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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adays, IT that leads information era is closely connected to our lives. The importance of training human resources for global 

empowerment on IT is being emphasized all over the world. With the growth of international society, the cultivation of global human 
resources now includes the cultivation of future human resources and the educations related with the career development program. However, 
the programs that colleges are operating for the cultivation of global human resources have been limited only to supporting th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training program, operating camp and conferences, etc. On the contrary, to give many learners chances of experiencing 
courses for global empowerment and employment capability, We are operating the Internet of Everything online education program 
with Cisco Networking Academy Korea. Based on the management cases of Internet of Everything online education program, this thesis 
is suggesting a career program on global empowerment that many learners can experience, different from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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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최근 지식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IT기술이 우리 생활과 밀

접하게 접목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IT중심의 글로벌 역량강

화를 위한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박재호, 1997: 178-179; Rosen et al., 2000: 23; Dalton & 

Ernst, 2002: 98-103; Ohmae, 2007.). 글로벌 인재양성은 국

제화 사회의 성장과 함께, 미래 인재양성의 자질함양과 커리어

개발프로그램과의 연계 교육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기

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

러나 지금까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각 대학에서 운영해 온 

프로그램은 국제연수 프로그램의 참가를 지원하거나, 체험캠프 

및 컨퍼런스 운영 등에 국한되어져 왔거나 참가를 원하는 대상

학생의 자격 및 인원수에 제한 두거나, 단기프로그램으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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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 중심의 국한된 영역이 대부분 이였다.

이에 경희대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는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커리어개발 프로그램에 하나로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 코리

아와 공동으로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프로그램으로 IoE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IoE(Internet of Everything)

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미래의 인터넷으로 사람, 프로

세스, 데이터, 사물과 세상의 모두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실시간 

소통함으로써 전례 없는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IT계의 주요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이다. 따라서, 

경희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IoE의 

개념과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공학계열은 물론 비공학계

열 재학생에게도 제공하고자, IoE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

였다. IoE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은 변화하는 IT 세상의 이론적 핵

심 개념과 기업의 IoE 실제 운영사례, 디바이스 시제품 제작 교육 

등 IoE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IoE

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경희대학교 IoE 온라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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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역량함양을 위한 커

리어 개발학습 프로그램 대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IoE의 개요

IoE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 진화하여 모든 사

물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미래의 인터넷을 의미한다. 시스코의 

사물인터넷이란 모든 사물이 서로 소통하며 새로운 가치와 경

험을 창출해 내는 미래의 인터넷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데이터 사물이  모바일, 클라우드 등의 프로세스와 서로 결합

된 인터넷의 총체적 집합을 의미한다. IoE는 사물인터넷을 근

간으로 하지만 사물인터넷이외에도 클라우드, 빅데이터, IPv6 

등 다른 기술적 혁신이 포함된 확장된 개념이다(Dave Evans, 

2011). IoE는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 등 연결되지 않은 

세상의 나머지 99%까지 모두 인터넷에 연결돼 실시간 상호 소

통함으로써 전례 없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으로 최근 IT산업

에 핵심키워드이다.

Fig 1 The What, Where, and How of the Internet of Everything.
(출처: Cisco IBSG, 2012)

2. 글로벌 역량의 개요

글로벌 역량이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모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의미한다. 

박옥춘(2007)은 글로벌이란 다양한 사회에 존재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스템이 융합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글로벌화는 정보사회의 등장으로 더욱 발달하였으며 이는 지

역간의 물리적인 경계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박소연, 송영수, 

2008; Ohmae, 2006.).고 하였다. 글로벌 역량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지니는 것과 그 속에 효과적

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Mansilla & Jackson, 2011). 

글로벌 역량 교육이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

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연구의 대상이 세계로 확대되어 세계의 

복잡성과 상호연결성을 고려한 교육을 의미한다(Mansilla & 

Jackson, 2011, Olson & Kroeger, 2001). 글로벌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으며 교육기관에서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방법 및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권정언, 2013). 이처럼 

글로벌 역량, 글로벌 인재 교육에 대한 관심은 사회전반에 다양

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최근 급속한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 간 산업의 벽이 허물어짐에 따라 글로벌 역

량은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이강진, 2015).

3. 관련 선행 연구 분석

많은 기업들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 및 양성을 위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

한 요소로 능력, 성향, 잠재능력 등을 꼽고 있다(박재호, 

1997.).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

양한 방법과 프로그램을 모색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국제연수의 참가를 지원하거나, 체험캠프 및 

컨퍼런스 운영 등에 국한되어져 있다. 이는 참가를 원하는 대상 

학생의 자격 및 인원수에 제한을 두어 원하는 인원을 전부 수용

하기에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단기프

로그램으로 끝나거나 활동 중심의 국한된 영역을 보여 왔다.

허영주(2011)는 국내외 대학의 글로벌 리더십 교육과정이 글

로벌 리더십 핵심역량을 함양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분석단계, 교육과정의 설계 및 개발단

계, 교육과정의 적용 및 평가 단계로 나누어 글로벌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리더십 핵심역량의 개념화 그

리고 집단에 대한 심층면담과 활동의 관찰등을 통해 글로벌 리

더십 역량 모델과 달성수준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재

학생들의 출발점 수준을 분석하여 교육목표를 명료화하고 교육

내용을 선정하며, 평가의 기준을 확립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강진(2015)은 국내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측정하고 대학

생의 글로벌 역량이 글로벌 기업가정신 함양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역량과 글로벌 기업가정신 함양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

나로 최근 정보화 사회의 주요이론인 IoE의 개념을 온라인 학

습프로그램으로 확장시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터넷 

환경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하는데 있다. 학습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체계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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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공학계열 학생 및 타계열을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의 홍보를 실시한 후 31명의 

신청자를 받았다. 대상자의 구체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항목 구분 인원수(명) 비율(%)

성별
남 25 80.6

여 6 19.4

전공

건축공학과 3 9.7

기계공학과 6 19.4

산업경영공학과 2 6.4

수학과 2 6.4

원자력공학과 2 6.4

응용화학과 3 9.7

전자전파공학과 3 9.7

정보전자신소재공하과 2 6.4

컴퓨터공학 6 19.4

환경학 및 환경공학 2 6.4

합계 31 100

 Table 2와 같이 1주차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온라인 학

습에 관한 사전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7주간의 학습 

강좌 운영(2015. 5. 19.～7. 6.)을 실시한 후 2주간의 학습평

가를 실시하는 등 총 11주차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Table 2 Online Courses

주 기간 활동

1 5. 12 ~ 5. 18. 오리엔테이션 

2 5. 19. ~ 5. 25. 가입확인 및 Pre-test, 설문실시

3 5. 26. ~ 6.  1. Chapter 1 What is the IoE ?

4 6.  2. ~ 6.  8. Chapter 2 Pillars of the IoE

5 6.  9. ~ 6. 15. Chapter 3 Connecting the Unconnected

6 6. 16. ~ 6. 22. Chapter 4 Transitioning to the IoE

7 6. 23. ~ 6. 29. Chapter 5 Bringing It All Together

8 6. 30. ~ 7.   6. 보충기간

9 7.  7. ~ 7. 14. 1차 Final-test

10 7. 21. ~ 7. 27. 2차 FInal-test

11 7. 28. ~ 8. 4. 수료식 및 만족도 조사

2. 운영절차 

IoE 온라인 학습프로그램은 온라인 자기 주도 학습 강좌로 

영어를 사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 환경으로써 총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져 있다. 각 챕터에는 비디오 시뮬레이션, 활동지 및 

퀴즈를 포함하고 있으며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강좌 

중간중간에 퀴즈와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콘텐츠가 삽입되어져 

있다. 학습자는 온라인 강좌 시작 전 ‘How Much Do I Know 

Already?’를 통해 IT의 일반적인 선수지식에 대한 평가를 받

고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한 후 오답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Table 3은 학과별 선수지식에 대한 평균을 정리한 표로 

학과별 편차가 크기는 하나 전체 평균은 61.47로 대부분의 학

과에서 IoE에 대한 기초용어 및 개념은 어느 정도 들어 본 걸

로 나타났다.

Table 3 Pre-Test Average

항목 학과 인원 평균

How Much Do 

I Kwon 

Already?

건축공학과 3 48.9

기계공학과 6 83.3

산업경영공학과 2 47.2

수학과 2 37.8

원자력공학과 2 58.3

응용화학과 3 45.3

전자전파공학과 3 82.9

정보전자신소재공하과 2 72.2

컴퓨터공학 6 88.1

환경학 및 환경공학 2 50.7

평균 31 61.47

7주간의 온라인 강좌를 하는 기간에는 매주 학습자에게 학습

독려 이메일과 문자를 발송하여 해당기간에 활동을 주지시켰

다. 또 온라인 강좌 중 진행되는 퀴즈나 개념의 부가적 설명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에게는 이메일과 SNS, 오프라인을 이용하

여 학습관리의 상호작용을 실시하였다. 

온라인 학습의 강좌가 종료된 후에는 ‘End of Course 

Assessment’를 통해 총괄평가가 실시되었다. 총괄평가는 총 

26개의 문항에 주관식과 객관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100점 만

점에 70점 이상이면 시스코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받을 수 

있으며 기회는 총 3번이 주어진다.

운영결과 전체 31명의 학습자 중 22명이 과정완료 및 평가

를 통과하여 인증서를 배부 받았다. Table 4와 같이 1차 통과

자는 전체 31명 중 8명으로(26%) 4분의 1을 조금 넘는 학생

들이 ‘End of Course Assessment’를 통과하였다. 나머지 학

생들은 1차 결과의 온라인 피드백을 토대로 재학습을 실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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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atisfaction Survey Results

　 문 항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그저
그렇다　

④대체로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운영

1. IoE 온라인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은 3개월 정도가 적당하다. 　2 　2 3 13 11

2. IoE 온라인프로그램의 운영시기는 학기중이 적당하다. 　1 　1 　1 12 16

3. IoE 온라인프로그램의 How Much Do I Know Already? 커트라인
은 60점이 적당하다.

　- 　- 18 8 5

4. IoE 온라인프로그램의 End of Course Assessment 커트라인은 70

점이 적당하다.
　- 5 13 4 9

5. IoE 온라인프로그램의 피드백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적당하다. 　- 　- 2 16 13

학습

6. IoE 온라인프로그램의 강의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 4 18 9

7. IoE 온라인프로그램이 진로 및 취업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3 3 9 16

8. IoE 온라인프로그램이 글로벌커리어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3 4 3 10 11

홍보

9. 향후다른강좌의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
겠다.

　- 　- 7 5 19

10. IoE 온라인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 　- 　- 3 18 10

Table 4 Final-Test Results

항목 학과 인원 1차통과 2차통과 3차통과

End of 

Course   

Assessmet

건축공학과 3 1 1

기계공학과 6 1 3

산업경영공학과 2 1

수학과 2 1

원자력공학과 2 - 2

응용화학과 3 - 1

전자전파공학과 3 2 1

정보전자신소재공하과 2 1 1

컴퓨터공학 6 2 2

환경학 및 환경공학 2 - 2

평균 31 8 13 1

Table 5 Final-Test Average

항목 학과 인원 평균

End of 

Course   

Assessmet

건축공학과 3 79.3

기계공학과 6 84.3

산업경영공학과 2 69.2

수학과 2 60.7

원자력공학과 2 78.1

응용화학과 3 72.3

전자전파공학과 3 85.4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2 80.3

컴퓨터공학과 6 88.7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2 68.1

평균 31 76.64

2차에 응시하였다. 재학습기간에는 오프라인을 통해 부족한 학

습 관리의 개별지도가 이루어졌으며 이메일과 SNS를 통한 온

라인으로도 학습관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차 통과자는 13

명으로 전체에 약 42%에 이르렀다.

이로써 학습자들이 온라인강좌를 실시 할 때 온라인 강좌만으

로 학습을 운영하는 것보다 오프라인을 병행해 부족한 학습의 

관리를 받을 경우 학습성과가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Table 5는 학과별 ‘End of Course Assessment’에 대한 평

균이다. ‘How Much Do I Know Already?’에서는 학과별 평

균에 편차가 크게 존재하였으나 ‘End of Course Assessment’

에서는 학과별 평균에 편차가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편차

가 다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IoE 온라인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공학계열은 물론 비공

학계열 학습자에게도 변화하는 IT세상의 주요 개념과 기술을 학

습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뿐만 아니라 여기서 습득한 이론과 

기술의 경험을 자신의 전공분야로 확산하여 융합적 가치창출의 

효과를 학습자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 운영결과

온라인 강좌 운영시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것이 학습성과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병행학습에 대

한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강좌운영을 마친 후 만

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만족도조사는 강좌운영, 학습, 홍보분

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만족도 조사의 결과는 Tabl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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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측면에서는 강좌의 운영기간(3개월)과 운영시기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77%와 90%로 높은 반면 선수평가인 ‘How 

Much Do I Know Already?’에 대한 커트라인 점수와 ‘End of 

Course Assessment’의 커트라인 점수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45%와 42%로 낮았다. 학습측면에서는 대부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IoE 온라인 학습프로그램이 취업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와 글로벌 커리어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

한 설문에서도 학습자들은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각각 81%와 

68%) 홍보측면 역시 긍정적인 대답이 대부분을 이루어 학습자

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따라서 운영적 측면의 강좌코스에 대한 

커트라인 점수의 학습자 부담감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을 실시하였다. 

질의는 ‘How Much Do I Know Already?’의 커트라인 점수에 

대한 의견과 ‘End of Course Assessment’의 커트라인에 대

한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룹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학습자들은 커트라인 점수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컸으며 

높은 평가점수로 단계를 넘기가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또, 

영어전문용어로 문항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견과 문항평가점

수가 낮으면 학습에 대한 의욕도 낮아진다고 하였다. 일부 학

습자는 자율적 학습능력이나 사고력보다는 점수를 높이는 획

일화된 평가 방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으며 이론에 

치중된 수업이 지루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학습자 스스로 상호작용에 임하는 진지한 태도의 결여와 

교수자의 적절한 방향제시 및 피드백 부족으로 인해 평가점수

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IoE 온라인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온

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학습자와의 상호 기회의 증

대가 필요하며, 학습자의 동기 유발 및 지속적인 학습을 유지

하기 위한 주간 메일 알림 서비스 실시 및 SNS 활용방법에 대

한 홍보와 관리가 필요하고, 개념 및 이론 학습의 체계화를 위

한 학습 교보재 개발 및 퀴즈와 평가에 대한 요약 교보재의 개

발이 필요하였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지식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IT기술은 우리 생활과 밀

접하게 접목되어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IT중심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 교육의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글로벌 인재양성은 국제화 사회의 성장과 함께, 미

래 인재양성의 자질함양과 커리어개발프로그램과의 연계 교육

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자기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국제연수 프

로그램의 참가를 지원하거나, 체험캠프 및 컨퍼런스 운영 등으

로 국한되어져 왔다. 이에 경희대학교에서는 다수의 학습자들

이 글로벌 역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 코리아와 공동으로 IoE 온라인 학습 프로

그램을 비교과로 운영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교양교과목으로 

편성하여 2015학년도 2학기부터는 교과영역과 비교과영역에

서 IoE온라인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IoE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기존의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해외 연수와 캠프등 활동 중심의 한계성

에서 벗어나 다수의 학습자가 이론과 실습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 중심의 글로벌 역량함양을 위한 커리어 프로그램을 제안

하고자 하는데 있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IoE 온라인 학

습프로그램 운영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강의를 통한 체계적 자기주도 학습 의 경험 및 

글로벌 영역의 기초소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였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터넷 환경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셋째,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IoT 및 IoE 관련 혁신적인 기술 

개념을 포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넷째, 공학계열은 물론 비공학계열 재학생들에게도 변화하는 

IT세상의 주요 개념과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섯째, IoE의 개념과 기술을 시뮬레이션 강좌를 통해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여섯째, 자신의 학문분야와 IT기술의 융합적 가치창출의 효

과를 학습자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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