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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 지원 서비스 -

◈ 성인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제공

◈ 원격대학, 일반대학, 직업, 자격증 정보를 일원화하여 한곳에서 검색 가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cures.kr) 서비스를 5월 17일(월)에 공개한다.

ㅇ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 “대학평생교육에 참여 의사가 있음” (25세 이상, 고졸이상 성인 76.1%),

“차별화된 교육비 수준 및 납부방법, 유연한 학사제도 필요”(25세 이상,

고졸이상 성인 42.0%) [한국교육개발원, 2019.5]

ㅇ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하여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 (개발·운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19개 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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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 ‘맞춤배움길’ 인공지능(AI)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성별, 연령,

직업 등),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메뉴 주요 내용

맞춤 추천 교육과정 추천, 학과 추천, 학습성향 검사

교육정보 검색 학과 검색, 자격증 검색, 직업 검색

나의 프로필 학습자 프로필 수정, 학습이력 관리

서비스 소개 ‘맞춤배움길’의 의미, 추천정보 제공 대학 안내

<‘맞춤배움길’ 메뉴별 주요 내용>

□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원격

대학, 일반대학, 학점은행제),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worknet.kr)*, 큐넷(q-net.or.kr)**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cb.or.kr)*** 전공정보를 한곳

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산하 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에서 운영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에서 운영

*** 교육부산하 국가평생진흥원(원장 강대중)에서 운영

ㅇ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 이미지 선택형 검사, 자기소개서 자연어 분석 검사 및 워크넷 연동 심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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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하여, 성인

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붙임】맞춤배움길’(성인학습자 학습설계 지원 포털 / cur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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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맞춤배움길’(성인학습자 학습설계 지원 포털 / cures.kr)

□ 첫 화면  

□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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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화면

□ 검색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