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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는 IT와 관광을 융합하는 IT관광 융합학문이 미래학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융합학문은 소셜 데이터 분
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마케팅 분야에서 많은 활용되고 있으며 학습에 적용하는 사례도 증
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u-스마트 관광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모바일 학습 콘텐츠를 설계한다. 이것은 관광정보 패턴 
템플리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관광정보 콘텐츠를 학습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모바일 학습 콘텐츠로 변환하는 것
이다. 모바일 학습 콘텐츠 설계는 u-스마트 관광정보를 이용한 스마트폰 앱(App)과 XMI를 활용하여 열 개의 설계 과
정을 거친다. 향후 이 설계과정을 거쳐 모바일 학습 콘텐츠를 구현함으로써 관광정보 콘텐츠 정보품질에 맞는 모바일 
학습 콘텐츠를 생성하고 관광정보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학습 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주제어 : u-스마트관광정보 시스템, 관광정보 패턴 템플리트 라이브러리, 모바일 학습 콘텐츠, 관광 메타모델 클래스,

모바일 학습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convergence of IT and IT sightseeing tour has emerged as a fusion of academic 
disciplines in the future. Convergence study of social data analysis, raising the heat. Social Network Services 
(SNS) being utilized in many areas of marketing and to apply the case study is also increasing. This study is 
based u-smart tourist information systems for mobile learning content design. This is the pattern of things in the 
template library for thing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learning content to mobile learning content to be 
converted to a. Design of mobile learning content using u-smart things smart phone app (App) and XMI to go 
through the design process of utilizing the heat. Future through the design process by implementing a mobile 
learning content to meet information quality tourist information content to create mobile learning content and 
learning things that can be content to live it up advantage.

Key Words : u-smart tourism information system, Pattern template library, smart tourist information, tourist 
meta-model class, smart App. Contents information quality. Mobile Learning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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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에는 IT와 융합하는 학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융합학문은소셜데이터분석에열을올리고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마케팅분야에서많은활

용되고 있으며 학습에 적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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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코카콜라, 네슬레등유명많은기업이소셜네트워

크 서비스로 소비자 선호도를 수집하고 있다. 학습에도

모바일(Mobile)을 이용한 수많은 콘텐츠 제공하고 있으

며콘텐츠생성으로정보제공을자유롭게하는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바일에서 콘텐츠를 직접 생성하고

상품을 기획하고 수정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는 도

구가 부족하다[11]. 모바일(Mobile) 세상에서 u-스마트

세상과 함께 학습도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모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습효과를 극대화 하고 학습

지루함을 극복하며 자기 주도 학습을 성취하기 위한 방

법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학습 도식화이다.

본연구에서열가지과정을제안하며그일부가학습

도식화이다. 이것은 자기주도 학습 방법으로 학습 도식

화함으로써 학습 효율을 개선하고 이 결과를 모바일

(Mobile)로 활용하여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왜냐하면 학습 도식화는 학습 몰입도를 높일

수있는방법중에하나이며집중력이떨어져있는학습

자들을 좀 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능력인 액션러닝과

스마트폰 앱(App)[13,14]을 활용한 모바일 학습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16]. 여기서 주장하는 자기주도 학습능

력은 액션러닝[9]에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학습 도식화

를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모델인

u-스마트관광정보를이용한모바일학습콘텐츠스키마

설계를한다. 이것은 학생과교수간의소통을쉽고빠르

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을 하며 모바일 속에서 학습

이 진행되기 때문에 24시간 모바일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있다. 이에따라모바일학습을통하여학생과교

수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며 학습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을활용한방법론이본연구의목적이다. 이설계는모바

일 콘텐츠 생성과 모바일 미디어의 이동성과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스마트 앱을 활용하여 관광정보 학습 콘텐

츠를직접생성할수도있고수정할수있다는장점이있

다. 이것은 모바일 학습의 단점인 학습 지속성이 없다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에서콘텐츠를직접생성하고수정하고데이터

베이스에 보관하는 도구로 XMI[1,2,3,6,7,10]를 적용하여

관광분야에 융합하는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모바일 학습

콘텐츠 구현함으로써 IT관광 융합을 실현하였다[11].

u-스마트 관광정보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한 관광

상품, 선호도에 대한 정보로서 관광객이 관광 의사결정

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하여 관광 정

보 콘텐츠를 활용 할 수 있다. 이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를 이용하여 수많은 데이터 즉 빅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관광의 모든 사항과 관광 정보

콘텐츠를 설계, 수정, 삭제, 생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11,15].

본 연구는 u-스마트 관광정보를 이용한 모바일 학습

콘텐츠 개발로 관광 정보 콘텐츠를 설계, 수정, 삭제, 생

성을자유롭게할수있는학습방법론을제시한것이큰

장점이다. 뿐만아니라, 쇼셜네트워크써비스의초대기

능으로학습자들이실시간으로자기의견을접수할수도

있고학습통계를실시간으로체크가가능하다는것이가

장 큰 장점이다.

또한 앱을 통하여 관광객의 성향과 평점을 실시간으

로실행하여기본데이터를생성할수있는것과관광상

품을기획하고상품개발을하는데있어실시간으로관광

객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특히 XMI를 활용하여 관광정보 콘텐츠 정보품질에

맞는 콘텐츠를 생성하고 구현할 수 있다[15].

2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는 u-

스마트관광정보를 이용한 모바일 학습 콘텐츠에 대하여

설계를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결론을간략히기술한다.

2. 관련연구
2.1 XMI과  기반 패턴모델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이 소프트웨어 모

델링에 대한 표준으로 빠르게 받아들어지게 되는 것과

더불어 UML 모델의기능적인변환에대한기술적인중

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UML 설계에서는 시스템의 개발

에 사용되는 언어뿐만 아니라 이에 종속된 세부적인 것

들의차이들로인하여모델의변환에대한서로다른표

현의 개념들을 가질 수 있다[4,5,8,11,12]. XML형식으로

자동변환시키는것을표준화시키기위한방법으로제안

된 XMI(XML Metadata Interchange)를 이용하였다. 메

타모델클래스에있는모바일정보품질은 XMI의메타모

델로 작성될 수 있으며, 또한 규정에 따라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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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11,12]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XMI.header

테이블의 XMI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Column.name>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내의 엘리먼

트나어트리뷰트, 오퍼레이션에대한메타데이터를작성

하였다.

2.2 Action Learning 
Action Learning[9,16]란 “학습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각자 자신의 과제, 또는 팀 전체가 공동의 과제를

Learning Coach와 함께 정해진시점까지해결하는 동시

에지식습득, 질문및성찰을통하여과제의내용측면과

과제해결과정을 학습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점은반드시성찰을해야한다것이다[9,16]. 그런

맥락에서 Action Learning에서는앞의 L=P+Q+R의공식

을 L=P+Q+R+I (Implementation: 실행)으로확장하고있

다.(Marquardt, 2000, p.64) 다음과같은공식이성립된다.

L=P+Q+R

L : Learning (학습)

P : Programmed Knowledge (정형화된 지식)

Q : Questioning (질의)

R : Reflection (성찰)

2.3 u-스마트 관광정보 시스템
본 관련연구는 u-스마트 관광정보 시스템의 구성도

[11]를 기초로 하였다. 관광객의 관광패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위한스마트관광정보저장소에저장하여스마

트환경에적용할수있는저장소를적용한다[11]. u-스마

트 관광정보가 관광 디지털 정책을 결정하고 관광객 성

향파악에중요한정보로활용되고있다. 특히모바일콘

텐츠의 정보품질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품질에 대

한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게되었다[11]. 이것을활용한

스마트 앱 구현화면은 IT와 관광정보를 융합하여 스마

트 관광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품질을 구현함

으로써스마트앱으로실시간으로통계구축이가능할수

있으며 스마트 관광정보 콘텐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델로 구현하였다[15].

[Fig. 1] Based meta-model, connections relations 
correlated

3. 모바일 학습 콘텐츠 설계 
본 연구의 모바일 학습 콘텐츠 설계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하나는 학습자들끼리 정형화할 수

있는기능으로쇼셜네트워크써비스인초대기능을활성

화 시킨 설계이다. 그리고 XML형식으로 자동 변환시키

는것을 표준화시키기 위한방법으로 제안된 XMI(XML

Metadata Interchange)과 네이버 앱(App)를 이용하였다

[11,14,15]. 이것은스마트폰으로기본구조로하여구현에

필요한구조를설계하였고이기본설계를거쳐화면설

계, 상세설계로이어간다. 모바일학습콘텐츠개발을위

한 화면 설계는 [Fig 2]처럼 구성 하였다.

[Fig. 2] Based meta-model, connections relations 
correlated

모바일 학습 콘텐츠 개발의 기본은 XMI으로 메타모

델과스마트앱, 그리고 u- 스마트관광정보의패턴을기

본으로하고있다[11,15]. 메타모델의저장소설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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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 base)를 이용하여

메타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한 정규화가 적용된 테이블로

제1정규화와 N 정규화까지 적용했으며 아이템하나하나

를 QR코드와 밴드로 적용하였다[13,14]. QR코드는 격자

무늬 코드로 인식하는 부분과 생성하는 부분, 수정하는

부분, 삭제하는부분으로나뉜다. 그리고이것은포탈싸

이트 네이버(naver)[13,14]과 다음(daum)에서도 쉽게 작

성할 수 있어 대중화를 이루는 코드이다.

학습기본항목과필요한사항을스마트앱으로 활용

하여실시간메타모델화하고통계구축의기본데이터를

생성할수있으며이것을다시 XMI로메타데이터베이스

에 전달될 수 있도록 스키마를 설계한다[15,16]. XML형

식으로자동변환시키는것을표준화시키기위한방법으

로 제안된 XMI(XML Metadata Interchange)를 이용했

기 때문에 메타모델이 가능하다. u-스마트 관광정보를

이용한 모바일 학습콘텐츠 개발 구성도 설계는 크게 두

가지로나뉜다. 첫째는 u-스마트관광정보를이용한모

바일 학습콘텐츠 개발 구성도를 설계하고 둘째로는

XMI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계를 바탕으로 한

다. 이것이 [Fig 3]이다.

u-스마트관광정보를이용한모바일학습콘텐츠구성

도 설계는 열 단계의 패턴으로 스키마 설계가 이루어진

다. u-스마트 관광정보를 이용한 모바일 학습콘텐츠 구

성도설계는네가지이며나머지는 XMI 관계형데이터

베이스 스키마 설계에 속한다.

3.1 모바일 학습콘텐츠 구성도 설계
모바일 학습 콘텐츠 구성도 설계는 u-스마트 관광정

보시스템의구성도[11]를 기초로하였다. 관광객의관광

패턴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한스마트관광정보저장

소에 저장하여 스마트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장소에

맞는구조를설계하는데 u-스마트관광정보시스템을참

조한다[11]. u-스마트관광정보를모바일학습콘텐츠에

적용하는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한다.

[Fig. 3]는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설계 구성도로 모바일

학습 콘텐츠 구성도이다. 이 설계단계는 열 단계로 설계

한것으로모바일학습콘텐츠구성도로각단계를열단

계로 구성 한다.

u-스마트관광정보시스템을이용한모바일학습콘텐

츠개발구성도설계는모델제안, 팀구성부터액션러닝,

도식화적용, 코드생성, XMI DB생성, 스마트폰활용까지

열 단계의 패턴으로 스키마 설계로 이루어진다.

3.1.1 모바일 학습 모델 제안
모바일(Mobile) 세상에서 u-스마트 세상과 함께 학

습도직접콘텐츠를제작하는형태로이루어지고있으며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학습 도식화를 함으로써

학습 효과가 향상되었다. 학습 도식화함으로써 학습 효

율을개선하고이결과를모바일(Mobile)로 활용하여자

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이 제안은

학습몰입도를높일수있는방법중에하나이며집중력

이떨어져있는학습자들을좀더집중력을높일수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u-스마트 관광정보를 이용한 모바일 학습 콘텐츠 개

발에적용한것이모바일학습모델이며이것은소셜네

트워크 서비스의 활용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스마트폰

의활용으로교수와학습자간의학습소통을하고학습자

의집중력을높이고자제안한것이모바일학습모델이다.

[Fig. 3] Configuration of mobile learning content

소셜 데이터 분석은 이제 관광 상품 개발단계부터 출

시이후타깃마케팅까지전비즈니스과정에서활용되고

있다. 관광 상품 개발에서도 카카오톡 앱이나, 라인 앱,

밴드앱을통하여관광홍보가이루어질수있으며관광객

모집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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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스마트관광정보에서 코드 생성하여 패턴 인덱싱으

로전달된다. 여기서관광패턴템풀리트라이브러리에서

검색과 대응을 할 수 있다. 기업에서 제품을 평가 할 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맛과

제품을선택할수있도록투표를실시하드시관광정보에

서도 관광객 성향을 밴드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소비자들이 표현하는 개인적인 감

정과 니즈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17].

모바일학습콘텐츠설계에서도쇼설네트워크써비스를

중요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첫 단계부터 학습자의 니즈

를 파악하여 학습자가 원하는 과제를 선택하게 하는 것

이다. 학습과제 설명 및 레이아웃 분류를 하며 팀 구성

을 하여 과제 부여를 부여 할 수 있다.

3.1.2 확장형 액션러닝
Action Learning[9]란 “학습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각

자자신의과제, 또는팀전체가공동의과제를 Learning

Coach와 함께 정해진시점까지해결하는 동시에지식습

득, 질문및성찰을통하여과제의내용측면과과제해결

과정을 학습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인 액션러닝을 적용이 가능하다. 본 설계 단계에서

는 스마트폰으로 학습 성찰을 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

습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재작성하여 앱(App)에 올릴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것의 장점은 학습내용을 다시 정

리하여성찰을할수있으며자기주도적으로학습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3.1.3 액션러닝 도식화
도식화는 학습에 대한 과제를 부여받아 액션러닝을

통해서 충분히 토의를 해서 학습자들 간의 정서적 교감

을이루어야한다. 학습한결과를이해할수있도록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로 팀간의 충분한 토

의를거친후각자의의견을종합하여그결과를그림으

로 표현하는 기능을 추가한 것을 말한다. 이것이 자기주

도 학습능력인 액션러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ction Learning의 L=P+Q+R+I

(Implementation: 실행)을더확장하여정서적교감, 도식

화 그리고 모바일 실행을 더 추가하였다.

L=P+Q+R

L : Learning (학습)

P : Programmed Knowledge (정형화된 지식)

Q : Questioning (질의)

R : Reflection (성찰) + 토래끼리 스토리 시간부여 +

정서적 교감( 학습자들 간, 교수와 학습자)+ 도식

화 + 모바일 살행

즉 확장형 액션러닝을 제안한 것이다.

[Fig. 4] Schematic view showing the configuration of 
mobile learning is the learning of the content

“관광이란다른지방이나다른나라에가서그곳의풍

경, 풍습, 문물 따위를 구경하는 뜻한다. 또한 영리를 목

적으로하지않고 휴양유람등의위락적목적으로여행

하는것이다. 즐거움을위한여행! 지친심신을달래주는

것. 관광의또다른의미는사람이다시돌아올예정으로

일상생활권을떠나레크레이션을얻기위하여이동하는

것이다.”이것을액션러닝에서학습자들이팀을구성하여

과제를 부여받아 팀 전체의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

하여 러닝코치와 토의를 거친 후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서 노력한다. 이것을 학습 도식화한 것이 [Fig 4]이다.

[Fig. 4]는 도식화한결과화면이다. 이것은본논문에

서 주장하는 설계 단계 하나로 학습 도식화를 학습자들

이토의를거쳐그림으로표현하고, 이그림을보면학습

개념을쉽고빠르게학습자들에게전달할수있는장점

이 있다.

u-스마트관광정보에서 코드 생성하여 패턴 인덱싱으

로전달된다. 여기서관광패턴템풀리트라이브러리에서

검색과 대응을 할 수 있다.

3.1.4 QR 코드 설계 및 생성
이 단계에서는 학습 개념을 성찰하기 위한 단계이다.

학습 내용을 QR코드에 정리하여 등록하는 단계로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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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 생성한다. 스키마는 싸이트, 내용입력난, 이미지

등록, 동영상 등록, 신상정보 입력난으로 스키마를 정의

할 수 있다. [Fig. 3]는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설계 단계

를 열 단계로 설계한 것으로 모바일 학습콘텐츠 구성도

이며열단계로구성스키마를설계한도면이다. 본 논문

은 [Fig.5]인 관광 모텔메타클래스정의를활용하여스

마트앱과 XMI를이용한관광정보콘텐츠정보품질에맞

는 콘텐츠를 생성하고 구현한다[15].

[Tourism class Definition]

[Smart Places to attribute definitions]

[operation Definition]

[infor Definition]

1. [ Attractions relationship]

2. [Tourist Information Information Quality]

2-1 Adequacy

2-2 Availability

2-3 Reliability

2-4 Timeliness

2-5 Search capabilities

3. [ Based meta-model, connections relations

correlated]

4. [ Chital Tourist di Policy]

5. [ Tourism Rating]

6. [ The propensity of tourists]

7. [ Tourist Information Schema]

8. [ Things to App Smart]

[Fig. 5] Tourist Motel meta class definition. 

이것을 참조 하여 관광정보와 학습 아이템을 구성하

여학습자의학습싸이트, 학습내용입력, 학습이미지등

록, 학습 동영상등록과 학습 의견을 평가 할 수 있는 필

드까지 설계한다.

[Fig. 6]는 본논문에서주장하는설계단계를열단계

로 설계한 것으로 모바일 학습콘텐츠 구성도이며 열 단

계로 구성 스키마를 설계한 도면이다.

3.2 XMI DB 생성
다음 단계는 모바일 학습 콘텐츠 개발에 대한 항목으

로 XMI DB 생성이다. 이 단계는 콘텐츠 정보 품질구현

[15 ]에매우필요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각항목은

다음과 같다. 관계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이름, 컬럼이

름, 정보저장소이름, SNS초대, 게시판, 채팅, 일정, 주소

록, 삽입, 수정, 삭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tended Tourism class Definition]

[Smart Places to attribute definitions]

[operation Definition]

[infor Definition]

1. [ Attractions relationship]

2. [Tourist Information Information Quality]

3. [ Based meta-model, connections relations correlated]

4. [ Chital Tourist di Policy]

5. [ Tourism Rating]

6. [ The propensity of tourists]

7. [ Tourist Information Schema]

Information Store Name,

Invite SNS, Board, Chat, Schedule Address, insertion

update, Deletion

8. [ Things to App Smart]

Learning Website, Enter the learning content,

Learning image registration,

Video Registration, Enter personal information, Map

[Fig. 6] Tourist Motel meta class definition- 
Tourist Information Schema. 

3.2.1 학습자 초대
이단계는교수와학습자간의소통을할수있는단계

이다. 스마트폰에서구현할수있는단계로설계하려면

학습자들을 반드시 초대를 해야한다. 팀 구성원을 초대

하는단계로학습자를초대하여과제를부여하고해결할

수 있도록 러닝코치와 함께 모바일 학습 콘텐츠를 개발

하는 단계이다.

3.2.2 코드 업로드
이 단계는 코드 업로드와 학습 성찰 콘텐츠 제작단계

이다. 학습의반복단계인성찰콘텐츠제작을한다. 이것

을 함으로써 학습자의 반복학습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

한 학습에적극적참여유도를할수있도록콘텐츠를구

성하고 설계한다.

3.2.3 모바일 학습 콘텐츠 완성
적용된교수·학습방법의학업성취도조사, 학습자만

족도조사등수업효과성측정을위한평가전략(도구)를

스마트폰 앱(App)으로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학

습효과 방법의 적절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분석방법의 다

양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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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I xmi.version='1.0'>
#HEADER#//Header
#CONTENT#//Content
#EXTENSIONS#//Extensions
</XMI>
// Header
<XMI.header>
<XMI.documentation>
<XMI.exporter>UPOD</XMI.exporter>
<XMI.documentation>
<XMI.metamodel xmi.name="UML"/>
</XMI.header>
// Content
<XMI.content>
<Model xmi.id="#ID#">
<xmi.name>#PATTERN_NAME#</xmi.name>
<ownedElement>
[repeat CLASS]
#CLASS#
[/repeat CLASS]
[repeat ASSOCIATION]
#ASSOCIATION#
[/repeat ASSOCIATION]
</ownedElement>
</Model>
</XMI.content>
<Class xmi.id=#ID#">
<xmi.name>#CLASS
<feature>
[repeat OPERATION]
#OPERATION#
[/repeat OPERATION]
</feature>
</Class>
<Operation xmi.id="#ID#">
<xmi.name>#OPER_NAME#</xmi.name>
<visibility xmi.value="VISIBILITY#"/>
</Operation>
<Association xmi.idref="#ID“#>//관계ID
<xmi.name>#ASSOC_NAME#</xmi.name>
<connection>
<RelationalDatabase>
<RelationalDatabase.name>
</RelationalDatabase>
<RelationalDatabase.tables>
<Table>
<Table.name>
Tab21
</Table.name>
<Table.columns>
<Column>
<Col1.name>
Information Store Name,
Invite SNS,
Board,
Chat,
Schedule Address,
insertion
update
Deletion
</Column.name>
<Column.name>
Learning Website,
Enter the learning content,
Learning image registration,
Video Registration,
Enter personal information,
Map
</Column.name>
</Column>

</Table.columns>
</Table.name>

</Table>
</RelationalDatabase.tables>

</RelationalDatabase>
</connerction>
</Association>

[Fig. 7] XMI of  Tourist Information Schema]- 
Tourist Motel meta class definition. 

3.3 XMI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계
XMI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계는 XMI를 표

현하기 위해서 정보저장소 이름, 정보품질 테이블, 정보

품질컬럼, SNS초대, 게시판, 채팅, 일정, 주소록삽입, 수

정, 삭제 스키마로 설계를 구성 하였다.

XMI.header 테이블의 XMI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

델은 <Column.name>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내의 엘

리먼트나 어트리뷰트, 오퍼레이션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였다. 관광정보패턴템플리트라이브러리에는관

광정보에대한정보품질이포함되는데 여기에는충족성,

이용가능성, 신뢰성, 적시성, 검색능력이나타나있다[15].

기존의학습방법을기초로하여스마트앱(App )을 활용

한학습성찰을구현하기위한스키마설계를한다. 이것

은 학습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투표를 실시간으로

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XMI 메타모델로생성하고, 다

시 메타데이터로 분리하여 단일 클래스 형식으로 DB에

저장하는방법에대해서제시하였다[12]. 이 방법을적용

하여관광정보패턴템플리트라이브러리를설계하였다.

정보 품질과 관광객의 성향과 관광 평점을 메타 모델

화하여 메타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함으로서 관광 디지털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가 된다.

관광정보관계는관계 ID, 관계명을나타낸것이다. 관

광정보 정보품질은 관계정보에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이렇게 DB에저장된패턴정보클래스의메타데

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형의 메타데이터나 일반형

의 XML 메타데이터로변환이가능하다. [Fig. 2]은메타

모델 연결 관계 상호 관련기으로 관광정보와 관광객의

성향과관광평점을스마트앱으로활용하여패턴정보저

장소를거쳐관광정보패턴템플리트라이브러리에저장

시킬 수 있는 기능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11]. 이것

은 앱 이용하여 관광객의 성격과 관광 패턴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인터페이스로 나타낸 것이다.

4. 결 론
본연구는 u-스마트관광정보시스템을이용한모바

일 학습 콘텐츠를 설계한다.

u-스마트 관광정보를 이용한 모바일 학습 콘텐츠 개

발로 관광 정보 콘텐츠을 설계, 수정, 삭제, 생성을 자유

롭게할수있는학습방법론을제시한것이큰장점이다.

이것은관광정보패턴템플리트라이브러리에있는콘텐

츠의 여러 사항을 학습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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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학습 콘텐츠로 변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바일 학습 콘텐츠 개발 설계는 u-스마트 관광정보를

이용한스마트앱과 XMI를 활용하여열개의설계과정

을 거치면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화면설계로 설계를

하였다.

향후 이 설계과정을 거쳐 모바일 학습 콘텐츠를 구현

함으로써 관광정보 콘텐츠 정보품질에 맞는 모바일 학

습 콘텐츠를 생성하고 관광정보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학

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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