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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누구나 상품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을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며, 최근 일반 상품, 앱,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픈 플랫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학습자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 자체에 대

한 오픈 플랫폼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누구나 문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고, 문제가 등

록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문제를 선별할 수 있는 장점

을 가진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문제 등록, 평가, 출제의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된다. 사용자는 문제 등록 모듈에서 다

양한 형태의 새로운 문제를 등록한다. 평가 모듈은 문제 등록자가 아닌 사용자가 등록된 문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모듈이다. 또한 출제 모듈은 등록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 실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는 모듈이다.

ABSTRACT

Opened platform is called that anybody can be a producer and consumer in some platform. And many opened 
platforms are using in various area such as general goods, smart phone application and contents. In this paper, we will 
propose the opened platform system for the problems for evaluation the level of learners. Any user can register 
problems as public or private-type in this system and use them. So our proposed system has the advantage in selecting 
the high quality problems by continuous reviews about that even after they have been registered. Proposed system has 
three different modules such as submit, evaluate and produce problems modules. A user can submit various kind of 
problems in the submit module. The evaluation  module is a module that allows the user who is not the problem 
registrant to evaluate the registered problem. The production module can use the registered problems for online and 
offlin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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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통적인 학습방법에서는 다수의 학습자에 대한 교

육 내용, 강의시간, 학습 난이도 등을 획일적으로 결정

하여 개인적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1]. 하

지만, 최근 ICT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학습 방법이 적용

되어 학습자 개별 수준에 맞는 교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학습 또는 이러닝(e-learning)은 인터넷을 포

함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쌍방향으로 제공되는 학습을 의미한다[2]. 이러닝

은 1970~80년대에 CBT, 1990년대에 웹기반 교육, 

2000년대 이후 M-learning, T-learning, U-Learning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닝 시스템의 구성요소로는 LMS/ 

LCMS, 저작도구, 화상강의 솔루션, 평가 솔루션 등으

로 구성된다[3].

이러닝 시스템에서 평가 솔루션의 대표적인 방법은 

사전에 많은 문제를 문제은행에 준비해 두고, 이들 중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뽑아서 학습자의 학습 수

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습자 평가를 위한 

문제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문제은행에 등록되는 문제

의 품질은 이미 충분한 상태임을 가정하고 그 이후의 

단계인 학생에 맞는 적절한 문항을 출제하는 방법[4, 5], 

문제 출제 방식, 효율적인 문제 관리에 대한 연구[5]등

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컨텐츠가 컨텐츠 

자체로 가치를 남길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하면 누구나 컨텐츠의 생

산자와 소비자가 될 수 있다. 즉, 아마존(상품), 앱 스토

어(앱), 유튜브[6](영상 콘텐츠) 등의 오픈 플랫폼에서

는 누구나 플랫폼에서 다루는 상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가 될 수 있다.

최근 교육 환경에서도 유데미[7], 에어클래스[8]과 

같이 단순한 이러닝의 수준을 넘어서 오픈 플랫폼을 지

향하는 서비스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다양

한 온라인 강좌를 누구나 등록할 수 있고, 누구나 온라

인 강좌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2]에서

는 강사와 학습자가 쉽고 편하게 강의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온라인 강의를 위한 오픈 마켓 형태

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서비스와 연구들은 강의 콘텐츠만을 

대상으로 오픈 마켓 형태의 모델을 제시하여 문제은행 

등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학습자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 자

체에 대한 오픈 플랫폼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안하는 시스템은 누구나 문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고, 문제가 등록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품질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품질의 문제를 선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문제 등록 

모듈, 평가모듈, 출제 모듈로 구성되며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관련연구를 살펴본 후, 3장에서 자세히 설명

한다.

Ⅱ. 관련연구

2.1. 문제은행 시스템[9]

문제은행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문제들을 체계적으

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놓고 필요시 일부

의 문제를 추출하여 학습자의 평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의 문제은행 시스템은 이미 

개발된 문항들을 단순히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컴퓨

터 프로그램화하여 문항의 특성에 관련된 각종 정보들

을 문항과 함께 체계적으로 저장, 관리, 활용하는 하나

의 통합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능한 다수의 

문항을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여 문항 내용, 문항 형태, 

문항 양호도 수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

그램화한 것이다. 또한 한번 사용한 문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다시 문제은

행에 저장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문제은행을 보다 실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문항을 보유하여야 하며 문항에 대한 풍부한 정

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다양하게 보유한 문항들과 정보

를 함께 문제은행시스템에 저장하여 문항분류가 효율

적인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2.2. 교육용 콘텐츠를 위한 오픈 플랫폼

기존의 오프라인 형태의 강좌를 온라인 형태로 제공

하는 MOOC[10]는 폐쇄형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폐쇄형 플랫폼의 경우 자유로운 주제 선정은 어렵지

만, 일관성 있으며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익명평가 가능한 개방형 문제은행 시스템

445

오픈 플랫폼은 사용자가 일정 요건만 갖추면 플랫폼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는 플랫폼을 말하며, 교육 콘텐

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유튜브[6], 유데미[7], 에어

클래스[8]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들 서비스들을 전문성

이 높은 강좌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통해 콘텐츠 제공자는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콘텐츠 

소비자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콘텐츠를 제공받

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2]에서는 강사와 학습자가 쉽고 편하게 강의 콘텐츠

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온라인 강의를 위한 오픈 

마켓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강의 콘텐츠에 한

정하여 제안하였다.

Ⅲ. 제안하는 익명평가 가능한 개방형 온라인 

문제은행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 

자체에 대한 오픈 플랫폼 시스템을 제안 한다. 제안하

는 시스템은 문제가 등록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품질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품질의 문제를 선

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익명평가 가능

한 개방형 문제은행 시스템의 구조도이다. 그림과 같이 

제안하는 시스템은 문제 등록 모듈, 평가모듈, 출제 모

듈로 구성된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등록 모듈은 문제 제공자가 문제를 초기 생성하여 시

스템에 공개 또는 비공개 형태로 등록하는 모듈이다.  

평가 모듈과 출제 모듈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는 모듈로 평가 모듈은 

등록 모듈을 통해 공개된 문제에 대하여 다른 사용자들

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이며, 출제 모듈은 시

스템에 문제 제공자 본인이 비공개 형태로 등록한 문제

를 포함하여 모든 공개 형태의 문제들에서 선별하여 학

생들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형태로 제공하는 모듈

이다. 전체 시스템에서 각 모듈별 수행하는 작업의 순

서는 그림 2와 같다.

Fig. 2 Sequence Diagram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일반 PC 또는 휴대

폰인 클라이언트에서 문제를 등록하거나 문제에 대한 

평가를 하면 그 정보가 서버에 등록되어 처리된다. 서

버는 Ubuntu 14 OS 환경에서 자바로 구축하였다. 일반 

PC는 HTML5로 개발하였고, 스마트 폰용 앱은 안드로

이드 스튜디오에서 자바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3.1. 등록 모듈

등록 모듈은 문제 제공자들이 생성한 문제를 시스템

에 등록하는 모듈이다. 문제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등

록할 수 있으며, 공개로 등록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용자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개된 문제는 

문제와 함께 문제 제공자의 정보도 함께 공개되는데, 

문제 제공자는 실명, 별명 또는 비공개로 등록한다.

문제는 주관식 또는 객관식 형태로 등록할 수 있으

며, 문제 유형은 텍스트, 그림, 사진, 동영상, URL, 현재 

작업 단말기에서 바로 카메라로 직접 찍거나 촬영한 동

영상 등의 형태 모두를 제공한다. 객관식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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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1개 또는 여러 개로 다중선택이 가능하며, 모든 문

제는 힌트 및 정답이 제시되어 저장되며, 출제자가 판

단한 난이도도 함께 저장한다.

문제 출제자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해 

놓은 문제를 기반으로 또 다른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도 있다. 제출자는 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문제를 수정 

할 수 있으며, 수정된 문제는 자동으로 버전관리가 되

어 제공된다. 

문제 등록을 위한 문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는 그림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XML로 표현하였다. 이는 제

안한 온라인 문제은행 시스템이 이용자 수와 제출된 문

제 수가 충분히 많아지면 제안하는 시스템을 공공데이

터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Fig. 3 Submitted Problem Schema

XML의 특성상 스키마에서 태그를 정의할 때 반복

을 시켜 재정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tem태그의 경우 

객관식 보기를 의미하는 태그로써 <Item no=“1”>1번 

문항에 대한 글</item>과 같이 no라는 속성을 이용하여 

객관식의 여러 보기 항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SubmitNo는 현재 문제를 다른 사람이 몇 번이나 온라

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문제를 활용하여 몇 번이나 제출

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항목이며, ScoreFit는 실제 문

제로 제출되어 그 문제를 푼 사람의 수를 나타낸다.

3.2. 평가 모듈

평가 모듈은 공개로 등록된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모듈이다. 등록된 문제들은 학년, 과목, 단원 등의 카테

고리별, 등록된 날짜별, 평가 받은 수별, 난이도별  등 

다양한 형태로 정렬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Fig. 4 Review Screen Shot

Fig. 5 Review Problem Sc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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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와 같이 문제 평가자는 실명, 별명, 비공개로 

평가할 수 있으며, 등록된 문제 자체의 오류 및 오탈자, 

문제 등록자가 제시한 난이도의 적절성, 문제 카테고리

(과목, 학년,  단원)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각 항목을 

선택 또는 서술형으로 기술할 수 있다.

그림 4를 거쳐 평가된 문제는 그림 5의 스키마 기반

으로 저장된다. 그림 6은 XML 형태로 시스템에 저장된 

예이다. 

Fig. 6 The Example of Review

3.3. 출제 모듈

출제 모듈은 시스템에 본인이 등록한 문제와 공개로 

등록된 문제들 중에서 실제 평가를 시행할 문제들을 선

택하는 모듈이다. 본 논문에서 제공하는 출제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수행하는 평가에도 제안하는 문제은행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동으

로 문제를 선택하는 방법만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평가의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개별 사용자 맞춤형 문제를 자동으로 선별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도 있다. 평가에 필요한 문제들을 보다 쉽게 

선택하기 위해서 3.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정

렬 방식이 제공된다. 

오프라인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문제지 상단에 

기관이름, 시험이름, 학습자의 신상을 적을 수 있는 템

플릿이 구성되어 있어 PDF 파일로 출력할 때 선택된 문

제들과 함께 템플릿이 자동으로 출력 된다. 이때 PDF 

파일은 이미지형태로 저장되어 출력되어 시스템 밖에

서 임의로 수정 또는 복사 되지 않는다. 오프라인의 경

우에는 답지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힌트와 함께 답안

도 PDF로 출력된다.

선택된 문제들은 온라인 평가와 함께 출력을 통한 오

프라인 평가도도 활용 가능하다. 온라인 평가 시에는 

문제를 푼 후 답을 즉시 확인 할 수 있다. 이 때 학습자

에게 문제를 푼 후 즉시 힌트 및 답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여러 문제를 푼 후에만 힌트 및 답을 제공

할 수도 있다. 

그림 7은 평가 문제 선택 모듈에 작성된 문제를 PDF 

기반으로 출력한 형태이다. 

Fig. 7 The Test Example of Off-line type

사용자가 실제 평가에 사용한 문제 또는 자주 사용하

기 위해 저장하기를 원하는 문제들은 별도 제작된 사용

자별 출제 문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는 그림 8과 같다. 

Fig. 8 History Schema of the Problem

학습자는 출제 모듈에서 작성된 오프라인 또는 온라

인 형태의 문제들로 학습 수준을 평가 받을 수 있다. 온

라인 형태로 평가 받은 경우에 대하여 문제에 대한 질

문이나 의문점 및 학습자가 느끼는 난이도와 다른 의견

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통해 선택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다. 학습자의 피드백 정보는 그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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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tudent Review Schema of the Problem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전통적인 학습방법에서는 다수의 학습자에 대한 교

육 내용, 강의시간, 학습 난이도 등을 획일적으로 결정

하여 개인적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하지

만, 최근 ICT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학습 방법이 적용되

어 학습자 개별 수준에 맞는 교육을 수행할 수 있게 되

었다.

이러한 온라인 학습방법에서 학습자의 수준을 평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접근 방법은 사전에 많은 문제들

을 문제은행에 등록해 두고, 이들 중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뽑아서 학습자의 학습 수준을 평가하는 것

이다. 지금까지 학습자 평가를 위한 문제에 관한 연구

들에서는 문제은행에 등록되는 문제의 품질은 이미 충

분한 상태임을 가정하고 그 이후의 단계에만 관심을 가

지고 있었다.

본 논문은 학습자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 자

체에 대한 오픈 플랫폼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하

는 시스템은 누구나 문제를 등록하고, 문제가 등록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품질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

록 하여 고품질의 문제를 선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문제에 대한 등록 모듈, 평가모

듈, 출제 모듈로 구성되며 등록 모듈은 문제 제공자가 

문제를 초기 생성하여 시스템에 공개 또는 비공개 형

태로 등록하는 모듈이다. 평가 모듈은 문제 등록 모듈

을 통해 공개된 문제에 대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평가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이며, 출제 모듈은 시스템에 

문제 제공자 본인이 비공개 형태로 등록한 문제를 포

함하여 모든 공개 형태의 문제들에서 선별하여 학생들

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충분한 사용

자와 충분한 양의 문제가 모인다면 다양한 과목과 수

준의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사용

자의 평가와 문제 등록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며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문제은행

의 평가자에 맞는 문제출제 방법 등을 적용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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