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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문학은 시대에 따라 성격, 특성, 장르 등이 변화되어 왔다. 그리고 문학작품은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 
시대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하여왔다.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현대문학도 대중화의 방법에 
변화를 가져왔다. 즉 정보기기 또는 콘텐츠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다양하고 많은 현대문학 작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
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문학 작품을 콘텐츠 온톨로지로 구성하고 이러닝 시스템에 구현함으로서 독자들이 
보다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현대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문학의 학습콘텐츠는 SCORM의 방법에 따라 처
리하였으며 LMS와 LCMS를 구성하였다. 학습 시스템의 검증을 위하여 학습모집단 8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이
러닝을 통한 현대문학의 접근이 효율적이었음을 나타내었다.

주제어 : 현대문학, 문학 온톨로지, 이러닝 시스템, SCORM, LMS, LCMS

Abstract  The modern culture has changing its type, characteristic and genre by the times. And the modern 
culture has providing good resources to reader that he/she can see the times. Recently, the modern culture has 
changed the providing method for reader. That is, the attempt is to provide the various and many literary works 
to reader as the digital devices or the types of content. In this paper, we propose e-learning system based on a 
modern literary work's ontology. And we provide this system to reader for supporting easy and diverse process 
to reader. The modern literary work's contents in this system is processed by SCORM, and we construct LMS 
and LCMS. In order to evaluate this system, we construct the test group by 80 people, and we show the 
efficiency of this system process with modern literary work by the test.

Key Words : Modern culture, Culture's ontology, E-learning system, SCORM, LMS, L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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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문학은 오늘날 보편 으로 이해되는 바와 같이 사회

 사실의 하나다 [2]. 이러한 문학을 IT기술에 목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 함으로서 의 문학은 보다 폭넓은 

화를 이루려 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명으로 발

된 첨단 IT기기의 빠른 확산과 문화  지형의 근본 인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로벌화를 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은 세 들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내이티 ’, 디지털 ‘신인류’는 디지

털과 상 이미지 문화의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

이다. 신세  디지털 노마드는 온라인 게임 등 인터넷 환

경에서의 각종 놀이를 경험하며 스마트폰으로 세계와 소

통하면서 앱스토어를 통해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다. 

최근 소셜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트 터, 페이

스북의 확산은 일상  문화의 환경을 크게 바꿔놓고 있

다. 정보통신 기술이 문화 환경에 큰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문화콘텐츠란 개인의 다양한 창조  능력으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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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문화 술 련 상품  서비스를 폭넓게 규정하는 말

이다. 문화 교육의 국제 인 기구인 유네스코도 문화콘

텐츠를 ‘개인의 창의성에 기 하여 생산－보 되는 문화

와 술 분야의 상품  서비스 반을 포 하는 범

한 개념‘ 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구체 인 분야를 살펴본

다면, 화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모바일 콘텐츠, 출

, 공연, 음악, 방송 미디어, 에듀테인먼트, 문화  콘

텐츠 등 일상생활과 한 상 문화, 디지털 테크놀로

지와 련된 것들이다 [1]. 재에는 이러한 문화콘텐츠

가 단순히 문화를 표 하는 매체로서의 기능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형태로 유 에게 근하고 있다. 를 들어 

문화 는 문학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의 학습콘텐츠로 

제작한 후 이를 유 에게 학습시키는 학습자원으로 활용

하고 있다.

e-러닝은 웹을 포함하는 자  기반을 이용해서 제

공되는 모든 교육 체제들을 포 하는 개념이다. e-러닝

에서 'e'는 단순히 자(electronic)로 해석해 멀티미디어

나 커뮤니 이션 기술  측면에서의 개념을 지닌다. 그 

외에도 학습자 스스로 학습 활동에 극 으로 여하는 

과정(engagement), 학습결과를 나타내는 표

(expression)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학습을 장려

(encouraging)함으로써 즐겁고 유익한 에듀테인먼트

(education+entertainment)를 추구해 오 라인과 구분되

는 독특한 학습 경험(experience)을 제공하는 데 주력함

을 의미한다. 즉, e-러닝을 통해 학습자들이 경험 심의 

체험  학습, 학습기회의 확 , 풍부한 학습자원의 이용, 

학습자의 흥미와 심과 연계된 즐거운 학습을 할 수 있

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 통  교육방식을 뒤집는 

획기 인 미래지향  교육방식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뛰

어넘을 수 있고, 비용도 렴하다는 에서 모든 교육 분

야로 사용이 확 되었다 [5]. 문화 콘텐츠를 교육과 목

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화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교

육  효과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까지 교

육에 목된 많은 분야  문화와 문학은 극히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문학이 가지는 구조 인 특징을 온톨

로지로 구축하고 이를 학습 시스템에 반 함으로서 보다 

체계 이고 구체 인 학습방법을 유 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해 문학작품의 온톨로지 정보를 가지는 메

타데이터와 이를 리하는 메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두

었으며, 각 학습 콘텐츠 정보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와 LCMS(Learning Contents 

Management System)에 의해 리  운용되도록 하

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의 련연구에

서는 문학콘텐츠와 이러닝 시스템의 특징  구성요소 

등을 논의하며, 제 3장에서는 제안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

낸다. 제 4장에서는 이를 통한 제안 학습시스템의 테스트

를 수행함으로서 시스템의 운용성  효율성을 검증하고 

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IT와 문학 콘텐츠

90년  반 이후부터 빠르게 발 한 IT산업은 정보

통신의 발달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다양한 매체를 탄생

시켰다. 디지털이란 첨단기술이 우리의 삶을 근본 으로 

바꾸어 놓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얻고 때

로는 그것을 변형시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정보의 유통은 디지털 기술에 의해 다시 새로운 

매체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정보의 융․복합이 

자유로운 디지털 컨버 스(convergence) 시 가 본격화

되면서 다양한 매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처

럼 정보통신의 발달과 다양한 매체의 출 으로 오늘날의 

들은 문화콘텐츠라는 새로운 문화산업을 향유하게 

되었다. 를 들어, 국 <해리포터> 시리즈의 경우 원

작이 출 된 이후 64개 국어로 번역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나 게임, 캐릭터 등 다양한 연계상품으로 이어졌고, 

미국에서는 2010년 에 해리포터를 주제로 한 테마 크

도 개장을 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드라마 < 장

> 같은 경우, 국내에서 인기리에 방 되었을 뿐만 아

니라, 국과 만, 홍콩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방 되었

다. 이후에는 장  만화, 테마 크(경기도 양주), OST

음반 발매 등으로 되어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렸다 

[6]. 이러한 문학 분야에서 목하고자 하는 콘텐츠는  미

디어(Media) 는 랫폼(Platform)에 담기는 ‘내용물’의 

의미로서 매체와 결합하여 지식 정보 유통의 체 인 

체계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독립 인 의미를 갖는 

개념이라기보다 정보 유통 체계의 한 요소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콘텐츠에 한 근에서 나아간 문화콘

텐츠는 사람의 창의력과 감수성 등 ‘지식을 이용해 만든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지  재산권과 노하우

를 비롯해 인터넷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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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그리고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출 , 만화, 캐릭터, 

방송 상 등 인간의 창의력과 지식으로 만든 정보 오락 

상품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리고 산업 인 측면에서 문

화콘텐츠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CT(Culture 

Technology)는 문화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데 필요한 

지  노하우와 물리  기술을 의미한다 [9].

2.2 이러닝 시스템

이러닝(e-learning)을 기술 인 차원에서 본다면 학습

리시스템과 인터넷을 통해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

터넷 기반 정보시스템 가운데 하나이지만교육공학  차

원에서 본다면 일반 인 인터넷 응용시스템과 달리 지식

을 습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를 교육하기 한 교수학습방

법 가운데 하나다 [8]. 즉 이러닝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을 해결하기 해서 매체를 활용하는 단순개념을 벗어나 

교육환경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효과 인 이러닝 운

에 한 향요인들로는 학습요인(학습과정, 학습내

용), 행정지원요인(가상수업 형태의 합성, 학습자요인

(사 교육정도, 능력, 동기, 인성, 태도), 설계요인(수업지

원, 화면구성, 시스템 환경 요인) 상호작용요인(학습자와 

교수자의 계)등이 그 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4]. 이러

닝의 운  로세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자에게 학습

툴을 제공함으로서 이루어진다. 를 들어, 이러닝 시스

템은 학습자들에게 재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 리, 수

업  개인일정 리와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에 속하는 순간 과목별 공지사항을 화면에 표시

해 주는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다양한 커뮤니티  포럼, 

열린 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러닝 시스템은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들 간

의 활발한 의사소통(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쪽지  이

메일, 수업자료실  공유 자료실, 자유게시  등과 같이 

다양한 매체들을 제공하고 있다. 교수자의 에서 이

러닝 시스템은 재 담당하는 교과목을 효과 으로 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인 기능과 매체들을 제공하

고 있다. 를 들어, 교수자는 수업콘텐츠 통합 리, 수업

비(수업계획서, 수강생명단 등), 수업활동 리에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매체들 ( , 과목 공지사항, 

학습방, 과제방, 토론방,  로젝트, 수업/공유 자료실)

을 활용할 수 있다 [11]. 학습 시스템의 구성에서의 이러

닝은 학습 콘텐츠 표 인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14]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스템, 

강좌 리 시스템인 Moodle[15]과 LAMS(Learning 

Activity Management System) [13] 등이 이용된다. 이들

을 통칭하여 LMS라고 하며, LMS는 학습자의 학습 리, 

학사 리, 성 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일반 으로 

LMS라 하면 개별화된 이러닝 콘텐츠를 학습 객체의 형

태로 만들어 이를 장하고 조합하여 학습자에게 달하

는 LCMS를 포함하게 된다 [3]. 특히 SCORM은 컴퓨터 

 웹 기반 학습의 기술 인 임워크 안에서 재사용 

가능한 학습 콘텐츠를 생성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SCORM은 콘텐츠 집합 모델(Content Aggregation 

Model)과 실행 환경(Run-Time Environment)을 정의하

고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학습 콘텐츠를 제공

하기 한 시 싱과 내비게이션을 정의한다. SCORM에

서 학습 리시스템이 학습자에게 달하고 추 할 수 

있는 학습의 가장 작은 논리  단 를 공유 가능 콘텐츠 

객체(SCO: Sharable Content Objects)라고 하고, 가장 기

본 인 학습 콘텐츠는 웹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수 있

는 미디어,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웹 페이지 등의 자

인 표 인 애셋으로 구성된다 [7]. 그림 1은 SCORM의 

학습 콘텐츠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1] SCORM 콘텐츠 구조

3. 문학 콘텐츠 온톨로지 기반의 

   이러닝 시스템

 문학의 콘텐츠 온톨로지를 구성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학 콘텐츠 온톨로지 (그림 2)

를 이용하 다. 그림 3은 그림 2를 기 으로 구성된 

SCORM 콘텐츠 구조를 나타낸다. 이때 학습단원은 크게 

시, 소설, 수필로 하 으며 이는 시 에 따라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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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CORM의 ClientRTS 기능 

[그림 5] 현대문학 이러닝 시스템의 구성

[그림 2] 정화영, 고인환[10]의 현대문학 콘텐츠 온톨로지

[그림 3] 현대문학의 SCORM 콘텐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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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학습 후

평균 48.7 55.42325462

분산 85.37721519 117.892677

측수 80 80

피어슨 상  계수 0.920412773

가설 평균차 0

자유도 79

t 통계량 -13.9483152

P(T<=t) 단측 검정 2.60344E-23

t 기각치 단측 검정 1.66437141

P(T<=t) 양측 검정 5.20687E-23

t 기각치 양측 검정 1.990450177 　

<표 1> 학습 결과에 대한 T-검정 결과

　 학습 학습 후

평균 40.625 65.5

분산 114.7943038 559.2405063

측수 80 80

피어슨 상  계수 0.575777067

가설 평균차 0

자유도 79

t 통계량 -11.37960389

P(T<=t) 단측 검정 1.26733E-18

t 기각치 단측 검정 1.66437141

P(T<=t) 양측 검정 2.53467E-18

t 기각치 양측 검정 1.990450177 　

<표 2> 학습 흥미도에 대한 T-검정 결과

학습객체가 되는 SCO나 애셋은 text, video, images와 

sound가 된다. 그림 4는 SCORM 콘텐츠를 해 애 릿으

로 클라이언트의 자바 스크립트와의 통신 로세스를 나타

낸다 [12]. 이를 통한 문학 SCORM 콘텐츠 처리를 

한 체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5와 같이 나타낸다. 

SCORM 콘텐츠를 한 LCMS을 두어 학습 콘텐츠를 리

하도록 하 으며, 이는 SCORM API를 통해 LMS을 통해 

문학 학습 서버에 속된다. LMS는 학습정보와 학습

자 정보를 통합 리  처리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4. 실험 및 결과

본 제안 시스템의 평가를 해 학습 모집단 80명을 선

정하 으며, 각 분포는 남 43명, 여 37명으로 하 다. 

한 학습 모집단은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

는 사용자이며, 이러닝을 통한 학습 경험은 10회 미만으

로 구성하 다. 표 1은 학습모집단이 제안시스템을 통해 

학습한 결과로서, 학습 과 학습후의 비교를 나타낸다. 

이때 유의수 은 0.05 이다. 각 평균은 학습  48.7, 학습 

후 55.42 이며, T-통계량은 -13.95 로서 T-기각치 단측 

 양측 검정결과보다 매우 음을 알 수 있다. 한 P 

값의 단측  양측 검정의 수치가 0.05 보다 크므로 유의

미한 수 의 결과를 나타낸다. 표 2는 학습 흥미도의 결

과를 나타낸다. 이때에도 학습모집단이 문학에 가지

는 흥미도는 학습 에 매우 낮았으나 학습 후에 매우 높

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산출된 T-검정은 0.05 유의수 에

서 측정되었으며, T-통계량은 -11.379로 T-기각치 단측 

 양측 검정값보다 월등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한 P 

단측  양측 검정값도 모두 0.05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

내므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다. 

5. 결 론

문학은 그 시 를 반 하고 시 에 따라 성격, 특

성, 장르 등이 변화되어 왔다. 따라서 문학은 독자들

에게 다양한 간 경험, 지식, 시 의 배경이해 등을 제공

하는 요한 자료를 주어왔다. 고 인 방법으로 독자

들이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작품을 읽고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11호(2012.12)

342

그 작품이 주는 지식이나 자원을 습득하는 것이었다. 그

러나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문학 콘텐츠, 디지

털 아카이 , 이북 등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근하는 방

법에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 시스템을 통해 문학 작품

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문학 작품이 주고자 하는 방

향, 의도 등을 학습을 통해 보다 근 하게 이해할 수 있

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 다. 다양하고 방 한 문

학 작품은 문학 콘텐츠 온톨로지를 통해 구성하 고, 

문학콘텐츠의 처리를 해서는 SCORM 기반의 학습 콘

텐츠 처리 방법을 따랐다. 한 학습 콘텐츠의 리를 

하여 LCMS를 두었으며, 학습 처리를 해서 LMS를 구

성하 다. 본 시스템의 검증을 하여 학습 모집단 80명

을 선정하여 실험한 결과 학습 과 후의 효과에 매우 큰 

차이가 있었고, 흥미도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임으

로서 본 제안 시스템이 문학 작품을 쉽고 효과 으

로 달하는 방법임을 나타내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다양한 문학 작품을 체 으

로 포 할 수 있는 방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에 

한 보다 구체 인 온톨로지 명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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