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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 기술의 발달은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일방

적이고 수동적인 강의실 교육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

약 없이 개별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자학습 

시스템(e-learning system)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 후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보급되면서 이를 

통한 보다 개방적이고 개인화된 맞춤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어서 교육 훈련 시스템에서 스마트 

학습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 형태의 변화로 인해 학습자들은 데스

크톱 기반에서 제공받던 다양한 웹 콘텐츠들과 서비

스들을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받기

를 원하게 되었고 이에 스마트 학습의 효과적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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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smart technology has brought the conversion of closed traditional e-learning

contents into open flexible smart learning contents consisting of learner-centered modules, without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by use of smart devices from the uniformed and passive classroom between

teachers and learners. It has been demanded an open, personalized and customized teaching and learning

contents of smart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according to wide supply of various smart devices.

In this paper, we discuss about the status of the smart teaching and learning systems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the web contents for smart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by use of

smart devices. And we propose a method how to block web contents, to extract them, and adapt

personalized segments of web contents by adaptive algorithm into smart learning devices. We extract

blocks from the web contents based on the smart device information and the preference information of

the learners from existing web contents without the hassle of learners environment. After specifying

a block priority from the extracted web contents by the adaptive segment algorithm, it can be displayed

directly to the screen to fit the individual learning progress of the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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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웹 콘텐츠 구현이 중요시되고 있다.

스마트 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웹 기반 원격 

교수학습 시스템을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브라우

징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지만 기존의 웹 콘텐츠

들은 데스크톱 기반에서 최적화되어 있고 모바일 디

바이스의 성능, 네트워크 대역폭, 화면 크기, 인터페

이스 등에 따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바일 디바이스용 교육 소프

트웨어를 개발하고 학습자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설

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존의 웹 기반 원격 

교수학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메뉴, 로

그인, 검색, 게시판, 동영상강의, 코스웨어, 과제제출 

등)의 구조적 차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저작자 입장에서도 데스크톱용 웹 콘텐츠를 

개발한 후 별도의 모바일 디바이스 전용 웹 콘텐츠를 

구축해야하는 비용을 발생하게 한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습자의 환경에 맞

추어 교수학습 콘텐츠를 적응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웹 콘텐츠 적응화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 웹 콘텐츠 

적응화 기법은 기존 웹 콘텐츠를 세그먼트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적절한 단위의 블록으로 분할하고 학습

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 맞도록 트랜스코딩하

여 웹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법을 말한다. 블록 분할 

세그먼트 알고리즘은 휴리스틱 기법을 기반으로 소

스 코드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 모바일 사이즈에 

맞게 블록 단위로 분할하여 웹 콘텐츠를 모바일 디바

이스의 화면 크기에 맞게 제공한다.

다양한 멀티미디어들로 이루어진 교수학습 웹 콘

텐츠들은 구조적으로도 복잡하지만 코드 기반이 아

닌 의미론적으로 구분되어 구성되기도 한다. 의미론

적으로 구분된 웹 콘텐츠들을 기존의 코드 분석을 

통한 세그먼트 알고리즘으로 분할하게 되면 웹 콘텐

츠를 내용 단위로 블록 추출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학습자들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웹 콘텐츠를 이용

하여 학습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블록 

분할이 잘못되어 하나의 콘텐츠 영역이 여러 블록으

로 나누어질 경우 웹 콘텐츠에 연결된 링크로의 이동

에 문제점을 발생시켜 학습 효과를 저하시킨다.

또한 학습자들이 교수 학습 웹 콘텐츠를 통해 학

습을 진행하다가 완료하지 못하고 중간에 마치게 되

거나 혹은 학습이 필요한 콘텐츠로의 재접근 시 여러 

블록으로 나누어진 내용 중 해당 콘텐츠에 연결된 

하이퍼링크를 찾아 클릭하여 접근해야하는 불편함

이 발생된다. 이에 코드 분석에 의존한 블록 추출이 

아닌 내용 기반의 웹 콘텐츠 단위로 블록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학습의 개념 및 특징

에 대해 알아보고 데스크톱 기반의 교수학습 웹 콘텐

츠들을 학습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서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디바이스 정보와 

선호도 정보를 바탕으로 웹 콘텐츠에서 내용 단위로 

블록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웹 콘텐츠들에 우선순위

를 지정하여 학습자의 학습 진도에 맞게 콘텐츠 화면

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인화된 적응형 세그먼

트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스마트 학습에 대한 개념 및 특징
스마트학습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

되는 새로운 교육방법(pedagogy), 교육과정(Cur-

riculum), 평가(Assesment), 교사(Teachers) 등 교

육 체제 전반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지능형 맞춤 교

수·학습 지원체제인 동시에 최상의 통신 환경을 기

반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소셜 러닝(social learn-

ing)과 맞춤형 학습(adaptive learning)을 접목한 학

습 형태이다[1].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스마트 학습의 특징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자가 학습 진도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스마트학습은 학교 안 교실이라는 정해진 

공간과 정해진 시간을 벗어나서도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는 교실 수업

과 같이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학습자 

개인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진다.

둘째, 스마트 디바이스는 특정한 통신망이나 기기

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 사용하는 

플랫폼이 동일할 경우 기기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

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웹 교수학습 서비스의 범용성을 

높여준다.

셋째,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통신 환경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이다. 디지털 시대의 학습자들에게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토론과 대화는 일반화되

어가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통신을 통한 활발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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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작용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실시간 대화와 토

론, 질의응답 등을 통해 효과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

게 된다.

넷째,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이 가능

하다. 스마트 학습은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텍스

트, 그래픽,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과 같이 다양한 멀

티미디어 교육 콘텐츠들에 접근하고 재생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어 학습 효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학습은 스마트기

기를 활용하는 학습형태로써,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

지 않고 교육이 가능한 모바일러닝 및 최상의 통신환

경을 기반으로 인간중심의 커뮤니케이션, 협업, 집단

지성, 지식공유의 특성을 갖는 소셜 러닝을 연결하는 

학습형태라고 할 수 있다[2].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웹 기반의 교수

학습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기관

의 기술 연구와 스마트 디바이스에 적합한 교육용 콘

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교수자의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었을 때 스마트 디바이스

로 학습하는 학습자의 능력이 함께 상승되어 발전된 

교육 환경으로의 스마트 학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3. 관련연구
3.1 개인화 서비스

일반적으로 개인화는 소유하고 있는 정보 기기가 

각 개인의 측면에서 얼마나 전용화되어 있는가를 의

미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흥미 

있어 하는 분야의 정보를 목적에 맞게 제공해준다.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은 다양한 정보를 개인별로 빠

르게 제공받을 수 있는 편리함을 가져옴과 동시에 

불필요한 정보의 과잉 제공으로 인한 피로감이 함께 

증가했다. 이에 개인이 원하는 정보만을 선별하여 제

공받고 싶게 되었고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여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개인화 서비스는 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

어 왔는데 이는 오프라인에 비해 정보 수집과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는 웹 사이트 방문자들의 로그 

파일이나 쿠키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이 가능하며 방문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언제든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학습에서의 개인화 서비스 역시 오프라인에

서 즉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이나 피

드백들을 인터넷을 기반으로 편리하게 제공해 줄 수 

있다. 학습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 여러 메뉴나 

경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학

습과정에의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평소 학습자의 선호도에 따른 다양한 학

습 콘텐츠들을 추천해줄 수 있어 학습의 만족도를 

높여주게 된다.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도 

학습자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도에 대한 정보를 취득

할 수 있게 되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특정 교수자와 학생들 간에 한정된 범

위에서 수집되던 정보들을 교육훈련기관에서 구축

한 온라인 교수학습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학

습 능력, 요구 사항, 흥미 정도, 학습 활동 패턴 등의 

정보들을 방대하게 수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

훈련기관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필

요로 하는 사항들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개인화 서비스를 갖춘 교수학습 시스템의 

개발은 스마트학습으로의 전환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Table 1은 스마트 학습에서 교육훈련기

관이 학습자들에게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을 나타낸다.

Table 1. Requirements for Personalized Services Provision
Function Contents

Leaners Data Management
Collection and analysis of mobile device environment information and

preference information of learners

Adaptation of Web Contents
Providing adapted web-based teaching and learning contents for

learners

Customized Services for Learners
Recommendation of web-based teaching and learning contents based on

preference levels of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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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자 선호도 프로파일
이러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

자 선호도 프로파일을 수집하여 학습자가 원하는 정

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개인화 서비

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로 사용자 선

호도 프로파일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가공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한 정보

를 제시하거나 추천하게 되고 정보를 제공받은 학습

자는 응답을 하게 된다. 여기서 사용자 선호도 프로

파일은 학습자 경험을 제공하는 위한 관점으로 학습

자의 의미있는 접근을 표현하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학습자들에게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Anderson 등은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자에게 개인

화된 웹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해 첫째, 자주 방문

되는 목적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사용자에게 흥미로운 콘텐츠를 강조하도록 하며 셋

째, 흥미가 없는 콘텐츠와 구조는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 선호도 프로파일은 주어진 도매인 영역

에서 아이템에 대한 사용자 피드백을 수집하여 저장

하고 사용자에게 어떤 아이템을 추천할 것인지 결정

하기 위한 추천시스템의 키가 된다[3].

3.3 블록 추출을 위한 세그먼트 알고리즘
스마트 학습으로의 전환은 데스크 탑에서 서비스

되는 웹 콘텐츠들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동일하

게 서비스될 때 가능하다. 웹 콘텐츠들을 모바일 디

바이스에서 볼 수 없는 이유들은 제작할 때부터 모바

일 디바이스에서 표현할 수 없는 형식이었거나 플래

시와 같이 지원하지 않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기기별 성능, 네트워크 대역폭, 화면 크기 등 학습

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 맞게 웹 콘텐츠를 변환

하여 표현해주는 웹 콘텐츠 적응화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

웹 콘텐츠 분할 알고리즘에는 웹 콘텐츠의 원본 

형식을 그대로 보존하여 블록을 추출하는 구조-인식 

웹 트랜스코딩(Structure-Aware Web Transcod-

ing) 알고리즘이 있다[4]. 그리고 인간의 인지 방식과 

비슷한 시각 단서들을 기반으로 웹 콘텐츠에서 블록

을 추출하여 시각 분리대를 이용하여 페이지를 세그

먼트한 후 계층적으로 구조화하는 시각 기반 페이지 

분할 알고리즘(Vision-based Page Segmentation

Algorithm)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다른 연구자들은 

웹 콘텐트들을 5가지 카테고리로 블록을 분류하여 

작은 사이즈에 맞게 블록을 세그먼트하고 썸네일 형

식으로 해당 블록의 서브페이지로 연결하여 구조화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5-9]. Fig. 1은 VIPS

(Vision-based Page Segmentation) 알고리즘 과정

에서 분할하는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다.

Fig. 1. The Process of VIPS Algorithm.

4. 교수학습 웹 콘텐츠들의 개인화된 적응화  
기법

스마트 학습의 전환이 가져올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학습요구를 파악하여 웹 교수

학습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콘텐츠들을 탐색하고 

학습하게 되어 그 학습의 결과를 평가받게 된다. 이

에 학습자들은 웹 교수학습 시스템에서 제공받게 될 

다양한 콘텐츠들이 자신의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 

맞게 지원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자신의 학습 일정

에 따른 진도율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 동안 학습행동을 

추적해서 학습현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

에서 학습자의 패턴을 학습화하여 점차적으로 개선

해 나갈 수 있는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데스크톱 기반의 웹 콘텐츠들을 모바일 디바

이스에서도 학습자가 불편 없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디바이스 환경에 따라 분할 규칙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세로 스크롤형 방식을 이용하여 화면의 가

로 사이즈에 맞게 콘텐츠들을 배치하고 학습자 선호

도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콘텐츠 배치의 우선순위를 

계산한 후 재구성할 수 있는 적응적 세그먼트 알고리

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웹 콘텐츠 적응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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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용한 스마트학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첫째, 학

습자 선호도 프로파일 분석 및 필터링과 둘째, 적응

적 세그먼트 알고리즘 구축의 2가지 개발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4.1 학습자 선호도 프로파일 분석 및 필터링
학습자 선호도 프로파일에는 기본적으로 학습자 

계정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흥미와 선

호도에 관한 명시적 선호의 설정 값을 포함하기도 

한다. 또한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를 이용하면서 생성된 행위기록과 피드백, 이를 분석

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는 학습자의 학습 진도, 해당 

웹 콘텐츠로의 반복적인 접근과 선호도를 알 수 있게 

되고 개인화된 학습을 위한 화면 분할과 배치에 활용

될 수 있다.

학습자가 교수학습 시스템에 접속하게 되면 접속

된 해당 기기의 종류가 데스크톱인지 스마트폰과 같

은 모바일 기기인지를 먼저 판단하게 된다. 스마트 

폰으로 접속이 된 경우 정해진 해당 모델의 사양을 

기준으로 성능을 분석하고 학습자 선호도 프로파일

을 생성한다. 이 때 생성된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두 

단계의 필터링 과정을 거치게 된다. 1단계에서는 해

당 기기의 성능 및 학습자 선호 설정 값으로 분류한

다. 2단계는 1단계의 분류된 결과에 따라 교수학습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웹 콘텐츠들이 지원되

는 수준을 지정하고 필터링한다. Fig. 2는 학습자 디

바이스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파일을 생성하여 필터

링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Fig. 2. Generating and Filtering of Mobile Devices 
Profiles.

4.2 적응적 세그먼트 알고리즘 구축
교수학습 웹 콘텐츠들은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고 

학습자들은 스마트학습에 필요한 내용을 표현하는 

아이템들을 선별하여 이용한다. 스마트 학습이 보편

화 될수록 교수학습 웹 콘텐츠들은 더욱 다양해지고 

많은 아이템들을 하나의 웹 페이지에 표현하기 위해 

구조적 복잡하게 구성되어 질 것이다. 이에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학습자들이 데스크톱처럼 친숙하게 

웹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

에 맞게 변환하는 웹 콘텐츠 브라우징을 위한 다양한 

적응화 기법들이 제안되고 있다[10]. 그러나 표, 글자

크기와 같은 HTML코드에 기반하여 블록 단위로 세

그먼트하는 기존의 알고리즘들 개인화 서비스처럼 

내용단위로 세그먼트하여 제공하는 경우 문제가 발

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내용 단위의 블록을 추출하기 

위한 적응형 세그먼트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적응형 

세그먼트 알고리즘은 DOM트리 생성 단계, 블록 추

출 단계, 블록 필터 단계, 학습화된 개인화 단계를 

거친다. 아래의 Fig. 3은 적응형 세그먼트 알고리즘

의 적응화 과정을 보여준다.

Fig. 3. Adaptation Process of  Adaptive Type Segment 
Algorithm.

4.2.1 DOM 트리 생성 단계

학습자가 교수학습 웹페이지를 요청하면 웹브라

우저가 웹서버와의 통신으로 해당 데이터를 가져오

고 HTML 파서를 통해 태그와 내용을 분리하여 해

석된 내용을 화면에 출력한다. 그리고 JAXP 파서 

중 DOM (Document Object Model) 파서를 이용하

여 HTML 문서를 XML형식처럼 DOM 트리로 생성

하여 태그, 속성, 속성값 등으로 분리한다. 여기서 

HTML 트리의 각 노드들은 HTML 태그로 구성되어 

있고 노드의 속성들은 HTML 태그의 속성 이름들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 연구된 것을 바탕으로 

DOM트리를 생성한다. 아래의 Fig. 4는 JAXP 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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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HTML DOM 트리 구조를 나타낸다[11-13].

4.2.2 블록 추출 단계

블록 추출 단계에서는 HTML 소스를 읽어 DOM

트리를 생성하고 작은 단위의 블록들로 세그먼트한

다. HTML 구조에서 각 콘텐츠 단위들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HTML 태그를 분석하고 웹페이지를 세부

적으로 나누는 블록을 추출하여 DOM 트리로 재구

성한다. 이때 아래의 Table 2와 같이 6가지 카테고리 

블록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의 Fig. 5는 EBSi 웹 페이지를 위의 6가지 카

테고리에 따라 콘텐츠별로 블록들을 분류한 결과를 

보여준다.

4.2.3 블록 필터 단계

블록 필터 단계에서는 블록 추출 단계에서 6가지 

카테고리로 블록을 나누고 광고와 같은 불필요한 

Advertisement Block을 제거하거나 재구성 시 페이

지 하단에 배치한다. 이때 해당  콘텐츠의 링크가 다

른 도메인으로 연결된 경우에 광고인 경우가 많으므

로 Advertisement Block으로 판단한다. 콘텐츠의 링

크가 다른 도메인으로 연결된 경우에 광고인 경우가 

많으므로 Advertisement Block으로 판단한다. 이 과

정은 학습자가 학습에 필요한 콘텐츠로 접근할 경우 

광고가 상단에 배치되는 불편함으로 인해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14].

블록 필터링 후 학습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화면의 

가로 사이즈에 최적화된 세로정렬방식으로 적응화 

한다. 세로정렬방식은 모바일 브라우징의 보기방식 

중에서 가장 가독성이 높은 방식으로 학습자에게 가

로 스크롤링의 불편함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

이다. 그러나 웹 페이지를 분할하여 단순히 세로로

만 정렬하면 콘텐츠의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게 되어 

학습자가 원하는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메뉴

Fig. 4 HTML DOM Tree of JAXP Parser.

Table 2. Classification of Categorial Blocks
Block Name Criteria

Navigation
Block does not have the information except links, but the link is not connected

to another domain

Personalized Contents

Block recommended contents for learners who are a longer period due to re-login

or represented the contents information accessed most recently and end of the

personalized domain

Popular Contents Block representing frequency access information of learners

Video Contents Block including video tags or image tags

More Contents Blocks containing the link is not connected to another domain

Advertisement Advertising block there is a link to another domain

Fig. 5. Contents Classification According to Category.



331스마트 학습 환경에서 웹 콘텐츠 적응을 위한 부분화에 관한 연구

간의 반복적인 이동으로 불편함이 발생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학습화된 개인화 단계를 통해 교수학습 

웹 콘텐츠 배치의 우선순위를 계산하여 재구성하도

록 제안한다.

4.2.4 학습화된 개인화 단계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학습화된 개인화 단계를 통해 

웹 콘텐츠들로의 반복적인 접근 행위와 로그아웃되

기 전까지 이용한 콘텐츠 정보를 바탕으로 콘텐츠 배

치의 우선순위를 계산하여 재구성하도록 제안한다.

학습자가 웹 교수학습 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습자 

선호도 프로파일이 생성되면 적응적 세그먼트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Navigation, Personalize Contents,

Popular Contents, Video Contents, More Contents

영역으로 블록을 자동 추출한다. 추출된 블록을 세로 

스크롤형 방식으로 분할할 때 전체적인 메뉴를 제시

하는 Navigation Block은 페이지 상단에 고정 배치

하고 그 아래 부분부터 Personalize Contents Block

은 1순위 영역에, Popular Contents Block은 2순위 

영역에, Video Contents Block과 More Contents

Block은 차례대로 3순위와 4순위가 되도록 구성한

다. 그 외에 블록 분할 시 제거 대상이었던 Adver-

tisement Block을 필요에 따라 하단에 배치한다. 이 

때 상단 두 번째 영역에 해당하는 1순위의 경우 최근

에 접근한 학습 종료 시점의 콘텐츠 및 학습자 선호

도에 따른 추천 콘텐츠를 배치할 수 있도록 연구되어

야 할 것이다. Fig. 6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응적 

세그먼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웹 콘텐츠를 배치하

는 구조를 나타낸다.

Fig. 6. Adaptive Segment Algorithm for Personalized 
Learning.

5. 결  론
스마트학습은 유비쿼터스 교수학습 시스템의 대

표적인 학습형태로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의 아이템

들로 이루어진 웹 콘텐츠들을 학습자 환경에 맞추어 

적응화하는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 웹 콘텐츠들을 작

은 화면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적응화하기 위해서는 

분할 규칙이 적용되어야한다. 기존의 코드분석에 의

존하는 세그먼트 알고리즘으로 분할하게 되면 구조

적으로 복잡하고 의미론적 구분으로 구성되기도 하

는 웹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학습자에게 효과적으

로 콘텐츠를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학습의 개념 및 

특징을 이해하고 개인화된 학습자 중심의 웹 콘텐츠

를 구현할 수 있는 적응형 세그먼트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았다.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사용될 웹 콘텐츠

의 분류별 특성을 알아보고 분할규칙으로 자동 추출

하는 방법과 학습자의 학습 진도에 맞게 콘텐츠 화면

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형 세그먼트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스마트 학습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 디

바이스들과 네트워크 서비스를 바탕으로 단순히 웹 

콘텐츠들을 이용한 자료 활용을 넘어  학습자 주도적

인 참여와 협력 학습 체제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

다. 이는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강의실 교육에서 벗어

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자 주도적으로 교수

자 또는 다른 학습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참여와 공

유, 개방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 부합하

기 위해서는 스마트 디바이스간의 긴밀한 상호접속

을 통해 학습자 측면에서 개인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

해야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가 요구하는 웹 콘텐

츠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스마트 학습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향후 연구로는 제시된 모델링 구조를 통해 학습자

의 학습 진도에 맞게 콘텐츠 화면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적응형 세그먼트 알고리즘을 설계할 것이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학습콘텐츠의 공유

와 수정이 용이하게끔 개발하여 학습자 입장의 개인

화된 웹 교수학습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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