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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truction of the students knowledge in e-Leaming systems, nam이y the student 

modeling, is a core component used to develop e-Leaming systems. However, existing 

e-Leaming systems have many problems to share the knowledge in a heterogeneous student 

model and a distributed knowledge base. Because the methods of the knowledge representation 

are different in each e-Learning systems, the accumulated knowledge cannot be used or 

shared without a great deal of difficulty. In order to share this knowledge, existing systems 

must reconstruct the knowledge bases. Cdnsequently, we propose a'new a Case Markup 

Language based on XML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A distributed e-Leaming 

systems can have the advantage of easily sharing and managing the heterogeneous knowledge 

base proposed by CaseML. Moreover students can generate and share a case knowledge to 

use the communication protocol of agents. In this paper, we have designed and developed a 

CaseML by using a knowledge markup language. Furthermore, in order to cpnstruct an 

intelligent e-Le遍商g systems, ； we' have done our research based on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the intelligeiit' -agent system by using CaseML.

Key Word： e-Leaning, Qise-^qsed Reasoning, Case based Markup Language, Intellig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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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정보기술은 비즈니스를 혁명적으로 변화 

시켰고, 이제 교육에도 디지털 혁명의 영향력 

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차세대 인터넷 비 

즈니스에서 폭발적인 성장과 수익성에 대한 

기대로 가장 활발하게 거론되는 분야는 

e-Learning이다. e-Learning으로 대변되는 교 

육의 변화는 교육환경의 기술뿐만 아니라 패 

러다임 자체를 바꾸어 놓고 있다. 이러한 

e-Leaming 시스템은 효과적인 교육을 수행하 

기 위하여 다양한 지식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e-Leaming 시스템에서 지식관리는 학습자 

에 관한 지식, 교수-학습과정에 관한 지식, 학 

습 컨텐츠에 관한 지식, 시스템 관리에 관한 

지식으로 구분된다. 특히 학습자 지식은 개개 

인의 기초 정보로부터 학습과 관련된 지식, 학 

습 중의 지식 변화 그리고 협력 학습을 위한 

그룹 지식을 표현한다. 이러한 학습자의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는 젓을 학습자 모델링이라고 

하며 지능적인 e-Leaming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이 된다[8]. 이러한 학습자 모델은 

협력 학습을 위한 e-Leaming 시스템에서 새 

로운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즉, 다양한 학 

습자가 공동의 학습 공간에서 다양한 교수 매 

체를 통하여 학습 시너지를 얻고자 하는 

e-Leaming 시스템은 다양한 학습자와 학습 

정보들이 서로 공유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e-Learning 시스템은 

학습 지식이 이질적이고 분산되어 있어 지식 

베이스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일부 제한적으로 

이용되거나 지식 베이스 전체를 재작성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extensible 

Markup Language(XML) 기반의 Knowledge 

Markup Language(KML)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지식을 표현하게 되면 이질 분산 

환경에서의 학습 지식 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 

는 용이한 장점을 가진다. 특히 학습자 모델을 

사례기반 지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지식의 추론 

과 기계학습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학습자의 . 다양한 지식을-이형• •분산 환경의 

e-Leaming 시스템에서 손쉽게 공유하여 협력 

학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능적인 학습을 하 

기 위한 사례기반 지식 설계 방법을 살펴보고 

학습자 모델을 사례 기반 지식을 이용하여 구 

축한다. 또한 사례기반 학습자 지식을 공유하 

기 위한 XML기반의 사례지식 표현 언어인 

Case Markup Language (CaseML)를 정의하 

고, e-Leaming 시스템에 맞도록 설계, 구현한 

다. 마지막으로 분산 이질적인 지식 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한 지능형 에이전트의 프로토타입 

을 적용한 효율적인 e-Leaming 시스템을 설 

계, 구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분산 e-Leaming 시스템에 

생성되는 사례 지식의 공유 및 생성 지식의 

우수함을 보였다.

2. 사례기반 추론과 XML 기반 

지식 마크업 언어

2.1 사례 기반 추론

e-Leaming 시스템의 지식 관리 중 가장 

중요하게 작성되어야 할 부분은 학습자에 관 

한 지식의 구축 즉, 학습자 모델링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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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학습자 모델링은 지능적인 e-Leaming 

시스템의 핵심 부분이 되며, 이에 따라 교수- 

학습 방법 결정, 적응형 컨텐츠 제공, 학습자 

진단 및 평가,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 등의 특 

성을 좌우한다[15]. 이러한 학습자 모델을 구 

축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지식을 표현하는 방 

법이 중요한데 가장 团반적으로 사용하는 방 

법은 생성 시스템 (Production System)을 이용 

한다[17]. 그러나 생성시스템에 의한 학습자 

모델링은 지식의 획득의 어려움과 지식의 유 

지보수 즉, 기계학습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가 

지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례기반 ■추론 (Case-Based 

Reasoning, CBR) 방법을 이용하며, 이러한 시 

스템의 지식 표현은 추론방법 및 기계학습을 

매우 용이하게 수행한다[6].

사례 기반 추론은 기존 기억 장치에 구축 

되어 있는 사례에서 현재의 문제와 유사한 과 

거의 사례를 찾고 과거의 사례와 현재의 사례 

들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과거의 문제 해법 

을 현재의 문제에 맞게 수정하여 문제를 풀어 

가는 방법이다[5][12丄 사례 기반 추론의 기본 

아이디어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 

용한 해법을 수정하여 새로운 문제의 해결에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문제 해결과정 

의 재사용을 통하여 자동적인 학습을 수행 할 

수 있다. 특히, 지식을 사례의 형태로 저장하 

기 때문에 기존의 인공지능 기법의 문제점으 

로 지적되어 오던 지식 획득 병목 현상의 문 

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례기반 추론은〈그림 1>과 같이 4단계의 

순환 과정 (4REs Cycled 통해 이루어진다[1].

• 검색(RETRIEVE) 단계: 새로운 사례와 

가장 유사한 사례 혹은 사례들의 집합

을 검색함

• 재사용(REUSE) 단계: 검색된 사례의 정 

보와 지식(해결 방법)을 사용함

• 수정 (REVISE) 단계: 재사용단계에서 사 

용된 해가 입력 문제에 적합치 않을 경 

우 발생한 실패로부터 학습을 함

• 유지 (RETAIN) 단계: 차후의 새로운 문 

제에 대처하기 위해 유용한 문제 풀이 

사례를 유지 보존함

문제

검색

(Retrieve)

〈그림 1> 4단계의 순환 과정(4REs Cycle)

사례 기반 추론의 방법을 응용하여 인지 상 

태의 추론이나 훈련 및 교수의 목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Williams는 학습자가 

문제를 푼 뒤 교정과 평가 과정을 사례 기반 

추론을 이용하여 학습에 적용하였다[16]. 또한 

Schank는 사례의 획득을 통하여 새로운 교육 

과정을 설계하기 위하여 목표기반 시나리오라 

는 학습 기법을 제안하였다[5]. 이 방법은 다양 

한 학습자의 풍부한 사례를 통하여 새로운 학 

습자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e-Leaming 시스템에 적합한 방법이다. 

Kolodner는 기초 학습을 가르치기 위한 지식 

표현의 개념 부분을 사례라고 표현하여 지능형 

교수 시스템에의 응용을 제시하였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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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XML-기반 지식 마크업 언어의 연구 동향

2.2 XML 기반 지식 마크업 언어

기존의 HTML은 분산된 웹 환경에서 데이 

터 또는 정보 관리 측면을 강조한데 반하여 

XML기반의 마크업 언어들은 지식 관리의 관 

점에서 웹을 확장하고 있다. XML은 데이터에 

구조를 부여함으로써 정보를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기술로서, 특히 지식을 다루기 위한 

XML기반 마크업 언어를 지식 마크업 언어라 

고 한다[14]. 기존 분산환경의 자료나 정보들 

을 지식화 함으로써 다양한 응용분야에 접목 

시킬 수 있을 뿐더러 적은 비용으로 기존의 

이형적이고 분산된 시스템의 정보와 지식 베 

이스를 공유할 수 있다. 현재 많은 XML기반 

의 KML이 기존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하여 지 

능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1].

〈그림 2>는 인공지능의 지식 표현방법(규 

칙, 프레임, 논리식 등)과 XML(스키마, RDF 

둥)의 결합을 통해 지식베이스를 분산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연구 사례를 도식화한 것이다 

[14]. 지식 표현을 위한 XML의 일반적인 장점 

은 표준화된 웹 상의 데이터를 자기 자신이 

기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구조화된 자료와 지식을 교환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자원으로부터 정보를 호합할 수 있다. 새 

롭게 제안되는 KML은 이러한 XML의 장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웹 상의 지식 베이스를 구 

축하는데 확실한 인프라가 된다. 즉 지식 베이 

스에서 직접 불러오거나 저장이 가능하며 다 

른 인공지능 언어간의 지식 베이스를 교환할 

수 있어 인공지능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소 

스를 다양한 웹 자원으로 변환할 수 있다.

지능형 Agent와 관련된 XML기반 KML에 

관한 연구는 주로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와 인공지능 관련 

연구실과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다[2][11]. 관련 

된 연구를 보면 크게 Rule Markup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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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Leaming 시스템에서 KML을 이용했을 때 이점

(RuleML), DARPA Agent Markup Language 

(DAML), Semantic Web 을 위 한 Markup 

Language로 진행되고 있다[14].

2.3 지식 마크업 언어와 e-Learning

이러한 지식 기반 마크업 언어는 기존의 

지식 기반 시스템에 적용되었을 때 다양한 이 

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e-Leaming 시스 

템에 적용했을 때 많은 장점을 지원한다.〈그 

림 3>은 지식 마크업 ■ 언어를 e-Leaming 환경 

에 적용했을 때의 장점을 도식화 한 것이다.

• 시스템과 학습 변동시 학습자의 지식 변환 

및 수정, 적용이 용이하다.

• 다른 시스템과의 아웃소싱을 위한 컨텐츠 

개발, 학습자의 정보를 그대로 수용 가능 

하다.

• 기존에 구축된 리거시(Legacy) 시스템과 

그대로 연동 가능하다.

• 다른 e-Leaming 시스템의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다.

• 에 이 전트에 의 해 다양한 학습자끼 리 협력 

학습이나 협력작업이 가능하다.

•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동질의 학습자끼리 

P2P학습을 주관하거나 참여하여 학습을 할 

수 있다.

•기업 학습에서 기업 컴퓨터와 연동 하여 

학습자 학습 지식 수용 및 적용, 평가할 수 

있다.

• 다른 지식 처리 언어와 혼합하여 더욱 성 

능이 좋은 학습 시스템 구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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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기반 마크업 언어

(CaseML)의 정의 및 설계

이 장에서 우리는 XML 기반의 사례 정의 

언어 즉, 사례 기반 마크업 언어에 대해 기술 

한다. 기존 사례 기반 정의 언어에 관한 연구 

는 Hayes와 Doyle[7][9]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웹 기반이 아닌 자체 어플리케이션의 사례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를 정의하여 사용하였으며, 

다른 시스템과의 공유를 위하여 사용하기는 

미흡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학습을 위 

한 e-Leaming 시스템에서의 응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XML은 특별한 도메인을 위한 메타-데이 

터 기술과 이러한 포맷에 의해 표기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도록 응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 

술 언어이다. 메타-데이터 기술은 문서의 의 

미를 나타내기 위한 DTD (Document Type 

DefinitionX 사용한다[3]. 우리는 XML 기반 

형싈의 사례를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인 DTD 

즉, CaseML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사례를

XML로 표현하기 위해서 4가지 파일을 설계하 

였다. 사례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Case 

Frame.xml 파일과 CaseFrame의 문서 구조 

를 정의하기 위한 CaseFrame.dtd 그리고 

CaseBase 의 컨텐츠 내용을 포함한 Case 

Content.xml과 문서 구조를 정의하기 위한 

. CaseContent.dtd로 구성된다.〈그림 4＞에서 

이 4가지 파일의 관계와 구조를 자세하게 나 

타내 준다.

설계된 4가지의 파일을 쉽게 설명하기 위 

하여〈그림 5＞와 같이 사례에 대한 구조와 

내용을 나타냈으며,〈표 1＞은 기존 사례를 통 

하여 새로운 학습자에게 적절한 학습 컨텐츠 

를 제공하기 위한 추론의 예를 나타낸다. 새로 

운 학습 사례가 발생하면 기존의 leamingl 사 

례와 learning? 사례에서 유사도를 비교하여 

problem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 파일인 CaseFrame.xml은 사례 베 

이스의 특성에 대한 정보 즉, 타입의 제약 사 

항, 가중치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아래 

의 XML 파일은 CaseML에 표기된 학습자 모 

CaseFrame.xml:
특별한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 사례 베이스 안의 혹성 
값-속성, 가중치 등

〈그림 4＞ CaseML의 문서 구조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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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의 3가지 특성을 보여주는 CaseFrame.xml 

이다.

Current Knowledge
Pre-score： 70
Post-score：80
Pre-learning : Geometry
Learning-time： 65min
Subject： circle
Error-rate： 20%

〈그림 5>학습자 사례 표현

〈표 1> 새로운 학습을 위한 사례 추론 
테이블의 예

Feature learning 1 learning! New Case
Pre-score 70 60 70
Post-score 80 80
Pre-leaming Geometry Geometry
Learning-time 65min 120min 90min
Subject circle square square
Error-rate 20% 24% 18%
Solution problem 4 problem 5 ?

CaseFrame.xml 

<?XML version="1.0M?>

<!D0CTYPE casedomdef SYSTEM 

wCaseFrame.dtdw>

<slotdef name = wPost-scorew>

<type Lind="integer"/>

<range>

<interval>〈start value=ff0V>〈finish

value:=w1007></interval>

</range>

</slotdef>

<slotdef name = "Pre니earning”〉

<type kind="symbol"〉

<range><enumeration>Set Logic Proposition 

Number Equation Geometry Function Algebra 

Trigonometric Differential Integral Matrix 

Vector Limit Probability Statistics 

</enumeration> 

</range> 

</type> 

</slotdef> 

<slotdef name = "Lean血 

<type kind드"integer"〉 

</type> 

</slotdef>

</casedomdef>

파일 안의 广2행은 XML의 버전이 1.0 임 

을 나타내고, DTD는 CaseFramedtd라는 파일 

에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각 사례의 

속성은 <slotdef> 태그로 나타내며 각 속성에 

대한 값은 값의 형식에 따라 <type>태그로 

선언하여 값의 종류를 구분하였으며 그 값에 

따라 값의 범위를〈range〉로 구분하였으며 

<enumeration>, <interval> 태그를 이 용하여 

값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다.〈interval〉 

태그 안의 내용은 학습자의 평가 점수(广100 

사이의 점수를 나타내며,〈enumeration〉태그 

안의 심벌들은 학습자가 사전에 학습한 수학 

의 한 영역을 나타낸다.

이러한 태그들은 다음의 CaseFramedtd 파 

일인 DTD에 정의되어 있다. 모든 DTD의 내 

용에 대한 기술은 중복되므로 생략하였다.

CaseFrame.dtd

<!ELEMENT slotdef (type, weight?, 

constraint?)>

# weight 태그와 constraint 태그는 둘 다 선택 

사항이다.

<!ATTLIST slotdef name ID #REQUIRED> 

<!ELEMENT typ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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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은 선택적인 range 태그로 구성되었다.

# t^pe은 %血1” 속성을 가진다

<!ATTLIST type kind (integerlsymboll 

ordered_symbol|stringlreal) "symbol"〉

<!ELEMENT enumeration (#PCDATA)>

다음 파일은 CaseContentxml의 일부분을 

나타낸 예제이다. DTD는 매우 간단하기 때문 

에 CaseContent.xml 파일에 삽입하여 표현하 

였으며 3행~8행의 내용이 그것을 나타낸다. 사 

례의 내용은 많은 사례들을 포함할 수 있으나 

한가지의 사례만을 예로 나타낸다.

CaseContentxml

<?XML VERSION="L0”?>

<!DOCTYPE cases [<!ELEMENT cases 

(casedef+)>

# CaseContent.dtd 내용을 XML파일에 인코딩하 

였다.

《ELEMENT casedef (attributes, solution)> 

<!ATTLIST casedef casename JD 

#REQUIRED〉

<'ELEMENT attributes (attribute+)> 

(ELEMENT attribute (#PCDATA)> 

<!ATTLIST attribute name CDATA 

#1政UIRED>

<!ELEMENT solution (#PCDATA)> ]>

<ca^es>

<casedef casename=,,nr/> ,# 사례 1 

<attributes>

<attribute name=,/Pre-scorew>70</attribute> 

<attribute name=/,Post-score,/>80</attribute>

< a t t r i b u t e 

nan^=,/Pre-learning,,>Geornetry</attribute>

< attr ibute 

name=,,Leaming-time,/>65min</attribute> 

<attribute name-wSubject/,>Circle</attribute> 

<attribute name=,,Error-rate,,>20%</attribute> 

</attributes>

<solution>problem 샤 </solution>

</casedef>

</cases>

4. e-Learning을 위한 에 이 전트 

시스템의 설계

4.1 시스템의 전체 구조

본 연구에서 설계된 사례기반 학습자 지식 

추론을 위한 e-I&aming 시스템은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인 지능형 교수 시스템 

과 학습자 인터페이스 부분, 그리고 사례 지식 

을 공유하기 위한 에이전트 모듈로 나누어진 

다. 전통적인 지능형 교수 시스템은 학습자 모 

듈과 전문가 모듈, 교수학습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자 모듈에 기존 버그 라이브러리 

모델 이외에 사■례 베이스가 추가되었다. 사례 

베이스는 다양한 학습자에 대한 사례들이 저 

장되어 있으며, 새로운 학습자가 학습을 할 경 

우 그 학습자와 유사한 사례 즉, 유사한 학습 

능력이나 학습 수준을 가진 기존의 학습자 사 

례를 토대로 적절한 학습 컨텐츠를 제시하거 

나 학습 방법 및 전략을 위해 사용된다. 전문 

가 모듈은 CBR 엔진을 가지고 있어，협력학습 

을 위한 학습자 매칭과' 교수 모듈에서 적절한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학습 전략을 학습 

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학습자 인터페 

이스 부분은 부분적인 학습자 지식을 저장하 

기 위한 로컬 학습자 모델과 e-Leariing 시스 

템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인터페이스 모듈, 그 

리고 사례변환기를 가지고 있다.

에이전트 모듈에.포함된 XML 처리 엔진은 

이미 기술된 CaseFrame.xml, Cas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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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사례 기반 지능형 e-Leaming 시스템

xml, CaseFrame.dtd, CaseContent .dtd, 그리 

고 에이전트와 상호 통신하기 위해 ACML 

(Agent Communication Markup Language) 로 

표현된 .fifa-acLxinl과 fifa^acl.dtri 파일을 포함 

하고 있으며, Case 와 KQML(Knowledge 

Query and Manipulation Language) 메시지를 

분석할 XML parser와 변환기를 가지고 있다. 

전체적인 구조는〈그림 6〉과 같으며, 본 연구 

에서는 에이전트 모듈과 Case 생성기를 구현 

한다.

4.2 사례 지식의 처리 모듈 설계

학습자의」치식이 •사례'' 베이스와' 학습자 모 

듈에서 처리되는 과정은〈그림 7>과:팥다. 학 

습자가 '학습을 시작하면 기존 학습자 모델에 

있는 학습자 정보를 추출하여 새로운' 사례로 

변환한다. 이때 학습쌰의-정보는 기至 자료와 

이전 학습 상황을 토대로 '구성되며 현재 학습 

자와. 사례가 가장 •유사한 학습자 정보를 사례 

베이스헤서 추출한다. 가장 유사한 학습자의 

학습 가록을 토대로 새로운 학습자의 학습을 

추천한다. 즉 새로운 학습자에게 가장 적절한 

학습 컨텐츠 또는 문항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 

서는 학습 컨텐츠라기보다는 문제 은행에 있 

는 문항들로 보는 것이 옳다. 적절한 학습 문 

항을 제시받으면 학습자의 학습이 시작된다. 

학습자는 문항에서 제시하는 과정대로 문항을 

해결한 후 정답을 입력한다. 시스템은 전송 받 

은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의 지식을 추론한다. 

가장 먼저 시스템은 학습자의 정답을 확인한 

다. 첫 번째로 틀린 경우 사례 베이스와 문제 

은행에서 제시되었던 문항과 가장 유사한 문 

항을 추출하여 다시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진단하게. 된 

다. 진단된 결과는 학습자 모델에 학습자 정보 

와 버그로 저장하게 . 된다. 두 번째로• 정답이 

맞은 경우 시스템에 미리 작성된 해결 과정과 

비교하여 같은(정확하게는 유사성이 가장 높 

은) 경우에는 학습자가 문제를 옳게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학습자 모델에 저장하게 된 

다. 만약 시스템의 해결과정과 상이하게 틀린 

경우 문제 해결의 새로운 사례로 판단하여 기 

존 문제은행과 문제 해결 사례에 추가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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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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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사례 기반 학습자 모델링 과정

다. 이 과정을 사례 기반 추론 방식에서 기계학 

습 과정이라고 한다: 사례 기반 학습자 모델링 

의 과정은 CBR 순환(4REs Cycle)과 동일하다.

분산 환경의 경우 이러한 CBR을 통해 수 

많은 해결 방법과 사례들을 수집할 수 있다. 

분산 환경에서 수집되는 경우 CaseML을 이용 

하여 기존 지식 기반 시스템의 지식 베이스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순환하 

는 것은 CBR의 사이클 모형을 따르게 되며 

더욱 지능적인 e-Leaming 시스템올 구현할 

수 있다.

4.3 에이전트간 통신 모듈 설계

분산된 e-Leaming 시스템의 학습자 모델 

과 같은 지식을 처리하기 위하여 멀티 에이전 

트 기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에이전트가 협력 

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통신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에이전트 

간 통신 언어는 FIPA ACL이다. FIPA ACL 

메시지는 Lisp 언어와 유사하게 표기되며, 그 

예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XML을 이용하여 

FIPA ACL 메시지를 부호화 한 것을 에이전 

트 통신 마크업 언어 (ACML)라고 부르며 다음 

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 XML로 인코딩된 경우 파서 개발이 용이 

하며 새로운 ACL 구문이 추가되거나 변 

경되어도 쉽게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ACL의 XML화는 에이전트를 좀 더 웹 

환경과 친숙하게 만들어, 웹 기술과 인공 

지능의 결합을 용이하게 한다.

• XML의 링크 기능을 이용하면 ACL 메시 

지의 “content”에 사용되는 온톨로지를 

공유하기 쉽게 해준다. 온톨로지를 단순 

히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온톨로지가 정 

의된 곳올 링크 하게 되면 여러 에이전 

트들이 온톨로지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 링크 기능은 위에 기술한 것 .이외에도 다 

양한 형태로 이용될 수 있다. 메시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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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er："를 그 에이전트의 정보가 있는 

파일의 위치를 링크 하게 되면 수신자는 

송신자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내용계층을 XML로 인코딩 하였을 경우 

XML은 HTML과 달리 내용중심으로서 

뷰가 분리되어 있어 여러 가지 형태로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

ACML 파일은 에이전트에게 전송되기 위 

하여 CaseML에 포함된 ACL 메시지에 의해 

표현된다. 아래의 두 가지 내용은 FIPA ACL 

메시지 원본인 KQML과 XML로 인코딩 된 

ACML 메시지를 나타낸다. 〈그림 8>은 

CaseML과 ACML을 이용한 에이전트간의 사 

례 공유 모델을 나타낸다. e-Leaming 시스템 

은 이러한 ACML과 CaseML에 의하여 분산된 

지식의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아래 메시지는 KQML 메시지(FIPA ACL) 

의 예를 나타낸다. hansg_agent가 gsjo_agent 

에게 수학에 관련된 새로운 사례 지식을 

CaseML 언어를 통하여 content：내부에 포함하 

여 그 내용을 통지하는 내용이다.

(inform

'sender hansg_agent

:receiver gsjo_agent

•ontology math^natic

•language CaseML

:content «?XML VERSION="1.0”?>

<!DOCTYPE cases [<!ELEMENT cases

(casedef+)>

<cases>

<casedef casename그"nl">

<attributes>

〈attribute

name-z,Pre-scorez/>70</attribute>

<attribute name ="Post-score">80

</attribute>

<attribute name=//Pre-leaming,,> Geometry

</attribute>

<attribute name=:,rLeaming-time,,>65min

</attribute>

<attribute name 으'Subject">Circle

</attribute>

<attribute name=nError-raten>20%

</attribute>

</attributes>

<solution>problem 4 </solution>

</casedef>

</cases> )) 

〈그림 8> CaseML과 ACML을 이용한 에이전트간의 사례 공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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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스는 위의 FIFA ACL 메시지를 

XML로 인코딩 하여 ACMLS. 표현한 

메시지의 예를 나타낸다.

fipa_jacLxml
<?xml version="preT.O”?>

<!DOCTYPE acl SYSTEM wfipa_acl.dtdp> 

<message> 

<messagetype>

not-understood

</messagetype>

<messageparameter>

<sender link="http:〃eslab.inha.ac.kr /Tiansg,Z> 

hansg_agent

</sender>

</messageparameter>

<messageparameter>

<receiver link="http:〃www.inha.ac.kr

/people/gsjo/"〉

gsjo_agent

</receiver>

</messageparameter>

<messageparameter>

<ontology link=,/http：//www.ctutor.net

rfish/ontology/math.html'^

mathematic

</ontology>

</messageparameter>

<messageparameter>

<language

link=Mhttp：/7www.inha.ac.kr/CaseML.html,/>

CaseML

</language>

</messageparameter>

</message>

<messageparameter>

<content xlink：type=,zsimple,/

xlink：href="http:〃www.ctutor.net

广fish/content/CaseContentjanl
#xpointer(/cases/ettributes) “

xlir«：href="on成oad">

</content> ，

</messageparameter>

5. e-Leaming 시스템을 위한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례 마크업 언어인 

CaseML 의 효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e-Learning 시스템기반의 지능형 에이전트 시 

스템을 구현하였다. 시스템 구현의 주내용은 

e-Leaming 시스템의 전반적인 모듈의 구현이 

아니고, 사례 기반 지식의 생성 및 전송을 위 

한 CaseML의 자동 생성기와 . 분산된 

e-Leaning 시스템 안의 학습자 지식을 공유하 

기 위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현에 주안 

점을 두었다.

5.1 CaseML 작성을 위한 CaseML 빌더

구현

본 연구에서 제안된 .CaseML은 표준화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수작업으로 

XML 문서와 DTD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비 

효율적이며 표준을 위배할 수 있는 문제를 내 

포한다. 따라서 CaseML을 자동으로 생성해 

줄 수 있는 생성기는 필수적이다.〈그림 9> 

는 이러한 CaseML에 사용되는 XML 문서들 

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CaseML 빌더의 화 

면이다.

CaseML 빌더는 자바와 Prolog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생성된 사례 베이스와 XML 문 

서느 JDBC를 이용하여 MS-SQL DB에 저장 

하도록 하였다. CaseML 빌더는 사례기뱐 추 

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CBR 4REs 사이클의 

기능을 지원한다. 우선 CaseBase 메뉴에 의'하 

여 새로운 사례 베이스를 생성한 뒤 이 사례 

베이스에 구축돨 사례의 프레임이 CaseFrame

http://www.inha.ac.kr
file:///http%EF%BC%9A//www.ctutor.net
http://www.inha.ac.kr/CaseML.html,/
http:%25e3%2580%2583www.ctuto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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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

"Q Equation.case

:D理用!牌停
宇-D Number.case

；•- 0 Set case

:Q Triflonometric.case re-score tlnteper
Postscore integer
戸落崩지.西.........而筋「

Stibjeci . ..................

irrorrate.........integer

"00.的:顽.....

.....................

....... ；；0-640……

"'Tcircle

J0-100

i0.28
M.'12

罚i
I0.25

〈그림 9> CaseML 빌더의 주화면

라는 모듈에서 생성된다. 또한 실제 사례 베이 

스에 입력될 사례들은〈그림 10> 에서와 같 

이 Case Content 모듈에서 입력이 되어 사례 

베이스의 사례들이 축적되어 진다. 사례들은 

이 모듈을 통하여 초기에 전문가에 의해서 생 

성되지만 하급과정에서는（그림 11>에서 제 

시하는 분산된 에이전트 시스템에 의하여 사 

례 지식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친다.

이외에 CaseML 빌더는 검색 모듈과 수정 

및 교정 모듈, 그리고 학습 모듈을 가지고 있 

어 사례의 유사도를 이용한 검색과 사례들의 

무결성 검사 및 중복 사례의 제거 작업을 수 

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학습 모듈은 현재까 

지 저장된 사례들과 새로운 사례들을 자동으 

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참여에 의해 

부분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차후 연구에 자 

동화된 기계학습 모듈을 추가하고자 한다.

〈그림 10> CaseML 빌더에서 실제 사례 

입력 화면

5.2 지능적인 e-Leaming을 위한

에이전트 시스템 구현

분산된 지식 베이스의 지식을 공유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에이전트의 구성은 FIPA에서 제 

안하는 표준 규격을 따랐으며 프로토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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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에이전트간 사례 지식 공유를 위한 CaseML 전송 모듈

FIPA ACL의 내부 언어인 KQML을 준수하여 

구현하였다. 에이전트 플랫폼간의 메시지 통신 

은 HOPdntemet Inter ORB Protocol)을 이용 

하여 에이전트간의 협력과 통신의 표준 프로 

토콜을 따랐으며, AID(AgentlD) 를 가지고 

MTS (Message Transport System)는 AID를 

보고 메시지들을 해당 에이전트에게 라우팅 

하도록 하였다. 즉, 기존 멀티 에이전트위 퍼 

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제거하였다.

시스템의 전체 프로토타입은 Java를 이용 

하여 프로그래밍 하였으며, 에이전트 기본 골 

격은 FIPA 규정을 따르는 JADE(Java Agent 

DEveloper)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학습자 버 

그 라이브러리를 구축 및 추론하기 위하여 자 

바 기반 전문가 시스템 쉘인 JESS를 사용하 

였다. 또한 e-Leaming 시스템의 학습 웹서비 

스를 위하여 Windows 2000 server에서 US 웹 

서버와 서블릿을 이용하였으며, MS.-SQL을 

DB 로 이용하고 있다. XML 파서로는 

MSXML을 이용하였다.〈그림 11>은 에이전 

트간 사례 지식 공유를 위한 CaseML 전송 모 

듈의 구현된 화면을 나타낸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산된 다른 e-Leaming시스템의 지식 

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으며, CaseML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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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L을 응용하여 지식 추론을 할 수 있다. 

실제 학습에 있어서 에이전트는 내부적으로 

포함되어 학습자에게 나타나지 않으며 입력 

또한 간단하게 처리된다.

6.3 실험 및 고찰

구현된 시스템의 성능을 살펴보기 위하여 

초기 사례 지식을 기반으로 학습 중 발생하는 

사례 지식 생성율을 비교, 실험하였다.

단일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사례와 10명에 

의해 생성된 사례 그리고 50명을 대상으로 생 

성된 사례 수를 비교하였다. 사례 도메인은 고 

등 수학 중에서 기하 영역의 10항목을 추출하 

여 실제 학습에 투입하여 생성된 사례 지식의 

수를 고찰하였다. 학습 시간은 200분을 기준으 

로 실시하였으며 학습자 수준은 다양하게 구 

성하여 정답 사례와 오답사례를 발생하도록 

하였다. 단일 사용자의 사례를 정교하게 확인 

하기 위하여 5명을 단일 학습으로 한 뒤 발생 

하는 사례수를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그림 12>는 학습 중 생성된 사례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학습 초기 

에 삽입된 사례는 정답 사례 1개와 오답 사례 

3개를 기반으로 시작하였다. 결과를 분석해 보 

면 학습 초기에 생성된 사례의 수 중 50명의 

학습자가 생성한 사례의 수가 지수적으로 증 

가함을 보였다. 이에 비해 단일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사례의 수는 매우 적게 생성되며, 그 

증가율 또한 느리게 생성됨을 보였다. 단일학 

습자의 경우 학습의 종료시점이 되어서야 사 

례가 다량으로 구축됨을 보였다.

이는 초기에 사례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 

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이 효과적임 

을 보여주며, 분산된 학습자의 지식을 공유함 

에 의해 학습 초기에 학습자 수준에 맞는 적 

응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례의 수는 세 경우 모두 어느 지점에서 

증가 곡선이 약간의 하향곡선을 그리게 되는 

데 이것은 사례 베이스가 유지 보수과정에서 

동일한 사례와 종속적인 지식을 내포하는 사 

례를 제거하는 무결성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 

〈그림 12> 학습자（에이전트） 수에 따른 사례 생성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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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생성된 사례의 수를 비교하면 다수의 

학습자가 참여한 학습에서 더욱 많은 사례가 

생성됨을 보이며, •일정한 학습이 경과한 후에 

는 사례 지식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정 

화 단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CaseML올 

이용한 e-Leaming 시스템은 학습자의 지식 

공유를 위하여 매우 우수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에이전트의 협력적인 작업을 통하여 

기존의 시스템들이 지식을 활발하게 공유하며 

기능을 확장함을 볼 수 있었다.

7. 결론 및 향후 연구

전자 상거래에서 e~Leaming의 역할과 그 

영역은 지속적으로 성장해가고 있으며 기업의 

지식 관리 차원에서 더욱 많은 기능과 기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분산되어 있는 

지식의 공유에서 시작되며, 이러한 공유를 통 

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의 모 

델과 지식 마크업 언어의 역할은 이러한 기대 

를 지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e-Learning 시스템 

의 모형은 에이전트 시스템올 이용하여 지식 

의 관리와 공유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었으며, 

사례기반 마크업 언어인 CaseML을 통하여 더 

욱 효율적으로 e-Leaning을 지원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의 결 

과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모델의 중요성과 연구 성과에 

관한 고찰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e-Leaming 시스템에서 학습자 모델 구축을 

위해 CBR의 장점과 실제 학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베이스를 설계, 구현하였다.

둘째, 분산된 환경에서 사례베이스를 공유 

하기 위한 XML 기반 CaseML을 설계하였으 

며, 실제 XML 문서와 DTD를 정의하여 손쉽 

게 응용할 수 있는 구조를 모델링하여 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CaseML 빌더를 구현하 

였다.

셋째, e-Leaming 시스템에 실제 응용될 

지능형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현 방법을 고찰 

하였으며 세계적인 표준을 따르는 에이전트 

모델을 구현하였다.

넷째, 고등 유클리드 기하 학습 문항을 투 

입한 에이전트 시스템의 사례 지식 생성 실험 

을 통하여 본 연구의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웹 상에 분산된 지식을 

사례 기반 마크업 언어와 지능형 에이전트 시 

스템을 통하여 공유할 수 있으며, 거대하게 생 

성되는 지식들을 손쉽게 수집, 공유함으로써 

웹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 영역을 확장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비단 e-Leaming 분 

야에 국한되든 것이 아니라 전자상거래에 관 

련된 모든 지식 관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차후 연구로 기업교육에 관련된 분야의 컨 

텐츠를 사례 베이스화하는 작업과 에이전트를 

이용한 분산 환경에서의 실제 컨텐츠 공유, 교 

환, 변환, 검색 부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보다 정교한 학습자 지식 추론을 위한 

Rule과 기계학습 방법을 사례기반 추론 방법 

과. 통합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형 

분산 환경에서 대량으로 생성된 새로운 Case 

의 일관성 유지에 관련된 연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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