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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 학습분석의 유형과 응용

김정렬 이제영

요약

빅데이타를 활용한 영어과 학습분석은 전통적인 영어과 수업분석에서 행하는 언어 움직임 판서
등과 같이 교사의 수업능력과 전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교사수업의 관찰과 분석
을 현대적 데이터마이닝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최근 들어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
기술과 마이닝 기술이 발달하면서 학생들이 온라인과 스마트교육을 통해서 상호작용 하고 있는 영어
과 학습콘텐츠에 대한 학습분석과 이를 활용한 응용분야들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
법은 관련 문헌의 분석과 유형의 정리를 통해서 각 유형이 영어과 학습분석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
는지를 분류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하여 궁극적으로 학습과정에서 수집된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행동
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학습자 특성과 수준에 맞추어서 교사가 수업자료를 만들고 수업의 수준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학습양식을 파악하여 실제 영어과 학습 콘텐츠의 운용과정에
서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정리한 영어과의 학습분석 유형에는 학습플랫폼분석 예측분
석 적응형학습분석 소셜네트워크분석 담화분석이 있다 이들 학습분석 유형은 학생들의 영어과 학
습콘텐츠와의 상호작용을 시각화하고 학습자들의 수준에 최적화된 적응형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
다
핵심어 학습분석 영어교육 학습분석유형 빅데이타
Abstract
Traditional class observation and analysis was largely limited to off-line class of teacher's discourse,
movement, board use, which was centered around what teacher do to enhance teacher's teaching efficacy
nad strategies.[1] Since there's no effective ways of collecting students' learning data directly, the indirect
route was adopted by improving teaching that will benefit the learning. However, the recent on-line
technological advancement enables us to accumulate the interactional data between learnners and learning
contents. The data grows fast so that the developers and teachers can make a useful inferential learning
algorithm tailoring the learners' learning routines. The learning management systems evolves to individulize
the learning from the diagnosis to formative evaluation, and the whole routine is dynamically f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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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learning routine. The current paper focuses on English education as to how the big data on learning
routines can be classified and categorized into different components: LMS analytics dashboard, predictive
analytics, adaptive learning analytics, social network anaytics and discourse analytics.
Keywords : learning analytics, English education, learning analytics types, big data

서론
활용교과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년대 중반 이후 약 여년간 학생들은 온라인과 스마
트교육을 통해서 학습콘텐츠와 많은 상호작용을 해왔고 이러한 상호작용과정은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충실하게 기록되고 관리되었다 이와같은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활동에 관한 디지털 데이
터의 축적은 스마트 교육의 적용과정에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용
프로그램은 학습자 특성에 맞추어서 제작되고 활용될 수 있다 예를들면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
를 풀어나갈 때에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과 해당 문제를 포기하거나 프로그램의 사용을 중단
하는 경우는 정적상관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에 학습자들의 학습행동에 관한 빅데이타가
있다면 학습자들의 문제를 푸는 시간을 분석하여 일정시간이 지나면 힌트 옵션을 자동생성하는 방
식으로 학생들의 문제포기나 프로그램 사용중단을 막을 수 있다 이와같이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잘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개별화학습을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체제 방법 내용 등에서 최적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심화되어가는 개별화 교육에 일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과에 적용 가능한 학습분석 유형을 소개의 성격과 수준으로 정리하였다 따
라서 각 내용을 깊이 다루는 것보다는 교육용 빅데이타에 대한 소개와 빅데이타를 활용한 학습분
석 시스템의 소개 그리고 학습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스마트교육 환경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분야
들을 폭넓게 소개하는 정도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론적 배경
교육용 빅데이타
일상생활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유무선으로 연결된 온라인 디지털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고 클라
우드 컴퓨팅의 발달로 이들 데이터의 보관 관리와 유통이 용이해져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하
는 일이 일상화되었다 이와같이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의 양이 전형적인 데이타베이스 소프트웨어
도구를 통해서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크기의 데이터 집합을 빅데이터라고
한다 메킨지세계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년대 들어서면서 매년 저장
한 새로운 데이터의 양은 만 테라바이트이고 소비자들은 와 모바일기기 등에 만 테라바
이트의 테이타를 저장하였고 그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테라바이트 또는 페타바이트 급의 데이터집합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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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도구 플랫폼 분석기법까지 포괄하는 용어로 점차 변화해가는 추세이다
빅데이터를 결정짓는 특징은 생성되는 양 속도 다양성 및 데이터의 가치이다 첫째 년말
현재 전세계의 데이터규모는 약
로 바이트에 해당하는 양이 발생되었고
이는 매 년마다 두배씩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 만명 이 만년 동
안 쉬지 않고 분마다 트위터에 개의 글을 제시하는 양이다 둘째 속도인데 트위트당 자로 제
한되지만 생성 횟수가 많아서 년 월 트위트에서 매일 이상의 트위트가 발신되고 있다
셋째 데이터의 다양성에 관하여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는 정형화 되었으나 빅데이터
에는 이와같은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메일 멀티미디어 사회 연결망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도 포함하여 발생된다 넷째 가치와 관련해서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여 기존
의 관리 분석체계로는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에 숨어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추출하
는 전문가적 식견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상 언급된 빅데이타의 구성적 특징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과 같다

그림 빅데이타의 구성 특징

전통적인 교육현장에서 생성되던 교수학습 자료 활동 상호작용은 시험성적과 학생생활기록부
내용을 제외하면 교육이후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인터넷 모바일 기기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한
스마트교육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습활동은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되고 분석된다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생성되는 교육용 빅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학생이 패드형 단말기를 사용하여 온라인 접속한 뒤 온라인 학습을 진행함
과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퀴즈를 풀고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함
필요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이용하고 다른 기기에 콘텐츠를 동기화하
거나 다른 학생과 콘텐츠를 공유함
학습과 관련된 검색을 하거나 메모를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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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방에서 다른 학생과 대화를 하거나 사회 연결망 서비스 를 이용하여 글
을 게시함
각 학생의 학습목표 학습 취향 기술 및 능력 성취도 등의 학습자정보가 존재함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교육 환경 속에서 생성될 교육용 데이터의 양을 활동별로 학
생당 스마트교육 연구학교의 활동을 근거로 추계한 교육학술정보원의 자료를 보면 표 의 일일
교육데이터 생성 추계 건수로 나타낼 수 있다
표 일일 교육데이터 생성 추계 건수
활동
로그인
온라인 학습
과제 제출
온라인 퀴즈
콘텐츠 다운로드
콘텐츠 동기화
콘텐츠 공유
메모 기록
대화방 대화
검색
글게시
온라인 설문조사
합계

학생당

학교 명 당

전국 만명

표 의 추계 자료가 년 통계이므로 빅데이터의 트렌드가 매 년에 약 배정도의 데이터양
이 증가한다는 것을 미루어보면 년 현재 학생 명이 하루에 약 건의 활동을 하고 전국 초
중고 만 명의 학생이 하루에 생성하는 데이터는 모두 억 건이고 년에 생성하는 데이터는
억 건에 달하게 된다 학생 명이 하루에 의 데이터를 생성한다면 전국 초중고 만 명
의 학생이 하루에 생성하는 데이터는 모두 이고 년에 생성하는 데이터는
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본다

학습 분석
교육용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의 내용 방법 평가에 이르는 전 분야에 걸쳐서 효율성을 증
대시키고 특히 개별 학습자에 대한 맞춤학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학습분석과 교육데이터마
이닝
이 개발되었다 학습분석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측모델
의 검증에 빅데이타를 활용하는 연역적 모델인 반면에 교육데이터마이닝은 빅데이터의 기술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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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서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과 모델을 개발하는 귀납적 분석모델이다 빅데이타
를 예측모델의 검증에 사용하는 학습분석 시스템을 흐름도로 나타내면 그림 의 학습분석 모델
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학습분석 모델

학습분석은 교육학의 전문가적 식견을 활용하여 학습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빅데이터에서 관련
정보를 추출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것과 같은 예언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학습을 요소로 분해하
여 일정한 패턴을 잡아내려는 교육 데이터마이닝과 달리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려 하고 자동 시스
템을 추구하는 대신에 인간의 전문가적 식견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이를 통해서 교사와 학교가
학생의 학습을 예측하고 능력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기존의 방법과
모델을 사용하여 학생의 학습과 교육기관의 교육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학습 콘텐츠에 적응하고 위기의 학생을 중재하며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분
석결과를 생성하는 데에 시각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요약된 형태로 분석결과를 시각화 해주는
현황판
도 사용한다 궁극적으로 학습분석을 통해서 대답하려는 문제들의 예를 들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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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언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인가
교과목에서 학생이 언제 뒤쳐져 있는 것인가
언제 교과목을 마치지 못할 위험상황에 빠지는가
중재가 없다면 학생은 어떤 성적을 받을 것인가
주어진 학생이 다음으로 학습할 가장 적당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학생에게 도움을 줄 상담이 필요한가
이와 같이 학습분석은 학생의 학습 성과를 관찰 예측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일찍 찾아내어 온
라인 영어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인 탈락율이 높다는 것인데 사전에 낙제할 위험에 빠진 학생을 확
인하는 데에 응용될 수 있다 실제로 실시간으로 학생의 위험 수준을 파악하여 학생의 성공 가능
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된 시스템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대학교의
대학교

분교와

대학교의

위의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학습에서 학생의 행동 변수를 분석하여 최종 성적으로 측정된 성
공적인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차이가 대화방의 참여 전자우편 발송 횟수 수시 시험을 마친
횟수 같은 변수들에서 드러났음을 밝혔다 아울러 학생의 행동 변수에 근거를 두고 실시간으로 분
석하여 더 유연한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예제 연습문제의 순서 등의 교육 내용을 즉시로 변경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쓰일 수 있다

영어교육에서 학습분석의 응용
영어교육자와 영어교육 연구자들이 학생들의 온라인 영어학습 성과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
기 위해서 학습의 내용 영어학습 행동 영어학습 경험 영어학습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 모
델링을 하고 영어 주요 표현과 지식 요소를 수집하여 도메인 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시
간과 순서를 분석하여 전체적인 영어학습자들의 학습경향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
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학습분석법들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학습 플랫폼 사업자와 분석 솔루션
기업들은 자사의 분석 대시보드 예제 소개를 위한 온라인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교육 분
야에서 자사의 학습분석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중이다 년에
의 보고
서에 나타난 애리조나 주립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면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학습분석 대시보드
예측 분석
적응형 학습분석
소셜네트워크분석
담화분석
등 다섯 가지 학습 분석 기술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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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플랫폼 분석 대시보드
예측 분석
적응형 학습 분석
소셜네트워크 분석
담화 분석

학습 플랫폼 분석 대시보드
영어학습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학습자들의 로그 데이터들은 지금까지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제
공되지 않는 매우 기술적인 포맷의 데이터였다 로그 데이터는 제한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분석 작업을 할 때 사용되기는 했지만 테이블 그래프 등 시각화된 포맷으
로 가공되어 교수자나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정보는 아니었다 영어학습 플랫폼
에 추가된 분석 대시보드기능은 로그 데이터를 개인 사용자 또는 집단에게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
하여 제공하는 기능이다 분석 대시보드는 로그 데이터 외에도 다양한 소스로부터 영어학습 데이
터를 수집하여 표현할 수 있다 온라인 영어 학습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헬프데스크에 요청된 로
그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된 영어학습관련 리포트 다양하게 사전에 설정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각화할 수 있다 분석 대시보드를 통해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 학습자
들은 동료 집단 중에서 자신의 시험 성적 포럼 기여도 온 오프라인 세미나 참석 참여 정도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서 제공된 대시보드 정보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다

예측 분석
영어 학습자 정보나 영어 학습 성취도등과 같은 정적인 데이터
와 로그인 패턴 온라
인 토론 참여 정도 등과 같은 동적인 데이터
등 학습자 통계 데이터의 패턴을 이용
해서 영어 학습자를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측 분석은 위험 단계나 우수 단계에 위치한 영어
학습자들의 궤적을 그려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처방적 조치를 취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이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예측 분석을 통해 위험 단계의 궤적에 근접한 학습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
달하거나 담당 교사에게 알릴 수 있고 영어 학습 평균이나 우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활동 궤적
을 안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총괄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어 학습을 시작하는 시점에 시험을 치르게 해서 판단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정적이고 학습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영어 학습 현황과 수준을 토
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측 분석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예측
분석을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한 데이터 기반 예측모델
을 설계할 필
요가 있다 이 예측모델에 투입되는 변수는 영어학습자들의 동적인 데이터들 중에서 성공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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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타당한 것이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실험해 본 후에 적용되어야 한다
퍼듀 대학의 코스 시그널
소프트웨어는 상용화된 제품수준의 예측분석 모델의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시그널은 신호등처럼 빨강 노랑 초록 등 세 단계로 구분해서 영어 학습
자의 진도에 맞춰 표시된다 코스 시그널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어 학습자는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집단의 학습자들에 비해 우수한 성적과 수준 높은 자료들을 스스로 탐색하는 경향이 있다 이 모
델은 외국어 교육기관 목표어 문화 외국어 학습의 수준 외국어 학습법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여섯 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험한 예측모델 리포트
프레임워크
는 수집된 영어 학습자 데이터에서
패턴을 식별하기 위한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등록을 포기한 외국어 학습자와
그 학습자가 수강했던 코스의 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적응형 학습 분석
적응형 학습 플랫폼은 특정한 영어권 휴일 영어의 분포 영어의 기능 등 주제에 대한 영어 학
습자의 이해 정도를 측정해서 세부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후속조치로서 관련된 디지털 학습 자
료를 영어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모델이다 측정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교과과정을 기반으로 한
시험을 통해 진단하는 것인데 현재 기술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다
이 모델의 특징은 영어 학습자가 선택한 영어 학습 주제에 대해 현재 어떤 수준의 이해에 도달했
는지를 진단해서 적절한 콘텐츠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 학습자가 이해할 수
없는 난이도의 콘텐츠를 생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적인 학습자 인지 또는 적응형 콘텐츠 전달
환경에 관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 모델은 풍부한 영어학습 자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영어 학습 플랫폼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만 제공하는 내용이 없는 쉘의 모습
과는 대조된다 다시 말해 플랫폼의 기능이 강조되지만 적응형 학습 플랫폼은 풍부한 영어 학습
자원들이 구축된 상태로 이루어지는 플랫폼이다 적응형 학습 모델은 지능형 영어 학습 시스템이
나 적응형 하이퍼미디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고 투자가 이뤄졌던 주제이다 최근에는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웹 플랫폼의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 사례로는 카네기 멜론대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 코스를 들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 분석
소셜네트워크 분석은 이미 잘 알려진 형태의 관계망 분석 모델이다 이 분석 모델은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용되며 주제어에 대한 빈도나
트렌드를 관계망과 연계해서 분석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유
형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계에서부터 간접적인 관계까지 관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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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도나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자의 개인적 관계 설정이나 그룹의 구
조가 효과적인 학습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웹 기술은 웹 플랫폼을 더 빠른 성능과 짧은 기간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
히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공개되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소셜네트
워크 관계망을 분석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공개되고 있다 학습 네
트워크
를 분석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라는 도구도 있다 이 도구는
온라인 토론을 위한 포럼 활동을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여 그룹의 성장을 추적하는데 유
용하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학생들을 식별할 수도 있다 교사가 이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적
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표현된다고 한다

담화 분석
영어 학습 플랫폼이 제공하는 동적인 정보로서 로그인 횟수 게시글 조회수 메시지 등록 건수
등과 같은 정량적인 정보는 피상적인 것이고 학습 분석 관점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 학습 분석에서는 피상적인 데이터 이상의 것이 필요하고 교수자에게는 학습 활동의
질적인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영어 학습 데이터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담화 분석은 영어 학습
활동의 심층적인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이다 패턴 인식이나 구문 분석 기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인데 이제 영어교육 분야에 본격적으로 적용을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빅데이타의 담화 분석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교사들이 에세이나 토론 글에 어떻게
첨삭을 하는지 영어 쓰기와 말하기가 학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컴퓨터가 우수한 논쟁
글을 인식하는지에 대한 분석 등이 자연언어처리 기술의 발달로 한창 진행 중이다
담화 분석은 영어 패턴 인식이나 구문분석 기술 분야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공개되어 왔
는데 그 중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영어에 대한 말하기와 쓰기 기능을
컴퓨터 연산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최근 스마트폰의 인터페이스 경
쟁요소가 음성인식분야로 옮겨가면서 상용화 시점이 더욱 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융합 소셜미디어 서비스 산업 고도화 기업들의 고객 데이터 수집활동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폭발적 증가와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사물통신망의 저변확대로 데이터량은 폭발적으로 증가
했고 교육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통적인 정형데이타베이스에 기반한 예측모델과 가 넘
는 비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예측모델은 근본적인 차이를 전제로 한다
영어과 학습분
석 유형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영어학습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학생
들과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교육매개체들에 남겨진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준거와 방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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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나누어진다 학습 플랫폼 분석 대시보드는 온라인 영어학습 과정상에 수집된 학생들의 포트
폴리오 데이터의 상대적 분석을 통해서 그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다 에측분석은 영어학습 성취도
와 같은 정적인 데이터와 각종 수업활동에 대한 참여정도를 나타내는 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개별학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영어학습 포기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적응형 학
습 분석은 영어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적응적으로 제시하
는 것이다 소셜네트워크분석은 영어학습 활동에서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는 개인과 집단간의 관계
를 밝혀볼 수 있고 동료학습의 방향을 쉽게 알아보고 그 관계를 학습력 증진에 활용할 수 있다
영어과 학습분석 유형은 본문에 나뉘어진 것과 같이 현싯점에서 개략적으로 분류해 볼 수는 있
으나 지능형 데이터 수집과 교육용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교육용 데이터 분류의 기술이 날로 발전
하고 있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영어학습과 관
련된 개별학습자의 영어학습 진단 처방 적응 기술은 학습자의 대인적 상호작용과 대물적 상호작
용에 대한 흔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점점 더 정확하고 정보력 있는 내용으로 학습분석이 이루
어지고 유형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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