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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들어 대학 내 창업교육은 정부 및 공공,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심과
지원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교양 및 전공분야의 다양한 창업교육 강좌 및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등 인프라 및 환경적 요인도 충분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양질의 창업교육 콘텐츠 및 교수법, 교수 역량 활성화,
지역 및 대학 간 편차 해소 등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변화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내 교수자, 교직원, 학생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해 대학 창업교육의 질적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수도권과 지역 대학 간 발생하고 있는
창업교육의 편차를 해소하고 질 좋은 창업교육 운영 및 콘텐츠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온라인 창업교육 시스템 구성 체계 및 기능, 활용방안, 기대효과 등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 교육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보화교육 관리시스템에 대한
준수하여야 할 기본 설계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구조적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시스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정한
시스템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기술할 것이며, 개발해야 할 된 시스템의 구성도 및
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제반 운영환경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온라인 창업교육플랫폼을 개발함에 있어 가장 우선 검토해야 할 요건은 창업교육과정을
원하는 학생들과 교강사가 플랫폼에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강사들이 언제든 플랫폼을 통하여 시스템에 접근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내용과
진도사항, 창업 관련 자료에 대하여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이 교강사에게
멘토링 받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플랫폼을 통해 멘토링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하는 온라인 창업 교육 플랫폼은 관리자, 학생, 교강사 등 구성원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의 요구를 정확히 분석하여 구성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한다. 플랫폼의 구성요소는 첫째, 온라인 창업 교육 플랫폼은 온라인
기반으로 구성하여 교강사와 학생들이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 창업 교육 플랫폼의 주된 이용자는
창업 교육을 받는 학생과 창업교육을 하는 교·강사도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체 및
지역별 운영관리자도 존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창업교육에 참여하 학생 및 교강사들의
컴퓨터 활용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은 비주얼하게 개발하여 학생
및 교강사가 쉽고,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채택해야 하며,
아울러 이해하기 쉬운 메뉴와 간결하게 구현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사용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플랫폼 통하여
자신들의 창업 능력을 배양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교강사에게는 언제든
실시간으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플랫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만 창업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대학 등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학생 관리에 최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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