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Learning



1. u-Learning의 개요
가. u- Learning의 정의

- 유비쿼터스 학습환경으르 기반으로 시간, 장소, 환경 등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 형태

나. 정보화 사회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
-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e- Learning의 급격한 확산
- ’04년 EBS 수능 강의 서비스를 개통함으로써 e- Learning 체제가 도입
- 자기주도적, 창의적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
- 학습의 유비쿼터스화, 학교/교실의 유비쿼터스화, 모든 학습 공간의 학습공간화

다. u- Learning의 특징
- 획일적이지 않고, 학습자 각자에 개별화된 서비스- 획일적이지 않고, 학습자 각자에 개별화된 서비스
- 휴대형 컴퓨터를 통해 학습자와 상호 작용을 통한 서비스
-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기를 통해서도 학습가능한 서비스
- 물리적 교육 장소의 탈피



2. u-Learning의 개념도
가. u- Learning의 개념도

- 전자교과서, 전자칠판, 전자교탁 등 활용
- 학교 밖에서 언제든지 교육정보에 접근, 활용이 가능해짐
- 교실 내에 고속 무선네트워크 구현
- 학생들간 기기 통신은 UWB 등 고속 근거리 통신방식 활용
- 단말기 : 타블릿PC, PDA 등

. 남대문에 가면 남대문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음

. 언제 어디서나 과제물 접수, 제출

. 수업내용, 실험결과에 대한 저장, 반복 학습 가능



나. 유비쿼터스 주요 요소별 교육의 변화

유비쿼터스 요소 교육의 변화

다양한 사물의

정보단말화
책상 및 의자를 통해 공부 습관 및 건강 상태 체크

의식하지 않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단말 실현
여행 중 문화 유적 및 지역 학습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음

접속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활용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출.결석 상황이 자동으로 체크되어 학사관리 용이

FTTH, 3G 휴대폰 등 가정 또는 외부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실시간 강의FTTH, 3G 휴대폰 등

브로드밴드의 침투 심화

가정 또는 외부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실시간 강의

참석 가능

데이터 형식화 되어 있지 않은

정보의 디지털 정보화

박물관 등에서 전시품을 보면서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

음



3. 기존 Learning과의 비교
가. e- Learning과 u- Learning의 비교

- e- Learning도 ‘Anytime, Anywhere’를 내세웠지만, ‘인터넷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서면 언제, 

어디서나’라는 물리적 한계를 넘지 못함

구 분 e- Learning u- Learning

기술 데스크탑 중심

모바일 기기 중심

초기 : 타블렛 PC, PDA

후기 : RFID, 센서기술, 가상현실기술

관계 인터넷을 통한 연결성이 중요 이동성, 편리성 중심관계 인터넷을 통한 연결성이 중요 이동성, 편리성 중심

학습형태 단일사용자 수준별 학습 개인별 맞춤형 학습

교육목표 학습내용의 신속한 전달과 수용 자기주도적 학습자 육성

인간상 학습형 인간상 자율적, 창의적 인간상

* 출처: “유비쿼터스사회에서의 u-Learning 전망과 과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나. e- Learning과 m- Learning, u- Learning의 비교

구 분 e- Learning m- Learning u- Learning

학습 발생 시

점

접속하고 있을 때

(일상생활과 학습공간의 분리)

개인의 학습의지가 발생하

는 언제나

(일상생활과 학습의 일체화)

단말 PC PDA, Handheld 기기 등
RFID, USN, IPv6 등이 결합
된 유비쿼터스 기반의 포스

트 PC

물리적 공간과 학습활동 공

학습 형태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이 분리

물리적 공간과 학습활동 공

간의 사물이 센서/칩 등으로
지능화/네트워크화하여온
라인, 오프라인이 통합

학습 공간
안정된 물리적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 학습

물리적 공간을 이동하며

사이버 공간을 통해 학습

물리적 공간에 내재된 사이

버 공간을 의식하지 않은 채

일상적인 물리적 공간에서

학습

* 출처: “주간기술동향”, IITA



4. u-Learning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유비쿼터스 기반 교육에 대한 로드맵 수립
나. 우수한 컨텐츠 확보
다. 유관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라. 사교육 문제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적 노력
마. 교육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강화



Level ofEmbedmentLevel ofEmbedment

Level ofMobility

Ubiquitous

Mobile computing

Pervasive

Traditional

•보이지않게
•지능화
•복합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