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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앞으로의 교육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는 온라

인 멀티미디어 원격교육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교육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에‘99. ( )

의하면 년까지 초 중 고 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을2002 . .

완료 계획을 하고 있으며 정보화 교육 담당교원을 양성,

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 학교의 정보화교육 학내전산망.

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폭넓은 학습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시험적으로 멀티미디어 원격교육의 실현을 위한 텍.

스트 동화상 이미지 그래픽 애니메이션이 복합된 멀티, , , ,

미디어 원격교육을 시도하고 있다.[1]

정보화사회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한 형태인 인터

넷 원격강의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은 기존의 교사위

주의 면대면 교육을 벗어나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의 학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기존의 주입식 위주의 학습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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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웹 기반 교수 학습체제는 학습자 위주의 교육환경으로 변화하였고 웹 환경에서도 학습자에게는 시간과 공- ,

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정보를 접할 수 있는 원격교육시스템이 대두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은 교육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터넷을 이용한 웹기반 원격교육이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응용되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원격강의시스템의 경우 교사가 학습할 내용들을 파일형태로 업로드해 놓으면 학습자가 다운로드하여

쓰는 방식이어서 많은 전송비용과 강의내용 구성이 단순한 텍스트 위주의 형태로 구성되어 학습자의 학습효과가 의문시

되었다 이는 학습자 위주의 자기 주도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유발시켰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등학교 정보산업교과. . ,

의 인터넷 단원에 대한 학습을 체계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기강의내용을 웹을 통하여 교육[ ]

에서 요구되는 음성과 교재 판서의 기능을 웹상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동기화되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원격강의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의 원격강의시스템은 멀티미디어자료.

들을 활용한 원격강의시스템이기 때문에 개별화된 교육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ㆍ

할 수 있는 진정한 원격강의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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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교사 위주보다는 학습자 주도

의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신장과 미래교육의 한 형

태인 가상교육 원격교육 재택교육체제에서 인터넷, ,

원격학습시스템을 이용한 학습자 주도적 학습방법을

적용하여 학습자 자기능력 신장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동적인․
내용전달과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위한 원격강의 시

스템을 웹저작언어 및 도구 원격강의내용 저작은,

를 이용하여 원격강의시스템을 원격강GVA Author

의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자 한다.

원격교육 도구로서의2. WWW

원격교육이란 용어는 distance-education, tele-educat

등과 같이 혼용하고 있으며 김두ion, open-education ,

연은 원격교육이란 떨어져 있는 학습자들에게 도달하“

기 위한 다양한 매체와 기술을 사용한 계획된 교수․
학습 경험으로 학습자 상호작용을 격려하고 학습을 인

증하는 것 이라고 했다” .[3]

인터넷의 는 학습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WWW

을 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이용하여 언제 어,

디서든지 어느 누구와도 의사 소통을 할 수 있게 한,

다 따라서 에 기반한 분산환경에서 교육시스템. WWW

들을 구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의 기본구조인 하이퍼텍스트 형태는 인간WWW①

의 사고와 유사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노드를 항해하면

서 학습이 가능하다.

의 교육자료들은 한 명의 사용자가 아닌WWW②

다수의 사용자들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된다.

전세계의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학습의 효과가③

크다.[2]

개요 및 기능3. GVA Author

웹기반 원격교육이 지니는 특징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교

육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는 교. Gva Author HTML

재와 음성 및 을 사용하여 기존의White-Boarding

텍스트 교재들을 멀티미디어 교재로 저작하여 사용

자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강의안은 학습자.

가 를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On-Demand Player .

교사는 강의안을 작성하여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필요에 따라 강의안의 수정과 삭제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서 강의안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Update

록 하였다 그림 은 화면구성이다. [ 1] GVA Author .[4]

그림 화면구성[ 1 GVA ]

멀티미디어 원격강의시스템 구현4.

원격강의시스템 설계시 고려사항4.1

면대면과 같은 이론 및 실습강의가 제공되어야①

한다.

학습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②

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체③

계적인 원격강의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원격강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유지보수가,④

편리해야 한다.

게시판 대화실을 통한 학습자간의 협동학습이,⑤

가능해야 한다.

구현 시스템 환경4.2

원격강의실 서버 :①

레드헷 리눅스O.S : 6.0․
CPU : Pentium Dual 500MhzⅢ․
HDD : 20GB MAIN MEMORY : 128M․ ․
웹서버 :②

아파치 1.2.6․
DBMS : Postgres 6.4.2③

Client side Script : HTML, Javascript,④

및 스크립트 등을 이용한다Perl C CGI .

강의자료 제작( GVA, Screen Cam)⑤

        교재 목록 선택 메뉴

        처음부터 재생

        현재페이지부터 재생

        녹음

        종료

        재생종료

        재생일시정지

        이전 페이지재생

        다음페이지 재생

        현재페이지 재생

    색상지정

  

    굵기지정

    그리기 도구

    되돌리기 및 일시정지

현재 교재의 목록을 보여줌

초기화면

녹음 화면

재생 화면

교재선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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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원격강의시스템 구성도[ 2 ]

원격강의시스템 로그인4.3

본 연구의 가상강의시스템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을 대상으로 한 원격강의시스템으로 사용자 와ID

를 학생이 직접로그인 화면을 통해 등록을Password

하도록 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만약 원PERL CGI .

격강의시스템에 로그인 할 사용자 와 가ID Password

없으면 가입하기를 클릭 함으로써 즉시 가입할 수

있다 로그인 를 등록한 다음 사용하도록 하므로. ID

학생 파일을 서버관리자 교사 가 관리하여 학생지도( )

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습진도를

파악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격교

육에서 오는 한계점을 극복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에서는 원격강의시스템의 메인화면이다 이[ 3] .

화면은 학습자가 맨처음 로그인 화면으로 학생과 교

사를 구분하여 입력하며 사용권한에도 차이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격강의시스템으로 로그인 한 후 원격강의시스템

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각 단원별 학습을 자기 주도

적으로 학습 할 수 있으므로 개별화학습을 유도 할

수 있으며 학습에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사용과 그,

림을 활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원격 강의시스템 로그인 화면[ 3 ]

원격강의시스템 모듈4.4

원격강의 시스템 모듈은 강의실 모듈 학습결과 평,

가 모듈 관리자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

강의실 모듈①

강의실 모듈에는 강의실 메뉴가 있으며 학생이,

원할 때마다 실시간 원격학습을 할 수 있는 멀티

미디어 원격강의가 이루어진다 그림 는. [ 4] GVA

를 이용한 원격강의 수업화면이다 여기에서는 실.

시간 멀티미디어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는데 그, [

림 에서는 교사가 제작한 멀티미디어 인터넷 학4]

습 강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그림 원격강의 수업화면[ 4 ]

그림 원격강의 목록화면[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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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학습결과 평가모듈CGI②

그림 학생별 평가 결과 화면[ 6 ]

학습자는 학습결과 평가모듈에서 원격강의실 모

듈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학습자가 어느 정도 학

습했는지 능력을 형성평가하는 모듈이다 형성 평.

가의 결과는 자동채점하여 실시간으로 제시된다.

관리자 모듈③

접속확인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했는-▹
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질의응답 메뉴 원격강의시스템을 이용한-▹
원격학습에 따른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교환

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강의내용을 제목별로 검색 할 수 있

도록 설계된 화면으로 강의코드 강의제목 저자명등, ,

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원격강의시스템 학습 자료 제작 과정.4

원격학습시스템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한다.

교과별 단원 분석 교수 학습 과정 구안-① ② ③

교수 학습 자료 제작 계획 수립-

이용 학습내용 작성GVA Author④

원격강의록 탑재 및 활용⑤

아래 그림 은 편집기를 이용하여 원격학습을[ 6] GVA

위한 학습자료제작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편집기를 이용한 강의자료 제작과정[ 7 GVA ]

를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사용GVA AUTHOR

환경은 일단 상기의 환경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는다 다만 편집기를 사용하여 교재. GVA HTML

을 작성할 경우 이상을 지원하(HTML) EXPLORER 4.0

며 이외의 별도의 편집기를 사용하여 교안HTML HTML

을 작성할 경우 모두 지원한다 다만 화. GVA AUTHOR

면에 보여지는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있음으로 약간의 편

집 작업을 통해 최적의 교재로 완성할 수 있다.

결 론5.

컴퓨터의 보급과 통신망의 발달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원격교육체제에서 기존의

원격강의시스템의 경우 교사가 학습할 내용들을 파

일형태로 업로드해 놓으면 학습자가 다운로드하여

쓰는 방식이어서 많은 전송비용과 강의내용 구성이

일반교재

TEXT문서

HWP문서

워드문서

……..

   HTML로 변환

   강의파일 다운로드 후 강의 청취

인터넷  /  ISP
   WEB서버로 강의파일 Up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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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텍스트 위주의 형태로 구성되어 학습자의 학

습효과가 의문시 되었다 이는 학습자 위주의 자기.

주도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유발시켰다 본 연구의.

원격강의시스템은 학습자 개개인의 개별화된 교육과

자기 주도적 학습환경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교사가.

강의안을 작성하여 올리고자 할 때 시공간적 제한․
없이 어디에서나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도록 멀티미

디어 강의안을 작성하여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웹을 기반으로․
한 원격강의 학습을 통해 예기치 못한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학습도 보다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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