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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온라인 기반의 교육 시스템이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 많은 발 을 이루고 있다. 기존의 오 라인 교

육 시스템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은 그 보조  수단에서 독자 인 교육 시스

템으로의 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 시스템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유형 

가운데 문의형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자가 조  학습 효과를 높 던 이  연구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용자 부담률을 낮추기 해 문가 인터럽트 방식을 도입하여 개선된 자가 조  문의형 교육 시스

템을 제안한다.

1. 서론

   교육 시스템이 다변화 되는 가운데, 온라인 기반 기술

들의 발 과 더불어 련 교육 시스템의 발 이 두드러지

고 있다.[1][2] 오 라인 환경의 교육 시스템이 주된 역할

을 해오고 있지만 사이버 학과 같이 본질 으로 온라인 

기반으로 온 히 환되어 있는 형태의 교육 환경 한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에 보조 인 수단에 

머물 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련 인 라의 발 과 더

불어 동등한 시스템으로써의 치에 오르고 있다. 교육 시

스템의 다변화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선택의 기회

를 제공해주고 있고,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특수 계층에서

의 교육의 기회를 높여  수 있는 정 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3][4][5]

   기존의 오 라인 주도 교육 환경에서는 장소와 시간의 

제약 속에서 학습자의 선택이 한정되었다. 교육 여건이 좋

은 지역으로의 쏠림 상과 고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학 에 도 하기 해 야간과정에 

등록하여 어렵게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듣기 해 해당 장

소로의 이동 시간은 물론이고 정해진 시간에 해당 수업을 

들어야한다. 이러한 제약 조건으로 인해 학업을 도에 포

기하거나 시도조차 힘든 계층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틈

새를 오랫동안 방송통신 학 등에서 매워주고 있었으나 

네트워크 기반 환경  인터넷 련 기술들이 발 하면서 

오 라인 교육 시스템을 체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  

기틀을 마련하여 다양한 수요에 부흥한 온라인 교육 시스

템이 제시되고 있다.[6][7][8] 

   주체 인 교육 시스템으로써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을 개발한 개발자와 사용하는 학습자간의 발

생하는 상호작용의 주도권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의 운 자가 상호작용의 내용을 작성하고 학습자에

게 작성된 학습 내용을 보내는데 있어 주도하는 송형과 

학습자가 주도 으로 상호작용의 내용을 만들지만 상호작

용의 진행에 있어서는 개발자 혹은 운 자가 주도하는 등

록형이 있다. 그리고 시스템 개발자가 상호작용의 내용을 

만들고 학습자에 의해 만들어진 내용의 달 과정을 주도

하는 문의형과 학습자가 상호작용의 내용을 만들며 해당 

내용을 달하는 과정을 주도하여 체 상황에 개입되어 

있는 화형이 있다.[9]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개발자와 학습자 

간의 여러 가지 상호작용 유형 가운데 문의형 상호작용에 

기반한다. 기존의 학습 시스템에서 자가 조  학습 효과를 

높 던 이  연구에서는 학습 시스템의 사용자 부담률이 

높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부담률을 낮추기 

해 문가 인터럽트 방식을 도입하여 개선된 자가 조  

문의형 교육 시스템을 제안한다.

2. 련연구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이  연구인 자가 조  학습 

기반 문의형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서 제안한 자기 조  

학습 알고리즘이 그림1과 같다. 기존의 에빙하우스 망각곡

선 기반 학습 알고리즘이 교육 시스템 사용자의 학습 내

용에 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토 로 시스템 개발

자의 단이 용되어 문성 반 을 보완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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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기존의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 기반의 학습자의 기억

력 향상에 도움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그 로 용하

는 효과를 나타내며, 시스템 개발자의 단이 용되어 학

습의 질을 높여주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Self_Control_System {

Initialization. startStep, repeatStep, Alarm

Pre_Processor. Variable Setting

If (startStep == 1step) {

  selfselect(startStep);

}else If (startStep == 2step) {

  selfselect(startStep);

}else {

  selfselect(startStep);

}

module selfselect() 

for(analysis){

 switch(important_term : weak_term){

 case important_term: 

  repeat(startStep);

  interval(startStep);

 case weak_term:

  repeat(startStep);

  interval(startStep);

 case general:

  repeat(startStep);

  interval(startStep);

}

end module.

module repeat(count) 

  repeatStep = count;

  do{ Alarm_step(startStep);

       repeatStep--;

  }   while (repeatStep <= 0);

end module.

module interval() 

  intervRepeat = MaxRepeat / startStep;

  newRepeatStep = MaxRepeat – intervRepeat;

  If (newRepeatStep > 0) repeat(newRepeatStep);

end module.

}

(그림 1) 자기조  학습 알고리즘[3]

3. 제안 시스템  평가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

에 해 설계  평가하고자 한다. 이  연구인 자가 조  

학습 기반 문의형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여 

장기 기억 메커니즘을 용함에 있어 학습자의 선택에 의

한 스스로 학습의 반복 횟수  기간을 결정할 수 있어 

학습의 자기 조  기능을 부여하 는데, 학습자의 막연한 

선택의 의무를 부여함에 따른 부담률이 높았다. 그림 2는 

제안한 개선된 자가 조  학습 시스템의 설계안이다. 제안

한 개선안은 학습 내용을 개발한 문가가 수동 으로 학

습 과정의 선택 사항에 해 문가 제안을 통해 사지선

다와 같은 형태로 사용자에게 선택의 보기를 제공하여 무

에서 선택의 의무를 감당했던 학습자에게 그 부담률을 낮

출 수 있다. 

(그림 2) 개선된 자기조  학습 시스템

   기존의 자가조  학습 시스템에서 사용자 선택 모듈이 

제안한 문가 제안 그룹에 해당되는 모듈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제로 수용하는 역할을 하게 되도록 변경하

고, 이에 따라 기존의 반복 모듈  단계 설정 모듈의 

라메터에 반 하도록 수정되었다. 기존의 자가조  학습 

시스템에서 별도로 문가 인터럽트 데이터를 발생시키기 

한 반복 횟수 제안 모듈, 학습 시간 제안 모듈, 학습 간

격 제안 모듈이 별도의 클래스로 구 되며 변경된 기존의 

자가조  학습 시스템에서의 사용자 선택 모듈이 클래스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함으로써 기존 알고리즘의 수정

을 최소화하여 재사용성을 높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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