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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수자와 학습자 활동에 한 정보를 피드백하여 사용자 스스로 동기부여와 참여를 증 시키기 해 

학습분석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LMS, LCSM 등)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상호작

용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기 해서는 데이터 모

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심의 교수-학습 활동 데이터를 표 하기 한 데이터 모

델을 제안한다. 이는 사용자와 교수-학습 활동을 결합하여 표 한 것이다.

1. 서론

   최근 ICT의 발달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행

동 패턴에 한 분석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웹 분석(web 

analytics), 비즈니스 인텔리 스(business intelligence) 등

은 사용자가 생산한 방 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자를 이해하고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기술

이다[1]. 이러닝 등 교육 분야에서도 이러한 분석 기술 활

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교육 데이터 분석(Education 

Data Mining),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 이라고 한다

[2]. 학습분석은 학습자와 교수자가 성공으로 교수-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참여 증 를 한 

피드백 정보를 제공하는 요한 요소이다. 교수-학습 지

원 시스템(LMS, LCSM 등) 기반의 교수-학습 활동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 에서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도

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 이러한 데이

터를 표 하기 한 데이터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련연구

2-1.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

   학습분석에 한 연구는 아직은 기단계로, 많은 연

구들이 학습분석 차, 학습 성공 요인 분석을 한 데이

터 마이닝 기법 연구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은 

학습분석에 한 정확한 정의가 없으며, 연구 목 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사용되고 있다. Siemens (2010)는 학습 분

석을 지능형 데이터, 학습자 생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측

과 학습에 알리고 정보  사회  연결을 발견하기 해

서 분석 모델을 사용한다고 정의한다. Long and 

Siemens(2011)는 학습 분석은 학습자와 학습 맥락에 한 

데이터를 수집, 측정, 분석, 보고를 통해, 학습이 일어난 

환경, 최 화 학습  학습자를 이해하기 한 것이라고 

정의한다[3]. 본 연구에서는 학습분석을 교수-학습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효율 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한 도구라고 정의한다.

2-2. 데이터 모델(Data Model)

   교수-학습 활동은 각 활동마다 다양한 데이터를 발생

시키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축 된

다. 축 된 데이터를 이용하기 해서는 정제가 필요하며 

체계 인 리를 해서는 데이터 모델이 필요하다. 지

까지 이러닝 등 교육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존 데이터 모델

을 살펴보면, 이벤트 심(상황 집  메타데이터 모델), 활

동 심(활동 흐름 모델, 학습 지스트리 라데이터 모

델), 사용자 심(경험API, IMS교육 그래  데이터 모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4].

   특히, 사용자 심의 경험API(Experience API) 모델은 

다양한 단말 환경에서의 교수-학습 활동 데이터를 효과

으로 표 하기 한 것이다. 한 콘텐츠 상호호환성을 확

보하기 한 데이터 모델이다. 

(그림 1) 경험 API

즉 학습자의 학습 경험에 한 데이터를 장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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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활동 흐름 개념을 시작 으로 하고 있으며, 학습

자의 활동이 문장 형식으로 장된다. 즉, 

<actor><verb><object>,with<result>,in<context>구조를 

가진다. 이는 유연하게 용할 수 있다[1].

3. 교수-학습 활동 데이터 모델

3-1. 모델링 원칙

   데이터 모델을 한 모델링은 련 도메인 실세계의 

복잡한 내용을 추상 인 념으로 표 하는 것이다. 학습

분석을 한 데이터 모델링은 교수-학습 활동에 한 개

념을 실체화하여 표 하는 과정이다[5]. 세부 으로 모델

링 원칙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 데이터 모델에 기반 해야 한다. 

데이터 표  모델(Data Representation Model)은 시각

 표  방법에 기반 해야 한다. 

데이터 표  모델은 교수학습지원시스템(LMS, LCMS 

등)에 독립 이어야 한다. 한, 련시스템과 계를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기존 데이터 모델을 참조 모델로 

하여 교수-학습활동 구성 요소를 도출한다.

3-2. 교수-학습 활동 데이터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  활동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상으

로 한다. 표 인 교수-학습 활동 요소를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구분 활동 요소

Systems Access Login/Logout

Learning Object Read/Download 

Discussion Read/Create/Modify/Comments

Blog Read/Create/Modify/Comments

Report Read/Create/Modify

Quiz Attempt

Notice Read

Group Read/Create/Modify

[표 1] 교수-학습 활동 요소 

 

3-3. 교수-학습 활동 데이터 모델

 학습자  교수자 정보와 교수-학습 활동 요소 결합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활동 데이터 모델 세부 요소 구성한

다. 이는 크게, 사용자, 교수-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으

로 구성된다.

 먼 .  사용자는 교수자와 학습자로 구선된다.

User = {Teacher, Student}                  

다음으로, 교수-학습 요소의 유형은 학습자원과 학습활동

으로 구성된다.

Learning Object= {LearningResource, 

                  LearningActivity}         

LearningResource ={Media(Video/Audio)Object, 

                   TextObject}

LearningActivity ={Discussion, Blog, Report, 

                  Quiz, Notice, Group}

끝으로, 교수-학습 활동의 활동유형은 시도하기, 생성하기, 

작성하기, 읽기, 활동 시간으로 표 한다. 

Action Type = {attempt, Create/Delete,

              Write/Edit, Read, Login/Logout}  

이를 그림으로 표 하면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 2) 교수-학습 데이터 모델 

4. 결론

이러닝, 블랜디드러닝, 립러닝 등 교수학습지원시스

템 기반의 교수-학습 활동에서는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에 한 상호작용 데이터가 생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

-학습 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활동의 

특성을 모두 표 하기 한 데이터 모델을 제안하 다. 이

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교수-학습 활동에 한 분석을 지

원하기 한 데이터 모델이다. 사용자, 교수-학습 요소와 

교수-학습 활동을 결합하여 표 한 것이다. 이는 사용자 

심으로 교수-학습 활동에 한 데이터를 표 하기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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