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7. 7)

197

사이버 대학의 채팅서비스 설계 및 구현
이민정*, 임효연O

ㅇ세종사이버대학원 MBA학과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mail: mjlee@sjcu.ac.kc*, yellyhy@sjcu.ac.krO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Chatting Service at the 

Cyber Universities 
Min Jung Lee*, Hyo Yeon LimO

ㅇSejong Cyber Graduate School MBA
*Sejong Cyber University

● 요   약 ●  

최근 IT기술의 발전, 대학 교육의 글로벌화 등의 추세는 대학의 이러닝(e-learning) 형태의 교육을 촉진하고 있다. 국내향후 연

구에서는 17개의 사이버대학은 이러닝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재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대학

들은 우수한 강의 제공을 위해 학생-교수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온라인 채팅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채팅과 학습만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검증하고, 강의질 개선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키워드: 채팅 서비스(Chatting Service),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학습만족(Learning Satisfactions)

I. Introduction

2001년 원격교육대학이 도입되고, 2008년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게 된 이후, 원격교육을 제공하는 사이버대학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해 지속적인 고민을 해왔다. 원격수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교수의 수업운영 

측면, 학사업무 관리 측면에서 사이버대학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지속되었다[1].

특히, 스마트 폰, 태블릿PC, IP TV등의 스마트 기기들이 발전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자기 주도적인 상시학습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기존의 교수자 주도적인 이러닝 학습환경을 벗어나 교수-학생, 

학생-학생 간 실시간 상호작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A사이버대학교에서는 기존의 게시판 형태로 제공되는 질의응답의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교수자와 학생, 그리고 학생 

간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메신저 툴을 강의실에 도입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A사이버대학의 강의운영에 있어서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실시간 메신저 툴(Live 강의실) 시스템을 제안하

고, 첫 학기 경과에 따른 학생참여 현황과 학생들의 만족도를 살펴봄으

로서, 상호작용전략의 성과를 분석하여,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의 

교육의 질 향상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Literature Review

1. 이러닝(e-learning)과 실시간 채팅

2000년대 초반 이후, 언제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고 국내외 

지역 또는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자원과 자료, 그리고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터넷

을 활용한 원격수업이 이러닝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러닝은 한국교

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1],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anytime), 어디서(anywhere), 누구나(anyone) 수준별 맞춤형으로 

학습할 수 있는 체제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러닝에 활용되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 실시간 이러닝 

기술 및 비실시간 이러닝 기술이 제시되어 있으나, A사이버대학교의 

경우,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활용을 통해 탑재된 

강의를 온라인으로 보고, 과제 및 토론 활동을 수행하고, 출결상황에 

대한 관리하도록 해주고, 온라인 시험을 통한 평가를 제공하는 등을 

주된 이러닝 학습기술로 활용하고 있어, 실시간 이러닝 기술에 대한 

접목은 부족하다는 내부적 자성(自省)이 이루어졌다. 

또한, David Hawkins가 제시한 교육의 3요소에 착목하여, 이러닝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간 비대면 학습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3요소 간 상호작용 촉진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자 

방안을 모색하고자, 강의실 별 실시간 채팅 툴을 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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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선행연구들은 사이버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앱을 분석하고[3], PC를 벗어나 모바일중심의 이러닝으로 변화하는 

가운데에서의 물리적 전략을 마련하고자 중점을 두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4][5][6]. 그러나, 사이버대학교의 전체 교과운영에 있어서 과목

별로 실시간채팅을 실시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목별로 실시간 채팅의 강의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A사이버대학교에서는 자체 LMS에 채팅 서비스 툴을 연계하여 

과목별로 수강생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목 수강생들은 

채팅 서비스를 PC와 모바일 기기 모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1. 채팅 서비스와 연계된 LMS

실시간 메신저 툴을 통해서 수강하는 강의실을 ‘Live강의실’로 명명하

고, 2017년 1학기 첫 도입을 하고 총 264개 과목에 도입하였다. 

Live 강의는 PC를 이용하거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참여가능하다. 

PC를 이용하는 경우는 대학 자체의 LMS에서 운영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Live강의에 접속할 수 있다. 모바일을 이용하는 경우는 

Live강의 전용 앱에 직접 로긴하여 Live강의에 참여할 수 있다.

IV. Results

A 사이버 대학은 사이버 대학 최초로 264개의 전 과목 대상으로 

온라인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온라인 채팅 서비스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교수와의 다양한 소통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많은 사이버학생들의 특성상 

온라인 채팅 서비스에 1회도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 비중이 높았던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온라인 채팅서비스의 교육효과를 교과목의 특성, 

수강생 규모, 학과 특성 및 학생 특성에 따라 비교 분석하여 사이버대학

의 원격수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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