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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료르
'--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의 양과 질， 정보

획득의 신속성 등에 의해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대 사

회의 사람들이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뢰로운 정보를 찾아 활용하는 것은 중

요하다.

최근에 언터넷(internet)은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도

구로 등장하였다. 인터넷의 가상 공간에는 정보의 바다라고 할만큼 수많은 종류의

정보가 있으며 그 깊이 또한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정보를 얻

는데 상당한 시간과 돈이 들었지만，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 시간과 돈을 절

약하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인터넷의 시작은 1970년대 개발된 컴퓨터 네트원의 집합에서 시작되었다. 이 컴

퓨터 네트원은 1960년대 에 미국방성에서 지원하는 Arpanet이 라고 불리는 군사 목

적용 네트워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Arpanet이 군사 목적용과 연구용으로 분리되고，

연구용으로 분리된 네트원이 확장되고 대체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부

르는 세계적인 통신망이 된 것이다.

인터넷은 여러 개의 컴퓨터가 네트원을 이용해서 연결되어 구성된다. 다시 말하

면 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LAN(Local Area Network: 근거리 통신망)

과 WAN(Wide Area Network: 원거리 통신망) 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

나 인터넷은 단순히 컴퓨터들을 연결한 것 이상의 것이다. 컴퓨터의 물리적인 결합

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매체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며， 인터넷의 핵섬은、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라는 매체에 의해서 전달되는 “정보”에 있다. 즉 인터넷은 정보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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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요， 정보의 보고인 것이다. 인터넷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준다(Hahn & Stout, 1994).

인터넷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송주석， 1996; Hahn & Stout,

1994).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 (Electronic

MaiD,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원격지 로그인 (Telnet)， 인터넷

을 사용하고 있는 특정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핑거 (Finger) , 개 인

적인 자료들을 전 세계적으로 분배하는 토론 그룹 시스템인 유스넷(Usenet)， 한 곳

에서 다른 곳으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익명 파일 전송 규약(Anonymous FTP) ,

내가 원하는 문서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아치 (Archie)， 다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

는 사람과 1: 1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 나누기(Talk)， 여러 사람이 대화에 참여

할 수 있는 대화방(Internet Relayed Chat) , 텍스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퍼

(Gopher) , 고퍼 메뉴를 추적하는 베로니카와 저그헤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정보를 찾는 웨 이즈(Wais : Wide Area Information Service) , 하이퍼 텍스트(Hyper

text)를 기 반으로 하는 WWW(World Wide Web) , 전자우편 주소를 찾아주는 화이

트 페이지 (White Pages) 디렉토리， 전자 잡지(Electronic Magazines) , 많은 사람들

이 특정 주제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 것들로 이루어진 메일링 리스트(Mailing List) ,

인터넷 전자 게시판(Internet BBS), 게임， 가상현실을 제공하는 머드(MUD : Multi

pIe User Dimension)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최근에는 웹 (WWW : World Wide Web 또는 줄여서 Web이라고 부른

다)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웹은 1989년 유럽 분자 물리학 연구소인 CERN에

서 그래픽 정보 전송을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 1993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그

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n인 모자익 (Mosaic)이라는 웹

브라우저(browser)가 개발되고， 그 뒤를 이어 넷스케이프(Netscape)와 인터넷 익스

플로러(Internet Explorer)가 개발면서 가장 인기있는 인터넷 서비스로 자리잡게 되

었다.

웹은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는 다르게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자료를 검색하는

것이 쉬울 뿐 아니 라， HTMLCHyper Text Markup Language)을 통해서 누구나 쉽

고 간단하게 웹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른 인터넷 서비스에

서는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그림， 동영상을 브라우저를 통해서 직접 볼 수

있고， 음향 자료를 제공하며， 하이퍼링크(hyperlink)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곳으

로 곧장 이동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웹 문서상에서 CGICCom

mon Gateway Interface)나 Java Script 등을 이용하면 상호작용 효과를 줄 수 있

어 살아있는 웹 문서를 만들 수 있으며， 기존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

하여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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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편리함과 강력한 기능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서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site)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Gray(l996a)의 인터넷에 대한 통계를 보면， 1993년에 는 전체 인터넷 사용

의 0.5 %에 불과하던 웹이 1995년에는 23.9%로 24.2%를 차지하는 ftp와 대등한

위치로 올라옹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1993년에 전체 인터넷 호스트의 수가 130

만개 정도였던 것이 1995년에 는 약 1，000만개 정도로 증가한 것을 생각해 보면

(Gray, 1996b), 웹 서비스의 증가 추세가 더 가속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웹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회사들과 단체들， 그리고 교육기

관들이 웹 사이트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웹 사이트를 만드는 것

은 단순히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더 나아가

서는 새로운 정보 전달 체계인 인터넷 안에서 자신의 인식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Network Wizards(l996)는 1996년 7월 현재 전 세계의 인터넷 호스

트의 숫자는 약 12，881，000개 정도로 추정 했다. 이 중에서 최상위 도메 인 이름 중에

서 기업체를 의미하는 com의 숫자가 3,323,6477B(전체의 약 26%), 교육기관을 의

미하는 edu의 숫자가 2,114,8517B (전체의 약 16 %)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대학에서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과 학과는 60여 개에 이르고 있다

(Yahoo, 1997).

인터넷의 웹 사이트를 대표하는 곳을 홈페이지라고 부른다. 초기에는 홈페이지

자체만으로도 홍보나 인식이 되었지만， 웹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홈페이지의 디자인이나 구성， 내용이 그 웹 사이트의 인식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최근에는 웹 사이트가 곧 홈페이지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홈 페이지를 만드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강윤주， 1997). 먼

저 홈 페이지를 만들 때는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처음에 의도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흠 페이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정보”인데， 정보보다는 부수적인

디자인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것도 피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관련 정보들을

자주 갱신 (update)해야 한다. 잘못된 연결과 변경된 주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겸해

서 갱신하며， 수록한 내용에 대해서도 최신의 정보들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세계화 • 과학화 · 정보화의 움직임 속에서 각종 자료와 정보를 데이터 베이

스로 구축하려는 노력이 우리 나라의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김영수 •

박승재， 1988). 이러한 자료를 널리 공급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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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제적인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에 대한 웹 사이트를 구축하고 생물교육과를 소개하

여， 대학의 연구와 생물 교육 현장을 연결하는 정보 교환 체제를 마련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웹 사이트가 만들어 진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생물교육 웹 사이트를 통해서 생물교육에 대한 많

은 자료들과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게 될 것이다. 대학의 생물교육자 뿐 아니라 교

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자료와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로 저장해 두면 생물교육에

대한 자원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진다. 이것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 자료의 개

발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다 독창적인 자

료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둘째， 초 · 중등학교와 대학에서 생불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간의 정보 교환

이나 상호 의사소통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교육 전반에 걸친 상

호 의견 교환과 정보의 교환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급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과학분야의 정보량은 천문학적인 분량이다. 따라서 이러한 최신의 정보들

을 교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생물교육과 웹사이트는 과학의 한

영역인 생물과 그것을 가르치는 생물교육에 대한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한다는 의

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의 교육 및 연구 정보를 교실 현장에 보급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생물교육과의 교육이나 연구가 현장과 약간의 거리가 있었

던 것이 사실인데， 현장의 문제를 알게 됨으로써 보다 현장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

를 위한 자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생물교육과에서 행한 연구들을 현장에 알

려주고， 현장의 문제점을 다시 연구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넷째， 외국의 생물교육 정보원 (source)과도 연결하여 우리의 생물교육의 시야를

넓히도록 한다. 웹의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하면 생불교육에 필요한 외국의 유용

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

지만， 정작 이 정보 중에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는 것은 여간 힘드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생불교육과 웹사이트에서 생물교육과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 체계적

으로 정리하고 그 사이트를 평가해 주고 방문해 볼 만한 사이트를 링크하여 소개

한다면， 외국의 생불교육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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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1. 개발 환경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Web site 개발에 사용한 컴퓨터 시스템 및 저

작 도구는 다음과 같다.

가. 컴퓨터 및 기타 장비

Web site 개발에 사용된 컴퓨터는 미국 애플 컴퓨터사의 Workgroup Server

8550/132와 Power Macintosh 6100/60AV이 었으며 ， 운영체제 프로그램으로는 한국

Elex사에서 개발한 Macintosh Hangul Script System(v7.5.3)을 사용했다.

서버 컴퓨터로 사용된 Workgroup Server 8550/132는 RAM이 32MB이 고， 하드

디스크의 저장 용량이 2GB이며 ， 600i CD-ROM drive와 3.5인치 FDD 1 개 ， DAT

(Digital Audio Tape) drive(데 이 터 back-→up용 장치) 1 개가 부착된 것이었다.

HTML 문서 편집용 컴퓨터로 사용된 Power Macintosh 6100/60AV는 RAM이

40MB이고， 하드 디스크의 저장 용량이 250MB이 며 ， CD-ROM driver와 3.5인치

FDD가 1개 부착된 것이었다.

이외에도 저장 용량이 2GB인 외장형 디스크 드라이브 1개와 Tamarack Telecom

Inc.의 scanner언 AπiScan 6000c를 사용했다.

나. 저작 도구

Workgroup Server 8550의 web server program으로는 StarNine사의 WebStar

(v1.25)를 사용하였다. HTML 문서 편집 프로그램으로는 단순한 text editor인

SimpleText(v1.31)를 사용하였고， Web상에서 HTML문서를 보여주는 웹 브라우저

로는 미국 Netscape사의 Netscape Navigator(v2.0)를 사용하였다. 그래픽 작업에는

Adobe Photoshop(v3.0.D , WebMap(v1.0.D과 Transparency(v1.0)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포럼 운영을 위해서는 WebCrossing(v1.2.2)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2. 개발 절차

자료 개발에 앞서 국내 · 외 여러 Web site들을 방문하여 각 site들의 전체 체계

나 구성 및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이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나 자료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웹 사이트 개발에 필요한 기본 자료들이 수집되었고， 곧 구체적인 개발

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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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Web site 구조도 작성

생물교육과 웹 사이트의 최상위 메뉴를 학과안내， 교육과정， 교수진， 연구설， 게

시판， 포럼， 동문회의 7부분으로 나누었다. 각 메뉴와 메뉴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

자료와 그림 자료들을 메뉴 하단에 배치한 web site 전체 구조도를 작성하였다.

나. 자료 수집

전체 내용 구성에 필요한 문서 자료， 그림 자료， 동영상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생

물 및 생물 교육과 관련된 자료들은 생물교육연구실， 도서관， 외부 기관들의 비치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했으며， 학과 자료(교수진， 학과 연혁， 학과 소개)는 과사무실

에 비치된 자료를 이용했다.

그림 자료들 중 간단한 아이콘， 바(bar) 및 배경 그림 등은 인터 넷 상에 공개용

으로 만들어 둔 것들을 복사하거나 다운로드 받았으며， 이미지랩에 사용한 그림 자

료는 Adobe Photoshop으로 직접 작업하였고， 일부는 스캐너로 스캐녕하여 그래픽

화일로 저장해 두었다.

다. 스토리 보드 작성

작성된 전체 구조도에 따라 화면 단위 수준의 스토리 보드를 작성하였다. 스토리

보드는 웹 페이지 화면에 나타낼 내용을 컴퓨터 화면상에 맞도록 종이 위에 구성

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 자료를 참고하여 HTML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web

site의 전체적인 구성을 계획하고 수정하였다.

라· HTML 문서 작성

스토리 보드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Web상에서 볼 수 있도록 HTML문

서로 작성하였다. 문서 작성에는 tag 명령어를 익히고 HTML문서 에 대한 전반적

인 이해를 돕기 위해 특정 편집 프로그램이 아닌 SimpleText (v1.31)를 사용하였다.

마· HTML 문서 연결

작성된 HTML 문서들을 구조도에 맞추어 서로 연결하였다. 문서내에서의 연결

과 문서 간의 상호 연결은 <A HREF= “경로 및 문서 파일명"></A>명령어를 사

용하여 이루어졌으며 , 그림 자료들은 images라는 이름을 가진 folder 속에 함께 모

아놓고， HTML 문서의 해당 위치로 <IMG SRC ==“경로 및 그림 파일명"> 명령어

를 사용하여 불러 들였다. 특히， 어느 곳에서나 상위 7개 의 메뉴로 접근이 가능하

도록 모든 문서의 하단 부분에 이미지맴으로 만들어진 메뉴바를 위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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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HTML 문서의 내용이나 연결 상태를 Netscape 2.0으로 점검하면서 잘못

된 부분들올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했으며 , 완성 된 자료를 “BioEdu"라는 폴더 속에

모두 넣었다. BioEdu폴더 에는 index.html이 라는 생물교육과 홈페이지 문서 1개와

images 폴더 1개 ， 상위 메뉴 각각에 해당되는 폴더 7개가 들어있다.

바. 완성된 자료를 서울 대학교 홈페이지 서버로 보내기

완성된 생불교육과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서울 대학교 홈페이지 서버

인 plaza로 보내고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상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등록했다.

φ 서울대학교 인터넷 서버인 plaza에 “bioedu"라는 계정을 개설하였다.

@ 매킨토시용 FTP 프로그램인 Fetch (v3.0)를 사용하여 개발된 생물교육과 web

site 자료들을 bioedu 계정 의 “public html" 폴더 속(plaza. snu .ac .kr/ -bioedul

publichtmD으로 전송하였다.

@ telnet 프로그램으로 bioedu에 login한 후， publichtml 폴더내의 모든 파일틀

을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모드 변환하였다(% chmod -fR 755 publichtmD.

@ 서울대학교 중앙교육연구전산원에 협조 공문을 보내어 생물교육과 홈페이지

등록을 요청했다.

사. 국내외 검색 엔진에 등록

생물교육과 Web site의 홍보 및 이용자의 검색 편의를 위해， 국내외 검색 엔진

들에 개발된 생물교육과 web site의 주소(http : //plaza . snu .ac .kr/oioedulindex .htmD

를 등록하였다.

m. 결 과

1. 생물교육과 Web site의 구성

생물교육과 웹사이트 자료 전체의 data 크기는 11.2MB로서 ， 총 207개의 HTML

파일과 41개 의 그림 화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웹사

이트의 주소는 http://plaza.snu.ac.krFbioedulindex.html이 며 ， 전체적인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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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교육과 홈페이지

·학과소개 · 개정된 교육 ·인적사항 ·생리생태학 학과 ·포럼사용방법 ·통창회

과정 내용 ·담당과목 연구실 소식 ·생물교육포럼 회보

· 학부교과과정 · 주요논저 ·세포생물학 · 생물교육론 토론장 •똥문회

-대학원 ·연구실 연구실 ·생물교재론 토론장 임원진

교과과정 ·유전발생학 ·생물교육과 인터넷

·학과내규 연구실 스쿨 개발포럼

·강의계획서 ·분자유전학 ·생물교육

연구실 연구실포럼

·생물교육학

연구실

〈그림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불교육과 web site의 구성

생불교육과 웹사이트는 학과 소개， 교육 과정， 교수진， 연구실， 게시판， 생불 교육

포럼， 동문회의 7개 범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학과 소개에는 생물교육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학과 연혁의 내용이 실려 있다.

교육 과정에서는 개정된 교육 과정 내용과 학부 교과 과정， 대학원 교과 과정， 학

과 내규， 강의 계획서 등을 소개한다. 교수진에는 생물교육과 각 교수들의 사진과

인적 사항， 담당 과목이 실려있고， 주요 논저 및 교수 연구실 소개가 연결되어 있

다. 연구실에서는 생물교육과의 5개 연구실로 연결되는 홈페이지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서 생물교육학， 생리생태학， 유전발생학， 세포생물학， 분자유전학 연구실로 이

동할 수 있다. 게시판에는 여러 가지 학과 소식이 게시되어 있다. 생물교육 포럼에

는 포럼사용방법， 생물교육포럼， 생물교육론(719 .322) 토론장， 생물교채론(719.425)

토론장， 생물교육과 인터넷 스쿨 개발 포럼， 생물교육연구실 포럼이 운영되고 았으

며， 생불교육과 web site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문회

에는 현 임원진과 역대 임원진， 그리고 동문 회보(제 15, 16호)가 실려 있다.

2. 생물교육과 웹사이트에 대한 설명

가. 생물교육과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웹브라우저 의 URL 주소란에 “http : //plaza‘ snu . ac .krrbioedu"를 입 력 하면 생불

교육과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로 연결된다(그림 2). 이 페이지는 index.html이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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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문서와 그림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교육과 홈페이지는 생물교육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픽 자료와 하위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메뉴는 HTML 문서의 table tag을 사용하여 작성되었고， 해당되는 페이지로 연

결되어 있다. 또한 생물교육과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과 수정 날짜를 기록하였으며，

문의할 내용은 그 제작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 생물교육과 웹사이트 홈페이지

나. 학과 소개

생불교육과 홈페이지에서 “학과 소개”를 클릭하면 학과 소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introduction 폴더 안에 deparUntro.html 문서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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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소개에서는 생물교육과의 교육 목적， 교육 과정，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간단

히 소개하고 있다(그림 3).

〈그림 3> 생불교육과 학과 소개

학과를 소개하는 글 중에서 생물교육과 웹 사이트에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는

그 단어를 해당 위치로 링크를 시켜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연결시킨

것으로는 교육과정， 야외실습， 임해실습， 대학원 연구실 등이 있다.

학과 연혁에서는 생물교육학과의 창설 및 의의， 학과 변천 상황과 역사， 학술적

엽적， 학생의 활동， 학과 행사， 졸업생들의 진로 및 향후 전망과 비전에 대해 ‘서울

대학교 50년사’에 소개되어 있는 장남기 교수의 글을 실었다.

또한 모든 페이지에는 “생물교육과 홈페이지로 "라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어서

어디서든지 “생물교육과 홈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고， 각 문서마다 그 문서

가 끝나는 부분에는 학과소개， 교육과정， 교수진， 연구실， 게시판， 포럼， 동문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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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느 곳으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메뉴바를 두었다. 각 메뉴바는 이미지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었고 클릭하면 해당 주소로 이동된다.

다.교육과정

<그림 4>는 생물교육과 홈페이지의 “교육과정”을 클릭하면 연결되는 페이지이

다. 교육 과정은 curriculum 폴더 안에 currLhome.html 문서와 curricula, curriJules,

course_introi1-는 세 개의 폴더로 이루어져 있다 currLhome.html 문서는 <그림

4>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된 교육과정 내용(1996 . 11. 1 현재) , 학부 교과과정

(1993. 2. 20), 대학원 교과과정 (1993 . 2. 20)의 내용이 담겨 있는 문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았으며， 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 이수 표준 형태가 2학년부터 4학

년까지 1, 2학기 에 걸쳐 표로 게시되어 있고， 각 교과목은 해당 교과목의 강의 계

획서 문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학과 내규로 연결시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 생물교육과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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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규는 currLrules라는 폴더 안에 rules.html 문서로 만들어졌으며， 이 문서

에는 교과 과정 운영 규정， 대학원 입학 시험 및 종합 시험 운영， 기타 학과 운영

에 필요한 사항들이 상세하게 실려있다. 또한 동일한 폴더 안에 개정된 교육과정

내용이 담겨 있는 문서 (revised_rules .htmD가 있는데， 여기에는 1996학번부터 해당

되는 생물교육과 학사 제도 개선안이 표로 제시되어 있으며 학사과정 전공 교과목

이수 표준 형태도 표로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curricula 폴더는 교과 과정을 실어놓은 두 개의 문서를 포함하고 있는

데， 학부 교과 과정(undergraduate_93.htmD과 대학원 교과 과정 (graduate_93 .htmD

이 담겨있는 문서이다. 이 문서들에는 이수해야 할 교과 과정이 모두 실려있고， 이

들은 각 교과목의 강의 계획서 문서로 연결되어 원하는 과목의 개요， 교재 및 참고

서， 강의 계획， 성적 평가 방법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과목 강의 계획서

는 course_intra라는 폴더 안에 모아두었고1 34 과목의 강의 계획서가 HTML 문서

로 작성되어 있다. 과목에 대한 강의 계획서 화면의 예는 <그림 5>와 같다.

교과목번호; 719 :426(3학점)

1995학년도 2학기 담당교수‘김영수

~-γ~~:.=，~~，~;:;τ「←?←f ←~""=-'ι‘ aι ι ι‘F ν a‘ ‘ cε ‘==~τ~=ττ:

교과복개요

중등학교
수업계획 생물학습평가등을소개하고 이것을생물

교육 현장에 적용하7] 위한 교재 연구와연습을

병행하여， 이론과실제의 면에서 균형있는 교수 능력을
갖추도록 1‘ ’

〈그림 5) 교과목에 대한 강의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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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육 과정안에 있는 모든 문서들에서 교육 과정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각 문서 하단에 버튼을 두었고， 7개의 범주로도 이동할 수 있도록 메뉴바를

두었다.

라.교수진

생물교육과 홈페이지에서 “교수진”을 클릭하면 생물교육과 교수진을 소개하는

페이지로 연결된다(그림 6). 이 페이지는 faculty 폴더에 professors.html이 라는 문

서와 교수진 사진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페이지에는 생물교육과에 재직중인

각 교수의 사진과 인적 사항이 간략히 소개되어 있고， 주요 논저와 연구실이 연결

되어 있다.

〈그림 6> 생물교육과 교수진 소개

마. 연구실

생물교육과 홈페이지에서 “연구실”을 클릭하면 생불교육과의 연구실을 소개하는

페이지로 연결된다(그림 7). 이 페이지는 labs라는 폴더 안에 있는 lab_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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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와 이미지맴 그림 파일인 lab_home.gif로 구성되어 있다. 이 화면은 생물교육

과의 5개의 연구실-생물교육학 연구실， 생리생태학 연구실， 유전발생학 연구실， 세

포생물학 연구실， 분자유전학 연구실←이 소개된 그림에서 이미지뱀을 이용하여 각

연구실로 연결되게 하였다. 각 연구실에는 간단한 연구실 소개와 졸엽생， 대학원생

들이 소개되어 았고， 이들의 졸업 논문과 인적 사항 페이지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7> 생물교육과 연구실 소개

연구설을 소개하는 내용의 구성을 생물 교육 연구실을 소개하는 내용을 중심으

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8>은 생물교육연구실의 홈페이지 화면이며 생물

교육 연구실 폴더에는 홈페이지 문서 (bioedu_lab/bioedu_lab_home.html)와 연구실

의 역사(bioedu_lab/bioedu_hi story .html)가 실려 있는 문서가 있다. 생물 교육 연구

실에서 공유하고 있는 4개의 그림 파일들은 images 폴더 안에 있으며， 졸업생들의

홈페이지를 모아 놓은 graduates 폴더와 대학원생들의 홈페이지를 모아둔 students

폴더로 구성되어 있다. 졸업생들의 홈페이지를 모아놓은 graduates 폴더에는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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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위 폴더가 있고 여기에는 71개 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졸업생들의 간략한

소개와 학위 논문의 개요가 실려 있다. 현재 재학중인 대학원생들에 대한 소개를

모아둔 students 폴더는 8개의 폴더와 72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8) 생물교육연구실 소개

바. 게시판

생물교육과 홈페이지에서 “게시판”을 클력하면 생불교육과 게시판 페이지로 연

결되는데(그림 9), 이 문서는 bbs 폴더 안에 있는 bbs_home.html 문서로 저장되어

있다. 생물교육과 전자 게시판에는 생물교육과 연관된 새로운 정보들이 게시되고

있다. 현재까지 게시된 내용은 ‘1997년도 초 •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공개 전형 안내’，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며 ... ’, ‘ 199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안내’，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임용 희망자 등록 안내’， ‘대학원 신입생 모집 안내’， ‘세미나

소식’ 등이고， 이 게시판은 약 한 달 간격으로 새로운 정보가 게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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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생불교육과 게시판

사. 생물교육 포럼

생물교육 포럼은 인터넷을 이용한 포럼을 통하여 생물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는 곳이다(그림 10).

현재 “포럼사용방법”， “생물교육포럼”， “생물교육론 (719 .322) 토론장”， “생물교재

론(719.425) 토론장" “생물교육과 인터넷 스쿨 개발 포럼”， “생물교육연구실 포럼”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더 많은 토론 주제에 대해 포럼이 개설될 예정이다.

생물교육포럼에는 ‘생물교육과 홈페이지에 대해’， ‘창의적인 생물 교수 방법에 대

하여’라는 토론 주제가 마련되어 있고， 인터넷 스쿨 개발 포럼에서는 인터넷 스쿨

자료 개발 연구나 관련된 내용의 토론과 함께 현재 생물교육연구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터넷 스쿨 관련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다. 생물교육연구실 포럼은 현재 ‘도

란도란， 소근소근’， ‘생물교육연구법에 대하여’， ‘생물교육 연구 주제 Pool ’, ‘생물농축

에 대한 토론장’과 같은 토론장이 열려 있고， 생물교육연구실의 대학원생들이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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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생물교육과 포럼

하게 토론에 임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생물교육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만 제한적으

로 개방되어 시험 중에 있지만， 시험이 완효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포럼사용방법은 따로 마련되어 있다. 각 포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이름과 암호를 정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거친 후 들어갈 수 있으며， 한번 등록한 이

후에는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면 로그인하여 포렴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포럼의

운영은 시스템 관리자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 포럼을 학부생들의 수업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 중에 었다.

<그림 11>은 생불교육과 포럼 중 생물교육과 홈페이지에 대해 의견을 게시하는

토론장의 첫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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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생불교육과 홈페이지에 대한 포럼의 예

아. 동문회

생불교육과 홈페이지에서 “동문회”를 클릭하면 생물교육과 동문회를 소개하는

문서로 연결되며(그림 12), 이 문서는 alumni 폴더 속에 있는 alumnLhome.html로

되어 있다. 생물교육과 동문회에는 현 임원진， 역대 동문회 임원진들(staffs.htmD과

생물교육과 동문 회보 제 15, 16호(newsletters.htmD가 실려 있다. 이 곳은 멀리 있

는 동문들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장소이고， 생물교육과 동문들이 서로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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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생물교육과 동문회 소개

3. 국내외 검색 엔진에 생물교육과 웹사이트 등록

국내 및 국외의 검색 엔진에 생물교육과 웹사이트를 등록시켜 “생물 교육" “과

학 교육”， “biology education", “ science education" 등의 간단한 검 색 어 만으로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웹 사이트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생물교육과

웹사이트를 등록시킨 국내 검색 엔진은 섬마니， 까치네， 마당발， 정보탐정， kor-seek,

WAKANO, Zoom이 고， 국외 검색 엔진은 Yahoo , Alta Vista로서 모두 9곳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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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결론 및 제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불교육과 웹 사이트는 정보화 시대의 시대적 요구에 발

맞추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를 외부에 소개하고， 생불교육에 대한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생물교육과 웹 사이트는 학과 소개， 교육과정， 교수진， 연구실， 게시판， 생물교육

포럼， 동문회로 구성되어 있다. 학과 소개와 동문회에서는 생물교육과가 걸어온 50

년 역사를 소개하였으며， 교육과정에서는 현재 생물교육과에서 운영중인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교수진에서는 생물교육과에 재직중인 교수들의

연구 엽적과 담당 과목을 소개하였으며， 연구실에서는 생물교육과 5개 교수 연구실

의 중점 연구 내용과 구성원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외부와의 정보교환의 통로로서

마련된 게시판과 포럼은 생물교육과 발전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생물교육과 웹 사이트 구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생

물교육과 웹 사이트를 통해서 첫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불교육과의 교육 및 연

구 정보를 교실 현장에 보급할 수 있으며， 둘째， 초 · 중등 학교와 대학에서 생불교

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간의 정보 교환이나 상호 의사소통이 유기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고， 셋째， 생물교육에 대한 국내의 많은 자료들과 정보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으며， 넷째， 외국의 생물교육 정보원(source)과도 연결하여 우리의 생물교육의

시야를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 효과의 대부분은 생물교육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상호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생물교육과 웹

사이트에 마련되어 있는 의사소통의 도구들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

이다. 즉 “생물교육과 웹 사이트가 생물교육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은 이 웹 사이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대 효과를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으려면 웹사이트 구축 이외에도 다음

과 같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검색 엔진에 등룩 하는 수동적인 홍보 뿐만 아니라 생불교육과 관련된 학

회지나 소식지를 통해 생물교육과 웹 사이트의 활용을 소개하는 홍보가 필요하다

고 본다. 이와 더불어 한번 흠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생물교육과 웹 사이트가 아직은 개발 초기이므로 생물교육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쌓여있지 않은 것도 계속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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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단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

면 이에 대한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물교육과 웹 사이트에서 중요시 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는 정보의 갱신이다.

생물교육에 대한 정보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그 정보를 저장하고 교

환하는 역할을 하는 생물교육과 웹 사이트도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 • 정리하고 확장시키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생물교육과 웹 사이트는 현재 한글로만 개발되어 있는데， 외국과의

교류를 생각하면 영어로 된 웹 사이트도 함께 마련되어야 외국의 생물교육자들과

도 효과적으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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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Internet World Wide Web Site on the

Department of Biology Educati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Young-Soo . Youn, Se-]in . Seo, ]eong-Hee . Kim, Hyun-Myoung

Dept. of Biology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the department of Biology

Educ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o promote active communication and

share materials and information on biology education among biology educators.

For this purpose, an internet World Wide Web Site on the department was

developed and enrolled in 9 internet search engines.

The web site consists of 207 HTML documents and 41 graphic files, whose

total data size is 11.2MB. Its URL address is http://plaza.snu.ac.krFbioedu/

index.html.

The home page of the web site has 7 main menu , which are Introduction,

Curriculum, Faculty, Laboratories, Biology Education Forum, Bulletin Board, and

Alumni. Introduction reads on the purpose and history of the department.

Curriculum shows curricula of undergraduates and graduates, and course

syllabuses. It also contains revised curriculum and rules. Faculty introduces

professors' teaching subjects and research results. Laboratory introduces 5

research laboratories: Biology Education lab, Ecology lab, Developmental Biology

lab, Cell Biology lab, and Genetics lab. Biology Education Forum and Bulletin

Board were developed for encouraging communication and sharing educational

materials and ideas among pre-service and in-service biology teachers, biology

teacher educators, and other biology education related persons. Alumni contains

information on the staff of alumni association and alumni newslet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