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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학습 컨텐츠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자 스스로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며,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무선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와 함께 컨텐츠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다양한 컨텐츠가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모바일을 이용한 
여러 컨텐츠 개발 중 학습 컨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로써 기존의 많은 단계로 나누어진 개발 과정을 
좀 더 간략하게 줄이고 그리하여 소프트웨어의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는 사용자
인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쉽고 빠르게 반영하도록 하였다. 모바일 학습 컨텐츠는 다양화 되고 
양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의 상호 운영성 및 컨텐츠 명세, 활용에 신경을 쓰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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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습 컨텐츠 설계 과정에 따른 활동

(그림 1) 모바일 시스템 개발 생명주기 

(그림 2) 모바일 소프트웨어 품질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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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모바일 학습 컨텐츠 개발 단계 
(그림 4) 컨텍스트 뷰 

(그림 5) 전체 유스케이스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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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모바일 학습 컨텐츠 구성

(그림 7) 모바일 학습 컨텐츠 구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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