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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보고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에 구축한 사이버연수시스템의 구

축내역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사항과 국내외 사이버교육 이용현황을 기술하 다.

  원자력연수원에서는 사이버연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멀티미

디어 교육프로그램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1999년에는 실제적인 파일럿트 프로그

램을 탑재하여 시범적인 운 을 한바, 이를 실제적인 연수업무인 국내외 원자력 

관련 교육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상세 업무분석과 새로운 기

술개발의 접목을 통하여 사이버연수시스템을 개발하 다.

  본 보고서에 기술된 구축내용을 활용하여 첨단기술 접목시켜 사용하는 모든 

수강자, 과정관리자, 강사에게 유용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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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report describes on technical contents related Cyber Training 

System construction on KAERI Nuclear Training Center, and on using cases 

of Cyber Education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At KAERI Nuclear Training Center formulated a plan for Multimedia 

Educating Program in 1997, and operating by way of showing example after 

load a pilot program. Then Cyber Atomic Training System was developed 

through detail system analysis for efficiency application to all users 

include new technologies.

  All users including trainee, course managers and lecturers can use new 

technical for create new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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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사회의 다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중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산업사회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지식기반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또한 세계는 하나의 생

활권으로 문화를 형성하면서 선진국에서는 지식정보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

전해나가고 있다. 이에 각 국은 경쟁력 우위를 확보를 위하여 지식정보 산업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실현시키고 있다. 정보화 사회

는 사회 각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 요구되는 

변화로는 교육의 내용, 교육방법, 교육대상 및 전달 방법 등에 대한 변화가 다

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강의실 중심 교육이 아닌 다양한 교육환경의 생성 및 변화

  둘째, 웹기반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서비스 대두(피교육자가 중심의 교육환

경 조성)

  셋째, 외부 재교육/가상연수 서비스, 관련 산업체 지원(연수센터의 기능변화)

  따라서 원자력연수원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997년부터 멀티미디어 교육프로그램 개발계획을 수립하 으며, 1998년에는 사

이버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조사를 실시하 다. 또한 1999년에는 실제적인 

파일럿트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시범적인 운 을 한바, 이를 실제적인 연수업무

인 국내외 원자력 관련 교육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상세 업무

분석과 새로운 기술개발의 접목을 통하여 사이버연수시스템을 개발하 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범위

  본 사이버연수시스템은 원자력지식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확대 보급함으로써 

원자력의 올바른 이해 도모 증진에 기여 할 수 있으며, 자율학습을 기반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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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작도구 개발하여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 원격지 원자

력종사자 무상 교육훈련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개발범위는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첫째,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Video on Demand)강의실 구축

   둘째,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 전송이 가능한 기반기술 구축

   셋째, 사이버연수과정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그림 1) 사이버연수시스템 개발범위

(ScreenWatch)
(SKY-H7200)

/

(ScreenWatch)
(SKY-H7200)

/

Real Server
VOD

Real Server
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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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이버연수시스템 개발을 위한 현황 분석

제 1 절 원자력연수원 현황

    1. 연수업무 내용

      가. 국제연수과정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조성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의 

원자력 관련 훈련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연수과정으로 년간 10회 실시하

며, 과정별 교육기간은 약 1주일부터 4주까지이며, 훈련인원은 과정별 평균 20

여명이다.

  국제연수과정은 주로 IAEA가 UNDP의 자금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ENO 

(Electronic Networking and Outreach)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

비용의 제한으로 인한 훈련 기회 확산에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연수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 과정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의 네트워크 환경이 저조한 국

가에는 교육내용을 CD에 수록하여 배포할 수 있다.

      나. 국내연수과정

  국내연수과정으로는 원자력 및 핵연료 기술분야 등 8개 분야에서 22개 과정이 

운 되고 있으며, 분야별 연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 및 핵연료 기술분야

  이 분야는 원자로 및 핵연료국산화, 원전의 안전성 확보 등 원전기술의 국산

화 및 핵심기술의 자립과 국내 원자력산업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향상을 위해 국

내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과정으로 원자력 발전, 방사능 방재 및 핵연료 

물질과정 등 3개 과정으로  유상으로 연간 7회  실시하고 있다. 

        (2) 방사성동위원소이용 기술분야 

  이 분야는 원자력이론,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취급기술, 방사선장애 및 방

어 등을 취급하며, RI이용산업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RI취급 면허를 취득코자 

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분야로써, 방사성동위원소이용일반, 방사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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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어 감독자 및 방사성동위원소 의학적이용과정 등 3개 과정이며, 유상으로 

연간 4회 실시하고 있다.

        (3) 법정보수교육 분야

  이 분야는 원자력관련 면허소지자 및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분야로 면허소지자는 3년, 작업종사자는 1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는 과정

으로 원자력관련 면허소지자과정과 방사선작업종사자 과정 2개 과정이며, 유상

으로 연간 17회 실시하고 있다.

        (4) 비파괴검사 기술분야

  이 분야는 방사선 투과검사, 자분검사, 침투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며, 

제품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소개하는 분야로서, 비파괴

검사기술종합, 방사선투과검사기술전문, 초음파 탐상검사기술전문 및 초음파탐

상검사기술전문과정 등 3개이며, 유상교육으로 연간 3회 실시하고 있다.

        (5) 학연협동 연수과정 분야

  이 분야는 대학과 연구소간 협동의 일환으로 원자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

육과 원자력 요원화를 위한 교육으로 구분하여 운 하고 있으며, 원자력분야 원

자로실험실습, 이공계대학 원자로실험실습 및 방학중 연구실현장실험실습 과정 

등 3개 과정으로 연간 4회 실시하고 있다.

        (6) 하나로 이용 일반 및 전문연구 교육분야

  이 분야는 국가 중장기사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된 하나로 이용 활성화와 활

용도 제고를 위하여 원자력 관련 분석시험, 검사등 원자력분야 이용자에게 문호

를 개방하여 하나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분야로서, 

중성자빔이용, 핵연료 및 재료조사시험, 중성자 방사화분석 및 동위원소 생산이

용 전문연구교육과정 등 4개 과정으로 각 과정 연간 1회 실시하고 있다.

        (7) 산업체 수탁 연수분야

  이 분야는 산업체와 연구소간 협동의 일환으로 원자력관련 산업체에서 필요한 

원자력 제반 분야에 관한 교육을 분야로서 산업체에서 요구시 개설 운 되는 과

정이다.

        (8) 연구소 직원대상 교육 분야

  이 분야는 연구소원의 승격시 필요한 경 관리 교육과정과 전산기술교육과정 

및 CNS(Compack Nuclear Simulator) 교육과정 등 3개 과정으로 전산기술교육은 

년간 약 15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2개 과정은 년간 1회 실시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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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력연수원 교육실 및 교육 기자재 자원 현황

      가. 교육실 현황

        (1) 강의실 

          • 계단식강의실(50석 1개, 80석 1개)

          • 일반강의실(50석 5개)

        (2) 어학실습실

        (3) 전산실습실(30석)

        (4) 원전 모의제어 훈련실

        (5) 계측실험실(4개)

        (6) 화학실험실(1개)

      나. 전산자원 현황

        (1) 홈페이지 운 서버 1대(PC급)

        (2) 전산실습용 PC 30대

        (3) 컴퓨터네트워크 2GB(본관건물과 연결)

    3. 멀티미디어 Learning Contents 개발 내용

  원자력연수원에서 개발한 멀티미디어 Learning Contents의 개발내용을 다음과 

같으며, 이의 화면은 (그림 2)이다.

      • 원자력과 에너지

      • 원자력기초이론

      • 핵연료 개론

      • 에너지와 환경

      • 원자력과 경제

      • 원자력 용어사전

      • 방사선안전관리

      • 원자력품질보증

      • RI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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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멀티미디어 Learning Contents의 개발내용

제 2 절 국내 현황

  우리나라에서의 사이버교육을 포함한 교육정보화는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

진하 으며, 전체적으로는 도입단계 수준이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도 정보통

신부에서의 인터넷 인프라구축 확산과 더불어 교육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이 확

산되고 있다. 국내의 교육환경으로는 9,000여 개의 유치원, 10,000여개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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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교 및 350여 개의 전문대와 대학이 있으며, 40만의 교사와 4만의 교수 및 

1천만명의 학생 등 학부모까지 포함한다면 전국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우

리나라는 정보화시대를 대비하는 신교육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교육정보화 사업

을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  추진하고 있다.

  첫째, 열린교육사회와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이다. 첨단 정보공학 및 쌍방향 멀

티미디어 통신을 이용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고 활용하

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양질의 교육서비스 체제의 구축이다.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적인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최상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사회 경제적 환경이나 신체

적 요인에 구애 없이 모든 학습자들이 최상의 학교에서 최상의 교사에게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21세기의 정보화 중심국가 구축이다. 지구촌 국제 정보화 사회에서 중

심국가로의 부상을 위해 국제적으로 추진하는 정보산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며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교량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넷째, 정보화사회를 대비한 교육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폐쇄된 교육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열린교육으로, 교육정보

의 독점에서 교육정보의 공유로, 주입식 전달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획

일적 교육에서 개별화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전산망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

고 있으며, 교육 인프라 체계 구축을 위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및 제작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구축된 각종 교육기관의 사이버 교육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대학 현황

  정부에서는 1997년 10월 “원격대학 프로그램 시범운 대학 선정계획”을 발표

하 고, 이 사업에 전국 100여 개 대학이 지원하여 1998년 2월 5개의 시범운

기관과 10개의 실험운  기관을 선정하 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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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원격대학 시범/실험 운

구분 기관명 운 형태 참여대학명

시범

운

기관

부울가상대 컨소시엄
동명정보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대 

(4개 대학)

열린사이버대

(OCU)
컨소시엄

강릉대, 고려대, 공주대, 동덕여대, 부

경대, 부산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순천향대, 인하대, 제주대, 충북대 

(12개 대학)

숙명여대 단독참여대학

서울사이버디자인

대
컨소시엄 홍익대, 국민대 (2개 대학)

서울대 단독참여대학

실험

운

기관

진전문대 단독참여대학

한반도가상캠퍼스 컨소시엄
숭실대, 서울여대, 인제대, 한림대, 

금오공대(5개 대학)

동국대 단독참여대학

한국가상캠퍼스 컨소시엄

경북대, 경성대, 경희대, 대구대, 이화

여대, 전남대, 방송통신대, 한양대 

(8개 대학)

서강대 단독참여대학

경상대 단독참여대학

한국온라인가상대 컨소시엄
중앙대, 경기대, 대전산업대, 

공주문화대 (4개 대학)

충남대 단독참여대학

한국싸이버대학

(KCU)

(구 한국대학가상

교육연합)

컨소시엄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 경기대, 경남

대, 경상대, 경주대, 계명대, 관동대, 

광운대, 대전산업대, 대진대, 동덕여

대, 동양대, 명지대, 목원대, 배재대, 

부산대, 삼육대, 상명대, 세종대, 아주

대, 연세대, 남대, 울산대, 원광대, 

인하대, 전북대, 전주대, 조선대, 주성

대, 중앙대, 창원대, 한남대, 한동대, 

한양대, 호남대, 호서대 (38개 대학)

한국외대 단독참여대학

  선정된 기관을 살펴보면 7개의 컨소시엄과 8개의 단독참여대학 등 총 61개 대

학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후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대학 수가 증가하여 총 81개 

대학이 참여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원격대학 시범/실험 운  기관 일반적 특

성은 [표 2]와 같으며, 원격대학 시범/실험 운  기관 발표 이후 각 대학들은 

세계적인 정보화 추세와 인터넷 사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힘입어 시간과 공간

의 제약을 뛰어넘는 열린교육체제 구축과 평생교육, 재교육을 통한 수요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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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 실현이라는 취지아래 원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은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paradigm) 변화, 

개방형 시스템(open system) 개념 및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 기회의 증가 등이 

새로운 교육방식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도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이 우리 대학들의 수준을 고려하면 원격교육을 활용

하여 새로운 교육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면대면 교육에 익숙한 대부분의 교수자 및 학생들에게 자율 학습

(Self-Education) 방식에 의한 원격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적응시

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즉. 충분한 인프라 구축, 교수자 및 학생에 

대한 충실한 사전 교육이나 설명, 원활한 학사 운 을 위한 지원조직 및 운  

프로그램, 다양한 매체작성을 위한 지원시설 등 원격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준비되지 못한다면 원격교육을 통한 교육효과는 기대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현재 일부 대학의 경우 대학 당국의 투자 의지 부족과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대학 간 협력의지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고, 원격교육의 주체인 교수자나 학생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실정

이어서 신청 당시의 계획대로 운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

부 대학에서는 원격교육을 면대면 교육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사례도 있어 

원격교육이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원격

교육의 운  측면에서는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대학 간의 학점 취득을 상호 인정

하고 대학별로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여 원격교육 강좌를 운 함으로써 학생들에

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격대학 프로그램 공동개발과 원격대

학 관련 연구, 학술회의 공동 추진 등을 통하여 국내 원격교육 발전에 크게 기

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서관 등의 학내 시설을 참여 대학 학생간에 공

동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부 등 정부부처 및 대학 등에서 원격교육 컨텐츠 개발을 위해 재

정적 지원이 뒤따른다면 지금까지 각 대학별로 구축되어진 인프라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컨텐츠가 보완될 수 있고, 다양한 교육 컨텐츠가 준비되어야 다양

한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 서비스가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또한, 점차 원격교육 

운  프로그램의 기능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개선이 진행되고 있어 머지

않아 원격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인 비용을 최소로 줄이고, 교육효과를 극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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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원격대학 시범/실험 운  기관 일반적 특성

구분 내용

열린

사이버대

 - 열린사이버대 연구시스템 설계 및 독자적 핵심 노하우 보유

 - 새로운 교수법 개발 및 적용에 따른 연구실적 반 , 인센티브제도 

   운

 - 학위교육, 사회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가상대학 

   운 을 통해 국내 가상대학 정착을 선도

 - 열린사이버대 시간제등록생 및 공개강좌생 선발 운

 - 열린사이버대 참여대학(12개 대학)과의 상호 학점인정협정을 체

   결, 교과목 개설 주관대학에 상관없이 재학생 소속대학에서 취득

   한 학점을 인정하며, 도서관 공동이용, 교수 교육 프로그램 교류 

   등의 인프라 구축

 - 열린사이버대 참여대학간 특성화분야를 중심으로 과목을 개설, 

   운 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기제(쿼터제, 학기제)를 도입 운

 -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과의 학술교류 협정

숙명여대

 - 타 대학에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춘 전공분야의 사회재교육에 중점

 - 사회교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해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과 연계

 - 삼보컴퓨터, 두루넷과 협력

서울사이버

디자인대

 - 국내 최대의 디자인 관련 교수진 및 디자인공학 센터를 보유

 - 디자인의 대중화를 통한 국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표

 - 국내 디자인 관련 사이버 강좌의 메카로 발돋움

서울대

 - 학내 가상강의 지원과 외부공개강좌 개발․운 에 초점

 - 외부공개강좌 개발․운 의 경우 한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한국학이나 한국어 강좌 개발에 중점

동국대

 - 상․정보통신 특성화 프로그램과 연계 

 - 가상대학을 통한 평생교육체제 추진 

 - 컨소시엄 동참 대학과의 협력증진과 참여교수 지원 확대 

 - 졸업생 재교육 프로그램 체제 추진

한국가상

캠퍼스

 - 가상대학내 학점취득 상호인정

 - 가상대학 프로그램 공동개발

 - 가상대학 관련 연구와 학술회의 공동추진

 - 시설, 설비, 정보와 자료 공동이용

 - 전자도서관 공동구축과 상호개방

한국온라인

가상대

 -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의 동포 교육을 위해서 중국의 연변 기술 

   대학, 몽골 울람바타르 대학, 카자흐스탄 대학 등에 강의안 및 

   강의시스템 제공을 위한 상호 교류 협정 체결

 - 사회일반인 대상 학력인정수료과정

 - (주)나우콤의 PC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실 운

한국

싸이버대학

(KCU)

 - 전국 38개 대학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버대학

 - 회원 대학들간에 학점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공유

 - 회원대학의 전문교수들이 공동 개발한 강좌를 회원대학 공동으로 

   활용

 -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위성강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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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초 중 고등학교 사이버교육 현황

  교육정보화 사업은 교육의 근간을 이루며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통신 기

술 이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97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당초 교

육기반구축 3개년 계획( 97 ∼ 99)이 98년 초 ․중등학교교육종합계획(

98 ∼ 2002)및 99년 교육부문 교육발전 5개년 계획( 99 ∼ 2003)으로 수정되

었다. 하지만 이후에 두 종합계획에서 학생 실습실용 PC 보급 사업만 완료 연도

가 98년 계획에서는 2000년으로, 99년 계획에서는 1단계 가 2000년, 2단계

가 2003년도로 달라 졌으며, 예산 투자계획에서는 모든 단위 사업에서 변동이 

있었으나 기타 사업추진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변동이 없다.

  교육정보화의 물적 기반 구축은 모든 학교에 학생실습실용 PC를 보급하며 전

국 초․중․고 교원에게 1인 1PC 보급(2002년 완료)을 추진하고, 모든 교실에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구축 (2002년 완료)하며, 모든 학교에 학내전산망 및 인터

넷 활용 환경을 구축 (2000년 완료) 하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새 천년의 지평

에서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을 접고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주도경제(Knowledge Driven Economy)로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정보사회에서 개인과 기업, 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나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여 필요한 형태로 가공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

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정통부 Cyber Korea 21, 99).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정보화종합계획 은 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 조기완결을 통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대비 및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학생 및 교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교육 강화에 우선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교육정보화종합계획의 연내 완결의 내용은 전국 1만개 학교에 컴퓨터 실습실

과 학내전산망 구축을 완료하고 21만 모든 교실에 멀티미디어 기자재 설치를 완

료하며 34만 명의 모든 교원에게 1인당 1 PC를 보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교육정보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설

(Infrastructure)을 마련하는 것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 부분이다.

  학내 전산망 구축 사업은 당초 2000년도 사업을 2002년으로 조정하여 학교전

체를 구성하는 망 구성 및 외부전산망과의 호환성을 확보하되 학교의 정보화 의

지와 활용 계획이 있는 학교에 우선 구축하고 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터넷 사용료에 E-Rate 적용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98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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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교육정보화부문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및 99년 3월 교육정보화부문교육발전 5

개년 계획으로 발전되었다

  교육정보화 기기 활용도 제고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현장에서 교육활동에 필

요한 사용자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이용하며, 동시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컨텐트 저작도구 등을 이용, 수업 활동에 필요한 컨텐트를 자

체적으로 개발․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멀티미디어자료 공동 개발 사업은 국민 공통 기본교과에서 정보통신기술을 

10%이상 활용하고자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업과 소

프트웨어 제작에 필요한 수업 보조 자료인 멀티미디어자료(이미지, 그래픽, 동

상, 애니메이션, 음성․음향․음악 등)의 개발․보급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

고 있다. 교육정보화가 본격화되고 교육정보의 개발․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생기

는 가장 큰 문제는 소프트웨어의 질적인 평가 문제이다. 모든 소프트웨어를 일

일이 사용해보고 구입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특정 소프트웨어가 보여주는 일반

적인 사양과 광고만 보고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환경의 선진화에 따라 멀티미디어 및 교육용 소프

트웨어 도입이 필수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평가문제가 중

요한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는 교육 

수혜자에게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개발업체에

게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방향을 제시하여 품질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소프트웨어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을 중심으로 품질

인증 체제가 운 되고 있지만, 앞으로 보다 많은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이 평가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일반 사이버연수 현황 

  사이버 기업연수교육이 유료화가 쉽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기업들은 앞다퉈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산업연구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의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 시장 규모는 올해 6천700억원에 달했으며 내년에

는 7천500억원, 2002년에는 8천600억원으로 해마다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이버 교육 시장은 매출면에서 약 550억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5조원, 2005년에는 15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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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같은 매출액의 급신장과 함께 온라인 기업연수교육 활용비율도 올해 성인교

육에서 약 10%대에 그친데 반해, 2005년에는 기업교육은 물론 성인 교육의 약 

95%까지 온라인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이버 교육은 그 어느때보

다 전망이 밝다. 

  이러한 사이버 기업연수교육의 성공신화는 그 어느 분야보다 유료화가 쉽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기업들은 앞다퉈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

다. 

  올해 대기업, 중소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자들이 속속 이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현재는 국내에서만 약 723개에 이르는 업체들이 사이버 교육 관련 사

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들은 콘텐츠를 점차 유료화시키는 한편 각 기업의 사이버 연수원 구축, 학

원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각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솔루션 구축 사업도 활발히 벌여 나가고 있다. 해외 사업 진출에

도 적극적이다.

  반면 대기업들은 기존의 자체 연수원을 사이버화 하면서 컨텐츠 면에서 시장

성이 있다고 생각 이 분야의 도전이 늘고 있다. 

사이버교육이 이처럼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원격교육 분야가 새로운 교육 서비

스의 대안으로 성장하고 있다.

  각 기업체의 사이버 연수원은 원격교육 시스템의 구축에 이어  컨텐츠 보강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관공서, 군부대, 병원, 증권사,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로 원격 사이버 

연수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내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잇따른 진출로 기존 전문업체 중심의 원격교육 산업이 재편되고 관

련 산업의 급성장이 예상되며 외국 자본 참여와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

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가. 국내 초고속 정보통신 환경

  우리나라는 지난 95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15년간 계획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APII(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백본망을 통한 아시아지역 국가간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도시험망(KOREN)상 서울, 대전지역 접속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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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개의 기가팝(Gigapop)을 구축하고, 정보유통망으로 M본(Multicast 

backbone), 6본, Q본과 같은 차세대 기술이 적용된 망을 도입할 예정이다. 

APAN(Asia Pacific Advanced Network)KR 역시 국내 인프라인 선도망을 이용해 

디지털 비디오, 멀티캐스트, IPv6와 같은 고성능 응용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

  정보통신 인프라는 그 구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무

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명적인 방법보다 기존의 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진화론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따라서 시드에 의한 톱다운방식보다는 

니드에 의한 바텀업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반부터 HAN/BISDN, 

선도시험망, 초고속 정보화 시범지역, 초고속 국가망, 초고속 공중망사업 등 

ATM기반의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국내 차세대 인터넷망은 기존 인터넷망으로부터의 전환단계, 발전단

계, 성숙단계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진화 발전시키고 이미 구축 및 확충되고 

있는 초고속 국가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시 말해 초고

속 국가망을 이용한 고속인터넷 백본망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ISP사업자별 

트래픽 현황과 사업화 전략을 고려해 NAP(Network Access Point)을 구성함으로

써 국내외 인터넷의 접속구조를 개선하고 점차적으로 상용 사업자망을 도입해 

백본망을 다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PSTN뿐 아니라 이동망, 위

성망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의 활성화와 단계적으로 광전송을 이용한 기가 테라

급의 백본 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차세대 인터넷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통신망 인프라 및 새

로운 기술들과 함께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응용서비스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차세대 인터넷상에서의 응용서비스로 EC를 포함해 가상현실, 원격교육, 원격진

료 등의 서비스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응용들은 다자간의 대화형 공동작업, 고화

질의 멀티미디어 정보처리, 대용량의 대역폭과 서비스 품질보장, 실시간 멀티미

디어 데이터 전송, 초고속의 통신서비스를 요구한다. 현재 차세대 인터넷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기술을 충분히 이용하고 우리의 실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의 색다른 많은 응용서비스들을 도출

해 개발하는 것이 차세대 인터넷이 안고 있는 현재의 중요한 숙제며 향후 성공

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정보시대에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수준에 있으며, 정

보통신망은 정보시대의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이다. 정보화촉진을 위해서는 멀티

미디어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의 고속전송화, 전송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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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화가 요구되며 그에 따라 인터넷, 무선통신 및 CATV 등과 연계를 통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음성․문

자․ 상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자유로이 주고받을 수 있는 고도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정보사회에서 가치 자체로 인정되는 정보의 집합체인 데이터

베이스를 효과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기반구조이다. 

  정부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국민의 삶

의 질이 향상되도록 2015년까지 45조원을 투자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

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을 1995년 3월에 수립하여 국가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다. 제1단계 사업은 1995년∼1997년까지 초고속국

가망 사업을 통해 초고속기간전송망 위주로 구축하고, 제2단계 사업은 1998년∼

2002년까지 제1단계 사업에 의해 구축한 초고속정보통신시설을 바탕으로 초고속

국가망과 초고속공중망 사업에 의해 ATM교환망 및 초고속가입자망을 전국적으로 

확대․구축하며, 제3단계 사업은 2015년까지의 마지막 단계로 초고속수요확산과 

맞추어 초고속공중망사업을 주축으로 ATM교환망과 초고속가입자망을 대폭 확충

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의 제1단계 사업이 1997년 12월로 완료

되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 급속한 기술발전과 선진외국의 추진동향 등을 감안하

여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한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을 1997년 7월 수립하 다. 동 고도화 추진계획의 주요특징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목표연도를 2015년에서 5년 앞당긴 2010년에 조기 구축하고, 

모든 가입자의 광케이블화 계획을 기술발전 및 수요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초고속가입자망 구축방식으로 보완하는 한편, 초고속서비스가 보편화되기까지 

기존 전화망의 고도화 및 국제 초고속정보통신망확충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

이다. 

  초고속국가망 사업의 주사업자인 한국통신은 1995년부터 1997년 6월까지 광전

송장비 137대를 설치하고 광케이블 11,731Km를 확보하여 총 80개 도시의 기간전

송망(155M∼2.5Gbps) 구축을 완료하 으며, 1997년 하반기 중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ATM 시범교환망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고속국가망 사업의 부사업자인 데이콤은 1995년부터 1997년 6월

까지 전국 80개 도시구간중 55개 도시구간간에 광전송장비 84대를 설치하고 광

케이블 5,067Km에 달하는 기간전송망(155M∼2.5Gbps)을 구축하 고, 1997년 하

반기에는 나머지 25개 도시구간의 기간전송망을 구축하는 한편, 서울, 부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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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시범교환망을 구성할 예정이다. 

  초고속국가망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의료기관, 박

물관, 도서관 등 비 리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기관은 

1995년도에 141개 기관, 1996년도에 1,539개 기관에 달하 으며 1997년 6월 현

재 13,218개 기관이 14,984회선을 이용하고 있다. 

      나. 초고속공중망 구축

  초고속공중망은 기업, 일반 가정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속․대용량의 멀

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다. 초고속국가망

의 선도적인 구축 및 운 의 결과를 토대로 초고속가입자망을 중심으로 2010년

까지 28조원을 투자하여 전국적인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기간통신사업자가 참여하여 구축하고 있는 초고속공중망은 1997년 6월까

지 가입자망의 광케이블화를 위해 수요 집지역에 우선 광간선망 461개 구간을 

구축하고 여기서 가까운 대량 통신수요처인 대형건물 1,019개동을 광케이블로 

연결하여 20만 가입자에 대해 고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구축․제공하

다. 아울러, 초고속국가망인 80개 도시구간 초고속기간망을 전국의 각 시내전화

국까지 연결하기 위해 초고속전송망을 151개 전화국에 구축하 다. 

      다. 초고속선도시험망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초고속국가망과 초고속공중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 을 위해 관련기술과 응용서비스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초고속선도시험망을 운 중이다.(그림 3 참조) 

  초고속선도시험망은 1995년 7월부터 서울과 대전간에 우리 손으로 개발한 시

제품인 ATM 교환기와 광전송장비(2.5Gbps) 등을 설치하여 기간전송망으로 구축

하 고, 이 기간망으로부터 가입자(32개 개별이용자와 10개 공동이용센터)까지

의 통신회선은 155Mbps급으로 구축․운 되고 있다. 

  1996년 한해 동안 선도시험망을 이용하여 초고속응용기술개발자, 공공응용서

비스개발자, B-ISDN 기술개발자 등이 총 924회에 걸쳐 VOD 서비스 접속기술, 한

방원격검진시스템 등 많은 기술과 응용서비스를 개발하 다. 1997년 7월에는 전

국 10개소에 설치․운용되고 있는 공동이용센터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과제 수행자 이외에 부가통신사업자, 정보제공자, 소프트웨어업체들도 공동이용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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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초고속선도시험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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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외 현황 

  세계 각국에서는 교육과정을 현대화하고 학생들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습득 할 

수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한다는 공통된 목표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

에 급속한 교육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다. 

    1. 미국

  미국은 연방 교육부 및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등 연방 

기관, 주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유도하며 교육정보화를 추진하고 있

다. 백악관에서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미 연방 교육부는 시책 수립, 종자돈 지

원 및 사업 평가로 교육정보화 환경 조성의 촉매 역할을 한다. 각 주 정부는 연

방정부의 목표를 적절히 수용하여 추진하거나 독자적인 체제로 추진해나가고 있

다. 미 연방정부에서 제시한 교육정보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모든 교사와 학생들에게 첨단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미국 내 모든 학교와 교실을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한다.

      •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 교원들이 첨단 컴퓨터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과 지원을 제공한다.

 

  미국 내 학교의 정보화 인프라 수준은 5년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특히 인터넷 환경 구축 측면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보인 것으로 간주되는데, 

여기에는 위의 두 기금 운용과 더불어 96년이래 시행되어오고 있는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통신법 96) 제정 결과로 평가받는다. 동 

법안 제정에 따라 1년을 주기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용 통신요금 할인율을 

90~20%로 조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초기에는 미연방 통신국(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에서 주관하 으나, 현재는 USAC(Universal Service 

Administrative Company)산하의 학교․도서관국(Schools and Libraries 

Division, SLD)에서 주관하고 있다. E-rate 수혜 대상은 공․사립학교, 공공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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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공공 컨소시엄 등이며, 신청 희망기관은 매년 일정 양식(정보통신기술 구

축 환경 기재 등)과 정보화 계획서를 제출한 후, SLD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단,500만 달러(55억 7,000만 원)이상의 기부금 을 확보한 학교 및 수익 사업을 

하는 도서관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혜 대상 학교 및 기관들은 원격통신 

서비스(필수), 인터넷 접속 서비스(필수), 교내/기관내 통신 서비스사용시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통신요금 할인 외에도 학교 및 기관들은 교내/기관내 

네트워크 시설 장비 구입시 일부 항목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차

액금은 통신사측의 기부금으로 조성한 USF(Universal Service Fund)에서 충당된

다. 정부는 매년 이에 필요한 예산액을 책정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가. 미국 인터넷 교육자료 개발 사업 : FREE  

  1997년 4월 18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인터넷이 교수-학습 도구로 활용

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온라인 교육 자료가 제공

되어야 한다’는 담화를 발표하 다. 이에 따라 30개 이상의 연방 기관들이 공동

으로 FREE(Federal Resources of Educational Excellence)라는 온라인 교육자료 

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한 교육자료들을 무

료로 제공하는 웹사이트(http://www.ed.gov/free)를 구축하 다.

  FREE 웹사이트에서는 예능, 교육공학, 외국어, 보건/안전, 언어, 수학, 체육, 

과학, 일반 사회, 직업 교육, 기타 분야의 교육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외의 교육 자료들은 GEM(Gateway to Educational Material : 

http://thegateway.org) 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나. 미국의 사이버교육 현황

        (1)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IT 교육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IT활용 능력(Computer/Technology Skills)의 목표를 설정하 다. 여기서는 주요 

사항으로서 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 사용 윤리, 컴퓨터 사용 능력, 정보 활용과 

통신 능력을 정하고 이 분류에 따라 해당 학년에서 습득해야 할 세부목표를 명

시하 다. IT교육은 우리나라의 중학교 2학년까지는 별도로 이루어지지만, 중학

교 3학년부터는 각 교과목에 통합되어 운 되고 있다

        (2) 미국 인터넷 교육자료 개발 사업 : FREE 

  1997년 4월 18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인터넷이 교수-학습 도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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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온라인 교육 자료가 제공

되어야 한다’는 담화를 발표하 다. 이에 따라 30개 이상의 연방 기관들이 공동

으로 FREE(Federal Resources of Educational Excellence)라는 온라인 교육자료 

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한 교육자료들을 무

료로 제공하는 웹사이트(http://www.ed.gov/free)를 구축하 다.

  FREE 웹사이트에서는 예능, 교육공학, 외국어, 보건/안전, 언어, 수학, 체육, 

과학, 일반 사회, 직업 교육, 기타 분야의 교육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외의 교육 자료들은 GEM(Gateway to Educational Material : 

http://thegateway.org)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은 FREE 웹사이트의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교수-

학습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자신에게 도움이 된 자료에 대한 소감이나 제안 사

항 등을 작성하여 게재함으로써 FREE 웹사이트의 질적․양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FREE에서는 연방 기관에서 발간하는 역사, 과학, 예술 자료들을 교수-학

습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교사들에게 연방 기관의 자료를 이용한 학습 

활동 및 수업 자료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자

료의 개발은 자신들이 발간한 자료를 유용한 교육자료로 재개발하기를 원하는 

연방 기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FREE에서는 일반 

기관들이 연방 기관과 공동으로 인터넷 기반 학습 모듈이나 학습 공동체를 개발

하기 원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이 중에서 우수한 것들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있다. 1998년에는 총 17개의 온라인 학습자료 개발 공동 프

로젝트가 선정되었으며, 한 프로젝트 당 최대 5만 달러(약 6,115만원, 2000년 

12월 기준 1달러=1,223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3) 미국 캘리포니아 주 DHS 프로그램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의 DHS(Digital High School)는 주내의 모든 고등학

교의 학생과 교사가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학업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2000년까지 컴퓨터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4) 미국의 IT 교육 모델 Generation WHY

  미국에서는 IT를 활용한 교육의 재구성을 위해 지역 사회와 교사, 기업체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Generation 

www.Y(WHY:World wide Horizons for Youth) 프로젝트를 실시하 다. 이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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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담당 교사와 협력하여 IT를 활용한 수업 계획안 개발과 수업과 병행하여 

실시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양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Generation www.Y는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미국 교육부의 

TICG(Technology Innovation Challenge Grant) 기금을 제공하여 프로젝트를 운

하는 학교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별로 워크숍과 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여기서 개발된 교육 자료는 ISTE(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에서 출간하고 있다. 이미 교과 과정 지침, 과목별 학습 지도 요

령, 비디오, CD 등을 담은 첫 번째 자료집이 출간되었다. 현재는 교육 자료를 

보다 많이 확보하여 과목별 학습 지도 요령을 강화한 2차 자료집을 준비하고 있

으며 초등학교 고학년(grades 4-5)을 대상으로 Generation www.Y를 확장하는 방

안을 계획하고 있다.

        (5) Simon Fraser University

  미주지역에서 가상교육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TeleLearning Network of 

Centres of Excellence ( www.telelearn.ca )라는 컨소시엄도 운 하고 있다.

        (6) Jones International University 

  미국에서 가상대학으로 익히 알려진 사이트 다.

        (7) Wide University 

  일본 게이오대학과 미국 위스콘신대학 공동으로 진행하는 WIDE프로젝트로 정

보 통신 전문 강좌 운 하고있다.

        (8) 피닉스온라인 (University of Phoenix Online Campus)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가상교육기관으로 컴퓨터기반의 전화선과 모뎀을 이용

한 온라인 교수전달체제 도입, 지역인증기관을 통한 입학자격 부여, 학습자원센

터 운 을 통한 연구와 도서목록 검색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9) 미네소타 대학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수전략/심리적 요인/인간관리/교육프로그램평가의 4

개 역에 8개 모듈로 구성, 상호작용 TV 이용한다

        (10) 캘리포니아 가상대학

  독립된 대학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내에서 원격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

들의 연합체로서 이들 교과목에 대한 소개 및 연결을 주요 업무로 한다.

        (11) 서부주지사 대학

  비용/효과적 측면의 정보통신기술의 복합적인 활용, 기술기반 패러다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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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대학, 관리 및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학습관 조직 운

, 미국 서부주지사협회가 주도하여 운 하고 있다.

        (12) 아데나 대학 

  미국 미주리주의 비 리 교육기관인 온라인 사이버대학에 의해서 지원 운 되

고 있다.

    2. 캐나다

      가. 캐나다 Edmonton 학교구의 교육 3개년 계획 

  Edmonton 학교구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 다. 

학교구의 전체적인 교육 방향과 우선적 사업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 시설 

계획까지 제공하고 있는 3개년 계획은 학교구의 교육 활동의 근간이 된다. 이 

계획은 목표를 제시하는 비전, 도달 기준, 우선 사업, 문제와 경향, 결과 및 전

략, 자본 및 시설 계획, 정보기술 활용 계획, 예산 등의 역으로 제시되고 있

다.             

  Edmonton 학교구는 정보기술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수

행을 향상시키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학교, 학교구 수준에서 계획을 세워 

보다 용이하게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인 수행

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학생의 측면에서는 학습의 증진을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배우고 성취하는 경험에 만족하도록 한다는 비전을 갖는다. 또한 학부

모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는 교수-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에서 기술공학

을 활용하는 것을 만족하게 하며, 학교구가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 되고 있다

는 것을 알리도록 하려 한다. 

  위와 같은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Edmonton 학교구는 목표에 대한 기준

(standards)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기준은 학생 성취와 성장에 관한 기준, 학생 행동 및 안전에 관한 기

준, 대안적 프로그램 및 특정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기준, 컴퓨터 

정보기술 활용에 관한 기준, 학부모․학생․교직원․지역사회의 만족에 관한 기

준, 교직원들의 수행에 관한 기준, 재정에 관한 기준, 건물에 관한 기준 등의 8

가지 역이다. 

  이 중 컴퓨터 정보기술 활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모든 학생은 모든 교육과정에 걸쳐 학습의 증진을 위해 컴퓨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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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접근하고 활용한다.

        • 모든 교사는 교수, 계획, 평가, 보고, 전문적 발달의 증진을 위해 

컴퓨터 정보기술에 접근하고 활용한다.

        • 모든 학교와 중앙 운 체제는 계획, 의사소통, 재정 관리, 정보 소

통의 증진을 위해 적절한 컴퓨터 정보기술을 활용한다.

        • 컴퓨터 정보기술 활용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에 학교와 

중앙 운  체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활용한다.

  학교구는 기준, 명세서, 가이드라인, 정보 보안에 관련된 행정 규정들을 제공

하면서, 각 학교가 학교구의 3개년 계획과 부합되도록 정보기술 활용 계획을 수

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의 접속성, 교수-학습 과정 지

원을 위한 인터넷의 사용, 주요 자료의 공유․유통 등에 관한 전략적 계획이 필

요하다. 정보기술을 학교구의 활동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구의 모든 교직

원들이 필요한 기술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전문적 능력 개발 기회를 지속적으

로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는 지방 정부에서 시행하는 ICT 프로그램과도 부합되

며, 정보기술 분야의 급속한 환경 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주의 IT 교과내용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주는 교사들에게 새 교육과정을 교과별로 적용하는

데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IRP(Integrated Resource Package) 형태로 개발하

여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K to 12)에 이르는 전과정의 

수업에서 나타난 IT 활용의 목표와 내용으로는 학생들에게 사회에 진출한 뒤 필

요한 컴퓨터 사용법과 기술적 이해를 교육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IT를 도입하

다. 학생들은 정보 분석, 평가, 문서 편집, 데이터베이스 활용, 정보 시스템 

운 , 그래픽스, 멀티미디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뿐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 IT를 평가하는 능력도 개발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개념 이해와 실제 활용 능력을 가르치는 기초 과정과 정

보 탐색의 목표를 확립하는 문제 정의 단계, 정보의 선택과 처리 단계, 정보 전

달을 위한 문서의 설계와 제작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다. 뉴브룬스윅 전문대학

  인터넷의 웹서비스 기반의 교육서비스 환경으로 캐나다 뉴브룬스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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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Education NB Network 이용 및 Canarie와 협력체제 구축하여 운 하고있다.

      라. 아타바스카 대학

  ViTAL(Virtual Teaching and Learning community)를 이용한 교수-학습시스템 

운 을 통한 사이버학습환경으로 운 한다.

    3. 일본

  일본의 경우 정보통신매체만을 교육수단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없으며 (방

송대학 제외), 관련법령도 별도로 없다. 단, 일본 문부성은 최근의 정보통신기

술의 발달과 외국의 새로운 원격교육의 등장에 대처하기 위하여 문부대신의 자

문기구인 「대학심의회」에 <멀티미디어 교육부회>를 설치하여, 고등교육기관에

서 원격수업의 설치 기준의 유의점, 재교육에 있어서 원격교육의 주의점 등을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가. 옥천학원여자단기대학(동경)

  1997. 12월부터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999년 1학기부터 미국 문화사, 

정보사회론 등 4강좌를 통상의 강의와 병행하여 과제 제출 및 인터넷을 통한 토

의 수업 실시하고 있다.

      나. 동경도립과학기술대학

  미국 스탠포드대학과 공동강의를 행하고 있으며, 기타 일본대학대학원, 북능

선단과학기술대학원 등에서도 실험적으로 운 중이다.

    4. 유럽 및 기타

      가. 국 Open University (OU)

  1969년에 설립된 전형적인 원격대학으로 전 세계의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

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994년부터 컴퓨터 네트워크에 기반한 

가상여름학교 운 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실시간 오디오(real audio) 기능을 이

용한 가상수업을 실험 중에 있다.

        (1) 가상교육과정 : 석․박사과정, 국제 전문가 과정 등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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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용 매체 : 인터넷 등 컴퓨터 매개 통신 이용(FirstClass 시스템) 

      나. 런던대학의 가상교수프로그램

  150년 전통의 런던대학에서는 교정을 등교해서 정식 코스 이외에도 등교하지 

않고도 이와 동일하게 수업을 받을수 있는 가상 수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다. 1년에 최소 2개에서 5개까지의 수업 능력에 맞게 받을 수 있으며 졸업하는

데 3년에서 8년까지의 기간이 걸린다. 

      다. 멀티미디어 원격 학교 MTS

  유럽연합의 멀티미디어 원격학교(MTS : Multimedia Teleschool)는 유럽연합내

의 각종 기업체 1천 6백 여명 이상의 직장인을 상대로 여섯 개의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비지니스 어, 은행업무용 어 등 총 6개의 코스를 갖추고 있

으며 현재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라. The African Virtual University(AVU)

  이 사이버대학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사이버대학이다. 이 사이트의 가장 

큰 특성은 세미나의 활성화이다. 사이버대학의 수업이 보통 전자우편으로 시간

적 한계를 지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비해 특정 시간에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세미나를 가지는 특이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혁신적인 

방법이라 생각이 되는데 컴퓨터에 상당한 실력 역시 요구되는 점이 단점으로 작

용하리라 생각된다. 과거의 세미나는 링크 형식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는 점도 

이 사이트의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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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이버 연수시스템 개발

  본 사이버연수시스템은 전자칠판 및 기타 교육 기자재를 활용한 실시간 교육

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 종료 후  Video On Demand(VOD)로 컨텐츠의 제작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시스템을 구축하 다. 한편 강사 스스로 교육 컨

텐츠를 제작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시스템을 포함하 으며, 제작된 교

육 컨텐츠를 수요자들이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연구소 외부 공개망

(www.kntc.re.kr) 및 보안망에 별도의 사이버 연수과정관리시스템을 개발하

다.

 

제 1 절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시스템

  전자칠판 및 강사추적카메라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원자

력 관련 교육을 연구소 내에는 KAERI-Net을 이용하여 실시간 중계가 가능하며, 

교육 후 즉시 교육내용을 VOD로 제작하여 KNTC에 전송하여 탑재 할 수 있으며, 

교육 수요자는 프리웨어인 "REAL PLAYER"를 이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컨

텐츠 제작 및 실시간 방송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4)와 같으며, 이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주요 기자재의 사양은 [표 3], [표 4]와 같

다.

  (그림 4)에서 보면, 전자칠판에 비쳐진 강의안이 강사용 PC를 통해 스크린 와

치 PC에 자동 저장되며, 강사의 모습은 카메라를 통해서, 강사의 음성은 마이크

를 통해 A/V 인코딩 PC로 자동 저장된다.

  자동 저장된 강의안과 동 상을 통합하여 REAL PLAYER 파일을 만들어 KNTC 서

버에 저장하고, 이를 CD로 만들어 배포할 수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 강의실과 

컨텐츠 가공실을 통해 만들어진 강의안은 Real serve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실시

간 방송되거나, VOD 형태로 Web server에 저장해 이를 외부 사용자들이 다운로

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표 3]은 강의저작 및 방송 시스템은 ScreenWatch와 RealProducer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고, 사이버교육운 시스템은 Learning Web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4]는 전자칠판, VOD 서버, Web 서버, 강사추적카메라 등 하

드웨어에 대한 사양을 자세히 기술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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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프트웨어 제품 사양표

품  목 모델명

강의저작 및 방송 시스템 ScreenWatch, ReaProducer

사이버교육운 시스템 Learning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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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하드웨어 제품 사양표

품목(모델명) 세부사항

전자칠판

(스카이-

하이웨이)

(SKY-H7200)

- 스크린 특징 : SMART Rear Touch Screen 

- 화면크기 : 72인치[1562mm(W)×1194mm(H)] 

- 화면밝기 : 1600ANSI Lumens 

- 해 상 도 : XGA(1024×768)지원 

- 액정방식 : 1.3" TFT LCD×3 

- 램프 : 250W 메탈할라이드 램프 

- 사렌즈 : F2.5-3.2 f/47-75mm 

- 입력단자 : 비디오 RCA×2, S-VIDEO×1 

- 오디오/RCA×1 

- 컴퓨터/RGB×1 

- 출력단자 : 컴퓨터/RGB×1 

- 오디오/RCA×1 

- 입력방식 : NTSC, PAL, SECAM 

- 오디오출력 : 30W×30W 스테레오 사운드 

VOD 서버

(PC Server

Daual 

Pentium-3 

800Mhz)

- Main B/D,Tyan PDVIA Dual CPU 

- CPU, Intel Pentium-3 800 x2ea 

- RAM, 1GB 

- HDD: 36GB x 1 , 30GB x 2 

- CD-Rom 40X 

- LAN Card, 3Com 

- 17  Monitor 

- Windows 2000 Server (5users) 

Web 서버

(PC Server

Daual 

Pentium-3 

800Mhz)

- Main B/D,Tyan PDVIA Dual CPU 

- CPU, Intel Pentium-3 800 x2ea 

- RAM, 512MB 168 pin 

- HDD: 30GB x 2 

- CD-Rom 40X 

- LAN Card, 3Com 

- 17  Monitor 

- Windows 2000 Server (5users) 

강사추적카메라

(CPT-2112-A1N)

- Image Sensor : 1/3" IT CCD 

- Picture Elements : NTSC: 768(H) x 494(V), PAL: 752 (H) x 582 (V) 

- Lens: 12xZoom ; E-zoom 24x; f=5.4 to 64.8 m; F= 1.8 to 2.7 

- Angle of View : Hor: 44.3° to 5.8° Vert: 34.9° to 4.4°

- Lens Options : Telephoto (1.5x) Wide Angle (.65x) 

- Shortest Subject Dist: 10 mm (wide) to 800 mm (tele) 

- Hor. Resolution : NTSC: 460+ TV Lines, PAL: 450+ TV Lines 

- Vert. Resolution : NTSC: 350+ TV lines, PAL: 400+ TV Lines 

- S/N Ratio: More than 48 dB 

- White Balance : Auto / TTL Auto Tracing / Preset 

- Electronic Shutter : 
   NTSC: 27 steps (1/60 to 1/10000 Sec.)
   PAL: 28 steps (1/50 to 1/10000 Sec.) 

- Flickerless : Automatic 

- Focus Control : Automatic or Manual 

- Image Control : Automatic or Manual 

- Location Preset Accuracy: ±.125° 

- Power: US:120V, 60Hz AC INT:100-240VAC, 50-60Hz 100 WMaximum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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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이버 연수과정 관리 시스템

  이 시스템은 원자력 관련 원격교육을 위한 웹기반의 운 시스템으로 학습자, 

과정 담당자/교수자, 관리자 모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용자는 웹브라우져

를 이용하여 등록된 ID 및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사용 할 수 있으며 기능은 다

음과 같다.

    1. 기능

      가. 학습자 모드 

  학습자 모드는 다음의 사항들로 구성되며, 이의 화면은 (그림 5)이다.

        (1) 자유게시판 : 수강자, 과정 담당자, 교수자, 관리자 등이 학습 내

용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음

        (2) 과목게시판 : 해당 학습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게시할 수 있음

        (3) Q/A : 질의응답 게시판으로서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과정담당

자의 질의와 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음

        (4) 쪽지기능 : 학습자간의 간단한 메모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

        (5) 신상정보 변경 기능 : 학습자 본인의 신상정보를 변경하는 기능

        (6) 자료 받기 : 학습내용이나 시스템 운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파일

을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

        (7) 토론실 : 교수자가 학습자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하여 주제토론을 

할 수 있는 기능

        (8) 프로젝트 : 교수자가 학습자들에게 프로젝트를 주면 이의 수행 을 

위해 여러 명의 학습자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능

        (9) 과제물 : 과제물을 제출하는 기능

        (10) 채팅 : 교수자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들간의 대화방을 개설하여 의

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

        (11) 사용자 검색 : 사이버 연수시스템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검색 할 

수 있는 기능

        (12) 수강신청 :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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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이버연수시스템 학습자 모드

  

      나. 과정관리자 모드

  과정관리자 모드는 학습자 모드 기능을 포함하며, 고유의 과정관리자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공지사항 : 과목에 관련된 공지사항을 게시하는 기능

        (2) 강의안 관리기능 : 학습에 필요한 강의안을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미 등록된 파일을 다른 파일로 변경이 가능. 또한 게시한 

학습안의 등록일을 게시함으로서 검색일자의 제한도 가능.

        (3) 강의생성 및 백업 기능 : 게시된 강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서버에 저장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형태로 

브라우져에서 검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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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스템관리자 모드

  시스템관리자 모드는 과정관리자 모드 기능을 포함하며, 고유의 과정관리자 

기능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관리자 모드의 화면은 (그림 6)과 같다.

        (1) 통계 : 사용자, 과목, 학습자와 관련한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

        (2) 설문조사 : 과정관리자와 시스템관리자는 원활한 학습진행과 시스

템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설문을 조사할 수 있다.

        (3) 수강 신청 승인 : 학습자에게 과목의 수강을 승인하는 기능

        (4) 사용자 관리 : 시스템 관리자와 교수자, 학습자들의 아이디,  패스

워드 및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그림 6) 사이버연수시스템 시스템관리자 모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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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earning Web 실행 모듈 분석   

      가. Learning Web 실행모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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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earning Web Images 파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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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수원 홈페이지 시스템

  원자력연수원 홈페이지는 1998년 구축(www.kaeri.re.kr/ntc)하여 레이아웃 보

강 등 충실히 운 하여 왔으며, 금년에 원격연수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국/ 문 

홈페이지로 새롭게 구성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소 공개망에 구축된 홈페이지(www.kntc.re.kr)는 국내 원자력 

관련 종사자를 위한 국문 홈페이지와 IAEA/RCA등 국외 원자력 관련 종사자를 위

한 문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7)

(그림 7) 원자력연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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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문 홈페이지

  국문 홈페이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그림 8)

        • 연수원소개(인사말/서문/임무/조직/연수시설/위치)

        • 연수과정안내

        • 원자력면허/법령

        • 싸이트 맵

        • 자유게시판

        • 공지사항

        • 가상연수원

(그림 8) 국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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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문 홈페이지

  문 홈페이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그림 9)

        • Introduction

        • Open lectures

        • Mission

        • Organization

        • Courses/Workshop 

        • RCA Site

        • Travel Information

        • Related Site

        • BBS

        • Present Course 

        • Download(WMP/RealPlay/Shockwave/Internet Explorer)

        • Cyber Learning/Training

(그림 9) 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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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사이버 교육은 기존의 면대면 방식에 의해 일방적인 지식전달로 이루어지던 

원자력 전문교육훈련을 적시성과 상호작용이 풍부한 지식창출의 과정으로 변모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다차원의 원자력 관련 정보검색과 방대한 지식베이스를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개개인의 지식획득능력과 분석능력을 증진시켜 교육의 효

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방식을 웹 기반의 원스톱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가야한다. 

이에 덧붙여 사이버연수에 적합한 객관적인 성취도 평가제도의 개발과 함께 교

육 수요자들의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시스

템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



- 44 -

제 5 장 참고문헌

 1. 한국원자력연구소, 인력양성사업, KAERI/RR-2100/2000

 2. 과학기술부, 한.IAEA Cyber 원자력연수과정 공동개발, KAERI/RR-2143/00

 3. 정보통신 사이버대학 협의회, 정보통신 사이버대학 발전 방안, 2000. 2.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0 교육정보화 백서,2001.

 5. 한국정보과학회, 사이버대학, 황대준, 1999.9.

 6. 한국산업교육학회, 원격교육과 산업교육의 방향, 양열모, 2000. 8.

 7. 한국정보과학회, 교육용 멀티미디어 컨텐츠 기술, 천세 , 1997. 9.

 8. 한국정보과학회, 교육정보화정책방향, 김준형, 1999. 9.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TR-2058/2002   

     제목 / 부제  사이버 원자력 연수시스템 개발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AR,TR 등의 경우 주저자)
 김 택(원자력연수원)

연 구 자 및 부 서 명  박종균, 이의진, 이한 , 최난 (원자력연수원)

출 판 지    한국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2

페 이 지       45 p.     도  표  있음( o ),    없음(   )  크  기       Cm.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o ), 비공개(  )
보고서종류  

비 여부  대외비(   ),  __ 급비

연구위탁기관 계약번호

초록 (15-20줄내외)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에 구축한 사이버연수시스템의 구축내역과 관련

하여 기술적인 사항과 국내외 사이버교육 이용현황을 기술하 다. 또한 인터넷

을 통한 실시간 교육훈련 제작 및 전송 시스템 과 사이버연수관리  시스템 개발  

하 다.

본 보고서에 기술된 구축내용을 활용하여 첨단기술 접목시켜 사용하는 모든 수

강자, 과정관리자, 강사에게 유용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사이버교육, 실시간, 컨텐츠, 연수관리, 교육개발, 교수자,

수강자, 인터넷, 인트라넷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m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TR-2058-2002  

Title / Subtitle  Development of Cyber Training System for Nuclear Fields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or Main Author)

 Young-Taek Kim

Researcher and 

Department
 Jong-Kyun Park, Eui-Jin Lee, Han-Young Lee, Nan-Young Choi

Publication

Place 
 KOREA Publisher  KAERI

Publication   

Date
2002

Page     45 p. Ill. & Tab. Yes( o ),  No (  )  Size    
           

    Cm.

Note  

Open Open( 0 ),  Closed(  )
Report Type  

Classified Restricted( ), ___Class Documen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This report describes on technical contents related Cyber Training System 

construct on KAERI Nuclear Training Center, and on using cases of Cyber 

Education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Also realtime training system 

through the Internet and Cyber training management system for Atomic 

fields is developed.  

  All users including trainee, course managers and lecturers can use new 

technical for create new paradigm.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Cyber education, realtime, contents, training management, education 

development, professor, internet, intranet,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범위

	제2장 사이버연수시스템 개발을 위한 현황 분석
	제1절 원자력연수원 현황
	1. 연수업무 내용
	2. 원자력연수원 교육실 및 교육 기자재 자원 현황
	3. 멀티미디어 Learning Contents 개발 내용

	제2절 국내 현황
	1. 사이버대학 현황
	2. 초ㆍ중ㆍ고등학교 사이버교육 현황
	3. 일반 사이버연수 현황

	제3절 국외 현황
	1. 미국
	2. 캐나다
	3. 일본
	4. 유럽 및 기타


	제3장 사이버 연수시스템 개발
	제1절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시스템
	제2절 사이버 연수과정 관리 시스템
	1. 기능
	2. Learning Web 실행 모듈 분석
	3. 연수원 홈페이지 시스템


	제4장 결론
	제5장 참고문헌

	qq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