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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천 알고리즘을 스스로 고도화하는 머신러닝 추천모듈이 적용된 개인

맞춤형 학습 플랫폼이 학생들의 학습시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수학에 대한 태도, 수학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개인 맞춤형 학습은 학생들의 학습시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수학에 대한 태도, 수학학업성취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맞춤형 학습과 수학에 대한 태도와

수학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학습시간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s of personalized learning platforms applied with machine

learning recommendation modules that upgrade recommended algorithms by themselves through learning big data

analysis on students' learning tim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mathematics achievement, and attitudes toward

mathematic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According to the study, customized learning affected learning tim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mathematics attitude, while learning time affecte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ttitude of mathematics and mathematical

achievements. As a result of the mediated effectiveness test, the indirect impact of customized learning on

mathematics attitude and mathematics performance was significant through the medium of learning time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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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란 말 그대로 기계가 학

습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의 라벨링 없이 기계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것이

다. 이러한 학습 형태는 선형 회귀 이론을 차용하고 있는

데, 가령 가 1, 2, 3일 때 가 각각 3, 5, 7이라는 값을

가진다고 했을 때 이러한 값을 보고 기계는

     이라는 패턴을 학습한 뒤, 새로운

값   에 대한 결과 값으로   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 예전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프로그래

머가 직접 입력하는 데이터의 라벨링을 통해 사물을 인

지했다면,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하는 인공지능의 경우에

는 데이터 라벨링이 주어지지 않고 스스로 패턴을 찾아

내고 판단하여 확률에 근거해 사물을 인지할 수 있다. 이

러한 머신러닝 기술은 인공지능의 발전에 핵심적인 기술

이라고 할 수 있다(Lee, 2020).

교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적용한 학습 시스템은 학

습자의 학습 격차뿐 아니라 학습 방식을 다룰 수 있도록

점차적 발전하고 있다. 학습자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수준과 요구에 적절한 내용과 방법

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습 내용과 방법은

지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담당 교사의 판단에 따라 학

생들에게 제공되었다. 최근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공

지능 기술이 적용된 학습 분석 시스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EBS, 2020; Learning Spark, 2020; Ministry of

Education, 2020a; Squirrel AI Learning, 2020).

인공지능 학습 분석 시스템 연구는 수학교육에서도 적

용되고 있다. 수학 학습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수학 내

용과 자신의 성향에 맞는 학습을 하도록 해야 이들이 학

습의 동기를 가지고 수학을 ‘즐기면서’ 학습할 수 있게 된

다(Middleton & Spanias, 1999). TIMSS나 PISA와 같은

국제수학과학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일관되게

수학학업성취도는 다른 나라의 학생들에 비하여 높으나,

수학에 대한 태도는 거의 최하위일 정도로 매우 부정적

이다(OECD, 2019; TIMSS and PIRLS International

Study Center, 2016).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학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고 포기하는 소

위 ‘수포자’가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0b).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의 원인은 학습자에게 적합

하지 않은 수학 학습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 전통적인 면

대면 수업은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사이의 상호작용

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별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충실하게 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수학교육 분야에서는 머신러닝 기

술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수학 수준과 취향에 적절한 콘

텐츠를 제공하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 시스템 개발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예, Chungjae Education, 2020; Time

Education, 2020; Woongjin, 2020). 맞춤형 학습은 학생들

의 학습 스타일, 선호도 등을 반영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

을 지원하는 기능과 교사들을 위한 자동채점 등을 지원

하는 것을 포함한다(Tuomi, 2018). 이들 수학 프로그램들

은 학습자의 학습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체감 난이도, 예

측 정답률, 적정한 풀이 시간 예측, 학습자별 취약점 진단

등을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

다. 그리고 오답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인별 오답 노트 제

공, 학습 습관 및 결과 분석, 학습자별 학습 통계 자료 제

공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천재교육(Chungjae Education, 2020)은 닥터매쓰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존의 교재와 기 개발된 교과서, 온

라인 전용 교재 등을 통합 및 연동하여 콘텐츠를 활용하

도록 한다. 그리고 문항반응이론 및 인공지능형평가시스

템(CAT: Computerized Adaptive Testing)을 활용하여

개인별 수학 학습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웅진씽크

빅(Woongjin, 2020)은 빅테이터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행

동패턴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하고 학

생 맞춤형 수학 내용을 제시한다. 또한 학생별 오답의 원

인을 분석한 오답노트를 제공하여 수학 학습을 돕고 있

다. 타임교육(Time Education, 2020)은 봇아미라는 프로

그램을 통하여 수학 문제 풀이 기반으로 수학 학습 서비

스를 제공하는 콴다(Qanda)와 같이 문제를 찍어서 올리

면 적절한 풀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Squirrel

AI Learning(2020)은 중국의 수학 맞춤 학습 지원 시스템

으로, 수학의 학습 요소를 아주 작은 단위로 세분화하여

학생들의 학습 이력에 따라서 적절한 경로를 추천한다.

Squirrel AI Learning(2020)을 활용한 학습을 통해 학생

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교육 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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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습자

의 정답 응답률, 선호도, 응답 시간, 항목 난이도, 학습시

간 데이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학습자에게 최적의

콘텐츠를 제공한다(Squirrel AI Learning, 2020).

미래교육의 한 형태로 블렌디드 교육이 강조되면서

(Kim, 2020),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스스로 수학을 학

습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각 개인의

수학 수준과 학습 성향에 따라서 수학을 학습하도록 돕

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차원에서 수학 학습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 머신러닝

추천모듈이 적용된 개인 맞춤형 학습 플랫폼이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와 관련한 제

언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개인 맞춤형 수학 플랫폼 활용이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태도와 수학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는 어

떠한가?

연구문제 2. 개인 맞춤형 수학 플랫폼 활용이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태도와 수학학업성취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학습시간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는 1959년 아서 사무엘(Arthur

Lee Samuel)이 IBM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에서 머신러닝을 ‘기계가 일일이 코드로 명

시하지 않은 동작을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 분야’라고 정의하

며 처음 사용하였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머신러닝의

정의는 1998년 카네기 멜론 대학의 머신러닝 교수인 톰

미첼(Tom Mitchell)의 정의로, ‘어떤 과제 T에 대해서 경

험 E로부터 배우고, 측정도구 P에 의해 측정된 성능이

경험 E를 통해 향상되면, P에 의해서 수행되는 결과 P로

부터 배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머신러닝 접근 방식은 전통적으로 학습 시스템이 이용

할 수 있는 ‘신호’ 또는 ‘피드백’의 특성에 따라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과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으로 구분한

다(Park et al., 2020). 지도학습은 ‘교사’가 제공하는 예시

를 입력하고 원하는 출력을 제시한다. 컴퓨터는 그 입력

물과 출력물을 매핑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배우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 그 자체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자체

의 구조, 특징, 그리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적

합하다. 비지도학습에서는 어떠한 라벨링도 학습 알고리

즘에 주어지지 않고, 입력된 값의 구조를 찾기 위해 스스

로 배운다. 비지도학습은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고자 할 때), 목적을 향

한 수단(특징을 학습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을

창출하고자 할 때)이 될 수도 있다. 강화학습은 행동의

주체가 되는 에이전트(agent)가 현재 상태(state)를 인식

하고 선택 가능한 행동(action) 중 최대 보상을 가지는 행

동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게임 및 자율주행자동

차 분야 등에서 주로 활용된다(Park et al., 2020).

그러나 때로는 동일한 머신러닝 시스템에서 하나 이상

의 접근법이 사용되는 등 이러한 전통적인 세 가지의 분

류에 맞지 않는 머신러닝 기법이 개발되면서,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은 접근 방법에 따라 새롭게 인공신경망, 클러스

터링, 결정 트리 학습법, 서포트 벡터 머신, 귀납 논리 계

획법 등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하여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분야에서 진행 중인

많은 부분에서 지배적인 접근법이 되었다.

2. 머신러닝 추천 모듈이 적용된 맞춤형 학습 플랫폼

맞춤형 학습은 개별 학생들의 차이에 따라 수업의 내

용, 과정과 결과물을 다양화 하는 학습 방식이다. 여기에

서 일컫는 학생들의 차이는 단순한 학업성취도의 수준에

따른 차이가 아닌 학습자 각각의 선행지식, 학습자 프로

파일, 이해, 재능과 같은 다양한 학습 특성을 의미한다.

전통적 학습 경로는 모든 학생이 모든 과정을 이수해

야하지만 맞춤형 학습 과정은 개별 학습자의 학습 숙달

을 위한 적응적 학습(Adaptive Learning) 경로를 제시한

다(Ku & Kim, 2017). 적응적 학습은 개별 학생의 요구와

수준에 대한 진단을 통한 개인별 맞춤 학습을 위한 적응

적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학습의 형태이다.

적응적 학습 기반 시스템은 학습 과정에서 개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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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수준과 학습 진행 상황에 적응하여 실시간으로 조

절하여 학습 콘텐츠를 추천하는 소프트웨어와 학습 플랫

폼을 의미한다.

적응형 학습 플랫폼에 활용된 테크놀로지는 학습자 정

보 데이터베이스, 문제은행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추천 시

스템 엔진, 데이터마이닝 기술, 시각화 기술 등이 있다

(Choi & Jeong, 2019). 학습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개인

정보 데이터(전공, 거주 지역, 학습 스타일, 학습 선호도

등), 학습 경험 데이터(로그인·로그아웃 정보, 학습시간,

학습 매체, 학습량, 학습 수준, 학습 동기 등)등 이다. 문

제은행 데이터베이스는 학습과제의 개념 간 관계와 위계

를 설정하고 저난이도부터 고난이도까지 난이도를 반영

한 학습지식 맵(그래프)에 부합하는 방대한 양의 문제를

저장한다. 적응형 학습 플랫폼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발생

하는 역동적인(dynamic)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

석,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마이닝 기술이 적용되는 학습

분석 엔진을 사용한다. 학습자가 적응형 학습 플랫폼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무엇을 학습했는지, 어떤 페이지

를 조회했는지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예측하는 통계적 모델을

발견하기 위해 데이터가 분석 가능한 형태로 변화하는

전처리단계(pre-processing)를 거친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가공 단계는 분석

과 예측, 처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계이

다.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마이닝을 위해 학습 맥락에서

발생한 학습자의 학습시간과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이벤

트를 수집한다. 학습 행동 패턴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

의 가중치 계산 방식을 결정하고, 학습 모델링을 통한 예

측과 교수·학습적 처방을 통하여 교수설계를 개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응형 학습 플랫폼에 활용되는 학습 분석

테크놀로지는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주는 데이터 시각화

기술을 사용한다. 학습자들은 적응형 학습 플랫폼에 로그

인하면 학습 관리 시스템에 데이터마이닝 기술을 적용하

여 빅데이터를 분석한 학습결과를 개인용 대시보드 화면

에서 볼 수 있다. 한 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진 대시보드

는 대부분 인포그래픽과 그래프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정보를 보여준다. 학습자들은 대시보드를 통해 자신이 학

습해온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머신러닝 추천 모듈이 적용된 맞춤형 학습 플랫폼 관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eong, Lee, Hong(2010)은 학습

자가 학습을 계획할 때 학습자 프로파일의 학습 히스토

리 정보를 기반으로 선호도를 산출하여 학습 콘텐츠를

학습자에게 제안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학습 히스토리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선호도를 반영하여 학습한 결과 만

족도가 향상되었지만, 학습 콘텐츠의 양이 적고 대상 학

생 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

였다.

Park, Lee(2011)는 선호도만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추천 방식 대신에 학습 콘텐츠의 특성(유사도와 난이도)

과 학습자의 성취도에 기반한 추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학습 성취도와 학습 콘텐츠 특성을 연계시켜서 추

천의 효과를 높여주었지만, 단순히 성취도와 콘텐츠 특성

을 반영하고, 선호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맞춤형 추

천에 한계가 있다.

García-Valdez 외(2009)는 맞춤형 학습에 필요한

learning objects의 시퀀스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고자 협

업필터링 기술과 퍼지 추론 시스템을 결합한 혼합형 추

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추천에 교사의 경험과 유사한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

였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로 실제 적용에 의한 검증이나

보완은 미흡한 상태다.

Cechinel 외(2013)는 유명한 학습객체 저장소

(MERLOT)의 데이터로부터 협업필터링 기반 추천 알고

리즘들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실제 학습 빅데이터(2만 여

개 학습 자료와 6만여 사용자)를 활용한 추천 알고리즘들

의 성능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하였다. 하지만 빅데이

터 분석 기반의 효율성이 높은 모델 알고리즘에 대한 실

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련 기술의 특허의 경우 국내는 맞춤형 학습과 관련

한 특허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실시간 처리, 저장,

표현기술 점유율은 높지만, 데이터 분석 및 수집 기술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국외의 경우는 대부분의 큐레

이션 특허를 Google, Amazon, Microsoft 등 대기업이 소

유하고 있으며 e-커머스, 스트리밍 서비스, 학습플랫폼

등 다양한 영역과 접목하여 활용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대한 노하우는

검색 포털이나 온라인 마켓 등에서 수준 높은 기술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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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으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기술의 연

계 개발은 전무한 상황이다. 국외에서는 미국, 유럽 등 주

요 선진국에서 학습 분석 관련 연구 및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개인 학습 관리에 대한 교육

용 소프트웨어 표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에서 학교 및 온라인 학

습 서비스에 자사의 빅데이터 기반 학습 솔루션을 공급

함으로써 기술 발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의 온라인 학습 서비스가 단순 문제 은행 기능을

통해 난이도를 3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되거나 유사

한 문제를 반복하도록 하는 수준에서 맞춤 학습을 구현

하고자 하였다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온라인 학습 플랫

폼은 문제 은행뿐만 아니라 학습 콘텐츠의 형태가 동영

상, 만화, 연결 문제 등 다양하게 제공하였다.

3. 맞춤형 학습, 학습시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

태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은 교과에 대한 태

도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

고 있다. 만화와 같이 학생이 선호하는 유형으로 학습 콘

텐츠를 제공할 경우 교과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며, 학업

성취도가 낮은 집단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Lim & Kim, 2006). Lee, Choi, Boo(2019)의 연구에서는

학습 맥락과 난이도를 고려한 과제의 배치가 수학에 대

한 태도와 학업성취도를 향상 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맞춤형 학습에 대해 향상된 수학에 대한 흥미는

학생들의 수학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교과에 대한 태도와 학업

성취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학습에서 주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Yang & Cho, 2009; Yang & Whang,

200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

인, 행동적 요인이 다면적으로 구성된 변인이다. 자기주도

적 학습능력은 ‘자기주도 학습을 타인의 조력 여부와는

관계없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욕구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을 위한 인적․자료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여 학습

결과 평가에 있어 주도권(initiative)을 갖는 과정’을 의미

한다(Knowles, 197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용한 경우

학습 태도가 좋아졌고, 특히 하위그룹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 Lee, 2001; Nam & Rim,

2000).

Yang, Whang(2002)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자기주도

적 학습은 교사주도 학습에 비해 학업성취도에 효과적이

며, ICT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 상황은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긍정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Lee, Shen, &

Tsai, 2008). 또한, 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빈도 및 컴퓨터 활용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교

사 수준의 요인보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차이

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Kim et al., 2012).

반면,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하여 학생 수준

을 배려하는 학습, 스스로 학습의 과정을 주도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기회,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은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Go, 2013; Kim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 온라인 맞춤형 학습에서 학습

자가 자기 조절 학습을 통해 주도적으로 수학 학습을 하

도록 하였다. 이때, 맞춤형 학습은 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학습자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개인의 취

향, 습관, 학습 태도, 학습 개념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 등

을 고려한 학습 추전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맞춤형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학습시간이 증가하고, 자기 주도적 학

습 태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될 때, 수학에 대한 태도와 학

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유의미하게 영

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전국의 지역을 고르게 안배하여 초등학

교 11개 학교의 3학년 3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선정은 참여자와 학부모 그리고 이들의 학습을 돕기 위

한 담임교사의 자발적인 참여 동의를 얻었다. 3학년 학생

들의 대표성을 위하여 학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수준과 지

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시도별로 지역 참여자를 선

정하였다. 지역별로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상·중·

하인 지역의 학교와 전국의 권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가

능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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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s

constructs mean S. D. skewness kurtosis

mathematical attitude 3.70 .813 -.126 -.678

mathematics achievement .71 .141 -.619 -.176

self-direct learning ability 3.50 .788 -.096 -.324

tailored learning

content
preference

3.60 .824 -.164 -.053

learning level 3.54 .765 -.018 -.203

learning time 5.78 1.481 .429 -1.294

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6단원 ‘분수와 소

수’ 단원에 대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 수업 후에 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정에서 매일 40분 내외의 수학

학습을 하였다.

2. 분석변수

본 연구에서 머신러닝 기반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한 변수는 수학에 대한 태도, 수학학업성취도,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맞춤형 학습, 학습시간이다([Table 1]

참조).

수학에 대한 태도는 총 6문항으로 수학에 대한 효용성

(도움이 된다, 편리하다), 흥미(재미있다, 친하다), 자기효

능감(쉽게 푼다, 잘 알고 있다)의 하위요소로 구성하여 5

리커르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를 사용하

였다.

수학학업성취도는 3학년 1학기 6단원 ‘분수와 소수’ 단

원에 대한 15문항으로 수학교육학 교수와 박사과정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통하여 내용 타당도를 확

보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총 7문항으로 스스로 학습을 계

획하여 실행하고, 반성할 수 있는 학습능력을 측정하였다.

맞춤형 학습은 학생들이 인식한 선호하는 콘텐츠 추천

정도와 학습 수준에 따른 학습 경험의 제공 적정성이며,

5 리커르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학습시간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학습한 시간으로 30분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 점수화하였

다. 학습시간은 30분을 1점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variable contents measurement

mathematical
attitude

usefulness, interest,
efficacy

6 items,
5 likert

mathematics
achievement

fraction and decimal
units in the first
semester of the third
grade

15 items

self-direct
learning
ability

planing one's own
learning, practice,
reflection ability

7 items,
5 likert

tailored
learning

recommending preferred
content recognized by
students, provide learning
experience based on
learning level

5 likert

learning
time

time learned using the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30 minutes=
1 score

[Table 1] Analytical variable description

분석변수의 기술통계량은 [Table 2]와 같다. 수학학업

성취도 평균은 100점 만점 중 71점이었으며, 수학에 대한

태도는 평균 3.70으로 보통(3)이상의 값이 나타났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평균=3.50)과 맞춤형 학습에서 콘텐츠

선호도(평균=3.60)와 학습수준(평균=3.54)은 보통(3) 이상

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습시간은 평균 5.78로 나타나 일

주일에 평균 약 3시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학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측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왜도와 첨도

를 살펴보았다. 모든 관측변수는 정규분포기준(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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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ch, & Curran, 1995) 왜도  , 첨도 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머신러닝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수학에 대한 태도와 수

학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

은 [Fig. 1]과 같다.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태도와 수학학

업성취도는 종속변수이며, 콘텐츠 선호와 학습 수준 기반

맞춤형 학습은 독립변수, 학습시간과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은 매개변수로 구성하였다.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시간이 수학에 대한 태

도와 수학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개변수(자기주도

적 학습능력)가 투입되기 전 검정결과에서 유의하였다.

하지만 매개변수가 투입된 모형에서는 학습시간의 효과

가 매개변수에 흡수되어 직접적인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

다.

또한, 맞춤형 학습이 수학학업성취도에 이르는 직접효

과 경로는 매개변수를 투입하기 전에는 정(+)의 관계를

보였으나, 학습시간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매개변수를

투입한 후 직접효과가 부(-)의 관계로 변하는 억제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와 억제효과가 나타난

경로는 최종모형에서 제외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이러한 검정 결과를 반영한 최종모형은 [Fig. 1]과 같

다. 본 연구는 맞춤형 학습이 수학에 대한 태도와 수학학

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변수 간 구조적 관계

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였다. 기술

통계분석은 SPSS 24.0,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은 R-lavaan,

경로도의 시각화는 R-semPlot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4. 개인 맞춤형 수학 학습 시스템

가. 머신러닝 기반 추천 엔진 적용 맞춤형 학습 코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수학 학습 시스템은 수포자의 양

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점층적으로 어려워지는 수학 교과

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선행 지식 중 취약 개념을 찾아내

어 학습시키되, 어려워서 포기하지 않도록 선호도, 난이도

를 배려하여 콘텐츠를 추천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별도의 디바이스에 종속되지 않는

웹기반 학습 분석 기술을 이용해 러닝로그 빅데이터를

획득, 저장,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러닝로그 데

이터는 학습자 배경요인 정보(학년, 성별, 거주 지역 등),

학습 수준 판단을 위한 콘텐츠별 난이도 및 정·오답 등에

대한 정보와 학습자의 선호 판단을 위해 체감 난이도, 추

천, 댓글, 접속 빈도 등의 활동 히스토리 정보를 수집하도

록 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교수학습 관점에서 유의미한

분석 방법론을 거쳐 가공하며,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변

수로 산입된다.

둘째,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stream processing 패

러다임을 적용하여 클라우드 상에서 실시간 데이터의 획

득과 분석, 추천 알고리즘 구동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셋째, 글로벌 초등 수학 개념지도(Knowledge Map) 기

반의 콘텐츠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빅데이터가 수집

되기 전 cold start 타개를 위하여, ‘학교진도’를 추천하여

표준 진도에 맞는 시작점을 제공하고, ‘핵공감’, ‘인싸콘텐

츠’ 등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학습 이력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추천 메뉴를 구성하였다.

넷째, 학습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는, 완결 데

이터를 학습시켜 데이터 유실 구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Collaborative filtering 학습자 체감 난이도 예측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자 수준을 프로필에 적용해, 모르는 개념의

콘텐츠를 추천하면서도, 너무 어려워 포기하지 않도록 적

정 난이도의 선호 유형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다섯째, 빅데이터 자동 적응형 하이브리드 추천 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지식 기반(오답노트, 오답격파), 콘텐츠 기

반(교사추천, 핵공감, 만점도전, 인싸콘텐츠, new) 추천은

물론, 협업 필터링 기반(체감 난이도, 선호 콘텐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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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oncept of learning recommendation algorithm

데이터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추천(맞춤 학습) 기술을 개

발하고 학습 시스템에 통합 연계하였다.

나. 게이미피케이션 시스템

기존의 인공지능을 표방하는 학습 플랫폼은 문제를 풀

게 하고 정·오답에 따라 취약한 부분 문제를 지속 훈련하

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학습

자는 자신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강요당하게 되므로 학습

자체에 흥미를 잃거나 자기효능감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해당 교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기효능감이 학업 성

취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스스로 학습을 지속하고 자신감

을 얻도록 하는 서비스 체계가 중요하다. 본 시스템에서

는 학습을 지속시키기 위한 다양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

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시스템에서는 7가지 유형의 학습 콘텐츠, 선

다형과 단답형 문제를 제공하는 등 콘텐츠를 다양화했다.

특히 만화, 애니메이션 등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유형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취약한 부분의 콘텐츠를 추천하기 때

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다양하고 흥미로운 학습 콘텐

츠를 통해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학습을 지속할 수 있

다. 이는 취약한 영역의 문제를 반복 제시하는 방식과 명

확히 차별화된다.

둘째, 학습 창 내에서 자신의 선호도와 콘텐츠 난이도

를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다른 학습자와

소통할 수 있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하며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미션,

뱃지 등 보상 시스템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는 경험치, 아바타 등 게이미피케이션 체계를 고도화해

갈 것이다.

넷째, 게임형 콘텐츠와 인터랙티브 전자책과 관련하여

일부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고 있다. 학습 콘텐츠 자체의

흥미를 높이고, 게임 콘텐츠를 보상 시스템의 일부로 활

용하면, 자기주도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데 매력적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반복 연습이 필요한 연산, 문제풀이를 게

임식으로 제공하여, 문제풀이를 즐기게 할 수 있고, 게임

중 학습이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 글로벌 교육 플랫폼을 위한 확장성

본 연구에서 적용한 플랫폼은 글로벌 교육을 위한 확

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브라우저의 특성을 타는 Flash나 OS 별로 따로

개발하고 지속 업데이트해야 하는 Native app을 지양하

고, 어떤 환경, 어떤 기기에서도 학습이 가능한 html5 표

준 서비스 시스템, 콘텐츠 저작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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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ata storage interoperability standards Resource: ISO/IEC TS 20748-3 LAI - Part 3: Guideline

for data interoperability

작도구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html5 콘텐츠를 저작할

수 있고, 유튜브 등 외부 URL만으로, 학습 분석에 필요

한 필수 메타데이터만 Mapping하는 방식으로 학습 분석

이 가능한 콘텐츠로 저작할 수 있다. 언어 장벽을 뚫고

콘텐츠를 만들어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에서 다양

한 사람이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플랫폼이 될 기본

을 갖추었다. 또한 학습 데이터 저장, 분석 상호 운용성에

관한 국제 표준(ISO/IEC TS 20748-3 LAI-Part 3:

Guideline for data interoperability)을 따라 글로벌 플랫

폼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교육과정을 모두 분석하

고, 개념 단위로 학습 내용을 도출하고, 개념 단위로 콘텐

츠를 구성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국가별로,

교육과정 개정 시마다 쉽게 개념별 콘텐츠와 해당 교육

과정을 Mapping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최신화 시키기

용이하다. 교육과정 상시 개편, 초등 교육과정 검인정화,

글로벌 사업화 모두 가능한 유연한 교육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였다. Admin 기능에서 교육과정을 등록하고 편집

할 수 있어,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거나 자율 교육과정

을 활용하고자 하는 학교나 기관도 각 기관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으로 교과학습을 구성할 수 있다.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교육과정을 등록하고 유튜브 영상을 끌어오

는 방식으로 학교나 학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

셋째, 클래스 기능을 구현하여, 교사가 클래스 단위로

과제, 공지, 테스트, 모둠 활동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교사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여 올려줄 수도 있고,

이미 제공되고 있는 학습 콘텐츠나 문항을 선택하여, 클

래스만을 위한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다. 과제를 내주

고 첨삭도 등의 기능도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즉, 유튜

브와 구글 클래스룸의 기능을 합친 것과 같은 수업 지원

기능을 제공한다.

Ⅳ. 연구결과

1.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신뢰도와 타당

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Table 3] 참조). 수학에 대한

태도와 맞춤형 학습 변수는 하위요인을 구성하여

second-order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latent variable
cronbach
alpha

CR AVE

mathematical
attitude

a1 .776 .780 .639

a2 .895 .896 .811

a3 .822 .823 .699

self-direct learning ability .887 .888 .532

tailored
learning

learning
level

.725 .726 .570

content
preference

.773 .746 .598

[Table 3] The construct reliability and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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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results of path coefficients

path β B S.E

learning time ← tailored learning .204** .987 .366

self-direct learning ability ←

learning time
.161** .042 .015

self-direct learning ability ←

tailored learning
.680*** .865 .130

mathematical attitude ←

self-direct learning ability
.608*** .556 .097

mathematical attitude ←

tailored learning
.301** .350 .121

mathematics achievement ←
self-direct learning ability

.175** .037 .013

∗   ∗∗   ∗∗∗  

신뢰도는 문항내적 신뢰도(Cronbach alpha)와 개념신

뢰도(CR)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신뢰도는 기준(.7)을 만

족하여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타당도의 평가는

평균분산추출지수(AVE)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

의 분산추출지수(AVE)는 기준(.5)을 만족하여 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이론모형 분석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 적합도 지수로 과 CFI(.90이상 양호), TLI(.90이

상 양호), RMSEA(.10미만 보통, .08미만 양호, .05이하 좋

음)를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에서 값은 360.019

( ), CFI는 .940, TLI는 .928, RMSEA는 .065로

모형 적합도가 양호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검정결과는 [Table 5], [Fig. 4]와

같다. 맞춤형 학습은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늘려주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수학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학습시간이 늘어날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수학에 대

한 태도와 수학학업성취도를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goodness of fit for measurement models

constructs  df CFI TLI RMSEA

model 360.019*** 142 .940 .928 .06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시간에 대해 맞춤형 학습(β

=.204, <.01)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이 선호하고, 학습 수준에 적합한 콘

텐츠를 제공하는 수학 학습은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늘려

주는 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해 맞춤형 학습(β=.680, 

<.001)과 학습시간(β=.161, <.01)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자신의 선호도와 수준에

따라 추천된 맞춤형 수학 학습과 학습시간은 스스로 학

습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수학에 대한 태도에 대해 맞춤형 학습(β=.301, <.01)

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β=.608, <.001)은 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수학학업성취도에 대해 자기주

도적 학습능력(β=.175, <.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을 제공하는 운영체제에서 자기주

도적으로 학습한 성공적인 경험은 수학에 대한 효용성,

흥미, 자기효능감과 같은 수학에 대한 태도와 수학학업성

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 매개효과 검정

최종적으로 매개효과분석을 통하여 맞춤형 학습, 학습

시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수학에 대한 태도, 수학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맞춤형 학습이 학습시간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매개로 수학에 대한 태도와 수학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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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path coefficient analysis

향을 미치는지 매개효과 검정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수를

투입한 매개효과의 검정은 붓트래핑의 절차를 적용하여

검정하였다. 매개효과 검정 결과, [Table 6]과 같이 연구

모형의 간접효과(β=.558, <.001)와 총효과(β=.859, 

<.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맞춤형 학습은 학습시

간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매개로하여 수학에 대한 태

도와 수학학업성취도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Table 6] Bootstrapping results of mediation effect

Constructs β B S.E

indirect effects .558*** .538 .099

total effects .859*** .888 .125

∗   ∗∗   ∗∗∗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천 알

고리즘을 스스로 고도화하는 머신러닝 추천모듈이 적용

된 개인 맞춤형 학습 플랫폼이 학생들의 학습시간,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수학에 대한 태도, 수학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영향과 이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하여 콘텐츠 유형에 대한 선호도와 학습 수준

별 맞춤형 학습 코스를 개발한 후, 이를 실제 학교 현장

에 적용하여 수학에 대한 태도와 수학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1개 초등

학교 3학년 368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학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학 학습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 학습은 학습시간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학

생들의 콘텐츠 선호도 및 학습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학

습의 제공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하며,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이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Baik, 2011; Kim, 2019; Kim et al.,

2006), 즉, 맞춤형 학습의 제공은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목표, 내용, 수준 등을 계획하고, 조절하며, 반성하는

학습 과정에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맞춤형 학습은 교과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학생이 선호하는 콘텐츠의 제공과 학

생 수준에 따른 난이도별 과제 제시가 교과에 대한 흥미

를 높여주는 등 교과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Lee, Choi, & Boo, 2019;

Lim & Kim, 2006).

둘째, 학습시간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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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자기주도 학습시간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

장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결

과이다(Go, 2013; Lee & Lee, 2017). 즉,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 노출된 시간이 길수록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개발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수학에 대한 태도와 수학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교과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Kim, 2010; Kim et al.,

2012; Lee, Shen, & Tsai, 2008; Yang & Cho, 2009;

Yang & Whang, 2002).

이와 같은 영향은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한 학생의

메타인지적 규제 능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Jin et al., 2003).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수준과 시발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어떤 인지 전략을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인을 통제하여야 하는지 인식을 하

므로 학습에 대해 잘 동기화된다. 즉, 자신의 역량에 맞게

새로운 과제 해결에 대한 성취감을 갖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화가 되고 자기효능감을 갖게 된다. 이

러한 자기효능감은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며 교과에 대한

흥미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게 하므로(Hidi & Renninger,

2006), 교과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에 긍정적 효과를 주

게 된다.

넷째, 매개효과 검정 결과에 따르면 맞춤형 학습이 학

습시간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매개로 수학에 대한 태

도와 수학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영향이 유의하였다.

즉 맞춤형 학습은 학습시간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매

개로하여 수학에 대한 태도와 수학학업성취도에 간접영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수학에 대한 태도에는 직접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준별 학습 혹은 학생의 흥미를 고려한 자기주도적

학습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교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An, 2014;

Lee & Lee, 2001; Song & Kang, 2014). 이러한 연구결과

는 즐겁게 학습에 몰입해 나가다 보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향상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몰랐던 부분이 해소되

고 성취의 즐거움을 맛보며,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며, 성취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연구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수학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 학습에서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취향, 흥미와 태도 등 정의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 개인의 취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

한 학습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

키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위계

성이 높은 수학 교과의 특성상 선수학습 결손에서 오는

학습부진이 학습자들에게 수학에 대한 거부감과 공포를

심어준다(Park, 1986). 수학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은 한

번 생기고 나면 자신감을 다시 갖기가 몹시 힘들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개인 맞춤 학습 서비스를 통해 수학의 가

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저

학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학습이 학습시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수학에 대한 태도, 수학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경

로를 구조적으로 살펴본 연구를 통해 수포자 예방 교육

서비스 구축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둘째, 개인 맞춤 학습 서비스의 교육적 효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대규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해

갈 필요가 있다. 개인 맞춤 학습 서비스를 적용한 수학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태도와 수학학업성취

도에 미치는 경로를 탐색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 학습 서비스

를 적용한 맞춤형 학습의 교육효과를 실증적으로 탐색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더 나아가 일정량의 학습 빅데이

터를 확보하여 협업 필터링 등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

고, 교과별 개념지도(Knowledge Map)만 해당 과목 내용

으로 교체하면 데이터 모델(학습 행위, 선호, 지식 유형

등)은 거의 모든 과목과 지식 영역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사용자 증가에 따라 데이터량이 증가하고 분석의 정확도

가 높아지면, 글로벌 전방위 교육 서비스 플랫폼으로의

확산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모든 학생을 위한 수학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보

다 정교한 모델과 플랫폼을 구축해 갈 필요가 있다. 수학

은 지식의 위계가 명확하고, 국가별 교육 내용의 차이가

적어, 글로벌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과목이

다. 현재까지 교육은 교수자의 교육적 가설에 기반하여

교육과정 및 수업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개인 학습 진



머신러닝 추천모듈이 적용된 맞춤형 학습 플랫폼 효과성 탐색 385

도와 학습 이해도에 따른 세부적인 개념 취약점, 학습 성

향과 선호에 따른 콘텐츠를 추천하는 인공지능 교수설계

자(Instructional designer)로서의 학습 추천기를 개발하였

다. 해당 추천 모듈은 서비스 플랫폼의 상호작용, 푸시 기

능, 게이미피케이션된 보상 시스템 등과 맞물려 개인별

지식 시퀀스를 실시간으로 생성하여 개인별 맞춤 학습을

실현하였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변혁에 발맞추어

AI와 빅데이터를 융합해 사람과 사물,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연결, 초지능화의 혁신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의 모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학습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인지전략을

유형화하여 이러한 학습 특성에 따른 맞춤형 학습 코스

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Sung, Chae, Lee (2018)는 학습

자 유형을 분류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돕고자 하였으

나, 이를 적응적 학습 시스템에 적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

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이해하고 해

결할 때 사용하는 인지전략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와 각

학습 인지전략에 따른 맞춤형 학습 코스를 추천하는 자

동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후속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이해하고 해

결할 때 사용하는 인지전략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와 시

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 인지전략에 따라 유

형화된 학습자별 학습 코스를 개발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학 프로그램은 서술형 평

가 자동 채점이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연어 분석 및 이미지 인식(손글씨의 인식이나 이미지의

인식 등)을 통한 서술형 자동채점시스템의 적용으로 서술

형 문항의 응답 및 풀이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적

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수학 학습을 점검하고, 학습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피드백의 제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에게는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시각

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글로벌 베타테스트를 통해, 글로벌 학습 빅데이

터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국적에 따

른 학습 문화적 차이와 성취도 비교 연구가 가능할 것이

다. 더 나아가 국가 단위 학습 분석 정보 제공 서비스를

구축하여 국가별 학생의 수학학업성취, 수학적 역량, 태도

와 교사의 교수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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