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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교욱분야는 많은 컴퓨터 기술을 도입하여 다양하게 발 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의 하나로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자 한다. 제안된 학습 시스템

은 학습자가 온라인상에서 언제 어디서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지원하려한다.

1. 서론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은 최근 들어 미취학아동

의 진학  교육에서 일반인 상의 자격증이나 어

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리 보편화되었으며 [1] 정보

기술의 발달로 나날이 그 기능과 방법론이 진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다양한 학습자료와 이를 제공하는 

학습지원 기법이 발달되면서 학습 시스템의 학습효

과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특히 ADL의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은 웹을 기반한 학습의 기술 인 임웍 

크에서 재사용 가능한 학습 콘텐츠를 생성시킬수 있

어 더욱 효과 이다. SCORM은 콘텐츠 집합 모델

(Content Aggregation Model)과 실행 환경

(Run-Time Environ ment)을 지원하며 학습자의 요

구에 따라 다양하게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기 한 

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본 논문은 이러한 학습 콘텐츠를 보다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하여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에 한 구성은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활용하여 기존의 학습 콘

텐츠를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구상되었다.

2. 온라인 학습 시스템

이러닝(e-Learning)은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콘텐츠, 

교수-학습활동 서비스 그리고 솔루션을 포함한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3]. 이동철, 강민수, 김철수 [4]는 

이러닝의 요성을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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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러닝의 요성

3. 온라인 학습 시스템

  본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본 시스템은 

학습서버, 보안서버, 인증서버 그리고 LMS로 구성

되었다.

4. 결론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상의 문제학습 시스템을 구

성하 다. 학습자와 교수자는 학습서버를 통해 문제

학습을 수행할수있도록 하 다.

[그림 13] 체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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