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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머신러닝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블록 기반 코딩 플랫폼을 내장한 LMS를 제안한

다. 해당 LMS는 Moodle이라는 LMS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이트가 구축되었으며, LTI를 통해 LMS 내부에 

DIY라는 코딩 툴을 내장 시켰다. 또한, 사용자의 모든 로그데이터를 통해 추천시스템을 구상하였으며, DIY

를 통해 실행되는 코드를 Python Pedal라이브러리를 백엔드에서 실행 시켜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에 대해 즉

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게 구성되어 있다.

키워드: 지능형교육시스템(ITS), 무들(Moodle), 코드 피드백(code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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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LMS는 교육 전반에 걸친 에코시스템이 원활해지도록 돕는 시스템

으로, 교육 과정, 학습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고, 기록해주는 소프트웨어

라고 통칭된다.

많은 IT 비전공자들을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구현을  블록형 

코딩 플랫폼인 딥아이(D.I.Y; Deep AI Yourself)에 대한 편리성과 

기능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맞춤 추천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 

맞춤 가이드를 제공하며, 즉각적인 사용자의 코드 분석을 통한 

feedback을 구상하여 딥아이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무들

(Moodle)기반 LMS를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최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추천시스템을 접목시켜 사용자 맞춤 

개인화를 통한 추천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예로 추천시스템 

기능을 가진 교육 프로그램으로 산타토익, AI tutor 등이 있다.

하지만 IT관련 교육 플랫폼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어 본 논문은 

IT 관련 교육 플랫폼 중 Blockpy에서 제공하는 feedback기반 튜터링

의 기능을 접목시킨 코드 분석을 통한 feedback 기술과 사용자 맞춤 

추천시스템 기능을 포함한 LMS를 구성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딥아이를 내장한 오픈 소스 LMS인 무들 기반 플랫폼을 설계하였다. 

무들은 오픈 소스 전자학습 플랫폼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무들 기반의 LMS에 딥아이를 내장시키기 위해 LTI(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를 사용한다. LTI를 통해 딥아이의 기능을 

LMS에 제공하다.

해당 LMS는 Fig. 1과 같은 아키텍처를 이루며 LMS 및 딥아이에서 

발생되는 모든 로그를 DB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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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stem Architecture

사용자가 강좌에 들어가면 LTI를 통해 LMS에 내장된 딥아이에 

접속할 수 있으며 모든 로그 데이터는 백엔드(Back-end) 서버에 

즉각적으로 저장된다.

DB에 저장된 내용 중 에러 발생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Fig. 

2.의 구성을 통한 추천시스템을 구상한다.

Fig. 2. recommendation Module

Fig. 2.와 같이 User의 ID정보와 사용자 데이터를 서버에서 받아 

컨텐츠 기반 필터링을 기반으로 User의 실력을 예측한다[1].

예측한 실력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의 난이도로 나눠진 문제들을 

수준에 맞춰 추천해 User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고 실력을 향상시킨다.

해당 LMS가 내장하고 있는 딥아이는 코드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을 Fig .3.과 같은 구성을 통해 제공한다.

Fig. 3. feedback Architecture

사용자가 코드를 실행시키면 작성한 코드가 파이썬 파일로 백엔드 

서버에 전송되며 파이썬에 내장된 Pedal 라이브러리를 통해 분석 

후 즉각적인 피드백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2].

IV. Conclusions

IT 비전공자들이 쉽게 파이썬 기초부터 머신러닝까지 구현해볼 

수 있는 툴인 딥아이를 LMS에 내장시켜 교수자와 폭 넓은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LMS의 다양한 기능들을 넘어서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초보자가 자신의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천시스템은 각 사용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실력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고 향후 추천시스템은 LMS의 자체기능으

로 삽입시키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추천시스템의 모델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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