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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 으로 최근 이러닝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 시스템이 연구 발 되고 

있다. 학습자의 에서는 학습의 형태 혹은 학습자의 학습 패턴등을 분석하여 지능 인 학습시스템

으로 발 하고 있으며, 교수자의 에서는 교수학습 모델 연구와 학습 컨텐츠 계발 방법론 연구 등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을 한 메타러닝 설계 연구를 제안하 다. 메타러닝은 학습자 

자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해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동일한 학습 

내용을 같은 순서 혹은 같은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은 서로 다른 학습자에게 동일한 학습 결과를 나타

낼 수 없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학습 서비스 형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러닝 설

계를 기반으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을 개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향후 본 논문에 설

계를 기반으로 지능형 튜터링 랫폼을 표 으로 개발하여 국제  표 의 ITS(Intelligent Tutoring 

System)로 발 되기를 기 한다.  

1. 서론1)

   이러닝(e-learning) 분야는 최근 10여 년 동안 비약

인 발 을 이루어 왔다. 이러닝을 기반으로 학습형태의 연

구는 정보과학기술의 발 과 함께 빠르게 변화되었으며, 

교수학습 모델 한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1,2]. 이러닝 

형태의 변화는 게임 기반 학습모형인 G-learning, 언제 어

디서든 가상교육이 가능한 U-learning, 로 과 함께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학습모형인 R-learning, IPTV와 같이 

방향 채 을 통한 T-learning 등 학습형태 혹은 기술기반 

학습 으로 다양하게 연구 발 되고 있다[3-9]. 한 

최근 교수-학습 모델 방법도 다양한 형태로 학습방법이 

연구되고 있는데, 자기 주도  학습(Self-Directed 

Learning),  로젝트 심 학습(Project-Based Learning), 

문제 심 학습(Problem-Based Learning) 등 학습의 효

과를 최 화하고 학습자의 학습방식에 주안 을 고려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정작 학습자가 “어

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학습하는지?” 혹은 “학습자의 

학습 습득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에 하여는 크게 고

려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튜터링 

본 연구는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10035166:창의  인재육성을 

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개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시스템을 한 메타러닝 설계를 연구하여 학습자에게 맞

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메타러닝(meta-learning)은 메타학습 혹은 메타인지의 개

념을 포함하고 있으며[10-13],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 자신

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메타분석

에 의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방법으로 정의한다. 학습자는 

여러 환경과 다양한 지식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에 상당히 다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학습 컨텐츠를 가지고 학습하더라도 학습

의 내용이 잘 달되는 학습자가 있고, 학습 달이 잘 안 

되는 학습자가 있다. 즉 동일한 학습 내용을 같은 순서에 

따라 학습시킨다고 하여,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학습효과

를 용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러닝 메타데이터와 메타러닝에 련한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을 한 

시스템 설계 구조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결론과 향후 연

구 방향에 하여 간단히 고찰한다.     

2. 련 연구

  메타데이터(Metadata)는 일반 으로 “데이터를 한 데

이터”를 의미한다. 이러닝 표  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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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학습 객체를 정의하고 설명하는 데이터”라고 보통 

정의하고 있다. 학습차원에서의 메타데이터는 학습객체를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이러닝 시

스템의 요한 사항이며 표 화 문제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국내외 이러닝 기업들은 자사의 메타데

이터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 표 의 주요 

학습메터데이터는 ADL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 Doublin Core Education, IEEE 

LOM(Learning Object Metadata), EdNA(Education 

Network Austraila), CanCore, KEM(Korea Educational 

Metadata) 등이 있다[14-19]. 특히 ADL SCORM은 여러

기업이나 교육기 에서 제작되는 학습 컨텐츠가 매우 유

사함에도 불구하고 상호연 성이 부족하다는 이러닝의 한

계성을 극복하기 해 재 가장 폭넓게 인정 받고 있는 

표 으로 발 하고 있다. 한 공학분야의 세계 최  기술

자들로 구성된 IEEE 산하 LTSC (Learning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는 학습훈련 시스템의 운 , 개발 

 유지 보수를 한 소 트웨어 설계방법을 표 화하기 

해 조직되었으며, ISO와 IEC의 공동 원회인 

JTC1/SC36은 정보과학기술분야의 표 화를 주도 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웹 기반의 응  학습 시스템은 지능

인 교수시스템과 응  하이퍼미디어 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의 구조로 최근 연구사례가 있다. 이 시스템은 컴퓨

터 보조 학습(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분야에서 

립되는 두 가지 근방법을 통합하고 있는데, 교수자 

심의 활용 시스템 보다는 다양한 학습자 심의 탐색기법

을 기반으로 활용하는 하이퍼미디어 시스템을 통합한 것

이라 할 수 있다[20].   

3. ITS 시스템 설계

 기존 교수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응 인 코스웨어를 개

발하는 과정은 지능 인  교수시스템의 에서 많은 연

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능 인 교수시스템은 개별

학습과 교수활동을 유연하게 지원하기 해서 도메인지식

(Domain Knowledge), 학습자지식(Student Knowledge), 

교수 략(Teaching Strategies)에 한 지식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의 학습능력과 학습

특성 그리고 학습자 로 일(Profile)을 기반으로 한 메타

러닝 구조를 제안한다. 그림 1은 ITS을 한 메타러닝 구

조를 설명하고 있다. ITS의 구성은 크게 5가지 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역은 학습자 의 리 역

이다. 학습자의 로 일(profile)  학습 로그(log), 패턴

(pattern)등의 학습자의 분석을 목 으로 기록 리한다. 

두 번째는 컨텐츠 DB 역이다. 컨텐츠 DB는 컨텐츠의 내

용, 자, 사용빈도 수 등을 장 리한다. 세 번째는 학

습자의 학습 유형에 맞추어 UI를 제공할 수 있는 HCI 모

듈이다. 네 번째는 교수자 에이 트 모듈이다. 교수자 에

이 트는 교수자 활동, 연구 변천, 컨텐츠 생성, 수정 등에 

한 부분을 수집 장하고 리 한다. 마지막으로 ITS에

서 가장 요한 메타러닝 모듈이다. 이 모듈은 다시 자세

하게 5가지 부분으로 나 어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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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메타러닝 설계 구조 

▪메타데이터 마이닝 모듈: ITS에 련 메타데이터를 분

석하고 마이닝하여 새로운 지식과 시맨틱 정보를 자동으

로 생성한다.

▪학습자 로 일 분석기 모듈: 학습자의 정보  학습 

내용, 패턴, 성향 등을 분석한다.

▪학습 트 이서 분석기 모듈: 학습자의 학습 사항을 실

시간 분석하여 학습자에게 맞는 벨(level)과 문제 생성

을 자동화 한다.

▪문제 분석 생성기 모듈: 학습자의 문제 풀이 방식, 오

류, 평가 등을 실시간 체크하여 학습자의 성향에 맞는 맞

춤형 교육 컨텐츠를 제공한다.

▪로그 마이닝 분석기 모듈: ITS 시스템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스템의 성능과 효율성을 극 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 분석  머신러닝 기능을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ITS는 학습자가 학습자의 어

떤 학습 특성과 지식의 수 을 가지고 어떻게 학습하는지

에 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한 튜터링 시스템 구조

이다. 따라서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학습 컨텐츠를 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은 학습 효과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한 교수설계자들도 메

타러닝을 고려한 교수 학습설계가 필요하며 학습자 분석

을 한 메타데이터 설계가 요하게 용되어야 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ITS)을 한 메타

러닝 설계 연구를 제안하 다. 메타러닝은 학습자 자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해 시스템 기

반 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다. 동일한 

학습 내용을 같은 순서 혹은 같은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

은 서로 다른 학습자에게 동일한 학습 결과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학습 서비스 형태를 메타러닝 

기반으로 제안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러닝 설

계를 기반으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을 개발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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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모듈별로 설명하 고, 설계 구조를 연구하 다. 본

연구의 결과 교육의 환경과 방법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

으며, 지식기반 사회의 ITS의 필요성은  증 되어 갈 

것으로 상한다. 

 향후 연구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설계 구조를 기반으로 

지능형 튜터링 랫폼을 표 으로 개발하여 국제  표

의 ITS(Intelligent Tutoring System)로 발 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메타러닝 기반의 실제 학습 시스템을 

개발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학습 효과  만족도를 실

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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