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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다기능 학습 커뮤니티 시스템의 설계와 구 에 한 내용을 다룬다. 본 논문은 다양한 기능을 갖

고 있는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시스템의 최신동향  련 연구를 분석하 다. 본 시스템의 설계는 시스템 작

업 흐름, 시스템 설계 단계의 기능 구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설계,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를 하 다. 본 시

스템은 리자 모드와 사용자 모드를 구성하여 구 하 으며, 다른 학습 커뮤니티와 기능을 비교 검토하 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multi-function learning community system. Recent trends and related 

researches regarding the learning community system are surveyed and analyzed. The function sections, data flows, database tables 

and system interface are designed. Manager and user’s modes are implemented and we compare the system functions with other 

learning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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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에 들어와서 정보는 높은 속도로 발 하고 

있고 컴퓨터가 빠르게 보 되고 있고 컴퓨터 네트워

크 기술의 응용이 부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학교는 지식을 달하는 

주요한 기구로써 자기 자신의 학습 커뮤니티를 설계

하는 것이 아주 요한 일이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

들에게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

교 자체의 지명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인터넷 기술의 빠른 

발 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학습을 보조하는 것

은이미 시  발 이 필연 인 추세가 되었다. 학습 커

뮤니티는 학습 효율성을 극 화 할 수 있으며 학생과 

교육자들에게 편리한 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1]. 

통 인 수업의 형태 특성상 교사와 학습자 간의 

발생하는 의견 교환의 시간이 수업 시간에 국한 되는 

어려움이 있고, 학습자도 원하는 시간이 아닌 수업 시

간에만 수업자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

다[2].

재 각 기업은 컴퓨터 자원과 네트워크 자원의 이

용하여 자신의 리 수 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온라

Regular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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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습 커뮤니티의 설계도 학교 학습 커뮤니티의 논

쟁의 핫 이슈가 되고 있다[3].

본 논문은 2장에서 련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

는 각 부분의 설계도와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통하여 

본 학습 커뮤니티의 구조를 체 으로 악할 수 있

도록 설계하 다. 4장에서는 시스템의 구 을 하 고 

다른 학습 커뮤니티와의 비교를 분석하 으며, 끝으로 

5장에서는 학습 커뮤니티의 향후 연구와 결론을 맺었

다.

Ⅱ. 련 연구

커뮤니티는 온라인상에서 형성되는 모든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새로

운 정보기술에 의하여 네트워크상에 구성된 공통된 

심사나 경험을 가지고 상호 작용 하는 사람들의 집

단이다[4]. 커뮤니티 집안은 다양한 행 를 통해 상호

간의 친화력을 높일 수 있고 동일한 목 을 공유하고 

있는 커뮤니티 구성원들 간에 친 감을 형성할 수 있

으며,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친 감이 커뮤니티 활동 

 기타 생  활동에 향을 미칠 수 있다[5].

최근 학에서 이루어지는 공학교육의 심 모델인 

로젝트 기반의 학습방법은 일방 인 지식 수를 

시했던 교수자 심의 학습방법이 아니라, 학습자가 

설정한 학습 주제를 자신의 역량에 따라 진행해 나가

는 학습 방법이다. 이는 학습자 스스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탐구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수행하므로 학습자

들이 학습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학습자 심의 

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다[6].

한 미국 학에서는 학을 ‘학습 커뮤니티’로 만

들기 한 노력들을 극 으로 기울이고 있다. ‘학습 

커뮤니티’ 혹은 ‘학습공동체’의 목 은 첫째, 학생들이 

학 생활에서 성공 으로 학업에 임하고, 둘째, 학

의 경제  효율성 때문에 한 클래스 수강자 인원이 

많은 형 강좌의 수가 높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능동

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7].

최근에 각 나라의 교육부는 강력하게 정보 기술 교

육을 추진하고 있기에 가상 학교, 원격 교육 등이 시

의 요구에 의해서 생겨났다. 국내외 수많은 학들

도 온라인 교육을 극 으로 연구하고 있다. 각 나라

의 문화 교류를 강화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랫폼을 제공하고 최 한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향상시키고 있다[8]. 

통 인 교육보다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는 일종의 

새로운 교육 방식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월할 

수 있으며 더 많은 학습자에게 우수한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는 개방성, 상호성, 합

작성과 자기주도성 등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학습 

커뮤니티를 설계할 때 단순한 기능이 이상 인 온라

인 학습 커뮤니티의 설계 목표를 만족할 수 없다. 사

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어야 온

라인 학습 커뮤니티 랫폼이라 할 수 있다.

III. 학습 커뮤니티 시스템 설계

3.1. 체 시스템 구성도

그림 1. 체 시스템 구성도
Fig. 1 Whole system structure

본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리자 인터페이

스 두 가지로 구성하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교사

와 학생이 등록하여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며 리자 

인터페이스는 시스템 리자가 등록하여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리자, 클래스, 

교사, 학생, 강의 자료, 공지사항, 게시  강의 동 상

과 숙제 부분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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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스템 분석

작업 차를 분석할 때 정보의 흐르는 과정에 따라 

모든 단계의 처리 작업, 처리 내용, 처리 순서와 처리 

시간에 한 요구를 하나하나 분석해야 한다. 작업 

차 분석은 개발자에게 본 작업의 처리 과정을 잘 알

게 할 수 있으며 시스템 조사 작업 의 잘못과 실수

를 발견하고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작업 차 분석은 

작업 흐름도를 통하여 진행한다[9].

그림 2. 작업 처리의 과정
Fig. 2 Sequence of job processing

데이터 흐름도는 데이터가 시스템 에서 생기고, 

송하고 가공하고 처리하고 사용하고 장하는 과정

을 말한다[10]. 데이터 흐름 분석은 데이터를 행의 

시스템 내부의 흐름을 추상 으로 독립하게 하며 단

순히 데이터 흐름 과정에서 실제 인 작업의 데이터 

처리하는 모델이다.

데이터 흐름은 다음과 같이 보인다.

그림 3. 데이터 흐름도
Fig. 3 Diagram of data flow

3.3 시스템 설계

본 시스템에 한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학습 커뮤

니티의 체 인 기획을 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개발

하는 요한 단계이다. 시스템 분석과 조사의 기반으

로 학습 커뮤니티 시스템을 설계했다. 시스템 설계는 

시스템의 체 인 설계, 상세한 설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설계 등을 포함한다[11].

가. 시스템 기능 설계

데이터 흐름도를 분석한 후 단계화된 모듈 구조를 

얻어낸다. 사용자 모드와 리자 모드 두 가지로 구분

된다. 즉 사용자가 작업을 하는 인터페이스와 리자

가 작업을 하는 인터페이스이다[12].

그림 4. 사용자 모드 모듈 구조
Fig. 4 Module structure of user mode

그림 5. 리자 모드 모듈 구조
Fig. 5 Module structure of manager mode

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설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본 시스템의 핵심이다. 본 

시스템에 리자, 클래스, 학생, 교사, 강의 자료, 공지

사항, 게시 , 동 상, 숙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구

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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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성도
Fig. 6 Structure of whole database tables

사용자 부분에 학생과 교사의 ID, 성별, 나이, 등록 

비 번호, 학번과 교사 번호 등 데이터가 포함되며 

리자 부분에 클래스의 ID, 이름, 게시 , 동 상, 공지

사항, 강의 자료와 숙제의 ID, 내용, 제출시간, 타이틀 

과 첨부 일 등 데이터가 포함된다.

IV. 학습 커뮤니티 시스템 구   평가

4.1 구  환경

본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개발 도구는 

MyEclipse 8.5, 서버 Tomcat 7.0, 데이터를 장할 수 

있는 SqlServer 2005, JSP(Java Script Page)기술과 

JDK 1.7.0 이며 Windows 7 시스템에서 본 학습 커뮤

니티를 개발하 다.

4.2 리자 모드 모듈

리자 모드 모듈에 리자 등록, 클래스 정보 

리, 교사 정보 리, 학생 정보 리, 공지사항 리, 

게시  댓  리, 자료 정보 리, 동 상 정보 리

와 개인 비 번호 수정 등 기능 모듈이 포함되어 있

다. 게시  댓  리의 로 다음과 같이 보인다.

그림 7. 게시  리 화면
Fig. 7 Screen of bulletin management

게시  리를 통하여 리자는 사용자(학생과 교

사 포함)가 남긴 모든 댓 에 하여 삭제 등 조작을 

할 수 있으며 편리하게 리할 수 있다.

4.3 사용자 모드 모듈

사용자 모드 모듈에 웹 홈페이지, 학습 자료 다운

로드, 학습 동 상 다운로드, 교사가 숙제 내기, 교사

가 숙제를 리하기, 학생이 숙제 다운로드 받기, 게

시  을 남기기 등 기능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 홈

페이지 하면을 통하여 사용자가 로그인하고 여러 가

지 조작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그림 8. 웹 홈페이지 화면
Fig. 8 Picture of web homepage

학생이 숙제 다운로드 받기 로 실행 화면은 다음

과 같이 보인다.

그림 9. 숙제 다운로드 화면
Fig. 9 Screen of homework download

숙제 다운로드 받기 화면을 통하여 학생이 손쉽게 

교사가 낸 숙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동시에 숙

제를 다 끝나고 나면 편리하게 숙제를 올릴 수도 있

다. 따라서 학습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학생과 교사 간

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4.4 시스템 평가

재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으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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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학습 커뮤니티는 자기 자신의 특징을 갖고 있다. 

를 들면, e-class와 EDUCASIA(에듀 이시아) 

LEARNING CENTER라는 학습 커뮤니티가 있다. 본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와 타 학습 커뮤니티와 비교 결

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각 학습 커뮤니티 비교 
Table 1. Comparison among each learning community

비교내용
개발한 

시스템 

e-class 학습 

커뮤니티

에듀 이시

아 학습 

커뮤니티

교사/학생 등록 

기능
있음 있음 있음

공지사항 게시  

기능
있음 있음 없음

달력 기능 있음 없음 없음

학생 리 있음 있음 있음

숙제 리 있음 없음 있음

온라인 테스트 

기능
있음 있음 없음

학습 자료 

다운로드 
있음 있음 있음

메뉴  폴더 리 있음 있음 있음

마이페이지 리 

기능
있음 있음 없음

동 상 기능 있음 있음 있음

본 학습 커뮤니티의 장 은 교사가 인터넷으로 숙

제를 내고 학생이 쉽게 숙제를 얻으며 완성한 다음에 

쉽게 제출할 수 있다. 학생이 숙제를 제출한 뒤에 교

사는 편하게 제출한 숙제를 정정하고 댓 을 덧붙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의 부족과 경험의 부족으로 본 학습 커

뮤니티 시스템을 구 할 때 일부 세부 기능 구 이 

미흡하여 일부 기능 확장이 필요하며, 한 사용자 입

장에서의 사용상의 편리성 검토도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다기능 학습 커뮤니티 시스템은 학습자가 더욱 

편리하게 공부하기 하여 시스템 구조를 분석했고 

시스템 작업 흐름을 얻어냈으며 시스템 설계 단계의 

기능 구분,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

계를 하 다. 본 시스템은 2가지로 나 어져 있다. 즉, 

사용자 모드와 리자 모드이다. 체 시스템의 운

은 리자가 맡으며 사용자인 학습자와 교사는 사용

자 모드 인터페이스에서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 있

다. 본 시스템은 게시 , 숙제 리, 동 상, 강의 자

료 등 기능에 해 다른 학습 커뮤니티와 비교하 다.

재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는 많은 분야에서 리 

용되고 있다. 화학, 항공, 게임 등 공학 분야뿐만 아

니라 언어, 무용, 문화 교류, 기업 교육 등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13]. 앞으로 더 다양하고 좋은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를 개발하기 하여 더욱 노력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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