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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아 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균등한 교육기회 박탈, 열악한 교육여건, 선진국과의 정보화 격차 등으로 인 자원

개발이 미미한 실정이다. 우수한 인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의 세계화 경쟁에서 더욱 뒤쳐지고 있어,

개발도상국의 ‘인 자원개발’ 문제는 시 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개발도상국은 교육 산이 교육수요를 충족

하고 의무 교육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낮은 수 이어서 양 으로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히 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며, 이러한 교육 산의 부족 문제는 교육 인 라 부족 문제로 연결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NAS기반의 서버를 구성하여 교육

콘텐츠 학습 리 등의 기능을 구성하고, 클라이언트 역은 태블릿, PC, 빔 로젝터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이 가능하

도록 솔루션을 제시하여, 인트라넷 환경의 어학교육 지원을 한 쾌 한 교육환경의 구성 SCORM 기반의 랫폼을 구축

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최 화된 이러닝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다.

주제어 : 개발도상국, 교육환경, NAS 시스템, 학습 리 시스템, 인트라넷, LMS, LCMS

Abstract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Africa, are experiencing very littl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due to 

the deprivation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poor educational conditions, and the gap in information technology 

with developed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that do not have excellent human resources are lagging behind in 

globalization competi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and the problem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can not be avoided. In developing countries, education budgets are too low to meet education needs and 

compulsory education, and therefore they are not adequately responding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education. The 

lack of education budget is due to the lack of education infrastructure . In this study, the NAS based server is 

configured to configure functions such as educational content and learning management, and the client area is 

presented with solutions for various media such as tablet, PC, and beam projector. And to support optimized 

e-learning services in developing countries by constructing a SCORM-based platform.

Key Words : Developing countries, Educational environment, NAS system, Learning management system, Intranet, 

LMS, L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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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 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교육환경은 균등한

교육기회 박탈과 열악한 교육 여건이다. 선진국과의 정

보화 격차 등으로 인 자원개발이 미미한 실정이다.

재 세계 12억 인구가 균등한 교육기회의 혜택을 받지

못할뿐 아니라 2억 가량의인구가 여 히비문해자로남

아 있다. 우수한 인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개발도상국

은 선진국과의세계화경쟁에서더욱 뒤처지는 상황으로,

개발도상국의 인 자원개발 문제는 시 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개발도상국의 교육 산은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의무

교육을 달성하기에는 낮은 수 이며, 양 으로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

육 산의 부족 문제는 교육 인 라 부족 문제로 연결이

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농 지역과 도시 빈민지역은 여

히 종합 인 교육 시설이 부족하다. 농 지역의 아이들

은 부분 학교까지 걸어서 매우 먼 거리를 통학하여만

한다. 학교시설도 부분의 건물이 오래되고 낙후되어

있으며 교실 수 한 으로 부족한데다 기본 인

교육 환경조차 조성되지 못한 실정이다[1].

본 연구에서는 NAS를 활용한 교육환경에 최 화 된

서비스 지원에 을 맞추어 교육 황 NAS활용 사

례를 분석하고, 인트라넷 환경에서 어학 지원을 한 서

비스 모델을 서버와 클라이언트 에서기능을 정의하

여 NAS기반의 학습 리시스템에 용하고자한다. 인트

라넷 환경의 서버 역은 NAS기반 Web서버를 구축하여

교육 콘텐츠 학습 리 등 교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며, 클라이언트 역은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컴

퓨터, 빔 로젝터, 태블릿PC 등의단말기를활용하여수

업을 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구성하고자한다.

2.  현황 

2.1 개 도상   현황

2.1.1 개 도상   연

개발도상국의 교육단계별 교육 황에 한 조사결과

Table 1에 따르면 의무교육 시작 연령이 가장 빠른 나라

는 페루로서 3세이며 그 다음으로 국가는 가나와 볼리비

아가 4세 다. 부분의 국가는 5세나 6세가 가장많았고

르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탄자니아가 7세로 가

장 늦었다. 의무교육기 과 련해서는 가장 빠른 나이

에 시작했던 국가는 페루와 볼리비아가 각각 14년으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 국가는 라과이와 필리핀이 13년

씩으로 그다음 순을 이어갔다. Table 1에서는 의무기간

이 가장 짧았던 국가는 라오스, 미얀마, 방 라데시로서,

이들 국가의 의무교육 기간은 5년이었다. 2014년 기 으

로, 24개국 의무교육 시작연령과 의무교육 기간에

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네팔, 모잠비크, 에티오

피아, 캄보디아 다.

country
before
school

eleme
ntary

Second
ary

Electric
al

Late
middle
school

Non- high
after
middle
school

Ghana 2 6 3 3 3

Nepal 2 5 3 4 -

Laos 3 5 4 3 2

Rwanda 3 6 3 3 -

Mozambique 3 7 3 2 1

Mongolia 2 5 4 3 2

Myanmar 2 5 4 2 2

Bangladesh 3 5 3 4 1

Vietnam 3 5 4 3 -

Bolivia 2 6 2 4 3

Senegal 3 6 4 3 1

Sri Lanka 1 5 4 4 -

Azerbaijan 3 4 5 2 4

Ethiopia 3 6 4 2 1

Uganda 3 7 4 2 2

Uzbekistan 4 4 5 3 -

Indonesia 2 6 3 3 -

Cambodia 3 6 3 3 3

Columbia 3 5 4 2 -

Tanzania 2 7 4 2 -

Paraguay 3 6 3 3 -

Pakistan 2 5 3 4 1

Peru 3 6 3 2 -

Philippines 1 6 3 1 2

* 출처 : UIS Data Centre_Education.

Table 1. Official education period by educational 

level(2015)

2.1.2  급별 사 1 당 생 수

개발도상국 24국가의 교사 1인 당 학생 수는 Table 2

분석 결과 학령 교육단계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탄자니아 51.4명이 고, 그 다음으로는

국가는 에티오피아 41.9명과 볼리비아 41.8명 순으로 많

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은 국가는 아제르바이잔

(8.9명)과 우즈베키스탄(9.3명)이었다. 등교육단계에서

는 르완다와 모잠비크가 61.3명과 61.7명으로 가장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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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다음으로 에티오피아 59.2명, 우간다(51.1명), 탄자

니아(50.9명)와 캄보디아(50.2명) 순이었다. 반면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은 국가는 아제르바이잔(13.7명), 우

즈베키스탄(19.4명)과 인도네시아(19.7명)이었다. 부분

의 국가는 30∼40명 내외로 비교 학생 수가많았다.

등교육단계에서도 에티오피아(43.2명), 필리핀(35.5명),

모잠비크(34.5명), 네팔(32.1명), 방 라데시(30.8명)가 교

사 1인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었고 라과이나 우즈베키

스탄은 교사 1인당 12명 정도로 었다. 고등단계에서는

스리랑카가 교수 1인당 4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제르

바이잔이 교수 1인당 7.5명으로 가장 었다[2].

country
before
school

elementary Middle high

Ghana 31.8 32.2 18.3 28.7

Nepal 28.2 34.3 32.1 31.8

Laos 17.2 29.3 22.1 17.7

Rwanda 38.6 61.3 24.9 16.8

Mozambique - 61.7 .4.5 14.8

Mongolia 26.2 31.0 19.7 16.8

Myanmar 19.7 30.5 32.6 38.5

Bangladesh 25.7 44.6 30.8 20.9

Vietnam 20.3 22.6 - 27.1

Bolivia 41.8 24.6 22.4 20.5

Senegal 24.3 40.3 26.6 -

Sri Lanka - 23.9 17.3 47.4

Azerbaijan 8.9 13.7 - 7.5

Ethiopia 32.0 59.2 43.2 31.1

Uganda 30.2 51.1 19.4 22.9

Uzbekistan 9.3 19.4 12.6 15.5

Indonesia 14.2 19.7 13.9 17.4

Cambodia 26.7 50.2 22.8 17.9

Columbia 22.8 27.1 24.4 13.6

Tanzania 51.4 50.9 26.4 17.5

Paraguay 25.4 26.7 12.8 -

Pakistan - 38.9 23.6 19.3

Peru 58.2 22.6 17.2 14.8

Philippines 32.2 34.2 35.5 23.2

* 출처 : UIS Data Centre_Education.

Table 2.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average 

annual)

2.2 진  K-12 환경  트 드

2.2.1 미  환경 변화사

미국의 교육환경 변화 테크놀로지 산 증가를

상하는 학구는 Fig. 1의 결과를 보면 학교의 약 90%가

2014-2015학년도에 하드웨어/소 트웨어/교사 훈련/기

술지원 등 테크놀로지 련 산이 년과 동일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망되었으며 가장 심을기울이는 항목

은 하드웨어/기기 구매와 인 라의 용량으로, 로드밴

드 무선 네트워크가향후 학구의 구매 결정에 큰 향

을 끼칠 것으로 망된다.

Fig. 1. Technology Budget Outlook: Percentage 

of Districts Expected to Increase Budget

모바일 컴퓨 기기가 발 하고 맞춤 학습에 한

심이 커지면서 일 일 컴퓨 BYOD(Bring Your

Own Device) 로그램에 심이 고조되며, 체 학구를

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일 일 컴퓨터 시행 황 Fig. 2

를 보면 고등학교의 44%, 학교의 36%, 등학교의

20%가 일 일 컴퓨 을 상당 부분 시행하고 있다고 응

답했다.

Fig. 2. One-to-One Computing Implementation 

Status

2.3.2 본  무지원 시스템 도  사

일본의 후카야시시는 학교에 “종합 교무지원 시스

템”을 도입하여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이

타마 내에서 최고 수 의 ICT 환경을구축하여교무와

학생 지도에 활용 이다. 교무지원 시스템에 한 교원

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학생들의 학력 향상도

기 되고 있다.

일본의 “종합 교무지원 시스템“은 기존 학생 명단

정보 리, 출결 정보 리, 성 처리, 통지표 작성 기능

에 지도기록을 포함한 서류의 자화 기능을 추가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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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데이터 일원화를 통해 업무 처리를 효율화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경감하 다.

동 시스템을 활용해 양호 선생님이 인 루엔자로 인

한 출결 상황을 출결 리에기록할수 있는 학교도 있으

며, 집계 결과는 교장실에서 곧바로 악이 가능하며, 게

시 이나 설문조사, 메시지 송 기능 등을 활용하여 회

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3].

2.3.3   야 슈  화 동

정보기술의 발 과 변화가 빨라지면서 기술의 복잡도

도 깊어지고 기술과 정보 간 상호운용성에 한 요성

이 커지고있다. Fig. 3은 상하로 국내와해외를구분하고

있으며, 좌우로 민간 분야와 정부 간 의체로 구 분하고

있다. Fig. 3의 는 국제 표 화를 추진하는 기구 단

체들을 가리키며, 아래는 국내 표 을 개발 는 활용하

는 기구와 단체들을 나열한 것이다. 좌측은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사실상 표 화 역을 가리키며, 우측은 정부

에 의해 개발되거나 승인되는 공 표 화 역을 가리

키고 있다[4].

Fig. 3. Major Issues and Standardization Trends by 

Education Year

* 출처: DOCEBO(2014), E-Learning Market Trends & ForecastReport

3. NAS(Network Attached Storage)

3.1 개 도상  지원   NAS 루  활용

3.1.1 환경  

개발도상국 지원을 한 서버구성은 비용 사용편

의성 차원에서 서비스를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며, 최근

도입되는 NAS가 공통 으로 Linux로 구동되고 있는 상

황이라 유능한 개발자들이 GitHub 등에 패키지화된 여

러 로그램을 업로드하고 이를 통해 수많은 기능을 도

입할 수 있다. 특히서로 다른 하드웨어에서 동일하게 구

동하기 해 Docker를 이용한 가상화환경을 도입하면서

하드웨어 편차를 고려할 필요성도 상당 부분 사라진 상

황. Docker Hub에있는 수많은기능 상당수를 NAS에

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을 제 로 활용하려

면 아무래도 인텔 x86 CPU를 탑재한 NAS를 사용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3.1.2 저 전   저  지비용

NAS는 ARM이나 MIPS, 그리고 아톰 CPU를 기반으

로 만들어진 제품이 부분이라 력 소비가 다. NAS

에서 하드디스크 제외 한 소비 력이 10W 정도 내외인

제품이 부분이다. 따라서 서버에 비해 압도 인 력

소비량 비 효율성을 보여 다. 2018년 재 인텔 기반

CPU의 력 소비량은많이 어들고있으며, IDLE 상태

의 력 소비량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3.1.3 NAS 치  용

NAS는 서버보다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특히 서버

의 경우 업 설치자, 리자 개발자들이 세 함에 비

해 NAS의 경우 개인이 직 세 하고 리할 수 있다.

다만 내부 인트라넷 구성을 하여 공유기를 활용할 경

우 사설 IP설정과 포트 포워딩은 알아야 한다.

3.1.4 트라넷  활용

NAS는 유선 는 무선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야

하며.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인트라넷 환경처럼 분리

된 네트워크에서도 NAS는 사용할 수 있지만 원격 연결

을 하려면 외부 인터넷 연결은 필수 이다.

3.2 NAS System 트웨어 활용

학습 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하여 주로 사용되는

로그램의 종류 기능은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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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Applied

technology
Explanation

Learning
manageme
nt support
system

Rmate

- It can be used without downloading
any plug-ins or Active-X from IE
(including 7,8), Chrome, Firefox,
Safari, etc.

- Available in the latest mobile
environment (smartphone, tablet
PC) with HTML5 support

- Complies with Web accessibility
(Supports data linkage with TTS for
the visually impaired, supports
pattern processing function)

- Chart and data interface with XML,
String and Array, Json, Html table,
CSV, etc.

HTML5

- The latest specification of 'HTML
(Hyper Text Markup Language)',
the basic programming language
for creating web documents

- Implement the same function
without installing Active X

- Graphic effect of Flash, Silverlight,
and JAVA FX

- Compatibility, rich content, N screen
support, cloud-friendly, open

MySQL

- Supports basic engine such as
MyISAM, InnoDB, Archive,
Memory, NDB, Federated and 3rd
party storage engine

- Replication of data in a physically
independent disk space to
duplicate

WebToB

- Stable processing of large
transactions through distribution of
optimized service requests of a
single process

- Improved processing speed with
optimized internal communication
of JEUS

- Enhanced security without firewall
port openings to improve web
service reliability

JEUS

- Java EE 7 Full Platform Compatible
certification

- High-performance processing of
large transactions with WebtoB and
optimization

- Recurring dynamic clustering,
non-disruptive deployment,
in-memory JSP Compilation

Table 3. NAS System Software type

4. 개 도상  K-12 습 리 시스템 

현 안

4.1 드웨어  네트워크 환경

Fig. 4의 네트워크 구성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NAS-Server에 Client가 유/무선으로 속하여 로컬 네

트워크에서 독립하여 학습 리 서비스를 운 하며

Table 4의 서버와 NAS 비교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는

서버의 설치보다는 NAS를 서버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

하다.

- NAS-Server와 학습 리 지원센터 Gate간 VPN을

통해 안 하게 자료를 송수신한다.

- NAS-Server는 Linux와 MySQL상에서 학습 리

기능이 동작된다.

- Client는 일반 인 PC의 Windows 7/10 OS/ 태

블릿 PC의 android/ios 상에서 동작한다.

- NAS-Server와 학습 리 지원센터 Gate간 학습

리-Link 모듈을 통해 자료를 송수신한다.

- 학습 리 지원센터 Manager는 WebToB 웹서버와

JEUS WAS 기반으로 동작한다.

division Server NAS

Maintenance
personnel

Need skilled
workers

Need for beginners

Maintenance cost height lowness

Power consumption height lowness

Installation difficulty height lowness

Convenience of
movement

lowness height

Table 4. Server / NAS Comparison Table

4.2 개 도상  스마트 실환경  안

4.2.1 습지원 제어 듈  현 

개발도상국 교실환경에 용할 학습 리 시스템은

NAS 서버와 연동하여 어학교육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

Fig. 4. Networ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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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되며, 학습 콘텐츠의제어 기능을구 하고, 각종미

디어와 학습 리 기능이 연동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

를 완성하여 용하여, 맞춤형 학습지원이 가능하도록

학습 리 제어모듈을 구 한다.

Fig. 5. Classroom environment

Fig. 5 교실환경에서 교사용 태블릿 PC, 자칠 , 빔

로젝터, 스마트폰은 n스크린 기반의 서비스가 가능하

도록 비하여 교사와 학생간의 화면공유가 가능하도록

구 한다. 한국의 경우, 교실(학습장소) 역에서는 재

의 자칠 과 자교탁이 분리되어 운용되던것을 개발

도상국의 교육환경을 조사 분석하여 교사용 태블릿 PC

에 용 혹은 스마트 TV와 연계한 서비스 모델을 완성

하도록 한다. 향후 교사는 교사용 태블릿 PC 는 데스

크톱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리 지원을 하며, 강의 된

내용은 NAS 서버에서 보 통계 작업을 거쳐 온라인

학습자에게서비스하도록 한다. NAS 기반학습 리지원

시스템은 인트라넷 는 온라인 환경에서서비스를 지원

하기 한 NAS 서버를 구축하여 교사용 태블릿PC와 스

마트기기가 연동하여 화면 미러링 기능을 제공하며, 스

마트 미러링 기술과 결합되어 교육용 콘텐츠의 공유

서기능을 활용한 n스크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솔루

션을 제시하여 확장성을 부여한다.

4.3 어 지원 비스 랫폼 

4.3.1 습지원 가기능 개

교실환경에서의 스마트 기기와 디스 이( 자칠 /

로젝터/스마트TV 등) 장치와의 무선 통신을 통한 동

기화를 하여 교실 내 사설망구축(2.4Ghz~5Ghz), LAN,

WAN, 포트지원, 역폭의 안정화를 하여 사설 IP체계

구축, 스마트패드 연결 기기 속, 앱보호, 외부인터넷

속을 한 Fig. 6 무선 AP(Access Point)를 제작하여

학습 리 시스템에 용하며, 스마트기기의 상 음

성을 형 디스 이 장치에 달하도록 기능을 구 하

도록 무선AP 처리용 기기를 개발하여 교실 환경에서에

서 기기간의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구 한다. 스마트기

기에서 음성 상을 포함하는 정보는 스마트기기에서

캡처하여 자칠 으로 WIDI (WIFI Display) 무선 통신

으로 달하도록 화면캡처 기능을 지원하며, 비디오

임 역시 당 25 래임이상 캡처하도록 지원하며, 자

칠 에 맞도록 해상도 조 후 표시하도록 랜더링을 지

원한다.

Fig. 6. AP(Access Point) Module Configuration

4.3.2 어  비스 지원 안

교실환경에서의 교육 서비스 지원을 하여 교사용

태블릿PC 는 데스크톱은 LMS/LCMS 서버에 속하

여 당일 수업내용을 자동다운받아 비하며, 방과 후 수

업시간에 맞추어 강의개요를 설명하고, 동 상 강좌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습자에게 서비스 제공하며, 블랜디

드 학습지원이 가능하도록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스마트

패드를 통한 자율학습 교사의 수업참여가 가능하도록

웹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며, 워크북을 통한 문제풀이가

가능하도록 다자간 서기능과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

서비스되는 학습 콘텐츠는 미국의 등학교 정규교육과

정으로 Grade1에서 Grade5까지 어, 수학, 과학 등의 과

목을 원어민 강사에 의하여 과목별/단원별 서비스가 가

능하도록 수업이 진행되며, NAS 서버에 속하여 자율

학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NAS 서버에 장된 동

상을 메터데이터 검색을 통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퀴즈

문제풀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 하여 서비스를한다.

4.3.3 습 리(LMS) 기능 현

학습지원 기능에서는 학생이 로그인을 통해 가상학습

공간에 근 했을 시, 학과, 과정 분류를 통한 강좌 학습

개인 활동, 시험평가, 부가학습, 과제평가 등의기능을

제공하고 실시간 데이터 송을 통해 학습 진행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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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내역, 학습 황 결과 등을 자동 생성하며 LMS 주

요 기능은 Table 5.와 같다.

운 지원 기능은 Fig. 7 LMS 시스템 구성도에 따라

학습운 리의 편의성 효율성에 기반 하여 운

자가 로그인을 통해 어 왔을 때 교육과정 리, 학습운

수강 리, 시스템모니터링 리, 사용자 리 기능등을

제공하고, 실시간 데이터 송을통해 사용자 권한

리 내역과환경 설정내역, 리내역, 통계 산출물 내역

등을 생성한다.

division main function

Study
manageme
nt and
course

manageme
nt

- Create classes and assign classes for efficient
learning management

- View and manage student status and course
status by course (approval / change /
cancellation), course progress

- Monitoring function of classroom operated by
subject (assignment, evaluation, bulletin board,
etc.)

- Full mailing, mailing by user type, mailing by
process and mailing of individual selection

Content
manageme
nt function

- Content search and content recycling function
through LCMS

- Content quality management through compliance
check of content classification system and
content link check function

-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content in course
according to course design

System
monitoring
manageme
nt function

- Ability to inquire the status related to learning such
as student status, professor / instructor status,
various bulletin boards, grades, etc.

- system connection status, user status, modification
log analysis

- Ability to view results / statistics related to voting
and survey

Learning
manageme
nt authority
control

- Provide services by distinguishing faculty / student
/ major functions

Table 5. Key features of LMS

Fig. 7. LMS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4.3.4 습 텐츠 리(LCMS) 현

학습콘텐츠 리시스템(LCMS)의 주요기능 Table 6

은 학습 콘텐트의 생산, 리, 유지 달, 추 에 을

두고 학습 콘텐트를 효율 으로 리하며, 학생의 요구

에 맞는 콘텐트를 제공하도록 개발한다. LCMS 시스템

구성도 Fig. 8과같이 SCORM 표 지원 콘텐트 는 비

표 콘텐트가 SCORM Import에 탑재 되면 SCORM으

로 서비스를 한 API adaptor를 제공하여 SCORM 형태

로 서비스를 지원하며 SCORM 변환 콘텐트를 사용자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다.

division main function

Standardized
packaging

management
function

- Treat both SCORM-compliant content and
standard / non-standard content as learning
objects

- Implementation of Content Package Import
developed according to SCORM 2004
specification

Decompression
function

- Storing and utilizing content as a manifest file
- It is stored and utilized according to the

management system of LCMS for learning
object metadata files and resource files.

Imsmanifest.XM
L

File parsing and
management

- Metadata includes keyword, category, and
coverage. It is stored in DB through
metadata parser.

- Create Knowledge Map easily according to
the desired classification system

Save learning
object metadata

- Share and send subject information and
learning object metadata about the contents
collected from the local PC

- Managing content information through
metadata

Table 6. Features of LCMS

Fig. 8. LCMS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4.3.5 SCORM 2004 활용

가) Metadata 구성

LOM(Learning Object Metadata) 정보 모델은 9개 범

주로 분류되며 이들범주는 LOM 정보모델의 정의에

한다[5].

1) 일반 범주(general category): 자원을 체 으로

설명하는 일반 정보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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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명주기 범주(Lifecycle category): 자원의 히스토

리, 재의 상태, 발 에 향을 끼친 사람 등의

련 정보들을 포함한다.

3) 메타데이터 범주(metadata category): 장된 기록

이 설명하고 있는자원에 한 정보가 아닌 메타데

이터 기록 자체에 한 정보들을 포함한다.

4) 기술 범주(technical category): 자원의 기술 인

필요조건들과 특징들에 한 정보들을 포함한다.

5) 교육 범주(educational category): 자원이 갖고 있

는 교육 특징과 교수법상의 특징들에 한 정보

들을 포함한다.

6) 소유권 범주(rights category): 자원과 련한 지

소유권 사용권에 한 정보들을 포함한다.

7) 계 범주(relation category): 사용하고 있는 자원

과 다른 목표 자원의 계를정의하고 있는 정보들

을 포함한다.

8) 주석 범주(annotation category): 자원의 교육 사

용에 한 주석과 언제, 가 주석을 달았는지에

한 정보를 포함한다.

9) 분류 범주(classification category): 자원이 특별한

분류시스템에서 어디에 속하는지에 한 정보를

포함한다[6].

나) Metadata 활용

메타데이터는 수많은 콘텐츠 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검색하여 결과를 얻는 데에 목 이 있다. 메타데이

터는 패키징 정보를 올릴 때 분리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색인화되어 올라간다. 이 게 장된 메타데이터는 검색

기능을 통하여 콘텐츠 장소에 있는 콘텐츠를 쉽게 찾

을 수 있게 한다. LCMS 기능은 메타데이터를 잘 활용함

으로써 콘텐츠 장소의 역할을 구 할 수 있다[7].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개발자의 부담은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메타데이터를 입력해야한다는 사

실이다[8]. SCO의 크기를 작게 하면 더 많은 단 콘텐

츠 들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콘텐츠들에 한 메타데이

터 입력 작업이 불가피하다. 메타데이터의 항목이 60여

개가 넘고 이를 모두 입력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메타데이터 에서도 필수 입력항목만을 입력하

거나 필요항목에 추가하여 꼭 필요한메타데이터를 입력

함으로써 메타데이터 입력에 필요한 시간을경감하는 방

법을 많이 취한다[9].

6. 결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교육 인 라 구축

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열악한 인터넷 환경과 불안

정인 력 공 의 문제가 크며 한 IT 문 인력의 부재

로 서버 리의 어려움 등이 문제 으로 도출되었다.

NAS는 인트라넷 내에서 일 공유 센터 역할을 하는

다목 네트워크 연결형 장소 서버로 웹 기반으로 네

트워크상에서 일 장 공유, 일 리, 일 백업,

웹사이트 호스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용도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ARM이나 MIPS, 그리고 아

톰 CPU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력 소비가

으며 한 기본 으로 제공하는 UI를 통해 NAS를 세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보자도 쉽게 NAS를 세 하고

리할 수 있어 NAS기반의 학습 리 시스템 구축을 목

표로 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인트라넷 환경에서 학습 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해서만 연구를 하 으나, 앞으로 인터넷

환경에서 학습 리 지원센터의 구축을 통하여 학사 리

반의 데이터 교육 콘텐츠의 통합 리가 된다면 학

습 리 지원센터를 통하여 사용자 학년에 맞추어 동일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 본 분야의 커다란 발 이

기 된다. 허나, 이에 앞서 사용 환경의 네트워크 통신망

의 구축과 학생 리에 필요한 데이터의 표 화 교육

용 콘텐츠 개발 단계에서부터 철 히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0].

로 의 도움을 받는 교육(Robot-Aided Learning :

R-Learning)은 로 과 수강생사이의 실과 가상공간을

넘나드는 상호작용으로정의되는바 다음 7가지의 장 을

들 수 있다[11]. 교육 학습활동의 반응성, 실공간과

가상공간간의 상호 빈도증 , 학습시작을 한 상호권한

부여, 매체의 의인화, 교사와 학부모간의 손쉬운 커뮤니

이션, 타지 제공, 신체활동 기회부여 등의 장 이 있

다. 향후 로 을 활용한 교사도우미로 의 연구방향은

머신러닝기술 딥러닝 기술을 용하여 인공지능 인

요소를 추가하도록 하며, 학생의 제스처, 감정인식 로

의 표 기술을 연구하여 인지기능이 가미된 서비스 로

으로의 진화와 스마트 교실을 융합하는 연구로 발 되

어야 할 것이다[12].

개발도상국의 교육 시설의 부족한 부분은 컨테이 박

스를 활용하여 교실을 구성한 후 온/습도 센서, 미세먼지

센서, 조도 센서 등을활용하여 교실환경을 구성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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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실 환경은 교사 도우미 로 을 통하여 리할 수

있는 블록형 스마트 교실 환경을 구성한다. 블록형 스마

트 교실의 력 공 은 가정용 상업용에사용할수 있

는 소규모 태양 발 장비를 활용하여독자 으로 내부

에 탑재된 시스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14]. 블록형

스마트교실의 보 이 개발도상국의 교육환경 인 라 구

축에 도움이될 거라 생각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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