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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러닝 (e-Learning)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시

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각종 매체를 통해 다

양한 형태의 학습을 수행하는 교육방식이다. 즉 이러

닝은 인터넷 등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

습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고,

학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듀테크 시장에서 확대되

고 있다[1].

이러닝의 적용 분야로는 먼저, 학교나 학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LMS (learning management sys-

tem)에 기반한 적응적 러닝 (adaptive learning)을 들 

수 있고, 비디오, 미니게임, 퀴즈, 인포그래픽으로 구

현된 마이크로 러닝 (micro learning), 인공지능을 지

원하는 학습 환경, 학습자들의 호기심과 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게임 기반 학습, 가상현실 (aug-

mented reality, AR)과 증강현실 (virtual reality,

VR)을 결합한 혼합현실 (mixed reality, MR)을 이용

한 경험 제공,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소셜 러닝 (social

learning), 강의자가 청중들의 반응과 이해를 쉽게 파

악할 수 있는 청중 응답 시스템 (audience response

system)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2].

청중 응답 시스템을 통해 강의자는 강의 과정이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에 적절한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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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은 실시간으로 교육

에 참여하고 강의 중 다른 학습자들의 반응을 비교할 

수 있어 강의 참여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강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 참여하는 강의자 및 학습자 

간의 학습 결과 및 피드백을 공유하는 것을 확대하

여, 교육 환경에 참여하는 모든 학습자의 활동 정보

와 이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공유

하는 것이 청중 응답 시스템에 구현되어야 한다. 또

한, 학습 참여자의 응답 정확성 및 시스템 구현의 효

율성이 만족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한

다면 청중 응답 시스템을 구성하는 통신방식으로는 

SignalR이 가장 적합하다.

SignalR은 주로 채팅 프로그램이나 간단한 실시

간 온라인 게임에 주로 사용하는 통신방식이다. 무선 

응답기와 무선 리더기를 통해 응답하는 기존의 청중 

응답 방식에서는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응답기 간에 

통신하고, 웹을 통한 청중 응답 방식에서는 웹 환경

에서 응답 공간을 생성하고 웹을 통해서만 응답을 전

달할 수 있다[3,4]. 반면, SignalR은 PC, 웹, Android,

iOS 등 모든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

고, 타 플랫폼 대비 개발 난이도 또한 낮아 프로그램 

개발의 범용성과 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호환성

이 결여된 기존의 청중 응답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한 

SignalR에 기반한 청중 응답 시스템을 최초로 제안

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청중 응답 시스템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제안한 SignalR 기반 청중 응답 시스템,

4장에서는 제안한 청중 응답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2. 청중 응답 시스템 

2.1 청중 응답 시스템의 개요

청중 응답 시스템은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휴대폰 

또는 노트북 같은 다양한 개인 컴퓨팅 장치를 사용하

여 청중의 응답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 이를 통해 다른 학습자들의 눈치를 살펴 거수하

는 등의 군중 심리에 의한 학습자들의 선택 경향을 

배제할 수 있다.

강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전

달하기 위해, 청중 응답 시스템에서는 무선 하드웨어 

모듈과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실시

간 응답, 다이얼 테스트 및 청중 응답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강의자의 질문

에 대한 학습자들의 답변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휴대용 리모컨을 클리커 (Clicker) 라고 한다.

청중 응답 시스템을 사용하면 수동 방법보다 더 

빠르게 대규모 집단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고, 강의 

진행뿐 아니라 대형 강의실에서 출석 또는 이수 정보

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청중 응답 시스템을 사용하

는 사람들에게는 수업 참여도 향상, 익명 응답 전달,

개별 응답 추적, 응답 결과 표출, 재미있는 학습 환경 

제공, 강의 이해도 향상, 학습 데이터 수집 용이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

2.2 학습자 정보 전달 방식의 진화

청중 응답 시스템에 사용되는 학습자 정보 전달은 

직접 응답, 무선 응답, 및 인터넷 환경을 이용한 응답 

방식으로 분류된다. 직접 전달방식에서는 별도의 장

치 없이 응답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학습자의 정보 공유가 어렵고 응답자가 다수일 경우 

취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무선 응답 방법은 투표

가 필요한 경연 프로그램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데, 공간 내에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별도의 무선 기

기가 제공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인터넷을 활용한 응답 방식에서는 별도의 

응답 기기가 없더라도, 기존의 WiFi 환경에서 PC와 

웹 사이에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응답의 

안정성과 데이터 전송 속도가 보장되어 대규모의 청

중 응답이 가능하다.

기존의 청중 응답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QuizAll과 SYMFLOW를 들 수 있다. QuizAll에서는 

별도의 무선 투표기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구현되었

는데, 응답 속도가 빠르고 기능이 매우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다. 즉 무선 투표기를 활용해 퀴즈 게임,

투표, 설문조사, 인기투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고, 영문 및 숫자로 구성된 주관식 답안 입력도 

지원하여 설문조사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QuizAll을 통해 청중 응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서는 별도의 통신 단말기와 수신기가 필요하며 이를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5].

SYMFLOW에서는 프리젠테이션 (Presentation),



1141이러닝 구현을 위한 SignalR 기반 청중 응답 시스템

다운플로우 (Downflow), 업플로우 (Upflow) 기능을 

제공하는데, 프리젠테이션은 발표 기능에 최적화된 

모드로서 파워포인트 화면을 강의자와 청중들에게 

동기화하고, 다운플로우는 강사가 청중들에게 문제

를 출제하는 기능인데, 청중들에 대해 알고 싶은 내

용을 객관식 혹은 주관식의 형태로 실시간 표현이 

가능하다. 업플로우는 청중이 강사에게 질문하는 기

능으로 궁금한 내용을 강연 도중 바로 전송할 수 있

고 다른 사람의 질문을 추천하여 공감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는 웹 소켓을 사용하여 청중 응답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웹 소켓의 경우 모든 플랫폼에서 접근이 

가능하나 모바일에서도 웹 링크를 통해 접속하기 때

문에 모바일의 웹 브라우저의 종류나 버전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6].

이와 같은 청중 응답 시스템에서는 학습자들의 응

답이 강의자의 기기로부터 모든 학습자들에게 공유

되어야 하고, 학습자의 경우 응답할 수 있는 방식이 

복잡하거나 비용이 부과되지 않아야 하며, 응답 데이

터가 실시간으로 강의자 기기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접근이 쉽고 응답 전달이 빠른 웹을 통

한 데이터 전달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다. 또한 강의 

환경은 강의자와 학습자가 한 공간에서 진행되고, 동

일한 인터넷 환경에서 강의가 진행되므로 웹을 활용

한 데이터 전송이 가장 이상적이다.

3. 제안한 SignalR 기반의 청중 응답 시스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웹 애플리케이션 프

레임워크인 ASP.NET을 통해 프로그래머들은 동적

인 웹 사이트, 웹 애플리케이션,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ASP.NET용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인 SignalR

을 활용하면 서버 코드가 클라이언트 측 웹 응용 프

로그램에 실시간으로 비동기 알림 (asynchronous

notifications)를 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SignalR에

서는 브라우저와 서버 간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HTML5 API 웹 소켓 (WebSocket)과 서버 클

라이언트 사이의 원격 프로시저 호출(remote proce-

dure call, RPC) 통신을 활용한다[7]. RPC 통신은 별

도의 원격 제어를 위한 코딩 없이, 다른 주소 공간의 

함수 및 프로시저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 

사이의 통신 방식이며, 실행 프로그램 또는 로컬 위

치 및 원격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SignalR은 .NE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

기 때문에 웹 뿐만 아니라 동일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Xamarin에서 Android 및 iOS 자체의 앱 개

발이 가능하므로 확장성이 뛰어난 특징이 있다.

SignalR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프로

그래머의 경우 C#언어를 통해 웹 소켓 통신을 구현 

할 수 있고, C# WinForm, ASP.NET MVC (model

view controller), Xamarin과 같이 PC, 웹, 모바일 환

경에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 WinForm

을 사용한 PC 클라이언트 기능을 구현하여 강의자의 

환경을 구성하고, ASP.NET을 사용한 허브 구현,

ASP.NET MVC를 사용한 모바일 또는 웹 클라이언

트 기능을 구현하여 학습자의 응답 환경을 구축한다

[8].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SignalR을 이용한 

청중 응답 시스템의 동작 과정은 Fig. 1에서와 같다.

3.1 개발 환경 구성

SignalR을 활용한 청중 응답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 환경을 구축하였는데, 먼저 허브를 개발하

기 위해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ASP.NET

Web Application 프로젝트를 생성한다. 허브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Microsoft.AspNet.SignalR.System

Web 라이브러리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Nuget Package로 검색하여 설치하고, C#으로 코딩

을 진행하였다. 허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프로젝

트의 Startup.cs 클래스를 수정하여 SignalR 통신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열어주는 configuration 설정을 

적용해야 한다.

이후, 외부에서 허브로 “/signalr” 이름으로 접근

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파이프라인을 열어주고, 크

로스 도메인으로 허브에 접속하는 유저를 모두 허용

하게 하는 미들웨어 CORS (cross-origin resource

sharing) 옵션을 모두 허용으로 적용 후 SignalR 허

Fig. 1. Operational process of SignalR in an audience 

respo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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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를 실행한다.

강의자용 클라이언트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Win-

dows Forms Application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허브와 동일한 C#을 사용하고, Nuget Package의 

Microsoft.AspNet.SignalR.client 라이브러리를 설

치한다. 학습자용 클라이언트도 유사하게 비주얼 스

튜디오에서 ASP.NET Web Application 프로젝트를 

생성한다[9].

Web 클라이언트는 외부에서 SignalR 통신을 위

한 jQuery.SignalR.js 스크립트 파일을 직접 프로젝

트에 포함시킨다. jQuery를 사용하면 일반 자바스크

립트 코드로 작업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jQuery의 빠른 생산성과 넓은 범용성

으로 파생된 라이브러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

서 웹 GUI 기반 라이브러리인 jQuery UI를 통해 윈

도우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기능성의 UI를 쉽게 만

들 수 있고, 최근에는 jQuery가 모바일용 웹 애플리

케이션의 제작도 지원한다[10].

마지막으로, 로컬 서버 세팅을 해야 하는데, 윈도

우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서버를 위한 웹 기반 서비

스인 IIS (internet information service) 서버는 내부

에서 SignalR 통신 확인을 위해 필수로 설정해 주어

야 한다. SignalR은 ASP.NET으로 웹 소켓 애플리케

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IIS설정은 별도의 설치파일

이 존재하지 않고 Windows 기능으로 설정할 수 있

다. 이렇게 IIS서버, 허브, 클라이언트 구성 준비가 완

료되면 본격적으로 SignalR 통신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3.2 제안한 청중 응답 알고리즘

지금까지 설명한 개발 환경을 통해, SignalR을 활

용한 강의 진행 정보와 강의자 및 학습자 간의 정보

를 공유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허브를 오픈하여 강의자용 클라이언트에서 그룹을 

생성하고, 학습자용 클라이언트에서 생성된 그룹에 

접속하면 SignalR통신이 시작된다. 따라서 강의자 

클라이언트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면 학습자용 

클라이언트는 옵션에 맞게 동작하고, 그에 맞는 응답

을 허브로 전달하면 허브에서 강의자용 클라이언트

로 대상과 응답을 전송하고 허브에서는 그 결과를 

표시하게 된다. 제안한 청중 응답 알고리즘의 동작 

과정은 Fig. 2에서와 같다.

먼저 클라이언트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클래스

와 강의자 클라이언트에 학습자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매니저 클래스를 생성하고, 허브 프로젝트를 실

행하여 실행되면 허브를 오픈한다. 강의자용 클라이

언트의 허브 접속과 그룹 생성은 먼저 허브로 접속한 

후 그룹을 설정하도록 요청한다. 허브에서 성공적으

로 그룹이 생성되면 학습자 클라이언트의 접속이 가

능한데, 접속순서는 강의자용 클라이언트와 동일하

다. 이때 동일한 그룹명으로 허브에 접속 요청해야 

생성된 그룹으로 등록된다[11].

학습자 클라이언트의 그룹 접속이 완료되면 강의

자에게 접속된 사용자의 정보를 전달하여 강의자 프

로그램에 표시되도록 해야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그

룹 접속될 때 허브에 생성된 그룹 이름을 검색하여 

Fig. 2. Flowchart of proposed audience response algo-

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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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그룹이 있는 경우 그룹 강의자의 Connection

Id로 사용자 접속 함수를 호출하고, 호출된 강의자 

클라이언트에서는 접속사용자를 화면에 표시한다.

Fig. 3에서는 학습자의 그룹에 접속할 경우 강의

자 단말기의 UI를 표시하고 있고, Fig. 4는 객관식 

및 주관식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강의자 프로그램의 

UI를 나타내고, Fig. 5는 강의자가 선택한 응답 모드

에 따라 학습자 프로그램이 표출하는 UI를 각각 나타

낸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청중 응답 시스템의 자세한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즉 허브 그룹이 생성되어 

있고, 학습자 및 강의자의 클라이언트가 상호 연결된 

상태에서 강의자의 버튼 동작에 따라 학습자의 응답 

수단이 변경되고 그 응답이 강의자의 프로그램에 표

시되는 기능이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클라이

언트에서 응답을 전송했을 경우, 강의자 프로그램의 

화면에 응답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는데, 학습자가 객

관식, 주관식의 답안을 전송할 때마다 강의자에게 정

보가 전달되고, 그 때마다 강의자 프로그램에서는 실

시간으로 정보가 변경되어야 한다.

4. 제안한 청중 응답 시스템의 성능 평가 결과 

및 고찰 

이번 장에서는 제안한 SignalR 기반의 청중 응답 

시스템이 실제 강의 환경에서의 활용성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다. 학습자들이 강의자 환경에 

접속하는 경우와 이탈하는 경우에 대한 실험과 학습

자가 다중 접속했을 경우 전송 시간과 전송 실패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4.1 학습자 접속 상황 실시간 표시

청중 응답 시스템에서는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학

습자들이 강의자 환경에 접속하는 경우 이를 실시간

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Fig. 6은 학습자들이 강의 환

경에 접속했을 경우 강의자의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Fig. 3. User interface of lecturer display when connect-

ing to a learner group.

Fig. 4. Lecturer program UI for multiple-choice and 

subjective questions.

Fig. 5. Learner program UI according to response mode.

Fig. 6. Real-time display of learner access information.

Fig. 7. Real-time display of learner’s dis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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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ig. 7은 학습자가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

로 강의자 환경에서 이탈했을 경우, 강의자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었다.

4.2 다중 접속자 응답 테스트

실제 강의 환경에서는 특정 강의자의 강의 시간에 

최소 수십 명의 학습자가 동시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된 다중 접속 

툴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다중 응답을 전송하고 결

과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50명의 접속된 학습자가 다중접속 툴을 사용해 응

답을 전송했을 경우, 강의자의 환경에서 노출되는 응

답 정보 및 로그 정보는 Fig. 8에 나타내었고, Table

1.에서는 50명의 학습자가 응답 값을 동시에 60회 전

달했을 때 그 값들이 강의자의 단말기에 노출되기까

지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시뮬레이션에서는 50개의 임시 클라이언트

를 생성하여 직접 허브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었는데, 50개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생성하였을 경우 

CPU 점유율이 매우 높아져 통신이 매우 느린 경우가 

발생하였다. 실제 환경과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려면 

서로 다른 50개의 휴대폰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클라이언트 생성을 통해 시

험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사용자의 다양한 시스템 환

경에 따른 실험은 진행하지 못하였고, 네트워크 환경

은 서로 간섭되지 않고 최적의 통신 상태라고 가정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50명의 학습자에 대하여 데이터 전송 테스트를 60

Fig. 8. Multiple response test for learner’s access.

Table 1. Measurements of time the learner's response is passed to the lecturer

Send count 1 2 3 4 5 6 7 8 9 10

Response time 433 454 423 430 436 614 431 432 433 424

Send count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esponse time 609 440 456 420 423 417 418 608 615 609

Send count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Response time 431 447 418 445 421 423 422 572 436 418

Send count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Response time 414 613 423 433 436 416 414 448 412 436

Send count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Response time 421 453 438 617 428 439 428 436 607 442

Send count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Response time 606 440 437 422 431 418 416 422 618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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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진행한 결과, 강의자 단말기까지 전달되는 시간이 

0.5ms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총 60회 중 11회로서 

확률이 약 18% 정도로 확인되었다. 또한 데이터 전

송이 안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고, 응답 시간이 

간혹 0.5ms보다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클라이언트 

생성에 따라 CPU 점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습자의 수가 많은 경우 한 번에 많은 데이터

를 전달하게 되면 처리해야 할 정보가 많아지므로 

느려질 수 있다.

5. 결  론

이러닝 기술이 발전되면서 최근 교육 시장은 IT

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특히 강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모두 데이터화하여 학습자의 높은 

강의집중력 및 학습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많은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강의 환경에서 강의자와 학습자

들의 상호작용으로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강의 참여

도를 통해 강의자는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학습자들

은 개인의 응답 전달로 다른 학습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웹 소켓 통신을 채택했

고, SignalR을 사용해 PC, 웹, 모바일 같은 멀티 플랫

폼에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실제 

50명의 학습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것을 가정하여 진

행한 모의실험에서 데이터의 유실이 없고 응답시간

이 0.5ms 이내로 나타나는 등 실제 강의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객관식 및 주

관식 응답도 전달할 수 있어 다양한 방식의 학습자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청중 응답 시스템에 적용된 웹

소켓 통신방식을 고속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도록 개

선하고, 대량 유저의 경우 멀티허브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한다면 더욱 더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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