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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T 시장에서는 빅 데이터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으면서 모든 분야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빅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교육에서는 학생들의 모든 학습활동 자료가 쉽게 수집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학

생의 자료 또한 수집이 가능하다. 빅 데이터를 통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은 현재 진행되는 스마트 교육의 진정한 효과로써 나타

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향상의 요인인 학습 내용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기준

으로 분석한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개인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키워드: 빅 데이터(big data), 스마트 교육(SMART education), 맞춤형 교육(customized training)

I. 서 론

디지털 기기와 매체의 증가로 현재 IT기술은 학습 환경과 교육방

법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기존의 교육방식이 아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다. 스마트 교육 환경에

서는 데이터들을 빅 데이터 시스템에서 분석하여 학생들의 개인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활용하는 등의 학습자 맞춤형 학습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빅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육 환경에 접목시킨 

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빅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에 대해 논의되고 있지만 교육 분야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빅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학습 내용에 대한 관심과 흥미

를 기준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시스

템을 설계하였다. 

II. 관련 연구

피어슨에듀케이션(Pearson)의 글로벌 교육출판컴퍼니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시스템인 Observe→Oritent→Decide→Act→Iterate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교육시스템은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

여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고 그에 따른 피드

백을 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교육체제에서 학생들에 대해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은 그림 1과 같이 설계해서 이용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통해 학습 목표, 학습의 취향, 학업 성취

도 등과 결합하여 학습 집중력을 판단하고 이에 알맞게 진도를 체크

하여 수업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관심사를 파악하여 

적성을 알아내고 진로지도에 참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대용량 데이터들은 학습자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제공한다. 

그림 1. 빅 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교육 설계 

Fig. 1. Custom instructional design with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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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본 론

학습자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학습 내용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존재한다. 학생들은 특정 과목의 

내용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을 시에 학습 태도와 학업 성취도는 

높게 평가된다. 반면에 없을 시에는 낮게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과목에 대한 학습자가 가지는 관심과 흥미에 대한 요인을 기준

으로 분석한 시험 성적, 오답률, 공부 방법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그림 2. 관심과 흥미를 기준으로 분석할 데이터

Fig. 2. Data to be analyzed on the basis of interest and concern

우선 각 학생들에 대한 과목에 대한 관심도와 흥미, 시험 성적, 
오답률, 공부 방법에 대한 데이터는 Chukwa를 이용하여 수집한다. 
Chukwa를 통해 각 서버에 있는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로그 데이터는 HDFS를 이용하여 저장한다. 저장된 로그 데이터는 

MapReduce를 통해 처리되며 Data mining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한다. 분석한 자료는 특정 과목에 대해 조언이 필요한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게 하며 그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켜준다.

그림 3. 학습자 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설계

Fig. 3. Design of the training system that is customized for 

learners

IV. 결 론

본 연구는 빅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다루기 위해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향상 요인인 학습 내용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기준으로 분석

한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학습자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설계

하였다. 이를 위해 각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빅 데이터

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스마트 교육에서의 

빅 데이터 활용 가능성에 대해 다루어졌다.
향후 연구로는 빅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학습자들의 개인 

맞춤형 학업 성적 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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