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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융복합 시대로 들어서면서 정부가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정·고시 후 1년 8개월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업계에서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닝 융합 콘텐츠 개발용역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를 설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이 표준계약서가 콘텐츠 개발용역 수발주 현장에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가 정부의 의도와 
목적대로 수발주 현장에서 착근됨과 동시에 관행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대안으로 표준계약서 적용 의무화, 교육 
및 홍보 실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 인증제도 시행, 기관 및 기관장 평가시의 가점 부여 등의 정책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이러닝, 이러닝 융합 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 개선 정책

Abstract  After entering a convergence era, South Korea Government has enacted and announced the Standard 
Contract on the e-Learning Content Development Project, a year and eight months has passed. Nevertheless, 
there has been continued still the unjust and unreasonable contract practices issues raised by project owner in 
the e-Learning industry. This study investigated application status of the Standard Contract via FGI and 
questionnaires and suggested its improvement alternative. This study analyzed that the Standard Contract has not 
taken root at all in ordering of the e-Learning content development project and not reaped the effect. This 
study presented alternatives such as mandatory application of the Standard Contract, education and outreach, 
introduction of the monitoring system, certification system implementation, granting of additional points in the 
evaluation of agencies and CEO and etc. to that standard contract is settled as the government's intentions and 
objectives in the e-Learning industr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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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러닝 산업은 인터넷이 도입된 이래 국내외를 막론

하고 비약 인 발 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 2013년 이러

닝 산업의 총매출액은 년 비 9.1% 증가한 3조 2,141

억원에 달하고 사업체 수는 년 비 2.5% 증가한 1,691

개로 나름 요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 다[1]. 그러

나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취약한 구석이 많다. 즉 이러

닝 산업의 생태계는 상생구조라기 보다 강자가 군림하는 

‘갑’과 ‘을’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특히 이러닝 산업의 생사를 가늠한다고 할 정도로 

요하며 이러닝 서비스의 원자재라 할 수 있는 이러닝 콘

텐츠를 개발하는 기업의 경우 문기업으로서의 상에

도 불구하고 부분 경 난에 시달리고 있다[2]. 그 주된 

원인 의 하나가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에 한 계약

이 콘텐츠개발자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진 이후 개발과정 

내내 부당한 발주자의 요구 등으로 인해 개발용역 자체

에서 이익을 내기가 무척 어렵다는 계약과 개발 과정이

라는 분석이 지배 이다[3,4].

이와 같은 문제 들의 해결을 해 정부는 2년여에 걸

쳐 연구용역, 기업간담회, 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계부처 의를 마쳐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 계약서

를 제정 고시하기에 이르 다[5]. 즉 2013년 6월 21일 정

부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발주기 (서비스업체)과 콘텐

츠 개발자(업체)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유도하기 해 ‘이

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 계약서’를 제정·고시한 것이

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 계약

서의 제정·고시후 시행에 들어간 이래 1년 8개월이 지났

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련 업계에서는 부당하고 불합

리한 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

어 왔다. 이에  시 에서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

계약서의 용실태를 악하고 이의 실효성 제고를 한 

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 계약서 

용 실태를 설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해 먼  국내 이러닝 산업 황

과 문제 , 표 계약서 제정·고시 배경  주요 내용을 

검한 다음 이러닝 업계의 표 계약서 용여부와 계약

서상 주요내용의 반  여부 등에 한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 로 이러닝 콘텐

츠 개발용역 표 계약서 용 활성화를 이한 정책  

안을 제언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국내 이러닝 현황 및 문제점

산업통상자원부의 2013년 이러닝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러닝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5%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 매출액 증가세가 높아 기

업의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 그

러나 여 히 체 이러닝 기업의 상당수가 년 매출액 10

억원 미만의 기업이며, 이들 기업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

되어 경 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6]. 특

히 이러닝 콘텐츠 문기업은 발주 기 이나 기업과의 

계약에서 ’을‘의 지 를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불합리

한 개발 행 등에 기인한 심한 경 난을 겪고 있는 것으

로 악되고 있다[4]. 더구나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 

이트 이닝(e-Training), 시뮬 이션이나 빅데이터 기반 

러닝 등 새로운 형태의 학습방법에 한 심이  높

아지고 있는 가운데[7,8,9], 세성과 재정  취약성에 의

해 이러한 트 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콘텐츠와 서비스

의 질  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 콘텐츠  서

비스의 질  하는 학습자의 외면으로 이어져 산업 

체 상황이 악순환의 길로 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10,11,12]. 

이러한 산업 황을 세부 으로 살펴보면, 이러닝 콘

텐츠 산업의 애로요인을 악할 수 있다. 이러닝 서비스

를 해서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므로 서비스 

사업자의 성장세만큼 콘텐츠 사업자도 성장하는 것이 타

당하다. 그런데 서비스 사업자의 증가율은 2.6%인데 반

해 콘텐츠 사업자의 증가율은 1.8% 증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1,13,14]. 특히 공공분야인 교육기 과 정부 

 공공기 의 경우 이러닝 도입 황(이용률)이 8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더 많은 콘텐츠 개발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콘텐츠 기업의 매출액은 

크게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악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

과를 종합해 볼 때 콘텐츠 개발  공 과 련하여 콘텐

츠 사업이 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직면하게 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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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콘텐츠 개발사의 48.9%가 “이러닝 콘텐츠 사업

가 는 공 단가가 개발비용보다 낮은 것” 때문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 다[6].

2.2 표준계약서 제정·고시 배경 및 내용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정부가 이러닝 콘텐츠 표 계약

서를 제정·고시한 주된 배경은 이상의 이러닝 콘텐츠 산

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한 안 모색차원에서라 할 

수 있다. 즉 이러닝 콘텐츠개발자와 발주기 (서비스사

업자)간의 계약이 표 계약서 없이 발주기 마다 각기 

상이하게 콘텐츠개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이

루어진 산업 장의 불합리한 계약 행과 구조를 개선

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계약 행으로 인해 이러닝 콘

텐츠 개발자의 경 난이 가 될 뿐 아니라 이러닝 제품

의 품질 하 상으로 까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

이다[7].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 계약서는 발주자와 개발

자간의 계약에 해 개발자가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발주자는 그 가로서 용역 을 지 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호간

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 이 있다고 규정하여 이러

닝 콘텐츠 개발 당사자간의 상생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한 표 계약서는 용역의 범 와 상세한 내용을 과업내

용서에 별첨하도록 규정하고 그 과업내용서에는 반드시 

① 제작 분량, 미디어 품질, 제작언어 등 상세한 을의 과

업 내역, ② 검사기 , 검사책임자, 검사비용 부담주체, 

③ 지식재산권 확보 내역  확보주체, ④ 기본 가이드 

정보의 제공시기  내역, ⑤ 기타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

는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 다.

이 외에도 다수의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지만, 특

히 표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① 일방 인 과업내용 변

경과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못하던 것을 설

계, 사양, 기간  물량 등의 과업내용 변경 시 추가비용

을 산정(2조, 4조, 12조), ② 발주기 (서비스업체)에 귀

속되던 지식재산권을 콘텐츠 개발업체에 귀속되도록 하

고 양도시 양도 을 명시(11조), ③ 제3자의 작물에 

한 권리확보를 으로 콘텐츠 개발업체에 부담 지우

던 것을 발주기 이 부담(3조, 10조)토록 개선한 것 등이

다.

3.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분석1)

3.1 실태 조사 개요

정부는 이러닝 콘텐츠 용역개발 표 계약서 제정·고

시 이후 교육  설명회 등 지속 인 홍보를 통해 표 계

약서의 자율  활용을 권고하고, 정기 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연구 목  달성을 해 이러한 정부의 의도

와 노력이 이러닝 콘텐츠 용역 수발주 장에서 어느 정

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한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조사는 (공공기 ‧정부‧기업 등) 이러닝 콘텐츠 발주 사

업에 직‧간 으로 참여한 기업 CEO 등을 상으로 

2015년 1월 17일 ∼ 1월 26일 까지 10일 동안 이루어져다. 

조사 방법은 화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자는 

총 40명이었다.

조사 내용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 계

약서에 의한 계약체결 여부, 표 계약서상의 개발 콘텐

츠 귀속  양도시 양도  명시 항목 반 여부, 표 계

약서상의 제3자 작 콘텐츠에 한 작권 확보 비용 부

담 항목 반  여부, 표 계약서상의 콘텐츠 개발 과업변

경시의 추가 비용 산정 항목 반  여부, 표 계약서의 

용  효과를 거두기 해 필요한 정책 안 제시, 응답

자(기업)의 특성 등 이었다.

No Research topics

1
contract performance or not by the Standard 

Contract when contracting with project owner

2

reflect or not paragraph 'giv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content developer and payment transfer 

fee when transfer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Standard Contract  

3

reflect or not paragraph 'project owner pay rights 

acquisition costs for third party work' of the 

Standard Contract  

4

reflect or not paragraph 'estimate the additional 

costs when changes tasks contents, such as designs, 

specifications, duration, volume and etc.' of the 

Standard Contract  

5
policies needed that the Standard Contract is applied 

and effective 

6 Respondents' characteristics for statistical analysis

<Table 1> Research topics

1)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결과는 한국이러닝산업협회,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 정책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15의 주
요내용을 참조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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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not 

change 

at all

not 

change
normal

small 

change

total 40 15.0 52.5 27.5 5.0

busines

s item

service 15 13.3 46.7 40.0  

contents 19 21.1 63.2 15.8  

solution 4   50.0 50.0

HW 1  100.0   

others 1  100.0   

 sales 

less than 500 

million won
26 11.5 57.7 26.9 3.8

less than 

500∼1,000 

million won

2 50.0  50.0  

less than 

1,000∼5,000 

million won

4  75.0 25.0  

no answer 8 25.0 37.5 25.0 12.5

<Table 4> Whether sharing intellectual property
of development content 

(unit : persons, %)

3.2 조사 결과 분석

3.2.1 실태 조사 응답자(기업) 특성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시 표 계약서 시행 련 조

사를 한 설문 응답자(기업)들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콘텐츠 사업을 하는 기업이 47.%%로 가장 많

고,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기업이 65%로 가장 많이 조

사에 참여하 다. 여기에서 사업 아이템은 이러닝 콘텐

츠 용역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로서 각 기업의 주된 사

업 아이템을 의미한다.

items respondents(companies)' characteristics

busines

s item

service contents solution HW others

 sales 19(47.5) 4(10.0) 1(2.5) 1(2.5)

title

less than 

500 million 

won

less than 

500∼1,000 

million won

less than 

1,000∼5,000 

million won

no answer

26(65.0) 2(5.0) 4(10.0) 8(20.0)

title
CEO executive manager practitioner

9(22.5) 3(7.5) 15(37.5) 13(32.5)

<Table 2> Respondents(companies)' characteristics
(unit : persons, %)

    

3.2.2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조사 분석

먼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 계약서가 제정·고

시된 이후 업계의 바램 로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수

발주 장에서 동 표 계약서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지에 한 조사 결과 아직 제 로 용된 사례가 없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표 계약서에 의해 

체결한 실 이 있는 업체는 무하며, 1개 업체(솔루션업

의 매출액 500백만원 미만인 업체)만이 3가지 주요 계약

내용  ‘지식재산권을 콘텐츠 개발업체에 귀속’되도록 

한 것을 포함한 1건의 계약한 바 있다고 응답하여 당 의 

기 와는 달리 표 계약서가 산업 장에서 거의 용되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모든 응답기업

이 표 계약서에 의해 체결한 실 이 없다고 응답하여 

표 계약서 제정·고시 효과는 거의 무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cases is not is number

total 40 97.5 2.5 1

busines

s item

service 15 100.0 -

contents 19 100.0 -

solution 4 75.0 25.0 1

HW 1 100.0 -

others 1 100.0 -

 sales 

less than 

500 million 

won

26 96.2 3.8 1

less than 

500∼1,000 

million won

2 100.0 -

less than 

1,000∼5,000 

million won

4 100.0 -

no answer 8 100.0 -

<Table 3> Whether or not to apply the Standard
Contract                (unit : persons, %)

  

특히 표 계약서 고시 후 ‘지식재산권을 콘텐츠 개발

업체에 귀속되도록 하고 양도시 양도 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에 반 되었는지에 한 응답은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5.0%만 조  달라졌다

고 응답하 는데, 특히 콘텐츠 개발용역을 주업으로 하

는 서비스  콘텐츠 문기업의 경우  달라지지 않

았다고 응답하여 거의 효과가 없었음을 보이고 있다. 

한 표 계약서 고시 후 ‘제3자의 작물에 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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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확보 비용을 발주기 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계

약에 반 되었는지에 한 응답은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2.5%만 조  달라졌다고 응답하

는데, 그 응답은 콘텐츠 문기업 1개의 응답으로서 사실

상 거의 효과가 없었음을 보이고 있다.

　

　
cases

not 

change at 

all

not 

change
normal

small 

change

total 40 15.0 50.0 32.5 2.5

business 

item

service 15 20.0 40.0 40.0  

contents 19 10.5 63.2 21.1 5.3

solution 4 25.0  75.0  

HW 1  100.0   

others 1  100.0   

 sales 

less than 500 

million won
26 11.5 61.5 23.1 3.8

less than 

500∼1,000 

million won

2 50.0  50.0  

less than 

1,000∼5,000 

million won

4 25.0 25.0 50.0  

no answer 8 12.5 37.5 50.0

<Table 5> Whether project owner's pay of rights 
acquisition costs for third party work

(unit : persons, %)

　

　
cases

not 

change 

at all

not 

change
normal

small 

change

total 40 12.5 42.5 32.5 12.5

busines

s item

service 15 13.3 33.3 46.7 6.7

contents 19 15.8 52.6 21.1 10.5

solution 4   50.0 50.0

HW 1  100.0   

others 1  100.0   

 sales 

less than 500 

million won
26 7.7 50.0 30.8 11.5

less than 

500∼1,000 

million won

2 50.0  50.0  

less than 

1,000∼5,000 

million won

4  25.0 50.0 25.0

no answer 8 25.0 37.5 25.0 12.5

<Table 6> Whether reflecting the additional 
costs when changes tasks contents

(unit : persons, %)

한 표 계약서 고시 후 ‘설계, 사양, 기간  물량 등

의 과업내용 변경 시 추가비용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

이 계약에 반 되었는지에 한 응답은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12.5%만 조  달라졌다고 응

답하 는데, 이는 그간 개발자(업체)의 과제수행 과정에

서 지속 으로 반 을 요구한 것에 한 일부 발주기

의 반 으로 나타난 결과이지 표 계약서의 제정·고시에 

의한 효과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악된다.

3.2.2 표준계약서 활성화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부가 제정·고시한 

표 계약서에 의한 체결은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며, ‘지식재산권을 콘텐츠 개발업체에 귀속

되도록 하고 양도시 양도  명시’, ‘제3자의 작물에 

한 권리확보 비용의 발주기  부담’, ‘설계, 사양, 기간 

 물량 등의 과업내용 변경 시 추가비용 산정’ 등 계약

서상 핵심내용 역시 크게 개선되지 않아 정부의 제정·고

시된 표 계약서 수가 담보되도록 하는 정책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악된다.

　

　
cases

mandat

ory 

applica

tion

educati

on and 

outreac

h

monit

oring 

syste

m

certific

ation 

system 

additi

onal 

points 

in the 

evalua

tion

total 29 58.6 55.2 34.5 27.6 20.7

busine

ss 

item

service 10 40.0 40.0 20.0 30.0 30.0

contents 17 70.6 64.7 47.1 29.4 17.6

solution 1  100.0    

others 1 100.0     

 sales 

less than 

500 million 

won

20 55.0 60.0 30.0 30.0 25.0

less than 

500∼1,000 

million 

won

1 100.0     

less than 

1,000∼5,00

0 million 

won

3 33.3 66.7 33.3   

no answer 5 80.0 40.0 60.0 40.0 20.0

<Table 7> Policy alternatives for activating the 
Standard Contract     (unit : pers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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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에서 볼 수 있듯이, 표 계약서 용의 효

과를 얻기 한 정책 의견 조사 결과에서도 이러닝 콘텐

츠 개발용역 표 계약서의 활성화 필요성과 이를 한 

정책  안 요구사항이 악되고 있다. 요약하면, 표

계약서 용 의무화 58.6%, 표 계약서 용환경 조성을 

한  교육  홍보 55.2% 등 보다 극 인 정책  요구

사항이 조사되었으며, 뒤이어 정부의 상시  계약 모니

터링 체계 도입, 표 계약서 용 인증제도 시행, 표 계

약서 용시의 평가가  부여 순으로 정책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에서 분석한 이러닝 콘텐츠 표 계약서 시행 이

후의 표 계약서 도입 실태 결과는 보다 극 인 정책

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업계의 실함이 배어 있는 것으

로 단된다.

4. 정책적 제안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 계약서 활용 여부에 

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부가 제정·고시한 표 계

약서에 의한 체결은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지식재산권을 콘텐츠 개발업체에 귀속되

도록 하고 양도시 양도  명시’, ‘제3자의 작물에 

한 권리확보 비용의 발주기  부담’, ‘설계, 사양, 기간  

물량 등의 과업내용 변경 시 추가비용 산정’ 등 계약서상 

핵심내용 역시 크게 개선되지 않아 정부의 제정·고시된 

표 계약서 수가 담보되도록 하는 정책  배려가 추

가 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악된다[15].

제정·고시되어 시행 인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

계약서가 제 로 용되어 효과를 얻기 한 정책 의

견 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의미의 정책  안 요구사

항이 악되었다. 첫째, 표 계약서의 용 의무화를 시

행할 필요가 있다. 한시 으로나마 표 계약서 용 의

무화를 공공부문부터 시행한다면 공공부문은 행이 될 

것이고 민간으로의 확산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둘째, 표

계약서 용환경 조성을 한 교육  홍보가 필요하

다. 비록 표 계약서가 제정·고시되었다고는 하나,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고지 사실을 알

고 있다하더라도 내용에 한 정확한 이해와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간과하고 넘어갈 소지가 많다. 따라서 이에 

한 극 인 홍보와 체계 인 교육이 으로 요구

된다. 셋째, 정부의 상시  계약 모니터링 체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시범 으로 정부부처나 주요기  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다가 확 하면 되는데, 그 모니터링은 

단순한 시스템 정도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표 계약서 용에 한 인증제도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표 계약서가 그 로 용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표 계약서를 기 이나 조직  련 용역의 규

모 등에 따라 변형 용이 가능한데, 이에 한 인증 제

도를 도입하면 임의  용의 수 을 벗어나 각 상황에 

맞는 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다섯째, 공공기  등

이 표 계약서 용시 평가에서 가 을 받을 수 있는 제

도  보완이 필요하다. 재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기 도 마찬가지 유형의 평가를 실

시하고 있다. 이 평가제도 내에 표 계약서 용 여부에 

따라 기   기 장 평가시 가 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

다면 훨씬 극 으로 표 계약서를 활용할 것으로 단

된다.  

종합 으로 2013년 6월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

계약서 시행 이후의 이러닝 콘텐츠 표 계약서 도입 혹

은 용 여부는 거의 무한 상황이라고 분석되어 표

계약서 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보다 극

인 정책 안 마련  시행이 후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5. 결론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 계약서는 용역 당사자들

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

하는데 목 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표 계약서

의 수  용 활성화를 통해 이러닝 콘텐츠 사업주체

들의 상생 기반 용역 구조를 정착시켜 궁극 으로 이러

닝 산업의 건강한 발 을 도모하고자 하 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이 표 계약서가 콘텐츠 개발용

역 수발주 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실효를 거두

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이에 한 개선 필요성이 도출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 계

약서가 정부의 의도와 목 로 수발주 장에서 착근됨

과 동시에 행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한 안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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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용 의무화, 표 계약서 용환경 조성을 

한 교육  홍보 실시, 정부의 상시  계약 모니터링 체

계 도입, 표 계약서 용 인증제도 시행, 표 계약서 

용 기   기 장 평가시의 가  부여 등의 정책을 제언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제언이 시행될 경우 이러닝 콘

텐츠 개발용역 표 계약서는 제정·고시를 넘어 수발주 

장에 정착되고 나아가 이러닝 산업 발 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 된다.

다만, 본 연구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 계약서

의 용 실태에 한 조사를 개발자(업체)들을 상으로 

국한한 과 보다 세심한 정책 안 제시가 부족한  등

의 연구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발

주자(기 )와 병행하는 실태 조사  보다 세심한 정책 

안 제시 등의 후속 연구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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