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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기존의 온라인강의에서 약 으로 제시되어있는 학습자와의 방향성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문항정보를 이용해 학습자의 학습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용한 시스템을 제안한

다. 문항에 련된 속성 값을 정의하는 방법과 정의된 속성 값을 어 리 이션 환경에 용하여 학습

자의 능력에 맞는 강의와 문항을 선정하는 기 을 제시하여 온라인 강의를 보다 효율 으로 수강 할 

수 있게 한다.  

1. 서론

고속인터넷 보 에 합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거 형태로 ADSL이 상용화된 2000년 이후 가구 

인터넷 보 률이 크게 증가하여 세계최고 수 의 인

터넷국가로 부상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환경에 속할 수 있고, 제공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인 라를 이용하여 탄생한 양질의 

e-learning 콘텐츠를 여러 기 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집 는 직장  학

교에서 인기 강사의 교육 콘텐츠를 수강 할 수 있다

는 장 을 내세워 e-learning 산업은 비약 으로 발

해왔다.

한국 u-learning 연합회에서는 2010년에는 시장의 

규모가 6조 8천억 원 로 성장 할 것이라고 망하

고 있다.[1] 이러한 수요와 공 의 확 는 

e-learning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오 라인 

교육 장처럼 학생의 능력수 에 맞추어 강의를 수

강하고 자신의 능력척도를 평가 할 수 있기를 바라

는 것이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며, 잘 이해

하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단하는 것이 온라인 강의 

수강의 성공 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재 서비스되고 있는 e-learning 콘텐츠들은 부

분 동 상 강좌이다. 실제로 강좌만 제공하는 서비

스는 학습자의 학습의지가 요하기 때문에 학습의

지 결여 자는 온라인강의의 효과를 얻기가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장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1:1 강의의 효과를 얻어내기 해 서비스 시스템이 

학습자의 과정, 수  등을 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 취약부분에 해서는 재학습을 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는데 취약부분을 선정하기 하

여 강좌 수강 후 문항테스트를 시행함으로서 학습자

의 수강정보를 분석해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학습 포인트 설정방법은 문항

속성을 가지는 테스트문항에서 문항들 사이의 계

를 고려해 결과 값을 도출해내어 취약 을 분석하는 

것이다. 

2. 련연구

2.1 문항반응이론

1970년 에 보편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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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문항반응이론은 계산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

제로 용되기가 힘들었었다. 하지만 컴퓨터의 발

으로 쉽게 용 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네트워

크의 발 이 함께 진행됨에 따라 문항의 특성정보를 

쉽게 만들어내고 가공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온라인

교육에서 문항반응이론을 이용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문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한 문항반응이론

은 난이도와 변별도를 심으로 한 피험자 능력분석

이론이다. 문항반응이론을 이용하여 피험자집단이 

수행하는 문항집단을 탄력 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피험자가 원하는 단계의 문항으로 검사를 시행 할 

수 있고 피험자집단의 검사결과에 따라 2차 검사에

서는 1차 검사결과가 용된 문항난이도를 이용해 

문항집단을 재구성한다. 따라서 문항반응이론이 

용된 학습 알고리즘은 그림 1처럼 구성된다. 

시 작시 작

초기문항 제시초기문항 제시

응답 분석응답 분석

능력 추정치 산출능력 추정치 산출

종료 기준종료 기준

결과분석 및 보고결과분석 및 보고

종 료종 료

능력에 따른 적절한

문항제세

능력에 따른 적절한

문항제세

NO

YES

시 작시 작

초기문항 제시초기문항 제시

응답 분석응답 분석

능력 추정치 산출능력 추정치 산출

종료 기준종료 기준

결과분석 및 보고결과분석 및 보고

종 료종 료

능력에 따른 적절한

문항제세

능력에 따른 적절한

문항제세

NO

YES

그림 1 난이도와 변별도 정보를 이용한 학습 알고리즘

2.2 학습자 개인 ability 

문항정보에 포함되어있는 난이도 정보와 문항속성

정보를 취합하여 개인 ability의 최종 값을 정의한다. 

문항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정보에 의해 변량이 계산

되고 최종 ability는 기존에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되

어있는 값에 가감이 이루어진다. 값의 정의 방법은 

식(1)의 반복과정을 통해 가능하다.[3]

       


 




  


 



   

             (1)

  : s번째 반복 교정을 통해 얻은 능력추정치

  : 문항 I의 변별도

  : 피험자의 문항 I에 한 응답

     =1 문항 i를 맞힌 응답

     =0 문항 i를 틀린 응답

   : s번째 반복해서 추정된 능력 값을 가진 

         피험자가 문항 i를 맞출 확률

   : 1-    

식(1)에 의하여 정의된 ability는 학습자의 학습 범

를 정하는데 기 이 되는 값으로 특정 난이도의 

문항을 추출하는 기 이 된다. 

3. 문항 속성 값

3.1 정의 

문항속성은 세부성질 4가지의 객체를 갖는다. 객

체가 정의하는 바는 문항이 소유하고 있는 단원 세 

분류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속성 분리

규정은 라북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제7차 수 별 

교육과정 장․ 용을 한 10-나 수학과 심화․보

충 학습 자료이다[4] 

통 으로 시행되는 오 라인 테스트에서는 소단

원의 학습이 종료되면 소단원 심의 기본학습을 시

행 후 해당 소단원의 내용이 주요 핵심이 되는 문항

들을 통해 학습 결과를 측정한다. 이 과정들이 마무

리되면 최종 으로 복합 인 문항을 테스트하여 학

습자의 학습능력을 검증하게 된다. 각 단원들이 

종합된 문항들은 여러 가지 요인을 학습자가 숙지하

고 해결방안을 알아야만 해결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속성 필드별 가 치 값을 입력하고 가 치별 문항연

산을 통해 새로운 개인 필드 값을 생성한다.

각 문항 속성 값은 된 학습결과에 따라 학습

자가 미진한 부분과 우수한 부분을 나타낸다. 

3.2 속성 값의 처리

표 1에서 학습자가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역은  

index_2의 내용이다. 반면 취약 역은 index_4의 

내용이다. 따라서 재학습이 필요한 부분은 index_4

의 내용을 으로 진행된다. value 값은 기 값 

0.5를 부여하고 문항별 속성에 따라 각 역에서 업

데이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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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개인이 소유한 속성 값의 일부

index user
code

subject wide_
section

small_
section

value

int int char char char double

1 85250 수학 함수
함수의 뜻과 

그래
0.2354

2 85250 수학 평면좌표
두  

사이의 거리
0.7234

3 85250 수학 평면좌표
선분의 
내분

0.2411

4 85250 수학 평면좌표
선분의 
외분

0.1354

각 역의 값은 문항 테스트에 참가한 사람의 능

력에 따라 결국 1 는 0에 가까워지게 된다. 거의 

모든 역이 1에 가까워질 경우 강의 피드백 역은 

온라인 교육 시행사의 정책에 따라 취약 역에서 

비 취약 역까지의 범 를 임의 선택해야한다. 

표2는 임의의 문항 속성정보를 나타낸다. 한 개의 

문항 당 4 역씩 정의되어있고, 정의된 역은 고유

의 변하지 않는 값을 가진다. 이 역들은 난이도 

값을 분배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 값에 추가

한다. 문항 속성은 문항 당 맞음, 틀림, 해당 없음의 

세 가지 부류로 나뉘고 난이도 값과의 곱을 통해 결

과 값을 생성한다.  

표 2 문항이 소유하고 있는 속성 값의 시  

필드 값

난이도 0~1사이의 double 값

1 역 함수의 뜻과 그래

1-value 10%

2 역 두 사이의 거리

2-value 40%

3 역 선분의 내분

3-value 25%

4 역 선분의 외분

4-value 25%

문항집단의 역별 가 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result(r) = 




  /r + pre_value      (2)

P=(select(right, wrong, no-realation)) * diff * value 

 여기서 right는 맞음, wrong는 틀림 no-realation

은 해당 없음, diff는 문항의 난이도를 나타낸다. 식

(2)의 연산결과와 기존에 개인 속성 값과 합에 의하

여 다음 단계 속성 값이 결정된다.   

모든 정규과정을 이수한 후에 평가데이터를 바탕

으로 재이수 역을 설정한다. 설정에 필요한 데이

터는 속성 값을 기 으로 한다.

한 명의 학습자가 가지는 문항세트는 그림2처럼 

동일구조를 가진 여러 문항으로 구성된다.   

그림 2 속성 값을 갖는 문항집단의 형태 

   

4. 시스템의 설계 

4.1 C#으로 ASP.NET 페이지 구

코드 비하인드 방식의 asp.net 페이지는 여러 가

지 이 을 가진다. 한 개의 페이지에서 여러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하므로 내부연산이 많은 페이지 특성

상 코드 페이지의 분할은 리상의 편리함을 가져다

다. 한 개발언어로서의 C#이 가지는 장 들을 

그 로 계승해 개발시스템의 특성이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용이 쉽게 만들어 다. 

시스템 구 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MS-SQL 2005 EXPRESS version 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주요구조는 다음과 같다.

<question table>

field data
type script

usercode char 사용자 id 

subject char 과목명

wide_section char 분류

small_section char 소분류

discrimination double 변별도

difference double 난이도

question image 문항 body

word int 정답

attribute1 char 1 역

attribute_val1 int 1 역 값

attribute2 char 2 역

attribute_val2 int 2 역값

attribute3 char 3 역

attribute_val3 int 3 역값

attribute4 char 4 역

attribute_val4 int 4 역값

call-value int 호출회수

right_count int 정답회수

<ability table>

field data
type script

userid char 사용자 id

subject char 과목명

wide_section char 분류

small_section char 소분류

value double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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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웹기반으로 구 되는 시스템의 동작화면

이다.      

그림 3 시스템의 실행화면

5. 결론  향후 연구

문항 속성 값을 이용한 교육 시스템은 강의만 제

공하는 지 까지의 e-learning 시스템에서 한 단계 

의 발 을 가져올 것이다. 행 오 라인 교육에

서 강사가 직  학생을 테스트할 때 가지고 있는 장

인 취약 역 분석을 웹사이트에 용하면 수강자

가 어떤 강의를 수강해야하는지 커리큘럼라인을 제

시해  수가 있다. 그리고 수강자는 웹사이트가 제

시한 경로에 따라 자신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 할 수

가 있다. 이러한 강의구조는 학습량이 많고 반복학

습이 부분을 차지하는 고등 학습에 보다 큰 효

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 다. 

의사교환이 가능한 강의 시스템은 오 라인 강의를 

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아직까지의 기

술은 실제 선생님과 학생이 상호 의사를 교환하는 

수 까지는 미치지는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은 학습자의 기본 인 학습능력  향상

에 충실히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활

용이 될 수 있다.

문항 속성 값은 데이터베이스, 헤더 데이터를 이용

한 통합 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웹기반, 셋탑박스, 도 어 리 이션 기반 

등 부분의 랫폼에서 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기술, 고속 송기술, 웹 컴포 트 구

기술, 정보 변환기술등이 e-learning 시스템에 수반

되어야 하고, 다양한 랫폼에서 동일한 정보를 제

공 할 수 있게 해주는 문항 편집 툴을 개발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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