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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통적인 교육은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얼굴

을 맞대고 정해진 교육과정에 의하여 가르치고 배

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사이버 교육환경이 등

장하게 되었다. 사이버 교육환경은 교육장소가 교

실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회사, 공공기관, 지역

사회 등 모든 곳이 될 수 있고, 얼굴을 맞대는 형

태가 아니라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이 가

능하며, 일정한 교육형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사이버 교육환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

여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교육정보화 과제를 추진

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하드웨어 기반 구조에 주

력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기반 구조에 대하여 소

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 기반 구

조 구축은 소프트웨어 기반 구조 구축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구성

하는 데 있어 이미 만들어진 자원에 대한 재사용

과 공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나 소프트웨어 기반

구조 하에서 생성되지 않은 정보는 다른 사이버

교육시스템에서는 재사용하기가 어려운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육정보화를 위한 정

부의 추진 정책과 웹 기반 구축 사례 등 전반적인

국내 교육정보화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보편적인

교육방법으로 자리잡을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구

축하는 데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재

사용될 수 있는 공통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들

을 통합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적용함으로써 사이

버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구조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국제 표준화 동향을 소개한

다. 그리고, 교육기술 표준에서 참조 모델로 사용

되는 LTSA(Learning Technology System Ar-

chitecture)를 소개하고, 실제 시스템에서는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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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서는 LTSA에서 도출된 구성요소들을 관계 있는 기능으로 묶어 개별제품으로 통합시켜야 하므로

LTSA 구성요소가 웹 기반 환경에서 구현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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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에서 도출된 구성요소들을 관계 있는 기능으

로 묶어 개별제품으로 통합시켜야 하므로 LTSA

구성요소가 웹 기반 환경에서 구현 시의 방안 등

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Ⅱ. 정부의 추진 정책

정부에서는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교육정보개

발 보급, 정보기술 활용교육강화, 교육행정의 정

보화, 학술연구정보 이용환경 조성, 교육정보화

지원체제 수립 등 종합적인 교육정보화 과제를 추

진하고 있다. 이 중 정보통신 표준기술과 관련된

기반 구축 사업으로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작업,

교육정보개발 보급, 학술연구정보 이용환경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과제는 초ㆍ중등학교 정

보화 3개년 계획(’97∼’99)과 초ㆍ중등학교 전

산망 구축 계획이 포함된다.

- 초ㆍ중등학교 정보화 3개년 계획에는 ’99년

까지 모든 초ㆍ중등학교에 2개의 컴퓨터 실

습실을 설치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1개의

멀티미디어 교실을 구성하는 교육용 컴퓨터

보급 계획, ’99년까지 모든 교사에게 1대의

컴퓨터를 보급하겠다는 교사용 컴퓨터 보급

계획, ’99년까지 모든 교실에 컴퓨터, TV,

VCR, 실물화상기 등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보급하겠다는 교단 선진화 추진 계획이 포함

된다.

- 초ㆍ중등학교 전산망 구축 계획은 2000년까

지 모든 초ㆍ중등학교에 전산망 구축과 학교

에 인터넷 활용 환경 구축 및 초고속정보 통

신망과 연동하고 인터넷 통신요금 인하와 교

무실, 서무실, 교실, 실습실간에 학내 인트라

넷을 구축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 교육정보 개발 보급에서는 교수/학습 지원 DB

및 SW 개발과 보급, 교육정보 종합서비스 시스

템인 에듀넷 운영 등이 포함된다.

- 교수/학습 지원 DB 및 SW 개발과 보급에는

각종 교수/학습 지원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 확보, 인쇄매체 자료의

전자화 및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각종 멀티미

디어 학습자료 관련 표준화 및 품질인증 작

업이 포함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모전

을 개최하고, 양질의 자료를 구입하여 보급함

으로써 교육용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에듀넷 운영은 교육정보를 종합적으로 구축

하여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교수활동을 지원

하고 학생의 자율적 학습을 유도하고, 학부모,

청소년의 온라인 상담을 가능하도록 지원하

고 있다.

• 학술연구 정보이용환경 조성에서는 교육전산망

확충, 학술정보 DB 구축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교육전산망 확충은 교육전산망의 연동기관

확대와 고속화, 대학 내 전산망 확충, 초고속

통신망의 인터넷 망과 연동 등을 통하여 모

든 교육기관의 국내외 학술 정보망 활용과

대학 내 학술정보의 이용을 추진하고자 한다.

- 학술정보 DB 구축은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

의 교육 및 연구정보 DB 구축을 통하여 최신

학술연구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학술연구정

보의 공유를 이루고자 한다.

이러한 정부의 추진 정책은 교육현장에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통신망 구축과 컴퓨터

및 교단 선진화 장비 보급,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각종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 및 개발 유

도 등과 같은 교육분야에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하

고자 하는 마인드 형성 및 기반 하드웨어 구축 등

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중앙집중식으로 운

영되고 있는 에듀넷 시스템은 통신망 속도가 느린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컨텐트를 개발함에 따라 동

영상 데이터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에듀넷에서

제공되는 동영상의 경우 조회시간이 평균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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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초가 소요되는 등 전송속도가 느림에 따라 이

용률이 저조하다. 특히, 에듀넷에서 제공되는 동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E1(2Mbps)급 전송속도를

갖춘 학내망 구축이 필수 불가결한 요건인데 현재

이와 같은 전산망을 구축한 학교는 전국 1만 여

개 초, 중, 고등학교의 11%를 약간 상회하는 1천

1백 여 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기술

관련된 표준기술을 고려하지 않아 기 개발된 자원

이 상호연동 및 재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리라

예상되는 등 추가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드러나고

있다.

Ⅲ. 국내 웹 기반 사이버 교육시스템

구축 현황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웹 기반 형태의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하

여 정부 산하기관, 개발자들, 사용자인 교사들이

구축한 시스템 및 교육용 컨텐트의 현황과 그 특

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정부산하기관에서 구축한 사례

- 에듀넷은 사이버 학습시스템, 교사지원시스

템, 평생교육시스템, 교육상담시스템을 구축,

인터넷을 통해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및 열린 교육

과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한다는 목표로 교육

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

영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그래픽, 동

영상, 사운드 등의 멀티미디어 형태의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는 웹 서비스와 각종 정보를

문자의 형태로 볼 수 있는 문자 서비스로 크

게 나누어진다[1].

• 개발자들이 구축한 사례

- Dig은 (주)Open School이 개발한 교육전문

검색 엔진으로, 국내외의 모든 교육 관련 정

보와 상품들을 수집, 분류, 선별하여 각 교육

주체들에 맞게 가공하여 제공한다[2].

- 토피아 넷은 교육용 컨텐트 서비스 제공자로,

교사들이 보급된 실습실과 멀티미디어 교실

내의 장비를 활용하여 교안, 학습문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데 유용한 원시 자료를

제공한다[3].

• 사용자들이 구축한 사례

- 충주에 있는 약 70여 개 학교 중 컴퓨터 실험

실, 멀티미디어 교실, 교무실, 서무실 등이 학

내망으로 모두 연결된 학교로 삼원 초등학교

와 충일 중학교 단 두 학교가 있다[4, 5]. 충

주지역 교사 동호회 모임을 통하여 교사들이

교육정보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삼원 초등학교의 경우 자체 구축한 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판 기능을 통한 회람기능을 대신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활용이 되고 있다. 충

일 중학교의 경우는 모든 교사의 참여 유도

를 통하여 모든 교과목의 교육용 컨텐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의 학습결과에 대한 진

도관리 방안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전국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을 통하여 개발된

사례들이 있다.

- 공주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는 과학분야의 교

육과정, 학습 지도, 교육자료 및 과학교육 개

선 방안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교사 재교육

및 과학교육 관련 학술 세미나를 관장하며,

대내외적인 컴퓨터 활용교육(Computer Aided

Instruction: CAI)의 수행 및 활성화를 전담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중학교 과학,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공통과학에 대한 인터

넷 교육자료를 개발하였다[6].

이와 같은 국내 구축 사이트들은 정보통신 기술

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교육정보화에 대

한 마인드가 형성된 곳으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첫 시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 거치는

경로가 길고 복잡하거나, 학생이 인터넷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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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데 있어

충분한 가이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방

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자에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나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주제에 따라 분류하는 등 개선해야 할 사항

들이 많이 있다.

특히, 사용자에게 원하는 자료를 쉽게 제공하기

위한 검색 서비스는 코스 메타데이터에 대하여 정

의하고 있는 표준을 적용하여 개발되면,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 된다. 또한,

기 개발된 교육자료들을 다른 환경에서 재사용하

기 위한 교육기술 표준의 적용 노력도 요구된다.

Ⅳ. 국제 표준화 동향

사이버 교육시스템은 크게 학사관리 기능의 학

사관리 계층, 교육컨텐트 저작 및 관리기능의 컨

텐트 생성계층, 다양한 교육방법을 지원하는 교육

서비스 플랫폼을 정의하는 서비스 생성계층, 전송

프로토콜과 유ㆍ무선 네트워크 등 교육서비스 전

달 기반 환경을 정의하는 서비스 접근계층으로 나

눌 수 있다[7]. 그런데, 이러한 사이버 교육시스

템의 각 계층을 분석해 보면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정보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용 컨텐트를 대

상에 따라 구분하여 생성할 때, 학습과정을 관리

할 때, 교육서비스 플랫폼을 구성할 때에도 대상

으로 하는 학습자에 대한 구조체 및 관리정보가

공통으로 필요하다. 사이버 교육환경에서는 이러

한 학습자 정보가 특정 응용 서비스에서만 사용되

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계층에서 사용될 수 있고, 생

성되어 특정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다른

시스템에서도 접근하여 사용함으로써 공유될 수

있는 형태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사이버 교육환경에서 공유되고 재사용

될 수 있는 공통된 구성요소에 대한 표준을 개발

하고자 국제 표준화 그룹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국제 표준화 그룹의 표준화 목적은 교육기술에 대

(그림1) 교육기술 스펙을 작성하는 기관들간의 관계

ISOA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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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SC)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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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Spec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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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ANSI, ISO: Accredited Standards

Requirements

Specs

Lia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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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 표준 개발이다. 즉,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컴퓨터로 구현함에 있어 개발, 전개, 유지 보

수, 상호 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계 기법,

기술, 도구,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에 대한 기술표

준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

선적으로 공통된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들 사이

의 주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다. 표준으로

개발된 공통된 구성요소는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계층에서 활용되고 재사용함으로

써 전체적으로 사이버 교육시스템이 상호 운용되

고 개발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교육기술에 대한 표준을 작성하고 있는 국제

표준화 그룹과 관련 스펙을 개발하는 기관들의 관

계는 (그림 1)과 같다.

국제적인 표준화 단체인 IEEE P.1484의 LTS

C(Learning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

가 전체적인 기술 스펙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8].

이와 함께 미국 내 학계, 업계, 정부조직의 연합 단

체인 IMS(Instructional Management System)와

유럽 공동체(EU)의 프로젝트인 ARIADNE가 공

동으로 교육기술에 관련된 메타데이터 스펙을 개

발하고 있다[9, 10]. 개발된 메타데이터 스펙은 IE

EE에 제출되고, IEEE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미 국방부와 백악관이 지원하는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 Initiative) 프로젝트와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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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AICC(Aviation In-

dustry CBT Committee)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메

타데이터 스펙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11, 12].

이렇게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작성된 기술 스펙

은 ANSI 나 ISO 등 국제 표준화 단체에서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IEEE에 의해 표준으로

인증되게 된다. ’99. 5월 현재 IEEE P.1484의 하

부 작업그룹 또는 연구그룹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P1484.1 Architecture and Reference Model

Working Group

•  P1484.2 Learner Model Working Group

•  P1484.3 Glossary Working Group

•  P1484.4 Task Model Working Group

•  P1484.6 Course Sequencing Working Group

•  P1484.7 Tool/Agent Communication Work-

ing Group

•  P1484.10 CBT Interchange Language Work-

ing Group

• P1484.11 Computer Managed Instruction

Working Group

•  P1484.12 Learning Objects Metadata Work-

ing Group

•  P1484.13 Student Identifier Working Group

•  P1484.14 Semantics and Exchange Bindings

Working Group

•  P1484.15 Data Interchange Protocols Work-

ing Group

•  P1484.16 HTTP Bindings Working Group

•  P1484.17 Content Packaging Working Group

•  P1484.18 Platform and Media Profiles Work-

ing Group

•  P1484.19 Quality System for Technology-

Based Life-Long Learning Study Group

• P1484.20 Competency Definitions - Study

Group

Ⅴ. LTSA

교육기술에 대한 전체적인 스펙을 총괄하여 개

발하고 있는 IEEE P.1484 LTSC는 사이버 교육을

위한 공통의 구성요소들과 이들간의 주요 인터페

이스에 대하여 정의하는 참조 모델로 LTSA(Learn-

ing Technology System Architecture)를 개발하

고 있다[13].

LTSA는 우선 기능을 추상화하고 점점 각 기

능에 대하여 구체화하여 기술하는 방식으로 (그

림 2)와 같은 5개의 계층으로 교육기술에 대한 표

준 개발을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계층 5에서

보는 것처럼 사용되는 프로토콜, 구체적인 인터페

이스까지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LTSA 계층 1은 가장 추상화된 레벨로 학습자

와 교육환경과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다. 학습자와

교육환경과는 관계가 있는데 정보의 흐름 측면을

살펴보니 학습자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형

태가 아니라 교육환경이 학습자에 영향을 미치는

단방향 형태란 것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학습

자는 학습하는 학생들을 추상화하여 표현하고 있

고, 학생들간의 대화는 학습자 내부의 기능으로

간주된다.

계층 2는 학습자가 컴퓨터가 아닌 인간이기 때

문에 학습자인 인간의 특성이 교육시스템 설계에

전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

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반영된다.

• 인간은 정보를 수신하는 데 있어 신뢰성이 없어

오해를 하거나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다시 듣게 할 수 있는 재전송

기능이 시스템 설계 시 필요하다.

• 인간은 정보를 수신하는 데 있어 원하는 것과

다르게 들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전략을 통하

여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 인간은 학습하는 데 있어 각기 다르고, 같은 학

습자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기본 지식이 달

라짐에 따라 다르게 학습할 수가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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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요소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단계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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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습자에 따라 지능형으로 맞춤화하는 기능

과 다양한 인간의 요구에 대하여 풍부한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 학습자나 시스템 단독으로 최상의 학습 스타일

을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학습 스타일에 대하

여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앞의 1, 2 단계를 통하여 도출된 요구사항을 반

영하여 (그림 3)과 같은 교육시스템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였다. (그림 3)에서 원은 프로세스를, 네모

는 데이터 저장소를, 화살표는 정보의 흐름을 표

현하고 있다. 학습자(learner )는 사이버 교육시스

템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해당하고, 평가(eva-

luation)는 학습자의 행위에 대하여 평가하여 학

습자의 성능정보를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시스템

코치(system coach)는 학습자에게 교육하는 데

있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이 더 필요한

지, 원하는 학습형태는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전달

(delivery)은 필요한 자료를 찾아 학습자에게 제

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하여 학습자에 대한

각종 기록정보를 관리하는 기록 저장소(record

database)와 학습자에게 교육하는 데 필요한 각

종 교육자료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지식 라이

브러리(knowledge library)가 있다. 각각에 대하여

프로세스별로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학습자 프로세스는 학생에 대한 추상화된 개념

으로, 한 학생,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학생그룹,

상호 협동적으로 학습하는 학생그룹, 각기 다른

역할로 학습하는 학생그룹 등이 될 수 있다. 학

습자는 멀티미디어 재연을 수신하고 이에 대한

행위를 준수한다. 행위 흐름은 평가 프로세스에

보내는 학습자의 행위에 대한 부호화된 표현으

로, 평가 프로세스에서는 행위를 적절한 프레임

내에서 학습 컨텐트에 매핑되는 반응으로 프레

임화한다. 행위 부호화는 어떻게 행위 정보를

구조화하는가에 대하여 정의한 것으로, 키 클릭,

마우스 클릭, 음성 응답, 선택, 작문 응답 등이

해당된다. 추상화 개념에서 멀티미디어 재연과

준수할 행위를 분리하였지만 보통 실제 구현 시

에는 이들이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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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공통 구성요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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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합되어 사용될 것이다. 또한, 학습자는 시

스템 코치 프로세스와 학습 스타일에 대하여 협

상한다. 일반적으로 학습 스타일은 문화적으로

유사점과 공통점을 갖는다.

• 평가 프로세스는 제시하는 학습 컨텐트에 대한

사용자의 행위를 입력으로 받는다. 평가하는 과

정에서 학습자가 어디에 있는지에 해당하는 평

가 정보(assessment information)를 생성하여

시스템 코치에게 보내고, 성능 정보(perfor-

mance information)를 생성하여 사용자 기록

저장소에 저장한다. 이때, 사용자 기록 저장소에

저장되는 성능 정보는 예를 들어 ‘문제 17번, 정

답, 85초 경과’ 등이 해당되며 단위(granularity)

는 정해져 있지 않다. 기록 저장소에 저장되는

성능 정보는 과목 내의 등급(grade)과 같이 평

가 과정에서 발생될 수도 있고, 증명(certifi-

cation)과 같이 시스템 코치 과정에서 발생될 수

도 있다. 또한, 기록 저장소에 저장되는 정보는

학습자 이력 기록 등과 같은 과거에 관한 정보,

중지하였다가 재개하는 세션의 현재 부과 정보

로 북마크 등과 같은 현재에 관한 정보, 교육학,

학습자나 고용주의 목적 등과 같은 미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시스템 코치 프로세스는 평가 프로세스로부터

평가 정보를 수신하며 이를 향후의 학습 경험을

결정하거나 제안하는 데 일부 사용한다. 시스템

코치 프로세스는 학습자와 학습 스타일에 대하

여 협상한다. 학습 스타일은 학습자에 의해 결정

되거나 시스템 코치에 의해 결정되거나 학습자

와 시스템 코치에 의해 결정되거나 외부의 주관

처(부모, 교사, 연구기관, 코스웨어 개발자)에 의

해 결정될 수 있다. 시스템 코치는 적절한 학습

자료를 찾기 위해 평가 과정에서 기록된 현재의

평가 정보와 과거의 성능 정보를 기록 저장소에

서 받아 이에 근거하여 지식 라이브러리에 질의

를 보낸다. 지식 라이브러리는 탐색하고자 하는

질의에 맞는 위치색인(location index) 목록으로

내용색인(content index)을 반환하고, 시스템

코치 프로세스에서는 학습자에게 적절한 컨텐

트를 찾기 위해 반환된 위치색인을 전달 프로세

스에게 보낸다.

• 지식 라이브러리는 데이터 저장소로 정보, 경험,

프리젠테이션, 튜토리얼, 도구 또는 실험 정보

등 학습 경험에서 자원으로 사용되는 학습 자

료를 저장한다. 질의색인(query index)에 의해

검색되며 매핑되는 정보는 내용색인으로 반환

된다. 내용색인은 카드 카달로그(card catalogue)

기재사항인 내용 태그 집합으로 일반적으로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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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데이터로 알려져 있다. 메타데이터는 웹 컨텐

트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정의되어 있으나 학습

컨텐트를 위해서는 부적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웹 컨텐트를 위한 타이틀, 주제, 저자, 키워드 등

의 검색기준보다 학습 컨텐트에서는 필수조건,

동시 요구조건, 학습 스타일 등 좀 더 많은 검색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위치색인은 내용색

인에 의해 추출되며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책

에 관한 청구번호나 URL 등에 해당되며 학습

컨텐트를 포인트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내용색인에 의해 학습 컨텐트가 검색될 수도 있

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묵시적이다. 위치색인

은 학습 컨텐트를 검색하기 위하여 전달 프로세

스에 의해 사용된다.

• 전달 프로세스는 시스템 코치 프로세스로부터

위치색인을 받아 지식 라이브러리로부터 학습

컨텐트를 검색한다. 학습 컨텐트는 대화형 멀티

미디어 학습에 대한 부호화된 표현이다. 검색된

학습 컨텐트는 학습자를 위한 멀티미디어 재연

으로 변형된다. 전달 메커니즘은 재연과 질문,

인텔리전트 교수 시스템, 교사와의 영상회의 등

다양하다. 전달 프로세스가 멀티미디어 데이터

를 학습자에게 보낼 때 평가 프로세스는 멀티미

디어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의 반응을 기대한다.

평가 과정에서 문맥없이 행위를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달 프로세스는 학습자의

반응을 문맥상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학습 컨텐

트를 평가 프로세스에게 보낸다. 예를 들어 학습

자는 여러 선택적인 질문으로부터 선택하기를

기대되며 정답은 2번이다 등이 해당된다. 전달

시스템은 학습 컨텐트를 학습자에게 대화형 멀

티미디어 재연으로 변형하여 제공한다. 어떤 학

습 기술 시스템에서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흐

름이 학습 기술 시스템의 반응성을 개선하기 위

하여 행위 흐름의 구현으로 밀접하게 묶여 있다.

여기서, 멀티미디어는 학습자에게 보낼 정보의

여러 타입이다.

LTSA에서 도출된 구성요소들을 참조 모델로

하여 계층 4 단계에서는 특정 기능의 시스템 구성

시 LTSA 구성요소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어떤

구성요소가 강조되고 어떤 구성요소가 덜 강조되

는지를 찾고, 좀 더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갈 때 우

선순위가 높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다. 이를 위

하여 LTSC 내 하위 그룹에서는 특정기능을 제공

하기 위한 각 구성요소들의 모음을 통하여 검증하

고 각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정의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LTSC의 하부그룹 중 학습자 모

델(learner model) 작업그룹을 살펴본다. 이 그룹

에서는 LTSA 시스템 구성요소 중 (그림 4)에서

와 같이 학습자, 평가, 시스템 코치 프로세스간의

상호작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상호작용중에 필요

한 학습자 정보를 도출한다. 도출된 학습자 정보

는 어떠한 기록 저장소에도 저장할 수 있는 이식

성이 가능한 형태로 정의한다.

현재 이 그룹의 결과로 PAPI (Public And Pri-

vate Information) 스펙 초안 버전 5.0이 있다

[14]. PAPI 스펙에서는 학습자 정보를 다음과 같

은 4가지로 분류한다.

• 개인 정보(personal information): 이름, 주소,

전화, 학부모 정보, 재정 정보 등과 같은 학습자

에 관한 정보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개인적

인 정보는 학습자의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학습자의 성능에 대한 기록이나 측정에 직접적

으로 관련이 없는 정보이다.

• 선호 정보(preference information): 선호하거

나 이로운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입력 또는 출력

장치 등 학습자의 기술적, 학습적, 물리적인 선

호사항에 관한 정보이다.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정보는 대중이 이용 가능한 개인적인 정보로,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개인정보와 마

찬가지로 학습자의 성능에 대한 기록이나 측정

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 성능 정보(performance information):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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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학습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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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력, 현재의 작업, 미래의 목적 등과 관련된

정보이다. 일반적으로 성능 정보는 자동화된 학

습 기술 시스템에서 사용되며, 최적의 학습 체

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성요소가 생성하고 사

용하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정보이다.

• 직책 정보(portfolio information): 사용자의 업

적이나 작업에 대한 정보이다. 일반적으로 직책

정보는 사람에 의해 사용된다.

이러한 종류의 학습자 정보에 대하여 데이터베

이스의 레코드에 저장 시 각 레코드의 속성(at-

tribute), 각 속성에 포함되는 데이터의 유형(data

type) 및 대응되는 값, 오퍼레이션(operation), 이

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어와의 바인딩(specific-

language binding)까지 기술하고 있다.

이는 LTSA 계층 5의 프로토콜과 버스, 인터페

이스까지 기술하는 단계에 해당된다.

Ⅵ. 웹 기반 교육

LTSA 구성요소들은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각

구성요소의 상세 구조와 각 구성요소 사이에 주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다. 실제 시스템에서는

이들 구성요소들을 관계 있는 기능으로 묶어 개별

제품으로 통합시켜야 한다. LTSA 구성요소들을

웹 기반 교육시스템으로 구축시 각 기능의 매핑은

(그림 5)와 같다.

• LTSA의 학습자(learner)는 웹 기반 학습의 사

용자(human)에 매핑된다.

• LTSA의 사용자 행위(behaviour), 멀티미디어

컨텐트(multimedia)의 기능은 사용자 인터페이

스가 담당한다.

• LTSA의 평가(evaluation), 평가 정보(asses-

ment), 시스템 코치(system coach), 전달(de-

livery)의 기능은 웹 브라우저가 담당한다.

• 지식 라이브러리(knowledge library)는 코스웨

어 데이터베이스가 수행한다.

• 기록 저장소(records database)는 학생들에 관

한 기록을 저장하고 있는 학생 기록 데이터베이

스가 담당한다.

Ⅶ. 결 론

구성요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의하여 사

이버 교육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

반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반 구조상에서

개발된 사이버 교육시스템은 개별적인 개발에서

보다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고, 이전에

개발된 자원을 재사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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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웹 기반 교육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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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기반 구조상에서 개발된 다른 시스템과 상

호운용이 용이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 구성요소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학

습자인 인간의 통신 시 갖는 제한사항을 고려하였

기 때문에 웹 기반이나 분산 환경이 아닌 주로 교

육용 컨텐트를 개발하는 주축이 되는 형태인 CD

타이틀 형태의 교육용 컨텐트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CD 타이틀 구성 시 이러한 기반 구조를

사용하면 향후 사이버 교육환경에서도 기 개발된

컨텐트는 재사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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