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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arning 정의

• 웹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

• 사이버 교육 및 훈련

• 웹 기반 교육 및 훈련

•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 및 훈련

e-Learning 표준의 필요성
• e-Learning 환상

– 모든 교육문제의 해결
– 수익모델 창출
– 오프라인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 수단

• e-Learning 현실
–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경쟁적으로 단기간 변경
– 가격 경쟁 : 저급화, 중복투자
– 학습환경 부재(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학습이

가능)
– 학습전략 부재(평생학습 차원에서 학습자의 지속적인

지원)
– 학습방법 부재(다양한 학습지원을 활용한 역동적인 학

습 활동)
– 이론, 모델, 방법론의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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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arning 표준의 필요성

• “역시 교육은 오프라인에서 아날로그로 하는게 최고”
라는 반동적 움직임

• e-Learning 위기

• e-Learning 표준화
– Interoperability : 특정지역,특정 플랫폼,저작도구를 사용하여 개발

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다른 저작도구와 플랫폼을 통해 사용

– Reusability: : 복합적인 응용과 통합이 가능한 교수 자료 설계

– Manageability : 관리 할 수 있는 방법

– Accessibility : 특정 교수 자료의 원격 검색 용이, 다양한 저작도구로
개발한 컨텐츠들과 데이타 교환이 가능한 LMS를 통한 접근

– Durability : 기반 기술 변화 시 교수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

메타데이터와 상호운영성 표준

• Metadata :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
– Ex) 도서관 도서카드 목록
– Dublin core, IEEE LOM(Learning Object 

Metadata)

• Interoperability:다른시스템, 다른파트가 상호
연동
– Ex) IP, Postscript

• 메타데이터가 상호운영성 표준 역할
– Ex) MIME(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에 대

한 메타데이터 정보)
– 여기에, 주제, 대상학년, 학습자정도,교육관련데

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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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과정

단계별 표준화 과정
• 명세서(Specifications)

특정 문제를 해결키 위해 창작,개발 또는 실제 적용이 가능토록 명확하고

애매모호하지 않은 용어로 기술된 문서화 된 설명

• AICC (Aviation Industry CBT Committee) : 항공 산업 분야의 훈련 표준 제정을
목적으로 1988년 설립, 코스개발과 학습자관리/코스웨어평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해 지침 마련, LMS 표준화로 확대

• IMS : 1997년 EduCom NLII가 기반이 되어 산업계, 학계, 정부가 협력하여
교육분야 기술에 대한 개방형 아키텍쳐와 인프라스트럭쳐 표준을 제정, 
메타데이터를 비롯 컨텐츠패케이징, 질의응답, 학습자프로파일관리등을 명세

• ARIADNE (Alliance of Remote Instructional Authorung and Distribution Networks 
for Europe) : 1996년 1월에 시작한 교육 훈련에서 사용된 교육 컴포넌트를 생성, 
저장, 전달, 재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와 프로토콜 개발에 초점

• Dublin Core : 1995년 5월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와 NCSA에서
지원한 메타데이터 워크샾이 미국 더블린시에서 열림. 15개의 요소를 정의. 
1999년 8월 부터 교육 연구 분과를 만들어 교육자원에 대한 확장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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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표준화 과정

참조모델(Implementation Reference Model)

여러 표준과 Specification들을 조합하여 실제로 적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 Model

•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 : 1997년 미국 국방성과 백악관에서
고급의 양질의 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결성,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을 발표하여 주목, 
XML기반의 데이터 호환성 및 운영체계 개선에서 가장 폭넓게
인정받아 , 현재 가장 강력한 e-Learning의 표준 틀을 제공

• PROMTEUS(PROmoting Multimedia Access to Education and Training in 
Europe Society) : 1998년 후반기에 교육 기술 분야에서 유럽의 역할과
유럽 문화의 보호를 위해 기업과 학계에서 설립 . 메타데이터와
상호운영성에 대한 여러 연구 그룹

단계별 표준화 과정
• 표준(Accredited Standard)

표준 제정 기구가 특별한 사적 이익이나 소유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제정

하고 개방적이며 합의에 기반하여 개발되고 광범위하게 사용,적용

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표준

• IEEE LTSC(Learning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 : 1996년에 설립, 교육
기술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표준 개발, 5개 그룹(일반적, 학습자관련, 
컨텐츠관련,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응용), 특히
메타데이터(LOM)는 IMS, ARIADNE, GESTALT, AICC등의 지원

• CEN(European commission for standardization)/ISSS(Information Society 
Standardization Systems)/LT(Learning Technology workshop) : 1999년 3월 설립, 
유럽의 표준지향 서비스와 제품을 통해 원격 교육 시장을 지원

• 표준(Approved Standard)
ISO/IEC JTC1/SC36(Joint Technology Committee 1/ Standard Committee36) : 학습, 
교육, 훈련을 위한 정보 기술 분과,  2000년 3월 첫 회의(2002년7월 한국 정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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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기구간 활동

국가별 표준화 기구

• Canada : CanCore
• Australia : Australia IMS + DEST
• Netherlands : OUNL
• Japan : eLC(e-Learning Consortium) +ALIC
• Singapre : ECC
• AEN(Asia e-Learning Network) : 2001년 이후

아시아 13개국이 표준 제정 노력, 일본주도

• Korea : KoreaCore(KELIA+KALiiC) : 한국형 e-
Learning 기술표준 제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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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동향
• 2002년 4월 산업자원부 e-Learning산업육성방

안 발표
• e-Learning 표준화 필요성에 대해, 정부부처, 

업계, 학계가 모여 민관협의회 구성
• 2002년 10월 e-Learning 컨텐츠 표준화 포럼

창립(http://www.elts.org) 
– 1차년도(~2003년6월) : 메타데이터 표준안 정의
– 2차년도 : 학습 객체 모델 정의
– 3차년도 : 컨텐츠 공유 모델 정의

• 포럼 : 기술간사(한국사이버교육학회), 운영간사
(표준협회)

• 2002년 11월 e-Learning Korea 컨퍼런스 개최
– 컨텐츠 분야(한국교육컨텐츠인증위원회)
– 논문 분야

국내 표준화 동향
• 산업자원부 정책 과제
• XML 메타데이터 기반의 LCMS 개발 과제

– 메디오피아,배움닷컴,지식정보,텔렉처 컨소시엄

• 2002년 7월 산업기술개발사업 전략과제
• SCORM 지원 한국형 맞춤 학습 지원 솔루션 개발

– Content Metadata Generating&Authoring System
– XML based Content Repository
– Courseware Authoring&Content Management 

System(CAM Sys.)
– Adaptive Learning Managemnt Systems(a-LMS)
– Adaptive Learning Performance Support 

System(ALPS Sys.)
– Wire & Wireless Internet based Environments
– Contents Search & Retrieve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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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동향
• 산업자원부 정책 과제
• 한국형 e-Learning 기술 표준안 개발 과제

– 이와여자대학교 문남미 교수

• 차세대 지능형 학습시스템 개발이 전단계
• SCORM1.3 표준안을 기반으로 한국현실에 맞는

표준안 개발을 목표
– Collaborative Learning을 기업의 KMS와 연동하여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디지털 데이터방송 서비스를 위한 T-CMS까지 고려
한 LCMS 아키텍처 및 API 개발

– 학습 Context 파라메터 모델링을 통한 파라미터 세팅
방식의 LCMS 및 이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패키징 툴, 
저작툴, 에디팅 툴 개발

국내 표준화 동향
• 한국학술정보원(KERIS)
• 사이버 대학 기술 표준화

– 2002년 3월 간담회(15개사이버대학표준화)

– 2002년 5월 사이버교육기술표준정책포럼
• 컨텐츠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방안

• 기술 표준(안) 수립을 위한 영역별 표준화 방안

• 향후 표준화 정책 수립 및 지원 방안

– 사이버대학의 4개 표준화 영역
• 메타데이터, 운영 플랫폼, 저작 도구, 정책 지원

– 2002년 10월 사이버대학, 관련 업계 초정 간담회

• 초중고등학교 컨텐츠 공유 체제
– 2001년 7월 인하대학교 메타데이터 표준안 발표

– 표준안 기반의 공유 체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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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L SCORM

ADL (Advanced Distributed Learning )
- 1997년 11월 DoD (Department of Defences)에 의해 시작된
국가적 초안(http://www.adlnet.org)

- 목적 : Online learning을 위한 open architecture 개발 미국 정
부기관 사이에 e-Learning을 확산

- - 비전: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개개인의 필요성에 꼭 맞아
지고, 비용을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

- 전략
새로운 네트웍 기술을 추구
공통 기준의 개발을 촉진
공통수요를 만족하는 폭 넓은 공동 연구 촉진
차세대 학습기능을 가진 향상된 성능
상용제품개발에 영향을 주는 산업분야에 연구

ADL SCORM

SCORM 개요
- 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
- ADL의 높은 요구수준 (accessibility, interoperability, 
Reusability, Durability, Adaptability, Affordability)을 충족하기
위한 Reference Model 
- 교육, 훈련, 수행도 향상 등에 있어 훨씬 우수하고 저 비용적
이며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는 모델(Web 기반교육 컨텐
츠 모델) 에 대한 규격, 가이드라인
- 코스웨어 객체와 같은 코스과정, 데이터모델, 프로토콜의 상
호관련성을 정의하는 소프트웨어 모델
- AICC와 IMS, IEEE, ARIADNE 규격의 통합
- 가장 최근의 WEB 기술 동향과 교육 공학 모델까지를 포괄적
으로 반영 하여 제정
- e-Learning 분야의 실질적 시장 지배적 표준(de facto 
standard)

- 2000년 1월 1.0, 2001년 10월에 version 1.2발표, 현재 V 1.3 
- 2002년 12월 Plugfest7(contents sequencing, certification)
- 2003년 2월 12일 첫 SCORM certification LMS(WebM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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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M 표준 준수 이점

• 컨텐츠 호환성 향상
– SCORM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된 컨텐츠는 SCORM을 지원하는
LMS라면 어떤 LMS라도 상관없이 탑재하여 사용 가능

• 컨텐츠 재사용성 극대화
– SCORM 표준 컨텐츠 개발 방법을 준수한 컨텐츠는 모듈별로 재사

용 할 수 있으므로 컨텐츠 개발의 경제성, 효율성이 극대화 됨

• 컨텐츠 검색 용이성 극대화
– SCORM 표준에 입각한 메타데이터는 학습 용도에 맞는 컨텐츠를

용이하게 검색 할 수 있게하여 학습자의 개별 학습 요구를 최적으로
지원

• 콘텐츠 수명 주기 연장
– LMS가 Upgrade 되더라도 컨텐츠는 이와 무관하게 계속 사용 가능

• 경제성 향상
– 교육비 : 30-60% 절감
– 교육시간 : 20-40% 절감
– 교육 효과 : 30% 상승
– knowledge 와 performance : 10-30% 상승

(source :   Advanced Distributed Learning (ADL) Technical Working Group)

SCORM 구성

SCORM

BOOK 2:  The SCORM
Content Aggregation Model

BOOK 3:  The 
SCORM Run Time 
Environment

Launch, Communication API (from AICC)

Data Model (from AICC)

BOOK 1: 
The SCORM
Overview

Meta-data Dictionary (from IEEE)

(Meta-data XML Binding and Best Practice (from IMS)

Content Structure (derived from AICC)

Content  Packaging (from 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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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계층도
G1

G2

Goals in a courseware

Sharable
Content 
Object

HTML
pages

IMAGE
objects

FLASH
objects

Javascript
functions

XML
pages

Sound
objectsAssets

C1

C2

C3

C5

C6

C7

C1

C2

C3 C4

C5

C6

C7

Content 
Packaging

…

교육시스템발전과 SC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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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Adapter

SCORM
API

Delivery
Service

Tracking
Service

Sequencing
Service

Content
Management

Service

Learner
Profiles
Service

Testing/
Assessment

Service

Course
Administration

Service

Local
Content

Repository

Remote
Content

Repositories

SCORM
Content

Packages

Browser
(Presentation)

Generalized
Learning Management

System Model

Selection

Launch

SCORM
Tracking

Data

SCORM
Content

(SCOs & Assets)

SCORM 저작 도구 예

http://www.recombo.com/
- Convertor™ for PowerPoint®
- Convertor™ for Word
- Custom Convertor™ (Dreamweaver , FrontPage , HTML (including 

embedded Flash or Shockwave) , XML )

http://www.mindflash.com/
• RapidTrain ™
• The only e-learning product utilizing PowerPoint® , Word® , and

Dreamweaver® to rapidly create, deliver, and track your 
organization's online training.

• RapidAuthor™
• The only SCORM authoring and conversion engine utilizing 

PowerPoint® , Word® , and Dreamweaver® to rapidly create online 
training for your enterprise LMS.

http://www.easyprof.com
EasyProf® combines a solid instructional design, logical action creation,

powerful multimedia capabilities with a feature-rich student learning 
interface, all within a proven, user-friendl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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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진화

SCORM “Next Gen”
Integrate current architecture 

with other architectures:
- Simulation

- Performance Support
-Knowledge-Based Systems

- Mobile
-Others…

New Architecture R&D
-Gather requirements
-Identify requirements
-Establish constraints

SCORM 1.x
- Maintain
- Extend

차세대 SCORM
• W3C의 Semantic Web 표준 도입

– A web of knowledge
– Machine understandable
– Adds extra metadata to a web page
– XML bindings, RDF, DAML+OIL

• Potential for Learning?
– Intelligent agent can adjust curriculum
– Intelligent tutors can dynamically assemble learning 

objects
– Content can self-adjust or be created

• Dreams
– True profile based adaptive learning
– Rethink the whole paradigm
– Experience becomes part of the whole net
– Marketing/adoption support of existing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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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F
• 1997년 이래, 교육소프트웨어회사, 교육청,행정부
• SIF(School Interoperability Framework) 는 교육 소

프트웨어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엑세스를 위한 청사
진이다.
– 초중등학교(K-12)의 교육 및 행정 소프트웨어 응용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 및 연동시키기 위한 개방형 명세서

• 교육 소프트웨어 연동의 심각한 문제점
– 초중등 학교에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게 되고, 상호

연동의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
•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다른 것과 별도로 분리
• 중복 데이터가 일반화됨
• 연결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증가
• 데이터 레포팅이 비효율적이며 고비용이 됨
• 의사 결정자가 데이터를 엑세스할 수 없음

SIF

SIF makes it possible for them 
to communicate using a 
common interface and 
standard data form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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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F
• 상호 운영의 문제점 해결

– 공유 데이터의 표준 형식 정의
– 공유 데이터를 위한 이름 형식을 정의
–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상호 작용 규칙을 정의

• SIF의 분야
• CIRCA: Customer Involvement, Requirements, Communications and 

Accords 
• Compliance 
• Data Analysis and Reporting (includes subset Voice Telephony) 
• Food Services 
• Grade Book 
• Human Resources/Finance 
• Instructional Services 
• Infrastructure 
• Library Automation 
• Marketing 
• Student Information Systems 
• Transportation and Geographic Information

SIF
• 한국도 K-12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운용중
• 상호운영성 확보가 절실
•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형 SIF 연구 필요
• 국내에서는 현재 인하대학교에서 연구중

– 도서관, 학습자 정보
– 메시지 및 이벤트 정의
– 통신 및 암호, 인증 모델 정의

• 필요한 지식
– TCP/IP, TLS, HTTP
– 데이터 암호화, 전자서명
– 데이터베이스, 데이터큐서비스
– XML 개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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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arning 방향
• 표준화(SCORM 중심)

• 고품질 컨텐츠(질 관리 강화)

• 컨텐츠 공유 및 재활용

• 혼합 학습(Blended Learning)

• m-Learning(Mobile Learning)

• e-Learning 확대 정립
– 전략적 e-Learning(외부 이해자 교육)
– e-Learning 전략(전사적 지식/경영 관리)

감사합니다.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