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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8년 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계산과학공학 랫폼 기반으로 온라인 시뮬 이션이 

가능한 EDISON(EDucation-research Integration through Simulation On the Ne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랫폼 서비스는 7개 문분야( 산의학, 산설계, 산열유체, 구조동역학, 계산화학, 나노물리, 
도시환경)의 학생  연구자들이 학습  시뮬 이션을 실행하고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EDISON 랫폼은 시뮬 이션 서비스에 을 맞춰 개발과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국내외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서비스들에 비해 아직 교육 콘텐츠가 부족하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계산과학공학 랫폼에 교육 콘텐츠를 체계 으로 제공하기 한 커리큘럼 서비스를 

설계  제안하 다.    

1. 서론

   사이버 인 라스트럭처 기반으로 이공계, 교수, 학생, 

연구자, 산업체 인력 등이 시뮬 이션 SW를 실행하여, 데

이터, 교육 자료, 연구 성과 등을 공유 활용하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EDISON(EDucation-research 

Integration through Simulation On the Net)[1-3] 랫폼

은 2018년 4월 재, 7개 문분야 사용자가 약 6만 

여명에 이른다. EDISON 랫폼은 지속 인 랫폼 개발 

 고도화로 인해 계산과학공학의 연구자  학생들이 시

뮬 이션을 실행하는데 무리가 없으나 시뮬 이션 SW 

비 교육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계산과학공학 랫폼에 교육 콘텐츠를 체계 으로 

제공하기 해 커리큘럼 서비스를 설계  제안한다.   

      

2. 국내외 온라인 공개강의(MOOC) 동향 

2.1 Coursera

   2010년 온라인 공개 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4]이 등장한 이후부터  세계 으로 온

라인 교육 시장이 새롭게 각 받고 있으며 Coursera[5]는 

MOOC를 부흥시킨 선두주자로 평가받는다. Coursera는 

2012년 스탠포드 학에서 강의를 제공하던 앤드류 응

(Andrew Ng) 교수와 다 네 콜러(Daphne Koller) 교수가 

만든 서비스로 재 다양한 실험과 학과의 업으로 

MOOC 산업을 발 시키고 있다. 2012년 Coursera 웹사이

트가 공개된 이후 단 3개월 만에 190개 국가에서 64만명

의 가입자를 유치하 고 이들이 첫 해에 수강 시청한 강

의 수는 150만개, 상은 1400만 뷰를 돌 했으며, 2017년 

 가입자는 2400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림 1은 최근 

Coursera가 새롭게 시도하는 수익모델인 기업용 교육 

랫폼 ‘Coursera for Business’로 각 기업에 필요한 강의와 

상을 별도로 뽑아 추천하는 서비스 화면이다. 기업 담당

자는 분야별로 강의를 나눠 담당 직원들을 할 수 있

으며, 직원들이 실제로 강의를 등록했는지, 상을 얼마나 

시청했는지 분석  리가 가능하여 페이팔, 로 얄, 에

어 랑스 등이 Coursera for Business를 이용한다.

(그림 1) Coursera for Business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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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K-Mooc

   2015년 10월 한국형 무크(K-MOOC)[6]는 서울 , 

KAIST 등 10개 국내 유수 학의 총 27개 강좌를 시작으

로, 2016년에는 140개 강좌 서비스 하 으며 2018년까지 

총 500개 이상의 강좌 운 을 목표로 매년 강좌 수를 확

 에 있다.  

3.1 계산과학공학 응용 임워크 소개

   2018년 4월 재, 7개 분야( 산의학, 산설계, 산열

유체, 구조동역학, 계산화학, 나노물리, 도시환경)의 계산

과학공학 연구자  학생들이 학부 수업에서 활용하도

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산과학공학 랫폼은 그림 2와 

같이 구성 되어 있다.

(그림 2) 계산과학공학 랫폼(EDISON) 구조

    Front-end 에서 사용자에게 EDISON Portal[7]  시

뮬 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논문에서 설계한 계산과

학공학 커리큘럼 서비스와 가장 한 련이 있는 부분

은 응용 임워크다. 응용 임워크는 Liferay[8] 기반

으로 개발되었으며, 웹 포털 서비스 제공을 목 으로 하므

로 시뮬 이션 SW를 등록  리하는 시뮬 이션 서비

스, 각 분야를 통합한 유  리 서비스, 워크 로우 서비

스, 시뮬 이션 동계 서비스, 데이터 장소 서비스를 제

공한다.   

(그림 3) 워크벤치 기반 시뮬 이션 실행 UI

   그림 3은 응용 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워크벤치 기

반 시뮬 이션 실행 UI 화면이다. 그림 3의 워크벤치는 

시뮬 이션 SW 개발자 는 등록자가 해당 시뮬 이션에 

합하게 화면 이아웃을 설정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시뮬 이션 실행 환경이 획일화 되지 

않고 각 시뮬 이션 SW의 특성별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3.2 계산과학공학 커리큘럼 서비스 설계 

   EDISON 서비스 한 국내외 온라인 공개강의 트 드

를 따라 강좌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제작하 다. 기존 

EDISON 랫폼 서비스가 시뮬 이션 SW실습 주의 교

육이었기 때문에 이론과 실습의 융합 교육을 해 콘텐츠

를 보강하여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9]. 하지만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서비스의 도메인이 재 제공되는 통

합 포탈과 별도로 분리되어 서비스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재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계산과학공학 랫폼과 연동하기 해서는 

다양한 형식의 학습 도구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해 계

산과학공학 커리큘럼 서비스를 설계하게 되었다. 

   한 계산과학공학 커리큘럼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콘

텐츠에 해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하기 

해, 그림 3의 시뮬 이션 수행에 사용되는 워크벤치 기

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동  이아웃 서비스를 

설계한 커리큘럼 서비스의 구성요소는 그림 4와 같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커리큘럼 서비스는 콘텐츠 제작자

가 사용자에게 효과 인 학습을 해 수업(Lecture)의 각 

장(Chapter)마다 페이지의 이아웃을 동 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은 그림 4의 Curriculum Layout에 해

당한다. 그리고 설정된 이아웃을 통해 이론의 내용을 학

습한 뒤 학습 내용과 련된 시뮬 이션 SW를 실행하여 

결과를 확인해보는 이론-실습 융합 방식이라는 이 다른 

학습 서비스와 차별화 된 특징이다. 련연구에서 살펴본 

온라인 공개강의 서비스 랫폼에서는 고정된 이아웃을 

제공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동 인 학습 페이

지 이아웃 설정 기능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지녔다.  

(그림 4) 커리큘럼 서비스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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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커리큘럼 서비스 시 화면  

 본 논문에서 설계한 커리큘럼 서비스의 실행 화면은  

그림 5와 같다. 해당 화면에서 상단의 좌측과 우측은 이론 

강의 상  강의 자료를 볼 수 있고, 하단에서는 해당 

강의에 맞는 시뮬 이션 SW를 실행하기 해 입력 값을 

설정하는 화면으로 시뮬 이션과 이론 수업이 융합된 형

식이다. 이 화면은 시 화면일 뿐이고, 강의를 제작하는 

제작자 는 등록하는 리자가 수업의 각 장(Chapter)마

다 이아웃을 설정하여 변경 할 수 있다. 

4.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은 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EDISON 계산과학공학 랫폼에 학습 콘텐츠를 지원하기 

해 커리큘럼 서비스를 추가 설계하 다. 기존 랫폼이 

시뮬 이션 기반의 실습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론과 실습을 모두 지원하기 해 재 시뮬 이션 수행에 

사용 인 워크벤치 UI 기반의 커리큘럼 서비스를 설계하

다. 

향후에는 설계된 커리큘럼 서비스에서 사용하기 한 

문서, 상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리 할 콘텐츠 리 엔

진을 미들웨어에서 개발해야 하고, 이를 실제 온라인 웹 

포털 서비스 UI를 제공하고 있는 응용 임워크와 연동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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