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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현재 대학에서 e-learning을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추세와 동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시스템은 스마트폰 포털, 학습관리시스템(LMS), 그리고 학습컨텐츠관

리시스템(LCMS)으로 구성된 e-learning 플랫폼으로 구축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e-learning의 각각의 구성요소를 구현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on overall trends and movements in e-learning performance at

University. And system developed a e-learning platform consisting of smart phone portal,

learning management system(LMS), and learning content management system(LCMS). Throughout

the experiment, each of the components of the e-learning were implemented.

키워드

e-learning 플랫폼, LMS, LCMS, 스마트폰 포털

Ⅰ. 서 론

사이버 학습 콘텐츠는 e-learning의 학습 콘텐

츠로 학습자 스스로가 자기주도적인 학습 계획에

맞춰 학습이 진행되도록 상호 작용하는 온라인

기반 자율 학습형 콘텐츠를 말하고, 사이버 학습

서비스란 e-learning의 서비스 시스템으로, 다시

말해서 학습관리시스템과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

을 포함한 사이버 학습 시스템을 말한다.

실제로 e-learning을 운영하는 많은 전문 교육

기관들이 e-learning을 도입, 개발, 신시하는 과정

에서 각종 심의회, 만족도 조사, 성과 측정 등 자

체적인 질 관리 도구와 체계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1], 전문 교육 기관의 이러한 자체적인 질

관리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업교

육에서 e-learning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혼

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2].

Ⅱ. 관련연구

모바일 폰이나 스마트폰의 향상된 능력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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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학의 많은 사용자들에게 PC를 대신하여

그러한 폰들을 선택하게 만들었다[3]. 스마트폰은

또한 컴퓨터공학이 아닌 다른 학문에서도 유용하

게 사용된다. [4]에서는 대학 교실에서 스마트폰

과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에 관한 지속적인 활동

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나타냈으며, [5]에서는 연

구의 목적을 직업 고등학교 학생들의 낮은 자기

감독 학습인 빈약한 기본 학습을 위한 e-러닝 교

수-학습 콘텐츠 개발 모델에 두고 연구를 진행 하

였다. [6]에서는 스마트 공간에 웹 서비스 기술을

사용하여 multiagent 시스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우리의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구축하여 오픈 스마

트 교실이라는 프로토타입 응용 프로그램을 설계

하였다. [7]에서는 e-Learning 시스템에서 스마트

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상호작용, 협동학

습 등 효과적인 교수-학습 원리를 기반으로 학습

콘텐츠관리시스템(LCMS : Learning Content

Management System) 및 학습관리시스템(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 등을 설계해야한

다고 명시되어 있다.

Ⅲ. e-learning 플랫폼

스마트폰을 이용한 e-learning 플랫폼은 그림 1과 같

이 학습관리시스템(LMS),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

(LCMS), 스마트폰 포털(Smart Phone Portal)의 세 가

지로 구성된다.

그림 1. 스마트폰 활용한 e-learning 플랫폼

그림 2. 스마트폰 포털

그림 3. 학습관리시스템

그림 4.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

Ⅳ. 실험

이와 같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사용자 프로파일을

이용한 e-learning 플랫폼은 기존의 e-learning 플랫폼

과 비교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은 점들이 우수하기 때문

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

표 1. 비교 평가

비고 기존의
e-learning 플랫폼

스마트폰
환경에서
e-learning
플랫폼

이동성
기존의 PC위주로
거의 이동성이

없음

스마트폰
위주로서

이동성이 뛰어남

다운로드 프로그램
전체다운

Apple만 받으면
됨

동작 키보드나 마우스 터치스크린

휴대성 불편함 편리함

장소 한정됨
3G이상 되는 곳

4G or Wifi
(거의 모든 곳)

보급성 점차 축소 점차 확대

수요성 급격한 감소 폭발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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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현재 대학에서 e-learning 전반적인

추세와 동향에 대해 알아보았고, 스마트 포털, 학습관리

시스템(LMS), 그리고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LCMS)으

로 구성된 스마트폰을 활용한 e-learning 플랫폼에 대

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실험을 통하여 각각을 구현해 보

았고, 특히, 학습관리시스템은 자격취득을 위한 사용자

프로파일 평가 시스템으로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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