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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외 으로 스마트러닝은 자기주도형 학습과 같은 새로운 학습모델을 통해 기존 학습과 비교하여 

높은 학습 성과를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학부모는 디지털 기기에 한 근성과 자료 활용 능력이 

일반국민에 비해 하게 떨어지는 정보격차로 인해 기존의 교육 콘텐츠의 효과  활용은 제약 을 

갖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지능형 맞춤 교수학습 지원체제의 주요한 요구사항인 

정보격차 해소를 한 다문화가정 맞춤형 학습콘텐츠 추천 시스템의 설계를 기술한다. 

 

1. 서론

    

  국내외 으로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은 자기주도

형 학습과 같은 새로운 학습모델을 통해 기존 학습과 비

교하여 높은 학습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MOOC 서비스

를 통해 양질의 교육콘텐츠 제공을 한 교육격차문제 해

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다[2]. 그러나  다문화가정 학부모는 

디지털 기기에 한 근성과 자료 활용 능력이 일반국민

에 비해 하게 떨어지는 정보격차(Information Divide)

로 인해  기존의 교육 콘텐츠의 효과  활용은 제약 을 

갖고 있다[3]. 이러한 제약 을 해결하기 해서는 학습자

의 이해수 에 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능형 맞춤 교

수학습 지원체제의 구축은 필수 이다. 

  이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지능형 맞춤 교수

학습 지원체제의 주요한 요구사항인 정보격차 해소를 

한 다문화 맞춤형 학습콘텐츠 추천 시스템의 설계를 기술

한다. 

2. 련 연구  

2.1 정보격차 

  다문화 가정의 의 개념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한명이 

국 을 취득해 구성된 가정을 의미한다. 다문화 가정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 최근 우리나

라에서는 결혼 이주민의 증가로 체 가정에서 다문화 가

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은 이주민 학

부모의 언어 장벽, 사회  편견  문화  차이로 인하여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문화 가정 

2세의 낮은 학진학률과 경제격차가 사회 문제화 될 것

으로 상된다. 이는 다문화 가정이 정보 소외 계층이 되

어 사회경제  약자로 락시키는 문제 을 갖는다. 

  정보소외 계층은 기존의 경제 ·사회 ·신체 ·교육  

제약을 가진 소외계층과 첩되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수

이 낮은 사람들은 상 으로 정보의 근과 활용수

이 낮음을 통계를 통해 보인다. 기존의 정보 격차는 디지

털 정보와 정보기술에 근이 가능한 사람들과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의미했으나 빅데이터 시  도

래에 따라 이용 역량, 활용성  효율성 등으로 기 이 확

되고 있다. 이를 해 다문화 가정 정보격차 해결을 

한 스마트 학습 모델 연구가 필요하다.

2.2 추천시스템 개요 

  추천 시스템은 정보 여과(IF, Information Filtering) 기

술의 한 분야로, 사용자 선호 정보( 화, 음악, 책, 뉴스, 

웹 페이지 등)를 입력으로 사용한다[4]. 업 필터링

(Collaborative filtering)을 기반으로 한 아마존의 개인화 

서비스는 사용자 구매이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서

을 구매했던 고객들이 선호하는 서 을 추천함으로써 각 

고객별로 맞춤화된 서  목록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공

하 다. 업 필터링은 추천의 근간이 되는 유사 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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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이 사용하며, 사 에 된 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를 분류하고 분류된 데이터의 기 을 기반으

로 새로운 데이터에 입하여 분류하는 기법이 활용된다

[1, 5]. 

  다문화 가정 학부모에게 학습 콘텐츠와 련 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자신이 합한  콘텐츠를  달받는 것은 필

요한 기능으로 이를 해 업 필터링을 기반으로 사용자

가 선호할 것으로 단되는 콘텐츠를 하게 추천하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3. 다문화 맞춤형 학습콘텐츠 추천 시스템 설계

 

3.1 한한변환 기반 용어 추천시스템

  여기서는 다문화 가정의 정보격차를 해결하기 한 방

법으로 한국어 문장 변환을 기반으로 한 용어 추천 시스

템을 기술한다. 다문화 가정의 정보격차를 해결하기 한 

한한변환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클라이언트 모듈에서 

변환이 필요한 문서의 일부를 선택하고 선택된 역은 자

동변환 시스템으로 달한다. 이를 달받은 자동변환 시

스템은 불용어  특수문자 제거와 같은 문장 처리를 

수행하며, 형태소 분석과 구문분석을 수행한다. 

그림  1 한한변환 시스템의 번역 역 선택 

 

  클라이언트는 편집기에서 선택된 역에 한 한국어 

텍스트 형태소 분석의 수행결과를 그림 2와 같이 제공한

다. 그림 2는 그림 1에서 선택한 역의 텍스트인 국립

 미술 을 포함한 5개의 한국어 명사에 해 해당 용어

의 쉬운 한국어 추천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단어의 추천은 형태소 분석 결과로 얻은 

란색으로 강조된  한국어 단어는 리/사 /문장 DB의 검

색을 통해 얻는다. 

그림  2 한한변환 처리 결과  

3.2 사용자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다문화 구성원을 한 콘텐츠의 제공은 일반인과 콘텐츠 

이해 수 의 차이로 인해 콘텐츠 추천을 한 랫폼이 

요구되며, 다문화 맞춤형 학습콘텐츠 추천 시스템을 해

서는 필수 인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은 

다문화 맞춤형 학습콘텐츠 추천 시스템의 세 가지 요구사

항을 정의한 것이다. 

-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는 학교  가정구성원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언어  장벽을 낮추어주기 한 

서비스가 요구됨

-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문화공유  학습지원을 해 다

양한 상황에 따른 처가 가능하며, 다문화 구성원이 갖

는 다양성을 일반인과 공유할 수 있는 양방향 오  커

뮤니티가 요구됨 

- 개별 인 다문화 구성원의 학습 실과 필요성에 따라 

맞춤형 스마트러닝 콘텐츠를 제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

며,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는 학습 성향  학습결과를 

분석 한 후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학습콘텐츠를 제공하

는 것이 요구됨  

  정의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다문화 맞춤형 학습콘텐츠 

추천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는 개별 인 다문화 구성원 의 

학습 실과 필요성에 따라 맞춤형 스마트러닝 콘텐츠를 

제시하기 한 다음의 시스템 정의가 필요하다.   

- 다문화 구성원의 학습의 효율성을 해서는 학습자의 

수 에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다문화 가정학부모의 수 별 콘텐츠 활용을 기반으로 

수 에 따른 학습콘텐츠를 추천이 요구됨 

- 다문화 가정학부모를 한 KEM 메타데이터 표 의 활

용  필요에 따른 확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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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한 교육콘텐츠의 정보추천은  특

정 정보 수요자에게 높은 선호도를 갖는 정보를 선택하여 

능동 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정보 여

과에서 쓰이는 학습방법은 추천하고자 하는 학습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인구통계 (demographic) 방법, 내용기반 여

과(contents-based filtering), 력  여과(collaborative 

filtering) 등이 있다.  내용기반 여과 방식은 사용자의 아

이템(item)에 해 제시하는 선호도로부터 선호아이템의 

특성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다양한 선호도를 반

할 수 있지만 아이템의 특성이 복잡한 경우 학습하기 어

려운 경우가 많다. 인구통계 (demographic) 방법은 다문

화 가정 학부모의 보편  로 일(profile)에 한 정보와 

추천하는 교육 콘텐츠아이템의 특성과의 계를 학습하는

데 아이템의 특성이 학습요소로 취 되므로 내용기반 여

과방식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다. 로 일은 사용자의 

다양성을 모두 반 하지는 못한다는 단 을 갖지만 새로

운 사용자에 하여 아무런 선호도 데이터가 마련되지 않

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력  여과 방식은 다수

의 사용자집단으로부터 비슷하거나 다른 선호 성향을 가

진 타사용자의 선호정보를 이용하여 추천한다. 력  여

과 방법은 아이템의 내용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도 되므로 내용  여과의 단 을 극복하는 반면 공통 평

가 정보가 부족한 경우거나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서로 

련이 을 경우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한다. 

  그림 3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한국어 학습 지원을 

한 교육콘텐츠 추천을 한 체 시스템 아키텍처를 보인 

것이다.  구성된 시스템은 감독자 기반 기계학습을 사용한 

문서 분류와 문서 추천 시스템의 두 개의 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학습문서 분류는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수 에 

한 평가를 통해 교육 자료의 수 을 결정을 수정하며, 

기계학습을 통해 구성된 학습모델을 구성하며, 다문화 학

부모는 자신의 학습문서에 한 수 을 평가한다.  평가되

어진 결과는 문서추천기를 통해 제공된다.  

그림 3. 학습콘텐츠 추천 시스템 구성도 

4. 결론

  이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언어 장벽, 사회  

편견, 문화  차이로 인한 정보격차의 주요한 원인인 다문

화 가정의 언어 장벽을 해결하기 해 스마트 학습을 

한 한국어 문장변환을 기반으로 한 학습 콘텐츠 추천을 

한 시스템 설계를 기술하 다. 이를 해 학습 콘텐츠 

추천을 한 기법을 비교하 다. 설계된 추천시스템은 사

용자 정보, 사용자 액션 정보, 학습자 정보, 학습 로깅 정

보, 학습 콘텐츠 정보, 사용자 로그  분석, 성향 분석 등과 

같은 빅데이터 시스템과 연계하여 개발할 정이다.  

 

참고문헌

[1] 강윤희, 박용범, SVM을 이용한 기술정보 문서의 디

터리 기반 문서 분류 시스템의 설계  구 , 2004 10 년 

월 한국인터넷방송통신 논문지 제4권 제1호

[2] Alexander JAM van Deursen and Jan AGM van 

Dijk, The digital divide shifts to differences in usage, 

New media & society 16 (3), 507-526

[3] Adamopoulos, P. (2013). What Makes a Great 

MOOC? An Interdisciplinary Analysis of Student 

Retention in Online Courses. In Proceedings of the 3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ICIS. 

2013.

[4] Upendra Shardanand and Pattie Maes. 1995. Social 

information filtering: algorithms for automating “word 

of mouth”.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CHI '95), Irvin 

R. Katz, Robert Mack, Linn Marks, Mary Beth Rosson, 

and Jakob Nielsen (Eds.). ACM Press/Addison-Wesley 

Publishing Co., New York, NY, USA, 210-217.  

[5] Christopher J. C. Burges. 1998. A Tutorial on 

Support Vector Machines for Pattern Recognition. Data 

Min. Knowl. Discov. 2, 2 (June 1998), 121-167. 

 

- 3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