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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문제점

현재 조선 설계 프로그램은 기존에 주로 사용되었던

TRIBON에서 3차원 CAD 시스템인 AVEVA MARINE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의 조선 업계에서도 AVEVA

MARINE을 도입하여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VEVA MARINE이 도입되면서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

램이 절실히 요구되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상에서 진행되며,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으며, 교육 프

로그램 역시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쉽게 학습할 수 있는

AVEVA MARINE(AM) 에 대한 사이버 교육 컨텐츠를

개발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AM 사이버 교육 컨텐츠는 FLEX와 FLASH를 사용하

여 개발하며, 본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의 강의시스템에 탑

재하기 위하여 강의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기본 플랫폼에

준하여 작성되었다.

구현된 컨텐츠는 이론강의와 실습강의, 그리고 따라하

기 형태로 구성되며, FLASH로 구성되어 피교육자가 직접

따라해가며 교육받을 있도록 하였다.

따라하기 기능의 구현에 있어서의 문제는 피교육자가

본인의 시스템에서 AM 과 동일한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

며 교육을 받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나, 라이

센스의 문제 및 보안의 문제로 인하여 AM에 직접 접속하

여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컨텐츠에서는 발

생할 수 있는 모든 이벤트들에 대한 화면을 동영상으로

작성하여 이를 플래시로 구현하여, 피교육자가 본인의 시

※ 본 연구는 현대삼호중공업주식회사 산학협동 연구과제

지원사업(AM(CAD) 사이버 교육 컨텐츠 개발)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스템에서 AM과 동일한 화면에서 각 기능들을 따라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구현된 각 컨텐츠의 구성은 매 회차마다, Intro, 이론또

는 실습강의, 학습정리, 퀴즈풀이로 구성되며, 그림1,2는

구현된 컨텐츠의 예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AM 사이버 교육 컨텐츠 실습 강의 예시

그림 2. AM 사이버 교육 컨텐츠 따라하기 강의 예시

3. 결론 및 향후 연구

AM 에 대한 사이버 교육 컨텐츠의 개발로 온라인상에

서도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비용 및

시간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피교육자가 본인의 학습

능력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 학습효과를 증

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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