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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m 기반 협력학습을 위한 시퀀싱 & 네비게이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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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들의 다자간 협력학습을 위한 스콤 기반 시퀀싱 & 네비게이션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
델은 정형적 접근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협력학습을 효율적이고 그래픽적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스콤에서의 
콘텐츠 집합 모델과 시퀀싱 및 네비게이션 모델에 관하여 ICN(Information Control Net) 모델을 기반으로 정의한
다.ICN 모델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각 요소들의 제어 흐름을 표현하는 모델인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ICN 모델을 
확장한 SCOSNCN(SCO Sequencing & Navigation Control Net) 모델을 활용하여 프로세스의 실행 순서 및 학습 활동
을 정의하고 협력학습에 필요한 콘텐츠와 그에 따른 시퀀싱 & 네비게이션 모델 관련 사항들을 정의한다. SCOSNCN 

모델에서는 협력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의 액티비티에 교수자 및 학습자를 정의하고, 정의되어진 액티비티의 선
행, 후행 조건 및 네비게이션 조건 등을 명시하여 협력학습을 위한 시퀀싱 & 네비게이션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협
력학습 정의에 필요한 시퀀싱 & 네비게이션 기본 요소 및 역할, 그리고 이에 대한 규칙 등을 제안한다. 이에 스콤 
기반 협력학습을 위한 시퀀싱 & 네비게이션 모델을 바탕으로 스콤 기반 협력학습시스템 아키텍처와 실례를 제안함으
로서 향후 교수자 및 학습자뿐만 아니라 e-러닝 산업 분야 및 교육에 있어 학습 콘텐츠의 정의 및 협력학습을 통한 
교육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 e-러닝, 스콤, 시퀀싱 & 네비게이션 모델, 협력 학습, 프로세스 제어 모델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corm-based Sequencing & Navigation Model for Collaborative Learning. 
It is an e-Learning process control model that is used to efficiently and graphically defining Scorm's content 
aggregation model and its sequencing prerequistites through a formal approach. To define a process based model 
uses the expanded ICN(Information Control Net) model. which is called SCOSNCN(SCO Sequencing & 
Navigation Control Net). We strongly believe that the process-driven model delivers a way of much more 
convenient content aggregating work and system, in terms of not only defining the intended sequence and 
ordering of learning activities, but also building the runtime environment for sequencing and navigation of 
learning activities and experiences.

Key Words : Scorm, e-Learning, Sequencing & Navigation Model, Collaborative Learning, Process Contro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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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의 e-러닝은 단일 사용자 콘텐츠 학습에 기반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졌으며, 이를 지원하기 한 웹 기

반 자기주도학습 형태로 발 하 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통신산업의 비약 인 발 에 따라 새로운 e-러닝 서

비스에 한 사용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1]. 이러한 

사용자 요구 사항  하나가 단일 사용자 학습에서 다  

사용자 학습으로의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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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e-러닝 기술  Scorm 2004(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 2004)에서의 표 화 진행 사항

은 단일 사용자 콘텐츠 학습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실정이

며, 다  사용자 학습의 필요성만을 언 하고 있다.

특히, Scorm 2004에서는 리자, 교수자, 학습자 는 

학습자 그룹  력학습을 포함하여 이의 과정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격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리자, 교수자, 학습자에 한 

력학습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 Scorm 2004 규격을 확장

하고, 나아가 기존 e-러닝 시스템  Scorm 기반 시스템

의 연계  연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의 다  사용자  력학습 지원 방안 제

시에 앞서 기존 e-러닝 시스템  Scorm에 한 간략한 

소개  연구 진행 황을 련연구에서 설명하며, 이에 

따른 단일 사용자 심 학습 형태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의 SCOSNCN(SCO Sequencing & 

Navigation Control Net) 모델을 이용한 로세스 기반 

력학습 모델 정의 방법  시 싱 & 네비게이션 모델

에 하여 설명한다.

2. 관련 연구

2.1 e-러닝

e-러닝이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학교, 가정, 지역 사회를 유기 으로 연

계하여, 학습의 질을 제고하며, 학생 개개인의 인성, 창의

성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학습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e-러닝 련 분야는 크게 콘텐츠 개

발 분야와 콘텐츠 서비스를 한 시스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콘텐츠 개발 분야는 콘텐츠 분석, 설계, 개발 부분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콘텐츠 서비스를 한 시스템 

분야는 시스템 인 라, 솔루션, 과정 운  분야로 진행되

고 있다.

e-러닝 련 분야  Scorm은 솔루션 분야에 포함된

다고 할 수 있으며, Scorm은 미 국방성 산하 ADL 

(Advanced Distributed Learning)의 시스템 운 의 효율

성을 한 표 이라고 할 수 있다.

2.2 e-러닝 연구동향

1980년 에서 1990년  기까지는 렴하고 편리한 

장 매체를 사용하여 개인용 컴퓨터에서 수행하는 멀티

미디어 교육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 기 때문에 기의 

e-러닝 기술은 작도구  CD 련 미디어 장  재

생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형태 다[2].

1990년  반부터 인터넷과 웹이 화됨에 따라 

기존의 CBT(Computer Based Training) 는 CBI 

(Computer Based Instruction) 형태의 멀티미디어 콘텐

츠들을 인터넷 표 에 맞게 변환하는 방법이 연구되었으

며, 웹 라우 와 같은 범용 로그램으로도 직  수행

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한 각종 인터넷 표 화 기술 

 웹 러그 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웹 기반 교육이 등

장하게 되었다[2].

2000년  들어서 정보기술 산업의 확 와 기반 기술

의 속한 발 은 교육  학습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

져왔는데, 특히 기존의 인공지능  인지과학의 발 과 

목되어 ITS(Intelligent Tutoring System) 개발이 진행

되었고, 효율 인 e-러닝 수행을 해 콘텐츠를 학습 객

체화하고 이를 서비스하는 시스템의 정의가 필요하게 되

었다. 이러한 요구 사항에 따라 등장한 것이 학습 객체와 

학습 리시스템으로 구성된 기본 인 e-러닝 임워

크이다[2].

최근에는 학습 객체들의 상호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

는 기술 표 화 작업을 진행하 는데, 미 국방성 산하

ADL 에서 여러 련 표 화 컨소시엄  기구에서 발표

한 기술명세들을 바탕으로 제작 발표한 것이 Scorm 1.0 

이다.

즉, Scorm이란 e-러닝 련 분야  솔루션 분야에 포

함되는 e-러닝 시스템 운 의 효율성을 한 표 이라고 

할 수 있다. 재 Scorm은 Scorm 1.0에서 출발하여 

Scorm 2004까지 발표되었다.

2.3 Scrom

Scorm이란 미국 자학습 표  연구기 인 ADL 에

서 제정한 웹 기반의 콘텐츠  학습 콘텐츠와 시스템의 

근성, 상호운용성, 내구성, 재사용성 등과 같은 시스템 

요구사항을 총족시키는 규격과 지침에 한 참조모델이

라 할 수 있다[3].

Scorm 2004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corm 기반 협력학습을 위한 시퀀싱 & 네비게이션 모델

191

[그림 1] Scrom 2004 구성요소

Scorm은 Overview, CAM, RTE, S&N 과 같이 총 4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한 사항을 간략하게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 Overview : Scorm에 한 개요  체 인 설명으

로 구성

- CAM : Contents Aggregation 규격  모델에 한 

사항 정의  설명으로 구성

- RTE : Contents 환경 즉, 시스템 실행 환경

(Run-Time Environment)에 한 설명으로 구성

- S&N : Sequencing and Navigation에 한 사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나, 재는 개인의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게 학습 경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규격

에 해서만 기술되어 있으며, 다자간 력학습을 

한 규격은 미미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Scorm에서의 시 싱 & 네비게이션 부

분에 하여 다자간 력학습을 지원하기 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4 Sequencing & Navigation

다자간 력학습을 지원하기 해서는 Scorm 2004에

서의 단일 사용자 심 학습 련 사항  시 싱 & 네비

게이션 련 사항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한 

사항을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Scrom의 발전 동향

Scorm의 발  단계를 살펴보면 Content Aggregation 

Model, Run-Time Environment, Sequencing and 

Navigation과 같이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Sequencing and Navigation 부분을 살펴보면 기본 인 

시 싱  네비게이션 규칙과 동작 방식, 그리고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Graphical User Interface 련 사항  요구 사항들만 정

의되어있는 실정이고 아직 력 학습에 한 시 싱 & 

네비게이션 규칙 등은 정의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한 사항을 구제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Scrom의 주요 구성요소

Scorm의 3분야에 한 주요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Content Aggregation Model부분은 Content Model, 

Content Package, Manifest, Metadata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에서 Manifest란 Scorm에서 지원하는 학습 코스웨

어를 LMS에 정상 으로 업로드 하기 해서 필요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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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사항이며, 완성된 학습코스에 련된 일과 각 

학습 객체들로 구성된 코스의 구조, 각 학습 객체들에서 

사용되는 물리  일들간의 계를 기술해주는 문서이

다.

Run-Time Environment부분은 Display Content, 

Communication, Run-Time services 로 구성되어 있으

며, Sequencing and Navigation부분은 Sequencing, 

Tracking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에서 력학습을 

지원을 한 시 싱 & 네비게이션에 한 사항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시 싱(Sequencing)이란 학습 콘텐츠를 학습자들에게 

달하는 환경과 상 없이 일 된 방법으로 학습 활동들

을 순서화하여 달하는 규칙  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IMS Simple Sequencing 규약을 수하고 있으며, 시

싱을 한 필수 요소로는 Activity tree, Sequencing 

Definition Model, Sequencing Behaviors가 필요로 되어

진다.

네비게이션(Navigation)이란 시 싱에서 정의한 순서

에 따라 다음 학습 객체와 요구 사항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우에 따라 특정한 요구사항이 활성화되어 

특정한 분기 상황과 분기 조건에 따라 진행하기도 한다.

2.5 Sequencing & Navigation 모델 정의

Scorm에서는 시 싱 & 네비게이션 모델을 정의하기 

해 Asset, SCO, Aggregation, Organization이라는 개

념을 사용한다.

Asset은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동 상 등과 같은 멀

티미디어와 웹 페이지, 평가 객체  기타 데이터를 자

으로 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SCO는 학습의 논

리 단 를 나타내는 한 개 이상의 Asset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Asset이나 SCO 를 통합하거나 순서를 부

여한 것이 Aggregation이며, 하나의 학습 개체로 사용하

기 한 Aggregation의 집합을 Organization 이라 한다.

재의 Scorm에서는 일 일 는 일 다 형태의 학습 

형태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Organization들을 Tree 

구조로 정의하여 시 싱  네비게이션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한 사항을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Scrom의 구조

Scorm에서 정의되어진 학습 콘텐츠들은 Activity 라

는 개념을 사용하여 트리구조로 정의되는데, Learning 

Activity 정의에 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5와 

같다[3].

Learning Activity에서 Organization이 루트이며, 그 

하 에 item이라는 자식 노드들을 정의한다. 다시 말하

면, Organization과 item으로 Aggregation의 구조를 정

의하고 있는데 이를 Activity라고 한다. 한, Resource 

라는 이름으로 Asset과 SCO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두 그림을 서로 연결하면 Contents Aggregation을 

정의할 수 있는데, Scorm 2004에서는 이러한 Learning 

Actvitiy들의 시 싱  네비게이션 정의를 하여 Tree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그림 5] Scrom의 학습 개체 정의

한, Learning Activity의 시 싱 & 네비게이션은 

Scorm의 기본 개념인 학습 콘텐츠의 공유를 해 XML 

로 정의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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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crom의 시퀀싱 & 네베게이션 정의

그러나, 력 학습을 지원하기 해서는 학습 콘텐츠

의 정의뿐만 아니라 교수자 는 학습자에 한 사항 역

시 정의되어야만 력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수자  학습자, 교수자  학습

자의 역할, 그리고 시 싱 & 네비게이션 규칙, 각 이벤트 

등을 정의하여 이에 한 로세스 모델을 통하여 력 

학습을 지원하고자 한다.

3. 협력학습을 위한 시퀀싱 & 네비게이션 

   모델

3.1 Process Control Model

Scorm의 단일 사용자 학습에서는 학습 콘텐츠 정의가 

요 시 되어지기 때문에 Tree 구조의 모델 정의가 가능

하지만, 다자간 력학습에서는 리자, 교수자, 학습자

의 정의  역할이 력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한 보다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Tree 구조 모델에서 정의

되어진 Organization과 각 Item, 그리고 Resource 등을 

로세스 구조의 모델로 변환하여 각각의 Activity에 정

의할 뿐 만 아니라 각각의 Activity에 여하는 교수자와 

학습자 등을 정의하여 력 학습을 지원하도록 구조화해

야만 한다. 이를 해 학습 콘텐츠에 한 시 싱  네

비게이션 분기 이벤트 등을 Activity에 정의하여 선행이

나 후행 조건 등에 따라 력 학습을 가능하게 정의해야

만 한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

로 Process Control Model을 사용해 정의한다.

Process Control Model은 Activity를 기반으로 정의하

며, 각 Activity에는 Organization과 Item, 그리고 

Resource 정의 뿐 만 아니라, 각 Activity를 수행할 교수

자, 학습자의 정의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을 정의함

으로서 다자간 력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은 Process Control Model에 해 도식화

한 사항이다.

[그림 7] Process Control Model

Process Control Model의 정의를 해서는 정의도구

가 필요한데, 이는 SCOSNCN(SCO Sequencing & 

Navigation Control Net)모델을 이용하여 정의한다.

SCOSNCN모델은 기존의 워크 로우 정의에서 사용

하던 ICN(Information Control Net) 모델[4]을 확장하여 

Scorm 환경에 맞게 확장한 모델이다.[3],[5]

SCOSNCN모델에서는 기본 인 Process Control 

련 정의뿐만 아니라 Scorm의 시 싱 & 네비게이션 련 

사항을 정의하기 한 Event 정의 사항이 포함된다.

SCOSNCN의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다.

<표 1> SCO Sequncing & Navigation Control 
       Model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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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equencing Definition Model

각각의 Activity들에 한 Sequencing & Navigation 

련 사항을 정의하기 해서는 기본요소  규칙 등에 

한 정의가 필요한데 이에 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2> Sequncing & Navigation 정의에 대한 기본요소 

단일 사용자 학습 는 다자간 력학습을 지원하기 

해서는 시 싱 & 네비게이션 규칙이 필요하다. 즉, 하

나의 Activity는 Sequencing & Navigation Control Rule 

에 의해 다음 Activity로 순차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

면 다른 Activity로 Jump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러한 사항들은 력 학습을 해 Activity에 할당되어진 

교수자 는 학습자에게 력 학습이 필요한 학습 콘텐

츠로의 진행을 정의할 수 있으며, 순차  진행이 아닌 

Navigation Event 등의 정의를 통해 력 학습이 필요하

지 않을 경우 다른 Activity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의되

어질 수 있다. 이에 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Learning Activity의 시 싱 & 네비게이션은 Scorm

의 기본 개념인 학습 콘텐츠의 공유를 해 XML로 정의

되어진다. 로세스 기반 모델은 XML 기반으로 인코딩 

할 수 있는데, 이러한 XML 기반 SCO Sequencing and 

Navigation Language는 리자나 교수자 는 교육자에

게 일정 설명, 자신의 학습 콘텐츠 정의, 기타 리 사항 

정의 등에 해 로세스의 수정을 용이하게 하며, 타 시

스템과의 연계 는 연동 등에 있어 효율성을 제공하게 

된다.

<표 3> Sequncing & Navigation Rule

다음의 표 4는 XML 정의에 한 기본 사항이다.

<표 4> XML 정의를 위한 기본 객체 

3.2 Scrom 기반 협력학습시스템

단일 사용자 학습 심의 e-러닝 시스템은 e-러닝 

LMS Engine을 심으로 리자, 교수자, 학습자에 한 

개별  단일 사용자 콘텐츠 학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Scorm 한 단일 사용자 콘텐츠 학습에 한 시 싱 & 

네비게이션 모델에 해 정의하고 있다.

이에 e-러닝 모델링 시 에서는 단일 사용자 학습을 

지원하기 해 SCO(Sharable Content Object)를 트리 기

반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력 학습을 

한 정의에 해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  사용자들 간의 력 학습을 지원하기 

해서는 기존의 트리 기반 모델 정의가 아닌 로세스 기

반의 정의 방법이 필요하며, 기존의 Scorm 기반 시스템 

한 다자간 력학습을 지원하기 한 시스템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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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의 다자간 력학습을 지원하기 한 

Scorm 기반 력학습시스템의 체 인 아키텍처는 다

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8] Scrom기반 협력학습시스템 아키텍처

상기의 Scorm 기반 력학습시스템을 통해 어 력 

학습 모델을 정의한 는 다음과 같다.

[그림 9] 영어 협력학습 모델의 정의

어 학습 모델을 로세스 기반 모델로 정의한 사항

이다.

처음에 간단한 어 테스트를 기반으로 expert Level

과 novice Level로 분기가 되며, expert Level은 Reading 

& Comprehension과정으로 그리고, novice Level은 

Vocabulary 과정을 거쳐 Reading & Comprehension 과

정으로 진행하여 평가를 받는 모델이다.

이는 기존의 어 학습 모델에 추가 으로 력 학습

을 정의한 것인데, Expert Level에서 Activity 5에 

Submission of Report 를 추가하여 과제물 제출에 해 

다른 로세스를 참조하거나 다른 로세스 학습자 간의 

력 학습을 지원하도록 구성하 으며, Novice Level에

서 Activity 8, 9, 10 에 CrossWord Puzzle을 완성하는 

력 학습 Activity를 추가한 사항이다.

CrossWord Puzzle에 한 력 학습을 지원하기 

해 다른 학습자(Educator)가 추가되었으며 만약, 력 학

습이 필요치 않다면 Navigation Event에 의해 

CrossWord Puzzle을 학습자 혼자 완성하거나 마지막 

Student Evaluation으로 분기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정의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다자간 력학습 모델의 정의가 가능함

으로 인하여 기존 Scorm 기반 e-러닝 시스템에서의 단

일 사용자 학습보다 다양한 학습 형태를 지원할 것이며, 

학습의 효율성 면에서도 학습 효율이 증가될 것으로 

상되어진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e-러닝  Scorm 2004에서의 단일 사

용자 심 학습 모델 정의 방법을 확장한 다자간 력학

습 모델 정의 방법을 제시하 다. 다자간 력학습 모델 

정의를 하여 기존 ICN 모델을 확장한 SCOSNCN 모델

을 사용하 으며, 각 Activity에 교수자  학습자를 정

의함으로서 력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의하 다.

한, Activity를 모델링함에 있어 각 Activity의 선행, 후행 

조건  네비게이션 조건 등을 명시하여 력학습을 

한 시 싱 & 네비게이션의 모델을 제시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Scorm 기반 력학습을 한 모

델 정의 방법과 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시 싱 & 네비

게이션 모델 정의는 향후 교수자  학습자뿐만 아니라 

e-러닝 산업 분야  교육에 있어 학습 콘텐츠의 정의  

력학습을 통한 교육의 효율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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