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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은 강의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교육자, 학습자가 수준별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 한다. 이를 위해 학습 콘텐츠를 객체 기반화하며, LCMS를 도입하여 참여형 콘텐츠 관리 시스

템을 설계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시스템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교육과정 종료이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학습자

들이 계속 참여하여 풍부한 콘텐츠를 구축하며 상호교류 하여 소셜 학습 네트워크(Social Learning Network)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평생학습이라는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기존의 대학 강의 방식은 학습자의 학습 내용과 범위·

생각 등이 교육 제공자의 자료에 제한되는 강의 중심의 교

육이다. UBL(Ubiquitous based Learning)·PBL(Problem 

based Learning) 등 여러 강의 방식이 활용되고 있지만, 

이는 기존의 강의방식에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 도구와 문

제 중심 교육방법 등을 활용하는 정도이다. 또한 강의에서 

생산·활용되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

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강의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교육자,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

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 콘텐츠를 객체 기반화하며, LCMS를 도입

하여 참여형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설계한다. 

 

Ⅱ.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참여형 콘텐츠 
관리 시스템

1. 학습자 기반 강의콘텐츠 활용

1.1 강의콘텐츠 활용의 한계

- 한국근현대문화의 이해 강의를 중심으로

  대학에서의 강의는 보통 교수자가 강의 콘텐츠를 여러 

가지 형식으로 준비하여 강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많

은 강의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강의 콘텐츠들이 발전 없

이 매학기 반복되어지거나, 학습자의 콘텐츠는 일회용으

로 소모적이다. 이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강의방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강의에 이용되어지는 모든 콘텐츠를 분

류하여 저장하고 재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교

류하며 맞춤식(자기주도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2 학습자 기반 이러닝 콘텐츠 활용

  기존 강의는 디지털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학습자가 수용

하는 방식인 반면 교수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세분화하여 

학습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한 이 과정에서 자기주도의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

- 이러닝은 디지털 콘텐츠를 재활용함으로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즉, 제한된 자원내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

하고, 사용하려면 콘텐츠 단위를 작은 단위로 만들어야

한다.

- 작은 단위의 학습객체는 문맥상 독립적이며, 각 분야의 

요구사항에 맞는 크기로 세분화된다.  

- 객체 기반 콘텐츠의 이점:

a) 재활용을 통한 초기 제작 단가 절감

b) 학습자와 학습 상황을 고려한 적응형·맞춤형 콘텐츠 

설계

2. 학습자 기반 이러닝 표준 콘텐츠 개발 
방법론

2.1 기획과 설계

① 기획 단계

-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요구 분석 및 학습 대상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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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Metadata 항목 비    고

선수과목 
수강 여부

수준 학습 객체 파일의 수준

학습자 학년 대상연령 학습대상의 연령 범위

학습 소요 
시간

학습시간
하나의 학습 객체를 학습하
는데 걸리는 시간

자원 이용 부가설명
학습 객체를 어떻게 사용하
는지에 대한 부가적 설명

비용 여부 비용
학습 객체 사용에 대한 유
료여부

저작권 사용 제한 학습객체 사용 제한 여부

 분석 단계 분석대상

강의 

목표

개발 목적 개발 목적

학습내용 및 개

발범위

학습내용

교육과정에 의한 분류

주제에 의한 분류

콘텐츠 유형
콘텐츠 형태

교수학습 유형

사용 대상
전공/비전공

학년

요구 기능
인터넷 도구

교수학습 도구

기대효과
학습의 효율성

경제성

수강 

대상

학년 졸업생/재학생

대상 특성

내국인/외국인

언어적 능력(영어콘텐츠)

심리적 특성

선수과목

학습자태도 분석

강의 

환경

기술동향 분석
정보통신기술 분석

교수 학습모형

개발환경 분석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환경

서버 환경

사용자환경 분석
PC환경

인터넷 환경

- 콘텐츠의 양, 소요예산, 투입 인력 등을 고려

- 제공될 서비스 형태 결정

- 표준화된 자료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해 메타데이터 항목

을 선정 한다. 자료 제작을 위한 메타데이터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기획단계에서 정의할 Metadata항목]

[분석단계에서 정의할 Metadata항목]

② 설계 단계 

- 학습 주제를 세분화하여 분석 및 분류하여 학습목표와 

교수내용에 따라 학습 객체 단위 도출함

- 객체들 간 위계를 구성하여 계열화 작업 수행함

- 객체별로 학습의 순서를 구성하는 흐름도 작성하고 메

타데이터를 정의함

- 객체별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데, 각 스토리보드 내

에는 하나의 객체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교수·학습전략

과 동기부여 전략, 학습자와의 상호 작용, 네비게이션 

및 화면 설계 등이 기술됨

2.2 제작과 평가

③ 제작 단계

- 자료 형식, 버전명, 설치방법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XML로 코딩함

- 객체들을 엮어서 패키징(Packaging) 함. 

- 객체 간의 전후 관계, 객체에 대한 정보는 

imsmanifest.xml 이라는 XML 파일로 작성하여 계열

화된 학습 객체와 묶는다.

④ 평가 단계

- 각 단계별로 수행하여 즉시 오류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제작의 효율성과 개발 콘텐츠의 품질을 높임.

Ⅲ. 결론

  콘텐츠에 대한 주제별 검색, 자료별 검색, 수준별 검색

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학습자는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검색하여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

  학습자들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저장됨에 따라 학습자

는 기존의 레포트/발표 자료를 검토하여 표절 방지가 가능

하다.

  교수자는 강의 콘텐츠 재활용 및 지속적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강의를 주로 하는 수업, 사이버 강의 등 다양한 

수업에서 활용가능하며, 지속적인 강의 교수 학습의 개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교수자는 강의 콘텐츠를 지

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학습자도 콘텐츠를 지속적으

로 개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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