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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오늘날의 외국어 학습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습환경 개선 방안에 한 실효성 있는 학습 시스템의 

개발에 을 두고 있다.  사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외국어학습정보들 에서 학습자 개인에게 특화된 학습정보

와 콘텐츠만을 검색  추출하여 사용자 맞춤형 정보의 제공으로 학습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제안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 맞춤형 학습정보를 제공하여 외국어 학습자에게 제공

되는 정보의 활용성을 증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제안 시스템은 온라인과 오 라인 상의 다양한 학습정보  콘텐

츠를 수집하여 클라우드에 장하여 시공간 인 제약사항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 , 심사 등을 악

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합한 정보만을 추출하여 최 의 학습정보를 제공한다. 그 결과 사용자는 학습정보검색

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수 에 맞는 학습정보만을 제공받음으로 인해서 학습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학습환경, 클라우드, 빅데이터, 맞춤형 학습정보, 외국어학습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enhancing the efficiency in Second Language Learning with 
the help of an educational information and content search system that utilizes a Cloud system based Big Data. 
The proposed system plays a role in tracing the exact information that user request considering the interest, 
level, and aptitude of each individual. Also, the system screen outs unnecessary learning materials if they do 
not correspond to the user level which in result is one of the key factor in the proposed system. Since it 
requires multiple steps of verification in providing the extracted results finding out a way to reduce the steps 
to shorten the time of process.

Key Words : Learning Environment, Cloud system, Big Data, Customized information, Second Language learning

1. 서론

의 고도화된 정보사회에서 외국어 학습자들은 온

라인 는 오 라인 상태에서 학습하고자하는 목표언어

에 한 다양한 정보들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막 한 양의 학습정보들은 학습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

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하게 되는 수많은 정보들 에서 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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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고 합한 학습정보를 선별해서 유용한 정보로 활

용하지 못한다면 제아무리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받는다 

할지라도 학습유용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

다. 한 한정된 양의 정보 내에서의 학습정보 검색이 아

닌 무궁무진한 정보들의 집합에서 학습자 본인에게 합

하고 유용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 악하는 일 조차 쉽지 

않다. 따라서 사회의 막 한 양의 학습정보들의 유

용성은 학습자의 정보검색능력에 따라서 외국어 학습에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장애요소가 될 수 도 있다. 따라서 

학습유용성과 활용성의 측면에서 학습자의 수   학습

능력을 정확히 별하여 외국어학습에 도움이 되는 정확

하고 세부 인 정보를 추출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시

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여 학습자의 외국어학습에 좀 더 

쾌 한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러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해서 웹을 활용한 다양한 

정보검색시스템들이 재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몇몇 제

약사항들로 인해서 시스템의 활용성이 다소 떨어지는 결

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 학습자들은 개개인의 능력

에 따라서 학습능력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의 

학습능력에 맞는 효과 인 학습방법이 필요하기도 하다

[1]. 그 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에 새로운 요소들을 일

부 추가하여 외국어학습 효용성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효과  외국어학습 시스템을 개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 인 정보들을 첨가하여 외

국어 학습에 활용성을 상승시키고 학습효율성을 최 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검색엔진을 구축한다. 한 방 한 양

의 자료들을 장하기에 합한 장공간의 확보가 필요

하고 학습자들의 개별  수 을 고려하여 수 별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능률을 상승시키는 시스템을 구

하고자 한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학

습자료들을 감지하여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

터들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송 장하게 된다. 송

된 데이터들은 학습자료 유형에 따라서 수 , 주요분야

(생활 어, 시험 어, 공 어 등)의 형태로 분석되어 

학습자들의 근성에 유리하도록 세부카테고리로 지정, 

분류되어 장된다. 이 게 장된 데이터들은 학습자들

의 요청이 감지되는 경우 학습자의 요청사항을 세부 으

로 검, 분석하여 타깃외국어학습에 최 화된 학습정보

를 제공하게 된다. 학습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선 

사용자 수 에 맞는 학습정보를 추 하고 사용자가 재 

요청하고 있는 자료의 분야를 분석한 후 사용자의 학습

단계에 맞는 학습정보를 체계 인 순서에 의해 요도 

순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 은 외국어 학습

자들에게 수 별로 최 화된 학습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

라 학습과정을 체 으로 모니터링하여 학습자의 이해

도, 학습시간, 학습유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학습자

료 선별시스템에 한 보완을 통해서 좀 더 효율 인 학

습자료 선별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어학습의 효율성을 

증 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 인 외국어학습자료 검색시

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2.1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는 다양한 종류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시 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유풀에 있

는 어 리 이션, 서버 스토리지, 서비스 등과 같은 IT리

소스에 쉽게 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사용자들의 

손쉬운 시스템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이다. 이것은 

서비스의 배치방법이나 운용형태에 따라 퍼블릭(Public) 

클라우드, 라이빗(Private) 클라우드, 하이 리드

(Hybrid) 클라우드의 형태로 나뉘어 분류된다[2]. 데이터

의 보안을 요시하거나 컴퓨  자원에 한 제어권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서비스나 시스템의 경우 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보안의 요성이나 제어권이 크게 

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

이 보편 이다[3,4].

2.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

클라우드 컴퓨 의 서비스 모델은 크게 세 가지 모델

로 정의되어 있다.

SaaS(Software as a Service): 응용소 트웨어 서

비스는 가장 일반 인 컴퓨  서비스로 사업자가 

웹을 통해서 소 트웨어를 제공하여 클라우드기

반 어 리 이션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모델

이다. 다양한 클라인언트 기기를 활용하여 근가

능하고 소비자는 기  클라우드 인 라(네트워크, 

서버, 운 시스템, 장소  어 리 이션)에 



외국어학습능률 개선방안을 위한 학습자료 선별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89

한 운 이나 통제권은 없음.

PaaS(Platform as a Service): 랫폼서비스는 서

비스 공 자가 제공하는 컴 일 언어, 제작 툴, 웹 

로그램,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소 트

웨어를 개발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소비자

는 네트워크, 서버, 운 시스템, 는 스토리지에 

한 운 이나 통제권한은 없지만 소 트웨어의 

개발 등을 통해서 일정부분의 권한을 가질 수 있음.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클라우드를 활

용하여 컴퓨  리소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용

자는 사업자가 제공한 소 트웨어를 이용해서 이

메일, ERP, CRM 등의 어 리 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최상  계층의 클라우드 컴퓨 에 해당된다[4,5].

2.3 빅데이터 정의

빅데이터란 일정시간에 데이터를 처리, 장 리할 

때 흔히 쓰이는 소 트웨어의 허용범 를 넘어서는 데이

터 덩어리를 가리킨다[6,7]. 빅데이터에 해 이야기할 때

에는 일반 으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

데이터의 크기(Volume)

데이터(미디어, 치정보, 동 상 등)의 크기를 나타내

는 것으로, 물리 인 크기를 단할 뿐만 아니라 재 기

술로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단한다.

데이터의 입출력 속도(Velocity)

데이터 처리속도와 장속도를 의미하고 상황에 따라

서 사용자의 수많은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한 후 처리 

결과를 반환해주는 기능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형태(Variety)

정형화 정도에 따른 빅데이터의 분류방법으로 정형은 

고정된 필드에 장된 데이터( 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고, 비정형은 고정된 필드에 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텍스트, 이미지, 동 상 등)를 의미한다. 

에서 언 한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분

석해야 데이터의 가치가 있다는 에서 가치(Value)의 

측면을 추가하여 정의하기도 한다[8,9].

이러한 빅데이터의 주요 목 은 다양한 데이터의 수

집  처리를 통해 그것의 목 에 맞게 데이터를 분석하

고 장 된 데이터를 통해 측이 쉽지 않은 정보의 흐름

을 읽어내려는데 목 이 있다[10].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

정성과 유연성은 실시간으로 무정형의 정보가 생겨나는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매우 효율 이다. 따라서 온라

인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처리

하면서 동시에 용량데이터를 운 하기 해서는 클라

우드 컴퓨 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방안의 활용이 유용하

다고 할 수 있다.

효과 인 외국어학습 자료의 구축을 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료  학습콘텐츠들이 클라우드를 기반으

로 하는 하나의 빅데이터 형태로 통합되어 리되는 것

이 효율 이라 할 수 있다[11,12].

이에 본 논문에서는 등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

의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 들이 제공하는 학습정보들을 

수집하여 클라우드 존을 형성하고 수집된 학습정보들을 

분석, 분류하여 다양한 학습자들의 수 에 맞는 학습정

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일화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3. 학습정보 선별 시스템

이 장에서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정보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시스템의 구조 즉 처리과정과 

시스템 안에 설계되어 있는 각각의 구성요인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기능하는지에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제안모

델 시스템 내의 구성요인들이 각각 어떠한 기능을 하는

지와 체 인 시스템 운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하여 언 하고 실질 으로 학습자들이 시스템을 활용

하여 효과 인 학습자료들을 검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외

국어 학습에 어떠한 정  효과를 가져 오는지에 해

서도 언 하고자 한다. 

3.1 클라우드 존의 구축

수 별 학습자료를 축 하기 해서 공립 는 사립 

등, 등, 고등 교육기   사설학습기 들에서 제공

하는 온라인  오 라인 자료들을 클라우드 시스템에 

장한다. 자료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장할 때 자료의 

복을 방지하고 학습에 불필요한 정보 는 잘못된 정

보들의 축 을 방지하기 해서 별도의 스크리닝 시스템

을 구축하여 제거 는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한 

학습자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해서 부족한 학습자료

를 보충하는 시스템 리자를 두어 실시간 자료 리가 가

능하도록 만들어서 시스템의 효율성을 상승시키고 항상 

최 의 상태로 유지하여 학습자 친화  학습환경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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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utline of the Cloud system

3.2 시스템 구성 및 정보처리 과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두 개의 시스템간의 

실시간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면서 필요한 학습정보를 제

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개별 인 학습기 들

의 교육정보  학습정보들이 모여 있는 클라우드 존이 

형성되어야하고 이 클라우드 존에 축   장되어 있

는 막 한 양의 정보들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고 

학습자의 학습수 에 최 화된 정보를 분석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학습정보와 학습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이 상호 력 계를 이루어 효율 인 학

습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안 시스템을 효

과 으로 활용하기 해서 사용자의 학습수 , 학습재능

(소질), 학습단계( 벨) 등과 같은 학습 련 개인정보의 

등록이 우선되어야 한다. 빅데이터화 된 정보를 기반으

로 형성된 클라우드 존의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학습자의 

개개인의 요구사항에 최 화시켜서 외국어학습에 정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자신의 외국어

능력 벨, 학습분야, 학습이유 등을 사용자인포에 정확하

게 등록해야 한다.  제안시스템은 등록된 사용자의 정보

를 바탕으로 하여 사용자 벨을 별하고 클라우드 존에

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수집하게 된다. 이 게 수집

된 학습자료  콘텐츠들은 2차 인 분류과정을 거쳐서 

학습데이터베이스에 장된 후 스크리닝 로세스를 거

치게 된다. 스크리닝 로세스에서는 유 벨 별기에

서 받은 유 벨, 학습약 , 학습분야,  이유 등의 정

보와 학습디비에서 송받은 학습콘텐츠정보를 매칭하

여 사용자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 화된 개인별 맞춤 학습콘텐츠들이 사용자에게 송

되어지게 된다. Figure 2.는 제안모델의 기본 설계모형이

다.

Fig. 2. Educational Information Screening System

 

다음은 제안시스템의 정보처리과정의 차이다.

사용자는 시스템을 사용하기 해서 개인의 학습

벨, 주요 심사, 취약  등을 시스템 DB에 등록

한다.

사용자가 시스템에 속하는 경우 기존에 등록된 

사용자 정보를 토 로 사용자의 학습 벨이 결정

되어 클라우드 존으로 송된다.

사용자의 학습 벨을 송받은 클라우드 존에서 

학습자의 수 에 맞는 학습정보  콘텐츠를 추출

하여 인포추출기로 송한다.

인포추출기는 클라우드 존에서 송받은 학습정

보  콘텐츠를 비교분석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

과 일치하는지에 한 여부를 단  분류하여 

학습정보 DB에 각각의 분야별로 장한다.

학습디비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분야의 련내용

을 검색  분석하여 합한 분야(비즈니스, 시험, 

특수 분야 등)를 선택하고 선택되어진 카테고리에

서 세부항목을 검색하여 스크리닝 로세스로 

송한다.

스크리닝 로세스는 학습디비로부터 송받은 

학습정보를 사용자 벨과 비교분석하여 유용성을 

확인하고 사용자 학습수 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

은 제거하여 불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차단한다.

스크리닝 로세스를 통해서 사용자 요구사항에 

최 화된 학습자료가 사용자에게 송된다.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습정보 스크리닝 시스템

은 우선 클라우드 존에서 최 한 다양한 학습정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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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여 1차 으로 수집된 정보를 선별 추출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 분류하

는 과정과 학습자 벨 독기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개별 사용자에게 필요한 벨의 학습정보를 분

류하게 된다. 이 게 분류된 학습정보들은 유용성확인을 

통해서 사용자 벨에 합한 정보인지 아닌지의 분석단

계를 거쳐서 최 의 학습정보제공을 한 최종 단계인 

스크리닝 로세스를 거친 후 수 별 최 화 학습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학습효과를 상승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모델(BDLEs)[13]과 제안한 모델은 모두 외국

어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학습정보와 학습 콘텐츠를 제공

하는 공통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에게 제공되

는 정보의 유용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 을 보여

다.

우선 기존의 모델은 데이터 수집경로와 련하여 특

정한 하나의 기 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데이터에 온라인

상에서 수집이 가능한 외부데이터를 무작 로 수집하여 

학습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

법을 사용한다. 반면 제안모델은 공신력 있는 교육기

들의 학습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묶어서 클라우드 

존에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교육기 들

이 1차 인 오류수정  정보보완의 단계를 거치게 되므

로 학습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한 제안시스

템에서 역시 2차 인 수정과 보완의 처리 차로 인해서 

최종 으로 달되는 학습정보의 유용성 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유무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있다면 언제 어

디에서도 정보에 쉽게 근하고 장할 수 있는 편리함

을 가진 클라우드를 장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장공간의 제약에 한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 한 기

존 모델에서는 주제 는 분야별 우선순 를 통한 학습

정보의 우선순 만을 단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 벨이 낮거나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사용자의 경우 

제공된 학습정보를 제 로 활용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

날 수 있다. 반면 제안 시스템은 사용자의 수   학습

능력에 따른 학습정보유용성을 단하여 학습정보와 학

습콘텐츠를 제공하므로 수 별 순차  학습정보의 제공

이 이루어지는 장 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의 개

별 학습단계에 한 지속 인 찰을 통해서 사용자의 

학습능력에 따른 학습량의 조 도 가능하다.

4. 결론

최근 우리주변의 환경은 모바일과 인터넷 등의 매체

를 통한 정보화 사회로의 속한 발 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하고 많은 양의 정보가 생성되고 손쉬운 정보 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보화 사회에서 구나 필요한 정보

를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지만 막

한 양의 데이터들의 체계 인 리  활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여러 보완되어야 할 문제 들이 존재한다. 따

라서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서 여러 교육기

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 인 력 계를 이루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용한 학습정보들을 좀 더 쉽고 다양하

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축

된 정보들이 개별 사용자의 학습능력범 에 맞는 맞춤

형 정보의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 화시켜

주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융합데이터를 활

용한 맞춤형 학습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여러 기

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학습정보데이터 수집을 가능하게 

하고 체계 인 리와 분석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가

장 알맞은 학습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

인 학습능률 향상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방 한 양의 학습데이터의 축   활용만큼이나 복데

이터와 오류가 있는 학습정보의 제거 한 효율  검색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항목이기에 불필요한 정보가 학습

자에게 달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의 분석이 이루어져

야하는 문제 이 존재하고 학습자 맞춤형 정보제공을 

해서 필요한 학습자의 벨 독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

는 시스템의 구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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