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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컴퓨터 기기들이 소형화되고 주변 생활 기기로 융합되면서 사물인터넷 기술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은 

기존 컴퓨터에 비해 다루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어 생활 환경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베란다에서 키우는 

화분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하기도 하고, 냉장고, TV, 보일러와 같은 다양한 기기에 사물인터넷 기술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

러한 기능들은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자동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품은 센서라할 

수 있는데, 빛, 온도, 압력 등을 감지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센서 기반 사물인터넷 기술은 우리의 생활에 속속 들어오고 있는

데, 아직까지 교육 시스템에 도입되는 경우는 드문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센서 데이터 기반 사물인터넷 기술을 교육 시스템

에 도입하고자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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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사물인터넷 관련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대학 교육 환경은 이전 환경에 비해 여러 가지 이유로 낙후된 상황에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은 한 분반에 50명 

정도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교수의 지도하에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분반에 따라 다르지만, 교양 교육에서는 100명을 육박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과 교수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의 진행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대학가에서는 플립러닝과 같은 교육 방법을 도입하기도 

한다. 일단은 미리 만들어놓은 동영상 수업을 예습 차원에서 듣고, 

이후에 교수와 만나 대면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로써 한 분반의 인원이 

많은 현실에서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교육 환경의 

개선점은 많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이 이뤄지는 공간에 센서 

기반의 사물인터넷 기기를 배치하여 한 사람의 교수와 다수의 학생간

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 기존의 문제점을 줄여줄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기존에 센서 네트워크 기반 사물인터넷 기술의 적용은 그림 6과 

같은 구조로 설계 할 수 있다. “사물에 내장되어 있는 센서는 그 

사물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센서의 전파 전송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용자에게 센서의 ID 정보를 제공한다.”[6] 이 예의 경우 

RFID 매체를 기반으로 기존의 쿨타운 프로젝트의 기본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설계하였는데, 사물인터넷 기술과 교실이라는 특수한 환경

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요구점이 만족되어야 할 것이다.

Fig. 1. Structure of syste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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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는 학생과 교수의 교실 환경에서 이용하는 다양한 

사물에 대해 센서 기반의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고, 상호작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한다. 그림 2는 센서 데이터 기반 사물인터넷 

교육 시스템 구조이다.

Fig. 2. Structure of proposed system

IV. Conclusions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열악한 교육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실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물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하고, 학생과 교수 간의 

상호작용 빈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를 설계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상호작용 절차의 구체화를 통해 실제 교실 환경에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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