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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수업과 업무 처리를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보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태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보다 더 사용될만한 소프

트웨어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I. 서론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다[1]. 적절한 소프트웨어의 활용은 학교 교육의 효율
성을 증대시킨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종류는 매우 다
양하기에 그 기능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적재적소
에 활용하는 능력이 요구되어진다[2].
  본 논문에서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범주
로 나누어 살펴보고 향후 보다 더 사용될만한 소프트웨
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
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교육 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
웨어

1. 소프트웨어의 개념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컴퓨터로 읽고 쓰
는 디지털로 된 데이터를 말한다[3]. 소프트웨어는 보통 
시스템 프로그램과 응용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시스템 
프로그램은 운영체제와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응
용 프로그램은 운영체제 위에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운영체제

  교육현장에서는 대부분 윈도 제품군을 사용한다. 현재 
윈도7이 보급되고 있지만 기존의 컴퓨터에는 윈도XP가 
주로 탑재되어 있다.
  교육현장의 운영체제가 MS사의 윈도로 편향적인 이유
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비롯한 학교 업무 전산시스템
이 윈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기반으로 동작하

기 때문이다. 또한 주로 사용하는 워드프로세서인 한글
이 윈도용으로만 출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
과서에도 반영되어 컴퓨터 교육에 있어 윈도 운영체제 
기반으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오피스제품군

  교육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오피스제품군은 2종류이
다. 한글 오피스와 Microsoft 오피스이다. 한글 오피스
는 국내 대부분의 기관에서 표준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산업무시스템과도 연계되어 기본 워드프로세서
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프리젠테이션과 스프레드시트 도구로는 파워포인트와 
엑셀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Microsoft 오피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공개 문서 포맷(ODF; 
Open Document Format)을 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공개 문서 포
맷에 대한 인식 및 사용은 희박한 실정이다.

4. 웹 브라우저

  현재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Microsoft의 인터넷 익
스플로러 웹 브라우저의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으나 국내
의 학교 현장에서의 점유율은 매우 크게 점유한 상태에
서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교무행정시스템을 비롯
하여 대부분의 업무 관련 시스템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종속적이기 때문이다. 보안에 취약한 ActivX를 사용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에 학교의 컴퓨터는 악성코
드 및 정보 유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전산업무시스템의 사용 설명서를 보면 인터넷 익스플
로러 브라우저 상의 모든 보안 설정을 낮음으로 설정하
도록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학교 현장의 컴
퓨터에 대한 각종 위험 노출을 더욱 부추기 것이다.
  최근들어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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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표준을 준수하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교육 기관에서도 웹 표준 준수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파이어폭스, 구글 크롬, 사파리, 오페
라, 스마트폰 브라우저 등의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5. 학교 메신저

  학교에서 의견 교류와 파일 송수신을 하는데 유용한 
소프트웨어가 메신저이다. 메신저를 통해 학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의사소통에 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내의 학교에서 사용되는 메신저에는 MessagePopup, 
Ssem 메신저, 스쿨메신저, 쿨메신저 등이 있다. 
MessagePopup은 윈도 기반의 Lan 메신저로 프리웨어이
다. 동시에 2개 이상의 파일은 첨할 수 없어서 여러 개
의 파일이나 폴더는 반드시 압축하여 보내야 한다. 수신
자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경우나 컴퓨터가 꺼져 있는 경
우 메시지와 파일은 전송할 수 없는 불편도 있다.
  Ssem 메신저는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개발한 메
신저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학교별로 관리자를 두고 
조직도 기능을 지원하며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주고
받을 수 있다. 쪽지, 대화, 게시판, 설문조사, 원격제어, 
화상대화, 웹하드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모든 사용자가 Ssem 회원으로 가입해야 사용할 수 있고 
조직 구성이 변경될 때마다 교육연구정보원 측에 요청하
여 해당 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스쿨메신저는 LG텔레콤에서 만들어 배포하는 메신저
로 조직도 및 쪽지, 대화, 일정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여러 그룹의 사용자에게 쪽지를 보내는 것이 불편하며 
학교망이 LG텔레콤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쿨메신저는 (주)지란지교소프트에서 개발한 메신저로 
조직도, 쪽지, 대화, 예약전송, 원격지원 등 다양한 기능
을 제공하는 유료메신저이다. 학교 자체에 서버를 두기 
때문에 학교 외부의 피싱이나 해킹 위협으로부터 안전하
게 운영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
용되는 메신저인데 1유저당 일정 비용이 드는 유료메신
저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6. 그 밖의 소프트웨어

  학교에서는 그래픽, 동영상, 사운드, 교수학습 지원 등
을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다[4]. 그래픽
으로는 이미지뷰어, 이미지 편집 도구가 사용된다. 알씨, 
그림판을 예로 들 수 있다. 동영상은 동영상 플레이어와 
동영상 저작도구가 사용된다. 곰플레이어, 윈도무비메이
커를 예로 들 수 있다. 사운드에는 사운드재생과 편집도
구가 사용된다. 곰오디오, Audacity를 예로 들 수 있다. 
교수학습 지원은 크게 컴퓨터 설치 프로그램과 웹 기반이 
있다. 교과서 CD-ROM과 아이스크림(i-scream.co.kr)을 
예로 들 수 있다. 

Ⅲ. 앞으로 보다 더 사용될만한 소프트
웨어

1.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

  인터넷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그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의 문
서도구는 웹 기반의 오피스 도구이다. 사용자는 각자의 
컴퓨터에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없이 웹 브라
우저만으로 어디서든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
다. 라이센스 구입 비용이 들지 않는 무료라는 장점도 
있다. 
  구글 문서도구는 Document, Presentation, 
Spreadsheet, Form, Drawing으로 구성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문서를 공유할 수 있다. 
즉 다른 사용자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협동
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에 유용한 작업 환경이라 볼 수 
있다.

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에는 Facebook, Twitter, MySpace, 미투데이, 싸이월드 
등이 있다. Facebook, MySpace, 싸이월드 등은 특정 
개인에 특화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방문자 
접속과 개인 정보 유출 등 고려할 점이 있어 학교 현장
에 활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Twitter, 미투데이의 경우는 
스마트폰, 넷북 등의 모바일 장치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
스들은 학급 홈페이지, 블로그와 더불어 학급 경영의 도
구로서 활용해 볼만하다. 

Ⅳ. 결론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야 컴퓨터의 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고 앞으로 보다 
더 사용될만한 소프트웨어를 고찰해 보았다. 고찰한 내용
이 학교 현장의 소프트웨어 활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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