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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Learning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Learning 표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ADL 에서 주도하는 SCORM 이 e-Learning 의 실질적인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SCORM 메
타데이터는 기존자료들에 대한 재사용성을 높이고 컨텐츠의 개발과 관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감
소를 가져온다. 기존의 E-Mail system 에 메타데이터 생성기를 추가하여 E-Mail 을 통해 전달받은 다
양한 컨텐츠들을 재사용과 분류, 검색이 가능한 xml 파일로 바인딩 시키는 system 을 제안하였다. 

 

1. 서론 

인터넷의 월드와이드웹(WWW) 서비스의 등장과 함
께 웹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특히 교육용 컨텐츠를 웹을 통해 공유하고 
재사용함으로써 양질의 컨텐츠를 적은 비용으로 활용

하기 위한 연구로 학습 컨텐츠의 표준화를 통한 고유

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학습 컨텐츠의 공유 
및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컨텐츠 개발을 
위한 표준 지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AICC, IMS 
Global Learning 컨소시엄, IEEE LTSC, ADL 등의 기관

에서 원격 교육(e-Learning) 분야의 표준안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의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은 컨텐

츠의 상호운용성, 접근성, 재사용성의 강화를 위하여 
여러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안한 명세를 통합한 것
으로 사실상의 국제적 표준 명세서로 인정되고 있다

[1].  

                                                           
  이 논문은 2004년도 두뇌한국 21 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음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여러 속성들을 기술하

는 데이터를 말한다. SCORM 메타데이터는 의사소통

을 위한 표준과 어휘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자료들

에 대한 재사용성을 높이고 컨텐츠의 개발과 관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SCORM 메타데이터의 장점

에 따라, 기존의 E-Mail system 에 메타데이터 생성기

를 추가함으로써 E-Mail 을 통해 전달되는 여러 컨텐

츠들을 재사용과 분류, 검색이 가능한 xml 파일로 바
인딩 시키는 system 을 제안하고자 한다. 

SCORM 메타데이터를 생성기를 사용함으로써 E-
Mail 을 통해 전달되는 많은 유용한 정보들에 대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는 e-
Learning 과 SCORM 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대해 언급

한다. 3 절에서는 제안하고자 하는 SCORM 기반의 메
타데이터 생성기를 포함하는 E-Mail system 에 대해 설
명하고, 4 절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추후 연구 계획

에 대해 언급한다. 
 

2. 관련연구 

관련연구로는 표준화의 필요성과 최근 표준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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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잡고 있는 SCORM 에 대해서 알아보고 SCORM 메
타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2.1 표준화[4] 
e-Learning 표준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e-

Learning 콘텐츠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서이다. 즉 e-Learning 콘텐츠는 별다른 수정이나 커스

토마이제이션을 거치지 않고, 처음 만들어진 플랫폼이 
아닌 다른 e-Learning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
기 위해서이며 결과적으로 동일한 콘텐츠를 플랫폼 
별로 중복 가공할 필요가 없게 되며, 사용자는 현재의 
플랫폼에서 더 많은 다양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
게 된다. e-Learning 표준화의 목적을 좀더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② 광범위한 지식(혹은 e-Learning) 
③ 콘텐츠의 재활용성(Reusability) 
 
2.2 가상교육 시스템과 SCORM[4] 
가상교육(Vitrual Education)은 웹이 갖고 있는 특성

과 자원의 활용을 통해 전자화된 가상공간에서 교수

와 학습자가 참여하여 교수자, 학습자, 운영자 및 교
육프로그램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시공적인 제약 
없이 수행되는 의도적이면서도 계획된 교수-학습 활

동이라 할 수 있다. 
웹은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기술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과 학습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교육 단체에서 가상교육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가상교육 시스템 표준으로는 각기 다른 단체에서 
여러 표준안이 제안되고 있지만 SCORM 은 정부, 기
업, 교육기관들이 참여하여 각 표준안의 장점들을 모
아 하나로 통합된 형태의 표준안이다. 이는 1997 년 
미 국방성에서 가상교육의 표준안으로 제안되었으며 
이후 여러 업체들이 참여하여 현재까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SCORM 은 웹 공간에 존재하는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모아서 실시간으로 주문형(on-
demand)으로 조합을 할 수 있도록 표준을 정해 다양

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접하

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림 1]은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에서 제공한 
SCORM 의 개념도이다. 

•

Sharable Content 
Objects from across the 

World Wide Web

Assembled in 
real-time, on-

demand

To provide learning 
and assistance 

anytime, anywhere

The “A” in
ADL

Server

[그림 1] SCORM 의 개념 
 

SCORM 의 스펙 1.3 버전에서는 그 구성을 세 가질 
나누어 교육 컨텐츠 모델의 구성요소나 과정, 컨텐츠, 
미디어 등에 대한 메타데이터, 컨텐츠 팩키징, Run 
Time 환경기술 등의 내용이 정의되어 있다. 아래의 
[그림 2]는 SCORM 의 스펙에 대한 구성도이다. 

 

 
 

[그림 2] SCORM 의 스펙 
 
가상교육 컨텐츠 모델의 구성요소는 미디어, 텍스

트, 이미지, 사운드, 웹 문서 등 가장 기본적이 형태의 
학습 자원을 나타내는 Asset 과 하나 이상의 Asset 이 
모인 작은 집합체인 SCO(Sharable Content Object), Asset
과 SCO 가 모여 의미를 이루는 집합체인 Content 
Aggregation 으로 이루어진다. 세 개의 구성요소는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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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CORM 컨텐츠 모델 구성요소 

 
2.3 SCORM 메타데이터[5] 
메타데이터란 데이터 혹은 정보의 여러 속성을 기

술해주는 데이터로써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
상에 대하여 메타데이터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의 체계적인 조직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큰 메타데이터는 표준적인 약속에 따라 해석 가능한 
형식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는 대규모 정보 
자원의 검색과 발견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

인 요소이며, 메타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자원

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
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CORM 의 메타데이터는 컨텐츠 모델의 일부로 
IEEE LTSC 의 LOM 에 기반한 IMS 의 스펙(SPEC)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Asset 과 SCO, Content 
Aggregation 별로 메타데이터 기술이 적용되며, [그림

4]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SCORM 메타데이터는 총 
9 개의 범주로 카테고리를 가진다. 

 
[그림 4] SCORM 메타데이터 정보 모델 

3. SCORM 기반의 메타데이터 생성기를 포함한    

E-Mail System 

e-Learning 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 컨텐츠

에 대한 일관성과 호환성을 위한 표준화가 절실하게 
되었고 ADL 의 SCORM 이 사실상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SCORM 의 메타데이터는 학습 자료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저장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한 표준들과 어휘를 
제공한다. 또한, 그 학습자료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고 표현되는지를 기술함으로써 그 정보를 광범

위하게 접속 가능하게 하고 그 정보의 가치를 높이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논문에서는 SCORM 기반의 메타데이터 생성기

를 E-Mail System 에 추가함으로써 E-Mail 로 전송되어

오는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메타데이터 파일에 입력

하고 입력한 메타데이터 파일을 메타데이터 생성기를 
통해 재사용이나 검색이 가능한 XML 파일로 바인딩 
시키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5]는 E-Mail System 에 SCORM 기반의 메타데

이터 생성기를 추가한 그림이다. 기존의 E-Mail System
에 메타데이터 생성기를 추가함으로써 사용자가 E-
Mail 을 통해 전달되는 유용한 컨텐츠들에 대한 메타

데이터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 메타데이터 생성기가 추가된 E-Mail system 
 

SCORM 메타데이터의 카테고리들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① General - 자원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일반적 정

보 

② Lifecycle – 자원의 히스토리, 현재의 상태, 발전에 
영향을 끼친 사람 등과 관련한 정보 
③ Metametadata –  저장된 기록이 설명하고 있는 자

원에 대한 정보가 아닌 메타데이터 기록 자체에 대한 

정보 

④ Technical –  자원의 기술적인 필요 조건들과 특

징들에 관한 정보 

⑤ Educational –  자원이 갖고 있는 교육적 특징과 

교수법상의 특징들에 대한 정보 

⑥ Right –  자원과 관련한 지적소유권 및 사용권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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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Relation –  사용하고 있는 자원과 다른 목표 자

원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 정보 

⑧ Annotation –  자원의 교육적 사용에 대한 주석과 

언제, 누가 주석을 달았는지에 대한 정보 

⑨ Classification –  자원이 특별한 분류시스템에서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정보 

아래 [그림 6]은 메타데이터 생성기의 입력화면이

다. 메타데이터의 각 카테고리에는 하위요소들이 존재

하고 사용자는 컨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입력한다. 
 

 
 

[그림 6] 메타데이터 생성기 
 

[그림 7]은 메타데이터 생성기를 통해 생성된 mgp
와 xml 파일들이다. 

 

 
 

[그림 7] 생성된 mgp 와 xml 파일 
 
 

 

 
 
 

4. 결론 및 추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SCORM 기반의 메타데이터 생성기

를 포함하는 E-Mail System 을 제안하였다. SCORM 메
타데이터 생성기를 추가함으로써 E-Mail 을 통해 전달

받은 컨텐츠들의 재사용과 분류, 검색이 가능할 것이

다. 
이 논문의 한계는 전달받는 컨텐츠들만을 SCORM 

형식으로 변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컨텐츠 전달시에

도 SCORM 형식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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