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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에 따라 교육에 사이버 공간을 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실이 되었다. 따라

서,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기 해 많은 e러닝(e-learning)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재 개발된 많

은 LCMS(Learning Contents Management System)는 세계 e러닝 표 인 SCORM(Sharable Contents 

Object Reference Model)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국교육정보공유체계인 KEM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아,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개발된 학습콘텐츠를 공유하기 어렵다. 한 국립 앙과학 은 비정규교육기

으로 , ,고에서 개별 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학분야의 교육 시물을 실제로 혹은 사이버공간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합하여 리하며 학교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선생님, 학습자, 운 자, 교수자 

모듈로 분리하여 기능을 제공하면서 서로 연동되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의 국교육정보공유체계인 KEM(Korea Educational Metadata)과 세계표 인 SCORM 기

반의 선진화 된 LMS(Learnig Management System)  LCMS 시스템인 국립 앙과학  사이버과학교실 

웹포털 사이트를 설계  구 하 다. 

Abstract

As society has changed to being more knowledge-based, it is indispensable that Internet usage is 

incorporated into education. Therefore, the e-learning system is being developed in order to provide 

a proper environment. However, many LCMS that were developed, currently are not based on 

SCORM, the world e-learning standard, nor KEM, the Korea Educational Metadata of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KERIS), and hence, it is difficult to share learning 



사이버과학교실시스템 설계  구

第9券 第4號 2006年 12月 29

contents developed from such varied environments. National Science Museum, a non-educational 

institution, also provides the educational science exhibits in reality or in cyber space, which cannot 

be produced by elementary schools, and secondary schools. Consequently, new systems are necessary, 

whose modules should be divided into four, for example, ‘teachers’, ‘learners’, ‘managers’, and 

‘instructors’, and be associated with each other so that they are able to integrate and manage such 

systems, and be used in school education as well. Therefore, in this study, more advanced LMS and 

LCMS, which are the web-portal sites used for a cyber science class at the National Science Museum, 

were designed and established. These sites were surely based on the KEM, and the SCORM.

주요어: LMS, LCMS, SCORM, 학습콘텐츠 리시스템

Keywords: LMS, LCMS, SCORM, Learning Content management system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사회는 인터넷과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

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환경의 변화 또한 요구되고 있다. 양질의 삶을 

추구하고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컴퓨터, 인터넷, 유비쿼터스 신기술 등 

IT 분야의 발전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는 e-러닝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평생교육과 맞춤형 교육

으로 연결되고 있다(박인섭, 2006).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변화를 주도하는 창조적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조

직되고 다듬어 진 지식을 생산, 사용, 공유, 재구성하는 창조적인 힘이 사회적 가치를 발휘하게 되

며, 이러한 능력이 곧 사회의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 즉, 지식이 자원이며 경제발전과 개인의 사회

적 지위 확보에 있어서 지식이 중심요소가 된다. 산업사회의 교육이 획일적이고 경직된 교육과정

으로 수동적인 인재를 키워왔다면, 지식기반사회의 교육은 다양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으로 유연

한 미래형 인재를 추구한다. 

사이버 교육이란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가상의 공간에서 교수․학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된 새로운 방식의 교육 패러다임이다(나일주, 1999; 이인숙, 2001; 조은순, 2002). 

특히 사이버교육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육을 지배해왔던 교수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열린교육사회, 평생교육사회에 적합한 

교육체제로 주목받고 있다. 사이버교육이 갖는 장점에 많은 주장(강명희, 이미화, 송상호, 2004; 

나일주, 1999; 이인숙, 2001; 조은순, 2002; Don Morrison, 2003)이 있어 왔다. 

첫째, 사이버 공간이 제공하는 특징을 잘 활용하면 학습활동을 재구성할 수 있고 비판적으로 성

찰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찰학습이 가능하다. 둘째,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발한 협력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나 

문제해결 방법 등을 경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나 관점을 수정할 기회를 갖는다. 셋째,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한 문제해결학습이 가능하다. 넷째, 사이버 공간에서는 무한한 자료로 구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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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함으로써 학습활동을 촉진시키는 탐색학습이 가능하

다. 다섯째, 사이버 공간의 지식은 정체된 지식이 아니라 생성과 변화를 도모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된 최근 지식과 언제나 대면할 수 있다. 여섯째, 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을 이

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실시간 ․ 비실시간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활발한 토론학습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이버 교육의 단점 또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

만 교육에 사이버 공간의 도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이버 교육이 갖는 장점

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 하여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 교육의 

이러한 장점을 살려 잘 적용하면 지식기반사회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 가까운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학은 매우 폭넓은 학문으로 다양한 기초 지식의 학습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학습, 

실습, 모형 등의 교수매체를 필요로 하는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각 학교 수준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립중앙과학관에는 우주에서 지구까

지, 인류의 등장, 우리나라의 지질, 우리나라의 동물, 우리나라의 식물,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포함

하는 자연사, 의․식․주, 하늘과 땅의 과학, 과학기술과 군사도구의 주제별로 실물과 복제, 모형, 영

상, 해설 및 도해, 사진을 포함하는 한국과학기술사, 지구, 수학, 힘과 에너지, 빛과 소리, 물질, 인

체를 포함하는 기초과학, 에너지, 기계, 정보, 교통과 수송 분야를 포함하는 산업기술, IT(정보기

술), BT, NT를 포함하는 첨단과학에 대한 전시물이 전시되어 초, 중, 고 학생들에게 개방되고 있

다(권효순, 2005). 또한 사이버교육을 위하여 재미있는 과학, 테마과학, 사이버과학교실, 과학여행, 

전시품 설명 등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정보위치가 모두 분

산되어 있고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 학습자들에게 좋은 사이버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

이다. 아울러 국립중앙과학관의 사이버교육시스템과 과학기술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학교현장에

서 교사들이 교수매체로 활용하고 과제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설정하였다. 

학생 스스로 가정에서 학습이 가능한 맞춤형․수준별 e-Learning 체제를 구축하여 첨단 정보 기

술을 활용한 미래 지향적인 교수․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학습 지원 서비스 시스템 및 

콘텐츠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SCORM기반의 국립중앙과학관 사이버과학교실 웹포털 사이트를 설계 및 개발한다.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전국교육정보공유체계인 KEM과 세계표준인 SCORM 기준을 준수한 선

진화 된 LMS 및 LCMS 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표준화

가. 이러닝 표준화의 필요성

e러닝은 기본적으로 전자적인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학습에 적용 가능한 용어이다(산업자

원부, 2003). e러닝 이란 “개별화된 학습전략, 교수-학생-시스템 다자간의 상호작용, 다양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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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멀티미디어 형태의 자료 제시, 전자우편, 게시판, 실시간 피드백, 등의 웹 기능이 교수-학습

과 연계된 형태로 제공되는 학습체제”(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이다.

e러닝이란 학습자 중심의 융통성 있고 상호작용적인 사이버 환경 속에서 정보와 교수 내용을 전

달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을 지원하는 인터넷 혹은 다른 전자 매체 기반의 학습체제를 말하

고, 온라인 교육, 사이버 교육, 웹 기반 교육, 원격교육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였다(안광식, 

2005).

이러한 정의들에 의하면 이러닝이란 “수업시간 중이나 수업시간 외를 포함하여 언제나, 교실안

과 교실밖을 포함하여 어디서나, 웹 기능을 교수-학습 활동에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닝과 관련된 산업을 콘텐츠 분야, 솔루션 분야, 운영 서비스 분야, 컨설팅 분야로 구분하여 

볼 때 각 분야에 참여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조용

상, 2006). 조용상은 e-러닝 표준화란 “사람-사람, 시스템-시스템, 사람-시스템간 이루어지는 모

든 e러닝과 관련된 학습 및 관리 활동을 지원, 관리하기 위해 합의된 규약"이라 하였다. 

e러닝을 표준화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인숙, 2002; 산업자원부, 2003; 산업자원부, 2004; 조

용상, 2006)이 있다. 1차적 목적은 경제성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으

로 이것은 콘텐츠 개발사와 시스템 공급사에 구애 받지 않고 어떤 콘텐츠 개발사가 개발한 콘텐츠 

이던지 아무 시스템 공급사가 공급한 시스템에서 사용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즉 e-Learning 

콘텐츠의 Plug & Play를 가능해 진다. 둘째 학습콘텐츠의 재사용성(Reusability)으로 한번 만들어

진 콘텐츠는 다른 용도로도 재 사용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학습콘텐

츠의 내구성(Durability)으로 기술진보에 따라 운영 시스템이 변화하더라도 기 개발된 콘텐츠는 계

속 사용 할 수 있게 하자는 콘텐츠 생명 주기의 연속성 보장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학습콘텐츠의 

접근 가능성(Accessibility)으로 학습 콘텐츠는 지역과 시스템에 구애 받지 않고 접근 가능해야 하

며 신체적 장애(시각 장애, 청각 장애 등)에도 불구하고 학습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형태로 학습 

기회를 줄 수 있게 된다. 2차적 목적은 교육효과성, 학습성취도나 만족도와 같은 교육효과를 제공

하게 된다. 

나.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 

SCORM은 IMS, AICC, IEEE LTSC 등의 기관에서 별도로 부분적으로 이러닝 표준화를 추진하

던 것을 통합한 호환성, 재사용성 촉진을 위한 이러닝 표준안으로 2000에 버전 1.0을 공개한 후로 

2004년 version 2004까지 발표하였으며 현재는 이러닝 분야의 de facto standard 로 정착하였

다. SCORM 기반의 이러닝은 첫째, SCORM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은 ‘웹 환경’을 기반으로 한다. 

둘째, LMS 혹은 LCMS(이전에는 CMI) 시스템과 서비스가 있다. 셋째, 간단한 하이퍼링크 기반의 

웹 사이트는 SCORM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또한 SCORM 기반 이러닝 에서의 

중요한 2가지 요소는 재사용 가능 객체(LO : Learning Object)의 표준화된 형태인 SCO(Sharable 

Content Object)와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LCMS(Learning Content Management 

System)로 불리는 시스템이다. 

다. 학습객체(Learning Object)

학습객체의 개념은 하나의 학습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학습내용이다.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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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는 학습자들의 필요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고 다른 학습객체와 조합하여 더 큰 단위로 재구성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은 학습객체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기도 한다. 개

별 학습자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독립적인 정보들의 조작으로 보기도 하

고(Wagner, 2001) 측면에서 특정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조직하기 위한 프로임 

워크로 보기도 하며(Merrill, 1998) 학습 내용의 크기에 따라 하나의 파일, 파일들이 모인 학습모

듈, 학습모듈이 모인 한 차시의 학습단위로 보기도 한다(이준, 2001). 또한 현재 많은 LMS가 

AICC, IMS, ADL의 기술 표준을 따르고 있기 떄문에 SCORM의 SCO나 ASSET으로 보아야 한다

는 주장도 있고(Shepherd, 2001),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전략, 평가문항 등의 항목으로 구성해

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Brennan, 2001).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학습 객체에 담겨있는 내용이 학

습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느냐에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 메타데이터(Meta-data)

메타데이터는 학습객체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이다. Wagner 

(2001)는 하나의 학습객체에 여러 개의 메타데이터를 속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고, Brennan 

(2001)등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각각의 데이터가 무엇에 관한 것이고 어떤 특징을 가진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부여한 정보 목록 같은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메타 데이터의 개념은 최근 네트워

크 기술과 컴퓨터 시스템의 발달로 각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Database)의 크기가 방대해지

고 복잡해지면서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데 메타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학습자원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핵심이 되고 있다. 메타데이터로 학습객체를 구성하면 

학습자원시스템에 학습내용을 분류하여 저장 할 수 있고, 학습자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학습내용으

로 재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빠르고 쉽게 학습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에 포함될 기본적인 요소로는 학습내용의 식별정보, 학습내용의 종류, 크기, 포맷 길

이 등에 대한 물리적인 특정정보를 비롯하여 학습 내용의 외형적, 시청각적 공간적 특성정보, 학습

내용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에 관한 서술적인 정보, 메타데이터 검색을 위한 제목, 키워드 등의 

검색 정보, 저자, 저장방법, 저장일시 등의 저장, 색인 및 관리 내용에 관한 정보 등이 있다(유인출, 

2001).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웹 기반의 교육용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SCORM이 제

시하는 9개 범주의 80개 구성요소 중에서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KERIS-SCORM 메타데이

터”로 정의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다. SCORM이 제시하는 메타데이터는 학습자원을 관리하고 검색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메타데이터는 개별학습용 코스웨어를 개발

할 때 적용 가능한 항목들만을 선별하였고 이를 실제적인 용어로 구체화 하였다. KERIS-SCORM 

메타 데이터인 KEM 2.0 메타데이터의 정보모델은 1. 일반사항 범주 2. 생명주기 범주 3. 메타-메

타데이터 범주 4. 기술 범주 5. 교육 범주 6. 저작권 범주 7. 관계 범주 8. 주석 범주의 9가지 범주

로 분류된다.

2. 학습관리운영 플랫폼의 표준화

웹 기반 교육의 학습콘텐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발자의 수작업에 의존하던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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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밍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 웹 기반 교육용 플랫폼이 개발되었다(이준, 2001). 웹 기반 교육용 플

랫폼은 학습자의 학습과정 관리를 비롯하여 학습자의 성적관리, 학습콘텐츠관리, 학습 효과 측정 

등 학습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학습관리 운영 플랫폼으로 발전하였다. 학습관리 운영 플랫

폼은 크게 학습관리시스템인 LMS와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인 LCMS로 구분할 수 있다. LMS는 교

실환경의 학습과정을 웹 상으로 옮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주로 학습과정 안내, 등록, 학습

자원관리, 성적관리 등 학습자의 학습을 관리해 주는 기능을 한다. 반면, LCMS는 웹 상에서 사용

도는 학습 콘텐츠의 생산, 관리, 유지, 전달, 추적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학습 콘텐츠를 저장하는 

학습객체 저장소, 학습객체 저작 도구, 학습객체 전달 인터페이스를 강조하고 있다(Rengarajan, 

2001). 이처럼 LMS와 LCMS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중점을 두고 있는 목적과 개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가.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는 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학습자와 연결시켜 줄 뿐 아니라 성적, 진도 관리에

서부터 학습 진행 및 결과 관리 등 학사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다(산업자원

부, 2004). 학습자들이 학습 계획과 평가 기준을 세우고 이를 통해 동료 학습자들과 협력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시스템의 구성은 웹 기반 학습에서 학습자의 능력과 역량, 

학습활동, 학습 전달 방법 등에 초점을 두고 행적적인 등록, 수강 신청 학습코스 진행, 학습자 기록 

및 추적, 성적 평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 콘텐츠 자체의 생성이나 재사용, 관리, 개

선 등에 관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학습관리시스템이다(Rengarajan, 2001).

나.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LCMS : Learning Content Management System)

LCMS는 콘텐츠 관리와 학습자들의 학습과정을 한데 묶어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시스템이다(산업자원부, 2004). 즉 콘텐츠의 생성, 관리, 전달, 재사용의 기술적인 측면이 강

조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다. 

LCMS의 역할은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개별화된 학습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LCMS의 학습

객체로 학습자원을 제공하면 학습자들은 수준에 맞게 학습객체를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화

된 학습활동을 돕고 학습자와 콘텐츠간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학습객체의 맥락 안에서 

활발한 지식 생성 및 교환이 이루어지고 학습자들간에 적극적인 협동학습 활동을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LCMS안에서 학습자원을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고 학습 객체 형태의 비구조

화 된 자원들을 명확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범위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조은순, 2002).

다음 그림은 LCMS의 전체적인 구조도이다(손경아, 2002). 이 구조도를 살펴보면 학습객체의 생

성에서 전달에 이르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다양한 학습객체 저작도구 프로그램으로 학습객체를 

생성하고 교육과정 구조에 따른 학습객체 전달 인터페이스로 학습객체를 검색한다. 학습객체들은 

학습 객체 저장소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학습객체 전달엔진을 통해 학습자에게 전달된다. 학

습객체의 출력형태는 e-러닝 학습자료, CD-ROM, 인쇄물, 웹 파일, EPSS 등 다양한 형태가 지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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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CMS 구조도

다. LMS와 LCMS의 통합

LMS와 LCMS는 서로 출판점이 다른 시스템이다. LMS는 학습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LCMS

는 학습콘텐츠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두 시스템은 학습활동 측면에서 상당 부분 서로 

상반된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두 시스템의 장점을 설려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시스템의 통

합은 이상적인 학습관리 운영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두 시스템의 통합환경의 구

성도이다.

[그림 2] LMS와 LCMS의 통합

이와 같이 LMS와 LCMS의 시스템 통합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점으로는 다

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학습 객체의 공유, 관리, 갱신 및 학습 

활동의 변경 등이 용이해진다. 학습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학습자의 기록을 토대로 학습자에게 필

요한 학습객체를 선정하고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 개인에게 분산되어 있는 유용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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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으로 통합하여 학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학습자원에 대한 폭넓은 통합을 시도

하는 것으로 정보를 통합하는 대안의 하나로 학습자의 학습결과물을 학습객체로 저장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셋째, 학습객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은 구조가 동일하므로 목적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은 자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항목들만을 골라 새로운 형태의 자원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관리나 학습

콘텐츠 관리 측면에서 현재의 시스템과는 다른 형태의 학습활동이나 교육과정의 구성이 필요하다

고 할 때 새롭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학습객체를 활용하여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현

할 수 있다. 

Ⅲ. 사이버과학교실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이 연구의 사이버과학교실시스템은 학생 스스로 가정에서 학습이 가능한 맞춤형․수준별 e-러닝 

시스템이며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수업매체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설계된 학습 

표준화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사이버과학 교실을 위한 개별학습 지원 서비스 시스템 및 콘텐츠 

관리체제를 구축 하고 인터넷 환경으로 과학상식 및 실험과정의 상세과정을 소개 및 제공하며, 기

존의 단순한 학습제공의 서비스가 아닌 사이버과학 교실을 통해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간의 

커뮤니케이션, 폭넓고 다양한 과학정보의 체계적 제공, 학습과정에 이뤄지는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정보의 체계적 저장 등을 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SCORM 2004를 준수하며 LMS, LCMS 기능을 구현함으로서 실현되었다.

1. 시스템 구성

LMS 와 LCMS를 기반으로 직접 정보이용자들과 교신하는 웹포털 부문, 향상된 성능의 학력진

[그림 3]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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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여 사용자들의 요구와 정보 이용의 효율성 및 기초과학 교육의 응용성을 

높인다.

2. 시스템 설계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듈은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독립 모듈로 서비스가 최적화 되거나 타 시스

템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그림 4] 권한별 구성 모듈

[그림 5] 연동 시스템

3. 시스템 개발

가. 웹 포털 시스템

1) 웹 포탈 메인 화면

웹 포탈 시스템의 메인 화면은 다음과 같다.

<표 1> 웹 포탈 메인 화면 

기능 화면 설명 화면 그림

웹 포탈 메인 페이지

로그인 후 교실안내, 학습실, 커뮤니티, 게시판으

로 들어갈 수 있으며 로그인 하지 않은 경우 토

론, Q&A, 설문 에 참여할 수 없으며 우수 커뮤니

티를 열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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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실안내

<표 2> 교실안내 기능  화면 설명 

기능 화면 설명 화면 그림

(1) 학습안내

학습의 주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학

습의 내용, 운영지침, 학습절차, 교실운영 등의 내

용을 포함한다.

(2) 주제별 학습
교실의 안내와 주제별로 학습되어 지는 현황을 볼 

수 있다. 

(3) 주제별 학습, 

교과목안내

특정 주제를 선택하면 현재 교과목의 담당교수, 

학습목표, 학습 대상을 보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

다.

(4) 주제별 학습내의 

각 회차별 교육 

내용

교실에서 각 회차 별로 학습 자료를 볼 수 가 있

으며, 이 학습의 필수여부, 선행학습, 보충학습, 

심화학습 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커뮤니티

ㆍ설문참여 

ㆍ토론실 

ㆍ커뮤니티

라) 게시판

ㆍ공지사항

ㆍ자유게시판 

ㆍQ & A

ㆍ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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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화면 설명 화면 그림

(1) 교과 학습 단원별 

학습 사전/사후 

평가제공 

단원별로 사전시험을 유도하며, 응시결과를 이용

하여 수준별 학습으로 진행되도록 목차를 자동 구

성한다. 

나. LMS - 학습 지원 모듈

1) 학습기능

<표 3> 학습기능  화면 설명

기능 화면 설명 화면 그림

(1) 교과 학습 과정 

내용 조회 

(강의계획서) 

수강신청 또는 나의강의실에서 과목명을 클릭하

면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다.

(2) 과정개설 및 

수강신청 

개설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수강신청 가능한 

기간 중에 있는 과정에 한해서 수강신청 및 취소

를 할 수 있다.

(3) 진도 및 

성적확인 

학습중인 과목의 진도결과 및 토론/과제/시험 결

과, 종합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4) 설문참여 및 

설문결과 확인 

진행중인 설문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참

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5) 사용자별 

수강이력 조회 

수강과목 내역 및 과목별 총점을 확인할 수 있고, 

수료 후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2) 시험평가기능

<표 4> 시험평가 기능  화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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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화면 설명 화면 그림

(2) 문제유형은 4가지 

유형을 지원 

단일선택형/복수선택형/단답형/논술형의 4가지 유

형의 문항을 지원하며, 문제유형을 선택한 후 형

식에 맞게 입력하여 문제를 등록할 수 있다.

3) 교과상담 기능

<표 5> 교과상담 기능  화면 설명

기능 화면 설명 화면 그림

(1) 학생의 교과 학습 

내용 관련 질의 

응답 게시판 

학생이 학습중에 교과 학습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하면 응답을 게시판에 게시할 수도 있고 메일로 발

송할 수도 있다.

4) 부가학습 기능

<표 6> 부가학습 기능  화면 설명

기능 화면 설명 화면 그림

(1) 토론방 관리기능
토론주제 및 토론기간을 설정하여 토론방을 개설할 

수 있고 마감일이 되면 자동으로 마감된다.

(2) 주제별 

프로젝트방 

운영관리 기능

주제별 프로젝트 방 개설, 폐쇄, 회원관리, 게시판 

관리 기능이 있다.

(3) 학습자료실 기능 
과목별로 자료실이 운영되며, 등록된 자료는 학습자

들이 다운받아 참고할 수 있다.

다. LMS - 교수운영지원 모듈

1) 과정 개설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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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과정 개설기능  화면 설명

기능 화면 설명 화면 그림

(1) 과정 개설
분류별로 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회차 를 구성, 

일정을 설정 한 후 강의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

(2)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 계획서를 구성할 수 있고 기개설된 강의 계

획서를 등록 할 수도 있다.

(3) 시험템플릿 생성
과정별로 시험 템플릿을 등록해 두면, 해당 구성 

그대로 재출제가 가능하다.

2) 강의실 관리기능

<표 8> 강의실 리기능  화면 설명

기능 화면 설명 화면 그림

(1) 담당과목 

학습현황 조회

담당과목의 수강중인 학생별로 전체 학습현황을 확

인할 수 있다. 수강중인 학생별로 진도현황을 그래

프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총 학습 횟수, 총 학습

시간, 세부진도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2) 자료실 관리
과목별 자료실의 자료를 등록/관리할 수 있으며, 등

록된 자료는 학습자들에게 제공된다.

3) 시험평가 기능

<표 9> 시험평가 기능  화면 설명

기능 화면 설명 화면 그림

(1) 학생관리
학습자가 사전/사후시험, 진도시험, 중간/기말고사에 

참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채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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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화면 설명 화면 그림

(1) 학습정보 관리 
강의실 미리보기 기능 및 수정 관리기능 으로 개설된 

과목의 구성된 목차를 확인 할 수 있다.

(2) 학습자 정보 

관리

수강신청자 확인, 승인 처리 및 조편성 기능으로 과목에 

수강신청 한 학습자 현황을 확인하고, 승인처리를 선택

적으로 할 수 있으며, 승인된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편성

을 할 수 있다.

(3) 수강 진행 

관리

수강 신청자는 승인처리 후 수강 가능하며 공개강좌일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수강이 가능하다.

(4) 통계 및 

리포트 관리

수강신청 현황, 진도현황, 성적현황 확인 가능하며 엑셀

파일로 출력 가능하다.

(5) 메일링 기능

학습부진한 학습자를 추출하여 독려메일을 발송 할 수 

있고, 수강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메일을 발송할 수도 있

다. 

라. LMS -운영 지원 모듈

1) 교육과정 관리기능

<표 10> 교실과정 리기능  화면 설명

기능 화면 설명 화면 그림

(1) 과정관리 과정별로 분류하여 등록/관리할 수 있다.

(2) 과목관리 과정별로 과목을 등록/관리할 수 있다.

2) 강의실 관리기능

<표 11> 강의실 리기능  화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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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화면 설명 화면 그림

(6) 게시판 관리 과목별로 자료실 및 게시판을 운영한다.

기능 화면 설명 화면 그림

(1) 학습 총괄현황 학습자별로 상세한 학습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2) 각종통계 자료출력
수강신청/학습자료사용/수료/시험 등의 다양한 형태

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용자 관리기능

<표 12> 사용자 리기능  화면 설명 

기능 화면 설명 화면 그림

(1) 선생님 관리 
교수자 목록 및 교수자 정보 열람하고 교수자 세부

정보를 보여준다.

(2) 학생 관리 간략한 수강생 목록과 세부 목록을 보여준다.

(3) 운영자 관리 
운영자 목록 및 운영자 정보 열람, 관리. 리스트에서 

이름 클릭시 운영자 세부정보를 보여준다.

4) 시스템 모니터링 관리기능

<표 13> 시스템 모니터링 리기능  화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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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화면 설명 화면 그림

(1) 업로드 기능 
과정관련 파일을 Zip파일형태로 첨부하여 간편하게 과

정전체를 업로드 할 수 있다.

(2) 학습객체Upload, 

Download 기능

FTP 기능을 이용하여 학습객체 관련 파일을 간편하게 

업로드 할 수 있으며, 업로드 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도 있다.

기능 화면 설명 화면 그림

(3) 접속현황 및 

로그분석 

접속현황내역을 연/월/일별로 그래프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4) 투표 및 설문 관리
설문을 등록하여 지정 일정 동안 진행 할 수 있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5) 시스템 자원 관리 시스템 자원 현황을 확인/관리할 수 있다.

라. LCMS 시스템

1) 학습객체 편집 및 관리

학습객체의 편집 및 관리를 위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기존 모든 형태의 콘텐츠를 수용하여 국제 표준 SCORM 형식의 콘텐츠로 변환

○ Tree 구조의 GUI 환경을 통해 학습객체제작 업무 최적화 

○ 각 학습객체, 회소학습자원을 쉽게 생성 및 참조 

○ LCMS와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등록된 학습객체 및 임포트 기능 및 생성된 과정을 LCMS에 

익스포트

○ SCORM 버전에 따른 쉬운 확장성 

2) 학습콘텐츠 및 실행환경 관리

<표 14> 학습콘텐츠  실행환경 리기능  화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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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화면 설명 화면 그림

(3) 검색기능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다) 메타데이타 적용

<표 15> 메타데이터 용 기능  화면 설명

기능 화면 설명 화면 그림

(1) LCMS에서 

메타데이터 활용 

콘텐츠별로 메타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으며, 메타데

이터를 이용해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다.

(2) KEM/SCORM 

메타데이터 

지원기능 

일정한 양식에 따라 여러 콘텐츠의 KEM 정보를 일

괄등록 할 수 있으며, 입력된 내용을 이용해 콘텐츠

를 검색할 수 있다.

Ⅳ. 결 론

이 연구는 학생 스스로 가정에서 학습이 가능한 맞춤형․수준별 e-Learning 체제를 구축하여 첨

단 정보 기술을 활용한 미래 지향적인 교수․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학습 지원 서비스 

시스템 및 콘텐츠 관리체제를 구축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립중앙과학관내 사이버과학교실 웹포

털 사이트를 설계 및 개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전국교육정보공유체계인 KEM과 세계표준

인 SCORM 기반의 선진화 된 LMS 및 LCMS 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기대되는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정보접근의 

편이성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하여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과학 교육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둘째, 제

공자 측면에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통일되고 표준화된 플랫폼에서 제공, 서비스 함으로써 과

학교육정보 활용 제고, 온라인 교육 활성화, 기초 과학 중심 지식 사회화 여건 조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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