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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기존 모바일 학습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방 한 량의 학

습 정보를 데이터 패킷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사용자는  

송속도와 과다한 데이터 패킷 요 의 문제 을 가진

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무선 패킷으로 정보를 제공하

는 학습 방법에서 하드웨어 형태로 정보제공이 가능한 

보조 장장치를 활용한 새로운 형식의 모바일 학습 시스

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The existing mobile learning service is the method that 

provides data packets in real time. It has some problems 

of much data packet cost and transmission speed to 

provide the mobile learning service for messy capacity 

by the existing one. To solve the problems, a secondary 

storage device like USB is added to a mobile phone. In 

this paper, we suggest to implementation of the mobile 

learning system of the new method using secondary 

storage device.

I. 서 론
IT 기술의 속한 발 은 네트워크를 통한 세계화 와 디지

털화로 지식정보사회의 지속 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 환경도 기존의 PC 환경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다양한 학

습자 심의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다. PC 심의 이러닝

(e-learning) 콘텐츠는 컴퓨터가 있는 장소에서만 학습 콘텐

츠를 제공받을 수 있기 장소  제약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학

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교육 콘텐츠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모바

일 콘텐츠 서비스 분야가 발 하고 있다[1]. 

일반 으로 모바일 학습 서비스란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휴

폰, 노트북, PDA, PSP, PMP 등을 활용하여 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모바일 기기를 통한 교육 방법에 해 

Quinn(2000)은 엠러닝(m-learning)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엠러닝은 모바일 기술과 이러닝의 특징을 융합한 것으로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2]. 재 사 식의 어 단어  어휘 콘텐츠 

서비스를 이동통신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3].

기존 모바일 콘텐츠는 핸드폰의 장 공간의 한계로 인해 

량의 데이터를 장하지 못함에 따라 실시간 모바일 패킷 

통신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 다[4].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어 학습 등의 량의 정보가 요구되는 학습 콘텐츠의 경우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데이터 정액제를 이용하는 방안 외는데 

별다른 해결 방안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확 에는 한계 을 가

져왔다. 

따라서 량의 모바일 정보를 요구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한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에 USB 형태의 보조 장장치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모바일 학습시스템을 제안한다. 

Ⅱ. 국내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현황 
그림 1과 그림 2는 KTF 매직앤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모바

일 어 교육 콘텐츠를 나타내고 있다[5].

▶▶ 그림 1. 교재 중심의 모바일 콘텐츠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모바일 콘텐츠의 특징은 오 라인에서 

학습되는 토익 교재를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 놓은 모바일 

어 학습 서비스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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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단어 및 어휘 중심의 모바일 콘텐츠

그림 2는 단순한 생활 어, 단어장 주로 구성되어 교수자 

심의 토익 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 

Ⅲ. 보조저장장치를 활용한 모바일 학습시스템 
구축

1. 모바일 학습시스템 구축 방안
그림 3은 모바일 학습시스템의 체 구성도를 나타낸다. 모

바일 기기에 WIPI 기반의 VM(Virtual Machine)을 통해 웹 

애 리 이션으로 데이터를 달하여 결과 값을 모바일 통신

으로 받아서 처리한다. 

웹 애 리 이션에서는 사용자들의 학습 사항은 모바일 서

버로 송하며, 과  로세스에서는 모바일 서버와 이동통신

사의 결재 서버와 연결되어 처리한다. 웹 애 리 이션은 내부 

로세스를 거친 후에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연결하여 결과 값

을 VM으로 달한다. 

▶▶ 그림 3. 모바일 학습시스템 전체 구성도

2. 보조저장장치를 활용한 모바일 학습시스템
USB 형태의 보조 장장치를 핸드폰에 부착하여 새로운 방

식의 모바일 학습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림 4는 USB 형태의 

보조 장장치를 나타낸다. 

▶▶ 그림 4. 모바일 학습시스템의 보조저장장치

그림 5는 시리얼 통신 기반의 보조 장장치와 모바일 기기

가 부착되어 있는 샘 을 나타내고 있다. 

▶▶ 그림 5. 모바일 기기에 보조저장장치 부착 방법

USB 형태의 보조 장장치를 부착하여 모바일 학습시스템

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통신료의 부담 문제와 핸드폰의 장 

용량의 부족으로 인해 방 한 자료 장 는 검색의 어려움

을 해결할 수 있다. 

보조 장장치와 모바일 기기를 연결하여 통신하기 해서는 

시리얼 인터페이스 로토콜 모듈의 개발이 필요하다. 

시리얼 인터페이스 로토콜 모니터링 모듈은 모바일 기기

와 보조 장장치 간의 시리얼 통신을 모니터링하고 임의의 신

호를 제어하여 모바일 기기의 응답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다

양한 환경 설정을 통해 모바일 기기의 반응을 모니터링 한다. 

그림 6은 시리얼 통신 출력 값 변환 제어 모듈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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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그림 6. 시리얼 통신 출력값 변환 제어 모듈 

그림 6의 출력 값들을 그래픽 폰트에 응이 되도록 그래픽 

폰트 출력 모듈을 사용하여 변환시킨다. 그림 7은 그래픽 폰트 

출력 모듈을 사용하여 시리얼 통신 출력 값을 그래픽으로 변

환시킨 화면이다. 

▶▶ 그림 7. 그래픽 폰트 출력 모듈

그래픽 폰트 출력 모듈은 보조 장장치에서 오는 신호를 분

석하여 폰트 코어에 내장되어 있는 코드를 매칭시켜 합한 

그래픽 폰트를 선택하여 출력과 다운로딩을 동시에 실행한다. 

그림 8은 하드웨어 신호제어 모듈을 나타낸다. 신호제어 모

듈은 모바일 기기 내부의 환경설정에 동기화하여 보조 장장

치를 제어한다. 

▶▶ 그림 8. 하드웨어 동기화 제어 모듈

그림 9는 소 트웨어 신호제어 모듈로서 자동 환경 설정이 

끝난 후 기화 설정을 수행한다. 

▶▶ 그림 9. 소프트웨어 신호 제어 모듈의 초기화 화면

입출력 안정성 제어모듈은 입출력 환경의 속 여부를 안정

감있게 유지해 다. 

그림 10은 시리얼 입출력 경로 제어모듈을 나타내고 있다. 

모바일 기기에 보조 장장치가 속될 경우 자동으로 모바일 

기기의 내부 입출력 경로는 설정한다. 

▶▶ 그림 10. 하드웨어 신호제어 모듈을 통한 경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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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USB 형태의 보조 장장치를 활용하여 새로

운 방식의 모바일 학습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안하 다. 제안

한 방식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송받지 

않고 모바일 기기와 연결된 보조 장장치에 용량의 학습 데

이터를 장해 두고 학습자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제

공함으로써 데이터 요  문제와 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 다. 

보조 장장치와 모바일 기기의 효율 인 연동을 하여 하

드웨어  소 트제어 등의 여러 가지 모듈을 개발하 고, 그 

역할에 해 설명하 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보다 안정된 모바일 학습시스템을 구축

하기 해 시리얼신호 입출력 속도 제어  최 화 모듈 개발

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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