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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설명

• 제공된 데이터를 토대로 객관식 문제를 생성하는 시스템

사용자는 시스템에 문제를 생성하고자 하는 도메인에 대해 입력한다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생성된 문제를 제공한다.

• 기능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 받음

사용자는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시스템은 데이터를 토대로 문제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반환

시스템은 사용자가 선택한 답변의 정답 여부를 기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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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문 분석 알고리즘

• 문제 생성 모델

• 데이터 입력 인터페이스

• 문제 출력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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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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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torch

• konlpy

• Django

• React

• React 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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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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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oid 기반 스마트폰

•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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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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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산출물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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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

• 기존에 존재하는 유사 서비스

시험지 자동생성 (문제를 시험지에 배치하는 서비스)

 https://patents.google.com/patent/KR100935913B1/ko

 https://patents.google.com/patent/KR20100022916A/ko

수학문제 자동생성 App (일정한 유형의 문제에서 숫자를 변경)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hl=ro&id=carrotfarm.codemath.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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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의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 문제를 매번 새롭게 생성하기 때문에 한정된 데이터에서 비교적 많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 실제로 유의미하게 동작하는 문제 생성 시스템이 없다

• 다양한 도메인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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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 확률[0,1] 중요도[0,10] 점수

평문으로기술된지식의구조화실패 0.9 10 9

문제를생성하기위한알고리즘구성실패 0.4 10 4

사용할프레임워크에대한이해부족 0.4 6 2.5

대면협업을하기어려움 0.2 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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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문으로 기술된 지식의
구조화 실패

평문의 구조화에 실패할 경우,

사용자가 입력하는 방식의

자유도를 어느정도 제한하여

사용자 본인이 구조화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

1위 3위

문제를 생성하기 위한
알고리즘 구성 실패

사용할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 부족

여러가지 방식을 동시에

시도하여 가능한 방식을 채택

여러 알고리즘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구성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도구에

대한 학습 기간을 미리 확보하여

실제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개발 역량을 확보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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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데이터 입력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지식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입력과 편집의 과정이 간단하다

 사용자 자신이 만든 지식 데이터를 저장하고 열람할 수 있다

• 생성된 문제 반환

 지식 데이터를 입력한 사람은 자신의 데이터로 문제를 생성할 수 있다.

 지식 데이터를 입력한 사람은 자신의 데이터로 문제를 생성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열람 권한)

 지식 데이터를 입력한 사람은 지정된 사람에게 문제 생성 알림을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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