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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머신러닝, 데이터 처리 학습을 위한 EPL 기반 D.I.Y 실습 플랫폼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을 

통합 관리, 학습 능률 향상, 학습 흥미 유도하고 나아서 학생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그에 적절한 강의 추천

을 목표로 하는 지능형 통합 학습 관리 플랫폼을 제안한다.

키워드: 통합 학습관리(integrated learning management), 인공지능 교육(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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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EPL(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 기반 D.I.Y(Deep 

Ai YourSelf) 실습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하고 학습에 흥미를 유도하는 방법의 필요성이 생겼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머신러닝 통합 학습관리 플랫폼은 EPL 기반 

D.I.Y 실습 플랫폼의 사용법 숙지와 이를 통한 인공지능 교육의 

흥미 유도 또는, 학습 능률을 향상 시키고 학습을 통합 관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Spring Boot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머신러닝 통합 학습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강사, 학생, 강좌를 관리하

는 시스템을 설명한다. 또한, 플랫폼의 추후 개선 사항에 대해 제안하

다.[1][2]

II. Preliminaries

1. Learning Management System

통합 학습 관리 시스템은 강좌를 개설하는 강사와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 그리고 강좌를 추천하는 AI 모델로 나눠진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학습 통합 관리 시스템의 전체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 우선 

강사는 강좌를 개설하고 강의를 등록한다. � 학생은 강사들이 등록한 

강좌 중 원하는 강좌를 선택한다. �,� 학생은 해당 강좌를 수강 

후 강의를 학습한다. � 학생은 강의 학습을 마치고, D.I.Y 학습 

플랫폼에서 실습을 한다. �,� 학생이 실습을 마치면 AI 모델은 

학생의 학습 패턴을 분석 후 학생에게 알맞은 강좌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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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그림 2은 강의를 등록하는 페이지이다. 강의 내용은 텍스트, 사진, 

동영상 링크로 등의 형태로 대용량 텍스트 타입인 NCLOB로 저장된

다. 등록된 강의는 학생들이 열람 가능하며, 강사에 의해 관리 된다.

Fig. 2. Regist Lecture

그림 3는 학생이 수강하는 강좌 목록이다. 학생은 등록된 강좌 

중 원하는 강좌를 골라 수강할 수 있다. 수강한 강좌는 강좌 목록으로 

볼 수 있고 관리 할 수 있다.

Fig. 3. Taked Course List

그림 4는 실습을 하는 페이지이다. 학생들은 그림3에서 동영상 

또는 강의 내용을 통해 공부 후 학습 내용에 관한 부분을 EPL 기반 

D.I.Y 실습 플랫폼에서 직접 실습해봄으로써 학습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Fig. 4. Train Lecture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머신러닝 통합 교육 관리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을 통합 관리하고, 

EPL 기반 D.I.Y 실습 플랫폼에서 직접 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5. Course Recommendation

향후 연구에서는 학생의 실습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후 

실습 패턴에 분석 모델을 개발하여 학생에게 그림 5과 같이 학생에게 

적절한 강좌를 추천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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