관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시민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명
제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장구한 혁명은 법·제도적 개혁보다는 인간 정신의 변화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R. Willlams, 1961: 성은애 역, 2007).[11]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자원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매개체로서 인류의 역사가 진보(한
다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다. 교육을 통해 체험에서 얻어야 하는 것을 압축적으로 습
득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능력과 지식을 창조해 내는 행위를 통해 인간은 단번의 인생에
서 이루지 못하는 역사적 발전을 이룬다. 교육정보와 학술정보, 교육적 자원은 과거의 먼저 안 사
람들, 우리가 선각자 혹은 쉬운 말로 선생이라 부르는 이들의 정신활동의 산물의 축적이라는 점에
서 과거지향적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사회의 가치와 맥락, 우선순위와
철학을 담아서 구성된다는 점에서 더없이 현재진행형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미래 세대를 키워내
는 활동이고, 교육자원은 지금의 단기적인 이익 추구나 국가와 사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
는 컨텐츠와 형식보다는 미래를 살아갈 이들을 위한 투자적 성격을 가지는 미래지향적 자원이다.
교육자원에 대한 접근성 보장, 즉 OER운동 그리고 더 나아가 학술정보 자원의 공유(Open

Access)와 OER은 교육불평등을 넘어서 과거와 현재의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주요한 원
동력이 된다.[12] OA는 현행 학술커뮤니케이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 중 하
나로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 없이 전 세계 이용자 누구라도 자유롭게 무료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생산자와 이용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혁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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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자원, 가장 급격히 팽창하는 분야인 지식자원에 있어서 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미국와 유럽을 중심으로 열린지식
재단(Open Knowedge Foundation) 소속의 연구자들이 발간한 Sharing is Caring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인류의 유한한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자 진보를 향
한 가능성은 축적되는 지식과 공유되는 문화와 정신적 산물이라고 보았다. 이 때문에 교육과 문
화․예술, 그리고 학술정보는 반드시 공공재로서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증폭된 기술 격차와 교육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열린교육자료(OER)운동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검토 결과, OER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평
생교육 분야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격차로 인해 증폭될 위험이 있는 우리 사회의 교육 불평등, 교육 격차
를 개방과 공유의 OER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대안을 둘러싸고 다음의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한
다.

4.1. OER을 둘러싼 쟁점들
첫째, OER이 가지는 개방성과 관련해서 공개·공유된 교육자원의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것이다. 교사들은 동료교사, 상급 학교행정가, 학생, 학부모로 이루어진 학교공동체 중 어떤
주체를 가장 신뢰하고 도움을 받기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동료교사’를 꼽고 있다(한국교육개발
원, 2014)[13]. 이러한 동료교사에 대한 신뢰는 교사 조직의 동질성과 유대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학습공동체를 유지시켜 온 원동력이다. OER이 가지고 있는 개방성은 이러한
교사들의 신뢰체계에 시너지를 내기도 하고, 그 장벽에 가로막히기도 한다. OER 연구 허브에서 조
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들은 인터넷 상에서 OER을 발견하고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동료 교
사, 믿을만한 교사의 검증 혹은 피드백을 참고한다고 답한 바 있다(Open Education Research

Group, 2015).[14] 그러나 학생들이 만들어낸 창의적이고 기발한 OER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새로운 자극이 되려면 교사와 학부모들이 새로운 형태와 채널로 제공되는 OER에 대해서 보다 유
연한 태도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식정보 사회에서 지식재산이 그 자체로 중요한 개인과 국가의 핵심적 자산인데, 이러한
자원을 OER로 공유할 경우 어떤 보상체계가 가능할 것인지의 문제다. 지식산업이 핵심적인 고부
가가치 산업이라는 점에서, 많은 노력과 자본이 투자된 컨텐츠를 OER로 공개하고 공유하는 정당
성을 주장하는데 있어 교육을 위해서라는 이념과 가치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는 지적이다. OER은 기본적으로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나, 창작적 공유재 이용허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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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License) 등 대안적인 저작권 체계를 전달 및 공유 기제로 사용하게 된다. 이
때 기존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체계로는 원저작자, 생산자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단순히 컨텐츠 자체에 대한 저작권료가 아닌 다른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 최근에는 ‘평판의 경
제’의 원칙에 따라서 소셜미디어(social media, 혹은 SNS) 상의 평판과 입소문으로 더 많은 지원과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히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등장하고 있다(Douglas

Rushkoff, 178-180).[15]
셋째, 저작권 침해의 위험 소지 해결과 인터넷 상에서의 프라이버시 보장의 문제이다. 공유 및
공개, 개방을 전제로 하는 OER은 필연적으로 이 두 가지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저작권의 문
제는 앞서 제시한 대안적 저작권 형태, 즉 부분적 권리 이용 허락의 규약 (some rights reserved)
형태나 완전한 공공재 선언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때로는 저작자 표시의 최소한의 당부까지 지켜
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좋은 의도에서 공개된 비영리 컨텐츠를 누군가 상업적으로 도용하거
나 무단으로 도용될 경우, 법적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의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를
테면, 학생이 자신이 활용한 학습 컨텐츠와 자신의 창작 컨텐츠를 결합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들어
인터넷 상에 공개·공유했을 때 이러한 리믹스(remix) 결과물 속에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있는 컨
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Open Education

Consortium(구 Open Course Ware Consortium) 등의 OER 운동 단체들은 학생들을 위한 OER 활
용의 지침을 제공하기도 한다(Open Education Consortium, 2015).[16]
한편 인터넷 상에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대두되면서 문제가 제기된 공개된 데이
터,

저작물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Mayer-Schonberger, 2009).[17][ 이 경우 개인정보는 저작자 혹은 컨텐츠 창작자가 기입해 넣지 않
고,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웹페이지 소스코드(source code) 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라지
지 않고, 정보 및 컨텐츠의 이동 경로에 따라 남게 된다. 이를 디지털 흔적(digital footprint)라고도
한다. 특히 OER의 경우 창작자 곧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가 법적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학생
인 경우가 많을 테니 그 문제는 더 심각할 것이다. 이 부분은 향후 학술정보공유 운동(Open

Access: OA)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법적 체계와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나감으로써 해결할
[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이나니·김선미, 2005).[18]

넷째, 획기적인 무료 컨텐츠로 시작해, 상업화되거나 오용되는 유사 형태의 컨텐츠와의 변별의
문제이다. 앞서 Hargreaves가 지적한 것처럼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모든 정보와 지식이 교육적
목적이든 정보 전달의 목적이든 간에 모두 교환가치화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는 불가피한 개인
의 선택이 모여서 나타나는 현상일지도 모른다(Hargreaves, 2003: 57-58).[19] 앞서 제시한 코세라의
경우도 일부 강좌를 유료 강좌로 전환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했다. OER 본연의 가치 중 가
장 중요한 것은 모든 형태의 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기존에 어떤 지식과 학위를 가지고 있든, 자본
이나 기술의 격차에 얽매이지 않고 자원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OER의 정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질의 자원 생산을 명분으로 두고 나타나는 다양한 유사형태의 e-learning 컨텐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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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R 간의 주의 깊은 변별이 필요하다. OER로 명성을 얻고 나서 이를 토대로 교육컨텐츠 ‘사업’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원격대학, e-learning 사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OER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오
히려 이는 지식격차, 교육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4.2.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증폭된 기술 격차와 교육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열린교육자료(OER)운동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검토 결과, OER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평
생교육 분야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 시대 증폭된 기술 격
차와 교육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다양할 수 있다. 교육계에서 기술이 가져오는 부정적 증
폭을 극복해내는 열쇠는 교육 안에 있다. 나눔과 공유는 누군가에게 이미 안 이(先生)가 지식을 전
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본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듯 OER이 교육 본연의 나눔
과 공유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과 민주시민교육과 맺는 유기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OER이 디
지털 격차를 마주한 시대의 대안으로 강력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디지털격차로 야
기될 수 있는 교육격차를 디지털기술의 순기능과 잠재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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