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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Web 2.0 and RSS techniques have gained enormous 
attention in the Internet and e-Learning fields. In this paper, we design a 
RSS system on the Web 2,0 base for e-Learning, and implement the 
educational RSS information sharing system for back-to-basic curriculum 
of secondary schools that is called EduRSS. Our EduRSS can create web 
feed file with RSS format from learning blogs for back-to-basic 
curriculum, and share it with other users conveniently. In addition, it also 
provide the recommendation function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RSS 
feed resources.

Keywords: E-Learning; Learning Blogs; RSS; Web 2.0.

1. 서 론

최근 인터넷과 웹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웹 사용자들은 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스스로 가치 있는 정보들을 생산해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산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급

속히 그 양이 증가하게 되므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는 기술이 웹 2.0의 웹 신디케이션과 태그 기술이다(오량 (2006)).

기존의 웹 환경에서는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직접 찾아 다녀야 했다. 정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내주는 푸시

(Push) 서비스나 이메일 서비스가 시도되기는 했지만, 그 역시 공급자가 선별한 정보

를 일방적으로 보내준다는 점에서 닫힌 정보에 불과했다. 그러나 웹 2.0에서는 수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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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데이터 포맷인 웹 피드(Feed)를 통해 공유 방

식의 변화와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RSS(Really Simple Syndication)는 현재 사용되

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웹 피드로 수시로 바뀌는 사이트의 정보를 특정 주소를 통해 

공개하는 XML 형식이다(한정란, 김수용 (2007)). RSS는 특정 분야의 최근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컴퓨터에 RSS 리더를 통해 자신이 즐겨 찾는 사이트의 

RSS 주소를 채널로 등록시켜 매일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웹 2.0은 ‘사회적 소프트웨어’ 또는 ‘학습 생태계(Learning 

Ecology)’라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적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와 지속적인 

실천 커뮤니티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학습 생태계 역시 커뮤니티 안에서 사회적

으로 공유되고 가치를 인정받는 활동 속에 집단적 참여를 하면서 지속적인 발전과 진

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황대준 (2007)). 이처럼 정보화 시대의 교

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학습에서는 틀에 박힌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독창성

을 개발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능동적으로 길러 주기 위해서 새로운 교수․

학습 매체로서의 컴퓨터 활용이 보다 더 많이 요구되어지고 있다(이은옥 (2006)).

논문에서는 학습자가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내용을 찾아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을 주는, 웹 2.0에서 제공

하는 RSS 기술을 이용한 교육용 RSS 정보 공유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본 시

스템에서는 주요 교과목에 대한 양질의 학습 블로그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교과

목별로 RSS 피드 파일을 구성하여 게시판에 등록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게시된 피드 파일을 RSS 리더에 추가하여 게시된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

용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최근의 Web 2.0과 e-Learning 2.0에 대

한 관련연구를 살펴보고, 특히 특정 분야의 최근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매우 유용한 

웹 2.0에서의 최근 RSS 기술을 알아본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교육용 

RSS 정보 공유 시스템인 EduRSS 시스템의 설계에 대해 설명하고, 4장에서 제안된 

EduRSS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 내용을 제시한

다.

2. 관련연구

2.1 웹 2.0

“웹 2.0”의 개념은 O'Reilly Media사의 ‘Foo(Friend's of O'Reilly) Camp’ 컨퍼런스

에서 진행되었던 브레인스토밍 세션에서 “meme map”이라 불리는 웹 2.0을 전개하는 

개념도의 개발로 시작되었다(O'Reilly, T. (2005)). 기존의 웹과 달리 웹 2.0은 사용자

의 참여와 정보의 공유 및 개방의 특성을 갖는다. 웹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웹에 적극

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그것을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고 개방하는 열린 공

간의 참여 웹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인터넷 사업자가 웹에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던 

것과는 달리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UCC(user created content)와 집단 지

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다. 사용자는 블로

그와 고객 리뷰, 지식인들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등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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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웹에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림 1>은 Web 2.0

의 개념을 설명하는 Meme Map을 보여준다(O'Reilly, T. (2005), 정부연 (2006), 이지

영 (2006)).

<그림 1>  웹 2.0의 Meme Map

웹 2.0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개인 참여가 핵심이다. 즉, 웹에 존재

하는 정보가 개인의 참여를 통하여 생성되기 때문에 개인의 참여가 가장 핵심적인 역

할을 한다. 웹 2.0은 아무도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고 어떤 프로그래밍 또는 인터넷 환

경에서도 모든 사람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의미한다(유인종 (2006)). 

웹 2.0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한정란, 김수용 (2007)). 첫째, 웹 2.0에서는 웹이 

플랫폼으로서 활용된다. 따라서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은 웹을 통해 

자료를 주고받으므로 OS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작동한다. 둘째, 집단지성의 개념으로 

웹 2.0에서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용자가 새로운 콘

텐츠와 사이트를 추가하고 이러한 사용자들의 행위에 반응하면서 유기적으로 성장하

게 된다. 셋째, 웹 2.0에서는 보다 많은 데이터를 구축하고 가공하여 사용자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유통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기존에는 소프트웨어가 완성품인 패키

지로 제공되었는데 웹 2.0 시대에 소프트웨어는 완성품이 아닌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

고 서비스를 멈추는 일이 없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다. 다섯째, 느슨하게 결합된 시스템을 위한 가벼운 프로그래밍 모델을 지원하여 서비

스 스택이 단순하고 디자인도 실용주의화 하고 있다. 웹 2.0에서는 RSS,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Ajax(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등을 사용하여 단순한 서비스 구조를 갖는다. 여섯째, PC 플랫폼 같은 특정 플랫폼에

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PC, 휴대전화, PDA 등 다양한 기기의 여러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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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웹 2.0에선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

다. Ajax나 LAMP(Linux Apache MySQL PHP) 등은 오픈 소스 기술을 다양하게 사

용하고 있고 이들 기술들을 통하여 재활용하기 좋은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

용자는 웹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고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검색하고 원하는 정보를 저

장하는 방식이 마치 오프라인에서 책을 보는 것처럼 빠르고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

2.2 RSS

RSS는 Really Simple Syndication, Rich Site Summary 혹은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Site Summary의 약칭이다. RSS와 Atom은 웹 사이트의 콘

텐츠 제목이나 내용 등의 정보를 XML로 정의한 메타 데이터 포맷으로 뉴스나 블로

그 등의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 사이트에서 콘텐츠의 업데이트 정보를 사용자

에게 자동적으로 쉽게 전송하는데 사용하고 있다(Lauria, V. (2006)). 즉, 각 사이트에

서 제공하는 RSS 주소를 RSS 리더에 등록만 하면 해당 웹 사이트에 매번 방문할 필

요 없이 이메일을 열어보듯 쉽게 변경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RSS는 콘텐

츠가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웹 사이트 및 그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용자들

에게 유용하며 이들이 방문을 유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1995년 MCF(Meta Content Framework)에서 출발한 RSS 형식은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과 CDF(Channel Definition Format)의 발전 과정을 거쳐, 

RSS(RDF Site Summary)로 등장하게 되었지만, 네스케이프사가 RSS 9.0 버전을 마

지막으로 더 이상의 개발을 포기하고 난 후, 유저랜드와 RSS 개발그룹이라는 두 개

의 개발 주체에서 별도의 규격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는 이 두 가지 규격 그룹의 

버전들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밖에 기타 포맷으로 2004년 12월 야

후에서는 Media RSS 포맷을 발표하기도 하였고, 2004년 말을 기점으로 RSS 포맷을 

확장하여 Podcasting에 응용하는 방식도 등장하였다(김중태 (2006)). 

<그림 2> 풀 방식을 사용하는 RSS

<그림 2>는 기존의 푸시 방식에 의한 정보 수집 방법이 아닌 풀(pull) 방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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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을 하는 RSS 기술을 보여준다. RSS는 웹 사이트의 콘텐츠 배급, 수집, 개인 이

용자의 콘텐츠 사용 편리성 제공에 크게 활용될 수 있으며, RSS 피드를 이용한 콘텐

츠 배급의 장점으로는 선택적 구독, 빠른 구독, 히스토리 관리, 자동화된 콘텐츠 연동

의 용이성, 콘텐츠 재사용성, 통신방식의 다양성 등을 들 수 있다(전종홍 (2005)).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교육 분야에서도 RSS는 더없이 좋은 툴이 될 수 있다. 학생

들이 모두 블로그를 가지고 있고 토론이나 과제물 등의 콘텐츠를 올리면, 선생님은 

RSS 리더를 통해 학생들의 블로그 RSS 채널만 등록시키면 한눈에 체크해 볼 수 있

다. PTA(Parent Teacher Association) 학부모들도 다른 학생의 RSS 피드를 받을 수 

있다. 대학정보 검색 페이지, 교사 페이지, 과제 페이지 등에서 RSS 피드를 받아보게 

되는 편리한 툴로 인식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에서 사용되는 학습 단위(Learning Object)의 배급에 대한 RSS 포맷도 

활발히 연구, 적용 중이어서 곧 e-Learning에서도 RSS의 활용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RSS-LOM은 기존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라

이브러리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학습 단위를 교육 과정에 뿌려줄 수 있는 포맷이다. 

또한 RSS 기술은 e-Learning에서도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염동훈 

(2004)).

2.3 e-Learning 2.0

지금까지 e-Learning은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등을 통해 주로 푸시 

형태의 교육이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e-Learning은 사회 환경의 변화, 교육 패러다

임의 변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등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블

로그, 팟캐스팅, 미디어 공유, 소셜 네트워킹 등의 웹 2.0 요소기술들과 결합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현재 e-Learning을 이전 환경과 구분해 e-Learning 2.0이

라 지칭하고 있다.   

팟캐스팅, 블로그, 위키피디아 등 웹 2.0 기술이 적용된 e-Learning 2.0은 기존의 

SNS(Social Networks Software)와 결합되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며, 

콘텐츠의 생성, 활용 등이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이루어져 높은 교육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의 개인화가 가능하고, e-Learning 시장의 성격을 

‘Mass’에서 ‘Niche’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한 틈새시장의 출

현은 이를 기반으로 한 ‘롱테일(Long Tail)’ 비즈니스 모델의 적용을 가능케 해 

e-Learning 2.0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존 e-Learning과 e-Learning 2.0 차이점을 <표 1>에서 보여준다. 웹 2.0의 등장

으로 촉발된 e-Learning 시장의 변화는 학습자의 참여가 새로운 경쟁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UCC로 대변되는 웹 2.0의 비즈

니스 모델이 기존의 시장구도에 막대한 충격을 가했듯이, e-Learning 2.0에서도 콘텐

츠 자체의 확보 외에 참가자 커뮤니티인 SNS 구축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차별화된 SNS 서비스가 관련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요인

으로 부상할 전망이다(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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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Learning e-Learning 2.0

학습조직화 개인화

중앙 집중화(하향식) 로컬화(상향식)

푸시형 풀형

교사 주도형 학습자 주도형

교사로부터 학생으로 지식전달 교사>학생, 학생>커뮤니티

전문적인 강사 지식의 집합체

코스, 프로그램 학습 분자, 연결

지적 재산 사회적 재산, 공유

한정된 자유도 확대된 자유도, 공개성

특정 응용 블로그, Elgg와 같은 웹 서비스

높은 투자/관리 비용 낮은 투자/관리 비용

<표 1> e-Learning과 e-Learning 2.0의 비교 

 

3. EduRSS의 설계

3.1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RSS를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용 RSS 피드(Feed) 파일을 학습자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EduRSS(Educational RSS)라고 하는 ‘함께 나누는 교육용 RSS 피드’ 웹페이

지를 구축한다. EduRSS는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나 수정을 위해 웹 페이지를 

XHTML과 CSS(Cascading Style Sheets)를 사용하여 설계한다. 전체 시스템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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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EduRSS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원하는 교육용 RSS 피드 파일을 다

른 학습자와 공유하기 위해 웹 게시판을 설계하고, 게시판에 등록된 RSS 피드 파일

을 자신의 RSS 리더에 등록하여 해당 블로그를 일일이 찾아가지 않고도 새로 업데이

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RSS 리더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구현할 RSS 리더기는 일반 

응용 형태의 리더이며, 이 RSS 리더는 C#으로 구현된다. 

3.2  시스템 설계 

블로그(Blog)는 인터넷에서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개인 사이

트를 지칭한다. 블로그의 가장 큰 장점은 만든 사람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만을 다룬

다는 것이다. 즉, 블로그는 웹 2.0의 롱테일 현상의 집단 지능을 이용하는 응용이다. 

기존에 인터넷 포털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는 했으나 각 개인이 원하는 모든 정

보를 포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블로그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수

집해서 모아두거나 특정 사람들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또 코멘트

를 달아 자신의 생각까지 전달할 수 있다(아이뉴스24 (2008)).

본 논문에서는 포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와 블로그 전문사이트의 학습 블로그를 피

드 제공자로 사용한다. 웹 2.0의 화두인 참여와 공유를 기본 설계 방향으로 하여 초, 

중, 고, 일반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 대한 양질의 학습 블로그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그것들을 교과목별로 분류하여 교육용 RSS 피드 게시판에 등록한

다. 게시판에 등록할 때도 학습자 스스로 분류할 수 있도록 태그를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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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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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

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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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duRSS의 세부구조

  

RSS가 제공되지 않는 블로그는 본 논문의 EduRSS 웹 페이지에서 RSS 피드를 만

들어 그 주소를 게시판에 등록한다. 게시판에 등록된 글들은 과목별, 분류별, 태그별

로 검색이 가능하며 RSS 피드파일의 URL을 복사하거나 RSS 아이콘( )을 눌러 주

소를 복사해도 된다. 게시된 피드 파일은 RSS 리더에 등록하여 구독할 수 있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duRSS의 세부구조를 보여준다.

EduRSS의 웹 페이지 구성은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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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duRSS의 웹 페이지 구성

EduRSS 웹 페이지의 주요 기능으로는 웹 2.0과 RSS의 도움말 기능, 교육용 RSS 

Feed 게시판 기능, 자료실 기능, RSS 피드 만들기 기능, 그리고 RSS 리더 다운로드 

기능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용 RSS 피드 게시판에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성은 <표 2>

와 같다.

테이블명 항목 명칭

tblUser 회원가입

tblPost-Kor 우편번호

tblBoard_Data 교육용 RSS Board

tblBoard_Data_Tag 태그

tblBoard_Recommand 추천

tblBoard_Category_Step1 과목

tblBoard_Category_Step2 대상

tblBoard_File 첨부파일

<표 2>  게시판 테이블 구성

3.3 RSS 리더 설계

RSS 리더는 URL 형식으로 RSS를 입력받아 유효한 RSS 파일인지를 검사한 다음 

파싱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표현한다(강성후 (2006)). RSS 리더 화면은 아웃룩 화면과 

같은 방식으로 <그림 6>과 같이 설계되었으며, Reader 왼쪽에는 ‘카테고리 및 폴더’

가 표시된다. 이것은 처리된 정보 중에서 사이트의 이름과 기본 사이트의 정보를 나

타내는 부분을 채널별로 트리형태의 리스트로 나타낸 것이다. 오른쪽 상단에는 각각

의 등록된 게시물을 나타내는 부분인 아이템 항목을 일반적인 테이블 형태로 리스트

를 표시하고 선택된 관련 페이지의 자세한 내용들은 오른쪽 하단 부분에 나타내는 기

본 구조로 설계한다.

RSS 리더는 C#으로 설계되었고 크게 3개의 폼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RSS 리더에

서는 RSS 2.0 형식만 지원한다. <그림 7>은 RSS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RSSReaderForm이 기본클래스이며, AddRssForm 클래스에서는 입력받은 

RSS를 유효한 RSS 파일인지를 체크하여 등록하고, CategoryForm 클래스에서는 입

력받은 RSS의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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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설계된 RSS 리더의 

화면 구조

<그림 7> RSS 리더 클래스 다이어그램

4. EduRSS의 구현

본 장에서는 EduRSS 시스템의 구현 환경 및 결과를 기술한다.

4.1 구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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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교육용 RSS 시스템의 개발환경에 대해 기술한다. 본 시스템을 구현하

기 위해 사용된 환경은 <표 3>과 같다. 서버는 Windows 2003 Server, 웹 서버는 

IIS(Internet Information Server) 6.0을 사용한다. 데이터가 저장 될 데이터베이스는 

MS-SQL 2005를 사용하고, 게시판을 구동시키기 위하여 HTML, ASP.Net을 사용한

다. RSS Reader는 C#을 이용하여 구현한다.

구분 개발환경

RSS 피드 파일 XML

RSS 피드 파일 웹 서버에 게시 HTML

운영체제 Windows 2003 Server

 웹 서버 IIS Ver 6.0

데이터 베이스 MS-SQL 2005

프로그래밍 언어 C#, ASP.Net 2.0

사용 프로그램

Visual Studio 2005, 

Macromedia Dreamweaver MX,

Adobe Photoshop cs2,

Smart Draw 2008 등

<표 3> EduRSS 시스템의 개발 환경

4.2 구현 결과

초기 화면에는 학습자들에게 웹 2.0과 RSS에 대한 소개를 하고, 교육용  RSS 피드

를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과 그 외 공유 가능한 자료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게시

판은 교육용 RSS 피드 파일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자나 일반 사용자들이 블로

그나 일반 사이트에서 유용한 교육용 RSS 피드 파일을 글쓰기를 통해 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그림 8>과 <그림 9>는 각각 초기화면과 EduRSS 게시판 화면을 보여준

다.

<그림 8> 초기 실행 화면 <그림 9> EduRSS 게시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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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화면(<그림 10>)에서는 과목과 대상을 선택하고 학습자가 각 게시물 마다 

태그를 3개까지 넣을 수 있어 학습자들이 요구하는 학습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재가공할 수 있다. 피드 내용 보기 화면(<그림 11>)에서는 피드 주소에서 RSS 아이

콘( )을 클릭하면 피드 주소가 복사된다. 또한, 태그에 있는 단어를 클릭하면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을 찾아준다. 학습자가 이 화면에서 게시된 유용한 자료에 추천

을 할 수 있다. 추천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로그인 과정을 거쳐야 ‘추천하

기’ 메뉴가 보이고 추천은 한 사람이 한번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0> 글쓰기 화면 <그림 11> 내용 보기 화면

게시판에 게시된 RSS 피드 파일의 예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RSS 피드파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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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RSS 리더

본 논문에서 구현한 RSS 리더는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설치형이며 EduRSS 게시판

에서 복사한 RSS 피드를 학습자가 관리하기 쉽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추가하면 된다. 

카테고리를 만드는 예는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카테고리 만들기

만들어진 카테고리에 메뉴나 툴바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거나 팝업메뉴에서 새 

RSS 추가를 선택하면 새로운 창으로 RSS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폼이 <그림 14>와

같이 나타난다. RSS 주소를 입력하면 유효한 RSS 주소인지를 검사한 후에  RSS 주

소를 추가하면 블로그의 타이틀을 카테고리에 추가하고, 트리 형식으로 블로그의 타

이틀 리스트를 보여준다. 

     
<그림 14> RSS 추가

RSS 리더를 실행한 화면은 <그림 15>와 같다. 초기화 된 폼은 왼쪽에는 트리형식

으로 오른쪽은 다시 상하로 나누어서 상단은 등록된 아이템 리스트를 보여준다. 칼럼

은 각 아이템을 구성하고 있는 글의 제목, 작성시간 범주를 나타낸다. 글의 제목을 한

번 클릭하면 아래 부분에 웹페이지 내용이 나타난다. 

국어 수학

<그림 15> RSS 리더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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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스템 평가 

본 연구는 각 블로그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정보를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콘

텐츠 제공자가 배포한 피드를 수집하고, 수집된 RSS 정보는 과목별로 분류하여 

EduRSS 시스템에 등록한다. 등록된 자료는 RSS 리더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자신의 요구에 맞는 교육용 RSS 피드 정

보를 이용한 수준별 학습을 통해 더 높은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e-Learning 2.0에서는 학습자들의 참여가 새로운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정 콘텐츠를 학습자의 ‘개인화’를 통해 제공이 가능한 점을 볼 때 EduRSS 시스템

에서는 웹 게시판 형태로 교육용 피드 파일을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

습자들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표 4>는 기존에 발표된 다른 교육용 RSS 시스템과 기능을 비교 평가한다. 기능 

비교 평가 대상 시스템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RSS 기반 학습보조시스템(이은

옥 (2006))’와 ‘사용자 맞춤 정보제공을 위한 RSS 기반 교육정보시스템(강정민 

(2007))’을 선정하였다.

시스템 명

항목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RSS 

기반 
학습보조시스템

사용자 맞춤 정보제공을 
위한

 RSS 기반 
교육정보시스템

EduRSS

정보 
제공형태 게시판 - 게시판

대상 정보
수업에 관한 

정보

교육기관, 교육소식,

교육활동 정보

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별 교육자료

이용자 교수, 학생 교사, 학부모, 학생 교사, 학부모, 학생

RSS 리더 연모 웹용 RSS 리더 설치형 RSS 리더

RSS 피드 
제공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RSS 

서비스 제공

교육정보에 대한 

피드 파일 제공
교과별 RSS 피드 파일 제공

콘텐츠

․ 강의 자료실

․ 과제 게시판

․ 클래스 공지

․ 참고 자료실

․ 자료 공유방

․ QNA

․ 공지사항

․ 게시판

․ 방명록

․ RSS 교육정보

   시스템

․ Web 2.0

․ RSS

․ 교육용 RSS 

   피드 게시판

․ 자료실

․ RSS 피드 만들기

․ RSS 리더다운로드

기능 및 
용도

․수업 보조시스  

템 역할 수행

․여러 클래스의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

․교육기관의 교육 정  

책, 각 학교에서 실  

시 된 다양한 교육  

활동, 교육신문 등의  

최신 소식을 제공

․교육정보재가공, 재  

활용 기회제공

․각 블로그에서 제공  하는 

교육용 RSS 피  드 파일을 

사용자들  이 직접 제공

․자료의 공유와 집단  지성

을 이용한 자료  의 재가공 

및 다양한  학습 소스 제공 

가능

<표 4> 다른 시스템과의 기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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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연구

최근 웹 2.0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e-Learning 분야에서도 웹 2.0 기술을 접목

한 신규 서비스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e-Learning 2.0으로 지칭되는 신규 서비스들

을 블로그, 위키 등을 이용해 사용자 참여, 콘텐츠 개인화, 멀티미디어 교육 들을 지

원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 2.0에서 제공하는 기술인 특정 분야의 

최근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매우 유용한 RSS를 사용한 교육용 RSS 정보 공유 시스템

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EduRSS 시스템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웹의 새

로운 패러다임인 웹 2.0 기술을 교육에 적용하였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사용자 참여와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웹 게시판 형태로 되어 

있어 누구나 자료를 검색하고 등록할 수 있다. 셋째, 학습자가 각 블로그나 홈페이지

를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어 학습자에게 시간과 비

용, 노력을 감소시킨다. 넷째, 교육용 블로그들을 피드 제공자로 사용하여 각 과목별, 

대상별로 제공되어 학습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자료를 선택할 수 있어 자기 주도적 학

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섯째, 태그 기능을 제공하여 학습자 스스로 자료를 분류, 

검색할 수 있어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재가공,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여섯째, RSS 리더에 학습자가 관심 있는 RSS 피드 파일을 등록함으로써,  업

데이트 되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EduRSS 시스템은 웹 2.0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참여, 공유, 개

방, 사회적 네트워크 등의 여러 가지 특성을 교육적으로 접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학습자들에게 RSS 서비스뿐만 아니라 팟캐스팅, 블로그 등의 서비스도 제공

하여 오픈된 학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면 훨씬 더 나은 학습의 효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일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RSS를 쌍방향화 시킬 필요가 있

으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콘텐츠만 구독할 수 있는 필터링 기술이 필요할 것

이다. 또한, 설계된 시스템을 모바일 환경으로 확장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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