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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학습과정에 우수성, 유효성, 그리고 경제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웹기반 가상실험
실과 웹기반 원격실험실을 적절하게 통합한 하이브리드 공학실험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먼저 클라이언트/서
버 분산환경을 설계하여 디지털 시스템과 전기전자회로 실험에 대한 웹기반 가상실험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제안된 가상실험시스템은 개념학습세션, 가상실험세션, 평가세션등의 3개의 주요한 세션과 이들 주요세션
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학습효율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상실험세션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현실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전자회로를 실험할 
수 있는 웹기반 원격 실험실을 구현하였다. 더욱이 간결하고 사용자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설계기법
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쉽게 원격실험실에 접속할 수 있으며, 고가의 실험장비가 실제 실
험실에 구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기주도의 심화학습이 가능하다. 제안된 가상/원격실험시스템은 독립적으
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학습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웹상에서 두 개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하이브리드 공
학실험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제안된 하이브리드 공학실험시스템은 학습자들에게 상호작용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공학실험교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Abstract

To enhance the excellence, effectiveness and economical efficiency in the learning process, 
we implement a hybrid educational system for engineering experiments where web-based vir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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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systems and distance education systems are properly integrated. In the first stage, 
we designed client/server distributed environment and developed web-based virtual laboratory 
systems for digital systems and electrical/electronic circuit experiments. The proposed virtual 
laboratory systems are composed of four important sessions and their management system: 
concept learning session, virtual experiment session, assessment session. With the aid of the 
management system every session is organically tied up together to achieve maximum learning 
efficiency. In the second stage, we have implemented efficient and cost-effective distant 
laboratory systems for practicing electric/electronic circuits, which can be used to eliminate the 
lack of reality occurred during virtual laboratory session. The use of simple and user-friendly 
design allows a large number of people to access our distant laboratory systems easily. Thus, 
self-guided advanced training is available even if a lot of expensive equipment will not be 
provided in the on-campus laboratories. The proposed virtual/distant laboratory systems can be 
used in stand-alone fashion, but to enhance learning efficiency we integrated them and 
developed a hybrid educational system for engineering experiments. Our hybrid education system 
provides the learners with interactive learning environment and a new approach for the delivery 
of engineering experiments.

주제어: 웹기반 가상/원격실험시스템, 웹기반 하드웨어 제어기술 멀티미디어 컨텐츠 및 자바애플릿 
Keywords: Web-based Virtual/Distance Laboratory System, Web-based Hardware Control 

Technologies, Multimedia Contents and Java Applet 

Ⅰ. 

격변하는 정보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신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직업 전환의 기회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써의 인터넷 기반 가

상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공학실험교육의 내실화를 증진하고 

학습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컴퓨터 통신망이나 디지털

에 의한 초고속 데이터전송 기술을 활용하여 공학실험교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가상실험실이 가

상공간에 출현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공학실험을 위한 가상실험실은 공학실험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폐쇄적인 제약을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학습자와 교수

자간의 상호작용, 학습자의 창의성 유발, 학습효율의 극대화를 실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

이 가상실험실에 의한 접근방법은 공학실험교육이 실제 실험실환경을 유사하게 구현한 가상공간에

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실제실험과 동떨어진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원격실험실이 출현하게 되었다. 웹을 기반으로 원격 

실험실 구축에 관련한 연구로 미국의 카네기멜론대학의 원격 실험실은 정보기술을 교육에 사용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일컫는다. 이 실험실은 여러 실험장비로 갖추어진 가상계측기를 네트워크망

으로 연결하여 학습자가 원격으로 계측기를 사용하여 실험하도록 구성되었다. 싱가포르 폴리텍 대

학에서는 VLAB@SP이라는 원격 실험실을 구축하여 실제적으로 장비를 갖추고 실험하도록 하였

다. VLAB@SP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서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학습자에 의해서 계측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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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좀 더 다양하게 가공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였다. 지금까지 구현된 원격실험실은 주로 원격

지에서 원하는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으며,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상실험실과 연계

한 새로운 실험환경을 구축하지는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학실험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먼저, 실제 실험실 

환경과 유사하게 가상공간 위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된 웹 기반 가상실험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학습자는 가상실험시스템에 접속하여 각종 계측장비와 실험소자 등을 결선하여 마우스 조작을 통

해 가상실험을 진행하여 실험내용에 대해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더욱이 가상실험실에서 학습

자가 진행한 모든 가상실험활동에 대한 결과를 학습자의 간단한 인적정보와 함께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여 학습자들이 그 내용을 프린트하여 실험예비보고서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학

습효율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실험의 현실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실험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원격실험시스템은 구비된 실험장치에 대해 학습자가 입력신호, 회로 

소자값, 그리고 출력신호의 측정위치 등을 웹상에서의 하드웨어 제어를 통해 변경하여 그 실험진

행과정 및 결과를 웹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원격지에 있는 학습자에게 동영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

이다. 이러한 원격실험시스템을 통해 학습자는 주어진 회로에 대해 입력과 회로 소자값을 여러 가

지 형태로 변화시킴으로써 실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원격실험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통신 시스템 및 제어모듈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으며, 하드웨어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제

어패널을 GUI 환경으로 자바 언어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웹기반 가상실험시스템과 

원격실험시스템을 통합하여 웹상에서 공학실험교육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하이브리

드 공학실험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하이브리드 공학실험시스템은 가상실험시스템의 장점을 

강화하고 웹상에서 하드웨어 제어를 통한 원격실험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상실험실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실험교육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Ⅱ. 

웹 기반 가상실험실에서는 실제 실험실 환경과 유사하게 공학실험에 필수적인 계측장비를 자바

언어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였다. 학습자는 가상실험실에 접근하여 구비된 계측장비

를 마우스를 이용하여 회로의 전압/전류값을 측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나로그 멀티미터와 

신호발생기 그리고 오실로스코프 등을 실제 계측기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바애플

릿의 형태로 구현하였으며, 구현범위는 디지털 시스템과 전기/전자회로 실험을 중심으로 하였다. 

가상실험실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계측장비의 사용법을 미리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습

자들은 실제 실험실에서 계측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큰 오류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사용이나 잘못된 사용법으로 인한 계측장비의 파손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림 1]-[그림 

3]에 본 연구에서 구현된 가상멀티미터(Virtual Multimeter), 가상신호발생기(Virtual Function 

Generator)와 가상오실로스코프(Virtual Oscilloscope)를 각각 도시하였으며 실제 멀티미터, 신호

발생기 그리고 오실로스코프와 기능면에서 유사한 동작을 하도록 구현하였다. 



공학교육연구82

     

가상실험실에서는 실험원리등을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자바 애플릿과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형태로 개념학습형 컨텐츠를 제작하여 실험원리학습실을 구축하였다. 실험원리학습실에서는 실험

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디지털 시스템이나 전기/전자회로 전반에 걸친 중요

한 개념이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학습형 컨텐츠를 애플릿이나 플래시 파일의 

형태로 제작하여 학습자에게 제공된다. 실험원리학습실의 구현예로서 [그림 4]에서는 2X4 디코더

의 동작원리 학습을 위한 자바애플릿의 실행화면을 도시하였다. 

자바가상실험 학습실은 실제 실험실 환경과 거의 유사하게 자바 애플릿의 형태로 구현되었으며, 

실제 실험시에 진행될 내용을 학습자가 미리 웹상에서 간단한 마우스 조작을 통하여 가상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실험에 필요한 각종 소자 및 계측장비 컴포넌트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

여 실험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자바가상실험 학습실에서는 학습자가 웹에 접

속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된 각종 계측장비를 이용하여 주어진 회로에 대한 실험을 웹상에서 

수행한다. 그리고 유사한 실험을 회로 소자 값을 변경함으로써 몇 번 반복하도록 하였으며 회로 소

자 값은 회로를 결선할 때 소자선택 과정을 거쳐 학습자가 원하는 값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림 5]-[그림 7]에 전가산기에 대한 가상실험, RLC 직렬회로에 대해 가상실험, 그리고 

JFET 공통소스 증폭기의 실행화면을 각각 도시하였다. 한편, 가상실험실에 접속한 학습자는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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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수행한 후에 발생되는 결과데이터를 자신의 웹브라우저상에 나타난 실험결과표에 기록한 

후 “보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실험결과 데이터가 서버에 전송된다. 이때 가상실험실 관리시

스템에서는 자바가상실험 학습실에서 얻어진 실험결과 데이터를 학습자 정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하고 학습자의 이름이나 학번등의 기초정보도 함께 저장한다. 다음으로 학습자가 “결과보

고서 출력” 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 출력을 요청하면 서버에서는 학습자의 정보를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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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해당 학습자에 해당되는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에서 가져와 HTML 문서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한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PHP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하였고 데이

터베이스는 MySQL을 이용하였다.

[그림 8]에 가상실험실 관리시스템의 전체 구성도를 도시하였으며 [그림 9]에는 가상실험 결과

데이터를 입력하여 데이터 베이스로 전송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입력양식을 도시하였다. 또

한 [그림 10]에는 가상실험을 완료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학습자의 정보와 가상실험결과를 

PHP 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예비보고서의 형태로 출력되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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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웹상에서 진행되는 실험교육과 관련하여 개발되는 실험시스템을 분류하여 보면 크게 앞 절에서 

기술한 가상실험 시스템과 원격실험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다. 원격실험 시스템은 서버측에 있

는 공동 계측장비를 원격으로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

미한다. 원격실험 시스템의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실험의 필요성은 최근 들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 원격 실험실 구축을 목표로 하여 실시간 측정을 필요로 하는 실험을 위해 웹에서 동작하는 

자바 프로그램과 서버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C++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운영체제와 교육환경에 

맞는 원격실험 교육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구현된 원격실험 시스템은 학습자가 시각적으로 보는 부

분은 웹에서 구현하고, 파일을 전송할 경우에는 FTP를 사용하였으며 원격제어를 위해서는 Telnet

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은 공학실험교육 전반에 걸쳐 적용이 

가능하지만 연구범위를 주로 전자회로 원격실험실의 구현으로 국한하였다. 

한편, 전자회로 실험교육에 대한 전통적인 실험방법은 실험실에서 계측장비들을 이용하여 결선

된 회로의 출력을 측정하면서 실험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학습자의 대부분이 계측장비의 사용

법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측장비를 구현하여 가상실험을 수행하면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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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계측장비의 사용법 및 실험방법을 습득할 수는 있지만 가상공간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현실감

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험하고자 하는 

실험회로와 계측장비를 서버측에 구성하고, 학습자들이 웹을 통해 원격으로 계측된 데이터를 화상

정보의 형태로 전송받아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웹기반 원격실험실을 구현하였다. 

전자회로 원격실험시스템은 계측시스템, 계측데이터 서버시스템, 원격 계측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회로 원격실험시스템의 동작 과정을 살펴보면 채널 선택과정과 계측데이터의 전송과정

이 있다. 채널 선택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이 원격계측시스템으로 접속을 시도하게 되며, 원격계측 시

스템에서는 학습자들은 측정할 채널선택 명령을 계측데이터 서버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계측

데이터 서버시스템은 전송받은 채널선택 명령을 다시 계측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되며, 계측시스템

에서는 전송받은 채널선택 명령에 따라 채널을 변경하여 계측하게 된다. 계측시스템에서는 DAQ 

(Data Acquisition) 장비로부터 계측데이터를 전송받으며 계측데이터서버에서는 계측시스템으로부

터 계측데이터를 전송받아 원격계측 제어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원격 계측시스템에서는 계측데이터

를 웹에서 전송받을 수 있도록 계측데이터 전송과정을 구성하였다.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에서 원격계측을 하기 위해서는 계측시스템으로부터 계측데이터를 전송받

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오실로스코프로는 계측시스템의 계측데이터를 전송받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DAQ 장비(COMIZOA사의 

SD103)로부터 계측 시스템의 계측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계측 데이터 서버 시스템으로 계측 데이

터를 전송하게 된다. 계측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된 계측데이터는 버퍼에 저장되고, 저장된 계측데이

터는 파형이미지로 생성된다. 생성된 파형이미지는 화면에 출력되며, 계측시스템의 버퍼에 저장된 

계측데이터는 소켓 프로그램 방식에 의해 전송할 수 있도록 스트림 형태로 데이터를 생성한다. 계

측시스템은 환경 설정부, 소켓 연결부, 타이머 설정부, 데이터 취득부, 화면 제어 모듈, 데이터 송

신부, 소켓 연결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11]에 계측시스템의 구성을 간략하게 도시하였다. 

환경 설정부는 계측 시스템의 초기화 및 환경을 설정한다. 소켓 연결부는 접속할 서버의 주소와 

포트 번호를 설정하고 소켓을 서버에 접속한다. 타이머 설정부는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데이터를 

취득해서 전송하기 위해 타이머를 설정한다. 모듈이 시작되면서 전송할 시간 간격을 설정하고 설

정된 시간간격으로 타이머를 설정한 다음 타이머를 동작시킨다. 타이머를 설정할 때 DAQ 보드도 

초기화 된다. 타이머가 동작하면서 데이터 취득 모듈을 동작시켜 데이터를 취득한다. 일정한 간격

으로 데이터 취득 과정이 이루어지다가 전송종료 명령이 이루어지면 DAQ 보드는 초기화되고 타이

머 설정은 해제된다. 데이터취득 모듈에서는 DAQ 보드에서 계측된 데이터를 전송받고, 취득된 계

측데이터는 버퍼에 저장하여 계측데이터 서버시스템으로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간격으로 전송한다. 

전송된 계측데이터는 최종적으로 원격계측 제어시스템으로 전송되어 파형 이미지로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된다. 화면제어 모듈은 DAQ 보드로부터 전송되는 배열형태의 데이터로부터 파형이미지를 생

성하여 화면에 출력하게 된다. 데이터 송신부는 계측된 데이터를 네트워크의 소켓 전송방식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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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형식화된 버퍼로 저장하여 서버에 전송한다. 마지막으로 소켓 연결 종료부는 연결된 서버와의 

접속을 해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대다(One-to-Many) 방식의 구조로 소켓방식으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구성하

여 윈도우즈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비주얼 C++의 CAsync Socket을 기본 클래스로 하여 계측데

이터 서버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포트번호는 일반적으로 0에서 100번까지 사용하고 있어 본 시스템

에서는 7000번을 사용하였다. 계측데이터 서버시스템에서는 계측시스템으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

를 사용자들이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계측데이터 서버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소켓 모듈, 클라

이언트 관리 모듈, 접속부, 삭제부, 데이터 송신부로 구성되며 각 부분의 세부기능을 간략하게 아

래에 기술한다. 

클라이언트 소켓 모듈은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처리하게 된다.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접속 정보

를 메인 프레임에 전달하고, 소켓 모듈로부터 메시지 수신시 윈도우 메시지 이벤트을 발생시켜 전

송된 메시지를 수신하게 한다. 클라이언트 관리모듈은 클라이언트가 접속시 클라이언트들의 접속 

정보를 관리하는 모듈이다. 사용자 접속부는 사용자가 접속하였을 경우에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

여 저장된 사용자정보를 메인 프레임에 전송한다. 사용자 삭제부는 사용자가 접속을 종료하면 접

속종료 메시지를 메인 프레임에 전송한다. 데이터 송신부는 계측시스템으로부터 전송받은 계측데

이터를 접속한 모든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계측되는 계측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관찰할 수 있도

록 위해서 웹 환경에서 자바언어로 구현하였다. 원격계측 제어시스템은 텍스트 정보관리 모듈, 이

미지 정보관리 모듈, 서버 접속부, 메시지 전송부, 데이터 추출부로 구성되며 웹에서 실시간으로 

계측데이터를 보면서 측정하도록 구현하였다. 

텍스트 정보관리 모듈에서는 계측데이터를 전송받아서 텍스트 정보를 분석하게 되며, 버퍼 설정

부에서는 전송된 계측데이터의 크기를 추출하여 버퍼의 크기를 설정한다. 데이터 입력부에서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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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데이터를 화면출력 형태의 버퍼로 프로세싱 하여 저장한다. 데이터 이동부에서는 화면처리시 정

해진 개수 이상의 데이터가 입력될 때 데이터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화면 처리부에서는 전송된 계

측데이터를 화면출력 형태의 버퍼로 저장하여 저장된 버퍼를 화면에 출력한다. 이미지 정보관리 

모듈에서는 전송되는 계측데이터를 저장할 이미지 버퍼를 설정하고, 소켓 방식에 의해 전송된 데

이터에서 계측데이터를 추출하는 데이터 입력부, 이미지 버퍼에 저장된 변화된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하는 화면 처리부로 구성된다. 이미지 버퍼 설정부에서는 전송된 계측데이터를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파형 이미지로 변환하여 생성한다. 데이터 입력부에서는 계측데이터가 전송되면 파형 

이미지로 생성하기 좋은 버퍼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화면 처리부에서는 파형 형태로 생성된 이미

지 버퍼를 화면에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서버 접속부에서는 설정된 서버주소와 포트번호 정보로 

서버에 접속하도록 하며 본 연구에서는 자바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였으며 비주얼 C++로 제작된 

데이터 서버시스템에 접속한다. 메시지 전송부에서는 제어명령을 계측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제어시

스템을 제어하게 된다. 데이터 추출부에서는 전송받은 스트림 데이터에서 계측데이터를 추출하여 

화면출력 버퍼에 저장한다.

전자회로 원격실험실에서는 학습자들이 구성된 실험회로를 보면서 원하는 계측채널을 선택하면

서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 학습자들이 실험을 하기 전에 실험회로의 회로도를 보고 실험 내용을 숙

지한 다음 전자회로 실험실에 로그인하게 된다. 처음에 로그인 하면 학습자들은 웹 카메라를 통해 

보여지는 오실로스코프, 멀티미터등의 계측 장비와 구성된 실험회로를 웹상에서 직접 보면서 실험

을 진행한다. 구성된 회로와 계측되고 있는 계측 장비의 화면을 웹 카메라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전

송하며 학습자들은 기존의 실험 방법으로 계측되고 있는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기존의 방법에서 

계측되는 결과를 보면서 원격계측제어시스템에서는 측정 부위에 따른 실험회로의 채널을 다양하게 

선택을 하게 된다. 채널의 선택되면 채널 선택 정보는 소켓 프로그램 방식으로 계측 데이터 서버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계측 데이터 서버 시스템에서는 전송받은 채널 선택 정보를 계측 시스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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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송하고 계측 시스템에서는 채널 선택 정보로 측정 채널을 변경하게 된다. 계측 시스템에서는 

변경된 채널로 계측을 하여 계측 데이터를 계측 데이터 서버 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계측 데이

터 서버 시스템의 학습자들에게 변경된 채널에서 측정된 계측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된다. 전자회

로 원격실험실의 전체 동작은 [그림 13]과 같다. [그림 14-15]에는 연산증폭기와 트랜지스터 증

폭기에 대한 원격실험 결과화면을 각각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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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가상실험시스템과 웹 기반 원격실험시스템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공학실험시스템에 주요

한 기능중의 하나인 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가상실험 결과데이터와 원격실

험 결과데이터를 PHP를 이용하여 웹과 연동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두 데이터 상호간의 차이를 

비교 고찰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상실험과 실제실험의 갭(Gap)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각 학습자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내용을 웹상에서 프린트하여 자신의 가상실험 및 

실제실험 결과데이터를 프린트하여 실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예비보고서로 제출하여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가상실험실에 접속한 학습자마다 

고유한 코드를 부여하여 실험한 결과 데이터들을 총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타인의 예비보고서를 복사하여 제출하지 못하도록 대비책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원격실험

시스템 운영측면에서 보면 실제 실험실에 필요한 실험장치와 카메라를 여러 세트 구비하여 동일한 

서버에 연결한 경우 동시에 접속하는 학습자가 많은 경우에도 원격실험시스템에 접속한 순서에 따

라 실험장치의 하드웨어 제어권한을 일정시간동안만 제한적으로 부여하면 큰 어려움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하드웨어 제어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가 진행하는 실험을 동영상으

로 지켜봄으로써 실험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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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본 연구에서는 공학실험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웹 기반 가상실험시

스템과 웹상에서의 하드웨어 제어를 통한 원격실험시스템을 통합하여 창의적인 하이브리드

(Hybrid) 공학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공학실험교육의 수월성,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였다. 먼

저 웹 기반 가상실험시스템은 실제 실험실 환경과 유사하게 가상공간 위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

된 가상실험실 환경이다. 창의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제안된 전자회로 웹 

기반 가상실험실은 학습자들이 실제 실험에 준하는 실험환경을 경험함으로서 그 자체로 실제 실험

을 대체하거나 실제 실험의 완성도를 높이는 사전 준비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안된 가상실험

실은 정규 전자회로 실험과정으로 편성되어 기존에 형식적으로 제출되던 기존의 실험준비 예비 리

포트의 문제점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 실험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 원격 실험실 구축을 목표로 하여 실시간 측정을 필요로 하는 

실험을 위해 웹에서 동작하는 자바 프로그램과 서버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C++ 프로그램으로 제

작하여 운영체제와 교육환경에 맞는 원격실험 교육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개발된 전자회로 원격실

험시스템은 가상실험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감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웹기반 원격실험실의 구현을 통해 가상공간과 물

리적인 공간의 공존으로 인한 비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공학실험실습 교육의 학습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 가상실험시스템과 원격실험시스템을 통합하여 온/오프라인 

공학실험교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창의적인 하이브리드 공학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

에서 개발된 창의적인 하이브리드 공학교육시스템은 교수-학습자료를 자바 애플릿 및 플래시 애니

메이션 등을 이용하여 구현한 가상실험시스템의 장점을 강화하고 웹상에서 하드웨어 제어를 통한 

원격실험 교육시스템을 통합하여 가상공간에서의 공학실험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접근방

식의 교육시스템이다. 더욱이 공학실험 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유기적

으로 통합하여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습의 연속성을 향상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학습효율을 극대

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웹 기반 가상실험시스템과 원격실험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데 많은 주안점을 두었으

나 학습자의 편의 및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100% 완벽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해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원격실험과정에서의 회로소자의 값의 제한적인 변경, 회로에서 전압전류의 측정

부분의 임의선택의 어려움, 실험데이터 송수신에 있어서의 시간지연등의 문제로 인한 측정오차의 

존재등의 문제점이 있어 100% 완전한 하이브리드 공학교육시스템을 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

다. 그러나 개발된 창의적인 하이브리드 공학실험 교육시스템은 학습자 입장에서 학습편의를 교육

공학적 바탕에서 구현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공학실험 교육방식에 비해 매우 큰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신저자: 김동식



공학교육연구92

〔 〕

본 연구는 2005년도 순천향대학교 교수 연구년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