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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스마트시대의 온라인 학습에 대한 논문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 실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온
라인 학습 클래스 운영에 있어 각 학습 요인들을 통해서 최종 성취도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학습 운

영 요인 7가지를 정하고 학습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의사결정나무방법을 통한 예측 모델을 완성한다. 모델을 

통한 예측성을 확인한 후, 일반성 확보를 위해 다른 교과목에도 모델을 적용시켜 예측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온라인 클래스의 정적인 학습 모델을 넘어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한 학업성취도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

게 하였다.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가 학습 중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습 모델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studying for New Online Learning Model on Smart digital era. It can expect the result of learning 
degree on Online Learning Class. Using 7-factors of Online Class’s operating policy, make the expectation model by  
‘decision tree’ method. And through applying another class, we can getting a generality. Finally, Over the traditional 
Online Class model, we can take the real-time status of Online class learning degree. It is useful both students and 
teacher. It is the one of ‘Smart lear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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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정보통신 인프라와 모바일 디바이스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전사회적으로 생활패턴의 변화가 일고 

있다.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공유에서 나아가 모든 사물

들을 연결하려는 이른바 ‘초연결’ 사회에 우리는 진입

하고 있다. 덕분에 우리는 전에 없던 정보 호황을 누리

고 있고, 각종 산업군이나 여러 방면에서 업무나 생활

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 ‘스마트 시대’ 라고 불리는 

시대이다. 스마트 시대의 독특한 특징으로 인하여 각종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고, 이전에는 불가능하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1].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시대의 주요 특징이 이러닝 산

업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 실증하고 있다. 다루는 키워드로는 

스마트 시대의 특징 중 ‘빅데이터’ 모델에 집중하였고, 
이런 현상이 ‘온라인 학습’ 에 어떻게 접목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종 기관이나 학교, 
회사 등에서 ‘이러닝’ 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학습이 활

발히 사용되고 있다. 이러닝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그 효용성이 높아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2]. 이에 

국가 차원에서도 이러닝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닝이 ‘교육’의 카데고리 내에서 다루

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비용적 차원에서 이

용되는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가 온라인 학습에 어

떻게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모형을 설계하고 실제 

대학의 이러닝 클래스 현장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학습

자들의 수강기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학습자의 

현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

한다. 또한 본 모델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하여 다른 클래스에도 적용하는 방법을 통하

여 일반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타입의 온라인 학습 

모델을 ‘스마트 러닝’ 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Ⅱ. 본  론

2.1. 스마트 시대의 특성

스마트 러닝을 논의하기에 앞서, 스마트 시대란 구

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보이는 배경인지를 파악할 필요

가 있다.
우선, ‘인터넷+폰’ 이라는 개념으로 탄생한 아이

폰을 효시로 하여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 디바

이스의 활황기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스마트 디바

이스는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인터넷에 연결

된 모바일 디바이스로, 태블릿, 스마트 TV, 스마트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인프라와 무선 

기술의 발달이 뒷받침 되어 이전 세대에서 접하기 어

려웠던 고용량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모바일 디바이

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수월하게 접할 수 있게 된

다.
둘째로, 무한정에 가까운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축적되고 있는 현상이다. 정보 생산자가 스마트 디바

이스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생성하고 그 정보들을 재생산하고 있다. 여기서 데이

터는 사람이 생성해 내는 데이터를 넘어 사물들에 장

착된 센서에 의해서 생성된 데이터도 포함된다. 사물

간에도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통신을 하는데, 최근 이 

개념이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이라고 불리우

는 개념이다[4]. 
이렇듯 사람과 사물 할 것 없이 정보들을 생산해내

고 재구성해 내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보가 탄생한

다. 이를 유용하여 수많은 데이터들을 토대로 하여 유

의미한 정보, 즉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은 ‘빅
데이터’ 라고 불리우며, 스마트 시대에서 나타나는 현

상 중 하나이다.

Source: http://cfile21.uf.tistory.com/image/17500F3351429
CBC3804F5
그림 1. 빅데이터 활용도 관련 타이포그래피

Fig. 1 BigData web typ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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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Web2.0 개념으로 통용되는 온라인 공간에

서의 양방향적 정보흐름과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의 발

달로 촉발된 온라인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 패턴의 변

화다. Web2.0 개념은 ‘O'Reilly Media’ 에서 2004년부

터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으로, 미국 IT버블에서 살아남

은 인터넷 기업들의 공통점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는 

단방향적인 정보흐름을 탈피하고 양방향 적인 정보흐

름을 지향한다[5]. 
이는 누구나 정보 생성자인 동시에 정보 수용자가 되

는 것이고, 이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현되게 된다. 이후 web2.0 개념은 온라인 공간

에서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커뮤니케이션 패턴 또한 변화하게 된다.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의 활성화로 단방향적 정보전달 방식

에 효율적이었던 기존의 ‘게시판’ 형식에서 ‘Micro 
Bloging’ 내지 ‘Mention’ 등의 방식으로 정보 전달 방식

이 민첩하게 바뀌었고, ‘comment’ 혹은 ‘추천’ 방식의 

피드백을 통해 즉각적이고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패턴

으로 변모하게 되었다[6].

Source: twitter.com

그림 2. SNS의 커뮤니케이션 패턴

Fig. 2 Communication Pattern of SNS

스마트 시대란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사람과 사물이 연결된 세상이며, 생성되는 데이터

의 양은 무한대에 가깝고 모든 Peer 들이 활발히 네트워

킹에 참여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

서 스마트 시대의 온라인 학습 패턴 역시 시대적인 추

세를 반영하는 적합한 모델이 필요한 것이다.

2.2. 온라인 학습 환경의 발전[4]

온라인 학습의 효시는 전통적으로 ‘집합교육’과 ‘원
격교육’의 대비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인간사회

에 있어서 ‘학습’이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고, 학습

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많았다. 우편 교육이 그랬고, 이는 방송교육으로 변화

하고 곧 이러닝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 기저에는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이 깔려있다. 따라서 온라인 학습의 발

전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사와 맞물려 있는 점들이 

많다.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학습에 이용하게 된 시절의 

온라인 학습을 Electronic Learning, 전자학습 혹은 이

러닝 시대라고 본다. 이러닝으로 IT기술과 컴퓨터를 

학습에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수준별 학습

이 가능한 학습모델이 탄생하였다. 그 이후에 등장한 

온라인 학습 모델은 ‘혼합형 학습’ 이라고 불리는 블렌

디드러닝(Blended Learning), B러닝이다. B러닝은 이

러닝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취합하기 위해 온라

인, 오프라인 혼합 학습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후 모바일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모바일러닝

(Mobile Learning), M러닝 개념이 등장하였다. 무선 디

바이스를 통해 학습 환경 자체가 Universe 하게 확장된

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책상 앞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위치한 곳 어디서나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후 

Ubiquitous Learning, 유러닝은 센서와 네트워킹 기술

의 발달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상황에서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제시해 주었다.
스마트 시대의 온라인 학습, 스마트 러닝 모델은 이

전 모델 보다 더 나은 기술을 접목시킨다기보다는, 주
어진 환경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른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학

습 모델을 요하고 있다.

2.3. 기존 온라인 학습 모델의 한계와 시사점

기존 대학에서는 온라인 학습, 즉 ‘이러닝’ 이라고 불

리우는 클래스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인천의 A대학

에는 수십개의 이러닝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전통적인 

방식의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의 가장 큰 차이점

은, 수강생 수에 있다. 일반적인 경우, 오프라인 강의의 

수강생은 수십명 내외인 것에 비해, 이러닝 강의의 경

우 수백명의 학생이 수강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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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의 장점으로 꼽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

어나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도 존재한다.
우선 이러닝 운영 주체인 대학의 입장에서는, 단기

에 만들어진 강의 컨텐츠를 통해 수년에 걸쳐 활용할 

수 있기에 강의자 확보에 있어서 경제적이라 볼 수 있

다. 또한 물리적인 강의실이 필요없어 공간부족 문제

에서도 해방되어 이러닝은 운영측면에 있어서 경제성

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이러닝은 수강에 효율적이라는 장

점을 얻는다. 물리적인 강의실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는 점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비교적 정적인 이러닝 학습 내용으로 인하여 오

프라인 강의에 비하여 학기 중 비교적 부담없이 수강

하고 원하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기에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닝 운영의 이런 실제적인 현상에는 몇가지 부

작용이 존재한다. 학습 공급자인 교수자의 물리적 필

요 역량이 줄어들고, 학습 수요자인 학생들의 수강 수

요가 늘어나는 것은 전체적 구조로 보았을 때 경제적

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비대면적인 특성을 가진 이

러닝 클래스에서 한정된 조건을 가진 교수자가 수많은 

수강생들을 일일이 체크하고 학습에 몰입시키기엔 한

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클래스 운영 모델이 단순화 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고착화된 시스템이 구축이 되버린

다. 학습이라는 재화는 그 중요성이 경제적 논리에 의

해 다루어져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의 운영양

상이 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 온라인 학습이 널리 활용되고 있고 발전

이 되는 상황이다.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심대하게 다

루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우선은 주어진 환경들

을 우리의 학습을 위해서 어떻게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주지해야 한다. 시대적 흐름

은 ‘스마트 시대’에서 더욱 미래로 치닫고 있는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학습은 초기 모델인 

‘이러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새

로운 온라인 학습 모델에 대한 요구는 언제나 있어 왔

고, 연구들이 있었으나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모델은 부족하다. 또한 차세대 온라인 학습 모

델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 머물러 있어 실증적인 연구에 

대한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Ⅲ. 대안 모델 제시 ; Data based Getting 

Position Method, DPM

온라인 학습 모델의 ‘스마트’한 운영방식 전환을 위

한 첫걸음으로 ‘지피지기’ 자세가 필요하다. 온라인 학

습을 한학기동안 수강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한학기 

내내 다른 수강생들과 접촉할 기회가 적다. 이러닝 클

래스 웹 사이트에서 게시판 형식을 통해 질의 응답 정

도가 수강생들 간에 접촉할 수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현재 수강생 본인이 수업에 잘 따라가고 있는지, 상대

적인 위치가 어느정도 되는지, 어떠한 부분을 잘하고 

있고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교수

자 입장에서도 수백명의 온라인 클래스 수강생들의 출

결 정보나 시험점수 등 숫자화된 정보로 면밀한 수강생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강기간 중 학습

자들의 상대적인 위치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가 있다면, 온라인 클래스에 있어서 수강생과 교수자 

입장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스마트 시대의 패러다임중 ‘빅데이

터’ 개념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이러

닝 클래스의 컨텐츠와 학습 운영 정책을 매학기 일정

하게 유지가 된다. 다른 교과목 간에는 컨텐츠 내용의 

분량이나 난이도가 상이하고, 담당 교수자의 강의 운

영 정책도 다르다. 하지만 동일 교수자의 동일 교과목

은 강의 운영 패턴이 대부분 유지된다. 따라서 학습자

들의 행동 양상도 유사할 것이다. 이에 착안하여, Data 
based Getting Position Method (데이터에 기반한 위치 

파악 방법), DPM을 제안한다. DPM 방법은, 강의 운영 

패턴이 유사한 교과목의 수강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

재 수강 진행중인 수강생의 Position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작년의 특정 교수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수강생 데

이터를 분석하여, 금년 동일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기 

중간 즈음 수강생이 성취한 지표들, 예를 들어 출결상

황이나 과제점수, 중간고사 점수 따위가 있다. 이때 작

년 수강생들 중 지금의 본인과 유사한 성취를 이룬 수

강생의 데이터를 파악한다. 이 정보를 통해서, 수강생

이 원하는 최종학점이 A 학점이라면 앞으로 어떤 부분

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학
기 중간까지 부족했던 부분을 알게 되어 보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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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잘하고 있던 부분을 알게 되어 학습 의욕도가 높아

질 수 있다.
교수자의 입장에서도 DPM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클래스에서는, 학기 중간 과제 점수나 시

험 점수 등을 단순 공시하는데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학습자 별로 보완점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잘한 부분에 

있어 칭찬을 해 줄 수 있게 된다.
DPM 은 이렇듯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습 운영의 정성적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이 방법은 2-3에서 다루었던 기존 이러닝 운

영 모델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법이다. 교수자의 입

장에서는 수백명의 학생들의 학습 정도와 현황을 유

용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학습 운영 정책이나 강

의 방법에 변화를 줄 수 있게 된다. 학습자 입장에서

는 본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되어 시

간 낭비를 줄이고 본인의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Ⅳ. 모형 설계 및 실험 결과

4.1. 대상 및 클래스 운영 정책

본 연구 실험의 대상은 인천의 A대학의 2014년 봄 

학기에 개설된 교양 온라인 강의 I클래스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은 학습 중도 포기자들을 제외

하고 472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습 운영 정

책은 크게 7개 요인으로 분류되어 최종성적이 부여되

었다. 
7개 요인은 첫째 ‘자율과제’로, 과제 참여에 자율성

을 부여하여 대상 수강생들의 참여도를 파악하기 위한 

과제로 학습자들의 학습 적극성을 알 수 있는 요인이

다. 둘째는 ‘필수과제’로, 일정 주제에 대한 리포트를 

수행하는 과제였고 과제 점수를 4단계로 나누어 채점

하였다. 세 번째로는 필수과제의 ‘과제완료시점’ 요인

이다. 일반적으로 과제 제출 기한에 맞추어 내는 학생

들이 있는 반면 기한보다 일찍 제출하는 학생과 늦게 

제출하는 학생들로 나뉜다. 이 요인도 학생들의 학습 

준비도를 파악할 수 있는 요인이다. 네 번째로는 ‘질문

여부’ 요인이다. 1개 학기동안 온라인 클래스 운영 플

랫폼에는 게시판 형식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코너

가 마련되어 있다. 이 채널을 통해 학생들과 교수자가 

질의응답 형식의 소통을 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질문

을 하려는 학생들은 학습 참여에 열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요인으로 정하였다. 다섯 번째는 ‘공지사

항 확인 수’ 요인이다. 학기 중 온라인 클래스 게시판을 

통해 학습정보나 과제 가이드 라인 등의 공지사항을 공

개하고 있다. 학습자가 이러한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

하는지 여부 역시 학습자의 참여도를 파악할 수 있는 

요인이다. 여섯째로 ‘출석률’ 요인이다. 출석률이나 결

석 수 등이 학습자의 학습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요인

이라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점수’ 요인

이다. 클래스 운영시 가장 비중이 있는 요인으로, 학기

말 최종적으로 서면 객관식 시험을 통해 학습도를 평가

하는 요인이다.
학습자들의 7가지 요인들을 점수화 하여 최종 점수

를 책정하고, 이를 A, B, C 3단계로 평가하여 클래스의 

수강생 평점을 부여하였다.

4.2. 실험 데이터로의 변환

학기 중 취합된 472명 수강생들의 7가지 요인 데이

터를 확보한 후, 객관적인 분석을 위하여 통계를 활용

하기로 하였다. 통계분석에 앞서 7가지 요인의 실험 데

이터로써 정리 작업이 필요하였다.
‘자율과제’ 요인은 과제 참여수의 평균을 내어 평균 

이상으로 참여한 학습자, 평균 이하로 참여한 학습자 

두 분류로 나누었다. ‘필수과제’ 요인은 A, B, C 3단계

로 과제를 평가하고, 미제출 자는 F를 부여하여 4단계

로 분류하였다. ‘과제완료시점’ 요인은 과제 제출 기

한 이전에 제출한 학습자, 제출 기한 당일에 제출한 학

습자, 기한을 넘겨서 제출한 학습자 3가지로 분류하였

다. ‘질문여부’는 질문한 학습자와 질문을 하지 않은 

학습자로 분류하였다. ‘공지 확인 수’는 전체 학습자

의 공지사항 확인 횟수를 종합하여 평균 확인 횟수 이

상, 이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출석률’ 요인은 전체 

출석 횟수 중 결석수가 몇 회나 있었는지를 반영하였

다. 마지막 요인인 ‘기말고사 점수’ 요인은 객관식 40
문항의 시험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반영

하였다.
최종 성적인 A, B, C 3단계 평점을 타겟으로 지정하

고 이 변수의 이름을 ‘target_score’ 로 생성하였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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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요인들과 ‘target_score‘의 관련성을 통계 분석 하

였다.

4.3. 가설 설정

실험결과를 분석하기 이전에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

였다.
첫째, 온라인 클래스 운영에 있어서 학기 중 평가 요

인들이 최종 성적인 target_score와 유의미한 연관이 있

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대면적인 특성의 온라인 클래

스에서는 학습자들의 정성적인 학습 태도나 참여도, 적
극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의 

참여 패턴을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게 되면 수 백명 

대상자들 중 비슷한 패턴을 가지는 학습자들이 분류가 

될 것이고, 이러한 점들이 최종 성적과도 대입이 될 것

이라고 예상하였다.
둘째, 유사한 운영 방식을 가진 다른 클래스에도 분

석결과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상
이한 교과목은 학습 컨텐츠도 다르고, 수강생과 교수자

도 다르다. 하지만 학습자들의 학습 패턴은 서로 다른 

교과목들 사이에서도 일정한 패턴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았고, 특히 학습 운영 정책이 같거나 유사한 교과목 

사이에서는 같은 분석 결과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하였

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I클래스의 분석 결과를 동일 

교수자, 동일 운영 정책으로 운영되었던 2014년 1학기 I
대학의 온라인 교양 교과목 M클래스에 적용하기로 하

였다.

4.4. 모형 설계

첫단계로 7가지 요인 중 target_score와 연관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표1>은 학점(target_score)에 영향력을 줄 것 같은 

요인 중 범주형 자료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이다. 빈도

분석에서 사용한 요인은 일반과제(homework), 필수과

제(complete), 질문여부(ask_q), 그리고 공지확인 수

(notice)가 있다. 위 표의 결과를 보면 일반과제에서 A
을 받은 학생들은 총 21명중 19명(90.48%)이 A학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미제출 한 학생은 모두 C학점

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일반과제가 학점

을 구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1. 학점과 범주형 요인들에 대한 빈도분석

Table. 1 Frequency analysis of target score and factors

Target_score(학점)

homework
(일반과제)

1 (A) 2 (B) 3 (C) 합계

1 (A) 19 1 1 21
2 (B) 25 10 3 38
3 (C) 95 171 143 409

4
(F : 미제출) 0 0 4 4

complete
(필수과제)

0 
(당일 제출) 54 76 55 185

1 
(일찍 제출) 81 86 37 204

2 
(늦게 제출) 4 20 59 83

ask_q
(질문여부)

1 
(질문 함) 54 55 42 151

2 
(질문 안함) 85 127 109 321

notice
(공지확인 수)

1 
(평균 이상) 105 110 61 276

2 
(평균 이하) 34 72 90 196

합계 139 182 151 472

좀 더 정확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통해 

각 요인과 학점이 서로 독립인가를 확인 한 결과는 아

래 <표2>와 같다. 

표 2. 학점과 각 요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

Table. 2 Analysis result of target score and factor

요인 Test P-value
homework Fisher’s exact test 5.589E-15
complete Chisquare test <.0001
ask_q Chisqaure test 0.1066
notice Chisqare test <.0001

검정 결과를 볼 때, 학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

했던 요인들이 유의수준 0.05하에서 모두 학점과 독립

이 아님임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점과 관련이 있는 요인

이라고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네 가지 요인들을 

Modeling에 사용하였다. 
위 네 가지 요인 외에 연속형 자료에 속하는 결석 

횟수(absent)와 기말 점수(final)도 학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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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표 3. 기말점수(final)와 학점(target_score)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Table. 3 Statistical dispersion analysis of final and target 
score

Source DF SS MS F value P-value

Model 2 14756.28055  7378.14028 424.75 <.0001 

Error 469 8146.81466 17.37061

Total 471 22903.09521

<표3>은 기말점수(final)와 학점(target)score)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이다. 위 결과를 보면 유의수준 0.05하에

서 P-value가 0.0001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유의한 결과

임을 알 수 있고, 이는 학점에 따른 기말점수는 동일하

다는 가설을 기각 하므로,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 차이를 더 정확하기 위한 분석으로 

Tukey의 사후 분석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4>에 나타난다.

표 4. 기말점수(final)와 학점(target_score)에 대한 사후분석 

Table. 4 Postmortem result of final and target score

Comparison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are 
indicated by ***.

target_score
Comparison

Difference
Between
Means

Simultaneous 95% 
Confidence

Limits
 

1 - 2 6.9917 5.8879 8.0955 ***

1 - 3 14.2684 13.1166 15.4203 ***

2 - 1 -6.9917 -8.0955 -5.8879 ***

2 - 3 7.2767 6.1980 8.3554 ***

3 - 1 -14.2684 -15.4203 -13.1166 ***

3 - 2 -7.2767 -8.3554 -6.1980 ***

target_score Comparison은 각 학점별의 평균의 차이

를 의미한다. 예를들어 1 ? 2의 경우, 1에 해당하는 A학

점과 2에 해당하는 B학점에서의 기말고사의 평균점수

의 차이를 나타내고 그 차이가 6.9917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모든 경우의 수가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A학점, B학점, 그리고 C학점의 기말

점수의 평균이 모두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결석 횟수(absent)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가 <표5>에 나타나있다.

표 5. 결석 횟수(absent)와 학점(target_score)에 대한 분산분

석 결과 

Table. 5 Statistical dispersion analysis result of absent 
and target score

Source DF SS MS F value P-value

Model 2 382.136785  191.068392 38.85 <.0001 

Error 469 2306.431012 4.917763

Total 471 2688.567797

결석 횟수(absent)와 학점(target_score)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에서도 유의수준 0.05하에서 P-value값이 

0.0001보다 작으므로 학점 별 결석 횟수의 평균이 차이

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어

도 하나는 평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더 자

세히 확인하기 위한 Tukey의 사후검정 결과가 아래 

<표6>에 정리되어있다. 

표 6. 결석 횟수(absent)와 학점(target_score)의 사후분석

Table. 6 Postmortem result of absent and target score

Comparison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are indicated by ***.

target_score
Comparison

Difference
Between
Means

Simultaneous 95% 
Confidence

Limits
 

3 - 2 1.5756 1.0017 2.1496 ***

3 - 1 2.2056 1.5927 2.8185 ***

2 - 3 -1.5756 -2.1496 -1.0017 ***

2 - 1 0.6300 0.0426 1.2173 ***

1 - 3 -2.2056 -2.8185 -1.5927 ***

1 - 2 -0.6300 -1.2173 -0.0426 ***

결석 횟수(absent)와 학점(target_score)도 기말점수

와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학점 별로 결석 횟수의 평균의 차이

가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학점을 판별할 수 있는 Model을 

생성하기 위하여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방법을 

선택하였고, 신경망(Neural Network)은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분석의 목적과 맞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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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 제외하였다. 

4.5. 통계분석결과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은 형태가 생성되었고, 최
종 선택된 요인은 중요한 변수 순서로 기말점수(final), 
결석 횟수(absent), 필수과제(complete), 일반과제

(homework)이다. 

그림 3. 의사결정나무

Fig. 3 Decision tree

위 분석은 70%의 데이터로 모델링을 하고 나머지 

30%의 데이터로 Test를 하여 확인 하였고, 아래 <표7>
은 30%의 데이터(Validation set)으로 test를 한 결과

이다.

표 7. 30%의 데이터(Validation set)에서의 결과

Table. 7 Result of 30% Validation set

타겟 결과
타겟

백분율
결과

백분율
빈도수

총
백분율

1 1 93.3333 97.6744 42 29.1667

2 1 6.6667 5.4545 3 2.0833

1 2 1.7857 2.3256 1 0.6944

2 2 87.5000 89.0909 49 34.0278

3 2 10.7143 13.0435 6 4.1667

2 3 6.9767 5.4545 3 2.0833

3 3 93.0233 86.9565 40 27.7778 

오분류 비율 0.090278

<표7>에서의 결과에서 오분류 비율을 확인 해 보면 

0.090278로 약 9%를 제외하고 나머지 약 91%에 해당

하는 값은 잘 예측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과 정리 및 응용

이러닝 클래스 운영 정책 요인들 중 최종 학점과 유

의한 연관이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학기 중 학습

자들의 과제 제출기한 준수 여부, 과제 점수, 질문 횟

수, 공지사항 확인 수 등이 최종 학점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기말고사 점수나 출석 빈도 역시 최종 학점인 A, 
B, C학점의 분류에 유의하게 영향이 있는 점을 확인 

하였다.
학기 중 학습 요인의 분석을 통한 최종 학업 성취도 

예상 모델을 생성하기 위하여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방법을 선택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방법으로 요인

들을 분류하기에 앞서, 최종 학점 구분을 위한 중요 변

수로는 기말고사점수, 결석횟수, 과제점수 순이었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사결정나무 모델을 완성한 후, 
Row data를 모델에 재 대입시켜 검토한 결과 오분류 비

율이 약 9% 정도로 산출되어 나머지 약 91%에 해당하

는 값은 잘 예측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4.3에
서 설정하였던 두 가지 가설 중 첫 번째 가설인 학기 중 

평가 요인과 최종 성적 간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 하여 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본 모델의 일반성을 확보하기 위한 두 번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같은 교수자의 다른 교과목 클래스 M
과목에 실험에서 만들어진 의사결정나무 모델을 대입

시켜 보았다. 두 교과목은 학습 운영 정책이 동일하며, 
둘 과목 모두 이러닝 교양 교과목으로 학습 테마만 다

른 교과목이다. 따라서 유사한 운영 정책의 클래스에서

는 요인들의 패턴도 유사할 것이라고 보았다. M교과목

에 모델을 대입시킨 결과, 오분류 비율이 약 11.38%로 

나타나 전체중 약 88.62%에 대항하는 값들은 잘 예측

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가설 역시 

채택할 수 있다.

Ⅵ. 결론 및 과제

본 논문은 온라인 학습 환경과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

하고 있는 사회에서 구체적인 모델 제안과 실증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쓰이고 

있는 온라인 학습 운영 모델이 그 경제성에만 집중되어 

운영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더 적절하게 온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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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빅데이터라는 개념을 온라인 학습에 접목시켜, 교수

자와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 있어 객관적이며 실용적인 

지표를 얻을 수 있는 모델을 생성하였다. 학습 과정 중

간에 학습 요인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점과 잘하는 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

해 최종 학점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하

였다. 이를 활용하면 학습자의 학습의지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시에,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객관적인 지

표와 개개인적인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 몇 가지 한계점을 꼽는다면, 첫째로 기존

에 운영되는 수많은 온라인 클래스들의 운영모델이 상

당히 다양하다는 점이다. 학습내용의 특성이나 학습자

들의 수준, 교수자의 운영 정책 등이 모두 제각각이며 

운영 요인에 대한 가중치도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다

양한 운영 정책을 갖고 있는 클래스에도 더욱 일반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둘째로, 오분류의 경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실험 결과에서는 약 90% 정도로 최종 학습성

취도를 예측하였으나, 학교 등 공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약 10% 내외의 오분류 경우를 적절하

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행위양상을 교수자의 학습 의

도와는 다를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 전통

적인 교실에서는 교수자의 강의에서의 의도가 학습자

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학습자 

역시 그 의도를 잘 전달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

었다. 이 간극을 객관적인 지표로 구체화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스마트 시대의 도구들을 활용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와 교수자가 얻는 의미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고, 온라인 클래스 내에서 

미래 예측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실험을 계속 

진행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무한 소통의 시대에 조금 

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

마트 러닝을 구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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