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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위기

• 수요측(SW 기업) 문제
– 3D이다

– 40세도 못되 도태된다

• 공급측(교육기관) 문제
– 기업 현실과 다른 교육

– 입사후 1,2년 다시 훈련시켜야

– SW는 외국에 outsource 줘야

– 중소기업은 교육시킬 능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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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장
Skill Set에 대한 보상체계가 없다

Linux  kernel
Windows
Oracle     PHP

MySQL   DB2
C++   Eclipse 

Java TCP/IP
UNIX  CVS
……

http://www.footepartners.com/2010TrendReports.htm



Survey 

Salary increase 81%

Better work/life balance 45%

More vacation time 36%

Access to new technology projects 36%

Large sign-on bonus 35%

More responsibility 34%

More training 28%

New title 17%

Relocation 17%

Paid moving expenses 16%

Complete career change 16%

Other factor 

Which factors would most influence you to change your job?

재충전 기회와

연관되는 항목들임

미국 CSE 인력

Salary Survey 2005 © Computerworld Inc.



계속교육 비용 부담

미국 CSE 인력

Salary Survey 2005 © Computerworld Inc.



계속 교육
▶ 만성적 Overtime 근무

▶ 재충전 인프라 없음  40세 이전 Career 종료

▶ “SW는 일회용 인력, 소모품 인력, 적게 줘도 된다” “SW  기피”

Career 수명이 짧아짐 기술축적 안됨 기업의 경쟁력

SW는 매우 빨리 변하는 분야

재충전 안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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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지원자

• 2000년 지원자:   130명

• 2002년 지원자 :  70명

• 2004년 지원자 : 65명

• 2006년 지원자 : 23명

• 2008년 지원자 :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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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위기

• 공급측(교육기관) 문제

– 교육제도

– 연구제도



컴퓨터학과 교육의 고민

• 추가되는 이론과목들
– 인터넷, 웹, 보안, 이동통신, …

• 실험실습

– IBM OS, Windows, UNIX, Linux  

– C, C++, Java, Python 

• 융합

– 통신, 금융, 자동차, ERP, Bio 

• 사회적 역할

– 모든 분야에 IT

– CIO / Researchers / 벤처 / Entrepreneurs

– 지적재산 경영

전통적
CSE 교과목

추가적
이론교과목

추가적
실습교과목

추가되는
인접분야

사회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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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험실습 교육은?

문제점 실습교육 환경이 문제
제도가 잘못

해결방안 온라인 OSS 실습교육 부터



과거 왜 실습이 제대로 안됬었는가?  

• 국내 박사

– 과거 열악한 실습 환경
• 실습 전용 기계, 소스코드 없었음 - pdp(2억)  UNIX(3백만$)

• 사용법만 교육  SI 만 발달

• 미국 대학은 풍부한 여건

–  “실험분야는 World Best” 되기가 훨씬 어렵다

• 국외 박사

– 프로젝트에 참여해야만 한다

– 읽을 자료 없고 모두 man-to-man으로 배워야

– 타 분야 비교 – 영어 의존도가 매우 높음

– 외국인에 불리한 실험 분야
• 국방성, 기업 경우 - 미국 시민권 요구

• 예:  BSD  MACH  …



인식 부족

• 실습교육은 부담이 크다

– 집대성된 책이 없다 – 책보다 항상 앞서 가는 기술

– 강의노트 교수가 모두 손수 작성해야

– 실습환경

• 예산확보  공간확보  기자재 구매  유지보수 TA 부담

• 모든 문제 홀로 해결해야

• 실습교육은 수명이 짧다

– OS 실습환경 --- 2,3년마다 바뀜 (UNIX-Solaris-Linux 2.1-...)  

– OS 이론책 --- 10년 되도 거의 바뀌지 않음

OR



교육제도의 미비

• 보상?

• 교육은 평가/보상이 사실상 없다

• 열악한 환경

– 투자는 많이 들고

– 수명은 짧고

– 학생들 관심은 적고

(노력 인정을 안해줌) Skill

Degree 



교육제도 개선

• 올바른 지원

• 올바른 평가

• 올바른 보상



연구 제도



“Universities should recognize that 
an experimentalist may have

fewer publications
and predominately conference publications, 
nonstandard forms of dissemination 
(e.g., distribution of software artifacts), 
and few graduate students completed

and yet still be a spectacular researcher.”

컴퓨터 분야의 대가들
David Patterson (http://www.cs.berkeley.edu/~pattrsn/bio.html),

Jeff Ullman (http://www-db.stanford.edu/~ullman/pub/opb.txt),

Larry Snyder (http://www.cs.washington.edu/homes/snyder/index.html)

실험실습을 고사시키는 SCI  제도

<CSE 교수평가>

Conference

Artifact 

특허

논문 수 적음

실제 Impact 

<국내 현실>

SCI 논문편수  졸업 / 취업 / 승진 / 보상

실험은 Fewer 논문, Conference paper

교수/학생 모두 실험 기피

http://www.cs.berkeley.edu/~pattrsn/bio.html
http://www-db.stanford.edu/~ullman/pub/opb.txt
http://www-db.stanford.edu/~ullman/pub/opb.txt
http://www-db.stanford.edu/~ullman/pub/opb.txt
http://www.cs.washington.edu/homes/snyder/index.html


소프트웨어 위기

• 공급측(교육기관) 문제

– 교육제도 - 실습환경

교육제도

– 연구제도 - SCI 평가체제



외국의 현황



미 국

일 본

독,핀,아일랜드

중 국

인 도

산업체가 대학에 donation (HW, SW, Source Code)

전통적으로 강한 실습교육 -- Killer Course (CA OS DB PL NETWORK)

학원 - 큰 시장 - 다양하고 우수한 강의

그래도 Gap (industry-university)

새로운 학과 – “IT Department” 신설 추세 – 親 industry 교과과정

SAP, Nokia, 산업체 중심 교과과정

OSS를 중요시

산업체가 대학에 donation (HW, SW, Source Code)

전통적으로 강한 실습교육

연구 – 실제 시스템을 만들며 연구

학원 - 큰 시장 - 우수한 교육 – Learning Tree International 사례

OSS를 중요시

Industry와 대학 교육간 gap이 심각 (교육부 조사 결과)

IT 학과 교과과정 신설추세

NPSS(National Pilot School of Software) 40여개 신설

OSS를 중요시 (대학마다 신설)

IIT등 소수 대학만 우수한 교육환경

나머지 대부분 대학들은 우수교수 부족

냉전시대 UNIX 경험

IMPACT Project

외국 현황



미 국

산업체가 대학에 donation (HW, SW, Source Code)

전통적으로 강한 실습교육 -- Killer Course (CA OS DB PL NETWORK)

외국 현황



• “Killer Course 실습이 너무 힘들어 지원 꺼려”

– OS 설계 구현

– Network Protocol  설계 구현

– RISC CPU  설계 구현

– SE 수백만 라인 프로젝트

• “Top-10  대학은 학생 안와도 실습 안줄인다.”

• 자료:  한국정보과학회 2008 여름 Workshop

신강근 교수 (미국 미시간대) 

신승윤 교수 (미국 사우스다코타대)

손상혁 교수 (미국 버지니아대)

미국 대학 CSE 실험실습



미 국

산업체가 대학에 donation (HW, SW, Source Code)

전통적으로 강한 실습교육 -- Killer Course (CA OS DB PL NETWORK)

일반 학원 - 큰 시장 - 다양하고 우수한 강의

그래도 Gap (industry-university)

새로운 학과 – “IT Department” 신설 추세 – 親 industry 교과과정

외국 현황









Information Technology 학과

• computer technology needs of organizations

such as business, gov., healthcare, schools, ... 

• Select HW-SW-infra, install, customize, 

• Develop and maintain applications

• Only a few years ago, 

• computing educators in the U.S. were not familiar with IT 
degree programs

• Began to emerge in the late 1990s.



Information Technology 학과

• By the end of the 1990s, it became clear that

academic degree programs were not producing graduates 

who  had the right mix of knowledge and skills to meet 
these essential needs. 

• IT is a new and rapidly growing field that started as a 
grassroots response to the practical,

everyday needs of business and other organizations.









미 국

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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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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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강한 실습교육

연구 – 실제 시스템을 만들며 연구

학원 - 큰 시장 - 우수한 교육 – Learning Tree International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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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현황





A Report of the ACM Job Migration Task Force:  
Globalization and Offshoring of Software



p 344

독일 대학 컴퓨터과는 SAP 위주이다

A Report of the ACM Job Migration Task Force:  
Globalization and Offshoring of Software



- 대학 Governance -

교육공급자, 정부 권한 축소

산학협력 확대

A Report of the ACM Job Migration Task Force:  
Globalization and Offshoring of Software



미 국

일 본

독,핀,아일랜드

중 국

산업체가 대학에 donation (HW, SW, Source Code)

전통적으로 강한 실습교육 -- Killer Course (CA OS DB PL NETWORK)

학원 - 큰 시장 - 다양하고 우수한 강의

그래도 Gap (industry-university)

새로운 학과 – “IT Department” 신설 추세 – 親 industry 교과과정

SAP, Nokia, 산업체 중심 교과과정

OSS를 중요시

산업체가 대학에 donation (HW, SW, Source Code)

전통적으로 강한 실습교육

연구 – 실제 시스템을 만들며 연구

학원 - 큰 시장 - 우수한 교육 – Learning Tree International 사례

OSS를 중요시

Industry와 대학 교육간 gap이 심각 (교육부 조사 결과)

IT 학과 교과과정 신설추세

NPSS(National Pilot School of Software) 40여개 신설

OSS를 중요시 (대학마다 신설)

외국 현황



중국 CSE 교육과 실험실습



• 중국 CSE 지망자 급속히 하락

• 2004  Steering Committee 조사

What they learned in university is not relevant to job  

Everyone can program as well as CS graduates

CS major student can only do (simple) programming”

• 해결책
– IT 학과

– NPSS (National Pilot School of Software)

• 전국 30여개 주요대학

• 산업체 위주의 교육

중국 CSE 교육과 실험실습

CS (13%)  < CE (27%) < IT 학과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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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큰 시장 - 다양하고 우수한 강의

그래도 Gap (industry-university)

새로운 학과 – “IT Department” 신설 추세 – 親 industry 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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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를 중요시 – Linux, KDE, Suse …

산업체가 대학에 donation (HW, SW, Source Code)

전통적으로 강한 실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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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큰 시장 - 우수한 교육 – Learning Tree International 사례

OSS를 중요시

Industry와 대학 교육간 gap이 심각 (교육부 조사 결과)

IT 학과 교과과정 신설추세

NPSS(National Pilot School of Software) 40여개 신설

OSS를 중요시 (대학마다 신설)

외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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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핀,아일랜드

중 국

인 도

산업체가 대학에 donation (HW, SW, Source Code)

전통적으로 강한 실습교육 -- Killer Course (CA OS DB PL NETWORK)

학원 - 큰 시장 - 다양하고 우수한 강의

그래도 Gap (industry-university)

새로운 학과 – “IT Department” 신설 추세 – 親 industry 교과과정

SAP, Nokia, 산학 중심 교과과정

OSS를 중요시 – Linux, KDE, Suse …

산업체가 대학에 donation (HW, SW, Source Code)

전통적으로 강한 실습교육

연구 – 실제 시스템을 만들며 연구

학원 - 큰 시장 - 우수한 교육 – Learning Tree International 사례

OSS를 중요시

Industry와 대학 교육간 gap이 심각 (교육부 조사 결과)

IT 학과 교과과정 신설추세

NPSS(National Pilot School of Software) 40여개 신설

OSS를 중요시 (대학마다 신설)

IIT등 소수 대학만 우수한 교육환경

나머지 대부분 대학들은 우수교수 부족

IMPACT Project

냉전 – UNIX 강함

외국 현황



미 국

일 본

독,핀,아일랜드

중 국

인 도

산업체가 대학에 donation (HW, SW, Source Code)

전통적으로 강한 실습교육 -- Killer Course (CA OS DB PL NETWORK)

학원 - 큰 시장 - 다양하고 우수한 강의

그래도 Gap (industry-university)

새로운 학과 – “IT Department” 신설 추세 – 親 industry 교과과정

SAP, Nokia, 산학 중심 교과과정

OSS를 중요시 – Linux, KDE, Suse …

산업체가 대학에 donation (HW, SW, Source Code)

전통적으로 강한 실습교육

연구 – 실제 시스템을 만들며 연구

학원 - 큰 시장 - 우수한 교육 – Learning Tree International 사례

OSS를 중요시

Industry와 대학 교육간 gap이 심각 (교육부 조사 결과)

IT 학과 교과과정 신설추세

NPSS(National Pilot School of Software) 40여개 신설

OSS를 중요시 (대학마다 신설)

IIT등 소수 대학만 우수한 교육환경

나머지 대부분 대학들은 우수교수 부족

IMPACT Project

냉전 – UNIX 강함

외국 현황

실습도 매우 중요하다

OSS는 큰 기회이다

전국적으로

신속히 보급해야

중국 NPSS?     

인도 IMPACT?   

On-line OSS 교육



해외 온라인 사이트 활용?

1. 너무 비싸다

2. 영어문제

3. 시민권 문제

외국 교육 사이트의 문제점









반나절 수강료

100만원

+

여비/숙박비

학회 행사



On-line OSS 교육



On-line OSS 교육



On-line OSS 교육



On-line OSS 교육



해외 온라인 사이트 활용?

1. 너무 비싸다

2. 영어문제

3. 시민권 문제

외국 교육 사이트의 문제점

국내 온라인 OSS 교육 사이트



OSS 온라인 강의

누구나 동영상 올리게

평가, 보수 – 합리적으로



O L C   제공 과목 리스트 (예시)



Linux  강좌 리스트 (예시) 

• K 대학 OOO 교수

• S기업 OOO 엔지니어

• Redhat 

• MIT Open Courseware

• 비티컴퓨터

• C-홍경대

• S 기업 멀티캠퍼스

• 외국 Training Center



Open

• OSS는 기회다

• Open 강의 - 아무나 upload (산학연/외국)

• Open 수강 - 아무 과목이나 수강 (학사입학?) 

• Open 평가 - 투명한 평가 (by peers)

• Open 보상 - 투명한 회계 (click수보상)

• Open 운영 - 최대한 아웃소싱 (장소, 녹화, 방송)



OLC의 교과과정

한중일 OSS 포럼











선수과목 관계



NEA OSS Skill Set - Model Curriculum

Job Description

Masking Sheet



Masking Sheet



OLC의 기대효과

• 교육 소비자도 governance에 참여(평가, 교과목)

• 규모의 경제 – 커지게 만들어  교육의 質 제고

• 대학과 상호보완 - 대학은 기초이론/연구 – OLC는 Skill Set

• 교수에게는 연수기회 TTT(Teach the Teacher) 프로그램

• 서울대, KAIST, 포항대 학생들도 Skill Set 교육기회 제공

• 평등한 교육기회 – 지역 평준화

• 평생(계속)교육 – 고령화 사회 대비

• Convergence 시대 대비 – 無전공 無학과

• World Best Practice 지향 (외국 교육기관도 참여 가능)

• 북한 통일에 대비 – 북한 국민 생산력 향상



OLC가 성공하려면?

• 기업의 참여가 중요

– 기업체 전문가의 강의 참여

– Skill Set 인증시

• 취업. 승진, 연봉에 활용해야

– 더 좋은 대안?

• 대학

– 교수의 적극적 강의 참여

– 현장 교육 보완

– 인증 - 실습학점 부여



Thank  You

www.olccenter.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