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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Experience 서비스를 위한 원격 협업교육 기술

요 약

본고에서는 Tele-Experience 서비스를 위한 원격 협업교육 

기술과 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먼저 교육공학관점에서 협업학

습의 특징 분석을 통해 협업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기술 요

소를 알아보고, 웹 기반 핵심 기술동향 및 서비스를 살펴본다. 

그리고 고품질 Tele-Experience 환경에서의 원격 협업 교육의 

핵심요소 기술 및 기술개발 추진계획을 기술한다.

Ⅰ. 서 론

인터넷의 광대역화 및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을 통해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이용 환경이 보편화되고, 

더 나아가 사용자들은 다양한 스크린간의 협업 서비스 및 콘텐

츠 이용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도 웹 기

반 환경에서 사용자 학습 환경이 일반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

근 오픈 코스웨어1 및 코세라2 와 같은 무료 온라인 강의 및 강좌

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원격학습에 대한 인식의 

재고 및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교육 서비스들은 참여의 형태가 아

닌 단순히 녹화된 강의의 재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직접 문제 

풀이 등을 제공하는 Khan Academy3의 경우에도 웹 환경을 통

해 간단한 문제 풀이의 정답을 입력해 학습 상황에 대한 확인 및 

피드백을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사용자들이 기대하는 

스마트 단말 환경에서의 기존 경험을 만족하는 양방향성을 가진 

교육 환경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자간

의 원격학습 및 협업학습 기능 또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방형 강의 및 강좌들의 경우 표준 웹 환경을 기반으로 서비스

를 제공함에 따라 일부 상용 서비스 상에서 제공하던 양방향성 

1	 http://www.ocwconsortium.org/

2	 https://www.coursera.org/

3	 https://www.khanacademy.org/

및 협업 도구들을 이용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 단말에서 브라우저 기반의 웹 환경을 이용하는 학습자 

간의 원격 협업학습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웹 환경의 요소 기술 

및 플랫폼 기능의 개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웹 기반의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라면 손쉽고 편리

하게 고품질의 Tele-Experience 기반의 협업학습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는 기능 제공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실감형 원격 영상회의를 위한 텔레프레즌스(Tele-

Presence) 기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기술인 Tele-

Experience 기술은 원격 환경에서 사용자들의 원격 협업을 위

한 실감형 영상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 UI/UX 등을 종합적으

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Tele-Experience 서비스를 위해 교육공학 관

점에서의 협업학습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협업학습

의 특징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요소들의 특징과 현재까지의 기

술동향을 웹 플랫폼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동

향을 기반으로 Tele-Experience 환경에서 목표로 하는 협업학

습 환경 및 핵심 요소 기술 개발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Ⅱ. 교육공학 관점에서의 협업학습 

본 장에서는 원격 협업교육 기술동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실제 

교육공학 관점에서의 협업 학습에 대해 살펴보고, 협업 학습에

서 필요한 기술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협업 학습의 개념 

협업학습은 학습자가 학습 집단에서 학습활동을 하고 그 집

단의 성적에 기초하여 보상과 인정을 받는 교실상황에서의 학

습 방법이며 학습능력이 각기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집단목표

를 향하여 소집단에서 함께 활동하는 수업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된다[1]. Slavin은 전체는 개인을 위하여 (all for me),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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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전체를 위하여 (one for all)라는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학

습부진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1]. 또한 Cole 과 Chan은 학

습자가 그들 집단의 학업수행에 근거해서 보상이나 인정을 받

는 협업적 유인 구조와 공동목표를 향해 소집단에서 함께 공부

하는 협업적 과제구조를 활용하는 학습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2].

협업학습 구조에서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지식을 단지 수용하

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 과정

에서 구성원들 간의 차이를 해결하여 지식을 형성해 나갈 뿐 아

니라 배움의 과정을 즐기는 능동적인 주체자의 역할을 하게 된

다. 그러므로 기존의 전통적 소집단 학습의 단점을 해결하고 학

습자간의 협력을 강조한 것이 협업학습이다. 협업학습과 소집

단학습과의 차이가 협업학습의 특징이며, 협업학습의 원리로 

작용하며, 협업학습과 소집단학습의 차이점은 <표 1>과 같다. 

표 1. 협업학습과 소집단 학습

특징 소집단학습 협업학습

상호의존성 없음 있음

개별책무성 없음 있음

구성원의	성격 동질적 이질적

리더십 한	사람에게	집중	 리더십	공유

책임 자신에	대한	책임 서로에	대한	책임

과제와	구성원 과제만을	강조 지속적	관계	유지

사회적	기술 배우지	않음 직접	배움

교수자의	역할 무관심 관찰과	개입

소집단	활동 활발하지	못함 활발함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이 이루어 지지 않는 소집단 학

습에는 세 가지 유형의 학생이 나타난다. 첫째는 다른 구성원

의 지식산출물을 그대로 베껴내는 무임승차자 (free rider), 지

식 생성활동(과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의욕상실

자(sucker), 활동의 목표에 동의하지 않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방해꾼(ganger)이다. 이러한 유형의 학습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집단학습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협업학습이다.

2. 협업학습의 특성 

기존의 연구에 의해서 협업학습의 특성은 크게 상호의존성, 

정보의 통합, 독립성의 세 가지로 나눠진다[3][4][5]. 상호의존

성은 과제를 달성하는데 팀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

를, 정보의 통합은 새로운 정보나 아이디어를 종합하고 지식을 

재생산하는 활동을, 독립성은 교수자의 도움 없이 팀 스스로 계

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상호의존성은 개인의 수행 및 팀의 학습결과에 영향을 미친

다. 특히 개인들의 학습은 경쟁으로 방해받거나, 다른 참여자의 

학습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을 통해 촉진

된다[3]. 또한 팀의 목표를 달성해야만 개인의 목표가 달성 가능

하기 때문에 참여자는 팀의 과제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에게 정

보를 제공하는 것에도 책임감을 갖게 된다. 이렇듯 상호작용은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요구하며 거기에서 나아가 참여자들이 다

른 구성원들의 활동에 응답, 혹은 반응하는 것을 기대한다. 

정보의 통합은 개인이 기여하는 지식과 구별하여 팀 차원의 

학습결과물을 강조한다. 협업은 지식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따라서 개인은 팀 내에서의 다른 참여자

들 사이의 토론을 통해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된다. 개인적인 

지식들을 종합하는 것은 각 부분의 합 그 이상을 의미하며, 팀

은 목표를 공유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혼자 결과물을 만들어 내

는 것과는 달리 창조적인 지식을 재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독립성은 협업학습에 있어서 팀이 교수자에게 의존적인 성향

을 벗어나, 교수자의 질문 혹은 문제 상황에 습관적으로 대답하

는 것이 아닌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

운 해결책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협업학습의 세 가지 특성으로 상호의존성, 정보의 통합, 독립

성을 생각할 때, 이 속성들을 기준으로 협업학습을 분석할 수 

있다. 협업학습은 협업과 비 협업 활동이 명확하게 나뉘기 보

다는 연속되는 활동 안에서 그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둘을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상호의존

성, 정보의 통합, 독립성은 상대적인 방법으로 측정되어지는 것

이 바람직하며, 다른 팀이 나타내는 협업을 여러 방법으로 분석

하는 것이 필요하다[4]. 

협업학습에 있어서 각 학습자들의 활발한 기여를 기대하는 상

호의존성은 간단하게 각 학습자들이 협업학습 동안에 제시한 

메시지, 횟수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동등한 참여가 이

루어질 경우 이 방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상

호작용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파악해야 한다[3]. 새로운 지식

의 창출을 요구하는 정보 통합의 경우 참여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후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유형 및 의견과 최종 지식산출

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 또한 마

지막으로 독립성은 참여와 상호작용에 있어서 교수자의 영향력 

정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5]. 

협업학습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참여와 상호작용으로 구분

된다[5]. 참여의 분석은 협업학습에 있어 상호의존성과 독립성

을 판단하는데 중요하며 특히 참여는 상호작용을 뒷받침하는 

프레임을 형성한다. 참여는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올린 메시지

나 의견의 수를 계산하여 측정되며 웹 기반 협력학습에 있어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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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 기술에 의해 자동적으로 계산되어진다. 하지만 많은 경우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어 제시되거나 사전에 올라온 메시지를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적으로 파악되는 참여만으로는 협업

학습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협업학습에 대한 이론적 배경

3.1 분산인지이론

분산인지는 공유된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협력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분산인지이론은 동일한 목적을 위한 인간의 

집단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지 및 자원이 상황 전체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7]. 

개인의 인지는 개인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활동하는 타인의 머리와 이를 위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전체 상

황에서 발현된다는 것이다. 분산인지 이론 역시 활동이론과 같

이 인공물이 인간의 활동을 중재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활동 자체를 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이러한 활동을 안내하고 분

산되어 있는 인지를 한 곳에 모아서 공동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게끔 촉진하는 것은 인공물의 역할이라고 본다. 따라서 인공

물의 특성에 따라 공동의 목적 수행을 위한 인지는 증폭될 수도 

있으며, 감소될 수도 있다. 

분산인지 이론에서 지식의 가치는 누구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

이 존재하는가가 아닌, 지식이 어떻게 표현되고 얼마나 접근이 

용이한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시각은 협력적 지식구축의 

개념에 영향을 미친다[8].

3.2 활동이론

활동이론에서 인간의 의식은 주체인 인간이 활동하면서 객체

인 환경과 상호작용 할 때 형성되고 존재하게 된다. 이때 인간

의 활동은 주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도구에 의해 중재된다. 도구

에는 사회문화적 속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도구의 사용은 그 사

회와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행위방식을 규정하고 변

형시키며 내면화의 과정을 통해 정신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주

체인 인간의 활동은 사회문화적으로 특성화된 도구의 중재를 

통해 객체인 환경을 변형시키고, 이렇게 인간의 활동에 의해 변

형된 객체의 특성은 다시 주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인간의 

경험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맥락적 특성을 지닌 인공물

에 의해 형성된다는 뜻이며, 학습의 경험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

될 수 있다. 활동이론은 본래 매개(mediation)의 개념을 적용한 

Vygotsky[6]의 이론에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 Leont’ev[9]를 

통해서 활동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활동이론의 입장에서 사회맥락적 속성을 가지고 형성된 인

공물은 학습의 경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10], 이

러한 시각은 CSCL (Computer 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 환경과 협력적 지식구축의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

3.3 상황학습이론

상황학습이론에서 인간의 활동은 상황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한다. 상황학습이론에서 학습은 실천공동체의 한 부

분이 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핵심 구

성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11]. 이것은 사회적, 제도적 특

징을 가지고 있는 실천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투입되는 학습자

가 기존의 학습자와의 상호작용과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목적 

및 활동을 배우고 유지하며 동시에 기존의 실천들을 진화시키

는 것을 일컫는다. 따라서 상황학습이론에서는 그룹 구성원들

의 참여와 상호작용이 강조되며, 이러한 시각은 CSCL 환경과 

참여자의 상호작용 및 상호작용의 촉진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

3.4 CSCL이론

CSCL(Computer 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 이론

은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의 협력을 통한 지식구축을 목적으

로 한다. 이때 지식구축이란 개인의 지식을 단순히 모아놓은 형

태가 아니라 개인의 인지가 모여 새로운 인지로 진화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CSCL은 구성원간의 협력활동을 중재하는 환경

이며, 도구인 동시에 협력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사회맥락적 특

성을 지닌 인공물(artifacts)의 의미를 가진다. 

CSCL은 Hutchins와 Salomon의 분산인지이론(Distributed 

Cognition Theory), Leont’ev 와 Vygotsky의 활동이론

(Activity Theory), Lave의 상황학습이론(Situated Learning 

Theory) 등을 그 이론적 기저로 하며, 학습에 대한 지식창조의 

관점을 바탕으로 집단의 지식구축을 위한 상호작용을 강조한

다[12]. CSCL에 관련된 연구는 어떻게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가 그룹 구성원간의 협력, 동료 

간의 상호작용과 지식의 분배 및 목표달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

인가에 있다.

4. CSCL 기반 협업학습모형

4.1 CKB 모형

Stahl[13] 의 CKB (Collaborative Knowledge Building) 모

형은 지식구축의 메커니즘을 개인의 이해와 아이디어가 다른 

구성원과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공동의 약속된 형태로 시각화 

되고, 이러한 개개의 표상된 이해와 아이디어들이 집단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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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을 거쳐 그룹의 인공물로 표상이 되어 다시 개인의 지식

으로 환수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때 집단의 지식구축 

과정은 개인의 지식구축과 협업적 지식구축 과정의 순환을 통

해 이루어진다.

<그림 1>은 CKB 모형에 따른 학습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먼

저 개인의 단계에서 학습자는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자신

의 지식에 배치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명확하게 하는 단계를 

거친다. 개인의 단계에서 규명된 문제는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의 공간에서 약속된 형태의 공동 언어로 표출된

다. 공동의 공간에서 구성원 각자가 표출한 문제들은 구성원간

의 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의 공유과정을 거쳐 하나의 협

업된 지식으로서 구성원간의 공유가 가능한 형태의 인공물로 

외현화(externalization)된다. 학습자는 이렇게 외현화된 공동

의 인지적 인공물을 다시 내면화(internalization) 함으로써 개

인의 지식구축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학습자간 상호작용은 

개인의 지식구축과 집단의 지식구축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며, 공유된 이해와 지식을 구축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CSCL에서 학습을 바라보는 인식론적 관점과 지식구축의 과

정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다. 협업적 지식구축에 참여하는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은 외현

화와 내면화가 순환적으로 일어나고 계속적 의미협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올바른 상호작용 없이

는 협업적 지식구축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여기에서 올바른 상

호작용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화자(sender)

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개념 없이 의도대로 청자

(receiver)에게 전달되고, 청자의 피드백 역시 오개념 없이 의

도대로 화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피상적이며 

단순한 의사소통, 의견의 교환이 아닌 상호 이해의 공유와 재개

념화를 위한 깊은 사고의 과정을 거치는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상호작용을 말한다.

4.2 PI 모형

CSCL 환경에서 협업적 탐구활동의 과정을 설명한 

PI(Progressive Inquiry) 모형은 학습자들 간의 질문과 설명으

로 이루어지는 협업적 탐구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학

습하도록 하고 있다. PI 모형은 학습자의 지식수준 향상과 발

달, 관련 기술의 개발을 구조화하고 지원하는 모형이다[14].

PI 모형에 의한 학습과정은 순환적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이러한 순환적 구조에서 활동의 조정과 관련 있는 부분은 주

로 상황맥락 창출, 연구문제 수립, 가설설정이다. 먼저, 상황맥

락의 창출에서는 탐구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왜 중요하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학습자들 상호간 이해가 필

요한 단계이며 여기서는 협업계획이나 공동목표를 수립함으로

써 학습공동체를 만들게 된다. 또한 협업적 탐구활동은 과제수

행을 위한 계획이나 전략을 학습자 스스로 수립하고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 연구문제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와 조사 자료

를 가지고 도출해 내는 것이어야 한다. 

PI 모형의 핵심요소는 학습자 스스로 문제와 질문을 만들고 

탐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학습공동체는 이러한 질문의 생산을 

권장하고 스케폴딩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 끝으로 

작업가설의 설정단계는 학습자 자신이 직관적인 가설을 구성하

는 것을 말하는바, 이는 제시된 문제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동료에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 생각의 일관성 

그림 1. CKB 모형

그림 2. PI (Progressive Inquiry) 모형

(i)	상황맥락의	창출

(ii)	연구문제의	수립

(iii)	작업가설	설정

(iv)	비평

(v)	심화정보	탐색

(vi)	하위	연구문제	도출

(vii)	진보된	작업가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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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잘못된 개념을 검증할 수 있고, 학습자의 사고를 더욱 명

료화 시킬 수 있다.

Ⅲ. 원격 협업학습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동향 

앞선 장에서는 교육공학 관점에서의 협업학습과 CSCL 기반

의 협업 학습 이론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장에

서는 실제 협업학습 플랫폼에서 필요한 기술 요소들을 알아보

고, Tele-experience 서비스를 위한 원격 협업학습 플랫폼에

서 목표로 하는 웹 기반 협업 학습용 요소 기술들의 발전 방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1. N스크린 기술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일 단말기에서의 인터넷 이용이 급

속하게 용이해졌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이어 태블릿 PC, 스마

트 TV 등 다양한 스크린이 스마트 기기로 진화하고 상용화 되

면서, 단말기와 플랫폼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접

근하고 소비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과 콘텐츠 소비 환경이 만들

어지고 있다.

N스크린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여러 플랫폼과 단말기에서 

여러 콘텐츠 (음악, 사진, 동영상 등)에 끊김 없이 접근할 수 있

으며, 콘텐츠를 이동시켜 소비하거나 여러 이용자가 협동적으

로 공유 또는 소비하는 환경을 의미 한다[15].

N스크린 환경의 정의에 따라 N스크린은 연결성, 이동성이라

는 두 가지 특성을 갖는 미디어 이용과 콘텐츠 소비 환경으로 

정의할 수 있다[16]. 연결성은 이용자가 접근하고자 하는 콘텐

츠를 중심으로 플랫폼과 단말기가 서로 교차하거나 연계되는 

현상이다. 이동성은 이용자가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단말기에

서 공유하고 이동시켜가면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방식이다. <그림 3>은 N스크린 환경의 특성을 지원하는 DLNA 

(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4 예제를 나타낸다.

N스크린 환경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N

스크린 서비스인 동기화, 이동성, 스트리밍 등을 활용하며, 콘

텐츠와 단말기의 이용 특성에 따라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우선, 콘텐츠 활용에 따라 하나의 동일한 콘텐츠를 여러 기기

에서 사용하는 OSMU(One Source Multi Use)와 기기별 특성

에 맞는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하는 ASMD (Adaptive Source 

Multi Device)로 구분한다[17]. 또한, 단말기 활용에 따라 단말

4	 http://www.dlna.org/

기 간 동기화를 통해 특정 단말기가 다른 단말기 운영과 조정에 

사용되는 ‘종속적 연계 서비스’와 각 단말기의 장점을 서로 보완

시켜 보조적,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연계 서비스’로 

구분이 가능하다[17].

이러한 N스크린 관련 기술은 Intel사의 WiDi, Apple사의 

Airplay, 삼성의 AllShare 등의 개별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 환경에서 각각의 프로토콜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나, 최근 웹 기술의 발달로 관련 기능들이 웹 브라우징 기

능 제공 단말(Web-enabled Device)상에서 범용 적으로 이용

할 수 있게 변화되고 있다.

여러 단말 간에서 교육 콘텐츠를 주고받는 N스크린 기반의 

교육은 e러닝 플랫폼 때부터 주목 받아왔으며, 스마트러닝 플

랫폼 환경을 보조할 수 있는 중요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N스크

린을 교육환경에 적용한 예제로는 유비온에서 개발한 N스크린 

기반 Learning Eco-system이 있으며 해당 기술 시연 영상이 

YouTube에 공개되어 있다[18].

2. WebSocket/WebRTC 기술

웹 브라우저에서 N스크린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웹 브

라우저상에서 클라이언트-서버 및 클라이언트-클라이언트 통

신을 할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의 증가는 서버와 보

다 쉽게 상호작용하는 웹 페이지를 위한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

이에 더 자유로운 양방향 메시지 송수신 (Bi-directional full-

duplex communication)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 이어졌고, 그 

결과 HTML5 표준안의 일부로 WebSocket 표준이 등장했다

[19].

기존 HTTP 프로토콜은 Polling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서버

와의 통신이 늘어날수록 전송되는 오버헤드의 양이 늘어나 네

트워크에 큰 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Polling의 

그림 3. N스크린 연결성, 공유성 예제 (DL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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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한 번의 요청으로 하나의 응답을 받는 방식에 의존하기 때

문에 여러 번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요청 수가 필

요하다. 하지만 WebSocket의 경우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여 한

번의 요청으로 여러 데이터를 추가적인 요청 오버헤드 없이 설

계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요청횟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그림 4>는 기존 Polling 방식과 WebSocket의 차이를 나

타낸다[20].

클라이언트-서버 간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는 WebSocket 표

준에서 더 나아가 브라우저-브라우저 간 통신을 위해 개발된 

것이 WebRTC 프로토콜이다[21].

구글은 웹에서 실시간 통신을 하기 위한 WebRTC 프레임워

크를 HTML5 표준에 포함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

에 그들이 개발한 브라우저인 구글 크롬에서 관련 기능을 지원

하고 있다. <그림 5>는 Chrome 브라우저상에서 WebRTC 기

술을 적용하여 다른 사용자와 동영상을 공유하는 모습이다[22]. 

작년 중순부터는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역시 WebRTC 기능의 

지원 및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별도의 플러그인 없이 인터넷 브라우저만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3].

WebRTC 표준의 등장으로 웹브라우저의 능력은 더욱 향상되

었고, 이를 기반으로 웹 표준을 이용하여 N스크린 서비스를 지

원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WebSocket과 WebRTC 콘

셉트를 이용하여 웹 기반 N스크린 플랫폼 예제는 한국과학기

술원에서 연구한 Shift.io가 있다[24]. Shift.io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N스크린 라이브러리로, WebSocket 기능을 이용하여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텍스트, 그림, 동영상 

등)를 연결된 다른 사용자나 자신의 다른 디바이스에 전송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3. UI/UX 기술

웹브라우저 상에서 사용자에게 향상된 UI/UX 환경을 제공하

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용자의 단말 사용 환경에 따라 그에 맞

는 웹 페이지 디자인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 (Responsive Web) 

기술이 있다[25].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으로 N스크린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사용자들은 다양한 단말 사용 환경에

서 다른 UI/UX를 가지고 같은 웹 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다. 반응형 웹은 사용자의 다양한 단말 사용 환경에 맞춰 최적

의 UI/UX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6>은 단말 환

경에 따라 반응형 웹 페이지의 표시 예를 나타낸다.5

원격으로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종

래의 GUI 기반의 터치 UI/UX 기술을 한 단계 넘어선 방법론

이 필요하다. 현재 UI/UX 기술은 2차원적인 인터페이스 내에

서 사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성과 시각적인 직관성을 줄 수 있

는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으나, 원격 경험이라는 목표에 도달하

기 위해서는 인간의 오감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UI/

UX 기술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IBM은 2012년도에 작성된 다음 5년간 우리의 삶을 바꿀 혁신

들이란 보고서에서 센서 및 인식기술의 발달로 전자기기가 인

5	 http://designmodo.com/responsive-design-examples

그림 4. Polling 방식과 WebSocket 방식의 차이점

그림 5. WebRTC 기반 브라우저 동영상 공유 기술

그림 6. 단말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반응형 웹 페이지  

(Deren Ke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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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같은 오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26]. 최근에

는 시청각뿐만 아니라 촉각, 후각, 미각에 관한 특허가 증가하

며 전체 오감인식 관련 특허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27].

 오감인식 기술은 학습자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의 진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 방안이 기대된다. 시선인식 기술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 적

용되어 있다. 도요타는 운전자가 졸음이나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지 않은지 파악하여 경고하는 기술을 자사 제품에 탑

재하였다. 프랑스의 In Vivo BVA사는 <그림 7>과 같이 시선인

식기의 정보를 분석하여 대형마트 등에서 인기 없는 품목을 가

려내는데 활용하고 있다[28]. 이러한 움직임들이 사용자 UX를 

증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오감 인식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여 교육에 응용된다면 

학습자에게 더 나은 UI/UX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적응형 스트리밍 기술

적응형 스트리밍 (Adaptive Streaming) 기술은 클라이언트 

측에서 다운로드 속도와 클라이언트의 CPU 점유율 등 현재 네

트워크와 단말의 자원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다음에 요청할 비

디오의 품질을 결정하고 서버에 요청하는 방법이다. <그림 8>

은 적응형 스트리밍 기술을 나타낸 개념도이다[29].

대역폭이 충분한 기존의 유선망에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에 가용한 최대 속도로 비디오를 다운로드 받으며 동시에 재생

을 하는 HTTP Progressive Download 기술이 사용되었으나, 

네트워크 자원이 비싼 무선망과 PC에 비해 한정된 스펙을 가진 

스마트폰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사용이 증가하면서 적응

형 스트리밍 기술이 더욱더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HTTP PDL 기술은 네트워크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없기 때

문에 다운로드 속도가 비디오의 인코딩률보다 낮으면 로딩이 

발생하여 QoE를 보장하지 못한다[29]. 다운로드 속도가 인코

딩률보다 높을 때도 문제는 존재한다. 사용자가 비디오를 재생

하다 그만 둘 경우, 미리 받아놓고 시청하지 않은 만큼의 대역

폭이 낭비된다. 적응형 스트리밍 기술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

용자와 네트워크 사업자 모두에게 이점을 갖고 있어, 인코딩 및 

스토리지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자에 의해 도입이 되고 있다.

현재 시장에는 애플의 HTTP Live Streaming, 마이크로소

프트의 HTTP Smooth Streaming, 어도비의 HTTP Dynamic 

Streaming 이라는 3개의 솔루션이 경쟁하고 있다. 이들은 각

자 다른 규격을 사용하며, 표준이나 호환성에 있어 문제를 안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역시 MPEG 국제 표준기구를 

중심으로 모색되고 있다.

서비스 사업자 역시 적응형 스트리밍 기술에 대해 높은 관심

을 보이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2012년부터 적응형 스트리밍 

기술을 도입하여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 전체의 

버퍼링이 20%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30].

Ⅳ. Tele-experience 서비스를 통한  

원격 협업교육 기술

본 장에서는 원격 협업교육 기술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기

술적 특징에 대하여 서술하고, 각각의 기능이 가져야 할 요구사

항들에 대해 알아본다.

1. 서비스 시나리오

원격 협업교육 서비스 시나리오는 <그림 9>와 같이 원격 환

경에서 광대역 기가 네트워크를 이용해 사용자 입장에서의 실

감형 원격 협업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교수자가 원격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에게 실시간 원격 알

림 및 문제 출제를 학생의 단말기에 직접 표시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은 N스크린 기반 원격 협업학습 플랫폼

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한다. 학생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궁

그림 7. In Vivo BVA사의 시선인식 기술

그림 8. 적응형 스트리밍 기술 개념도

18 | 정보와 통신

주제 | Tele-Experience 서비스를 위한 원격 협업교육 기술



금한 점이 생겨 플랫폼에 검색을 하면 콘텐츠 매쉬업을 통해 학

생이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 원격지에 있는 학생이 문제를 다 

풀고 나면 교수자는 실시간으로 원격 첨삭 지도를 하여 학생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학생은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 등을 소셜 

서비스 연동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공유한다.

2. 요구사항 분석

주어진 시나리오에 따른 플랫폼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실시간 원격 협업 및 N스크린 기반 원격 협업학습을 위해서

는 사용자가 자신이 가진 콘텐츠를 콘텐츠 타입과 관계없이 협

업 학습 환경에서 쉽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신이 가

진 하나 이상의 스크린들을 조합 또는 통합하여 콘텐츠를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사용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콘텐

츠를 다른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함께 이용하는 협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콘텐츠의 변화는 관련 있는 모

든 사용자와 동기화 되어야 한다.

협업 활동을 하면서 사용자는 자신의 학습 상태와 현재 협업 상

태에 알맞게 재구성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이용한 콘텐츠에 대한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 내역을 메타데이터

에 따라 구성된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협업을 위해서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정보를 학습 시스템과 연동 및 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망 

상태와 관계없이 실시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디바

이스 환경에서도 동일한 품질의 학습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어

야 한다.

3. 핵심요소 기술

주어진 서비스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원격 협업교

육을 위한 핵심 요소 기술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웹 기반 실시간 객체 공유 기술

N스크린 기반 실시간 원격 협업학습을 위한 기술로 이를 위해

서는 실시간 객체 전송 기능, 공유 가능 객체 식별 기능, 그리고 

실시간 객체 공유를 위한 세션 제어 기능이 개발되어야 한다.

 웹 기반 협업 스트리밍 기술

원격 협업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영상 및 음성을 웹 환경에서 

사용자의 이용 환경에 맞게 스트리밍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망 상태에 따른 스트리밍 품질 제어 기능 및 WebRTC 표준 기

반 스트리밍 세션 제어 기능이 개발되어야 한다.

 협업 콘텐츠 신디케이션 기술

원격 협업교육에 제공되는 콘텐츠를 수집, 매쉬업 및 배포를 

담당하는 기능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업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생성 및 수집, 협업 콘텐츠 저장 및 선택적 재생 기술이 개발되

어야 한다.

 협업 콘텐츠 시각화 기술

협업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을 관계 그래프로 정

리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기능이다. 학습자와 

그림 9. 협업교육 서비스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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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계망 시각화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며, 소셜 

협업 학습 기능과 연계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반 원격 협

업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소셜 러닝 기술

같은 주제에 대한 학습자의 사회적 연결망을 이용한 협업 학

습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이다. 이를 위해서는 SNS 연동형 학습 

의사/상태 수집 기능이 필요하다.

Tele-experience 서비스를 위한 원격 협업교육 플랫폼은 한

국과학기술원 Education 3.0 플랫폼과 연동되어 구성캠퍼스와 

문지캠퍼스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 서비스 중

인 원내의 교육 플랫폼과 연동되어 테스트될 예정이다. <그림 

10>은 원격 협업교육 플랫폼의 테스트베드 구성도를 나타낸다.

Ⅴ. 결론

앞으로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산 및 웹 기술의 빠른 발전을 

통해 기존의 웹 환경에서 제공이 어려웠던 풍부한 사용자 경험

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환경의 

경우 사용자의 단말과 같은 이용 환경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보편성이 강조됨으로 

웹을 통한 교육 서비스의 제공은 교육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중

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Tele-experience 기술들을 통해 기존 웹에서 제공하기 힘

들었던 고품질의 원격 협업학습 기능을 제공함에 따라 향후 디

지털 교과서 시장에서 또는 원격 강의 시장에서 관련 기술 및 

Tele-experience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들이 쉽게 생성 및 서

비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실시간 원격 객체 공유 및 협업 스트리밍 기술 등 실제 

교육 환경에서 유용한 기능들의 제공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도 

손쉽게 관련 기능을 이용, 원격 협업 학습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교육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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