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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Bonk: “Mobile and A.I. will lead innovation on e-learning” 

  

[Interview] Dr. Bonk. Professor, Indiana University, online learning expert 

Mobile and A.I. will significantly improve learner accessibility 

Big data enables us to educate emotional area 

This is a megatrend in education market. 

In Korea, growth increases in digital textbook, etc 

Companies also need to actively invest in 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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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Bonk says: 

  

E-learning improves learner accessibility and brings astounding changes. We see an Indian 

student who took free MIT online courses and a 9-year-old Australian girl who was invited to the 

WWDC. 

  

E-learning leads an enormous change in world educational system and we need to pay attention 

to changes of the e-learning that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ring. 

  

These three components will be the megatrends due to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Encouraging 

learner participation, easy access, and customized learning. 

  

The most important point in technical aspects is the way we use AI and mobile devices. 

Especially, emotional learning as well as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will be effective when we 

utilize big data for customized learning. 

  

Korea is in advance in educational technology though technology in general is not as advanced 

as Japan. Especially, the Korean government has strategies to promote e-learning industry such 

as digital textbook or K-MOOC. That is a good news. However, the vision of Korean education 

system lacks of thinking skills to identify and solve problem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learning goal in the 21
st
 century. 

  

As Microsoft invested more than $3 billion to acquire LinkedIn, Korean companies such as 

Samsung need to actively invest e-learning to improve productivity. 
  
Original Article in Korean: 

봉크 교수 "모바일·인공지능이 e러닝 혁신 일으킬 것" 

[인터뷰]온라인 교육 전문가 봉크 美 인디애나大 교수 

학습자 접근성 대폭 개선에 

빅데이터로 감성교육까지 

교육시장 메가트렌드 떠올라 

韓 디지털교과서 등 성장성 커 

기업도 e러닝 적극 투자 필요 

 김민형 기자 

 2016-09-22 17:45:13 

 사회 

의사도 놀란, ‘탈모개선’새까맣게 꽉 차.. 

월90만원 식당아줌마,집갈땐 “벤츠”끌고다녀 

  

“MIT의 온라인 무료강좌를 들으며 우수한 성적을 낸 한 인도 학생이 정식으로 MIT에 입

학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며 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운 아홉살짜리 호주 소녀가 애

플의 세계개발자회의(WWDC)에 초대받기도 했죠. 



e러닝은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e러닝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커티스 봉크(사진) 미국 인디애나대 교육공학과 교수는 22

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e러닝이 전 세계 교육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e러닝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크 교수는 e러닝과 관련한 다수의 논문과 책을 출판한 전문가로 온라인 무료강좌인 무

크(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대가로 꼽힌다. 지난 21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2016 이러닝 

코리아’에서 기조연설을 맡기 위해 방한했다. 

  

 

봉크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학습자 참여 유도, 손쉬운 접근성, 맞춤형 학습 등 

3대 요소가 메가트렌드가 될 것”이라며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휴대용 단

말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맞춤형 학

습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한 능력별 교육과정 개발 등 기술혁신 못지않게 학습자의 감정

이나 가족사까지도 고려해 접근하는 감성교육이 반드시 병행돼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

다.  

 

한국의 e러닝 수준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어떨까. 봉크 교수는 “한국은 일본 등에 비

해 전체적인 기술력에서는 뒤져 있지만 교육과 관련한 기술은 오히려 앞서 있다”며 “특히 

디지털교과서나한국형 무크사업(K-

MOOC) 등 정부가 e러닝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려는 전략이 있다는 점이 강점”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교육목표인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사

고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며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요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

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봉크 교수는 한국 기업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e러닝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마이

크로소프트가 30조원이 넘는 가격에 링크드인을 인수한 것은 직장인들끼리 서로 배우고 

가르쳐줄 수 있는환경의 중요성과 사업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며 “삼성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e러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

다. /김민형기자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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