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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및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러 분야에

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

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학습자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

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등 교육 현장을 혁신하고자 하는 움직

임이 활발하다.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 맞춤형 교육 지원은 학습자 주도의 학습

활동에서 활용성이 높다. 대표적인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활동인 탐

구 기반 학습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 상태 및 수준에 따라

수행 능력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

가 개별 학습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며, 학습자들의 탐구 활동

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러한 탐구 기반 학습에서

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기반의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질문에 대해 적응적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도구 설계 원리를 확인

하고, 이를 반영하여 실제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계 ·

개발연구 Type 1의 방법론에 따라서 선행 문헌 고찰을 통해 도구

개발을 위한 설계원리 5개와 상세 지침 14개를 확인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도구 설계 원리 및 프로토타입에 대한 교육학 분야 전문가의 검

토와 개발지침에 대한 인공지능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전문가

의 검토 내용을 참고하여 인공지능 기술 중 자연어 처리 기술을

비롯한 텍스트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탐구 기반 학습에서 적응적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인 ALT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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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웹 기반 형태로 도구를 구현한 후에는 인공지능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기술적 관점에서 도구의 개선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학습자 대상의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

여 개발된 도구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하였고, 학습자의 반

응을 토대로 도구의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탐구 기반 학습에서 적응적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도구를 개발할 때 활용된 핵심 기술인 텍스트 분석 기술

을 중심으로 논의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탐구 기반

학습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처방으로,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를 제안하였다는 점이

다. 또한, 실제 학습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교육적 맥락에

서 인공지능의 실제적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교육 데이터

를 활용하여 개발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 연구로서 발전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정확도를

바탕에 둔 학습 도구 개발 연구, 주제를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

을 교육 현장에 접목할 때 분류된 주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인공지능, 텍스트 분석, 적응적 학습 지원, 탐구 기반 학습,

도구 개발

학 번 : 2019-2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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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및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러 분야에서 인

공지능을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인공지

능 기술을 도입하여 학습자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학습 지

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등 교육 현

장을 혁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박만구, 2020; 장혜원, 남지현,

2021; 한형종, 김근재, 권혜성, 2020). 개인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고도

화된 기술 기반의 학습 환경 구현이 필수적이며, 학습자 개인의 요구와

특성, 학습 활동에 대한 개별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작업이 수반되

어야 한다. 개별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가 누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학습자의 수준 및 학습 상황을 고려한 적응적 학습 지원이 가능해지며,

적응적 학습 지원을 토대로 개인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개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적응적 학습 지원에 대한 요구는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 왔으나(성지현, 조영환, 조규태, 허선영, 양선환, 2017; 임철

일, 김성욱, 박태정, 윤영호, 2017), 제한적인 기술 수준과 기술 기반의

교수학습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교

육 현장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적응적 학습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

다. 하지만 오늘날 인공지능을 비롯한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가능케 하는

첨단 테크놀로지 분야가 집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실제 머신러닝, 딥러

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에 접목하여 개인 맞춤형 교육 실현을 도모

하는 탐색적인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교육 시스템 및 LMS(학습관리

시스템)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개인 맞춤형 교육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 수집 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학습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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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학습하는 활동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학습자들은 온라인상

의 자신의 학습 데이터를 기록하게 되었고, 기록된 데이터는 개인 맞춤

형 교육을 위해 학습자들의 학습 상태 및 수준을 분석할 때 중요한 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듯, 기술의 발전과 시대적 상황이 맞물려 인공지

능 기반의 개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 및 도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박만구, 임현정, 김지영, 이규하, 김미경, 2020).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개인 맞춤형 교육 지원은 학습자가 주도하는

학습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 학습자 주도의 학습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인지 수준 등 개별 학습자의 능력의 차이로 학습 수행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신영민, 2009; 신영민, 김현경, 최병순, 2010). 대표적인 학습자 중

심의 학습 방법인 탐구 기반 학습은 학습자가 탐구 과정을 경험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강조(박인우, 2003)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주도적

으로 학습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의 학습을 위해 교수자

는 학습자의 탐구 활동 과정 중 개별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즉각적이고

적응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

상 교수자가 학습자의 탐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문에 답변해

주거나 적시적인 피드백 및 학습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이유로 탐구 학습을 위해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

정에서 학습자는 어려움을 겪거나 부정적인 학습 경험을 하게 된다(신영

민, 2009; 신현화, 김효남, 2010; 임재근, 양일호, 홍은주, 임성만, 김순미,

2010).

탐구 기반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도 진행되어

왔다(김성중, 문교식, 2006; 신선희, 2009; 신선희, 2013, 유상미, 신승용,

김미량, 2009; 이정민 외, 2015; 장혜정, 류완영, 2006; 정연화, 이정민,

2015). 하지만 탐구 기반 학습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거나 팀원 간의 의

사소통을 지원하는 도구(김성중, 문교식, 2006; 신선희, 2009; 2013) 또는

탐구 활동 과정을 단계에 따라 기록하며(유상미, 신승용, 김미량, 2009;

장혜정, 류완영, 2006) 탐구 학습의 방향성을 안내해 주는 수준에서 머물

렀으며,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탐구 기반 학습에서 요구되는 학습



- 3 -

활동에 대한 개인 맞춤형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도구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위와 같은 교육 현장의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탐구

기반 학습에서 학습자들이 주어진 탐구 과제를 탐색할 때 필요한 적응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는 탐구 기반

학습에서 개별 학습자들이 자신만의 질문을 생성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적응적으로 지원한다. 웹 기반의 적응적 학습 지원 도

구의 시스템 상에서 학습자가 생성한 질문을 해석하고 분석하여 학습자

의 질문에 따른 개인 맞춤형 학습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구 기반 학습에서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

응적 학습 지원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설계원리 및 상세 지침을 확인하

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도구를 개발하여 해당 도구에 대한 학습자의 사

용성 평가를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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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탐구 기반 학습에서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학

습 지원 도구를 설계 및 개발하고, 개발된 도구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구 기반 학습에서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학습 지

원 도구 설계원리와 개발지침은 무엇인가?

둘째, 탐구 기반 학습에서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학습 지

원 도구는 어떠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는가?

셋째, 탐구 기반 학습에서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학습 지

원 도구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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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가. 탐구 기반 학습

탐구 기반 학습이란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을 밝혀보고자 문

제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탐구

(최동근, 양용칠, 박용우, 1998)의 방법 및 과정을 학습과정에 적용한 학

습방법이다(장혜영, 류완영, 2006). 탐구 기반 학습은 개개인의 성찰 능력

과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 방법이며, 적극적

인 의미 추구 과정인 탐구를 학습을 위한 주요 기제로 삼고, 고차원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방법이

다(임병로, 2001). 탐구 기반 학습은 지식을 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지식을 얻는 과정이나 방법에 주된 관심

을 두고 있다(장혜영, 류완영, 2006). 본 연구에서 탐구 기반 학습의 대표

적인 학습 활동인 주어진 문제 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생성하고,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학습 활동 과정을 일컫어 탐구 기반 학습이라고 정의한

다.

나.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

적응적 학습 지원 혹은 적응적 지원은 학습자들의 학습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피드백, 지도, 또는 학습 내용들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선영, 2020; Bimba, Idris, Al-Hunaiyyan, Mahmud & Shuid, 2017).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적응적 학습

지원의 예시로는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intelligent tutoring system)처럼

유의미한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학습자의 행동과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분별하여 도움이 되는 것은 촉진시키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줄이도

록 하는 것이다(성지현 외, 2017). 이처럼 학습자의 수준 및 학습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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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한 지원이 제공되기 때문에 적응적 학습 지원

은 학습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임철일 외, 2017; 허선영,

2020; Karakostas & Demetriadis, 2011; Walker et al, 2011). 본 연구에

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 활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에 따라 학습자별로 적응적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를 일컫어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라고 정의한다.

다.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개인 맞춤형 학습 혹은 개인화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은 교수학

습활동 및 경험에 대한 개별 학습자의 요구와 선택에 최적화된 교수적

접근 혹은 개별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는 다양한 지도 방식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로 정의된다(이선희, 2019; Lee, Huh, Lin & Reigeluth,

2018; Reigeluth, 2017).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중심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학습자 주도하에 탐구 기반 학습을 진행할 때 개별 학습자가 제각기 다

른 수준과 흥미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자별 맞춤형 학습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활용되는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의 주요 기능들이

수행하는 바를 통틀어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이라고 정의한다.

라. 텍스트 분석 기술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명칭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는 텍스트 분석 기

술 분야(김남규, 이동훈, 최호창, 2017)는 연관 분석, 유사도 분석, 군집

분석 등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의 유형에 따라 기술의 유형이 나누

어진다(문혜영, 김남규, 2020).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된 문장 단위의

텍스트 데이터를 'Multilingual Universal Sentence Encoder' 모듈을 활

용하여 임베딩하였고, 텍스트 간의 의미론적 유사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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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구 구현을 위해 적용된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비롯한 자연

어 처리 기술부터 다양한 텍스트 분석 기법을 포괄하여 텍스트 분석 기

술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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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탐구 기반 학습

가. 탐구 기반 학습의 개념 및 특성

학습에서의 탐구는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실제적이고 맥락적

인 지식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임병노, 2003). 학습자는 직접

탐구 과정을 경험하면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박인우, 2003), 탐

색한 지식을 자신의 의미로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실제적이고,

맥락적인 지식을 형성할 수 있다(성은모, 최욱, 2006). 따라서, 탐구 기반

학습에서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서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합목적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질문들에 대한 지식을 수집 및 분석하는 방법

과 과정을 중요시한다(임병노, 2002; Beyer, 1971). 이때, 학습자에게 탐

구 과정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요구

된다(강명희, 한연선, 2000; 성은모, 최욱, 2006).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 환경과 교수학습 방법을 바탕으로 급증하는 정

보 가운데 학습자들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탐색해야

한다(강명희, 한연선, 2000). 또한,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단순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수준이 아닌 문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의 교육적 활동이

요구되기 때문에(성은모, 최욱, 2006) 교수자는 인터넷을 비롯한 풍부한

학습 자원기반의 탐구 기반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문제 상황

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욱, 2000; 2001; 심웅

기, 강숙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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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학습 과정에서는 가설을 설정하고, 설정된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

는 이론적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가

설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가설설정이나 실험결

과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풍부한 자료가 요구된

다. 이러한 정보와 자료의 획득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해

졌다. 인터넷 기반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서 학습자는 다양한

공개교육자원(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을 접근하는 것이 가능

해졌으며(이선희, 2019), 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 여러 형태의 지식과 상

호작용하면서 탐구 기반 학습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

탐구기반학습은 문제 제기, 자료의 수집 및 분석, 해결안 진술 및 평

가와 같은 일련의 자기주도적인 과학적 탐구 활동들로 구성된다(임미연,

2019; 한정선, 강명희, 2012). 탐구 기반 학습은 대표적인 학습자 중심 교

육으로써, 학습자들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성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강명희, 한연선,

2000; Robinson, 1996), 학습 동기와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다(임미연,

2019; Suárez et al., 2018).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에 필요한 탐구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임정훈, 임병로, 최성희, 2004).

탐구 기반 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지식의 획득 자체보다는 지식획

득의 과정과 방법에 관심을 두게 되며(강명희, 한연선, 2000), 학습자들은

탐구 기반 학습 과정을 통해 학자들이 어떤 원리나 법칙을 발견할 때 거

쳤던 사고과정 혹은 탐구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그러한 원리나 법칙을 정

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탐구 과정 자체도 학습하게 된다(최동근, 양용

칠, 박인우, 1998).

한편, 기존 연구에서 학생들이 탐구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조직하고 통합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한다(임

미연, 2019; Song, 2014; Suárez et al., 2018). 일반적으로 탐구 기반 학

습에서 학습자는 탐구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학습 과정을 이끌어가고 과

학적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한다(임병노, 2003). 그러나 다수의 학생들

은 혼자 힘으로 탐구 학습을 수행하기 어려워하며, 이를 지원하는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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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임병노, 2003). 따라서, 탐구 기반 학습 활동 중

학습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교수자와 더불어 테크놀로지를 이

용하는 방안이 활용되고 있으며(한정선, 강명희, 2012), 온라인 자원 기반

의 학습 환경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습 시스템

및 학습 자원을 지원하는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박만구, 임현정, 김지

영, 이규하, 김미경, 2020).

나. 탐구 기반 학습 과정 및 모형

탐구 기반 학습은 원리를 탐구하거나 실험과 같은 학습 방법을 중요시

하는 자연과학 분야에서의 주로 적용되어 온 학습 활동(이상균, 2011)이

지만,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의 다양한 학제와 교과에도 활용되어 교육현

장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강옥미, 2001; 이종원, 오선민, 2016; 장

혜정, 류완영, 2006; Blessinger & Carfora, 2014). 탐구 기반 학습 과정

에서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탐구 과제를 제시하고,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하여 탐구 과제에 대한 답을 찾는 기회를 제공한다. 탐구 기반 학습은

교수와 학습 측면에서 명확한 답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의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사실이나 지식들을 바

탕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는다는 과정을 추구한다(Prince &

Felder, 2006). 이러한 과정의 일반적 특징 중 탐구 기반 학습은 특히 질

문 또는 문제가 학습 맥락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습을 추

구하며 스스로 지식과 정보를 발견하는 특징을 갖는다(Prince & Felder,

2006).

탐구 활동의 수준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표 Ⅱ-1> 참

조). 확인 탐구, 구조화된 탐구, 안내된 탐구, 열린 탐구로 구분된 탐구

활동의 수준은 교수자가 탐구 활동에서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문제, 절

차, 해결안과 같은 학습 자료 및 가이던스에 따라 구분된다(Bell,

Smetana & Binns, 2005). 학습자들의 탐구 능력이 신장되면 점차적으로

적은 양의 학습 자료 및 가이던스를 제공받더라도 스스로 탐구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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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으며, 원리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학습자가 자신만의 연구

문제를 설계하여 탐색해 나가는 고차원적인 탐구 활동 과정으로 발전한

다(White & Fredericksen, 1998).

확인 탐구에서는 탐구 활동을 진행하기 전 학습자들에게 학습에 필요

한 문제, 절차, 결과 등의 학습 자료가 제공되고, 학습자들은 탐구 학습

과정에서 주어진 학습 자료들을 확인하게 된다(Staver &　Bay, 1987).

교수자가 이전에 소개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의 수집 및 기록과

같은 학습 활동을 할 때 사용된다(Banchi & Bell, 2008). 구조화된 탐구

에서는 학습자들이 주어진 탐구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

된 정보를 제공받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문제의 해결안, 결과, 해석을 스

스로 생성해낸다(Staver & Bay, 1987). 안내된 탐구에서는 교수자가 학

탐구의 수준 문제 절차 해결안

1. 확인 탐구

학습자들은 탐구의 결과를 사전에 확인한

후, 학습 과정에서 원리를 탐구한다.

O O O

2. 구조화된 탐구

학습자들은 제공된 절차에 따라 주어진

과제를 탐구한다.

O O

3. 안내된 탐구

학습자들은 주어진 탐구 과제를 스스로

탐구 방법을 설계하여 탐구한다.

O

4. 열린 탐구

학습자들은 자신만의 탐구 과제를 설정하

여 스스로 탐구 방법을 설계하여 탐색한

다.

<표 Ⅱ-1> 탐구의 수준에 따라 학습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Banchi &

Bel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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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에게 탐구 문제를 제공하면 학습자는 스스로 탐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탐구 과정을 수행한다(Staver & Bay,

1987). 안내된 탐구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탐구 활동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린 탐구에

서는 학습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설계하고, 탐구 활동의 결과를 주도적으로 해석한다(Staver & Bay,

1987).

학습자들에게 있어 탐구학습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교수자가 문제 상황

이나 실험 상황들을 제시하고 제시된 문제 상황에서 학습자가 개방형의

탐구 과정을 통해 문제 이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 설정, 실험계획 수

립 및 실험, 가설 검증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가설 검증, 잠정적인

결론 도출 등의 절차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탐구학습을 위한 대표

적인 수업모형으로서 Schwab의 탐구학습 모형, Suchman의 탐구 훈련

모형, Massialas & Cox의 탐구학습 모형, Joyce, Weil & Calhoun의 탐

구 학습 모형이 있다(<표 Ⅱ-2> 참조).

Schwab(1960)는 탐구학습의 과정을 체계화하였다. 문제 파악 – 가설

설정 – 자료 수집을 위한 실험 설계 – 자료 수집 및 처리 – 자료 해

석 및 가설 검증 – 잠정적인 결론 – 일반화 과정을 통해서 과학적 지

식이 형성됨을 강조하면서 과학지식의 가변적 특징에 대해 지적하였다.

탐구 활동을 통한 지식의 형성은 잠정적인 결론의 변화 가능성을 바탕으

로 지식의 재정의가 이루어거나 새로운 개념의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으

며 탐구학습의 과정을 통해 과학지식의 가변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을 주장하였다.

Suchman(1964)의 탐구 훈련 모형은 학습자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

하여 개념을 도출하고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탐구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탐구 훈련 모형(Inquiry Training

Model)을 개발한 Suchman(1964)은 탐구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생들

에게 지식을 창조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Suchman(1964)은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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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 나갈 때 필요한 지적 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현실에 기반한 탐구

주제를 중심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Massialas & Cox(1966)는 탐구의 구체적인 과정을 문제 안내, 가설

설정, 용어 정의, 정보 탐색, 증거 제시, 일반화의 6단계로 제시하였다.

Massialas & Cox(1966)는 탐구학습에서 가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속적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이 형성되어 가므로 탐구

학습의 과정은 연속성을 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수업모형에서 과

학탐구과정은 학습자와 교수자가 가설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가설을 수정 및 검증하는 과정이 지속되며 학습이 이루어진다.

Joyce, Weil & Calhoun(2004)의 탐구 학습 모형은 학습자의 인지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직면함으로써 탐구 과정을 학습하는 모형이

다. Joyce, Weil & Calhoun(2004)은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 상황,

문제와 관련된 풍부한 자료의 제공, 탐구 과정 및 해결 방법에 대한 안

내를 중요한 학습 전략으로 강조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탐구 과정에 적

극적으로 임하여 탐구 과정 자체에 집중하고, 전체 탐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강명희, 한연선, 2000; Platten, 1991).

모형

과정

Schwab

(1960)

Suchman

(1964)

Massialas

& Cox

(1966)

Joyce, Weil

& Calhoun

(2003)

문제 의식
문제파악 문제 상황

제시

문제 안내

문제 직면
가설설정 가설 설정

가설 설정

자료 수집을

위한 실험

설계

문제 · 자료

확인
용어정의

실험 설계
자료 수집

및 처리
자료 수집 정보탐색

자료 수집

및 검증

<표 Ⅱ-2> 대표적인 탐구학습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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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탐구 기반 학습 환경

다양한 테크놀로지 기반의 도구들이 탐구 기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김성중, 문교식, 2006; 신선희, 2009; 신선희, 2013, 유상미, 신승용, 김미

량, 2009; 이정민 외, 2015; 장혜정, 류완영, 2006; 정연화, 이정민, 2015).

van Joolingen과 Zacharia(2009)는 탐구 기반의 학습 환경을 구축할 때

테크놀로지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표 Ⅱ-3> 참조). 네 가지 요소는 미션(mission), 정보 자원

(source of information), 지식표상 도구(tools for expressing

knowledge), 인지적 · 사회적 스캐폴딩(cognitive and social scaffolds)으

로, 구체적인 의미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김성욱, 2016).

자료 해석

및 가설

검증

정보 수집

및 실험

실험 수행
잠정적인

결론

탐구결과

설명
증거제시

설명의

조직과

유형화

결론 도출 일반화
탐구과정

분석
일반화

탐구과정의

분석

요소 의미

미션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탐구 활동의 목표를

제공하기 위한 유인책이나 시나리오

정보 자원
학습자가 탐구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자원을 얻는 통로

지식표상 도구 학습자들이 학습한 것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표 Ⅱ-3> 탐구 기반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필요 요소(van Joolingen

& Zachari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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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탐구 기반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필요 요소인 미션은 학습자에게

탐구해야 할 분야의 지식과 범위를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van Joolingen

& Zacharia, 2009). 미션을 통해 학습자는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얻게 되고, 탐구 활동이 일어나는 주제와 학문

영역의 특성과 필요한 조건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 정보 자원은 학습자가 탐구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자원을 얻는 통로를 뜻하며, 정보 자원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

로 학습자는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고 구체화한다. 학습자는 새로운 지식

간의 연결을 확립함으로써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나일주,

1991). 탐구 과정을 진행하면서 정보 자원은 탐구 활동을 원활히 진행하

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획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탐구 기반 학습 환경에서 테크놀로지는 학습자의 지식표상 도구

로 활용되기도 하며, 학습자는 테크놀로지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정리하거나 다른 이들과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Jonassen &

Cho, 2008). 시각화 도구를 비롯하여 테크놀로지는 개인의 인지적 활동

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자의 사고를 표현하고 탐구 활동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도록 돕는 인지적 도구(임철일, 2012)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는 인지적 · 사회적 스캐폴드 도구의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탐구 과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인지적 스캐폴드는 탐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에게 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힌

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van Joolingen et al., 2005). 사회적 스캐폴드

는 학습자가 탐구 학습 중 요구되는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활동이나 공

통의 의사결정을 위한 효과적으로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있게 지원하는 도구

인지 · 사회적

스캐폴드

학습자들이 도구의 지원 없이는 능숙하게 수해할 수

없는 탐구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인지적 · 사회적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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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응적 학습 지원을 통한 개인 맞춤형 학습

가. 개인 맞춤형 학습의 개념 및 특성

개인 맞춤형 학습의 개념 및 요소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었다.

공통적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은 개별 학습자의 요구와 선택을 고려하여

학습자별로 최적화된 교수학습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Lee, Huh,

Lin & Reigeluth, 2018). 개인화 학습의 요소에 대한 의견은 연구자별로

차이를 보인다. FitzGerald, Jones, Kucirkova & Scanlon(2018)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 맞춤형 학습은 평가, 학습자의 선택, 교수학습 전략, 학습자

의 사전학습 수준, 개인적 특성, 교수학습 자료와 같은 교수학습맥락에서

요구되는 요소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Jones와

동료들(2013)은 개인화 학습의 요소로 학습자의 선택, 개인적인 관련성,

학습자의 책임감, 총 3가지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고, Underwood와 동

료들(2007)은 Jones와 동료들이 주장한 요소 외에도 학습자의 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목표설정과 모니터링을 있음을 제안하였고, 학습

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개인화된 학습경험을 꼽았다.

개인 맞춤형 학습은 개별 학습자의 각기 다른 요구에 부응하여 각기

다른 학습자들의 학습목표, 학습 내용, 활동 및 속도에 따라 적응적인 학

습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선희, 2019). 개인 맞춤형 학습은 교육

계 내에서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 활동이 학습 결과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 아래, 강조되어 온 개념(박성익, 2008)으

로, 개인화 학습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지만 고도화된 기술기

반의 학습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했었다. 학습자들의 개별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인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의 접목

이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Lee, Huh, Lin, & Reigeluth, 2018;

Reigeluth, 2017).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발전

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의 수준이 개인화에까지 이르게 되어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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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증가하는 실정이다(임철일 외, 2017).

나.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 유형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유

형은 학습자들에게 학습 내용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적

응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Choi, Yang & Baek(2006)은 학습자

들의 학습 특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학습 내용을 달리 구성하여 제공하

는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문항반응이론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평

가한 후,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 학습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Jeong(2009)은 학습자의 학습 활동 과정 중 학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학습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 난이도 및 학습 과정을 조정

하는 적응적 이러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학습자는 3단계의 난이도로

구성된 학습 내용과 5단계의 난이도로 구성된 학습 문제를 자신의 이해

수준에 따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한지원, 조재춘, 임희석(2018)은

ITS(intelligence tutoring system)를 활용한 동적인 학습자 맞춤형 학습

코스 추천 모델을 개발하였다. 학습자가 자신의 특성 및 학습 성향을 시

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시스템은 교수자가 업로드한 강의계획안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여 학습자의 데이터와 유사도가 높은 학습코스를 선정하

여 학습자에게 추천해 준다.

두 번째 유형은 학습자의 데이터 및 학습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적응적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유형이다. Poskin et al.(2020)은 음성 기반

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TeachFX를 개발하였다. TeachFX는 교수

자와 학습자의 대화 및 대기 시간, 개방형 질문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학습자들이 공평하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Aslan과 동료들은(2019) 얼굴 표정 및 신체 자세를 통해서 파악된 정보

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정서 상태를 추적하고, 동기 부여 제공을 위한 피

드백을 제공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Lee & Kim(2012)은 학습자의 학습

성취정도와 학습 과정에 따라서 학습자에게 적합한 학습 방법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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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Lee & Kim(2012)의 시스템은 A형, B형, C형

으로 학습 방법을 분류하고, 학습 과정에 따라 학습을 진행한다. 각 과정

에서 A형, B형, C형 방법으로 학습된 내용들의 점수들이 계산되며,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때 가장 높은 점수의 학습 방법을 제공해준다. Chen과

Zhang(2008)은 Felder-Silverman의 학습 스타일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과 인지 상태를 측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학습자의 인지

상태 정보를 기반한 적응적 학습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백장현, 김영식

(2004)은 분석된 학습자 개인의 학습 패턴에 따라 학습자들에게 학습 콘

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유사한 내용의 콘텐츠를 e-SRM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하여 학습 콘텐츠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며 학습자에게 적응적 학습 지원

을 제공하는 유형이다. 모윤하(2019)는 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디지털 스

토리텔링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가 학습 활동 중 겪는 어려움을 진단하고, 학습자의 응답에

따라 관련된 학습 지원을 제공한다.

3. 텍스트 분석 기술

가. 텍스트 분석 기술의 개념 및 특성

최근 텍스트 데이터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텍스트 분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텍스트 분석 기술이 고안되어 사용되

고 있으며, 사용자는 얻고자 하는 지식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기술을 선

택하여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다.

텍스트 분석을 위해서 자연어 처리 기술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연어

처리 기술의 대표적인 기법은 형태소 분석으로, 문장의 의미를 갖는 가

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로 문장을 분리하고, 품사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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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정, 김보겸, 이재성, 2013). 이 과정은 품사 태깅이라고도 불린다. 또

한, 문서에 출현한 단어의 빈도를 계산하는 빈도 분석과 둘 이상의 데이

터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관 분석이 텍스트 분석 기술

의 예시이다. 또한, 개체 간 유사도를 측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개

체들을 묶어주는 군집 분석(clustering analysis)은 계층형 방법, 밀도 기

반 방법, 분할 방법 등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구현된다. 여러 기법 중 특

히 분할 방법 중 하나인 k-means 기법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류성균,

황범석, 2020).

단어 간 유사도 비교를 수행하기 위해 전체 단어를 벡터로 구조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문장에 포함된 단어의 의미 정

보를 공간에 맵핑하여 벡터화하는 작업을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

이라 하며, 단어 임베딩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word2vec(Mikolov

외, 2013)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word2vec은 다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수백 차원의 공간에 사상하고, 텍스트에 포함된 단어들을 이

공간에 할당함으로써 단어 간 관련성을 표현한다. 구체적으로는 두 개의

신경망을 통해 단어의 분포를 학습하고, 학습과 추론을 반복하여 각 단

어의 의미 정보를 벡터로 표현한다(김남규, 이동훈, 최호창, 2017; 오교

중, 이동건, 임채균, 최호진, 2019). 파이썬을 사용한 분석에서 word2vec

은 Gensim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지며, 분석 결과로 나온 단

어 벡터에 대한 유추 연산이 가능하다.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은 다량의 문서에 포함된 주요 토픽을 추

출하는 분석기법으로, 여러 문서로부터 도출된 말뭉치에 대한 핵심어 분

석을 통해서 토픽을 추출한다. 다양한 토픽모델링 알고리즘 중 확률 모

형에 기반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이 가장 널리 사

용되며, 개별 문서와 단어들이 특정 토픽에 포함될 확률과 전체 문서에

서 도출된 개별 단어들이 특정 토픽에 포함될 확률을 산출하는 과정을

통해 토픽을 도출한다. 토픽모델링의 결과로 하나의 단어는 복수의 토픽

에 사용될 수 있으며, 토픽은 단어들의 조합, 그리고 문서는 토픽들의 조

합으로 표현된다(이수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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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텍스트 분석 기술 관련 연구

텍스트 분석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활

용되고 있다. 텍스트 분석 기술 중 가장 대표적이고 자주 사용되는 기법

은 문서 분류(document classification)이다. 문서 분류는 각 문서의 내용

을 분석하여 문서를 사전에 정의해 놓은 범주에 따라 분류하는 기법이다

(정영미, 임혜영, 2000). 문서를 분류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알고리즘은

Vapnik(1982)에 의해 고안된 SVM(Support Vector Machine)이 대표적

이다(임수종, 임준호, 이충희, 김현기, 2016). 이외에도 나이브 베이즈

(Naïve Bayes) 기법을 활용하거나(이상기, 이병섭, 박병용, 황혜경,

2010), 나이브 베이즈 기법과 WordNet의 조합으로 문서를 분류(노준호,

김한준, 장재영, 2013)하기도 한다. 문서 분류의 활용되는 문서의 종류는

이메일(김국표, 권영식, 2005)부터 신문 기사(감미아, 송민, 2012) 등 다양

한 문서에 대해서 문서 분류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텍스트 분석 기술에서 자주 활용되는 감성 분석은 특정 사건이나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평가, 태도, 감정 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기법이다(Liu, 2012). 이 기법은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여 사람들의 감

정 및 정서적인 정보를 구별하기 때문에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도 불린

다. 감성 분석은 감성 극성(sentiment polarity)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주

요 어휘들이 가지는 감성 사전을 사전에 구축해 두고, 각 문서가 갖는

어휘들의 감성 극성을 분석하여 전체 문서가 내포하는 감성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감성 분석과 관련된 연구들은 개별 문서가 하나의

감성을 표현한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Turney, 2002).

다양한 매체의 데이터들이 감성 분석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대표

적 SNS인 트위터 데이터 중 이모티콘을 학습한 후 이모티콘에 해당하

는 감성을 분석한 연구(Go, Bhayani & Huang, 2009), 해시태그와 스마

일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Davidov, Tsur, Rappoport, 2010), 해시태그를

활용해 감정의 극성을 분석한 연구(Wang, Wei, Zhou & Zha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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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감정을 통해 다우 존스 평균 주가의 예측을 시도한 연구(Bollen,

Mao & Zeng, 2011), 동일한 데이터에 SVM 기법과 나이브 베이즈 기법

을 적용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한 연구(임좌상, 김진만, 2014) 등이 있다.

트위터 외에도 감성 분석은 블로그 데이터(Keshtkar & Inkpen, 2009),

뉴스 데이터(Lin, Yang & Chen, 2008), 인스타그램(남민지, 이은지, 신주

현, 2016), 페이스북(Phan, 유명식, 2015) 그리고 영화 리뷰(김유영, 송민,

2016) 등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 수행되고 있다. 또한 둘 이상의 매체에

대한 감성 분석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예로 신문기사와 영

화 및 상품 리뷰를 대상으로 문서별 긍부정 분류를 시도한 연구(황재원,

고영중, 2008), 뉴스, 블로그, 트위터 데이터를 대상으로 의미적 요소의

결합을 시도한 연구(안주영, 배정환, 한남기, 송민, 2015), 그리고 뉴스,

블로그, 트위터 데이터에 감성 분석을 통해 선호 농식품 리스트를 추천

한 연구(문정훈, 장익훈, 최영찬, 김진교, 박진, 2015)를 들 수 있다.

다. 텍스트 분석 기술의 교육적 활용

최근 텍스트 분석 기법을 통해 다양한 도메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교육 분야 중 평가

와 관련된 영역에서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이용배(2020)는 텍스트 기반

의 기계학습과 자동분류 기술을 적용하여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통해 수

집된 대량의 게시글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신종호

(2019)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활용한 서술형 강의평가 내용 분

석 연구에서 단어 간 상관관계 분석, 문서 간 유사도 분석, 네트워크 분

석 등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강의평가 내용을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 자료 및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데

도 텍스트 분석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전재현(2018)은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법을 활용하여 국내 STEAM 교육 연구물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연

구 성과물 제목에 나타난 핵심어 간 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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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이혜선(2019)은 국내 가상현실 연구와 교육적 활용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현종

(2019)은 고등학교 정보교육과정과 4종의 교과서 내용에 대한 빈도 분석

을 수행하여 핵심 개념을 추출하였고, 이를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하여

시각화하였다. 이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핵심

개념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사가 자신의 교육 목표와 현실에 맞

는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텍스트 분석 기법을 교육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분석 기법 중 토픽 모델링을 통해 교육 관련

주요 이슈를 도출하는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례로

홍성연(2017)은 대학교에서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어떤 주제가 논의되어

왔는지를 분석한 바 있다. 토픽모델링 이외에도 단어 빈도 분석 및 시각

화를 통해 문서에 포함된 주요 이슈를 발견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수

행되었다. 권연하, 박세진, 이현숙(2021)은 교육격차 관련 뉴스 기사 및

댓글을 수집하여 구조적 토픽 모형(STM) 분석과 키워드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코로나 19 상황에서 발생한 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을 파악하

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경록, 송혜진, 문남미(2017)는 온라인 교수학습

지원시스템의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수집된 질의의 주제를 분류하고,

새로운 질의에 대한 주제를 자동 분류하는 토픽 모델링 연구를 진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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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설계개발연구 방법

본 연구는 텍스트 분석 기반의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의 설계원리

및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실제 도구를 개발한 후, 도구에 대한 사용자들

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Richey와 Klein(2014)이 제시한 설계 · 개발 연구방법

론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설계 · 개발 연구방법은 교수적 혹은 비교수적 산출물 및 도구의 설

계, 개발, 사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수설계

분야의 설계, 개발 영역으로부터 얻게 되는 지식에 초점을 두는 연구방

법으로, 아래 <표 Ⅲ-1>과 같이 특정 산출물이나 도구의 개발 혹은 사

용 과정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산출물 및

도구 연구와 설계, 개발, 평가, 절차, 도구 혹은 모형을 개발하고 타당성

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는 모형 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Rickey &

Klein, 2014).

본 연구는 탐구 기반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적응적 피드백을 제

공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사용성 평가를 통해 개발된 도구의 사용자인 학

습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첫 번째 유형(Type 1)인

‘산출물 및 도구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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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및 도구 연구

(Type 1)

모형 연구

(Type 2)

주요 연구

특정 제품 혹은 프로그램

의 설계, 개발, 평가 프로

젝트에 대한 연구

설계, 개발, 평가 절차, 도

구 혹은 모델에 대한 연구

결과물

특정한 제품을 개발하고

그 사용을 돕는 원리들을

분석하면서 얻게 된 지식

새로운 설계, 개발, 평가

절차, 혹은 모델과 그 사

용을 돕는 원리들

맥락-특수적인 결론

(Context-Specific

Conclusions)

→→→

일반화된 결론

(Generalized

Conclusions)

<표 Ⅲ-1> 개발연구 유형(Richey & Klein, 2014)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탐구 기반 학습에서

적응적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학습자 대상의 도구 사

용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개발된 도구의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연구 절차는 [그림 Ⅲ-1]과 같다.

먼저,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탐구 기반 학습에서 적응적 학습 지

원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적 기반이 되는 문헌

을 검토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하여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한

설계 원리 및 개발 지침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하여 1차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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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설계 원리 및 개발 지침, 1차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문가 검

토를 진행하였다. 확인된 설계 원리 및 개발 지침, 1차 프로토타입은 교

육학 분야의 전문가 5인에게 전문가 타당화를 실시하여 내적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개발 지침과 관련하여 컴퓨터 공학의 전문가 1명에게 기술

적 검토를 위한 면담을 3차례 진행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실제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를 개발하였다. 도구 개발이 완료된 후, 또 다른 컴퓨터

공학의 전문가 1명과 기술적 검토를 위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을

통하여 기술적으로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한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에 대하여 학습자 대상의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용성 평가는 학습자들이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의 주요 기능을 시연하는 모습을 관찰한 후, 도구의 사용성에 관하

여 약 30분 가량의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전달하였고,

추후 도구의 사용성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면담 및 설문조사에

응답을 토대로 도구의 장점, 단점,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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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절차 연구 활동

문헌 검토

Ÿ 탐구 기반 학습 및 텍스트 분석 기술과 관련

한 문헌 검토

Ÿ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 사례 분석
↓ ↓

설계

Ÿ 탐구 기반 학습에서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맥락 설정

Ÿ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을 위한 질문 데이터 수집

Ÿ 탐구 기반 학습에서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

설계　원리, 개발 지침 및 프로토타입 개발

Ÿ 설계 원리 및 프로토타입 전문가 타당화

Ÿ 개발 지침에 대한 기술적 검토
↓ ↓

개발

Ÿ 전문가 검토를 반영하여 적응적 학습 지원 도

구 개발

Ÿ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에 대한 기술적 검토
↓ ↓
사용성

평가

Ÿ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자 대상 사용성

평가 실시

[그림 Ⅲ-1] 연구 절차별 활동

3.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도구의 내적 타당화 및 기술적 검토를 위해 교

육학 분야와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하였고, 개발된 도구의 사용성 평가

를 위해 도구의 사용 대상인 학습자가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탐구

기반 학습을 위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의 설계 원리와 프로토타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5명이 참여하였다. 해당 전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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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또는 과거의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수 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공학

분야의 교수자들이다. 또한, 도구의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는지 기술적 검토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 2명이 참여하였다. Grant와 Davis(1997)의 전문가 선정 기준에

따라서 관련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관련 분야의 현장 경험

이 풍부한 전문가를 섭외하여 전문가 검토를 의뢰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프로필은 아래 <표 Ⅲ-2>와 같다.

참여

영역
구분 직업 경력

최종

학력
전공분야

설계

원리

검토

전문가 A 조교수 8년 박사 교육공학
전문가 B 조교수 6년 박사 교육공학

전문가 C 조교수 10년 박사
Instructional Systems

Technology
전문가 D 연구원 12년 박사 교육공학
전문가 E 교수 15년 박사 교육공학

기술적

검토

전문가 F
데이터

과학자
8년 박사 컴퓨터공학

전문가 G 연구원 6년 석사 컴퓨터공학

<표 Ⅲ-2> 연구 참여 전문가 프로필

다음으로, 탐구 기반 학습을 위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의 사용성

평가에는 교육공학 전공의 대학원생 학습자 16인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본 연구의 탐구 과제인 교수체제설계 과목과 관련된 질문 제출 활동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으며, 도구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과 학습 활동을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학습자의 프로필은 아래 <표 Ⅲ-3>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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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전공
교수체제설계 과목을

수강한 연도 및 학기
학습자 A 여 교육학(교육공학 전공) 2020학년도 1학기
학습자 B 여 교육학(교육공학 전공) 2017학년도 1학기
학습자 C 남 교육학(교육공학 전공) 2021학년도 1학기
학습자 D 여 교육학(교육공학 전공) 2021학년도 1학기
학습자 E 여 교육학(교육공학 전공) 2021학년도 1학기
학습자 F 여 교육학(교육공학 전공) 2021학년도 1학기
학습자 G 남 교육학(교육공학 전공) 2021학년도 1학기
학습자 H 남 교육학(교육공학 전공) 2021학년도 1학기
학습자 I 여 교육학(교육공학 전공) 2021학년도 1학기
학습자 J 여 교육학(교육공학 전공) 2019학년도 1학기
학습자 K 여 교육학(교육공학 전공) 2019학년도 1학기

학습자 L 여
협동과정

글로벌교육협력전공
2017학년도 1학기

학습자 M 여 교육학(교육공학 전공) 2020학년도 1학기

학습자 N 여
협동과정

글로벌교육협력전공
2019학년도 1학기

학습자 O 여 교육학(교육공학 전공) 2019학년도 1학기

학습자 P 여
협동과정

글로벌교육협력전공
2021학년도 1학기

<표 Ⅲ-3> 연구 참여 학습자 프로필

4. 연구 도구

가. 탐구 기반 학습에서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탐구 기반 학습에서 적

응적 학습 지원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구름 IDE(클라우드 통합 개발

환경)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버를 구축하였고, 구글 cloud를 활용하여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인공지능 모델을 서버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4GB 이상의 메모리가 필요하였고, 이러한 개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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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IDE Premium 플랜을 사용하였다. 구글 cloud를 통해 MongoDB를

구축하였고, MySql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자료들을 업로드하였다. 도

구의 기능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 중 파이썬을 활용하였

고, 웹 서버에서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위하여 Flask를 활용하였다.

Html5와 CSS를 활용하여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의 디자인 부분을 개발

하였다.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의 학습 맥락은 교수체제설계를 주제로 한다.

따라서,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의 주요 기능들이 작동되기 위해 교수체

제설계 과목을 수강한 과거 학습자들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S대학교에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

지 총 5년간 운영된 교수체제설계 과목을 수강한 학습자들이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제출한 질문 데이터 283개를 수

집하였고, 수집한 질문 데이터들을 총 10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10개의

범주는 구체적으로 1. ISD 모형, 2. RPISD, 3. 요구분석, 4. 수행분석, 5.

교수분석, 6. 학습자 및 맥락(환경) 분석, 7. 평가 도구 개발, 8. 형성 평

가, 9. 교수 설계 이론, 10. 개발 연구 방법론이다. 10개의 범주로 구분한

기준은 첫째, 학습자들이 질문을 올릴 때 제목에 설정한 키워드이며, 둘

째, 교수자가 강의계획서에 주차별로 명시해 놓은 강의 주제이다.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데 활용된 핵심적인 기술인 워드

임베딩은 Universal Sentence Encoder의 확장 버전인 Multilingual

Universal Sentence Encoder를 활용하였다([그림 Ⅲ-2] 참조). 구글에서

개발한 워드 임베딩 방법으로 한국어를 지원해주며, 문장 단위로 임베딩

을 할 때 높은 성능을 보인다(Yang et al., 2019).

또한,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학습자의 질문

주제를 분류해 주는 기술로는 머신러닝 모델 중 하나인 SVM(support

vector machine)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그림 Ⅲ-3] 참조). SVM 알고리

즘은 주어진 데이터 집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면 어느 범

주에 더 가까운지를 판단해주는 인공지능 모델이다(김판준, 2018).

학습자가 제출한 질문과 다른 학습자들의 질문들 중 유사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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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출력해 주는 기능과 학습자가 제출한 질문과 참고문헌 데이터 중

유사도가 높은 순으로 출력해 주는 기능에서 활용한 Cosine Similarity

(코사인 유사도)는 벡터 간의 코사인 각도를 이용하여 서로 간의 유사도

를 검사해 주는 기법이다. 코사인 유사도는 -1 ~ 1사이의 값을 가진다.

벡터들의 방향이 완전히 다를 경우는 -1 값을 가지며, 벡터간의 방향이

완전히 일치하면 1 값을 가지게 되므로(그림 Ⅲ-4] 참조), 값이 1에 가까

울수록 유사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그림 Ⅲ-2] Universal Sentence Encoder

(출처: https://tfhub.dev/google/universal-sentence-encoder/1)

[그림 Ⅲ-3] SVM 알고리즘

https://tfhub.dev/google/universal-sentence-encod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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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Cosine Similarity

(출처:

https://deepai.org/machine-learning-glossary-and-terms/cosine-simi

larity)

학습자들의 질문을 분류해 주는 모델에 대한 성능은 F1 Score를 활용

하여 평가하였다. F1 Score는 분류 학습을 위해 사용한 카테고리별 데이

터의 크기가 균등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김선미 외, 2019, 김남

규, 강신재, 2019, 장경애 외, 2015), 정밀도(Precision)과 재현율(Recall)의

조화평균을 낸 값을 뜻한다(Paper, 2019; Sidiq et al., 2018). F1 Score로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1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높은 모델

임을 나타낸다. 정밀도는 긍정(Positive)으로 예측한 값 중에 실제 값이

긍정인 비율을 의미하고, 재현율은 실제 긍정(Positive)인 값들 중에 인

공지능이 긍정으로 예측한 비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질문의

주제 분류 모델의 정밀도는 0.492이며, 재현율은 0.775이다. 따라서 F1

Score 계산 공식에 정밀도와 재현율 값을 각각 대입하면, F1 Score 값은

0.601이다.

https://deepai.org/machine-learning-glossary-and-terms/cosine-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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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Positive Negative

실제
Positive

True Postitive

(TP)

False Negative

(FN)

Negative
False Postitive

(FP)

True Negative

(TN)

[그림 Ⅲ-5] Confusion Matrix

나. 내적 타당화 도구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한 설

계 원리에 대한 내적 타당화를 위해 전문가 타당화 검토를 실시하였다.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한 설계원리의 내적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내

적 타당화를 진행하였다(Johnson, & Christensen, 2008). 도출된 설계원

리와 설계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문가 검토는 교

육공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문제 등을 포함한 연구 전반에 대한

안내 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숙지가 이루어진 후 타당화 검토가

이루어졌다. 전문가 타당화 검사 도구는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구

[그림 Ⅲ-6] F1 Score 계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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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으며, 반 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수정 및 보완 의견

을 확인하였다.

전문가 타당화 문항은 나일주와 정현미(2001)의 평가 문항을 본 연구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이는 크게 다섯 가지 측면으로 텍스

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한 설계원리

의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개방

형 질문을 추가하여 기타의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세

부 설계원리에 대해 4점 척도(4점: 아주 타당하다, 3점: 약간 타당하다, 2

점: 다소 타당하지 않다, 1점: 전혀 타당하지 않다)로 구성된 검토지를

통해 타당성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평가 문항은 아래 <표

Ⅲ-4>와 같다.

구분

영역 문항

선택형

타당성

본 설계원리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

적 피드백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한 설계원리로

타당하다.

설명력

본 설계원리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

적 피드백 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참

고해야 할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유용성

본 설계원리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

적 피드백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해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다.

보편성 본 설계원리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

<표 Ⅲ-4>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타당화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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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검토에 대한 분석은 크게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와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Inter-Rater Agreement, IRA)를 사

용하였다. 내용 타당도 지수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대한 항목별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며(Rubio et al., 2003), 각 문항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내용이 타당한지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4점

척도의 경우 4점과 3점은 타당한 것으로 해석하며, 2점과 1점은 타당하

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내용 타당도 지수는 .80 이상이 될 경우 타당

하다고 해석이 가능하다(Davis, 1992).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는 전문가들

의 평가 결과가 신뢰성을 지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며(Jang, 2011;

Rubio et al., 2003), 이는 전체 항목 수 중에 평가자들이 동일하게 평가

한 항목 수로 계산한다.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는 .80 이상이 될 경우 전

문가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일치하여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Rubio et al., 2003).

다. 학습자 대상 사용성 평가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대상의 도구 사용성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개

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학습자들의 질적인 의견을 수집하였다. 면담에

함께,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최종 산출물에 대한 양적인 평가를 진행하

기 위하여 Morville(2005)의 허니콤 모델(Honey Comb Model)에 기반한

적 피드백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해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해도

본 설계원리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

적 피드백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한 설계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개방형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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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 평가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 개발에 활용된 허니콤 모델은

제작된 산출물에 대하여 사용성 평가를 실시할 때 쓰이는 평가 모델 중

하나로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산출물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성 평가 설문지의 문항은 기존 허니콤 모델에

포함된 가치성(valuable)과 접근성(accessible)을 제외하고, 유용성

(useful), 사용성(usable), 매력성(desirable), 검색성(findable), 신뢰성

(credible)으로 재구성하여 학습 도구라는 측면을 중심(노주환, 2011; 모

윤하, 2020)으로 둔 평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사

용성 평가 설문지의 세부 문항은 <표 Ⅲ-5>와 같다.

구분
영역 문항

유용성

1. ALT의 질문 주제 분류 기능이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2. ALT의 다른 학습자의 유사 질문 제공 기능이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3. ALT의 참고문헌 추천 기능이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목

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4. 학습 목표와 방향 및 과제의 특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학습에 효과적이었다.
5.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는 탐구 기반 학습 활동을 효과

적으로 구조화하여 안내해주었다.
6. 적응적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7. ALT가 제공하는 추천 정보가 학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
8. 학습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주었다.
9. 실제적 지식을 구성하는데 효과적이었다.
10.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즉각적인 학습 지

원을 제공한다.

사용성

11. 사용법이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

록 설계되어 있어 조작 시 불편함이 없었다.

12.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를 쉽게

<표 Ⅲ-5> 사용성 평가 세부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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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양적 및 질적 분석방법(Richey &, Klein, 2014)을 사용

하였다.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검토는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크게 연구의 소개와 타당도 검토 영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의 소개 부분은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등 연구를 이해하

기 위해 필요한 기본 정보를 포함하였고, 타당도 검토 부분은 문헌 검토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었다.
13. 텍스트 및 레이아웃이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고 적절

하였다.
14.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와의 상호작용이 오류 없이 안

정적으로 이루어졌다.

매력성

15. ALT를 활용함으로써 차별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었

다.
16. ALT를 활용함으로써 학습 동기와 즐거움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17. ALT를 사용한 후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느꼈다.
18. 앞으로도 ALT를 계속 활용하고 싶다.

19.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마치

실제 교수자가 옆에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검색성

20. ALT가 제시하는 정보만으로도 성공적인 학습 수행이

가능하다고 느꼈다.
21. ALT가 제시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거나 적지 않고

적절하다.
22. ALT의 추천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

다.
23. 원하는 학습 단계나 정보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

신뢰성

24. ALT가 제공하는 정보와 학습 지원이 믿을만한 출처에

서 제공된다.
25. ALT가 제공하는 정보 중 오류가 없었으며 높은 질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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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확인된 적응적 학습지원 도구의 설계원리 및 설계원리 적용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 설계원리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도를 4점 척도의 질문지로 구성하였고, 추가적인 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전문가들의 질적 의견을 동시에 수집하였다. 전문

가 검토는 연구자와 전문가의 일대일 온라인 면담 또는 서면을 통하여

질문지에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수집된 전문가들의 검토 결

과는 내용 타당도 지수와 평가자간 내용 일치도 지수를 검사하여 응답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전문가 검토 및 사용성 평가를 위한 학습자와의 면담에서의 인터뷰

자료는 내용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Creswell(2009)의 질적연

구 분석방법에 따라 핵심어를 중심으로 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분석

하였다. 인터뷰 내용 중 의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단어나 구절을 찾

아 분절화하였고, 그 후에 분절화된 내용들을 구조화하였다. 또한, 도구

의 기능에 대한 언급은 도구의 주요 기능별로 통합한 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어를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코딩 작업을 한 후, 유사한 세

부 내용들은 큰 주제로 통합하여 의미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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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 설계원리 및 개발지침

가. 초기 설계원리 및 프로토타입

본 연구의 설계 원리 도출을 위한 선행 문헌 고찰은 크게 세 분야로

진행되었다. 첫째, 탐구 기반 학습과 관련된 선행 문헌을 검토하여 1. 질

문 활성화 원리, 2. 정보 탐색 지원 원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과 관련된 선행 문헌을 검토하여 3. 적응적 피드백 제

공 원리, 4. 자기 주도 학습 촉진 원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분석 기술과 관련된 선행 문헌을 검토하여 5. 텍스트 분석 기술

활용 원리, 6. 토픽 모델링 적용 원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요소 설계원리 설계지침 참고문헌

탐구

기반

학습

지원

1. 질문

활성화

원리

1.1 사용자가 스스로 탐구 과

제와 관련된 질문을 생성하

고 질문을 글로 표현하도록

하라

김성욱 (2016);

이향아 (2004);

임경화, 안정현

(2016); 임지영,

김세영 (2019);

정영숙, 성지훈

(2019); 홍경선,

김동익 (2011);

Jesus & Moreira

(2009); Jin &

Shin (2012)

적용 사항:

- 사용자들이 자신의 질문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기

능을 제공함

<표 Ⅳ-1>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 초기 설계원리 및 설계지침



- 39 -

1.2 다른 사용자의 질문을 제

공하여 본인의 질문과 비교

할 수 있도록 하라

문혜영, 김남규

(2020); 백장현,

김영식 (2004);

정영숙, 성지훈

(2019)

적용 사항:

-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제출한 다른

사용자의 질문을 제시함

2. 정보

탐색

지원

원리

2.1 실제적인 탐구 과제를 제

시하라

강명희, 한연선

(2000);

임병노 (2003);

장혜정, 류완영

(2006); Clark &

Mayor (2003)

적용 사항:

- 사용자가 탐구해야 하는

활동의 주제가 무엇인지 제

시함
2.2 정보 탐색의 필수적인 정

보를 제시하라

신선희 (2013)
적용 사항:

-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 데

이터를 분석하여 질문의 주

제가 무엇인지 제시함

2.3 탐구 과제와 관련된 질문

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 자원을 제공하라

성은모, 최욱

(2006);

신선희 (2013);

임병노 (2003);

장혜정, 류완영

(2006)

적용 사항:

-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과

관련된 학습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또는 학습자료

정보를 제공함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3.

적응적

피드백

제공

3.1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에

대해 단계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라

허선영 (2020);

Soller et al.

(2005)
적용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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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 사용자가 질문을 제출한

후, 질문의 주제가 무엇인지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우선

적으로 제공하고, 추가적인

학습자료 제공 여부는 사용

자의 선택에 따라 제공함

3.2 사용자의 질문에 따른 맞

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라

강기순, 김교정

(2010); 김유경,

김남호 (2004);

나일주 외

(2015);

모윤하 (2019);

백장현 (2003);

백장현, 김영식

(2004); 손찬희

외 (2019);

이선희 (2019)

적용 사항:

-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 데

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따른 학습 자원을 맞

춤형으로 제공함

4. 자기

주도

학습

촉진

원리

4.1 사용자에게 학습자료에

대한 선택과 결정의 통제권

을 제공하라

나일주 외

(2015);

신선희 (2013);

이선희(2019);

EDUCAUSE,

(2009);

Martindale &

Dowdy, (2010)

적용 사항:

- 사용자에게 2개 이상의 학

습자료를 제공하여 사용자

스스로가 필요한 학습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4.2 질문에 대한 피드백으로

질문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

학습 자원을 보조적으로 제

공하라

김민정 (2011);

김영주, 임규연

(2019); 백장현,

김영식 (2004);

정영숙, 성지훈

(2019)

적용 사항:

- 질문 내용과 동일한 주제

의 내용을 포함한 학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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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질문에 대한 피드백으로

제공함

적응적

학습

지원

시스템

설계

5.

텍스트

분석

기술

활용

원리

5.1 유사한 학습 특성을 가진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사용하

라

김경록, 송혜진,

문남미 (2017);

백장현, 김영식

(2004); 이용배

(2020); Jensen et

al (2020)

적용 사항:

-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용

자들이 LMS1) 질의응답 게시

판에 제출한 기존 질문 데이

터를 수집함
5.2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 내

용과 관련이 높은 학습자료

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라
백장현, 김영식

(2004);

Cer et al. (2018)

적용 사항:

- Universal Sentence Encoder2)

를 적용하여 사용자가 제출

한 질문의 내용과 유사도 수

준이 높은 학습자료를 차례

로 제공함

6. 토픽

모델링

적용

원리

6.1 수집된 질문 데이터의 범

주를 정의하여 범주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라

김경록, 송혜진,

문남미 (2017);

김판준 (2018);

이용배 (2020)

적용 사항:

- 수집한 질문 데이터를 10

개의 범주로 분류함
6.2 수집된 질문 데이터에 설

정해 놓은 범주와 일치하는

학습자료를 저장한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라
백장현, 김영식

(2004)
적용 사항:

- 피드백으로 제공될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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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활성화 원리는 학습자가 탐구 기반 학습 활동 중 다양한 질문을

생성하게끔 지원하는 원리로, 학습자들은 스스로 탐구 과제와 관련된 질

문을 생성하고 질문을 글로 표현하도록 하며(김성욱, 2016; 이향아, 2004;

임경화, 안정현, 2016; 임지영, 김세영, 2019; 정영숙, 성지훈, 2019; 홍경

선, 김동익, 2011; Jesus & Moreira, 2009; Jin & Shin, 2012), 다른 학습

자의 질문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다른 학습자의 질문 데이터를 모델

링하거나 자신의 질문 데이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문혜영, 김

남규, 2020; 백장현, 김영식, 2004; 정영숙, 성지훈, 2019)하도록 한다.

정보 탐색 지원 원리는 학습자가 생성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1)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는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 학습자와 교
수자에게 학습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2) Universal Sentence Encoder는 텍스트를 인코딩하는 방법으로, 의미적 유사
성이 있는 문장들을 밀접한 거리의 벡터로 인코딩한다.

3) SVM(Support Vector Machine)은 기계 학습 분야 중 패턴 인식, 자료 분석
을 위한 지도 학습 모델로서, 주로 분류와 회귀 분석을 위해 사용된다. 분류
를 위한 기준을 정의하고, 분류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면 어느 범
주에 속하는지 계산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기존에 설정해 놓은 범주 중 한 곳
으로 분류되도록 한다.

료를 확보하고, 각 학습자료

의 범주를 설정함

- 학습자료의 범주와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함
6.3 텍스트를 분석하여 주제

를 자동 분류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활용하라
Glenn, Robert &

Slavko (2020)

적용 사항:

- 10개의 범주로 분류한 질

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SV

M3) 알고리즘을 활용한 주제

분류 모델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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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 탐색을 지원하는 원리로, 실제적인 탐구 과제를 제시(강명

희, 한연선, 2000; 임병노, 2003; 장혜정, 류완영, 2006; Clark & Mayor,

2003)하도록 하여 학습자가 탐구해야 하는 활동 및 주제가 무엇인지 명

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탐색의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신선희,

2013)하여 탐구 학습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탐구 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 자원을 제공(성은모, 최욱,

2006; 신선희, 2013; 임병노, 2003; 장혜정, 류완영, 2006)하여 학습자가

탐구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체계적인 정보 수집에 도움을 제공

한다.

적응적 피드백 제공 원리는 개별 학습자의 질문 생성 활동의 내용 및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자별 적응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원리로,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에 대해 단계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허선영, 2020; Soller et

al., 2005)함으로써 사용자가 자신의 학습 상황 및 수준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강기순, 김교정, 2010; 김유경, 김남호, 2004; 나일주 외, 2015; 모윤

하, 2019; 백장현, 2003; 백장현, 김영식, 2004; 손찬희 외, 2019; 이선희,

2019)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사용자의 질문 데이터를 분석하

여 이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리이다.

자기 주도 학습 촉진 원리는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 기반 학

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리로, 사용자에게 학습자료에

대한 선택과 결정의 통제권을 제공(나일주 외, 2015; 신선희, 2013; 이선

희, 2019; EDUCAUSE, 2009; Martindale & Dowdy, 2010)하여 학습자가

학습 활동 중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학습자료를 선택하게끔 한다. 또한, 질

문에 대한 피드백으로 질문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 학습 자원을 보조적으

로 제공(김민정, 2011; 김영주, 임규연, 2019; 백장현, 김영식, 2004; 정영

숙, 성지훈, 2019)함으로써 학습자가 타인의 도움이 제한된 상태여도 스

스로 탐구 학습 중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한다.

텍스트 분석 기술 활용 원리는 텍스트 형식으로 제출된 학습자의 질

문 데이터를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해석하고, 분석하여 적응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원리이다.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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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김경록, 송혜진, 문남

미, 2017; 백장현, 김영식, 2004; 이용배, 2020; Jensen et al, 2020), 텍스

트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가 제출한 텍스트 데이터의 의미를 분석

하고 이와 관련도가 높은 학습자료를 제공(백장현, 김영식, 2004; Cer et

al,. 2018)하도록 한다.

토픽 모델링 적용 원리는 텍스트 분석 기술 중 단어나 문서의 주제를

추출하는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질문 데이터를 주제에

따라 분류하는 원리로, 학습자의 질문 데이터가 어떠한 주제인지(김경록,

송혜진, 문남미, 2017; 김판준, 2018; 이용배, 2020) 학습자에게 제시해 주

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백장현, 김영식, 2004) 및 기계학습 모델 개

발(Glenn, Robert & Slavko, 2020) 등 기술적 사항을 포함하는 설계원리

이다.

위의 설계원리들을 바탕으로 개발된 프로토타입은 [그림 Ⅳ-1], [그림

Ⅳ-2], [그림 Ⅳ-3], [그림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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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프로토타입: 질문 입력

[그림 Ⅳ-2] 프로토타입: 질문 주제 분류 및 다른 학습자의 유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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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프로토타입: 추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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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프로토타입: 추천 참고문헌 링크

나. 전문가 검토 및 최종 설계원리

초기 도구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영역 모두 내용 타당도 지수(CVI)가 0.8이상으로

설계원리가 타당하다고 해석이 가능하며,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IRA) 역

시 1.00으로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가 신뢰성을 지님을 확인하였다(<표

Ⅳ-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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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도구 설계원리의 세부항목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3. 적응적 피드백 제공 원리를 제외한 나머지 설계원리의 내용 타당도

지수(CVI)와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IRA) 모두 유의미한 결과 값을 받았

다. 선택형 문항으로 확인한 전문가 타당도뿐만 아니라 기타의견을 통해

살펴본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을 정리하면 <표 Ⅳ-3>과 같다.

구분
M SD CVI IRA

영역 문항

타당성

본 설계원리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 개

발을 위한 설계원리로 타당하다.

3.2 0.45 1.00

1.00

설명력

본 설계원리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야 할 원

리를 설명하고 있다.

3.2 0.84 0.80

유용성

본 설계원리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 개

발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3.2 0.45 1.00

보편성

본 설계원리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 개

발을 위해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

다.

3.4 0.55 1.00

이해도

본 설계원리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 개

발을 위한 설계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3.2 0.84 0.80

<표 Ⅳ-2> 초기 도구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구분
M SD CVI IRA

요소 설계원리 설계지침

탐구 1. 질문 1.1 사용자가 스스로 탐 3.4 0.55 1.00 1.00

<표 Ⅳ-3> 초기 도구 설계원리 세부항목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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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학습

지원

활성화

원리

구 과제와 관련된 질문

을 생성하고 질문을 글

로 표현하도록 하라
1.2 다른 사용자의 질문

을 제공하여 본인의 질

문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라

3.0 0.71 0.80

2. 정보

탐색

지원

원리

2.1 실제적인 탐구 과제

를 제시하라
3.0 0.71 0.80

1.00

2.2 정보 탐색의 필수적

인 정보를 제시하라
3.4 0.55 1.00

2.3 탐구 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해결하는 데 도

움이 되는 학습 자원을

제공하라

3.6 0.55 1.00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3.

적응적

피드백

제공

원리

3.1 사용자가 제출한 질

문에 대해 단계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라

3.0 1.00 0.60

0.00
3.2 사용자의 질문에 따

른 맞춤형 피드백을 제

공하라

2.6 0.89 0.40

4. 자기

주도

학습

촉진

원리

4.1 사용자에게 학습자료

에 대한 선택과 결정의

통제권을 제공하라

3.2 0.84 0.80

1.004.2 질문에 대한 피드백

으로 질문의 내용과 관

련이 깊은 학습 자원을

보조적으로 제공하라

3.4 0.89 0.80

적응적

학습

지원

시스템

설계

5.

텍스트

분석

기술

활용

5.1 유사한 학습 특성을

가진 사용자들로부터 텍

스트 형식의 질문 데이

터를 수집하라

3.4 0.55 1.00
1.00

5.2 사용자가 제출한 질 3.6 0.5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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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도구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타 의견을 구성, 내용, 표현

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 요소는 설

계원리에서 삭제하였으며, 설계지침의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도구 개발을 위한 설계원리임을 고려하여, 설계원리에 기술적 용어

들을 포함시켜 도구 개발을 위한 설계원리임이 분명히 전달되도록 수정

하였다.

구분 검토 의견 수정 사항

구성

Ÿ 개발 지침을 별도로 구성하

고, 설계 원리와 설계 지침에

는 설계 지침에 대한 예시

및 설명을 추가할 것

Ÿ 검토 의견에 따라 개

발 지침과 설계 원리/

지침을 구분함

Ÿ 설계원리에 대한 설명 추가 Ÿ 설명 추가함

<표 Ⅳ-4> 초기 도구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

원리

문 내용과 관련이 높은

학습자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라

6. 토픽

모델링

적용

원리

6.1 수집된 질문 데이터

의 범주를 정의하여 범

주에 따라 분류하라

3.6 0.55 1.00

1.00

6.2 수집된 질문 데이터

에 설정해 놓은 범주와

일치하는 학습자료를 저

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라

3.4 0.55 1.00

6.3 텍스트를 분석하여

주제를 자동 분류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활용하

라

3.6 0.55 1.00



- 51 -

할 것
Ÿ 구성요소의 위계가 대등하지

않음
Ÿ 구성 요소는 삭제함

Ÿ 적응적 학습지원 시스템 설

계와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은 중첩되므로 구성 요소 수

정 필요함

Ÿ 구성 요소는 삭제함

내용

Ÿ 설계지침 1.2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질문을 정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는 것 제

안함

Ÿ 설계지침 1.2의 예시

및 해설에 ‘사용자가

자신의 질문을 정교화

할 수 있도록 질문의

예시를 제공함’과 같은

내용을 추가함

Ÿ 설계지침 2.1에서 실제적인

탐구 과제를 더욱 구체적으

로 작성할 것

Ÿ 설계지침 2.1는 ‘학습

자가 스스로 탐구 학

습을 수행할 수 있도

록 구체적인 문제 상

황 및 과제를 제시하

라’로 수정함

Ÿ 설계지침 2.2에서 필수적인

정보에 관한 내용을 더욱 구

체적으로 작성할 것

Ÿ 설계지침 2.2는 ‘탐구

기반 학습 활동 중 생

성된 질문에 대한 답

을 찾는데 도움이 되

는 키워드 또는 질문

의 주제를 제시하라’로

수정함

Ÿ 설계지침 2.3에서 학습 자원

에 관한 내용을 더욱 구체적

으로 작성할 것

Ÿ 설계지침 2.3은 ‘탐구

기반 학습 활동에서

주어진 문제 상황 또

는 과제에서 생성된

질문의 답을 탐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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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움이 되는 문헌

자료를 제공하라’로 수

정함

Ÿ 설계지침 3.2의 범위를 명확

하게 설정할 것

Ÿ 설계지침 3.2는 ‘학습

자가 탐구 학습 활동

중 생성하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데 도

움이 되는 학습 지원

을 제공하라’로 수정함
Ÿ 설계원리 4에서 자기주도학

습 촉진을 위한 내용이 부족

함

Ÿ 설계원리 4를 학습자

의 자율성 원리로 수

정함

Ÿ 설계지침 4.1에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

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

함

Ÿ 사용자에게 학습자료

를 제공할 때 학습자

료 내용의 키워드를

함께 제시하여 스스로

가 필요한 학습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Ÿ 설계지침 5.1에서 유사한 학

습 특성이 무엇인지 구체적

으로 작성할 것

Ÿ 설계지침 5.1은 ‘질문

분류를 위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질문 데이터를 수집할

때 해당 도구를 사용

할 학습자의 학습 환

경이 유사한 학습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수집

하라’로 수정함
Ÿ 설계지침 6.1의 범주가 의미

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

으로 작성할 것

Ÿ 설계지침 6.1은 ‘수집

된 질문 데이터는 질

문 내용의 주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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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

설계원리 및 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표 Ⅳ-4> 참조).

설계원리 설계지침 참고문헌

1. 질문 활성

화 원리

:학습자가 탐

구 기반 학습

활동 중 다양

한 질문을 생

1.1 사용자가 스스로 탐구 과제와

관련된 질문을 생성하고 질문을 글

로 표현하도록 하라

김성욱 (2016);

이향아 (2004);

임경화, 안정현

(2016); 임지영,

김세영 (2019);

정영숙, 성지훈

(2019); 홍경선,

예시 및 해설:

- 사용자들은 도구에서 제시하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질문을 작성하

<표 Ⅳ-5>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 설계원리 및 지침

라 분류하라’로 수정함
Ÿ 도구 개발 자체를 위한 설계

원리이므로 시스템 구조와

기능 등이 제시되는 것이 필

요함

Ÿ 설계원리 5와 6의 설

계지침에서 시스템 구

조와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함

표현

Ÿ 설계지침 2.3에서 탐구 과제

는 ‘문제’ 또는 ‘과제’로 수정

하는 것 제안함

Ÿ 탐구 과제를 ‘문제 상

황’과 ‘과제’로 수정함

Ÿ 질문 활성화를 위해 도구의

기능 측면에서 지원해야 하

는 내용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음

Ÿ 설계원리 1을 지원하

는 기능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계지침에 포

함함

Ÿ 도구 개발을 위해 사용된 기

술(텍스트 분석, 토픽 모델링

등)이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

필요함

Ÿ 설계원리 5와 6의 설

계지침에서 도구 개발

을 위해 사용되는 기

술명을 분명히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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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게끔 지

원하는 원리

고, 작성한 질문을 시스템에 제출

함

- 사용자들이 질문을 작성할 때 개

방형 질문이 가능하도록 함

김동익 (2011);

Jesus & Moreira

(2009); Jin &

Shin (2012)
1.2 다른 사용자의 질문을 제공하

여 본인의 질문과 비교할 수 있도

록 하라

문혜영, 김남규

(2020); 백장현,

김영식 (2004);

정영숙, 성지훈

(2019)

예시 및 해설:

- 사용자가 질문을 제출한 후, 제

출한 질문의 주제와 동일한 다른

사용자의 질문을 제시함

-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과 동일한

주제이면서, 동시에 질문의 의미가

유사한 다른 사용자의 질문을 제시

함

- 사용자가 자신의 질문을 정교화

할 수 있도록 질문의 예시를 제공

함

2. 정보 탐색

지원 원리

: 학습자가 생

성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

기 위해 필요

한 정보 탐색

을 지원하는

원리

2.1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제

상황 및 과제를 제시하라

강명희, 한연선

(2000); 임병노

(2003); 장혜정,

류완영 (2006);

Clark & Mayor

(2003)

예시 및 해설:

- 사용자가 탐구해야 하는 활동의

주제가 무엇인지 제시함

2.2 탐구 기반 학습 활동 중 생성

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도움

이 되는 키워드 또는 질문의 주제

를 제시하라
신선희 (2013)

예시 및 해설:

-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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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질문의 주제가 무엇인지

제시함

2.3 탐구 기반 학습 활동에서 주어

진 문제 상황 또는 과제에서 생성

된 질문의 답을 탐색하는 데 도움

이 되는 문헌 자료를 제공하라

성은모, 최욱

(2006); 신선희

(2013); 임병노

(2003); 장혜정,

류완영 (2006)

예시 및 해설:

-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의 답을 탐

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헌 자료

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또는 학습

자료 정보를 제공함

3. 적응적 학

습 지원 제공

원리

: 개별 학습자

의 질문 생성

활동의 내용

및 수준을 고

려하여 학습

자별 적응적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원

리

3.1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에 대해

단계적으로 지원의 수준을 높이면

서 학습자료를 제공하라

허선영 (2020);

Soller et al.

(2005)

예시 및 해설:

- 사용자가 질문을 제출한 후, 질

문의 답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간접적인 정보들을 우선 제공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가

지게끔 한 후, 질문의 답을 해결하

는 데 직접적인 정보를 담은 학습

자료를 제공함

3.2 학습자가 탐구 학습 활동 중

생성하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 자원을 제공하라

강기순, 김교정

(2010); 김유경,

김남호 (2004);

나일주 외

(2015); 모윤하

(2019);

백장현(2003);

예시 및 해설:

-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따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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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자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함

백장현, 김영식

(2004); 손찬희

외 (2019);

이선희 (2019)

4. 학습자의

자율성 원리

: 학습자가 자

율적으로 탐

구 기반 학습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

리

4.1 사용자에게 학습자료에 대한

선택과 결정의 통제권을 제공하라

나일주 외

(2015); 신선희

(2013);

이선희(2019);

EDUCAUSE,

(2009);

Martindale &

Dowdy (2010)

예시 및 해설:

- 사용자에게 학습자료를 제공할

때 학습자료 내용의 키워드를 함께

제시하여 스스로가 필요한 학습자

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4.2 질문에 대한 피드백으로 질문

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 학습 자원

을 보조적으로 제공하라

김민정 (2011);

김영주, 임규연

(2019); 백장현,

김영식 (2004);

정영숙, 성지훈

(2019)

예시 및 해설:

- 질문 내용과 동일한 주제의 내용

을 포함한 학습자료를 질문에 대한

피드백으로 제공함

5. 텍스트

분석 기술 활

용 원리

: 텍스트 형식

으로 제출된

학습자의 질

문 데이터를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

하여 해석하

5.1 질문 분류를 위한 인공지능 모

델을 개발하기 위해 질문 데이터를

수집할 때 해당 도구를 사용할 학

습자의 학습 환경이 유사한 학습자

가 생성한 데이터를 수집하라

김경록, 송혜진,

문남미 (2017);

백장현, 김영식

(2004); 이용배

(2020); Jensen

et al (2020)

예시 및 해설:

- 도구를 사용할 학습자가 대학생

이라면 기존에 대학생들이 생성한

질문 데이터를 수집함

- 기존 LMS에 제출되어 있는 질

문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소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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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발지침 및 전문가 검토

고, 분석하여

적응적인 학

습 지원을 제

공하는 원리

이상의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는 학

습 데이터를 수집함
5.2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 내용과

관련이 높은 학습자료를 우선적으

로 제공하라
백장현, 김영식

(2004); Cer et

al. (2018)

예시 및 해설:

- 학습자가 제출한 질문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학

습자료의 의미적 유사도를 검사하

여 의미적 유사도가 높은 학습자료

순으로 학습자에게 제공함

6. 토픽 모델

링 적용 원리

: 질문 데이터

를 주제에 따

라 분류한 모

델을 적용한

원리

6.1 수집된 질문 데이터는 질문 내

용의 주제에 따라 분류하라
김경록, 송혜진,

문남미 (2017);

김판준 (2018);

이용배 (2020);

Glenn, Robert &

Slavko (2020)

예시 및 해설:

- 수집한 질문 데이터를 전체적인

분량을 고려하여, 수집한 모든 질

문 데이터가 하나의 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질문 내용의 주제를 정

의하고, 정의된 주제에 따라 질문

데이터를 분류함
6.2 도구의 데이터베이스에 수집한

질문 데이터와 학습자료를 저장하

라

백장현, 김영식

(2004)

예시 및 해설:

- 피드백으로 제공될 학습자료를

확보하고, 각 학습자료의 주제를

설정함

- 학습자료의 주제와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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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검토를 반영하여 수정된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 설계원리를

토대로 개발지침이 개발되었다. 설계원리를 반영하여 개발된 지침은 인

공지능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서 검토 과정을 거쳤다.

번

호
개발 지침

반영된

설계원리

1
사용자들이 자신의 질문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1.1

2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제출한

다른 사용자의 질문을 제시함
1.2

3
사용자가 탐구해야 하는 학습 활동의 주제가 무

엇인지 제시함
2.1

4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문의

주제가 무엇인지 제시함
2.2

5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과 관련된 학습 자원에 접

근할 수 있는 링크 또는 학습자료 정보를 제공함
2.3

6
사용자가 질문을 제출한 후, 질문의 주제가 무엇

인지 SVM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분석함
3.1

7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의 주제가 무엇인지 우선적

으로 제공하고, 추가적인 학습자료 제공 여부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제공함

3.1

8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 3.2

<표 Ⅳ-6>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 개발지침



- 59 -

베이스에 저장된 학습자료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질문데이터와 의미적 유사도가 높은 학습자료를

제공함

9
데이터베이스에 학습자료를 저장할 때 학습자료

의 내용에 대한 키워드를 함께 저장함
4.1

10

학습자에게 2개 이상의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사

용자 스스로가 필요한 학습자료를 선택할 수 있

도록 함

4.1

11
질문 내용과 동일한 주제의 내용을 포함한 학습

자료를 질문에 대한 피드백으로 제공함
4.2

12
질문 데이터를 수집할 때 도구의 사용자가 대학

생이면 대학생이 생성한 질문 데이터를 수집함
5.1

13
학습자들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LMS에

제출되어 있는 기존의 학습 데이터를 활용함
5.1

14

학습자들의 질문 데이터를 주제별로 분류하기 위

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때 주제별로 학습 데

이터의 양을 균등하게 수집함

5.1

15

학습자의 질문 데이터와 학습 자원을 Cosine

Similarity로 텍스트의 의미적 유사도를 검사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의 내용과 유사도 수준이

높은 학습자료를 차례로 제공함

5.2

16

수집한 질문 데이터는 각 질문별로 하나의 주제

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질문의 주제를 정의하고, 정

의된 주제에 따라 질문 데이터를 분류함

6.1

17 주제에 따라 분류한 질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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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지침에 대한 인공지능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는 구현 방법, 내부

설계, 보완점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구현 방법으로는 먼저, 학습자의

질문 주제를 분류하기 위해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방법과 딥러닝을 사용

하는 방법이 있으나, GPU를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머신러닝 기술

을 사용방법을 택해야 한다. 또한, 한국어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한국어

데이터를 임베딩하는데 적합한 Multiligual Universal Sentence Encoder

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주제 분류기를 개발하기 위해 SVM 알고리

즘을 사용할 경우 하이퍼 파라미터를 적절히 설정하여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내부 설계로 웹 기반의 학습 지원 도구를 개발할 경우, 서버의 메모리

는 최소 4기가 이상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Multilingual

Universal Sentence Encoder를 사용할 때 요구되는 메모리 수준을 지원

하기 위함이다. 또한, 질문 데이터나 참고문헌 데이터 등을 저장하기 위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속도나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요구

된다.

마지막으로 개발지침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점은 사용하는 기법들의

조합이 다른 기법들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정당화 측면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어 데이터 임베딩을 위해 Multilingual Universal

Sentence Encoder를 선택하였고, 질문 주제 분류기를 위해 SVM 알고리

즘을 선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성능을 계산하고, 다른 기법들의 조합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선택한 기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SVM 알고리즘을 활용한 주제 분류 모델을 개발

함

18
피드백으로 제공될 학습자료를 확보하고, 각 학습

자료의 주제를 설정함
6.2

19
학습자료의 주제와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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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된다.

구분 검토 의견

구현 방법

Ÿ Universal Sentence Encoder를 활용해서 임베딩한

후, SVM/나이브 베이즈/결정 트리 학습법을 사용

해서 질문 주제 분류 기능을 제공하는 것 제안함.
Ÿ GPU 사용이 가능하다면 BERT를 활용해서

Fine-tuning하는 방식으로 질문 주제 분류 기능을

제공하는 것 제안함.
Ÿ 한국어 데이터를 임베딩하기 위해서 Multilingual

Universal Sentence Encoder 사용하는 것을 제안

함.
Ÿ SVM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튜닝하는지에 따라서 성능의 변화 폭이 크

므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해가면서 성능을 개

선할 필요가 있음.

내부 설계
Ÿ 서버 메모리는 최소 4기가 확보되어야 함.

Ÿ 속도 및 안정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해야 함.

보완점

Ÿ word2vec 등 다른 임베딩 방법과 SVM 알고리즘

을 조합하여 성능 실험을 해 보는 것을 추천함(선

택한 알고리즘을 정당화하는 것이 필요함).
Ÿ Multilingual Universal Sentence Encoder로 임베

딩한 후, 여러 분류기 모델로 성능 실험을 해 보

는 것을 추천함(선택한 알고리즘을 정당화하는 것

이 필요함).

<표 Ⅳ-7> 개발 지침 및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에 대한

기술 전문가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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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의 구조와 기능

가. 도구의 인터페이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는 ALT라는 이름으로 명

명한다. ALT는 ‘Adaptive Learning support Tool'의 줄임말로, 주요 단

어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ALT는 웹 기반의 학습 지원 도구이며,

텍스트를 분석해 주는 인공지능 모델과 텍스트의 주제를 분류해 주는 인

공지능 모델, 텍스트 의미의 유사도를 계산해 주는 기법이 활용되어

ALT의 주요 기능을 제공한다. ALT의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는 [그림 Ⅳ

-5]와 같다.

[그림 Ⅳ-5] ALT의 전체적인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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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가 사용되는 학습 맥락은 사범대학에서 교수체제설계 과목을 수

강하는 학습자들이 교수체제설계 수업 내용과 관련된 탐구 기반 학습 활

동을 수행하면서 관련 질문이 발생 시, ALT를 사용하게 된다. ALT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교수자의 질문(교수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과

정 중 궁금했던 질문을 입력해 주세요.)은 현재 개발된 수준에서는 교수

자가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ALT에 고정되어 있는 질문에 학습자들

은 자유롭게 질문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ALT 시스템에서 질문 주제 분

류 기능, 다른 학습자의 유사 질문 제공 기능, 추천 참고문헌 기능을 제

공한다.

나. 도구의 시스템 흐름도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의 시스템 구조도는 [그림 Ⅳ-6]과 같다. 먼

저, 학습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하여 ALT에 접속하면 학습자는 교수체제

설계와 관련된 질문을 ALT의 질문 입력 칸에 입력한다. ALT 시스템은

서버에 학습자가 제출한 질문을 전송하고, 서버 내에 탑재된

Multilingual Universal Sentence Encoder 모듈이 학습자의 질문 데이터

를 임베딩한다. 임베딩이 완료된 질문 데이터는 SVM 알고리즘 기반의

질문 주제 분류 모델을 통해 연구자가 설정한 10개의 주제 중 가장 가까

운 주제로 분류된다.

이후, 데이터베이스를 호출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된 283개의 질

문 데이터를 불러와서 임베딩 작업을 거친다. 임베딩 작업이 완료된 283

개의 질문 데이터와 학습자가 새로 입력한 질문 데이터의 의미상 유사도

를 Cosine Similarity 공식으로 계산한다. 학습자가 제출한 질문 데이터

와 의미상 유사도가 높은 질문 데이터 3개를 선정하여, ALT 시스템에

전송하고,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여준다. 현재 개발된 시스템에서는

학습자가 새로 입력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학습자가 참고문헌 추천 버튼을 클릭하면 학습자가 입력한

질문을 서버에 전송한다. 서버는 데이터베이스를 호출하여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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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저장된 참고문헌 자료를 불러와서 임베딩 작업을 거친다. 임베딩

작업이 완료된 참고문헌 데이터와 학습자가 입력한 질문 데이터의 의미

상 유사도를 Cosine Similarity 공식으로 계산한다. 학습자가 제출한 질

문 데이터와 의미상 유사도가 높은 참고문헌 3개를 선정하여, ALT 시스

템에 전송하고,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데이터는 S

대 교수체제설계 과목의 강의계획서에 작성된 참고문헌 중 연구자가 도

구 개발에 활용 가능한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다. 도구의 주요 기능

1) 질문의 주제 분류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의 주요 기능 중 첫 번째는 학습자가 제출한

질문에 대한 주제를 분류해 주는 기능이다. 질문의 주제 분류 기능에는

설계원리 1.1, 2.1, 2.2, 3.1, 5.1, 6.1과 개발 지침 1, 3, 4, 6, 7, 12, 13, 14,

[그림 Ⅳ-6] ALT의 시스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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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이 적용되었다. 질문을 활성화하고자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질문을

글로 표현하고, 질문을 시스템 상에 제출하면 질문과 관련된 주제가 무

엇인지 제시된다([그림 Ⅳ-7], [그림 Ⅳ-8] 참조). 학습자는 자신의 선택

에 따라 제출한 질문과 관련된 학습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림 Ⅳ-7] ALT의 주요 기능1: 질문 주제 분류1

ALT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학습 맥락이 교수체제설계 과목을 수강하

는 학습자들의 탐구 기반 학습 활동 상황이기 때문에 ALT에서는 교수

체제설계와 관련된 질문사항을 탐구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학습자는

ALT에 접속해서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과정 중 궁금했던 질문을

입력한다. ALT는 학습자가 질문을 제출하면 ALT 시스템의 질문 주제

분류 기능을 거쳐서 학습자가 제출한 질문의 주제를 분류해 준다.

ALT 내부의 설정된 주제는 총 10개이며, 구체적으로는 1. ISD 모형,

2. RPISD, 3. 요구분석, 4. 수행분석, 5. 교수분석, 6. 학습자 및 맥락(환

경) 분석, 7. 평가 도구 개발, 8. 형성 평가, 9. 교수 설계 이론, 10. 개발

연구 방법론이다. ALT는 학습자가 제출한 질문이 10개의 주제 중 가장

가까운 주제가 무엇인지 판단하여 10개 주제 중 하나로 선택하여 학습자

에게 제시한다([그림 Ⅳ-8] 참조). 학습자가 10개의 주제와 전혀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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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내용을 질문으로 입력하더라도 ALT는 학습자의 질문이 10개 중에

가장 관련이 깊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하여 제시하여 준다.

[그림 Ⅳ-8] ALT의 주요 기능1: 질문 주제 분류2

학습자는 질문 주제 분류 기능을 통해서 교수체제설계와 관련된 탐구

기반 학습 활동을 수행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이 어느 내용 영역에 속하는

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

보 탐색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

2) 다른 학습자의 유사 질문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의 주요 기능 중 두 번째는 다른 학습자의

유사 질문을 제공하는 기능이다([그림 Ⅳ-9] 참조). 다른 학습자의 유사

질문을 제공하는 기능에는 설계원리 1.1, 2.3, 3.1, 3.2, 4.1, 4.2, 5.1, 5.2,

6.2와 개발 지침 2, 5, 7 ~ 15, 18, 19가 적용되었다. 학습자는 자신이 제

출한 질문과 유사한 다른 학습자의 질문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학습자

의 질문과 자신의 질문을 비교함으로써 추가적인 질문을 생성하는 기회

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다른 학습자의 질문을 바탕으로 자신의 질문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ALT는 학습자가 제출한 질문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질문

데이터를 임베딩한 후, Cosine Similarity 공식을 바탕으로 의미상의 유

사도를 검사한다. 현재는 학습자가 새롭게 입력하는 질문 데이터를 데이

터베이스에 누적하여 저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학습자의 유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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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283개의 질문 데이터 중에서만

유사도가 높은 질문 데이터 3개가 선택된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283개의 질문 데이터는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S대학교의 교수체제설계 과목을 수강한 학습자들이 LMS

질의응답 게시판에 업로드한 데이터로, ALT의 다른 학습자의 유사 질문

제공 기능을 통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학습자들의 질문에 노출될 수 있으

며, 자신의 질문과 유사하지만 다른 질문을 접하면서 사고의 폭을 확장

시킬 수 있다. 또한, 다른 학습자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자신의 질문 내용

및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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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ALT의 주요 기능2: 다른 학습자의 유사 질문

3) 추천 참고문헌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의 주요 기능 중 마지막은 참고문헌을 추천

해 주는 기능이다. 추천 참고문헌 기능에는 설계원리 3.2, 4.1, 4.2, 5.1,

5.2, 6.2와 개발 지침 8 ~ 15, 18, 19가 적용되었다. 학습자는 자신이 제출

한 질문과 유사한 내용의 참고문헌을 확인할 수 있고([그림 Ⅳ-10]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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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참고문헌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통해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그림 Ⅳ-11]

참조).

ALT는 학습자가 제출한 질문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참고

문헌 데이터를 임베딩한 후, Cosine Similarity 공식을 바탕으로 의미상

의 유사도를 검사한다. 참고문헌 데이터 중 학습자가 제출한 질문과 유

사도가 높은 순으로 3개를 추천해 주며, 학습자는 참고문헌의 제목 및

키워드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참고문헌 정보란에 관련 링크

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ALT가 추천해 준 참고문헌을 활

용하고자 할 때 용이하다.

[그림 Ⅳ-10] ALT의 주요 기능3: 추천 참고 문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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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ALT의 주요 기능3: 추천 참고 문헌2

3. 사용자의 반응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 문제는 개발한 도구의 사용자인 학습자의 반

응을 조사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도구는 탐구 기반 학습 활동

중 학습자가 질의를 생성하고, 생성된 질문에 대한 적응적 학습 지원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탐구 기반 학습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개발된 도구가 계획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확인하

기 위해, 16인의 학습자를 섭외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인 AL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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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학습자는 ALT를 시연하는 장면을 확인

한 뒤, 설문조사와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하여 ALT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

였다.

가.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ALT가 탐구 기반 학습에서 적응적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학습자의 전반적인 반응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은 유

용성(10문항), 사용성(4문항), 매력성(5문항), 검색성(2문항), 신뢰성(2문

항)의,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습자는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

도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5점: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보통이

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설문에 대

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영역 문항 수 평균 표준편차

유용성 10 4.48 0.26

사용성 4 4.73 0.25

매력성 5 4.30 0.52

검색성 4 4.28 0.38

신뢰성 2 4.59 0.31

<표 Ⅳ-8> 사용성 평가 설문 문항 기술통계 분석 결과

ALT가 탐구 기반 학습에서 적응적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

서 유용성, 사용성, 매력성, 검색성, 신뢰성을 묻는 문항에서 학습자들은

모두 평균 4점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도구의 사용성을 평가하

는 문항에서는 평균값이 만점인 5점에 가까운 4.73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기능별로 유용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ALT의 질문 주제 분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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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M=4.56, SD=.51)이 다른 학습자의 유사 질문을 제공하는 기능

(M=4.44, SD=.73)과 참고문헌을 추천해주는 기능(M=4.44, SD=.73)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표 Ⅳ-8> 참조). 특히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즉각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한다.’는 문항에서는 모든 사용자에

게 5점(SD=.00)을 받았으며, 이는 웹 기반의 학습 지원 도구라는 점에서

사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ALT의 질문 주제 분류 기능이 학습을 촉

진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게 활

용되었다.

4.56 0.51

2. ALT의 다른 학습자의 유사 질문 제공 기

능이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4.44 0.73

3. ALT의 참고문헌 추천 기능이 학습을 촉진

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되었다.

4.44 0.73

4. 학습 목표와 방향 및 과제의 특성을 명확

하게 제시하여 학습에 효과적이었다.
4.13 0.72

5.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는 탐구 기반 학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구조화하여 안내해주었다.
4.25 0.68

6. 적응적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4.44 0.51
7. ALT가 제공하는 추천 정보가 학습에 직접

적인 도움이 되었다.
4.50 0.73

8. 학습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전달

해주었다.
4.75 0.58

9. 실제적 지식을 구성하는데 효과적이었다. 4.25 0.68
10.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즉각

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한다.
5.00 0.00

<표 Ⅳ-9> 도구의 유용성에 대한 학습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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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의 사용성에 대한 평가 중 ‘사용법이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조작 시 불편함이 없었다.’는 문항은 평

균 5점(SD=.00)으로 모든 사용자가 간편한 사용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문항 평균 표준편차

11. 사용법이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조작 시

불편함이 없었다.

5.00 0.00

12.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

어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었

다.

4.88 0.34

13. 텍스트 및 레이아웃이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고 적절하였다.
4.44 0.63

14.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와의 상호작용이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4.63 0.89

<표 Ⅳ-10> 도구의 사용성에 대한 학습자 반응

도구의 매력성에 대한 평가 중 교수자의 실재감을 묻는 문항은 평균

3.44점을 받았으며, 이는 도구에 대한 평가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이다.

학습자들과의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서 ALT와의 상호작용 중 인공지능

이 제공하는 학습 지원에 대한 불만족 또는 의구심 등과 같은 부정적 감

정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교수자의 실재감을 지원하는 기능 등을 보완

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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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 표준편차

15. ALT를 활용함으로써 차별된 학습 경

험을 할 수 있었다.
4.44 0.63

16. ALT를 활용함으로써 학습 동기와 즐

거움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4.25 0.93

17. ALT를 사용한 후 전반적으로 만족감

을 느꼈다.
4.63 0.50

18. 앞으로도 ALT를 계속 활용하고 싶다. 4.75 0.45
19.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마치 실제 교수자가 옆에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3.44 0.89

<표 Ⅳ-11> 도구의 매력성에 대한 학습자 반응

도구의 검색성에 대한 평가 중 ‘ALT가 제시하는 정보만으로도 성공

적인 학습 수행이 가능하다고 느꼈다.’는 문항은 평균 3.81점(SD=.98)으

로, 검색성을 평가하는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학습자와의 개

별 면담을 통해서도 학습자들이 다른 학습자의 유사 질문 및 추천 참고

문헌 기능에 더보기 기능이 추가되어, 개별 학습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정보가 제시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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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 표준편차

20. ALT가 제시하는 정보만으로도 성공적

인 학습 수행이 가능하다고 느꼈다.
3.81 0.98

21. ALT가 제시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

거나 적지 않고 적절하다.
4.13 0.72

22. ALT의 추천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

게 얻을 수 있었다.
4.63 0.50

23. 원하는 학습 단계나 정보로 쉽게 이동

할 수 있었다.
4.56 0.73

<표 Ⅳ-12> 도구의 검색성에 대한 학습자 반응

도구의 신뢰성을 묻는 문항 중 ‘ALT가 제공하는 정보와 학습지원이

믿을만한 출처에서 제공된다.’는 문항은 평균 4.81(SD=0.40)로, 만점인 5

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는 ALT가 제공하는 자료가 교수자가 선

정한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두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문항 평균 표준편차

24. ALT가 제공하는 정보와 학습 지원이

믿을만한 출처에서 제공된다.
4.81 0.40

25. ALT가 제공하는 정보 중 오류가 없었

으며 높은 질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4.38 1.09

<표 Ⅳ-13> 도구의 신뢰성에 대한 학습자 반응

나. 개별 심층 면담 결과

1) 도구의 장점



- 76 -

학습자 대상의 개별 심층 면담을 진행해 본 결과, 학습자들은 ALT를

통해서 자신의 추상적인 질문을 구체화해가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

였고, 탐구 학습을 위한 정보 탐색에 구체적인 방법인 참고문헌 링크를

제공하는 기능을 도구의 장점으로 언급하였다. 학습자들은 질문 주제 분

류 기능과 추천 참고문헌 기능을 통해서 추가적인 탐구 학습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도구의 장점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 탐구

기반 학습에서 질문의 주제나 참고문헌 등이 제공되었을 때 학습자들은

탐구 기반 학습에서 학습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으

며,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촉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질문의 주제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요. 내 질문이 현재 배우고 있는 수업 내용 중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어서 학습이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질문의 주제를 알려주면 내 질문에 대한 답

을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요(학습자 A).

참고문헌을 추천해 주면 문헌에 기반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으므로 고차원적인 질문을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다른 학습자들과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추가

적인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학습자 D).

이외에도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들의 질문을 토대로 자신의 질문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학습자들의 질문 자료들을 통해 추

가적인 질문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다

른 학습자의 질문의 수준이 우수하여 모범적인 질문 예시가 제공된 경

우, 학습자들은 질 높은 질문을 제시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확장

하고자 하는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ALT의 다른 학습자의 유사 질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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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기능을 통해 탐구 기반 학습에서 중요한 학습 요소인 질문 생성 활동

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학습자들의 유사 질문을 보면 자신의 질문의 수준을 파

악할 수 있고, 다른 질문을 추가적으로 생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학습자 B).

다른 학습자들의 질문과 내 질문을 비교대조하면서 내 질문

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 같아요. 질

문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학습자 C).

다른 학습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나의 질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학습자의 사

고과정을 모방하면서 내 질문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시야가

확장되면 연이은 질문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학습자

D).

구분 학습자 반응 세부 내용 빈도

장점
자기주도 학습

촉진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최

적화된 도구임.
2

다른 학습자의 질문과 자신의 질

문을 비교대조하면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학습 상황을 바라볼 수 있

음.

1

참고문헌을 추천해 주는 기능 덕

분에 효과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

1

도구가 추가적인 학습이 이어지게 3

<표 Ⅳ-14> 도구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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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구의 단점

학습자 대상의 개별 심층 면담에서 ALT가 제공하는 학습 지원에 대

끔 역할을 할 것 같음.

모델링 사례

제공

다른 학습자들의 질문을 통해 자

신의 질문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3

다른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모방

할 수 있음.
2

예시가 제공되면 문제에 대한 접

근이 쉬워짐.
2

질문 활성화

다른 질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3
추상적이었던 질문의 내용을 구체

화하는 데 도움이 됨.
4

내 질문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

음.
2

높은 개방성
질문 입력을 위해 정해진 형식이

없어서 좋음.
3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의 순서가 탐구 기반

학습 활동을 진행할 때의 사고 과

정과 비슷함.

3

도구의 구성 요소가 직관적임. 8

인터페이스가 심플하고 깔끔함. 8

사용의 편리성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편

리함.
2

참고문헌이 APA 형식으로 제공

됨.
1

참고문헌 링크를 제공하여 편리함. 4
참고문헌의 키워드를 제공하여 참

고문헌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됨.
1

인공지능의 활용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될수록 기능

이 개선된다는 점이 좋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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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확도가 낮아서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정확도가 낮아

지면서 ALT가 제공하는 학습 자원이 자신에게 적합한 것인지 불신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실질적인 도구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응답

하였다. 학습자들이 정확도가 낮다고 느꼈던 질문 주제 분류의 경우 질

문의 주제 범주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문의 주제 범주가 포괄적이여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느껴

져요. 현재 제공되는 질문 주제는 적절히 주제를 분류해 주

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학습자 E).

내 질문의 주제에 대해서 잘 도출된 것 같지 않아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제공해 준 질문의 주제가 도움이 될 것 같

지 않아요(학습자 F).

이외에도 학습자들은 디자인적인 요소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제공되는 텍스트의 양이 많을 때 가독성이 떨어져서 제공

된 텍스트를 주의 깊게 읽지 않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

습자가 질문한 내용과 연관된 내용 또는 키워드가 되는 부분들은 다른

색깔로 표시하거나 글자 크기를 달리 하여 강조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구의 미적인 디자인 요소가 개선되면 좋을 것 같아요. 현

재는 인터페이스가 올드한 느낌이예요(학습자 G).

질문을 생성하는 학습 활동 자체가 그리 흥미로운 활동은 아

니므로 도구의 인터페이스가 지루하게 느껴지면 학습 활동을

지속하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아요(학습자 H).



- 80 -

질문의 주제를 나타내는 텍스트의 크기가 너무 작아요. 조금

더 강조하면 머릿속에서 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습자 I).

구분 학습자 반응 세부 내용 빈도

단점

제시된 내용에

대한 정확도 수준

불만족

정확도가 낮음. 4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음. 1
설정된 질문의 주제의 적절성 여

부를 판단할 수 없음.
1

제시되는 정보의

양 부족

다른 학습자의 유사 질문 양이

적음.
1

기능의 활용성

의심

ALT가 제공해 주는 학습 자원이

나와 적합한지 의구심이 듬.
3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음.
1

도구의 실질적인 활용도에 의문

점이 있음.
3

질문 주제 분류할 때 속도가 느

림.
1

인터페이스

불만족

질문의 주제와 유사질문이 화면

에 남아 있지 않아서 아쉬움.
4

질문의 주제 텍스트 사이즈가 작

음.
3

디자인적인 부분이 개선될 필요

있음
10

도구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통

일성이 안 맞음.
2

기능별로 시각적인 구조화가 안

되어 있음.
3

<표 Ⅳ-15> 도구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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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구의 개선점

학습자 대상의 사용성 평가를 통해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ALT가 개선

되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질문을 생성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제공해 주는 기능이 추가되기

를 가장 희망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수님 또는 다른 학습자들이

직접 달아주거나, eTL 내 저장되어 있는 답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을 제시하였다. 탐구 기반 학습이 학습자들이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니만큼 궁극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문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

도록 기대하게 되므로, 교수님 또는 다른 수강생들의 답변이

함께 제시되면 좋을 것 같아요(학습자 J).

eTL 내의 저장되어 있는 관련 질문 답변들이 함께 제공되거

나 댓글 기능 등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제공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학습자 K).

또한, 다른 학습자의 유사 질문과 추천 참고문헌을 현재 3개씩만 보여

주고 있는데 이를 더보기 버튼을 이용하여 학습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학

습 자원들을 얻을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희망하였다. 도구의 정확도 문

제가 도구의 단점으로 여겨지는 만큼 적은 양의 학습 자원을 제공한다면

상대적으로 학습자들이 원하는 학습 지원을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문헌 검색 사이트 및 LMS 등 타

도구와의 연동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에게

충분한 학습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도구의 정확도 문제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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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버튼이 있어서 유사 질문 또는 추천 참고문헌에서 학

습자가 원하면 관련 내용을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학

습자 J).

추천 참고문헌의 양이 더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

수업인 점을 감안해서 수업과 관련된 이론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참고문헌 10개 이내 참고문헌이 제공되면 적당할 것 같

아요(학습자 K).

eTL에 ALT 기능이 연동되면 좋을 것 같아요. eTL 내 저장

되어 있는 답글 및 유사 질문들과 연동되는 링크를 제시하면

필요한 경우 학습자가 직접 확인해 보면서 더 자세히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학습자 M).

구글 스콜라나 도서관 홈페이지 등 문헌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와 연동되면 좋을 것 같아요. ALT를 사용하면서 학습

자가 문헌을 직접 검색하고 싶을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기

능이 추가되면 탐구 학습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학습자

N).

이외에도 ALT의 피드백을 보완할 수 있는 교수자의 개입과 학습자들

이 ALT를 이용하면서 도움이 된 내용 또는 도움이 되지 않은 내용들을

평가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통해 인공지능이 제공한 학습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자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여요. 인공지능이나 또

래 학습자의 피드백보다 교수자의 말 한마디가 학습을 개선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학습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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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가 제공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평가 기준까지 함

께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타당성, 유용성

등 루브릭을 설정해서 평가하면 학습자들이 일관된 기준 하

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학습자 P).

도구의 주요 기능과 관련된 개선사항은 아니나 도구에 대한 소개 및

간단한 사용법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도구의 인터페

이스가 직관적이기는 하나,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를 들어, 질문을 어

떤 형태로 작성해야 하는지, 도구의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등 도구 사용

과 관련된 기본적인 안내 사항들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사용자에게 도구 사용에 위한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학습자

N).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관련 지침이 제공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자 혼자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탐구 기반

학습 맥락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함께 제공되면 좋

을 것 같아요(학습자 O).

구분 학습자 반응 세부 내용 빈도

도구

전반

다양한 학습자료

형태 제공

자료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면 좋겠

음.
1

유투브 자료 추천해주면 좋겠음. 1

타 도구와의

연동성 확장

구글 스콜라 등 문헌 찾는 사이트

와 연동되면 좋겠음.
4

<표 Ⅳ-16> 도구의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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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S와 연동되면 좋겠음. 5

학습 내용 기록
질문의 변화과정을 추적할 수 있

는 히스토리 기능이 필요함.
4

탐구 활동 촉진

탐구 활동을 촉진하는 질문이 제

공되면 좋겠음.
1

공통으로 빈도가 높은 질문 제공

되면 좋겠음.
1

도구 사용법

안내 필요

도구 사용에 대한 간단한 지침이

제공되면 좋겠음.
9

도구 평가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평가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음
4

교수자의 개입

교수자의 평가 시스템이 추가되면

좋겠음.
1

교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기

능이 추가되면 좋겠음.
1

질문

주제

분류

카테고리 세분화
카테고리가 세분화되었으면 좋겠

음.
8

질문 활성화
도구에서 커버하는 질문의 주제

카테고리를 미리 보여주면 좋겠음.
2

키워드 제공 여러 키워드가 제공되면 좋겠음. 1
질문에 대한

피드백

나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및 피드백 제공이 있으면 좋겠음.
4

질문에 대한

답안 제공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제공하면

탐구 기반 학습 활동의 가이던스

가 됨.

11

다른

학습자

유사

질문

학습자료 제공

형태

유사 질문에 대한 가독성이 떨어

짐.
4

더 보기 기능이 제공되면 좋겠음. 10

유사 질문의 세부 카테고리가 제

공되면 좋겠음.
2

추천

참고문

헌

참고문헌의

다양성

참고문헌을 PDF 형식으로 제공하

면 좋겠음.
1

기존 데이터 중 다른 학습자들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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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정된 도구 인터페이스 및 추가 기능

학습자들의 사용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구의 인터페이스 개선 및

추가 기능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 및 개별 심층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적 측면에서 다섯 가지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첫째, ALT의 목적 및 사용 방법 등을 소개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그

림 Ⅳ-12] 참조). 둘째, 학습자들이 질문을 작성할 때 혼란스럽지 않도록

질문 작성 형태의 예시를 제공하였다([그림 Ⅳ-13] 참조). 셋째, ALT가

제공한 학습 자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평가하면서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ALT의 인터페이스 상에 별점 기

능을 추가하였다([그림 Ⅳ-14], [그림 Ⅳ-15] 참조). 넷째, 다른 학습자의

유사 질문 및 참고문헌 추천 기능에 더보기 버튼을 추가하여 학습자가

원한다면 추가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Ⅳ

-14], [그림 Ⅳ-15] 참조). 다섯째, 실제로 LMS와 연동하는 기능을 구현

하지는 못했지만 LMS와 연동된다는 가정 하에 다른 학습자의 유사 질

문 옆에 관련 답안 및 eTL 게시판으로 이동하는 기능이 추가된다면 학

습자들의 탐구 기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그림 Ⅳ

게시판에 올린 참고문헌도 추천

참고문헌 리스트에 추가되면 좋겠

음.
참고문헌이 좀더 다양하면 좋겠음. 7

참고문헌 제공

방식

APA 형식으로 참고문헌을 인용할

수 있는 기능 필요함.
2

참고문헌의 구체적인 내용 및 수

준까지 안내되면 좋겠음.
5

참고문헌과 관련된 정보(키워드,

초록 등)이 함께 제공되면 좋겠음.
1

참고문헌의 세부 카테고리가 제공

되면 좋겠음.
2

더 보기 기능이 제공되면 좋겠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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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참조). 도구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한

도구의 인터페이스는 아래와 같다. 다섯 가지의 추가 기능 외에도 폰트

변경 및 버튼 효과 등 사용자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개선된 인

터페이스를 제안하였다.

[그림 Ⅳ-12] 수정된 ALT의 인터페이스: 도구

사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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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 수정된 ALT의 인터페이스: 질문 주제 분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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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4] 수정된 ALT의 인터페이스: 질문 주제 분류2 및 다른

학습자의 유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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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5] 수정된 ALT의 인터페이스: 추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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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탐구 기반 학습에서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

적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도구를 설계 및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

계·개발연구 Type 1의 방법론에 따라서 선행 문헌 고찰을 통하여 도구

개발을 위한 설계원리 5개와 상세 지침 14개를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

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도구 설계 원리 및 프로토타입에 대한 교

육학 분야 전문가의 검토와 개발지침에 대한 인공지능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전문가의 검토 내용을 참고하여 인공지능 기술 중 자연어 처리

기술을 비롯한 텍스트 분석 기술을 적용한 적응적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

인 ALT를 개발하였다. 실제 웹 기반 형태로 도구를 구현한 후에는 인공

지능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기술적 관점에서 도

구의 개선사항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학습자 대상의 사용성 평가를 실시

하여 개발된 도구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하였고, 학습자의 반응을

토대로 도구의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탐구 기반 학습에서 적응적 학습 지원을 제공하

는 도구를 개발할 때 활용된 핵심 기술인 텍스트 분석 기술을 중심으로

논의를 기술하였다. 그 후 연구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의

의의를 중심으로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의 제언을 하였다.

1. 논의

가.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학습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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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기반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탐구 기

반 학습을 위한 활동 과정을 기록하거나, 팀원 간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

는 등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삼았다(김성중, 문교

식, 2006; 김소나, 2003; 신선희, 2009; 신선희, 2013, 유상미, 신승용, 김

미량, 2009; 이정민 외, 2015; 장혜정, 류완영, 2006; 정연화, 이정민, 2015

한정선, 강명희, 2012).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학

습자들이 탐구 기반 학습에서 질문 생성 활동을 수행할 때 인공지능이

적응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더욱 풍성하고, 고차원

의 질문을 제기하면서 탐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적응

적 학습 지원 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도구는 텍스트

분석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도구의 주요 기능들을 통해 탐구 기반 학습

활동을 촉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텍스트 분석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도구를 개발하는 데 주로 활용된 텍스트 분석 기술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한국어 텍스트를 문장 단위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벡터(숫

자)로 변환시키는 워드 임베딩 기술이 사용되었다. 워드 임베딩 기술은

텍스트 분석 기술을 적용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로, 자연

어를 컴퓨터가 연산할 수 있는 벡터 형태로 변환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Young, Hazarika, Poria &　Cambria, 2017). 이때 사용된 구체적인 모

듈은 구글에서 개발된 Multilingual Universal Sentence Encoder이다. 해

당 모듈은 Universal Sentence Encoder의 확장 버전으로, 문장 단위 임

베딩에 효과적이며, 영어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다른 워드 임베딩

기술과는 다르게 한국어 데이터 임베딩을 지원해 주므로, 한국어 데이터

를 분석할 때 사용하기 적합한 임베딩 기술이다(Yang et al., 2019). 또

한, Multilingual Universal Sentence Encoder는 구글에서 Wikipedia, 인

터넷 뉴스 등을 활용하여 문장 단위로 임베딩해주는 사전학습 모델을 개

발한 것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신러닝 모델 학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훈련 데이터(training data)가 제한적일 때 성능을 높이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Cer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처럼 한국 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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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가 텍스트 형식이며, 인공지능 기반의 학

습 모델을 위해 훈련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제한적일 때

사용하기에 적합한 워드 임베딩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텍스트의 주제를 분류하는 머신러닝 모델이 사용되었고, 구체적

으로는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 알고리즘이 사

용되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주어진 데이터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

지 분류하는 이진 선형 분류 모델로, 머신러닝 모델의 하나이다(최성환,

임혜영, 정영미, 2000).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교수체제설계 수업을 수강

한 학습자들이 제출한 질문 데이터 283개를 바탕으로 질문의 주제를 분

류해 주는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켰다.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에

따라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문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질문

의 주제를 분류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이

입력한 질문이 어느 내용 영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탐구 활동

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에 탐구 학

습에서 탐구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여 체계적인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

었던 학습자들의 문제 상황(손미현, 정대홍, 손정우, 2018)을 해결해 주는

단초로 활용될 수 있다.

질문의 주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질문 데이터 283개의 주제

에 해당하는 총 10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ALT는 학습자가 질문

을 입력하면 10개의 주제 중 입력한 질문과 가장 관련이 깊은 주제가 무

엇인지 제시해 준다. 학습자들이 탐구 활동의 주제와 전혀 무관한 텍스

트를 입력해도 설정된 10개의 주제 중에 인공지능이 가장 관련이 높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출력해 주므로, 도구를 개발할 때 주제를 설정하는 작

업은 주의 깊게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전처리 작업 때

다음의 3가지 기준으로 질문의 주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기준은 학습

자들이 질문을 질의응답 게시판에 제출할 때 게시판 제목에 포함시킨 중

심 키워드를 질문의 주제로 우선 고려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 기준은

교수자가 강의계획서에 명시해 놓은 주차별 강의 주제를 바탕으로 학습

자들이 강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올렸다고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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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하에 해당 주차에 올린 질문은 주차별 강의 주제를 반영하였다고 판

단하였다. 마지막 기준으로 첫 번째 기준과 두 번째 기준에 모두 해당하

지 않는 질문의 경우,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서 10개의 주제 중 가장 관

련이 깊다고 판단되는 주제 그룹에 포함시켰다.

인공지능 모델 중 지도학습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은 데이터별로 데이

터의 특징(feature)을 지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김소라,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질문 데이터와 같이 주제 혹은 문장 유형(예: 평서

문, 의문문 등) 등으로 데이터의 특징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경우, 데이터

의 특징에 따라 분류해 주는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활용된 것처럼 유사한 특징을 가진 학습 데이터끼리 분류하는 머신

러닝 모델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유사한 특징을 가진 학습자들을

그룹화하는 것이 가능하여(김연희, 임수진, 2020; 이해듬, 2016; 조헌국,

2018), 그룹에 따라 효과적인 처방을 달리하는 학습 지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룹을 분류하는 세분화 정도를 세밀하게 할 경우, 학습

자별로 개별화된 처방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셋째, 텍스트간의 의미적 유사도를 계산하는 기술이 사용되었다. 구체

적으로는 Cosine Similarity(코사인 유사도) 방식이 적용되었으며, 이 방

식을 활용하여 다음의 2가지 기능이 제공되었다. 첫째, 학습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학습자들의 질문 데

이터와의 유사도를 검사해서 유사도가 높은 순으로 다른 학습자들의 질

문 데이터 3개를 출력해 주는 기능을 제공하였다. 둘째, 학습자가 입력한

질문과 교수자가 강의계획서에 작성해 놓은 참고문헌들 간의 의미적 유

사도를 검사하여 학습자가 입력한 질문과 의미가 유사한 순으로 참고문

헌 3개를 출력해 주는 기능이 제공되었다. 텍스트간의 의미적 유사도를

계산해 주는 기술을 활용하여서 학습자가 제출한 데이터와 다른 학습자

들의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른 학습자들의 학습 데

이터와 자신의 학습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학습자들은 현재 자신의 학습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한옥결, 2019), 다른 학습자와의 우수한 데이터

를 모델링하여 자신의 학습 데이터를 개선해 나가는 효과도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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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선애, 송해덕, 2015). 또한, 자신의 질문과 의미적 유사도가 높은 참

고문헌을 제공받음으로써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비교적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학습자가 탐구 기반 학습 활동을 할

때 필요한 학습 자원을 적시적으로 제공하여 학습의 효과를 향상(김소

영, 2007)시킬 수 있다.

나.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지원 도구 개발

본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지원 도구를 개발할 때 필요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학습 지원 자료에 대해 학습자는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 중 학습자 반응을 통

해 사용자들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자료를 인공지능이 제시한 이유를 함

께 제공받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인공지능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인공지능과 같

은 테크놀로지가 인지적 도구의 하나로써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돕는 역

할을 담당하는 것이며(Jonassen & Reeves, 1996), 학습자는 인공지능이

제공한 피드백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인지해야 하며, 교수자나 동료의 피

드백처럼 학습자가 해당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인공지능이 제공

한 피드백에 대한 수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이 인공지능 기반의 도구를 사용할 때 비판적

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구를 개발할 때 요구되는 기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간단하게는 학습자들이 비판적으로 도구를 사

용할 수 있도록 도구 사용법 및 튜토리얼 등을 제공할 때 관련 문구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답안 및 추천 학습

자원이 하나의 관점일 뿐임을 인지하도록 할 수 있다. 추가적인 기능으

로는 실제로 인공지능이 추천한 내용이 본인의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되었

는지 별점 등을 통한 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

습하며,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기술이니만큼 학습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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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평가를 반영하여 도구를 개선(임경화, 신정민,

이두완, 2020)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도구를 사용할 때 교수자 개입의 중요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중 학습자 반응을 통해 탐구 기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도구의 경우, 탐구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인지적

스캐폴딩 영역의 지원을 가장 선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탐구 학습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키워드 제공 등의 학습 지원을 가장 선호하면

서도, 인공지능이 왜 본인에게 해당 키워드를 제공했는지 의문점을 갖거

나, 제공된 키워드보다 더욱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습자가 단순히 인공지

능 기반의 학습 도구를 평가하여 개선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교수자가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도구와 협업하여(김홍겸, 박창수, 정

시훈, 고호경, 2018) 교수자가 인공지능 기반의 교수-학습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려하여 도구의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가지 예시로는 교수자의 통제 및 판단에 따라 학습자에게 추가적인 피드

백 및 인공지능이 제공한 피드백에 대한 수정을 제공하는 기능이 필요하

다.

셋째,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인 단계이자, 절차 중 가장 처음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가 적

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Islam & Mahmud, 2020). 본 연구의 결과 중

학습자 반응에 따르면 ALT와 학습자들의 소속대학이 사용하고 있는

LMS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LMS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LTI(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규약에 따라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추가적으로 설치하

여 사용하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지원 도구

를 개발할 때, LTI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LMS 시스템에서

활용되도록 확장성 측면을 고려한다면 데이터 수집 측면 또는 사용자 편

의성 측면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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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한

교육공학자의 역할

교수설계에 있어서 테크놀로지가 접목될 때 교육 이론과 테크놀로지

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다(Koehler & Mishra, 2009; Tam, 2000). 본 연구

에서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의 실제적인 설계와 개발 과정을 통하여 교

육학 이론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공학자 주도의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지원 도구 개발 시 교육 공학자에게 요구되는 구

체적인 역할 및 역량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 개발 단계에

있어서 교육학 이론에 대한 분석은 도구 설계와 개발에 기본적인 기반

및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이론적 분석은 교육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술

기반의 도구 설계 및 개발 초기 단계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준다는

점과 향후 관련 도구의 설계와 개발의 지침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Stockwell(2014)에 따르면, 테크놀로지가 교육에 접목될 때, 테크놀

로지를 활용하는 그 자체가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

로, 테크놀로지가 접목되는 학습 상황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따라

서, 교육공학자의 교육학 이론에 대한 분석은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지

원 도구 개발 초기 단계에서 핵심이 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중 학습자 반응에서 학습자들은 도구의 주요 기능(질

문 주제 분류, 다른 학습자의 유사 질문 제공, 참고문헌 추천) 외에도 다

양한 형태의 학습 지원이 제공되기를 희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교육학 이론 분석 결과를 기준삼아 선택적으로 학습자들의 반응을 도구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텍스트 분석 기술은 학

습자들의 개별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응적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하지만, 자칫 학습자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학습 과정을 인공지능 기술이 대신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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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번거롭지만 기꺼이 경험해야 하는 배움의 과정이 누락되지 않도

록 교육학 이론 및 원리가 적절히 반영되어 첨단 테크놀로지 기반의 교

육 도구가 설계 및 개발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는 구현 단계에서 의사 결정할 때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 도구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설계된 지침에 따라 도

구가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가장 많은 시

간이 투자된다. 도구 설계원리를 바탕으로 첨단 테크놀로지의 가능성과

한계성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하며, 도구에서 교수설계의 이론적 측

면을 모두 포함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른다.

따라서 도구 설계 및 개발을 주도하는 교육공학자는 설계개발연구 과정

에서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 등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이해 능력을 갖추는 것

이 요구된다.

셋째,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면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MS Global

Learning Consortium에서 개발한 표준 프로토콜인 LTI(학습 도구 상호

운용성)에 따라서 LMS 내 기본 기능 외에도 다양한 외부 애플리케이션

들을 LMS와 같은 플랫폼에 탑재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LTI에 따

라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지원 도구는 사용자의 데이터가 많을수록 도구

에 내재되어 있는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이 올라가므로,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LMS와 연동되어 활용된다면 도구의 기

본적인 성능이 개선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구의 기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이 기폭제가 되어 더

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지원 도구가 LMS와 연동되어 교수자

와 학습자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Alier, Casany, Llorens,

Alcober & Prat, 2020). 따라서, 기존의 이러닝 플랫폼의 환경 제약 및

제한된 기능에서 벗어나 LTI 규약에 따라 확장성 있는 LMS 시스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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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친화적이고, 더욱 풍성

한 교수학습 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이 무

엇인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인 ALT는 탐구 기반 학습

에서 활용되며, 인공지능 기술 중 텍스트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학습자

들의 개별적인 질문에 적응적이고 즉시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학습

도구로써 기능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구 기반 학습에서 학습자는 끊임없이 질문을 생성하고, 질문

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탐구 활동을 진행한다. 이때 교수자는 학습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 및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요

구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교수자가 이러한 적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적응적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도구 개발을 통해 개인 맞춤형 학습을 위한 방법을 제

안하였다. 현재 탐구 기반 학습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

한 처방이 되어 실제적 맥락에서 탐구 기반 학습을 활성화시키고, 교육

적 효과를 발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S대학교 교수체제설계 과목에서 탐구 기반 학습 실제적인 데이

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지원 도구를 설계 및 개발하였다.

인공지능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실제적 사례를 바탕

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적 맥락에서 인공지능의 실제적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탐구 기반 학습뿐만 아니라 유사한 여러 다

양한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도구 개발에도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설계

원리 및 개발 지침이 확장되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머신러닝) 모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Universal Sentence Encoder는 인간의 자연

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벡터로 임베딩(숫자화 시키는 작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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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사전학습모델인데, 문장 단위의 임베딩하는 데 탁월하다. 오늘날

영어로 된 자연어 처리에 적합한 대부분의 워드 임베딩 방법은 한국어로

된 자연어를 처리할 때 성능이 낮다. 하지만 Multilingual Universal

Sentence Encoder는 한국어로 된 자연어 처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

어로 된 텍스트를 분석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모듈이다. 또한,

장문의 텍스트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교수-학습 환경에서 자연어 처

리 기술을 기반한 인공지능 모델은 활용성이 높다. 추후, GPT-3 등 언

어 생성 인공지능 모델의 발전으로 높은 성능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모델이 교육 이론과 접목하여 교육 환경의 문제점들을 처방해 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S대학교의 교수체제설계 과목을 수강

한 학습자들이 eTL에 제출한 질문 데이터를 사용하여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인 ALT를 개발하였다. ALT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총 질문 데이

터의 양은 283개로, 주제 분류를 위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자 훈

련 데이터로 쓰기에는 양적으로 283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요인으로 ALT가 제공하는 질문 주제 분류 기능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학습자 대상의 사용성 평가에서도 낮은 정확도 문제

를 지적받았으며, 학습자들은 학습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데이터의 양적인 수준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Bert나

GPT-3(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3)와 같은 사전학습모델을

활용하여 소량의 데이터로 훈련시키더라도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기술

(Brown et al., 2020)들을 활용하여 기본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바탕에 둔

학습 도구의 교육적 효과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학습자의 질문 데이터를 활용해서 주제를 분류하는 모델을 개발

할 때 연구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질문의 주제를 결정하여 데이터 전

처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첫째는 질문 데이터를 eTL에 제출한 학습자가

질의응답 게시물을 올릴 때 제목으로 선정한 키워드를 주제로 선정하였

고, 둘째는 교수자의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주차별 주제를 질문 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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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주제로 선정하였다.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10가지의 주제를 설

정하였고, 질문 데이터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으로 분류되지 않는

질문 데이터들은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10가지 주제 중 하나로 분류하였

다. 10가지 주제는 구체적으로 1. ISD 모형, 2. RPISD, 3. 요구분석, 4.

수행분석, 5. 교수분석, 6. 학습자 및 맥락(환경) 분석, 7. 평가 도구 개발,

8. 형성 평가, 9. 교수 설계 이론, 10. 개발 연구 방법론이다. 이는 교수체

제설계 수업 중 다루는 다양한 내용 영역의 세부 하위 요소를 모두 포괄

하지 못한다. 학습자 대상의 사용성 평가에서 주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

라는 의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주제를 분류하는 인공

지능 모델을 학습 도구에 활용하는 경우, 분류된 주제에 대한 타당성을

거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환경이 발전

할수록 학습 패턴 분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패턴의 양이 방대

해 질수록 인간인 연구자가 모든 것을 비교하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준자동화(semi-labeling)하여 라벨링하는 기법을 토대로

인간이 분류한 것과의 정확도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효과적으로 학습 데

이터의 특징을 라벨링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검토 후 수정 작업을 거

친 후 도구 개발에 착수하였다. 수정 작업을 거친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

가 타당성을 거치는 작업이 생략되어 ALT의 모든 설계원리가 타당하다

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수정된 설계원리에 대한 타

당성을 모두 확보한 후 도구 개발에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

자의 사용성 평가를 토대로 도출된 도구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최종 도구

를 개발한 후 도구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 중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도구를 개

발하여 탐구 기반 학습에서 적응적 학습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에 탐

구 기반 학습에서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의

설계원리를 확인하고, 확인된 설계원리를 바탕으로 실제 웹 기반의 학습

지원 도구를 구현한 후 학습자 대상의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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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추후 보다 발전된 기술과 충분한 데이터를 바탕

으로 학습자의 텍스트 데이터를 해석 및 분석하여 더욱 효과적인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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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본 연구의 설계 원리 전문가 검토지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 설계원리 개발을 위한

전문가 검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배유진입니다. 본 설문지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

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한 설계원리의 타당화를 검토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전문가 검토는 1. 전문가 인적사항, 2. 연구의 소개, 3.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 개발 설계 원리 4. 타당도 검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당

도 검토는 1)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타당도 검토, 2) 세부 설계원리에

대한 타당도 검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당도 검토는 객관식 문항과 구체적인 의견을 묻는 개방형 질문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전문가 검토의 예상 소요시간은 약 30분 정도

입니다. 전문가 인적사항에 작성해 주시는 개인정보는 자료 식별용으

로만 사용되며, 연구에서는 전문가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공분야, 최

종학력, 경력만 제시될 것입니다.

질문에 응답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연

구자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에 협조해 주셔

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석사과정 배유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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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 인적사항

1) 이름 :

2) 소속 / 지위 :

3) 전공 분야 :

4) 최종학력 :

5) 실무 및 연구경력 기간 :

2. 연구 소개

1) 연구 주제: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 개발 연

구 - 탐구 기반 학습을 중심으로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Ÿ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및 기술 수준이 증대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

능을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음. 교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을 도입하여 학습자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등 교육 현장을 혁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함.

Ÿ 개인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고도화된 기술기반 학습 환경 구현이 필수

적이며, 학습자 개인의 요구와 특성, 학습 활동에 대한 개별 데이터를 수

집 및 분석하고, 개별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적응적 피드백이

요구됨.

Ÿ 특히 온라인상의 탐구 기반 학습에서는 학습자가 학습 활동 중에 수많은

질문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응적인 피드백을

필요로 함. 텍스트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학습자의 텍스트 형

식의 질문 데이터를 분석하고, 질문에 대한 적응적 피드백 제공이 가능해

짐.

Ÿ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구 기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텍스트 분석 기

술을 활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 설계에 필요한 원리 및 지침을 도

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도구를 개발하여 해당 도구에 대한 사용성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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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둠.

3) 연구 문제
Ÿ 첫째,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 설계원리와 설

계지침은 무엇인가?

Ÿ 둘째,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는 어떠한 구조

와 기능을 가지는가?

Ÿ 셋째,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에 대한 사용자

의 반응은 어떠한가?

4) 연구 방법 및 절차
Ÿ 설계개발연구 type 1(산출물 및 도구 개발 연구)

1. 선행문헌 검토를 통하여 도구 설계원리 및 지침을 도출

2. 설계원리 바탕으로 프로토타입 개발

3. 설계원리 및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문가 검토 실행

4. 전문가 검토를 반영하여 설계원리 및 프로토타입 수정

5. 최종 산출물에 대한 사용성 평가 실행

5) 설계원리를 적용하여 개발한 프로토타입
① https://68x0wq.axshare.com 접속

② 텍스트 입력란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첫 단계에서 무엇을 했어야 하

나요?“ 입력 후, ”제출“ 버튼 클릭

③ “추천 참고자료" 버튼 클릭

④ 참고자료 옆 "링크“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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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 개발
을 위한 설계 원리 및 적용 사항

본 연구에서는 탐구 기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
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해 설계원리 및 지침을 도출하였다. 설계
원리 및 지침을 도출하기 위해 ‘탐구 기반 학습’, ‘적응적 피드백 제공을 통한
개인 맞춤형 학습’, ‘텍스트 분석 기술’을 중심으로 선행 문헌을 살펴보았다. 선
행 문헌을 통해 도출된 설계 원리 및 적용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요소 설계원리 설계지침 참고문헌

탐구

기반

학습

지원

1. 질문

활성화

원리

1.1 사용자가 스스로 탐구 과제와 관련

된 질문을 생성하고 질문을 글로 표현

하도록 하라

김성욱 (2016);

이향아 (2004);

임경화, 안정현

(2016);

임지영, 김세영

(2019);

정영숙, 성지훈

(2019);

홍경선, 김동익

(2011); Jesus

& Moreira

(2009); Jin &

Shin (2012)

적용 사항:

- 사용자들이 자신의 질문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1.2 다른 사용자의 질문을 제공하여 본

인의 질문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라

문혜영, 김남규

(2020);

백장현, 김영식

(2004);

정영숙, 성지훈

(2019)

적용 사항:

-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과 유사한 질

문을 제출한 다른 사용자의 질문을 제

시함

2. 정보

탐색

지원

원리

2.1 실제적인 탐구 과제를 제시하라 강명희, 한연선

(2000); 임병노

(2003);

장혜정, 류완영

(2006); Clark

적용 사항:

- 사용자가 탐구해야 하는 활동의 주

제가 무엇인지 제시함

<표 1>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 설계원리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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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or

(2003)
2.2 정보 탐색의 필수적인 정보를 제시

하라

신선희 (2013)
적용 사항:

-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 데이터를 분

석하여 질문의 주제가 무엇인지 제시

함

2.3 탐구 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해결하

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 자원을 제공

하라

성은모, 최욱

(2006); 신선희

(2013); 임병노

(2003);

장혜정, 류완영

(2006)

적용 사항:

-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과 관련된 학

습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또는

학습자료 정보를 제공함

개인

맞춤

형

학습

지원

3.

적응적

피드백

제공

원리

3.1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에 대해 단계

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라

허선영 (2020);

Soller et al.

(2005)

적용 사항:

- 사용자가 질문을 제출한 후, 질문의

주제가 무엇인지 분석하여 관련 정보

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추가적인 학

습자료 제공 여부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제공함

3.2 사용자의 질문에 따른 맞춤형 피드

백을 제공하라

강기순, 김교정

(2010);

김유경, 김남호

(2004); 나일주

외 (2015);

모윤하 (2019);

백장현(2003);

백장현, 김영식

(2004) 손찬희

적용 사항:

-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 데이터를 분

석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따른 학습 자

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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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9);

이선희 (2019)

4. 자기

주도

학습

촉진

원리

4.1 사용자에게 학습자료에 대한 선택

과 결정의 통제권을 제공하라

나일주 외

(2015); 신선희

(2013);

이선희(2019);

EDUCAUSE,

2009;

Martindale &

Dowdy, 2010

적용 사항:

- 사용자에게 2개 이상의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사용자 스스로가 필요한 학

습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4.2 질문에 대한 피드백으로 질문의 내

용과 관련이 깊은 학습 자원을 보조적

으로 제공하라

김민정 (2011);

김영주, 임규연

(2019);

백장현, 김영식

(2004);

정영숙, 성지훈

(2019)

적용 사항:

- 질문 내용과 동일한 주제의 내용을

포함한 학습자료를 질문에 대한 피드

백으로 제공함

적응

적

학습

지원

시스

템

설계

5.

텍스트

분석

기술

활용

원리

5.1 유사한 학습 특성을 가진 사용자들

의 데이터를 사용하라

김경록,

송혜진, 문남미

(2017);

백장현, 김영식

(2004); 이용배

(2020); Jensen

et al (2020)

적용 사항:

-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용자들이

LMS4) 질의응답 게시판에 제출한 기존

질문 데이터를 수집함

5.2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 내용과 관련

이 높은 학습자료를 우선적으로 제공

하라
백장현, 김영식

(2004); Cer et

al. (2018)

적용 사항:

- Universal Sentence Encoder5)를 적

용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의 내용

과 유사도 수준이 높은 학습자료를 차

례로 제공함

6. 토픽 6.1 수집된 질문 데이터의 범주를 정의 김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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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는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 학습자와 교
수자에게 학습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5) Universal Sentence Encoder는 텍스트를 인코딩하는 방법으로, 의미적 유사
성이 있는 문장들을 밀접한 거리의 벡터로 인코딩한다.

6) SVM(Support Vector Machine)은 기계 학습 분야 중 패턴 인식, 자료 분석
을 위한 지도 학습 모델로서, 주로 분류와 회귀 분석을 위해 사용된다. 분류
를 위한 기준을 정의하고, 분류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면 어느 범
주에 속하는지 계산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기존에 설정해 놓은 범주 중 한 곳
으로 분류되도록 한다.

모델링

적용

원리

하여 범주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라 송혜진, 문남미

(2017); 김판준

(2018); 이용배

(2020)

적용 사항:

- 수집한 질문 데이터를 10개의 범주

로 분류함

6.2 수집된 질문 데이터에 설정해 놓은

범주와 일치하는 학습자료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

백장현, 김영식

(2004)

적용 사항:

- 피드백으로 제공될 학습자료를 확보

하고, 각 학습자료의 범주를 설정함

- 학습자료의 범주와 관련 정보를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함

6.3 텍스트를 분석하여 주제를 자동 분

류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활용하라
Glenn, Robert

& Slavko

(2020)

적용 사항:

- 10개의 범주로 분류한 질문 데이터

를 바탕으로 SVM6) 알고리즘을 활용

한 주제 분류 모델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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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당도 검토

1)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설문지
다음의 질문은 앞에서 제시한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
원 도구 개발을 위한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2: 다소 타당하지 않다, 3: 약간 타당하다, 4: 아주
타당하다)

구분 타당도
영역 문항 ① ② ③ ④

타당성

본 설계원리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

적 피드백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한 설계원리로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설명력

본 설계원리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

적 피드백 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참

고해야 할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유용성

본 설계원리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

적 피드백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해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보편성

본 설계원리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

적 피드백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해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이해도

본 설계원리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

적 피드백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한 설계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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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설계원리에 대한 설문지
다음의 질문은 앞에서 제시한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

원 도구 개발을 위한 세부 설계원리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질
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2: 다소 타당하지 않다, 3: 약간 타당하다, 4: 아주
타당하다)

구분 타당도

요소
설계

원리
설계지침 ① ② ③ ④

탐구

기반

학습

지원

1. 질문

활성화

원리

1.1 사용자가 스스로 탐구 과제와 관련

된 질문을 생성하고 질문을 글로 표현하

도록 하라

① ② ③ ④

1.2 다른 사용자의 질문을 제공하여 본

인의 질문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라
① ② ③ ④

2. 정보

탐색

지원

원리

2.1 실제적인 탐구 과제를 제시하라 ① ② ③ ④
2.2 정보 탐색의 필수적인 정보를 제시

하라
① ② ③ ④

2.3 탐구 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해결하

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 자원을 제공하

라

① ② ③ ④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3.

적응적

피드백

제공

원리

3.1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에 대해 단계

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라
① ② ③ ④

3.2 사용자의 질문에 따른 맞춤형 피드

백을 제공하라
① ② ③ ④

4. 자기

주도

학습

촉진

원리

4.1 사용자에게 학습자료에 대한 선택과

결정의 통제권을 제공하라
① ② ③ ④

4.2 질문에 대한 피드백으로 질문의 내

용과 관련이 깊은 학습 자원을 보조적으

로 제공하라

① ② ③ ④

적응적

학습

지원

시스템

설계

5.

텍스트

분석

기술

활용

5.1 유사한 학습 특성을 가진 사용자들

로부터 텍스트 형식의 질문 데이터를 수

집하라

① ② ③ ④

5.2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 내용과 관련

이 높은 학습자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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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검토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리 라

6. 토픽

모델링

적용

원리

6.1 수집된 질문 데이터의 범주를 정의

하여 범주에 따라 분류하라
① ② ③ ④

6.2 수집된 질문 데이터에 설정해 놓은

범주와 일치하는 학습자료를 저장한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

① ② ③ ④

6.3 텍스트를 분석하여 주제를 자동 분

류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활용하라
① ② ③ ④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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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본 연구의 설계 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구분
M SD CVI IRA

영역 문항

타당성

본 설계원리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

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한 설계원리로 타당하다.

3.2 0.45 1.00

1.00

설명력

본 설계원리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

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를 개발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야 할 원리를 설

명하고 있다.

3.2 0.84 0.80

유용성

본 설계원리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

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3.2 0.45 1.00

보편성

본 설계원리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

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해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4 0.55 1.00

이해도

본 설계원리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

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한 설계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

고 있다.

3.2 0.84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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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본 연구의 설계 원리 상세항목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구분
M SD CVI IRA요

소

설계

원리
설계지침

탐구

기반

학습

지원

1. 질문

활성화

원리

1.1 사용자가 스스로 탐구 과제

와 관련된 질문을 생성하고 질

문을 글로 표현하도록 하라

3.4 0.55 1.00

1.00
1.2 다른 사용자의 질문을 제공

하여 본인의 질문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라

3.0 0.71 0.80

2. 정보

탐색 지

원 원리

2.1 실제적인 탐구 과제를 제시

하라
3.0 0.71 0.80

1.00

2.2 정보 탐색의 필수적인 정보

를 제시하라
3.4 0.55 1.00

2.3 탐구 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

자원을 제공하라

3.6 0.55 1.00

개인

맞춤

형

학습

지원

3. 적응

적 피드

백 제공

원리

3.1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에 대

해 단계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

라

3.0 1.00 0.60

0.00
3.2 사용자의 질문에 따른 맞춤

형 피드백을 제공하라
2.6 0.89 0.40

4. 자기

주도 학

습 촉진

원리

4.1 사용자에게 학습자료에 대한

선택과 결정의 통제권을 제공하

라

3.2 0.84 0.80

1.00
4.2 질문에 대한 피드백으로 질

문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 학습

자원을 보조적으로 제공하라

3.4 0.89 0.80

적응

적

학습

지원

시스

템

설계

5. 텍스

트 분석

기술 활

용 원리

5.1 유사한 학습 특성을 가진 사

용자들로부터 텍스트 형식의 질

문 데이터를 수집하라

3.4 0.55 1.00

1.00
5.2 사용자가 제출한 질문 내용

과 관련이 높은 학습자료를 우

선적으로 제공하라

3.6 0.55 1.00

6. 토픽

모델링

6.1 수집된 질문 데이터의 범주

를 정의하여 범주에 따라 분류
3.6 0.55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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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원

리

하라
6.2 수집된 질문 데이터에 설정

해 놓은 범주와 일치하는 학습

자료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

3.4 0.55 1.00

6.3 텍스트를 분석하여 주제를

자동 분류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활용하라

3.6 0.5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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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본 연구의 도구 프로토타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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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본 연구의 도구 기술적 검토지

도구에 대한 인공지능 전문가 대상 기술적 검토 면담

질문지

1. 도구의 구현 방법들이 잘 구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 도구의 주요 기능들을 구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까요?

3. 도구의 더 높은 효과성을 위하여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할까요?

4. 도구의 내부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요?



- 134 -

[부록 6] 본 연구의 도구의 최종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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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본 연구의 학습자 대상 사용성 평가 면담 질문지

도구에 대한 학습자 대상 사용성 평가 면담 질문지

1. 도구의 주요 기능(질문 주제 분류, 다른 학습자의 유사 질문, 추천 참

고문헌) 시연 장면을 모두 확인하였나요?

2. 도구 시연 장면 중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3. 도구의 주요 기능 중 어떠한 기능이 탐구 기반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나요?

4. 도구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느낌은 어떠한가요?

5. 도구 시연은 오류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나요?

6. 탐구 기반 학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구의 주요 기

능 중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7. 탐구 기반 학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구의 주요 기

능 외에 추가되어야 할 점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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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본 연구의 학습자 대상 사용성 평가 질문지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ALT) 사용성 평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석사과정

에 재학 중인 배유진입니다. 본 설문지는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고자 개발되었

습니다.

사용성 평가는 1. 응답자 인적사항, 2. 연구의 소개, 3. 도구 시연 4.

사용성평가 및 면담으로 진행됩니다.

응답자 인적사항에 작성해 주시는 개인정보는 자료 식별용으로만 사

용되며, 연구에서는 사용성 평가 응답자로서 적격함을 입증하기 위하

여 관련 내용만 제시될 것입니다. 질문에 응답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연구자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바

쁘신 와중에도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석사과정 배유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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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답자 인적사항

1) 이름 :

2) 성별 :

3) 전공 :

4) ISD 수업을 수강한 연도 / 학기 :

5) ISD 수업 수강할 당시 본인의 학기 :

2. 연구 소개

1) 연구 주제: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 개발 연

구 - 탐구 기반 학습을 중심으로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Ÿ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및 기술 수준이 증대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

능을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음. 교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을 도입하여 학습자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등 교육 현장을 혁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함.

Ÿ 개인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고도화된 기술기반 학습 환경 구현이 필수

적이며, 학습자 개인의 요구와 특성, 학습 활동에 대한 개별 데이터를 수

집 및 분석하고, 개별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적응적 피드백이

요구됨.

Ÿ 특히 온라인상의 탐구 기반 학습에서는 학습자가 학습 활동 중에 수많은

질문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응적인 피드백을

필요로 함. 텍스트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학습자의 텍스트 형

식의 질문 데이터를 분석하고, 질문에 대한 적응적 피드백 제공이 가능해

짐.

Ÿ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구 기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텍스트 분석 기

술을 활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 설계에 필요한 원리 및 지침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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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도구를 개발하여 해당 도구에 대한 사용성 평

가를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둠.

3) 연구 문제
Ÿ 첫째,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 설계원리와 설

계지침은 무엇인가?

Ÿ 둘째,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는 어떠한 구조

와 기능을 가지는가?

Ÿ 셋째,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에 대한 사용자

의 반응은 어떠한가?

4) 연구 방법 및 절차
Ÿ 설계개발연구 type 1(산출물 및 도구 개발 연구)

1. 선행문헌 검토를 통하여 도구 설계원리 및 지침을 도출

2. 설계원리 바탕으로 프로토타입 개발

3. 설계원리 및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문가 검토 실행

4. 전문가 검토를 반영하여 설계원리 및 프로토타입 수정

5. 최종 산출물에 대한 사용성 평가 실행

5) 설계원리를 적용하여 개발한 최종 산출물(도구)
① https://isd-question.run.goorm.io/ 접속

② 텍스트 입력란에 원하는 질문 입력 후, ”제출“ 버튼 클릭

③ “추천 참고자료" 버튼 클릭

④ 참고자료 옆 "링크“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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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응적 피드백 지원 도구(ALT)
시연 및 사용성 평가
ALT를 이용하여 탐구 기반 학습 활동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문항들
은 ALT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약간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구분 타당도
영역 문항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1. ALT의 질문 주제 분류 기능이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

게 활용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ALT의 다른 학습자의 유사 질문 제공

기능이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ALT의 참고문헌 추천 기능이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

게 활용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학습 목표와 방향 및 과제의 특성을 명

확하게 제시하여 학습에 효과적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는 탐구 기반 학

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구조화하여 안내해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6. 적응적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7. ALT가 제공하는 추천 정보가 학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학습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9. 실제적 지식을 구성하는데 효과적이었

다.
① ② ③ ④ ⑤

10.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즉

각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사용성

11. 사용법이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조작 시

불편함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 ① ② ③ ④ ⑤



- 140 -

사용성 평가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었

다.
13. 텍스트 및 레이아웃이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고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4.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와의 상호작용

이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매력성

15. ALT를 활용함으로써 차별된 학습 경

험을 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6. ALT를 활용함으로써 학습 동기와 즐

거움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7. ALT를 사용한 후 전반적으로 만족감

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18. 앞으로도 ALT를 계속 활용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9.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와의 상호작용

을 통하여 마치 실제 교수자가 옆에 존재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검색성

20. ALT가 제시하는 정보만으로도 성공적

인 학습 수행이 가능하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21. ALT가 제시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

거나 적지 않고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ALT의 추천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

게 얻을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3. 원하는 학습 단계나 정보로 쉽게 이동

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신뢰성

24. ALT가 제공하는 정보와 학습 지원이

믿을만한 출처에서 제공된다.
① ② ③ ④ ⑤

25. ALT가 제공하는 정보 중 오류가 없었

으며 높은 질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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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본 연구의 학습자 대상 사용성 평가 결과

구분
M SD

영역 문항

유용성

1. ALT의 질문 주제 분류 기능이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

게 활용되었다.

4.56 0.51

2. ALT의 다른 학습자의 유사 질문 제공

기능이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4.44 0.73

3. ALT의 참고문헌 추천 기능이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

게 활용되었다.

4.44 0.73

4. 학습 목표와 방향 및 과제의 특성을 명

확하게 제시하여 학습에 효과적이었다.
4.13 0.72

5.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는 탐구 기반 학

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구조화하여 안내해

주었다.

4.25 0.68

6. 적응적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4.44 0.51
7. ALT가 제공하는 추천 정보가 학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
4.50 0.73

8. 학습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주었다.
4.75 0.58

9. 실제적 지식을 구성하는데 효과적이었

다.
4.25 0.68

10.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즉

각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한다.
5.00 0.00

사용성

11. 사용법이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조작 시

불편함이 없었다.

5.00 0.00

12.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

어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었

다.

4.88 0.34

13. 텍스트 및 레이아웃이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고 적절하였다.
4.44 0.63

14.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와의 상호작용

이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4.63 0.89

매력성 15. ALT를 활용함으로써 차별된 학습 경 4.44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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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할 수 있었다.
16. ALT를 활용함으로써 학습 동기와 즐

거움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4.25 0.93

17. ALT를 사용한 후 전반적으로 만족감

을 느꼈다.
4.63 0.50

18. 앞으로도 ALT를 계속 활용하고 싶다.
4.75 0.45

19. 적응적 학습 지원 도구와의 상호작용

을 통하여 마치 실제 교수자가 옆에 존재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3.44 0.89

검색성

20. ALT가 제시하는 정보만으로도 성공적

인 학습 수행이 가능하다고 느꼈다.
3.81 0.98

21. ALT가 제시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

거나 적지 않고 적절하다.
4.13 0.72

22. ALT의 추천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

게 얻을 수 있었다.
4.63 0.50

23. 원하는 학습 단계나 정보로 쉽게 이동

할 수 있었다.
4.56 0.73

신뢰성

24. ALT가 제공하는 정보와 학습 지원이

믿을만한 출처에서 제공된다.
4.81 0.40

25. ALT가 제공하는 정보 중 오류가 없었

으며 높은 질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4.38 1.09

기타

의견

Ÿ 전반적으로 사용이 만족스러우며, 탐구학습시 활동의 길을 잡

아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Ÿ 사용시 안정성은 뛰어나며, 사용하기 용이하고 명료하게 구성

되어 있음. 링크를 달아 매우 편리하게 참고문헌으로 이동할

수 있어 좋음.

Ÿ 다만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한정(유사질문 3개, 참고문헌 3

개)되어 있는 점이 약간 아쉬우며 추후 조금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세부 주제와 함께 제공해주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

음.
Ÿ 정말 효과적인 학습지원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Ÿ 질문에 대한 교수자, 동료 수강생들의 답변이 있었다면 그 답

변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Ÿ 유사한 질문이 기본적으로 3개 제공되는데, ‘더 많은 질문보

기’와 같은 버튼을 누르면 그 외 더 많은 질문들을 볼 수 있

다면 더욱 좋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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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 점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인터페이스가 매우 직관적이라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매우 쉽고, 다른 학습자들의 질문

내용과 수준을 보며 학습 동기를 향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듬
Ÿ 유사한 질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탐구 기반 학습 활동을 하

는 데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구조화하여 안내하였는지

는 판단하기가 어려움.

Ÿ 유사한 질문과 논문을 제공하는 점에서는 학습자에게 어느

정도의 즐거움과 동기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으나 이미 학

습에 대해 동기가 상당한 학습자들 한정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Ÿ ALT를 활용함으로써 학습 동기와 즐거움을 촉진시킬 수 있

었음.

Ÿ 상호작용을 하는 느낌은 받았으나,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쓰고 이에 대한 답을 받는 것과 같은 느낌은 들었으나 실제

교수자가 옆에 존재하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음
Ÿ 교수체제설계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도구라고 생각함. 특히 질문을 명료화하고 구체화하는 데 도

움이 될 것 같음. 실제로 앞으로의 수업에서 도구를 사용하였

을 때 학습자의 질문의 질의 향상 정도에 관하여 도출될 결

과가 궁금함.
Ÿ 인터페이스와 정확성을 조금만 더 보완한다면 완성도가 정말

높아질 것 같음. 탐구기반학습에 적합한 적응적 피드백 프로

그램이 될 것으로 생각됨.
Ÿ ATL은 전반적으로 학습자에게 질문과 유사한 질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질문을 보완하고 사고력을 넓힐 수

있으므로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음.

Ÿ 유사한 질문을 보면서 의문이 되는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

고 더 공부해야 할 부분을 찾으며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향

상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음.
Ÿ 게시판에 있었던 학습자 질문에 대한 답변 정보도 같이 제공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음.
Ÿ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제공되지 않아서 아쉬웠음. 향후 이

점을 개선해서 정확한 답을 제공해준다면 유용한 학습도구가

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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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인터페이스는 투박하지만 직관적이어서 사용하기 좋았음.
Ÿ 교수자의 직접적인 피드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지난 질문

들에 대해서 교수자가 어떤 피드백을 주었고, 각 질문에 대해

서 어느정도 신뢰가 있고, 좋은 질문으로 평가받는지에 대해

서 나오면 좀더 심도있게 제시되는 질문에 있어서 효과적으

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음.
Ÿ 다른 학습자들의 질문을 볼 수 있어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주는 시스템으로 생각됨.

Ÿ 전반적으로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생각

함.

Ÿ 단, 참고문헌 형식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알기 쉽게 제공하

면 좋을 것 같음.
Ÿ 검색성 측면에서 ALT 자체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은 수업 내

에서 다뤄지는 자료들로 구성이 되어있기에 학생이 수업 내

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듬. (보통 내용이 이해가 안갔을 때 내부자료를 다시 보는 것

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된 자료가 없나 하며 외

부자료를 검색해보는 프로세스를 가지는 것 같음.) 따라서 검

색엔진과의 연동이 있다면 학습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정보의

출처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물론 신뢰성 측면에서 대

립되는 문제라 설계자님이 고민이 많을 것 같음. 신뢰성 높은

자료 출처를 주로 사용한다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

라고도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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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nterest and skill levels in artificial intelligence(AI)

increase, attempts to leverage AI in various fields are

increasing.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re is an active

movement to innovate the educational circumstance by

introducing AI technology to realize personalized learning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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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each learner’s strengths, needs, skills and interests.

AI-based personalized learning support tools are highly useful

in learner-led learning activities. In inquiry-based learning, a

typical learner-centered learning, learners show differences in

performance according to their level of learning. However, in

the actual educational field, it is harsh for instructors to satisfy

all the needs of individual learners and to support learners'

inquiry activities. An AI-based adaptive learning support tool

can be a solution in solving the problem in inquiry-based

learning.

In this study, design principles of the tool was identified to

provide adaptive learning support to learners' questions by

using text analysis technology, and the tool was developed by

reflecting these design principles. Specifically, 5 design

principles and 14 detailed guidelines for tool development were

identified through a review of prior literatures according to the

methodology of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Type 1, and a

prototype was developed based on design principles and

guidelines.

The design principles and prototype of the tool were reviewed

by experts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guidelines were reviewed by AI experts. ALT, a tool that

supports adaptive learning in inquiry-based learning, was

developed by leveraging text analysis technology, includ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echnology, by referring to the

review contents of experts.

After implementing the tool as a web-base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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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review by an AI expert was additionally conducted to

improve the tool from a technical point of view. Then, learners

participated to the validation process to figure out the effect on

the tool. The effectiveness of the tool was indirectly confirm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ith learn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discussion was

described focusing on text analysis technology, which is a core

technology used when developing the ALT that provides

adaptive learning support in inquiry-based learning. The

meanings of this study is that it proposes design principles and

guidelines of an adaptive learning support tool using text

analysis technology as a prescription for problems that occur

when performing inquiry-based learning activities. In addition,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AI in the educational context was

examined by using the data of learners. Also, AI models

developed using the educational data were identified.

As a follow-up study, it is suggested that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learning support tools based on high accuracy

using advanced AI technology and research verifying the

validity of classified topics when applying an AI model that

classifies topics to the educational field.

keywords : Artificial Intelligence, Text Analysis,

Adaptive Learning Support, Inquiry-Based Learning,

Tool Development

Student Number : 2019-2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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