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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Moodle 학습관리시스템 기반의 협동학습
운영 사례에 관한 연구

- 사용자의 협동학습지원을 중심으로 -

이 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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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요약
ㄴ

오픈소스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놀라운 확산을 하고 있다. 이러닝 분야의 오픈소스인 Moodle 학습관리시스템

은, 상용프로그램인 Blackboard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학습관리시스템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교육공학의 이론적 기초가 되며, 이러닝의 핵심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구성주의 원칙에 따른, 협동학습과 상호

작용이 잘 지원되도록 설계되어, 높은 교육적 효과와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픈소스인 Moodle 학

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협동학습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사용자의 협동학습을 지원하는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고, 사

례를 통하여 나타난, Moodle 학습관리시스템 협동학습의 장점과 특이점을 살펴본다. 

연구 결과 PC와 스마트폰 환경에서 동시에 구현된, Moodle 학습관리시스템의 팀 프로젝트 협동학습을 통하여, 협

동학습의 재미와 유용성을 확인하고, 학습자체의 중요성을 넘어 관계의 중요성이 학습자의 협동학습동기를 유발시킨

다는 것을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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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이버 학습이 학교와 기업교육현장에서 일반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Moodle(Moodle: module object 

oriented developmental learning environment)은 

Martin Dougiamas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오픈소스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급되어 활용되

고  있는 시스템이다(Williams Bryan C., 2005).

Moodle은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학

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지식을 구성하는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

다. Moodle의 학습활동 툴들은 구성원의 상호협력을 

통해 학습활동 지원하고, 학습자간의 지식 나눔 과

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 지식을 구성한다(양성

혜, 2012; 유인식, 오병주, 2012; 이종기, 2008). 교수

자 측면에서 살펴 볼 때, 강의의 일부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시간, 노력,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

다. 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고, 강의활용 및 콘텐츠 개발에도 더 많

은 인력과 시간, 비용을 요구받게 됨으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한 오픈소스 학습관리시스

템이 주목 받게 되는 것이다(이종기, 2008). 

최근의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은 많은 장점과 함께 

비용 절감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Moodle 학습관리시스템은 넓은 사용자층과 교육공학

적 설계에 기초한, 협동학습을 잘 지원한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Moodle 학습관리시스템을 사례로 이용

한 배경이다.

본 연구는 Moodle 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

스템 내에서 협동학습을 구현한 사례를 살펴보고, 

Moodle에서 협동학습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

리고 Moodle 협동학습의 장점 및 특이점을 살펴보고

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Moodle 협동학습의 구현 

사례 연구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Moodle 학습관리시스템이 많이 이용되기를 바라며, 

학교 현장과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많이 사용함으로

써, Moodle의 사용 확산과 협동학습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이론적 배경과 Moodle 시스템 구축

2.1 오픈소스 학습관리시스템

오픈소스 학습관리시스템은 불특정 다수에게 프

로그램 코드를 공개하고, 수정 및 재배포가 가능한 

오픈소스 사상을 바탕으로 한 학습관리시스템이다

(박인우, 1999).

오픈소스 학습관리시스템은 현재 약 200여 나라

에서 50여개의 시스템이 존재하며, 그 중 많은 관심

을 받고 있는 것으로 Moodle, Sakai, ATutor, ILIAS, 

.LRN 등이 있다.

MIT sloan 경영대학원에서는 닷런(.LRN)을 활용하

여, 상용 학습관리시스템 대비, 25% 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닷런은 MIT와 하

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높은 안

정성과 다양한 기능을 갖춤으로써 기업수준에서 많

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학습관리시스템이다.

Moodle 학습관리시스템은 호주의 Martin 

Dougiamas에 의해 1998년 개발이 시작되어, 2002년 

8월에 Moodle 1.0 버전이 출시되었고, 2006년 6월에 

Moodle 1.6 버전이 출시되었다. Moodle 1.6 버전부터 

UTF-8 인코딩을 사용하여 다국어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 한글화 작업 역시 가능하게 된 것이다. 현재

는 Moodle 3.0.0 버전이 출시되었고,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기초한 학습관리시스템으로 전 세계 많은 학

교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한국외국

어대학교 등 많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232개 국가에서 73,351개의 사이트가 

등록되어 이용되고 있다(https://moodle.net/sites). 

한편 Moodle 학습관리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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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자

료: https://moodle.net/sites

Fig. 1. Moodle 사이트 등록 및 현황

Chickering과 Gamson(1987)은 여러 가지 교수설계 

시에 구현되어야 하는 원칙 즉, 훌륭한 교육적 실행

을 위한 아래의 일곱 가지 원칙을 주장한다.

① 학생들과 교수간의 접촉을 강화하라

② 학생사이 협조와 상호작용을 개발하라

③ 적극적 학습을 독려하라

④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어라

⑤ 과제에 대한 시간을 강조하라

⑥ 높은 기대감으로 의사소통하라

⑦ 학습에 대한 다양한 재능과 방법을 존중하라.

그리고 Lorenzo 등(2006)은 Moodle 학습관리시스

템이, Chickering과 Gamson(1987)이 주장한 일곱 가

지 원칙을 잘 반영한 학습관리 시스템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은 Moodle 학습관리시스템이 이러닝을 

위한 교수설계 원칙을 적극 반영시킨 프로그램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훌륭한 교육적 원칙을 사용하여 설계된 오픈소스 

학습관리시스템인 Moodle은, 효과적인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유용하다. 아울러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하고,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수자게도 도움을 

준다. 협동학습 활동은 종종 반영, 자기표현, 자기조

절과 같은 초인지 학습과정을 촉진시킨다. Moodle 

학습관리시스템은 학습 콘텐츠, 학습자와 교수자를 

지원하며, 퀴즈, 상담, 다이어리, 워크숍 등 매우 크

고 다양한 자원과 활동을 지원한다. 

 학습자와의 피드백과 의사소통 문제는 Moodle에

서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Moodle은 교수자에 의해 

관리되는 자동평가 툴을 제공하고, 이 프레임워크는 

학습자들이 잘 준비된 고품질학습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는 학습 자료의 원천이 된다.

Moodle 학습관리시스템은 토론 프레임워크도 제

공하는데, 이곳에서는 학습자들이 포럼과 위키 서비

스들을 이용한 수업에서 시작된 의미협상 쓰레드

(thread)를 완성하거나 참여를 마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쓰레드란 프로그램의 수행 경로를 말하며, 멀

티쓰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 여러 개의 수행 

경로가 있어 동시에 수행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

다(Felder 등, 1995).

이러한 토론 프레임워크에서는 새로운 학습활동

을 구현할 수 있으며, 토론 활동들이 이 프레임워크

에 의해 관리된다.

2.2 Moodle 시스템 구축과 협동학습

본 연구에서는 Moodle 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해, Web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그 이

유는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

었다. Web 호스팅 서비스의 구성을 위해 MySQL, 

Apache, PHP 등의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였으며, 

이는 모두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 이용

한 오픈소스로 Moodle 프로그램은 버전 2.9를, 데이

터베이스서버로 MySQL은 버전 5.5.3을, Web 서버로 

Apache는 버전 2.2.1(CentOS)를, 그리고 phpMyAdmin

은 4.4.1 버전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Moodle 학습관리시스템의 사례 연구는, 2015년 2

학기 J대학교에서 개설된, 현대생활과 세금 등 교과 

수강생을 대상으로, Moodle 학습관리시스템에서 팀 



서비스연구, 제6권 제4호, 2016. 12

50

프로젝트 협동학습을 경험하게 한 블랜디드러닝 수

업이라 할 수 있다. 교수자는 Moodle의 여러 기능을 

통하여 협동학습을 촉진하고, 학습결과에 대하여 수

시로 피드백을 줌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높

이고자 노력 하였다. 본 연구에 게시된 자료와 그림

은 구축시스템인 http://jejulams.kr에 근거하였다.

기능 Moodle Sakai dotLRN ATutor ILAS

코
스
관
리 
및 
제
작

코스관리기능 ○ ○ ○ ○ ○

교수설계기능 ○ ○ ○ ○ ○

과제 및 

시험제작
○ ○ ○ ○ ○

비

실

시

간

상

호

작

용

전자우편기능 ○ ○ ○ ○ ○
게시판을 통한 

파일 교환기능
○ ○ ○ ○ ○

뉴스그룹 기능 ○ ○ ○ ○ ○
위키 ○ ○ ○ ○ ×
블로그 ○ ○ ○ ○ ×

포럼 ○ ○ ○ ○ ○
용어사전 ○ ○ × ○ ×

RSS 피드 ○ ○ ○ × ×
실

시

간 

상

호

작

용

대화방 ○ ○ ○ ○ ○
화이트보드 ○ ○ × ○ ○
웹 컨퍼런스 ○ ○ ○ ○ ○
응용프로그램

공유
○ ○ ○ ○ ○

학습자들의 

브라우저 공유
○ ○ ○ ○ ○

학

습

지

원

책갈피 기능 × ○ × × ○
설문 기능 ○ × ○ × ×

멀티미디어파

일 수용기능
○ ○ ○ ○ ○

권한부여 기능 ○ ○ ○ ○ ○
학습자정보 

기록
○ × ○ ○ ×

학습진행 정도 

및 결과 확인
○ ○ ○ ○ ○

학습자 그룹핑 ○ × ○ ○ ○
자가 평가 ○ ○ ○ ○ ○

시스템 안정성 × ○ × × ×
도움말 기능 ○ ○ × ○ ○

Tab. 1. 오픈소스 학습관리시스템 비교

2.2.1 협동학습 메뉴의 종류

Moodle은 수없이 많은 기능을 가진 학습관리시스

템으로서, 새로운 기능과 관련하여, 오픈소스의 장점

에 기초한 기술적, 운영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Moodle은 협동학습에 특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수업 구성원 간 모둠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토론 및 

평가가 용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Moodle에는 협

동학습에 도움을 주는 여러 기능이 있으며, 이것들

은 학습 대상자의 수준이나 목적에 따라, 능동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오픈소스 

학습관리시스템 영역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

은 기관과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 사용 사례

로, 미국의 UCLA는 Moodle을 이용하여, 대학 전체

의 이러닝 포털로 활용하고 있다.

Moodle 학습관리시스템을 대학 수업에 적용한 결

과, 학생들에게 커뮤니티 소속감을 주어, 자신이 받

는 교육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속감은 커뮤니티에 대한 자발적

인 몰입 정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 오며,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협동학습 기능

의 유연성에 의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수정

해 갈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유연성은 단순한 질문

이나 과제가 제시되는 기존의 이러닝 학습 형태에서 

벗어나, 협동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최근의 이러닝 

학습 트랜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즉, 각 개인의 

의견 수렴, 문서 작성, 회의와 같은 다양한 학습 과

정의 시스템 유연성은, 이러닝 학습모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한편, Moodle을 포함한 대부분의 오픈소스 학습관

리시스템은, 텍스트 위주의 인터페이스로 인하여 학

습자들의 친밀성이 떨어진다. 아울러 Moodle 시스템

을 운영할 만한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사용을 

주저하고 있기도 하다. 

Moodle 시스템은 학습과정과 관련된 많은 협동기

능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로서의 학습성과 

http://jejulam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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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은 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협동학

습은 학습자간에 서로 격려하고, 도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적 향상 등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 협동학습이 학력을 향상 시킨다는 주장

을 Robert E. Slavin(1990)이 하였는데, 그는 68개의 

협동학습과 관련된 최근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

과, 72 퍼센트에 해당하는 49개의 연구에서 전통적

인 학습보다 학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Moodle과 관련된 교육이론 측면은, 구성주의

(constructivism)에 입각하여 협동학습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예는 Moodle의 여러 메뉴에

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게시판에 답 글을 달고 학

습자 상호간에 글을 평가하여 추천할 수 있는 기능

을 갖추고 있다.

상호평가 메뉴에서는 학생 상호간의 과제나 학습

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면 협동학습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아울러 협동학습 기능의 하나인 포럼의 사용

이 돋보인다. 오프라인 수업에서의 팀 프로젝트 발

표에 대하여, 수업 참여 학생 전원이 포럼 메뉴에서 

의견과 토론을 하게 하였는데, 이는 수업자체에 대

한 성과도 있었지만, 학생 서로간의 친밀도를 높여 

줌으로써, 참여 욕구를 높여 주었고, 학습동기부여에

도 많은 향상이 있었다. 

2.2.2 학습에 대한 주별개요 및 협동학습 모둠

현대생활과 세금 사이버 강의실 메뉴를 클릭하면, 

강의 게시판의 주별 개요 및 협동학습 활동메뉴를 

볼 수 있다. 이곳에서 학습자들은 해당 주간에 학습

할 내용을 확인하고 학습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학습자들의 협동학습은 학습활동에서 매우 중요

한 비중을 가지는데, Moodle에서는 이 협동학습을 

위한 그룹메뉴를 ‘모둠’이라는 표현으로 구성하고 

있다. 학습자들의 협동학습을 위한 모둠설정의 내용

은 Fig. 2와 같다.

Fig. 2. 협동학습을 위한 모둠설정

2.2.3 능동적 학습이 가능한 블로그와 포럼

블로그와 위키를 교육에 활용하면 자기 조절적이

고 능동적인 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Will, 2006). 본 

연구에서 사용한 Moodle 시스템의 블로그와 위키는 

학습자들이 웹 콘텐츠를 쉽게 만들게 하고, 자연스

럽게 사이버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게 해 주었다. 

Moodle 블로그 시스템을 확장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에는 공개 소프트웨어인 ‘Elgg’를 사용할 수도 있

다. 블로그를 사용하여 개인의 관심분야의 글과 링

크들을 게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글로

벌 사이버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고, 포럼메뉴를 

활용하여 능동적인 학습도 가능하다.

Fig. 3. Moodle 사회적 포럼의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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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팀 프로젝트 발표, 제출 및 토론

협동학습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팀 프로

젝트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사례에서 팀 프로젝트

는 오프라인에서 한 팀을 5명으로 구성하여, 팀 과

제를 수행하고 발표한 후, 지정된 날 23시 55분까지 

사이버강의실의 팀 프로젝트 과제제출 메뉴에 올리

기로 하였다. 다른 팀원들은 발표 이후부터 다음날

까지, 발표 내용을 기억하며,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

면 어디에서나 발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올리고 

토론을 하였다. 학습효과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 구

글 플레이의 Moodle 앱을 이용한 접속과 토론을 통

하여, 재미와 함께 진지한 학습경험을 하게 하였다.

2.2.5 Moodle 팀프로젝트에 대한 상호평가 

팀 프로젝트 발표를 위해, 오프라인 수업에서 팀

원이 함께 나와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발표

에 대한 팀별 상호평가를 위해 평가시간을 10분씩 

주고, 팀장이 평가표를 제출토록 하였다.

다음은 팀 프로젝트 평가사례로서, “창의성을 기

반으로 한 블루오션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는 팀 프

로젝트에 대한 평가에 대한 공지 내용이다.

팀장은 팀원들과 잘 협력하되 발표팀(팀장)에 대

해 공정히 평가해 주기 바랍니다.

평가기준:

① 차별적인 신기술적용 30

② 사업성(경제성) 30

③ 발표내용의 충실도 20

④ 팀워크활동 20 총 100점기준이며, 총점은 30점

으로 환산 부여하되, 본 강의실 메시지로 송부한다

(메시지수신자: Lee Jong-Ki, 발표팀 스스로의 점수

는 100점 부여함).

⑤ 위의 세부내용에 대해 조원들과 토의된 평가

글을 5줄로, 평가메시지에 [피드백]으로 기록하고 평

가 마무리(발표 다음날 밤 23:55까지) 한다. 

기능 내용

포
럼

 - 간단한 주제에 대한 토론
 - 질의응답, 주제별 및 학습자별, 모둠별         
토론방
 - 토론 게시 글에 대한 이메일 구독, RSS feed    
 구독이 가능

대
화
방

 - 새 아이디어 창출 활동
 - 온라인 토론
 - 학습자들의 과제물에 대한 온라인 토론
 - 모둠에서 역할 분담에 대한 대화
 - 모둠별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의견 교환
 - 실시간 질의응답

상
호
평
가

 - 학습자간 상호평가 
 - 교수가가 평가에 참여 
 - 교수자의 예제 파일에 대한 학습자들          
평가로, 학습자들의 평가능력 평가
 - 교수자 평가와 학습자들에 의한 평가가        
차이가 많을 경우에 대한 알고리즘이          
포함됨
 - 상호평가점수가 상호동의를 거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데
이
터

 -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할 수 있음
 - 항목에 대해 여러 정보가 있을 때,             
적합도별로 차별적 표기 가능

위
키

 - 협동 작업에 의한 문서 생성
 - 강좌별 위키, 모둠별 위키, 학습자별 위키      
 생성 가능
 - 창작 및 첨삭 지도
 - 학습자별 위키는 교수자와 학습자간           
개인적인 토론에 이용 가능

블
로
그

 - 개인적인 학습 공간
 - 비공식적 학습
 - 웹상에서 자신의 존재 표시 수단
 - 사회적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e-포트폴리오와의 연동 가능
 - 개인 관심사에 대한 집중 학습 및 학습 시     
 획득한 지식 게시

Tab. 2. Moodle의 협동학습 기능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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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팀 발표에 대한 전체학생 토론방

Fig. 5. 팀발표 최종보고서 제출 및 팀장 상호평가 요령

3. Moodle 협동학습 운영사례 특징

3.1 Moodle 협동학습시스템의 장점

본 연구사례에서 확인된 Moodle 시스템은 개방성

이 돋보였다. 특히 교수자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수설계 메뉴는 다른 학습관리시스템, 카페, 블로그 

등의 그것과 비교할 때 다양성 측면에서 큰 차이점

을 느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활동 (learning activity)을 사전에 기획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이 반영된 학습 디자인으로 제작하고 운

영할 수 있는 점이다. 그리고 Moodle 시스템의 설치

와 운영이 쉽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느끼는 쉬운 사용법은, DeLone 

& McLean(2003)이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에서 지적한 

대로, 시스템 품질의 확보는 시스템의 사용용이성에 

있다는 주장을 확인시켜 주었다. 다음은 Moodle 협

동학습의 장점이다.

첫째, 사회적 포럼 토론의 유연성을 들 수 있다. 

둘째, 모둠 즉, 소그룹을 기획하고 협동학습을 진

행함에 유용하다.

셋째, 개인 학습자의 블로그 및 Moodle 내 메시지

로 적극적인 학습참여가 가능하다.

넷째, 팀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이 가능

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터넷이 연결된 어떤 곳이

나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토론도 가능하고, 개별

학습도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3.2 콘텐츠 제작 측면의 특이점

Moodle 사례 시스템 운영에서 나타난, 학습 콘텐

츠 제작에 관련된 특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Moodle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영상, 그림, 위키, 채팅 등을 시

스템 내에서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으며, 교수자 및 

학습자가 느끼는, 사용용이성과 유용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SCORM 콘텐츠를 지원 한다는 점이다.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은 SCORM을 지원한다는 것은, 콘

텐츠의 재사용성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셋째, 학습의 효과적인 추적과 관리를 위한 학습

활동관리시스템(LAMS: learning activity management 

system)을 지원한다. 협동 학습을 위한 학습 활동의 

관리는 이러닝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Moodle의 

학습 프로세스는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중시하였고, 

특히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

에 적합하였다.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은 이러닝에서 중요시 되

는 학습법으로 알려져 있다.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



서비스연구, 제6권 제4호, 2016. 12

54

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습자의 자기조절

효능감이 중요하고 이를 향상시키는 전략 개발이 요

구 되고 있다 (Lee J. K. 와 Lee W. K., 2008).

Moodle을 이용한 학습관리시스템은, 이러한 학습

자의 자기주도 학습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

다. 교수자 역시 Moodle 학습관리시스템이 학습자와

의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학습관

리 시스템임을 연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이 시스템의 사용 확산이 요구 된다고 생각 한다.

4. 결론 및 논의

오픈소스 학습관리시스템 중, Moodle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 학습관리시스템이며, 

국내에서도 Moodle을 이용한 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

한 대학 및 기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오픈소스인 Moodle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현대생활과 세금 등 

대학교 정규교과목의 수업을 진행한 협동학습운영 

사례 연구로서, Moodle 협동학습 장점과 유용성을 

확인함으로, Moodle의 사용 확산에 초점을 두고 있

다.

Moodle 협동학습 구축 및 운영 사례를 통하여, 각 

모듈에서 보여준 교육공학적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

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oodle 학습관리시스템은 오픈소스로서 그 

설치와 사용이 매우 쉽다는 것이다. 특히 이전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스마트폰에서의 Moodle 사용이 가

능해 짐으로, 매우 편리해 졌고, 타 시스템에 비해 

모듈의 확장성이 양호하다. 

둘째, Moodle 학습관리시스템 내에서 팀 프로젝트

를 수행하는데, 특히 협동학습을 하는데 유용하다. 

즉, 구축 시스템 내부 각 모듈을 손쉽게 조작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학습자간 및 학습자와 교수자간

의 피드백이 쉽게 이루어진다.

셋째,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대한 추적 및 관리가 

쉽게 이루어진다. 학습자가 학습한 콘텐츠가 무엇이

며, 학습한 일시는 언제이며 어디인가 등의 정보가 

잘 관리되어 학생 관리에 유용하다.

넷째, Moodle 학습관리시스템에서 퀴즈 메뉴를 이

용하여 학습자의 학습열의, 재미, 그리고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그룹으로 구분된 퀴즈는 협동학

습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다섯째, 교수자가 원하는 특정교과에 대한 음성강

좌와 퀴즈 등의 공유가 쉬우며, 교수자와 학습자간

의 상호작용이 쉽게 이루어지고,  학습자와 학습자

간 또는 그룹간의 협동학습에 매우 유용하다. 

향후에는 이러한 Moodle 학습관리시스템에, 학습

자 수준에 맞는 학습설계가 요구 되는데, 이 것 다

른 오픈소스 솔루션과의 통합에 의해 이루어질  것

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례 시스템이 보여 준 장점에도 불구하고 

Moodle 학습관리시스템을 채택하고자 할 때 고려되

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Moodle 학습관리시스템 보안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측면이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스마

트폰에서 Moodle 사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한층 더 

보안문제 해결에 많은 준비와 투자가 필요할 것이

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5년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일정부분 문제

해결의 기초가 준비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사례 연구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스마트폰 등

의 협동학습을 목표로 하는 학습현장에서는, 개별학

습, 실시간 토론학습 등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

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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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f collaborative learning implementation  using open 

source Moodle learning management system

- for collaborative learning promotion by users - 

Jong-Ki Lee*

ABSTRACT
ㄴ

Open source has an amazing spread with the advent of smartphones. Open-source Moodle in 

e-learning areas are free of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and the most widely used worldwide, 

except for the black board commercial programs. One reason is well designed to support collaborative 

learning and interaction based on constructivist principles, which is the core principle of e-learning in 

particular that the theoretical basis of educational technology has a high educational effectiveness and 

benefits.

  This study examines the operational practices of collaborative learning using open source learning 

management system Moodle program. It introduces specific information to support the user of the 

collaborative learning. It looks at the advantages and singularity of collaborative learning in e-learning 

through examples show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rs and the importance of self-learning of collaborative learning through collaborative learning in 

a knowledge repository of Moodle. In addition, collaborative learning outcomes are is based on the 

motivation of learners and playfulness. 

Key Words: e-Learning, LMS, Moodle, Collaborative learning, open sources, smart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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