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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보고서 발표, “교육자들, 디지털 역량 개발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국내 교육자들,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개발’ 주요 관심사로 나타나 

서울, 2016 년 4 월 14일 – 어도비는 지난 12 일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린 ‘어도비 교육 리더 세미나 2016’에서  ‘강력한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한 창의적인 교실(Creative Classrooms Through Strong Digital Partnership)’ 에 관한 보고서의 한국 및 아태지역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00 명 이상의 교육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자원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해당 자원이 교실에서 대화 촉진, 유대 형성 그리고 학습 분위기 조성에 미치는 역할을 알아보고자 기획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지역 응답자 중 80%가 사물인터넷, 멀티스크린 시대와 같은 디지털 혁신 트렌드에 발 맞춰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74%가 학생들에게 보다 몰입도 높고 흥미로운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탄탄한 디지털 파트너십이 절실하다고 대답했다.  

한국의 경우, 응답자의 98%가 성공을 위한 촉매제로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아태지역 (평균 88%)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80%로 

아태지역 평균인 75%보다 높았다. 아울러, 67%의 국내 응답자들이 향후 3 년 내 해결되어야 할 최우선 순위로 교육 기관의 

차별화를 꼽았다.   

이번 조사는 교육 기관에서의 디지털 활성화를 막는 장애물과 교육자들의 주요 우려사항도 함께 살펴보았다. 국내 

교육자들은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개발(80%)을 가장 큰 과제로 여겼다. 이는 아태지역 중 

가장 높은 결과이다.  

어도비 아태지역 교육 및 정부 부문 시니어 디렉터 토니 카츠사바리스(Tony Katsabaris)는 “디지털 비즈니스가 광범위한 기술 

혁신과 트렌드를 주도하면서 교육기관들이 디지털 시대의 속도에 맞춰 학생들에게 졸업 후 성공을 위한 디지털 역량을 

가르치는 일은 필수가 됐다”며 “교육기관은 시대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고 이는 오로지 꾸준한 

트레이닝, 최신의 기술 자원 보유 및 관련 수업 제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태지역 교육자들은 강화된 디지털 경험을 교육 

과정을 통해 제공해야만 비로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65%는 어도비로부터 관련 교육 

자원과 커리큘럼을 제공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임화 SCA 아카데미 부원장은 “디지털 확산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미디어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스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디지털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21 세기 핵심 스킬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에 대비 할 때”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아태지역 교육자들은 향후 3 년에 걸쳐 학생들의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양질의 교육 경험 개발에 

주력하고 해당 경험의 효과를 측정해 나가는 한편 학생들이 성공을 위해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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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과는 현 교육에서 필요한 것들을 대변하며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디지털 툴과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 교육자 및 기관이 창의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더욱 향상된 학습 성과를 이끌어 학생들이 

성공적인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역량을 키우게 하는 것 등이 이에 

포함된다. 

아태지역 전체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도비 교육 리더 세미나 2016 에 대하여 

어도비 교육 리더 세미나는 어도비의 아태지역 플래그십 교육 리더십 행사로 올해의 테마는 ‘디지털 시대에서 학생의 성공을 

위한 교육 혁신’이다. 해당 세미나는 동남아시아의 저명한 이론가, 업계 전문가, 교육 전문가들이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함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도비에 대하여 

어도비는 사용자의 디지털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adobe.com/kr/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어도비시스템즈에 대한 정보 및 뉴스는 한국어도비시스템즈의 공식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AdobeKorea)과 

공식 트위터(https://twitter.com/AdobeKorea)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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