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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응  상호작용 기반의 동 상 강의계획서 템 릿을 정의하고 있다. 학에서의 강의계획서

는 교수학습 설계도로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단편 인 구조내용, 타서비스 연계 부족, 재사용성 

부족 등으로 형식 인 문서로 여겨지고 실제로는 단순한 조회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수학습과 련된 

실질 인 정보를 제공하고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학습 정보공유가 가능한 입체 인 강의계획서를 설계한다. 제

안하는 기법은 강의계획서의 계층구조 정의, 학습자의 선호도에 맞는 미디어 콘텐츠 용, 정보 달의 실시간 

변동 기능 등을 포함하여 교수학습 심의 강의계획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실제 LMS를 통해 제공된 동

상 강의계획서는 편의성을 강화해서 사용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교수학습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보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On-line Video Syllabus Template which is based on adaptive mode with interaction.A syllabus has the 

significance as a teaching and learning plan. However, it has not only been considered as a formal document, has also been limited into a simple query since 

it has been made into a fragmentary structure, lacking of link between other services and reuse. Additionally, this paper is aimed to design 

three-dimensional syllabus which makes it possible to provide students with practical information related to teaching and learning and share it with teachers 

and students. The following is the technique proposed in this paper. It is made to be served for the Syllabus centered on teaching and learning, which is 

including the definition of hierarchy structure, the media contents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learner’s preference and real-time variation function. On-line 

Video Syllabus provided through LMS has availability and credibility of teaching and learning, in that it enable increased utilization by strengthening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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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 학에서는 교육 질 리를 해서 

티칭포트폴리오, CQI, 강의평가, 교육만족도 조사 등

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10, 13]. 이러한 교

육 질 리의 방법들은 개 수업이 끝나는 시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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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결과를 이용하여 수업의 질  개선을 

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수업이

나 사업의 종료 시 에서 도출한 자료들은 실제로 얼

마나 많은 개선사항들이 새로운 수업에 반 되었는지 

알 기 어렵다. 반면, 강의 계획서는 수업의 시작 시

에서 수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수업의 효과를 계획서

와 비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업의 질 리를 효

율 으로 수행할 수 있다.

수업은 구체 인 학습 목표를 가지고 교수자와 학

습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가 사 에 설정된 구

체 인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

고 지도하는 일련의 교수활동이다[8,10]. 계획 인 활

동을 수업 이 에 계획하는 과정에서 강의계획서가 

필요하다. 강의계획서는 교수자의 교수설계 결과물로

서 학습자들에게 한 학기동안 수업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며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 에 알려주

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교수자에게 체계 으로 수업

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9].

부분의 학에서 강의계획서 생성은 한 학기를 

비하는 첫 과정으로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교과

목을 선택하고 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수업 

진행 방법, 평가 방법, 수업 내용 등에 해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약속을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4,5]. 교

수자가 강의계획서의 각 요소에 해 충분한 정보를 

기술하는 경우 학습자는 강의계획서 조회를 통해 수

강할 수업에 해 사 에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강

의 계획서 공유, 재사용성, 타 서비스로의 연계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재의 강의계획서를 활용하는 효용

성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원인은 강의계

획서의 비구조화와 지원 시스템의 단순함에 있다[3]. 

강의계획서의 정보 부족은 한 학기 학습 계획이나 졸

업 시까지의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

기 때문에 학생들의 과목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강의 계획서를 형식 인 문

서로 여기고 제 로 된 활용을 못하게 될 수 있다. 강

의계획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의 매체로 

일종의 계약이며 학 수업의 질과 련한 지표로서 

활용되어야 한다[3,8]. 그러나 기존 강의계획서는 교수

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없는 교수자의 일방향성 

문서가 되어 의미 없는 형식 인 서류가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강의계획서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웹기반의 응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강의 계획서 개발을 목표로 수행하 다. 

응  상호작용은 크게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 그리

고 학습내용 혹은 학습목표의 특성을 종합 으로 고려

하여 학습자의 응답과 결과에 따라 최 의 선택사항을 

웹기반 교육시스템이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학습 환경

을 의미한다. Ross는 교수보조의 수 을 결정하기 

해 의미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컴퓨터 로그래

에 의한 응  통제가 학습자 통제보다 더 효과 이

라는 것을 발견했다[12]. 박종선[7]은 웹기반 교육 시스

템이 오 라인 컴퓨터의 코스웨어에 비하여 훨씬 범

한 지역에서 다양한 학습자들에 의해 사용될 가능성

이 높지만, 오 라인 환경에서처럼 교수자가 학습자에

게 한 도움을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해 응  상호작용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하 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동 상기반의 강의계획서를 교수자와 학습자

의 응  상호작용에 기반 하여 설계  개발하 다. 

본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강의계획서

의 기본 트리 구조를 정의하고 3장에서는 동 상 강

의계획서 시스템 설계를 제안하고 4장에서는 실제 구

을 통해 제안된 기법의 정당성을 보이고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소개하 다.

Ⅱ. 련연구

2.1 강의계획서 구조 분석

강의계획서 양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학에서 학 자체의 통일된 양식을 제안하고 이 양

식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온라인 상에 입력하도록 요

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강의계획서 온톨로지 설

계를 해 국내  국외 학의 다양한 강의계획서 

양식의 분석을 통해 공통된 요소들을 추출하 다. 강

의계획서의 구조 분석은 강의계획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에 한 분석과 강의계획서  다른 요소들 사

이에 존재하는 계에 한 분석으로 나 어진다. 강

의계획서의 기본 인 구성요소는 교과목 정보, 교수자 

정보, 학습자 정보, 학습목표, 수업장소  수업방법, 

교수매체, 평가방법, 교재  참고문헌, 주차별 강의내

용  강의자료 등이 있다[6,8].



응  상호작용기반 동 상 강의계획서 설계  구

 665

교과목 정보는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 , 시수 

등의 한 학기 동안 진행할 수업의 교과목이 무엇인지 

기술하는 정보이다. 교수자 정보는 수업을 진행할 담

당교수에 한 정보로서 교수자명, 연구실, 이메일, 홈

페이지, 화번호 등이 포함된다.

학습자 정보는 학과, 학년  선행지식 등의 담당 

교과를 수강할 상이 구인지 기술하는 것이며, 학

습목표는 한 학기 수업을 통해 습득하고자하는 지식

의 내용으로서 구체 으로 어떤 유형의 지식을 어떤 

형태로 습득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기술한다. 따라서 

학습목표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교과목이 요

하게 다루는 지식이 무엇인지 악할 수 있다. 

 

2.2 웹기반 응  상호작용 기법

웹기반 응  교육시스템의 응기법에는 ITS(: 

Intelligent Tutoring Systems)계열의 응기법과 AHS(: 

Adaptive Hypermedia Systems) 계열의 응기법이 제안

된다[1]. 웹기반 응  교육시스템의 응기법이란 학습

배경, 학습목표, 선수학습 등 학습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합한 학습내용과 방법을 웹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의미한다. 응  코스웨어란 학습자

의 개별 인 특성, 학습내용인 역지식의 특성, 웹의 특

성을 반 하여 개별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코스웨어를 

의미한다. ITS 계열의 응기법에는 하이퍼공간에서 정보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최 의 학습경로를 찾도

록 도와주는 ‘교육과정 계열화 기법’, 학습자에게 다음 단

계를 수행하기 한 힌트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각 단계

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지능 인 도움을 제공하는 ‘상

호작용 문제해결 지원 기법’, 학습자가 사 에 해결한 문

제 등과 같이 학습자와 련된 사례를 제시하여 학습자를 

도와주는 ‘ 제 심의 문제해결 기법’,  학습자에게 포

인 에러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자 모델을 갱신하는 기

능의 ‘학습자 해결방안의 지능  분석 기법’이 있다. AHS 

계열의 응기법에는 학습자 모델에 장되어 있는 학습

자의 목표, 지식, 기타 정보를 고려하여 하이퍼미디어 페

이지의 내용을 응시켜주는 ‘ 응  제시 기법’, 력학

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한 그룹을 형성하고, 특정 주

제에 한 합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료학습자를 찾

는 것과 련된 기능을 갖는 ‘ 응  력활동 지원 기법’, 

하이퍼공간에서 링크의 제시를 변화시킴으로써 학습자와 

학습구조 악과 탐색을 지원하기 한 ‘ 응  탐색 지

원 기법’이 있다. 응  탐색 지원 기법은 통 인 계열

화 기법보다는 비지시 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AHS 계열의 ‘ 응  탐색 지원 기법’을 용

하여 동 상 강의계획서를 개발하 다.

Ⅲ.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강의계획서 구조화, 데이터베이스 스

키마설계, 시스템 구성도를 통하여 시스템 설계과정을 

살펴본다. 

3.1 강의계획서 구조화

기존의 웹으로부터 검색  다운로드 가능한 강의

계획서들을 살펴보면 구조, 구성요소, 내용 수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차이와 다양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3]. 비교  구조화가 잘 되어있는 것도 있으나 

부분 항목들의 순서에 규칙이 없으며 서술식 기술

로 인하여 정보의 분리와 재사용이 어렵다. 따라서 강

의계획서의 효용성을 높이기 한 근의 시작은 구

조화된 강의계획서 템 릿을 정의하는 것이다.

Level1 Level2 Leverl3

Syllabus

1.Instructor

1-1.Lecture

1-2.Subject Basic Information

1-3.Teaching assistant

2.Course Outline Add on request

3.Learning 
  Objectives Add on request

4.Lecture activity
4-1.Weekly training schedule

4-2.Core competencies and 
implementation methods

5.Learning 
  Resources

5-1.Student reviews

5-2.Sample course

5-3.Textbooks and reference

5-4.Assignment for next class

6.grades Policy 6-1.Learning assessment and 
method

표 1. 강의계획서 트리 구조 
Table 1.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a sylla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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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문서 양식으로서의 강의계획

서 템 릿들1)을 분석하여 보다 계층 구조화되고 데이

터베이스에 장 가능한 구조를 정의하 다. 표 1에서 

부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표 1에서는 계층 구조의 세 번째 수 까지 보여 주

고 있으나 읽을거리, 멀티미디어 등의 구성요소는 그 

하 에 , 잡지, 이미지, 동 상 등의 하  요소들

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강의정책, 강의주차 등의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학습자의 학습활동, 학습평가  성취수 을 평가

하기 해서는 강의계획서에 기술되는 학습목표, 학습

활동, 학습평가 항목에 한 구조  명세화를 통한 정

의가 요구된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블룸

(Boolm)의 학습능력  성취분류2)를 참조하여 학습

자의 성취수 에 하여 분류하 다. 강의계획서의 학

습목표, 학습성과, 학습평가, 학습활동 등을 보다 체계

이고 구조 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표 2와 같

이 Bloom 등은 학습자의 사고 행동을 6가지 인지  

복잡도 수 으로 분류하 다[3]. 이 분류는 교육학 

련 분야에서 학습자의 학습 능력  성과 등을 평가

하기 해 많이 활용되고 있다.

Level Cognitive Attitude Skill

1 Knolegde Receiving Imitation

2 Comprehension Responding Manipulation

3 Application Valuing Precision

4 Analysis Organizing Articulation

5 Synthesis Characterizing by 
value Naturalization

6 Evaluation

표 2. Bloom의 인지  복잡도 분류  
Table 2. Bloom’s taxonomy of six cognitive levels of 

complexity

3.2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웹기반 응  상호작용 강

의계획서 시스템의 기본 인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는 

DFD(: Data Flow Diagram)은 그림 1과 같다. 시스템

1)2) Online syllabus template tool, 

https://podcasts.usu.edu/Podcasts/OSTT/OSTT2.pdf

을 리하는 리자 모듈, 학습을 수행하는 사용자 모

듈, 학습자를 지도하는 강사 모듈로 구분되어 있으며, 

리자 모듈은 주로 강의계획서 페이지 개발과 리, 

페이지 구성과 강의계획서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하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그림 1. 데이터 흐름도
Fig. 1 Database flow diagram 

사용자 모듈은 로그인 과정, 강의계획서 선택, 웹페

이지 검색, 동 상 실행, 학습과정 보기, 학생후기 보

기, 맛보기 강좌 보기 등과 같은 과정을 수행한다. 강

사 모듈은 수강생 조회  리, 강의계획서 콘텐츠 

개발, 콘텐츠 편집  업로드 등의 과정을 수행한다. 

3.3 시스템 구성도

제안하는 웹기반 응  상호작용 강의계획서 시스

템의 체 구조는 그림 2와 같이 강사 촬 , 독 시스

템, LMS, VOD 스토리지, 독  스토리지, 

LMS/LCMS 서버, LMS/LCMS DB로 구성되어 있다.

동 상 콘텐츠 촬   제작은 독  소 트웨어를 

이용한다. 독  소 트웨어는 PDF형식으로 매체를 

변환하여 원하는 치에 동 상을 맵핑할 수 있는 동

상 콘텐츠 제작 도구이다. 독  시스템과 LMS의 

스토리지에 장된 동 상 콘텐츠의 주소를 HTML5

형식으로 링크 연동을 통해서 강의계획서 페이지에 

미리 주소 맵핑 작업을 실시한다. 이때 동 상 콘텐츠

가 모바일에서 실행하기 해서 실제 맵핑 주소는 

LMS 시스템의 동 상 이어 주소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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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동 상강의계획서 시스템 구성도
Fig. 2 Video Syllabus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수강신청이 이루어지기 이나 는 수업진행 과정

에서 응  탐색 기법을 이용해서 학습자가 추가 

는 수정을 요구한 항목에 해당하는 강의계획서 콘텐

츠에 해서 LMS에서 수정을 요구하면, 교수자는 웹

캠이나 노트북을 이용해서 콘텐츠 작도구인 독 시

스템에 속하여 동 상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때 해

당 콘텐츠의 일명만 일치시키면 미리 맵핑된 스토

리지 역에 장하게 되고 교수자는 수정된 동 상 

강의계획서 내용을 즉시 반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

은 콘텐츠 제작 모듈 구성도를 보여 다. 교수자의 필

요에 의해서 는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강의계획서

를 변경하는 방법은 그림 3의 콘텐츠 제작 모듈을 통

해서 이루어진다. 

그림 3. 콘텐츠 제작 모듈 구성도
Fig. 3 Configuration of contens manufactured module

3.4 Client Management Module

클라이언트 매니지먼트 모듈은 학습자가 강의계획

서와 련하여 게시 이나 CTL홈페이지에서 추가 

는 수정을 요구할 경우에 교수자에게 문제되는 부분

을 통지하는 시스템이다. 

3.5 Progress Check Module

교수자가 본인의 수업 진도와 수업환경에 맞도록 

강의계획서 내용을 수정하고 업로드 할 수 있는 시스

템이다. 교수자는 Doczoom share를 활용하여 동 상 

콘텐츠를 원하는 시스템에서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

으며 이때 제작된 콘텐츠가 진도 체크 러그인 모듈

에 의해서 교수자가 원하는 치에 업로드 된다. 

3.6 Management Server

리자 서버로서 교수자가 강의계획서를 업데이트 

하게 되면 해당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에게 수정사

항이 용되었음을 알린다. 해당 시스템은 학습자의 

속권한을 제어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속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림 4. 강의계획서 페이지 링크 맵핑
Fig. 4 Syllabus page link mapping

3.7 응  탐색 지원 기법 용

강의계획서 페이지에 그림 4의 독  편집기를 이용

하여 동 상 콘텐츠를 맵핑한다. 맵핑 기법을 활용하

여 교수자는 학습자의 요구사항을 하이퍼공간에서 링

크의 제시를 변화시키는 응  탐색 지원 기법을 

용하게 된다. 그림 4는 링크 주소를 이용해서 LMS 

시스템의 동 상콘텐츠를 강의계획서 페이지에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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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화면이다. 맵핑된 강의계획서 페이지를 독  서

버에 탑재하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상호작

용이 가능한 동 상 강의계획서가 작성된다. 

Ⅳ. 구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웹기반 응  상호작용 강

의계획서 시스템은 재 S 학교에서 동 상 강의계

획서라는 명칭으로 서비스 되고 있으며, 본 시스템을 

사용하기 해서는 LMS 시스템에 속하면 바로 이

용할 수 있다. 

 

 

그림 5. LMS와 모바일 속 화면
Fig. 5 LMS and mobile access screen

그림 5은 S 학교의 LMS에서 동 상 강의계획서

에 속한 그림이다. 그림 6은 강의계획서를 실행한 

화면으로 두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항목마다 미

리 동 상이 맵핑되어 있으며 해당 일명은 교수자

가 정하거나 미리 약속된 형식의 일명으로 제작되

어 있다.  

그림 7은 독  콘텐츠 작도구를 실행해서 동 상 

촬  녹화를 시작하는 화면이다. 웹캠의 화면이 왼쪽 

작은 창에 나타나고 마이크 입력은 가운데 아이콘에

서 확인 할 수 있다. 오른쪽의 ‘Rec’아이콘을 클릭하

면 녹화기 시작된다.  

그림 6. 강의계획서 페이지 구성
Fig. 6 Configure syllabus pages

그림 7. 콘텐츠 녹화 툴
Fig. 7 content recording tool

녹화가 완료되면 해당 일명을 미리 맵핑된 일

명으로 장한다. 독  로그램에서 일 업로드를 

실행하면 재 교수자가 강의 인 강좌명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8과 같이 강의계획서를 수정하려는 과목을 

선택한 후 업로드를 실시한다. 업로드는 수동으로 진

행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일명을 미리 지정된 형

식으로 변경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즉, 과목을 선택하

는 과정은 강의계획서에 향을 주지 않지만 업로드 

되는 일의 일명은 강의계획서 내용을 변경하게 

된다.

 그림 9는 수정된 상이 업로드 된 화면을 모바일

에서 실제 실행한 화면이다. 왼쪽 화면은 동 상 강의

계획서 첫 번째 페이지의 ‘주별 강의계획’을 실행한 

화면이고 오른쪽 화면은 ‘학생 후기’를 실행한 화면이

다. 이 의 콘텐츠 맵핑 과정을 통해서 ‘주별 강의계

획’의 콘텐츠 내용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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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LMS 시스템 과목 리스트 
Fig. 8 LMS system course list

그림 9 주별 강의 소개와 학생후기 실행화면
Fig. 9 Weekly lecture introduction & student reviews 

execution screen

2.2. 용결과

본 연구를 통하여 구 한 웹기반 응  상호작용 

강의계획서를 활용한 학습자의 만족도  활용도 조

사를 하여 실제로 동 상 강의계획서를 사용하도록 

한 후 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 상은 동 상 강의계

획서를 개발한 11개 교과목 수강학생 300명을 상으

로 하 으며 설문 내용은 효과성( 근성, 이해도, 정

확성), 학습자 편의(연계성, 편리성, 용성), 디자인

(화면구성) 역의 총 7문항으로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 다. 

  

Scale N M SD

accessibility 300 4.9 0.408

Understanding 300 4.62 0.807

accuracy 300 4.95 0.291

Connectivity 300 4.7 0.769

convenience 300 4.98 0.128

Applicability 300 4.84 0.514

screenlayout 300 4.36 1.049

표 3. 동 상 강의계획서 활용 설문결과
Table 3. Survey result using video syllabus

설문 결과는 표3에서 살펴보면 체 으로  만족도

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해도와 화

면구성에서 다른 질문들에 비해서 상 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 다. 이는 화면구성에 한 디자인 부분

이나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 다. 

Ⅳ. 결  론

강의계획서에는 교과목의 교수학습 설계도로서 실

제 인 교과목 식별자이며 교수학습 련 서비스의 

핵심 엔티티로 활용될 수 있다[11]. 그러나 재의 강

의계획서는 단편 인 구조내용, 타서비스 연계 부족, 

재사용성 부족 등으로 인해 형식 으로 여겨지고 실

제로 교수자가 학기 에 생성하면 학습자는 수강신

청을 해 조회하는 수 의 낮은 사용도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강의계획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응  탐색기법을 용한 상호작용 기반의 강의계획

서를 개발하 다.

강의계획서의 계층구조 트리를 정의하고 인지  복

잡도 분류를 기 으로 강의계획서를 구성한 후, 교수

학습과 련된 실질 이고 풍부한 정보를 미디어 콘

텐츠를 활용하여 제공함으로써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

호학습 정보공유가 가능한 입체 인 강의계획서를 설

계하 다. 한 응  탐색지원 기법을 응용하여 강

의계획서의 정보가 실시간 으로 변동하게 되어 강의

계획서의 재구성 비율이 높아지고 모바일 기반으로 

편리성이 높아져 타서비스와의 연계성도 개선되는 효

과를 가져왔다. 

최종 으로 수요조사 상자인 학생들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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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을 실시한 결과 기존 강의계획서에서 제기된 문

제 을 해결한 부분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근성과 편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모바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

나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사용자 요구를 극 반 하

지 못하고 화면구성에서 정교하지 못한 부분에서 다

소 만족감이 낮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스템은 로토타입 단계로서 

앞으로 사용자들이 동 상 강의계획서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요구사항을 게시 을 통해서 요청하는 부분을 

AI와 빅데이터를 용하여 실시간 으로 수요자의 요

구를 용할 수 있는 지능형 응성 상호작용을 제공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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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재 순천 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임

연구원

※ 심분야 : 교육공학, 온라인교육, 빅데이터

최원호(Won-Ho Choi)

1994년 서울 학교 화학교육과 졸

업(교육학사)

1996년 서울 학교 학원 화학교

육과 졸업(교육학석사)

2005년 서울 학교 학원 화학교육과 졸업(교육학

박사)

2012년∼ 재 순천 학교 화학교육과 교수

※ 심분야 : 교육과정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