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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서 론
이러닝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
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러닝을 산업에 접목한 이러
닝산업은 네트워크를 통해 거리나 장소의 구애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군으로 볼 수 있다. 이러닝산업은 세계시장에서 급성장
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정보기술과 인프라가 수요창출을 견인하고 있어 기
업 및 국가 간 국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나라간·지역간·계층간 지시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 유수 대학들이
무료로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모바일, PC 등 다양한
환경으로 확장되어 첨단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스마트
환경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러닝과 관련된 기술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
전함에 따라 이러닝에 관련된 새로운 표준화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이러닝 관련 기술의 변화에 국가와 기업이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
러닝 표준화 동향 및 최신 규격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이러닝 콘텐츠 및 이러닝 서비스 물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콘텐츠와 솔
루션 간의 상호운용성이 미흡하고, 도입 시 실패비용에 대한 부담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를 주도해야 한다.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닝 표
준화 정책과 글로벌 이러닝 표준 개발단체와 단체에서 제작하고 있는 표준 규격 등
의 조사 연구를 통해 향후 국내 이러닝 표준화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글로벌 이러닝 표준 현황 분석
이러닝 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은 2013년도에 총 2
조 8,611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매년 9.9% 성장을 하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Docebo리포트에서는 2013년도에 세계 이러닝 시장 규모가 $40,605 Million에 도달하
였고, 2016년도에 $51,172 Million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이 점점 성
장하고 있는 이러닝을 국가별, 기관별로 표준화 동향과 규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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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러닝 표준화의 주력 요소는 교육정보 메타데이터와 이러닝 품질인증,
e-portfolio, m-learning이 있다. 미국 이러닝 시장은 특징은 콘텐츠, 서비스, 솔루션
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고 특히 콘텐츠 분야의 품질인증이 필수적인 만큼 품질인
증 표준이 매우 잘 구축되어 있다. 호주는 공급자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 및 콘텐츠
품질인증 표준이 잘 되어 있으며 호주의 이러닝 표준은 뉴질랜드와 공동으로 표준
을 개발하고 있다. ISO/IEC JTC1 SC36은 실질적인 교육정보분야 국제 공적 표준 위
원회로 대표적 표준은 이러닝 용어, 협력학습기술, 학습자정보, 메타데이터, 품질관
리, 접근성 표준 등이 있다. IMS GLC는 사실상 표준 기관이며 XML 기반의 콘텐츠,
LMS 개발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 이러닝 표준의 경우 SCORM을 많은 국내 기업이 적용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작업을 높이면 SCORM이 의미 있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지 않더라도 국제 표준을 도입하는 등 부족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서비스, 솔루션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콘텐츠 분야에 집중하여 대부분의 기업에
표준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III. 국내 이러닝 표준 개발 현황 및 적용 사례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러닝 표준을 적절한 곳에 이러닝 표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러닝 표준이 국내 이러닝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등에 적용된 사례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13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내 이러닝 콘텐츠 사
업자 수는 382개로 이 중 표준기술의 적용비율은 28.5%이고, 이러닝 솔루션 사업자
수는 194개로 57.5%, 서비스 사업자 수는 1,073개로 이 중 43.4%가 표준기술을 적용
한 것으로 조사되어 콘텐츠는 솔루션과 서비스에 비해 표준화의 진행이 더딘 것으
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글로벌 이러닝 표준은 SCORM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 EPUB, 메타데이터와 콘텐츠 패키징, 품질인증 관련 표준
등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닝 산업에서의 일반 콘텐츠 개발에 대한 수익 구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 설계에서부터 개발, 유지보수에 높은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표
준의 적용 요구는 표준을 형식적으로 구현하는 등의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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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내 이러닝 표준 이슈사항 분석
국내 이러닝 표준의 전략적인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이러닝 표준화 정책,
개발, 적용 등에 관련된 표준화 이슈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이러닝 분야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전문가인터뷰, 문헌 분석,
웹 검색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MOOC, 학습 분석, 디지털 교재, 사이버랩, 플립 러
닝,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N 스크린, 실감형 콘텐츠, 적응형 콘텐츠 등으로 조사되
었다. 이 중 이러닝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한 MOOC, 학습 분석, 빅데이터 등
은 최근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러닝 분야 이슈 사항이다.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 SC36 에서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 표준을 다루
기보다는 이러닝 적용에 관련된 표준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이, 새로운 이슈
사항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표준이 제정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바탕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 국내 이러닝 표준화 전략
국내 이러닝 표준화 전략은 국내 이러닝 표준화 추진 전략, 국제표준화 기구와의
협력 전략, 이러닝 표준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전략, 이러닝 표준화 이슈를 바탕으로 한
과제 개발 등이다.
이러닝 표준화 추진을 위해서는 확장성과 국제적인 호환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민간주도보다는 정부주도의 추진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닝 표준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전략에서는 기업 스스로가 노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이러닝 전반에 대
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고, 프로젝트 진행을 통한 표준화 활동 지원 및 표준 개발
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닝 표준화 전담기관에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한 전문가 또는 부서 운영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기업 양쪽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히 표준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
다. 학습관리시스템의 표준 사양으로 개발 기술이 아닌 기능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
고, LMS 기본 기능에 대한 표준, 모바일러닝을 위한 관리 등 뼈대를 제공하는 IT기능
에 대한 표준을 마련한다면 기업에서도 큰 무리 없이 표준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닝 표준화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로는 이러닝 산업 발
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기업이 요구하는 이러닝 표준 발굴을 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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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 표준 생태계 정립 연구, 새로운 기술 적용 기반의 이러닝 관련 표준화 발굴
등을 제시하였다.

VI. 결 론
국내 이러닝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기반을 마련하여 2000년대 초중반에 교육,
학습, 훈련분야에 확산되었고, 이러닝 표준화는 2001년 ISO/IEC JTC1 SC36 회의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 표준화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이러닝 관
련 표준은 산업부 기술표준원의 총괄 역할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
흥원의 협력 기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닝 표준 내용에 대한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부의 표준에 대한 변화는 기술혁신선도, 시장선점 및 확대수단, 소비자
참여 확대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과거의 표준 개발과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닝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세계 이러닝 흐름을 주
도할 수 있는 표준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근 이러닝 분야의 이슈사항을 조
사하였고, 그 결과 최신 이슈사항은 13개 분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러닝 표준 발전 방향을 논의한 결과 국내 이러닝 표준화 개발 방법적인 측면으로
볼 때 국내의 경우 정부 주도의 추진이 효과적이고, 향후 이러닝 산업이 활성화 후
에는 민간주도의 추진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와의 협력과 관련해
서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 JTC SC36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산학연이 참여하는
이러닝 표준 개발 프로젝트의 운영, 이러닝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와의 협력 강화,
이러닝 표준에 관한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인 이러닝 분야의 표준화를 위한 제언으
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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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이러닝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
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하며,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
프트웨어를 연구·개발·제작·수정·보관·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이러닝의 수
행·평가·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업, 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즉, 이러닝을 산업에 접목한 이러닝
산업은 교육의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거리나 장소의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군으로 볼
수 있다.
이러닝산업은 세계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정보기술과 인
프라가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수요창출을 견인하고 있어 향후 국제 표준을 선점
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국가산업의 지식정보화와 우수
산업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의 보완과 평생교육의 실현을 지원하여 지역간․계층간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구현과 국가 전반의 창의적인 지식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최근에는 세계 유수 대학들이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온라인 대중
공개 강좌)를 통해 무료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러닝 서비스
는 유비쿼터스, 모바일, Smart 등의 다양한 환경으로 확장되어 첨단 교육환경을 제
공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스마트 환경의 확산으로 인해 이러닝 관
련 기술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에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러닝에 관련된
새로운 표준화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닝 정책사업 지원을 통한
수요자의 이러닝 고도화 요구도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러닝 콘텐츠 및 서비스 기관, 기업의 생산 물량은 급증하는 상황이
나 이러닝 콘텐츠와 솔루션(LMS·LCMS)의 상호운용성은 미흡하고, 이러닝 콘텐츠
및 솔루션 도입 시의 고려사항과 이에 따르는 고객의 실패비용에 대한 부담은 증가
되고 있다. 또한 교육정보화 정책 개발 및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전문가와 이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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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국민 공감대를 도출하기 위한 민·관·산·학의 참여기
반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이러닝 관련 기술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러닝 표준화 동향 및 최신 규격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
러닝 선도 국가별 표준화 동향 및 글로벌 이러닝 표준화 기관 활동, 기관별 표준화
규격 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향후 국내 이러닝 표준화 방향의 설정
을 위해 국가 차원으로 추진 중인 이러닝 표준화 정책 및 글로벌 이러닝 표준화 현
황 및 방향 조사가 필요하다.

- 2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인 이러닝 서비스 고도화 및 표준의 다양화 추세에 체계
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글로벌 이러닝 표준화 현황 및 사례 분석,
이슈 분석을 통해 국내 이러닝 산업에 적합한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연구 내용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룰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이러닝 표준 현황 분석
¡ 이러닝 표준화 정의 및 분야 분류
¡ 국내외 이러닝 표준화 동향
¡ 글로벌 이러닝 표준화 기관별 활동 및 표준화 규격 분석

2) 국내 이러닝 표준 개발 현황 및 적용 사례
¡ 국내 이러닝 산업의 글로벌 이러닝 표준 적용 사례 조사
¡ 국내 이러닝 표준 적용의 한계 분석

3) 국내 이러닝 표준 이슈사항 분석
¡ ICT를 적용한 이러닝 이슈사항 조사
¡ 이러닝 분야 이슈 분석 및 시사점 도출

4) 국내 이러닝 표준 개발 및 도입 전략, 시사점 도출
¡ 최신 글로벌 이러닝 표준 현황, 글로벌 이러닝 표준의 적용사례, 이러닝
표준 이슈 사항 등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이러닝 표준 개발 및 도
입 전략 마련
¡ 향후 국내 이러닝 표준 개발 및 도입의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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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이러닝 산업에 적합한 표준화 정책 방향 도출

나.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문헌 연구

설문 조사

전문가 FGI

보고서 작성

학술발표

<그림 Ⅰ-1> 연구 진행 절차

1) 문헌 연구 및 국내외 현황 조사
본 연구의 목적인 국내 이러닝 산업에 적합한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
여 글로벌 이러닝 표준 현황 분석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와 보고서에 대하
여 조사하고, 국내외 이러닝 표준 적용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헌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기관별 주력 표준화 분야의 선행 조사를 바탕으로 각 이러닝 표준화 기관
들의 성향 파악 및 연구된 표준화 규격 조사·분석
¡ 이러닝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 기관들(IMS, ISO, KERIS, ADL, IEEE
등)의 이러닝 표준 활동 조사
¡ 이러닝 관련 기관, 포럼, 세미나, 학회에서 제공되는 보도 자료, 연구 보고
서 등을 중심으로 표준화 연구 분야 분류
¡ 국내 이러닝 산업의 글로벌 이러닝 표준 적용 사례 분석
¡ 국가 또는 글로벌 기업 대상 글로벌 이러닝 표준의 실제 적용사례 분석
¡ 초중등 분야 등 국내 이러닝 표준화 관련 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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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가 필요한 새로운 이러닝 방법에 대한 이슈 조사 분석
¡ 전문가 자문을 통한 최신 정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내용 검토

2) 설문조사
이러닝 이슈사항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이러닝 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이러닝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실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 총 3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연구진의 문헌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13개의 이러닝 분야 이슈
에 대한 중요성을 체크할 수 있는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
문분석은 ‘SPSS 12.0K for Windows’를 활용하였다.

3) 전문가 FGI 조사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
쳐 본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이러닝 관련 업체의 대표들
과 이러닝 표준화 분야의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FGI
를 진행하였다. 2014년 9월 26일과 11월 13일 두 차례 진행되었으며, 문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 이러닝 표준 정책, 개발, 적용 및 활용
¡ 이러닝 표준화 신규 영역 및 새로운 표준화 이슈사항
¡ 향후 국내 이러닝 표준 개발 및 도입 전략
¡ 이러닝 표준화 개발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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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글로벌 이러닝 표준 현황 분석
1. 이러닝 표준화 정의 및 분야 분류
가. 이러닝의 정의
이러닝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
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하며, 이러닝산업에는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제작·수정·보관·전시 또는 유
통하는 업, 이러닝의 수행·평가·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업, 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교육부에서는 2004년 9월 이러닝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학교, 가정, 지역
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하며, 학생들의 인성, 창의
성 및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학습 체제로 정의하였다. 또한 2007
년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와 가정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기존의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용어사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
현실 등의 멀티미디어와 통합 제공하며, 다양한 상호작용 기능과 학습자의 특성
과 능력 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구현된 학생용의 주된 교재로 정의하고
있다.
‘e-LEARING’의 저자인 로젠버그는 2001년 지식과 수행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전달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동일한
해에 호톤은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
로 정의하였다.
글로벌 기업인 시스코는 2002년 이러닝을 정보와 지식을 원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그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웹 기반 체제로 정의하였고, 동일한
해에 ASTD(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 Development)에서는 다양한 전자매
체를 이용해 전달되거나 활성화되는 교수내용 또는 학습활동 및 경험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러닝과 인접학문인 교육공학적 관점에서는 이러닝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
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목표와 방법을 주도하는 교육훈련방법, 또는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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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디지털화된 학습콘텐츠를 학습자의 인지구조에 맞게끔 재구조화 하는
일련의 학습활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닝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상
호작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분산형의 열린 학습공간을 추구하는 교육 유형이며 급
격히 확산되는 비즈니스의 한 유형”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러닝은 이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나. 글로벌 이러닝 동향
1) 국내 이러닝 시장 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13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도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는 총 2조 8,611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Ⅱ-1은 정
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이러닝산업 실태조사보고서 수요시장 규모 추이
이다.
<표 Ⅱ-1>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 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감률

전체

1,866,82
8

2,071,89
2

2,224,33
9

2,461,51
6

2,604,33
3

2,861,14
1

9.9

개인

816,765

945,369

1,003,17
7

1,093,01
6

1,102,58
6

1,256,43
0

14.0

사업체

812,052

886,283

963,139

1,075,64
5

1,189,96
3

1,284,25
8

7.9

교육기관

70,804

96,434

106,768

127,540

136,722

144,327

5.6

정부/공공기관 167,207

143,806

151,255

163,315

175,062

176,126

0.6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국내의 경우 교육기관이나 정부를 통한 시장보다는 개인이나 사업체를 대상
으로 하는 시장이 더 크게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2013 이러닝 산업백서에 따르면 제도 개선, 기술 혁신, 학교·공공분야 활용
촉진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이러닝 산업 발전 및 활용촉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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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이러닝 산업 생태계 개선, 기술혁신 역량강화와 창의적 인재 양성,
이러닝 활용 촉진, 이러닝산업 해외진출 확대의 4가지 정책방향을 수립하였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이러닝산업 인프라 확충
② 기술혁신 역량강화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이러닝 R&D 활성화, 이러닝
표준화 지원, 이러닝 전문 인력 양성
③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공교육분야 이러닝 활용 촉진, 산업·공공분야 이
러닝 도입 확대, 취약계층 이러닝 활용 지원
④ 이러닝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이러닝 수출 활성화, 글로벌 교류 협력 확
대
우리나라의 초·중등 이러닝은 교육정보화라는 이름으로 1996년부터 본격적
으로 추진된 이래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지금까지 초·중등학교는 이러닝
을 통해 교수학습 자료와 교육 환경, 교육 방법, 교수학습 자료 제공, 개인별
학습 제공 등이 대폭 개선됐으며,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높아졌다.
초·중등 교육 전반에 걸쳐 이뤄낸 이러한 성과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우수사례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2013 이러닝산업백서에서는 초·중등 이러닝 발전과정을 총 4단계로 나누었
다. 1단계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이러닝의 기반을 조성한 단계, 2단계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이러닝의 확산 및 정착기 단계, 3단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러닝의 고도화 단계, 4단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과학
융합단계로 정의하였다.
중앙교수학습센터 에듀넷(www.edunet.net)은 교사 및 학생들에게 교수학습자
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 7월 에듀넷 가입자 수는 639만 명으로 에듀넷
가입자 중 교사는 46만 명(7%), 초·중·고 학생은 96만 명(14%), 학부모는 51
만 명(8%), 교육전문직은 5만 명(1%)이며, 그 외 유아, 대학생, 예비교원, 교수
등이 가입해 있다.
에듀넷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과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교과학습 자료는 약 90만
건 사용량은 1,837만 건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에듀넷이 보유한 콘텐츠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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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이용량의 98%가 교과 콘텐츠라는 사실은 이용 목적이 교수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러닝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해지면서 선진국과 기관들의 경쟁
이 심화되고 있으나 국내 이러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표
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공식 표준은 KS 표준으로 2004년 교육정보 메타데
이터 이후 국제표준 부합화를 포함해도 국제 이러닝 표준화 분야 종류에 비해
부족한 현실이다.
교육정보 분야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각각 학술 분
야와 산업 분야의 국가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국가표준은
2004년 ‘교육정보 메타데이터’가 최초의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이후 2013년 2
분기까지 총 26건의 국가표준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국제표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해 제정한 표준은 7건에 불
과하다.
2013 KERIS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학술정보 분야의 표준개발 중 국가
표준은 22건, 단체표준 3건을 개발 및 관리하였다. 세부 실적으로는 국가표준
문서언어 제정 6건, 폐지 5건, 확인 8건, 단체표준 개정 1건, 폐지 2건이다.
ISO/IEC JCT1 SC36, IEEE/LTSC, ADL, IMS GLC(Instructional Management
System Global Learning Consortium) 등에서 표준을 제정하고 있으나 ISO/IEC를
제외하면 사실상의 표준이나 단체 표준 수준이나 표준화가 이러닝 시장에 미치
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러닝 표준에 대한 개발과 전략이 필요
하다.
따라서 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 등과 같은 신규 분야를 적극 발굴해 관련
기술을 표준화해 보급하여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정보통신 분야 중 다른 분야
에 비해 응용 기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러닝 분야에서 표준의 선점은 곧 기
술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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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이러닝 시장 동향
Ambient Insight 2012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이러닝 시장의 전체 성장률은
7.6% 이고 몇몇 국가들의 경우 상당한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들이 존재한다. 가
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아시아 17.3%에 이어 동유럽 16.9%, 아프리카 15.2%, 남
미 14.6% 순이다. 아시아의 경우 인도, 중국, 호주가 성장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Ⅱ-1은 Ambient Insight에서 이러닝 성장률을 조사한 것이다.

<그림 Ⅱ-1> Growth by region
(출처: Ambient Insight, 2012)
Bersin Industry study에 따르면 LMS 시장은 2013년 $1,900 Million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550 Million으로 기대치를 넘어섰다. Product & Users에
따르면 LMS 시장은 2017년 ~ 2018년 사이에 23.1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mbient Insight에 따르면 Packaged Content 시장은 2016년에 $38,300
Million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표 Ⅱ-2는 Docebo report에서 다른 기관들
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예측한 자료이다.
<표 Ⅱ-2>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 종합
Total E-Learning Market
(LMS + Packaged Content + Other Services)

Total

2013(Million)

2016(Million)

$40,605

$5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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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America

$23,800

$27,100

Western Europe

$6,800

$8,100

Eastern Europe

$729

$1,200

$7,100

$11,500

Middle East

$443

$560

Africa

$333

$512

$1,400

$2,200

Asia

Latic America

LMS Market
(covering all the technical solutions available)
2013(Million)

2016(Million)

Total

$2,550

$3,214

North America

$1,495

$1,702

Western Europe

$427

$509

Eastern Europe

$46

$75

Asia

$446

$722

Middle East

$28

$35

Africa

$21

$32

Latic America

$88

$138

Packaged Content
2013(Million)

2016(Million)

Total

$30,153

$38,000

North America

$17,674

$20,124

Western Europe

$5,050

$6,015

Eastern Europe

$541

$891

$5,272

$8,540

$329

$416

Asia
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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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
Latic America

$247

$380

$1,040

$1,634

Other Services related to E-Learing activities
2013(Million)

2016(Million)

Total

$7,902

$9,958

North America

$4,632

$5,274

Western Europe

$1,323

$1,576

Eastern Europe

$142

$234

$1,382

$2,238

Middle East

$86

$109

Africa

$65

$100

Latic America

$272

$428

Asia

(출처: Docebo report, 2014)
Docebo report에 의하면 K-12시장이 가장 많은 지출을 담당하고 있고, 기업
훈련 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림 Ⅱ-2는 교육
지출의 부분이다.

<그림 Ⅱ-2> Global Education Expenditure Breakdown
by Sector 2012
(출처: Docebo report, 2014)
- 12 -

IBIS 보고서에는 K-12 시장에서의 교육 지출에 대한 비교를 조사하였다. 글로
벌 교육 지출 총액은 $4,109.5 Million이고, K-21의 지출액은 $2,407.5 Million이
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K-12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나머
지는 각 지역에 따라 지출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Ⅱ-3은 교육 지출
부분에 대한 대륙별 비교이다.

<그림 Ⅱ-3> A Global Education Expenditure by Geography
(출처: IBIS Capital Market “Globla E-Learning investment review”,2013)

가) 북미권 이러닝 시장 현황 및 전망
Docebo report에 따르면 North America 지역은 이러닝이 가장 성숙한 시장으
로 이러닝 수익은 2013년 $23,800 Million을 기록하였다. North America 지역의
시장은 매년 4.4%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높다. 이러닝 시장 수익은 2016년에 $27,100
Million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계 이러닝 시장 현황 분석 및 해외진출 가이드라인에서는 미국 이러닝 시
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닝 산업의 주요 구성 요소인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3대 분야가 조화롭게 발달하여 학습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에서는 이러닝 콘텐츠가 매우 다양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지나치게 방대
하다 보니 체계적인 평가 양식이 미흡하다는 점이 반대로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닝 참여자들의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닝 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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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의 이러닝 평가 시스템 표준이 아직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학
생들의 성취도를 포함한 다양한 결과값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평가 과정에서
프로그램 핵심 관리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리더의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점 등 세 가지 일반적인 평
가 요소가 여러 전문가 집단에서 채택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2012년 2월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가 대학 수업의 3분의 1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온타리오 주 정부의 이러닝 정책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교육부는 2013~2014
학년도 기간 동안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기회 지원을 위해 지역 교육청에
eLC(e-Learning Contact)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나) 유럽권 이러닝 시장 현황 및 전망
Docebo report에 따르면 동유럽 지역의 수익은 2013년 $728.8 Million을 기록
하였고,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매년 16.9%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2016
년에는 $1,200 Million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서유럽 지역의 수익은 2013
년 $6,800 Million을 기록하였고, 매년 5.8%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2016년에는
$8,100 Million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서유럽 지역은 이러닝 제품 및 서
비스에 대한 구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지역으로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아
웃소싱이 아닌 자체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럽 기업들은 이러닝을 높은 업무수행능력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패러다임
으로 간주하여 대기업의 이러닝 도입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도
이러닝을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학습조직의 상설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체제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기업시장은 지속적인 두
자리 수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이러닝 시장 동향 분석 및 해외진출 가이드라인”에서는 유럽 이러닝
시장은 이러닝 프로그램의 실제 구현 수준에 있어 미주 시장에 비해 느리게 진
행되고 있지만, ‘Blended Learning’에 있어서는 다양한 솔루션이 출시되어 있
고 이에 대한 고객의 수요도 높은 편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언
어와 학습 문화적 요인들이 존재하는 지역적 특성이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지적
되고 있다. 영어가 공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미국계 이러닝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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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이 영역에서 경쟁 우위를 보이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영국,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현재 유럽 내에서 가장 높은 수
준의 이러닝 수용도를 보이고 있다.
EU를 비롯한 유럽의 각 정부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닝 관련 정책도 ‘Information Society
for All’이라는 공통의 목적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IT를 이용한 유럽 전체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EU에서 추진 중인 “e-Europe 계획”에 따르면 EU시민
중 약 8,000만 명 정도가 “저숙련 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EU는 노동
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46개국, 6,000여개의 대학, 약 3,200만 명의 학생을 대상
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다.

다) 아시아권 이러닝 시장 현황 및 전망
Docebo report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수익은 2013년 $7,100 Million을 기록
하였고, 매년 17.3%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세계에게 가장 높은 고속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1년에 이러닝 판매 수익이 $5,200 Million을 기록하였고, 2016
년에는 $11,500 Million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시아 지역의 모바일 생
태계(장치, 통신 사업자, 앱 마켓 등)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되었다.
중국 시장조사기관인 iResearch에 따르면, 중국 이러닝 시장은 현재 성장 단
계에서 성숙단계로의 이행기에 놓여있다. 2000년대 들어선 이후 인터넷 인프라
의 확산으로 온라인교육에 사회 전반의 인식이 성숙되고 규범화되어 가고 있으
며 관련 법률도 완비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자원분배
면에서는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닝 이용자 분포에 대한 iResearch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고정 수
입원이 있는 직장인들이 중국 이러닝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등교육’과 ‘직업 및 자격증시장’이 미래 중국 이
러닝 시장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서 자리매김할 전망이며 이들 시장의 상대적
인 성숙도와 인프라의 완비 수준이 향후 중국 이러닝 시장의 발전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iResearch는 중국 이러닝 시장이 1999년 도입된 이후 2000년부터 2003
년까지 급격히 성장했지만, 온라인 대학들이 수익만을 추구하다 보니 무분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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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학생을 모집하고 시험 부정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폐단이 나타났다고 분석했
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러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났는데, 교육부
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온라인 교육 행정 체계를 확립하는 등 노력
을 하고 있지만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질 높은 교육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이러닝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중의 인식 문제가 반드시 선결되
어야 할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68개의 현대원정학원(대학원격교육학원)이 서로 제휴하여
30,000개 과목 이상의 콘텐츠를 개발했으며, 2006년에 교육부가 국가 차원에서
750개 과목에 이르는 우수 콘텐츠를 선출하여 인터넷 상에서 무상 공개했다.
교육기초교육 콘텐츠, 대학교육 콘텐츠 및 국가직업교육 콘텐츠의 데이터베이
스 또한 만들어져, 이러닝 교육 콘텐츠 체계를 집약했다. 현재 중국 전역에 걸
쳐 18개 대학에 디지털 도서관이 만들어져 있다.
이러닝의 공공 서비스 시스템(Public Service System of Distance Education;
PSSDE)을 통해 중국 전역의 1,300개 이상의 교육 센터들을 서로 연계하여 학생
모집, 교육 과정 지원, 시험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이러닝에 대한 기업들의 무분별한 수익 추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닝 관리체계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온라인 대학들이 지나치게 많아져 학생 모집에만 급급하다 생긴 교육
수준 저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사이트와 인터넷 학교 관리 방
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중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사이트와 온라인 대학은 모두 교수진 현황 및 자금 현황 등을 교육부에 제출하
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기타 대륙권 이러닝 시장 현황 및 전망
Docebo report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의 수익은 2013년 $332.9 Million을 기
록하였고, 매년 15.2%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2016년에는 $512.7 Million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프리카는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적
기반 툴에 몰두하고 있으나 인프라 수준이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남미지역의 수익은 2013년 $1,400 Million을 기록하였고, 매년 14.6%의 성장률
을 기록하여 2016년에는 $2,200 Million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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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브라질의 학교와 아르헨티나의 기업, 칠레의 소비자, 콜롬비아, 멕시코
의 정부가 있다. 주요 트렌트는 SaaS(School as a Service), Caas(Content as a
Service)가 있다.
중동 지역의 수익은 2013년 $443 Million을 기록하였고, 매년 8.2%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2016년에는 $560.7 Million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동 지역에
서의 시장 트렌드는 정부와 사립학교, 기업으로 이를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이러닝 시장은 오만이 19.6%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
고, 레바논 16.0%, 터키 12.9%, 쿠웨이트 12.6%, 카타르 11.3%이다. 오만 정부가
교육과 컴퓨터 활용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투자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
과를 기록하였다.
호주는 낮은 인구 밀도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수십 년 전부터 원거리 교
육(Distance Education)이 발달되어 왔으며, 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러
닝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과정이
나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과정에서 특히 이러닝 수
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호주 내에서만 11개의 온라인 MBA과정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빅토리아 주는 호주 전체 예산의 1/3을 집행하고, 학생 4명당 1대 이상
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등 인프라 보
급률이 높아 이러닝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닝 산업 측면에서 총 150개 기업
과 약 1,500명의 직원들이 이러닝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기업들 중 각
분야별 기업 분포는 콘텐츠 분야 61%, 솔루션 분야 1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닝 콘텐츠와 솔루션 해외 수출 기업이 전체의 59%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 수출로 인한 수익이 아직은 크지 않은 수준이나 향후 성장 잠재
력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외 진출 기업들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경
쟁력을 높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서비스 분야별 해외 진출가이드”에 의하면 호주 정부는 지난 2000년
부터 직업교육 및 훈련 분야(VET 섹터)의 이러닝 도입 활성화를 위해 ‘the
Australian Flexible Learning Framework’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Framework 프로그램은 호주의 직업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정보화 시대에 걸맞
게 전환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닝이 교육훈련 분야에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었던 기반을 형성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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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프로그램은 각 추진 단계별로 상이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진행되
어 왔는데, 우선 1단계(2000~2004년)에서는 이러닝의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인
식을 제고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고, 2단계(2005~2007년)에서는 정책적 관리
그룹인 청소년, 노년층, 장애인, 원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러닝 정책을 펼쳤으며,
3단계(2008~2010년)에서는 주요 이러닝 인프라의 구축과 이러닝 공급 및 수요
사이드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개발 표준안 제시를 통한 이러닝 자원의 통합과 상호호환성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E-standards for Trainin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
램을 통해 ‘E-standards Expert Group’을 운영하고 있으며‘E-standards’라
는 이러닝 전문 포털이 운영되고 있다.

3) 이러닝 패러다임의 변화
전 세계적으로 1980년 후반 PC가 보급·일반화되면서 교육정보화는 짧은 시
간 안에 고속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과도기를 거치며 교육 패러다임 또한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였다.
이러닝은 웹의 진화와 함께 발전이 가속화된 이래 참여, 공유, 개방을 표방하
는 웹 2.0 개념의 등장으로 인해 보조 학습용으로 치부되던 과거의 개념이 재
해석되었고, 그 가치와 의미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새롭게 조명되어 왔다.
“이러닝 표준화 로드맵 개발 연구 보고서”에서는 웹 1.0을 지나 웹 2.0이라
는 개념이 대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웹 3.0 개념까지 등장하면서 기술의 생
명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이러닝 패러다임도 빠르
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표 Ⅱ-3은 웹 2.0과 웹 3.0을 비교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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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웹 2.0 VS 웹 3.0
구

분

웹 2.0

웹 3.0

주요 키워드

참여, 공유, 개방, 상호작용

시맨틱/지능화,
맞춤화/상황인식, 증강현실,
3D

이용자의 역할

정보의 생산/업데이트, 공유,
소비

자신의 상황과 관심사에 맞춘
지능화 서비스 소비
협력적 지식 재생산

대표적 예

위키피디아,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iGoogle, 구글 안경, 스마트
인터페이스, 라이프로그

학습에의 의의

온라인 협동학습 지원, 학습자
참여 콘텐츠 생산

효율화, 맞춤화, 다양화된
직관적인 학습 환경 제공,
협력적 지식 융합/재생산

(출처: 웹(Web) 3.0 시대 이러닝 교수설계자의 역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14)
이러닝 기술, 서비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닝 표준화 분야도 패러다임
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6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2
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표준의 목적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동 계
획에서는 표준의 목적이 "과거 대량생산을 위한 호환성 확보에서 시장 선점·
확대를 위한 국가·기업의 경영전략"으로 변화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다. 표준의
목적이 변함에 따라 표준화 대상, 활용 목적, 개발주체 등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도 같이 수반되는데, 그림 Ⅱ-4는 과거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변화된 표준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그림 Ⅱ-4> 표준의 패러다임 변화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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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표준은 소수의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며 다수의 사용자가 수용하고 학
습하던 패턴이었다면, 21세기 표준은 소비자의 참여 확대로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선도 기술이 개발되고 그 기술이 다시 표준화로 이어지는 패턴으로
진화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표준 기술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의 패러다임이
사회적·환경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사회적·환경적 변화가 다시 표준 패
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 수준
을 표준화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콘텐츠 및 서비스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며 신흥
시장 창출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닝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도구이자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만큼의 파장은 아닐지라도 최근 이러닝 표준화의 패러다임
변화가 콘텐츠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그 대상과 관점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이미 학습설계(LD) 표준화가 추진되면서 콘텐츠 중심의 이러닝 표준화의
한계는 예상된 것이었으나, 2000년대 초반 표준화 기반이 약했던 이러닝 분야
에서는 표준화의 시작점을 콘텐츠로 보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SCORM의
등장과 일단의 시장에서의 성공이다.
이러닝에 활용되는 디지털 자원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고 광범위한 디지털
자원들 간의 상호운용성이 이러닝 플랫폼에서 제공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의 다양화와 함께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의 교육 분야 적
용 방안이라 할 수 있는 표준화 프로젝트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는 것도 중요한
흐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유럽(JISC)을 중심으로 한 “e-Framework”, IMS의
“Abstract Framework”과 “Enterprise”, “Enterprise Service”, “Tools
Interoperability” 등과 같은 규격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 이러닝의 표준화 분야 분류
학습객체에서 학습활동 개념으로 학습 패러다임이 진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정
보중심의 학습전달에서 프로세스나 맥락에 기반해 학습활동을 전달하는 것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이전의 EPSS 개념에서 보다 진화한 것으로 정규교
육 전달보다 비정규 교육이나 학습을 업무의 흐름과 활동 맥락에 따라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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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규교육과정에서 비정규적이며 일상적인 학습
의 중요성, 과정 중심에서 학습객체중심으로, 협업과 협력에 대한 중요성 증가
등으로 변화하는 이러닝의 큰 흐름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ICC에서 IMS, ISO로 국제 이러닝 표준화의 주도권이 넘어오는 시점은 웹이라
는 매체가 학습공간으로 확장되면서였다. 이 시기는 또한 기존의 하드코딩 형태
에서 XML이라는 데이터교환에 탁월한 언어를 표준의 기술적 토대로 채택한 시
기로 구분해도 무방할 정도로 현재의 표준화는 대부분이 XML언어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웹기술 경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RDF나 시멘틱 웹 등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는 것과 함께 이러닝 표준화 역시 이러한 추세를 함께 따라가고
있다. 이미 IMS나 ADL은 메타데이터 규격에서 RDF를 적용한 상태이다.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 중 하나는 민간기구와 국제표준화 기구들 간 또한
민간기구들간의 협력연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ISO/IEC JTC1 SC36에서 진행
하고 있는 Vocabulary의 연구나 IMS의 Vocabulary Definition Exchange의 연구가 용
어 정의 관련 영역으로 겹치는 현상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추세는 표준화 기구
간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과제가 비슷한 영역으로 중첩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
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이러닝 표준화 전문 인력 간 교류
및 네트워크의 영향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각 기구별로 유사한 표준이나 규격이 연
구되는 것은 기구마다의 인력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표 Ⅱ-4와 같이 기관별 규격이나 표준들이 중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4> 기구별 표준 규격 영역 비교
IMS

ISO JTC1/SC36

Learner Information Package

Participant Identifiers

Abstract Framework

ITLET supportive technology and
specification integration Part 1: Framework

Meta-data

Metadata for learning resources

Vocabulary Definition Exchange

Vocabulary
(출처: ISO 및 IMS 홈페이지, 2014)

학습자원의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특히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의견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또 문화적 다양성에 초점을 둔 ISO/IEC JTC1의
- 21 -

WG7도 그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교육이라는 분야가 특히 지역적 문화적 특성
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야인 만큼 표준화의 세계화가 확산되는 만큼 지역
적 국가적 차별화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병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네트
워크 사회에서는 세계화와 국지화가 이질적인 것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스럽게 상존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을 상기하면 이는 또 다른 발전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모습은 낮은 수준의 정보모형의
표준화 단계를 넘어서 적응적인 학습 등의 고수준의 학습과 관련한 표준화 단계
에 이르면 더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다 적응적 학습에서는 단순
한 정보가 아니라 문화적 특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개인적 특질이 민감하고 중
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러닝 콘텐츠, 서비스, 솔루션 간 부족한 상호운용성을 보완하고자
다양한 이러닝 연구기관에서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플랫폼 기반으
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닝 학습자에게 학습 콘텐츠를 전달
하는 기능에 대한 표준화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닝 표준화는 기업 및 국가가 콘텐츠, 서비스, 솔루션 등 이러닝을 운용하
는데 필요한 각종 자원과 도구들에 대한 표준을 일컫는다. 기업과 국가가 이기종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화를 시행하였다. 그
러나 현재는 국가와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여러 나라와 표준화 관련 기관들은 다양한 표준화 분
야 중 실정에 맞게 표준화에 주력하고 있어 다양한 표준화를 분류할 필요성이 있
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13 이러닝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이러닝
을 수요자와 공급자로 분류하였고, 수요자는 정규 교육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개인으로, 공급자는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로 분류하였다. 2011년 “KERIS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이러닝 표준화는 수요자보다 공급자와 관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발표 되었으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표준기술동향 e-Learning 보고
서”에서도 이러닝 표준을 공급자 중심인 콘텐츠, 서비스, 솔루션 표준화로 분류
하고 있다.
이러닝은 크게 콘텐츠, 서비스, 솔루션으로 나뉘는 데 모든 부분의 효과적인
이러닝 질적 성장을 위한 품질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산업자원부고시 “이러닝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에 따르면, “품질인증“이라 함은 이러닝 제품 개발이
계획된 품질관리 활동으로 수행되었고 통제되었는지를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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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하여 그에 대한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존의 분류
에 따라 이러닝 표준화를 콘텐츠, 서비스, 솔루션, 품질인증으로 분류하고, 각 분
류된 표준화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표 Ⅱ-5는 이러닝 표준화 분류와 그에 따른
정의와 내용이다.
<표 Ⅱ-5> 이러닝 표준화 분류 및 정의
분류

정

의

콘텐츠

교수와 학습자 간에 이루어지는 학습 내용과 학습 자원을 의미
(예: 학습 콘텐츠, 학습과정, 메타데이터, 콘텐츠 패키징 등)

서비스

이러닝의 콘텐츠가 제공되는 방식을 의미
(예: 학습도구 상호운용성, e-포트폴리오 등)

솔루션

이러닝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의미
(예: 학습관리시스템(LMS),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LCMS) 등)

품질관리

제품은 그 제품의 질적 요구수준에 대하여 항목 간 기대 값을 채움으
로써 충분한 신뢰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 수준에 따라 품질 시스템
내에서 요구사항이 실증되는 모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의미
(예: 품질보증, 자기학습 품질관리 지침서 등)
(출처: KERIS 이슈리포트, 2011)

이러닝의 각 분야에 대해 표준화를 연구하는 기관들이 존재하고, 연구 기관들
은 특정한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하고 있다. ISO/IEC JTC1 SC36의 경우 교육정보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협력학습, 품질보증 등의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를 주도
하고 있는 가장 활발한 기관들 중 하나이다. 위의 ISO/IEC JTC1 SC36은 공적 표
준이라면 IMS GLC(Global Learning Consortium)은 이러닝 시장에서의 사실상의
표준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학습자 정보관리, 학습 설계 등의 분야에서 현재까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이다. KERIS는 국내 이러닝 관련 기관
으로 IMS GLC나 SC36그룹, IEEE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IEEE LTSC(Learning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는 메타데이터, 역량 정의 등의 분야에서 국제
적으로 공인된 기술 표준 및 가이드를 개발하는 기관이다. 각 기관들의 활동 및
표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3. 기관별 표준화 동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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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은 이러닝 표준에 대한 분류와 정의를 바탕으로 기관별로 주력하는 표
준화 연구 분야를 분류한 내용이다.
<표 Ⅱ-6> 이러닝 표준화 연구 분야 분류
콘 텐 츠
연구 분야

전자책 표준

메타데이터

품질관리 보증,
측정

콘텐츠 패키징

기관명

IDPF, KERIS

IEEE LTSC,
IMS GLC

ISO

IMS GLC,
KERIS, ADL

서 비 스
연구 분야

프레임워크

교육과정
온톨로지

e-포트폴리오

학습도구
상호운용성

기관명

ISO, IMS GLC

IEEE LTSC

IMS GLC

IMS GLC

솔 루 션
연구 분야

프레임워크

실행환경

공통 카트리지

서비스지향
아키텍처

기관명

ISO, IMS GLC

IEEE LTSC

IMS GLC, ADL

IMS GLC

품 질 인 증
연구 분야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자기학습
품질인증
지침서

품질 모델

품질 접근법

기관명

CEN

IEEE LTSC

ISO

ISO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 주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규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국제적인 교
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족한 국내 전문가를 양성하
고 발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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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이러닝 표준화 동향
가. 국내 이러닝 표준화 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13 이러닝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러닝 시장은 2008년도 1조 8,704억 원에서 2013년도 2조 9,470억 원으로 6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속적인 이러닝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닝
진흥위원회에서는 “이러닝 산업 발전 및 활성화 시행계획”을 2013년에 발표하
여 현재 “제2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기본계획(2011~2015)”을 이행하고
있다. “제2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기본계획”에서는 국내 이러닝산업의
생태계 개선과 기술적 역량 강화, 인재 양성 등 모든 분야에 이러닝 활용을 촉진
하며, 국내 이러닝산업의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정부에
서는 글로벌 이러닝산업과 기술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이러닝 표준 개발
및 산·학·연·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간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
화 포럼을 운영하여 이러닝 표준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
하고, IMS GLC 및 IDPF(Global 및 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와 공동
으로 전자출판과 이러닝 융합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계획하고 있
다.
국내 이러닝 표준화 현황은 “2004년 교육정보 메타데이터”부터 “2012년 이
러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까지 지속적으로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국내 표준화 주력 요소는 교육정보 메타데이터와 이러닝(서비스, 콘텐츠, 솔루션)
의 품질 인증이며, 한국 SC36 위원회에서 국제 SC36의 국제표준을 개발하는데
주력한 것은 m-learning(현재 국제표준으로 출간되었음)과 e-portfolio(올해 말경
출간 예정) 등이 있다. 이들은 향후 부합화 과정을 거쳐 국내 표준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다.
디지털 교과서 저작 표준으로 2012년 PDF기반으로 저작되었고, KERIS와 SC34
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 저작 표준은 새로운 저작을 위해
JTC1 SC24그룹의 의장으로 참여 및 EPUB3.0기반으로 표준을 진행하고 있다. 표
Ⅱ-7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지정한 이러닝과 관련된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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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국내 이러닝 표준화 현황
변경일

구
분

2004.1
2.28

제
정보 기술 -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 제1부: 개요
정

2007.0
6.26

개
정보 기술 -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 제1부: 개요
정

2007.0
6.26

제 정보 기술 -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 제2부: 초·중등 교육분야
정 정보 기술 -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 제3부: 고등교육분야

2008.1
0.08

§
제 §
정 §
§

2009.1
2.23

§ 정보기술 - 이러닝, 교육 및 훈련의 개별화된 적응성과 접근성 - 제1부:
프레임워크 및 참조모델
§ 정보기술 - 이러닝, 교육 및 훈련의 개별화된 적응성과 접근성 - 제2부:
디지털 전송에 있어서의 보편적 접근에 대한 개별 사용자 요구 및 선호도
§ 정보기술 - 이러닝, 교육 및 훈련의 개별화된 적응성과 접근성 - 제3부:
'보편적 접근’ 디지털 자원에 대한 설명
§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협력 기술 - 제1부: 협력 작업공간
데이터모델
제
§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협력 기술 - 제2부: 협력 환경 데이터모델
정
§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협력 기술 - 제3부: 협력 그룹 데이터
모델
§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협력 기술 - 협력 학습 커뮤니케이션
- 제1부: 텍스트 기반 커뮤니케이션
§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품질관리, 인증 및 측정 - 제1부 일반적
접근
§ 정보기술 - 평가 전달시 정보기술의 활용지침
§ 정보기술 - 참여자 식별자

2010.1
2.03

이러닝 품질인증
개 이러닝 품질인증
정 이러닝 품질인증
이러닝 품질인증

표 준 명

이러닝
이러닝
이러닝
이러닝

품질인증
품질인증
품질인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 콘텐츠 - 제1부: 일반
가이드라인 - 콘텐츠 - 제2부: 초중등 교육분야
가이드라인-서비스-제1부: 일반
가이드라인-서비스-제2부: 초중등 교육분야

가이드라인 - 콘텐츠 - 제1부: 일반
가이드라인 - 콘텐츠 - 제2부: 초중등 교육분야
가이드라인-서비스-제1부: 일반
가이드라인-서비스-제2부: 초중등 교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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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구
분

2011.1
2.30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콘텐츠 패키징 - 제1부: 정보모델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품질관리, 인증 및 측정법 - 제3부: 참조방법과
제
측정법
정
학습,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정보기술 - 보조기술과 구체적 통합 - 제3부: 플랫폼
과 미디어 분류체계

2012.1
2.28

개 이러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 콘텐츠 - 제1부: 일반
정 이러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 콘텐츠 - 제2부: 초중등 교육분야

2012.1
2.28

이러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 콘텐츠 - 제3부: 산업 교육분야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콘텐츠 패키징 - 제2부: XML 바인딩
제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콘텐츠 패키징 - 제3부: 우수사례 및 구현
정
지침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학습자원 메타데이터 - 제5부: 교육 요소

표 준 명

(출처: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2014)
“2013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러닝 관련 기업의 이
러닝 표준 적용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표준화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이
32.8%로 나타나 상당수의 기업에서 현재 이러닝 표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
사되어 국내 이러닝 표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내 이
러닝 관련 전문가들은 국제 이러닝 표준 관련 기관인 ISO/IEC JTC1 SC34,
ISO/IEC JTC1 SC36, IMS GLC(Instructional Management System Global Learning
Consortium) 등에서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표준화 기관
내 위상에 비해 국내 표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된 것은 많이 않고, 오히려 국제
표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2009년 교육정보표준‘ISO/IEC 12785-1
ITLET-콘텐츠 패키징-Part1: 정보모델 분야’를 최초로 국제 표준으로 제정되었
으며 콘텐츠, 메타데이터, 품질인증 등의 국제표준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닝 표준의 경우 국내 실정에 맞지 않더라도 국제 표준을 도입하는 등의
부족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ADL의 SCORM은 국내 기업의 23%가 적용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 요구에 맞추어 작업을 높이면 SCORM
틀이 의미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설명이다. 국제 표준을
적용하여 개발 비용을 낮출 수는 있으나 국제 표준화를 적용하여 다양한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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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기 어렵고, 해외 진출을 위한 표준화 적용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는 SCORM
의 적용이 의미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2000년 전후로 이러닝 분야의 국제표준은 매우 다양한 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되었다. ISO/IEC JTC1 SC36 및 IMS GLC(Global Learning Consortium) 외에도
SCORM을 제안한 미국방부 산하의 ADL, IEEE산하의LTSC(Learning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 유럽의 표준개발기구인 CEN 등 대략 5개의 주요 단체 및
기구에서 이러닝 국제 표준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표준화 단
체 활동은 축소 또는 중단된 상태이며, ISO/IEC JTC1 SC36 및 IMS GLC 양 축으
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IMS GLC에서 개발된 표준들이
ISO/IEC JTC1 SC36에 제안되어 국제 표준(ISO/IEC)으로 제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IMS Access For All’이라는 접근성표준은 이미
ISO/IEC 표준으로 제정되었으며, ‘IMS Content Packaging’표준은 ISO/IEC 표준
제정을 위해 SC36에서 협의 및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
ISO/IEC JTC1 SC36은 총 3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표준화 위원회이다. 한국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대표기관(National Body)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술표
준원을 통해서 민간 전문가들이 국제 표준 회의(plenary and working group
meeting)

참석

및

표준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SC36은

ITLET(Information Technology for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에 대한 표
준을 개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표준은 이러닝 용어, 협력학습기술, 학습자정보,
메타데이터, 품질관리, 접근성 표준 등이 있으며, 현재 다양한 국제표준을 개발
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워킹그룹 분야에서 WG1, WG3, WG4, WG5 등 4개
의 작업그룹에서 프로젝트 Editor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매우 적극적인 국제표준
화 활동을 해오고 있다. ISO/IEC JTC1 SC36이‘공적 표준(de-facto standards)’제
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실질적인 교육정보분야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반면,
‘사실상표준(de-jure standards)’의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단체들의 활동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IMS GLC는 이러닝 시장에서‘사실상의 표준’을 연구∙개발하는 국제 이
러닝 표준화 단체로서, 사이버가정학습체제에 적용된 SCORM 규격도 대부분 IMS
의 표준 규격을 참조하고 있다. IMS의 주요 회원으로는 호주 및 뉴질랜드 교육
부, 영국의 JISC/CESTIC와 Becta 등 정부 및 공공기관, IBM, 마이크로소프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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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클 등 글로벌 기업 및 출판사, 대학 등 전 세계적으로 136개 이상의 기관, 기
업, 대학 등이 정식회원 및 기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제표준 중 이러닝 분야는 ISO/IEC JTC1 SC36에서, 전자출판 분야는
ISO/IEC JTC1 SC34에서 표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가표준은 산
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분야별 표준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선정해 준개발협력
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문서처리언어 분야(SC34)는 한국교육학술정보
원이, 교육정보 분야(SC36)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각각
학술과 산업 분야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표준개발협력기관은 20명 내외의 민·
관·산·학 전문가 등이 표준개발위원으로 참여해 분야별 국가표준 개발과 검토
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기술표준원에 제출하면 국가표준으로 제정된다. 한편,
단체표준의 전자출판 분야는 전자출판물 표준화포럼(사무국 : 한국교육학술정보
원)이 국내 전자출판물 산업의 표준 제정과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
학·연·관 77개 회원사를 두고 국내 전자책 시장 활성화와 표준 개발을 위해 활
동하고 있다. 이러닝 분야는 IMS GLC(글로벌 러닝 컨소시엄)3)의 대응거점 단체
인 IMS Korea 표준화포럼(사무국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단체표준 개발과 적용
을 주도하고 있다.

<그림 Ⅱ-5> 교육정보 및 전자출판 분야 표준화 추진 체계
(출처: 교육정보화백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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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2013 교육정보화백서에서는 교육정보 분야와 전자출판 분야의 표준화
추친 체계이다. 여기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표준원은 표준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닝 표준화포럼 승인과 KS국가표준 추진 및 품질관리 등 국가표준을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 산하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IMS Korea 표준화포럼을 운
영하여 이러닝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SC34 표준개발위원회에서는 문서언어 표준
을 SC36 표준개발위원회에서는 교육정보 분야의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전자책
표준화포럼을 운영하여 전자출판에 대한 표준 개발과 PG608 위원회에서는 콘텐
츠의 유통과 보안에 대한 표준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한국정
보통신기술협회는 전자책포럼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며, 무선, 클라우드 등 국가
표준을 관리하고 있다.
국내 IT 인프라 구축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빠른 인터넷 속도를 이용하여 수능
강의, EBS, 공무원 강의 등 각종 이러닝 서비스를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고, 기업
또한 치열하게 경쟁하여 이러닝 서비스 측면의 기술 수준은 높은 데 반하여 콘텐
츠의 기술 수준은 서비스나 솔루션 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상
대적으로 낮은 콘텐츠의 기술 수준은 세계 경쟁력에 뒤쳐질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전체 콘텐츠 기업 중 28.5%만 표준화를 적용한 현실을 고려할 때에 세계 시
장 진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서비스, 솔루션 분야에 지속
적인 관심과 콘텐츠 분야에 집중하여 대부분의 기업에 표준화를 적용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 세계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

나. 국외 이러닝 표준화 동향
1) 미국
Docebo의“E-Learning Market Trends & Forecast 2014 - 2016 Report”에
따르면 미국의 이러닝 시장은 2013년 238억 달러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
었고,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장 규모면에서는 전 세계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서 학습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교수·학습 방법이 혼합학습 방
식으로 변화되어 이에 따라 디지털교과서가 확산되고, 디지털교과서가 확산됨
에 따라 콘텐츠 확보, 교수·학습 방법, 플랫폼 개발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네
트워크의 활용도 높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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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수학, 과학 과목의 학업 능력이 타 국
가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오바마 행정부는 “온라인 학습지원 및
촉진, 교육 자료의 개방 및 투명성 향상, 교육 광대역시스템 구축”등을 기준으
로 하여 개혁을 추진하는 중에 있다. 디지털교과서 활성화 정책으로 학습 콘텐
츠를 공개하거나 교육자원을 공개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디지털 교육콘텐
츠의 무료화도 가속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온라인 학습의 지원과 촉진”을
위해서 맞춤형 학습에 필요한 클라우드 컴퓨팅과 협업, 클로스 플랫폼 통합, 모
바일 기기 활용 급증 등을 강조하였고, 스탠포드 국제연구소와 미주리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 등이 협력하여 차원 가상모델 구축에 사용할 수 있는 웹기반
시스템인 온라인학습 NTER 플랫폼(Open-source online the National Training
and Education Resource Platform)을 개발하였다.
미국의 이러닝 표준화는 미 국방성과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국에 의해 1997
년 개인에 맞춘 교육과 훈련을 효과적인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기 위
한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을

설립하고,

이러닝

표준인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을 발표하였다. “2013 이러
닝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SCORM은 사실상의 국제표준으로 많은 국
가들이 SCORM을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도 23.0% 사업체가 SCORM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 SCORM OVERVIEW” 에 따르면 SCORM은 콘
텐츠의 상호 교환, 공유, 결합 및 재사용을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학습관리시스템으로 제공되는 런타임 환경을 정의하였으며, SCORM의 이용자는
많은 콘텐츠 벤더를 자신의 플랫폼에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콘
텐츠를 다른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다양한 판로의 개척이 가능하다.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는 미국전기전자학회로
서 세계 최대의 기술자 단체로 민간단체이다. IEEE LTSC(Learning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는 IEEE 산하 학습 기술 표준 개발 위원회로서 분야별 전
문가들이 주도하는 민간 표준 개발기구이다. IEEE LTSC는 기술 표준, 권장 사
례 및 학습 기술에 관한 지침을 개발한다. 학습 기술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도구, 기술 및 컴퓨터 기반 학습의 개발, 활용, 유지보수 및 상호운용성과 훈련
컴포넌트 및 시스템을 촉진하는 디자인 기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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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장의 특징은 콘텐츠, 서비스, 솔루션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이를 통
하여 인프라가 잘 발달되었으며 교육기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는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 콘텐츠 사업에서 표준화 인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우
수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 관련기관의 표준화 인증 및 품질인증 등을 받
아야 한다. 미국 기업은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교육의 비용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러닝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고, 도입률이 상승하게 되면서
품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러닝 품질인증을 획득
하고 각 기업에서 부족한 콘텐츠, 서비스, 솔루션 분야에서 필요한 분야의 기업
과 협업을 맺어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고 있다.
미국의 DETC(Distance Education and Training Council)에서는 원격교육에 대
한 인증을 주관하며 해당 기업체와 원격교육기관이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있
다. DETC는 조직 미션 및 목적, 교육내용, 교육서비스, 학습자지원, 학습품질,
학습성과 만족도, 강사수준, Finance 요구사항 등을 평가한다. 또 다른 평가기
관인 LNC(Learn North Carolina)에서는 K 12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기준, 설계,
학습자 평가, 관리, 과정평가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닝 표준화의 선두주자인 만큼 모든 표준화 분야에 앞서가고 있
고, 특히 콘텐츠 분야에 사실상의 필수적인 품질 인증으로 인하여 콘텐츠 분야
의 표준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비스 분야의 정책적인 지
원이 콘텐츠에 비해 부족하여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분야에 더욱 중점을 두어
발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2) 호주
호주 시장조사기관인 IBIS World의“2013-2014 IBIS World”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이러닝 시장은 약 59억 달러로 추정되며, 5년 간 평균 14.4%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모든 아이들이 장소와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ICT교육 6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
가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6개 프로젝트인 국립 중·고교 컴퓨터 기금
지원, 온라인 교육과정 지원 및 디지털 아키텍처 지원, 온라인 교육과정 패키지
지원으로 학교 인프라 구축, 디지털 교육개혁, 무역트레이닝센터 프로그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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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개혁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학교에 91만대가 넘는
컴퓨터를 설치하였으며, 디지털 콘텐츠 자원이 제공되고 있고, 개별적인 요구에
맞는 학습 진도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주 교육과정’을 지
원하고 있다.
호주의 이러닝 표준은 뉴질랜드와 공동으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표 Ⅱ-8
은 28개의 개발 중인 프로젝트이다.
<표 Ⅱ-8> 호주와 뉴질랜드의 공동 표준 개발 프로젝트
프로젝트 코드

프로젝트 타이틀

AS/NZS
23950-199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formation retrieval (Z30.50)
- Application service definition and protocol specification

AS/NZS
2632.1

ISO 3166-1:2013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names of
countries and their subdivisions -- Part 1: Country codes

AS/NZS
2632.1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names of countries and their
subdivisions - Part 1: Country codes

AS/NZS
2632.2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names of countries and their
subdivisions - Part 2: Country subdivision code

AS/NZS
2632.2

ISO 3166-2:2013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names of
countries and their subdivisions -- Part 2: Country subdivision
codes

AS/NZS
2632.3

ISO 3166-3:2013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names of
countries and their subdivisions -- Part 3: Code for formerly
used names of countries

AS/NZS
2807-2000

Reporting outstanding orders (in the book trade)

AS/NZS
4196-199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 Interlibrary loan application service definition

AS/NZS
4197.1-199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 Interlibrary loan application protocol
specification - Protocol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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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코드

프로젝트 타이틀

AS/NZS
4197.2-199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 Interlibrary loan application protocol
specification - Protocol implementation conformance statement
(PICS) proforma

AS/NZS
999-199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Guidelines for the content,
organization and presentation of indexes

AS/NZS ISO
26324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Digital Object Identifier

AS/NZS ISO
270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Format for Information
Exchange

AS/NZS ISO
27730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Collection Identifier (ISCI)

AS/NZS ISO
28560.1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FID in libraries -- Part 1:
Data elements and general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AS/NZS ISO
28560.2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FID in libraries -- Part 2:

AS/NZS ISO
28560.3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FID in libraries -- Part 3:
Fixed length encoding

AS/NZS ISO
845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Bibliographic data element
directory for use in data exchange and enquiry

AS/NZS
ISO/IEC
12785.1

Information technology --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 Content packaging -- Part 1: Information model

AS/NZS
ISO/IEC
12785.2

Information technology --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 Content packaging -- Part 2: XML binding

AS/NZS
ISO/IEC
19788.1

Information technology --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 -Metadata for learning resources -- Part 1: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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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코드

프로젝트 타이틀

AS/NZS
ISO/IEC
19788.2

Information technology --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 -Metadata for learning resources -- Part 2: Dublin Core
elements

AS/NZS
ISO/IEC
19788.3

Information technology --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 -Metadata for learning resources – Part 3: Basic application
profile

AS/NZS
ISO/IEC
19788.5

Information technology --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 Metadata for learning resources -- Part 5: Educational
elements

AS/NZS
ISO/IEC
19796.1

Information technology --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 -Quality management, assurance and metrics -- Part 1:
General approach

AS/NZS
ISO/IEC
19796.3

Information technology --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 -Quality management, assurance and metrics -- Part 3:
Reference methods and metrics

AS/NZS
ISO/IEC
2382.36

Information Technology Vocabulary – Part 36 –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

SA/NZS
ISO/IEC TR
12785.3

Information technology --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 Content packaging -- Part 3: Best practice and
implementation guide
(출처: http://www.sdpp.standards.org.au)

표 Ⅱ-9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채택하고 있는 표준들에 대한 38개 내용이다.
<표 Ⅱ-9> Published Standards
Designation

Publication Tile

AS NZS ISO
2709-2013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Format for information
exchange

AS NZS ISO
8459-2013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Bibliographic data element
directory for use in data exchange and e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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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ation

Publication Tile

AS NZS ISO
26324-2013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Digital object identifier system

AS NZS ISO
27730-2013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International standard collection
identifier (ISCI)

AS NZS
2632.2-2013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names of countries and their
subdivisions

AS NZS ISO IEC
12785.1-2013

Information technology—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Content packaging

AS NZS ISO IEC
12785.2-2013

Information technology—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Content packaging

SA SNZ TR ISO IEC
12785.3-2013

Information technology—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Content packaging

AS NZS ISO
28560.1-2013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RFID in libraries

AS NZS ISO
28560.2-2013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RFID in libraries

AS NZS ISO
28560.3-2013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RFID in libraries

AS NZS ISO IEC
19796.1-2013

Information technology—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Quality management, assurance and metrics

AS NZS ISO IEC
19796.3-2013

Information technology—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Quality management, assurance and metrics

AS NZS ISO IEC
19788.1-2013

Information technology—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Metadata for learning resources

AS NZS ISO IEC
19788.2-2013

Information technology—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Metadata for learning resources

AS NZS ISO IEC
19788.3-2013

Information technology—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Metadata for learning resources

AS NZS ISO IEC
19788.5-2013

Information technology—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 Metadata for learning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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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ation

Publication Tile

AS NZS
2632.1-2008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names of countries and their
subdivisions - Country codes

HB 256-2007

Metadata usage in Australian and New Zealand education and
training

AS NZS
1519-2006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ISBN)

AS NZS ISO
10957-2004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music
number (ISMN)

AS NZS ISO
5901-2004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AS NZS ISO
15511-2004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Identifier for Librar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ISIL)

AS NZS ISO
4789-2004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library statistics

AS NZS ISO
15836-2004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The Dublin Core metadata
element set

AS NZS ISO
11798-2004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Permanence and durability of
writing, printing and copying on paper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AS NZS ISO
17933-2004

Generic electronic document interchange

AS NZS ISO
5127-2004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Vocabulary

AS NZS ISO
15706-2004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Audiovisual Number (ISAN)

AS NZS ISO
15707-2004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Music
Work Code (ISWC)

AS NZS
2807-2000

Reporting outstanding orders (in the book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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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ation

Publication Tile

AS NZS
2632.3-1999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names of countries and their
subdivisions - Codes for formerly used names of countries

AS NZS
23950-199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formation retrieval (Z30.50)
- Application service definition and protocol specification

AS NZS 999-199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Guidelines for the content,
organization and presentation of indexes

AS NZS
4196-199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 Interlibrary loan application service definition

AS NZS
4197.1-199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Interlibrary loan application protocol specification - Protocol
specification

AS NZS
4197.2-199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 Interlibrary loan application protocol specification - Protocol
implementation conformance statement (PICS) proforma

AS NZS
4449-1997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Electronic manuscript
preparation and markup
(출처: http://www.sdpp.standards.org.au)

호주의 이러닝 서비스 제공 기업 1위인 Open Universities Australia Pty Ltd
의 시장점유율은 4.1%밖에 안 되어 1,300여 개의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
다. 호주 소비자들의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요구에 맞추어 서비스, 콘텐츠 등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자의 비용이 높다. 또한 각각의 주 정부가 독자적인
이러닝 기준을 제정하여 이러닝 표준을 각 지역에 맞추어야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며, 다른 국가와 달리 운영관리의 책무성을 평가 기준으로 두어 해당 평
가에 미흡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
KOTRA의 호주 이러닝시장 진입전략에 의하면 이러닝산업 전체의 약 43.5%
를 차지하는 정규교육과정의 경우 TEQSA(Tertiary Education Quality and
Standard Agency), ASQA(The Australian Skills Quality Authority)와 같은 정부
기관이 제정한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사업자 등록 가능하다. TEQSA는 2011년
Higher Education Standards Framework를 제정하여 이러닝 공급자 규정을 관리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 공급자 등록 표준, 공급자 카테고리 기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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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 코스 인증 표준, 교육 및 학습 기준과 정보 표준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또한 Compliance With the Framework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적합성, 품질,
인증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평가기관인 ASQA에서는 코스에 대한 요소나 설계를 평가하고 있으
며 교육 패키지에 대한 신뢰성, 유연성, 공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로 호주는 자체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의 기업이 호주로 진출하기는
어려워 자국 기업과 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비스와 콘텐츠의 품질인증 규
정은 잘 구축되어 있으나, 네트워크 인프라가 미흡하여 사용자 확보 및 보급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다.

3) 중국
딜로이트 토쉬에 따르면 2012년 중국 교육시장 규모는 9600억 위안에 달하며
그중 온라인 교육시장이 1000억 위안에 이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2년 중
국의 교육산업 IT투자액은 439억 10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20.9% 증가하였고,
2015년 중국의 이러닝 시장 규모는 2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가이드”에 따르면 중국의 이러닝 시장이 성
장함에 따라 기존의 IT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서도 이러닝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 예로 중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만남 주선 전문 사이트 세
기가연이 2012년 11월 이러닝 시장에 진출하였고,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왕도 2012년 7월 타오바오퉁쉐라는 이러닝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제조사인 샤오미도 이러닝 시장을 준비중에 있고, 바이두, 왕이, 텅쉰
등 IT기업이 이러닝 분야에 진출하였다.
중국은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 중학교와 시험을 통해 진학하는 고등학교,
대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교육시장에서 사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Global Window의 2006년 6월 ~ 2007년 6월 샘플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교육 지출의 23%를 학교 교육으로 지출하는 데 반하여 사교
육비 지출은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교육시장에서는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가장 유망하며, 중국청소년센터가 2011년 발표한 자
료에 따르면 교육 지출이 가계 수입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29.3%를 매년 기록
하고 있다고 발표 하였다. 도시가정의 교육지출비용은 양육비의 76.1%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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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전체 가계 소득의 30.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소 도시의 가
계 평균 교육비 지출은 연간 8000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이러닝 시장의 특성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입시 경쟁으로 인하여 이
러닝 서비스가 발달되어 있어 기업 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
가 없는 중국 직장인들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시간과 공간이 자유로운
온라인 교육에 관심이 커지고 있어 공인영어 시험과 자격증 시험, 직업교육에 대
한 이러닝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터넷발전통계보고에 따르면 중국
의 소비자들은 교육의 효과와 강사, 콘텐츠의 질적 측면에서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Ⅱ-6은 중국 이러닝 소비자의 불만족도 현황이다.

<그림 Ⅱ-6> 중국 이러닝 소비자 불만족도 현황
(출처: 주요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가이드, 2011)
<표 Ⅱ-10> 중국 이러닝 시장 진입 관련 심사 부서
구분
고등교육

심사부서
국무원교육행정부문 기업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학위
중등교육
검정고시교육
기업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
중등과외교육
비학
위

영유아교육
직업교육
고등전문교육

기업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 행정부
기업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처: 중국교육총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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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은 이러닝 시장 진입 관련 심사 부서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학교 설립조례 제62조에 따르면 이러닝 분야에 있어서 외자 기업의 독자적 진
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합작회사 형태를 통해 이러닝 사업에 진입할 수 있
다. 규제에 따른 시장의 분류는 초등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의 학위교육과 그
외의 비학위교육으로 나뉠 수 있다. 학위교육 중 초중등 교육은 교육 행정부가
담당하고, 고등교육 관련은 인민정부가 직업교육 관련해서는 노동행정부가 담
당하고 있다.

4) 영국
“세계 이러닝 시장 현황 분석 및 해외진출 가이드라인”자료에 의하면 2015
년에 5,480백만 달러로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영국은 EU 국가 중 교육 정보화
및 이러닝이 발달된 국가로서, 1998년부터 정부가 모든 학교의 정보통신망을 연
결하겠다는 ‘NetYear’정책을 시작하였다. 교육 정보화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심 사업으로 인식하고 ‘Education and Skills 2002 ~ 2006’을 통하여
2010년까지 초·중·고등·평생 교육에서의 ICT 능력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표
를 세우고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영국 교육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 Dfes)는 2002년부터 2006
년까지 시행할 교육정보화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전략 목표는 평
생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기술,
역량, 지식 등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평생 교육을 통한 성인의 학습 능력을 발
전시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동시에 어디에서
나 교육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인
터넷상에서 양질의 교육정보를 체계화한 집합체를 의미하는 핵심 산업인
‘NGFL(National Grid for Learning)’을 실시하는 등 범국가적인 종합 과제를
이러닝 관련 과제로 수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러닝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Ⅱ
-11은 영국의 교육과 기술들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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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 영국의 Education and Skills
구

분

내

용

Curriculum Online
프로젝트

- 영국 교육부가 교과별 ICT활용 교육을 장려하고 지원하
는 것으로 영국 교육부 제공 교과별 ICT 활용 지침 (학
습계획, 평가자료) 제공 및 민간 개발 교육용 콘텐츠
(CD-ROM, 동영상, 시뮬레이션 S/W) 소개
- 교육용 콘텐츠 개발은 민간이 주축, 정부는 콘텐츠 목록
제공 및 펀드 조성, 각급 학교 인증된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지원

BESD
(BECTa Educational
Software Database)

- 영국 교육정보원(BECTa)이 제공하는 교육용 콘텐츠 목록
서비스인 Curriculum Online과 더불어 민간 개발 교육용 소
프트웨어 보급
- 교육과정별, 키워드별, 운영체제별, 대상 학년별, 자료
형태별 검색이 가능

TEEM
(Teacher Evaluating
Education Multimedia)

- 현직 교사 및 전문가가 교육용 멀티미디어 자료 및 소프
트웨어를 직접 평가, 적합한 활용 방식을 현장에 보급하
는 역할

(출처: 세계 이러닝 시장 동향분석 및 해외진출 가이드라인, 2011)
다음은 영국의 교육 정보화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영국은 정보격차해소 및 국민의 보편적 광대역 접근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는 내용의 Digital Strategy(2005)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Digital Challenge 시
상 제도를 운영하여 지방정부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인터넷
보안 강화로 안전한 인터넷 이용 국가를 건설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추가적인 정책 내용이다.
¡ 혁신적인 브로드밴드 콘텐츠 창출 진흥
¡ 전자조달 등 IT를 활용한 정부 서비스의 변화 전략 수립
¡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및 브로드밴드 혁신과 경쟁을 위한
규제
¡ 정보통신 취약계층 ICT 접근성 및 장애인의 편리한 정보접근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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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국은 정보통신 인프라 재정비 및 디지털 콘텐츠 육성 등을 통해 미래
디지털 지식경제 국가로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디지털 브리튼(Digital
Britain)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음은 디지털 브리튼의 전략 목표이다.
¡ 디지털 세계에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유·무선 통신설비와 방
송설비 등 기존의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 업그레이드 및 현대화
¡ 영국의 디지털 콘텐츠 및 지원 사업과 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가적 그리고
디지털 경제 내부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역동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
¡ 영국 국민을 위한 영국 특유의 콘텐츠(보편적 영국 시민의 흥미와 경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콘텐츠)
¡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공정한 접근성 보장
¡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정부 주도의 공공 서비스와 공공사업의 인터페이
스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

2012년까지 디지털 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보편적 접근권, 보편적 이용권
이라는 4개 주제로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영국은 학교 장비의 노후화와 학습 환경의 열악함을 고치고 미래지향적인 학
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BSF(Building School for the Future-미래학교 구축 프로
젝트)를 실행하였다. 영국 내 3,500개의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20
년까지 15년간 학교를 새로 건설하거나 시설 정비에 투자하고 교실의 IT화를
위한 설비 및 프로그램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10년 5월 총선으로 연립
정부가 수립된 후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학교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BSF 프
로그램을 종료하였다.

5) 캐나다
“세계 이러닝 시장 현황 분석 및 해외진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캐나다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인정받고 있는 교육선진국이며 ICT 인프라
또한 잘 갖추어진 국가로, 2000년대 초반 이러닝 유망 국가로 전망된 바 있다.
캐나다 교육기관 및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이러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
해왔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상호소통 및 양질의 미디어 콘텐츠
- 43 -

개발이 가능해지고 네트워크 및 이러닝 플랫폼의 품질이 발전했기 때문으로 분
석하고 있다. 또한 높은 품질의 다양한 이러닝 제품 및 서비스(콘텐츠 제공자,
저작툴, 트레이닝 관리 시스템, 교육포털, 통합솔루션)가 증가해 기업 및 교육
기관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평생교육, K-12, 고등교육, 직무교육 등 다양
한 분야에 걸친 이러닝 서비스 사용자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것 또한 이러
닝 시스템 도입률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학들은 University Canada West, CDI
College, Vancouver Career College, Reeves College, Visual College of Art and
Design, University Canada West Academies 등이 있다. 수강생들은 위 대학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 통상학, 경제학, 디자인, 의료학 등 다양한 과목
의 수강이 가능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직무교육 과정도 제공된다.
캐나다에서는 2012년 2월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가 대학 수업의 3분의 1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온타리오 주 정부의 이러닝 정책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교육부는 2013~2014 학년도 기간 동안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기회 지원을 위해 지역 교육청에 eLC(e-Learning Contact)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eLC는 블렌디드 러닝, 가정학습 도우미 등 이러닝을 포함한 모
든 측면에서 리더십과 협동 업무를 제공한다. eLC의 리더십과 협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개선 계획과 이러닝 정책의 위원회 활동의 시행
둘째, 교육 자원 은행과 e커뮤니티 등 지역 관리 시스템으로 지역의 도구와
자원을 사용하여 블렌디드 러닝을 확장 및 지원
셋째, 7~10학년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접근을 보장하여 가정학습 도우미
구현을 위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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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별 표준화 동향
가. 이러닝 표준화 기구
1) ISO/IEC JTC1 SC36
ISO의

정식명칭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의 약자로 1947년 2월 23일 설립된 비정부간 기구이다. 국
제적인 표준화기구로서 명망이 높으며, 설립목적은 제품과 서비스의 국제적 교
환을 쉽게 하고 지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인 활동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고자 설립되었다. 스위스 제네바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1,000종의 규격을 제정하여 명실상부한 국제 표준화 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이러닝 분야에서 ISO가 갖는 위상은 일반 표준의 위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편으로 각종 민간기구와 협력을 통해 규격연구를 진행하며, JTC1의 SC36분과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IEEE/LTSC와 밀접한 협력
관계를 근간으로 북미의 ADL, AICC는 물론 유럽 표준화기구인 GESTALT, GEM
등의 기구와 간접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닝 표준화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SC36은 JTC1에 소속되어 있다. JTC1은
ISO와 IEC가 각각 진행하던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기기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
동을 통합하여 정보기술분야의 국제표준화 공동추진을 위해 설립한 공동기술위
원회이다. IEC는 전기전자분야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위한 비정부간
기구로 ISO와 마찬가지로 스위스에 위치하고 있다.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UN-ECOSOC)의 자문기구이기도하며, 4,300 여 개 이상의 규격을 발표하였다.
총 65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3년 6월에 가입하여 산
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국가위원회회원을 대표하고 있다.

2) IMS GLC
IMS GLC(IMS Global Learning Consortium, Inc.)는 교육 자료의 위치와 사용,
학습과정 추적, 학습능력 보고, 관리시스템간의 학생 성적 교환과 같은 온라인
분산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개방형 규격을 개발하고 공표하는데 목적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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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IMS GLC는 분산 학습상의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상호 동작을 위한
기술 규격을 정의하고, IMS GLC의 산업 규격을 전 세계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활용하는 교육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 세계적인 협회 조직이다.
IMS 프로젝트는 1997년 미국의 고등교육학회와 기업 연합으로 구성된 비영리
협회인 EDUCOM(지금은 EDUCAUSE)의 일부로, 학습 자료 메타데이터 규정을
포함한 온라인 학습을 위한 개방적 및 시장기반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시작되
었다. 1998년 IMS GLC와 ARIADNE는 IEEE의 학습 객체 메타데이터(LOM) 초안
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IMS 프로젝트는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약 20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진행되고 있다.
IMS GLC의 가장 큰 강점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 언어의 차세대 표준으로 인
정받고 있는 XML 기반의 콘텐츠 및 LMS 개발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 AICC, ADL 등 다른 이러닝 표준화 기구들이 IMS GLC의 메타데이터를 그대
로 받아들이거나 호환성을 지원하는 것도 이와 같은 IMS GLC의 이러닝 표준으
로서 XML 기반의 규격이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IMS GLC는 각 회원 기구에 소속되어 있는 6명의 직원들이 IMS GLC를 위하
여 일하고 있으며 10여명 이사들이 각 영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 IMS GLC의
각종 기술 문서 및 규격관리, 배포는 기술위원회(Technical Board)에서 주관하는
데, EDUCAUSE와 같은 기관, 마이크로소프트 사와 같은 민간기업, MIT와 같은
학교 등 약 40여개 기관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2011 KERIS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IMS GLC는 ALIC(Advanced Learning
Infrastructure

Consortium),

CNI(Coalition

for

Networked

Information),

IEEE/LTSC, MERLOT,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SIF(Schools
Interoperability Framework) 등의 기관과 제휴하여 연계 활동하고 있다.
IMS GLC(Instructional Management System Global Learning Consortium)는
1995년 EDUCAUSE의 ‘National Learning Infrastructure Initiative’ 내의 프로
젝트로 존재하였고, 고등교육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현재는 K-12 학교 과정, 기
업 및 정부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에서 표준을 연구하는 민간 표준 기관이다.
IMS GLC 규격의 범위는“분산 학습”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는 데 온라인, 오
프라인, 실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IMS GLC는 전 세계의 이러닝 시장에서 상
호 운용성의 중요한 측면을 수립하고 회의, 포커스 그룹, 기타 소스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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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을 수집하여, 국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한다. 사양은 내부
적으로 회원과 참가자를 포함하여 테스트를 입증하고, 자문위원회에 승인된 후
대중에게 공개된다.

3)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
1991년 걸프전쟁 후, 미 의회는 예비군(reserve forces)의 준비도를 측정하고
자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미래 대처를 위한 더 나은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예비군에 향상된 교육·훈련 제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
다.
SCORM 2004 OVERVIEW에 따르면 미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와 백
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1997년 11월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
Initiative에 착수했고, ADL Initiative는 개인의 학습 요구를 가장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맞춤 설계된 최상의 교육과 훈련을 비용 효과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제
공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DL Initiative의 목표는 역동적이며 비용 효과
적인 학습용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대규모로 개발하고 이러한 제품들을 수용
할 수 있도록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ADL의 공유가능 콘텐츠 객체 참조
모델(SCORM)은 컴퓨터 및 웹 기반 학습의 공통 기술 기반 내에서 “교수 객체
(instructional object)”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학습 콘텐츠의 구성을 촉진한다.
SCORM은 우수한 이러닝 스펙과 표준 기관의 작업에 기반을 둔 서로 잘 조화
된 일련의 지침과 스펙 그리고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공통의 기술 기반을 정의
한다. 이들 표준 기관들은 ADL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자체 이러닝 스펙과
표준을 개발하고 정교화 시키고 있으며 SCORM을 구축하고 향상시키는데 기여
하고 있다.
미 국방부 내에는 실제 학습 체험을 통한 전통적 교육 방식과 더불어 이러닝
을 통해서 제공 가능한, 대략 30,000여 개의 교육과정이 있으며 과거에는 군 자
체에서 이러닝 시스템의 개발 및 구매를 독자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나 ADL과
SCORM 체계의 출현으로 인해 호환(conforming) 시스템을 통해 개발된 학습 콘
텐츠는 다른 교육 요건에 맞는 또 다른 콘텐츠로 재생될 수 있게 되었다. 개방
형 구조 표준(open-architecture standard)을 따름으로써 기관의 경계를 뛰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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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러닝 툴과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민간부문, 학계 및
국제 사회와 한층 더 탄력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졌다.

4) IEEE LTSC
IEEE는 전 세계 150개국에 37만여 명에 달하는 기술직 전문가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써

1880년대

초에

설립된

미국전기학회(AIEE:

Americ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와 1912년에 설립된 무선학회(IRE:
Institute of Radio Engineers)가 1963년에 현재의 명칭과 조직으로 합병하여 설
립된 것으로, 세계 최대의 전기ㆍ전자ㆍ전기통신ㆍ컴퓨터 분야의 전문가 단체
이다.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전자ㆍ정보 기술과 과학적 지식을 적용, 공유, 통합,
개발, 창조함으로써 공학적 처리과정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원으로 등록되는 기술직 전문가에는 컴퓨터 엔지니어, 생의학 전문가,
정보통신 전문가, 전력관련 업계종사자나 우주공학관련 기술자, 뿐만 아니라 소
비전자제품의 생산에 관련된 엔지니어들이 포함된다.
IEEE는 통신, 교육, 컴퓨터 부품, 의학, 물리학, 원자물리학 등 다방면에 걸쳐
있고 각 분야마다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LTSC는 IEEE의 Computer Society Standards Activity Board에 속하는 학습기
술표준화위원회(Learning Technology Standardization Committee)이다. 1996년에
조직되어 5개의 그룹(일반, 학습자 관련, 콘텐츠 관련,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학
습관리시스템)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학습기술과 관련된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LTSC는 모든 개인이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학습기술
(Learning Technology)과 관련하여 정보화 기술들에 대한 기술적 표준 인증, 권
고사항 및 지침제시 등을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 또 이와 관련된 권장할만한
실제 예들을 개발하고 안내, 관리하는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 48 -

나. 이러닝 표준화 요소
1) 이러닝 표준화 도출
“스마트 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표준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러닝 교
육에서의 표준화 요소의 도출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첫째, 지난 10여 년간 이러닝 분야에서는 다양한 표준화 노력이 이루어져 왔
고, 이에 대한 결과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닝 교육은 그
정의에 있어서 이러닝과의 차이가 있어, 기존 이러닝 표준화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한 표준 요소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닝 교육
은 디지털교과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의 가장 주
된 교재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표준화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
셋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인터넷 접속과 비접속 등 학습 환경의 다양성에
의한 표준화 요소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닝 교육은 초중등 교육현장
및 가정에서의 자가 학습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인터넷이 상시 접속되어 있는
상황과 접속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상황의 다양성은 예
를 들어 동기화나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새로운 상황을 고려해서 요소를
도출해야 한다.

2) 학습 환경
표준화 요소는 이러닝 교육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표준화 대상이 무엇인가
에 대한 것으로 앞서 설명한 기술 표준, 기능 표준 및 운용 표준 등을 고려한
항목들이다. 이 표준화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닝 교육이 이루어
지는 학습 상황 및 학습 환경에 대한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닝 교육이 이루어
지는 학습 환경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➀ 초중등 교육현장에서의 학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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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교육에서는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전제로 한다. 경우에 따
라서는 인터넷이 접속된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또
한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현장을 떠나 가정이나 그 외의 장소에
서 학습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통합하여 관리하는가 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
다.
➁ 다양한 기기에 기반한 학습이다.
과거의 이러닝은 주로 PC에 기반한 학습이었다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모
바일기기, 타블렛PC, 이러닝TV 등 다양한 기기가 학습현장에 적용되고 활용되
는 것을 전제로 한다.
➂ 디지털교과서에 기반한 학습이다.
기존의 이러닝이 교육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습 환경이었다면 현재 이
러닝 교육에서는 디지털교과서를 주요 학습매체로 활용하는 교육이다. 디지털
교과서라 하는 것은 자가 학습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수자에 의한 교육과
정을 포함하고 있다.
➃ 학습 환경의 동기화이다.
이러닝 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기기를 학습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전
제로 하고 있고, 인터넷 등 네트워크 상황에 대해서도 다양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기와 네트워크의 다양성은 항상 학습내용과 상황을 어떤
기기나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동기화를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동기화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기술적 부분이 요구
되고, 기기 간 동기화나 기기와 서버 간 동기화 등 다양한 동기화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게 된다.
➄ 학습정보의 다양화이다.
일반적으로 학습과 관련된 정보는 다양한 학습과정에서 생성되고 관리된다.
학습자에 대한 정보만 하더라도 학습자의 기본정보, 학습자의 학습활동정보, 활
용한 콘텐츠, 즉, 이러닝 교육에서는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
가 존재한다.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끊임없
이 이루어지는 학교현장과 그 외의 공간에서의 학습과정과 결과가 통합되어 관
리될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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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닝 표준화 요소 분류
이러닝 교육에서의 표준화 요소를 위한 대분류는 다음과 같이 8가지로 구분
하였다.
➀ 디지털교과서 저작도구
디지털교과서의 저작도구라 함은 이러닝 교육에서의 가장 주된 학습콘텐츠인
디지털교과서의 생산과 저작과정에 대한 기능이다. 디지털교과서는 여러 교과
서출판사에서 제작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호운용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기능
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떠한 매체들을 활용할 것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
가, 또는 개발의 편의성을 위해 템플릿을 활용할 것인가, 중간과정 산출물과 최
종 산출물의 퍼블리싱을 어떻게 하고, 과정의 버전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등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➁ 디지털교과서 뷰어
디지털교과서의 뷰어는 제작된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 및 학교현장에서 교사
에 의해 활용되는 경우 다양한 기기에 보여지는 부분이다. 이미 다양한 콘텐츠
가 저작도구를 통해 만들어졌다면, 이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표준화하여야
만 학생들이 다양한 기기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교과서는 학교의 수업현장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단지 보여지는 기
능뿐 아니라 수업 중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에 필요한 기능도 포함한다.
➂ 학습정보 및 자원관리
학습정보와 관련하여 학습자, 디지털교과서, 학습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기본
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어떻게 체계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표준화 요소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학습자원이 연계되거나
활용되는 경우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대상이 될 것이다.
➃ 교수학습활동 지원도구
교수학습활동이란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 및 학생들이 학
교 및 학교 외 장소에서 하게 되는 학습활동으로 이를 지원하는 도구가 필요하
다. 이러한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협업도구들, 커뮤니케이
션 도구, 기기와 관련된 기능, 기타 다양한 지원도구들이 대상이 된다.
- 51 -

➄ 시험평가
시험평가는 교육과정 중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디지털교과서와 연계하여 어
떻게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러닝에서는 평가자체가 온라인을 이
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러닝 교육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시험평가
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디지털교과
서 내에 평가를 넣을 것인가 아니면 평가만을 위한 도구를 별도로 활용할 것인
가, 또는 학교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평가결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
인가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다.
➅ 학습관리
학습관리는 학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학습과정에 대한 관리를 의미
한다. 디지털교과서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디지털교과서를 전달하고, 활용할 것
인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전체적인 학습을 관리하는 관점에서는 학습자원
에 대한 이용, 학습자의 활동, 교실 및 가정에서의 학습에 대한 관리, 학습이력
에 대한 관리 등 다양한 관리 대상이 존재하고 이 중 표준화가 필요한 요소를
도출해야 한다.
➆ 학습지원
학습지원은 학습관리와 달리 앞서 설명한 교수학습 지원도구, 디지털교과서
의 활용, 수업꾸러미 및 기타 학습자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크게 책장서비스와 학습이력의 확인 및 조회 등이 대상이 된다. 이러닝에서는
학습활동이 특정한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데 비해 이러닝 교육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병행, 학교와 비학교 현장의 병행 등 다양한 학습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학습도구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된다. 따라
서 이러한 학습지원도구와 상황을 관리하고 교사 또는 학습자들에게 관련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 별도로 요구된다.
➇ 동기화 및 유통체제
동기화와 유통체제는 이러닝 교육이 가지는 학습 환경에 의해 나타난 표준화
대상이다. 동기화라고 하는 것은 기기간 동기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동기화,
다양한 기기와 서버간 동기화 등 다양한 동기화관련 수요가 있고, 이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표준화를 통해 여러 학습자, 교사 및 기기들이
동일한 학습상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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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인 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고 관리할 것인가, 다양한
학습자원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며, 다양한 학습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유통체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표 Ⅱ-12는 표준화 요소를 위한 여덟 가지의 대분류를 세분화한 표준화 요소
와 담당 기관을 분류한 것이다.
<표 Ⅱ-12> 스마트교육 표준화 요소의 관련 표준화 진행 정도
구분

표준화 요소

표준화 기관

1

디지털교과서 삽입 요소의 형식
및 규격 표준

2

디지털교과서 저작도구 기능 표준

3

디지털교과서 표현 표준

ODPF, TTA, IDPF, ISO JTC1 SC34

4

디지털교과서 내비게이션

ODPF, TTA, IDPF, ISO JTC1 SC34

5

디지털교과서 학습자 활용기능

6

디지털교과서 내 검색기능

ODPF, TTA, IDPF, ISO JTC1 SC34, 36

7

학습자 개인정보 관리체제

ISO JTC1 SC36, IMS GLC, TTA, IMS Korea

8

관리대상 학습활동

ISO JTC1 SC36, IMS GLC, TTA, IMS Korea

9

학습자원 활용정보의 데이터체제

ISO JTC1 SC36, IMS GLC, KERIS

10

디지털교과서 기반 협력학습모델

ISO JTC1 SC36, IMS GLC,TTA, IMS Korea

11

교사의 학생기기 통제기능

12

시험문제의 공유체제

IMS GLC, IMS Korea

13

문항의 지능적 관리모델

IMS GLC, IMS Korea

14

학습자원 패키지 관리표준

15

학습관련 통계리포트

ISO JTC1 SC32, 34, 36, IMS GLC

16

학습환경 설정표준

OMA, IEEE 802

17

디지털교과서 등 유통체제

18

동기화 표준

MPEG, TTA

WAC/GSMA
(출처: 스마트 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표준화 방안 연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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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은 KERIS에서 표 Ⅱ-15와 같이 18개 표준화 요소와 관련된 표준화
정도를 기반으로 각 요소의 서비스 시행과 관련된 시급성과 비교하여 포지셔닝
맵을 만든 것이다.

<그림 Ⅱ-7> 시급성과 표준화 정도에 따른 포지셔닝
(출처: 스마트 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표준화 방안 연구, 2012)

다. 기관별 표준화 활동 및 규격
1) ISO/IEC JTC1 SC36
ISO/IEC JTC1 SC36은 교육정보 분야로 정보통신기술을 학습, 교육 및 훈련에
활용할 때 요구되는 표준을 개발하는 위원회이다. 그 산하에는 각 워킹그룹이
존재하여 워킹그룹 별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닝 분야 용어, 이러닝 품질인증
및 접근성 등에 대한 국제표준을 완료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교과서, e-포트폴
리오, 학습자 역량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IMS 글로벌 러닝 컨소
시엄 등 국제적으로 이러닝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관계
(Liasion)를 형성하며 공동으로 국제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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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GLC, SCORM(SCORM), IEEE LTSC 등 주요 단체와 기구에서 이러닝 국
제표준을 논의했지만 현재에는 대부분의 단체가 활동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어
ISO/IEC JTC1 SC36과 IMS GLC가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있다. 그림 Ⅱ-8은 교육
정보 분야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이다.

<그림 Ⅱ-8> 교육정보 분야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
(출처: 교육정보화백서, 2013)
2014년 10월 현재 ISO/IEC JTC1 SC36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Participating
countries가 25개국,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Observing countries가 21개국으로
총 4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표준화 위원회이다. 그림 Ⅱ-9는 ISO/IEC JTC1
SC36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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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ISO/IEC JTC1 SC36의 구성
(출처: SC36 활동에 대한 이슈리포트, 2006)
한국은 기술표준원이 대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기술표준원을 통하여 국
제표준회의에 참석하거나 표준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 표준으
로는 이러닝 용어, 협력학습기술, 학습자정보, 메타데이터 등의 표준이 있다.
SC36에서 2018년 6월에 한국에서 미팅이 계획되어 있다. 표 Ⅱ-13은 SC36 산하
의 워킹그룹과 활동영역에 대한 표이다.
<표 Ⅱ-13> 교육정보 분야(SC36) 국제표준 워킹그룹
워킹그룹

Title

ISO/IEC JTC 1/SC 36/WG 1

Vocabulary

ISO/IEC JTC 1/SC 36/AG 1

Business planning and communications

ISO/IEC JTC 1/SC 36/WG 2

Collaborative technology

ISO/IEC JTC 1/SC 36/WG 3

Learner information

ISO/IEC JTC 1/SC 36/WG 4

Management and delivery of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

ISO/IEC JTC 1/SC 36/WG 5

Quality assurance and descriptive frameworks

ISO/IEC JTC 1/SC 36/WG 6

Platform, Services, and Specification Integration

ISO/IEC JTC 1/SC 36/WG 7

ITLET - Culture, language and individual needs

(출처: http://www.iso.org/iso/iso_technical_committee?commid=4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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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36은 교육정보와 관련된 표준으로 대상은 모든 사용자가 포함된다. SC36에
서는 특히 ICT를 기반으로 교육환경에서 솔루션, 콘텐츠, 서비스 간에 상호 운
용성과 상호 호환성, 재사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규격을 공식적인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현과 적합성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므로 표준화까지는 일반적으로 3년 정도 걸리게
되고, ISO의 표준화 과정은 NP(New Project), CD(Committee Draft), FCD(Final
Committee Draft), FDIS(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IS(International
Standard)의 5단계로 이루어져있다.
SC36은 교육정보기술(IT-LET)의 세부 분야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7
개의 WG와 1개의 AG를 운영하고 있으며 WG간 영역의 중복되지 않고, 프로젝
트의 모호성이나, 향후 발전전략의 부재가 있지 않도록 논의하고 있다.
SC36 WG1은 학습, 교육, 훈련에 대한 정보 기술 용어들에 관한 표준화를 담
당하는 워킹그룹으로서 모든 워킹그룹 중 기본이 된다. WG1의 활동은 2000년
도부터 시작되어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한국 등이 중심이 되어 활동
하고 있다. 2014년 3월 10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WG1은 모든 어휘는 다국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를 기본 요구사항으로
정의하고 있고, ISO/IEC 2382-36 규격에 문서에 어휘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다.
WG는 어휘의 종류를 4가지로 분류하였다.
¡ Current Vocabulary: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휘
¡ Historical Vocabulary: 이전에 사용한 어휘
¡ Internationalized Vocabulary: 제한된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 사용되는 어휘
¡ Local-specific Vocabulary: 특정 지역적 범위에서만 사용되는 어휘

SC36 WG2는 협력학습기술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하는 워킹그룹으로 2001년
12월 하와이 회의에서 일본의 주도로 모두 3개의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현재까
지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야이다. 이
표준은 둘 이상의 온라인 학습, 교육, 그리고 훈련에 적용하여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과 정보교환 모델, 그룹 구조, 협력학습 환경에 참여하는 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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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역할,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를 구체화 하고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SC36 WG3은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 정보(Learner Information)에 관한 표준
화 활동을 수행하여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워킹그룹이다. 2004년에는 학습, 교
육, 훈련 분야의 정보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ISO/IEC 24703:2004 - Information
technology – Participant identifiers)을 최초로 제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주요 표
준화

영역으로는

(participant

참여자

performance

식별자(participant
Information),

identifiers),

참여자

수행정보

참여자의 수행 행렬(description

of

performance metrics), 참여자의 언어 구사 능력(description of Language
capability)등이 있다.

2) IMS GLC
IMS GLC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닝과 관련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0여개 이상의 표준을 발표하였다. 표 Ⅱ-14는 IMS GLC가 발표한 표준 중 추
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Ⅱ-14> IMS 표준화 규격 상태 및 구성
표준명

주요 내용

Access For All
Meta-data

학습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격.
ISO/IEC JTC1 SC36에 제출되어 승인된 규격 - Accessibility의 한
부분

Learner Information 모바일 환경과 같은 시스템 환경, 주변환경적 장애요소 등을 해결
Package
하는 것을 등을 포함하며, 학습 시스템의 사용과 인터페이스에 초
Accessibility for LIP 점을 맞춤 Accessibility규격의 한 부분
Content
Packaging

학습객체들을 조직화 및 구조화 할 수 있도록 정의한 규격이며, 공
유·유통을 위한 패키징 방법

e-Portfolio

학교 - 직장으로의 전이과정에서 포트폴리오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차원의 규격

Learner
Information

학습자 정보(신상, 학습과정, 목표, 성취도 등)의 시스템간 교환을
목적으로 만든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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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Learning
Design

학습 콘텐츠에 적용이 되어 있는 교수학습 방법론을 기술하기 위한
규격

Learning
Resource
Meta-data

IMS Learning Resource Meta-data는 IEEE 표준 1484.12.1.인
Learning ObjectMetadata(LOM)와 연계
※ SCORM 규격에 채택, KEM의 기반

Question and
Test
Interoperability

평가에 대한 데이터와 도구들을 공유하기 위한 표준 규격. IMS QTI
규격은 온라인용 문항, 시험, 문제은행을 인코딩하기 위한 XML 포
맷을 정의

Simple
Sequencing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학습객체들의 순서화를 기술하기 위한 규
격으로서, 일반적으로 콘텐츠 파일의 외부에 XML로 표현됨.
※ SCORM 규격에 포함, 한국에서 활용

Common
Cartridge

이러닝 플랫폼 및 출판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
츠 공개 표준포맷으로서, 콘텐츠와 평가문항, 협력학습활동, 학습
용 S/W 들을 연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음

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이러닝 플랫폼과 전문화된 서드 파티(third party) 제품들 간의 유기
적인 연계작업을 위한 표준화 방안
(출처: KERIS 이슈리포트, 2011)

IMS GLC에서 발표한 항목들은 국내에서 활용하고 있고, 접근성 규격은
ISO/IEC JTC1 SC36에서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다음은 IMS GLC에서 발표
한 표준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다.

가) Common Cartridge
이러닝 표준 중 가장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것은 SCORM으로 SCORM은 이기
종 간에 상호 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서비스를 표준화 한 것이다.
SCORM은 기본적으로 개별학습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IMS GLC는 정확한 평가,
협력학습, 다양한 학습도구의 사용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SCORM의 표준보다
더 넓은 범위의 표준을 개발하였다. Common Cartridge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그림 Ⅱ-10은 Common Cartridge의 주요 내용을 도식화 한 것이고, 그
림 Ⅱ-11은 Common Cartridge Runtime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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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터넷 상의 웹 콘텐츠까지도 활용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외부에 존재하는 평가문항을 활용할 수 있으며, 검사 문황과 관
련 콘텐츠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문항 등록 형식과 검사 결과 제시 등의 정보
를 정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닝 콘텐츠 개발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서 운용하는 문제은행 항목을 불러와 학습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학습용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다. 기존의
콘텐츠에서는 외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는 있지만, 이 프로그램에 관련 정보
를 전송하거나 학습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동안 생성된 자료를 가져올 수
없었다. 이에 비해 학습도구 상호운용성 규격은 외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도
데이터 교환도 가능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그림 Ⅱ-10> Common Cartrige의 주요 내용
(출처: http://www.imsglobal.org/cc/ccv1p3/imscc_Implementation-v1p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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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1> Common Cartridge Runtime Model
(출처: http://www.imsglobal.org/cc/ccv1p3/imscc_Implementation-v1p3.html)
Common Cartridge의 개발에는 35개 이상의 정식회원을 포함하여 80개 이상
의 회원이 참여하였고, Common Cartridge v1.0은 2008년 10월에 발표되었으며
2014년 5월 30일에 v1.3이 가장 최근에 공개되었다.
IMS GLC는 Common Cartridge를 통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호운용
성이 보장되는 디지털 교과목 자료를 표현하는 표준을 제시하는 것과 모듈 형
태로 웹을 통해 배포 가능한 상호작용인 온라인 교과목 자료와 전자책을 위한
새로운 모형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을 제시하였다. 표 Ⅱ-15는 Common
Cartridge에 담고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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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5> Common Cartridge에 담고 있는 IMS 표준
구분

IMS 표준

세부 설명

1

시스템 간 내용을 교환하기 위한 형식
(IMS Common Cartridge)

디지털 학습자료와 이의 조직에 대한
공통적인 방법으로 내용이 Manifest로
표현되고, 구성 요소는 교환되는 패키지에
내장 또는 외장될 수 있음

2

카트리지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기술하는 메타데이터 표준
(IMS Learning Object Metadata)

-

3

검사문항, 검사, 평가를 위한 표준
(IMS Question and Test
Interoperability)

학습 시스템이 평가를 가져와서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문제은행이
포함되어 있음

4

외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자료를
교환하기 위한 표준
(IMS Basic 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제3자가 만든 외부 프로그램을 내장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5

학생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온라인
토론을 위한 스키마

-

6

웹 링크를 포함시키기 위한 스키마

-

7

패키지의 개별 요소에 대한 허가 표준
(IMS Authorization Web Service)

저작권이 보호된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그렇지 않은 자료와
함께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
(출처: KERIS 이슈리포트, 2011)

나) 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또는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에서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이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LMS
를 수정하거나 개정하면 이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도 수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다.

- 62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MS GLC는 LMS를 위한 연결 프로그램을 대
신하는 규격을 개발하였고, 이 규격이 LTI(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이고,
2014년 4월에 v1.2가 최종 발표되었다. LTI는 두 가지 통합 양식이 정의되어 있
다. 그림 Ⅱ-12는 LTI 개요이다.

<그림 Ⅱ-12> LTI 개요
(출처: http://www.imsglobal.org/lti/ltiv1p2pd/ltiIMGv1p2pd.html)

다) Learning Design
IMS

GLC는

OUNL(Open

University

of

the

Netherlands)이

제출한

EML(Educational Modeling Language)을 바탕으로 기존 규격을 확장하는 형태인
LD(Learning Design) 규격을 개발하였다. OUNL이 제출한 EML은 교수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교수법에 공통점을 찾아서 이를 이러닝 콘텐츠에 통합하기
위한 언어이다. LD는 다양한 형태의 교수법을 지원하면서 이러닝 자료의 상호
운용성과 교환을 보장하고, IMS GLC의 CC, LTI 등과 연계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었다. LD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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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완전성(Completeness): 규격은 학습단위로 교수-학습 과정을 완전하게 기술
해야 한다. 여기에는 교수-학습 과정에 필요한 6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학
습자, 교수자 모두의 교육활동을 통합,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학습자원과
서비스 통합, 다양한 교수법 지원, 단일·복수 사용자 학습모델 지원, 순수
온라인 학습뿐만 아니라 혼합형 학습도 지원과 같은 디지털, 비디지털 학습
객체와 서비스에 대한 참조이다.
➁ 교수법 적용의 유연성(Pedagogical Flexibility): 규격은 학습단위의 맥락 내에
서 각기 다른 데이터 요소들의 교수적 의미와 기능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
다. 특정 교수접근 방식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교수법을 기
술하는데 유연해야 한다.
➂ 개인화(Personalization): 규격은 학습 설계 안에 개인적 양상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학습단위 내의 콘텐츠와 학습활동이 사용자의 선호도, 학습
이력, 선행지식, 교육적 필요, 상황적 환경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또한, 환경
적응에 대한 제어권한은 학생, 교수자, 컴퓨터, 학습설계자가 요구하는 시간
에 부여되어야 한다.
➃ 형식성(Formalization): 규격은 학습단위의 맥락 내에서 일정한 형식으로 학습
설계를 기술하여, 자동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➄ 재현성(Reproducibility): 규격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실행 가능한 추상적인 학습 설계를 기술하여야 한다.
➅ 상호운용성(Interoperablility): 규격은 학습 설계 간의 상호운용성을 지원해야
한다.
➆ 호환성(Compatibility): 규격은 가용한 표준과 규격을 활용하며, IMS 콘텐츠 패
키징, IMS QTI, IMS/LOM Meta-data, IMS Simple Sequencing을 이용한다.
➇ 재사용성(Reusability): 규격은 학습산출물의 식별, 분리, 비맥락화, 교환이 가
능해야 하며다른 맥락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IMS GLC의 LD 정보모델에는 7가지 유형의 구성요소가 규정되어 있고,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➀ 역할(Role): 학습활동에 따라 달라지며, 방법(Method)이나 통보(Notification)
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실제 구현 시는 디폴트로 학습자와 지원자의 역할
로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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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속성그룹(Property-group): 속성들이 통합된 그룹을 의미한다.
➂ 속성(Properties): B수준, C수준에서 활용되며, 사용자와 역할을 정의함으로써
개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한 요소이다. 즉, 모니터링이나 개인화, 평가,
상호작용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사용자 자신이나 관리자
등의 다른 사람이 속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지역특성, 지역-개인 특성,
지역-역할 특성, 전역-개인 특성, 전역 특성의 5 가지 유형을 지원하고 있다.
➃ 활동구조(activities structure): 일련의 활동들이 통합된 구조를 의미한다. 학
습활동, 서비스 활동, 다른 활동구조, 혹은 다른 학습단위를 참조할 수 있다.
➄ 활동(Activities): 학습설계 규격이 정의한 학습 순서 모형의 핵심적 구조요소
중 하나로써, 학습객체와 서비스, 역할 간의 연결을 형성한다. 활동은 학습활
동과 지원활동으로 구분된다.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자들은 하나의 막(acts)
내에서 활동을 수행한다.
➅ 환경(Environment): 학습객체(Learning object)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이 일어나는 곳으로써, 활동을 기술할 때에는 해당 환경 내에서 유효한
객체와 서비스들을 참조하게 된다.
➆ 학습결과(Outcome): 학습결과는 통보(Notification)를 시작시킬 수 있는데, 정
보모델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IMS GLC의 LD는 세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A 수준은 규격에서 학습설계
의 기본적인 자원으로서 사람과, 그들의 역할, 방법과 활동 및 환경 등과 같은
핵심적인 어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B 수준에는 속성과 조건이 추가되어 보다
정교한 계열화와 상호작용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C 수준에서는 B 수준에
통보(Notification)를 추가하여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Ⅱ-13은
레벨 A 수준의 개념적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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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3> IMS GLC의 LD 레벨 A 수준의 개념적 모형
(출처: http://www.imsglobal.org/learningdesign/ldv1p0/imsld_infov1p0.html)

3)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
공유가능 콘텐츠 객체 참조 모델(SCORM) 2004는 학습 콘텐츠를 위한 일반적
인 웹 기반의 “콘텐츠 통합 모델(CAM)”과 “실행환경(RTE)”에 근거하고 있
다.
SCORM을 개정한 SCORM2004는 개념의 명료화 요구 사항의 명료화, 표준화/
스펙화 노력에 따른 변화, ADL 커뮤니티의 최적합 사례, 개선 사항, 버그 수정
등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➀ 콘텐츠 객체 정보교환을 위한 IEEE 데이터 모델
➁ 실행 서비스 정보교환 컨텐츠 용 IEEE ECMAScript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➂ IEEE 학습 객체 메타데이터(LOM)
➃ 학습 객체 메타데이터 데이터 모델 용 IEEE XML 스키마 바인딩
➄ IMS 콘텐츠 패키징
➅ IMS 심플 시퀀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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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객체 형태의 학습 콘텐츠를 널리 사용하게 될 때 ITS의 발전은 더욱 가
속화될 것이다. 이들 객체가 구성되고 특히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의 집합체가
확대될 때 그림과 같이 실시간으로 요구조건에 맞춘 발견, 선택, 조합에 활용될
수 있다. 그림 Ⅱ-14는 ADL 이니셔티브 비전이다.

<그림 Ⅱ-14> ADL 이니셔티브 비전
(출처: SCORM, 2004)
중앙의 흑색상자로 표시된 서버는 콘텐츠 구성 작업을 담당하고, 서버는 지
능형 개인 교수/결정 지원 시스템 능력을 획득하고 개별화된 적응형 교수를 제
공한다.
지능형 개인 교수 시스템(ITS)과 ADL 이니셔티브의 장기적 비전은 다음과 같
은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양자 모두 실시간으로 요구 조건에 맞게 학습 콘텐츠를 구성하고 제공하
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양자 모두 콘텐츠, 순서, 난이도, 추상화 정도, 스타일 등을 사용자의 의
도, 배경, 요구에 맞춘다.
¡ 양자 모두 학습이나 의사 결정을 돕는데 똑같이 이용될 수 있다.
¡ 양자 모두 시스템이나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문을 하거나 자연어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상호주도형 대화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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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 모두 교수(혹은 의사 결정)에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가능
한 교수 객체를 잘 활용한다.

SCORM은 웹을 일차적인 교수 전달 미디어로 겨냥하고, 웹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접근성과 네트워크 정보교환의 필요성이 낮은 다른 교수 환경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담당하였다. 웹이 발전함에
따라 SCORM도 발전하게 되었고 SCORM2004에서는 콘텐츠 객체와 학습자의 상
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I), 이러한 정보를 표현하는 정의된 데이터 모델, 학습 콘텐츠의 호환성을 보
장하기 위한 콘텐츠 패키징 스펙, 학습 콘텐츠를 정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메타 데이터 엘리먼트, 학습 콘텐츠 구성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시퀀싱
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SCORM이 표준화를 통하여 컴퓨터 기반 교수와 지능형 개인 교수 시스템 양
측의 연구자들은 유사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 재사용이 가능한 학습 객
체 정의, 새로운 콘텐츠 모델 개발, 학습자 평가 모델 개발, 새로운 콘텐츠 시
퀀싱 모델 구성, 학습 “지식” 저장소 구성의 5가지 문제들은 SCORM과 같은
기존의 작업에 기반을 둔 확대된 새로운 스펙의 필요성을 높인다.
미 국방성은 ADL 이니셔티브의 프로토타입, 도구,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평가하는데 정보 교환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Alexandria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 Co-Lab(Co-Laboratory)를 설립했다. 그림 Ⅱ-15는 Co-Lab
의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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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5> ADL Co-Lab 운영
(출처: SCORM, 2004)
ADL Co-Lab Network는 가능한 넓은 범위의 교수 환경 내에서 특정 교수 방법
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학습 기술을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을 준다.
¡ 학습자 개개인의 요구에 맞도록 교수 속도, 콘텐츠, 시퀀스, 형태를 조절
하여 학습자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하고 취약한 부분을 도와주는데 역점을
둔다.
¡ 기존의 교수 기관들 내에서 기술을 통합하고 이들 기관이 기술 투자에 있
어서 최고의 결과를 올리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 ADL이 제공하는 성취도 지원 기능과 교육 및 훈련을 조절한다.
¡ 지능형 교수, 튜토리얼 시뮬레이션, 가상 현실,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및
게임 등과 같이 교수법에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혜택
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교수 기법을 설계한다.
¡ 교수 프로그램의 비용과 효과를 평가한다.
¡ 학습자의 능력과 성취도를 측정하고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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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M은 웹 기반 학습 환경의 기술적 기반을 정의하고, 학습 콘텐츠와 시스
템의 높은 수준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상호 연결된 기술 표준, 스
펙, 지침을 참조하는 모델이다. SCORM은 학습자의 목표, 선호도, 성취도 및 교
수 기법 등 기타 요소들에 따른 적응형 교수를 지원하는 학습 객체를 위한
‘콘텐츠 통합 모델’, ‘실행 환경’,‘시퀀싱과 네이게이션’을 정의한다.
LMS는 학습 콘텐츠, 학습자 진도, 학습자 상호작용을 전달하고, 추격 및 보
고,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기능 전체이다. 그림 Ⅱ-16은 학습 관리 시스템에서
가능한 컴포넌트나 서비스의 가능성이 있는 일반화된 모델을 나타낸다.

<그림 Ⅱ-16> LMS 일반화 모델
(출처: SCORM, 2004)
SCORM에서의 LMS는 학습 콘텐츠를 학생에게 전달하고 관리하는 핵심 기능
을 제공하는 서버 환경을 의미한다. SCORM은 코스, 모듈, 챕터, 숙제 등과 같
은 교수 단위를 구성하기 위해 결합된 비교적 작고 재사용이 가능한 콘텐츠 객
체로 형성된 학습 콘텐츠를 지원한다.
SCORM은 이러닝 커뮤니티 전체에 걸쳐 이용할 수 있는 일관된 실행 방법을
명시하기 위해 단일 참조모델 내에서, IMS, AICC, ARIADNE, IEEE LTSC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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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그룹의 기술 개발을 통합하고 있다. SCORM의 문서들은 독자적으로 이용
할 수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실행 환경 문서는 콘텐츠와
LMS 간의 정보 교환을 다루고 있으나 콘텐츠 객체들의 유형도 언급하고 있다.
그림 Ⅱ-17은 SCORM 문서 구성이며, 표 Ⅱ-16은 문서들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
고 있다.

<그림 Ⅱ-17> SCORM 문서 구성
(출처: SCORM,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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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6> SCORM Book Coverage
SCORM
Book

내용

주요 기술

중복 부분

높은 수준의
개념정보

다수의 고차원적
SCORM 용어 소개

콘텐츠 통합 모델(CAM),
실행 환경(RTE), 시퀀싱
및 네비게이션(SN)과
중복

콘텐츠 통합
모델(CAM)

학습 객체의
조합, 레이블링,
패키징

SCO, Asset,
콘텐츠통합, 패키지,
패키지 교환 파일(PIF),
메타 데이터,
매니페스트, 시퀀싱
정보, 네비게이션 정보

SCO와 매니페스트.
SCO는 실행
환경(RTE)을 통해 LMS과
정보를 교환한다.
매니페스트는 시퀀싱 및
네비게이션 정보를 담고
있다.

실행
환경(RTE)

LMS의 실행
환경(RTE)
관리는 실행,
LMS 정보 교환
콘텐츠, 추적,
데이터이전,
에러 처리를
포함한다.

API, AP 인스턴스실행,
세션 방법, 데이터 이전
방법, 지원 방법,
템포럴(temporal) 모델,
실행 데이터 모델

SCO는 콘텐츠
통합모델(CAM)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실행환경(RTE)을
이용하는 콘텐츠
객체이다.

시퀀싱 객체와
네비게이션

활동 트리, 학습 활동,
시퀀싱 정보,
네비게이션 정보,
네비게이션 데이터 모델

시퀀싱과 네비게이션은
콘텐츠가
매니페스트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시퀀싱과
네비게이션(
SN)

(출처: SCORM 2004)
SCORM 콘텐츠 통합 모델 CAM(Content Aggregation Model) 문서는 학습 경
험에 사용되는 컴포넌트를 다룬다. 시스템 간에 컴포넌트를 교환하기 위해 어
떻게 패키징을 할 것인지, 검색 및 발견을 위해 어떻게 컴포넌트를 정의할 것
인지, 컴포넌트의 시퀀싱 규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콘텐츠
통합 모델은 일관된 저장, 레이블링, 패키징, 교환 및 콘텐츠 발견을 추구하고
또한 콘텐츠 통합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건과 의무 사항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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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콘텐츠 패키지는 매니페스트에서 정의된 콘텐츠 구성에 따라 콘
텐츠 객체를 묶는다. SCORM 콘텐츠 패키지는 코스, 레슨, 모듈이나 연관된 집
합이다. SCORM 콘텐츠 패키지의 필수적인 부분인 매니페스트는 XML 기반의
파일로 정의된다. ‘패키지 명시표’와 유사한 파일은 해당 패키지의 콘텐츠를
기술하며 콘텐츠 구성에 대한 선택적 기술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림 Ⅱ-18은 개
념적 콘텐츠 패키지에 대한 구조이다.

<그림 Ⅱ-18> 개념적 콘텐츠 패키지
(출처: SCORM, 2004)
SCORM 콘텐츠 패키지는 LMS가 어떻게 콘텐츠 패키지와 그 내용을 처리하
는가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일부는 SCORM 실행 환경 모델에 의
해 이용된다.

4) IEEE LTSC
IEEE/LTSC에는 약 20여개 이상의 연구그룹(Working Group)이 활동해왔다. 이
그룹들은 일반 활동, 학습자 관련활동, 콘텐츠 관련 활동,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학습관리시스템과 응용 등 5개 영역으로 분류되어 활동하였으나 대부분의 프로
젝트들은 종료되었거나 중지된 상태이다.
표 Ⅱ-17은 IEEE/LTSC에서 추진되어 온 대표적인 표준들의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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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7> IEEE LTSC 표준과 내용
표준명

주요 내용

Data Model for Content
Object Communication

콘텐츠 오브젝트와 런타임 서비스 (RTS) 사이의 데이터
요소들과 그 값의 교환을 지원하는 데이터 모델을 설명

Learning Technology
System Architecture

학습, 교육, 훈련시스템을 지원하는 높은 수준의 시스템
설계

Learning Object
Metadata
ECMAScript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for Content to Runtime
Services
Communication
Quality System for
Technology-Based
Life-Long Learning

학습 객체 메타데이터에 대한 XML 스키마 정의 언어

학습 관리 시스템, 런타임 서비스, 학습 콘텐츠,
ECMAScipt, ECMAScript API, 컴퓨터 관리 교육 등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적용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에 초점을 둔 필요 요소 규정

Corrigendum

IEEE Std 1484.12.1.-2002의 기술적 오류, 편집상의 오
류 및 누락 수정

Conceptual Model for
Resource Aggregation
for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

학습,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자원의 디지털 집합에 구체
화된 표준을 해석하는 개념 모델을 정의

Data Model for Content
to Learning
Management System
Communication

콘텐츠 오브젝트와 런타임 서비스 (RTS) 사이의 데이터
요소들과 그 값의 교환을 지원하는 데이터 모델을 설명
–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자의 콘텐츠 객체를 제공

Multimedia Framework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안의 요소와 속성 정의
(출처: http://ieeexplore.ieee.org/)

IEEE의 LTSC에서 개발된 이러닝 표준안들은 공식적인 인증절차를 통해 국제
표준이 되고,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다양한 표준화 관련 기구들의 참여에 의해
서 개발된다. 표 Ⅱ-18은 JTC1 SC36, IEEE LTSC, IMS GLC, ADL의 활동 영역
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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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8> 주요 이러닝 표준화 단체 및 활동 영역
기관명

ISO/IE
C
(JTC1
/
SC36)

주요활동영역
WG
WG
WG
WG

비고

1:
2:
3:
4:

Vocabulary
- 학습, 교육, 훈련을 위한 정보기
Collaborative Technology
술을 주제로 해당 분야 정보기
Learner Information
술의 표준화 연구 수행
Management and Delivery of
- 한국은 의결권이 있는 P-멤버
learning, education
로 활동중이며, 기술표준원에
WG 5: Quality Assurance and Descriptive
서 SC36 한국 위원회 운영 중
Frameworks
WG 6: Platform, Services, and
Specification Integration
WG 7: ITLET - Culture, language and
individual needs

IEEE/
LTSC

WG 1: Architecture & Reference Model - IEEE의 학습기술 관련 표준 인
WG 4: Digital Rights Expression Language
증, 권고사항 및 지침제시 등의
WG 11: Computer Managed Instruction
기능을 담당하는 하위 분과
WG 12: Learning Object Metadata(LOM) -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
WG 20: Competency Definition
는 메타데이터 규격인 LOM
v1.0 개발

IMS
GLC

․ Accessibility
․ Reusable Definition of Competency or
Educational Objective Specification
․ Content Packaging
․ Digital Repositories Interoperability
․ Enterprise
․ Enterprise Service
․ ePortfolio
․ General Web Service
․ Learner Information Package
․ Learning Design
․ Metadata
․ Question and Test Interoperability
․ Resource List Interoperability
․ Sharable State Persistence
․ Simple Sequencing
․ Vocabulary Definition Exchange
․ Learning Information Service
․ 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 Common Cart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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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USE로부터 시작된 기
업체, 연구기관, 정부기관간의
합동 프로젝트 성격의 연구 협
의체. 다양한 기관들(교육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 250여 기관
이상 이 등록)과 유기적인 관계
를 맺으면서 가장 광범위한 표
준화 분야에서 규격을 연구. 개
발 하고 있음
※ SCORM 규격의 실질적인
원천이라 할 수 있음

ADL

․ SCORM 2004
- Content Aggregation Model
- Run-Time Environment
- Sequencing & Navigation

- 콘텐츠 구조화, 학습관리, 학습
자원의 순서화 규격 등 이러닝
에 필요한 핵심 규격의 참조 모
델을 제시
- ADL Co-Lab, ADL Academic
Co-Lab 등 협력관계를 넓히는
중
(출처: KERIS 이슈리포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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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내 이러닝 표준 개발 현황 및 적용 사례
이러닝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지식을 가공한 학습으로도 보며, 이를 산업에 접
목하는 이러닝산업은 교육의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거리나 장소의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군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이러닝산업은 세계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정보기술과 인프라가 패러다임의 변화와 수요창출을 견인하고 있어
향후 국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국가산업
의 지식정보화와 우수 산업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의 보완과 평생교육의 실현을
지원하여 지역간․계층간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구현과 국가 전
반의 창의적인 지식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최근 공공기관과 대학에서는 표준화된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 사업이 늘어나
고 있는 추세이며, 초·중등 교육분야에서는 사이버가정학습체제 및 디지털교과서
사업으로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고등교육분야는 7개 지역 거점의
대학이러닝지원센터에서, 평생교육분야는 17개 사이버대학에서, 기업교육분야는 기
업별 직무교육 및 위탁교육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3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보
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내 이러닝 콘텐츠 사업자 수는 382개로 이 중 표준
기술의 적용비율은 28.5%이고, 이러닝 솔루션 사업자 수는 194개로 57.5%, 서비스
사업자 수는 1,073개로 이 중 43.4%가 표준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콘텐츠
는 솔루션과 서비스에 비해 표준화의 진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용된
표준기술의 종류와 활용성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 결과는 함께 제시되지 않아
제시된 비율 만으로 국내 이러닝 산업의 표준 적용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글로벌 이러닝 표준으로는 정부와 대학에서의 이러닝 관
련 용역에서 꾸준히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SCORM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 EPUB, 메타데이터와 콘텐츠 패키징, 품질인증 관련 표준 등을 적용하고 있다.

1. 국내 이러닝 표준 추진체계
국내에서는 이러닝산업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에 의해 산업
통산자원부에서 이러닝산업발전을 위한 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 등과 품질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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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러닝에 관한 표준화 및 품질인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교육학술정
보원 등의 기관이 대행하고 있다. 교육부와 산업부에서는 국제표준기구·단체(ISO,
ADL, IMS, IDPF 등)와 공동연구, 협력사업 등을 통해 국내 이러닝 표준에 국제표준
반영을 추진하고, 표준개발위원회를 운영하여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국가표준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표준개발 협력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문서처리언어분야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육정보 분야는 한국교육학술정
보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각각 학술과 산업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 중에 있다.
단체표준 이러닝 분야는 IMS GLC(Global Learning Consortium)의 대응거점 단체인
IMS Korea 표준화포럼이 이러닝 표준 개발과 적용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전자책표
준화 포럼에서 전자출판 표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PG608위원회에서 콘텐츠 유통
과 보안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닝 표준 추진 기관별 역할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국내 이러닝 표준 추진 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산업부(기술표준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이러닝․전자출판 관련 정책 수립 및 법․제도적 지원
- 국제/국가표준 총괄 및 표준기술력향상 사업 주관
- 지식경제 표준화 R&D 기획 및 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이러닝 및 전자출판 국가표준 총괄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운영
국제 민간 표준 단체 대응(IMS, IDPF)
이러닝 및 전자출판 표준화 R&D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단체표준 포럼 운영 기획 및 지원
- 단체표준 심의 및 제정

시도 교육청 및 교육 기관

- 표준화 포럼 참여
- 표준 적용 및 활용 사례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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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닝 표준화 주요 항목
국내에서의 이러닝 표준화는 디지터교과서와 관련된 전자출판을 포함한다.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의 “ICT 표준화전략맵(2014)” 보고서의 연도별 표준화 주요현황
은 그림 Ⅲ-1과 같다. 또한 전자출판과 이러닝 분야의 표준은 디지털교과서와 학습
분석 등 융합형 서비스를 목적으로 연계하여 표준화 항목을 구분하고, 각 구분별
향후 글로벌 표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표준화 내용은 표 Ⅲ-2와 같다.

<그림 Ⅲ-1> 전자출판과 이러닝의 연도별 표준화 주요현황
(출처: TTA ICT 표준화전략맵,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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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글로벌 표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표준화 항목
구분 표준화 항목
전
자
출
판

표준화 내용

표준화 표준화
기구
전략

전자출판
콘텐츠 표현
기술

- HTML5와 CSS3 등 새로운 웹 기술을 이용한
인터액티브한 콘텐츠 표현 요구
- 멀티미디어, 웹 링크 등 외부자원을 호출 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
- 메모, 하이라이트, 사용자 주석처리 등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관리할 수 있는 기능
- 표준화된 패키지를 어떤 뷰어에서든지 인식하
고 표현할 수 있는 구조

JTC1
SC34

차세대
공략

모바일
광고와
연계한
e-매거진
표현 기술

- 개방형 폰트 전달 포맷(Open Font Format) 등
폰트를 독립적으로 전달하거나 대체 폰트를 정
의하는 표준
- e-매거진 포맷과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연계해
서 저장된 또는 실시간 광고 표현 표준

JTC1
SC34

차세대
공략

전자출판물
인증 및
유통 기술

- 출판 메타데이터인 ONIX, 디지털 자원을 위한
보편적 메타데이터인 Dublin
- Core 등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전자출판물 구조
- 마켓에서 개인 구매고객과 기업과 기업 간 거
래 관계를 인증할 수 있는 표준 체계
- 개인 및 기업 단위 고객 간 라이센스 인증 및
과금을 위한 유통정보 공유

ANSI
,
EDitE
UR,
IDPF
, ISO

방어적
수용

전자책
접근성 기술

-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음성도서와 전자출
판 표준을 통합해서 동시출간을 기술적으로 지
원

IDPF
,JTC
1
SC34
,
W3C

방어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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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항목
이
러
닝

표준화 내용

표준화 표준화
기구
전략

교육용
전자책 표현
기술 (교과서,
교재 등)

- 전자책에 온라인 평가, 학습용 SW 호출 등 이
러닝 자원을 삽입 또는 연계하는 표준
* 전자출판 콘텐츠 표현 기술 적용

JTC1
++++
+++S
C36
/
SC34

적극
공략

온라인
콘텐츠 표현
및 전달
기술

- 개방형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한 구조정보로서,
웹 페이지, 학습용 SW 호출, 온라인 포럼, 온라
인 평가 등의 기능을 모듈 단위로 연계
- 관련 표준인 IMS Common Cartridge에는 Question
& Test Interoperability(QTI) 및 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LTI) 등 독립된 표준의 핵심 부
분을 참조하여 재정의함으로써 하나의 규격서
로 통합

JTC1
SC36

다각화
협력

실감형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 교육목적의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위해 관련
기술인 멀티미디어 및 그래픽스 기술의 응용
프로파일 및 가이드라인 표준

JTC1
SC24

다각화
협력

문제은행 및
온라인 평가
기술

- 평가시스템에서 응시자에게 문항 또는 시험을
전달하는 시점부터 응시, 피드백 제공, 결과 제
출 단계까지의 프로세스를 생명주기 관점에서
표현하는 기술
- 채점/분석 등 관리 시스템과 연계

JTC1
SC36

적극
공략

협력학습 및
지원 기술

- 소셜네트워크, 위키, 온라인 포럼 등 학습 플랫
폼에 설치되지 않은 협업 SW 활용 기술

JTC1
SC36

적극
공략

수업/학습
관리

- 학습 자원, 대상 학습자 등이 연계된 수업 일정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정보모델
- 학습 플랫폼에 독립적인 수업정보 API
- 학습 또는 수업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모
델
- 학습결과를 학사관리시스템 전달할 수 있는 정보
모델

JTC1
SC36

다각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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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항목

표준화 내용

표준화 표준화
기구
전략

써드파티
학습용 소프
트웨어 연동
기술

- 학습 플랫폼 내부 및 외부에 존재하는 (설치되
지 않은) 학습용 SW를 호출하고 데이터를 상호
운용할 수 있는 표준
- 상업용 SW 사용을 위해 라이센스에 대한 인증
체계를 포함

JTC1
SC36

다각화
협력

학습자
프로파일
관리

- OAuth와 같은 웹 기반 인증방식으로 독립적인
서비스 간 상호인증 체계 구축
- 학습자의 이력, 목표, 성취도 기록 및 관리, 학
습 경험 유도, 학습자의 학습 기회 파악 등을
표현

JTC1
SC36

방어적
수용

e-포트폴리
오 표현 및
관리 기술

- 학습자 프로파일과 연계해서 성적, 자격증 등
학습활동의 결과들을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정보 모델

JTC1
SC36

차세대
공략

이러닝
접근성

- 디지털 자원이나 서비스에 접근할 때 사용자의
요구 및 선호도를 기술하는 공통의 정보모델을
이용하여, 메타데이터를 매칭하는 방식의 접근
성 표준

JTC1
SC36

방어적
수용

품질인증
기준 및
가이드라인

- 스마트 디바이스 및 모바일 환경 기반의 콘텐
츠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 및 가이드
라인

JTC1
SC36

적극
공략

학습 분석
기술

- 교육 분야의 빅데이터로서 정형 또는 비정형적
인 학습활동으로 수집된 데이터 표현 및 분석
기준 등

JTC1
SC36

차세대
공략

(출처: TTA ICT 표준화전략맵, 2014)

가. 이러닝 콘텐츠
이러닝 콘텐츠 표준으로 대표적인 기술인 SCORM의 스펙은 Overview, CAM,
RTE, S&N 등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Overview는 전체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
한 부분이고, CAM(Contents Aggregation Model)은 콘텐츠 통합 모델로 콘텐츠 모
델에 대한 설명 부분이다. CAM에는 Manifest, SCO(Sharable Content Object),
ASSET, Aggregation, Metadata 등을 포함하며, Manifest 파일과 Metadata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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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SCORM 콘텐츠에 포함되는 정보로 콘텐츠를 개발할 때 포함해야 하는 부
분이다. 목차를 정리해 놓은 파일이 manifest 파일이라 할 수 있으며, IMS 규격을
따르므로 파일명은 Imsmanifest.xml이 된다. 장이나 절을 XML 태그를 이용하여
나타내고 페이지 대신 각 장/절의 첫 파일의 경로를 표현한다. Metadata란 데이
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로 각각의 목차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할 경우 활용하게
된다.
RTE(Run-Time Environment)은 실행환경에 대한 부분이다. 콘텐츠에서 학습진
도율이나, 학습시간 등을 처리할 때 시스템을 직접 호출해서 처리한 경우 그 콘
텐츠는 다른 시스템에 탑재할 때 학습진도율이나 시간 등이 처리 되지 않아 콘텐
츠를 수정해서 다시 만드는 수 밖에 없다. SCORM에서는 콘텐츠의 공유를 중요
시 하여 일반적으로 콘텐츠에 대해 처리해야 하는 정보를 정리하고 이것을 처리
하도록 시스템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바로 실행환경이라하며, 콘텐츠
에 대해 처리해야 하는 정보를 XML 형태로 정리하고, 이것을 CMI Data Model이
라 한다.
S&N(Sequencing & Navigation)은 시퀀싱과 네비게이션에 대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콘텐츠 내의 문제를 풀고 80점 이상이면 다음 학습으로 이동하고, 80점 미
만이면 보충학습을 더 보도록 구성하거나 일정 점수 미만이면 이전 콘텐츠를 재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식의 학습 진행 방식을 시퀀싱이라 하고, 시퀀싱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네비게이션이라 한다. 콘텐츠가 독립적이고 공유 가능하려면 이러
한 시퀀싱 정보는 콘텐츠에 정의되어야 하며, 시스템은 어떤 콘텐츠의 시퀀싱이
전달되더라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SCORM 기술을 적용한 사례는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 대학 등 다양하며, 이
러닝 콘텐츠 개발사 중 하나인 A사의 SCORM 적용 사업내용을 참고하면 표 Ⅲ-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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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SCORM 적용 개발 사례
사업내용

발주처

특징

SCORM LMS 구축, 콘텐츠
제작

서울대
성폭력상담소

SCORM LCMS 및 홈페이지

SCORM LCMS/CDMS 구축

한국에듀평생교육

학점은행인가용

원격평생교육시스템

한영신학대학교

자이닉스연동, SCORM 적용

영재교육원 이러닝

대전
사이버영재교육원

SCORM LCMS

SCORM LCMS 구축

(주)코리아폴리스쿨

컨설팅 및 LCMS 구축

대학용 LMS/LCMS
솔루션개발

(주)노아테크놀로지

SCORM 2004 LCMS 기술
전수

SCORM 2004 인증, LCMS
구축

(주)EDUCASIA

SCORM 2004 Adopter 인증
확인

경기여성능력개발인력센터

경기도청

LMS/LCMS SCORM 지원

금융연수원이러닝 시스템
리뉴얼

금융연수원

LMS/LCMS SCORM 지원
(출처: http://www.edumgt.co.kr/dd.html)

나. 디지털교과서
1) EPUB(Electronic Publication)
EPUB은 전자출판을 위해 개발된 기술표준으로서 최초 개발기구는 마이크로
소프트와 애플, 구글 등 전 세계 전자출판 관련 회원사가 참여한 민간 컨소시
엄인 국제디지털출판포럼 IDPF(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이며, 단행
본, 잡지, 간행물 또는 다른 유형의 출판물로 표현되는 웹 콘텐츠를 가장 신뢰
성 있게 패키징할 수 있고, 온/오프라인에서 유통·활용될 수 있어 사실상 표준
으로 점차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IDPF는 2011년 EPUB 3.0 표준을 제정한 이
후 2013년 11월 EPUB 3.0.1을 공개하였으며, EPUB 3.0의 구성 요소는 표 III-4
와 같다. EPUB 3.0 표준은 식별자, 메타데이터, 전자책 표현, 구조화, 유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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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패키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표준 세트로서, 멀티미디어 요소를 포함한
인터랙티브한 전자책 제작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표 Ⅲ-4> EPUB3 구성 요소
No

구분

내용

1

EPUB3 Overview

EPUB 3.0 개요 설명

2

EPUB Publications 3

출판 레벨의 의미론적, 계층적 적합성 요
구사항 정의

3

EPUB Content Documents 3

출판
콘텐츠에
사용하기
위한
XHTML(HTML5), SVG 및 CSS 등 프로파
일을 정의

4

EPUB OpenContainerFormat 3

유통을 위한 하나의 파일(ZIP) 형태로 자
료를 캡슐화하기 위한 처리 형식과 파일
포맷 정의

5

EPUB Media Overlays 3

텍스트와 오디오 동기화를 위한 처리 형
식과 포맷을 정의

6

EPUB Canonical Fragment
Identifier (epubcfi)

개체 식별자 사용을 통해 EPUB 출판물 내
에서 다양한 자료를 참조하는 방법 정의
(출처: TTA 국내표준화기구동향, 2013)

EPUB 표준의 현재 버전인 EPUB 3.0.1은 전반적인 EPUB 출판물의 중요한 구
성 요소를 표 III-5와 같이 4개의 명세서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다. EPUB 3.0.1
사양은 기존 표준 사양보다 복잡한 레이아웃, 리치 미디어 및 상호 작용, 글로
벌 타이포그래피 기능을 포함한 출판물에 대한 다양한 요구 사항을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되었다. 이 외에도 EPUB 3.0.1은 교육적 요소의
속성과 어휘가 추가되거나 보완되었다.
향후, EPUB 3.0.1 표준이 시장에 전파되면 일반 전자책과 잡지, 교육용 과학
서적, 전문 서적 등 다양한 전자출판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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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EPUB 3.0.1의 구성
구분

설명

The EPUB 3 Overview

EPUB 개요와 EPUB3 문서의 나머지 부분의 로드맵을
제공

EPUB Content Documents
3.0.1

EPUB을 출판물의 맥락에서 사용하기 위해 XHTML,
SVG와 CSS 프로파일 정의

EPUB Open Container
Format (OCF) 3.0.1

단일 파일(ZIP) 형식의 EPUB 컨테이너 관련 리소스 집합
을 캡슐화하는 파일 형식과 처리 모델 정의

EPUB MediaOverlays 3.0.1

텍스트 및 음성의 동기화를 위한 형식 및 프로세스 모델
정의

(출처: http://www.idpf.org/epub/301/spec/epub-publications.html)
<표 Ⅲ-5> EPUB 3.0.1의 변경·보완사항
구분

설명

EPUB Publications 3.0.1

• spine 요소 강화
- spine에 있는 콘텐츠 문서를 참조하는 모든 콘텐츠
문서는 spine에 기술되어야 함
• dc:source element, dc:type element 제거됨
• collection 요소 추가
- EPUB에서 특별한 기능과 렌더링을 위한
프레임워크 제공
• 패키지메타데이터에서 사용된 Reserved prexes 제거
• collection 메타데이터 확장
• record 속성, rendition:ow, rendition:align-x-center
속성 추가 등

EPUB Content Documents
3.0.1

• epub:type 속성에서 사용된 Reserved prexes 제거
• 의 미적 요소 강화를 위해 RDFa11과 Microdata
속성 유효성 적용
• trigger 요소 추가
• Custom 속성, aria-describedat 속성 추가
• 새로운 CSS3 모듈 추가
- CSS Text Decoration Module Level 3, Selectors
Level 3 추가
• CSS Writing 모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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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UB Open Container
Format (OCF) 3.0.1

• OCF 컨테이너의 내용물 성격이 좀 더 명확해짐
• Obfuscation algorithm에서 난독 순서와 암축 방법이
좀 더 명료해짐

EPUB MediaOverlays 3.0.1

• playback-active-class 속성 추가
(출처: 전자출판 표준화 동향, 2014)

국내에서는 2007년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 전략’(교육인적자원부) 발
표와 함께 디지털교과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단계(2007~2009년)
XML, HTML 기반, 2단계(2010~2012년) PDF기반, 3단계(2013년~) EPUB3.0 기반
으로 저작 표준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EPUB 3.0은 KERIS와 IDPF의 2012년 7
월 ‘전자출판 표준 개발 및 활용 촉진’ 업무 협정의 체결 이후 정보통신단체
표준(TTA)과 국가표준(KS)으로도 제정되었으며, 최초로 디지털교과서에 적용하
여 ISO/IEC JTC1 SC34에서 한국의 주도로 ISO 국제 표준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구성에 따른 표준 적용은 그림 III-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Ⅲ-2>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구성
(출처: 동수환, 2013)
디지털교과서의 표준화 요소는 이러닝 서비스 표준 관점의 메타데이터와 콘
텐츠 패키징이 고려되었다. 메타데이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안한 교육
정보 메타데이터 규격인 KEM(Korea Educational Metadata)이 국가 표준(KS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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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1)으로 제정됨에 따라 에듀넷, 사이버가정학습 등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
활용 중인 디지털 자원들과 동일한 메타데이터 표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
민간 이러닝 컨소시엄인 IMS GLC의 IMS 콘텐츠 패키징 표준을 콘텐츠 유통 표
준으로 적용하여 사이버가정학습 등 기존 이러닝 콘텐츠들과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표 III-5와 같이 메타데이터와 콘텐츠 패키징을 제외한 디
지털교과서의 표준화 요소가 고려되고 있다.
<표 Ⅲ-7> 디지털교과서의 표준화 요소
우선
순위

표준화 요소

특징

1

Question & Test
Interoperability
(IMS GLC)

평가 문항과 문제 은행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규격

2

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IMS GLC)

써드파티 학습도구를 학습관리시스템(LMS) 및
디지털 콘텐츠와 독립적으로 상호운용하기 위한
규격

3

Common Cartridge
(IMS GLC)

다양한 디지털 자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출판 및 공유 표준으로서, 콘텐츠 패키징,
평가문항 상호운용성, 학습도구 상호운용성 등이
구성요소로 포함. 또한 사용권한 인증을 위한
기능도 규격에 포함

4

Accessibility
(IMS GLC)

학습자 선호도 및 자원의 특징에 따른 맞춤형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규격

5

Learning Design
(IMS GLC)

학습환경, 역할, 도구 간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실제 교실환경과 유사한 학습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며, 특히 협력학습을 위한 효과적인 설계
방법

6

Learner Information
Package (IMS GLC)

학습자 정보(신상, 학습과정, 목표, 성취도 등)의
시스템 간 교환을 목적으로 만든 규격

7

ePortfolio
(IMS GLC)

학교-직장으로의 전이과정에서 축적되는
포트폴리오 기술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차원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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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

표준화 요소

특징

8

General Web
Service
(IMS GLC)

서로 다른 S/W와 제공자의 플랫폼 상에서 웹
서비스 기반 서비스 구현 시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규격

9

Simplified SCORM
(IMS GLC & ADL)

사이버가정학습에서 실제로 사용 중인 SCORM 구성
요소로서, Common Cartridge에 적용하기 위한
간단한 순서화 규칙을 구성하기 위한 접근법

10

Delivery Context
Ontology (W3C)

디바이스와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S/W 등에 대한
특성을 기술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의 적응형
서비스를 지원
(출처: 조용상, 2010)

2) EDUPUB(Digital Publishing for Education)
“2013 KERIS 이슈리포트”에 의하면 EDUPUB은 'EDUcation'과 'PUBlication'
을 합성한 단어로서 교육 분야와 전자출판 분야의 기술 융합을 의미하는 상징
적인 용어로 사용 중이며, 두 분야의 기술이 융합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 가지는 전자책에 교육 기술을 접목하는 형태이고,
다른 한 가지 상황은 온라인 콘텐츠 또는 서비스에 전자책 기술을 접목하는 상
황인데, 전자책 뷰어를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학습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책의 내용 중 일부를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기반 기술
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술 구성 상 융합의 범위와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 분야와 전자출판 분야 간 협력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
한 요소로 보았다.
EDUPUB은 디지털교과서 출판 및 서비스를 위한 융합 표준으로 EPUB3 기반
전자책의 프로파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EPUB3의 교육용 프로
파일은 평가문항, 메타데이터와 접근성, 학습도구 활용 등 세 가지 하위 프로파
일로 구성된다. EDUPUB의 표준화는 전자책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IDPF와 IMS
GLC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좀 더 포괄적인 구현 방법과 상호운용성을 보
장하고 시장에서의 EDUPUB 적용 확산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워크숍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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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워크숍에서는 지난 EDUPUB 워크숍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 프로젝
트를 정의하고, EPUB3의 새로운 EDUPUB 프로파일에 대한 최신 정보가 제공되
고 있으며, 앞으로는 2015년 2월 미국에서의 워크샵이 예정되어 있다. 국내에서
는 2014년 11월 ‘전자출판-교육 기술 융합 페어’에서 KERIS가 주관하고 IMS
Korea 표준화 포럼과 전자출판 표준화 포럼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EDUPUB
Recap 워크숍’을 진행하여 EDUPUB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재까지 추진된
EDUPUB 프로젝트 현황을 공유한 바 있다.

다. 이러닝 품질인증
이러닝의 품질관리는 이러닝 콘텐츠, 솔루션, 운영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
는지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총체적인 과정으로 국제적으로는 JCT의 SC
36의 5번째 Working Group이 품질 보증에 관련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ISO 19796-1에서는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 상황을 고려하고 있으며, 콘텐츠 이
러닝에 관계된 콘텐츠 및 개발도구의 개발, 서비스 제공, 학습과 교육, 모니터링,
평가, 생명 주기 등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민간 개발 교육용 콘텐츠와 이러닝 솔루션, 원격대학 콘텐츠, 방송
통신고등학교 콘텐츠 등 콘텐츠에 대한 평가기준 개발, 기 개발 평가기준의 이러
닝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왔다. 국가 표준
(KS)은 1998년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제도를 시작으로 2006년 이러닝 품질인증
체계가 구축된 이후 2008년 10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적용해 온 품질인증 가이
드라인이 콘텐츠 영역(KS X 7002)과 서비스 영역(KS X 7003)으로 구분하여 제정
되었다. 1998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4,285종의 콘텐츠 중 3,182종(인증률
74.3%)이 콘텐츠 평가를 통과하여 이러닝 품질인증의 표준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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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이러닝 품질인증 분야
구분

교육용 콘텐츠

원격교육연수원 콘텐츠

운영
상대

- 초중등, 고등, 평생교육 등

- 교원연수(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관련
근거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현 법률
- 교육부, KERIS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현 법률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 직무연수 콘텐츠
- 자율연수 콘텐츠
- 특수분야 연수기관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 혼합형(온라인+오프라인) 콘텐츠

콘텐
츠
분야

초중등 교육용 콘텐츠
고등 교육용 콘텐츠
직업훈련용 콘텐츠
평생교육 콘텐츠(학점은행제,
평생학습계좌제)

(출처: KERIS 국가이러닝품질관리센터)

3. 국내 이러닝 표준 적용의 한계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표준인 SCORM은 현재 국내 적용 시
여러 가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SCORM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SCO(Sharable Content Object)에 대해 이러닝 콘텐츠 표준 학습단원의 학습주제를
중심으로 하나의 학습 주제를 학습목표, 선수학습, 본학습(여러 개 SCO 존재 가능),
보충학습, 심화학습, 정리하기 등으로 규정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시도별로 정
해진 기준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과정별 재활용, 학습단원별 재활용성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본학습을 하나의 SCO로 정의하게 되는 경우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어 실제적으로 SCO 단위의 재활용이 어렵게 되었다.
개발 업체들은 SCORM 2004가 발표된 이후 이러닝 콘텐츠에서 하나의 차시 내에
존재하는 구성 요소들(학습목표, 세부 본학습, 퀴즈, 정리하기 등)을 하나의 SCO로
구성하여 초기보다는 SCO의 크기를 작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 개발에 투자
한 비용과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수익의 비율(ROI) 에 민감한데, SCORM을 도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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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설계에서부터 개발, 유지보수에 높은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이러닝 산업에서의 일반 콘텐츠 개발에 대한 수익 구조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부담은 SCORM을 형식적으로 구현하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SCORM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콘텐츠 제작의 복잡함이 증가한다. 콘텐츠 제작 시 SCORM을 적용하면
SCORM API 삽입(RTE 부분), SCORM 패키지(CAM 부분), 시퀀싱 모델 정의(S&N 부
분)을 모두 처리해야 하므로 제작 시 부담이 증가한다.
둘째, 시스템의 수정요구에 대한 부담이 발생한다. 발주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이 SCORM 스펙과 위배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을 처리하다 보면 겉은
SCORM이지만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동작을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어 초기 목표
였던 콘텐츠 공유나 시스템 독립성이 떨어지게 된다.
셋째, 학습창의 디자인 요구에 따른 변화 발생에 대처하기 어렵다. 다양한 콘텐
츠를 수용하려면 학습창은 최대한 단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발주사에서는 자신들
의 구미에 맞는 디자인이 된 학습창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콘텐츠 공유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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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내 이러닝 표준 이슈사항 분석
1. 이러닝 분야 이슈 조사
이러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교수-학습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닝에
대한 새로운 방법적 논의 사항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이러닝에 적용에 관한 것이다. 이러닝은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을 도구로 학습, 교육, 훈련에 이용되었다. 초기에는 인터넷과
컴퓨터 기반으로 활용되다가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 랩탑의 일반화 그리고 스마트
폰의 등장으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이러닝이 사용되어졌다. 두 번째는
이러닝의 교수-학습 방법적 측면이다. 이러닝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은 웹기반이라
는 환경에 최적화된 교수-학습 방법이 연구되었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결합된 형태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되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를 적용한 이러닝은 새로운 기술 적용과 새
로운 교수-학습 방법이 논의될 때마다 이슈사항이 제기되었다. 최근 들어 스마트기
기의 일반화, 빅데이터 등 전반적인 사회에 활용에 대한 새롭게 이슈가 되고 정보
통신기술들은 이러닝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러닝 분야에서도 이슈화가
되고 있다.
이러닝 분야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전문가인터뷰, 문헌 분석, 웹 검
색 등을 통해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MOOC
1) 개요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은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
호 참여적, 거대 규모의 교육을 의미한다(최진숙, 2014). 이와 같은 온라인 공개
수업은 원격 교육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2008년 이슈가 되었던 OER(Open
Educational Resource)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MOOC 관련 기업으로는
표 Ⅳ-1과 같이 “Udacity”, “Coursera”, “edX”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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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대 MOOC 외에도 다양한 MOOC가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확산
되고 있다. 유럽에는 범유럽적 MOOC인 오픈업에드 (OpenupEd.), 독일의 아이
버시티(Iversity), 영국의 퓨처런 (Futurelearn), 프랑스의 에나코 (ENACO) 등이
포진하고 있으며, 호주에는 Open2Study가 있고, 아랍권에는 르와크 (Rwaq), 라
틴아메리카엔 unX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MOOC강좌를 제공하는 CEEV라는
가상교육센터와 중남미와 스페인의 대학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Miriada X가 있
다. 한편, 에드엑스와 코세라는 아시아 대학들을 협력대학으로 참가시켜 신흥시
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양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발전하고 있다.
<표 Ⅳ-1> 3대 MOOC의 비교(2013년 10월 22일 기준)
구

분

Udacity

Coursera

edX

설립자

Thrun 외 2명

Ng와 Koller

MIT 및 하버드

법인 형태

영리

영리

비영리

서비스 개시

2012. 02

2012. 04

2012. 05

강좌 수

무료 : 28

무료 : 481,
유료 : 125

무료 : 84

수강생 수

400,000

5,250,000

1,300,000

협력 기관 수

412개 기업
(취업 협력)

92
(강좌제공)

29
(강좌제공)

투자 자본

$15,000,000

$65,000,000

$60,000,000

(출처: 온라인 교육문화혁명 : MOOC, 최진숙, 2014)

2) 시사점
미국 스텐포드 대학의 Sebastian Thrun 교수가 “인공지능입문”강좌를 무료
로 일반인들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세계 190여
개국에서 16만 명 이상의 수강생이 몰려들었다. 이러한 개방성과 접근성은 이
러닝이 추구하는 철학과 일맥상통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OOC는 IT 기술을
교육 분야에 접목하여 양질의 교육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줄 수 있다.
또한 일반 강의와 달리 엄청난 수의 수강생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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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높은 수준의 대학 등록금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의 수강료가 책정될 수 있
었다.
MOOC 강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므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비디오 컨퍼런싱이나 실시간 번역기술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해결 방안이 도출
되고 있다. 이러한 IT 기술의 확장적 적용은 이러닝의 진화를 이끌어 낼 수 있
으며, 대학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MOOC는 일반 대학에서 운영되는 강좌에 동일한 형태로써, 시작 시점과 종
료 시점이 존재하며 시험과 과제물이 운영된다. 이러한 MOOC의 운영은
OCW(Open Courseware)와는 다른 점으로 이러닝과 마찬가지로 학습 관리가 매
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하반기부터 교육부는 K-MOOC 구축 계획을 진행하
고 있다. K-MOOC 구축을 통해 평생교육 체제 구축 및 고등교육 활성화를 기
대하고 있다. K-MOOC 구축을 위해 고려되어야할 사항으로 플랫폼 구축, 학점
교류, 참여 대학의 모집 등 운영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MOOC가 표방하고 있는 공유와 공개 패러다임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주
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MOOC 수강생의 대부분이 호기심에서 수강을
시작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현상을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MOOC 강좌의 수료율
은 7% 정도로 일반 대학 강좌 수료율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고등
교육 분야의 이러닝 대안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의 많
은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 즉, 수료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포함된 MOOC
강좌의 개설이 요구된다.
표준화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할

사항으로는 여러 대학 참여가 이루어지므

로 공통 플랫폼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UI/UX 접근성, 편의성
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콘텐츠의 공유 각종 교수-학습 활동 데이터 등을 공유
할 수 있다. 또한, MOOC의 경우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각기 학습 관리가 이루
어지고 있지만, 강좌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강의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
가하기 어렵다. MOOC와 같은 공개 강좌의 학점 인정과 학위 인정이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교육 공학 측면에서의 강좌 표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법
적 제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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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 분석
1) 개요
학습(Learning)은 상호작용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인식론적 접근에 바탕을 둔
교수 설계 이론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학습과정에서 교수자, 학습 콘텐츠, 학습
자들과 상호작용을 수행한다(Tenya Elias, 2011). 이에 따라 다양한 연구자들이
상호작용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수설계방안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
증해 왔다. 이러한 접근 과정에서 “얼마나 교육 내용이 효과적인가?”, “학습
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학습자들의 요구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
로 반영될 수 있는가?”, “어떤 상호작용이 효과적인가?”와 같은 학습 효과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파생되고 있다.
전통적인 교수학습 상황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거나 수업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
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자 성취도 평가 또는 인식 평가는 객관적인 결과를 유
추하기에 충분한 실험 집단 확보가 어려우며, 자가 설문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
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객관적인 학습 효
과를 측정하여 교수학습과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학습 분석이 활용되고 있다.
학습 분석 분야는 “Business intelligence”, “Web analytics”, “Academic
analytics”, “Educational data mining”, “Action analytics”를 포함한다
(Tenya Elias, 2011).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학습 분석 절차가 제안되어 왔다. 이처럼 다
양한 연구를 통해서 학습 분석 절차가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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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학습 분석 프레임워크 및 모델 비교
Knowledge
Continuum

Five Steps of
Analytics

Data

Web
Analytics
Objectives

Collective
Applications
Model

Processes of
Learning
Analytics

Define goals

Select

Select

Capture

Capture

Aggregate

Aggregate &
Report

Process

Predict

Display

Use

Capture

Information

Report

Knowledge

Predict

Measure

Act

Use

Wisdom

Refine

Refine

Share

Share

(출처: Learning Analytics: Definitions, Processes and Potential, Tenya, 2011)
Baker(2007)에 따르면, ‘Knowledge continuum’은 인간이 학습을 통해서 얻
게 되는 지식의 연속성을 의미한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은 가장 낮은 수
준으로 볼 수 있는 무의미한 자료(data)부터 시작하여, 자료에 의미가 부여된
정보(information),

정보가

특정

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체계화된

지식

(knowledge),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wisdom) 형태로 진화한다.
최근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교육기관에서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
고 있으므로, 유의미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료, 정보, 지식, 지혜
의 4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이 요구된다.
Campbell and Oblinger(2008)의 연구에서 학습 분석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의사 결정 또는 수행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핵심 도구이다. 이는 ‘Knowledge
continuum’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부터 시작되며, 수집
된 자료에서 정보를 도출하고, 도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유의미한 교육 방
향을 예측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된 단계로 볼 수 있는 ‘Refine’단
계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하고, 통계적 모델링을 적용하여 수행과정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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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dricks, Plantz and Pritchard(2008)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 웹 분석을 효과
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요구된다. 먼저, 분석의 목적과
대상을 설정해야 하며 학습자들의 산출물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는 분석된 결과물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활용 과정에서
도출된 유의미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Dron and Anderson(2009)은, 학습 분석은 정보 수집(Information gathering),
수집된

정보의

처리(Information

processing),

정보의

제시(Information

presentation)의 세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보 수집 과정은 자료의 선
택(select)과 점유(capture)로 구성되며, 정보의 처리 과정은 종합(aggregate)과
처리(process)로 구성되고, 정보의 제시 과정은 표출(display) 과정으로 볼 수 있
다.
앞에서 제시된 네 가지의 학습 분석 프레임워크의 공통 요소를 고려하면 선
택(select), 점유(capture), 종합 및 보고(aggregate & report), 예측(predict), 활용
(use), 개량(refine), 공유(share)의 7단계로 종합할 수 있다.

2) 시사점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러닝은 고등 교육 영역과
성인 교육 영역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러닝의 급
속한 양의 팽창은 질적 향상에 대한 우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질적 향상
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이러닝 분야의
표준화 및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시도
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닝 질 관리에 대한 시도는 학습자의 인식을

분석하거나 운영 기관을 평가하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학
습 분석 분야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서비스 운영 관점에 초점을 둔 방식으로
학습자들의 학습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의 질을 올리기 위한 정보
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이러닝 콘텐츠는 일반 강좌에 비해 높은 접근성을
보이며, 다양한 분야와 수준의 학습자들이 활용하고 있다. 학습 과정에서 발생
하는 수많은 교육 데이터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거나 분석이 시도되고
있지 않으며, 학습 분석 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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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닝 분야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꾀하
기 위해서는 학습 분석에 기초한 종합적인 이러닝 질 관리가 반드시 요구된다.
학습 분석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학습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강
좌 자체의 품질 요인 외에 과목계열, 수강생 규모, 학습자 변인 등 매우 다양하
게 나타난다. 이러한 변인들 중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규모를 제외하고 학습 분
석에서 활용되는 방대한 규모의 교육 데이터는 접근 방식에 따라 다양한 결과
를 도출 할 수 있다.
실제로 도출되는 데이터 분석 결과가 이러닝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
해서는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수집, 분석 가이드라인이 구축되어야 하며, 질적
향상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출하여야 한
다. 이러한 학습 분석 수준의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닝 서비
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부터 표준화를 통한 요구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디지털 교재
1) 개요
디지털 교재는 전자책 리더기(e-book reader)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전
자책이나, 온라인에서 불러와 읽을 수 있는 “read-on-demand computer-based
textbooks”, 출력 가능한 “print-on-demand e-textbooks”, 소리정보, 시각정
보, 문자정보, 상호작용 기능을 통합한 온라인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김혜정 외, 2013).
디지털 교재는 서책형 교과서에 비해 차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구로
써,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교수 자원과의 연계가 가능
하다. 또한 학습자의 개별적인 능력, 수준, 선호도에 따른 수준별, 단계별 학습
이 가능하도록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으며,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외부 전문가,
교사, 동료와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김회수 외(2011) 연구에서는 초중등학에서의 디지털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유용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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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의 저장, 편집, 가공, 활용의 편의성 제공
디지털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자료들이 전자화된 형태로 컴퓨터를 통해
제공된다. 교과서에서 제공되는 모든 학습 자료들이 전자화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자료들을 쉽게 저장하거나 임의대로 편집․가공할 수 있으며, 자료들을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학습흥미, 동기유발
디지털교과서의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며, 멀티미디어의 효과적 활용은 학습자들의 학습흥미를
높여주고 수업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동기를 유발․유지시킴으로써 학습효과를 향
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수준별 교수학습을 위한 학습자원의 제공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수준의 콘텐츠를 제공해
주면 학습자들의 사전지식, 학습속도, 학습수준, 학습계열에 맞추어 개별화 학
습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준
별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의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특수교육 대상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지원도구의 제공
디지털교과서는 특수아동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질병에 걸려 장기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도서벽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결손 없이 정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학습관리·지원기능 제공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화
면을 전체 화면에서 보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의 학
습내용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수학습 지도안이나 디지털교과서 각
화면의 기능들을 설명해 주는 페이지매뉴얼을 제공해 주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의 유용성은 비단 초중등학교에서만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학 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은 물론 직업훈련 교육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학습자는 기존의 인쇄매체의 제약을
극복하고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PC, 태블릿, 스마트폰 등)에서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재를 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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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디지털 교재를 통해서 제공되는 콘텐츠는 인터넷 상에서 전송 및 활발한 상
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콘텐츠의 특징은 인터넷 환경을 통한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하나의 목적으로 삼는 이러닝 교육 콘텐츠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러닝 환경에서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관리 뿐
만 아니라 교육 콘텐츠가 제공되는 환경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교재는 서책이 진화된 형태의 “Hardware”로만 단정 지을 수 없으
며, 교육용 콘텐츠 또한 전자화된 “Software”로만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즉,
디지털 교재는 이러닝의 효율적인 적용 및 콘텐츠 확산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러닝 산업 분야의 성장 및 고도화를 위한 핵심 분야로 볼 수 있다.
디지털교재의 표준화 관점에서 살펴보면, 초중등학교에서의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서 일선 학교에 실제 보급을 위한 기
초 연구 및 표준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교재 개발과 관련
한 표준 기술로는 ePUB 표준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ePUB표준
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발 기술 표준이외의 고려할 항목으로는 학습자의 디지털교재 활용 형태 분
석 등을 위한 표준 주석(annotation) 모델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디지털교재
이용자의 분석을 통해 맞춤형 디지털 교재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학습을 제
고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의 질과 관련된 표준
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교육
용 콘텐츠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품질 관리 뿐만 아니
라, 학습자들의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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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이버랩
1) 개념 및 정의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해 Web-based learning과 같은 원격학습(Distance
learning)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Web-based learning은 교실학습
의 보조적인 역할로써 학습자들의 학습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학습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교의 연구 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중심에 사이버랩(CyberLab)이 있다. 사이버랩은 인터넷 환경을 통해
서 연구자들의 실험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실험에 대한 실시간 의견 교류가 가
능한 상호작용 환경을 구축한 원격 협력 연구 환경이다(박형우 외, 2012).
사이버랩은 순수 과학 분야에서 물리적인 실험 자료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실제 실험 과정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의료 연구 분야에서
는 각 나라의 의료 사례 데이터를 초고해상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협력 연구가 가능하다. 또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라
임칼리지의 첨단공학부에서는 사이버랩을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가상 실험 실습
에 활용하고 있다.

<그림 Ⅳ-1> Stanford University CyberLab 환경 개념도
(출처: http://people.cs.pitt.edu/~chang/dlearn/cyblab1.htm)

- 102 -

2) 시사점
사이버랩은 이러닝이 진화된 형태로, 단순 학습 환경에 비해 실제 데이터 조
작 및 참여자간 상호작용이 극대화된 형태의 환경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 환경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특성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형태로 연구 자
료,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네
트워크에 연결된 연구자들 간의 빠른 공유로 인해 성과물의 원활한 확산을 이
끌어 낼 수 있다.
이처럼 가상 환경에서의 실험 및 연구 자료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단순한 자료 저장 및 관리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활용 메커니즘을 벗어
나, 이러닝에서 강조하는 상호작용 및 참여와 관련된 기술이 특화되고 활성화
되어야 한다. 즉, 사이버랩은 이러닝의 고등 교육 분야에서의 발전적 활용예로
볼 수 있으며, 연구 환경 또한 물리적인 실험실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진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닝 분야에 있어 사이버랩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앞
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연구자들 간의 연구자료 공유, 가상 실험 및 상
호작용이 극대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사이버랩을 통한 연구 자료의
효과적인 공유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며,
방대한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 프로토콜이 반드시 요구된다.

마. 플립 러닝
1) 개요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은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 환경과 달리 수업에 앞
서 학생들이 교수자가 온라인상에 제공한 동영상과 같은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토론이나 과제 해결을 진행하
는 형태의 수업 방식을 말한다(이종연 외, 2014).
플립 러닝은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위한 학습 방식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다. 플립 러닝이 효과적
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터넷 기반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유연한 학습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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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축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학습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의 개념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학습 자료의 신중한 선택
및 숙련된 교수자가 요구된다.

2) 시사점
플립 러닝은 본질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조화된 블렌디드러닝이
다. 학습자의 학습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교수방법을 혼합하려
는 총체적인 전략으로 정의되는 이러닝의 한 형태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학
습 전략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을 확장시키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학습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다.
특히, 플립 러닝은 일반적인 온라인 학습과 달리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학
습을 병행하지만 자기주도적인 온라인 학습을 선행함으로써 오프라인 학습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교수학습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
로 학습자들이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경우 학습자와 교수자의
1:1 상황을 가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학습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보조 자료에 접근(인터넷 등)하게 되며, 비연속적인 학업 수행으로 인해 학업
성취도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플립 러닝은 이러한 학업 성취도의 차
이를 오프라인 수업 환경에서 줄여줄 수 있으며, 학습자들의 중심이 되는 학습
방식으로 인해 성취감, 흥미를 높일 수 있다.
플립 러닝은 이러닝의 한 분야로써 실험적인 교수학습방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선행되는 온라인 학습 환경이 학습자의 수준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불가능한 학습자의 경우 오
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온라인 학습의 비
율(물리적 시간, 수업 내용 고려 등)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
며, 이러한 기초 연구를 통해서 표준화된 수업 모형, 콘텐츠 제시 방법 등이 제
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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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빅데이터
1) 개요
빅데이터(Bigdata)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
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을
의미한다(유순덕 외, 2014).
빅데이터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 있는 저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최근에 와서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무의미한 정보의 집합에서 가치있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음이 증명되면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
거에 불가능했던 맞춤형 기술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방법들은 기존 통계학과 전산학에서 사용되던 데이터
마이닝, 기계 학습, 자연어 처리, 패턴 인식 등이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데이터
의 수집과 분석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와 보안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
으며, 실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그림 Ⅳ-2> 빅데이터 시대의 디지털화된 자료
(출처: Hilbert, M.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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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학습자들이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학습자들의 기본적
인 정보(이름, 성별 등)외에도 학업 수행에 따른 방대한 자료가 생성된다. 교육
의 결과물로서 철저하게 처리되는 자료가 있는 반면에,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자료가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있다.
학습 분석 분야에서 강조했듯이,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은 학업 성취도와 밀접
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상호작용의 높아질수록 학업 성취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이러닝 환경에 접속해서 수행하는 시스템-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학습자-학습자간의 상호작용 결과물은 의미 있는 결과물로 취
급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의 학업 수준을 분석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방대한 학습자들이 접속하게 되는 이러닝 환경은 교육 자료의 보고
로 볼 수 있으며,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의 이러닝 환경에서 만들어내는 산출물을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는 교육적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출물을 구분하고, 분석하기 위한 표준화된 가
이드라인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 자료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학습
분석뿐만 아니라, 통계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사. 사물 인터넷
1) 개요
인터넷은 1세대 유선 인터넷, 2세대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거쳐 3세대 사물인
터넷(IoT/M2M) 시대로 진화를 시작하고 있다. 2005년에 발간된 ITU 보고서에 따
르면, IoT가 식별자(부착하는 사물)와 센서 및 무선 센서 네트워크(감지하는 사
물), 임베디드 시스템(생각하는 사물), 나노 공학(수축하는 사물) 분야의 기술 발
전을 통하여 감각뿐 아니라 지능적 형태로 전 세계의 모든 사물 및 객체가 상호
연결될 것이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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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
는 기술이나 환경이다. 사물끼리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신이
가능한 사물끼리의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센싱 기술, 유·
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IoT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등이 그 예이다.
IoT는 이전의 센서 네트워크(RFID/USN)과 사물지능통신(M2M)을 거쳐 사람 중
심은 물론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IoT를 활용한다
면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가정 기기 상호 통신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사물간
의 자율적 통신에 기초한 정보 서비스가 활성화 된다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림 Ⅳ-3> 라이브스크라이브(Livescribe)의 스마트펜.
필기와 음성을 기록해서 디지털 자료로 변환
(출처: livescribe.com)

2) 시사점
이러닝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IT 기술과 인간으로 볼 수 있다. 즉, 인
간과 IT 기술의 상호작용 또는 인간과 IT 기술 기반의 교육용 콘텐츠와의 상호
작용을 이러닝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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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교수학습을 위한 보조 자료 또는 저작도구와
같은 도구들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설계되어 수동적이고 일방적이다.
그러나 사물인터넷 기술이 이러닝에 접목 된다면 교육 환경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고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다.
예컨대,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IT 기기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시간으로 추
천하거나 전송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IT 기기를 학습 과정
에 포함할 수 있다. 이처럼 이러닝을 좀 더 효율적이고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기술은 콘텐츠 간의 상호작용으로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표준화 연구에는 다양한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 첫 번
째로, 무수히 많은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수용을 위한 식별체계에 대한 표준화
연구가 요구된다. 두 번째로 낮은 성능의 IT 기기도 수용 가능한 인터넷 체계에
대한 표준화 연구가 요구된다. 세 번째로, 사물 간의 접속 통신에 대한 규약 표
준화 연구가 요구된다.

아. N 스크린
1) 개요
N 스크린(N-screen)은 하나의 콘텐츠를 스마트폰, PC, 스마트 TV, 태블릿
PC, 자동차 등과 같은 다양한 IT 기기에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즉, 시간과 장소, 그리고 IT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의 콘텐
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홍용근 외, 2013).
미국의 최대 통신 사업자인 AT&T가 최초로 3 스크린 플레이 서비스(3
screen-play service)라 하여 TV, PC, 휴대 전화를 연계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단말기 사양, 콘텐츠 확보, 저장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제화
되지 못하고 있다.
N은 부정 정수로써 여러 개의 IT 단말기에 접속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미래
핵심 서비스로 인식하여 다양한 업체에서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에 힘입어 더욱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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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N스크린 서비스의 예
(출처: 삼성모바일닷컴)

2) 시사점
최근 모바일 환경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
는 환경이 구축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
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 동시 이용을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N-screen 기술로 통합되고 있다.
최근 개인화된 IT 미디어 사용자들은 네트워크상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교육용 콘텐츠, 융합형 콘텐츠와 같은 다양한 콘
텐츠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이러닝에서 다루는 교육용 콘텐츠는 서비스가 이
루어지는 IT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각 기기의 특성에 따른 교육
효과도 달리 나타날 수 있다.따라서 연계성 있는 교육 콘텐츠의 확산 및 학습
자 참여를 위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요구되는 기술로 볼 수 있다.
교육 효과는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과 학습 환경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분석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특히, 이러닝 환경에서는 학습
환경적 특성이 학습자들의 교육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N-screen 기술을 활용한 이러닝 교육 콘텐츠 제공은 연계성 있는 교육의 관점
에서 볼 때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IT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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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특성(스크린 크기, 상호작용 특성, 휴대성 등)과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닝 분야에서 N-screen 기술을 도입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
기 위해서는 기술적 표준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용 콘텐츠
의 형태 및 긍정적인 학업 성취도를 기대할 수 있는 기기의 한계(범위)까지도 고
려한 표준화 연구가 요구된다.

자. 실감형 콘텐츠
1) 개요
실감형 콘텐츠는 가상 콘텐츠임에도 사용자가 실제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입체적인 콘텐츠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실감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는 실제로 물건을 만지고, 느끼고, 잡고 옮기는 등의 행위를 통해 디지털 정보
를 조작하는 인터페이스이며, 인간이 인식하는 가상공간과 물리적인 실세계 사
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실제 객체를 조작하는 것과 같은 기술이 요구된다(이
정중, 2013).
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이음새 없이(seamless) 혼합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지고,
실세계에서처럼 행동하면서 가상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증강
현실 또는 혼합 현실이라 한다. 이러한 실감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등 오감을 정교하게 컴
퓨팅 환경에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실감형 콘텐츠로는 증강 현실(AR)을 들 수 있다. 증강현실 기술은
실감형 문화 콘텐츠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이면서,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보
다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이동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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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AR, VR기술을 활용한 훈련
콘텐츠 예

2) 시사점
증강 현실 기술과 실감형 인터페이스는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인 교육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국내외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닝 분
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감형 학습 콘텐츠들은 두 종류의 체험방법을 제공한
다.
첫째, 반대편을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머리에 끼거나 손에 들고 실
제 객체를 볼 때, 그와 관련된 가상 콘텐츠를 혼합하여 보여주는 방법이다. 둘
째, 별도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 등을 사용해 인식한 영상
과 필요한 가상 콘텐츠를 혼합하여 일반 모니터나 스크린위에 보여준다.
이러한 실감형 콘텐츠는 이러닝과 같은 가상 환경에서의 학습 과정에서 몰입
감을 높여줄 수 있으며, 실제와 같은 학습 경험을 통해 학업 성취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컴퓨터 응용 기술들이 시각과 청각을 기반으로 음성과 영상의 데이터 표현,
전송의 부호화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 왔으나, 사용자가 실제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실감형 콘텐츠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후각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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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인 자극에 의해 형성되는 감각은 실용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표
준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닝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실감형 콘텐츠는 증강 현실 기술
이 접목된 콘텐츠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감형 콘텐츠는 학습자들의
학습 환경과 IT 기기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닝 환경에서 효
율적인 실감형 콘텐츠 활용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량
화된 실감형 콘텐츠 구축에 대한 표준화 연구가 필요하다.

차. 적응형 콘텐츠
1) 개요
적응형 콘텐츠는 N-screen 기술에서 목표하는 바와 같이 IT 기기의 환경적
특성이나 콘텐츠의 특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의미한다(이재무, 2014). N-screen 기술에서 의미하는 적응형은 디스플레이의
레이아웃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디바이스의 다양한 상호작용 기능과 사용자의
상호작용 역량에 맞게 콘텐츠가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적응형 콘텐츠는 IT 기기, 상호작용 기능, 사용자, 콘텐츠가 종합적으로 고려
되어 유기적으로 변환될 수 있어야 진정한 적응형 콘텐츠로 볼 수 있다. 이재
무(2014) 연구에서는 이러한 적응형 콘텐츠는 사용자들이 IT 기기의 특성에 구
애받지 않고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Ⅳ-6> 적응협 웹 예시
(출처: http://www.vizensoft.com/website/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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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적응형 콘텐츠가 활용되는 적응형 학습 시스템은 학습자 개개인의 지식수준,
학습 스타일, 선호도, 학습이력, 학습상황 등에 따라 학습 내용을 학습자에게
맞게 개별화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닝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학습 관리 시스템은 학습과 관련된
총체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이면서, 적응형 콘텐츠가 활용되었을 경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닝 환경은 기술적 문제로 인해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닝 환경에서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특성을 분류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다
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모든 학습자들을 일정한 분류 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이러닝 환경에서 이상적인 적응형 콘텐츠 또는 시스
템은 개개인의 학습 특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학습자의 특성에 맞
추어 개별화된 콘텐츠로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적응형 콘텐츠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시멘틱 웹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
며, 학습자들의 특성에 기반한 온톨리지를 정의하고 개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적응형 콘텐츠 구현을 위한 기술은 아직까지도 미
래지향적 기술로 분류되고 있으며, 실제 교육환경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행착
오가 요구된다.
적응형 콘텐츠가 이러닝 환경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정교하게 분
류 된 학습자 특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콘텐츠의 유연한 변환을
위한 표준화 기술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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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닝 분야 이슈 분석 및 시사점
가. 의견 조사 분석 결과
이러닝 이슈사항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문헌 분석 등과는 별
도로 분석된 이슈 사항을 토대로 이러닝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
행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진의 문헌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10개의 이러닝 분야 이
슈에 대한 중요성을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러닝 이슈사항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표 Ⅳ-3과 같으며, 제시된 이러닝 분야 이슈 사항들 중 최근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MOOC, 학습 분석, 빅데이터 등이다.
<표 Ⅳ-3> 이러닝 분야 이슈 사항
이러닝 이슈 사항

설

명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미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 대학 및 국가로 확산되고 있
는 온라인 대중공개 강좌. 이러닝을 통해 대학 강의를
무료나 낮은 가격에 이수할 수 있는 새로운 원격 교육
시스템

빅데이터
(Bigdata)

데이터의 생성 양, 주기, 형식 등이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에, 종래의 방법으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 이러닝에서는 학습자 정
보를 통한 분석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

학습 분석
(Learning Analytics)

이러닝에서 학습과 학습 환경을 이해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학습자와 학습자의 상황과 관련된 데이터를 측정
하고, 모으고 분석하고, 보고하는 것

디지털교재(교과서)

기존 서책형 교재를 전자화하여 서책이 가지는 장점과
IT 기기의 장점을 결합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한 멀티
미디어 기반의 디지털 학습 교재

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몰입감과 현
장감을 극대화하고 실제와 유사한 체험이 가능한 차세
대 콘텐츠

적응형 콘텐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 축적된 정보를 분석 및 활
용하여 개인별로 개별화된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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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이슈 사항

설

명

사이버랩
(Cyber Lab)

각종 실험, 실습이 온라인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가상현실이나 가상공간이라는 의미로써 컴퓨터를 이
용해 계산, 프로그램 구성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플립 러닝
(Flipped learning)

온라인을 통해 선행 학습을 진행한 뒤 오프라인 강의
현장에서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는 ‘역 진행 수업 방식’

사물 인터넷
(Internet of Thing)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

N스크린
(N-screen)

하나의 콘텐츠를 스마트폰, PC, 스마트 TV, 태블릿 PC
등의 다양한 디지털 정보기기에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설문 대상자는 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이러닝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재직 중
이거나 실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이었으며 총 33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은 Likert 5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SPSS 12.0K for Window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는 표 Ⅳ-4와 같다.
<표 Ⅳ-4> 이러닝 분야 이슈 사항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
이러닝 이슈

교육
관련

기술
관련

평균

표준편차

MOOC

4.31

.59

학습 분석

4.34

.65

디지털 교재(교과서)

3.87

.61

사이버 랩

3.93

.76

플립 러닝

3.87

.83

빅데이터

4.28

.92

사물 인터넷

3.96

.93

N스크린

4.06

.71

실감형 콘텐츠

4.03

.82

적응형 콘텐츠

4.31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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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높은 응답 결과로 분석된 이러닝 이슈는 ‘학
습 분석(4.34)’ 항목이었다. 교육 관련 이슈의 경우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학습 분석(4.34)’ 이었으며, ‘MOOC(4.31)’, ‘사이버랩
(3.93)’, ‘디지털교재(3.87)’, ‘플립러닝(3.87)’ 순이었다. 기술 관련 이슈의 경
우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적응형 콘텐츠(4.31)’ 이었으
며, 그 다음으로는 ‘빅데이터(4.28)’, ‘N스크린(4.06)’, ‘실감형콘텐츠(4.03)’,
‘사물 인터넷(3.96’순이었다.
전문가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 관련 이슈에 비해 기술 관련 이슈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술 관련 이슈 중 ‘적응형
콘텐츠’에 대한 응답 결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이러닝이 학습자의 특성
을 능동적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최적화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형
태로 발전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가장 최근 많
이 접했던 이슈 사항은 그림 Ⅳ-8과 같다.

<그림 Ⅳ-7> 최근 가장 많이 접한 이러닝 관련
이슈 사항
전문가들이 최근 학회, 언론, 논문 등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한 이러닝 관련 이
슈는 ‘빅데이터’로써, 42%의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접한 이슈로 응답하였다.
‘MOOC’와 ‘학습분석’은 각각 28%, 13%의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접한 이러
닝 관련 이슈로 선택하였다.

이처럼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러닝 관

련 분야 전문가들은 교육 관련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관련 이슈의 중요성
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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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준화 시사점
이러닝 분야의 이슈 사항을 토대로 표준화에 대한 논점에서 사물인터넷, 빅데
이터와 같이 기술 부분에 중점을 둔 부분과 MOOC, 학습분석, 디지털 교재와 같
이 기술 부분 보다는 이러닝에서의 활용 부분에 중점을 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센서 기술, ePUB과 같은 기술 표준 보다는 운영플랫폼, 메타데
이터 등 이러닝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적용 관점에서 표준을 논할 필요
가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 SC36 에서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 표
준을 다루기보다는 이러닝 적용에 관련된 표준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러닝 분야에서의 새로운 이슈 사항에 대한 표준화에 논의는 기존에 진행되
고 있거나 이미 표준으로 제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새로운 표준에 대한 논의가 바
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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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내 이러닝 표준화 전략
1. 국내 이러닝 표준 개발 및 도입 전략
가. 이러닝 표준화 추진 전략
첫째, 국내 이러닝 표준화 추진에 있어서 확장성과 국제적인 호환성 등을 고려
해야 한다.
국내 이러닝 시장에서의 표준은 최소한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만 효용가
치가 있을 것이다. 또한 표준은 한 번 만들어지면 변경이 어려우므로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제정된 표준의 핵심 영역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확장성과 글로벌화를 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표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시장의 요구 사항에 의해 표준이 만들
어 지기도 하나 이 경우 해외 마케팅이나 국내 시스템 상에서는 상호운영성이 떨
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국내 이러닝 표준화는 민간주도보다는 정부주도의 추진이 바람직하다.
민간주도의 이러닝 표준화 전략을 추진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표준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민간에서는 개별적으로 특정 플랫폼 위에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어느 정도의 호
환성을 고려하고는 있으나 개별 기업이 국가표준을 주도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닝 분야의 표준은 정부주도의 표준화를 통해 민간기업들이 적
용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되어야만 이러닝 산업에 적용 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이러닝 시장은 아직 규모 면에서 작고 활성화 정도가 미비하
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활성화 정도와 투자 기업 많아 민간 주도의 이러닝 표준화
추진이 가능하다.

<그림 Ⅴ-1> 이러닝 표준화의 단계적 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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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은 정부지원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고,
교원연수 사이버가정학습 등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평생교육 중 원격훈련은
노동부에서 관리하다보니 정부주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효율
적인 정부주도의 이러닝 표준화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표준원 등 이러닝 표준화
관련 기관들에서 이러닝 산업 관련 예산 확보 및 증대가 필요하며, 지식산업을
위한 표준화에 대한 발전사항을 제시하여 예산과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향
후 민간 주도의 이러닝 표준화가 되려면 우선 이러닝 산업이 활성화 되고 기본
플랫폼과 생태계 표준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이러닝 분야에 필요한 새로운
표준들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국제표준화 기구와의 협력 전략
첫째, 전문 담당자를 통한 국제표준화 기구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국내의 표준기술은 ISO 국제표준을 지향하고 있고, 국내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제표준 단계까지 고려한 후 사안에 따라 국
내표준 제정으로 채택되는 표준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국내 표준이 국제표준
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표준화 기구의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
리나라의 이러닝 표준 관련 총괄 담당 기관은 기술표준원이지만 초중등분야의 경
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산업분야의 경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기술표준원의 협
력기관으로 이러닝 분야 표준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경우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 KOREA LAB과의 업무협약 당시에는 단계별
계획을 잘 수립하였고, 초기 CoLAB의 운영위원회도 있었으나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또한 ADL의 SCORM은 초기에 국가 과제들이 많아 SCORM 기반 표준
에 대한 활동이 활발했었으나 최근에는 SCORM 관련 과제가 없어 SCORM 표준
에 대한 호응이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국내에 적합한 KS
표준을 개발하고 제안하기 위해서는 국외 표준화 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년 ADL 디렉터 회의에 참석하나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표준화 기구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더욱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위스콘, 워싱턴 등의 코랩이
나 디렉터 회의 등의 국제회의는 이러닝 표준화 전문가가 일을 맡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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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이러닝 표준화 관련 국제조직
둘째, 국제 표준화 기구와의 연계와 함께 관련 학회, 연구 기관과의 협력도 고
려해야 한다.
국내 표준화 기구로서의 역할을 넓히기 위해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IMS와
연계했듯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한 연계할 단체가 필요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
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IEC JTC1 SC36을 포함하
여 IEEE, ADL CoLAB 등이 있다. ADL CoLAB은 ADL의 산하 조직으로 실무 중심
의 워킹그룹이다. 따라서 이러닝 표준의 적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보통신산업진
흥원 측면에서는 이러한 실무 조직과 지속적인 연계도 필요하다. 만약 정부가 지
속적인 국제협력을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 국내 표준화 전문가들과 기업의 전문
담당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관련 학회 등과의 표준에 대한 교류, 관련 연구 기
관과의 협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이러닝 표준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전략
첫째, 기업 스스로가 노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이러닝 전반에 대한 전
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콘텐츠 개발의 경우 현재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닝 표준의 하나인 SCORM 등의
표준 적용은 단가 하락만 가져올 뿐이며, 아무런 이득이 없어 비용절감과 상호운
용성 등 표준화에 대한 장점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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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표준의 적용이 의미가 없어 효과성이 없으며, 정부산하 기관의 콘텐츠는
폐쇄적이고 UI 등이 각기 달라 표준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콘텐츠 표준화
에서 가장 기초적인 적용이 HTML5 기반의 개발이며, 아직까지 플래시 형태의 콘
텐츠 제작을 많이 하고 있어 표준 적용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이러닝 표준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러닝 산업 발전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저작권 공유와 관련된 법과 같이 법을 통해 이윤 추구가 가능하거나 기업 자체적
으로 노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콘텐츠 개발에 대한 제
안요청서(RFP)만이라도 정부에서 표준 문서를 명확히 제시해준다면 이러닝 표준
적용에 관한 실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현재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닝 관련
표준 기술은 매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쌓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러닝 표준화와 이러닝 전반에 대한 전문가가 양성이 필요하
다.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인 이러닝 표준화 기술 도입 및 전략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닝 표준화와 같이 실질적인 이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도
이러닝 표준활용에 유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콘텐츠 댓가 산정, 산업체제 분류
등이다.
기업에서는 해당 산업 부문에 대한 국내 KS 표준 제정을 목표로 데이터 모델
을 개발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가 다양하게 발굴되어야 산업 간 공통 필
수 표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지만 표준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들어 중소기업 입장에서 지원 없이 추진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
므로 실제 산업 현장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표준은 아직 국제무대
에서도 논의의 초기 단계이므로 기업들이 실제 필드의 정보를 가지고 표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표준은 한국이
주도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둘째, 이러닝 표준화 전담기관에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한 전문가 또는 부서 운
영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산업분야 이러닝 표준화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
되어야 한다. 이러닝관련 국제 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한 전문가 또는 부
서가 필요하며 이러닝 표준화 관련 연구 및 사업 예산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
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표준화위원회에 대한 전문성과 객과성 등을 제고하기 위
해 이들 위원회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이러닝산업협회
와의 업무 협력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직접 이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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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간 기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러닝 표준에 대한 요구
사항 및 적용에 대한 시사점 등을 얻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이러닝산업협회에서 진행하는 연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러닝 표준화의 중요
성과 필요성을 민간기업들에게 환기시키고 국제회의 등에 활발한 참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양성을 위한 기술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젝트 진행을 통한 표준화 활동 지원 및 표준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별 표준화 활동과 관련하여 분야별로 다르나 최근에는 캐나다가 가장 활
발한 편이다. 초창기 미국이 주도하였으나 현재는 워킹그룹 1에서부터 7까지 캐
나다가 주도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러시아가 최근 성장세에 있고, 중국도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다른 몇몇 국가의 표준화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살펴보면,
캐나다는 국제회의 전에만 표준화 관련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 모
임 및 회의가 있어 표준 관련 문서 검토 시 수당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ISO/IEC
JTC1 SC36에서 진행되는 대부분 프로젝트에 대해 캐나다 자국 내 프로젝트로 진
행하고 있어 각 프로젝트별로 캐나다 내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담당을 맡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프로젝트 담당
자와 그 담당자의 담당기관을 도표로 관리하고 있는 등 한국의 표준화 동향을 파
악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없이 기업 밑단에서 표준이 올라오며, 프로젝트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환경 등에 수십 조를 투자하는 등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표준화 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 범위는 1년에 한 번의
국제회의 참석 출장비 지원 정도로 열악한 형편이다. 우리나라도 캐나다 등과 같
이 연구를 프로젝트화 하여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표준이 개발되어 국제 표준이 될 때까지
의 기간은 평균 5년이 걸리는 것을 감할 때 국내에서는 특허 한 개 또는 SCI 논
문 한 편 수준의 성과로 인정하는 등의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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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이러닝 표준 개발의 시사점
가. 이러닝 표준화 이슈
1) 이러닝 콘텐츠 표준화 관련
ADL SCORM의 경우 국방부 관련이라 문건이 지령형태로 제시되어 동일 내
용에 대해서는 콘텐츠를 하나만 만들도록 하였다. 이는 동일 내용에서는 누구
나 동일한 콘텐츠로 교육되도록 한 개만 개발하게 한 것으로 이러닝 콘텐츠도
동일 내용에 대해 한 개씩만 만들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여 표준 적용 가능성
이 높아진 것이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예로 특정
교육 분야를 정하여 중복 개발을 막아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한다면 정부의 예
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나 기업의 이익은 낮아져 이러닝 관련 산업은 쇠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양쪽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히 표준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정부 용역 콘텐츠 개발하는 업체 입장에서 SCORM과
메타데이터 등의 표준을 적용 반영하고 있으나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 업
체에서 SCORM은 관심 밖이며, 구조를 표준하는 것이지 내용에 관련된 것이 아
니다 보니 디자인, 인터페이스를 높이다 보면 실제 SCORM이 의미있게 적용되
지 않는다. 특히 용역을 발주하는 정부부처 간 콘텐츠를

활용하지 않고, 호

환·확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표준의 적용은 의미가 없다고 여겨진다. SCORM의
반영으로 개발비를 낮출 수는 있으나 국내 콘텐츠의 특성상 다양한 디자인과
인터페이스를 요구하므로 유사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이 문제이며, 학회 발표 등
의 연구 결과용으로만 사용되고, 이로 인한 제재사항이 늘어가는 것보다 상생
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메타데이터는 현실에서 잘 활용되지 않아 표준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며, 메타데이터 키워드 등 데이터 값 체계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않
아 메타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는 자칫 잘못하면 정크데이터를 생산할 수도 있
다. 즉, 메타데이터 정의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으며, 분야별(산업별 특성 반영)
메타데이터를 체계화 하되 최소화해야 하고, 공통모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추
가로 메타데이터로서 러닝분석이 어떤 형태로 수용할지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
나 기술적으로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는 연구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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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산업을 위한 공급자와 수급자에 대해 적합한 어떤 표준이 필요한지도 연구
가 필요하다.

2) 이러닝 플랫폼 표준화 관련
이러닝 표준화는 교육을 위한 IT기술을 표준화하는 것이지 교육을 표준화할
수는 없다. 학습관리시스템의 표준 사양으로 개발 기술이 아닌 기능에 대한 표
준이 필요하며, LMS 기본 기능에 대한 표준, 모바일러닝을 위한 관리 등의 제
공은 가능할 것이다. 다만 IMS 글로벌의 러닝디자인인 learning activity 교수 설
계와 관련하여 학생 반응, 피드백을 위한 기능 등 뼈대를 제공하는 IT기능에 대
해 표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LMS 내에 모듈별 교수-학습 측면을 반영한 바 있으며, 교육정보표준
화 사업에서 시도된 적 있었으나 K-MOOC개발 등 향후 이러닝에 필요한 국내
에 최적화된 표준화가 필요하다. 단, 표준은 호환성을 담보하며, 최소화하고 다
양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이슈사항인 오퓰러스와 가상현실 기
반 체감형 기술을 적용하여 이러닝의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향이므로 이에 대한
표준의 마련도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표준과 LMS와의 소통 문제가 해
결되어야 한다.
십여 년 전에도 LMS의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나 LMS 판매 업
체가 많아 어려웠으나 현재는 LMS시장이 크지 않으므로 콘텐츠 시장의 확대
대비 LMS에 대한 표준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플랫폼 LMS 개발자들은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콘텐츠 제작에 교수-학습 기능을 LMS가 적용 못하는 경우
가 있어 LMS의 표준화시 콘텐츠 표현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솔루션은 기능 위주라 SCORM의 적용이 가능하나 콘텐츠는 감성적
접근이 필요한데, SCORM 적용시 심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많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고객의 요청도 디자인의 향상을 위해 SCORM을 미적용하길 원하
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표준이 지나치게 상세하면 산출물의 다양성이 없어지고, 표준이 추상적이면
지킬 표준이 없어지므로 표준의 수용 시 장점이 높은 표준을 찾아 가이드라인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SCORM과 메타데이터, 품질인증 등은 표준 적용
중이나 이러닝에 대한 다른 표준은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라 업체 입장에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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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적용하기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으며, 한글화되어 있는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할 것이 아니라면 SCORM의 적용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
서 필요한 부분만 적용하는 Light SCORM, Small SCORM 등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어떤 언어로 개발되든 상호작용을 위한 LMS 내 전달 값에 대한 형식 등
에 대한 표준만 잡혀도 될 것이다. 각 기관 및 필요분야에 따라 다양성을 유지
시키면서 어떤 LMS라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능(표준)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찾아 표준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교육부는 K-MOOC 서비스 구축을 위해 이미 기 개발된 LMS를 활
용하거나, 오픈 에덱스 등 오픈소스 플랫폼을 고려 중이다. 효과적인 플랫폼을
위해서는 좀 더 국내환경에 맞는 표준이 필요하며, 플랫폼 표준화를 추진할 경
우 기본 기능만 제공하고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능과 데
이터 항목에 대한 표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해외
와 다르게 국내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나 플랫폼, 표준이 있어도 공개
를 하지 않아 기업 간 협업이 잘 안된다는 점이다.

3) 신기술 관련 이러닝 표준화 이슈
KISTI 미래기술관련 세미나에서 미래 유망한 10대 기술 중 ‘학습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빅데이터나 IOT가 연결되므로 이와 같은 주제는 가장 이슈
가 되고 있으므로 관련 과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수학습을 위한 빅데이터 핸
들링은 보는 시각(교육학, 산업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산업계에서 적용할
표준으로 이러닝 학습분석과 관련된 빅데이터의 처리는 교수학습 효율성을 위
한 빅데이터 처리로 정의하고, 관련 표준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산업
계에서는 구체적인 기술이 나와야 산업 발전에 영향 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
다.
원격 교육에서의 실재성, 실감, 몰입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실감
형 미디어, 기술과의 융합(로봇 융합, 가상현실 융합, 뇌과학 융합 등)은 점차 가
속화 될 것이다. 이는 가장 최신의 융합 기술이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단계이므
로 표준화를 논하기에 이른 감이 있으나 오큘러스나 실감 미디어 콘텐츠도 기존
이러닝, 모바일 러닝, 스마트 러닝 등과의 호환 이용이 가능해야 효용성이 높아
지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가상현실 교육의 표준보다는 기존 이러닝과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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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핵심 공통
Core만 표준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N-Screen, N-Device, N-OS, N-Browser 등에 관련된 표준 적용은 콘텐츠 제
작 비용 증가를 유발하여 콘텐츠 투자를 중단시키고, 산업의 정체기를 만들고
있다. N기반과 관련된 이슈를 주제로 한 표준화 연구는 오큘러스나 구글 안경
등 새로운 매체에 대한 표준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몇 년 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모든 과제에 대해 예산의 5%는 표
준화 가능성에 대해 연구할 것을 명시한 바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
고, 평가 점수 추가 부여 등을 제도화한다면 해당 과제 후에도 표준화 아이템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Ⅳ장에서 제시한 이러닝 관련 신규 이슈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우선적으로 표준화가 필요한 영역 예시는 표 Ⅴ-1과 같다.
<표 Ⅴ-1> 신규 이러닝 분야 표준화 가능 요소 예
표준화 가능 요소
예시

주요 표준현황

표준화
방법

운영 플랫폼

-

신규

메타데이터

KS(KEM3.0). ISO/IEC SC36(MLR)

수정

이포트폴리오

IMS GLC. ISO/IEC SC36

수정

콘텐츠 패키징

IMS GLC. (content packaging).
ADL(SCORM)

수정

학습 평가 모델

IMS GLC.(QTI)

수정

빅데이터 기반
학습분석

정보 모델

-

신규

분석 모델

-

신규

실감형/적응형
콘텐츠

상호작용 분석 모델

-

신규

콘텐츠 개발 모델

-

신규

개발 기술

IDPF(ePUB)

적용

주석 분석 모델

Open Annotation

수정

이슈 사항

MOOC

디지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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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반적인 이러닝의 연도별 표준화 주요현황 및 향후 표준화 가능 요소
는 그림 Ⅴ-3과 같다.

<그림 Ⅴ-3> 이러닝의 연도별 표준화 주요현황 및 향후 표준화 가능 요소
(2014 TTA ICT 표준화전략맵의 연도별 표준화 주요현황 수정보완)
MOOC의 경우 운영을 위한 표준 운영 플랫폼과 콘텐츠 관리 등을 위한 메타
데이터, 콘텐츠패키징 등이 필요하다. 표준 운영 플랫폼의 경우 edX 등 오픈소
스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으나 표준 플랫폼은 없고 또한, K-MOOC과 같은 체계
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한국의 교육문화에 맞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러한 경우는 신규 표준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메타데이터의 경우 KS표준
인 KEM3.0이 존재하므로 이를 MOOC 서비스에 맞도록 수정하여 표준을 진행
할 필요가 있다. 이포트폴리오와 콘텐츠 패키징, 학습평가 모델 역시 이미 진행
된 표준을 기반으로 MOOC 서비스에 맞도록 수정하여 표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학습분석의 경우 이러닝을 통해 저장되는 데이터 중에 어떤 것으로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데이터 수집 항목 등이 정해져야
학습관리시스템 등에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정보 모델 표준화와 또한 어떤 패턴으로 수집된
정보들을 분석해야 하는지 분석 모델 표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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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은 학습의 대상 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구분하여 하
위 표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디지털교재의 경우 국제디지털출판포럼(IDPF)에서 발표한 ePUB 기술을 적용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은 별도로 수정하거나 개발할 필요가 없이 그대
로 적용이 가능하며, 표준화의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초중등학교와 같
이 특수한 영역인 경우 eduPUB 등이 논의 되고 있다. 교재 이용자의 패턴 분
석을 위한 주석 항목은 이용 대상 등에 따라 Open annotation을 참조하여 표준
을 진행할 수 있다.

나. 이러닝 표준화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이러닝 표준화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이러닝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이다.
¡ 이러닝표준화 제정 및 활성화 법제도 연구
¡ 이러닝 콘텐츠 개발 단가 표준 모델 연구
¡ 해외 이러닝 동향 분석 기반 이러닝산업 중장기 발전 모델 연구
이러닝산업발전법은 2004년에 제정된 법으로 이러닝 기술 발전 등 시대적 사
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경향에 맞고 산업계에서 이러닝 표준
을 쉽게 제의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하며, 해외 이러닝 표준화 선진국 등의 법제도 분석을 통한 법제도 연구가 필요
하다. 또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비용의 현실화를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
으나 업계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닝 콘텐츠
단가 표준 모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기업이 요구하는 이러닝 표준 발굴을 위한 이러닝 표준 생태계 정립 연
구이다.
¡ 이러닝 산업 표준 생태계 정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 연구
¡ NCS기반 이러닝 산업 종사자 역량 개발 콘텐츠 모델 연구

- 128 -

¡ 이러닝 산업과 타 산업 분야와의 융합모델 연구
일반적으로 이러닝 분야를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분야로 분리하고 있다. 이러
한 분류 관점을 이러닝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등의 생산, 유통, 소비 관점으로 변
환하여 이러닝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생태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각 단계별로 필요한 이러닝 표준을 발굴하고 각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발
굴을 통해 실질적인 이러닝 표준을 개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로봇 분야 등 이러닝 산업과 융합 가능한 타 산업 분야와의 융합모
델의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새로운 기술 적용 기반의 이러닝 관련 표준화 발굴이다.
¡ 산업분야 이러닝 역량 개발을 위한 학습 분석 정보 모델 연구
¡ 빅데이터 기반 이러닝 데이터 수집 체계 프레임워크 및 테스트베드 설계
¡ MOOC 등 개방형 이러닝을 위한 플랫폼(학습관리시스템) 표준화 연구
최근 정보통신산업기술에서 활용에 대해 이슈화 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비롯하
여, IOT, 실감형 콘텐츠, 사이버랩 등에 대한 이러닝 표준 개발의 요구가 높아지
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프로젝트를 발굴할 필요
가 있으며, 구체적인 표준화 항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화위원회를 활용하여 새로운 영역에 대한 표
준화 요소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자유 공모제를 실시하여 많은 관련 전문가들
과 관련 학회들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또
한 표준화 발굴에 대한 연구 수행 후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이러닝 산업 종사
자, 학계 등에서 공감할 수 있고 표준에 대한 적용의 필요성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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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우리나라의 이러닝은 초중등학교에서 교육정보화를 시작한 1990년대 중후반부터
기반을 마련하여 2000년 초중반 이후부터 교육, 학습, 훈련분야에 확산되었다. 현재
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 정보기기의 제한점을 벗어나 스마트
기기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기기와 기술들이 이러닝에 접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닝 관련 표준화의 역사는 2001년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 JTC1
SC36 회의에 참석한 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초중등교육분야를 시작으로
산업분야에서도 이러닝에 관련 표준화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내
표준화 활동과 아울러 국제표준화기구 들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표준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이러닝 관련 표준은 산업부 기술표준원의 총괄 역할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협력 기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내 표준은 교육정보메타데
이터(KEM) 등 다수의 이러닝 관련 표준이 제정되고 있고, 일부는 실제 적용되고 있
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이러닝 표준 내용에 대한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부의 표준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는 선도 기술 표준, 기술혁신선도, 시장선
점 및 확대수단, 소비자 참여 확대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과거의 표준 개발과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닝 분야에서도 세계 시
장을 선점하고 세계 이러닝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표준화가 필요한 현실이다.
최근 이러닝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슈사항을 조사한 결과 13개 분야가 조사
되었다. 그중 빅데이터와 학습 분석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인 분석
을 통해 이러닝에서 학습과 학습 환경을 이해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학습자와 학습
자의 상황과 관련된 데이터를 측정하고,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었다. 또한 가상현
실, 홀로그램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하고 실제와 유사한
체험이 가능한 차세대 콘텐츠인 실감형 콘텐츠를 비롯하여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과
정에 축적된 정보를 분석 및 활용하여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적응형 콘텐츠
등이 표준화가 필요한 영역으로 제시되었다. 더욱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MOOC 구축과 관련한 이슈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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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표준화 전략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 분석에서는 국내 이러닝 표준화 개발
방법적인 측면으로 이러닝 활성화와 기반이 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의 추
진이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기에는 정부 주도의 이러닝 표준화가 이루어
지고 향후 이러닝 산업이 활성화 후에는 민간주도의 추진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
났다.
국제표준화기구와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경우 ADL 뿐만 아
니라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국제표준화기구를 찾아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 JTC SC36과의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특히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전담인원과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닝 표준화 관련 정부지원에 관련해서는 이러닝 표준화의 개발 및 제도화, 적
용 등을 위해 이러닝산업발전법 외의 법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
다. 특히 이러닝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에 대한 지원과 더 많은 전문
가가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이러닝 분야의 표준화를 위한 제
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은 해당 분야의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연관되
어 있다. 따라서 당장은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향후 세
계 시장 선점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닝 표
준화 관련 예산의 확대 확보와 사업의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학연이 참여하는 이러닝 표준 개발 프로젝트의 운영이다.
이러닝 표준화에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여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표준화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된 이러닝 표준이
실제 산업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셋째, 이러닝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와의 협력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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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관련 국제표준화 기구와의 기관 차원에서의 협력은 물론 인적네트워크 구
성을 강화하여 한국이 발의한 이러닝 관련 표준 제정 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러닝 표준에 관한 사후관리이다.
제정된 이러닝 표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고, 산업계의 반응 등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이러닝 표준 개발에 피드백을 줄 수 있
도록 사후관리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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