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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1년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 교육 추진 략으로 인해 기존 자칠 시스템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망된다. 한편, 기존의 자칠 시스템에서 자체 으로 제공하는 서 소 트

웨어들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지만 실제 활용 빈도는 매우 낮으며 사용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자 에서 직 인 인터페이스와 사용 방법이 복잡하지 않은 서 소 트웨어

가 더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재 많은 심을 끌고 있는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 모든 강사

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칠 시스템용 서 로그램을 개발하 다.

1. 서론

  지난 2011년에 정부는 스마트(SMART: Self-directed, 

Motivated, Adaptive, Resource enriched, Technology 

embedded) 교육 추진 략을 발표하면서 스마트 교육에 

한 심이 커지고 있다. 스마트 교육은 기존의 자칠

시스템, 스마트 기기와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무선 인터

넷 등을 학교 교육에 효과 으로 활용하여 교육 내용・교

육 평가・교육 환경 등 교육 체제를 신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재능을 발굴・육성하

는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이다[1]. 이에 따라 재는 정부 

 지방 자치단체 주도하에 다양한 스마트 교육 련 시

범사업이 진행 에 있다[2, 3, 4].

   한편, 2000년  반에 e-러닝 산업이 크게 발 하면

서 ・ ・고  학교에 이르기까지 자칠 시스템이 

리 보 되어 있으므로 이 자칠 시스템을 스마트 교

육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칠

시스템은 자체 서 소 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

사는 이 서 소 트웨어를 활용해서 강의를 진행한다. 그

러나 기존의 서 소 트웨어들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

하는 반면 활용 빈도가 낮은 기능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

고 사용 방법이 복잡하며 가격 한 비싼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교육 시 에 알맞게 

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 인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는 자칠 시스템용 서 소 트웨어를 개발하 다. 개

발한 서 소 트웨어는 교재 열기 기능, 팔 트 기능, 펜 

기능, 지우개 기능, 체 지우기 기능, 페이지 넘김 기능, 

종료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스마트 교육

에서 활용할 자칠 시스템용 서 소 트웨어의 요구 

사항에 해서 설명하고 3장에서 자칠 시스템용 서 

소 트웨어의 기능들에 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4장에서 

결론  향후 과제를 기술하 다.

2. 스마트 교육을 한 자칠 시스템용 서 소

트웨어의 요구 사항

   재 진행 인 스마트 교육 시범사업은 ・ ・고등

학교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학교에 스마트 교

육 인 라가 구축된 상태이다. 그러나 재 · ·고교에

서 재직 인 교사  상당수는 새로운 기기 활용에 익숙

하지 않아 많은 비용을 들여 구축한 스마트 교육 인 라

가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실제로 스마

트 교육 인 라를 활용하는 교사들  나이가 많은 교사

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리성을 높여야 한

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5].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

칠 은 스마트 교육에서 교사가 가장 많이 활용할 기기이

므로 자칠 시스템용 서 소 트웨어의 사용 방법은 

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우 간단해야 한다. 한 

많이 활용하지 않는 기능들은 과감히 제거하고 필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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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만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 트웨어 활용 시에 사

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요구사항들을 충족시

키면 결과 으로 소 트웨어의 가격을 낮출 수 있어 스마

트 교육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자칠 시스템용 서 소 트웨어

3.1 소 트웨어 개발 환경

  자칠 시스템용 서 소 트웨어는 Java를 이용하여 

개발하 으며 개발 툴로는 Java 소 트웨어 개발에 합

한 Eclipse Indigo버 을 사용하 다. 한 자칠 시스템

용 서 소 트웨어에서 컴퓨터에 장되어 있는 .ppt와 

.pdf 포맷의 강의 교재를 불러오기 해 각각 Apache POI 

API와 Apache PDFBox Library를 이용하 다. 표 1은 

자칠 시스템용 서 소 트웨어 개발 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표 1> 소 트웨어 개발 환경

개발 언어 Java

개발 툴  버 Eclipse Indigo

PC 사양 Intel Core i5-2320 CPU 3GHz

자칠  사양 MIT-LED 50 inch

.ppt 포맷 지원 

라이 러리
Apache POI API

.pdf 포맷 지원 

라이 러리
Apache PDFBox Library

3.2 구  결과  

  그림 1은 개발한 자칠 시스템용 서 소 트웨어를 

보여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면의 하단 앙부에 

자그마한 크기로 메뉴가 배치되어 있어 부분의 화면을 

서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장 을 제공하며, 기존의 

서 소 트웨어와는 달리 메뉴에는 강의 진행에 필수 이

면서 활용도가 높은 기능들을 배치함으로써 단순하면서도 

효율 인 특징이 있다.

 

(그림 1) 자칠 시스템용 서 소 트웨어

  그림 2는 개발한 자칠 시스템용 서 소 트웨어에

서 메뉴 부분만을 따로 확 해 보여주고 있다. 개발한 소

트웨어는 교재 열기 기능, 팔 트 기능, 펜 기능, 지우개 

기능, 체 지우기 기능, 페이지 넘김 기능, 종료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림 2) 자칠 시스템용 서 소 트웨어 메뉴

1) 교재 열기 기능   

  메뉴의 가장 좌측에 있는 교재 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림 3과 같이 재 PC의 특정 경로에 장되어 있는 

.ppt  .pdf 포맷의 강의 자료들의 목록을 보여주며 여기

서 원하는 강의 자료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강의 자료가 오 된다. 강의 자료를 불러올 때 .ppt

와 .pdf 포맷의 강의 자료는 각각 Apache POI API와 

Apache PDFBox Library를 이용하여 이미지 포맷  하

나인 .png 포맷으로 변환되어 오 되고 재 PC에 장되

어 쉽게 리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이와 같은 과정으

로 자칠 시스템용 서소 트웨어의 사용자는 .ppt나 

.pdf 포맷으로 만들어진 강의 교재를 별도의 포맷변환 과

정 없이 바로 선택하여 강의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림 3) 교재목록 창  강의 교재 오  화면 

2) 팔 트 기능   

  메뉴의 좌측 두 번째에 있는 팔 트 아이콘은 펜의 색

상을 선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펜의 색은 그림 4와 같이 

팔 트 역에서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며, 펜의 색을 선택

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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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색상 선택 창

3) 펜 기능   

  메뉴의 좌측 세 번째에 치하는 펜 아이콘은 펜을 선

택하거나 펜의 굵기를 선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5

는 실제 펜의 굵기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 다.

(그림 5) 펜 굵기 선택 화면

4) 지우개 기능   

  메뉴의 좌측 네 번째에 있는 지우개 아이콘은 지우개의 

굵기를 선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림 5와 동일한 창이 나타나고 이 창에서 지우개의 굵기

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6은 여러 가지 크기의 지우개를 

이용하여 화면에 서한 내용을 지우는 기능을 보여 다.

(그림 6) 지우개를 이용하여 서내용을 지운 화면

5) 체 지우기 기능   

  메뉴에서 좌측 다섯 번째에 있는 제 지우기 아이콘은 

재 화면의 모든 서 내용을 한꺼번에 지우는 기능을 

제공한다.

6) 페이지 넘김 기능   

  메뉴에서 좌측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에 치하고 있는 

두 개의 아이콘은 재 활용 인 강의 자료를 다음 페이

지나 이  페이지로 넘길 수 있는 페이지 넘김 기능을 제

공한다. 페이지 넘김 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 하 다. 먼

 교재열기 기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ppt 혹은 .pdf 

포맷의 강의 교재를 오 할 때 강의 자료의 각 페이지는 

.png 포맷의 이미지 일로 장된다. 이 때 각 이미지의 

일명은 “강의 교재명 + 페이지 순서 번호”의 형식을 가

지게 된다. 강의 도 에 페이지 넘김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나 이  페이지로 페이지를 넘기면 재 페이

지 순서 번호를 장하고 있는 변수의 값을 증가 는 감

소시켜 “강의 교재명 + 재 페이지 순서 값”에 해당하는 

일명을 가진 이미지를 불러와 화면에 보여 다. 그림 7

은 페이지 넘김 기능의 동작 화면을 보여 다. 

(그림 7) 페이지 넘김 기능 동작 화면

7) 종료 기능   

  메뉴의 마지막 아이콘은 종료 아이콘으로 강의를 종료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교육 시 에 맞추어 장의 강

사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칠 시스템용 서 소

트웨어를 개발하 다. 개발한 서 소 트웨어는 강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을 제공하며 처음 하는 사용자

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향후에는 터치 스

크린 기반의 자칠 에서 인간의 동작을 인식하여 그에 

응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휴먼 제스쳐 인식 기능을 추가

할 것이다. 그리고 강사나 학생이 활용하는 스마트 기기의 

서 로그램과 자칠 시스템용 서 소 트웨어간 상

호 연동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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