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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xt Generation Electronic Bulletin Board Supporting N-Screen 

for a College Information System

Jae Heung Park†․Yeong Geon Seo††

ABSTRACT

The information delivery and transmission media(DID or PID) market is making remarkable growth as the high-speed networks are 

spreading and LCD/LED TVs are more and more popularized, and display devices are increasingly large and high-definition. In addition, 

the popularization of smart devices and the expansion of the information delivery and transmission media market make a demand for 

N-Screen in content service. Colleges and universities have installed and operated various types of DID to promote their schools and 

departments and deliver information about them, still remaining in the level of media content implementation. So, we implement and 

evaluate a next-generation electronic bulletin board for each department that allows for interactive N-Screen communication based on the 

integration of smart phone and internet. This board enhanced efficiency as supporting N-Screen, inserting and deleting the contents at real 

time and offering bidirectional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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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속 네트워크의 보 과 LCD/LED TV 보 의 증 , 디스 이장치의 형화와 고해상도화로 인하여 정보 달 송매체(DID 는 PID) 시

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스마트 기기의 화와 정보 달 송매체 시장의 확 는 콘텐츠 서비스의 N-Screen화를 요구한다. 학에서도 학교 

 학과의 홍보  정보 달을 목 으로 다양한 형태의 DID를 설치, 운  에 있으나 아직은 미디어콘텐츠를 실행 시키는 수 에 머물러 있

다. 이에 학에서 스마트 폰과 인터넷이 통합된 양방향 N-Screen 통신이 가능한 차세  자게시 을 구 하고 평가한다. 본 게시 은 

N-Screen을 지원하고,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삽입, 삭제할 수 있고, 양방향 통신을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 다.

키워드 : 자게시 , N-Screen, 학정보시스템, DID

1. 서  론3)

고속 네트워크의 보 과 LCD/LED TV 보 의 증 , 디

스 이장치의 형화, 고해상도화에 따라 정보 달 송매

체(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1, 2].  더욱이  스마트 기기의 화와 DID 시장의 

확 는 콘텐츠 서비스의  N-Screen화를 요구한다[3, 4]. 

DID는 과거  LCD/PDP TV와 VTR등의 매체 재생기를 통

하여 미리 장되어 있는 고나 홍보 상 등을 디스

이 해주는 것으로, 기존의 TV와 VTR의 개념에서 크게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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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지 않은 방식이었다. 그러나 재는 임베디드 시스템과 

결합되어 외부 매체 재생기 없이도 장장치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종 콘텐츠나 정보의 실시간 제공이 가능하다. 이

러한 DID는 TV의 개념이 아닌 하나의 홍보기기로 탈바꿈

하여 그 시장이 형성되게 되었고, 재 시장에서 각 을 받

으며 그 비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기

의 홍보나 고, 정보 달을 하여 설치된 DID를 이용해 

다양한 미디어를 즐기며 터치스크린으로 양방향 정보 달

이 가능하다. 학에서도 학교  학과의 홍보  정보 

달을 목 으로 다양한 형태의 DID를 설치, 운  에 있으

나 아직은 미디어콘텐츠를 실행 시키는 수 에 머물러 있

다. 이에 학에서 스마트 폰과 인터넷이 통합된 양방향 

N-Screen 커뮤니 이션이 가능한 학과 자게시 인 차세

 자게시 을 설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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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pplications of DID

Fig. 1. Conception of N-Screen

학의 업무는 학 내 구성원(학생, 교수, 직원등)간의 

의사소통과 정보 달을 통해 신속히 처리된다.  그  학생

과의 의사소통에 심을 가진 것이 차세  자게시 이다.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학사 련 각종 규정과 제도의 틀 속

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성 을 취득하며, 졸업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련 규정과 제도는 여

러 형태로 학생들에게 달되어 져야 한다[5]. 학은 이러

한 일련의 학사 업무를 학과지원과를 통해 처리한다. 그리

고 학과지원과는 학교와 학생의 소통의 장소로 학생들에게 

정보를 알리거나 의사소통을 할 때 웹 홈페이지나 LED

, 수막, 교내에 비치된 게시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 

 가장 불필요한 인력 소모가 많은 것이 오 라인 게시

이다. 오 라인 게시 은 게시물의 우선순  선택에 따른 

시간과 노력 소모, 게시  인테리어의 취약  리의 효율

성 하, 표출 정보의 제한성에 따른 정보 달의 효과 미

흡, 정보 달의 시공간 제약 이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차세  자게시 은 기존의 오 라인 게시 을 자게시

으로 개발 한 것으로 차세  자게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과 학과가 원하는 정보를 게시하고 학생은 LCD스크린,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장소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

는 시스템이다. 차세  자게시  시스템은 콘텐츠  기

능, N-Screen지원 기능, 리자의 이메일 송 기능, 게시물 

등재에 따른 SMS알림 기능, 클라이언트 원격 리 기능을 지

원하며 기존 학정보 시스템과도 연동이 가능하다. 

2. 련 연구

본 장에서는 DID의 정의와 학정보시스템, 기존 자 

게시 을 살펴보고 문제 을 기술한다.

2.1 DID

최근 홍보 상이나 간단한 정보를 달하기 해 건물의 

옥내외에  LCD/PDP가 설치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디지털게시 이라고 하며[6], 정보 달 송매체는 DID 는 

PID(Public Information Display)로 불리는데 요즈음은 DID

라는 용어가 일반화 되었다. 기존 오 라인 고매체가 정지 

는 롤링 방식, LED  형태로 제한된 자나 이미지

를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TV처럼 다채로운 상을 보여  

수 있다는 게 DID의 강 이다[7]. 보통 DID는 연  365일 

가동할 수 있어야 하고, 야외에서도 고장이 없어야 한다는 

에서 일반 디스 이보다 수명, 밝기, 시인성, 불순물로부

터 화면보호 등 기능이 우수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

으로 야외에서 무난히 쓸 수 있는 순수 DID, 주로 실내용으

로 쓰이는 하이 리드 DID,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쓰이는 

상업용 TV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2, 8].

DID 환경 구축 방식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LCD/PDP TV

와 VTR등의 매체 재생기를 통해 미리 장되어 있는 고

나 홍보 상을 디스 이 해주는 것이었으나 재는 임베

디드 시스템과 결합되어 외부 매체 재생기 없이도 장장치

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콘텐츠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

다. 최근에는 고속 모바일 네트워크 보 과 스마트 기기의 

화에 따라 제한된 디스 이에서 정보를 제공받는 것

에서 나아가 다양한 표시 장치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는 N-Screen과의 기술 목도 필요로 하고 있다[3, 9].

N-Screen은 TV나 PC,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하나의 콘텐츠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

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내외 이동통신사들은 N-Screen을 통

해 사용자들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화, 드라마 등 콘텐츠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져 궁극

으로 콘텐츠 매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미래 핵심서비스

로 인지해 시장 선 을 해 경쟁하고 있다[6, 10].

DID의 표 인 응용분야는 상업용 고분야, 제품/서비

스/이미지 등의 홍보 분야, 주요 이벤트/ 로모션 공지나 길 

안내 등의 정보 달 분야가 있다. 이러한 DID는 용도에 따

라 하나의 분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고/정보 달, 홍

보/정보 달, 고/홍보, 고/홍보/정보 달 등과 같이 여러 

분야를 혼합해 사용하기도 한다. 좁은 의미에서 DID는 하드

웨어 측면을 강조한 용어로 렴한 가격, 고품질, 형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 도우, 3D분야와의 목

을 통해 더욱 발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DID는 소 트웨어, 하드웨어, 콘텐츠,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기술이 복합 으로 이루어져 정보와 고를 달하는 

디지털 상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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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련

업무
정의

수강

신청

학교(각 학과)에서 정한 교육과정 이수를 하여 

학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할 강좌를 신청하는 

것

계

학기

정규학기(1,2학기)의 수강 여건을 보완하기 하여 

하계  동계 방학 에 실시하는 학기

성

열람

매 학기 기말고사 후 강좌 담당 교수가 부여한 성

을 학생은 산시스템에서 성 을 열람할 수 있

으며 성 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 신청 기간 내에 

담당교소에게 정정 신청할 수 있음

재이수

이미 취득한 성 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해

당 교과목을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하는 경우 

이미 취득한 성 은 무효로 함.

학

포기

교과목 폐지 등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의 경우 

학생의 신청에 의해 이미 취득한 해당교과목의 학

을 6학 까지 포기할 수 있음.

국내외학

교류

학 간 학술교류 정을 체결한 타 학과 국외

학에서 학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에 필요

한 학 의 2분의 1 범  내에서 이수 가능

외부학

인정/자격

어활용능력, 정보활용능력 등의 결과를 학 을 

인정

Table 1. Affairs about instruction

Fig. 3. Integrated transmission method on on-off line

Fig. 4. Transmission procedure of mail and SMS service

2.2 학정보 시스템

학의 업무는 교원, 직원, 학생의 인  구성원간의 의사

소통과 정보 달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학생은 입학

과 함께 학에서 학사 규정, 교과목을 이수, 학기별 시간표 

, 성  , 취업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에 

학사정보, 커뮤니티정보, 진학 정보등을 처리하고 학생에게 

달하고 피드백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학정보시스템이라

고 한다[5]. 학정보시스템은 업무에 따라 학사정보 달, 민

원처리, 학사업무일 처리 시스템으로 분류한다.

학사정보는 일반 으로 일반  분류(학 /수업)와 운 상 

분류로 나뉜다. 일반  분류는 다시 학 과 수업 분야로 나

 수 있는데 학 은 휴학, 복학, 과로 나  수 있으며 이

에 필요한 사항으로는 졸업사정, 교직과정이수, 복수 공, 부

공, 제증명발 등이 있다[5]. 수업은 수강신청, 계 학기, 

성 열람, 재이수, 학 포기, 국내외학 교류, 외부학 인정/

자격증 등의 업무를 필요로 한다[5]. Table 1은 수업과 련

된 업무를 나타낸다.

학에서 학생에게 정보를 달, 공지하는 방법은 크게 

공문, 홈페이지, 온/오 라인 통합  달방법의 세 분류로 

나뉜다[5]. 공문으로 달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 이고 일반

인 달 방식으로 학사정보 담당자에 의해 공문이 기안되

고 리라인의 결재를 얻어 단과 학 행정실로 달되고 소

속 학과 사무실로 달된다. 이 게 공문으로 달된 학사

정보 내용은 각 학과 게시 에 게시하거나 학과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시하여 최종 으로 학생들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

친다. 홈페이지로 달하는 방식은 학교 홈페이지의 핫뉴스

나 학사공지란 는 기  공지란에 학사정보담당자가 게시

한다. 학생들은 게시된 내용을 열람하고 게시 을 통해 문

의와 답변을 확인한다. 재 학들에서 일반 으로 사용하

는 방식은 의 두 가지 방식을 잘 융합한 온/오 라인 통

합  달방법이다. 온/오 라인 통합  달방법은 공문과 

홈페이지를 통한 학사정보가 달되고 확인될 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성  는 이수과목 등 수업 련 기록이나 학

생 개인의 학  정보에 하여 개인의 요청에 의해 제 증명 

서비스 등의 형태로 달된다.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Fig. 3과 같다.

그런데 공문 달에 의한 확인이나 학교홈페이지 공지 확

인의 경우 심 있는 학생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잠재 으

로 심을 가질 수 있는 학생에게는 안내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한 것이 메일/SMS 

발송 서비스의 활용이다. 메일이나 문자 송을 할 경우 학

사정보나 일정에 하여 문자로 확인하고 메일에서 련 내

용을 할 기회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학생 본인의 의지에 

의해 기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메일이나 SMS서

비스는 Fig. 4와 같은 차에 따라 운 된다.

학사업무와 련된 민원은 화, 사무실 방문 외에도 홈

페이지 Q&A를 이용한 민원 등이 있다. 학의 학과에서 민

원이 처리되는 형태는 Fig.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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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ocedure of student affairs

Fig. 6. BBS and advertisement on offline in university

Fig. 7. Electronic BBS

Fig. 8. BBS of Chungnam university

학생들의 학사 련 업무처리는 학생에게 학사정보 련 

공지사항을 공지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학사 련 신청기간에 

련 사안을 열람,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한

다. 학생과 학과의 연결은 공문 달에 의한 학생의 게시

된 공문확인과 온라인 게시 을 이용한 학사정보의 게시와 

확인, 학생의 문의에 한 답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3 기존연구의 문제   해결방안

기존 학의 게시 은 오 라인 게시 과 홈페이지를 혼

용하는 것이 부분이다. 학에서도 DID의 바람이 불고 있

지만 아직은 학 홍보용 DID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실이다.

학교 장에서 활용되는 자게시 으로 표 인 것은 

고교생을 상으로 한 학정보 상게시 인 CompassUni가 

있다[11]. CompassUni는 학교 장에 DID를 활용한 표

인 사례지만 양방향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단순히 

콘텐츠 재생이라는 기DID 활용 수 을 넘지 못하고 있다

는 에서 개선 이 많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자게시 이 하나의 자동화 패키지로 

운 되는 사례가 일반 인데 표 인 사례가 자게시 시

스템이다. 자게시 시스템은 학교 본  건물 입구  각 

교실 복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

템으로 용도에 따라 학교 공지 사항  규정공지를 한 

LCD타입과 터치방식, RF카드를 통한 방문자와 학생, 교사에

게 원하는 정보(학교 치, 학교홍보, 교사정보, 학생수업정보 

등)를 제공하는 키오스크 타입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12].

이는 고등학교와 같이 작은 단 의 조직에서 체계 으로 

운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자게시 시스템은 

게시 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 이고 콘텐츠화 

되어 있는 까닭에 게시 을 실시간 양방향 정보 달의 장

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단 이 있다. 학에서 DID는 

학홍보와 정보제공을 해 학본부나 취업부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표 인 사례가 충남 학교 게시 이다

[13]. 이는 학과안내와 공지사항, 홍보동 상을 제공하는 유

형으로 여느 게시 과 마찬가지로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축소 에 지나

지 않는다.

DID분야에서는 학교보다 기업, 공서가 더욱 앞서 가고 

있다. 다양한 기 에서 활용하고 있는 표 인 DID소 트웨

어로는 eLiveAD가 있다. eLiveAD는 콘텐츠 제작용 에디터와 

서버 데이터  클라이언트 리용 매니 , 콘텐츠 송출용 

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eLiveAD는 다양한 소스(Text, 

Image, Music, Movie, Flash, PPT 등)를 이용한 콘텐츠를 제

작하고 다양한 송 방식(실시간 송, 약 송, 생방송 등)

으로 송가능하며 매니 를 통한 이어 원격 모니터링으

로 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14]. 

3. N-Screen 지원 차세 자게시

학교 학과 사무실의 게시 을 체 할 수 있는 차세  

자 게시 은 리자가 게시물을 등록하고 학생이 등록된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되었다. 체 구조는 

리자가 이용하는 서버용과 학생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용으로 나뉜다. 리자는 서버에서 게시물을 등

재, 수정, 편집할 수 있으며 리자가 게시한 게시물은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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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클라이언트
역 할

클라이언트

LIVE상태

(클라이언

트 측)

-클라이언트는 일정 시간마다 서버(Activate 

Service)로 LIVE 신호를 송

-신호 송 시 서비스로부터 시행 명령이 있는지 

확인 

-명령이 있다면 호출 결과로 명령을 클라이언트로 

송하고 클라이언트는 명령을 실행

클라이언트

LIVE 상태

(서버 측)

-실버라이트 페이지 로딩 후 Activate Service에 

재 실행 인 클라이언트 목록을 수신 받음

-클라이언트로 명령 송 시 클라이언트가 활성 상

태가 아니라도 서비스에 명령을 기록함

서버의 

게시물 

등록

-실버라이트에서 게시물(공지사항, 일정…)을 등록 

시 DB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클라이언트에 실시간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정보의 

경우 각 그룹ID.xml 일에 수정 시간을 기록 

-그룹ID.xml는 서버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http의 

get 형식으로 항상 근 가능한 치에 존재함

게시물 

실시간수정

(클라이언

트)

-http::/서버주소/Renewal/그룹ID.xml에 속해 클

라이언트 자신이 속한 정보를 읽어옴

-일정 시간마다 일을 읽은 후 업데이트된 카테고

리만 읽어 들임.

-수정된 카테고리의 게시물 정보를 DB 서비스에 

근하여 실제 게시물 정보를 읽어와 화면에 수

정시킴

Table 2. Affairs of next generation electronic BBS server/client

Fig. 9. Overall flow of next generation electronic BBS

Fig. 10. Components of server

이언트에게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 디스 이 된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 환경은 Windows 2003 Server, MS SQL 

Server 2008, Visual Studio, WPF, Silverlight, WCF이며  

서버와 클라이언트 측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Table 2와 같다.

3.1 서버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출력될 내용을 등록, 수정, 리하는 

역으로 서버의 메인 화면은 Fig. 10과 같이 구성된다. 서

버는 크게 메뉴 역, 스크린 리 역, 내용 역으로 나뉜

다. 메뉴 역과 스크린 리 역 사이에는 로고를 삽입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는 보통 학과명이 들어간다. 메뉴 역

은 홈, 학과소개, 공지사항, 학사일정, 시간표, 게시물 리, 

문자메시지, 정보수정을 기본메뉴로 한다. 학이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는 메뉴를 더 추가 할 수도 있다. 스크린 

리 역은 N-Screen을 한 기능으로 내용을 표시할 클라

이언트를 조 하도록 한다. 내용 역은 선택한 메뉴의 내

용이 보이도록 하는 역으로 기본 값으로 로고등록, 날씨

지역 설정, 즐겨찾기 리, 뉴스/속보 리 역을 제공한다. 

날씨와 뉴스/속보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스크린 리 역은 시스템의 N-Screen을 조 하도록 구

된 역으로  클라이언트를 등록하고 정보를 해당 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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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onents of client

Fig. 13. First screen of server

Fig. 12. First screen of client

Fig. 14. Home menu update of server

언트에 표시할지 여부를 조 할 수 있는 역이다. 메뉴에

서는 클라이언트를 실행시키면 기본 값으로 보이는 내용을 

설정하는 곳이다.

3.2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는 서버에서 등록, 설정한 내용에 따라 화면이 

출력되는 부분으로 Fig. 11은 클라이언트의 구성도를 나타

낸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서 설정한 시간, 날씨정보를 출력하

는 역, 콘텐츠를 표시하는 역, 홈페이지를 표시하는 

역, 뉴스정보를 제공하는 역이 있다. 그 외에도 클라이언

트의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기 해 바로가기 아이콘 역과 

게시물 바로가기 역을 설계  구 하 다. 홈페이지를 

표시하는 역은 즐겨찾기에 등록한 바로가기 아이콘을 통

해서 제공된다. 즐겨찾기의 바로가기 아이콘은 서버의 홈 

메뉴에서 이미 설정해 놓은 값이다. 클라이언트의 기 실

행 모습은 Fig. 12와 같다.

4. 실험  평가

4.1 실행 결과

차세  자게시  서버 로그램은 보자들도 쉽게 사

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차세  자게시 의 기

화면은 Fig. 13과 같다. 3 장에서 언 한 것과 같이 홈, 학과

소개, 공지사항, 학사일정, 시간표, 게시물 리, 이메일, 정보

수정을 메뉴를 가진다. 본 에서는 서버의 설정을 통해 클

라이언트가 어떻게 보이는 지를 실행 를 통해 보인다. 

기 상태에서 서버의 홈메뉴의 로고이미지, 날씨지역, 즐겨찾

기 리, 뉴스/속보 내용을 Fig. 14와 같이 수정하면 클라이

언트에 반 된다.

서버의 게시물 리 메뉴에서 Fig. 15와 같이 게시물을 

등록, 삭제 할 수 있고, 게시물을 등록 할 때는 공문, 채용, 

박람회 세 역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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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nrollment of posts 

Fig. 16. View result of posts concerned on recruit

학과
총게시

물수

게시물 

사용률

홈페이지 

연동수

홈페이지

연동률
만료 일 형식

컴퓨터

과학과
11 73% 3 27% 1

hwp,jpeg,

포스터,pdf

컴퓨터

교육과
18 90% 1 11% 0

hwp,jpeg,

포스터,doc

화학과 7 35% 1 14% 0
hwp,jpeg,

포스터

물리교육과 17 85% 3 18% 1
hwp,jpeg,

포스터

생물교육과 6 30% 1 17% 0
hwp,jpeg,

포스터

생물학과 19 95% 2 11% 3
hwp,jpeg,

포스터

미생물학과 6 30% 0 0% 2
hwp,jpeg,

포스터

Table 3. Current states using posts by department of university

Fig. 17. Screen on installing and operating at real

시스템 명

게시물 

속빈도

(월 평균)

학과일 

참여도

개인별 게시  

속 비율

( 복 제외)

기존 시스템

(2012년 3-6월)
156 (12회) 39%

51%

( 복 제외)

제안 시스템

(2012년 10월)
562 (4회) 58%

88%

(설문 조사 결과)

Table 4. Before-after comparisons of the proposed BBS

클라이언트에서는 등록된 게시물을 선택 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 16은 등록된 게시물  분류가 ‘채용’인 것만을 추

출한 이다. 

4.2 평가 결과

본 연구는 학 학과용 자게시 을 N-Screen을 지원하

는 양방향 온라인 시스템을 옮긴 것으로 학의 DID 활용

의  다른 사례를 제공한다. 차세  자게시 은 오 라

인 게시 이 안고 있는 우선순  선택에 따른 시간과 노력

의 소모, 게시  인테리어의 취약, 리 효율성 하, 표출 

정보 제한성에 따른 정보효과 미흡, 정보 달의 시공간  

제약 이라는 문제 을 해결한다. Table 3은 2012년 4월 모 

학 평균학과별 게시물 사용 황을 조사한 결과이다.

게시물의 사용률을 보면 50% 미만인 게시물들이 많이 있

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한 달 동안 한 번도 아무도 

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Fig. 17은 모 학 컴퓨터과학과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여 실제 운용 에 있는 것을 보이고 있

다. 2012년 9월 에 설치하여 1달 동안 운 해 본 결과, 학

생들의 많은 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학과에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었

다. Table 4는 기존의 홈페이지 방식과 오 라인 게시 을 

함께 운용한 결과와 제안 시스템을 설치 후의 결과를 보이

고 있다. 설치 후 학생들의 게시  속빈도와 학과 일의 

참여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개인별 게시  속 

비율은 한 학생이 하나의 게시물에 속하는 비율을 나타낸

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학과 학생의 51%만이 게시 에 속

했으며, 제안 시스템을 설치 후에는 88%의 학생들이 게시

에 속을 하 다. 비록 한 달 동안 수렴된 결과이긴 하지

만 제안 시스템이 충분히 효과 인 게시 임을 인정하기에

는 충분하다.

Table 5는 타 시스템과의 비교로 차세  자게시 은 

N-Screen을 지원하고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삽입, 삭제하여 

오 라인 게시 과 홈페이지를 체 할 수 있다는 에서 

타 시스템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학의 오 라인 게시 을 온라인 게시 으로 

옮긴 차세  자게시  시스템에 한 것이다. 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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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명
게시물

등록

동 상

재생

N-Screen

지원

콘텐츠

열람

콘텐츠

등록

양방향

커뮤니 이션

차세 자게시 가능 가능 O O O O

충남 학교게시 불가능 가능 X O X X

CompassUni 불가능 가능 X O X X

Table 5. Comparisons between the proposed system and the other system

자게시 은 기존의 오 라인 게시 이 갖고 있는 단 을 해

결한 것으로 학 학과의 리자가 원하는 정보를 게시하고 

학생은 LCD스크린,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장소에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지원 기능은 콘텐츠 , 

N-Screen 지원, 리자 이메일 송, 클라이언트 원격 리

를 지원하며 기존 학정보 시스템과도 연동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유사한 시스템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 으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학

과의 개념에서 좀 더 확 하여 학-학부-학과로 이어지는 

큰 시스템에서의 정보 달 체계를 연구하여야 한다. 한 

SMS알림 서비스를 구 을 통해 게시물이 등록되면 자동으

로 메시지가 달되도록 하여 사용자의 정보 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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