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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수많은 정보가 다양한 곳에서 빠르게 생산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
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교육정보공유모델을 분석하여 교육콘텐츠의 다각화, 맞춤
형 정보서비스, 지능형 학습 에이젼트 등의 차세  정보기술변화를 고려한 차세  교육정보공유모델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계하 다. 설계된 모델은 능동 이고 사용자 심의 교육정보공유모델을 구축을 

한 참조 모델로서 활용될 수 있다.

1. 서론

  

  격하게 발 하고 있는 정보기술(IT:Information 

Technology)은 사회 반의 다양한 분야로 되

어 기존의 통 인 모델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

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 은 정보 공유의 형태를 

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오 라인의 수동 이고, 생산

자 심의 통 인 정보 공유 형태가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온라인을 통한 능동 이고 사용자 

심 인 정보 공유 형태로 변하고 있다.

  정보기술이 용되면서 교육분야에도 교육자료와 

자료에 한 메타데이터의 공유가 수동 이고 생산

자 심  형태에서, 능동 이고 사용자 심 인 

형태로 속히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콘텐츠 공유를 한 행 시스템은 

능동 이고 사용자 심의 교육정보공유를 해서  

정보기술변화를 고려하여 교육정보공유의 방향성 측

면, 서비스 측면, 로세스 측면이 설계되어 교육정

보공유모델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교육정보에 한 공유 기반에 하

여 정의하고, 해외의 교육정보공유모델과 국내의 교

육정보공유모델을 분석해서 차세  교육정보공유모

델을 방향성 측면, 서비스 측면, 로세스 측면에서 

설계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는 해외

의 교육정보모델의 를 살펴보고 3 에서는 국내의 

정보공유모델의 주요 특징을 기술하고 4 에서는 차

세  교육정보공유모델에서 요구되는 기반 기술과 

설계되어진 차세  교육정보공유모델을 기술하다. 5

에서는 결론  향후연구 방향을 기술한다.

2. 해외의 교육정보공유모델

  세계의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정보기술과 교육의 

목에 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고유한 교육정보공

유모델을 마련하여 구축 운 하고 있다. 표 으로 

일본의 NICER(National Information Center for 

Educational Resources)[1], 미국의 GEM(the 

Gateway to Educational Meatadate)[2], 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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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ICER 교육정보공유모델

EdNA(Education Network Australia)[3], 유럽연합의 

EducaNext[4][5], 캐나다의 SchoolNet[6] 등이 있다. 

  가. NICER

  NICER는 일본의 교육정보공유모델로서 교사의 

교육용 콘텐츠 활용 지원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일

본의 교과체계에 맞추어진 교육 정보를 앙의 웹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한다. NICER는 사용자 계층을 

취학  아동과 등학생, 등학생, 교사와 교육 계

자, 학생, 평생학생으로 구분하며, 교육정보는 

LOM(Learning Object Metadata)[7] 기반을 메타데

이터로 서비스하고 있다.

 NICER는 교육정보제공자들이 교육정보를 등록하

면 작권 보안과 콘텐츠 등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

서 사용자에게 서비스 하는 모델이다. NICER 시스

템의 교육정보공유모델을 도식화 하면 [그림1]과 같

다. 

  나. GEM

  GEM은 공공기 , 정부, 학, 비 리 단체와 리 

단체 등의 사이트 에서 교육용으로 참고할 가치가 

있는 사이트의 특징과 치정보등을 표 화된 교육

용 메타데이터 형태인 DC(Dublin Core)기반으로 제

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교육정보에 편리하게 

근하는 문 역할을 한다. 교육정보의 질 검증을 

해 GEM 컨소시엄에서는 <표 1>과 같은 검증 기

을 마련하여 용하고 있다. 

기 설명

정확성 교육정보에 한 신뢰성를 검증

합성 학습자 수 의 알맞은 어휘 사용을검증

명료성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검증

완 성 학습의 필수요소에 해 검증

<표 1> GEM 컨소시엄의 검증 기

  다. EdNA

  EdNa는 호주에서 국가 주도로 운 하는 교육정보 

지토리 사이트로서 교육에 련된 학습과 훈련

을 인터넷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 한, 외부 사이

트에서 EdNA의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 2]와 같이 HTML, JavaScript 기술 외에도 

RSS(Rich Site Summary 는 RDF Site 

Summary), XML(eXtentable Markup Language) 기

반의 개발자 도구를 제공하며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WSDL(Web Services Description 

Language) 기술도 사용하고 있다.

Service HTML Javascript RSS XML
SOAP/

WSDL

Distributed search yes no yes yes Beta test

Browse yes yes yes yes no

Recently Added 

Resources
yes yes yes yes no

News Headline yes yes yes yes no

Event Calendars no no no yes no

Metadata Search no no no yes no

Browsemap no no no yes no

Find Education & 

Training 

Providers

no no no yes no

[표 2] EdNA 교육정보공유모델의 용기술

 

  라. EducaNext

  EducaNext는 유럽에서 운 하는 교육정보공유모

델로서 개방형 표 을 기반으로 교육용 콘텐츠의 생

성 서비스와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실제 교육 장에서 활동하는 교육 계자들

의 교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교육정보와 교육용 콘

텐츠가 업하여 생성되며 EducaNext을 통해서 교

환되고 재사용된다. 그리고, 교육정보에 한 메타데

이터는 앙의 통합 랫폼에 유지하고 동 상과 같

은 교육용 콘텐츠는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개별 시스

템에 유지한다. 이러한 EducaNext의 교육정보공유

모델을 도식화 하면 [그림 2]과 같다.

[그림 2] EducaNext 교육정보공유모델

  지 까지 언 한 해외의 교육정보공유모델을 운

조직의 범 , 정보수집, 사용자 계층화, 질 리 측면

에서 비교 분석해 보면 <표-3>과 같다.

  이외에도 유럽의 Edupean SchoolNet과 

ARIADNE, 캐나다의 SchoolNet 등의 교육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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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있다.

교육

서비스

운

조직

정보수집

(커뮤니티활용)

사용자

( 근제한)
질 리 비 고

GEM Local1) no no yes

교육 련 정책 보고서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자료

보유 

EducaNext Global yes no yes

디지털  비지털 교육 

자료에 한 공유환경 

제공

EdNA Local no no

yes

(사 , 

사후)

개인인화 서비스 제공 

(MyEdNA)

NICER Local
no

(심사 후 등록)
yes yes 상업  정보 포함 안 됨

SchoolNet Local no yes yes
자발  교육 정보 등록 

지원

<표 3> 해외 교육정보공유모델 비교

3. 국내의 교육정보공유모델

  국내에도 다양한 형태의 정보공유모델이 운 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주축이 되고 한국정보문화진흥

원이 운 하는 국가지식포털[8]은 국가단 의 지식정

보를 공유하는 모델로서 다양한 지식정보의 수집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교육인 자원부가 주축이 되고 한국교육학술정보

원에서 운 하고 있는 앙교수학습센터-에듀넷[9]는 

국내의 교육정보를 공유하는 모델이다. 특히, 앙교

수학습센터-에듀넷은 교육정보공유체제라고 명명되

는 교육정보공유모델을 기반으로 교육정보를 등 

교육정보 국가 표  메타데이터인 KEM(Korea 

Educational Metadata)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운  

되고 있다. 

 행 국내에서 운 되고 있는 교육정보공유모델은 

국내외 교육 콘텐츠에 한 유통을 해 개방형 

달 메카니즘의 도입과 이를 한 로세스의 개선이 

필요로 한다.  

 

4. 차세  교육정보공유모델

  가. 교육정보공유와 차세  정보기술

  교육정보공유모델에 용될 수 있는 차세  정보

기술[10]에는 <표 4>와 같이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통합사용자인증체계, 시맨틱 웹, 유비쿼터스, P2P, 

OAI 등이 있다.

  디지털콘텐츠식별을 통해서 공유되는 교육용 콘텐

츠의 리 효율을 높이고, 통합사용자인증을 통해서 

한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는 교

육용 콘텐츠의 근성을 높이며, 시맨틱 웹을 통해

서 사용자 맞춤형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유비쿼터스 

1) Local은 단일 국가 또는 커뮤니티에서 서비스 제공, Global은 2개 

이상의 국가 및 연합으로 서비스 제공

기술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교육정보 

근 환경을 마련하고, P2P를 통해서 개인간의 교육

정보 교류를 활성화 하고, OAI를 통해서 교육정보

의 개방된 유통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분야 설명 시 & 련용어

디지털콘텐츠식별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 인 유통  효과

인 리를 해 부여되는 식별자
UCI, KOI, ROI

통합사용자인증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자가 련 사이트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Centralized Model,

Federated Model,

ID-WSF, SAML

시맨틱 웹[11][12]

(온톨로지)

컴퓨터가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웹

온톨로지, RDF, 

Taxonomy, Web 2.0

유비쿼터스[13]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

고 장소에 상 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

멀티모달인터페이스, 

증강 실

P2P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개인의 일 

공유 기술  행
Edutella 로젝트[14]2)

OAI[15]
상이한 정보 교환  공유 기  간의 표

인 상호운용성을 제공
OAI-PMH, NSDL3)

<표 4> 교육정보공유에 용될 차세  정보기술

  나. 3가지 측면의 차세  교육정보공유모델

  지 까지 살펴본 해외의 교육정보공유모델과 국내

외 교육정보공유모델, 그리고 차세  정보기술을 바

탕으로 방향성 측면, 서비스 측면, 로세스  측면에

서 설계한 차세  교육정보공유모델을 제시한다.

  우선, 차세  교육정보공유모델의 방향성은 교육

콘텐츠 다각화, 사용자 맞춤형 검색서비스, 유비쿼터

스  역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3가지 방향을 축

으로 하는 교육정보의 허 로서 [그림3]과 같이 설

계한다.

교육 콘텐츠 다각화

개방형

통합

교육 콘텐츠

지능형

학습

에이전트

맞춤형

정보 서비스

사용자 중심 검색
인터페이스

유비쿼터스 및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

교육 정보

허브

[그림 3] 차세  교육정보공유 방향성 모델

  서비스 측면에서는 유통기 을 심으로 정보 리

자, 이용자, 생성기 , 로커, 등록자, 승인자, 커뮤

니티그룹, 품질 리자로 구성된 차세  교육정보공

2)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메타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인 교육 자원을 교환하기 위한 P2P 응용 프로젝트

3) NSDL(National Science Digital Library): 과학, 수학, 공학, 기술 

등의 교육을 위한 디지털 라이브러리 구축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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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서비스 모델을 [그림 4]와 같이 설계하고 모델에

서 구성원들의 역할을 <표 5>와 같이 정의한다.

구분 역할

정보 리자 교육정보에 한 리 수행

이용자 검색을 통해서 교육정보에 근하여 활용

생성기 표  는 비표 의 교육정보 생성

로커 비표 을 표 의 메타데이터 형태로 변환

등록자 로그인 하여 교육정보에 한 등록 수행

승인자 등록된 교육정보의 메타데이터에 한 검증 후 승인

커뮤니티그룹 학생, 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정보 사용자 그룹

품질 리자 교육정보 콘텐츠에 한 검토

<표 5> 차세  교육정보공유 서비스 구성원의 역할

[그림 4] 차세  교육정보공유 서비스 모델

  마지막으로 로세스 측면에서는 표  메타데이터 

기반의 교육정보수집 로세스와 비표  메타데이터 

기반의 교육정보수집 로세스로 구분되며 [그림 5]

와 같이 설계한다. 표  기반의 교육정보수집 로

세스는 생성, 등록, 질 리, 유통, 공유, 활용, 인증 

로세스로 세분화된다. 비표  기반의 교육정보수

집 로세스는 정보자원 리, 수집, 신디 이션, 변

환, 질 리 로세스로 세분화된다.  

[그림 5] 차세  교육정보공유 로세스 모델

5. 결론

  격하게 발 되고 있는 정보기술이 사회 반에 

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정보공유모델과 패러다임

이 나타났다. 교육분야도 정보기술과 목되면서 여

러 나라에서 고유의 교육정보공유모델을 기획하고 

구축하여 운 하고 있다.

  최근에 정보기술의 발달로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통합사용자인증, 시맨틱 웹, 유비쿼터스 등의 기술이 

체계화되고 실화 되고 있다. 이러한 차세  정보

기술이 교육정보공유모델에 용되면 기존의 수동

이고 생산자 심의 교육정보공유모델[16]은 능동

이고 사용자 심의 교육정보공유모델로 변화될 것

이다.

  지 의 시 에서 능동 이고 사용자 심의 교육

정보공유모델의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 방향성 측면, 서비스 측면, 로세스 측면으로 설

계된 차세  교육정보공유모델은 앞으로 능동 이고 

사용자 심 인 차세  교육정보공유 기반을 구

하고 운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앞으로는 세 가지 측면의 설계를 더욱 더 구체화 

하고 각 단계에서 용될 기술요소를 서술하는 작업

이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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