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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사회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 시장도 이에 극 으로 부

응하여 원격교육, 사이버교육, 가상강의, e-Learning 등의 이름으로 제안되어지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이를 한 시스템들이 다양하게 제공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과 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시스템들이 제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학습자들의 교육 이해 수  정도를 실시간으로 피드백(Feedback)함으로써 교수자가 맞춤식교육을 진행

할 수 있는 CBT(Computer Based Training/Test)방식의 방향 자율모드 기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RTE(Real Training Environment)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능력에 맞는 맞춤식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극 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Development of Computer science and internet technoloy have led changes all over the social area. Educational markets 

based on this circumstance are offering various services named remote education, cyber lecture, e-Learning, etc. Due to these 

products, systems for computer based teaching and evaluating student's achievement are wide spread. But in many systems we 

can find functional restric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a RTE system offering interactive self control mode based education 

so as to provide customized education for each individual by realtime feedback of the level of the student's comprehension we 

expect that this system provides customized education environment considering student's achievement level and maximizes their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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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컴퓨터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원격교육, 사이버

교육, 가상강의, e-Learning 등으로 명명되며 컴퓨터

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 교육의 평가  자격인증 시험 등에서 컴퓨터를 



한국 자통신학회논문지 제7권 제2호

228

이용한 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솔루션들이 많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 교수자와 학

습자 상호간의 커뮤니 이션이 원활하지 않거나 학습

과정상에 일어나는 학습자들의 제반사항들에 한 검

증 없이 오직 학습결과물만을 일로 장한 후 이를 

미리 생성된 결과 일과 단순 비교하여 학습이해도

를 측정함으로써 학습에 요한 이해과정이 생략된 

형태의 제한된 평가 시스템으로 운 되고 있다. 한 

기존 교육 환경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일 다로 

이루어져 다수의 개별 학습자들의 교육 이해 수 과 

상 없는 일률 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1]. 이

를 극복하기 하여  [2][3]과 같이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한 근이 이

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와 같은 교육의 방법

을 달리하는 근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효과 인 교육시스템을 구

성하고자 하 다. 이에 학습자들의 교육 이해 수  정

도를 객 화하여 맞춤식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CBT(Computer Based Training/Test) 방식[5][6]의 

방향 자율모드 기반 교육 환경을 RTE(Real Trai-

ning Environment)라 정의하고, 이러한 환경을 제공

하기 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제안된 시

스템은 Microsoft社의 MS Office System의 활용 능

력 정도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국제인증 MOS 

(Microsoft Office Specialist)[7]를 상으로 구 되었

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CBT 시스템에 하여 살펴보

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RTE 시스템의 설계  구

에 하여 기술한다. 

II. 관련 연구

1. 동 상 컨텐츠를 이용한 시스템

기존의 e-Learning 시스템  동 상 컨텐츠를 이

용한 교육 시스템은 실제 교육 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피드백이 매우 제한 이다. 

한 작도구(Authoring tool)들을 이용해 작성된 가상

(Virtual)의 시뮬 이션 방식의 교육 시스템들의 경우 

동 상 교육의 단 을 일부 극복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여 히 학습자의 학습 이해도  성취도를 객

으로 단하고 이를 교육에 용하는 것이 매우 어

려우며, 시나리오에 의한 학습 진행은 가능하나 실제

(Real) 마이크로소 트 오피스 응용 로그램(이하 오

피스 로그램이라 함)이 아닌 임의로 작성된 가상의 

학습 환경만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진행이 매우 부자

연스럽다. 학습 진행 과정  특정 기능만 동작하도록 

작성될 수밖에 없는 시뮬 이션 시스템의 특성상 정

해진 기능에 해 제한 인 학습 진행이 이루어지게 

되며 필요한 경우 이 모든 학습 상황들을 작도구를 

이용해 모두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 교수자가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실시간으로 학습

자들의 성취도를 악하고 피드백하기에는 기술 으

로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학습

자의 개별 성취도에 따른 맞춤식 교육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한다.

2. WBI 시스템

재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극복한 인터넷을 이

용한 교육이 일반 이다. 웹기반교육(WBI : Web 

Based Instruction)[8][9]을 도입하여 교수-학습 환경

을 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일반 으로 WBI의 학습 

환경은 웹을 기반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독

립된 오피스 로그램들의 구동 환경을 보장하기가 

어렵게 된다. 웹상에서 구동되는 WBI 방식에서는 오

피스 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사용되는 과정을 통제할 

필요가 없으며 작도구를 이용해 필요한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화면과 이벤트 그리고 실제 동작 시 사용되

는 코드를 설계하고 피드백하게 되므로 실제로는 가

상의 오피스 로그램을 매개체로 한 교육이 이루어

진다. 그러나 실제 학습자가 오피스 로그램을 구동

하여 사용할 때의 상황과는 매우 비교된다. 사용자가 

실제 오피스 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순서나 기능에 

한 시나리오는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임의 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떠한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제약이 없어야 한다. 한 오 라인 교육이 이루어 질 

경우 기본 인 학습내용에 따라 교수자의 통제가 이

루어 져야 하므로 임의로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3. RTE 시스템

와 같은 교육 형태를 좀 더 신 으로 개선 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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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실제 오피스 로그램이 구동된 

상태의 학습 환경을 갖춘 CBT방식의 RTE 시스템이다. 

MOS는 재 실시되고 있는 CBT방식의 작업 형 IT

련 실기 자격증 가운데 이와 가장 유사한 매우 근 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피스 로그

램 교육 과정  MOS Master 교육과정의 일부를 모

델링하여 실제 오피스 로그램들이 구동된 상태의 

CBT환경에 을 두고 트 이닝 방식의 일부인 도움

받기, 바로채  등의 실시간 도움말  실시간 채  기

능이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교수-학습자 상호간 의 맞

춤식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하 다. 

체 과정에 해당되는 Microsoft Office Excel, Microsoft 

Office PowerPoint, Microsoft Office Word, Microsoft 

Office Access를 기 으로 RTE 시스템을 구 하 으

며 모두 실시간 채  시스템이 용되었다. 

III. RTE 설계 및 구현

1. RTE 시스템 설계

1.1 RTE 시스템 자원

RTE 시스템은 CBT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PBT 

(Paper Based Training/Test)에서 사용되는 종이 매

체를 완 히 배제하여 컴퓨터 상에서 모든 교육과 평

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1. 교수-학습자 상호간의 Resource 달
Fig. 1 Bilateral resource exchange between 

teacher and student 

그림 1은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달해야 할 그림, 

동 상, 소리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요소  교육에 

필요한 교재, 웹 컨텐츠 등의 여러 요소를 미리 갖추

고 일정한 수 의 질 , 양 인 리소스들을 제공하게 

된다.

 

1.2 RTE 시스템의 특징  구성요소 

RTE 시스템 구성을 해 교육과정에 기 한 컨텐

츠들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림 2와 같은 구

조로 설계 되어야 하며 교육 목 에 맞게 효과 으로 

시스템을 사용하기 해서는 크게 5가지 형태로 구성

되어야 한다.

그림 2. RTE 시스템의 5가지 주요 구성요소
Fig. 2 5 Main parts in RTE system 

1) RTE 시스템 Engine

RTE 시스템 통합 UI, 오피스 로그램의 구동환

경, 문제은행의 기본 구조  CBT방식을 제어하는 

로세스 온/오 라인을 통합한 실시간 채  시스템, 

결과 채집  데이터베이스 기록 등의 역할을 수행한

다. 시스템의 모든 기능 인 요소를 갖추고 있도록 하

으며 추후 시스템의 확장이나 변경에도 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2) Virtual Office Trainer

가상 오피스 트 이 는 학습자를 한 Avatar 기

능  가상의 교수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교수

자와 학습자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주로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역할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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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에는 선수학습, 온라인/오 라인 수업 에는 

학습의 성취도를 지속 으로 기록하여 교사와 학생 

간의 방향 교육이 가능하도록 피드백하고 종료된 

후에도 자가 학습(Self study)이 가능하도록 한다. 

3) Office Evaluation System

가상 오피스 트 이 가 교육과정에 한 역할을 

하는 반면 오피스 진단평가 시스템은 교육 과정의 마

지막인 교육 평가에 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 평

가에 필요한 문제, 제한 시간, 오답  모범답안, 자가 

학습을 한 실시간 도움받기, 실시간 바로채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교사의 온라인/오 라인 수업에는 

학생에 한 수 을 실시간으로 피드백 할 수 있으며 

자가 학습(Self study)에서는 교수자의 도움 없이도 

학습자의 수 에 맞는 교육을 스스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4) Office Exam Studio

오피스 문제은행 개발 도구는 가상 오피스 트 이

  오피스 진단평가 시스템에 필요한 컨텐츠를 제

작하는 도구이다. 지속 인 교육 컨텐츠 자원의 유지 

보수(Maintenance)를 담당하게 되며 문제은행의 근간

을 이룬다. 제  문제, 채  기 , 도움 받기, 모범 

답안, 동 상, 힌트 등의 여러 자원을 하나의 Exam형

태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5) Avatar for Trainee

오피스 로그램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평가를 

묶은 개념으로 실제 교육 상황에서는 교수자와 학습

자가 일 다의 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Avatar for 

Trainee를 통해 다수의 교수자 분신을 생성하여 교수

자와 학습자간에 일 일의 계를 형성하여 다수의 

학습자들을 통제하고 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래 그

림 3은 Avatar for Trainee에 한 개념도이다.

그림 3. 온/오 라인 상에서의 Avatar 개념도
Fig. 3 Avatar key map on on/off line 

communication

2. RTE 시스템 구

2.1 RTE 시스템 Engine의 구성

RTE 시스템 Engine은 교육 환경에 한 기본 인 

요소들을 운 할 수 있도록 그림 4와 같은 구성 요소

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4. RTE 시스템 Engine 구성도
Fig. 4 Configuration of RTE system engine

RTE 시스템 통합 UI를 통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용하 고 CBT방식의 방향 자율 모드 환경을 

해 오피스 로그램 구동 환경을 따로 구 하 으며 

오피스 문제은행 개발 도구를 이용한 교과 과정  

문제은행을 운 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Textbooks 

Library)과 문제은행(Item Pool)을 구  하 다. 한 



CBT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방향 자율모드 기반 RTE 시스템 개발

 231

제어 로세스를 통해서 가상 오피스 트 이 와 오

피스 진단평가 시스템을 연계하여 온/오 라인 통합 

실시간 채  모듈도 함께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 구

하 다.

2.2 Virtual Office Trainer

가상 오피스 트 이 (Virtual Office Trainer)는 교

육과정에 필요한 컨텐츠들을 담고 있으며 교육과정 

체를 리한다. 그림 5는 학습자의 학습 내용 체

를 직 으로 살펴 볼 수 있는 학습 계획표로 구성

되어 있으며 학습이 필요한 해당 단원으로의 임의 

근이 가능하다. 

그림 5. MOS access 2003 core 과정 학습 계획표
Fig. 5 Learning plan for MOS access 2003 core

가상 오피스 트 이 는 지정된 교육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치를 선택하거나 교육 코스를 설

정하는 것만으로도 학습하고자 하는 단원으로 바로 

이동하여 학습이 가능하다. 가상 오피스 트 이 를 

사용하여 작업 후 다음 코스를 진행할 경우 항상 피

드백을 통해서 그림 6과 같이 재 학생의 수   

이해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그림 6. MOS access 2003 과정 실시간 채  결과
Fig. 6 Realtime scoring result of MOS access 2003  

2.3 Office Evaluation System

가상 오피스 트 이 를 통한 교육과정이 완료된 

후 평가를 한 도구로써 오피스 진단평가시스템을 사

용할 수 있다. 오피스 진단평가 시스템은 목 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목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RTE 시

스템 Engine 는 오피스 문제은행 개발도구(Office 

Exam Studio)를 이용하여 문제를 출제한다. 오피스 

진단평가 시스템은 문제  제, 제한 시간  풀이 

도구를 지원 하고 있으며 자가 학습을 지원 한다. 

재 진단평가 시스템에는 MOS Master과정에 한 교

육  평가과정을 모델링하 으며 교육에 한 평가가 

진행되면 가장 우선 으로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는 지 

여부에 한 검사 그림 7을 자동으로 진행한다.

그림 7. RTE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검사
Fig. 7 Inspecting the right operation 

of R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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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오피스 트 이   오피스 진단평가 시스템

을 교과 과정에 맞도록 용하기 해서는 오피스 문

제은행 개발도구에서 작성된 교육 과정  테스트 

Exam을 사용한다. 오피스 문제은행 개발 도구는 여

러 요소를 용하여 하나의 리소스로 리하는 도구

이다. 리소스로 사용되는 여러 개의 제 일, 문제, 

도움받기, XML형태로 제공되는 채  코드, 시간제한, 

동 상, 상용구, 난이도, Presentation Page, 힌트  

Preset기능까지 모든 기능을 하나의 리소스로 리하

게 된다.

오피스 문제은행 개발 도구는 자체 으로 실행  

디버그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Exam의 기능의 

실행/ 지를 통해 각각의 리소스를 가상 오피스 트

이   오피스 진단평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더라

도 즉시 테스트해 볼 수 있으며 테스트 후 바로 가상 

오피스 트 이   오피스 진단평가 시스템에서 추

가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Ⅳ. 구현 결과 고찰

원격교육, 사이버교육, 가상강의, e-Learning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 시스템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지만 제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

과 같은 문제 들이 존재한다.

∙교수자와 학습자 상호간의 원활하지 않은 커뮤니

이션

∙학습과정상에 일어나는 학습자들의 제반사항들에 

한 검증 불가 

∙학습결과물만을 이용한 학습이해도를 측정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일 다로 이루어지는 기존 

교육 환경에서의 일률 인 교육환경 제공

제안된 시스템은 Microsoft社의 국제인증  MOS를 

교육하고 평가하도록 구 되었다. 따라서 가장 사용 

범 가 넓고 효과 인 애 리 이션의 교육을 체계화 

할 수 있고, 그 성취 정도를 실시간으로 단하여 개

인화된 교육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

게 된다. 

개인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무엇보

다 정확하면서도 제약이 없는 채  방식이 선행되어

야 한다. 몇 가지 를 들어 보면, ‘슬라이드 쇼를 제

한된 시간 내에 진행하 는가?’, ‘인쇄 옵션을 조 하

여 지정된 용지에 실제로 인쇄하 는가?’, ‘지정된 매

크로를 작성하여 실제 실행하 는가?’, ‘ 자메일을 이

용하여 지정된 상 에게 메일을 회신 하 는가?’, ‘OO

월 OO일 약속된 일정을 다음 날로 변경할 수 있는

가?’ 등의 문제를 가변 으로 출제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문제에 한 학습자의 반응을 구체화된 기술

(Description)로 피드백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하

여 제안된 시스템은 RTE 시스템의 엔진에서 오피스 

시스템(Office System)내의 개체에 한 섬세한 핸들

링을 통하여 개발되었다.  제안된 RTE 시스템은 가

상의 시뮬 이션 방식이 아닌 실제 오피스 로그램

들의 구동 방식, 그에 필요한 요소와 동작에 해서 

다루게 될 것이며 이를 토 로 재의 교육 환경을 

획기 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스템은 학습자 개인의 학습성과를 데이터베이

스화하여 실시간으로 피드백(Feedback)함으로써 교수

자가 학습자에게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학습 참여를 능동

으로 증  시킬 것이다.

Ⅴ. 결 론

네트워크 인 라의 비약 인 발 으로 회사, 가정, 

학교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교육이 가능해

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학습자의 능력에 따른 교수-

학습 시스템이 온라인 교육에 용되고 있다. 본 고에

서는 RTE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RTE 시스템 

기반의 Virtual Office Trainer  Office Evaluation 

System을 활용하면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오 라

인 교육의 취약한 을 보완하여 보다 완벽한 학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교수자는 실시간으로 

측정된 학습자들의 수 을 객 으로 평가하여 학습

에 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평가에 한 정확

성, 객 성, 효율성을 얻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RTE 시스템으로부터 교육의 양 , 질 인 일정 수

을 보장 받게 되므로 학습자 교육에 더욱더 집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학습자는 실시간으로 피드백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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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결과에 지속 으로 동기 부여를 받게 되며 교육 

후 취약한 부분에 한 리뷰(Review)를 통해 가정에

서도 미진한 학습을 보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육 

시 오피스 로그램들이 시뮬 이션 형태로 구동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오피스 로그램들이 구동되어 자

율 모드에서 실습하게 되므로 장감을 그 로 살릴 

수 있다. 

제안된 시스템은 기존의 결과 일과 작성 일을 비

교하는 방식인 워드 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자격검정

[10]의 채  로그램 등으로는 채 이 불가능한 부분

을 극복하고 있다. 재 많은 IT 련 수험 평가서가 

발간되고 그와 더불어 평가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으나 

시험 문제의 출제 유형  평가 방식의 한계로 인해 

응용 로그램 내에서 다룰 수 있는 기능에 한계가 있

다. RTE시스템은 학습자에 한 교육 인 측면을 고

려하면서도 문제은행에 한 개발, 유지보수  리 

그리고, 새로운 평가 방식 구 을 통해 기존 평가 시스

템들의 평가 방식을 넘어 교수자와 학습자의 방향 

교육  학습자들의 높이에 맞는 수 별 학습을 제

공하는 모습으로 진화시키고자 한다. 한, 추후 Office 

Exam Studio는 가상 오피스 트 이 와 오피스 진단

평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많은 종류의 자원을 효과

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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