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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DT) strategies on gaining a compet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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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We develop a service value proposition model by analyzing educational service elements to confirm 

the impact of DT in the classroom through case studies. This study focuses on educational services that 

DT has a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competitiveness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customers to engage 

in operational processes. This case study summarizes competitiveness using SWOT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analysis.

Results: The findings of the case study indicate that DT-enabled competitive factors contribute to an organ-

ization's competitive advantage. The study results present key resource as social cloud services, data combi-

nation, content sharing, and products/services. The online application that collects user data about education 

and shares class and evaluation information creates a new class operational process in the field of educational 

service for a value proposition of collection-merging-sharing with social cloud functio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good guideline for educational service providers inter-

ested in applying DT for improved customer satisfaction and educational organizations' competitiveness. In 

addition, the study findings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n SWOT approaches to changing 

the educational service provision ways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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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전반에 디지털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Chin and 

Lee, 2022; Rha and Lee, 2022). COVID-19의 시작과 함께 교육서비스 분야도 비대면 전환과 함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전환은 필수요인이 되었으며,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전략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Lee and 

Lee, 2020; Lee and Lee, 2021). 물론 COVID-19 이전에도 비대면 교육서비스가 이루어졌지만, COVID-19 이후

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서비스가 전분야로 확산되었다(Lee and Lee, 2021). 

COVID-19 이전의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면대면(face to face) 방식으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중요하였으

며(Lee et al., 2021), 이러한 교육 방식에서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간 또는 다른 학생들과 팀 단위의 과제수행을 하

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였다(Kim, 2019). 비대면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은 시간과 장소의 불편함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용 절감 및 자기학습방식(self-study)으로 개인 수준에 맞춰 스스로 학습 및 진

도관리를 할 수 있었다(Ku and Park, 2010).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간대 접속자 폭주로 인한 

일시적인 시스템 정지 및 시스템 운영관리의 미숙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학생의 집중도와 학업성과의 파악이 

어렵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한계점으로 제기되고 있다(KEDI, 2020).

Green(1998)은 각기 다른 소비자들의 욕구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가 높은 품질을 가지는 것이고, 

Lee(2017)는 교육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교육서비스도 일반 서비스처럼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육서비스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따라 교육성과 및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비

대면 온라인 교육서비스에서는 학습자와 교수자간 양방향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im 

and Park, 2019; Kim and Han, 2020; Lee and Lee, 2021). 비대면 환경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적절한 도구가 없으

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렵고, 교사가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도 학생의 참여가 없으면 교육서비스의 품질

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Lee and Lee, 2021; Kim, 2021a). 그러므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전략

과 새로운 지원도구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한계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Lee and Lee, 2021).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수요 증가는 디지털전환의 교육서비스 운영 프로세스가 변화되

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과 직원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언택

트 서비스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는 교육서비스 현장에도 필수적이며,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교육서비스에

서 적용되고 있다(Lee and Lee, 2020; Kim, 2021a). 또한 교육기관의 서비스품질 향상과 함께 교사와 학생간 커뮤

니케이션의 한계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이다.  

Porter(2014)는 정보기술에 의해 제품 혁명이 일어나며, 스마트기기와 연결된 제품이 새로운 경쟁시대를 열었다

고 하였다. 디지털 기술 변화는 서비스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Vial, 2019),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비대면 수

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디지털 기반 기술 또는 도구(화상회의, 클라우드 서비스, SNS 서비스 등) 등이 교육서비

스 제공방식에서 디지털전환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디지털전환은 교육서

비스의 참여자와 기관의 운영프로세스에 따라 차별적인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전환시 교육서비

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경쟁우위 요소를 분석하여 영역별로 차별화된 운영전략을 구축한다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업 또는 기관의 지속적인 품질개선의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질적 향상추구를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디지털 지원 도구의 

사례를 기반으로 Porter(2008)의 5가지 경쟁요인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디지털전환 경쟁우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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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가지 경쟁요인분석은 동종업계에서 특정 기업이 타 경쟁기업과의 차별적인 가치를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고, 

산업내 상대적 우위를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Chin and Lee, 2022; Son, 2021). 

본 사례연구는 다변화되는 교육서비스 제공 방식의 경쟁우위를 추구하기 위한 운영전략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떤 차별화된 경쟁요인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해법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디지털전환 도입을 고려하려 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

다. 또한 교육서비스는 모든 연령층에 적용되고 있어서 교육 콘텐츠(content)의 질적 향상 및 다양성이 필요한데, 디

지털전환으로 교육서비스 제공방식을 변경할 경우 어떠한 기회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어 실무적 관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2.1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기존의 업무와 정보를 전산화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업무처리와 사업 전략 및 운영방식, 비즈니스 모델 등을 새롭게 적용하고, 기존에 없던 혁신을 이루어 내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Lee et al., 2021). 그래서 디지털전환

은 고객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 영역뿐 아니라 개인의 생활영역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Lee and Lee, 2020; Matt et al., 2015). 

교육서비스 분야의 디지털전환 서비스는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줌(zoom)과 같은 온

라인 화상회의 및 교육지원 플랫폼은 COVID-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대면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급격

한 성장을 이루었으며(Lee and Lee, 2021), 모바일 기기의 확산은 실시간으로 비대면 학습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교육환경을 조성했다(Kim and Kim, 2018).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

과 연결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교육플랫폼의 활용성이 효과적인 운영프로세스 요인으로 부각되었다(Cai and Wang, 

2020; KEDI, 2020; Zhou et al., 2020). 

교육서비스는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교육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학습의 목적을 이루는 유무형의 서비스 활동이 

일어나는 과정이다(Lee, 2004). 그래서 일반 서비스와 동일하게 교육서비스도 참여자의 만족도를 개선하고 더 나은 

서비스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중이다(Lee, 2017). 디지털전환에 의한 고객화 관점의 새로운 서비스품질 차원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Park et al., 2021),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온라인 협업 도구에 대한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도 진

행되었다(Seo et al., 2022). 그래서 사용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교육자료를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고(Ngayen et al., 2015),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습자는 교수

자와 원활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시스템으로 개인화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여 과제 및 프로젝트를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하며,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Pocatilu, 2010). 디지털전

환으로 인한 교육환경변화는 단순히 정보를 전산화하는 것을 넘어서 온라인 학습공간의 편의성을 확장하고, 개인 클

라우드 공간을 통해 실습과 시연을 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습 도우미를 도입하는 등의 학습 환경과 

학습방법 그리고 학습도구 전반에 걸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Lee et al., 2021). 그리고 언택트 서비스 

전략을 비대면 수업에 적용하여 교육자료를 수집하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자료를 관리해야 하는 교수자들과 학습자

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Lee and Lee, 2020; Lee and Le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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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 분야에서 디지털전환이 중요함을 제시한 기존의 선행연구가 시사하는 점은 첫째, 교육서비스 산업에

서도 제공방식 수준에서 디지털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둘째, 교육기관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전환은 서

비스단계에서 가치창출과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셋째,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디지털전환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서비스, 수업 운영전략, 자료관리 및 전달방식, 성과평가분석 등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서비스 분야에서의 디지털전환도 다른 산업분야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고객참여, 서비스품질 경쟁우위 창출,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발굴 기회 등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서비스 분야에서의 디지털전환은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과 지속적인 비즈니스 영위를 위한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2 경쟁우위이론

Porter(1985)는 정보가 경쟁우위를 제공한다고 하였고, 유비쿼터스, 인터넷의 등장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두 번

째 혁신을 이뤘다고 보았다(Porter, 2001). 이러한 두 가지 변화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산업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관

련 분야의 성장을 촉진시켰으나, 가치사슬이 변화되는 만큼 제품 자체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와 연결된 제품의 등장은 경쟁우위에 변화를 주는 요소로 등장했다(Porter, 2014). 즉,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갖

기 위해서는 경쟁기업과 동일한 제품이나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

안하여 다른 경쟁기업과 차별화되거나 고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Lee and Lee, 2020).

COVID-19로 화상회의 도구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교육서비스 분야의 

디지털전환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KEDI, 2020). 이로 인해 교육서비스 산업도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쟁적 

환경에 놓여있다. 그러나 교육서비스 분야의 특성 때문에 디지털전환 서비스 경쟁력이 경쟁자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어렵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서비스 품질의 효과성을 검증하기가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Lee, 

2017; Lee et al, 2021). 

최근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디지털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적자원으로 구성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서

비스를 디지털 스마트 교육에 적용하고 있다(Kim, 2021b). 디지털 교육서비스의 품질은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교육준비, 수업운영, 자료전달 그리고 성과평가’라는 동일한 운영프로세스를 통해 가치를 

제안하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하나의 서비스산업 분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디지털화된 교육자료의 

수집 및 병합 그리고 양방향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사가 수업준비, 수업과정, 수업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동종의 서비스 산업분야로 보고 디지털전환에 따른 언택트 교육서비스품질 경쟁력 개선방안을 분

석하고자 한다.

Poter(2008)가 제안한 5가지 경쟁요인모델은 동종산업에서 경쟁기업 간 내외부적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산업의 

경쟁구도 안에서 상대적 우위와 지위를 형성하는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Chin and Lee, 2022; Son, 2021). 경쟁요

인은 구매자 교섭력, 산업내 경쟁자의 경쟁, 신규 진입자의 위협, 대체품의 위협, 공급자 교섭력인데, 산업의 경쟁은 

이 5가지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Porter, 2014). 스마트기기와 양방향으로 연결된 플랫폼 서비스는 교육서비스 산

업에서 고객을 더 잘 이해하고,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더 간결한 프로세스를 제공한다면, 결과적으로 구매자

(학생 및 잠재 고객) 교섭력을 확보하고, 경쟁기업 간의 경쟁에서 앞서나가며, 신규진입자를 조기에 차단하고, 기존

의 서비스를 대체하며, 공급자 교섭력을 증대하여 서비스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Porter, 2014).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Poter(2008)의 5가지 경쟁요인분석 모델을 통해, 교육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의 사

례(W사)를 비교 분석하여 경쟁우위 요소를 살펴보고 차별화된 운영프로세스를 설명하고자 한다. W사는 교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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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통하여 고객과 공급자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 결과를 제공하며, 다양한 종류의 파일을 웹표준 방식으로 한 

번에 게시하는 프레임을 교육분야에 적용하여 서비스 운영프로세스 혁신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 기업이다. 새로운 자

료관리와 연결방법으로 디지털 기반의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모델을 구축한 W사의 언택트 수업운영 프로세스를 사

전단계, 현장단계, 사후단계로 나누어, 교사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수업의 가치사슬로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W사는 양방향으로 연결된 개인 클라우드 공간에 SNS 기능을 추가한 소셜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서비스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업계의 경쟁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운영프로세스와는 서비스 

가치창출에서 차이점이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각자 개인의 자료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셜클라

우드 서비스를 적용한 기업 운영사례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디지털전환 서비스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

여 선정하였다. 

3. 사례연구

W사의 디지털전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1)기업분석, 2)디지털전환 기술 및 서비스 상황, 3)교육서비스 산업분석, 

4)경쟁요인도출, 5)고객서비스 가치제안모델로 구성된 5단계 절차로 진행하였다. W사에 대한 자료는 창업자와 공동

대표를 인터뷰하여 수집하였으며, 기업이 게시한 정보 및 보도 자료를 참고하였다. W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교육기

관의 교직원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사항을 <그림 1>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다.

1. Company Status Analysis

▼

2. DT Technology and Service Status

▼

3. Comparative Analysis of Educational Service Industry

▼

4. Derivation of Competitive Factors(5Fs)

▼

5. Service Value Model Proposition & SWOT

Figure 1. Research Model for Case Analysis

3.1 기업현황

W사는 창업자의 특허에서 시작한 회사이다. 2006년 ‘웹사이트 3.0 콘셉트 특허를 출원 후 등록하고, 2009년 사

용자 중심 콘텐츠 플랫폼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 사업화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012년 웹 2.0 Enterprise

에 한국대표로 참가한 후 사업화를 거쳐 2019년 W사 법인을 설립하며 스타트업을 시작하였다. 

W사는 소셜클라우드를 개발하여 교육서비스 플랫폼을 런칭하여 학생, 교사 그리고 교육기관(학교 및 학원)에서 

통합적인 수업운영 지원도구로서 개인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W사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갖는 차별적인 

디지털전환 기술은 웹표준기술을 활용한 인바인더(자료수집, 저장 및 공유)기술이다. 자사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집한 다양한 파일과 영상콘텐츠 링크 등을 웹에서 병합하고 나열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기능(바인드)을 부여

한다. W사는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모바일, PC, 태블릿)에서 바인드된 웹문서를 확인(뷰어)할 수 있고,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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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장된 파일이나 바인드 문서는 통합 검색 및 공유가 가능하다. 또한 라이브톡(화상수업), 공유메모, 공유폴더, 

메시지 기능을 부여하여 수업에 필요한 디지털 요소를 갖춘 교육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개인 사용자가 쉽게 정보를 융합하여 제공하는 프리젠테이션 뷰어도 제공한다. 특히 

인바인더 애플리케이션이 생성하는 개인별 인바인더 정보를 기반으로 통합적 수준에서 교사가 학생의 학습상황을 

파악하거나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소통할 수 있다. 현재, 인바인더 통합서비스 앱의 회원수는 약 1만 2천여 명이

며, 이를 기반으로 B2C(business-to-consumer)와 B2B(business-to-business) 형태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

다. W사의 일반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Characteristic Company W (Aug.2022)

Sectors Software development and supply

Founding year February 2019

Office location Guro-gu, Seoul

Numbers of employees 25 people

Capital 589,925,000 KRW

Table 1. Overview of Case Company

3.2 디지털전환 기술 및 서비스 현황

W사의 소셜클라우드 서비스인 인바인더 기술은 클라우드 저장 기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한다. 첫 

번째 기능은 ‘스크랩 기능(수집)’이다. 웹에서 검색 또는 이미지 자료를 모을 때 버튼 하나만으로 스크랩하여 바로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다. 두 번째는 저장된 자료들을 보다 빠르게 찾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

인드 기능(병합)’이다. 이 기능은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자료들을 하나의 파일로 묶을 수 있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원하는 수업자료만 골라 보기 편하게 하나의 웹문서(바인드)로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준비에 필요한 많은 자료

들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할 수 있고, 나중에 통합 검색도 가능하며, 수업내용 흐름 구성을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내 파일 및 바인드 문서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쉐어 기능(공유)’이다. 이 기능을 통해 클라우드에 있는 

자료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줌메시지 등 링크만 전송해도 특정인과 공유할 수 있다. 자료 정리가 어려웠던 교사 

및 학생들에게 인바인더의 스크랩, 바인더, 쉐어 기능은 수업 준비 및 운영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또한 포트폴리오를 

위한 자료 정리를 지원하고, 프리젠테이션 기능도 별도의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인바인더 기능을 기반으로 학교 및 수업 운영에 필수적인 수업닷컴, 입학닷컴, 캠프닷컴, 공모닷컴과 같은 다

양한 교육지원서비스를 런칭하여 대면/비대면 수업을 지원하는 다른 경쟁자와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안한다.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의 연결프로세스는 검색-다운로드-저장-업로드-조회의 5단계 절차가 필요하였다. W사의 

소셜클라우드 서비스는 검색-저장-조회(공유) 3단계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자료 수집 및 공유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이는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저장 기능에 SNS 기능을 추가하여 소셜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칭하였기 때문에 가능

한 서비스이다.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수업자료 수집 및 주제에 맞는 다양한 파일, 자료의 병합(바인드) 및 공유 

전달과정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교육기관의 교사 및 학생이 소속된 클라우드 자료를 확인하고, 진학 후에 준비할 

포트폴리오나 취업을 대비하여 통합된 클라우드 자료는 개인 사용자별로 맞춤화된 소셜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용 클라우드 서비스의 운영프로세스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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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s Cloud Service Connect Precess

Search -> Download -> Save -> Upload -> View

Social-Cloud Service Connect Process

Search   ->   Save   ->   View(Share)

Figure 2. Social Cloud Service Connect Process (Resourced by W company)

W사의 앱서비스는 다양한 데이터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교육 데이터 요소를 통해 고객을 교육서비스 프로세스 절

차에 참여시킨다. 수업 전에 웹과 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인드 기능으로 병합하여 수업자료를 만들고, 수업시간

에 활용하거나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 수업 진행시에는 PC 및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고 공유하여 학생들

을 온라인 수업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피드백과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수업자료 

및 학습자의 과제물도 소셜클라우드에 공유할 수 있다. 이후 진행되는 과정평가와 과제물의 제출도 교사 및 함께 참

가한 학생들의 협업을 통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온라인(화상)수업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수행될 

수 있다. 교수자 및 학습자는 개개인의 수업자료 및 개인 자료, 평가결과 및 과제 등을 개인의 클라우드에 저장하며, 

수업이 종료된 후와 종강 이후에도 개인 클라우드에 자료를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클

라우드 사용내용과 용량은 소속된 교육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다. 소셜클라우드 교육서비스의 운영프로세스에서 디

지털전환 요소를 적용한 항목 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Service Element DT Element Education Element

Data Collection Class Preparation Materials
Data Collection Patent & 

Web Standard Tech.

Data Bind & Contents
Educational Materials 

& Class Materials

Merge Heterogeneous Data and

Integrated Mgt. of Educational Content

(Document/Image/Video/PPT)

Data Sharing
Class Materials

School & Student Information
Class Created Bind & Contents

Data & Product Viewer/Messenger/Storage
Social-Cloud Service

Scrap-Inbinder-Shared Content

Performance 

Evaluation & Storage

Personal Performance Evaluation

Learning Result Storage Mgt.

Storing Personalized Learning Materials

Post-Class Data Mgt.

Table 2. W Company's DT and Education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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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참여 프로세스는 Lee and Lee(2021)가 제안한 ITO(input-transformation-output) 모형을 적용하여 설명

할 수 있다. 즉, 투입(input)자원이 산출결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ITO모형은 교육서비스의 가치사슬에도 설

명이 가능하다(Lee and Lee, 2021). 조직은 목적에 맞게 투입(input)요소를 변환과정(transformation)을 통해 산출

물(output)을 생성하게 된다. W사의 소셜클라우드 서비스프로세스는 다양한 종류의 파일을 하나의 콘텐츠로 바인드

하고, 공유할 수 있다. 자료가 수집되는 과정은 투입과정으로, 병합과정은 변환과정으로, 공유과정은 산출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W사의 차별화된 소셜클라우드 기능을 ITO모델에 적용하면, 자료의 수집과 확산이 반복적으

로 일어나는 소셜클라우드 서비스(social cloud service, SCS)모델로 정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대면 교육에서 

교육자료의 준비와 학습 그리고 성과평가는 투입-변환과정-산출의 소셜클라우드 서비스 프로세스를 거친다. W사의 

소셜클라우드 서비스를 ITO모형에 적용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Figure 3. Social Cloud Service Model in ITO Process

3.3 동종업종 비대면 교육플랫폼 비교분석

교육서비스에서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도구로는 AA, BB, CC, DD 등

이 있다. 이들 온라인 서비스는 각각의 장점을 기반으로 비대면 수업을 지원한다. AA은 화상회의 기능을 기반으로 

실시간 온라인 수업 및 소통을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BB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수업지원솔

루션으로 초등 및 중등학교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업개설, 화상수업, 자료공유, 채팅창, 게시판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

공한다. CC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교육콘텐츠를 기반으로 온라인 교육지원 및 운영서비스를 제공한다. DD는 서울

시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시스템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며 전자판서 기능을 지원하

고, AA와 CC의 장점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육서비스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는 교육서비스들은 서로 유사한 특성이 있지만, 경쟁력을 주도하는 서비스 가치를 제안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된다.



Chin et al.: Competitive Advantage Strategy of Educational Service Quality on Digital Transformation : Focusing on W-Company  851

AA BB CC DD W Company

Info. Class Video
Class Information

and Support
Education Content

Class 

Information

and Support

Class Material &

Shared Folder

Tools
Web & App

Platform
PC Video Content PC

Web & App

Platform

Space
Online 

Connect

Online Connect

& Classroom
Download

Online 

Connect

& Classroom

Online Connect, 

Classroom

& Social Cloud

Differen

tiation

Global 

Company

(Video 

Meeting)

Ministry of Education

Affiliated 

Organization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Korean Education

Broadcasting 

Corporation

(Content Specialization)

Seoul City

School District

(High School 

Specialty)

Cloud base 

Service

Review N/A Delete after Evaluation N/A
Delete After 

Evaluation

Cloud Storage

and Save Link

Table 3. Similar Education Digital Services Analysis

3.4 경쟁우위 요소 도출(5F)

교육서비스 현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가 부재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비대면 교육에서 다면화되는 소통채널의 특

성에 그 이유가 있다. 비대면 교육채널은 자료의 제공자와 소통의 유형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Lee and 

Lee, 2021). 예를 들면, 교사-학생 / 교사-학생들 / 학생-교사(학생) / 학생-학생들(팀과제)의 경우의 수가 있다. 현

재 비대면교육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는 4가지 소통의 경우를 한 번에 지원하는 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이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모두 여러 종류의 플랫폼을 소통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비대면 교육현장에서 양방향소통이 

가능한 소셜클라우드 기능이 필요한 이유이고, 새로운 서비스 기회와 경쟁우위 요소가 도출되는 점이다. 교사와 학

생간, 학생들 팀원 간에 학습 목표를 세우고, 상호간의 자료 공유와 소통채널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소셜클라우드가 

참여자들의 편의성과 성과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W사의 자료 공유를 예로 들면, 교사가 자료를 게시하는 경우 1인을 지정해서 이메일 및 바인드 링크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고, 다수의 학생에게 자료를 공유할 경우 공유폴더에 한 번에 업로드 할 수 있다. 학생이 학생에게 자료

를 공유할 경우에 개인이나 다수의 팀을 지정하여 메시지나 바인드 문서를 공유하고, 교사를 포함한 다수에게 자료

를 공유할 경우, 교사와 같이 공유폴더에 한 번에 업로드 할 수 있다. 다만, 교사만 파일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교사

가 리더폴더를 별도로 설정하여 학생들이 서로 볼 수 없도록 과제와 평가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수업 과정에 대한 기록은 기존의 단일 시험평가와는 다르게 학습 과정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학습자와 

교수자간 정보공유를 통해 서비스품질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이러한 양방향 플랫폼 기능은 수업기간 동안 

학습자와 교수자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선된 결과를 만들 수 있으며, 협업을 통해 학생의 프로젝트 결과물과 포트

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다. 또한 학기말에 모든 참여자가 프로젝트 결과를 공유하여 투표가 진행되는 공모전을 진행

하는 경우 공모닷컴의 기능을 활용해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자료 게시자와 자료 수용자의 사이에서 발생하

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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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Provider

Data Receiver
Teacher Student

One(Teacher or Student) Email / Bind Share Message / Bind Sharing

Multi(Teacher & Students) Shared Folder
Gongmo.com (View all)

Leader Folder (View only the Teacher)

Table 4. Communication Types and Methods of Non-face-to-face Education

  

디지털전환으로 데이터 제공자와 분석자 그리고 분석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비용을 지불하는 기관 등이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사의 소속과 수업은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제품 및 서비스

의 사용자가 자료의 보관 및 병합 그리고 공유에 있어 양방향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교육기관에서 소셜클라

우드를 활용한 디지털전환 과정이 교육서비스 산업 내에서 경쟁우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

다. 즉, 교육서비스 산업의 변화와 성장요인, 디지털전환 기술의 등장, 교수자와 학습자간 파트너십 형성, 고객의 교

육정보 생성 및 활용 등을 고려해야 경쟁우위 요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의 스마트기기와 연결된 교육서

비스의 5가지 경쟁요인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W사의 소셜클라우드 서

비스는 교육기관의 수업자료 저장 및 공유가 가능한 수업닷컴을 서비스하며, 학생모집시에 필요한 개인 맞춤형 전형

정보 수집 서비스로 입학닷컴, 공모전을 할 수 있는 공유 폴더와 공모닷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특별캠프를 지원하는 캠프닷컴 서비스도 있다. 

W사의 경쟁우위 요소를 5가지 경쟁우위 요소로 기반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자 측면에서 수업닷컴

은 무제한 클라우드를 학교단위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제공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별도의 클라우드를 구매하지 않아

도 되기 때문에 경쟁우위가 있다. 이는 교내의 모든 USB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며, 보안에도 유리하기에 산업 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공급자 교섭력 측면에서 입학닷컴은 입학전형시 불특정 다수의 지원자가 학교나 기

관에 다양한 미디어 파일을 제출하고, 자동으로 분류되어 심사자들의 편의와 전형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공급자 

교섭력을 확보한다. 셋째, 신규 진입자 측면에서 공모닷컴은 교육기관의 추가적인 비용없이 공모전을 진행할 수 있

도록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시장을 선제적으로 점유하며, 신규 진입자에게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다. 넷째, 구매자 측면에서 캠프닷컴은 특정 고등학교에 관심이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가 주관하는 비대

면 방학캠프를 사전에 진행하여 지원자를 미리 확보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구매자 교섭력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

으로 대체품 측면에서 인바인더의 3가지 기능은 수업자료를 각각의 파일 및 병합된 자료로 보관할 수 있어 교육자료 

보관에 대한 대체품 특성을 갖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림 4>는 Porter(2008)의 5가지 경쟁우위 요소를 기반으

로 동종기업의 교육서비스 산업에서 서비스 경쟁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이다.

Threat of New Entrants

(공모.com)

Bargaining Power of Buyers

(캠프.com)

Industry Rivalry

(수업.com)

Bargaining Power of Suppliers

(입학.com)

Threat of Substitutes Inbinder 3 

Functions(Scrap/Bind/Share)

Figure 4. 5-Forces Analysis of W-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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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산업내 경쟁 : 수업닷컴

W사는 수업닷컴 서비스를 런칭하여 교사들의 현장수업 및 비대면 수업을 지원한다. 교육자료의 수집-병합-공유

를 클라우드 공간에서 진행하여,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 결과 보안, 바이러스 안전, 분실우려방지, 학

생들과의 공유, 영상라이브톡(화상수업)을 온라인에서 진행하여 수업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며, 학생들과의 양방향 소

통을 돕는다. 

3.4.2 대체재 위협 : 인바인더

W사는 인바인더 기능으로 수집-병합-공유된 수업자료를 각각의 파일 및 병합된 자료(바인드)형태의 웹파일로 보

관하므로 언제든지 수정과 공유가 가능하다. 개인별로 구분된 파일 및 클라우드 안에서 통합검색 및 자료관리 또한 

가능하다. 향후 자료의 누적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개인맞춤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로

봇을 활용한 자료수집 및 병합자료 생성을 준비 중이다. 

3.4.3 공급자 교섭 : 입학닷컴

W사는 입학전형자료를 전송하고 수집하는 입학닷컴 솔루션을 런칭하였다.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서 많은 지원자

의 다양한 디지털 포트폴리오 및 자기소개 영상파일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개선하는 입학닷컴은 

자동으로 다양한 전형별로 서류를 분류하고, 필요시 지원자의 파일을 쉽게 검색하여 교사들의 전형업무를 획기적으

로 절감시키고, 입학단계에서 학생자료를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이는 전형담당자 및 심사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

대화하여 교육기관이 연관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3.4.4 구매자 교섭 : 캠프닷컴

캠프닷컴 서비스는 비대면캠프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을 런칭하였다. 캠프를 주최하려는 기관이나 

학교는 인바인더 기관 아이디를 생성 후 캠프를 운영할 수 있다. 서울에 있는 영상미디어 고등학교는 코로나 기간에

도 방학기간에 비대면 캠프를 운영하여 입학전형을 연계함으로써 학생모집에 경쟁력을 높였다.  

3.4.5 잠재적 경쟁 : 공모닷컴

공모전을 개최하려는 교육기관은 인바인더의 공모기능을 활용하여 교내 공모전이나, 대외 공모전을 쉽게 진행할 

수 있다. 학생들은 공모전 주최자가 공개한 공유폴더에 파일을 선택하여 이동하기만 하면, 공모전에 신청이 된다. 번

거로운 회원가입이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내부 메시지와 알림을 통해 공모전 운영자와 소통할 수 있다. 

<표 5>는 앞에서 논의된 디지털전환 서비스요소와 인바인더 서비스의 5가지 경쟁요인을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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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orces DT Elements W Company

Industry Rivalry Mobile Application
수업.com(Korean Domain)

Education Cloud Service

Threat of Substitutes Data Utilization
Inbinder 3 Functions:

Scrap / Bind / Share

Bargaining Power of 

Suppliers

Educational Institution Information

Ex) Recruitment Guideline

입학.com(Korean Domain)

Educational Institution 

Selection Service

Bargaining Power of 

Buyers

Non-face-to-face 

Education Solution

캠프.com(Korean Domain)

Individual Customer Camp Service

Threat of New Entrants

Personalized Education 

Cloud Products

Personal Cloud Space

and Integrated Search

Individual Participation 

Contest Service

공모.com(Korean Domain)

Shared Folder

Table 5. DT Service Elements of 5 Forces

3.5 가치모델 제안

3.5.1 고객참여 프로세스

소셜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교육기관의 교사와 학생은 사용자로서 수업에 참여하는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

된다. 교사가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전단계-수업단계-사후단계의 3단계로 프로세스를 구성하여 고객가

치창출 모델을 구분하고(Lee, 2019), 디지털전환을 기반으로 고객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운영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고 보았다(Chin and Lee, 2022). 이 과정을 비대면 수업에도 적용하면 수업전단계(pre-service), 수업단계

(present-service), 수업후단계(post-service)로 구분하여 고객 참여형 수업운영프로세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며, 

단계별 세부사항에 대한 특성은 다음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사전단계 서비스(Pre-Level Service)

인바인더는 사용자가 수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저장 및 편집하여 바인드를 만들어 콘텐츠를 

생성한다. 병합된 바인드 문서(링크라이브)를 수업 전이나 진행과정 중에 학습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 일반적인 대면

수업에서는 교실에서 수업참여자가 만나서 교육서비스가 실행되면, 수업종료와 함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그

러나 소셜클라우드는 교사가 수업자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바인드하여 수업의 흐름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바인드가 생성되는 즉시 웹페이지가 생성되어 콘텐츠의 기능을 하게 되고, 블로그 페이지와 같은 수업

의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또한 생성된 바인드 링크를 학생들에게 미리 공유하여 수업단계를 준비할 수 있어서 학생

도 교사가 보낸 링크를 수업 전에 예습을 할 수 있고, 링크를 저장할 수 있으며, 수정하면서 수업을 준비할 수 있다. 

현장단계 서비스(Present-Level Service)

수업현장단계에서 교사와 학생은 온라인/오프라인 방식으로 비대면/대면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이 진행되는 현장

단계에서 줌이나 W사의 라이브톡(화상수업)이 진행되며, 링크형태의 바인드 문서로 수업을 진행한다. 웹표준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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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바인드 링크(링크라이브)는 수업 중에 양방향으로 교사와 학생사이에 전달이 가능하며, 자료

를 수신하는 학생은 자신의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별도의 뷰어 필요 없이 웹페이지 형태로 자료를 볼 수 있다. 

사후단계 서비스(Post-Level Service)

수업 후 사용자는 바인드된 수업자료를 한줄 링크형태(링크라이브)로 저장할 수도 있으며, 링크문서에 포함된 파

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도 있다. 링크라이브 문서의 구성을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든 과정은 

참여자가 주도할 수 있으며, 강의가 종료된 이후, 또는 종강 이후에도 수업자료, 과제자료 등을 수정 및 보완하여 진

학 및 취업 시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 있다. 생성된 링크문서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줌채팅창 등을 통

해 전송이 가능하며, 별도의 뷰어 없이 웹페이지 형태로 다양한 수업파일을 볼 수 있다. 또한 특별교과의 경우 학생-

교수자간, 학생-학생간 팀별과제의 기록이 모두 남아 있기 때문에 과정평가의 근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 협업을 통

해 새로 만들어진 바인드 문서는 새로운 스토리흐름을 갖는 콘텐츠로서의 성격도 갖게 된다. 고객참여 교육프로세스

의 사전-현장-사후단계 서비스를 정리하면 <그림 5>와 같다.

Pre-Level Service 

>

Present-Level Service

>

Post-Level Service

Data Collection[Scrap]

Competitors O
Classroom

1. Teacher

2. Student

3. Classroom

4. Materials

5. Evaluation

Storage After Class & Semester Closing

1. Grade Data

2. Admission Data

3. Employment Data

4. Portfolio Data

5. Publish Contents

Contents Bind & Save[Bind]

Competitors X

Data Sharing[Share]

Competitors △

Competitors △

W company O

Competitors △

W company O

Competitors X

W company O

(O:서비스 제공 △:부분적 서비스 제공 X: 서비스 불가)

Figure 5. Customer Participated Education Process 

3.5.2 가치수준별 관리항목

고객수준(Customer Level)

고객은 인바인더를 사용하며, 수업준비와 운영, 자료공유의 편의성을 경험한다. 교수자와 학습자는 정형화되지 않

은 수업의 평가 및 과정관리에 필요한 가시적인 기록 결과와 진행과정에 대한 참여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참여자

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물에서도 명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습자들이 자기만의 

산출물(output)을 갖게 된다. 

정보수준(Information Level)

정보수준에서 사전-현장-사후단계를 거치며, 수업자료는 개인 참여자들의 학습과 과제 그리고 인지된 학습에 따

라 바인드 문서가 개선된다. 투입된 자원은 수업기간 동안 변환과정을 거치며 참여자 개인별로 산출물을 갖게 된다. 

산출물은 기존의 학생 성장 및 수료증 같은 증명서뿐만 아니라 수정된 자료, 개인의 포트폴리오, 영상자료,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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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한 자료, 창작한 이미지 작품, 음성 및 음원자료 등으로 풍성한 결과물을 개인별로 다르게 성과물로 구축할 수 

있다. 이는 강의가 종료되는 시점에 사라지는 경쟁사 플랫폼들과 달리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되며 이후 추가적인 개

선과 보완작업을 통해  학습자의 성장과정과 진로 및 취업에 필요한 평가 및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서비스 및 제품수준(Service & Product Level)

인바인더 서비스 및 개인클라우드 플랫폼은 사전단계에서 스크랩-바인드-쉐어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수업

을 지원한다. 현장단계에서 다양한 파일을 웹상에서 볼 수 있는 뷰어를 지원하며, 프리젠테이션 모드는 문서파일, 음

성파일, 이미지파일, 영상파일까지도 프로그램 전환 없이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참여자의 활동기록과 기관

소속자의 결과물은 저장되어 평가자료 및 기관의 활동내역자료로 관리된다. 제품과 서비스 수준을 지원하기 위한 결

제기능, 통합검색기능, 광고시스템, 인공지능 그리고 NFT(non-fungible token)까지 통합적으로 갖출 예정이다. 앞

에서 논의된 디지털전환 교육서비스 가치제안모델을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Service Value 

Proposition

Pre-Level 

Service
Present-Level Service Post-Level Service

Customer Level

ž User 

Convenience  

Enhancement

ž Educational Material

ž Education Field

ž Performance Evaluation & Personal 

Data Management

Information Level

ž Public Data

ž Sharing Class 

Materials

ž Student Records

ž Teacher Records

ž Evaluation Records

ž School Records

ž Secondary Generation Bind & Merge

ž Storage of Course

ž Evaluation Information

Service & 

Product Level

ž Inbinder Cloud 

Scrap/Binder/

Share

ž Personal Study and 

Lectures

ž Video Solution 

(Educational Content)

ž Institutional/Private Cloud Service

ž Evaluation/School Competition 

Service

ž Storing Results and Managing 

Portfolios

Table 6. DT Service Value Proposition Model

3.5.3 가치모델제안에 대한 SWOT 분석

교육서비스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가치모델제안을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분석하기 위해 SWOT(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모형을 적용하였다.  교육서비스 가치제안모델은 서비스 사전/

현장/사후 단계로 구분하고 각 시간대별 서비스 가치를 제안하여 고객/정보/제품 및 서비스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운영프로세스의 세분화는 디지털전환 서비스의 중요성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객, 정보, 

제품 및 서비스 레벨의 각 프로세스에서 관리 요소를 분류하여 단계별로 제안되는 가치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서비스도 비대면 수업을 중심으로 사전단계와 사후단계가 파일과 영상이라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확장된 디지털전환 서비스 환경에서 W사의 장단점을 SWOT 분석을 통해 정리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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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Strength)

소셜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사전단계-현장단계-사후단계에서 자료의 연결성을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 네

트워크의 정보전달에서도 소셜클라우드에 적용된 한줄의 링크로 다양한 파일과 콘텐츠를 연결한다. 교육자료의 수

집 및 통합, 그리고 편리한 프리젠테이션 기능은 수업참여자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웹기반의 유연성으로 다양한 디

지털 기기에서 호환성의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뷰어를 제공한다. 이러한 편의성 및 효율성 그리고 호환성에 

기반한 서비스의 확장성은 학습기간 동안 누적되는 과정평가 및 프로젝트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W사는 교육서비스

에서 필수적인 수업운영에 수업닷컴을, 입학전형서비스에 필요한 입학닷컴을, 캠프운영에 필요한 캠프닷컴을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공모닷컴을 플랫폼으로 운영중이다. 그러므로 교육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기능들을 포트폴리오로 

갖추고 있는 점을 강점요인으로 볼 수 있다.

약점(Weakness)

사용자들에게 생소한 소셜클라우드의 개념이 서비스로 제안되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경험을 익숙하게 하는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약점이 존재한다. W사는 회원가입과 동시에 무제한 클라우드 용량을 제안하며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처음 인터넷을 사용할 때와 유사한 초기 시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회(Opportunity)

교육서비스의 준비자료와 결과물이 콘텐츠 제작 및 생산의 시대가 되어 교수자와 학생 모두에게 개인 클라우드공

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저장 기능으로서의 클라우드 공간을 넘어 수집한 콘텐츠의 병합 및 구성 

편집이 가능한, 한 단계 발전된 클라우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기회요인으로 볼 수 있다. 

위협(Threat)

교육서비스 시장에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사한 디지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경쟁자도 있지만, 

잠재적인 교육서비스의 거대 경쟁자도 진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구글, 노션, 카카오, 네이버 등은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서비스 시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이 잠재적인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SWOT 관점의 강약점과 기회위협요인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Strength Weakness

ž Easy data collection and management

ž Various connection and sharing functions

ž Provide course evaluation process

ž Specialized in the field of education service

ž Early market characteristics(Risk)

ž The awkwardness of the new UX

ž Unfamiliar social cloud concept

Opportunity Threat

ž The era of personal content

ž Competitive service fee-for-service

ž The emergence of similar services

ž The entry of a huge competitor

Table 7. SWOT Analysis of Social Clou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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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한계점

교육서비스 분야의 디지털전환은 COVID-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고, 비대면 수업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급

격한 코로나 상황과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교수자와 학습자간 비대면수업에서 소통과 의사표현에 따른 불편과 비효

율을 경험하였다. 그래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를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업지원도구가 필요해졌고, 그 중요성

이 증대되고 있다. 디지털 도구의 발전은 스마트한 연결과 교육서비스 운영프로세스를 통해 사전-현장-사후로 구분

하여 개선될 수 있으며, 최근 디지털전환으로 인해 교육서비스 분야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양방향 교육서비스 유

형이 확산되고 있다. 즉, 수업운영자와 참여자 사이의 교육콘텐츠를 매개한 협업을 지원하는 양방향 수업과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개인 학습과 성장 방법에 프로세스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W사는 소셜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고객가치를 제안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서비스

를 제공한다. 이러한 교육서비스의 새로운 운영프로세스는 자료의 보관, 수집, 병합, 공유, 관리가 지속 가능하며, 각 

단계별로 정량화가 가능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고객가치를 제안한다. 교육에 대한 사용자의 데

이터를 수집하고 수업 및 평가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은 소셜클라우드 기능으로 수집-병합-공유의 가

치제안을 창출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W사에 대한 분석결과, 첫째, 교육에 대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업 및 평가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애플

리케이션은 새로운 수업운영 프로세스를 창출하여 새로운 가치제안을 찾는 교사와 학생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디지털전환 수업 운영방안은 교수자가 새로운 개인의 수업자료를 공유하여 학생에게 전달

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였다. 학생은 업데이트된 자료를 기반으로 새롭게 수정하고 학습하는 최적화된 클라우드 

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교사-학생-학교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접점을 사전-현장-사후로 확대하여 다양

한 수업 및 평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셜클라우드 기능은 기존에 교사중심의 

학습에서 학생중심의 커리큘럼을 제안해 학습과정에서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교육가치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에 교육 데이터는 교실에서 생산되고 보관되었다. 다양한 소셜클라우드 기능이 갖는 서비스 가치는 장

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수업이 이루어지며,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클라우드에 기반하고 있다. 교실이 없는 수업 

과정은 원거리에 있는 학생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학교에서 제안하는 서비스에 새로운 교육서비스 가치를 창출한다. 

더 이상 교실은 교육의 필수적인 경쟁우위 요소가 아니며 학교라는 장소도 경쟁우위의 요소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은 일방적이고 평균적인 교육이 증가하는 교육의 사회적 비용과 감소하는 학령인구에 대응하는 글로벌 교육 시

장에서 디지털전환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고객가치모델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셋째, 고객 수준에서 사전단계, 현장단계, 사후단계를 거치면서 학생은 수업에서 자신만의 결과물을 갖게 되며, 교

사는 수업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게 된다. 참여자 모두 자료에 근거하여 상호적인 소통을 하는 비대면 자료 참여형 

수업은 그 영상 자체로써 콘텐츠의 기능을 갖게 되며 참여자가 2차로 생산하는 콘텐츠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갖게 

된다. 이것은 정보수준에서 수업에서 각 단계를 거칠수록 더 나은 수업결과물을 가시적인 성과로 생산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것은 “측정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의 지표를 만들어 냄으로써 평가도구가 될 수 있으며, 참여를 통한 자료

의 점진적인 개선은 과정평가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선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넷째, 사례기업을 SWOT모형에 적용해서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분석해본 결과, 서비스 도입초기에는 사용자

가 이 시스템에 익숙해져야 하는 약점이 존재하지만, 자료수집 및 관리에 편리성이 있고, 링크로 다양한 파일과 콘텐

츠를 공유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특히 교육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는 클라우드 기업으로서는 경쟁력이 있



Chin et al.: Competitive Advantage Strategy of Educational Service Quality on Digital Transformation : Focusing on W-Company  859

다고 평가된다.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개인 콘텐츠가 중요해지는 시대적인 상황은 기회요인이 될 수 있으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진입하는 것은 위협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WOT분석과 ITO분석을 병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SWOT분석은 소셜클라우드 서비스

의 전체적인 효과를 분석할 수 있고, 비대면 교육서비스 관점에서 강점과 기회요인을 통해 경쟁우위 요인을 파악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SWOT분석을 기반으로 W사에 대한 경쟁우위 요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ITO분석은 개별적인 

산출물에 대해 측정가능한 결과를 분석할 수 있고, 수업준비와 운영과정에서 자료의 입력과 변환 그리고 산출 절차

를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준비한 학습자료들이 병합되어 수업콘텐츠가 생성되고, 학생들에게 공유되는 

산출과정은 학생입장에서는 학습 자료가 입력되고, 수정과 보완을 통해 변환된 콘텐츠는 새로운 개인화된 결과물로 

산출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ITO과정이 수업기간(예, 학기 또는 학년) 동안 또는 수업시간마

다 반복됨으로서 학습성과가 개선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ITO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즉, 

SWOT분석은 W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경쟁우위 요소 파악에 ITO분석은 서비스 제공 전-과정-후에 대한 프로

세스를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분석방법을 병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기존에 측정과 개선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디지털전환을 통

해 가능하다는 점을 직간접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즉,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자들의 학습과정 및 평가과정을 통해 교육

서비스의 성과(품질)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수업에서 수료증 혹은 단일 시험 결과만을 평가받던 

것과는 다르게 과정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학습자의 성과는 곧 품질개선을 의미하며, 서비스 제품 수준에

서 모든 참여자의 활동 기록과 기관 소속 자료 및 데이터 결과물의 저장량의 변화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될 수 있다. 

이것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교육기관과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자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Porter(2008)의 5가지 경쟁요인에 대한 모델을 교육서비스 산업에 적용하여 경쟁우위를 살펴보고, 산

업에 변화를 이끄는 디지털전환의 관점으로 고객 서비스 가치모델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다. 

Porter(2014)는 스마트기기와 양방향으로 연결된 플랫폼 제품이 산업에 변화를 가져오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제사례를 학문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무적인 시사점으로는 디지털 자료

를 활용하여 교육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운영프로세스적 관점에서 디지털전환 기반의 소셜클라

우드 서비스는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타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W사의 소셜클라우드 서비스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W사의 서비스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과에 관한 결과를 측정할 수 없어 객관적인 정량지표 도출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초·중·고 

교육서비스 특성상 각 학교마다 수업운영 방식, 수업과목의 특성에 따른 수업 도구 사용 방식, 교수자의 특성에 따른 

진행방식 등에서도 디지털 디바이스 사용에는 편차가 있을 수 있어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

점이 있다. 따라서 W사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자료를 더 축적하여 실행 전·후에 대한 성과지표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실제 사용자의 이용평가 지표(예, 이용만족도, 학습향상 정도 등) 등을 추가하여 정량적인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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