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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학교들의 특색있는 교육활동이나, 교수 학습자료들이 다른 학교 홈페이지

와의 연계기능이 없어 많은 자료들이 묻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각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들을 효과 으로 홍

보하고, 화상통신을 통해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 간의 교육  정보교류와 의

사소통기능을 강화시켜 지역교육청의 교육정책수행  교육발 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응력있는 화상커뮤니티를 설계하 다.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각 

학교간에 이루어지고있는 교육활동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교육발 을 도

모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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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homepages of schools are available to publicize activities of 

education, to load educational materials efficiently. But we can't use 

current homepages of schools in making characteristic information or 

sharing educational resources. In this study, this I-CUBE system with 

RSS was designed and embodied for sharing characteristic educational 

activities and works in schools. Currently, I-CUBE is being under 

experimental test for sharing education activities and making community 

in elementry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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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각 학교들마다  각자의 홈페이지를 운

하면서 다양한 교육자료의 공유  각종 커

뮤니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들의 특색있는 교육활동이나, 

교수 학습자료들이 다른 학교 홈페이지와의 

연계기능이 없어 많은 자료들이 묻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

에 다양한 방식으로 근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제 학습자는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자유롭



게 탐색하고 가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1].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지역교육청

에서의 개인화되고 차별화된 교육서비스의 제

공과 내 교육청 산하 학교간의 다양한 교육

활동들  한 에 알아보거나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스템은 극히 일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환경에서

의 커뮤니티의 개념과 모바일  RSS에 한 

특성을 분석한 후, 화상 속이 가능한 소규모 

지역교육청 내 각 학교 홈페이지들을 통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 다.

2.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화상커뮤니티 지

원기술

2.1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커뮤니티의 개념 

 특성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과거와 재를 통

틀어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칠 공

간 명으로 도시 명, 산업 명, 정보 명에 

이은 제4의 명으로써 서로 다른 이질 인 

물리공간에서 자공간을 연결해 물리공간과 

자공간이 하나로 통합되는 개념이다[2].

사이버 커뮤니티는 “인터넷 공간에서 공통

의 심과 목 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지속

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의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커

뮤니티”는 이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

는  커뮤니티”를 지칭한다[3].

이에 근거하여 학교의 교육 인 환경과 지

역 인 특성을 감안하여 볼 때, 특정한 주제에 

해 심도있는 의사교환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인간 인 유 계를 가질 수 있는 커

뮤니티로 구축하는 것이 합하다.

2.2 XML과 RSS

XML은 차세  웹 문서 포맷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W3C에서 제안된 국제 표 의 

자문서 메타 언어이다. XML은 웹에서 구조화

된 문서를 송 가능하도록 설계된 표 화된 

텍스트 형식으로, 문서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

의 독립성, 요소 변경의 용이성 등의 특성을 

제공한다[4]. 이러한 XML 문서의 특성을 이

용하면 학교간 각각 다른 홈페이지의 언어들

로 구성된 문서들을 하나의 통일된 언어로 서

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RSS(Rich Site Summary)란 뉴스, 블로그 

등 자주 갱신되는 성격의 사이트를 한 

XML 기반의 포맷이다. 자신의 블로그 사이트

에서 원하는 정보가 있는 블로그 사이트 

‘GoodSite'의 RSS 일을 정기 으로 수집하

면 GoodSite 사이트의 갱신된 컨텐츠 제목, 

링크, 발췌 내용을 자동화된 과정에 의해 자신

의 사이트에 올려 놓을 수도 있고, 개인 사용

자는 RSS 리더 로그램을 사용해 GoodSite 

사이트를 직  방문하지 않고도 최신 컨텐츠

를 편리하게 볼 수 있다.

RSS는 Wired 같은 규모 뉴스 사이트, 

Slashdot 같은 뉴스 주의 커뮤니티 사이트, 

퍼스  웹로그등의 뉴스와 컨텐츠 배

(syndicating)을 한 포맷이다.

 RSS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 피드

(feeds)는 channel로 구성된다. channel은 title, 

link, description, (optional) language 로 구성

되며, channel의  다른 구성요소인 item은 

title, link, description으로 구성된다[6].

따라서, 다양한 언어로 구축되어 있는 각 

학교간의 홈페이지들을 하나의 XML 문서로 

생성하여 RSS로 피드한다면, 각 학교들의 교

육활동과 정보자료들을 한 에 알 수 있다.

2.3 래시 미디어 서버

 래시미디어서버는 다양한 역폭의 스트

리  미디어 어 리 이션을 개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다. 를 들어 비디오 블로깅

(video blogging), 비디오 메시징(video 

messaging), MP3 스트리  서비스와 같은 커

뮤니 이션 어 리 이션 개발도 가능하다[7].

서버는 연결을 허락하고, 스트림과 공유객

체를 제어하며, 부분의 보안사항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한 데이터를 달할 때는 

TCP/IP 기반의 소켓 통신인 RTMP(Real 



Time Messaging Protocol)를 통해 달한다. 

RTMP는 데이터를 비롯하여 상, 음향등을 

송수신하기 한 소켓 통신 방화벽이 있으면 

해당 포트를 열어줘야한다[5].

3. I-CUBE (Interactive Community of  Unity 

schools Based on ubiquitous Environment))

의 설계

등학 리 연구에서는 학교와 가정의 효

율 인 교류를 해서 교사가 학부모에게 알

려주어야 할 사항으로 학 에서 제공되는 교

육 로그램, 교사가 학생에게 기 하는 것, 학

생에 한 기 를 교사는 어떻게 진행하려는 

지에 한 안내, 아동의 일반 인 학교생활과 

구체 인 교과활동에 한 정보, 아동의 성장

과 진보를 한 학부모의 도움방안, 학교의 계

획된 특별활동, 행사에 한 안내등을 제안하

고 있다[8.]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유비쿼터

스 환경에서 각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들을 

효과 으로 홍보하고, 화상통신을 통해 소속되

어 있는 학생들 간의 교육  정보교류와 의사

소통기능을 강화시켜 지역교육청의 교육정책

수행  교육발 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응력

있는 화상커뮤니티를 설계하 다.

3.1 I-CUBE의 설계방향

I-CUBE 시스템은 리 스기반의 PHP, 

Mysql로 구축하여 경제 이 비용을 이고, 

공개된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구나 쉽게 구

축할 수 있도록 한다.

I-CUBE 홈페이지에 속했을 때, 메인화면

에서 RSS 수집기를 불러올 수 있는 코드를 

삽입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수집, 분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지역교육청과의 연간교육정책  교육계획

과 유동 으로 각 학교간의 정보교류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다양한 특색교육

활동, 교수학습자료, 학생들의 커뮤니티가 유

무선 홈페이지로 속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3.2 I-CUBE의 체구조

3.2.1 체구조

<그림 1> I-CUBE 시스템의 체구조

I-CUBE는 RSS 피드로 제공된 학교간 게

시  컨텐츠들을 XML 문서로 변환, 수집하여 

분석기를 통해서 분류별로 나 어 I-CUBE 홈

페이지에 등록한다. 

I-CUBE에서는 공지사항, 학습별 자료실, 

모바일 연동 게시 , 교사 커뮤니티, 학생 커

뮤니티의 메뉴를 갖추고 일반 사용자들이 인

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속할 수 있도록 구성

한다. 

한 다른 지역교육청  공공기 , RSS 

피드를 읽을 수 있는 리더기등 개인화  차

별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I-CUBE 홈페

이지도 RSS 피드를 제공한다.

커뮤니티내에 있는 화상통신모듈은 

I-CUBE에 속된 인증된 사용자들끼리 화상

으로 의사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

능을 담당한다.

나만의 메뉴에서는 회원가입시 SMS 수신

동의한 부분에 해서 사용자 인증을 거쳐 가

입된 회원에게 I-CUBE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3.2.2 세부구조

(1) XML 생성기



<그림 2> XML 생성기의 체구조

XML 생성기는 각 학교간에 설치 운 되는 

홈페이지의 언어를 분석하여 그 언어에 합

하게 XML 문서로 만들어 주는 모듈이다.

<그림 3>에서와 같이 php 함수인 file 함수

를 이용하여 속하고자 하는 해당 학교 홈페

이지의 게시 에 속하여 html로 이루어진 

코드를 읽어 헤드라인(제목)과 링크를 추출, 

변수에 장한뒤 RSS 2.0 규격에 맞게 XML 

문서로 생성한다.

 XML 문서에서 “<title>***</title>"내에 

들어갈 내용은 추출된 학교의 이름이 반드시 

포함되어 I-CUBE에서 수집될 때, 구분이 용

이하도록 설계한다.

<그림 3> XML 생성기의 세부흐름도

(2) XML 수집기

공개된 RSS 수집기를 통해서 생성된 RSS 

피드를 수집하여 I-CUBE의 홈페이지내 게시

에 등록한다. XML Parsing 단계에서 불건

한 단어  I-CUBE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

은 자료들을 필터링하여 개인의 정보노출과 

불건 한 자료들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포

함시킨다.

<그림 4> XML 수집기

(3) 게시  등록기

게시  등록기는 PHP 함수인 file 함수를 

통해 미리 장된 RSS URL을 읽어 싱된 

자료들을 분류별로 변수에 장한뒤, Mysql 

DB에 속하여 I-CUBE 게시 에 등록되는 

모듈이다.

<그림 5> 게시  등록기

(4) 모바일 연동게시

<그림 6> 모바일 연동 모듈

게시  등록기를 통해 생성된 I-CUBE의 

자료들 , 교육  활용가치가 높고, 모바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요 컨텐츠들을 상으로 

구축한다. 무선인터넷 요 을 감안하여 텍스트

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은 송속도, 데

이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header("Content-Type:text/vnd.wap.wml;charset=KS_C_5

601-1987");

header("Cache-Control: no-cache, must-revalidate"); // 

Prevent caching, HTTP/1.1

header("Pragma: no-cache"); // Prevent caching, 

HTTP/1.0

$connect=mysql_connect("XXX","XXX","XXXX");

mysql_select_db("XXX",$connect);

-------중략--------

        <do type="vnd.up" label="상위">

            <go href="sub_b.php"/>

        </do>

    </card>

</wml> 

<? } Else { 

 ?>

<? echo $row[0]; ?>

    </p>

        <do type="vnd.up" label="상위">

            <go href="sub_b.php"/>

        </do>

    </card>

</wml> 

<? }?>

<표 1> WML 작성된 연동 소스의 

무선 인터넷 홈페이지는 구축시에는 기존의  

APM(Apache, PHP, Mysql) 서버 환경에서  

각 이동통신사별 언어의 MIMETYPE을 추가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한, 이동통신사들의 번호가 하나의 번호

로 통합되면서 무선인터넷 첫 속문서에는 

반드시 010 번호로 시작되는 모바일 기기들에 

한 분류코드가 추가되어야 한다.

(5) I-CUBE 게시  XML 생성기

<그림 7> I-CUBE의 XML 생성기

I-CUBE의 게시 들도 각종 RSS 리더기, 

RSS 기능을 지원하고 수집할 수 있는 지역교

육청의 홈페이지와 연결할 수 있도록 RSS 기

능을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RSS 

생성기는 기존의 오 된 소스코드를 사용하

다.

(6) 화상통신모듈

<그림 8>  화상통신 모듈

화상통신모듈은 커뮤니티내 속한 사용자

들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한 아이디어와 정

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그림 9> 래시미디어서버를 통한 

데이터 달

화상회의 모듈에서는 화상통신을 한 기

룸 리스트가 있으며 기실에 입장후에 래

시 미디어 서버를 통한 화상회의가 가능하다.

래시미디어서버는 오디오,비디오,텍스트 

데이터를 매크로미디어사가 개발한 RTMP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시킨다. 이는 <표 2>

에서와 같이 기존의 AMF(Action Message 



Format)양식의 인코딩된 바이 리 데이터 송/

수신 방식과는 다르게 TCP/IP 기반의 방식으

로 실시간 서버푸싱과 클라이언트 폴링이 가

능한 로토콜이다.

전송방

식
내용 장단점

XML 

over 

HTTP

HTTP를 이용하여 

GET이나 POST 방

식으로 웹서버 전

송후 결과를 XML

형태로 받음

기존의 웹언어를 사용

하여 쉽게 구축할 수 

있으나 데이터 수신시 

XML언어로 되어 속도

가 느림

XML 

over 

SOAP

웹서비스를 이용하

여 데이터송수신

웹서비스의 장점을 수

용하나 XML 데이터처

리로 인하여 속도가 

느림

AMF

바이너리로 인코딩

된 데이터를 HTTP

를 이용하여 전송

XML에 비해 데이터양

이 적어 처리속도가 

빠르나 서버에 탑재되

어 구동됨

RTMP

TCP/IP 기반의 소

켓통신으로 실시간 

서버푸싱과 클라이

언트 폴링이 가능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

이 가능하나 서버에 

탑재되어 구동됨

<표 2> 래시에서 데이터 송방법의 비교

(7) SMS 발송기

SMS 발송기는 교육정보 문자서비스 수신

에 동의한 회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듈이다. 기존의 문자서비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선인터넷 속 주소도 함께 

달할 수 있도록 한다. 문자메세지는 

I-CUBE에서 달할 수 있는 각종 교육활동의 

즉각 인 알림사항이나 커뮤니티내의 다양한 

컨텐츠들을 속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다. 

SMS 발송기는 I-CUBE의 DB에 속하여 

가입시 SMS 수신동의한 회원에게만 발송하도

록 한다. 다양한 교육정보 컨텐츠들을 짧지만 

명확한 문장으로 기획, 발송하여 커뮤니티내의 

소속감을 높이고 정보 달의 신속성과 정확성

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그림 10> SMS 발송기

한, SMS 발송서버는 따로 구축하지 않고 

DB 모듈을 제공하는 기존의 SMS 문자 서비

스 업체와 제휴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4. 결론

I-CUBE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각 학교에

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사소식, 특색교육활동, 

교수학습자료등의 교육정보에 한 의사소통 

방법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데 목 을 두

고 설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구 된 I-CUBE 시스템은 

기존의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 유비쿼터스 환

경으로 변화시켜 언제 어디서나 교육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 고,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I-CUBE 시스템을 통해 각 학교간에 이루

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

어 학교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교육발 을 

하서 서로 정 인 경쟁을 함으로써 궁극

으로 지역교육청의 교육정책수행에 많은 도

움을  것이다.

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구축된 커뮤니티

를 통해 소규모 지역교육청 이하 소인수 학

을 가진 학교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학교경

을 이 낼 수 있다. 한 시스템에 포함된 화

상통신모듈을 이용하여 교사와 학습자간, 학습

자와 학습자간의 새로운 계형성과 응력있

는 활동을 강화할 수 있고 다양한 교수학습활



동에 용하여 소규모 교육청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 을 보완해  수 있다.

추후 화상통신시 지원되는 역폭  화상품질

의 개선에 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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