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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셜러닝의 대표적 학습인 협력학습에서의 에이전트란 학습자에게 현황이든, 환경이든, 과제이든 설명해 줄 수 있거나, 보편

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에이전트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에 관한 정

보기술 표준화 방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협력학습에서 사용되는 각종 에이전트들의 의사소통에 관한 데이터 모델에 관한

기술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러닝 협력학습 환경을 지원하는 많은 에이전트들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 에이전트들 간의 상호 의

사소통에 관한 규칙을 갖는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여 그 요소들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시된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을 기

반으로 하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은 여러 응용 에이전트가 독립된 프로세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의된 통신 데이터모델에

의해 메시지 상호 교환이 가능해진다. 본 연구는 소셜러닝에서 주를 이루는 학습방법인 협력학습 중에서 다양한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에이전트간의 통신에 관한 의사소통 모델 응용을 통해 원활한 협력학습이 구현되도록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n agent in collaborative e-learning has independent function for learners in any circumstance, status and task by the

reasonable and general means for social learning. In order to perform it well, communication among agents requires

standardized and regular information technology method. This study suggests data model as a communication tool for

various agents. Therefore this study shows various agents types for collaborative learning, designation of rule for data

model that enable to communicate among agents and data element of agent communication data model. A multi-agent

e-learning system using like this standardized data model should able to exchange the message that is needed for

communication among agents who can take charge of their independent tasks. This study should contribute to perform

collaborative e-learning successfully by the application of communication data model among agents for social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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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에이전트는 사람이나 시스템의 개입이 없어도 정해

* 정회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이러닝학과

(Department of e-Learning, Graduate School,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접수일자: 2011년4월20일, 수정완료일: 2011년5월12일

진 스케줄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몇

몇 다른 서비스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전형적

인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미리 제공된 매개변수들을 이

용하여 전체 또는 일부 인터넷을 검색하여 관심이 있는

정보를 모으고, 그것을 매일 또는 일정시간대 별로 제

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에이전트 기능은 이

러닝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강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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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송동현, 2002; 고주연, 박선주 2001; 최숙영, 백영

기, 2004)가 되고 있는데, 아직 실제 온라인 학습 환경

에서는 실용되기 위해서 기술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이

러한 에이전트의 개념을 가지고 이러닝 상에서 협력학

습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고 할 때 매우 유용하다는 것

은 교육공학자들의 연구(박부미, 2004; 임정훈, 1999; 이

인숙, 임정훈, 2005)를 통하여 증명되었다.

협력학습 환경 하에서 에이전트란 학습자에게 현황

이든, 환경이든, 과제이든 설명해 줄 수 있거나, 보편적

이고 일반적인 사용방법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권숙진, 2001; Dillenbourg, Baker, &

Blaye, 1996) 예를 들어 간단한 과제지향 에이전트는 간

단한 지식표현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더욱 많은 의사

결정과 책임이 있는 다면적 기능을 가진 지능형 에이전

트는 계속된 변화를 가지며 진화된 지식표현(Nwana,

1996)을 가지고 있다.

소셜러닝에 필요한 력학습 공간은(이인숙, 임정훈 박

균달, 2005) 협력적인 문제해결공간이 고려되어야만 하

며, 학습효과에 따라 행동을 조정할 수 있다. 전형적으

로 협력학습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에이전트는 물리

적인 특성에서 커다란 불일치를 가질 수 있으며, 동시

에 에이전트들은 개인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야하고 스

스로는 다른 고유의 기능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

므로 에이전트 기능들에 관련된 정보기술의 통합과 일

치는 진보된 협력학습 환경에서 매우 중요하다.

협력학습에서 정보기술은 분산컴퓨팅 환경을 기본으

로 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정보과정 단위에 구분을 두

며, 각각의 학습자에게 개인적인 환경을 적합하고 교환

되게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많은 에이전트에게 가

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 표준은

협력 학습목표를 향한 협력학습 환경에서 협력하는 에

이전트를 위한 에이전트 의사소통의 특별한 성격을 목

표를 지정해 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협력학습 환경에

서의 에이전트 간 의사소통 영역에서 협력학습을 위해

서는 여러 에이전트들이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서

로 협력하여 학습자의 협력학습을 돕는데 이를 위한 데

이터 모델을 정의하여 표준화하는데 있다.

1.2 연구의 장점

본 연구에서 제안된 표준화로 기대되는 장점은 다음

과 같다.

1) 협력학습 환경에서 에이전트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호작용에 대한 기초를 확립하고 지원한다.

2) 다른 설계자와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에이

전트 사이에 호환성을 확립한다.

3) 협력학습 시스템의 사용자들이 다양하고 호환되는

에이전트 설비와 상호작용 계획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

도록 돕는다.

4) 함께 존재하는 다른 에이전트들과의 호환성 문제

와 또 통신에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고 학습 목적을 증

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를

선택하도록 사용자를 허락한다.

5) 이러한 표준에 대한 시도는 학습 개발자들을 위한

교육적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교육적 환경에다 에이전트

기술을 통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에 언급한 장점들을 통해서 에이전트 설계를 위한

표준의 필요와 역할을 알 수 있으며 협력환경에서 학습

을 지원하는 에이전트 설계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분석

2.1. 사회적 협력학습에서의 에이전트

에이전트란(Bradshaw, 1997; Walter, 1998) 일반적으

로 지식과 추론 능력을 가지고 사용자를 대신하여 주어

진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자신의 감각기관(센서)를 통하여 외부 환경

을 받아 들여 작용기를 통해 그 환경에 대하여 반응하

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에이전트는 자율성,

사회성, 이동성, 지능 등의 특징을 가진다.

1) 자율성(autonomy)

주위의 환경을 인식하여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해 스

스로 적절한 판단을 하는 능동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일반 프로그램이 수동적인 것에 비해 에이전트는 자율

성을 가짐으로써 능동적으로 작업 수행을 진행하게 되

며, 이를 위해 에이전트는 수행 동작이나 내부 상태변

화 등에 대한 제어도 가지게 된다. 자율성은 사용자로

하여금 상위단계 목적(high-level goal)에 집중을 하게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절차는 에이전트가

맡게 된다.

2) 지능성(intelligence)

지식베이스, 추론능력, 학습 능력을 가지고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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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파악하여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

터득하는 성질로서 자율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지

능을 바탕으로 에이전트는 같은 작업이라도 계획과 경

험을 통해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이동성(mobility)

기존의 클라이언트/서버 개념과는 다르게 사용자가

요구한 작업을 실제 작업을 처리하는 호스트로 이동하

여 수행함으로써 수행 효율을 높이고 네트워크 부하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수가 급증하

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원격 통신 시에도

통신 라인이 항상 접속되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선 이동 통신을 위한 작업수행 환경에서 콘 효과를

낼 수 있다.

4) 사교성(social ability)

하나의 에이전트로는 처리하지 못하는 작업의 수행

을 위해 다른 에이전트와 통신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에이전트 통신 언어를 이용한 에이전트간 통신은 메시

지 전달이나 공유 저장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에

이전트의 메소드를 불러 수행하기도 한다.

하나의 독립된 에이전트로써 주로 인지적 측면에서

에이전트의 지식표현과 추론, 자연어 처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로 응용 시스템으로는 전문가 시스템이나 지식

베이스 시스템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컴퓨터 환경의

향상과 인간생활의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 증대로 다양

한 사용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옥 에이전트 능

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 에이전트가 분산 개념

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2 사회적 협력학습 에이전트 유형

협력학습을 지원하는 에이전트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이러닝을 선도하거나 제어하는 것보다는 학습을 촉진하

고 도와주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닝 협

력학습에 존재할 수 있는 에이전트 종류는 지식 에이전

트, 지식 서버, 인터페이스 에이전트, 중재 에이전트, 지

식관리 에이전트, 정보검색 에이전트, 디렉토리 에이전

트 등이 있다.(배우인, 조용상, 강명기, 최성기, 2006)

1) 지식 에이전트

특별한 지식분야의 전문가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로

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인공지능 또는 인간

이 될 수도 있다. 학습자의 지식에 대한 요구에 해당하

는 응답으로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

응하는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에이전트이다.

2) 지식 서버

지식을 저장하고 탐색해 내는 인공지능의 능력을 보

유한 에이전트를 의미하며, 다양한 지식에 근거하여 정

보를 거장하고 탐색하기 때문에 추론과 합리화가 가능

하여 하나의 결과 제시를 다른 형태의 결과 형태로 제

시로의 변환도 가능하다.

3) 인터페이스 에이전트

이 에이전트는 지능형 보조자로서의 기능과 학습자

의 활동을 학습하고 모니터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

로그램의 에이전트이다.

4) 중재 에이전트

학습자 간에 또는 참여자 간에 학습활동 중 발생하는

충돌을 해결해주는 에이전트로서 시스템 사이에서도 발

생할 수도 있다. 주로 분산된 에이전트나 시스템 및 참

여자간의 과업 협상, 수립, 타협 분배 등을 조정해 주는

에이전트이다.

5) 지식 관리 에이전트

개인이나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 낸 결과를 지식에 근

거에서 이해하고 해석하여, 조작과 창의가 가능한 높은

수준의 협조가 가능한 지식관리 에이전트이다.

6) 정보검색 에이전트

학습 참여자가 요구하는 특화된 정보의 탐색 또는 검

색을 위해 여러 시스템을 방문하여 찾은 후 이를 가져

오는 에이전트이다.

7) 디렉토리 에이전트

학습자 또는 학습참여자가 필요로 하는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나 해당 정보가 있는 곳의 위치를 알려주

는 에이전트이다.

8) 기타 에이전트 자원

다른 많은 에이전트는 사전이나 관련자료 등의 인용

등에 활용하는 유사한 기능의 에이전트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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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적 학습에서의 다중 에이전트시스템

1) 다중 에이전트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에이전트들이 서

로 협력하여 동작하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이 효과적

이다.(Mattias, 1999; 김영기, 한선관, 2000; Grantham,

Pang, 1991)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의 장점은 독립적인

응용 프로그램의 집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보다 복잡

한 서비스를 다른 에이전트와의 협력을 통해 제공할 수

있고, 새로운 에이전트를 추가하여 새로운 서비스에 대

한 시스템의 확장이 용이하다는 것이다.(Alex, Rachel,

John, & Sons, 2001)

2) 다중 에이전트의 특징

(1) 에이전트 간 협동을 통한 정보의 교환과 공유이

다. 에이전트는 지식 표현과 추론 등을 통해 문제를 해

결하나,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기능은 해당 기능을

가지는 다른 에이전트와 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에

이전트간에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수행 결과를 되돌려

주는 통신 방법이 필요하고, 각 에이전트의 기능을 관

리하고 에이전트간의 통신을 제어하는 조정 에이전트

(coordination agent)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 단

위의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은 하나의 조정 에이전트와

둘 이상의 응용 에이전트들로 구성될 수 있다.

(2) 다중 에이전트를 이용한 성능의 향상이다. 전체

기능을 하나의 에이전트로 구성하지 않고 독립적인 기

능별로 에이전트를 구성하면, 여러 에이전트의 작업을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또

한, 독립적 기능을 가지는 에이전트를 재활용하여 같은

기능을 가지는 에이전트의 중복 개발을 피할 수 있다.

(3) 이형질성을 가지는 서로 다른 에이전트를 통합하

고 동질화한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기존에 개발된 에

이전트를 다른 환경에서 또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여러 에이전트의 분산 협동 처리를 위해서 에이전트

간의 통신이 필수적이다. 에이전트 간 통신의 목적은

정보나 작업처리의 공유와 교환에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접근하거나 지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에이전트에게 도움을 청하

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이 도움을 청하는

방법으로 에이전트 간 통신을 이용하는 것이다.

3) 다중 에이전트 구조의 응용

(1) EMAF(Extensible Multi-Agent Framework)

EMAF는(백순철, 최중민, 장명욱, 박상규, 임영환,

1996; 최진우, 우정후, 1999) 에이전트의 관리와 제어를

담당하는 조정 에이전트와 다수의 응용에이전트로 구성

된다. 그리고 다른 에이전트와의 협동을 위해 KQML

(Knowledge Query and Manipulation Language)과

ICL(Inter-agent Communication Language)을 사용한

다. EMAF의 조정에이전트는 요청한 서비스 내용을 분

석해 이를 수행할 에이전트를 선정하고 해당 에이전트

에 요구된 서비스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리고 각 에이

전트의 능력과 기능 정보를 메타지식의 형태로 저장하

며, 에이전트 상태 테이블 등을 유지하여 간단한 형태

의 에이전트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에이전트 프로세

스만을 구동하여 여러 에이전트가 협동해야 하는 작업

에 대한 관리는 하지 못한다.

(2) ARCHON

QMW(Queen Mary and Westfield College) 대학에

서 개발하였으며, 모든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에 대

한 정보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에이전트에게 자신

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요청하는 방식이다.(Witting,

Jennins, & Mamdami, 1994)

(3) JATLite(Java Agent Template Lite)

JATLite(Jeon, Petrie, & Cutkosky, 1994)는 Stanford

대학에서 개발한 에이전트 기반 구조 개발을 위한 자바

패키지로서, 자바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KQML

(Finin, Fritzson, 1994)을 이용한 메시지 교환 방신의

통신 툴을 제공한다. 에이전트들 간의 협력작업을 조정

하기 위한 에이전트 라우터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라우

터를 통해 등록된 에이전트들 간에 전송하고자 하는 메

시지를 메시지 큐에 저장하여 메시지의 전송이 즉시 이

루어지지 못하여도 자동적인 재전송이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라우트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중 구조이기 때

문에 모든 에이전트를 사용자가 직접 구동시키는 단점

이 있다.

(4) FIPA

(Foundation for Intelligent Physical Agents)

FIPA(Posland, Buckle, & Hadingham, 2000)는 94년

4월에 조직되어 96년 10월에 스위스 제네바에 국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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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단체로 가입한 에이전트 관련 최초의 세계적 표준화

기국이다. 새로 생성되는 에이전트 기반 응용 프로그램

들과 서비스. 기술들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이들간의 통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AP(Agent Platform)를 제시한다. AP의 구성 요소들은

ACC(Agent Communication Channel), ANS(Agent

Name Server), DF(Directory Facilitator), AMS(Agent

Management System)이다. ACC는 에이전트 사이에 메

시지를 전달하며, ANS는 전역적인 에이전트 이름과 지

역적인 전송 주소 사이의 매핑을 저장하며, DF는 에이

전트의 기능과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저장하고,

AMS는 에이전의 생성, 삭제, 정지, 복구, 이동 등을 관

리한다.

2.4 협력학습 다중 에이전트 기능

1) 학습자, 교수자, 학습내용 관리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학습자에 관한 정보

를 저장하고 전문과와 교수자를 관리하며, 학습자에 관

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맞는 학습내용으로 교

수를 생성한다.(송동현, 2002)

2) 협력학습을 위한 진단과 스케줄링

학습자가 요구한 각 단원의 진단 평가 문제를 해결하

여 학습자의 학습상태와 가능한 학습 영역을 추론하는

진단 기능과 학습자의 요구사항들에 의해 협력학습에

필요한 학습자를 검색하고 모집하는 스케줄링 기능을

한다.

3) 학습행위 정보수집과 분석

학습자에게 협력학습을 지도하는 튜터 기능과 학습

자에게 학습에 대한 협력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협력학

습 학습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수집, 수집한 정보를 분

석하는 정보 분석 기능을 가진다.

4) 제어 기능 및 외부와의 인터페이스

학습자와 교수자와의 메시지 전달, 코칭, 피드백 등

협력활동 수행과정에 에이전트 사이의 상호활동를 원활

히 하기위한 제어기능이 있으며, 외부 인터페이스와의

신호처리 및 입․출력 형식 변환 등의 기능을 가진다.

2.5 에이전트 간 통신모델의 유형

1) 프로토콜 방식

프로토콜 방식은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에이전

트간의 통신을 하여 정해진 통신규약에 따라 메시지 교

환 방식의 통신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통신 방식이

다.(Michael, 2002)

첫째, 어떤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에게 서비스 요

청을 위해 정해진 통신규약에 따라 요구사항을 메시지

화하여 전달한다. 둘째, 서비스 요청을 받은 에이전트는

메시지를 분석해서 내부처리 형태로 변환하고 처리한

다. 마지막으로 처리 결과를 메시지 형태로 바꿔서 요

청한 에이전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2) ACL(Agent Communication Language) 방식

ACL(Tim Finin, Don McKay, Rich Fritzson, &

Robin McEntire, 1994).은 에이전트간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이용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통신 프로토

콜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충분한 표현력은 물론이고

각 에이전트의 정보 교환에 필요한 적절한 의미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무엇보다 에이전트의 가장 큰 특징 중

의 하나인 자율성에 적합해야 한다.

III. 협력학습 에이전트 의사소통 데이터모델 

3.1 에이전트 의사소통 데이터 모델링 

일반적으로 에이전트는 목적에 따른 역할과 가능을

수행한다. 에이전트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입력 데이터

와 결과를 포함하는 출력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에이전트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 송수신 모델

로서 데이터 참조 모델을 정의하여 에이전트 간의 통신

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데이터 모델 방식은 에이전트

행동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여 공유한다.

모든 데이터 흐름은 정의된 데이터 구조로만 이루어지

므로 메시지 교환 시스템에 비해 제어와 데이터 흐름을

분리한 모듈화 설계가 용이하다.

데이터 모델 방식은 에이전트의 재사용을 위하여 높

은 유연성과 성능을 갖는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시스

템의 경험적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환경을 제공

한다. 메타데이터 집합은 에이전트와 에이전트간의 통

신하기 위한 역할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메타데이터

집합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각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전달코자하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전달 받을 에이전트는 이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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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받아오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3.2 개념 모델과 에이전트간의 참조 데이터 모델

1) 에이전트간 통신 개념모델

에이전트 플랫폼 내에서 에이전트는 구현된 MTS를

사용하여 AMS나 DF와 의사소통할 수 있다. 또한 이러

한 개념적 모델을 사용하면 서로 다른 에이전트간의 상

호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다.

에이전트 플랫폼에서 한 개의 AP(Agent Platform)안

에 한 개의 AMS(Agent Management System)가 존재

하며 모든 실행되는 에이전트는 반드시 AMS로서 DF

에 등록되어진다.

정의된 에이전트의 활동정보에 따라 다중 에이전트

들은 [그림 1]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하나의 학

습활동 상에서 학습자들의 협력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림 1. 에이전트간의 통신 모델

Fig. 1. data communication model among agents.

2) 에이전트 활동 개념 모델

AMS는 에이전트들의 활동정보에 따라 다중 에이전

트를 스케줄링하며, 이에 따라 각 에이전트는 initiate,

active, wait, suspended, quit의 명령을 반복하며 각 역

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적 모델을 [그림 2]와 같이 교수학습의

모델에 반영하여 사회적 학습 내에서 효율적인 협력학

습 과정을 설계할 수 있게 한다. 먼저, 에이전트는 학습

을 준비하고, 팀을 구성하며 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개

별학습과 협력학습을 위해 자기주도적 개별학습의 과정

과 협력학습 과정을 모두 수립하게 된다. 학습의 과정

이 끝나면 결과물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방식

의 평가 및 성찰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학습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 모든 일들은 에이전트의 기능으

그림 2. 협력학습을 위한 에이전트간의 의사소통 모델

Fig. 2. data communication model among agents for

collaborative e-learning.

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에이전트들 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한 데이터모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3.3 에이전트 통신을 위한 데이터 참조 모델

에이전트 통신을 위한 데이터참조모델(Reference

Model of Data Management)은 에이전트 사이에 통신

이 되는 모든 데이터와 관련된 공통용어 및 개념을 정

의한다. 이러한 개념은 데이터 관리의 보다 특수화된

상황에서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에이전트는 목적에 기반한 역할과 기능을 수

행한다. 에이전트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입력데이터와

결과를 포함하는 출력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에이전트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의 참조모델은 이러닝

활동들과 관련된 정보의 통신을 위해 정의되어야 한다.

본 표준은 에이전트의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특수화된

데이터에 대하여 적용하였다. 이로부터 에이전트 활동

으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1) 어떤 학습활동에 언제 에이전트가 사용되었는가?

(2) 어떤 참여자에 의해 에이전트가 사용되었는가?

(3) 에이전트의 활동은 언제 시작하여, 언제 끝났으

며, 에이전트의 상태는 현재 어떠한가?

(4) 에이전트가 과업에 사용한 입력정보는 무엇이며,

출력정보는 무엇인가?

(5) 에이전트의 일반적 정보

3.4 협력학습 에이전트 통신데이터 모델

협력학습 에이전트에서 통신데이터 모델은 다중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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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트들이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서로 협력하여

학습자들의 협력학습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 모

델을 정의하고 있다. 먼저 협력학습의 주체들과 상호작

용하게 될 각 에이전트의 역할 및 관계를 정의하고 그

에 따른 기본적인 프로토콜을 정의한다. 그리고 에이전

트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프로토콜과 정보교환 패턴을

정의하여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을 통한 협력기술을 정

의한다. 데이터 모델은 에이전트의 역할과 그에 따른

기능과 이에 따라 협력학습의 환경에서 다중 에이전트

들이 정보교환을 하는데 요구되는 모델로 이루어져 있

다. 정의된 에이전트의 활동에 기반 하여 에이전트 간

정보교환이 효과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데이터 모델

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데이터 모델에 대한 데이터 사전은 데이

터 모델의 요소들을 정의한다.

1) Name : 데이터 요소들의 명칭

2) Identifier : 데이터 요소의 고유한 아이디

3) Definition : 데이터 요소의 개념과 필수적인 특성

을 명확하게 설명

4) 주석 : 데이터 요소의 적용에 관한 코멘트

3.5 데이터 엘리먼트

1) 에이전트 엘리먼트

에이전트 플랫폼에서 한 개의 AP(Agent Platform)안

에 한 개의 AMS(Agent Management System)이 존재

하며 모든 실행되는 에이전트는 반드시 DF에 등록되어

Name Identifier Definition 주석

Agents identification information

Agent ID agentID Unique agent ID

Agent

Name
agentName Agent name

Logical name or

physical name

Agent

Type
agentType

Role of agent

during learning

Cyber-human,

search programs,

education tools

Agent

Smarty
agentAbility

Smartness of

agent
Intelligence level

Agent

Reference
agentRefer

Reference for

information of

agent

Keyword, code,

ontology, etc

표 1. 에이전트 정보

Table 1. agent identification information.

진다. AMS는 등록된 에이전트들의 전송 주소를 포함

하는 AgentID의 디렉토리를 가진다.

이는 협력학습에서 사용되어지는 에이전트 정보에

관한 요소를 정의하고 있다. 에이전트 정보에 대한 각

요소에는 Agent Id, agent Name, agent Type, Agent

Smarty, Agent Reference로 구성된다.

agentID는 유일한 값이어야 하며, agentType은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에이전트의 역할을 의미하며

agentSmarty는 에이전트의 능력 수준을 의미한다. 그

리고 agentReference는 에이전트 정보를 참조하는 방법

을 의미한다.

2) 학습활동 엘리먼트

협력학습 과정에서 교수학습 모델에서는 협력학습에

대한 매우 다양한 activity가 존재한다. 자료실과 토론

방, 대화방, 도움방, 쪽지방 등 은 웹기반의 기본적인 협

력학습 뿐만 아니라 공동보고서 작성, 메시지도구와 같

은 리포팅 툴, 성찰노트, 학습평가실 같은 평가와 관련

된 activity도 존재한다. 이런 각각의 협력학습 activity

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각 학습 activity는 유일한

activityID값과 Name이 존재한다.

Name Identifier Definition 주석

Learning process information

Activity activityID

Learning activity
ID in learning
process in a

course.

Learning activity
in lesson of the

course.

Activity
Name

activityName Learning activity
name

For example,
BBS, listen, test

표 2. 학습활동 정보

Table 2. learning process information.

3) 학습자 엘리먼트

이러닝 협력학습 시스템을 사용하는 학습자들은 학

습자와 학습자원,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동료 간에 서

로 긴밀한 상호 작용을 통해 협력학습을 하게 된다. 한

협력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 학습자에 대한 효율

적인 그룹핑 지원이다. 학습자가 팀내 협력 학습을 실

시하여 팀별 토론학습, 팀간 협력학습 결과물 공유를

위하여 효율적인 그룹핑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학습자 테이블은 협력학습의 학습자 정보를 나타낸다.

또한 학습자에 대한 구성 요소로서는 Participant ID,

participant Name, participant Type, Group I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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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Identifier Definition 주석

Agent user information

Participant
ID

participantID Participant ID
User ID,
Faculty ID,

Generally unique

Participant
Name

participantNa
me

Participant
name

Participant
Type

participantTy
pe

Participants
type

For example,
students, teacher,

assistants,
manager etc.

Group
ID

groupID
Group ID in
Collaborative

learning

Group A,
group B..

Group
Name

groupName Group name

Group
Type groupType Group type

Student,
mentor…

표 3. 학습자 정보

Table 3. agent user information.

Name, Group Type으로 구성된다. participant type은

사용자의 type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student,

teacher, assistants, manager 등과 같은 참여자의 역할

을 나타낸다. 협력학습은 둘 이상의 학습자가 하나의

그룹의 학습공간에서 학습활동이 이루어짐으로 학습그

룹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Group ID, Group Name,

Group Type이 group의 요소에 포함된다.

4) 에이전트 활동상태 엘리먼트

앞에서 언급했듯이 에이전트는 활동정보에 따라 스

케줄링에 따라 initiate, active, wait, suspended, quit의

명령을 반복하며 각 역할을 수행한다. 각각의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는 다른 에이전트와의 협력을

위하여자신이 필요한 다른 에이전트에 대한 현재 상태

정보가 요구된다.

에이전트 활동 상태 테이블은 에이전트가 활동 시간

및 상태정보를 나타낸다. Invoke Time 은 에이전트가

시작시간을 나타내며, Stop Time은 에이전트의 끝난

Name Identifier Definition 주석

Information of agent action status

Invoke
Time actionInvokeDate

Beginning time
of agent action

yy/mm/dd/
hh/mm/ss

Stop
Time actionStopTime

Finished time of
agent action

yy/mm/dd/
hh/mm/ss

Error
Status

actionErrorStatus Success or fail
of agent action

Yes/No, 0/1

표 4. 에이전트 활동상태 정보

Table 4. information of agent action status.

시간을 나타낸다 Invoke Time과 Stop Time은 초단위

까지 나타내며 Error status 는 에이전트 실행의 성공여

부를 나타낸다.

5) 에이전트 활동 결과 엘리먼트

에이전트는 다른 에이전트와의 인터페이스에서 다른

에이전트가 수행에 필요한 서로 합의된 형태의 입력 값

을 제공하며 상대방 에이전트는 받은 입력 값을 가지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며 이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요구한

에이전트 에 넘겨준다. 이에 에이전트 활동 결과 테이

블은 활동에서의 입력과 결과 값을 나타낸다. 모든 에

이전트는 각각의 역할 수행하기 위하여 입력 값을 가지

며 그 입력 값을 에이전트의 활동에 의하여 결과 값을

도출한다.

Name Identifier Definition 주석

Information for agent action result information

Input Data actionInputData Input resource for
agent action

Output Data actionOutputData
Output result after

agent action

표 5. 에이전트 활동결과 정보

Table 5. Information for result of agent action.

IV. 결  론

아직까지는 에이전트 응용을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지원되는 소프트웨어가 빈약하고, 그러한 시스템

을 구현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며, 대부분의 에이전트 시스템은 틀에 짜인 도구와 기

술을 사용하여 구현되므로 다른 시스템에 쉽게 적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에이전

트 시스템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구현되기도 전에 많은

하부구조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개

발자는 새로운 에이전트 시스템 개발의 경우에 기존의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하부 구조를 재 구현해야만 했

다.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 볼 수 있다.

본 데이터모델은 협력학습 환경에서 에이전트 사이

에 있어 상호작용에 대한 데이터 모델을 기초를 확립하

고 협력학습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며, 다른 개발자와

설계자들에 의해 개발될 다른 에이전트 사이의 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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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증하는데 있다. 협력학습 시스템의 사용자들은 여

러 개의 에이전트 기능을 선택할 수 있고 에이전트는

다른 협력 에이전트와 호환적인 문제와 통신난관에 의

해 방해 받는 것 없이 향상된 학습목표의 능력을 나타

낸다.

이에 이러닝 협력학습 환경을 지원하는 많은 에이전

트들을 규명하고 이 에이전트들 간의 상호 의사소통에

관한 규칙을 갖는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였다. 이는 협

력학습을 위한 에이전트 간 의사소통 연구를 위한 에이

전트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관하여 분석하고 에이전트

간 의사소통 모델 개발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모델의 연

구를 통해 적합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최근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e-learning은 더욱더 다양

한 환경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양한 멀티플랫폼 환경에

서 협력학습 workplace와 학습자간의 정보교환에 대하

여 본 논문에서 제안된 에이전트간의 통신 데이터 모델

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다양한 협력학습 지원 에이전

트들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표준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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