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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MS를 이용한 학습자 수 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 구성

Construction of Tailored Learning Contents by Learner's
Level using LCMS

정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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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 기반 학습시스템에서 학습자의 학습효율을 높이기 하여 자기조 학습, 자기주도학습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
러한 방법들은 학습자의 학습수 을 고려한 방법이지만 학습자의 정확한 학습능력을 고려하기 해서는 수 별 학습의 용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학습 시스템을 제시하 다. 학습자의 학습능력을 설정하기 하여 
문항반응이론을 사용하 으며, 학습 콘텐츠와 학습문항은 각 난이도에 따라 개발  용되었다. 

ABSTRACT

In Web-based learning systems, the techniques, as self-regulated learning, self-directed learning, are used to improve the 

effect of learner's study. These techniques are methods considering learner's study level but to consider the learner's study 

ability properly, the tailored course for learner should be applied. In this research, the learning system considering learner's study 

ability was proposed. To decide a learner's study ability, IRT(Item Response Theory) was applied and learning contents and 

question items were developed and applied by the degree of difficulty. 

☞ KeyWords : LCMS, 맞춤형 학습 시스템, 이러닝, 학습 콘텐츠, 문항반응이론, LCMS, Tailored Learning System, E-learning 

system, Item Response Theory

1. 서 론

웹 기반 학습 시스템은 다양한 학습 콘텐츠와 

학습기법의 용으로 좋은 학습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수 별 학습은 면 면 학습방법의 효과를 

나타내기 하여 웹 기반 학습에서 사용되는 방

법  하나이다. 학습자의 수 을 평가하기 한 

방법으로는 문항반응이론을 용하고 있다. 학습

자 수 에 따른 교육방법은 학습동기 뿐만 아니

라 학습자들에게 기 하는 성과를 성취하게 하는 

자아개념[1]을 유발할 수 있는 직 인 원인 부

여 방법으로 이용되어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는 수 별 학습의 용으로 학습 능력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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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따라 학생들을 소집단으로 편성하여, 상  

수 의 학습자들과 하  수 의 학습자들이 동

학습을 통해 서로의 학습에 도움이 되게 하는 

략이 학교 장에서 제기되고 있다[2]. 수 별 학

습의 요성으로 Slavin은 수 별․단계형 교육의 

4가지 기 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확 하

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는데, 차

등  교과과정, 학습내용, 학습자 능력에 따른 단

계형, 그리고 학습자 단계별 구분의 유연성을 들

었다[3]. 학습자의 수 을 고려하기 한 방법으

로는 문항반응이론을 사용한다. 이는 다양한 학습

자의 학습 배경, 선수학습 정도 등과 같은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합한 학습내용  방법을 제

공하는 방법으로 학습자의 수 을 평가  용

할 수 있다[4]. 한 다양한 학습 콘텐츠의 효율

인 용을 하여 LCMS(Learning Contents 

Management System)[5]를 도입하고 있다. LCM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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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와 연계함으로

서 방 한 학습 콘텐츠에서 학습자가 원하는 학

습 콘텐츠를 검색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LCMS를 이용하여 학습자 수

별 학습 콘텐츠를 구성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

시하고자 한다. 이는 학습과정  학습사 검사와 

학습검사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내용 이해도에 따

라 학습콘텐츠를 제공함으로서 획일 으로 미리 

제작된 과정에 따른 학습 콘텐츠가 아닌 학습자

에 따라 학습 콘텐츠가 동 으로 변경된 내용을 

통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학습 

콘텐츠 처리의 효율성을 하여 LMS와 LCMS를 

연동하 으며, 학습자의 수 을 평가  용하기 

한 방법으로 문항반응이론  2모수 로지스틱 

모형을 용하 다.

2. 련 연구

2.1 LCMS를 이용한 웹 기반 학습

웹 기반 교육은 교사와 학생간, 학생들간 는 

학생과 사회 각 분야의 여러 사람들 간에 활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습공동체를 형

성한다[6]. 웹에 기반을 둔 코스웨어는 인터넷상

에서 학습자들이 문가와 학습에 한 상담, 

화, 토론을 할 수 있고, 이미지, 사운드, 동 상 등

의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

의 학습목표를 보다 효율 으로 달성시킬 수 있

게 하 다. 따라서 웹 코스웨어는 인터넷상의 분

산 하이퍼미디어 정보 시스템을 달 매체로 하

는 교육용 코스웨어를 말한다[7]. 웹 기반 교육 시

스템에서 활용하는 학습 자원이 방 해짐에 따라 

교육 콘텐츠의 양이 많아지면서 웹 기반 학습과 

교육 콘텐츠의 효율 인 리기법이 필요하게 된

다. 한 용량의 문제은행 데이터베이스와 여러 

개의 기능별 서버를 가지는 다  서버환경으로 

발 하여 개발되고 있다. LCMS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와 CMS(Content Management 

System)를 통합시켜 만든 새로운 학습 리 시스

템이다. LMS는 학습자를 리하고, 학습 진도를 

리하고 LCMS는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 

혹은 학습 객체를 리한다. <그림 1>은 LMS와 

LCMS의 연동을 나타낸다[8].

(그림 1) LMS와 LCMS 연동

2.2 문항반응이론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은 검사 총

에 의하여 문항이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은 

문항 하나하나의 불변하는 고유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속성을 나타내는 문항특성곡선에 의

하여 문항을 분석하는 검사이론이다[9]. 이는 문

항의 변별도, 난이도, 추측도와 같은 문항 모수치

를 기 로 하여 이루어지며, 2 모수 로지스틱 모

형은 이들  난이도와 변별도 만을 고려한다. 2 

모수 로지스틱 모델에서 각 문항에 한 모수치

를 구하는 식은 P(θ)를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 변

별도 모수를 a, 난이도 모수를 b, 학습자의 능력 

수 을 θ 라고 할 때 식 (1)과 같다[4].

 
ℯ   


(1)

학습자의 능력에 맞는 문항을 선택하기 해서

는 문

항 정보 값이 최 인 문항을 선택해야 하며, 이

때 2 모수 로지스틱 모형에 맞는 문항 정보 값을 

구하는 문항 정보 함수는 식 (2)와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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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정보 함수란 문항이 체 능력 범 에 흩

어져 있는 피험자의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

정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문항 정보 값

이 높으면 피험자의 능력을 정확히 추정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검사 문항이 피험자의 능력 

수 과 같을 때 피험자의 능력을 정확하게 추정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항 정보 값이 최 인 문항

을 선택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2.3 수 별 학습에 한 기존 연구

수 별 학습에 한 기존 연구에서, 성기완[3]

은 각 학습과정을 단계형 수 별 교육과정 기  

 운 방안, 심화-보충형 교육과정 기   운

방안, 선택형 교육과정 기   운 방안의 기

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을 

분류하여 학습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 다. 

그러나 이는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 콘텐츠 기반 

학습이 아닌 오 라인 학습만을 상정하여 수 별 

학습의 효과를 도출하 다. 이명희의 연구[10]에

서는 문항반응이론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수 을 

별하고 그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지원하 다. 

학습 콘텐츠 처리  리는 학습자, 문제은행, 평

가  성 , 게시  DB를 각각 두어 운 리 모

듈에서 처리하도록 하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다양하고 방 한 학습 콘텐츠가 구성되는 학습 

시스템의 경우 각각의 DB들을 상호처리하고 

리하기 어려우며 효율 인 콘텐츠 요구  처리

가 어렵다. 김정렬의 연구[11]에서는 학습 콘텐츠

를 수 별, 단계별로 구분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

다. 지원되는 학습 콘텐츠는 텍스트, VOD, 그림 

등 다양화 하 으며, 학습자의 학습 수 에 따라 

구성된 콘텐츠를 지원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그

러나 많은 학습 콘텐츠를 효율 으로 처리  

리하는 LCMS등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학습 콘텐

츠를 용 DB에 산재하여 장  리하 다. 

한 학습자의 학습 수 을 별하는 방법에서도 

단순히 교수자가 설정한 난이도에 의존하여 학습

결과를 산출함으로서 정확한 학습 수 을 별하

기 어려웠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 사례를 통하여 

학습 콘텐츠의 효율 인 처리  운용이 가능한 

LCMS의 용이 필요하며, 학습자의 수 을 정확

히 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 각 학습 콘텐츠의 구성에서도 학습자의 수

에 맞는 학습구성이 될 수 있도록 효율 인 연

계 처리가 필요하다.

3. LCMS를 이용한 학습자 맞춤형 학습 

콘텐츠 구성 설계  구

3.1 학습자 수 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 구성

학습자의 학습수 을 별하는 방법으로 사용

되는 일반 인 방법은 난이도를 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학습 시스템들이 난이도의 용에 

있어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는 개발자나 이를 구

성하는 교수자의 직 인 단에만 근거함으로

서 정확하고 효율 인 수 별 학습이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수 을 고려하기 한 

방법으로 문항반응이론에서 2-모수 로지스틱 모

형을 이용하 다. 한 학습 콘텐츠의 수 은 학

습 난이도에 따라 구성하 으며 LCMS를 두어 이

를 처리  리하도록 하 다. 그림 2는 수 별 

학습 콘텐츠 용의 학습모형을 나타낸다. 

(그림 2) 수 별 교수․학습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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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교수자는 학습 콘텐츠를 용할 학습모형

을 설계하고, 이를 통한 학습 과정을 구성하여야 

한다. 학습과정이 설계되면 그에 따른 학습요소를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지 구상하여야 하며, 이때 

학습 콘텐츠를 학습과정에 따라 텍스트, 사운드, 

VOD, 그림 등을 활용하여 학습내용을 설계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 별 학습을 지원하기 

하여 각 난이도별 학습 콘텐츠가 별도로 필요하

다. 따라서 교수자는 같은 학습내용일지라도 수

에 따라 별도로 여러 개의 학습 콘텐츠를 구성  

개발하여야 한다. 학습 난이도는 2.2  문항반응

이론에 따라 산출되며, 난이도 단계는 난이도 수

치에 따라 상, 상 , , 하, 하의 5단계로 설정

된다. 난이도별 학습 콘텐츠의 구성뿐만 아니라 

학습문항도 구성  개발하게 되는데, 처음 학습

문항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학습결과

에 따라 난이도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교수자

의 직 인 단에 따라 분류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학습과정 의 학습결과에 따라 재 산출  

용되므로 기의 학습문항 난이도는 변경된다. 

난이도에 따라 학습 콘텐츠와 문항이 구성되면 

LMS와 LCMS에 장되며 LCMS의 운용  리 

로세스는 이를 받아 콘텐츠 장소에 장하게 

된다. 학습자 모듈에서는 학습자가 학습하고자 하

는 학습 분야  단원을 선택하게 되면 LCMS의 

운용  리 로세스가 학습구성을 비하게 

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학습수

을 별하기 하여 학습 사  검사를 시행하

게 되며, 이때 교수자에 의해 출제된 난이도별 학

습문항이 무작 로 제시된다. 사 검사 후에 문항

반응이론에 따라 학습자의 문항난이도 수 과 학

습능력을 분석하게 됨으로서 학습수 이 결정된

다. 학습자의 학습수 에 따라 학습자가 선택한 

학습 분야  단원의 학습콘텐츠를 LCMS로 부터 

받아 학습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  각 과정별 학습검사를 두어 체 학습이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매 학습 소단원 마다 

학습결과를 분석하게 된다. 이는 학습자의 학습 

수 이 학습과정 에 변동이 될 수 있으므로 학

습수 이 유동 으로 용될 수 있도록 하기 

함이다. 학습자의 학습수  평가는 학습 검사를 

학습  난이도를 조정하면서 문항을 출제하여 

정·오답에 따라 결정된다. 즉, 재의 난이도에 맞

는 학습문항을 출제하여 정답이 되면, 한 단계 상

향조정된 학습문항을 출제하게 되고 정답인 경우 

다시 상향조정된 문항을 출제하지만 오답인 경우 

조정된 난이도 수 을 학습자의 학습 수 으로 

정하게 된다. 학습수 이 결정되면 해당 난이도

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다시 LCMS로 부터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학습이 진행된 후 

최종학습결과를 분석하고 장한다. 그림 3은 본 

연구의 배경도를 나타낸다.

(그림 3) LCMS를 이용한 수 별 학습 시스템의 배경도

이때 LMS에서는 학습과정과 학습자 정보를 나

타내는 장소를 가지며, LCMS는 학습 콘텐츠를 

장하는 장소를 가진다. 이는 학습과정  학

습에 한 체의 정보는 LMS에서 리하지만 

학습 콘텐츠에 해서는 LCMS가 담당하도록 하

다. 

3.2 맞춤형 학습 콘텐츠 시스템 설계

LMS와 LCMS를 연동한 수 별 학습 시스템을 

구성하기 하여 그림 4는 교수자와 학습자 모드

를 함께 고려한 시 스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교수자가 LearningCourseDesign을 통해 학습모형

을 구상하게 되면 LearningContentsData를 통해 학

습모형에 따른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LearningQuestion을 통해 학습문항을 제작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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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학습 정보는 LCMS_App를 통해 LCMS

로 장  리하게 된다. 학습자는 교수자가 제

작한 학습 콘텐츠를 이용하게 되는데, 

ChoiceLearningCourse를 통해 학습단원과 분야를 

선택한 후 Testing을 통해 학습 의 사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수 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문항반응이론을 이용하여 

산출한 값으로 난이도와 학습능력 수치를 별하

게 된다. 학습자의 수 이 별되면 

ConstructContents를 통해 수 에 맞는 학습 콘텐

츠를 구성하게 되며 학습자는 학습을 시작한다. 

학습의 과정 에서 하나의 학습 콘텐츠가 종료

되면 Testing을 통해 학습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문항반응이론을 산출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수 이 재평가된다. 즉, 

Testing에서는 문항반응이론을 산출하기 한 IRT

를 호출하여 2.2 에서 명시된 문항모수치와 정보

함수값을 산출하고, 학습자의 학습능력치를 산출

하게 된다. 이때 시행하는 학습 검사 방법은  

학습수 에 맞는 문항이 제시 되고, 정답인 경우 

난이도를 상향조정하여 다시 문항이 출제된다. 출

제된 문항에 오답인 경우 한 단계 조정된 난이도

가 학습자의 수 으로 정되며, 정답인 경우 다

시 검사를 시행한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이 진행

되는 동안 학습검사를 Testing에서 처리함으로서 

학습자의 수 이 유동 으로 용된다. 이를 기반

으로 LearningLevel에서는 학습수 을 결정하며  

재 산출된 학습자의 수 에 따라 학습 콘텐츠가 

ContsructContents를 통해 재구성되고 학습자는 다

시 구성된 학습 콘텐츠를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으로 학습이 진행

되며, 최종 학습을 진행한 후 학습결과는 

LearningResult를 집계  분석된다. 이 단계에서

는 다시 IRT를 호출하여 문항반응이론을 산출하

게 되고 그 최종 결과 값을 분석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한 모든 학습이 종료되면 

LearningResult에서 최종 학습결과를 분석하여 

LMS에 학습정보를 장하게 된다.

4. 용  결과

 : IRT
 : ? ? ?  : ? ? ?

 : 
LearningCourse

 : 
LearningContentsData

 : 
LearningQuestion

 : LCMS_App : 
ChoiceLearningCourse

 : Testing  : LearningLevel  : 
Cons tructContents

 : 
LearningResult

1. Design learning model
2. Make learning contents

3.Make learning question

4. Save contents to LCMS by difficulty
5. Save contents

6. Verify learning contents

7. Choice learning course
8. Request Pre_Test

9. Pre_Tes ting

10. Request IRT

11. 
Calculate 

IRT

12. Response IRT value

13.Request LearningLevel

14. Decide learning Level by Difficulty

15. Request to construct learning content by level

16. Excute learning

17. Request question for testing

18.Testing and excute repeat from 10 to 15 step

19. Request learning result
20. Request IRT 21. 

Calculate 
IRT

22. Response IRT value

23. Analysis learning result

24.Save contents inform   

(그림 4) 수 별 학습 콘텐츠  시 스 다이어그램

학습의 용  결과를 도출하기 한 방법으

로 제 학습 시스템은 aspx를 통하여 구 되었으

며, LMS와 LCMS를 연동하는 데이터베이스는 

access를 이용하 다. 

단원
소단

원수
난이도 콘텐츠 구성

문항

수

1. 동사

3개 상 텍스트, 사운드 10개

3개 상 텍스트, 그림, 사운드 10개

3개 텍스트, 그림, 사운드 10개

3개 하
텍스트, 그림, 사운드, 

동 상
10개

3개 하
텍스트, 그림, 사운드, 

동 상
10개

2. 동명사

4개 상 텍스트 10개

4개 상 텍스트, 그림 10개

4개 텍스트, 그림, 사운드 10개

4개 하
텍스트, 그림, 사운드, 

동 상
10개

4개 하
텍스트, 그림, 사운드, 

동 상
10개

(표 1) 학습 콘텐츠 구성

학습모집단 50명을 선발하 으며, 학습능력이 

상 , , 하 인 그룹으로 분류하 고, 각각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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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23명, 14명으로 구성되었다. 용된 제 시스

템은 어 학습 시스템이며 각 콘텐츠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제 학습 콘텐츠는 어 학습 과정 

 동사, 동명사, 계 명사 부분을 개발  용

하 으며, 각 단원에서 5개의 난이도에 따라 학습 

콘텐츠와 문항을 개발하 다. 

(a) 사 검사 후의 학습 콘텐츠 구성

(b) 학습화면

(그림 5) 학습 콘텐츠 구성  학습화면

이때 난이도가 높을수록 동 상이나 그림 보다

는 텍스트 기반의 설명문을 주로 활용하여 콘텐

츠를 제작하 고, 난이도가 낮을수록 동 상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체 인 문항 수는 모두 동일하게 개발

되었고, 학습  검사일 경우 학습자가 선택한 단

원내의 5개의 난이도에서 각각 20%씩 무작 로 

출제하 다. 그림 5는 구 된 학습 시스템에서 학

습 사 검사 후의 콘텐츠 구성 정보와 학습화면

을 나타낸다. 학습 과정  학습자의 수 에 맞게 

문항이 출제될 경우에는 같은 난이도 내에서 무

작 로 추출하여 문항을 풀 수 있도록 하 으며, 

만일 학습자가 문항을 모두 맞춘다면 난이도를 

한 단계 상향 조정하여 문항이 제시된다. 난이도 

조정 과정은 학습 진행  반복 으로 재조정되

면서 학습자의 학습수 에 따라 능동 으로 변경

되도록 하 다. 이는 교수자의 직 인 지도가 

없는 학습 콘텐츠만을 가지고 학습하게 되는 상

황에서 학습  검사를 통해 학습자의 수 에 맞

도록 학습 콘텐츠를 조정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유용한 방법이 된다. 그림 6은 이러한 용 방법

으로서  학습 모집단 50명을 상으로 기존의 방

법과 제안방법을 비교 시행한 결과이다. 

(그림 6) 기존의 방법과 제안방법을 비교 용한

평균 난이도 조정 결과

(그림 7) 기존의 방법과 제안방법을 용한

그룹별 평균 학습 결과

기존의 방법으로는 학습자가 학습  학습계획

에 따라 난이도를 설정하면 해당 난이도의 학습

을 진행한 후 학습결과를 도출하는 자기주도  

학습방법을 용하 다. 학습모집단의 상▪ ▪

하 그룹에 해 기존의 방법을 용한 결과는 그

룹 A 결과 값에 해당되며, 제안방법을 용한 결

과는 그룹 B 결과 값에 해당된다. 이를 통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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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A는 단원별로 난이도를 설정하여 학습을 진행

할 수 있었으나 해당 단원 내에서는 난이도 조정

이 어려운 반면 그룹 B에서는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난이도가 계속 변경되면서 학습자의 수 을 

맞추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결과에서 향

을 미치며 그림 7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수 에 따라 난이도가 능

동 으로 변경  용되면서 그룹별 학습결과가 

기존의 방법보다 반 으로 높게 산출됨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이러닝에서 사용하는 학습의 방법에

서 난이도를 조정하여 학습자의 수 에 맞는 학

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학습

자의 수 을 별하는 방법으로 문항난이도를 

용하여 학습자의 능력수치와 난이도를 산출하

으며, 이를 학습자 학습수 으로 용하 다. 학

습  학습수 을 산출하기 하여 사 검사를 

통해 학습내용에 한 학습자의 이해도를 측정하

으며, 그 결과 값에 따라 학습 콘텐츠가 제공되

었다. 난이도는 상, 상 , , 하, 하의 5개 단계

로 설정되어 학습 수 의 구체 인 용이 가능

하도록 하 다. 학습 콘텐츠와 학습 문항은 분류

된 난이도에 따라 같은 내용이라도 별도로 제작

되었다. 이는 학습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하는 교수

자로서는 많은 부담을  수 있으나 이를 통해 학

습하여야 하는 학습자는 자신에 맞는 수 의 학

습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학

습 수 은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매 소단원 학습 

종료 시마다 학습검사를 시행하여 난이도를 재조

정하 으며, 학습검사 시 재의 설정된 난이도에 

한 학습문항을 풀고 그 결과에 따라 한 단계씩 

상향조정하여 학습문항을 제시함으로서 학습자의 

다음 학습 의 학습내용 이해도를 측정하여 학습 

수 을 산출하 다. 학습 결과로 학습의 진행 과

정에서 각 학습 그룹별 소단원 학습에서 평균 난

이도가 조정됨으로서 학습자 수 별 학습이 진행

됨을 알 수 있었다. 한 학습단원에 한 평균 

수에서 기존의 방법보다 제안방법이 체 으

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어 본 제안방법의 효율

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보다 다양하고 많은 콘텐츠

와 분야에 용하지 못하 으며. 학습자의 학습수

을 별하기 하여 학습 사 검사나 학습소단

원 마다 제시되는 학습검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

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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