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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프로파일 기반의 지능형 학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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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learning system based on the profile of lea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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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통적인 웹기반의 학습시스템은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운영한다. 그러나 학습자가 자신에게 적절한 학습콘
텐츠를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가 학습을 계획할 때 학습이력 및 다양한 학습정보를 
담고 있는 학습자 프로파일을 기초로 하여,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한 선호도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학습콘텐츠 
제공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학습자의 프로파일을 분석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할 긍정적 피드백과 평가를 결정한다. 또
한 학습자가 틀린 부분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콘텐츠를 적응적으로 제공한다. 그 결과, 학습
자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자신이 오류를 배울 수 있도록 하여, 학습의 적용 결과가 가
장 잘 나오는 형태로 학습 콘텐츠를 적응적으로 제공해 주는 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지능형 학습시
스템은 실제 학습자에게 적용하였으며  사용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 만족도를 설문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제어 : Web 기반 학습 시스템, 학습자 프로파일, 양의 피드백, 융합 학습

Abstract Typical Web-based learning system is operating the variety of learning contents. However, it is not 
easy to efficiently select appropriate learning conten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learning content delivery 
method that can provide the most suitable preferences and feedback to the learner. By analyzing the profile of 
the learner, it determines the positive feedback and evaluation to be provided to the learner. The result of 
applying learning techniques were applied to provide the best learning content to adaptively out the form. The 
proposed method appears as a learning experience and learning outcomes are higher after a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that could help in the learning progress of the students themselves. This paper are applied 
to real learners. And the learners using the system were surveyed by the questionnaire on learning experience 
and learning outcomes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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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기술의 발 에 힘입어 스마트기

기를 사용하는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환경 하

에서 기존의 이러닝과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이 융합된 

스마트러닝이라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이 등장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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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 스마트러닝은 스마트기기를 교육에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재 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기술 인 측

면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이며, 교육 련 종사자

들의 패러다임의 환 이 되고 있다[2]. 이러한 스마트

러닝의 표  특징은 실시간 학습 리, 개인화, 력, 참

여, 공유 등이며 이를 구 하기 한 연구가 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한 방법들  응

 학습(adaptive learning)은 부터 그 요성에 해

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기술  측면의 한계로 인해 일

반 인 교육 형태로 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 

그러나 최근 빅 데이터 기술  스마트러닝의 등장으로 

인해 응  학습시스템을 구 하기 한 많은 시도가 

행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학습 콘텐츠와 평가 콘

텐츠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학습자가 학

습 콘텐츠를 효율 으로 구성하고 응 으로 콘텐츠를 

변화해 가면서 학습하는 것은 구 이 쉽지 않은 실정이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가 학습을 계획할 때 학

습 이력  다양한 학습정보를 담고 있는 학습자 로

일을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합한 선호도와 피드백을 제

공해  수 있는 학습 콘텐츠 제공 기법을 산출하여 학습 

콘텐츠를 학습자에게 제안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한 

학습자 로 일 분석을 통해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

는 정 인 피드백과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이 틀린 부

분에 한 지식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콘텐츠

를 응 으로 제공해 주는 기법을 용하 다

즉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의 로 일 정보를 바탕으

로 학습자에게 응 으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능

형 학습시스템을 개발하 다. 그리고 개발된 시스템을 

실제 학습자에게 사용하게 한 후, 설문과 퀴즈 평가를 통

해 개발 시스템에 한 학습 효과와 만족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다.

2. 관련연구

2.1 기존의 학습 시스템

기존의 학습 시스템은 학생 모델, 수업 모델, 문가 

모델, 학습 환경 모델 등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학생 

모델은 학생에 한 각종 련 정보  학습에 한 모델, 

수업 모델은 수업에 필요한 정보 달에 한 모델, 문

가 모델은 교수학습 방법 등 학생들을 가르치기 한 정

보의 모델, 학습 환경 모델은 학습자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련된 모델이다[4,5].

응  하이퍼미디어 시스템 방식은 학습내용과 학습

문제의 난이도에 따른 단계를 구성하고,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어려워하는 경우 학습 난이도를 조정하여 학습 

내용의 구성을 변경한다. 하지만 학습자의 이해도 정도

를 교수자나 시스템에 의해 단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자가 스스로 단해야하는 단 이 있다[6].

학습 성취정도와 학습과정에 따라서 학습자에게 맞는 

학습방법을 제공해 주는 방식은 학습 방법을 A형, B형, 

C형으로 분류를 하고, 학습 과정에 따라 학습을 진행한

다. 각 과정에서 A형, B형, C형에 한 수들이 계산이 

되며,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때 가장 높은 수의 학습 

방법을 제공한다. 하지만 학습 내용이 부분 동일하여 

학습 내용 자체가 학습자의 학습 능력 범 에 들어오지 

않는 다면 효율이 떨어지는 약 을 갖는다[7].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과 학습 행태에 따라서 학습 콘

텐츠의 난이도를 조정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연구도 

있다. 난이도는 쉬움, 간, 어려움의 3단계로 제공되며, 

젠테이션 스타일도 하이퍼미디어 스타일과 순차  

임 두 가지로 제공된다. 따라서 총 6가지의 콘텐츠 

종류를 사용한다. 이 경우는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을 

기에 측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8].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과 인지 상태 기반의 학습 시스

템을 제안하는 연구는 Felder-Silverman의 학습 스타일

을 이용하여 학습 스타일을 구분하 으며, 인지 상태 측

정 모델을 만들어 학습자들이 인지 상태정보를 측정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이 연구는 학습 콘텐츠의 내용과 난이

도는 고려치 않고 있다[9].

2.2 개인화 서비스

‘개인화’ 는 ‘개인화 된 서비스’라는 용어는 기존의 

마 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 웹의 발 과 함께 

재등장한 개념이다[10]. 이러한 개인화 서비스는 사용자 

로 일 따라 추천해 주는 서비스와 사용자의 선택 등

에 따라 개인에게 합한 서비스를 추천해 주는 형태로 

구분된다. 인터넷에서의 개인화 된 서비스란 기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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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인 서비스를 사용자의 요구에 맞도록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러

한 개인화 서비스는 인터넷 기술의 발 과 함께 추천 서

비스와 고객화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용한 서비스가 지속 으로 개발되고 있다[11].

이러한 개인화 서비스를 해서는 사용자의 로 일

을 수집하여 사용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12]. 개인화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나 정보에 쉽

게 근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이처럼 개인화 서비스는 

사용자의 선호도나 습 , 구매 행태와 같은 다양한 로

일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개인화는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사용자의 성향과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콘텐츠

를 보여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13].

이러한 개인화 서비스의 표 인 형태가 개인화 추

천 시스템이며, 학습과 정보의 필터링으로 구성되어 학

습은 사용자 선호도에 따라 학습하는 것을 사용자 로

일로 장하며, 정보 필터링은 사용자에 합한 추천 

정보를 나타낸다. 학습은 로 일 분석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처리 분야와 한 계를 맺으며 정보 필터

링은 필터링을 실시하는 방법에 따라 규칙기반 필터링, 

인구 통계학  필터링, 력  필터링 등으로 나뉜다. 이 

같은 필터링 방법은 장단 이 있기 때문에 혼합하여 사

용하는 경우가 많다[4,14,15].

2.3 사용자 선호도

오늘날 인터넷 상에는 무수히 많은 웹페이지가 있으

며, 웹페이지의 종류와 형태 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 으로 사용자가 심을 갖고 이용하는 웹페이지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 즉, 사용자가 심을 갖는 주제나 분

야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며 웹페이지에 한 선호도는 

사용자가 심을 갖는 주제나 내용의 향을 많이 받는

다.

이러한 사용자 선호도를 분석하기 한 표 인 방

법은 사용자 로 일 정보를 구성하는 것이다. 스마트

러닝의 경우, 학습자의 로 일은 부분의 경우에 기

본정보, 학습 능력 정보, 학습 상태 정보로 구분하여 구성

한다. 학습자 기본 정보는 사용자 이름, 나이, 성별 등의 

기본 정보를 나타내고, 학습 능력 정보는 학습도구, 학습 

방법, 학습 능력, 학습 결과 등의 학습 이해도 련 정보

를 처리한다. 학습 상태 정보에는 사용자의 집 도나 사

용시간, 학습의 이해도 정보, 학습자의 모니터링 정보 등

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4].

3. 지능형 학습 시스템 설계

본 연구에서는 학생 모델은 학습자 로 일 처리  

장, 수업 모델은 동  학습 콘텐츠 제공 시나리오, 문

가 모델은 콘텐츠 장  교수 학습 방법에 따른 피드백 

구축으로 구분하여 시스템을 설계/개발하 다. 즉 학습

자들의 학습 특성  학습 능력에 따라서 학습내용을 동

으로 구성하는 시스템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즉 본 논문에서는 학습도구를 통한 학습자의 학습 상

태와 실시간 학습 상황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통한 교수

자의 평가 정보를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학습자의 로

일 정보를 분석하여 학습자에게 효율 이고 효과 인 학

습이 가능하도록 동 으로 학습 시나리오를 구축해주는 

지능형 학습 시스템을 구 하 다.

3.1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응  학습 시스템을 한 시

스템 구성도는 [Fig. 1]과 같다.

[Fig. 1] Configuration of adaptive learning system

학습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학습자 평가 시

스템과 학습 시스템을 이용한다. 사용자의 학습자 평가 

결과와 학습 결과에 따라 학습자 로 일을 처리하고, 

학습 콘텐츠 생성 모듈을 통해 학습 콘텐츠가 제공되고, 

이에 맞는 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 다.

3.2 프로토타입 구현 결과

본 논문의 실험을 해 C# 언어를 사용하여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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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3.5 기반으로 SQL-Tutor라는 SQL 학습 시

스템을 구 하 다. 핵심 모듈은 기본 으로 ASP.NET

에서 제공하는 라이 러리를 활용하여 구 하 고, 사용

자에게 유연한 실행환경을 제공하기 하여 AJAX 기술

을 용하 다.

1) 학습자 평가 시스템의 저작도구 인터페이스

학습자 평가 시스템의 작 도구를 처음 로딩하여 문

항을 생성하는 화면은 [Fig. 2]와 같다.

[Fig. 2] Authoring tool Interface for learner
         evaluation system

2) 학습자 평가 시스템의 문제 풀기 인터페이스

본 시스템에서 문제 풀기는 학습자의 로 일 구성

을 해서 Evidence Record를 추출하기 한 항목이다. 

답안으로 제출되는 쿼리문에 하여 토큰 작업을 수행하

여 모범 답안과 비교 분석한다. 비교된 결과는 학습자의 

로 일로 생성되며, 최종 으로는 학습 콘텐츠의 동  

재구성하는 모듈에 반 된다. 

본 논문은 사용자 학습 환경에 한 콘텐츠 재구성에 

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 풀이는 학습자의 로

일 요소 도출을 한 샘 로서 구 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문제 풀기 시작’ 버튼을 을 때의 변화는 

ML2001을 근거로 Uset과 Upset에 새로운 코드가 삽

입된다. 이 때, 테이블 삽입과 동시에 Upset의 각각의 

코드들은 우선 으로 오답 체크가 되도록 하 다. 실제 

테스트를 해 "button"버튼을 을 때는 [Fig. 3]과 같

은 화면이 나오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Fig. 3] Problem solving interface of learner
        evaluation system

학습자가 문제풀기를 통해 [Fig. 4]와 같이 틀린 답안

을 입력한 경우에는 틀린 부분에 한 시와 피드백을 

제공해 주고, 그에 맞는 형태의 학습 콘텐츠가 제공한다.

[Fig. 4] Case of incorrect answer

3) 학습자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교수자가 생성한 문항에 하여 사용자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Fig. 5]와 같다. 이는 처음 문제를 

생성할 때의 화면과 유사해 보이지만, 학습자 로 일 

결과에 따라 문제와 해설, 그리고 채워야 할 빈칸이 학습

자에게 제시된다.

[Fig. 5] Interface for Lea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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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능형 학습 시스템 평가

본 시스템에서 제안하는 지능형 학습 시스템에 한 

일반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확인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 평가  퀴즈를 통한 실력 측정 평가를 진행하 다.

1) 설문 대상

H 학교 컴퓨터 련 학과 수강생 43명

2) 설문 기간

2015. 11.4  ∼2015. 11. 26

3) 설문 내용

기존 시스템과 제안 시스템에 하여 실제 사용자를 

상으로 한  비교 설문 조사와 함께 퀴즈를 수행하 다.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된 시스템은 다음 3가지이다.

- 기존 시스템: 기존의 학습 시스템으로 하나의 방법

으로 제공하는 학습 콘텐츠  학습 컴포 트로 구성

- 제안 시스템 1: 사용자 로 일을 반 하여 학습 

콘텐츠 재구성

- 제안 시스템 2: 사용자 로 일을 반 하여 학습 

콘텐츠 재구성  피드백 제공

평가의 기 이 되는 기존 시스템을 5 으로 설정하고 

제안 시스템에 한 사용자 평가 수(1 ∼ 10 )를 측정

하 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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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

Personalized content Measuring learning ability Learning Satisfaction

Previous system Proposed system 1 Proposed system 2

[Fig. 6] Results of system analysis

설문 평가와 퀴즈를 통해서 동일한 항목에 해 시스

템의 비교 평가의 결과를 [Fig. 6]에 나타냈다.

‘개인화 콘텐츠’는 일반 인 형태로 제한된 환경에서 

정형화된 형태로 콘텐츠 제공을 실시하고 학습자의 콘텐

츠 선택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개인화된 콘텐츠에 

한 평가이다. 기존 시스템은 학습자에게 정해진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이런 요소들에 하여 

학습과 평가만 가능하도록 하 다. 그러나 제안 시스템 1

은 일반 인 기존 시스템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자 

로 일을 반 하여 학습 콘텐츠가 직 으로 재구성되

어 문제에 따른 학습 콘텐츠와 평가 시스템의 콘텐츠를 

다른 형태로 표 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맞춤형 학습 

콘텐츠가 제시된다고 볼 수 있다. 

‘학습 능력 측정’은 학습자가 학습 능력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 역이다. 기존 시스템은 자신이 SQL 쿼리의 어

떤 부분이 취약한지에 하여 학습자가 악하기 어려웠

고, 퀴즈를 통해 약한 부분을 알더라도 학습 콘텐츠의 어

느 부분에서 어떤 역이 치하는지 별하기가 어려워

서 필요한 콘텐츠를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

한 측면에 비추어 콘텐츠 재구성을 통하여 취약 부분에 

한 콘텐츠 표  형식을 달리한 ‘제안 시스템 1’은 기존 

시스템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 취약 부분에 한 

학습을 보조하기 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제

안 시스템 2’는 학습자에게 취약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다

른 콘텐츠와 직 인 링크를 통하여 심화  보충 학습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따라서 사용자의 취약 부

분 학습에 한 평가 수가 9.5로 다른 항목에 비해 우

수하게 나타났다.  

‘학습 만족도’는 제안하는 학습 환경을 이용한 학습자

의 만족도를 직 으로 평가받은 항목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

한 지능형 학습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보다 학습 자 개

인에 따른 한 콘텐츠 제공 능력,  학습 효과   학습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학습도구를 통한 학습자의 학습 상태

와 실시간 학습 상황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통한 교수자

의 평가 정보를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학습자의 로 일 

정보를 분석하여 학습자에게 효율 인 학습이 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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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동 으로 학습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지능형 학습 시

스템을 구 하 다.

제안한 지능형 학습 시스템은 사용자가 학습 콘텐츠

를 임의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학습 

환경을 필요에 따라서 선택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하 으며, 학습자의 로 일을 반 하여 학습 

 평가 콘텐츠 설정 변경을 가능하게 하 다. 

본 논문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평가하기 하여 학습

자를 상으로 한 실험과 설문조사, 퀴즈 평가를 진행하

으며, 그 결과 제안한 시스템이 기존의 시스템 에 비해 

높은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가 나타났음을 확인하 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사용자 

로 일 도출 과정에 한 세부 인 설계, 로 일 모

델의 검증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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