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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constructive view, acquiring knowledge is made by experiences among members or 

elements. The knoxyledge in e-leaming system can be extended up to knowledge of teachers 

and knowledge of operating managers. We have many difficult problems to develop and 

manage e-leaniing system because demanders on e-leaming system have varipus 

requirements. In traditional education system demanders are learners but in constructive 

view demanders can be extended to learners and teachers, operating mangers on e-leaming 

system., In this study, we design and implement e-leaming system named kedu V.l. Kedu 

V.l is developed consid^ing interactions of extended demanders of e-leaming system in 

constructive view. And this system based on Linux operation system and MySQL, PHP. Also 

this system have efficient transplantation and portability capabilities and reduced cost and 

labor in implementation of real e-lear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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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전 세계 

의 컴퓨터 환경올 동일한 방식으로 연결함 

으로써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전은 사회적인 환경과 문화적인 

환경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수요와 욕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터넷 서점, 쇼핑몰, 경매 사이트와 

같은 B to C, B to B 및 B to G와 같은 전 

통적인 형태의 상거래의 변화에서부터 가상 

학습이나 원격 진료와 같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의 변화를 만들어 왔으며 특히 전통 

적인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 

켰다.

가상학습(eTeaming) 이란 기술기반(Technology 

-based) 교육올 의미하며, 컴퓨터 기반 

(Computer-based) 교육과 웹 기반 (Web 

-basedX 포함하는 개념이다⑵.

이러한 가상 학습을 위한 가상학습 시스 

템은 논리적인 면과 물리적인 면에서 매우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많은 하드웨어 

적 자원 및 네트워크 자원, 교수학습 자원 

들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경우 가상학습 시 

스템의 개발은 수요자의 상대적인 요구에 

대한 부응보다는 개발자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가상학습 시스템의 효율을 떨 

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상학 

습 시스템의 개발은 수요자 중심의 설계가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 수요자인 학습 

자의 관점을 가상학습 시스템의 수요자 관 

점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지식의 습득 

이란 구성원 또는 구성 요소간의 경험으로 

부터 이루어지는 것［1, 5］으로 가상학습 시 

스템의 지식은 학습자의 지식뿐만 아니라, 

가상학습의 교과과정과 교육 내용, 학습자 

의 지도 및 상담을 담당하는 교습자의 지식 

및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의 지식으로 확장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학습 시스템에서 

지식은 학습자, 교습자, 운영관리자에 의해 

습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상학습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학 

습은 학습에 참여한 교습자와 학습자간, 그 

리고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운영관리자의 

원활한 상호작용 정도에 달려있으며 결국 

이런 관점에서 가상학습 시스템의 수요자는 

학습자와 교습자, 운영관리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가상학습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확장된 개념의 수요자를 

중심으로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 

로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공간인 웹 상에서 

확장된 수요자 기반의 가상학습 시스템인 

keduV.l올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가상학습 

시스템의 효율성올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 

은 두 가지의 접근에 중심을 무고 있다. 첫 

번째는 가상학습 시스템어i 대한'상호작용의 

정형화된 모델링을 통한 효율성의 향상이다. 

kedu V.1 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확장된 가 

상학습 시스템 수요자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개체-관계의 모델링 기법인 E-R 다이어그 

램을 기반으로 설계 및 개발하였다. 두 번 

째는 실사용 환경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 및 성능의 향상이다. 가상학습 

시스템 kedu V.1 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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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실사용 환경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 Linux 운영체제와 MySQL, 서버스크립 

트 언어인 PHP를 사용하였으며 이 환경은 

성능의 우수성과 탁월한 경제성으로 인해 

실제 각종 시스템의 개발 현장에서 가장 많 

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1장에서는 본 연구의 

개요를 살펴보았고 2장에서는 가상학습과 

가상학습 시스템의 관련 연구들에 대해 살 

펴보았다. 또한 3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가상학습 시스템 kedu V.1 의 개발에 

대해 다루었고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 

구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2. 연구배경

2.1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의 흐름 

을 더욱 빠르게 하여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정보의 .습득이 용이하게 되었고, 새로운 정 

보의 습득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 

서 일어나는 모든 사용자의 요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교육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열린교육 정보는 수요자의 요 

구를 변화시켰으며, 교육은 이러한 수요자 

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한 바탕을 이루는 기본 이론은 ' 구성주 

의 학습이론' , ' 학습자 중심 교육' 또는 

' 문제 해결 학습'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1, 4, 5］,

가상학습은〈표 1>과 같이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한 가지

〈표 1>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Training Learning

강사중심

인력의 대량양성

학습자 중심

핵심 인력 양성

교육을 위한 교육

집합교육 중심

폐쇄적 자체 교육 중십 

교육 내용, 방법 획일 

단순 강의 실시

경영을 위한 교육 

현장 학습 중심 

Out-Sourcing 교육 확대

교육내용의 다양화,첨단화 

멀티미디어 시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가상 

학습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학습환경과 

시스템 환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2.2 가상학습의 특징

컴퓨터와 통신 기술을 사용한 교육의 

등장은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그 학술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인식 

에 따라 컴퓨터보조학습(Computer Aided 

Instruction : CAI), 온라인 학습 (online 

learning), 온라인 원격 교육(online distance 

learning), 인터넷 기반 학습(Internet-based 

learning)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 

다. 특히 Web의 출현은 컴퓨터 기반 학습 

(computer-based learning)6,］거론된 여 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접근을 

통한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게 하였다.

가상학습 시스템은 학생과 교습자 및 학 

교조직이 교육서비스라는 목적과 관련된 활 

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웹 상에 만들어진 

환경［6, 7, 8］이라 할 수 있다. 가상 학습을 

설계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많은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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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1, 3, 8].

첫 번째가 가상학습 시스템은 서버 

(server)와 클라이언트(client) 구조를 가진 

컴퓨터와 정보통신을 매개체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버컴퓨터가 정보를 저장하고 색 

인화하며 검색, 변환, 분배하는 정보 처리 

능력의 핵심이 되며 학습자는 통신망으로 

연결된 클라이언트를 통해 가상학습 시스템 

에 접근하게 된다. 두 번째는 가상학습 시 

스템은 공간적인 독립성올 유지하여 학교와 

학습자간의 물리적인 거리가 학습 효과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켰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 

고 어디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가상학습 시 

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가상학 

습 시스템은 학습을 시간적으로도 독립시켰 

다. 웹올 통한 각종 학습 및 이에 뒷받침이 

되는 정보:의 분배는 학습을 시간의 한계로 

부터 해방시켰다.

또한 네 번째 특징은 GUKGraphic User 

Interface) 환경의 유용한 ,인터페이스를 •통 

해 가상학습 시스템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가상 

학습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의성올 통한 학 

습효과의 증대를 고려하고 있다. 다섯 번째 

는 가상학습 시스템의 교육을 통한 상호작 

용의 증가이다. 이것은 기존의 오프라인 교 

육이라 얘기할 수 있는 On Campus 교육 

방식의 집단성으로 인한 수준별 학습의 어 

려움을 상호작용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가상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정적인 문제이다. 가상학습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초기 하드웨어적 

인 인프라의 구축비용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적인 인프라의 구축비용이 필요로 하게 된 

다. 일곱 번째의 특징은 가상학습 시스템의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필 

요하다는 점이다. 구축된 가상학습 시스템 

은 교습자뿐만이 아니라, 학생 및 가상 학 

습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각종 조직의 관리 

자들이 환경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덟 번째는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가상학습 시스템의 운 

영은 구축된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 

어와, 교육 컨텐츠의 운영을 위해 전문 관 

리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가상 학습 

시스템은 기존의 전통적인 학교에서 필요로 

하지 않던 각종 조직과 행정적인 절차 

(administrative procedures)의 '지원을 필요 

로 하고 있다.

이 와 같이 가상학습 :서 스테에서 눈 학습 

자뿐만이 아니라, 교습자와 가상학습 시스 

템의 운영관리자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하 

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관점의 교육 .수요자 

인 학습자의 관점을 교육 수요자인 학습자 

와, 교습자 및 운영관리자의 관점으로 확장 

하여 야한다.

2.3 구성주의와 가상학습 시스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지식의 습득 

이란 구성원 또는 구성 요소간의 경험으로 

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몌1,5] 웹 (Web)은 다 

음과 같은 점에서 구성주의적 학습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매우 효율적인 환경을 제 

공해 준다[1].

첫째, 웹은 교수목표의 선정에 유용하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학습목표는 학생들의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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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따라 실제 환경에서 인증된 과제로 주 

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웹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의 보고이 

다.

둘째, 웹은 자료제시에 다양성을 제공한 

다. 학습자는 제시되는 자료를 통하여 의미 

를 구성해간다. 이때의 자료는 필요나 목적 

에 따라 수정, 재조직이 가능하며 가능하면 

가공되지 않은 것이 좋다. 웹은 하이퍼텍스 

트 형태로 조직되어 인간의 정보구성과 유 

사하다.

셋째, 실제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웹 

은 실제와 매우 유사한 가상적인 학습환경 

을 제공하므로 학습자의，현실에 가까운 경 

험을제공할 수 있다.

넷째, 다양한 상호작용올 제공한다. 웹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전 세계의 사람과 상 

호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상호 

작용은 동기적인 형태, 비동기적인 형태를 

모두 제공한다.

다섯째, 반성적 사고 과정을 제공한다. 

웹은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다양한 사람들 

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한 학습자 

료에 대한 접근 기록, 다른 사람들과의 상 

호작용에 댸한 기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 

식을 습득해 가는 추론 과정이 그대로 유지 

된다.

전통적인 교육의 관점에서 학교의 주 

체는 학습자라고 할 수 있다. 가상학습 시 

스템에서의 학습자는 현실 상황과 유사한 

구체적인 가상의 학습 환경 속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감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학습 환경의 변화는 개개인의 지 

적활동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 

자간의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한 협동학습이 

주가 된다. 따라서 가상학습 시스템에서 효 

율적인 학습은 학습에 참여한 교습자와 학 

습자간, 그리고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운 

영관리자의 원활한 상호작용 정도에 달려있 

으며 결국 이런 관점에서 가상학습 시스템 

의 수요자는 학습자와 교습자, 운영관리자 

라 할 수 있다.

또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지식의 

습득이란 구성원 또는 구성 요소간의 '경험 

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1, 5］으로 가상학습 

시스템의 지식은 학습자의 지식뿐만이 아니 

라, 교습자의 지식 및 시스템의 운영 및 관 

리의 지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가 

상학습 시스템에서 지식은 학습자, 교습자, 

운영관리자에 의해 습득이 되며 이는 가상 

학습 시스템의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3. 가상학습 시스템 kedu V.1

3.1 가상학습 시스템의 구성 요소

가상학습 시스템의 설계에서는 학습자, 

교습자, 교육과정, 원격기술, 교실 밖의 요 

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리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8］. 또한 가상학습 시스템 

의 구성요소에는 학습공간과 이동컴퓨팅, 

주문형학습, 상담 및 서비스, 안내실 등이 

있으몌6, 7］ 가상학습 시스템의 상호 작용 

은 이러한 요소들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그 외에도 가상학습 시스템은 교육도구 

로서의 효율성과 전달성, 교육과정 운영 및 

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지원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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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제한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확장된 환경 하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요구 

된다 [2].

가상학습 시스템은 크게 학습자가 사용하 

게되는 클라이언트의 뷰어(Viewer) 부분과 

강사들의 저작 지원 부분(Authoring Tool),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한 교육관 

리 부분(Learning Management)과 시스템관 

리 부분(System Management), 협업적 가능 

올 지원하는 협업기능(Collaboration), 교육 콘 

텐츠의 관리와 교육플랫폼(Learning Platform) 

으로 구성되어 진다. 이들 구성 요소들은 

크게 학습자 지원기능, 교습자 기능, 관리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기능은 가상학습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요 

소라 할 수 있으며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가 

상학습 시스템을 구성하는 확장된 가상학습 

시스템의 수요자라 할 수 있다.

가상학습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

1) 교육콘텐츠의 생산, 가공 기능

2)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 지원 기능

3) 교육 내용 및 기타 정보에 대한 접근 

기능

4) 동영상이나 오디오와 같은 멀티미디어 

사용자 경험 지원 기능

5) 뉴스레터, 이벤트와 같은 정기적인 강 

화 지원 기능

6) 협업적 온라인 커뮤니티 지원 기능

7) 측정 및 레포팅 지원 기능

8) . 기술적 호환성의 지원

9) 교육활동 지원 기능

10) 강사 및 수강생 지원 기능

11) 강의 지원 기능

3.2 구성 요소간 상호작용

가상학습 시스템은 다양한 구성요소들과 

이들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구성 요소간에 고려해야 할. 상호 작용은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습자 및 학습자, 관리자에게 각 

각의 구성 요소간에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서 구성 요소간의 필요한 자 

료의 선택올 효율 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

둘째, 학습자 및 구성 요소간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코스웨어 및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

셋째, 관리자는 시스템에서 학습자 및 

교습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그림 1＞은 kedu V.1 의 구성요소들의 

상호 관계들 중에서 학습자 측면의 상호 작 

용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학습자 측면의 상호 작용 예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가상학교의 

학습자는 배움터와，문자방송을 통해서 가상 

학습에 참여할 수 있으며, 디지털 도서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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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을 통해 학습에 필요한 보완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학생지도/상담을 통해 

담당 교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상학교 

의 단점인 상호작용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고, 자신의 학습 일정표와 가상 동아 

리를 통해 가상학교의 참여도의 향상을 통 

해 가상학교에 대해 충성도(Royalty)를 높 

일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의 상호 작용 

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 

게 된다.

이렇게 가상학습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 

성요소들과 이들의 관계는 가상학습 시스 

템의 구성요소를 개체 (Entity)로 이들 개체 

간의 관계를 관계(Relationship)로 나타낼 

수 있고, 각 개체가 가지는 특성은 속성 

(Properties)으로 구성할 수 있어 이를 개체 

-관계 모델링 방법인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다.〈그림 2>는 가상학습 시스 

템의 설계에서 구성 요소간의 상호 작용을 

나타내기 위한 E-R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2> E-R 다이어그램

가상학습 시스템을 위한 E-R 다이어그 

램에서 각 개체는 고유한 속성을 가지게 되 

며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a러扁：1习勻】,11은 정수｝

Pa: a set of properties on entity a

개체 a를 학습자 1 이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a=｛Pal，Pa2，?a3> Pa4，Pa5，..........> Pan｝

Pal : 학번

Pa2： 주소

: 전화번호

Pa4 : 학우관계

% : 성적

Pan : 입학년도

가상학습 시스템을 위한 E-R 다이어그 

램에서 4b는 두 개체 사이의 관계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収 ： IMkMn, n은 정 수｝ *

rab：a set of relationships on entities a and b

개체 a가 학습자 1, 개체 b가 자료실인 

경우 두 개체간의 관계 诳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诳=｛「皿 rab2, rg AbJ

rabl : 자료를 검색한다.

rab2 : 자신의 개인 자료실을 만든다.

rab3 •. 검색한 자료를 다운로드받는다.

raM : 자료를 갱신한다.

3.3 모듈의 구성

kedu V.1 은 3.1 절의 가상학습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3.2절의 구성 요소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크게 시스템 자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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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고 있는 시스템 모듈과 효율적인 학 

습자의 학습과 관련된 관리 기능올 제공하 

는 학습자 모듈, kedu V.1 의 효율적인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관리 모듈과 교습자의 학 

습지도와 콘텐츠 제작기능을 제공하는 교습 

자 모듈로 구성하였다.

3.3.1 시스템 모듈

keud V.1 은 가상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현장에서 효율적인 적응이 가능하도 

록 구성이 되어 있다. 특히 경제적인 면과 

시스템 적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레드햇 

Linux 7.0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로는 경제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기능적인 면에서 우수한 MySQL을 사용하고 

있고,■ 서버 스크립트 언어는 PHP를 기반으 

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kedu V.1 은 시스템의 

안정성 이외에도 리눅스와 MySQL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경제성을 갖추고 있 

어 실제 가상학습 시스템올 구축할 경우 비 

용과 노력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웹서버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급격한 성능저하나 다운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안정적인 아파치 

웹서베9］를 기반으로 사용하코 있다. 또한 

서버 캐쉬를 설정하여 원격 학습자가 고속 

으로 쾌적한 웹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메일은 웹에서 협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 kedu V.1 은 자체적으로 메일 

기능올 지원하며 메일 서버로는 Q Mail을 사 

용하고 있다. 또한 각 도메인별로 Mail 사용 

자의 제한을 두지 않아 대량의 메일 계정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하며 SMTP, ESMTP, 

POP3, MIME, IMAP 프로토콜을 지원한다［10］.

방호벽은 패킷 필터링(Packet filtering) 

으로 1차 적으로 보안 처리하였고 Kernel에 

서 IP chain을 사용하여 2차 적이며 보안체 

제 구성하였으며 TCP, UDP 등의 프로토콜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다［11 丄

〈그림 3> IP Chain control

프록시 서버는〈그림 1〉과 같이 HTTP, 

FTP, gopher 지원하며 SSL을 지원［12］하여 

암호화된 보안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 

Non-blocking I/O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부 

하를 감소시켰으며 DNS 룩업 캐시 (Lookup 

cache) 기능을 내장하였다. 프록시 서버는 

또한 ICP.v2 지원하여 프록싱. 서버간의 캐 

시 자료를,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정 

한 시간에 지정사이트 자동 캐시 갱신 및 

관리 기능을 가지도록 하였다.

데이터베이스 서버(DB Server)는 적응성 

을 높이기 위해 '리눅스•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비용 면에서도 가장 저렴한 

MySQL을 사용하여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높은 호환성으로 빠른 자료의 처리가 가능 

하도록 하였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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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학습자 모듈

학습자 모듈에서는 협업을 통한 학습자 

의•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웹그룹웨어의 

기능을 지원한다. 웹 그룹웨어란 웹을 기반 

으로 하는 협업 응용 프로그램으로 교습자 

들이 공동의 영역을 가지게 하여, 여러 그 

룹의 교습자들이 원격지에서 실시간 혹은 

비동기적; 협동적으로,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월별일 

정표와 게시판기능 및，동아리방, 학생지도/ 

상담, 자료실, 동문마당, 도서관, 우체국, 휴 

게실, 배움터, 문자방송 등의 협업을 위한 

학습자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4〉는 

일정 관리 기능이다，

〈그림 4> 일정관리 기능.

〈그림 5> Webmin 기능

유해정보 차단기능은 프록시 서버를 이용 

해서 음란/불량사이트 차단통제 및 차단 목록 

자동갱신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윤 

리위원회에 등록된 유해사이트 목록 8만개 이 

상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여 유해한 사이트의 

목록을 DNS name과 IP 어드레스로써 차단할 

수 있다. 이 목록은 운영자에 .의해 추가, 수정, 

삭제가 가능하며 IP별,..그룹별, 특정기간대별 

접속통제 및 관리 기능이 있어 각 사용자의 

유해 정보 사용 여부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어 효율적인 유해 정보의 차단이 가능 

[14]하다.〈그림 6>은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Squid Guard의 실행 화면이다.

3.3.3 관리 모듈

관리 모듈에서 지원하는 각종 통계 기능 

은 10개의 메뉴를 제공하여 각 메뉴에 해당 

하는 통계 값으로 학교에서의 인터넷 사용 

현황과 서버의, 상태 등을 파악할 수，있고, 

클라이언트별, 접속사이트별 접속통계 정보 

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림 5>는 시 

스템 관리를 위한 Webmin기능이다.
〈그림 6> Squid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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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교습자 모듈

교습자 모듈은 종합자료 제작실 기능을 

통해 교육콘텐츠의 생산 및 가공 기능을 지 

원하며,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 지원 기능, 

교육 내용 및 기타 정보에 대한 접근 기능, 

동영상이나 오디오와 같은 멀티미디어 사용 

자 경험 지원 기능 및 학습자와의 상담 기 

능과 관리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4. 결론

대부분의 경우 가상학습 시스템의 개발 

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수요자라 할 

수 있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 

며 또한 시스템 개발자 중심의 기능적인 

면이 주로 고려의 대상이다. 하지만 가상학 

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 

습자, 교습자 및 운영관리자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공간인 웹 상에서 

확장된 수요자 기반의 가상학습 시스템인 

keduV.l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가상학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의 

설계 단계에서 정형화된 모델링 기법을 사 

용하여 가상학습, 시스템의 구성 요소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었다. 이를 위해 구성주 

의적 관점에서 확장된 가상학습 시스템 수 

요자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개체-관계의 모 

델링 기법인 E-R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설계 및 개발하였다.

또한 Linux 운영체제와 MySQL,PHP 기 

반으로 시스템의 환경에 상관없이 가상학습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식 

성과 휴대성을 높여 실제 가상학교 시스템 

의 구축에서 비용과 노력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본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로는 가상학습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개발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연구이다. 실제 교육의 현장에서 

가상학습 시스템은 대부분 비슷한 기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가상학습 시스템의 

효율적인 재사용을 통해 업그레이드와 개발 

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의 절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가상학습 시스템 시스템 

을 위한 콤포넌트의 개발을 통해 가상학습 

시스템의 재사용성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 

다.

둘째로는 가상학습 시스템을 통한 이비 

지니스(e-business). 측면에서 전체 가상학 

습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활용의 측면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상학습을 기 

반으로 한 이비지니스 기업의 성공 요소로 

꼽히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제휴능력, 고 

객확보 및 유지능력,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 

육 서비스 제공 능력,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과정 운영 능력, 안정적인 교육 플 

랫폼과 지원 기술력, 교육과정 설계능력, 교 

육 콘텐츠의 질, 우수한 강사진과 같은 요 

소들의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관리 

적 측면올 보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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