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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온라인 교육은 컴퓨터 테크놀로지 발달과 웹 기반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초, 중, 고등학교를 비롯하

여 대학교는 2020년 3월 역사상 처음으로 개강을 비대면 온라인 상황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온라인 강의 시

청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영상에 대한 필기 양도 많아지고 있다. 온라인 강의는 대부분 시각적 자료와 함께 

교수자의 설명이 더해진다. 시각자료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과 교수자의 말로 설명이 되는 부분에 대해 필기

를 할 때 시각 자료를 그려 필기하거나 영상의 어느 부분에 해당 내용이 나오는지 시간을 같이 메모해서 봐

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상을 시청하며 구간에 메모를 저장, 

표시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자 한다. 학습자가 영상에 직접 메모를 표시하여 맞춤형 학습에 따른 복

습 효용성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키워드: 메모(memo), 온라인 강의(online lecture), 동영상 플랫폼(video platform), 동기화(synchronizes)

온라인 강의에 대한 효과적인 복습을 지원하는 메모 시스템 
문창희O, 조대수*

O동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동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e-mail: ckdgml228@gmail.comO, dscho@dongseo.ac.kr*

Memo System to support efficient Review for 
Online Lectures

Chang-Hee MoonO, Dea-Soo Cho*

ODivision of Computer Engineering, Dongseo University,
*Division of Computer Engineering, Dongseo University

I. Introduction

온라인 교육은 웹 기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다[1].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현상이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초, 중,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대학교는 

2020년 3월 역사상 처음으로 개학 및 개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맞이하게 되었다[2]. 온라인 강의 시청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각 

영상에 대한 필기 양도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강의는 대부분 시각적 

자료와 함께 교수자의 설명이 더해진다. 시각자료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과 교수자의 말로 설명이 되는 부분에 대해 필기를 할 때 시각 

자료를 그려 필기하거나 영상의 어느 부분에 해당 내용이 나오는지 

시간을 같이 메모해서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필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해당 필기에 대한 강의와 구간을 찾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교육 수요가 늘어난 시점에서 복습 시 

메모에 맞는 강의를 찾아야 하는 시간소모를 줄이고 메모 시점을 

같이 표시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에 메모를 

삽입하고, 영상 재생 바에 시점을 표시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

자 한다.

II. Preliminaries

[3]에서는 모바일 웹상에서 학습 내용을 복습할 때 학습 시간과 

내용, 메모를 캡처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설계하였다. 하지만 모바일 

한정적이라는 문제점이 있고, 영상을 다운받아 시스템 리스트에 따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안 시스템 및 변형 제어 시스템의 문제점이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효과적인 복습을 지원하

는 메모 시스템은 온라인 강의 영상에 대해서 메모를 입력하고,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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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에서의 메모입력 시점과 해당 메모를 동기화시켜 복습 시 

시점에 맞게 메모를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영상을 다운받아 

리스트에 따로 등록하는 형식인 [3]과 달리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존 사이트에서 학습할 영상의 SRC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에 도입된다. 전체적인 구성은 Fig. 1과 같다. 연동모듈로 

영상의 SRC를 가져온 후 react로 구현한 메모 모듈을 해당 강의 

콘텐츠와 연계 한다.

메모 모듈에서 입력은 텍스트 에디터를 활용한 입력, Speech To 

Text를 활용한 음성입력 두 가지 방법이 제공된다. 메모가 필요한 

구간에서 영상을 정지하여 메모를 입력한다. 메모 저장 시 Fig. 2와 

같이 영상에 시점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때 두 번째 표시처럼 시작과 

끝 시간을 체크하여 범위 설정이 가능하다. 

메모와 표시 시간에 대한 데이터는 Fig. 3과 같이memo data 

document로 Mongo DB에 저장된다.

메모를 삽입한 영상을 다시 실행시킬 경우 렌더링 과정에서 Mongo 

DB에 저장되어 있는 memo data documents 중 해당 영상의 SRC와 

같은 document를 찾고 메모마다 저장한 시점을 영상에 표시해준다. 

영상을 재생하여 표시한 시점에 도달할 경우 표시범위에 맞게 메모 

내용을 영상 우측에 보여준다.

Fig. 1. Conceptual Diagram

Fig. 2. Two Types of Marks

Fig. 3. Example of Memo Data Document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강의에 메모를 삽입하고, 삽입 시점을 표시하

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두 가지의 입력기능을 통해 부가적인 

준비물 필요 없이 영상을 시청하며 메모를 해당 구간에 삽입하고 

복습 시 표시 시점에 맞는 메모를 보여준다. 

메모에 맞는 영상과 구간을 찾아야 하는 시간 소모를 줄이고, 

학습자가 직접 영상에 메모 표시를 하여 맞춤형 학습에 따른 복습 

효용성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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