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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학습 컨텐츠 관리 시스템(Learning Contents Management System)은 컨텐츠 관리와 학습자들의 학습 

과정 관리를 한데 묶어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e-Learning은 웹 (Web)을 포 

함하는 전자적 기반을 이용해서 제공되는 모든 교육 체제들을 포함한다. 기존의 e-Learning 시스템은 웹 

을 기반으로 하여 컨텐츠를 제공하는 단순한 정보 시스템의 구축으로 학습자 및 교수자에게 융통성 없는 

시스템이었다. e-Learning 시스템의 핵심은 LCMS를 기반으로 하여 충실하게 작성된 강의 컨텐츠를 기반 

으로, 교수자 및 학습자의 공간대가 형성되는 원격 교육이어야 한다.

본 논문은 컴포넌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Component-Based Software Development)을 이용흐卜 

여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모듈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e-Learning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 묶음을 생성하고, 학습 객체(Learning Object)를 통한 학습 코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SCORM 표준을 준수하여 강의 컨텐츠를 설계하고 작성하여 학습자에 제공한다. 학습자에게는 자신의 역 

량을 관리하는 프로파일올 만들고, 개인의 역량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학습자의 역량 수준별로 필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개발 수립을 구축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를 교육 훈련과 연계하는 시스 

템으로 구축한다.

ABSTRACT

Learning Contents Management System(LCMS) manages the contents and the process of learning 
by incorporating the both in a flexible system to help learners to be able to utilize them efficiently. 
The e-Leaming comprises all types of educations based on electronic technologies as well as the Web. 
The existing e-Learning system is a simple information system providing Web based contents, 
therefore, it cannot support flexibility for both learners and teachers. The core part of the e-Leaming 
system should be a remote education system which creates bilateral response between the learners and 
teachers, by providing substantial contents based on the LCMS.

In this paper, a new e-Learning system is constructed with reusable modules generated by 
Component-Based software Development(CBD). Furthermore, creates new contents groups and 
enables to develop learning courses utilizing the Learning Objects. And also, observing the SCORM 
standard, lecture contents are designed and prepared to support learners. Learners are supported to 
produce profiles which enables themselves to manage, measure, and evaluate their own capabilities, 
so that they can develop themselves properly in accordance with their levels, build prototypes for self 
development. Also a system that comprises all these individual components is suggested.

키워드:원격교육

CBD(Component-Based Development), e-Learning, LCMS, LMS, CMS, 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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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의 활용과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던 

웹(Web) 기술은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어 유 

용하게 사용되어 지고 있다[1,2]. Web을 이용 

하여 교육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인터 

넷 이용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Web 상에서의 

가상 교육 및 원격 교육에 관한 필요성 이 증 

대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실용화하려는 노력 

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논의되어 왔다.

원격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교 

육이 가능하도록 하며, 적합한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시간에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이 원격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변 

화를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터넷이 

쌍 방향적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 

야이고 인터넷은 교육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 

적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교육은 필 

요한 자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6,14]. 웹 

기반 수업 (Web-Based Instruction)은 많은 장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초기 단계 수준의 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시스템 운영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교수-학습자의 

요구 사항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결과이 

다. 그리고 시스템의 구축에서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인 컨텐츠의 충실함에도 사용자 

의 만족도에는 이르지 못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서 단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 

한 새로운 교수 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컨텐츠의 개발과 재사용성, 사 

용의 용이성, 이식성이 뛰어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라는 교육의 목 

적에만 충실한 e-Learning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학습자 

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르는 학습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지적 이 있어, 이 

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학 

습자 개개인의 역량을 점검하고 판단하게 한 

뒤 학습자에 따라 학습 내용을 구성할 수 있 

도록 흥)는 역량 관리를 도입하여 하는 필요가 

제기된다.

본 논문은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개선하 

고 사용자 요구가 반영된 효과적 인 웹 기반 

교육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컴포넌트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Component- 

Based Software Development)을 이용하여 시 

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한다. 즉,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 

포넌트로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재사용 가능 

하고 신뢰성, 확장성을 높이면서, 학습자의 역 

량에 따르는 강의 컨텐츠가 구성되도록 강의 

컨텐츠롤 구성하는 방향을 시스템에 적용하 

도록 한다. 이러한 강의 컨텐츠는 학습자 개 

개인의 역량을 확인하여 학습자 수준에 맞는 

강의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론적인 배경과 관련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 

고 3장에서는 강의 컨텐츠 관리 시스템 및 학 

습객체에 대한 구성요소 및 학습 객체를 설명 

하였고, 4장에서는 컴포넌트 개발로 주요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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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넌트 모듈을 도출하고 설계하였다. 5장에서 

는 시스템 구축으로 시스템의 구성사항 및 설 

계사항과 LCMS 및 역량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6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설명한다.

2. 배 경

2.1 웹기반 교육

Web을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습 환경인 

WBI는 여러 장소에 있는 학습자에게 웹의 

특성과 자원을 사용하여 학습을 촉진하고 지 

원하는 의미 있는 학습 환경을 구성할 수 있 

도록 교수-학습 내용을 전달하고 다양한 상 

호 작용을 활성화하는 수업활동을 의미한다 

[1]. 실시간 대면 교육은 전통 교육에 비해서 

공간적인 접근성을 극대화한 교육방법인 반 

면, 교육 컨텐츠와 학생간의 상호 작용이 중 

심이 되는 WBI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시간과 

공간적 인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 

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원격교육을 정리하여 분류하 

였다〈그림 1〉.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은 단순한 온라인 학습을 비롯하여, e- 

Learning 및 원격 학습으로 구분되는데, 원격 

학습이 e-Learning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 

라 할 수 있다[2].

2.2 e-Leaming

e-Leaming은 웹을 포함하는 전자적 기반을 

이용해서 제공되는 모든 교육 체제들을 포괄 

하는 개념 이다[6,12]. 즉 방송 매체를 포함하 

여 인터넷에 기반한 교육(Web-Based 

Training), 컴퓨터에 기초한 교육(Computer- 

Based Training) 등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모 

든 교육들을 포함해서 지칭할 수 있다. 하지 

만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 e-Learning은 인터 

넷 및 LAN 등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행 

되는 형태의 교육을 지칭한다.

이러한 e-Learning은 현재의 네트워크 기술 

을 기반으로 동시에 교수자와 학습자가 정해 

진 시간에 한자리에 모여 학습을 하는 동기적 

학습(Synchronous Learning)과 교수자와 학

〈그림 1> 원격교육의 분류



64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저】9권 저n호

〈그림 2> e-Learning의 요구 및 충족사항

습자가 각자의 스케줄에 맞춰 비실시간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비동기적 학습 

(Asynchronous Learning), 혹은 이를 혼합한 

학습으로 나눠볼 수 있다. 오프라인 교육이 

한정 된 장소와 시 간에 일정한 교육 인원을 대 

상으로 학습이 수행되는 반면에, e-Learning 
은 동일한 컨텐츠를 다수의 학습자에게 맞춤 

형으로 제공되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 

하다는 장점 이 있다.

e-Learning의 활용에는 양질의 교육 컨텐츠 

와 더불어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e- 

Learning 교수방법의 개발과 학습관리가 필 

요하다. 이는 e-Learning의 성장 및 활성화에 

필수 요소로 교육 수요자가 기존 교육을 보완 

및 대체할 교육수단으로서 선택하여 수요자 

및 공급자간에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근 

간이 된다.〈그림 2〉는 e-Learning에서 요구하 

는 사항과 충족사항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2],

2.3 컴포넌트 기반 개발 방법론

컴포넌트 기반 개발 방법론에서 컴포넌트 

는 잘 정의된 아키텍처상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의 독립적 이면서도 대치 가 

능한 부분으로 인터페이스들의 집합에 대한 

물리적인 구현을 제공한다[15,17]. 컴포넌트 

지향 프로세스는 컴포넌트 개발과 컴포넌트 

통합의 두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이 두 과정 

은 서로 다른 조직체에 의하여 실행되고 동시 

에 발생한다. 전형적 인 과정과는 다르게 컴포 

넌트 지향 프로세스는 컴포넌트 획득에 대한 

새로운 과정을 요구한다[17].
컴포넌트 기반 개발 방법론은 컴포넌트 개 

발과 컴포넌트 합성 이 모두 다루어지기를 요 

구하며 합성은 다른 컴포넌트들로부터 필요 

한 기능을 가져와서 재구성하는 것이다. 객체 

지향 방법론과 같은 전형적인 방법론들의 대 

부분은 스크래취로부터 개발을 가정하고 재 

사용기반 개발에 대한 지원을 많이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Plug & Play 소프트웨어 컴 

포넌트는 구현으로부터 인터페 이스를 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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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공한다. 컴포넌트 기반 개발 방법론은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 컴포넌트의 합성에 초 

점을 두며, 합성은 다중 컴포넌트의 설계 협 

동 행위를 요구한다. 또한, Catalysis 방법론 그 

리고 연결지향 프로그램과 같은 인터페 이스 중 

심, 그리고 행위지향 설계를 필요로 한다.

3. LCMS

3.1 LCMS 구성요소

LCMS(Learning Contents Management 

System)는 기술 표준을 사용한 학습 객체 형 

태로 학습 컨텐츠를 개발하여 학습자의 요구 

에 맞게 저장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학습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19]. 이러 

한 개념에 따르면 LCMS는 학습관리 측면보 

다는 학습 객체 단위의 학습 컨텐츠를 개발하 

고 재사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LCMS에 

서 사용하는 학습객체는 기술 표준을 적용한 

것으루-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 

의 SCORM (Sharable Contents Object Reference 

Model) 표준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7].
학습 객체의 분류와 저장을 위해서는 표준 

에 따른 메타 데 이터를 사용한다. 이것은 학 

습 내용 개발의 시간이나 비용을 줄이고 학습 

자의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컨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장점을 가지고 있다[9]. 따 

라서 LCMS의 학습 컨텐츠 전달은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e-Learning, CD-ROM, 인쇄물, 

PDA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LCMS의 

구성요소는 학습 객체 저장소, 자동화 저작 

프로그램, 동적 인 전달 인터페 이스 관리 어플 

리케이션의 4가지로 구성된다. 4가지 기능의 

관계는 학습 객체 저장소에 저장된 학습 객체 

를 중심으로 학습 객체를 생성하고 학습 목적 

에 맞게 재사용하며 이를 학습자에게 전달하 

고 관리흐F는 활동을 한다.

학습 객체 저장소는 학습 내용이 저장되고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이다[9,14]. 개인의 필 

요에 따라 학습객체를 분배되고 조합하여 더 

큰 학습모듈이나 학습과정을 구성한다. 결과 

물은 웹이나 CD-ROM, 인쇄물 등으로 제공 

된다. 자동화 저작 프로그램은 교수설계 원리 

가 적용된 스토리보딩과 템플릿을 작성자에 

게 제공한다. 작성자는 템플릿을 통해 학습객 

체를 생성하거나 기존 객체를 수정한다. 새로 

운 객체와 기존 객체를 결합하여 전체 코스를 

개발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 내용 전문가, 교 

수 설계자, 미디어 제작자가 참여하게 된다. 

학습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하 

여 저작 기능을 자동화하는 것으로 내용 전문 

가, 교수 설계자, 미디어 제작자, 커뮤니티 리 

더가 작성 대상자이다. 동적인 전달 인터페 이 

스는 학습자의 인적사항, 사전 검사, 관심 분 

야에 따라 학습 객체를 구분하여 전달하는데 

사용된다. 학습자 트래킹, 관련 정보링크 학 

습자 피드백 등 학습자의 상태와 수준에 맞는 

학습 객체를 전달하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 

공한다. 관리 어플리케 이션은 학습자 기록, 코 

스 목록, 수강신청, 학습자 진도 보고서 등 기 

본적인 관리기능을 제공한다.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LCMS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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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학습 관리 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는 교육 전반에 대 한 관리 기능을 지원 

하며, 교육대상을 등록하는 기능부터 교육, 과 

정관리, 테스三 평가 등 전 과정을 효율적으 

로 관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교 

수 및 관리자에게 학습자 개개인의 교육과정 

참여 및 활동을 측정, 평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도록 구성한다. 이를 

위한 세부 구성 모듈로는 SCORM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어댑터 (API Adapter), 컨텐츠 인 

도 모듈(Contents Delivery Module), 학습자 관 

리 모듈(Learner Management Module), 관리 

자 모듈(Admin诫ration Module)로 구성한다.

3.1.2 컨텐츠 관리 시스템 (Contents 
Management System)

CMS는 SCORM의 컨텐츠 전반에 대한 관 

리 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 따라서 정보제공 

자, 공유 가능한 컨텐츠 자산(Sharable Content 
Asset), 공유 가능한 컨텐츠 객체(Sharable 

Content Object) 등의 학습 객체를 등록하는 

기능부터 메타 데 이터를 작성하는 메타 데 이 

터 편집 및 학습 객체 편집, 학습 계열화 및 

이에 따른 컨텐츠 패키징 전 과정올 효율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CMS는 교육 환경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교수 및 관리자에 게 학습자 개개 인의 교육 과 

정 참여 및 활동을 측정, 평가하고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도록 구성한다. 이 

를 위한 세부 구성 모듈로는 조립할 수 있는 

XML 생성 엔진, 데이터베이스 관리 엔진, 출 

판 엔진, 편집 엔진으로 구성한다.

3.1.3 교육환경 관리 시스템 

(Education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EMS는 SCORM 모델에 포함된 실행 환경 

에서 축적 가능한 기초 학습 데 이터를 통계적 

기법과 데이터 마이닝(Mining)에 기초한 분 

석 기법을 유기적으로 적용한 체계적인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 및 학습 

자원에 대한 데 이터베 이스의 표준화, 학습자 

수준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측정 및 파악, 일 

관성 있는 학습자원 제공, 시스템 하에 통합 

된 전체적 학습 환경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 

는 플랫폼으로 개발되었으며, 원격교육에 적 

합하도록 학습자 역량 관리 시스템과 결합하 

여 통합적인 역량 개발 및 역량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2 학습 객체

LCMS의 핵심은 학습 객체이다[12,14]. 학 

습 객체의 개념은 하나의 학습목표를 달성하 

는데 활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학습 내용이 

다. 학습 객체는 학습자들이 필요에 따라 재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학습 객체와 조합하여 

더 큰 단위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 

한 개념은 학습 객체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기도 한다. 개별 학습자들이 다 

양한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독립 

적 인 정보들의 조작으로 보기도 하고, 지식 

객체(Knowledge Objects) 측면에서 특정 주 

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조직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보기도 하며, 학습 

내용의 크기에 따라 하나의 파일, 파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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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학습 모듈, 학습 모듈이 모인 한 차시의 

학습 단위로 보기도 한다 [19].
따라서 학습 객체는 크기나 형식 이 얽매 이 

지 말고 학습내용에 따라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학습 내용으로 분리하는 것 

이 중요하다. 학습 내용의 분리에 의한 학습 

객체 생성은 교수 설계자나 내용 전문가가 학 

습의 맥락과 의도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학습 내용으로 생성된 학습 객체는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고 여러 

학습 객체를 조합하여 새로운 학습 객체를 생 

성할 수도 있다. 본 시스템에서 구현하는 학 

습 개체는 일반적으로 학습자 및 교수자로 구 

분된다.

3.2.1 학습자 학습 객체

학습자 학습 객체는 수강신청, 내 강의실, 

스터디 클럽, 수강이력, 내 정보 보기로 구분 

된다〈표 1>.

3.2.2 교수자 학습 객체

교수자 학습 객체는 강의관리, 시험관리, 과 

제관리, 성적관리, 교수자 페 이지로 구분된다 

〈표 2>,

〈표 1> 학습자 학습객체

학습객체 세부기능

수강신청
수강신청 연수 리스트 강의 상세정보, 강의 교안보기

수강취소 수강 취소처리, 수강료 환불

내 강의실

수업 듣기 강의 보기 창

학습현황 학습 진도현황, 내 성적현황, 강의별 평균 성적현황

용어 사전 용어사전 리스트/검색

Q&A Q&A 리스트, Q&A 등록/삭제/수정

강의 자료실 강의자료실 리스트, 강의자료 검색/등록

과제관리 과제 리스트, 과제제출, 과제 피드백보기

시험응시 시험 리스트, 시험응시, 성적조회

메모장
배꼴자 尊슈트 메모장 등록' 메모장 내용보기, 메모장 수정,

스터디 클럽 개설신청 개설신청 형황리스트 개설신청 등록

수강이 력 수강이력 리스트, 성적보기

내 정보 보기 내 정보 조회/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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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수자 학습객체

학습객체 세부기능

강의 관리

수강신청 현황 수강신청 리스트 수강신청자 리스트

교안관리 교안리스트, 교안등록, 교안수정

수강생 리스트 수강생 리스트 수강료 메일링

시험관리

시험문제 관리 시험문제 리스트, 문제등록, 문제수정, 문제삭제

시험지관리 시험지 리스트, 시험지 작성, 시험지 보기, 시험지 삭제

과제관리 과제 출제 리스트, 과제 출제, 과제내용 보기, 과제 수정/삭제

성적관리 (1)

시험채점 시험리스트, 시험응시생 리스트, 채점처리

과제 채점 과제리스트, 과제 응시자리스三 채점 처리

출석고사 채점 출석고사 리스트, 출석고사 응시리스트, 채점처리

성적관리 (2)

학습진도 전체학습 진도율

과목성적 전체평균과목 성적

성적 통계 학생별 성적통계리스트

그래프 보기 일일학습시간, 월별학습시간, 장별 학습시간

진도불량 경고 진도불량자 리스트, 진도불량경고 보내기

교수자 
페이지

Q&A 강의 질의응답

강의 자료실 강의 자료실

공지사항 강의 공지사항

용어 사전 용어시전 리스트, 용어 둥록, 용어 삭제

4. 컴포넌트 개발

4.1 주요 모듈 도출

e-Leaming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 

프로그램 모듈별로 모듈, 패키지, 관련 객체 

등을 상세하게 정의하였고 관련 모듈에 대한 

구현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즉, LCMS를 

구현하기 위하여 LCMS의 구성요소별로 각 

모듈을 도출하였고, 이들의 모듈을 각각의 컴 

포넌트로 구현하였다. 다음은 LMS, CMS, 

EMS 분야별 주요한 모듈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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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모듈 리스트

모듈명 패키지 기능 관련객체

강의듣기 LMS 수강강의, 학습자정보

학습현황 LMS 학습진도, 강의 기수성적, 학습 강의성적, 강의기수 평균성적

교안관리 LMS 교안정보, 강의리스트, 교안리스트

강의개설 LMS 강의리스트, 강의정보, 회원정보

과제관리 LMS 회원정보 제출과제 리스트, 출제과제 리스트, 과제정보

기수설정 LMS 기수정보 기수 리스트

컨텐츠 패키지 
관리

CMS 강의 리스三 컨텐츠 패키지 정보 컨텐츠 패키지 리스트

강의활동 관리 CMS 강의 리스트, 활동 정보 활동 리스트

학韻의관렯속
EMS 학습자정보 학습자 접속 정보（접속시간, 횟수 등） 관리

학穹자의 확동 
청보 관리 EMS

暮후 정보 학습자 활동 정보（최초 최종 접속시간 등）

SAmsaiur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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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wterCmdQ

Stm«ti«rAction 
艷 iwmj

*|]etenlryljs<0 
^nNmEnityLMO 
，由S・e・iS 
*MtS*ne«a 
^MtSvniita 
*MtS»m>atarD«IO
^■tS*mastarUpR«adO

Sem»M>rEntitj

*SBfflsW«(&itityO 
*gKSan»steriJstO 
*g«8»WbrmalionO 
*g«<Entrflj«O 
*g«NotEntryListO 
*gMS(mMl«tSeMc*LlstO 
*g(tS>msslarlnfomtli>nQ 
SstSam*n«rins«no 
^gttMaiTablelDQ 
*utSwn«st>rUp 
*>atS»me>terSa 
^>«tSnr>M>iDd«ag 
*g«tS*tn>n«iUpR*UO

*utf?acentSaiviCBSwn

〈그림 3> 기수 설정 모듈에 대한 다이어그램

〈표 3〉에서 정의된 모듈 가운데 LMS의 기수 

설정 모듈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 및 협력 

다이어그램 및 주요 메소드를 다음과 같이 도 

출하였다［3,4,5,11,13,15,16,17,18］〈그림 3〉〈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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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수설정 모듈의 주요 메소드

매소드 명 클래스 명 파라메터 기능 반환값

GetSemesterList SemesterAction 기수리스트 반환 SemesterVO[]

getSemesterlnformation SemesterAction Str成此: 기수아이디 기수정보 반환 Semester VO

setSemesterlnseit SemesterAction Semes terVO :기 수정 보 기수 생성 void

setSemesteiService SemesterAction String ：Se_uidid 서비스기수 설정 void

〈표 5> 컨텐츠 개발 시나리오

분 야 분 량 개발범위

4과목（과정） 

주관기관 지정

60시간
（1일 1시간 3幻분 

에사
2시간 구성）

•테스팅 蛍 보완/수정

템플릿 및

교육지 원

• 스토리보드 템플릿 ,

• 스타일 가이드

• 권장 메타데이터 셋트

•메타데이터 편집

4.2 컨텐츠 개발

SCORM 1.3 SCA 표준을 준수하여 재활용 

성, 내구성, 상호환성, 접근 용이성을 만족시 

키는 컨텐츠의 개발을 설계하고〈표 5>, 이롤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컨텐츠 개발 방 

법을 정의하였다〈그림 4>. 컨텐츠 개발 방법 

의 주요 이슈는 개발팀을 구성하여 개발 규정 

및 파일 저장 규칙 등을 설정하고 메타 데이 

터의 영역을 정의하여 CMI（Computerized 

Management Instruction） 데이터 모델을 정 

의하는 순서로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컨텐츠의 전환 작업과 신규 컨텐츠의 개발 작 

업을 동시에 병행하였고 기존 컨텐츠의 평가 

를 통하여 보다 좋은 컨텐츠가 되도록 하였으 

며, 교수 설계팀과 업무 담당자 모두가 참여 

하였다.

4.3 역량 관리 시스템 프로토타입

역량 관리 시스템은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복잡 다양한 역량을 정의하고 역량 습득 과정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 

한 역 량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습자에 게 요구 

되어지는 다양한 역량이 명시적으로 정의되 

어질 수 있으며, 학습자 개인은 역량 개발 로 

드맵에 근거하여 역량 개발 계획을 보다 체계 

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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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교육 및 연수 시스템

역량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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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丿

———、

역량평가 
시스벰

학습자 
프로파일

、시스템

-학습자 프로파일별 역량 정의

-학습자는 역량별로 본인의 

역량 수준을 측정, 갭올 분석

'-각 프로파일별로 교원역량f' 
모멜율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갱신, 발전

-학自자는 본인의 프로파일울 선택하여 

〔 필요한 역랑모델과 로드맵을 하인 J

'역량粗 수춘별 교육 및 학습을） 

畧한 역략 습특 로드맵 제공 

-학습지논 본인의 역량 수춘을 

측정한 후 로드멥을 참조하여
〔역략개발 계획 주립 丿

〈그림 5> 역량관리 시스템 프로토타입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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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로드맵을 적용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시 

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역량 관리 시스템 프 

로토타입은 학습자 프로파일 시스템, 학습자 

역량 평가 시스템, 역량 개발 계획 수립 시스 

템, 학습 시스템과의 연계로 구분하여 작업올 

진행하였고〈그림 5>, 5.4절에서 자세하게 설 

명한다.

5. 시스템 구축

서론에서 기술한 e-Learning 시스템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축에 역 

점을 두었다. 학습자의 역량을 파악하고 평가 

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육 컨텐츠를 작 

성하도록 하는 것을 5.4절에서 설명하였다. 또 

한 컴포넌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인 

마르미 방법론을 활용하여 개발하였고 4.2절 

에서 설명한 컨텐츠의 개발은 학습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재사용 가능하도록 학습 

객체 컴포넌트를 작성하여 컨텐츠 개발자가 

이를 이용하여 조립하도록 하였다.

SCORNS 하나의 통일된 e-Leaming 컨텐 

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e-Leaming 표 

준 규격에 기반하여 개발된 표준 규격 이고, 

이것의 최종 목표는 어떤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e-Learning 컨텐츠 모델을 만드는 것 

이다[7]. 따라서 본 연구의 3.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재사용 가능하 

게 하기 위하여 학습 객체를 선정하고 개발하 

였다.

5.1 시스템 구성

본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분야로 구 

성한다. 먼저, SCORM 기반의 원격 교육 및 

연수 시스템 구축으로 자기주도형 학습 모델 

을 구현하고 효율적 인 학습 관리에 가장 적 합 

하도록 개발된 LCMS 기반하에 학습자의 전 

문성 신장 및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시스템은 두 가지 측 

면에서 효과를 기대한다. 먼저, 교육 만족도 

측면으로 학습자 역량 관리 시스템으로 교육 

성취도 증진 및 전문성 향상과 학습자에게 엄 

선된 교육 서비스 제공을 하고 평생 교육 기 

반 구축과 활용으로 교육 대상과 범위의 확대 

효과이고 두 번째는 원격교육 선진적 적용 측 

면으로 국제 원격교육 표준을 적용한 개발 및 

적용으로 위상 강화와 통합적 학습 및 자기주 

도형 학습으로 교육효과 강화 및 만족도 제고 

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만족시킬 수 있 

도록 시스템 구성을 한다〈그림 6>, 본 시스템 

은 마르미-]II version 3.0의 컴포넌트 기반 개 

발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발되었고 설계 도구 

로는 Together 6.0이 이용되었고 데 이터베 이 

스는 Oracle 9i를 사용하였다[3, 5].

5.2 시스템 설계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원격 교육에 대한 서 

비스 흐름도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시스템 설계를 하였다. 본 시 

스템은 학습자, 교수자, 관리자가 각각 시스템 

을 이용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을 수강 신청 단 

계, 교육 진행 단계, 교육종료 단계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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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설계하였고, 각각의 단계별로 시스템 개체 

에 대한 업무 정의를 하였다. 그러면서 각각 

의 단계는 LCMS에서 정의하는 LMS, CMS, 

EMS의 각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시 

스템 설계를 실시하였다《그림 7>,

5.3 LCMS 구축

LCMS 구축에 관한 내용 가운데 학습 경로 

및 세부 경로 보기, 교육 컨텐츠의 정보 구축 

과 컨텐츠의 패키징 과정에 중점을 두어 설명 

한다. 이는 서론에서 제기한 종전의 e- 

Learning 시스템이 교육 관리를 위한 홈 페 이 

지 제작에 중점을 두어 개발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시스템의 영속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폐 

단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본 시스템의 

구축 가운데 홈 페 이 지 구축 부분도 포함되 어 

있으나 홈 페 이지 부본은 지속적으로 변경되 

는 경향이 있어 본 논문에서는 자세하게 언 

급하지 않았다. 이는 본 시스템이 컨텐츠 제 

작에 중점을 두어 시스템이 개발되었음을 강 

조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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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학습경로 및 세부정보 보기

LCMS의 구축으로 학습자가 학습 경로를 

스스로 구성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역량을 바 

탕으로 하여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그림 8>, 
이는 학습자가 학습경로를 자세하게 파악하 

여 역량관리를 위하여 자기가 선택한 학습경 

로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5.3.2 공유 가능한 컨텐츠 객체

(SCO) 형태의 교육 컨텐츠 제작

SCORM을 기반으로 하는 강의 컨텐츠의 

개발에 있어서 학습자의 역량에 따라 활동 목 

록올 참조해 가면서 컨텐츠를 작성하도록 하 

였다〈그림 9>, 즉 기존 학습 컨텐츠를 공유하 

여 교수자가 컨텐츠를 작성하는데 참고하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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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학습경로 및 세부정보 보기 화면

〈그림 9> SCO 형태의 교육 컨텐츠 제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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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컨텐츠 패키징 제작 화면

5.3.3 컨텐츠 패키징

CMS에서 제공하는 컨텐츠의 패키징 과정 

을 컨텐츠 제작자가 컨텐츠 패키징 빌더를 이 

용하여 작성한 후 학습자에게 제공하도록 하 

였다〈그림 10>, 즉, 여러 명의 컨텐츠 제작자 

가 작성한 컨텐츠를 컨텐츠 빌더롤 이용하여 

조립하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54 역량 관리 시스템 구축

기존의 e-Leaming 시스템에서는 학습자의 

수준 및 학습과정의 이수 여부 등에 관계없이 

학습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학습하는 사례 

가 많았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부분이 역량관리 시스템이다. 역량관리는 학 

습자가 자기의 프로파일을 만들어 스스로 학 

습경로를 개발하도록 하는 학습자 프로파일 

시스템, 학습자가 자신의 역량을 평가하도록 

하는 학습자 역량평가 시스템, 평가된 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역량을 개발하도록 하는 역량 

개발 계획 수립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5.4.1 학습자 프로파일 시스템

역량 관리 시스템은 전체 학습자를 적정 기 

준에 맞게 집합화 하여 관리하는 프로파일 시 

스템을 포함하는데, 교원 프로파일 시스템은 

전체 교원을 학년, 과목, 직군 등 다양한 기준 

에 근거하여 교원의 직무를 집합화 하는 시스 

템 이다. 또한 각 프로파일별로 교원역 량 모델 

이 수립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 발전해 

나감으로써 개별 학습자는 본인의 프로파일 

을 선택하여 필요한 역량 모델과 로드맵을 확



컴포넌트 기반 개발을 이용한 LCMS 기반의 e-Leaming 시스템 개발 77

诚落勰点慰爐 *

三访篇V 彎讖i嚙

¥課擊Eg斌 I建

聯赛芯爵鬱 fg厂HK郛 —표 I ■

"集窖 tg.* l

'*'■*« 戸*一 3

■—Hi輩뻌 
黛義礬羹 S;

囊牌普嫌

&籌 鵜驚셩3” 念屮"、‘
瑟

懇袤*n瀟容；聲,》：*-“ 筌
卷翥扌，芝岩部厶溢。•* . 魏
建笔變潍 i
獰費燹软 I

브I 丿

如鰻%.* 俘謨顎다 "J
g袞驀鑿:poo

〈그림 11> 학습자 프로파일 관리 화면

2»엶 여專 X鬱 为强 令餾: 깅聲셚

/l：Ui，中耕

云 ¥흉치*?헉쑤 巻禮촿선했 
:冃成霜而膵W藩"Hi

i JWwmance Msnft
:疝樹牌

芝遗W N中螯顶救翌橙

幅沒E

*、

:蔡泾受家流安治茎鹼簽篷滅您簽江

密 支悠每 - 훈尽殲籌 ::輕受蘇 法忘籍
\、 - “ 、
、 r十,.. …

! 么 @變!鷺笫"쁘흖 整金鷺蔓 훡養

: M g零響** *한一曹犯M塚潔钢i籃曇熒 一気澎谈 
j 也 譽鶯警 추養靈 轡鬱 icr 整褰慈霸 - 液* 沦

第비如N

a 거H©，囲專理整HEM# |WT

m 역흫）m 鷲추理蚤編현”皀I 션黑

H# 胡姒1寸 纖娜以버 사쑨* ： W리如E"'~i "f*  f寄
【・网） 雌时湖 5、金 N 22' 허
孩痼出的:! FI斜hMX瓏«3亮¥富潔？ R：

，…................. . . ................ . ........................................ . 뾔

翠奔^冬建浦樓円7

I
H冃勢빼f「애由也跚!화桩冬律系嘎 '枷淺渤.................. ‘ f 회

一. 쒀

호히 츠회

〈그림 12> 학습자 역량 평가 관리 화면

인할 수 있다〈그림 11X 이는 학습자의 수준 

에 맞도록 스스로 학습 경로를 선택하고, 학 

습과정의 이수 여부에 따라 학습 경로를 선택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 인 학습 컨텐 

츠를 가지고 학습하는 기존의 학습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5.4.2 학습자 역량 평가 시스템

학습자 역량 평가 시스템은 프로파일 별로 

정의된 역량들에 대하여 개인의 역량 수준을 

측정, 관리하여 개발해야 할 역량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한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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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역량 개발 계획 관리 화면

5.4.3 역량 개발 계획 수립 시스템

학습자 역량 관리 시스템은 각 역량 수준별 

로 필요 역량개발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역량 개발 계획 수립 시스템을 포함한다 

〈그림 13>,

5.4.4 원격교육 시스템과의 연계

역량 모델과 평가를 통해 작성된 역량 개발 

계획은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적절한 교육 

훈련과 연계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역량 

개발 계획 이 수립된 후에는 이를 실행으로 옮 

길 수 있도록 개발 계획에 적절한 교육 훈련 

과정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교육 

과정들은 학습자의 필요 역량과 역량 수준별 

로 정의되고 구조화 되어야 한다. 또 과정의 

수강 신청에서부터 학습 완료에 이르기까지 

의 프로세스는 학습자 개 인과 전체조직의 역 

량 개발 활동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스템 

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였다.

6.결 론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 인 e-Learning 시스템 

올 구축하기 위하여 SCROM 표준을 준수하 

여 LMS, CMS, EMS 기능을 갖는 LCMS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컴포넌트 기반 

개발 방법을 활용하여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 

트의 추출과 이를 이용한 시스템 구축이 되도 

록 하였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 학습 역량 프 

로파일을 구축하고 측정 • 평가하여 역량 개 

발 계획을 수립한 후 강의 역량을 조절하는 

역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습자 및 교수 

자에게 융통성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구성하 

였다. 기존의 e-Leaming 시스템은 정보 시스 

템 구축에 큰 비중을 두어 개발되어 강의 컨 

텐츠의 내실화와 학습자의 학습수준 파악 등 

에는 취약한 시스템이었다. 본 시스템은 이러 

한 취 약한 강의 컨텐츠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 

었으며, 또한 학습자의 적정 기준에 맞게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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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관리 프로파일을 만들고, 학습자 개 인의 

역량 수준을 측정, 관리하여 역량 개발 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는 역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이 역량 관리 시스템은 원격 교육 시 

스템과 연계하여 수강 신청에서 학습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재사용 가능한 학습 객체 

의 도출과 역량관리 시스템 프로토타입은 유 

사 e-Leaming 시스템 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 시스템은 

학생들을 위하여 서비스할 예정 이고 향후 시 

스템을 발전하여 산업체 근무자의 원격 교육 

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에도 적용할 예정 이다. 이를 위하여 정보 

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컨텐츠의 이동성 제공 

은 물론이고 강의 컨텐츠의 다양함과 광범위 

함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학습자 계층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 관리 시 

스템의 보완과 확장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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