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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내외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습자와 프로그램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 방법은 설문지에
의한 정량적인 수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학습 만족도에 대한 평가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문

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의 게시판에 있는 빅 데이터 메시지를 분석하여 온

라인 강의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려고 한다. 실제로 빅 데이터 분석기법 중 중요한 기술로 인식되는 자동분
류 기법을 적용하여 온라인 강의 평가에 시범 적용해 보았으며 델파이 분석 결과에서도 평가 항목과 분류 결과

등이 온라인 강의 평가에 적합하고 학교나 기관에서 적용해볼 만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빠르게 축적

되고 있는 빅 데이터 분석기술을 가장 변화가 늦은 교육 분야에 적용해 보고 확장 가능성을 진단해보는데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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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he need for international online courses and the number of online learners has been rapidly increas-

ing, the online class evaluation has been mostly relying on the quantitative survey analysis. So a more objective
evaluation method has to be developed to more accurately assess online course satisfact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benefits of using big data analysis from the bulletin board messages of online learning system as a method to

evaluate the online courses. In fact, automatic classification technology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technology
among big data analysis techniques. Our team applied this technique to evaluate the online courses. From the del-

phi analysis results, suggested method was concluded that the evaluation items and classification results are suit-

able for online course evaluation and applicable in schools or institutions. This study has confirmed that the rap-
idly accumulating big data analysis technology can be successfully applied to the education sector with the least

change. It also diagnosed a meaningful possibility to expand the big data analysis for further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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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9년까지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는 온

라인 교육을 오프라인 교육의 보조 수단 정도로 인식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20년 초 세계로 확산된 코

로나19(COVID-19)는 국내 산업 전반과 개인건강 뿐 아

니라 교육현장까지 위축시키면서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

부터 대학생까지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온

라인 교육이 더 이상 대면 수업의 보조 수단이 아닌 오

프라인 수업과 상호 보완적이며 머지않아 온라인 교육

환경으로 방향 전환을 할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

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Fig. 1) trends for post-pandemic learning environment

(Fig. 1)과 같이 OECD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학교

교육 환경을 위생습관을 장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교육 프레임으로는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1].

OECD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이하 PISA) 2018에

의하면 한국 학생은 읽기 영역 2∼7위, 수학 영역 1∼4

위, 과학 영역 3∼5위로 높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내었으

나[11] 앞으로의 교육 방향인 온라인 읽기와 온라인 학

습능력을 평가하는 영역에서는 <Table 1>에서와 같이

OECD 평균보다 낮게 보고되었다[10].

우리나라는 읽기 항목의 채팅이나 뉴스 읽기는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이메일 읽기는 OECD 평균

65.9보다 20%이상 떨어졌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초중고

과정에서 이메일로 소통하는 빈도가 낮고 이메일에 접

속하여 내용을 잘 확인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학습 항목의 실용적인 정보검색은 OECD 평균과 거의

같았으나 학습 자질에서의 중요한 항목인 집단토론이나

공개토론 참여,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검색은 아직

OECD 평균에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division evaluation item
OECD
ave

south
Korea

read by
online

reading email 65.9 43.5

chatting 93.1 93.8

reading news 79.9 80.4

learning
by online

information retrieval to learn
about a specific topic

90.3 87.8

participate in group
discussions or forums

37.1 23.7

practical information retrieval 84.1 84.0

<Table 1> evaluation result of online learning

OECD평균보다는 낮지만 국내 초중고 온라인 학습

환경과 학습능력을 이전 조사인 PISA 2012, PISA 2015

와 비교했을 경우 PISA 2018 <Table 1>의 평가결과는

많이 상승된 것이다[3].

국내 온라인 교육 기관은 2005년 교육부에서 이러닝

세계화를 선포한 이후 초중등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

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최대치를 기록하였으

며[9] 2020년 1학기 전국 온라인 개학 이후, 국내 최대

온라인 강의 사이트인 EBS의 온라인클래스와 KERIS의

e학습터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200만 명이상 접속하

여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습 프로그램과 학습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

만 이에 대한 평가 방법이 거의 정량적인 수치에 의존

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학습 만족도에 대한 평가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등록된 학습자 수, 접속 빈도 등의 시스템에서 제공해주

는 통계치를 기반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면 양호하게 평

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온라인 학습 시스템의 평가 방

법인 정량적인 통계치를 기반으로 학습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 올라온 대량의 게시

글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방법으로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강사에 대한

평가, 강의내용에 대한 평가, 교재와 시스템에 대한 평

가 등을 자동으로 수행하며 텍스트기반 기계학습과 자

동분류 기술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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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 연구

2.1 온라인 학습 기관 현황

교육부의 교육통계자료집[9]에서 학력인정 기관과 학

습자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Table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Table 2>의 학력인정 학습 기관 외에도 정규 학력

으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원격교육 형태의 기관은

1,041개이며 여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가 89,543

건이다. 등록된 학습자 수도 12,111,454명이며 관련 강사

수는 13,405명이다.

2.2 온라인 강의 평가 방법

온라인 학습자와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는 규모에

비해 온라인 강의와 지원 시스템을 평가하는 연구는 상

대적으로 너무 적다.

웹 사이트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문형남은

SM-ABCDE를 제안하였는데 평가 항목으로는 고객흡

인력(Attraction), 경제성(Business), 구성된 내용

(Contents), 디자인과 사이트 구조(Design), 기술 및 사

이트 관리(Engineering)의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웹 페

이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4]. 이 방법은 국내 사이버

대학의 평가에 적용된 경험도 있지만[13] 이것은 온라인

강의와 지원 시스템 평가라기보다는 웹 페이지 자체에

대한 평가 방법에 가까웠다.

온라인 학습 활성화와 품질관리를 위해 한국교육학술

정보원이 제안한 평가기준[6]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원

격교육에 사용된 그림, 음성, 동영상 등의 콘텐츠, 둘째

이러닝 전과정의 물리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의 품질관리 솔루션, 셋째 이러닝을 제

공하는 절차와 방식, 관리실태, 조직의 비전 등 서비스

와 운영 전략에 관한 부분이다.

실제로 국내 최대 온라인 학습 사이트인 EBS에서 진

행되는 수능강의 평가방법[2]은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

해 수능강의 이용현황과 서비스 만족도의 통계치를 종

합한다. 국내 전체 학생 중 사이트 등록 학생 비율, 등

록 학생 중 직접 학습에 참여한 학생 비율, 수능강의 교

재 이용자 비율, 주당 평균 이용시간, 강의 서비스에 대

한 만족 비율 등을 제시하며 추가적으로 경제적 효용

가치와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계량화하여 분석하고

있다.

온라인 학습 기관인 방송통신대학교의 강의 평가 항

목은 총 6개로 일반 종합대학교의 강의평가 항목보다

단순화돼 있다. 그 내용은 <Table 3>에서 보여주는 것

과 같이 총 6문항이며 5점 척도로 답변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다. 6개 문항을 정리해 보면 강사에 대한 평

가, 강의내용에 대한 평가, 교재에 대한 평가로 압축될

수 있다.

# evaluation items

1
How faithfully have you taken the media lessons

in this subject?

2 Does the lecture properly cover the textbook?

3
Have classes been systematically linked each week

according to the syllabus?

4 Was the professor's teaching method appropriate?

5
Did media lectures help you understand the subject

matter?

6 What is your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lecture?

<Table 3> course evaluation items of air &
correspondence university

institution name
number of
institution

number of
learners

number of
instructors

second
ary
-edu

open middle
school

24 4,726 561

open high school 42 9,870 993

higher
-edu

air &
correspondence
university

1 158,033 152

cyber university 19 125,165 586

distance
university

2 2,382 19

<Table 2> Current status of academically recognized online
learning institutions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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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동 분류 기법 적용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은 데이터 마이닝의 다양한 유형

과 알고리즘을 통해 패턴을 찾고 이를 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에서 빅 데이터를 통한 예측 분석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예측 분석은 자동 분류 기

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Fig. 2) a structure of the automatic classification system

자동 분류란 (Fig. 2)에서 보는 것처럼 먼저 문서학습

(document training) 과정에서 정해진 범주에 해당하는

문서(T1,T2,...,Tn)를 수집하고 학습하여 지식베이스

(knowledge base)를 구성하며 다음으로 문서분류

(document classification) 과정에서는 새로운 문서(D)가

입력되었을 때 지식베이스 정보를 이용하여 입력된 문

서가 어떤 범주(C1,C2,...,Cn)와 가장 가까운 문서인지를

확률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산업 전반에서 분류기술의 응용 분야는 매우 다양하

고 연구결과도 많지만 현재까지 에듀테크(edutech) 분야

에서의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

노재윤[5]은 학습자에게 수준별 맞춤형 ICT학습을 지

원하기 위해 학습자를 상중하 3단계로 자동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김경록[8]은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에서 학습자의 질

문 주제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주요

방법은 학습자의 질의에서 토픽을 추출하고 각 범주와

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가장 높은 범주에 질의를 할당하

는 정보검색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모델이며 분류결

과 새로운 질의에 대한 자동분류 정확도는 평균 0.45정

도로 나타났다.

2.4 연구의 방향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지 않고 수만 건에 해

당하는 게시판의 글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방식의 온라

인 강의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을 온라인 강의 평가에 적용하는 것으로 서비스 운

영 전략이나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온라인 강의 자체에

초점을 두고 게시판의 글이 강사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

인지 부정적인 내용인지, 강의내용에 대해 만족하는 내

용인지 불만족한 내용인지, 교재에 대한 긍부정의 내용

또는 시스템에 대한 긍부정의 내용인지 등을 자동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는 방법이다. 즉, 게시판 전체 글에 대

한 범주별 긍부정의 통계를 보여줌으로써 대량의 글을

모두 읽지 않고도 강좌별 온라인 강의에 대한 평가를

실시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

이라 할 수 있다.

3. 자동분류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 평가

3.1 평가 대상과 개발 절차

본 연구에서의 온라인 강의 평가 대상은 EBS 수능강

의를 대상으로 하였다. EBS 사이트에는 영역별로 수능

특강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강좌별 수강후기 게시판

에는 수백에서 수만 건의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를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평가 분석을 하였다.

(Fig. 3) number of document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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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현재의 수강 게시판 글을 분석하는 것은 절차

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과정에서 사용된 메시

지는 (Fig. 3)과 같이 2014년, 2015년 수강후기 메시지이

다. 범주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한 글은 2014년 수능강의

중에서 일부 과목의 게시판 글 8,660건을 범주정의를 위

해 사용하고 이를 분석하여 11개 범주 6,362건의 학습문

서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 분류는 2015년도 수능강의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영역의 게시판에서 30,012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평가 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진단해

본다.

연구 절차는 (Fig. 4)와 같이 우선 게시판을 글을 수

동으로 분석하는 과정인 범주 정의과정을 거치고 둘째

학습문서를 대상으로 자동분류 테스트를 하여 우수한

분류 알고리즘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분류 알

고리즘을 통해 분석 대상의 빅 데이터를 자동 분류하여

강의 평가 결과를 얻게 된다.

(Fig. 4) online course evaluation process

3.2 게시판 글의 범주 정의

온라인 강의 게시판의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강의 평

가를 하려면 우선 게시판의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유형의 글들이 있는지 조사해 봐야 한다. 학습자가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에는 질문이나 상담 등의 범주

별로 선택하여 올리는 것이 아니고 강좌별로 개설된 하

나의 게시판에 모든 내용의 글을 올리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하나씩 읽어보고 글의 범주를 정의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만일 게시판에 질문, 상담 등의 범주가 정

해져 있고 선택하여 글을 올리는 시스템이라면 이과정

은 필요가 없다. 범주 정의를 위해 정보 분류 전문가 1

명과 예비교사 4명이 총 4주 기간 동안 실제 메시지

8,660건을 읽고 6,362건을 범주화시켰다.

(Fig. 5) manual categorization step 1

수강후기 게시판은 학습자가 자유롭게 다양한 주제의

글을 쓰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서 그룹핑하기란 쉽지 않

다. 따라서 연구팀이 접근한 방법은 두 단계로 우선

(Fig. 5)와 같이 학습후기 메시지는 글의 특성상 강의에

대한 호평(favorable comment) 또는 비평(harsh criti-

cism)의 글일 것으로 가정하고 전체 메시지 8,660건을 5

명에게 할당하여 분류하였다. 개인별 검토 후 교차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호평 또는 비평 범주에 들지 않는 문

서는 기타 범주(the others)에 할당하였다.

(Fig. 6) manual categorization step 2

2단계에서는 (Fig. 6)과 같이 5명이 개별적으로 호평

과 비평의 글을 상세히 읽어가면서 범주화하고 통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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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강사(instructor)에 관한 글, 강의 내용(lecture

contents)에 대한 글, 수능특강 교재(teaching materials)

에 관한 글, 학습 시스템 자체(learning system)에 대한

글로 세분화 시킬 수 있었다. 기타 범주의 글도 개별적

으로 그룹핑하고 세분화한 결과 질문이나 상담

(question/counsel),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잘 치르겠

다는 학습 의지(willingness to study), 강사나 시스템에

대한 건의(proposal)로 범주화되었다.

2단계 작업 후에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상호 교차 검

토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 분석 결과의 무결성을 확

보하도록 하였다. 총 8,660건의 글을 읽고 오류가 있거

나 불필요한 글은 제외한 후 <Table 4>와 같은 강사에

대한 호평과 비평, 강의에 대한 호평과 비평, 교재에 대

한 호평과 비평, 시스템에 대한 호평과 비평, 질문이나

상담, 학습 의지, 건의 사항의 11개 범주에 6,362건의 메

시지를 수집하였다. 11개 범주가 실제 분류대상인 2015

년 강좌의 강의 평가 항목이 된다.

category number(%)

instructor
favorable comments 1,063(16.7)

harsh criticism 9(0.14)

lecture
contents

favorable comments 815(12.8)

harsh criticism 27(0.42)

teaching
materials

favorable comments 2(0.03)

harsh criticism 34(0.53)

learning
system

favorable comments 42(0.66)

harsh criticism 38(0.60)

question/counsel 2,753(43.3)

willingness to study 1,518(23.9)

proposal 61(0.96)

total 6,362(100)

<Table 4> structure of training documents

<Table 4>에서 보듯이 수작업으로 분석한 범주는 방

송통신대학교의 강의 주요 평가 항목인 강사, 강의내용,

교재에 대한 부분을 모두 수용하고 있고 한국교육학술

정보원이 제안한 평가기준[6]에서는 이러닝을 제공하는

절차와 방식, 운영 전략 등의 부분을 제외하고 평가 항

목을 반영하고 있다.

3.3 분류 알고리즘 구현과 선정

학습문서의 분류 정확도 측정하기 위해 구현한 알고

리즘은 두 가지로 베이지언(Bayesian) 분류 모델과 편

차기반 분류 방법(Deviation-based Classification

Method, DCM)이다.

베이지언은 여러 분류 알고리즘 중에서 비교적 단순

하지만 안정적인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다양한 응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

다[5][7][12]. 분류하기 위한 문서가 어려 범주에서 범주

별로 속할 수 있는 확률 값을 구해 가장 큰 값을 나타

내는 범주에 문서를 할당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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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sian model]

․ T : 전체 문서 집합 내의 용어의 수

․ P(gi) : 전체 문서 집합에서 범주 i의 문서가 나

올 확률

․ P(tk|gi) : 범주 i에서 용어 tk가 나올 확률

편차기반 분류 방법은 장르 정보와 주제 정보를 교차

로 활용하여 범주간 편차를 가중치로 이용한다는 특징

이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는 지지벡터기계(Supported

Vector Machine) 모델보다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14][15].

편차기반 분류 방법의 장르별 대표 용어 선정 방법은

아래 수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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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m(tk) : 장르 m내에서 용어 tk의 문서출현빈
도 비율. 즉, 문서출현빈도를 장르내 문서 개수

로 표준화 한 값임

․ DFm(tki) : 장르 m안의 주제별 범주 i 내에서
용어 tk의 문서출현빈도 비율

․ nc : 장르 m안의 주제별 범주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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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간 용어의 변별치 계산 방법은 아래 수식에

서 보여준다.

g

n

i
kikm

km n

tValRtValR
tValD

g

å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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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 : 전체 장르의 개수

두 개의 분류 알고리즘에서 2015년 메시지를 분류할

알고리즘을 선정하기 위해 <Table 4>를 대상으로 시범

분류 테스트를 하였다. 객관적인 분류 결과를 얻기 위해

<Table 4>의 절반 3,181건은 기계학습을 위해 사용하

고 실제 시범 분류는 나머지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3,181건으로 분류하고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시범 테스트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이 편차기반

분류 방법이 베이지언보다 15%이상 정확도가 높았기

때문에 2015년 게시판의 글은 편차기반 분류 방법을 적

용하여 분류하기로 하였다.

algorithm Bayesian
Deviation-based

Classification Method
precision 45.1 60.4

<Table 5> classification accuracy for algorithm selection

시범 테스트에서 분류 정확도가 아주 높지 않은 것은

분류 범주가 많았던 것도 있지만 메시지에 두 개의 범

주 내용이 혼합된 메시지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예를 들어, 메시지에 강사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강

의내용에 대한 평가도 많은 메시지 속에 섞여 있기 때

문에 하나의 범주만 선택할 경우 오류로 나타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게시판의 글에는 오타, 띄어쓰기 오

류 등도 많은데 이러한 요소들도 분류 정확도를 떨어뜨

리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category

course
name

instructor lecture contents teaching
materials learning system question

/
counsel

willing
ness to
study

proposal the
othersfavorable

comments
harsh
criticism

favorable
comments

harsh
criticism

favorable
comments

harsh
criticism

favorable
comments

harsh
criticism

L1
674

110
(16.3)

0
(0.0)

59
(8.8)

1
(0.1)

35
(5.2)

3
(0.4)

2
(0.3)

2
(0.3)

302
(44.8)

148
(22.0)

5
(0.7)

7
(0.1)

L2
1,752

312
(17.8)

1
(0.1)

243
(13.9)

0
(0.0)

59
(3.4)

12
(0.7)

2
(0.1)

2
(0.1)

574
(32.8)

520
(29.7)

12
(0.7)

15
(0.9)

L3
1,071

196
(18.3)

1
(0.1)

134
(12.5)

0
(0.0)

18
(1.7)

2
(0.2)

2
(0.2)

3
(0.3)

507
(47.3)

193
(18.0)

6
(0.6)

9
(0.8)

M1
664

59
(8.9)

0
(0.0)

42
(6.3)

1
(0.2)

16
(2.4)

7
(1.1)

6
(0.9)

2
(0.3)

378
(56.9)

139
(20.9)

0
(0.0)

14
(2.1)

M2
1,065

88
(8.3)

3
(0.3)

51
(4.8)

9
(0.8)

202
(19.0)

13
(1.2)

4
(0.4)

2
(0.2)

407
(38.2)

230
(21.6)

7
(0.7)

49
(4.6)

M3
1,167

129
(11.1)

1
(0.1)

57
(4.9)

1
(0.1)

30
(2.6)

20
(1.7)

8
(0.7)

2
(0.2)

572
(49.0)

320
(27.4)

3
(0.3)

24
(2.1)

M4
831

52
(6.3)

2
(0.2)

57
(6.9)

10
(1.2)

237
(28.5)

9
(1.1)

3
(0.4)

6
(0.7)

199
(23.9)

195
(23.5)

0
(0.0)

61
(7.3)

F1
9,164

444
(4.8)

12
(0.1)

318
(3.5)

77
(0.8)

1,943
(21.2)

20
(0.2)

59
(0.6)

80
(0.9)

3,115
(34.0)

2,645
(28.9)

24
(0.3)

427
(4.7)

F2
1,537

71
(4.6)

3
(0.2)

55
(3.6)

97
(6.3)

574
(37.3)

3
(0.2)

2
(0.1)

17
(1.1)

325
(21.1)

370
(24.1)

11
(0.7)

9
(0.6)

F3
9,102

396
(4.4)

3
(0.0)

300
(3.3)

84
(0.9)

3,984
(43.8)

7
(0.1)

43
(0.5)

53
(0.6)

1,023
(11.2)

2,655
(29.2)

4
(0.0)

550
(6.0)

F4
1,321

82
(6.2)

1
(0.1)

66
(5.0)

1
(0.1)

244
(18.5)

6
(0.5)

6
(0.5)

2
(0.2)

174
(13.2)

275
(20.8)

5
(0.4)

459
(34.7)

F5
1,682

105
(6.2)

1
(0.1)

73
(4.3)

4
(0.2)

539
(32.0)

1
(0.1)

7
(0.4)

4
(0.2)

124
(7.4)

289
(17.2)

1
(0.1)

574
(31.7)

<Table 6> automatic classification results (unit: number of docu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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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게시판 빅 데이터 분류

분류 대상은 2015년 수능 특강 3개 영역 국어, 수학,

영어에 한정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수강후기 메시지를

500건 이상 보유한 12개 강좌의 메시지 30,012건을 대상

으로 분류하였다.

<Table 6>은 국어 3강좌(L1,L2,L3), 수학 4강좌

(M1,M2,M3,M4), 영어 5강좌(F1,F2,F3,F4,F5) 총 12강좌

를 11개 평가 항목(강사에 대한 호평․비평, 강의내용에

대한 호평․비평, 교재에 대한 호평․비평, 학습시스템

에 대한 호평․비평, 질문이나 상담, 수능에 대한 의지,

건의내용)으로 분류한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6>을 해석해 보면, 예를 들어 진한 색으로

칠해진 국어 L3 강좌는 전체 게시판 글이 1,071개가 올

라왔고 이중에 강사에 대한 호평 글이 196개로 전체 글

에서 18.3%를 차지했고 강사에 대한 비평 글은 1개 뿐

이 없었다. 강의 내용에 긍정적인 글은 134건 12.5%이

고 부정 글은 없었다. 교재에 대해 호평은 18건 1.7%,

비평은 2건 0.2%이며 강의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글

은 2건 0.2%, 부정적인 글은 3건 0.3%로 나타났다. 질문

이나 상담 내용은 가장 많은 507건 47.3%를 차지했으며

수능에 대한 의지도 193건 18%를 나타냈고 건의사상은

6건 0.6%로 다른 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

다. 그밖에 11개 범주에 속하지 않고 기타로 분류된 9건

중 8건은 광고 글이었다. 이것을 보면 L3 강좌를 수강

한 학습자는 강사나 강의내용에 대해 비평이 거의 없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는 의미이고 교재나 강의 시스

템에도 큰 불만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질문이나

상담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은 학생이 수업에 관심이

많고 담당 선생님과도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

되었다.

<Table 6>과 같이 게시판 빅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

류결과를 한꺼번에 제시하면 학습자 글의 분포를 통해

강좌별 강의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영역별로도 비교 해

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학습자에게는 온라인 강의 등록

시점에서 객관적인 강의 정보를 제공하여 강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시스템 운영자, 교육 프로그램 설계

자는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모두 읽지 않

고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강좌

개설과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제안 방법 평가

개발된 온라인 강의 평가 방법은 직접 온라인 강의

시스템에 탑재하여 학습자와 온라인 강의 운영자 및 기

획자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연구 환경과

개발 여건 상 소수 전문가에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단순

화된 델파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9명으로 컴퓨터교육 전문

가 4명, 교육 평가 전문가 1명, 온라인 강의 운영 관계

자 4명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은 간단히 핵심 주요 문항

3개를 구성하였다.

Does the proposed classification system reflect evaluation
items of online course?

not at all it is not
it is
normal

yes very yes

0 0 0 7 2

<Table 7> Appropriateness of the online course evaluation
tool

<Table 7>은 제안된 온라인 강의 평가 방법이 평가

도구로써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이며 모두 그렇다 이상

으로 답변했고 매우 그렇다는 2명이 답변하였다. 이 답

변은 제안 방법이 온라인 강의 항목을 적절하게 반영하

고 있고 도구로써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 want to use it as an online course evaluation tool in
my company or school

not at all it is not
it is
normal

yes very yes

0 0 0 8 1

<Table 8> Willingness to use evaluation tools

<Table 8>은 기회가 된다면 자신이 속한 학교나 회

사에서 사용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모두 그렇다 이

상으로 응답했고 매우 그렇다는 의지를 보인 응답도 1

건 있었다. 이는 온라인 강의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 기준은 미약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라도 적용해보

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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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 free to describe what you want to supplement

1
It would be nice if the evaluation of lecture content
or instructor was evaluated in three or more levels
rather than in two levels.

2
It would be a good idea to evaluate the online courses
conducted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s
alternative courses for the first semester of 2020.

<Table 9> supplements

<Table 9>의 보완할 점을 자유롭게 기술하라는 질문

에는 첫 번째 평가 단계를 세분화하여 현재 2단계인 호

평․비평보다는 3단계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과 두 번째 2020년 초중고 강의 후기 메시지도 분류했

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요약되었다. 2020년 강의 후기

분석 요구는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이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충분히 데이터 분

석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 평

가에서 기존의 양적인 통계 수치로 평가하는 방법과는

다른 빅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세부적으로는 강좌별 게시판의 글을 강사에 대한 평

가, 강의내용에 대한 평가, 교재 또는 시스템에 대한 평

가, 질문이나 상담, 수능에 대한 의지 등의 범주별로 자

동 분류하는 것이다.

연구내용은 첫째 게시판의 글이 범주화 되어있지 않

고 강좌별로 통합돼 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범주를 구

성하는 과정을 거쳐 11개의 평가 범주를 만들고 학습문

서를 구축하였다. 둘째 자동분류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학습문서를 대상으로 시범적인 분류테스트를 거쳐 우수

한 분류 알고리즘을 선정하였다. 셋째 선택된 분류 알고

리즘으로 새로운 게시판의 글 12개 강좌 30,012건을 자

동 분류하여 강좌별 강의 평가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학습자에게 강좌를 등록하고 선

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온라인 강의

운영자에게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강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제안된 평가 방법에는 보완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델

파이분석에도 언급된 범주별로 긍정, 부정 두 개의 단계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하여 3단계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습 문서 수집

방법과 분류 알고리즘을 수정이 요구된다. 또한 평가결

과의 객관적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정확도를 높이

기 위한 분류 알고리즘 개선도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 작업 외에도 온라인 강의 평가

항목의 표준화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향후 평가 적

용에는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온라인 강의 평가방법에서 기존의 설문조

사방식이나 양적인 통계치 분석이 아닌 인공지능 기법

을 적용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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