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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교육 인프라 현황
▶

세계적인 교육 강국 영국
영국은 캠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을 비롯한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다수 보유
하고 있는 세계적인 교육 강국 중 하나로 꼽힘. 영국 정부는 이에 따라 명문
대학에 외국인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교육 정책에 집중하고 있음. 시장조사기업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2017-2022년 기간 동안 영국 교육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3%로 추산되었음. 이는 교육 산업 친화적인 정부 정책과, 인상
된 등록금 및 학교 입학률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영국 학교 인프라 현황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영국 내 학교
수는 초등학교 16,766개, 중고등학교 3,436개, 사립학교 2,320개, 특수학교
1,043개로 나타남. 또한 2018년 기준, 교육 과정별 학생 수 추이는 초등학교
(Primary schools) 472만 명, 중고등학교(Secondary schools) 326만 명, 사립학
교(Independent) 58만 명, 특수학교(Special) 12만 명으로 추산되었음
[그래프 1] 2017년 영국 교육 인프라 현황

자료 : 영국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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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교육 투자 동향
▶

영국 교육부, 2017/18년 조달 예산 약 70억 파운드
2018/19년, 교육 분야 공공 부문 지출 약 894억 파운드
영국 정부 연구소(Institute for Government)에 따르면, 2017/18 회계연도 기준
영국 교육부의 조달 예산은 약 70억 파운드(약 91억 7,387만 달러)1)로 나타났
으며 영국 정부부처 중 네 번째로 큰 조달 지출 규모를 보이고 있음. 또한 시장
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18/19 회계연도 기준 영국 정부의
교육 분야 공공 부문 지출은 894억 파운드(약 1,171억 6,351만 달러)로 작년
대비 지출이 약 50억 달러 가량 증가했음
[그래프 2] 2014~2019년 영국 정부 교육 분야 공공 부문 지출 추이
(단위 : 억 파운드)

자료 : Statista

▶

영국 정부, 2020년까지 영국 교육시장 규모 300억 파운드로 확대
영국 정부는 2021년까지 학교 재정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기금
제도(NFF, The National Funding Formula)를 통해 2018-2020년 기간 동안 추
가 기금 총 13억 파운드(약 17억 달러)를 편성하였음. 런던 시, 런던파트너스
(London Partners), 에듀테크UK(Edtech UK)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
면2) 2020년까지 영국 교육시장 규모는 300억 파운드(약 393억 1,661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1) 1달러 = 0.76 파운드 (2019.12.19. KEB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2) London Partners & Edtech UK & Mayor of London, ‘Edtech: London Capital for Learning Technolog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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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에듀테크 산업 현황
▶

영국, 유럽 이러닝 시장 주도
영국 정부는 교육과 기술의 융합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며 해당 분
야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왔음. 테크나비오(Technavio)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동안 유럽의 이러닝(e-learning) 시장은 연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음. 그 중 영국은 2018년 유럽 이러닝 시장의 약 28%의 점유율을 기록하
였고 조사기간 동안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해당 시장을 주도할 것이 전망

●

됨. 이는 영국의 교육기술 친화적인 정부 정책에 기인하고 있음. 영국의 교육 기
에듀테크(EduTech)

관은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서부터 학생들이 개인 디지털 디바이스를

교육적 기술(Educational

이용하여 디지털 교육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Technology)의 줄임말로,
기술을 이용한 모든 형태의
교육(teaching)과

▶

영국 런던, 유럽의 주요 에듀테크 클러스터로 성장

학습(learning)을 포함

영국을 기반으로 하는 에듀테크 기업이 유럽 전체 에듀테크 기업의 25%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3) 영국 런던은 유럽 내 가장 중요한 에듀테크 클러스
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2019년 9월 기준 영국 내 1,200개가 넘는 에듀테
크 기업이 활동 중이며 그 중 약 200개가 런던에 위치해 있음. 에듀테크 분야
중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는 분야는 개인 교습 분야로, 영국 학생 4명당 1명
꼴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그래프 3, 4] 의료 분야에서의 VR 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
<2019년 유럽 에듀테크 시장 기업 점유율>

<2018년 유럽 e-learning 시장 점유율>

자료 : 자료 : Technavio, Techworld

3) Techworld, UK edtech startups to watch,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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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듀테크 지원 정책
▶

영국 정부, 1,000만 파운드 규모의 에듀테크 지원 전략 발표
영국 교육부는 2019년 4월 1,000만 파운드(약 1,310만 달러) 규모의 에듀테크
지원 전략을 발표했음. 해당 전략은 교육 분야에서 기술 잠재력을 실현함으로써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학습 생태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음. 이와 관련되어 행정, 평가, 교수법, 전문성 개발, 생애교육 부문과 관련된
10가지 핵심 과제가 선정되었음. 영국 전역의 학교 및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되
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 정부가 각 지역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함

[표 1]

영국 정부 에듀테크 10가지 핵심 과제

구분

내용
① 교사 업무량, 학기 당 최대 5시간 단축하며 학부모 참여와 소통 증진

행정
② 학교에서의 유연근무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 제공
③ 교사의 채점 및 평가에 사용하는 시간을 주당 2시간 단축
④ 교사가 중등교육자격점검시험(GCSE) 모의고사 채점에 소비하는 시간을
평가

20%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 활용
⑤ 학생들이 보고서를 구입해서 제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정행위 감시 소프트웨어 개발

교수법
전문성 개발

⑥ 리서치 그룹이 최선의 기술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
⑦ 학교와 교사들의 개발 필요 부분들을 진단하기 위한 기술 발굴
⑧ 홈러닝(Home learning) 앱(apps)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아동들의
문해력 및 의사소통기술 개선에 기여 하는지 증명

생애교육

⑨ 성인 대상 인터넷 기본 기술 훈련의 접근 폭을 넓히고 개선
⑩ 인공지능(AI)이 성인 대상 온라인 학습 및 훈련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시험

자료 : 영국 정부 (Gov.UK)

▶

영국 정부, 교육 인프라 확충 지원
영국 정부는 교육 분야에서의 기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 개선에 힘쓸 것을 언급하였음. 이에 따라,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매 전 시범
사용이 가능한 플랫폼인 렌드에드(LendE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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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리더십 그룹 회의 첫 개최
영국 정부가 발표한 에듀테크 지원 전략의 일환으로 2019년 6월 에듀테크 리더
십 그룹(EdTech Leadership Group) 회의를 개최하였음. 이 회의를 통해 영국
교육 기술 산업 분야의 혁신 및 관련 제품 개발을 주도하고자 함. 에듀테크 리더
십 그룹은 교육 분야의 효율적인 기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형성된 전문가

●

그룹으로 영국 교육부에게 자문을 제공하며 교육 기술 전략을 세우는 것을 도움.
전환학위(conversion degree)

해당 그룹은 16명의 교육 분야 전문가와 11명의 기술 산업 전문가를 포함한 총

AI 및 데이터 과학 분야와
무관한 학위 및 커리어

2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기술 산업 회원으로 애플(Apple), 마이크

소지자를 해당 분야 학위로

로소프트(Microsoft),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등이 포함되어 있음

전환
▶

영국 정부, 전환 학위 및 온라인 교육에 135만 파운드 투자
영국 정부는 2019년 6월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과학으로의 전환 학위(conversion
degree) 2,500개를 창출하는 데 135만 파운드(약 176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했다
고 발표했음.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성인 온라인 학습 개선에
500만 파운드(655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영국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기술
분야의 고급 인력 창출과 성별 다양성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음

▶

영국 정부, 재교육 지원 서비스 확장
영국 정부는 2019년 10월 AI 및 자동화 등의 새로운 기술로 인해 일자리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겟헬프투리트레인
Get Help to Retrain)’을 확장할 것이라 발표했음. 이에 따라 리버풀 시, 노이스트
기업 파트너십 지역, 웨스트 미드랜드 통합당국 지역, 리즈 시, 케임브리지셔와 피
터버러 통합당국, 하트 오브 사우스웨스트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약 1억
2,879만 달러의 예산이 집행됨. 첫 시범 기한 동안은 총 6개의 지역에서 재교육 프
로그램이 진행되며 2020년까지 영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임. 재교육 프로그램은 :
① 전문상담사의 가이드 ② 기능적 직업 기술 훈련(초기에는 영어와 수학 교육에
초점) ③ 유연한 형태의 온라인 및 혼합 학습(온라인+오프라인 학습) ④ 일하면
서 배우는 직업 훈련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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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듀테크 혁신자금
▶

영국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 에듀테크 혁신자금 추진
영국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NESTA,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은 2019년 2월 ‘AI를 이용한 교육 재부팅
(Educ-AI-tion Rebooted)’ 보고서를 발표하며 교육 과정에서의 AI 기술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음.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
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NESTA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에듀테크 혁신자금을 추진하
기로 함
▶

에듀테크 혁신 자금, 20개 에듀테크 기관 지원
NESTA는 에듀테크 혁신자금을 운영 중에 있음. 해당 자금을 통하여 영국 내 학
교에 대해 고품질의 에듀테크 제품 및 장비 사용을 지원하며 어떠한 제품이 효과
가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구축하는 것을 돕고 있음. NESTA는 영국 교육부와 파트
너십을 체결하였으며 총 460만 파운드(약 602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음. 에듀
테크 혁신자금은 총 네 가지 분야 : ① 형성평가 ② 에세이 평가 ③ 학부모 참여
④ 일정표 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개의 에듀테크 기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
당 최대 10만 파운드(약 13만 달러)를 제공함
[표 2] 에듀테크 혁신 자금
구분
개요

내용
· 20개의 에듀테크 기관 선정, 최대 10만 파운드(13만 달러) 지원
· 중점 분야 : ① 형성평가 ② 에세이 평가 ③ 학부모 참여 ④ 일정표 계획

담당 기관

NESTA, 영국 교육부

총 규모

460만 파운드 (약 602만 달러)

시행 기간

2019년 ~ 2021년, 총 2회에 걸쳐 진행

1차 신청 :
2019년 6월 3일 ~ 7월 15일

2차 신청 및 최종후보 선정 :
2019년 7월 29일
2차 신청 마감 :
2019년 8월 30일

혁신자금 최종 수상자 결정 : 2019년 9월 30일
자료 : 영국 정부 (Gov.UK)

- 10 -

Ⅲ. 프로젝트 분석
1. 에듀테크 프로젝트 현황
1) 마이크로소프트
2) 와일리
3) 퓨처런
4) 사첼
2. 시장 진출 유망 품목·기술
3. 한국 기업 진출·협력 사례

▪

2019 GIP 해외진출 전략가이드

인프라 환경

에듀테크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1. 에듀테크 프로젝트 현황
▶

마이크로소프트, 영국 정부 및 학교와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기업 자체적으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 및 학교와 협력하여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음. 기업
소프트웨어를 통해 영국 공무원 30,0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교육을 주도
하고 혁신 교육 기관을 이어주는 글로벌 네트워크 프로그램인 ‘마이크로소프트
쇼케이스 스쿨(Microsoft Showcase School)’를 운영하고 있음

▶

글로벌 학습 출판사 와일리, 대규모 에듀테크 프로젝트
20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학습 출판사 와일리(Wiley)는 2012
년부터 주요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에듀테크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
음. 미국 기업 와일리는 영국에 유럽 유통 센터를 비롯한 3개의 지사를 운영하
며 영국을 유럽 시장의 거점으로 삼고 있음. 또한, 와일리는 고등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교육 컨설팅과 혁신적인 교육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

성장가도의 영국 에듀테크 스타트업
영국이 에듀테크 허브로 자리잡으며 다양한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영국에서 활동
하고 있음. 영국 내 온라인 공개 강좌 서비스가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퓨처런(FutureLearn)이 해당 분야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음. 또한 혁신적인 기술
을 바탕으로 한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사첼(Satchel) 또한
공신력 있는 상을 다수 수상하며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음

[표 3] 영국 주요 에듀테크 프로젝트 현황
주요 기관

Microsoft

Wiley

FutureLearn

Satchel

주요 프로젝트 내용
· 디지털 공무원 양성 프로그램 및 클라우드 스킬 이니셔티브
→ 영국 정부와 협력하여 영국 내 디지털 기술 교육 제공
· 마이크로소프트 쇼케이스 스쿨
· 학습자 및 제휴기업에 교육 기술 솔루션 제공
· 오픈코스웨어 스타트업 Knewton 및 Zyante 인수로 해당 분야
프로젝트 확대
· Accenture와 제휴, 디지털 기술 프로그램 개시
· Babcock Education과 제휴, 혁신적인 학교 간 프로그램 제공
·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숙제 소프트웨어 제공
· 프리미엄 온라인 교과서 플랫폼 ‘콘텐츠’ 서비스 출시
· 교실 관리 시스템 ‘시팅’ 서비스 출시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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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크로소프트
▶

세계적 IT 업체 마이크로소프트, 영국 정부와 긴밀한 에듀테크 협력
세계적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래밍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영국 내 디
지털 기술 교육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영국 정부의 정부 혁신 전략
(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 to 2020)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시대 공무원 양성 정책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음. 또한,
클라우드 스킬 이니셔티브(Clouds Skills Initiative)를 통해 2020년까지 고급 클
라우드 기술 분야에서 50만 명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마이크로소트프 쇼케이스 스쿨
마이크로소프트는 교육 현장에 기술의 발전을 융합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쇼케이스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소프트웨어 및 IT 인프라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혁신적인 학습법을 제공하며 창조적 사고를 비롯한 21세기
인재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함. 또한 학교 운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IT 인프라
를 지원하고 쇼케이스 스쿨에 선정된 학교 간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및
주기적인 교육 지원도 제공하고 있음
[표 4] Microsoft 기업 정보
기업명
설립년도

Microsoft
1975년

홈페이지

www.microsoft.com

· 직원수 : 약 131,000 명
기업규모

· 매출액(‘18) : 1,103억 6,000만 달러
· 자산총계(‘18) : 2,588억 4,800만 달러
· 1975년 : 미국 워싱턴 본사 설립
· 1986년 : 윈도우 1.0 출시
· 1986년 : 나스닥 상장
· 1995년 : 윈도우 95 출시
· 2000년 : 윈도우 ME, 2000, CE 3.0 출시

주요 활동

· 2011년 : Skype 인수
· 2013년 : - 핀란드 휴대전화 업체 Nokia의 휴대전화
사업 부분 인수
- 윈도우 임베디드 컴팩트 2013 출시
· 2015년 : - HPE와 클라우드 사업부문 제휴
- 윈도우 10 출시

자료 : Microsoft (www.micro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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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클리스트 초등학교, 글로벌 사업 챌린지

▶

브로드클리스트 초등학교(Broadclyst Community Primary School)는 마이크로소
프트 쇼케이스 스쿨로 선정된 학교 중 하나로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음. 글로벌 사업 챌린지(GEC, Global Enterprise
Challenge) 프로젝트가 대표적인데, 매년 전 세계 20개국의 9-15세 학생들이 팀
을 결성하여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실생활에 접목하며 비즈니스 역량
을 기를 수 있음. 해당 프로젝트를 통하여 학생 및 교사들이 계획, 강의, 협동,
활동 등에 무선 디지털기기들을 사용함으로써 전략적인 기술활용 능력이 학습됨
▶

다네스필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술도입으로 학습 성과 향상

●

다네스필드 초등학교(Danesfield School)는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최대화할 수
마인크래프트(Minecraft)

있는 기술이 완전히 융합된 학교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음. 학교 교사들은 마이

2011년에 정식 발매된

크로소프트 교육자 커뮤니티(microsoft educator community)의 에듀테크 트레

샌드박스 형식의 비디오 게임

이닝에

참가하였으며

학습에

응용되는

스카이프(Skype),

마인크래프트

(Minecraft), QR코드 기술 등을 익히고 교육에 적용하고 있음. 학교는 교육과정
에 적극적으로 기술을 도입하면서 읽기, 쓰기, 수학 과목에 대한 학습 성과가
3년 만에 대폭 향상되었다고 발표하였음
▶

윔블던 고등학교, 학교 자체 연구실 ‘STEAM’ 운영
윔블던 고등학교(Wimbledon High School)는 교육법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음.
학교는 지역 과학자들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자체 연구실 ‘STEAM’을
간학문적 연구의 중심으로 삼고 있음. 모든 과목이 STEAM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목 간 장벽을 없애고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력 및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또한 교사들의 피드백이 기술 시스템을
통해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공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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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들턴 대학교, 개인 장비 지급으로 일대일 시스템 도입
미들턴 대학교(Myddelton College)는 21세기의 생활방식 및 업무혁신을 준비하
는 것을 목표로 2016년에 설립된 신생 사립학교임.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은 교사 및 학생 개인 모두에게 장비를 지급하는 일대일 시스템을

●

도입했음. 교사와 학생은 모두 종이로 만들어진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원노트(OneNote)

강의는 디지털화되어 준비되고 각 강의 시작 전날까지 시스템에 업로드 됨. 학생

여러 장치에서 모든 것을

들은 미리 디지털 예습 활동(Pre-Learning Activity)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캡처하고 정리할 수 있는

통해 본 수업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환경을 조성함.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전자 필기장

원노트(OneNote)를 사용하며 교사 학생 간, 학생 간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함
●
▶

스크린빔(ScreenBeam)

트레오키 공립 중고등 학교, 교육 성과 및 교사 삶의 질 향상 목표
트레오키, 스크린빔 및 플립그리드 등의 교육 장비 및 플랫폼 적극 도입

무선 디스플레이 솔루션 제품

트레오키 공립 중고등 학교(Treorchy Comprehensive School)는 마이크로소프
트 쇼케이스 스쿨 중 하나이자, 웨일스 지역에서 유일한 마이크로소프트 훈련
학교(Microsoft Training Academy)임. 학교는 디지털 기술을 교과과정에 접목하
여 교육적 성과와 교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하고 있음.
트레오키는 스크린빔(ScreenBeam) 장비를 이용하여 교실 내 유선 환경의 제약에
서 벗어나 무선 수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사들이 학습에 어려움
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더욱 빠르고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학생별 맞춤형
지도를 하기에도 용이함
트레오키는 또한 ‘플립그리드(FlipGri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플립그리드는
온라인 교실을 만들어 학습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등 게시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용 학습 동영상 플랫폼임. 플립그리드는 협력 수업에 유용하며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올라온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음. 트레오키는 앞으로 학생의 책임 있는 학습 경험이 바탕이
되는 학생 중심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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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gol Bae Baglan
Ysgol Bae Baglan는 2016년에 설립된 신생학교로 일대일 장비 시스템을 도입하
며 21세기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교실 안에서 교사들
은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디지털 잉킹(Digital
Inking)을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칠판에 필기하는 것이 가능함. 이와 더불어 디지
털 가상 교육이 적극으로 도입되고 있음. 교실 내 스카이프를 이용하는 수업인
‘더스카이프클럽(The Skype Club)’을 이용하여 가상으로 해외로 이동이 가능하
며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외국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에 자신감
을 실어주고 있음
[표 5] Microsoft 주요 에듀테크 프로젝트 협력 정보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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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와일리
▶

세계적 학습 출판사 와일리, 에듀테크 분야로 확장
1807년에 설립되어 200년 이상의 연혁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학습 출판사
와일리(Wiley)는 교육 분야의 오래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이 바탕이 된 고등 교
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를 주도하는 에듀테크 기업 중 하나로 자리

매김했음. 2012년 온라인 교육 기업 델탁(Deltak) 및 2018년 고등 온라인 교육
솔루션 기업 러닝하우스(Learning House)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에듀테크 분야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갔음. 와일리는 유럽 시장에 대하여 영국을 거점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 유통 센터를 비롯한 총 3개의 영국 지사가 운영 중임
▶

고등 교육기관과 협력, 맞춤형 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
와일리는 대학, 도서관, 사회 및 기업의 학습자에 대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
고 역동적인 시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용한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도록 돕고 있음.
특히, 고등 교육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략 컨설팅, 리서치,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및 디자인 등을 포함한 맞춤형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함
[표 6] Wiley 기업 정보
기업명
설립년도
기업 규모

Wiley
1807년

홈페이지

www.wiley.com

· 직원수(‘17) : 약 5,100명
· 매출액(‘17) : 17억 달러 달러
· 1807년 : 미국 뉴욕 본사 설립
· 1989년 : 생명과학 출판사 Liss 인수
· 1996년 : 독일 기술 출판사 VCH 인수
· 1999년 : Pearson 기업의 전문 편집인
조쉬 배스(Jossey Bass) 영입

주요 활동

· 2010년 :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 론칭
· 2012년 : Inscape Holdings Inc, Deltak 인수
· 2016년 : 오픈 엑서스(Open Access) 서비스 시작
에듀테크 스타트업 Ranku 인수
· 2018년 : 고등 온라인 교육 솔루션 기업 Larning House 인수
· 2019년 : 적응형 학습 엔진 Knewton 인수
코스웨어 플랫폼 Zyante 인수

자료 : Wiley (www.wil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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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기술 솔루션 제공
와일리는 학습자의 학습단계에 따른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제휴기업에게 모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기술 솔루션 ① : 학생관계플랫폼

학생관계플랫폼(SRP, Student Relationship Platform)은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으로 인구 통계 및 성과 데이터의
조합을 사용하여 학습자의 진행 상황에 대한 실시간 인사이트를 제공함. 이를
통해 필요할 때 학습자에게 정확한 도움을 줄 수 있어 학습 성공과 유지를 이끌
어냄
기술 솔루션 ② : 학습관리시스템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은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학습자의 피드백을 수집하여 프로그램 효과 및 학습자의 만족도 수준을 측
정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학습자의 참여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리포팅(reporting) 기능도 포함됨
기술 솔루션 ③ : 독점행동분석

독점행동분석(BA, Proprietary Behavioral Analytics)은 학생의 참여 데이터를 수
집하여 채용, 입학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BA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습자의 강점, 기술 및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어 학습자에 대한 맞춤형 커뮤니
케이션이 가능함
기술 솔루션 ④ : 디지털자격증명기술

디지털자격증명기술(Digital Credentialing Technology) 서비스인 ‘크레들리
(Credly)’는 고등 교육기관에 제공되며 학습자에게 학습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학습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학습
성과를 인식할 수 있으며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향상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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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형 학습 엔진 뉴튼 인수, 오픈코스웨어 분야 강화
2019년 와일리는 적응형 학습 엔진 뉴튼(Knewton)을 인수함. 뉴튼은 2008년에
설립된 에듀테크 기업으로 자체 코스웨어(courseware) 플랫폼인 ‘알타(Alta)를
보유하고 있으며, 300개 이상의 대학 및 기관의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수업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누구인지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

보유하고 있으며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학생에 따라 추가 학습이 필요한

오픈코스웨어
(OCW, OpenCourseWare)

부분 또는 성향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추천해 줌. 와일리는 뉴튼의 알타

대학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플랫폼을 인수하면서 오픈코스웨어 분야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 청강
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지식
나눔 프로그램

▶

컴퓨터 과학 분야 오픈코스웨어 플랫폼 자얀테 인수
2019년 와일리는 오픈코스웨어 플랫폼 자얀테(Zyante) 인수를 발표했음.
자얀테는 성장하고 있는 컴퓨터 과학 및 스템(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교육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임. 와일리는 뉴튼과 함께
자얀테를 인수하며 디지털 코스웨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표 7] Wiley 주요 에듀테크 프로젝트 협력 정보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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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퓨처런
▶

퓨처런, 유럽을 대표하는 온라인공개수업 플랫폼
퓨처런(Futrerun)은 2012년 설립된 영국의 온라인 공개 강좌(MOOCs) 플랫폼 기
업으로, 40년 이상의 원격 강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기반의 세계 최초의
원격대학인 오픈유니버시티(Open University)가 설립하였음. 온라인 공개강좌 서
비스는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 중이며 코세라(Coursera), 에드엑스(edX), 유다시티
(Udacity)와 같은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해당 서비스는 대부분 미국 대
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퓨처런이 영국의회,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을 비롯한 유럽 대학 및 세계 주요 교육 기관을 기반으로 영국

●

최초의 온라인 수업 서비스를 출시하였음

온라인 공개 강좌
(MOOCs,

Massive

Open

Online Course)

▶

퓨처런, 전 세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의 강의 제공

대학과 전문 교육기관의 강의를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해 전

퓨처런은 전 세계의 기관들과 함께 역사, 정치외교, 사회, 인문 등의 다양한 분

세계 누구나 집에서 교육을

야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강 완료 후에 참가 인증서(Statement of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

Participation) 및

수료 인증서(Statement of Attainment)를 발급하고 있음.

학점이나 학위 수여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비공식 수료증으로 인정받고 있음

[표 8] FutureLearn 기업 정보
기관명
설립년도
기업 규모

FutureLearn
2013년

홈페이지

futurelearn.com

· 직원수(‘17) : 51-100명
· 총 투자 유치 규모 : 5,000만 달러
· 2015년 : FutureLearn 사용자 200만 돌파,
500만 온라인 코스 등록
· 2016년 : 호주 디킨대학교(Deakin University)와 파트너십
체결, 호주 최초 MOOCs 학위 시스템 도입

주요 활동

· 2017년 : - 230개국의 600만 사용자 기록
- 유럽 내 가장 큰 MOOCs 서비스 제공 기업 기록
-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에도 서비스 출시
· 2019년 : 온라인 채용 플랫폼 Seek Ltd가
약 6,600만 달러 투자

자료 : FutureLearn (futurelear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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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센츄어와 협력, 디지털 기술 프로그램 개시
퓨처런은 글로벌 경영 컨설팅 및 전문 서비스 회사 액센츄어(Accenture)와 협업
하여 새로운 디지털 기술 프로그램(Digital Skills Program)을 창설하였음. 액센츄
어의 전문가가 제작한 온라인 학습 강좌를 통해 학습자가 산업 분야 및 업무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밥콕 교육과 제휴, 혁신적인 학교 간 프로그램 제공
퓨처런은 영국에 본사를 둔 영국계 다국적 대기업인 밥콕 인터내셔널 그룹
(Babcock International

Group plc)

산하 기업인 밥콕 교육(Babcock

Education)과 제휴를 맺어 혁신적인 학교 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지속가능한 교수법에 중점을 두고 있음

[표 9] FutureLearn 주요 에듀테크 프로젝트 협력 정보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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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첼
▶

사첼,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숙제 소프트웨어
사첼(Satchel)은 2011년 설립된 에듀테크 스타트업으로 2017년 기존 기업명이었
던 쇼마이홈워크(Show My Homework)에서 사첼로 이름을 바꾸었음. 사첼은 클
라우드 기반 온라인 숙제 소프트웨어인 ‘쇼마이홈워크’를 주력으로 하고 있음. 숙
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숙제에 대한 환경, 추적, 필
요 사항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을 학교에 제공함. 현재 해당 플랫폼은 23
개국의 1,6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학교에 숙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발 빠른 성장을 이어오고 있음

▶

사첼,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숙제 소프트웨어
사첼은 여러 상을 수상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음. 2014년 사첼은 세계적
권위의 영국 런던 교육기술 전시회(BETT, British Educational Training and
Technology Show)에서 ICT 혁신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5년 ‘Top 12 UK
디지털 비즈니스’로 선정되었음. 또한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기술 상(The
Techies Award for Ultimate App or Website)을 수상하였음

[표 10] Satchel 기업 정보
기업명

Satchel

설립년도

2011년

기업규모

홈페이지

www.teamsatchel.com

· 직원수 : 약 101-250명
· 총 투자 유치 규모 : 2,400만 달러
· 2011년 : 기업명 Show My Homework으로 출범
· 2014년 : BETT, ICT 혁신 상 수상
· 2015년 : - 미국 시장 진출

주요 활동

- 플랫폼 업그레이드 버전인 Show My Homework V4
- 출시로 미국 및 중동 지역으로 서비스 확장
- Top 12 UK 디지털 비즈니스’로 선정
· 2017년 : - Satchel로 기업명 변경
- 2,400만 달러의 투자 유치 성공

자료 : Satchel (www.teamsatch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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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환경

▶

에듀테크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프리미엄 온라인 교과서 플랫폼
사첼은 프리미엄 온라인 교과서 플랫폼인 ‘콘텐츠(Contents)’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플랫폼은 교육과정에 맞는 양질의 온라인 교과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화 학습과 과제 할당이 가능하여 교사에게 유용한 교육 자원으로 평가됨. 영국
림 고등학교(Lymm High School)에서 현재 수학 과목에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
으며 기존의 콘텐츠와 새로운 기술이 융합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밝혔음

▶

좌석 배치 시스템
사첼은 교육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교실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
하고 있음. ‘시팅(Seating)’ 시스템은 도구로서 주요 학생의 정보를 제공하여
교사의 좌석 배치 계획에 도움을 주고 있음. 학생들의 실제 행동 데이터를 바탕
으로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좌석을 마련하는 학생 중심의 좌석 배
치가 실행되며 자동 완성 기능으로 교사의 계획 시간을 줄일 수 있음. 영국 림
고등학교, 킹에드먼드스쿨(King Edmund School), 카턴커뮤니티칼리지(Carterton
Community College) 등에서 현재 해당 시스템을 적용 중임
[표 11] Satchel의 주요 에듀테크 프로젝트 협력 정보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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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환경

에듀테크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2. 시장 진출 유망 품목 · 기술
▶

학습관리시스템
학습관리시스템은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자와 학생 간 의사소통
및 협업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교육 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낳아 영국 내
학교 및 기업에서 그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학습자 및 교
육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성적 평가 및 학습 자료 업로
드 등의 과정을 단순화하여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또한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기술을 통해 질의응답, 토론 등을 비
롯한 개개인의 학습 활동이 쉬워져 교육 참여를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옴

▶

온라인 공개 강좌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온라인 공개 강좌(MOOC) 서비스는 온라인 환경에서
매우 적은 비용으로 세계 명문 대학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에서도 MOOC가 활발하게 출시되고 있음.
영국 스타트업 퓨처런이 유럽 MOOC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적 학습 출판
사 와일리도 오픈코스웨어 스타트업을 잇달아 인수하며 해당 분야 사업을 확장
하고 있음

▶

게임 기반 학습 기술
게임 기반 학습은 게임의 특성을 이용하여 학습자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며
자연스러운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닝(e-learning) 교육에서부터
지속적인 수요가 있었음. 또한 AI 및 VR/AR 디지털 신기술을 활발히 접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성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
[표 12] 영국 에듀테크 진출 유망 품목 · 기술
⦁ 학습관리시스템
- 영국 내 학교 및 기업에서의 활용 확대
- 교육자 및 학습자 모두의 교육 효율성 증진
⦁ 온라인 공개 강좌(MOOC)
- 영국 스타트업 퓨처런, 유럽 MOOC 시장을 주도
- 세계적 학습 출판사 와일리, MOOC 사업 확장
⦁ 게임 기반 학습 기술
- 게임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학습 효과
- AI 및 VR/AR 등의 디지털 신기술과의 활용성 多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 24 -

▪

2019 GIP 해외진출 전략가이드

인프라 환경

에듀테크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3. 한국 기업 진출·협력 사례
▶

한국 아이포트폴리오,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와 계약 체결
2012년 출범한 국내 신생 스타트업 아이포트폴리오(iPortfolio)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출판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글로벌 전자책 플랫폼의 파트너가 되었음.
아이포트폴리오는 전자책 제작에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벤처회사이며
전자책 플랫폼인 ‘스핀들북스(Spindle Books)’를 운영하고 있음. 아이포트폴리오
의 대표는 사회적 양극화가 교육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고 영어 교육에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사교육비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처음 출범했다고 밝혔
음.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는 세계 최대 영어교육 출판사로 아이포트폴리오와 체
결한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파트너십은 전자책의 매출 일부를 기술 로열티 형
태로 지급하는 라이선싱 계약으로 진행됨

▶

한국생산성본부, 영국 대표 에듀테크 기관 런던 CLC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는 런던 CLC(London Connected Learning Centre)와 통합적 디
지털 교육 확산과 글로벌 SW코딩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교·강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미래 교육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음. 이를 통해 런던과 서울 간 데이터, VR 등을
활용한 새로운 미래 교육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것을 밝혔음

▶

CJ올리브네트웍스, 영국 임머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 체결
CJ올리브네트웍스가 영국 런던에 소재한 VR 플랫폼 전문기업 임머스(Immerse)
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음.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용
VR 교육 훈련 플랫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생산공정, 유통과정,
현장조립, 안전교육 등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VR 교육훈련 콘텐츠를 개발할 것
을 밝혔음

[표 13] 한국 기업 진출·협력 사례
국내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 럭스로보 영국 공립중학교에 납품 (2018.08.08.)
- 럭스로보의 모듈형 전자기기인 ‘모디’를 영국 대부분의 공립중학교에 SW 교구로 공급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영국 내 대부분의 공립학교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임
- 모디를 이용하여 학생들은 직접 다양한 모듈과 블록형 코딩으로 자기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음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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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듀테크 파트너사
① Immerse

▶

임머스, VR 기반 맞춤형 학습 환경 구현
임머스는 2005년 설립된 VR 기반 에듀테크 기업으로 자체 VR 콘텐츠 및 솔루
션을 생성하고 배포 할 수 있는 플랫폼 및 도구를 제공함. 현재 다양한 산업 및

개요
· VR 기반 에듀테크 기업
· 2005년 설립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
음.

임머스

자체

플랫폼인

‘버추어엔터프라이즈플랫폼(Immerse

Virtual

· 직원 수 : 11~50명

Enterprise Platform)’을 보유하고 있으며 DHL, GE헬스케어(GE Healthcare), 쉘

· 홈페이지 :

(Shell) 등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음. 임머스는 전 세계 VR 솔루

www.immerse.io

션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VR Awards 2019에서 총 2개 분야의 최종 선발 기
업으로 선정되는 등 VR 교육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음
[표 14] Immerse 협력 정보
· 전화번호 : +44 20 3542 4255
접촉 정보

· 이메일 : info@immerse.io
· 소재지 : The Record Hall 16-16A Baldwin’s Gardens
Hatton Garden London, EC1N 7RJ

담당자 정보

· Rory Northam (Sales Executive)
· Virtual Enterprise Platform (VEP)
→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 기업 자체적으로 효과적인 VR 트레이닝 개발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 VR 시나리오 설계 및 개발

주요

→ 전 세계 실시간 협업 및 배포

협력 분야

→ 가상환경에서 교육훈련 진행
→ 이용자 개인별 수행결과 평가 및 교육 과정 관리
· 멀티유저 학습 플랫폼
→ 다수의 이용자와 함께 접속하여 콘텐츠 이용 가능
· 3D 인터랙티브 환경
→ 3D 환경에서 인터랙티브 학습 환경 제공

주요
협력사

·DHL, GE Healthcare, Shell, CJ올리브네트웍스, QinetiQ, TAFE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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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팍스, AI 및 데이터 분석 이용한 개별 수리 학습 솔루션 제공
스팍스(Sparx)는 2010년에 설립된 에듀테크 스타트업으로 학생들의 수학 교육

개요
· 에듀테크 스타트업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수업 및 숙제 솔루션을 제공함. 스팍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500만 명이 넘는 학습자들의 수리 능력과 생활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

· 2010년 설립

로 하고 있음. 11세에서 16세 사이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솔루션 ‘스팍스매스

· 직원수 : 51~100명

(Sparx Maths)’는 AI 및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학습자 개별 교육법을 제공하

· 홈페이지 : sparx.co.uk

고 있음. 또한 적응 기술 플랫폼을 사용하여 각 학습자에게 수학 학습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함. 스팍스는 초등학교에 스팍스타
임테이블스(Sparx Time Tables)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수
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곱셈법 암기를 돕고 있음

[표 15] Sparx 협력 정보
· 전화번호 : +44 1392 440 440
접촉 정보

· 이메일 : schools@sparx.co.uk
· 소재지 : Exeter Business Park, Oxygen House, Grenadier
Rd, Exeter EX1 3LH, United Kingdom

담당자 정보

·Dan Sandhu (Chief Executive)

· AI 및 데이터 분석
→ 학습자 개별 교육법
주요
협력 분야

→ 스팍스 자체 솔루션 ‘Sparx Maths’
→ 스팍스 자체 솔루션 ‘Sparx Time Tables’
· 적응 기술 플랫폼
→ 구체적이고 풍부한 개별 학습 콘텐츠 제공
· 영국 런던 교육기술 전시회 2020(BETT 2020) 파이널리스트
· 에듀케이션 인베스터 어워드 2019(Education Investor

주요
수상 경력

Awards 2019) 파이널리스
· 고테크 어워드 2019(Go:Tech Awards 2019) 파이널리스트
· 테크 세컨더리 어워드 2019 (Tech Secondary Awards 2019)
파이널리스트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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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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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협력 정보

카노, 컴퓨터 키트 생산 스타트업
카노(Kano)는 2013년에 설립된 영국 런던 기반의 교육용 컴퓨터 키트(kit) 생산

개요

스타트업임. 아이들이 스스로 컴퓨터 및 코딩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쉽게 조
립할 수 있는 모듈화된 PC 부품 및 코딩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용 키트를 생산

·에듀테크 스타트업
· 2013년 설립

함. 각 키트에는 자세한 지침이 제공되고, 흥미로운 과제를 함께 해결하며 코딩

· 직원수 : 51~100명

의 기초를 배우는 모바일 앱도 제공함. 2019년 카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

· 홈페이지 : kano.me

여 인텔 쿼드코어 아톰(atom) 기반 컴퓨터인 ‘카노 PC’를 출시했음. 카노 PC는
아이들이 스토리북 형식의 설명서를 보고 조립할 수 있는 조립형 컴퓨터임. 해
당 컴퓨터에는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Minecraft: Education Edition)
프로그램 및 코딩 교육 입문서등의 교육용 앱도 미리 탑재되어 있음

[표 16] Kano 협력 정보
· 이메일 : hello@kano.me, sales@kano.me
접촉 정보

· 소재지 : 77 Leadenhall Street, London, London
EC3A 3DE, GB

담당자 정보

· Yevgeny K. (Account Manager)
· 교육용 컴퓨터 키트
→ 모듈화된 PC 부품 포함
→ 모션 센서 키트 및 컴퓨터 터치 키트
→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제작
→ 자체 테블릿 조립 및 코딩

주요
협력 분야

· 카노 PC
→ 마이크로소트와 제휴, 기술 이해 및 코딩을 위한 패키지
→ 수업 계획, 커리큘럼, 전문 개발 영역
→ 파이톤(Python),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터미널(Terminal)
명령 포함
→ 온라인 학습 포털 제공
→ 트레이닝 튜토리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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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GIP 해외진출 전략가이드

인프라 환경

에듀테크 정책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력 정보

2. 에듀테크 온·오프라인 정보 채널
▶

2020 영국 런던 교육기술 전시회
매년 1월 영국 런던에서 세계적 권위의 교육기술 전시회인 영국 런던 교육기술
전시회(BETT)가 개최됨. BETT는 1980년에 시작된 영국 최대 규모의 교육 기자
재 전시회로 꼽힘. BETT 2019에는 103개의 스타트업을 포함한 전 세계 900개
사 이상이 참가하였고 한국에서는 교육 기자재 제조 기업 15개 사가 참가했음.
2019년 전시회는 비즈니스 솔루션, 하드웨어, 멀티미디어 기술, IT 서비스, 자료
관리 등 총 11개의 분야로 나뉘어서 진행되었음. 교육 분야 구매자와 판매자를
포함한 산업 관련 관계자와 네트워킹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
과 관련된 최신 기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로 평가됨

▶

2020 영국 런던 학습 및 기술 전시회
2012년부터 매년 2월마다 영국 런던에서 영국 런던 학습 및 기술 전시회(Learning
Technologies)가 개최되고 있음. 2019년 전시회에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50
개국의 20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했으며 8,500명 이상의 참관객이 전시회를
찾았음. 해당 전시회는 업무 환경에서의 조직적 학습 및 기술에 주목하고 있으며
산업 전문가들이 무료 세션을 주최하여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표 17] 영국 에듀테크 산업 주요 정보 채널
유형

홍보 채널

대상 품목

상세

British Educational Training and
Technology(BETT) Show 2020
오프라인

· 세계적 권위의 교육기술 전시회

에듀테크 관련

· 개최 장소 : 영국 런던

기술 솔루션 및

· 개최 규모 : 131개국, 900개 사 이상

장비

’20.01.22 ~
’20.01.25

참가
· 관련 사이트 : www.bettshow.com
Learning Technologies 2020
· 유럽 대표 교육기술 전시회
오프라인

· 개최 장소 : 영국 런던

업무 환경에서의

· 개최 규모 : 5개국, 200개 사 이상 참가 에듀테크 생태계
· 관련 사이트 :
www.learningtechnologies.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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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 ~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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