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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인터넷을 교육에 이용함으로서 새로운 정보화 시 의 교육 패러다임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에 따라 교육에서의 인터넷의 활용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인터넷을 이용함으로
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법을 선보이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이 웹을 이용함으로서 교사는 수업
리와 학생 리를 편리하고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학생들도 학업에 한 여러 가지 사

항을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시스템은 거의 학습 리를 구 하
으며 학생 리를 한 시스템의 구 은 조한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

여 효율 으로 학습  학생 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구 된 시스템은 
크게 교사모듈과 학생모듈을 나 어 설계하 으며 교사모듈에서는 수업 리와 학생 리를 한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모듈에도 강의  리포트, 성 에 련된 다양한 기능을 포
함하고 있다.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n Efficient Instruction and

Student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Web

 Nam Hee KIm*․Jong Chan Lee*

ABSTRACT

In present, an education paradigm of new info-age is consisting by using the Internet in education 
field, and as that practical use of internet in education is in increasing trend and various education 
method is showed. Also, as using the web by teacher and student, teacher can achieve efficiently 
instruction and student management and students can handle various kinds item about studies 
efficiently. But much of the existent systems were drived on instruction management, systems of 
student management are very few. Therefore,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implemented system 
that can efficiently manage instruction and student in web. Implemented system was designed by 
dividing teacher module and student module and various function for instruction management and 
student management were included in teacher module and in student module include various 
functions with related to as class, report and result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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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학교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의 증가

로 모든 업무를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인터넷과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한 주 업

무인 수업 이외에도 작업의 부분을 컴퓨터 앞에

서 보내며 인터넷을 통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1-2]. 재 인터넷 서비스는 생활 모습의 변화뿐

만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  변화를 요구하고 있

다. 이러한 사회의 각 분야에서의 속한 변화는 

교육활동에서도 외가 아니다. 교육방법, 교육에 

한 인식,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나 환경

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의 요

한 하나가 인터넷에 기반한 학습 리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3]. 

기존의 웹 기반 학습 리 시스템은 웹상에서 학

습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교사나 학습자 모두 

활용하기 쉽고 구나 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

함으로서 학습자들이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웹상

에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탐색하며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과 인 교수-학습

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4-7]. 그러나 웹에 기

반한 학생 리 부분은 주로 오 라인을 통해 이루

어지거나 온라인상에서의 리 시스템은 매우 

조한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율 으로 

웹에서 학습  학생 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구 된 학습  학생 리 시

스템은 교사용 모듈과 학생용 모듈을 구성하여 교

사용 모듈에서는 학습 리를 한 교과목 리, 리

포트 리, 온라인강좌 리 등의 학습 리를 하고 

온라인 출석부, 수강학생의 정보조회 등을 한 학

생 리 메뉴 등을 구 하여 학생들을 온라인상에

서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학

생모듈에서도 강의등록, 과목게시 , 리포트, 성

확인 등 학습 리 뿐만 아니라 학생들간의 정보공

유의 장등을 구 하여 효율  학습  학생 리를 

할 수 있는 웹 기반 학습  학생 리 시스템을 설

계  구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기존의 웹기반 학습 리  학생

리에 한 련 연구에 해 기술하고 이들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제 3장에

서는 웹 기반 학습  학생 리 시스템에 한 기

능  설계내용을 기술하 고 제 4장에서는 웹기

반 학습  학생 리 시스템의 설계  기능에 기

반한 시스템의 구 내용에 해 기술하 다. 마지

막으로 제 5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2. 련 연구

본 장에서는 웹에 기반한 학습 리와 학생 리에 

한 기존의 연구들을 설명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2.1 웹기반 학습 리  

재 인터넷 서비스는 생활 모습의 변화뿐만 아

니라 사람들의 가치 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각 사회의 각 분양의 속한 변화는 교육

활동에서도 외가 아니다. 교육방법, 교육에 한 

인식,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나 환경에 있

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의 요한 하

나가 웹 기반 학습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웹 기반 학습(WBI：Web Based Instruction)을 통

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과 인 교수-학습

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하여 웹 기반 학습에 평

가를 도입하 다[1-3]. 한,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학습자는 자신의 성취도를 확인하고 제공된 

한 피드백을 이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해나

가는데 도움을 주고 학습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

다[6-9]. 그러나 지 까지 웹 기반 학습은 텍스트 

주로 설계 되었고 평가는 부분 학습의 결과에 

한 평가가 주를 이루었으며 결과에 한 한 

피드백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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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웹기반 학생 리 

웹상에서 학생 리를 한 시스템은 웹상에서 

학생들이 리포트제출, 시험보기, 성 조회 등을 할 

수 있으며, 교사들도 시험문제와 출석 리를 웹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웹기반 학생 리 시스템을 

개발하 으나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커뮤니티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구 된 시스템에서 

보여지는 단 들인 텍스트 주의 설계를 벗어나 

GUI를 이용하여 좀 더 인터페이스가 친 해지도록 

하 으며 학습의 결과에 한 피드백을 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 다. 한 학생 리 부분에서

는 교사와 학생간의 실시간 통신을 이용하여 교사

와 학생간의 친 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피드백

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 하 다[8]. 

3.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개요

본 논문에서 구 한 수업  학생 리 시스템의 

웹페이지 제작 도구는 교사의 컴퓨터 능력이 부족

하여도 간단한 조작만으로 학습 홈페이지를 제작

할 수 있고 손쉽게 홈페이지를 유지  리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이를 이용하여 학생 리

나 학습 리를 할 수 있게 하 다. 이를 한 사

조사를 해 실무자의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 으

며 엄격하게 리자와 학생의 권한을 두도록 하

고 학생의 출결 사항 리  수업 자료 리를 할 

수 있게 하 다. 한 과목별, 학년별, 반별 클럽을 

생성하고 리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과제 한 

쉽게 부여하고 제출자들이 일정 기간 안에 업로드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업로드가 되지 않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된 여러 가

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기본 성 을 부

가하고 수정하여 별도 공지 없이 기간을 설정하여 

성 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과 편리성

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데이터베이스 없이 단지 게시  형식이나 

단순한 HTML형식의 교사용 홈페이지에서 탈피

하여 강의 자료  학습 리를 디지털화 하 으

며 실시간으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 으며 이는 구축자의 간단한 

조작으로 생성/조작이 가능하게 하 다.

한, 학생들의 학습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

록 강의 자료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하 고, 홈페이지 가입자의 호기심을 유발 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갖출 수 있도록 하 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인터넷 학습과 연계되고 지식

정보화 시 에 교사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다.

3.2 설계조건

본 논문에서는 웹 기반 학습  학생 리 시스

템을 설계  구 하기 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을 

분석하 으며 분석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

을 들 수 있다.

•교사들이 간단한 조작으로 수업을 한 웹 자

료 제작

•간편한 사이트 리  유지

•다양한 학생 리  수업 리

•컴퓨터 능력이 부족하여도 간단한 조작만으로 

사용가능한 제작 도구에 한 요구

•학습에 필요한 공간을 쉽게 생성  조작 필요

•실시간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 정

보 공유 필요 그리고 시스템의 상세설계  모

듈구성을 하여 필요한 요소의 정보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 다.

• 리자와 학생의 엄격한 권한 리

•학생 출결사항 리  강의 자료 리

•과목별, 학년별, 반별 카페 생성  리

•과제 제출  과제제출 시간 리

•과제  출결에 의한 성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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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 구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웹을 기반으로 구

 환경은 (그림 1)에 보인다.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운 체제는 도우 XP, 웹 서버는 아 치, 

웹 어 리 이션은 PHP, 웹 페이지 제작은 HTML, 

Javascript를 사용하 고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사용하 다.

a

인터넷사용자

Apache, PHP
Web 개발자
(HTML+PHP)

MYSQL

1. 사용자 로그인

Window Xp2. 정보확인 3. 사용자세션 생성

(그림 1) 시스템 개발 환경

3.4 시스템의 구성도

(그림 2) 시스템 체 메뉴구성도

(그림 3) 모듈과 데이터베이스간 연계도

(그림 2)는 구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체 구성

도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main home에는 회원 리 

등 시스템을 체 으로 괸리할 수 있고 lecture 

home은 교사용과 학생용 화면으로 구분되어 교사

용 모듈과 학생모듈의 두 가지로 구성되며 강의 홈

은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모듈의 흐름도

와 교사용 기 메뉴  강의 홈의 화면이다.

4. 시스템 구

4.1 메인모듈구성

    

시스템의 상  메뉴에는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

할 수 있다. 먼  Main 화면 처리를 한 메뉴와 

수업을 한 카테고리, 마지막으로 수업이외의 커

뮤니티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먼  Main Home은 

일반 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회원 가입, 새소식 

 정보수정 등 일반 인 사항을 넣었다.

 

(그림 4) 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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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회원가입화면

(그림 4)는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의 기화

면으로 메인 화면 이외엔 나타나는게 없는 것이 특

징이다.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이 이루어진 후에 

제공되도록 하 다. (그림 5)는 일반 인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 으면 주민번호확인을 해 개인별  

하나의 id를 해 비교하기 한 수단으로 사용된

다. 발송하는 메일을 스팸처리 되지 않도록 동의를 

얻기 해 메일 서비스 부분을 추가하 다.

4.2 교사용 모듈구성

(그림 6) 교사용 메뉴 구성도

(그림 6)은 교사용 모듈을 한 체메뉴 구성

도를 나타내는데 교사용 모듈에서는 크게 교과목 

리, 리포트 리, 출석, 강좌 리, 학생 리를 

한 각 세부 메뉴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태를 강의 으로 설정하여야 강의 

홈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온라인으로 

출석처리를 할 경우 출석 당 기본 수를 부여하

고, 지각  결석 시 감 을 추가하여 출결 수를 

자동으로 부여한다. 한 과제 기본 수를 설정

하여 제출 시 기본 수를 부여하고 나 에 수정

할 수 있게 하 다. 마지막에 성  조회 항목을 공

개로 두면 재 자신의 성 을 수시로 확인 할 수 

있어 성  리에 도움을 다. 수정, 삭제 화면기

능도 같은 화면에서 처리된다.

가. 교과목 리-등록, 수정, 삭제

(그림 7)과 (그림 8)은 담당하게 된 교과목을 

반별로 분류해주는 부분으로 강의를 등록하면 

재 과목의 커뮤니티가 생성된다. 

(그림 7) 교사용 교과목 리 화면(1)

(그림 8) 교사용 교과목 리 화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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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목 리-학생 리, 성 리

 

(그림 9) 강의등록 학생 리 화면

(그림 9)는 강의등록 학생 리 화면으로 과목을 

강의 으로 설정하면 학생들은 강의 홈에서 강의 

인 과목을 보게 된다. 이때 자신이 수강하는 과

목을 선택하여 등록 버튼으로 등록을 하면 교사 

메뉴의 학생 리에서 수강 등록을 한 학생을 보여

주게 된다. 이때 상태를 수동으로 수강 처리를 해

야 하는데 이는 실수로 다른 과목에 신청을 하

을 경우를 비하여 등록 취소를 시킬 수 있게 하

기 때문이다. 

(그림 10) 성 리화면

한 출번을 임의로 넣을 수 있게 하 는데 이

는 강의 등록을 하면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정렬하

여 번호가 먹여지나 실제 출석부의 내용과 다를 수 

있다. 이를 해 출번을 임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

다. 한 성 리에서는 시스템에서 기본 으로 

체크한 수를 넣고 수정 버튼을 이용하여 보 스 

수나 오 라인 시험본 수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연동을 염두에 두어 제작하 다.

다. 리포트 리

 

(그림 11) 리포트 리화면

(그림 11)은 리포트 리화면으로 리포트를 등록

하고 확인하며 리포트 등록을 실행할 경우 (그림 

11)의 오른쪽 그림처럼 제목과 설명을 부여할 수 

있다. 리 교사는 한 에 가 냈는지 안냈는지를 

바로 확인 할 수 있으며 O 기호를 러 다운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기간 설정을 해놓고 

마감일이 지난 후에는 업로드가 불가능하도록 하

다. 수는 기본설정에 기본 수를 부여한다.

라. 자 출석부

(그림 12)는 자출석 리화면으로 출석 체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 다. 최근 각 교실과 

강의실에 리젠테이션 환경이 구축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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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 교사를 한 컴퓨터가 배정되어 일일이 수

작업으로 하던 출석 확인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먼  학생개인 정보에서 학생

이 사진을 등록하면 사진을 보면서 출석과 지각, 

조퇴  결석 체크를 바로 하고 수시로 출석 황

을 악할 수 있다.

 

(그림 12) 자출석 리 화면

마. 학생 리

(그림 13)과 (그림 14)는 강의에 등록한 학생들

의 신상을 악하기 한 부분으로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신상정보를 조회 할 수 있다. 이는 자출석

부와 달리 체 학생들의 내용을 조회 할 수 있고 

강의 등록하면서 입력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3) 강의등록 학생 리 화면(1)

(그림 14) 강의등록 학생 리 화면(2)

4.3 학생용 모듈구성

(그림 15) 학생용 체메뉴 구성도

(그림 15)의 학생용 Lecture Home은 두 개의 카

테고리로 구분된다. 먼  처음 들어왔을 때 하는 

강의 등록 부분과 등록하고 교사의 인증 후 나오는 

과목 클럽항목이다.

(그림 16)은 강의등록화면으로 교사가 강의를 

개설하면 강의 홈에 강의 등록  취소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먼  수강하는 과목에 강의등록 

버튼을 러 등록을 하면 교사 강의 리에 달

되어 인증을 기다리고 인증이 되면 오른쪽처럼 강

의 이라는 내용과 함께 과목클럽으로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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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의 홈 화면  강의 등록

 

(그림 16) 강의등록 화면

나. 과목 클럽

 

(그림 17) 과목클럽 화면

생성된 과목클럽으로 들어가면 과목 수강하는 

학생에게 게시 과 리포트  성  확인 메뉴를 

볼 수 있다. 다른 과목 수강생들에게는 공개 되지 

않는 부분으로 온라인상의 정보 개방을 막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다. 리포트 조회  제출

(그림 18) 리포트조화  제출화면

리포트가 부여되면 리포트 란에 제목과 마감일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제출 버튼을 

러 업로드 할 일을 선택하고 업로드 한다. 리포

트 마감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수정|다운 버튼을 

이용하여 수정할 수 있지만 마감시간이 지나면 단

지 다운 기능만 수행한다.

4.4 커뮤니티 구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을 한 공간으로 먼  교사의 소개  담당과목

의 소개와 강의 계획서를 받아볼 수 있다.

(그림 19) 커뮤니티 메뉴구성도

그리고 자유게시 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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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 강의에 필요하거나 유용한 

자료들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공용자료실이 구축되

어 있다. 마지막으로 쪽지함 기능을 이용하여 아

이디와 이름으로 조회한 후 해당 사람에게 달하

는 쪽지 기능을 추가 하 다.

(그림 20) 공동자료실 화면

(그림 21) 쪽지보내기 화면

5.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웹 기반 수업  학생 리 

시스템은 기존 오 라인 상태에서 학생들의 수업 

 학생 리를 해왔던 기존의 교육시스템의 일부

를 온라인으로 수행함으로서 오 라인 상에서 제

공하지 못하는 온라인상에서의 편의 과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습 리 시스템은 

기존에 많이 구 된 반면 온라인상에서의 학생

리 시스템은 매우 조한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 구 한 시스템은 향후 학생 리를 한 시스

템 구 에 많은 참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인터넷을 통한 학생과 교사의 일 일 화 기능이

라든지 기타 편의기능을 통해서 학생과 교사가 더

욱 친 해 질 수 있을 것이고 교사입장에서는 여

러 가지 수업  학생 리에 드는 수고를 좀 더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본 논문

에서 구축한 제안 시스템은 패키지 형태로 구축하

여 교육행정 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일선 교육행정

에 배포될 경우 교육의 효율성을 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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