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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프로파일링 기술을 교육 분야에 융합하여 스마트 교안 제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부합되는 기술인 프로파일링 기술, 기술 동향, 제품 동향에 대하 살펴보았
다. 이를 기반으로 구현에 필요한 요소인 스마트 교안 제작 및 편집기술, 스마트 교안 관리기술, 교안 편집 및 연동 
기술에 대해 제안을 하였다. 제안된 기술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업 교안 저작, 콘텐츠 파일 관리, 수업 강
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며, 수업 진행을 원활히 수행하고 개개인의 학습 능력에 따라 이해도가 향상될 수 있다.

주제어 : 스마트 교육, 교육 프로파일링, 스마트 프로파일링, 교안제작, 스마트 시스템

Abstract  We are fusing to the profiling techniques in education and making to a smart teaching plan 
production systems. Therefore, we investigated based on technical elements necessary for the proper look for 
profiling techniques, trends in the technology and product trends. We proposed that is smart teaching plan 
production system such as the smart teaching plan production and editing technique, the management technique 
for the smart teaching plan, and works for relation skill to smart teaching plan production systems. If you 
using the techniques that we were proposed to build effective smart teaching plan production system, 
management system for contents control, virtual classroom then  they can management their’s class and class 
teaching plan production, file management to teaching group easy. and those students can easy understand in 
their class too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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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1년 12월 미국과학재단 상무부가 융합기술(CT : 

Convergence Technology) 정책을 발표한 이후, 세계 각

국에서는 나노 기술, 생명공학 기술, 정보기술, 인지과학

의 결합에 한 심이 증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 

후 2020년 융합기술을 통한 새로운 르네상스의 도래를 

기 하고 있다[1]. 

이런 융합기술 정책에 응하는 스마트기기의 확산으

로 맞춤형, 감성/실감형, 참여형 서비스 등 융합형 스마트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21세기 학습

자의 역량 강화를 한 지능형 맞춤학습체제인 스마트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 

스마트 교육에 있어서 이러닝(E-learning)의 발  형

태로는 이러닝에 포함되는 일부 서비스 개념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최근의 스마트기기로의 디바이스 다변

화에 따른 의미가 크다. 스마트 스쿨이 도입됨으로써 기

술 인 인 라는 발 되지만 교사의 입장에서는 행정업

무가 과 하여 충실한 수업을 한 비가 부족하고, 수

업 비  교안 제작에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다[2,3,4]. 

장의 선생님들에게는 교육부 스마트 스쿨 정책을 실

해  ICT/SW 융합 기술 는 서비스가 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한 수업 비의 핵심인 교안에 용할 수 있

는 환경요소는 매우 다양하며, 교과목과 작성자의 

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5,6,7].  따라서 핵심  

교육 목표에 기 하고 교사의 학습활동에 최 화된 수업

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주목도가 낮았던 교육과정 측면에서 기존의 

교과목에 따라 획일 인 교육내용 제공으로 인해 교육의 

다양성  개인화가 낮았던 문제 을 다양한 교육 과정 

개설과 수 별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교안을 제공함으로

써 교사 역량에 따른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이 가능

하다. 스마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매체가 모바

일 기기, TV, 자칠 , 스마트 사이니즈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으며, 각 스마트 기기는 고성능/다기능화, 편리한 

UI/UX, 기기간 끊김이 없는 연동 기능 등 속히 발 하

는 추세이다. 특히 자 칠 은 지속 으로 보  에 있

어 향후 모든 정규 교육기 에서 사용될 망이다[5,6].

본 논문에서는 교육 분야에 로 일링을 융합하여 

교사의 생각, 교육 방법 등 인간 /인격  측면의 학습활

동을 기획하고, 교안의 작에서 요구되는 공학 인 수

단이나 자동화 수단을 활용하여 시간의 편리성  교육

의 품질을 향상 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한 요소 기술에 

한 언 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스마트 교육 

시장  스마트 로 일링 제품 동향에 하여 살펴보

고, 3장에서는 스마트 교안 제작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살펴보고, 개발 방안에 해 제안한다.

2. 관련연구

2.1 교육 프로파일링

2.1.1 개념

교육 로 일링(Education Profiling) 기술은 교사의 

생각, 교육 방법 등 인교육(인간 ·인격 ) 측면의 학

습활동을 기획하고, 교안의 작에서 요구되는 공학 인 

수단이나 자동화 수단을 활용하여 시간의 편리성  교

육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다[Fig. 1].

[Fig. 1] Concept of Smart Profiling

교육 로 일링은 학 에서의 학생의 행동과 교육 

심리, 욕구 분석을 통해 명확한 교육 략(교육 모델, 교

육 방법, 컨텐츠)를 설정하고 교육 상인 학 의 수 을 

분석하여 학 별 교육 략과 콘텐츠의 차별화, 별화를 

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교육 로 일링

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 교육의 트랜드 분석  지침, 정책 

- 교육 상과 핵심 지표에 한 분석 

- 분석된 정량화된 지표를 이용한 핵심 지표 추출 

- 과목  과목유형, 과목체계 등이 포함된 수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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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교육 프로파일링 기술 로드맵 

교육용 로 일링을 융합한 기술 로드맵은 [Fig. 2]

와 같다.

[Fig. 2] Overall Profiling Technique Development

2.1.3 교육 프로파일링 기술

학생들의 과목별 성 을 이용하여 학생, 학   그룹

별 취약 단원과 내용에 한 맞춤형 컨설 을 제공하기 

해 통계  방법론을 사용한다. 통계  비교 유형으로

는 빈도분석, 군집분석, 요인분석, 상 계분석, 다항비

교분석, 이항 비교분석, 기간별 분석 등이 있다[7,8,9,13,14]. 

빈도 분석은 학생, 학 , 그룹별로 시험 단원과 성 에 

의해 평균, 수, 표 편차, 실 수, 랭킹 등을 제공 한

다. 한 연도, 학기, 시험 종류별로 다양한 형태의 교차 

빈도분석을 지원한다. 

군집분석은 찰 상인 개체들의 유사성을 근거하여 

보다 유사한 동류 집단으로 분류하는 다변량분석 기법이다. 

요인분석은 알지 못하는 특성을 규명하기 하여 문

항이나 변인들 간의 상호 계를 분석하여 상 이 높은 

문항이나 변인들을 묶어서 몇 개의 요인으로 규명하고 

그 요인의 의미를 부여하는 통계방법이다. 

상 계 분석은 두 변인 간 연 성만을 다루는 것으

로 한정하며 피어슨의 상 법칙을 용한다. 다항비교분

석은 그룹과 같이 2개 이상 값만 존재하는 하나의 항목에 

해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분산분석이다. 

이항분 비교분석은 성별과 같이 2개 값만 존재하는 하

나의 항목에 해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t-test분석이라

고도 한다. 기간별 분석은  기간에 시행한 성 과 재 

성 과 비교를 한다. 

2.1.4 프로파일링 지표 선정

로 일링을 한 정량  지표는 학 (학생)과 수업

활동으로 크게 구분하여 서로 융합 으로 작용하게 된다. 

학 (학생) 지표는 일반 분석항목인 학교 , 이과/문과, 

학년/성 , 석차, 성별로 나 어지며, 이에 응하는 학생 

지표로는 지능검사, 성검사, 심리검사, 신체검사, 학력

검사, 평가 수/달성도, 시험 수/합격여부로 나 어진

다. 로 일 항목으로는 공, 성격, 취미, 특기, 장래희

망, 성, 학습방법, 독서, 포상, 행동특성, 동아리, 가정환

경, 주거형태로 지표를 선정할 수 있다[10,14]. 

한 학  능력 구분을 한 지표를 지능, 성, 심리, 

신체, 학력으로 나 어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며, 시험 

상도 수능, 언어, 사회탐구, 수리, 외국어, 과학탐구, 자격

증 소지 유무, 토익, 토 , TEPS 등으로 나 어 코드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시험에 있어서 학기말, 모의, 논술로 나

어 각 항목에 맞는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평가에 있어

서 교육목표, 교과교육, 과학교육, 사회 교육, 특수 교육, 

기술 교육, 직업 교육으로 나 어 평가 하도록 한다. 

2.2 스마트 교육 시장 동향

2010년 스마트 교육산업 총 매출액은 2조 2,458억 원

으로 년 비 7.4% 성장하 고, 사업자수는 총 1,549개

로 년에 비해 13.2% 증가하며 꾸 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4,5]. 

스마트교육 서비스( 년 비 8.9% 성장)･콘텐츠(3.7%) 

시장이 꾸 히 성장한 가운데, 2009년 감소세를 보안 솔

루션 시장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용 학습 리시스템

(LMS) 수요 확 로 6.0% 증가하 고, 세계 스마트교육 

시장은 2009년 171억 6,000만 달러에서 2014년에는 264억 

8,200만 달러로 성장할 망하고 있다[4,12].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은 솔루션 분

야에 포함되며 국내 체 구성비율의 10%를 차지하고, 2

천 239억 원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6%의 성

장률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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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향후 서비스 확장을 통해 국내 체 구성비율의 

67.3%를 차지하고, 1조 5,129억 원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분야로의 사업 확장이 용이하다[5,11].

교과부는 스마트교육을 통한 교실 명을 비 으로 ‘스

마트교육 추진 략’ 통령 보고(2011.6.29)  실행계획

을 수립(2011.10)하고 2015년까지 디지털교과서 개발, 클

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등을 추진(2011.6)하고 있

다.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은 스마트교육 랫폼 개

발, 클라우드 기반 구축, 유무선 인 라 구축 등에 2015년

까지 총 1조1,8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5,11].

2.3 스마트 프로파일링 제품 동향

제안 시스템은 멀티미디어 활용을 통한 학생들 간의 

지식 격차 완화, 스마트 로 일링 기술을 이용하여 교

과과정/형성평가/콘텐츠의 체계 인 리가 가능하다.

기존 작성 자료를  교안DB와 멀티미디어 클립데이터

DB를 활용하여 자료 유실 방지  재사용성을 극 화 하

여야 한다. 한 멀티미디어 동 상 일 편집 기술을 

용하여 교안 작 시 쉽고 간단한 동 상 제작 기능을 지

원하여 충실한 수업 진행을 지원되어야 한다[14].

[Table 1]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재 개발되

어 있는 제품들과 비교하 다[15,16,17,18]. 재 시장에

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제품군에서 상호 장단 이 

존재하여 이들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구성하 다.

Classification

Class 

Preparatio

n System

i-Scream

(SIGONGme

dia)

vivasam

(VISAN

G)

teachingl

ab

(DARKY

O)

M 

teacher

(Mirae 

N)
Teaching Plan 

Production
● ● ● × ×

Auto 

Teaching

Plan 

Production

● × × × ×

Indicate 

learning Goal
● × × × ×

View Media 

Data
● ● ● ● ●

Video 

Lectures
● × × ● ×

Contents 

Download
● ● ● ● ●

Teaching Plan

download
● × × × ×

<Table 1> Comparison of Current Products

3. 스마트 교안 제작 시스템 요소 기술

3.1 스마트 교안 작성 및 편집 기술 

3.1.1 교사의 수업 전략 반영을 위한 교안 작성 

지원 기술 

인지과학과 지식융합이라는 제를 충족시키기 

해 스마트 교육 맥락에 따른 연구가 활발히 진행 에 있

다. 창의 이고 신 인 스마트 교육 실 을 해 교사

의 다양한 략  요구사항을 기 로 개발된 맞춤형 교

육시스템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이론 

도입을 통해 교안의 구성 항목을 그룹화하고 리 할 수 

있으며, 교사의 수업 지도 방향에 맞는 수업 구성 요소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교안 작성 지원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해 QT 임워크를 이용한 크로스 랫폼

(Cross Platform) 구 과 향후 사업 확장성을 고려한 다

국어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자체 인 GUI(Graphic User 

Interface) 처리를 통해 보다 유연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한다. [Fig. 3]은 교안 작성 지원을 한 세부 구조를 나

타내고 있다. 

[Fig. 3] Detail Structure for Teaching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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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이 완료된 교안은 해당 내용을 젠테이션이 

가능하며, 멀티미디어 콘텐츠 재생과 교안의 외부 서버 

업로드 기능을 수행하며, 향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

춤 정보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3.1.2 교사 임의 조정이 가능한 그리드 오브젝트 

기반 교안 구성 기술 

수업 비의 핵심인 교안에 용할 수 있는 환경요소

는 매우 다양하며, 교과목과 작성자의 에 따라서 달

라진다. 따라서 핵심  교육 목표에 기하여 교사의 학습

활동에 최 화된 임의 조정이 가능한 교안 구성 기술 개

발이 요구된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드래그앤드롭

(Drag and Drop)을 통해 그리드 오 젝트(Grid Object) 

형태의 템 릿을 제공하여 교사가 원하는 학습 형태로 

교안 구성이 가능해야 한다[Fig. 4].

[Fig. 4] Concept of Template Management

3.2 스마트 교안 관리 기술

3.2.1 교안 재사용성 증가를 위한 멀티 메타태그 

관리 기술 

완성된 교안은 향후 재사용성을 고려해 메타 태그

(Meta Tag)를 구성하여 학기별, 과목별, 차시별 데이터 

분류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유연한 검색이 가능하며, 기

존에 메타태그 복성을 검사하여 교안 재사용성을 높인

다. 이는 수업 비시스템을 한 핵심 기능의 하나로써 

사용자가 보조 장장치 내의 다수 일을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료 리, 자료분류, DB 리 

기능을 제공하며, 시스템의 원활한 리  향후 빅데이

터 분석  활용을 통한 교육 트 드 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3.2.2 교과목 개정에 따른 유연한 콘텐츠 적용 기술

기존 교안을 활용하여 개정된 교과목 내용에 한 콘

텐츠 변경  삽입을 통해 쉽고 빠르게 개정된 교안을 생

성할 수 있다[Fig. 5].

[Fig. 5] Example of Content Management for 
Reusability

3.3 교안 편집 및 연동 기술 

3.3.1 멀티미디어 콘텐츠 편집 및 저장 기술  

인터넷 등에서 제공되는 기존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재생시간이 길고 용량이 큰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 때

문에 교사들은 특정 멀티미디어 콘텐츠에서 교육을 한 

콘텐츠로 재가공을 하기 해 동 상 편집 로그램을 

따로 숙지해야 하는 등 추가 인 교육수료에 따른 부담

이 따른다. 특히, 연령이 높은 교사일수록 이런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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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습득력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결과 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실이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학습 콘텐츠를 보다 쉽고 간단하

게 편집하고 장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는데, 지 까

지 교사들의 수업 진행을 돕기 해 출시된 많은 소 트

웨어들이 사장된 것을 보면 그 사용 방법과 UI/UX의 구

성이 교사들의 환경을 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 최  5회 마우스 클릭

만으로 원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한 편집과 장 

기능을 제공하도록 한다. 동 상 처리  편집에는 

FFmpeg, H.264, Ogg를 이용하여 동 상 인코딩  디코

딩을 수행하도록 한다.

3.3.2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구축

CMS 구축을 통해 교안  멀티미디어 콘텐츠 리를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향후 빅데이

터 활용이 가능하며, 교사별/과목별/차수별/학기별 등 

문 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의미 데이터 분석으로 새

로운 교안 데이터베이스 리· 용에 활용한다[Fig.6]. 

[Fig. 6] Concept of CMS Construction

3.3.3 외부 서버 프로그램 구성을 통한 교안 정보 

업데이트 기술 

교사 개개인이 작성한 교안을 외부 서버 로그램 구

성을 통해 자동 교안 정보 업로드를 수행한다[Fig. 7]. 이

는 외부 교육시 교안검색을 통해 즉시 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화면 공유를 함으로

써 수업에 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수 있으며, 교사

와 학생간의 상호소통이 가능한 인터 티 한 수업 진행

이 가능하다.

[Fig. 7] Uploading of Teaching Plan

4. 결론

본 논문은 스마트 교육환경에 합한 스마트 로

일링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학습자들 각자의 요구와 능

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정확한 목표  기 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능력과 성에 맞는 자기 주도  

학습 실 과 공교육 만족도 제고를 통한 선행학습  사

교육비 감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상된다.

스마트 로 일링 기술을 통해 학습지도 자료의 

비를 철 히 하고, 멀티미디어 일을 사용하여 체험형 

학습을 진행하여 학습의 평 화를 이룰 수 있다. 한 

ICT 산업  교육산업의 신을 기  할 수 있으며, 국가

에서 시행하는 스마트 스쿨 인 라 구축 사업에 한 

콘텐츠 제공의 계기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로 일링 기능을 융합하기 한 환

경을 연구하고, 이를 상으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요

소들을 추출하여 각 기능에 맞는 개발 방안에 해 제안

을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업 교안 

작, 콘텐츠 일 리, 수업 강의 기능이 복합 으로 구

성되며, 수업 진행을 원활히 수행하고 개개인의 학습 능

력에 따라 이해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 된다.

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내 11,000여 곳 이상의 

일선 등 교육기 과 국 200여 곳 이상의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정부기 , 디지털 교과서의 시행에 

따른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는 유치원, 학원, 학

교, 기업의 직원 교육에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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