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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자통신 및 스마트기기 사용의 확산과 더불어 스마트플랫폼 시대에 맞는 강의 및 새로운 서비스 구상이 
필요하고, 다양한 콘텐츠 및 시스템 변화에 대비하여 교육 시스템을 설계, 구현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 사
이버 대학들도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캠퍼스 구축 등 융복합 기술을 통한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에 부합하는 교육
시스템과 네트워크 기반 구축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K대학의 사례연구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설계와 구현, 활용효과를 제시함으로서 효과적인 도입 방법 및 개선점 등을 시사하는 것이다.

K대학의 행아웃 학습시스템 도입사례를 통해 교수와 학생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및 정보공유를 통해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시간 및 운영비용 등의 절감을 통해 효율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이 연구 결과는 실시간 영상강의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고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플랫
폼을 제시한다.

주제어 :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행아웃 서비스, 학습시스템, 스마트러닝, 클라우드 학습서비스 정책, 융복합 기술

Abstract  The Many universiti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have focused on shifting education paradigm into 
smart learning using high-tech devices and internet as the level of technology has growing rapidly in every 
society. Especially, cyber universities and open universities in Korea are trying to develop educational network 
system and infrastructure corresponding to new convergence technology environm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clouded based education system in order to suggest an effective way of using new 
educational learning system. This study shows the case of Hangout learning system used in K University in 
Korea to suggest a new educational learning model for real-time lecture and cloud based service platform for 
improving educational learning environment.

Key Words : Cloud based service platform, Hangout services, Educational learning system, Smart learning, 
Cloud learning service policy,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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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자통신 및 스마트기기 사용의 확산과 더불어 대학

교육에서도 스마트 교육 및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등많은대학에서다양

한소셜및융복합기술을활용한교육의패러다임전환

에관심을갖고있고, 다양한실태조사가진행되고있다.

스마트 러닝의 실태와 활성화 전략에 대한 연구에 따르

면 사이버대학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의 필요성

(75.2%)과 관심도(64.6%)가 높고 그에 따른 친숙도(73.4%)

와 만족도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1]. 또한, 이러닝과 관

련된 연구에서는 SNS 등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도구를

활용한학습시스템은학생과교수간상호작용을활발히

하고동료간협력학습을통해학업성취도및만족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2]. 하지만, 아직까지 스

마트러닝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가 많지 않고 동영상 위

주의 전달방식이 대부분이어서 스마트 기기활용의 다양

성, 콘텐츠 개발, 새로운 학습 플랫폼 구축, 운영의 효율

성 등의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특히 스마트플랫폼 시대에 맞는 강의 및 새로운 서비

스구상이필요하고다양한콘텐츠및시스템변화에대

비하여새로운학습시스템을설계, 구현할필요가있다.

이에 국내 사이버 대학들도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캠

퍼스 구축 등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에 부합하는 교육시

스템과 네트워크 기반 구축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3].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전국 360여

개 대학의 이러닝, 도서관시스템, 행정전산 등의 전통적

시스템 구축방식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대책을추진하고있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공

동으로 발표한 ‘스마트 교육 추진전략’에 따라 대학전산

화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여 수년 내에 본격적

인 스마트 교육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4]. 이에 본 연구

의목적은 K대학의행아웃학습시스템도입사례를제시

하여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설계와 구현, 활용효과를 제

시함으로서효과적인도입방법및개선점등을시사하

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 영상강의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고,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플랫폼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클라우드 개념 
“PC대신 온라인에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저장해 두

고 필요할 때마다 접속해서 사용하는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터넷에 구름처럼 떠 있는 모든

자원을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효율적

인 자원의 활용과 비용효익, 에너지 절감효과 등 다양한

편익을제공하기때문에많은기업, 조직, 정부등에서클

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활용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리서

치 조사에 따르면, IT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20%가 넘는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클라우드 서

비스 이용자 수가 2018년까지 36억 명으로 예상하고 있

다 [5]. 예를 들어, 미국 내무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메일

서비스를 도입하여 비용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고,

구글 코리아가 제공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구글

플러스는 한류 K-pop의 허브로서 글로벌 커뮤티케이션

의 역할을 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행아웃 서비스를 통해

다수의그룹채팅과정보공유를가능하게하였다[6].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불필요한 서버의 증대와 비효율적인

운영의복잡성등전통적인조직및기업의시스템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최적화와 에너지 절감효과를

증대시킬수있다. 구글이제시한 ‘클라우드서비스를이

용한 에너지 절감비용’에 따르면, 클라우드 기반 메일서

버를 사용하면 최대 80배 이상 에너지 소비가 절약되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면 기존 서비스 인프라

구축환경 대비 85%가까운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보고하고있다. 이처럼, 운영의효율성, 다양한커

뮤니케이션 채널,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절

감과탄소배출량절감의효과를누릴수있는장점이있

다 [7].

교육분야에서도기술발전과더불어영상회의, 영상강

의등다양한형태로온라인을통한강의와교육이진행

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기기의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서로 다른 기종의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강의와학습을진행하고자하는노력이있다. [Fig. 1]은

영상강의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 이

후 인터넷의 발달로 영상채팅 및 강의 서비스가 진행되

었으나 화면을 통한 전통적인 강의의 전달, 질의응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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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등서비스에대한여러가지한계점을가지고있다.

최근들어, 구글등클라우드를기반으로한다양한서비

스들이각광을받고있고이는교육, 문화, 콘텐츠서비스

로확대되어활용되고있다. <Table 1>에서나열한클라

우드 서비스의 특징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클라우드 기반

의 서비스를 통해 양방향의 의사소통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가능하며 PC, 스마트폰등서로다른기종에서도

편리하게강의및콘텐츠를제공할수있는장점이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학내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

하고있는학사, 교육, 행정, 도서관시스템의관리비용과

운영의중복성등비효율적인시스템을개선하고자하는

움직임 속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 설계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Fig. 1] Trends of Video Lecture
(Source: Digital Media Center, KNOU)

Service Advantages

Email, Message

Service.

l Easy to transfer information and knowledge

l No fee for operation

l Groupware effects within institutions

SNS Service

l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lecturer

and students

l Encourage study group and team activities

l Easy for group mentoring and tutoring

l Easy to build up student network - easy

to manage alumni

Schedule service l Easy to inform notice and schedule

l Synchronize schedule

Document service l Group document work

l Check discussion process

l Group editing with track finder

Storage service l Sharing large storage files in drive storage.

<Table 1> Advantages of Cloud Service

2.2 클라우드 활용사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은 대부분 데스크톱 가상화를

도입하여 PC 운영및관리효율성을높이고, 다양한애플

리케이션의 공유로 비용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앱스’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전사적 시스템

‘포스피아3.0’을 사용하여 업무의 속도와 의사결정의 속

도를향상시키고, 출장비용과업무시간낭비를현저하게

감소시킨포스코의사례는기업에서클라우드기반전사

적 서비스를 사용한 최초의 사례이다 [8].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은 “교육 클라우드 프

로그램”(Education Cloud Program)을 통해 사용자 요구

사항에 대한 복잡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였고, 부족한

물리적 공간, 불안전한 전력 등의 인프라 환경을 인프라

설비의 간소화로 해결하였다. 또한, 중복된 사용자 계정

을 제거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따라서 클

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관련 서버들의 안정적 지원과 운

영, 작업 효율성 증대, 비용감소, 인프라 설비의 간소화

등긍정적인효과를거두었다 [9]. 이처럼클라우드기반

서비스는 교육 분야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의

효율성과효과성측면모두큰성과를보이고있으며, 정

보기술의발달과더불어관련시스템과기반구조의구축

및 설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 행아웃(Hang-Out)학습시스템 
3.1 행아웃 개념도 
인터넷 영상강의인 클라우드 기반 행아웃 시스템은

구글이 운영하는 무료 영상채팅(회의) 서비스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등에서쌍방향으로영상회의가가능한

서비스이다. 동영상, 문서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강의를진행할수있을뿐만아니라, 인터넷에접속할수

있는기기와화상을연결할수있는웹캠의간단한도구

만준비되면언제어디서든강의를진행할수있고, 학생

들도 서로 다른 기종의 단말기에서도 강의를 수강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행아웃서비스를강의에도입할때기술, 운영적측면

에서도다음과같은학습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 첫째,

별도의서버관리및유지등의비용이발생하지않고새

로운서비스및시스템을빠르게도입할수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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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서비스의업그레이드가용이하다. 둘째, PC를 통

한 서비스 뿐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패드 등을 이용하여

언제든지강의및공지, 일정등의확인이가능하기때문

에다양한지역에서수강하는학생들에게강의의전달력

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학습 참여도를 고취시킬 수 있다.

셋째, 총 9대까지 PC를포함한스마트기기간화상채팅

이 가능하여 교수-학생 간 또는 동료 간의 학습활동이

용이하다. 넷째, 행아웃서비스를활용하는교직원및학

생들은 한 번의 로그인으로 서비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 (예: SNS, 토론장, 일정관리, 공동문서작성, 알림장

등)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학습활동과 커뮤니

케이션에 효과적이다.

이와같이, 행아웃학습시스템을활용한학습을통해

교수-학생 간 1:1 또는 1:다의 면담이 가능해 지고, 학생

간조별그룹화상토론과공동으로문서및과제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Mars 등 (2005)는 구성원의 상호작용이

온라인 강의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

장하였는데 [10], 행아웃을 통해 교수-학생 간 친밀도가

향상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가능하여 학습의 질을

향상시킬수있다. 또한, 지리적, 시간적이유로과목세

미나에직접참여하기어려운학생들에게행아웃을통해

세미나를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현장의 학습과 유사

한학습이가능할수있게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협동학습시스템이교수-학생간, 또는동료간활

발한 상호작용과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학습 성취도 및

흥미를 향상시킨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11, 12] 와 같이,

행아웃을 통한 교육 인프라는 행아웃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만족도와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

[Fig. 2] Framework of Hangout Learning System
(Source: Digital Media Center, KNOU)

[Fig. 2]는 행아웃 서비스의 개념도이다. 인터넷을 이

용한클라우드기반서비스를통해최대 9명까지의학생

및교수가참여하여다양한기종의단말기에서양방향으

로 강의를 진행하고 토의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2 행아웃 학습시스템 구현
구글의클라우드서비스를이용한행아웃학습시스템

은기본적으로인터넷을활용한클라우드기반시스템이

기때문에별도의망사용료및서버의운영비용등의부

담없이최소한의장비로강의및토의진행이가능하며,

영상강의및채팅솔루션화질및사용에대한만족도가

높다. [Fig. 3]에서와 같이 강의실에서 진행된 특강수업

을서로다른지역의학생들이행아웃학습서비스를통

해 마치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과 같은 수업효과를

보여준다.

[Fig. 3] Process of lecturing
(Source: Digital Media Center, KNOU)

[Fig.4]는 교수 연구실에서 실시간으로 학생과 질의,

응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Fig. 4] Answering process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Source: Digital Media Center, KN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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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행아웃 학습시스템 평가
실제로 행아웃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한 K대학

은 2013년도 특강 형식의 연계시범운영을 총 32회 진행

하였다. 총 9개 과목의시범운영과목에대해총 108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행아웃 시스템 사

용의만족도는 7점척도중 5.47점으로비교적높게나타

났으며, 향후행아웃시스템의참여의사도 5.76으로긍정

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학습시스템을 통한 학습효과는 활발한 상호작용과 자유

로운 학습 환경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업성취도, 학

습흥미도및강의만족도를향상시킨다는기존의연구

논문 등과 유사하다 [13, 14]. 행아웃 시스템에서 제공하

는 채팅서비스, 실시간 SNS 등을 통해 교수와 학생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실시간으

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 학습능력 향상이 도움을

주고, 수강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행아웃 시스템을 활용한 수업방식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주고 한 번의 로그인으로 일정관리, 채팅

등다양한기능을활용할수있는편리성에대한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K대학의 운영현황 보

고서에 따르면 경제적인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전년대비

강사료비용이개설과목수에비해현저하게감소하였고

(100만원이상), 학생관리및행정절차등의운영에있어

서도 효율성이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행아웃 시스템의시범운영 결과, 시스템의 지

속적인확대와사용을위해서는장비구성의표준화와전

용 강의실의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

되지 않은 장비사용으로 강의마다 서로 다른 강의품질

(음향, 화면 등)의 차이를 보이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

다. 또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문

담당자의 교육과 전문 인력의 보충은 향후 행아웃 시스

템을확대하고원활하게운영하는데필요한것으로조사

됐다.

4.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하여 행아웃 교육시

스템의 도입사례를 소개함으로서 새로운 디지털 융복합

환경에서요구되는교육플랫폼의대안을제시하고, 효율

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연구의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클라우드를통

한 새로운 영상강의 서비스플랫폼 제시로 교육서비스의

참여율을 높여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 재학생의 중도

탈락방지 등을 위한 소통경로를 제공한다. 둘째, 거리상

의문제로특강등의수업에참석하여학습하기어려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수강 가

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의 다양화를 제시한다. 셋째, 스마

트 플랫폼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영상강의 모델을 제시

하여 향후 디지털 교육환경과 정책에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이연구의사례결과와같이, 행아웃서비스등클라우

드 기반의 영상강의 및 회의는 비용절감과 교육의 효과

성에서 많은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SNS, 공동작업 도

구등실시간으로상호작용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함

으로서스마트한학습의질을향상시킬수있다 [15]. 하

지만,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설계된 기존의 교육시스템

과서버의전환은쉽게이루어지지않을뿐더러학생, 교

사 등의개인정보보호와시스템의보안문제에있어여

러가지문제점들이잔재해있다. 또한, 다양한스마트기

기를 활용한 학습은 대부분 학습의 보조 도구로서 업무

외의자투리시간이나출퇴근등의이동시간을이용하고

자 할 때 학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스

마트기기용차별화된콘텐츠개발과모바일등스마트

기기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 편리한 주요 학습수

단으로활성화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러한문제점들

을인지하고개선하여단계적으로클라우드기반의교육

시스템을 구축,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및 예산 지원

확보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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