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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기반 상호작용 방식의 자격증 시험 학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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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ITS(: Intelligent Tutoring System)기반의 문가모델과 학습모델에 기반하여 자격증 취득 모의

로그램을 설계하고, 버기모델(Buggy Model)을 통하여 학습자의 수 에 합한 문제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다. 사용자의 요구 조사를 통하여 편의성, 효과성, 확장성, 신뢰성이 요구되었으며, 이를 반 하기 하여 다양

한 문제개발과 문제유형분석, 난이도 조 , 학생성   수 리 등을 반 한 문제개발이 이루어졌다. 자격증 

취득 시험을 비하는 사용자들은 개발 시스템을 사용하여 본인의 수 에 맞는 문제의 풀이와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실 과 같은 환경에서 학습하여 자격증 취득 비기간을 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This study is a system that provides a suitable level of the problem, designing the learner certification simulation program based on the ITS(: Intelligent 

Tutoring System) based on the model and the learning expert model, the model through a buggy (Buggy Model).  In the demand survey that reflects the 

needs of users, convenience, effectiveness, scalability, and reliability were required.  In order to reflect this, various problems were developed, problem type 

analysis, difficulty control, student grades and level management. Users who are preparing for the certification test are expected to use the development 

system to solve the problems according to their own level and to solve various types of problems in a practical environment to greatly shorten the 

preparation period for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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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학들은 심각한 취업난으로 기를 느끼고 

있으며, 취업난을 타개하기 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쏟고 있다. 취업활성화 략 에서 학

생들의 기능  수 을 가늠할 수 있는 각종 자격증의 

취득이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자격증에

서 요구하는 과목들은 수업과 연 된 과목임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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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학생들은 수업과 별개로 학원을 이용하거나 

인터넷강의를 활용하여 자격증 비를 한 공부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다[3,4,6,8,13]. 자격증 공부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기본 이론수업을 수행

하면서 문제풀이 형식의 자격증 공부를 짧은 시간에 

함께 진행하기에는 시간  여유가 부족하고, 문제풀이

를 실제 수업과 연결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공 교수자가 자신

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수 에 맞도록 직  문제를 출

제하고, 이를 이론교육과 매치하여 반복학습을 수행하

고 학습자의 학습상태를 추 하여 지속 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14].

 자격증 취득을 한 기존 연구들로 ITS, WBI, 

CAT, 로 일링, LCMS활용, 클러스터링, 학습자트

이싱, 개념망 구조기반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

다. 자격증 취득 로그램은 해당 시스템에 용되는 

교수학습 알고리즘이 어떤 알고리즘이 용되느냐가 

요하다. 로 일링, 클러스터링, 학습자 트 이싱, 

개념망 구조기반의 교수학습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학

습과정을 데이터베이스에 축 한 후, 이에 한 구조

 분석을 통하여 학습자의 재 학습상황을 단하

여 수 에 맞는 문제를 제시하거나 반복 학습을 수행

하는 과정을 도출한다. 한 문제은행 시스템에서 단

순하게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ITS기반의 교수모델과 

학습모델에 따라서 교수학습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이

에 해 문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이론  개념과 설계가 제안되었지만 

실제 로그램으로 개발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례는 매우 드물다. 기존의 개발된 자격증시험 로그

램들은 특정 교과목에 한정되거나 단순한 문제은행식 

개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자격증시험 

로그램을 개발하기 해서는 실제 수요자의 의견반

이 요한데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실질  근이 부

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ITS기반의 문가모델과 학습

모델에 기반하여 로그램을 설계하고 학습자의 수

별  반복학습을 한 알고리즘으로 버기 모델을 활

용한 학습자 트 이싱 기법을 용하여 자격증 취득 

로그램을 실제 구   서비스를 제공하 다. 한 

사용자의 요구를 반 하기 하여 자격증 취득이 필

요한 문 학교, 보건 련 학과, 특성화 고등학교 등

의 교수자들을 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 다.

Ⅱ. 련연구

2.1 ITS 문가모델과 학습자모델

기존의 CAI(: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는 표

방식이나 학습상 차가 학습하기에 앞서 로그램

에 명시되어야 하므로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요구를 

반 하지 못한다. 이를 보완하기 해 나온 기법으로 

CAI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t)의 원리와 기법

을 용해서 학습자에게 더욱 지능 이고 응력 있

는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지능형 교육 시

스템(ITS : Intelligent Tutoring System)이다[12]. 

ITS는 크게 문가 모듈(Expert Module), 학습자 모

듈(Student Module), 교수 략 모듈(Tutor Module), 

학습자 인터페이스 모듈(Interface Module)의 4가지의 

기본 인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

가 모듈과 학습자 모듈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

다[7]. 문교사가 가르칠 내용을 포함하는 문가 

모듈은 항상 학습자의 지식상태와 행동양식을 찰하

소 분석하여 학습자 모듈에 장한다. 그리고 학습자 

모듈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

(Misconception)이나 학습인지 과정상의 오류(Error) 

등을 분석하여 교수 학습모듈에 제공하고, 교수 학습 

모듈은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잘못된 

지식을 지 해 주고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수행하도록 한다[9,11]. 학습자 모듈은 학습자의 응답

으로부터 학습자 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을 말하며, 학

습자 지식 진단, 모델갱신, 모델검색 등의 작업이 순

차 으로 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학습자 응답의 진

단은 추출과정의 역추론(Inferencing), 행동양식의 해

석, 이상(Error)의 결과와 과거와의 상태를 결합한 종

합 인 분류(Classification) 등의 추론 과정을 거친다. 

이에 한 모든 응답은 학습자의 지식과 추론 능력의 

결과라는 가정이 제되어 있다[2]. 학습자 모듈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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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 게 되는데, 지식 추 형

(Knowledge tracing)과 모델 추 형(Model tracing)으

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 추 형 모델링을 

용하 다. 지식 추 형 모델링은 올바른 도메인 지식

과 명확한 오개념을 포함해서 학습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해 결정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 모델은 학

습자의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거나 다음에 해

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교육 으로 결정하기 

한 장기간의 범 에 용할 시스템에 합하다[1].

2.2 학습자 트 이싱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학습자 트 이싱을 통한 진

단모듈의 개발에는 버튼과 라운이 개발한 버기

(Buggy) 시스템을 활용하 다. 버기 시스템은 학습자 

에러를 진단하는 표 인 시스템으로 학습자의 차

인 에러와 임의의 실수를 발견하는데 효과 인 모

델이다. 이 모델은 지식을 로시져들의 집합과 서  

로시져들로 표 하고 이것들을 링크시켜서 차 네

트워크라는 도식을 작성하여 모델링한다. 이때 차 

네트워크는 개념 부분과 연산 부분의 차 표 은 노

드와 방향성 링크로 구성한다. 버기 모델은 학습자가 

범할 수 있는 모든 오류의 유형을 정리하고, 각 오류

의 원인  처방을 기록함으로써 학습자가 범하는 오

류를 히 지도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강 을 가

지고 있다. 그러나 수학 교과와 같이 고도로 정련된 

원리와 지식요소 그리고 문제 해결의 차가 확보되

지 않은 경우에는 차 네트워크를 구성하기가 어려

워 간단하게 차  지식을 진단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이것은 버기 모델의 개발  용 연구[6,11]

가 수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이유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특정 소 트웨어의 사용 

능력을 테스트하는 경우와 같이 정해진 지식과 차

가 요구되는 평가에서 버기모델을 활용하기 해서는 

변형된 용 방법이 필요하다.

2.3 문항반응이론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은 검사 총

에 의하여 문항이 분석 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은 문

항 하나하나의 불변하는 고유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

므로 그 속성을 나타내는 문항특성곡선에 의하여 문

항을 분석하는 이론이다[5]. 수식(1)은 문항의 난이도

를 측정하기 한 식으로 문항의 난이도를 알아내는

데 사용된다. 수식(2)는 난이도 조정을 한 식으로 

학생A가 문항1의 문제를 해결하 는데 오답처리가 

되었고, 이 문항이 난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결

론이 나온다면 A를 해서 난이도를 조정하는 작업

이 필요하며. 이때 수식(2)를 활용한다. 수식(3)은 피

험자의 문항에 한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문항 

난이도와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다. 문항 난이도와 능

력의 차이 값(β-δ)이 응답을 결정한다. 즉, β가 δ보다 

크면 피검자가 문항을 맞출 확률이 1/2 이상, β가 δ

보다 작으면 피검자가 문항을 맞출 확률이 1/2 이하, 

β가 δ와 같으면 피검자가 문항을 맞출 확률이 1/2이 

된다[5]. 수식(4)의 문항정보함수를 용하여 학습자 

수 을 변수로 하여 문항에 한 난이도를 추정하는 

학습시스템을 [14]에서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도 문

항반응이론의 문항정보함수를 용하여 학습자 수

의 한 형태의 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하고 효율

으로 난이도를 측정하 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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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온라인 자가진

단 모듈과 이를 탑재한 온라인 학습시스템의 실제 구

과정과 작동과정을 설명과 함께 살펴본다. 

3.1 설계 방향

기존의 연구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시스템 개발에 필

요한 요소를 도출하 으며, 이를 보완할 사항에 하여 

개방  질문으로 요구 조사를 실시하 다. 요구 조사를 

다시 범주화하여 기능별 범주화를 수행하 다. 2개 

문 학교, 1개 보건 문 학교, 2개 특성화고등학교의 

자격증 취득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를 상으로 심도 

있는 면담을 수행하 으며 결과는 (표1)과 같다. 주로 

문 학교 학생의 학습부진의 원인이 학습자의 수

을 고려하지 않는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해

결하기 해서는 상호작용방식을 용하여 다양한 문

제를 확보하고, 문성 있는 출제자의 문제은행 시스템

을 빅데이터화 하여 공통 으로 요하게 생각하는 문

제를 분석  도출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Belong Demand investigation Function
category

M a i n 
Category

J - 
college

The instructor should be free to use 
various multimedia in the way that he 
wants easily and should be applicable.

Applicable

convenie
nce

C-colle
ge

The learner must support the iterative 
learning at any time.

I t e r a t i v e 
learning

K-high
school 
 

You should be able to solve and review 
problems on your mobile. And managers 
should be able to easily monitor student 
performance on the mobile.

U t i l i z i n g 
mobile

H-colle
ge

The learner should be able to present 
and utilize it immediately when the 
problem solving is wrong or the theory 
(hint) about the problem is needed.

Convenience 
of utilization

J-colle
ge

Problems that consider the level of the 
learner should be submitted.

C o g n i t i v e 
p r o c e s s 
aspect

Effective
ness

H-colle
ge

You should be able to learn it repeatedly, 
focusing on problems that are often 
wrong or avoided.

E f f i c i e n t 
p r o b l e m 
presentation

C-colle
ge

It need a device to identify the learners'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to 
supplement them.

C o g n i t i v e 
p r o c e s s 
function

C-colle
ge

It should be able to apply to various 
learning activities of learners and 
teachers.

Expansion of 
utilization

Scalabilit
y

K-high
school

Expenditure and related anticipated 
problems (question banks) should be 
presented.

P r e s e n t 
v a r i o u s 
problems

H-high
school

It should be able to predict problems 
with high frequency.

H i g h 
p r ed ic t i on 
rate responsi

bility
H-high
school

We need a problem bank system that 
guarantees expertise of the examiner.

P r o b l e m 
expertise

표 1. 요구조사 
Table 1. Demand investigation

한 해당 자격증 련 문가들이 문제를 출제하

여 실제 자격증 시험에 근 한 문제개발을 유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 자격증의 출제유형을 악

하여 해당 자격의 사회  트랜드(추이)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는 심리 으로 아는 문제만 풀고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든 문제는 건 뛰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주 틀리거나 어려워하는 문제를 단계별로 

반복해서 풀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다. 개발

된 시스템에서는 문제의 연 도와 난이도를 측정하고 

연결해주는 난이도 모듈과 문제연  모듈을 개발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 다. 그리고 분석진단모듈에서 문

제의 순서와 벨의 변경에 따라 학습자의 상태를 분

석하여 제공한다.

3.2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ITS기반 상호작용 방식의 

학습자 트 이싱 자격증 취득 시스템의 기본 인 데

이터 흐름을 나타내는 DFD(Data Flow Diagram)은 

그림 1과 같다. 시스템을 리하는 리자 모듈, 학습

을 수행하는 사용자 모듈, 학습자를 지도하는 강사 모

듈로 구분되어 있으며, 리자 모듈은 주로 문항 입

력, 문제지  문제집 개발과 리, 난이도 조 , 문제 

해설정보, 버디서비스 문항 입력하고 해당하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그림 1. 데이터 흐름도
Fig. 1 Database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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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모듈은 로그인 과정, 문제집 선택, 문항 검

색, 시험응시, 해설보기, 버디서비스 입력 등과 같은 

과정을 수행한다. 강사 모듈은 수강생 조회  리, 

학생 수 리, 학생 데이터 분석, 문항 개발, 난이도 

조정, 버디서비스 입력문항 검토  수정 등의 과정을 

수행한다. 본 시스템을 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그림 2와 같다. 먼  ‘회원’은 본 시스템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사용자정보를 등록하고 참조하기 한 테이

블로서 일반정보에 필요한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Fig. 2 Database Schema

‘문제집’테이블은 개발된 문제지와 개발된 시험문제

들을 유형별로 그룹화 필드로 구성된다.  ‘문제’테이블

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문항과 련된 테이블로서 

문항의 분류정보, 난이도 정보, 문항에 필요한 이미지

와 해설 텍스트, 오디오  동 상 기반 해설, 출제날

짜, 문항난이도를 계산하기 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3.3 시스템 구성도

제안하는 ITS기반 상호작용 자격증 시험 학습시스

템의 체 구조는 그림 3과 같이 리자모듈, 사용자 

모듈, 강사용 모듈, DB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리자 

모듈은 서버의 기능을 체 으로 리하면서 사용자

와 강사의 역할 서비스를 제어한다. 본 시스템은 리

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 있는 기존 시스템과 달리 사

용자인 강사가 리자 역할까지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회원 리, 문제집 리  문제 구매 리까지 통

합 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사용자도 리자 모

듈을 통해서 문항을 추가하거나 문항에 한 해설을 

버디문항입력 모듈을 통해서 입력  삭제가 가능하

도록 설계하 다. 리자 모듈은 회원 리, 문제구매

리, 문제집 리, 문제난이도 리를 수행한다. 문제

난이도 리 모듈은 문항반응이론과 련된 알고리즘

이 용되어 다양한 분야의 강사 는 학생이 입력한 

문제를 사용자의 학습을 기반으로 난이도를 자동으로 

조 하도록 한다.

그림 3. 시스템 모듈 구성도
Fig. 3 Configuration of system module

3.4 강사용 모듈

강사용 모듈은 고등학교나 학에서 수업에 활용하

기 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경우에, 학생들을 리하

고 피드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공된 모듈이다. 리

자가 강사가 될 수도 있으며, 학교나 학원 등과 같이 

정규 인 오 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 

리자가 존재하고 강사는 교수, 선생님, 학원강사 등

이 해당된다. 강사권한을 받기 해서는 반드시 리

자가 권한 승인을 해주어야 하며, 강사는 분반, 수강

생 명단, 학생성  조회, 문제별 조회 등의 서비스에 

한 권한이 주어진다. 

3.5 사용자 모듈

사용자 모듈은 자격증 취득을 해서 온라인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리자 는 강사가 출제한 문제와 

해당자격증의 기출문제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하기 

해서는 문제집을 구매하고 해당 문제집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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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고난 후에는 정답과 오답을 즉시 확인 할 수 있다. 

한 해당 문제와 련된 해설과 키워드를 제공받게 

되어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틀렸

는지도 검할 수 있다. 특히 본 시스템에서는 ‘버디

힌트’라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이는 같은 자격증을 

공부하는 사람이 문제에 한 이해도를 높이거나 쉽

게 외울 수 있는 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3.6 리자 문항 개발

문항 개발은 기본 으로 문제지를 작성한 후에 해

당 문제를 개발하여 입력한다. 기존의 시스템들은 해

당 문제지의 문제가 고정되고 유사도 문제나 추가

인 문제개발이 불가능하 다. 본 시스템에서는 여러 

문제개발자가 개발한 문제들을 시스템에서 카테고리

화 하고 이를 ITS시스템으로 분석한 후 유사도 문제

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문제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여러 사용자의 문제지를 하나의 카테고리

에 묶어 문제집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4. 문제지구조
Fig. 4 exam question structure

그림 5. 문항개발 카테고리만들기
Fig. 5 Create an question development 

category

그림 5는 제작된 문제를 해당하는 자격증 카테고리

에 용하는 단계이다. 이때 카테고리에 따라 각각의 

교수자가 작성한 카테고리 DB를 서버에서 매핑하여 

하나의 카테고리화 하여 이를 모든 문제개발자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Ⅳ. 구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시스템의 재 교육용으로 

서비스 되고 있으며, 본 시스템을 사용하기 해서는 

회원가입을 하고 간단한 인증 과정을 거쳐 사용자 등

록을 마쳐야 한다. 

그림 6. 문제지 만들기
Fig. 6 Create a test paper

그림 6은 문제지 등록 화면으로 문제를 탑재할 수 

있는 문제지 공간을 구성한다. 그림 7은 문제 등록 화

면으로 이 에 만들어진 문제지에 문제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문제를 만드는 과정은 다양한 문제형태를 

제작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문제 구성모듈이 제공

된다. 기본 으로 1차 난이도는 강사가 문제를 입력할 

때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교수자의 학생 난이도

와 일반 인 학생들의 난이도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추후에 지능형

(ITS)모듈이 사용자의 문제해결능력을 단하여 난이

도를 수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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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문제만들기
Fig. 7 Create a Question

그림 8은 이 에 구 된 카테고리에 용되어 있는 

문제들을 제공하고 해당 문제를 문제지와 매핑하는 

과정을 보여 다. 해당 교수자가 개발한 문제 이외에 

다양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 편리성을 추구하고 문

제의 확장성을 제공하게 된다. 

그림 8. 문제지와 문제매칭
Fig. 8 Paper and Question matching

그림 9는 모바일에서 문제풀이 과정을 보여 다. 

실제 PC를 이용하는 화면과 일치하기 때문에 PC화면

은 생략한다. 문제풀이는 과목별로 제공되며, 남은시

간, 푼문제 개수, 답의 선택과 해제를 할 수 있는 단

추가 제공된다. 그림 10은 문제를 풀고 난 후에 즉시 

문제 채  결과를 보여 다. 한 문제의 해설을 제공

하고 해당 해설이 부족하거나 추가 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학습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버디서비스’ 로그램을 제공하여 상호연동방식

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학습자가 입력한 ‘버디서

비스’ 문항이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교수자가 직  수

정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인증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이 기존 평가시스템에서 일방 으로 문제를 제시하

고 사용자는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

라 사용자도 문제에 한 해설이나 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평가시스템이다. 

   

그림 9. 모바일(풀기)
Fig. 9 Solving Problems

 

그림10. 모바일(채 보기)
Fig. 10 Show scoring

그림 11은 문제별 정답률을 분석한다. 개별 학생 

분석을 포함하여 문제풀이에 참여한 체학생의 정답

률을 분석하여 문제의 난이도를 수정한다. 만약 학생

들의 난이도 문제가 아닌 경우에 학생들이 해당 문제

를 틀리게 된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부족한 역을 반복해서 가르치거나 학습을 유도하도

록 한다.  그림 12의 문제지별 성  조회는 회차별 

성 의 향상도를 측정한다. 회차가 진행될수록 난이도

와 복잡도가 증가하고 자주 틀리는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회차별 성 의 향상도가 학습의 요도를 나

타낸다. 한 그림과 같이 기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어느정도 합격률을 측할 수 있으며, 부족한 

역을 추척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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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모바일(문제별 
정답률)

Fig. 11 correct rate 
answer by problem

 그림 12. 모바일(문제지별 
성 조회)

Fig. 12 Search by grade 
by workbooks

그림 13에서 강사 는 교수자가 학생별로 모니터

링 하는 모듈을 제공함으로써 개별 으로 부족한 부

분을 검할 수 있다. 수강생별 성 조회화면에서 학

생들의 학습수 을 제시한다. 이는 학습자 트 이싱

그림 13. 
모바일(수강생별성 조회)
Fig. 13 Search by grade 

by student

기법으로 학습자 행동

과 지식 요소들을 매치

시키는 기법과 학습자 

문제 해결과정상의 오

류를 진단하는 진단기

법으로서 학습자 모델

링 방법인 (buggy)모델

을 응용하여 도출하게 

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문항개발, 문항출제, 문제집 발행, 통

합 리  산화하여 체계 이고 학습자 수 에 맞는 

자격증 취득을 한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

다. 기존의 자격증 학습을 해서는 수업과 별개로 자

격증 공부를 따로 하거나 학원에서 수강하거나 친구들

과 스터디를 하는 방법 등으로 학습활동에 제약이 많으

며, 학습활동 과정에서 문항들에 한 분석이 이루어지

지 않아 학습효율이 매우 낮았다. 본 시스템은 다양한 

문제개발과 문제유형분석, 난이도 조 , 학생성   수

리 등 문제개발  사용자의 통합 리를 통해 학습

자 리 패턴이 기존 시스템들보다 간결하고 모바일에

서 지원하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학습자 수 과 문제의 

수 을 별하기 해 ‘문항이론’을 용하고, 문제의 

요도를 별하기 하여 강사들이 개발한 문항들을 분

석하고, 요도 체크에 따라서 요한 문제와 다양한 문

제출제가 가능도록 설계되었다. 한 학습자가 이  시

스템과 같이 수동 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

라 학습자도 문항개발에 참여하고 문제에 한 해설을 

작성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 다. 

이러한 학습자 참여방식의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서 극 이고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련분야의 문가의 요구사항

을 편의성, 효과성, 확장성, 신뢰성으로 분류하고 이를 

반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모바일 기반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실시간 채 이 가

능하도록 편의성을 제공하고, 학습자의 수 을 분석하고 

학생을 리하는 서비스를 강사에게 제공하여 학습효과

를 높일 수 있도록 하 다. 카테고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다수의 교수자가 문제를 개발하고 이를 

ITS에 교수모델을 통해 문제분류를 함으로써 확장성을 

제공하며, 강사와 학습자가 함께 문제를 개발하고 검토

함으로써 문제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다. 사용자 요구가 반 된 본 시스템은 다양한 자격증 

시험과 수업에서 폭넓은 활용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자격증 취득 비기간을 폭 단축시켜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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