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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의 개념과 e-Learning과 u-Learning의 학습환경  유비쿼터스 학습환경의 

설계, 그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발 방안에 해서 고찰하 다. 

최근 정보통신  컴퓨터의 기술발 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컴퓨  

학습의 요구와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특히,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 WiBro, WCDMA와 같은 고속 이

동 데이터 통신망의 등장과 소형의 DMB단말기, PDA, 고기능/고성능 휴 폰의 일반화는 유비쿼터스컴퓨  학습의 

발 가능성을 더욱 진시킬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first defines the concept of ubiquitous learning, and then examine ways to desig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for e-Learning 

and u-Learning. Next, identifies some disadvantages before seeking possible solutions. Finally, the article explores visions of how ubiquitous 

learning might look in the future. 

With the adv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mputer technologies, the needs and demands for ubiquitous learning are largely 

emerging, enabling students to easily access everything they want anytime, anywhere. In particular, the advance of high-speed broadband 

networks such as DMB, WiBro and WCDMA and the proliferation of portable digital devices including DMB, PDA and high-performance 

mobile phones will encourage the widespread adoption of u-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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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더 유동 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

에서, 지 은 정보자원의 성격이 변하고 있으며, 그 결

과 학습 분 기는 형식 이고 틀에 박힌 분 기에서 

틀에 박히지 않은 분 기로 바 고 있다. 이러한 변화

에 한 교실 내에서의 학습과 교실 밖에서도 가능한 

학습간의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하여 연구되

고 있다.

새로운 정보는 네트워크화 되고 다양한 형식을 가지

고, 정보량은 무나도 방 하다. 핸드폰과 같은 한 손에 

잡히는 무선소형기기와 같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은 

언제, 어디에서든 한 정보 자원과 장치로의 근을 

가능하도록 해 다. 그 결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는 제도

화된 학교 시스템 밖에서도 크게 증가되었다. 분명히, 학

습 분 기는 틀에 박힌 수업 심에서  자유로운 형

식의 분 기로 변하고 있다.

최근의 어느 학 캠퍼스에서처럼 스마트폰 수업은 

언제 어디서나 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학습

(Ubiquitous Learning) 방식이며, 스마트폰이 강의실 수

업을 모두 체할 수는 없지만 효과 인 도구인 건 분명

하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원래 라틴어로『동시에 보

편 으로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정보

자원간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실 됨을 의

미한다. 문화는 크게 농업 명, 산업 명, 정보 명을 거

치면서 이제 유비쿼터스 시 , 즉, 물리  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통합하는 공간 명이 상된다. 유비쿼터스 컴

퓨  학습은 고도화‧다양화된 지능기반사회의 기본

인 인 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시 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특정 계층 즉, 컴퓨터를 다룰  

아는 세 를 탈피하여 모든 인간이 함께 공유하는 인간

심 인 환경으로 변화된다. 정보통신  컴퓨터의 기

술발 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의 요구와 필요성이 두

되고 있다. 

특히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 WiBro, 

WCDMA와 같은 고속 이동 데이터 통신망의 등장과 소

형의 DMB단말기, PDA, 고기능/고성능 휴 폰의 일반

화는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의 발 가능성을 더욱 확

실히 한다.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은 인터넷에 속해 

컴퓨터를 통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한발 나아가 

공간과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 차세  모바일 학습 환

경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의 개념과 

e-Learning과 u-Learning의 학습환경  유비쿼터스 컴

퓨  학습환경의 설계, 그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

을 모색하고 향후 발 방안에 해서 고찰하고자 한

다.

Ⅱ.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의 개념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은 사람들이 컴퓨터와 어떻

게 상호작용하게 될지, 그리고 이러한 컴퓨터가 향후 인

간의 생활환경에 어떻게 용될지에 한 미래상을 제

시하고 있다. 여기에 한 연구자들은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이 교육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비즈

니스 역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에 해 다양한 

망을 제시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이 정규

교육이 든 비정규교육이 든 교육에 미칠 향에 

해서는 연구가 아직 미약하다.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

의 개념이 실제 실에서 구 되기 해서는, 이 기술이 

교육을 포함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실 된다는 

제가 필수 이다.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이란 Weiser(1991)가 처음 소

개한 개념이다. Weiser는 인간이 컴퓨터와 상호작용하

는 완 히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1〕.  

이런 속에서 우리는 곳곳에 숨어 작동하는 컴퓨터 네

트워크 환경에 익숙해져서 의식도 못한 채 편리함을 

리게 된다. 즉, 사람들은 “나 컴퓨터로 이런 런 작업 할 

거야”와 같은 생각을 의식 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다. 무나 자연스럽게 곳곳에 숨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해 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컴퓨터 발 과정을 놓고 볼 때, Weiser는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이 당연히 차세  개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았다. 첫 단계로 메인 임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크

기도 크고 가격도 비 기 때문에 한 를 많이 사람이 공

유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퍼스  컴퓨터가 나왔을 때

는 크기도 작아지고 가격도 렴해져서 개인이 단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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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컴퓨터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자신의 일

을 개인 컴퓨터에 장하는 방식이 가능해졌다. 이다음 

단계를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의 체계, 즉 개인이 많은 

수의 컴퓨터 장치에 한 통제권을 갖게 되면서 이 모두

가 아무런 제약 없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았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장치들은 항시 이용 가능한 

상태로 주변기기 속에 숨어서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겠

지만, 사용자가 필요로 할 때면 순식간에 작동해 각종 편

리를 제공하게 된다고 하 다.

Ⅲ. e-Learning과 u-Learning 학습환경

기존의 e-Learning시스템과 응용은 인터넷 고속 통

신이 각 가정에 제공됨과 동시에 한 발 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유선망을 기반으로 하는 e-Learning 서비스

는 차 발 하고 확장되어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의 

서비스로 제공되게 되는데, 이를 해서는 데이터 통신

을 한 네트워크 환경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단말기의 

성능과 콘텐츠의 형태까지 더욱 더 다양화 되고 있다. 

e-Learning과 u-Learning의 네트워크 환경  사용자 단

말기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표 1과 같다.

표 1. e-learning과 u-learning의 교육환경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educational environments 

between e-learning and u-learning.

구 분 e-learning u-learning

네트

워크 

환경

․유/무선 인터넷

․TV/Cable 방송

 ․유/무선 인터넷

 ․TV/Cable

 ․DMB,WiBro, WCDMA

사용

자 

단말

․컴퓨터/노트북      

컴퓨터

․TV․ PDA

 ․컴퓨터/노트북 컴퓨터

 ․TV, DMB 단말, PDA

 ․고기능/고성능 휴 폰

첫째, 네트워크 환경 측면에서 볼 때 u- Learning서비

스는 e-Learning 서비스의 기본 제공환경인 유/무선 인터

넷, TV/Cable 방송 외에 DMB, WiBro, 그리고 차세  이

동 통신 환경인 WCDMA, Wi-Fi까지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하게 된다. 

사용자 단말기 측면은 기존의 컴퓨터/노트북 컴퓨

터와 TV로 한정되던 것에서, DMB 단말기, PDA, 고기

능/고성능 휴 폰(스마트폰, 아이폰) 등 소형이면서 고

기능/고성능의 다양한 휴 형 기기 형태를 가지게 되

었다.

둘째, 모바일환경에서 사용하는 각 단말기 형태에 따

라 u-Learning을 한 콘텐츠 형태의 변화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노트북을 이용하는 경우엔 처리 속도나 화면 

크기로 보아 기존의 e- Learning 콘텐츠를 바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DMB는 DMB 용 단말기를 통해 음성, 상 

등 다양한 동 상 채 을 성방송이나 지상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제공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교육효과를 내기 해서는 기존의 TV방송기 의 

콘텐츠를 DMB의 용단말의 소형화면에 맞게 콘텐츠

를 조정 구 해야만 한다. PDA는 기존의 노트북 컴퓨터

가 더욱 소형화된 휴 용 소형컴퓨터라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기존 컴퓨터의 기술이 그 로 용은 되나, 작은 모

니터화면의 제약 속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

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은 세 들 사이에 계속 많이 보 되어 

갈 가능성이 있는 고기능/고성능 휴 폰(스마트폰, 아이

폰 등) 상에서의 콘텐츠 제공형태인데, 휴 폰의 처리속

도와 기능  작은 화면을 고려해서 어떤 형태의 콘텐츠

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콘텐츠를 제공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해서는 향후 계속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하나의 요한 과제이다.

  

Ⅳ.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의 

교육환경 설계

정보통신의 발 으로 교육환경이 속히 변하고 있

다. 공  방송에 의한 수능 강의에 이어 인터넷이 가능

한 지역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강의를 받을 수 있는 PDA

을 활용한 u-Learning이 일부 운 되고 있다. 

를 들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트 터 서비스 이용, 1

1 화를 할 수 있는 엠 앤 토크(M & TALK), 모바일상

으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스 링 노트 등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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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u-Learning은 기존의 e-Learning보다 한 단계 

진보된 온라인 교육환경으로 사물의 모든 부분에 인

자 칩인 센서를 이식시켜서, 센서 기반의 무선 네트워

크 기술과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을 통해 학습역량

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환경으로 발  개될 

것이다.

4. 1.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의 교육 용 문제

개인의 손에 많은 컴퓨터 장치들이 통제되는 세상이 

실제 열리기 시작했다. 노트북, 핸드폰, MP3 이어, 

PDA, GPS 등 각종 개인기기를 

소유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기기들은 이동

하는 어디든 가지고 다니며 사용가능 하며, 심지어는 

부분의 곳에서 인터넷에 속하는 일도 가능해졌다. 

부분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러한 기기들은 이제 유비쿼

터스(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는)해진 것이다. 

최근 TPC(tablet, PC) 평면 (그림 1) 의 임의의 치

를 펜으로 해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 

웹 패드와 기능이 비슷하지만 처리속도는 훨씬 빠르며, 

도 XP를 OS로 사용하고 있어 성능이 뛰어나며, 력

을 많이 소모하고 다소 무거운 단 만 해결하면 앞으로 

노트북 컴퓨터를 체할 것으로 망된다. 

그림 1. TPC(tablet, PC) 평면
Fig 1. Pen-enabled screen of TPC(tablet, PC)

그러나 이러한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서로 상

호작용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의 가장 요한 특징이다. 우리가 주로 사용

하는 각종 기기들은 개인 컴퓨터에 연결될 수는 있지만, 

사용자의 개별 행동에서 생될 결과일 뿐 자체 내장된 

기능과는 차원이 다르다. 다음으로, 이러한 기기는 개인 

사용자의 이용은 문제가 없지만, 물리 으로 떨어진 곳

에 있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직  가져다 줘

야만 한다. 

반면,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의 주요한 개념은 컴퓨

터가 그 이용환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컴퓨터 체를 물

리 으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가정, 학교, 사무실, 자동차

를 비롯한 장소에서 각종 정보를 동시다발 으로 공유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우리가 재 사용하는 각종 장치는 사용자가 한 번에 

정신을 한 화면에만 집 해야하는 형태로, 유비쿼터스 

세상에서처럼 동시에 주변 환경을 할하는 역량을 발

휘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2〕.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의 특징은 자연 인터페이스

(natural interface), 상황 인지력(context- awareness), 데

이터 수집과 입출력 기능 등 다양하다.〔3〕. 유비쿼터

스 컴퓨  학습이 사무실, 가정, 지역사회 단체, 특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교육 장에서 어떻게 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데 있어, 이러한 각 특징이 사람

들의 생활환경과 활동에 미치게 될 향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재 교육 장에 설치 돼 있는 장치  유비쿼터스 컴

퓨  학습의 활용을 한 기반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

는지 악할 필요가 있다. 교실에 설치된 컴퓨터, TV, 시

계 등 자기기가 별 다를 바 없어 보일지 몰라도, 이들

은 모두 서로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게다가 

의자, 장난감 블록, 래시 카드(시청각 교육용)에도 작

은 컴퓨터를 내장할 수 있다. 심지어는 책, 종이, 칠 과 

같은 학습도구도 디지털 형태로 교체 해, 용도는 같지만 

기능은 다양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교실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기기인 감시 카메

라, 마이크로폰, 센서, 이 외의 각종 찰 장치를 설치해 

교실에서 방생하는 일에 한 정보를 컴퓨터가 수집하

게 할 수도 있다. 

물리  사물을 조정해 컴퓨터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

을 뜻하는 “체감형 인터페이스(tangible interface)"〔4〕

와 주변 상황을 자율 으로 인식하는 물체를 뜻하는 ”지

능형 장치(smart objects)" 역시 학습에 아주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게 다양한 유형의 장치들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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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실 내 다른 장치를 인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교실, 심지어는 다른 학교, 부모들의 사무실까지, 네트워

크로 연결 된 유비쿼터스 컴퓨  시스템 속 어디와도 소

통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컴퓨터가 생활필수품이자 학습도구로 자

리를 잡았고, 부분의 가정에서는 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가 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컴퓨

터를 사주면 컴퓨터와 인터넷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

이 될 것이라 기 를 한다. 학교교육 정보화도 이제는 

통 인 시각을 뛰어넘어 새로운 단계로 발 해 나가야 

할 시기에 이르 다.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은 학교나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 정부, 군  등 모든 분야에서 인 자원을 육성하기 

한 새로운 학습환경  도구들과 련을 가진다. 학생

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에 상 없이 어떤 단말기로

도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으로써 보다 창

의 이고, 학습자 심이 된 교육과정을 실 하는 것이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의 목표이다.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과 네트워크의 패러다임은 미래 교육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을 교육 분야에 용하기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요한 것은 사회 환경의 변화, 

로드밴드 네트워킹, 방송통신망의 융합, 스마트 디바

이스의 출 , 멀티미디어 기술의 고도화 등을 뛰어넘는 

첨단 기술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4.2. 유비쿼터스(Ubiquitous) 컴퓨  학습 교육환경

의 체제 변화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은 지 까지 학습과정에서 

어떻게 이용되었을까?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은 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개념이 학습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정확히 측하기는 힘들다.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는 교육

환경을 변화시켰다. 학교 교육 장에서의 컴퓨터 활

용 교육에서 인터넷 활용 교육으로, ICT 활용 교육에

서 e-learning으로, 그리고 다시 u-learning(그림 2)로의 

환에 있어 가장 크게 기여한 것 의 하나가 교육환

경과 유비쿼터스컴퓨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그림 3).

그림 2.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의 역활 변화
Fig 2. Changes in the role of Ubicomp learning

그림 3.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Fig 3. Paradigm shifts in Ubicomp technology  

실제로 교육환경이 변하고 있는 첫 번째 사례로는 

Georgia Tech의 e-Class로 교실의 교수-학습 환경 변화를 

보여주는 형 인 다.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이 탑

재된 ZenPad의 도입으로 강의방식, 학습방식이 변화하

고 있다(그림 4). 

그림 4. e-Class에서의 강의와 ZenPad 활용 사례
Fig 4. A lecture in e-Class and a case for 

application of Zen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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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각 학생에게 맞춤형 학

습을 하는 교실환경과 비정규 교육 장에서 모바일 학

습 환경을 구상했던 Lin 등은 가까운 미래의 모습에 

한 흥미로운 내용을 달해 주고 있다〔5〕. 그러나 이

러한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교육환경 내의 인터페이스

를 사용하는 신 개별 모바일 기기를 사용했다는 사실

이 모바일 기기와 제 로 된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 사

이의 차이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지닌 실험들 이외에도, 제 로 된 유

비쿼터스 컴퓨  학습의 요소를 교육환경에 용한 

다양한 실험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 UCLA에

서 실시한 유치원 로젝트도 그 한 는 그림 5와 같

다〔6〕. 

그림 5. UCLA의 스마트 유치원 로젝트
Fig 5.  Smart kindergarten project of UCLA

이 연구의 연구진은 유치원에서 지능형 교실을 마련

해 학생, 교사, 개체들 간의 상호반응을 찰할 수 있도

록 하고, 무간섭 센서 기술을 사용해 말소리도 잡아냈다. 

교사는 특정 학생의 억양, 문법과 같은 특정 사항을 집  

포착하도록 장치를 조정할 수 있는가 하면, 이 학생들의 

말소리를 녹음할 수도 있고, 이후에 이 정보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 잘만 활용되면, 이러한 지능형 유치원 교실에

서 교사는 학생들의 말 습 , 특정 공간의 사용시간, 친

구들과의 상호반응 방식을 살펴보는 등 에는 불가

능했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비쿼터스 기능이 실제로 교사의 

학습 지도력을 향상시킬지, 그  정보 과잉 사태만 양산

할지는 두고 야 할 일이다. 

다른 로, 국의 환경 삼림 로젝트 (Ambient 

Wood project)는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의 개념을 자연

림에 도입해 증강 실을 구축한 실험이다. 배치된 센서

는 학생이 근할 때 이를 감지해 알맞은 정보를 제공해 

다〔7〕. 

학생들은 기기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해서 자신이 

세운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

는데, 수집한 정보는 즉시 종합정리 돼 상 단말기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네트워크 방식은 숲 구석구석 지리

를 비롯해 학생들의 치, 기기로 생성해 낸 읽을거리, 

그 외 각종 정보를 모두 악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은 숲을 탐사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발견한 내용을 

즉시 장에서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방식의 학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력을 넓 주고 바깥세상과 

교실 속 환경 사이의 간극을 효과 으로 메울 수 있다

(그림 6). 

그림 6. 자연 체험학습장 모델
Fig 6.  Model of a place for outdoor-learning 

experiences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교육은 획일 이거나 강제

이지 않고 각자의 개별화된 욕구에 따라 학습하며, 학

습 환경과 부모와 교사간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고 편

안하게 이루어진다. 학습자가 사용하는 컴퓨터도 고정

이 아닌 휴 용이고 인터페이스도 편리하도록 되어 학

습자와의 친 한 상호작용을 돕는 에이 트 역할을 수

행한다.

이상과 같은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의 사례는 다음

과 같이 근 할 수 있다 〔8〕.

첫째, Wibro서비스: Wibro는 언제, 어디서나, 이동 

에도 높은 송 속도로 무선 인터넷 속이 가

능한 서비스,

둘째, DMB 서비스: DMB는 양질의 오디오  상 서

비스를 휴  는 차량 등을 이용하여 언제 어

디서나 즐길 수 있는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서

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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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RFID활용 서비스: RFID는 모든 사물에 자 

태그를 부착하고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  주변 상황정보를 감지하는 센

서 기술,

넷째, 인터넷 화(VoIP): 인터넷 화는 음성 신호를 

패킷 데이터로 변환하여 인터넷으로 화 서비

스를 제공 하는 서비스이며, AII-IP 기반의 BcN

의 응용,

다섯째, 홈 네트워크 서비스: 홈 네트워크는 가정의 

이용자에게 정보 가  제어, 양방향  D-TV, VoD 

헬스 어  원격교육 등 미래형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산업,

여섯째, 텔 매틱스 서비스: 텔 매틱스는 치 정

보와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교통 안내, 긴

 구난, Infortainment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다.

4.3. 유비쿼터스(Ubiquitous) 컴퓨  학습의 망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은 교실 이외에 비정규 교육

환경에서도 용할 수 있다. 가령, 아일랜드 리머릭의 헌

트 박물 (Hunt Museum)에서 열린 “과거 돌아보기

(Re-tracing the Past)" 시회를 로 들 수 있다〔9〕. 이 

시회에서는 다양한 센서와 RFID 기술을 이용한 장치

를 참가 학생들이 직  다 보면서 자신의 신상정보와 

이력을 볼 수 있게 했다. 

한, 참가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녹음해 시에 추

가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이러한 

특정 장치 이용 방법을 비롯해 치를 이동해 가며 정

보를 찾는 방식, 그리고 자신들이 배운 것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이는 경험을 통한 학

습과 각 인 의 이 , 그리고 컴퓨터의 정보 

장과 멀티미디어 기능의 이 을 하게 목한 

에서 유비쿼터스 기술 특징을 흥미롭게 이용한 사례

로 꼽을 수 있다. 

유비쿼터스 기술의  다른 특징으로 지능형 장치

(smart objects)에 사용할 수 있는 체감형 인터페이스

(tangible interface)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실제 

용하는 방법으로 지능형 장난감 개발을 들 수 있겠다. 실

로 제한된 언어를 구사하는 컴퓨터 인형을 개발해냈

다. 이 인형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  수 있는가 하면, 

이와 동시에 작동 가능한 컴퓨터 소 트웨어와 상호작

용하게 된다. 이런 지능형 장난감 에 큰 인기를 린 

사례는 없기는 했지만, 부모들은 여기서 교육 인 효과

의 잠재성을 알아챈다. 즉, 이러한 인형이 아이들의 사회

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덕분에 

우리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지능형 장난감을 통해 아이

들이 특정 기술을 효과 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10〕. 

과거에 진행 던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 유비쿼터스 

컴퓨  체계 설계에 요한 지침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

지만, 학습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한 구체 인 방안이 

도출된 것은 아니다. 교육 장에 유비쿼터스 컴퓨  기

술을 실제로 도입하는 교사가 늘어나야지만, 유비쿼터

스 기술이 학습에 미칠 향을 확실히 악할 수 있을 것

이다.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실 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물론 성공 사례가 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술이 

가정이나 사무실과 같은 다양한 역까지 확산 되지 않

고서는 실 되기 어려운 일이다. 

지 까지 유비쿼트스의 컴퓨  학습 환경의 진행과

정을 살펴보면, 산업사회에는 학생들이 교실을 찾아다

니며 학습을 했고, 정보화 시 에는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학습정보를 얻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교육시

는 학습정보가 학생들을 스스로 찾아다니는 시 이다. 

즉, 유비쿼터스 컴퓨  교육환경은 새로운 맞춤형 교육

을 통해 실 인 교육문제를 해결해  것으로 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 변화에 빠르게 처하기 

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에 산 해 있는 문제 들을 조

이라도 빨리 해결해야 만이 유비쿼터스 사회의 진입

이 빠를 것이다. 

  Ⅴ. 결 론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을 한 연구를 검토해 보고 

과연 앞으로 어떤 미래가 개될지를 측해 보았다. 이

제 이 기술이 교육환경에 어떻게 용될지에 한 연구

가 있어야 한다. 유비쿼터스 컴퓨  개념이 등장한 덕분

에, 분명 미래 교육환경은 에 띄게 변화될 것이다. 가

령, 모든 곳에서 컴퓨터 근이 용이한 환경이 마련되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이 기술에 훨씬 손쉽게 근해 효율

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자연 인터페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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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될 것이다. 

자 종이와 펜, 디지털 장난감 블록을 비롯한 다양

한 물체의 기반이 되어  자연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

든 사람들이 쉽게 컴퓨터에 근할 수 있게 되고, 일반 

교실환경에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와 각종 정

보에 손쉽게 근할 수 있게 되면, 학생들은 머릿속 의

문에 한 답을 어디서든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된다. 슈

퍼마켓에 들른 아이들이 자발 으로 물건을 탐구하고 

지식을 얻게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어디서든 가능

하다.

수업평가에도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의 환경은 매

우 유용하게 용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의 

“데이터 수집과 입출력 기능으로 모든 학생의 학습과 심

지어는 활동 하나하나까지도 수집, 입력했다가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물론 교수자은 많은 데이터를 검토해야

하는 일은 장 인 동시에 단 으로 생각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학생의 학습 형태를 확인해서 교수자를 한 지

능  소 트웨어만 개발된다면, 아주 유용한 도구로 활

용 가능할 것이다. 

특히, 재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의 표  형태

의 하나인 휴 폰기반 학습은 아직 불완 하지만 가

장 많은 보 률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 률을 증

가시켜갈 상이므로 소형 단말기의 작은 화면에 모

바일 데이터 통신 속도에 가장 합한 콘텐츠의 개발

할 핑요가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 아이폰과 같은 유비

쿼터스 컴퓨  학습의 다양한 시스템 환경과 합한 

콘텐츠 개발  표 화 방안에 해 투자와 계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정보통신  컴퓨터의 기술발 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의 요구와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특히,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 WiBro, WCDMA

와 같은 고속 이동 데이터 통신망의 등장과 소형의 

DMB단말기, PDA, 고기능/고성능 휴 폰의 일반화는 

유비쿼터스 컴퓨  학습의 발 가능성을 더욱 진시

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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