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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웹 환경에서 운영되는 학생관리를 위한 시각적인 시스

템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학생 출석부는 학생의 학번과 학과 및 성명 등 

텍스트 정보 밖에 없으므로 학생 개개인의 얼굴을 익히지 않는 한 대리

출석을 체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웹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

된 학생관리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 결석이 많은 학생이

나 성적이 나쁜 학생들에게 경고용으로 부모에게 자동적으로 문자메세

지를 통보하여 일방적인 교수의 학생지도가 아니라 교수-학생-부모간의 

삼위일체 지도를 유도할 수 있다. 

제1장 서론

 최근의 많은 변화를 가져온 인터넷의 

발달로 컴퓨팅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업 및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웹은 인터

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 세계 

어디라도 연결할 수 있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자들은 인터넷상에 구축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 웹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많은 

대학에서도 이에 발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학생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

축해 오고 있으나 교수-학생-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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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위일체형 학생지도를 위한 시스템

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교수가 사용

하여 온 기존의 학생 출석부는 학생

의 학번과 학과 및 성명 등 텍스트 

정보 밖에 없으므로 학생 개개인의 

얼굴을 익히지 않는 한 대리출석을 

체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웹 환

경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학생

관리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여 준다. 결석이 많은 학생이나 성적

이 나쁜 학생들에게 경고용으로 부모

에게 자동적으로 문자 메세지를 통보

하여 일방적인 교수의 학생지도가 아

니라 교수-학생-부모간의 삼위일체 

지도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

적으로 학생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

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웹기반 학생지도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개발환경과 관련기술을 설

명하고, 3장에서는 웹 기반 학생관리 

시스템의 구현에 대해 그리고 4장에

서 결론과  본 시스템 개발효과, 향

후 확대 적용계획 등에 대해 언급하

였다.

2장 개발환경 및 관련기술

기존의 다른 서버보다 구축비용이 적

게 드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본 논문

에서 구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리눅스는 서버로서의 성능이 우수하

여, 리눅스에서 지원하는 여러 기능

으로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었다.

많은 운영체제에서 웹서버로 사용하

고 있는 아파치 웹서버를 사용하였

다. 아파치 웹서버는 PHP, CGI, 

JAVA들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 

PHP보다 좀 더 좋은 기능을 자바에

서의 애플릿이나 서블릿 등을 통하여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PHP는 본 

시스템에서 사용한 데이터베이스인 

오라클과 웹서버를 보다 잘 연결하

고, 오라클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

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뿐만 

아니라, 스크립트언어가 가지고 있는 

변수의 사용, 제어문의 사용, 메시지

의 암호화 등의 기능이 있어 PHP만

의 기능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가 있

다. 또한 PHP는 빠른 실행속도, 멀

티 플랫폼 지원 등의 장점도 가지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백업과 복

구능력이 뛰어나고, 테이블의 체계적

인 설계가 가능한 오라클 8.0.5를 사

용하였다. 다른 응용프로그램과의 연

결성도 우수하여 PHP에서의 기능적 

한계를 다른 응용프로그램(비주얼베

이직, 파워빌더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어, 본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다. 그림1은 사용자가 웹서버

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Web
서버

PHP
모듈

데이터베이스
(오라클8.05)

클라이언트

그림 1 웹서버동작도

제3장 웹 기반 학생관리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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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구현

   본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애플리

케이션 서버로 구성되며 [그림 1] 애

플리케이션 서버는 각종 정보를 검색

하기 위한 PHP 프로그램 모듈로 구

성되어 있고 클라이언트 요구를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며 그 결과를 

HTML 문서 형식으로 변환하여 클

라이언트로 전송한다. 웹 브라우저를 

사용한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학생정

보에 대한 입력, 수정, 삭제, 검색 및 

출력이 가능하고, 입력된 학생 수강 

정보, 성적, 리포트 등 다양한 통계 

작업과 새롭게 디자인한 시각출석부

도 제공된다. 

 3.1 시스템 설계

  본 시스템은 웹서버를 오라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8.0.5을 사용하였다. 그림2는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 구성도이

다.

①Main 홈페이지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에 접속하

면 메인화면홈페이지가 나오게 된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출석년도/학기, 

과목명, 교수명의 정보가 나온다. 만

약 과목에 대한 자세히 정보를 보고

자할 경우 과목

교수정보

출석부 학생정보메인화면

과목정보

메시지전송

그림2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구성도

정보란에 있는 해당과목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과목정보를 보여주는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그림3은 

Main 홈페이지화면이다.

②출석부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는 출석당일의 출석사항

을 체크하게 된다. 이 홈페이지에서

는 학번, 이름이 나온다. 출석률은 지

금까지의 출석횟수를 백분율로 계산

하여 나오게 되고, 이 출석률을 참고

로 하여 출석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출석사항을 체크

그림 3 Main 홈페이지화면

하면서 출석률이 저조한 학생일 경

우, 해당학생의 학생정보를 선택하여 

학생정보를 보여주는 홈페이지로 이



4

동하게 

된다. 그림4는 출석체크 홈페이지화

면이다.

그림 4 출석체크 홈페이지화면

③학생정보보기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는 학생정보보기 홈페이

지이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학생에 

대한 이름, 학번, 전자우편, 주소 등

의 정보가 화면에 출력하게 된다. 해

당학생의 전자우편을 보내고자할 경

우, 전자우편의 전

자우편 내용의 문자를 클릭하여 전자

우편을 발송할 수도 있다. 해당학생

의 홈

페이지를 보고자할 경우 홈페이지주

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자를 클

릭하면 해당학생의 홈페이지로 이동

하여, 해당학생이 꾸며놓은 학생정보

를 볼 수 있다. 그림5는 학생정보보

기홈페이지화면이다.

.

그림 5 학생정보보기 홈페이지화면

④교수정보보기

이 홈페이지는 교수정보를 보여주는 

홈페이지이다. 이 홈페이지에서 교수

님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화면에 출력

하게 된다. 교수님의 전자우편주소의 

전자우편주소의 내용이 들어 있는 문

자를 클릭하면 해당 교수님에게 전자

우편을 보낼 수 있게 된다. 교수님의 

홈페이지주소의 홈페이지주소 들어있

는 내용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교수

님의 구축해 놓은 여러정보가 들어있

는 해당교수님의 홈페이지로 이동하

게 된다. 그림6은 교수정보보기홈페

이지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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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교수정보보기 홈페이지화면

⑤과목정보보기

이 홈페이지는 교수님들의 

해당과목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정보이다. 이 

그림 7 과목정보보기홈페이지화면

홈페이지에서는 과목명, 교수명, 과목

내용이 화면에 출력된다. 학생들이 

해당과목에 대한 과목내용이 궁금할 

경우 이 홈페이지로 와서 과목내용을 

보게 된다. 그림7은 과목정보보기홈

페이지화면이다.

⑥메시지전송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에서는 해당학생의 휴대

폰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홈페이지

이다. 이후에 출석사항을 체크할 때

에 해당학생에게 pcs_phone으로 메

시지를 전송하고 싶을 때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림8는 메시지전송홈페이

지화면이다.

그림8 메시지전송홈페이지화면

3.2 데이터베이스 구성
  본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성은 

교수 테이블과 학생 정보 테이블과의 

관계로 [그림 9]는 각 테이블의 데이

터 구성 및 테이블을 나타낸다.

제4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웹 환경에서 운영되

는 학생관리를 위한 시각적인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학생 출석부

는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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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name
grade
study
email
homeurl
address
phone
pcs_phone
message_count
age
sex
etc

electra_student

student

class1
class2
class3
class4

class5
class6
class7
class8

electra_student_class

clear_year

id

data1
data2

.

.

.

.

data48

electra_class1

clear_year

id

name
professor

contents

electra_student_class

clear_year

id

contents
etc

electra_class1_contents

clear_year

id
pos
name
email
homeurl
address
phone
pcs_phone
age
sex
etc

electra_professor

그림 8 테이블 구성도

학번과 학과 및 성명 등 텍스트 정보 

밖에 없으므로 학생 개개인의 얼굴을 

익히지 않는 한 대리출석을 체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수강인원이 많

은 과목

이나 저학년 대상으로 하는 과목의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웹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학생관리시스

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 

결석이 많은 학생이나 성적이 나쁜 

학생들에게 경고용으로 부모에게 자

동적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 통보하

여 부모에게 고지하므로 일방적인 교

수의 학생지도가 아니라 교수-학생-

부모간의 삼위일체 지도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새롭게 디자인된 학생의 

사진이 들어있는 출석부는 위에서 언

급한 단점을 해소할 수 있어 교수님

들의 강의 및 학생관리에 많은 도움

을 줄 것이다. 효율적인 학생 관리 

및 지도, 대리출석의 근절, 철저한 출

석관리이외에도, 교수가 학생들을 빨

리 파악할 수 있어 학생간과의 친밀

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시스템과 연

계되어 개발될 부분은 교수님들이 시

험문제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인터넷 상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관리

하는 부분이 첨가되면 보다 효율적인 

학생지도가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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