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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정보에 기반하여 학습자가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몰입도, 관심도를 인터랙션을 통해 파악하고 이에 대
하여 학습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터랙션을
하게 된다. Low Affective filter[1]란 교육을 받을
때 좋은 감정상태, 강한 동기, 필요성, 자신감, 좋은 학
습태도에 의해 교사로부터 학습자가 교육정보를 최대
한 받아들이게 된다는 이론이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
자가 교육에 몰입하기 위한 현재의 감성상태를 기반으
로 학습자에게 학습에 좋은 감성상태를 유지하기 위하
여, 에피소드 이벤트를 추천하는 지식기반 에이전트(K
nowledgebase Agent: KNOW-A)를 설계하고 구현하
고자 한다.
학습자의 개인을 알고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게 학습
몰입을 위한 좋은 감성을 주기 위한 격려, 정보나 이
벤트를 제공하기 위한 Facts[2]와 Episode(5W1H)[3]
와 Emotion[4]과 을 결합한 Ontology를 구축하고 Hier
archy Cluster[7] 기반의 User Profile에 의해 사용자를
클러스터링하고, 학습자와 유사한 사용자 에피소드 유
사도(Episode Similarity)를 비교하여 감성전이모델(Em
otion Transition Model)학습모형에 따른 학습자의 감
성상태에 좋은 에피소드(Episode Emotion Ontology)를
추출하여 추천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학습에 좋은 감
성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학습자가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추천하여 학습에 흥미와 관심을 유발
하게 된다.

This paper suggests Personalized Knowledge
Agent(KNOW-A) based on Affective Events
Ontology and User Similarity , Emotion Episodic
Similarity and N-gram Similarity for Emotion
Transition Model. This Personalized Knowledge
Agent(KNOW-A) for u-Learning recommends the
Good Emotion Episodes to user to maintain good
and low affective emotion when users are on their
study.

I. 서론

인터넷 발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사용자에게 개인화되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개인화 Agent)
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기기와
네트워크의 발달로 U-러닝이라는 시간과 장소에 제한
을 받지 않는 학습방법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많은 관
심을 받고 있지만, 교육의 인터랙션과 집중도나 효과
면에서 오프라인교육에 떨어지게 된다. 온라인과 오프
라인 교육의 장점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
다.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좋은 교사는 학습자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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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감성기반 학습모델

으로 Feedback된다면 교사는 강의 스타일, 강의속도, 강의
내용 등을 변경하여 학습자가 학습 감정상태를 유지하도
록 하는 데,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가 좋은 감성상태를 유
지하여 학습효과가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감성 이
벤트 에피소드를 추천하고자 한다.

2.1 Low Affective Filtering

Low Affective filter란 좋은 감정상태, 강한 동기, 필
요성, 자신감, 좋은 학습태도에 의해 Input을 최대한
받아들이게 된다는 이론이다[1]. 언어학 중 Second La
nguage Acquisition(제2언어습득)에 Stephen D Krash
en (USC)의 Monitor Model이 있으며, 이 모델은 5가
지의 Hypothesis(가설)로 이루어져 있는 데 그 중 하
나가 Affective Filter Hypothesis이며 Affective Filter
라는 것은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고 적절
한 입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습득을 방해하는 장애
물이다. Affect는 감정상태, 동기, 필요성, 태도, 기분,
집중도 등인데, 긴장하거나 걱정이 많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학습자는 Input을 Filter out할 수 있다. 즉, 입
력을 걸러낼 수 있고, 이로 인해 습득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가설이다. 강한 동기가 있고, 자신감에 차있고,
긴장을 하지 않는 학습자는 Low Affective Filter를 가
지게 되고 입력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
다.

Ⅲ. 감성이벤트 온톨로지를 이용한 개인
화 지식기반 에이전트
3.1 시스템 구성도

제안시스템의 전체 구성도는 그림2와 같다.

2.2 감성학습 모델

그림 2 감성이벤트 온톨로지 기반 개인
화 지식기반 에이전트 시스템구성도
시스템 구성도에 따른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1) Event Sequence 가 입력된다.
2) WHO Field의 값이 속한 Cluster를 찾는다.
- Assumption : 새로운 User의 Event는 입력 받지 않
는다.
3) 해당 Cluster의 Emotion Transition Model을 찾아 Si
milarity의 값이 가장 높아지는 Episode Set을 찾는다.
4) 찾은 Episode Set의 n 번째 Episode의 Emotion Field
가 학습하기 좋은 상태인지 확인한다.
- Episode set은 n개의 Episode의 집합
- 입력된 Episode Sequence는 Episode Set의 앞 n-1 개
의 Episode와 비교
5) 학습하기 나쁜 상태라면
- 그 다음 Similarity가 높은 Episode Set과 4)번 반복.
6) 학습하기 좋은 상태라면
- 전체 Episodic Ontology에서 비슷한 Episode를 검색
하여 출력

그림 1. an example of the basic learning emotion
space
Russell의 2차원 감성모델은 교육 중에 8개의 감정상태를
유지 또는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이는 interest(흥미), eng
agement(관심), confusion(혼란), frustration(실망), boredo
m(지루함), hopefulness(희망), satisfaction(만족) and disa
ppointment(실망)이며, Russell의 이론에 따르면 학습자는
학습도중 engagement와 confusion상태를 계속 교차하며
가끔 confusion에서 boredom으로 상태가 전이된다고 한다
[4][5]. 학습에 가장 좋은 상태는 valence(격려)이 positive
(긍정)와 arousal(유발)이 positive (긍정)engagement 상태
이다[2]. 오프라인교육에서는 학습자의 감성상태가 실시간

3.1 개인화 추천 서비스 프로세스

1) Episode를 구성하는 8개의 field 중에서 when, where,
what, why, how 다섯 field의 Taxonomy similarit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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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
2) 각 Field별로 계산된 Similarity를 Normalization 한다.
3) 5개의 Similarity 값을 Linear Summation 한다.
4) 두 Episode의 Emotion Field를 Exact matching 한다.
- 같으면 1, 다르면 0
에피소드 이벤트별 유사도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Emotion Transition Model을 사용자 유사도를 구하
기위해서는 사용자 A, B의 모든 episode간의 similarit
y를 구한다. 즉, (A의 이벤트, B의 이벤트)와 (B의 이
벤트, A의 이벤트)를 각각 구하여 normalization한다.
위 수식을 구하기 위한 Taxonomy 유사도는 다음과 같
다[6][7].

3.4 Affective Events Ontology

감성이벤트 온톨로지(Affective Events Ontology)는 실
세계의 카테고리를 구성하는 사실(Facts)온톨로지와 에피
소드(5W1H)와 감성을 결합하고 인스턴스를 갖고 있는 8
개를 튜플로 갖는 Episodic Emotion 온톨로지로 구성되
며 이를 통합하여 감성 이벤트 온톨로지(Affective Event
s Ontology)라 하면 그림3과 같다.

3.3 N-gram기반의 사용자 프로화일 및 유사도(Sim
ilarity)

사용자 유사도를 구하기 위해 계층적 클러스터링(Hiera
rchical Clustering)[8]기반의 User Profile을 생성하고 Em
otion Transition Model을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자 클러
스터 별로 같은 cluster의 학생의 episode를 모은다. Even
t n-gram을 생성하고 n-gram content의 the lowest com
mon ancestor[7]를 구하여 abstract episode를 생성한다.
다음은 사용자 유사도와 n-gram유사도를 구하기 위한
식이다.

그림 3. 사실과 에피소딕 감성 온톨로지(Facts &
Episodic Emotion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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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31st January 2007
[5] Marko Tkalcˇicˇ, Andrej Kosˇir, Jurij Tasicˇ Usa
ge of affective computing in recommender syste
ms, ELEKTROTEHNISˇKI VESTNIK 78(1-2): 1
2–17, 2011
[6] Generating Semantically Enriched User Profiles f
or Web Personalization
- S.S. Anand, ACM transactions on internet tech
nology October 2007
[7] Using Information Content to Evaluate Semantic
Similarity in a Taxonomy
- Philip Resnik, IJCAI-1995
[8] Andriy Shepitsen, Jonathan Gemmell, Bamshad
Mobasher, and Robin Burke, Personalized Recom
mendation in Social Tagging Systems Using Hie
rarchical Clustering, RecSys’08, October 23–25,
2008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의 개인을 알고 관심도가 떨어
지지 않게 학습몰입을 위한 좋은 감성을 주기 위한 E
motion과 Episode를 결합한 Affective Events Ontolog
y를 구축하고 Hierarchy Clustering 기반의 User Profi
le에 의해 사용자를 클러스터링하고, 사용자 에피소드
에 따른 User Similarity와 감성전이모델(Emotion Tra
nsition Model)학습모형에 기반한 N-gram similarity와
학습자의 감성상태가 좋은 에피소드(Episode Emotion
Ontology를 추출하기 위한 사용자 에피소드 유사도(E
pisode Similarity)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개인화 지식
기반 에이전트(KNOW-A)를 통하여 학습에 좋은 감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추천하여 학습에 흥미와 관심을 유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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