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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오  소스 LMS인 Moodle은 다양한 형태의 모듈로 구성되어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자료와 

학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CMS(Course Management System)이다. 한 웹 상에 Moodle를 

이용하면 교수-학습 활동이 강화된 효과 인 강좌를 구성할 수 있다. Moodle은 다양한 학습 자

원들과 학습 활동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교수자가 원하는 다양한 학습 체제를 교수-학습 

설계에 반 할 수 있다. 한 교사와 학생 간의 학습 자료의 공유와 참여를 통한 양방향 시스

템으로 학습 체제를 쉽게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양방향 시스템의 이러닝 강좌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Moodle은 무료이면서도 강력한 기능을 제

공해 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교육 학교 1학기 “정보과학의 이해와 응용” 교과목을 Moodle을 활용하

여 설계하고 운 한 사례를 분석하고 Moodle의 향후 확  방안을 찾아 보고자 하 다. 

키워드 : Moodle, LMS, 교수-학습 과정

Case Analysis of Teaching-Learning Activity using 

Moo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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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ensource LMS Moodle consists of module of various forms and can mount learning materials of 

various forms. We can mount the number of contents on the Web in Moodle. In doing so, We can 

configure effective courses for teaching-learning activity. Moodle can reflect course design of a wide 

variety of teacher using a variety of learning resources and learning activities. The results of 

operating during 1 semester, all faculty or students were satisfied with course using Moodle. Class 

in the classroom is interactive systems of teacher and students, but class has one-way system in 

reality. E-learning can be used to complement this phenomenon. Moodle gives a free and powerful 

features in designing e-learning courses.

 In this reserch we made up course applying typical teaching-learning of design and model the 

process of Glaser. We analyed teaching - learning activity case of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Information science course of 2010year 1 semester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using 

LMS Moodle and pursued future expansion plan of Moo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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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dle 사이트 설 명

www.moodle.org

Moodle공식 지원 사이트, 
Moodle과 다양한 러그 
인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demo.moodle.net
Moodle 데모 버 을 사용
해 볼 수 있는 사이트

www.moodle.or.kr 한국 무들 사용자 모임

www.ocw.or.kr
Moodle 오  코스 웨어 제
공 사이트

www.keytoschool.com Moodle 무료 호스  제공

www.moodletutorials.org Moodle 튜토리얼 제공

www.moodleblog.org Moodle 사용 을 제공하
는 사이트

<표 1> 표 인 Moodle 사이트 소개 

1. 서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방법은 보통 

교사가 학습의 능동  주체이다. 학생은 수동

 입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외형 으로

는 양방향 시스템이지만 장에서는 거의 단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실에서 이루어지

는 학습에서 교사는 교육외  환경인 기술, 

시간등에 한계 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방

법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 만큼의 교과내용을 학생의 요

구에 맞는 수요자 심, 맞춤교육으로 제공하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1]. 기본 으로 학

습 내용이 학습자 수 에 알맞은 여러 컨텐

츠로 제작되어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교육 장의 문

제 을 개선하기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등교육 장을 볼 때 이런 문제 들

이 많이 나타난다. 교사는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들 개개인의 능

력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

다. 그러나 교실에서의 수업만으로는 이런 요

구들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 을 해

결할 수 있는 안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러닝이다. 인터넷 망과 정보 

기술의 발달은 교실 수업에도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는 웹과 연결된 컴퓨터 없

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재 웹 상에는 수많은 교육용 컨텐

츠들이 넘쳐 나고 있다. 이를 교육 으로 잘 

조직하여 학습자에게 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교사들에게 요구된다. 교수자는 학생들에 

한 능력과 수 을 악하고 학습해 가는 과

정을 모니터링하여 각 개인의 능력과 수 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요구를 

수행하기 해서 LMS(Learing Management 

System)라고 하는 학습 리 시스템이 필요

하다. 세상에는 여러 LMS들이 나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오  소스로 무료로 제공되는 

Moodle를 다룬다. Moodle에서는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하고 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학습 컨텐츠를 교수-학습 과정에 투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Moodle을 활용하여 서울

교  교양 강좌  한 강좌를 2010년 1학기 

동안 운 한 사례를 분석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등학교에 용할 수 있는 방안에 

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 

2. 련 연구

 2.1 M o o d l e 의 개념

 Moodle은 Cource Management System, 

Learning Management System 는 Virtual 

Learning Environment 등으로 알려진 강의

(학습) 리시스템  가장 리 사용되는 공

개 소 트웨어로 호주 커튼공과 학(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의 WebCT 리자

던 M. Dougiamas가 1998년 박사 논문으로  

개발하 다. Moodle라는 말은 원래 Modular 

Object-Oriented Dynamic Learning 

Environment의 임말로 웹상에서 인터넷 

기반의 수업을 해 만들어진 소 트웨어 패

키지이며 오 소스 학습 리시스템(LMS)으

로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기반한 LCMS/LMS

로 2010년 3월 재 세계 으로 4만 7천여

개의 Moodle 사이트가 운 되고 있다[2]. 

<표 1>은 표 인 Moodle사이트 들의 를 

보여 주고 있다. 

 2.2 M o o d l e 의 설치

 Moodle은 도우와 리 스, 맥OS 등 여러 

운 체제에서 local PC나 웹서버에 업로드 

한 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웹서버에는 아

치 웹서버, PHP, mysql 서버가 설치 되어 있

어야 한다. 도우 서버의 경우에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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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T 서버를 설치해 주어야 Moodle을 운

할 때에 이메일등을 발송할 수 있다. (그림 

1)은 일반 인 Moodle 설치 과정을 보여 주

고 있다. 

 

운 체제 확인

아 치 웹서버, PHP, mysql 설치 여부, 버  확

인

http://www.moodle.org/downloads/에서 Moodle 

다운로드

local PC C:\에 장 는 웹 서버에 업로드

 

http://localhost/ 는 http://Moodle 서버주소/를 

방문하여 Moodle 설치

(그림1) Moodle의 설치 과정

 M o o d l e 은 

http://www.moodle.org/downloads/에서 운

체제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설치시 유의

할 은 아 치 웹서버와, PHP, mysql의 버

을 고려해서 맞는 것을 설치한다. 서울교  

Moodle사이트는 도우 2003 서버에서 운

되었다. PHP 5.2.12 버 과 mysql 5.1.44 버

을 설치하고, SMTP 서버를 구성하 다[6]. 

 2.3 M o o d l e 의 특징

  첫째, Moodle은 학습 활동이 모듈화 되어 

있다. 모듈화 되어 있다는 것은 고 블록처

럼 내가 원하는 활동을 추가하여 강좌를 구

성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Moodle은 다양

한 학습 자원과 학습 활동 모듈을 제공하고 

있다. 재도 학습 자원과 학습 활동 모듈들

은 개발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다. 

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내가 필요한 활동 

모듈들을 가져와 강좌를 구성할 수 있다. 

 둘째, Moodle은 다양한 설문조사와 퀴즈를 

생성할 수 있다. 설문 조사를 통한 강의의 질 

리를 하며 다양한 퀴즈 형태로 학생들에 

한 진단평가, 형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

다. 평가 척도도 교사가 원하는 로 설정할 

수가 있으며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채 과 동시에 성 표를 자동 생성할 수 있

기 때문에 교사의 업무 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Moodle에서는 학습자에 한 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로그

인 내력  사이트에 들어와 활동한 내역들

을 살펴 볼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단체로 

이메일 등을 보낼 수 있다. 

 넷째, Moodle에서는 게시 의 내용을 RSS

와 이메일을 보내  수 있다. 게시물들을 실

시간으로 RSS와 이메일로 달해 주기 때문

에 학습자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다. 

 다섯째, Moodle에서는 사용자에 한 역할 

정의를 할 수 있게 되어 리자나 교수자는 

새로운 역할을 만들 수도 있다. Moodle의 역

할 기능을 사용하면 학생으로 하여  포럼을 

주 하거나 퀴즈를 만들게 할 수 있다. 특정

한 포럼에서만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

한을 학생에게 주는 등, 학생이 선생님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게 설정할 수도 있다. 

 여섯째, Moodle에서는 강좌의 백업  설치

가 용이하다. 각 강좌를 백업 할 수 있으며 

Moodle사이트 체를 백업할 수 있다. 백업 

한 강좌는 다른 Moodle사이트에 올려서 재사

용이 가능하다. 강좌를 재사용 하므로 강좌를 

구성해야 번거로움을 일 수 있다. 

   2.4. 서울 교  교육과정  분석

  서울교  교육과정의 편제를 보면 한 강좌

에 17개의 심화반이 운 되고 있다[4]. 한 학

기에 모두 운 할 수 없기 때문에 1학기와 2

학기로 나 어 번갈아 운 되고 있다. 한 학

기 한 과목에 보통 8개, 9개 반이 수강하기 

때문에 필수 과목에 있어서 한 교수가 모든 

과목을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4인이나 5

인 교수가 나 어 담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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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과정 정보과학의 이해와 응용

Ⅰ. 수업 목표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정보 과
학에 한 이해와 응용력을 키

운다.

Ⅱ. 출발  

행동

학습자의 재 수 을 진단하
기 하여 정보화 지수를 측정

Ⅲ. 수업 차

Moodle 사이트를 구축하고 강

의 자료들을 탑재하여 제공한
다. 강의실과 실습실 강의를 

히 구성하여 강좌를 진행

한다.

Ⅳ. 평가

간 고사 1회, 매주 퀴즈 과

제, 모둠 과제 1회, 개인 과제 

1회를 실시 한다. 

<표 4> 교수-학습 활동 과정 모형의 용 

강의
주

학습 과제 학습 내용

1주 오리엔테이
션

강의 계획 소개, 
정보화 지수 설문 조사

2주 Web 2.0
Web 2.0 소개, 
Web 2.0 도구 소개

3주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의 개요, 
인터넷과 웹의 내부, 
e-learning

4주
Web 2.0 
도구-1

웹 라우져 : Firefox 
소셜 북마킹 : Delicious.
Wiki 도구   : Wikipedia

5주 컴퓨터 S/W

컴퓨터 S/W의 개요 와 구성, 
User Interface, Basic 
Productivity Tools,
Computer Graphics, Dynamic 
Media

6주 컴퓨터 
로그래

MSWLogo의 활용

7주 컴퓨터 H/W
컴퓨터H/W의 개요, cpu, 메모
리, 주변장치

8주 Web 2.0 
도구-2

용량 미디어 서비스 : Flickr, 
Youtube & TeacherTube, Google 
Maps & Earth 

9주 Study Week, 간 고사

10주 컴퓨터 교육용 로그래  언어 개요 

<표 3> 주별 내용 구성 

로그래
 스크래치의 활용  기본 

기능

11주
컴퓨터 
로그래

 스크래치의 활용  응용 기
능

12주 Web 2.0 
도구-3

소셜 네트워크 : Ning,
Wikispaces, Springnote

13주 Web 2.0 
도구-4

소셜 블로깅 :
Twitter, Facebook, me2DAY

14주
Web 2.0 
도구-5

클라우드 컴퓨 : 
Google Docs, Google Readers 
기타 소셜 미디어 :
Google calender, Podcasting, 
Voicethread

15주 기말 과제
Individual Report 제출
강의 평가, 설문 조사

과목 별 교수에 따라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격차가 많이 나게 되는 것이 실이다.  한 

교과를 운 하는데 있어서 여러 교수가 의사 

소통을 하고 자료를 공유하며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교육내용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Moodle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3. M o o d l e  용 사례 분석

 서울교육 학교 1학년 교양강좌  “정보과

학의 이해와 응용” 운 을 Moodle을 이용하

여 한 학기를 운 한 사례를 분석해 본다. 

 3.1. 교과목의 내용 구성

 “정보과학의 이해와 응용” 과목은 1학년 교

양 필수 과목으로 산학 개론에 해당된다. 

비 교사로서 갖추어야할 기본 소양을 배우

는 교과목으로 폭 넓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강좌 내용은 <표3>와 <표4> 같이 15주로 운

된다. 학생들의 평가는 간 고사 한 차례, 

교육용 로그래  언어인 스크래치 작품 제작 

활동 결과물, web 2.0 도구에 한 개인 연구 

리포트 제출 등으로 평가의 구성 요소를 다양

하게 용하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 

한다. 
   

    3.2. M o o d l e 을 활용한  강좌 설계

 Moodle에서는 교수 학습 활동을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자원들을 제공해 다. (그

림 2)는 학습 자원과 학습 활동 모듈을 활용

하여 블록 구성 형태로 학습 체제를 구성하

는 것을 보여 다. 

(그림 2) Moodle을 활용한 강좌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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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dle을 운 할 때에 학습 자원 모듈 (그

림3) 과 학습 활동 모듈(그림 4)을 선택하여 

강좌를 구성한다. 

(그림 3) 

학습 자원 모듈

(그림 4) 

학습 활동 모듈

  

  3.3. M o o d l e 에서의 교수- 학습 활동  구

과 용

 강좌를 설계하는 일반 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학기 에 기화면을 구성하고 강사와 

학생이 등록을 마치면 본격 으로 주별 강의

를 설계하게 된다.   주별 강좌 설계에는 

Moodle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학습자원

과 학습활동 모듈을 활용하 다. 

Moodle의 설치

기화면 구성

강사 등록

학생 등록

주별 강좌 템 이트 구성

정보화 지수 설문 조사

주 단  강의 자료 제공, 강의 활동, 퀴즈, 

포트, 토의 활동을 수행

강의 평가, 설문 조사

(그림 5) Moodle 강좌 설계  운  

   3.3.1 기화면 구성

 교수로 로그인을 하면 개설되어 있는 강좌

가 보이고 학생의 경우에는 내가 수강하고 

있는 강좌만이 나타나면 기 화면 구성 설

정은 리자가 사이트 리- 기화면- 기화

면 설정 메뉴에서 할 수 있다. 

  

(그림 6) 기화면 항목 설정

3.3.2 강사 등록

 리자는 Moodle에 등록한 사용자 에서 

교수 역할을 지정해 다. 역할들을 클릭하고 

교수 역할을 할 이용자를 선택하고 장 해 

다. 

(그림 7) 교수(Teacher)를 클릭

(그림 8) 교수 역할 부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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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사회  형식 강좌

    3.3.3. 학생 등록

 학생이 새 계정을 만들고 나면 리자는 강

좌에 참여하는 학생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

다. ‘고치기’를 클릭하면 학생에게 다양한 권

한을 선택 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림 9) 리자 메뉴>권한->역할 

(그림 10) 학생 역할 권한 부여 화면

(그림 11) 토픽 형식 강좌

  3.3.4 주 별 강좌 템 이트 구성

  강좌 형태는 사회  형식, 토픽 형식, 주별 

형식이 있다. 사회  형식은 포럼을 활용하여 

강좌를 구성하며 주로 토의나 토론에 합하

다. 토픽 형식은 시간의 제약 없이 모든 것을 

주제 별로 나 어서 리 한다. 주별 형식은 

강좌를 주 단 로 구성하며, 과제, 토론게시 , 

시험 등을 매주 별로 나 어서 리한다. 본 

강좌에서는 주별 강좌를 선택하여 용하고 

학습 자원과 학습 활동 모듈을 추가하여 구성

한다.

(그림 13) 주별 강좌 기 화면

   가. 포럼 모듈 활용

  포럼은 토론을 한 학습 활동이다. 학 에

서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열수 있다. 본 강좌

에서는 강좌 공지, 자유 게시 , 질의 응답 등

을 해 사용하 다. 

(그림 14) 포럼 모음 보기

(그림 15) 포럼 모듈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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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주별 퀴즈 결과 보기

   나 . 키 문서의 활용

 Moodle의 키 기능은 WikiWikiWeb에서 

생된 ErfurtWiki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를 통해 간편하게 공동체 웹페이지를 생성하

거나 편집할 수 있다. 키 문서 모듈을 활용

하여 력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림 16) 키 모듈의 활용 

   다. 문제은행의 활용

 Moodle에서는 진 형, 선다형, 주 식 퀴즈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

다. 본 강좌에서는 각 주별로 학습이 끝나면 

퀴즈를 풀 수 있게 하 다. Moodle에서는 개

인별로 퀴즈 수와 포트 채  수, 기타 

수등을 계해서 기록하여 자동의 처리 해 

다. 

(그림 17) 다양한 형태의 퀴즈 유형

(그림 18) 주별 퀴즈 설정 

    

  라 . 자료모음

 주별로 제공된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다. 교수-학습 활동에 활용한 모든 자료들

을 링크하여 직  제공해 한다. 

(그림 20) 자료모음 제공 화면

  

 

마. 과제 제출

 주별로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일 으로 

보여 다. 이 화면에서 과제에 한 평가 화

면으로 바로 갈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제

출한 과제에 한 교수자의 코멘트와 성 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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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과제제출 요약 화면

   바. 학습활동  보 고서

 이 메뉴에서는 한 학습활동에 해서 수강생

들의 활동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수강생의 이

름을 클릭하면 수강생에게 직  이메일과 메

시지를 보낼 수 있다. 

(그림 22) 수강자 학습 활동 보고서 검색 하기

  사. 학생 평가 입력하기

 학생들의 과제를 평가하여 성 을 넣을 수 

있으며, ‘업데이트’를 르면 교수자가 성 에 

한 코멘트도 넣을 수 있다. 

(그림 22) 제출한 과제에 한 평가 화면

4. M o o d l e 의 확  용 방안

 Moodle은 LMS, CMS로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지 도 계속해서 업그 이드 

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몇 몇 학을 

심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지만 Moodle은 아주 

유연한 소 트웨어이기 때문에 학이외에 

․ ․고에도 도입할 수 있다. Moodle은  

본 논문의 강좌 템 이트를 구성하는데 사

용된 여러 학습 자원 외에도 많은 학습 모듈

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학습 모듈의 사용

법을 익히고 교수-학습 과정에 목 시키기 

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결론

 Moodle을 가지고 1학기 동안 운 해 본 결

과 강좌를 운 하는데 학생과 교수에게 강의 

평가 결과 99%의 만족도를 보여 주었다. 

Moodle은 다양한 모듈로 구성되며 다양한 웹 

컨텐츠들을 탑재하여 교수자가 원하는 수업

을 구성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강의용으로 쓸 

수 있는 당한 학습 사이트가 있지 않아 매 

학기 옮겨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Moodle을 활용함으로써 고민이 해결되었다. 

이런 Moodle을 등교육 장에서도 산재되

어 있는 웹 컨텐츠들을 Moodle에 탑재하여 

활용한다면 오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Moodle을 통해서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다. 

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사와 교사 

간의 커뮤니 이션의 활성화를 한 도구로

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Moodle은 지 도 

계속해서 발 해 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

속해서 등교육 장에 용하고자 하는 연

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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