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우리나라는 2019년 5월 세계최초로 5G 이동통신서
비스(이하 5G)를 상용화를 하였다. 5G의 기술적 특징

은 초고속(Enhanced Mobile Broadband), 초대용량
(massive Machine-Type Communications), 초저
지연(Ultra-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 초연결(Massive Machin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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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5G 상용화가 교육분야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5G로 인한 미래 대학교육 시나리
오를 단말유형, 학습분야, 학습콘텐츠, 학습장소, 이용요금지불 등 5가지 속성(attributes)과 세부 수준(levels)
별로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이들 특성을 반영한 5G 기반 대학교육 혁신 서비스 이용의향과 선호도를 대학생 
102명 대상으로 컨조인트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5G 교육서비스에 대한 대학생의 이용의향은 
86%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요금형태(37%), 학습분야(26%), 학습콘텐츠(24%), 단말유형(8%), 학습장소(5%)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특히 속성별 각 수준에서 스마트 기기, 체험형 학습콘텐츠(Practice and 
experienceable),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실습중심 과목(Practice-oriented subject), 무료이
용(Cost free)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교육 혁신 
방안으로 5G 확산과 활용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와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 중심어 :∣5G∣교육∣혁신∣컨조인트분석∣가상현실∣증강현실∣
Abstract

This study commercialization of 5G will enable transformation of university education. This study 
identifies five attributes (device type, learning place, learning content, learning field and expense 
payment) and corresponding levels to study the impact of 5G in the future of university education. The 
attributes and the levels are then combined into few 5G education service alternatives for respondents 
to rank. 102 students ranked the alternatives based on their preferences and intent to us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tent to use 5G-based education service was high with 86% and the most important 
factor was expense payment (37%), followed by learning field (26%), learning content (24%), device 
type (8%) and learning place (5%). Specifically, students preferred smart device, practical and 
experiential content, ubiquitous (no limitation of space and time) learning, practical education and free 
rate when adopting 5G-based education service. These will provide implications to accelerate adoption 
of and exploitation of 5G for innovating universi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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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로 대표 된다. 이론적으로 1초에 최
대 20Gbps 속도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여 2GB 용량
의 고화질(HD)급 영화는 0.8초 만에 다운로드 가능하
며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할 때 경험하는 멈춤 같은 지
연현상은 1ms(1천분의 1초) 수준이 되어 데이터가 끊
어진다는 느낌을 거의 받을 수 없다[1]. 이처럼 5G는 
모바일에서 초고속의 초대용량 데이터가 멈춤 없이 구
현되어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통신이 가능한 모든 사
물 간에도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2]. 5G의 주요 기술적 특성은 교육 분야에 적용
될 경우 학습 환경의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3].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의 교육/학습 과정에 
5G가 활용될 경우 예상되는 서비스 시나리오를 구체화
해보고, 대학교육 혁신 서비스 이용의향과 선호도를 분
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대학이 국가 경쟁력의 중
요한 부분으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는 가운데 대학교
육 혁신 방안으로 5G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잠재
적 이용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 세부 사항에 대
한 선호도 조사를 함으로 향후 교육 분야에서 5G를 확
산하기 위한 기초 자료와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5G 
특성에 대해 조사하고 5G기반의 교육서비스에 대해 구
체적으로 논의한다. 다음 4장에서는 논의된 사항을 바
탕으로 5G기반의 교육서비스 확산을 위한 속성과 수준
에 대해 선호도 분석으로 컨조인트 분석 결과를 도출한
다. 마지막 장에서는 대학교육에서 5G 기반의 교육서
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ICT와 교육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에듀테크(Edu Tech)'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는 교육
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학습자의 교육 효과
를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4]. 다시 말해 과거에는 읽기·
쓰기 위주의 단순 학습을 했다면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가상/증강현실(VR/AR),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
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학습이 가능해 지고 있다. 지
금까지 교육과 ICT의 결합은 주로 사용하는 기기, 도구
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이러닝, 모바일러닝, 스마트러닝 
등으로 회자되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5]. 

이와 관련한 연구 특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다양한 기술발전 가운데 교육 분야의 환경

변화와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최근 4차 산업혁
명이 이슈가 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기술의 활용과 관
련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거나 스마트교육이라는 이
름으로 연구 동향, 주요 이슈들을 검토, 분석하는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두 번째는 기존 온라인 학습 연장선
상에서 특정 기술이 강화된 보다 발전된 형태의 학습에 
관한 연구이다. 여기서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실시간 양
방향 소통 강화, 외국어학습을 위한 특정 앱 활용 등의 
연구가 있다. 세 번째는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
상/증강현실(VR/AR)을 교육에 활용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VR, AR 기술을 활용하여 유아, 직장인, 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안전, 현장 실습
형 교육 등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영향을 분석
하거나 학습효과, 문제점 등을 고찰하였다. 이처럼 교육 
분야에서 여러 가지 ICT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G를 활용한 실증적 적용 가능
성과 구체적 활용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다. 다음 [표 1]은 최근 관련 연구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2. 대학교육에서 5G 활용

5G 상용화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로봇 등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5]. 교육 분야에서 5G는 이
러한 기술을 연계/활용하여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온·오프라인 교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16]. 
특히 대학교육에서 5G와 여러 혁신적 기술을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첫 번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통해 특정한 
환경이나 실습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고 학생들은 마치 
실제 장비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 같은 상호작용 중심의 
체험 학습이 가능해진다[17]. 이미 VR/AR은 의료,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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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 엔터테인먼트, 뉴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5G 환경에
서는 지금과 다른 차원의 발전이 기대된다. 이는 5G가 
가상현실을 구현하는데 있어 초저지연성을 확보하여 
시간차이가 없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가
능한 일이다.

두 번째, 인공지능을 가진 학습용 로봇이 등장하면서 
맞춤형 학습환경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18]. 최근 인공
지능의 발전은 개인의 관심사나 이용 패턴을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수
준에 이르렀다. 이를 학습 상황에 적용해 보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 학습용 로봇에 질문을 하면 개인별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솔루션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
는 이제 머지않아 학습자가 인공지능 가정교사와 함께 
친구나 때로는 멘토처럼 학습내용에 대한 질문과 대안
을 주고받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학습패턴과 좋아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 부족한 
과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개인의 역량에 맞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5G 인프라가 인공
지능이 축적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클라우드형 서
버에서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주
고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세 번째, 초고화질 멀티미디어 중심의 학습 환경이 
확대되면서 교실의 벽이 허물어질 것이다[19]. 지금의 
교재 중심 학습 역시 초고화질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
용하는 학습으로 변화되면서 학생들은 수업상황에서나 
혼자 개인적인 학습을 하는 환경에서도 다양한 콘텐츠
로 지식 습득이 가능해질 것이다. 지금 상당수 대학생
은 고해상도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경험하면
서 선명한 화질에 익숙해 있다. 5G 환경 하에서 고효율 
압축 기술을 통해 영상전송이 가능해지면서 학습 과정
에서 초고화질 디스플레이의 활용도 비약적으로 증가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영상 중심의 검색과 소통에 
익숙한 대학생들은 이제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을 통
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지루하지 않고, 창의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학
습을 할 수 있다. 이미 관련 분야 연구에서 초고해상도 
영상으로 사물을 종합적으로 인지하는 능력이 향상되
는 것으로 증명되었다[20]. 

이러한 변화들은 일방향의 전달식 수업, 텍스트형태
의 제한된 시험, 학습결과물 제출 중심 평가 등 전통적
인 대학교육을 원격 토론식 수업, 체험학습, 협업학습 
등으로 변화될 전망이다[21]. 여기서 교수자는 지금까
지 일방적인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 했다면 5G 환경에

표 1. ICT와 교육 관련 연구 

구분 저자 연구내용

교육
생태계

배윤주 외 3 (2019)
[6]

- 스마트교육 관련 교수-학습 측면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 제시
- 스마트교육에서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러닝에서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한 
 반면 AR/VR/MR 및 3D 프린팅 연구는 아직 미흡 

장병용 (2015)
[7]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변화와 우려 논의
- 맞춤형 학습, 상호작용, 컴퓨서  긍정적효과가 있지만 지나친 기술 의존성, 기계화될 팅 사고력 개발, 
  데이터 기반정책, 학교 밖 학습 등에육 과정 등 우려
- 교육에서 기술 활용에 앞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과 성찰 필요

Rushby, N (2013)
[8]

- 교-육분야 기술의 미래를 예상하고 혁신 관점에서 교육의 변화 전망
- 모바일러닝, 협력형 학습 등 주요 이슈 도출

ICT 연계 
교육

김은미 & 최종원
(2019)

[9]

- 오프라인의 즉문즉답, 온라인의 개방성을 접목한 실시간 양방향 학습시스템 개발
-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서 질문자-답변자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맞춤형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질문을 효율적으로 해결

우원묵 (2017)
[10]

- 학습 도구로서 모바일 기기 효과 검증을 위해 다양한 교육 활용 사례 수집
- 한류기반 한국어 학습자에서 모바일 특성이 학습효과와 지속적 학습에 긍정적 영향 

김혜정 (2016)
[11] 

- 제2언어 학습과정에서 모바일 유용성 관점의 대학생 듣기 이해 영향을 분석 
- 모바일 기반 청취 실험그룹과 전통적 청취 절차 수행그룹을 비교하여 앱 활용 시 긍정적 영향 확인

가상현실
활용

유구종 & 김소리
(2019) [12]

- VR/AR 활용 교육이 유아의 창의적 문제해결과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VR 중심의 고품질 가상현실 콘텐츠 이용환경조성과 시장 활성화 방안 제안

이지혜 (2019)
[13]

- VR 활용 현장교육 현황 및 몰입학습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제시
- 5G망 구축과 고품질, 저지연 무선 멀티플레이 환경 구축으로 가상현실 콘텐츠 이용 환경이 조성되어 
 교육 분야 VR 활성화 방안 제안  

정유경 (2017)
[14]

- 안전교육에서 실제 체험 가능한 대안으로 VR 소방체험콘텐츠 제안
- VR 체험교육 학습효과를 확인하고 소방체험시스템 구조와 하드웨어구성, 전용 동작인식과 컨트롤러  
 통합 플러그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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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학습의 흥미와 재미, 창의력
을 향상시키는 조정자(Coordinator)로서의 역할이 보
다 중요하게 요구될 것이다[22].   

III. 조사개요

1. 5G 기반 교육서비스 선호도 조사 
본 장에서는 5G 기반의 교육혁신 서비스 도입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학생의 5G 교육서비스 선호 속성
과 속성별 구매 영향력을 컨조인트 방법을 통해 분석하
였다. 이 방법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 
(Attribute)의 부분 가치를 찾아내어 속성이 구매 또는 
이용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떤 수준(Level)을 
가질 때 이용자의 선호도가 높은지를 판단하는 분석기
법이다. 주로 신제품 컨셉 조사, 시장 점유율 예측, 시장 
내 제품 포지셔닝, 최적가격설정, 시장세분화 등 여러 
분야에 이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23].

본 연구는 미래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아직 5G 교육
서비스가 가상적(Hypothetical)인 대안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잠재 이용자인 대학생의 서비스 수용에 대한 중
요 속성과 그 수준별 선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최적 
제공 조건을 제안하기에 컨조인트 방법이 가장 적합하
다고 판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주요 고려 대상이 되는 속성을 도출하기 
위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5G와 교육
에 관한 해외 전문기사를 검색하여 수집하였고, 핵심 
키워드를 가장 빈도수가 높은 단어 중심으로 도출하였
다. 여기서 주의 깊게 고려한 점은 문장형태로 이루어
진  키워드 데이터를 단어 형태소로 분리하여 명사 중
심으로 추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python에서 제공하는 
KONLPY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완벽한 명사 추출을 
위한 불용어 처리를 위해서 TF-IDF 알고리즘1을 적용
하였다.   

두 번째는 앞선 단계에서 수행한 텍스트분석을 통해 

1 특정 단어가 해당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 나타내는 통계
적 수치로서 특정 문서 내에서 단어 빈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전
체 문서 중 그 단어를 포함한 문서가 적을수록 TF-IDF 값이 높
아짐. 이를 통해 모든 문서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단어를 걸러내
는 전처리 과정을 진행 가능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통신사 5G 기술 전문가(1
명), ICT 관련 대학 교수(2명),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전
문가(2명)과 토론 과정을 진행하며 5G기반 교육서비스 
속성과 수준을 구체화하였다. 이 과정은 대학생 대상의 
5G 기반 교육서비스 특성을 가장 대표성 있게 일반화
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술, 시장, 제도를 복합적으로 고
려한 컨셉 도출을 위해 진행 되었다.   

세 번째는 도출된 서비스 컨셉을 가지고 설문지를 구
성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상의 서비스 조합에 대한 
순위를 부여하도록 온라인 조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를 분석하여 속성별 중요도와 효용 값을 도출하
였다. 그리고 선호 조건에 대한 반응과 구매 의사에 미
치는 영향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은 조사의 신뢰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우선 대
학생 응답자를 3회에 걸쳐 모집하여 대면설명으로 서
비스 개념을 이해 시켰다. 그리고 e-mail을 통해 온라
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5월 충청권 대학생 125명을 대상으로 개별면
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적합한 표본 23명을 제외한 
총 10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의 성별과 연
령, 학년 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표본구성
구분 설문응답자
성별  남성 88.7%  여성 11.3%

온라인
교육경험  있음 57.9% 없음 42.1%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0% 47.6% 41.8% 10.7%

스마트폰 1일 
사용시간

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4시간 이상
0% 11.7% 35.9% 52.4%

총합 100% (102명)
 

2. 5G 기반 교육혁신 서비스 속성 도출 
지금까지 대학 교육에서 기술관점의 혁신은 이러닝

을 시작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러닝과 스마
트러닝까지 발전했다[24]. 하지만 5G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성은 기존의 모바일 중심의 학습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과 추가적인 연구 문헌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5G 기반의 교육서비스 특성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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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우선 대표적인 속성은 다음과 같이 (1) 학습단
말형태 (2) 학습장소 (3) 학습특성 (4) 학습분야 (5) 이
용요금형태 5가지로 구체화하였다.   

첫 번째 학습단말 형태는 스마트폰, HMD(Head 
Mounted Display), 초고화질 디스플레이로 다양화했
다. 이는 기존 모바일 기기, 학습용 패드를 활용하는 교
육에서 HMD와 VR/AR 주변기기, 초고화질 디스플레
이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한 교육이 5G 상용화와 
함께 점차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25]. 

두 번째로 대학생의 학습장소는 정형화된 강의실만
으로 한정하지 않고 기숙사와 집 같은 거주공간, 언제 
어디서나(이동 중, 카페 등) 학습이 가능한 모든 교육환
경을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고려하였다[26]. 

세 번째 학습특성은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에
서 기존 일방향 중심에서 현실감 있는 교육콘텐츠(MR)
를 활용한 학습, 체험(VR/AR+IT기기)할 수 있는 실습
형 교육콘텐츠,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콘텐츠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는 순차적인 학습
만 가능했던 이러닝 교육에서 교수-학습자간, 학습자 
상호간 양방향 의사소통으로 학습이 가능하고 직접 체
험해 보고 필요한 내용을 골라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으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상황을 
반영하였다[27]. 

다음 네 번째 학습분야는 대학생의 교육 분야를 강의 
중심의 이론교육, 체험형 실습교육과 일반적 내용의 교
양교육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 이용요금 지불과 관련해서는 개별 교육 콘텐
츠에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와 학습자가 일정기간 동안
의 이용에 대한 비용을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 
학교나 기관에서 무료료 사용할 수 있는 형태 3가지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28]. 

언급한 5가지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속
성은 5G 도입 전에는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반영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5G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서 실
제 구현 가능한 5G만의 특화된 속성이 되었다[29]. 

네 번째 학습 분야와 다섯 번째 요금 요금형태는 온
라인학습 자체의 특성 때문에 본 조사에 필수적으로 고
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영 되었다. 언급한 속성과 개
별 수준을 정리하면 앞의 [표 3]과 같다.  

IV. 분석결과 

1. 텍스트 분석
본 연구에서 5G 기반 교육혁신 서비스 특성을 도출

을 위한 해외 전문기사 중심의 텍스트 분석을 우선적으
로 실시한 것은 아직 국내·외 5G 기반 교육서비스에 대
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5G 
사업자(Verizon, Vodafone등)와 온라인 교육전문가
를 중심으로 5G 기술적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 서
비스 도입 가능성에 대한 전문기사 및 컬럼 등을 다수 

표 3. 5G 교육서비스 속성과 수준
속성 개요 수준 설명

5G 
기반
교육 

서비스
(특화)

단말
형태

선호하는/적합한 
학습용 기기

스마트단말기기  Smart phone, Smart Pad
VR/AR 기기  Head mounted display

고화질 Display   Monitor, Screen

학습
장소

선호하는/적합한 
개인별 위치

강의실  At University
주거 공간   At home

언제 어디서나 (이동중, 카페 등)   Other than university and home

학습
콘텐츠

선호하는/적합한 
학습형태

실감형  (Realistic & lively)  The same as reality
체험형 (Practical & experienceable)  VR/AR/MR equipment

맞춤형 (Personalized   & intelligent)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온라인
학습

(일반)

학습
분야

  적용/활용 가능한 
학습영역

이론학습중심 (Theory oriented subjects)  Major course, professional knowledge
실습체험중심 (Practice-oriented   subject)  Specific technique, Acting curriculum

교양/외국어중심 (Liberal arts subject)   Self-improvement, Foreignlanguage,etc.

이용
요금 지불

  활용 시
요금 방식

정액형 (Flat rate scheme)  Flat rate (monthly/yearly)
과금형 (Measured rate)  Rate per content/course

무료형 (Cost free)  University Cost support



5G 교육 서비스의 채택과 선호에 관한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197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분석하여 주요 키워드를 도
출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거쳐 연관된 참고 문헌까지 종
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었다. 

해외 ICT 및 교육 전문기사 10여 개를 수집하여 5회 
이상 빈도가 있는 키워드 도출 결과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요소기술과 관련해서는 주요 키워드로 mobile, 
VR, AR, IoT, Platform, Digital, network, 
Wireless, bandwidth, AI, Cloud, Audio, video, 
Robot, Tele teaching, Media, intelligence 등의 나
타났고,  교육콘텐츠 속성과 관련해서는 fast, 
interactive, real time, down loading, augmented, 
connected, ubiquitous, speed, immersive, 
seamless, feedback, immediate 등의 단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전반적으로 5G와 관련된 교육은 
next generation, innovation, future, anywhere, 
social 등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컨조인트 분석
본 연구에서는 5G 기반의 교육혁신 서비스 도입에 

있어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용의향을 
파악하고 주요 서비스 속성들 중 어떤 속성들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먼저 5G 교육서비스에 대한 대학생의 이용의향은 
8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5가지 속성 가운
데 이용요금지불(37%)과 학습분야(26%), 학습콘텐츠

(24%)를 5G기반 교육서비스 선택에 있어서 상대적으
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단말유형(8%), 
학습장소(5%)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5G 고유의 속성(단말유형, 학습컨텐츠, 학습
장소)이 37%로 온라인 교육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속성
(학습분야, 이용요금지불방법)보다 63% 보다 낮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5G 환경에 대한 대학생들
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5G교육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중심의 교육, 학습장소에 제약이 없
는 교육, 생생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이 아직 체감하지는 못하여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결과
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온라인 교육 본래의 속성(학습 
분야, 요금지불방식)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대학생의 서
비스 선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속성별 수준을 보면 세부적으로 단말 형태에서는  
스마트기기와 교육용 전용단말(VR/AR)에 대한 선호는 
있으나 초고화질 디스플레이에 대한 선호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학습콘텐츠는 증강현실을 중심으로 체험
형 실습중심 콘텐츠에 대한 선호는 높은 반면 실제와 
같은 생동감 있는 콘텐츠,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에 대한 선호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장
소에서는 5G기반 교육서비스가 대학 강의실에서 직접
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
지만 집이나 기숙사, 또는 이동 중 언제 어디서나 활용
하는데 대한 선호는 높게 나타났다. 

학습 분야는 5G 기반 교육서비스를 통해서 실습 중

그림 1. 5G-교육 관련 텍스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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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교과목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는 높게 나타
났다. 하지만 이외의 이론중심교육이나 교양 및 외국어 
등에서는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 요금제에 있
어서는 대학생들이 서비스 선택에 있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5G 기반 교육서비스가 가지는 기술
적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요금 이슈에 대해
서는 무료형을 가장 선호하며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정
액제, 과금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가장 이상적인 서비스 조합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5G 교육서비스는 스마트기기 형태로 체
험형 실습형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고 실습중
심의 과목을 중심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가장 선호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1. 연구요약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5G 기반의 새로운 교육서비스에 대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인터뷰를 중심으로 문
헌연구를 통해 5개 세부 속성과 각각의 수준을 구체화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 대상의 이용의향과 각 
속성과 수준별 선호도를 컨조인트 방법을 통해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여전히 이용요금 지불형태와 학습 분야 
같은 전통적인 온라인 학습의 고려요소들이 학습콘텐
츠, 학습장소, 단말형태 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의 조합 형태는 
스마트기기를 기반으로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
나 체험 실습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서비스를 가
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학습 분야에 있
어서는 전공중심의 실습형 학습과정을 요금 형태는 유
료형에 대한 선호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은 아직 5G 기반의 교육서비스
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있
는 일상적인 생활 패턴과 일방향의 강의실 중심 학습에 
익숙해져 있는 대학교육의 현실과 체험 중심의 학습에 
대해 대학생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5G를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간접적
인 체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5G 기반의 교육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한계도 존
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교육 혁신 서비

스 도입 방안과 시사점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5G를 기반으로 실습형 실험과 산업기술 현장  
체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교육방식 변화를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생들의 5G 기반 교육서비

표 4. 5G 교육서비스 컨조인트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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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특히 스마트기
기를 활용한 체험형의 실습중심 과목에 대한 선호가 높
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현장 중
심의 교육을 강화하는데 5G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시나
리오와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5G기반 교육으로 인한 교수자의 역할도 새롭
게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VR 속 가상 강의
실에서 만나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학
습용 로봇과 실험 결과에 대해 토론하는 강의실 모습은 
멀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자는 조정자로서 역
할도 새롭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
다. 두 번째는 5G 기반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초기 인프
라 지원이 중요하다. 현실로 다가온 5G 활용 교육은 학
습자가 여러 가지 형태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커뮤니
케이션을 하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을 통해 가
상의 현장학습 환경에서 원자, 자기장, 인간의 신체 내
부 등을 자세히 살펴보는 실감 체험 학습 역시 가능하
게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는 인공지능으로 분석
되어 학습자의 흥미, 수준 등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받
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역시 단순히 지식의 전달 현장이 아닌 새로운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관련 인프라 구축, 콘
텐츠 제작 등을 위해 산∙학∙연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5G 
교육 콘텐츠는 무료형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서비스 도입 초기에는 무료형 콘텐츠 중심으로 
많은 학생들이 서비스를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관련해서 요금측면
의 특성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또한 별도
로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5G 시대 대학교육은 장소에 제한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교육이 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조사결과를 보면 5G 활용 교육의 
학습장소는 학교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
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기술 도입과 발전에도 불구
하고 100년 넘도록 대학교육 현장을 강의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학생들로 가득 찬 강의실에서 교수의 일방

적인 지식전달 중심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기술의 혁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교
육은 5G를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5G가 대학교육
을 시간과 공간에 제약 받지 않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여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교육경험
과 가치를 제공하는 학습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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