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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여러 분야에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온라인 교육의 효율성에 해서는 많은 사람이 회의

이다. 이러닝에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요한데, “e-moderator”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습의 재자로

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으로 이러한 역할은 이러닝에서 교수자와 리자간에 서로 책

임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오 소스의 활용이 활성화되고 결과물을 활용하여 무료

로 이러닝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활용 율은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본 논문에

서는 어떻게 이러한 오 소스 결과물을 가지고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고 “e-moderator” 의 역할에 충실하

면서 블 디드 러닝까지 확장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교육 장에서의 구  사례를 심으로 기술하고

자 한다. Moodle을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으로 사용하 으며 2006년도 2학기에 공주 학

교에서 자바와 기기기에 용하여 수업을 진행한 내용을 반 하 다. 

Abstract

On-line education is activated in many knowledge domains and institutions, the effectiveness is 

under the question. Even though the role of e-moderator for on-line course is very important, but 

this role has been abandoned both by instructor and course administrator. On the other hand, open 

source solutions have made it possible to implement on-line for free of charge, but not many people 

know how to use it. This paper describes how to install open source on-line learning environment 

and how to administrate learning by being a good e-moderator. Moodle is selected as an implementing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The environment is installed and serving well for teaching two 

engineering education subjects: JAVA and Electrical Machines. The practical tips for installment and 

administration are presented with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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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학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학습자 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공학 교육의 특성상 프로젝트 관리 능력 내용을 포함한 의사소통 기술향상, 창의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의 배양 등의 주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과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를 활용한 여러 가지 온라인 교육방법들이 

교육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에 따라 이를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학습 관리자로서

의 교수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불행하게도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 교수자는 학습 관리자로

서의 역할을 학사 관리자에게 맡기고, 학사 관리자는 단순한 학사 행정만을 관리함으로써 오히려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습 진행과 관리에 대한 e-moderator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오픈소스의 교육에서의 활용은 경비 절감

과 학습 운영의 효율성을 급격하게 향상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활용 율은 극히 미

미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1) 오픈소스 LMS인 Moodle을 활용한 가상 학습 환경 구축 방법

2) Moodle에서의 블렌디드 러닝의 구현 방법

3) 강의실 수업에서의 온라인 환경을 활용한 수업 방법

오픈소스 활용은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인 솔루션을 구축 가능하게 한다. 최근 들어 

오픈소스는 일반인도 설치 및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상용 제품과 비교하여 오히려 경제

성, 안정성, 편리성 면에서 모두 우수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교육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오프라인 교육과 병행하여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의미에서 블렌디드 러닝이 관심을 끌고 있다. 두 가지 교육 방식을 혼용함으

로써 학습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된다. 현재 공주대학교에서 2006년 2학기의 전기

기기와 자바 언어의 교육을 블렌디드 러닝의 형태로서 진행 중이며,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Moodle

에서의 운영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오픈소스를 이용한 가상 학습 공간의 구축

1. 솔루션의 구축

가상 학습 공간에서의 학습 운영을 위해서는 LMS가 필요하다. 이는 일반적인 학습에서 발생하

는 강의, 게시판, 공지등과 같은 활동들을 가상공간에서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다. 

현재 LMS도 많은 오픈소스 솔루션들이 제공되고 있다. Moodle은 그러한 오픈소스중 하나로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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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설치가 쉽고 한글도 지원되며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우수

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Moodle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MySQL, Aparche, PHP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는 모두 오픈소스이며, 하나의 패키지로 모든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는 패키지도 제공하고 있다. [그림 1]은 설치 후의 Moodle의 초기화면이며 현재 서비스 중인 

자바와 전기기기의 강의실을 볼 수 있다. Moodle은 자체적으로 Wiki, 블로그, 채팅 서비스를 포함

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보다 전문화된 Wiki 서비스는 MediaWiki를 추천할 만하며, 채팅도구로는 

Jabber를 추천할 만하다. 불로그도 오픈소스 형태로 전문적으로 제공되는 솔루션이 있다.

[그림 1] Moodle 의 기화면 [그림 2] 가상 학습 솔루션의 구축 다이어그램

채팅의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적인 메신저들을 활용하여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런 내용들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림 2]의 내용은 오픈소스를 활용한 가상 학습 공간의 구축

을 위한 솔루션들의 구성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였다.

2. 콘텐츠 개발 도구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사고 도구로서 마인드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마인드맵을 구

현하는 것이 오픈소스로 가능한데 freemind는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마인드맵 저작도구 이다. 이 

저작 도구는 교수용으로 또는 학습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하다. 저작된 내용은 인터넷에 하나의 콘

텐츠로서 게시할 수 있다. 음성과 화면 캡처를 위한 프리웨어로서 Wink는 훌륭한 저작도구 이다.

일반적인 컨텐츠 제작 외에 문제 출제를 위한 저작 도구로서 Cell Publisher, 게임형식의 저작도

[그림 3] Freemind [그림 4] Cell 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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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게임 화면 [그림 6] Wink 실행 화면 

구로서 Game Publisher를 웹 저작 방식으로 무료로 활용 가능하다. (http://wiki.modulestudy.com/ 

index.php/Contents_개발법) 이 두 가지는 스콤 형태의 표준을 지원하므로, 결과물을 Moodle에 쉽

게 탑재할 수 있다.

3. 효과적 블렌디드 러닝의 운영

가. 콘텐츠의 개발

시스템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좋은 콘텐츠의 개발과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모

든 분야에 있어 협력학습, 상호작용, 학습자 개인에 대한 피드백등이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를 충

분히 고려하여 상호작용이 높고, 개인적 학습 관리가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콘텐츠는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학습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것이 SCORM 표준을 적용하여 가능하다. 학습자가 콘텐츠를 열람한 시간과 점수가 

있다면 이 내용을 시스템인 LMS에 전달하여 학습 진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SCORM 콘텐츠의 단위 콘텐츠 학습 시간을 뽑아서 그래프로 변환한 내용이며 5개의 단위 콘텐츠

를 학습자가 학습한 시간을 보여 준다. 이는 SCORM에서 학습 객체의 학습 이력 중 총 학습 시간을 

[그림 7] 학습자별 단  콘텐츠 학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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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아서 분석한 것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한 학생은 5시간 24분 동안 공부하였으며 5개의 학습 객

체 중 네 번째 학습 객체에 가장 많은 학습 시간을 투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학생

들은 2 ~ 3시간의 학습 시간을 투자하고 네 번째 학습 객체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학습 객체의 학습 소요시간은 적음을 알 수 있다. 

나. 시스템 기능의 활용

콘텐츠 이외의 요소들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적인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게시판을 활용하여 원만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거나 

답글을 달고, 숙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블렌디드 러닝을 구현할 수 있다. 아래의 <표 1> 은 이러한 시스템의 기능과 활용방법들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1> 시스템 기능의 운   활용 방법

시스템 기능 적용 분야 활용 방법

게시판

자기소개
학기초에 개인의 사진과 소개에 관한 자기소개 게시판을 운영한

다. 학습자 상호간의 자기소개에 답글을 달도록 한다.

조별 모임
협력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조 별 게시판을 만들고 조 단위의 

학습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질의응답
질의응답 게시판을 학습 주제에 관해 운영한다. 질문에 대한 답

글을 신속히 게시한다. 

상담 모임단위로 상담 목적으로 게시판을 사용한다. 

설문
진단 도구

개인의 학습 취향 , 패턴, 관련 지식 숙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을 수집한다.

수업 평가 강의 후에 강의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문을 수집한다.

퀴즈
선수 학습 평가 학습자의 선수 지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퀴즈를 실시한다.

학습 평가 학습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퀴즈를 실시한다. 

email 공지 및 독려 학습에 대한 공지 및 학습을 독려하기 위한 메일을 발송한다.

학습 상호평가
학습자 상호간에 조별 활동 및 과제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다. 결과를 최종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4. 오프라인 강의 활성화 연계 방법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활용하는데 의미가 있지만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컴퓨터 실습 환경이 갖추어진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강의를 활성화 시

키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의 예는 온라인의 내용을 연계하거나 온라인 활동을 오프라인 

수업에 포함시켜 강의의 활성화를 꾀하는 방법이다. 

가. 온라인의 강의 결과로 강의를 시작한다.

온라인 학습에서의 학습 결과를 오프라인 학습 시에 제시한다. SCORM 콘텐츠는 학습 시간과 

점수 등의 학습 결과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위 콘텐츠를 열람한 시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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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얻은 결과인 [그림 7]의 내용을 수업시간에 보여주고 학습자들의 학습 상황이 관리된다는 사

실을 알려준다. 또한 이 결과를 활용하여 장시간 학습자와 단 시간 학 습자에게 질문을 함으로서 

학습 시간과 학습 결과의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오프라인 수업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도록 

한다. 

[그림 8] 게시 을 이용한 자기소개와 조별 활동

나. 질문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다양한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질문을 하도록 한다. 강의 콘텐츠의 내용을 이미 학습

한 상태라 가정 하고 강의 내용의 핵심과 개념 위주로 질문을 하여 학습자가 온라인에서 학습한 

내용을 확인 시켜주며, 지식을 재구조화 하여 본인에게 유익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질문의 

수준은 암기, 이해, 적용 등의 순서로 융통성 있게 제시한다.

다. 경쟁 학습을 실시한다.

컴퓨터 실습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학습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거나, 학습 

관련 게임을 실행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의 학습활동에 따른 학습 결과를 프로젝터로 확인할 수 있

도록 제시하면 학습자간에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림 9]는 이러한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의 점

수를 취합하여 갱신하여 보여주는 화면이다. 

라. 진단과 평가를 위한 설문 퀴즈를 적극 활용한다. 

학습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였는지에 대한 진단 형태의 설문과 퀴즈, 강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에 대한 설문과 퀴즈를 실시한다. 이러한 내용이 즉각적으로 취합이 되어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주 

활용하여 학습과 강의의 질을 유지하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0]은 퀴즈의 내용과 결과

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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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경쟁학습에서의 학습 상황 모니터링 

[그림 10] 퀴즈를 활용한 학습 확인 

Ⅲ. 결 론

Moodle을 활용하여 블렌디드 러닝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Moodle은 돈을 지불

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로서 경제적, 교육적, 안정적인 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블렌디드 러닝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였는데 SCORM 콘텐츠

를 활용하여 학습 시간을 확인하고 확인된 결과를 면대면 시간에 필히 참고하여 온라인의 학습 결

과와 면대면의 학습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습 중재자로서 학생들의 상호 작용을 높일 

수 있도록 게시판, 설문, 퀴즈, email 등의 학습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

시하였다. 면대면 수업에서 온라인 강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강의실 수업에서 LMS를 사

용하는 방법도 한 단계 높은 블렌디드 러닝의 구현 사례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언급하였다. 앞으로 학습 효과에 대하여 정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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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통계 분석을 수행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 활동과 결과들이 학력 성취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

지를 조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내용은 LMS에 취득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수행할 계획이다.

Moodle의 채택과 확산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며 Moodle에서 개발된 교과목에 대한 음성강좌와 

퀴즈, 게시물 등의 공유가 이루어지면 Moodle에서 저장, 내보내기, 가져오기가 가능하므로 여러 

가지 학습 활동에 대한 호환성이 보장되므로 콘텐츠 개발에 대한 교수자의 부담이 줄고 효율적인 

학습 활동의 유도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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