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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테크놀로지의 고도화로, 삶의 전 영역에 걸쳐 테크놀로지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지

털 테크놀로지와 교육을 유의미하게 융합하고 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는 테크놀로지를 통한 교수학습이 그다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늘 날 교육 현장에서 테크놀로

지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것

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

여 자신만의 스토리를 미디어의 형태로 창작하는 활동으로, 교육

적으로 활용될 경우 학습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배운 교과 내

용과 이미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 및 경험을 유의미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공유가 용이하기 때문에, 나

아가 자신과 다른 학습자와의 지식 및 경험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주며,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 능

력, 의사소통 능력 등 다양한 21세기의 미래 핵심 역량을 증진시

킬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교육적으로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

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원

인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가지는 과제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자기주도성과

역할 수행의 비중이 큰데, 이러한 과제의 경우 학습자의 개인차에

따라 학습 성취도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또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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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구조적인데다가, 학습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교수학습 활동임

에 따라, 학습자들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큰 인지 부담을

느낌으로써 성공적인 활동 수행을 저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

써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예방 및 해결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

동을 촉진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학습 도구로써 인공지능

기반 챗봇을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챗봇은 스크립트의 원

리를 적용하여 개발하였는데, 스크립트는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같

이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하는 학습 환경에서 현재 가장 보편적으

로 활용되고 있는 학습 도구로, 학습자들에게 구조화된 안내와 학

습 지원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지원하기에도 적합

하다. 그러나 스크립트는 학습 지원과 피드백이 일방향적으로 발

생함으로써, 상호작용성에서 한계를 가지며 즉각적이고 적응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하지만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같이 교수자와 학습자가 분리된 학습 환경에서는 시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상호작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교수자와

학습자 간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히 중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크립트의 원리를 따름과 동시에 에

이전트와 학습자 간 양방향적이고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챗

봇을 융합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결과

적으로 도출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 설계원리와 개발지침은 무엇인가? 둘

째,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은 어떠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는가?

셋째,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에 대한 학습자 인식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계개발연구 방법론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 검토를 통하여 관련 선행 연

구를 조사하여 챗봇을 개발하기 위한 챗봇 설계원리를 도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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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여 설계

원리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개발된 설계원리를

챗봇 개발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와 관련되는 챗봇 개발지침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챗봇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프로토

타입은 전문가 4인과 학습자 5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와 사용

성 평가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하여 ‘BUDS’라는 챗봇을 최종 개발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개발된 챗봇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자 5인을 대상으로 직접 본 연구에서

개발한 챗봇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수행해

보도록 한 뒤 설문조사와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최종 사용성 평

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 설계원리와 개발지침을 도출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챗봇을 산출물의 형태로 실제 개발한 후

이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알아보았다. 먼저, 챗봇 설계원리는 총 5

가지로, 구조화된 안내, 적응적 지원, 자기주도 학습 지원, 실제적

지식 획득 지원, 교수 실재감 촉진이 그 내용이다. 디지털 스토리

텔링 챗봇을 개발할 때에는 학습자들이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활동

단계와 세부 활동요소를 구조화하는 안내를 따라 활동을 성공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챗봇 에이전트와 학습자 간의 상

호작용을 통하여 각자의 요구에 맞춘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지식이나 경험을 유의미하게 재구성하여

실제적 지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며, 교수자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교수 실재감을 촉진시켜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설

계원리와 더불어, 산출물 개발에 있어 실제적인 맥락에서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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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도출하였다. 개발지침에는 각각의 설계원리가 챗봇을 개발

함에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과 요소로 구현될 것인지

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그 결과 개발된 챗봇 BUDS는 웹 사이트에 2개의 챗봇 에이전트

가 삽입된 형태로, 구조화된 안내, 질의응답, 점검을 주요 기능으

로 삼는다. 먼저, 메인 챗봇은 카테고리 형식으로 학습자와 상호작

용하며 학습자들을 일탈없이 성공적인 과제 수행으로 가이드하며,

그 과정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활동 절차와 요소를 구조화해준

다. 또한, 각 학습 단계가 끝날 때마다 학습자들의 활동 수행을 점

검하며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원한

다. 동시에, 학습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자유 대화형 상호방식을 수

행하며, 따라서 자유도 높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서브 챗봇 에이전

트로부터 적응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학습자가 자연스러운 대

화를 통하여 메인 챗봇으로부터 충족되지 않은 도움을 요청하면,

서브 챗봇 에이전트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분석하여

적절한 응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 각자의 요구와 필요

에 맞추어 학습 지원 및 정보의 양과 수준을 차별적으로 조절하여

제공함으로써 적응적이고 폭넓은 학습 지원을 제공하며, 상호작용

방식을 텍스트에 한정하지 않고 이미지나 동영상 등 다양한 상호

작용 방식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챗봇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학습자들은 전

반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학습자들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챗봇의 유용성, 사용성, 매력성,

검색성, 신뢰성에 대하여 모두 만족하였음을 드러냈다. 즉, 챗봇이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수행하는데 유용한 도움을 제공하며,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긍정적 감정을 불러 일으키며, 정보를 찾기

용이하며, 또한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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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 지

원을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높은 교수 실재감을 느꼈으며, 챗봇이

원하는 정보를 구조적이고 적응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 공통적으

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챗봇이 제공하는 학

습 지원의 수준과 정보의 양에 대하여 다소 상반된 의견을 보이기

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가 가지는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 설계원리와 개발지침을 도출함으로써 인

공지능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지원하고자

하는 교수설계자에게 효과적인 지침을 제공하였으며, 둘째, 인공지

능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적응적 학습을 촉진하고자 하는 실천적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이는 비단 디지털

스토리텔링만이 아니라, 나아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다른 맥락의

교수학습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겠다. 그리고 셋째,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교수학습 도구를 개발하고자 할

때 어떠한 테크놀로지와 매커니즘을 가지고 개발할 것인지와 같은

기술적 관점보다, 어떠한 교육학적 이론을 토대로 할 것이며, 기대

되는 효과와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지와 관련되는 교육적 고찰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인공지능, 스크립트, 챗봇, 학습 지원, 개발연구

학 번 : 2018-2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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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세기 후반부터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달과 성장은 경제, 문

화,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지연, 2013). 우리 삶은 인

터넷, 모바일, SNS 등이 깊이 스며들면서 이미 디지털화 되었으며, 테크

놀로지가 미치는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은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테크놀로지

를 교육 현장에 의미 있게 융합시키고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늘 날의 디지털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테크놀로

지가 보편화된 사회문화적 환경에 노출되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사용에

익숙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사용에 있어서 자신감

을 보였으나, 교육적인 목적으로는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아직까지 테크놀

로지를 활용한 교수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학습자들이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경험이 미숙한 점을 원인 중 하나로

분석하였다(Lee, Yang, Hwang, & Kim, 2016).

따라서, 오늘 날의 교육현장에서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

의 학습 활동을 개발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Digital Storytelling)은 이러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이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란 디지털 테크놀로지(digital technology)와 스토리

텔링(storytelling)이 결합된 합성어로, 디지털이라는 기술적 환경에서 멀

티미디어라는 표현 도구를 활용해 창조되는 스토리텔링을 말한다(김성

종, 김현진, 2012).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넓은 의미를 가지고, 또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면서 그 개념을 달리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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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의 생성과 공유에 초점을 둔 상호작용 관점에서

접근하는 교육적 스토리텔링으로,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스토

리를 생성하고 이를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공유하는

학습자 중심 수업활동으로 정의한다(김성종, 김현진, 2012).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하

여 교과내용과 학습자 자신의 경험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의 구성

(knowledge construction)을 수행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학습자들은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디지털 스토리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사전 경험과 실생활에 연관하여 생각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학습자로 하여금 정해진 지식을 일방

적으로 전달하고 습득하는 방식을 벗어나 실제적인 맥락 안에서 새로운

지식을 실제적으로 습득하고, 나아가 공유를 통하여 자신과 타인의 지식

및 경험을 연결(강창동, 2003)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즉,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실

제적으로 전환시키고 유의미한 지식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현시킨다(Jonassen & Duffy, 1992)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가

진다. 오늘 날 교육 환경에서의 테크놀로지 도입을 통한 자기주도성 및

디지털 역량 등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 및 학습자 중심 교육을 통한

실제적 교수학습의 실현이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고등 교육까지에 걸쳐

가장 주요한 요구 중 하나로 부각되어 오고 있는 만큼(교육과학기술부,

2010),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는 더욱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수업에 효과

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가

지는 교육적 가치가 실제로는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가지는 특수한 과제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학습자들에게 사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 스토리를 구상하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하여 구상한 스토리

를 외현화하는 것을 요구한다. 즉, 학습자는 높은 수준으로 비구조적인



- 3 -

과제를 자기주도적으로 해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디지털 스토리텔링

과 같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주도성과 역할이 큰 비구조적 과제의 경

우, 학습자들의 개인차에 따라 학습 결과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

다(McManus, 1995). 실제로 선행연구들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수행

할 때 학습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전 경험 및 관련 지식의 수준에 따

라 실제적 스토리를 생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하

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 중 학습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그런데 디지

털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하므로 전통적인 면대면

교실 학습 환경이 아닌 컴퓨터나 온라인 환경 등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학

습자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습을 지원하는

데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지원하기 위해서

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수행되는 학습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크립트의

활용이다. 스크립트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수학습 환경에서 가장 보

편적으로 활용되는 학습 지원도구 중 하나로, 활동의 순서를 안내하는

구조(Carmien, Kollar, Fischer, & Fischer, 2007)로 정의된다. 쉽게 말해

스크립트는 학습자들이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안내를 제시하는 도구를 말하는데, 세부적인 학습 활동 내용, 활동 순서,

학습자들의 역할을 구체화함으로써 면대면 학습 환경에서 교수자가 가지

는 활동 가이드 역할을 스크립트가 대신 수행하면서 테크놀로지를 활용

한 교수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학습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스크립트는 상호작용성에서 한계를 가진다. 스크립트를 활용할

때 학습자는 교수자나 교수설계자가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가이드를 따라

가며 활동을 수행하는 식으로 학습 과정이 진행되므로, 만약 학습자가

스크립트에 주어진 안내 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도 학습자는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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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해당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즉, 도움의 요청과 지원

이 상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방향적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또

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스크립트는 학습자들

을 상호작용적으로 지원함에 있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런데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같이 면대면 학습 환경이 아닌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하는 학습 환경에서는 시공간적 제약으로 상호작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교수자와 학습자 간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

이 특히 중요하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증명되었는데, 예를 들어

Jiang과 Ting(1999)는 학습자와 교수자간 상호작용이 테크놀로지 매개

학습에서 인지된 학습효과를 예견할 수 있는 가장 유의한 변수임을 규명

하였고, Fredericksen et al.(2000) 역시 온라인을 활용한 학습 환경에서

가장 유의한 변수는 학습자들의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임을 밝힌 바 있다.

스크립트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크립트의

원리를 적용한 인공지능 기반 챗봇의 활용을 제안한다. 챗봇이란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대화형 에이전트로, 인공지능 테크놀로

지를 활용하여 인간과 시스템 에이전트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으며 대화

를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다(홍금원 외, 2008). 챗봇을 통하여 학습자들

에게 필요한 정보와 학습 지원을 제공한다면, 일방향적으로 학습자들을

가이드하는 스크립트와 달리, 학습자들은 마치 가상의 교수자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며 학습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

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즉, 스크립트를 챗봇의 형태로 구현함으로

써 학습자의 요구에 맞춘 학습 지원을 제공하여 지원의 폭을 넓히고 양

방향적 학습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의 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던 한

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을 개발하는 본 연구는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를

적응적 학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도 의의가 있다. 인공지능의 보편적인 활용과 더불어, 챗봇 역시 검색용

이나 개인비서, 스마트홈 조정 장치 등으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우리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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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은 아직 실제 사용이나 연구가 시작 단계에 머물러있는 실정이기 때

문이다. 실제로, 교육 분야에서 챗봇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언어학습에 초

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챗봇을 통해 대화를 할 수 있다

는 특성을 단순히 1차원적으로 언어 훈련에만 적용시키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분리되어 있는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에게 동시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인공지능 테크놀로

지를 통하여 학습자의 의도를 자동 분석하여 적응적 학습 지원을 제공하

는 것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을 설계하고 개발하여, 사용

성 평가를 통하여 개발한 챗봇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실시

하는데 있어 한계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자의 성공적인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의 수행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더 나

아가 비단 디지털 스토리텔링만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학습 상

황에서 학습자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첨단 테크놀로지가 빠르게 발전하

고 있는 오늘 날,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학습을 촉진시키

는 방안에 대한 향후 연구에도 참고가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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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스크립트의 원리를 적용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위

한 챗봇의 설계원리를 도출하고, 챗봇을 실제 산출물의 형태로 개발한

후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 설계원리와 개발지침은 무엇인가?

둘째,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은 어떠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는가?

셋째,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에 대한 학습자 인식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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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리

가. 디지털 스토리텔링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넓은 분야에서 사용됨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갖

는다. 대표적으로, Amstrong(2003)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스토리텔링

이 결합된 용어로,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일컫

는 말”이라고 하였고, Barrett(2004)은 “학습자가 학습에 관한 자신의 이

야기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활동”, Ohler(2008)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한 멀티미디어 형태의 이야기를 만드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교육적 관점에 국한하여, 사전 지식 및 경

험을 활용하고 지식의 유의미한 재구성을 통하여 자신만의 디지털 스토

리를 만드는 활동으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습자들

은 스토리를 생성함에 있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양한 형

태의 디지털 매체로 외현화 하여 표현함으로써 내용과 방법적인 측면 모

두에서 주체가 되는 학습자 중심, 과정 중심 활동이며(신복진, 박형성,

2008), 디지털 미디어 제작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 가고, 개개인의 이야

기를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가치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학습 경험

을 체험한다(이지연, 2011).

나. 챗봇

본 연구에서는 챗봇을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대화형 인터페이스

를 사용하는 에이전트(Yan, 2016)로 정의한다. 챗봇은 사람과 같은 대화

형 시스템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대화형 에이전트

(conversational agent), 인터페이스 에이전트(interface agent), 가상 동반

자(virtual companion), 가상 도우미(virtual assistant)와 같은 용어들과

동의어처럼 혼용되어 왔으나(Astrid et al., 2010), 최근에는 메신저 상에

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과 자동으로 대화를 나누는 시스템을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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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한다(김지윤, 2017). 페이스북 메신저(Facebook Messenger), 텔레그

램(Telegram), 라인(Line), 위챗(Wechat), 슬랙(Slack)과 같은 메신저 서

비스 기업들에서 대화형 시스템 개발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서

비스를 출시하면서 챗봇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통용하고 있으며, 인

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과 자동으로 대화를 나누는 시스템을 지칭하고

있다(오세욱, 2016).

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인간이 가진 지각, 학습, 추론, 자연언어 처리 등의 능력을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기계의 지

능적 수준에 따라서 강한(strong) 인공지능 혹은 범용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과 약한(week) 인공지능으로 구분되기도 하는

데(Russel, Norvig, 2016), 먼저 강한 인공지능은 어떤 문제를 실제로 사

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인공지능을 말한다. 즉, 지각력과

스스로를 인식하는 능력이 있는 한마디로, 인간의 사고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인간형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약한 인공지능은 순차적으로 내려지는 명령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수준

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이다.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

공지능이 단순히 인지능력에서 벗어나, 인지한 환경 속에서 최적의 답을

찾아내고, 여기에 스스로 수행한 학습을 더해 추론 및 예측을 하며, 향후

에는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행동 단계에 이르는 수준까지 발

전하면서, 일부는 스스로 사고하고 학습할 수 있는 강한 인공지능에 인

공지능의 범위를 한정짓거나, 머신러닝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분석과

예측을 가능하도록 하는 딥러닝의 수준부터 인공지능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수준의 차이를 두지 않고, 머신러

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시각인식 등의 첨단 테크놀로지를 기

반으로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능적 행동의 자동화를 실현

시키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 인공지능이라 정의한다.



- 9 -

II.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스토리텔링

가.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개념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스토리텔링에서 파생한 개념으로, 디지털 스토리

텔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스토리텔링은 사건 진술 내용을 ‘스토리’, 사건 진술 형식을 ‘텔

링’이라 할 때(조일현, 2004), 교육내용인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과 그 이

야기를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텔링을 포함한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은 학

습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교육내용을 일련의 사건들로 엮어

전달매체를 통해 재미있고 설득력 있으며, 쉽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한

다(강문숙, 김석우, 2012). 즉, 교육 분야에서 스토리텔링은 ‘이야기하기’

이상의 강력한 메시지를 동반하며(김은정, 2003), 여기서 이야기는 인간

이 실제 세계를 인식하는 근본적인 한 가지 방식이자 의미전달구조(최혜

실, 2003)로 정의된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스토리텔링은 표현양식과 전달 방식을 빠르게 변

화시켰다. 그 결과,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종이 매체의 형태를 벗어나 이

미지, 음성, 비디오, 음악, 음향, 애니메이션 등의 멀티미디어 도구를 사

용하는 형태로 변화하였고, 이를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고 부르기 시작

했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암스트롱(2003)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멀티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공유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이라 소개했고, 디지털 스토리텔링 협회

(Digital Storytelling Association)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이야기하기의

현대적인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재해석이며, 이미지와 음악과 내러티브

와 음성을 서로 엮어가면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이야기에 생생한 색과

더 깊은 의미, 통찰력을 부여하는 활동이라고 소개했다(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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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telling Association, 2002).

예를 들면, 3분에서 5분 사이의 디지털 비디오 포맷의 동영상을 제

작하거나 MS사의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슬라이드 쇼를 통

하여 디지털 스토리를 표현하는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보다 간단한

형식으로는 사진들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디지

털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이지연, 2011). 이처럼 디지털 테크놀로

지는 인간에게 전례 없는 새로운 창작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제는 누

구나 간단한 디지털 툴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멀티미디어로 창작

(김은정, 2003)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창작한 스토리는 온라인을 통하

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공유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반복의 용이성, 이야기 환경의 신뢰

성, 피드백의 요구와 용이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디지털 스토리

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지니는 특성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는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고 계획하는 사람들

은 감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신뢰가 가는 환경을 조성하여 그들의

공통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곳을 계획한다. 이로 인해 공통된 감성을

가진 참여자들 간의 능동적인 참여와 공유가 가능해 진다는 장점이

있다. 능동적인 참여와 공유는 보다 다양한 감성과 이야기들을 이끌

어 낼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온오프

라인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게 된다(김정아, 김종훈, 2011).

나.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가치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존재하는데, 최근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 교육 분야에서도 교수학습 방법 중 하나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문헌 조사를 기반으로 정리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스토리텔링에서는 상호작용성이 강조된다. 상호작용성

(interactivity)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가장 큰 특징으로(김광열, 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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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이태욱, 2009), 스토리텔링에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도구로 활용되

면서 디지털 매체의 특성 중 하나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arson(1996)은 스토리텔링을 화자와 청자 사이에 직접적인 상호작

용으로 일어나는 이야기의 전달 방식, 상호 창조적인 과정, 인간에게

고유한 의사소통 양식, 이야기를 전달하고 내용을 청중과 공유, 해석

하는 매개체 등으로 정의하며, 스토리텔링 활동에 상호작용성이 내재

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디지털 스토리텔링에서는 학습자

들로 하여금 단순히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활동만이 아니라, 이와 더

불어 결과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 중 중간 내용과 결과물을 지

속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고, 최종 결과물을 공유하여 상호평가하고

격려하도록 하는 모든 활동이 강조된다. 즉,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스

토리의 생산과 공유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

면서 상호협력과 공동체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이다

(조미헌, 2017; Choi, 2012; Hong, 2015; Kim & Chung, 2017; Ohler,

2013).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상호작용을 강조함과 동시에 상호작용에 용이

한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에서는 텍스트 대신

영상이나 이미지로 활동 과제를 수행하는데, 이렇게 개인 혹은 그룹

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할 경우, 학습자들은 상대방의 생각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Cho, Ding,

Tawfik, & Chavez, 2014; Engelmann & Hesse, 2011).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디지털 스토리텔링에서의 상호작용은 창작자

와 청자 간의 구분을 허무는 수준까지 나아간다(Lambert, 2010). 창작

자는 스토리 생성 과정 중 중간 생성물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 때 얻

은 청자들의 새롭고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본래의 스토리에 반영하여

또 다른 스토리로 변형시킬 수 있다. 즉, 디지털 스토리텔링에서는 스

토리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참여자가 되어 아이디어를 나

누는 것(Heo, 2006)을 강조함에 따라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활

동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며, 나아가 활동의 결과물인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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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스토리를 창조하

는 과정이 학습자 간 의견을 주고받는 창의적인 상호작용임을 주지하

고 결과물보다 제작 과정 속 중 아이디어의 반영, 아이디어의 전환,

아이디어의 재생산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이지연, 2013).

둘째,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길러준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세대들에게 서로 토론

하고 협동하며 스토리를 기획 및 구성하고, 다양한 디지털 테크놀로

지를 사용하여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디지털 스

토리텔링 활동 과정에서 수행하는 디지털 자료의 편집 작업(Lambert,

2013)은 학습자들에게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연습하게 된다. 따

라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며, 자연스레 디지털 리터러시를

신장시킬 수 있다(Ohler, 2013).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또한 스토리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공감능력,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

등의 고차원적인 역량들을 증진시킨다(Lee, 2011; Nam & Ka, 2014;

Ohler, 2013).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일종의 창작 행위이다. 학습자들은

방대한 디지털 자료와 자신이 가진 사전 경험과 지식을 비판적인 사

고를 통해 취사선택하여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디지털 테크

놀로지는 다양한 표현방식을 가능하게 해주므로 학습자들은 각자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해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언제나 협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들

간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공감에 대한 역량이 신장된다.

이로써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디지털 세대에게

중시되는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력, 협동의 4C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것이다(조미헌, 2017).

셋째,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통한 정보 전달은 보다 개인화되고, 일

상화된 정보의 제공을 통해 학습자의 일상 경험과 교과 지식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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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Jonassen & Hernandez-Serrano, 2002). 전

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스토리로 만드는 과정은 지식을 맥락화 함으로

써 궁극적으로 실제적인 지식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디지

털 스토리텔링에서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은 지식에 실제적 맥락을 부

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짜임새 있는 스토리를 생성

하기 위해 지식이 실제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전

경험과 새로 습득한 지식을 관련지으며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다. 실

제로, 실제적 맥락성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가지는 주요한 교육적

의의 중 하나로 꼽히며(Schon, 1993),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자칫 실제

삶에 곧바로 적용되기 힘든 교실 현장에서 습득한 단편적인 지식에

맥락성을 부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Jonassen,

2002). 요컨대, 디지털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단편

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실제적이고 유의미하게 전환시킬 수 있다(김재

중, 성백, 2005).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학업 흥미와 몰입, 동기 등 결과적인 학업성취

또한 상승시켜 준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교육 효과와 관련된 기존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아래 <표 Ⅱ-1>과 같다. 이처럼 디

지털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효과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검증된 사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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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효과(김정아, 김종훈, 2011)

연구 수업 단계

Paull(2002) 성인교육에 적용한 결과 자존감, 사회적 친밀감이 향상됨

Freidus &

Hlubinka(2002)
학습자의 능력 향상 및 협동을 촉진함

Banaszewski(2002

)
학습자들의 동기화, 창의성, 자기표현 등이 증진됨

Whitaker(2003) 학습자들의 역사적 사고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민덕기(2002)
초등 영어 수업에서 서사구조를 도입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

와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음을 시사함

이승희(2003) 비선형적 구조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발달에 도움을 줌

송은정(2006)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반의 e-learing 콘텐츠를 개발하여 성

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지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효과성을

검증함

이의정(2008)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제안함

김숙자(2009)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영어수업 결과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영어 이해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음

김광열, 송정범,

이태욱(2009)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수업 모형을 제시하

고 학습자 동기와 학업 성취도의 효과를 검증함

김성종, 김현진

(2012)

다중지능이론 기반 디지털 스토리텔링 학습환경을 설계하

고, 학습자들의 학업 동기의 효과를 검증함

양미경(2013)
스토리를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여 새로운 내용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고 몰입과 집중, 참여를 촉진시킴

류민완, 박만곤

(2017)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적, 맥락적, 통합적 접근은 인성교육

에 큰 효과를 보임

다. 디지털 스토리텔링 수업 절차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가 널리 인정되면서, 최근 디

지털 스토리텔링 기법을 교수학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각 단계를

수업 활동으로 적용한 후 모형화하여 새로운 수업 모형의 형태로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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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아래 <표 Ⅱ-2>는 여러 학자들이 교육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

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반 교수학습 모형의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디지

털 스토리텔링 활동은 스토리를 계획하고, 계획한 스토리를 토대로 디지

털 기기를 활용하여 디지털스토리를 제작하며, 제작한 디지털스토리를

학급과 웹에서 공유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연구자에 따라 스토리를 구상

하고 대본과 스토리보드를 생성하는 단계를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거나

(Jakes, 2005) 또는 합하여 스토리 계획단계로 제시하는 등(Ohler, 2007)

디지털 스토리텔링 수업 모형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박세희, 고연주,

이현주, 2017), 디지털 스토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동료 학습자들과 피

드백을 주고받으며 협력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은 모

든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김정아, 김종훈, 2011). 이 중, 특히

Ohler(2007)는 아래 <표 Ⅱ-3>과 같이 각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해야 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교 현장 적용에 적합하도록 수업 모형을

구성하였다.

<표 Ⅱ-2> 디지털 스토리텔링 수업 모형

연구 수업 단계
Hong(2014) 전 활동→ 준비 활동→ 본 활동→ 후속 활동

Jakes(2005)
스토리 작성→ 스크립트→ 스토리보드→멀티미디어 제작 디지털

스토리 생성→ 공유

Nam &

Ka(2014)

수업 준비 활동→ 학습자 전체 워크숍→ 학습 활동→ 학습 과정

평가→ 활동결과 공유 및 계획→ 수업 분석 및 평가

Ohler(2007) 스토리 계획→ 사전 제작→ 제작→ 사후 제작→ 시연 및 배포

이의정(2008)
소개하기→스토리 구성→미디어 자료 준비→디지털 도구 사용법

익히기→ 제작 및 편집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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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Ohler(2007)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제작 단계

Media Production Process

스토리 계획
Ideas, Story Storming, Story Map, Peer Pitching, Scripting,

Writing, Story Boarding, Telling/Re-Telling

사전 제작
Make Media List, Gather Raw Media Components, Begin Editing

Raw Media Components & Creating New Ones

제작

Finish Creating, Editing Media Components(voice-over, music,

pictures, video, scans, etc.), Assemble Media into Final Productive

Review

사후 제작
Mix aBUDS Transition, Titles, ABUDS Credits & Citation, Final

Review, Final Editing, Export Final Product into Readable Format

시연 및 배포
Showing in Class Community, Web Posting, Local TV, Local

Festival DVD, Notifying Others

2. 스크립트

가. 스크립트의 개념

스크립트는 반복된 경험을 통해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순차적

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한 지식 구조 및 정신적 표상으로 정의

될 수 있다(Shank & Abelson, 1977). 즉, 스크립트는 친숙하고 일상화된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지식구조로써 사

람들에게 일상적인 사건이나 활동이 비슷한 순서와 내용으로 전개될 것

이라고 기대하게 만든다.

Shank와 Abelson(1977)에 따르면, 스크립트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목적 성취를 위한 일련의 순서화된 하위 활동들과 그 하위 활동의 수행

에 요구되는 도구들로 구성되며, 스크립트 내의 하위 활동들은 시간적,

공간적, 인과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서 식사

를 하는 스크립트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음식을 먹는 행위가 목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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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리에 앉기, 메뉴 확인하기, 주문하기, 음식

먹기, 계산하기 등의 세부 활동들이 위계적인 순서를 가지면서 인과적으

로 구조화되는 것이다. 또한, 메뉴판, 수저, 현금카드 등이 도구가 된다.

스크립트는 컴퓨터 공학 및 인지 심리 영역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

나, 교육 분야에서 스크립트의 개념은 학습자의 행동과 생각을 안내하는

개인 생각의 구조(Shank & Abelson, 1977)라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스

크립트는 주로 협력활동의 맥락에서 주로 활용되는데, 이 때 스크립트는

주로 형식 또는 비형식 교육 환경에서 협력 과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활용되는 구조화된 안내라고 정의된다(Fischer, Kollar, Mandl, & Haake,

2007).

스크립트는 특히 컴퓨터 기반 학습 환경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면서 학

습의 과정과 결과를 증진시켜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로 인식된다

(Kollar, Fisher, & Hassee, 2003). 이때의 스크립트는 그것의 사용 방법,

기술, 접근법 등이 의사소통 방식이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는가, 사용 기

한이 어떠한가와 같은 조건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활용된다(Schellens

et al., 2007). 스크립트 제시 형태로는 글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컴

퓨터기반 기술 환경에 통합되어 학습을 증진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구

현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학습의 과정에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역할을 선택하여 바꾸기도 하고, 해야 하는 발화의 유형이 무엇인지 미

리 정해진 메뉴 중에서 선택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등의 보다 구

조적인 학습 활동을 하게 된다(김민정, 2013).

스크립트는 최근 컴퓨터기반협력학습(CSCL)의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스크립트는 본래 면대면 수업 상황에서도 활용되

던 전략이다. 면대면 수업 환경에서 스크립트는 보다 활용하기 쉬운 교

수전략의 방법으로 사용된다. 그 중, Palincsar와 Brown(1984)의 상보적

교수법(reciprocal teaching)은 스크립트의 개념이 면대면 수업에서의 교

수 전략으로써 적용된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이다. 상보적 교수법은 한

쌍의 학습자들이 교대로 교사의 역할을 맡으면서 스크립트로 주어지는

교사의 구체적인 활동(지문에 대한 질문 만들기, 요약하기, 지문 증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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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부분 명료화하기, 다음 내용이 무엇일지 예측하기)을 수행하는 활동

으로, 서로 역할 교환을 통해 읽기 능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두 학습자가 서로 ‘회상자(recaller)'와 ’청취자‘가 되어 서

로 지식을 정교화하고 역할을 바꾸어가며 지속적인 읽기 활동을 해나가

는 MURDER 스크립트(Dansereau, 1988) 등 여러 전략이 존재하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스크립트에 의해 주어지는 외적 스캐폴딩을 학

습이 진행되어감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줄여나간다(fading)는 점이다(김민

정, 2013).

이처럼 스크립트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데, 모두 공통적으로 학습자들에게 활동에 대한 구조적인 안내를 제시함

으로써 학습자들의 인지부하를 낮추고 협력학습에 활용될 경우 학습자들

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진

다.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스크립트는 세부적인 학습 활동의 순서와 학

습자들의 역할을 구체화함으로써 학습자가 사회적 및 인지적 활동에 참

여할 수 있도록 고무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써 스크립트는 구조적이고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인지부하를 줄이고, 대신 성공

적인 활동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러한 스크립트의 활용은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보이면서 그 효과성을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검증되고 있다(시지현, 2014; Kollar, Fischer, &

Slotta, 2005; Weinberger & Fischer, 2006).

나. 스크립트의 유형과 설계

스크립트는 어느 정도까지 스크립트 하는지와 관련되는 스크립트의 수

준에 따라 거시적 스크립트(macro-script)와 미시적 스크립트

(micro-script)로 구분된다. 먼저, 거시적 스크립트는 거시적 관점에서 스

크립트는 활동의 조직과 관련된 이슈들을 주로 다룬다. 예를 들어, 누가

누구와 상호작용을 하며,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며, 학습자들에게는 어떠

한 역할이 주어지는지 등이다(김민정, 2013). 거시적 스크립트는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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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하고 개인 학습자, 혹은 학습자들 간의 조정활동에 필요한 노력을

줄여줌으로써 인지 부하를 낮추고, 이로 인해 학습 활동 참여와 과제 관

련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수

현, 2011). 즉, 학습의 과정과 절차에서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활동을 구

체화 시켜, 전체 학습 활동의 구조를 인식시킴으로써 메타인지를 지원하

는 것이다(Wever et al., 2015).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과제의 목표 및

하위목표, 과제 전략, 자료 수집 및 통합 전략, 과제 내용, 학습자의 수행

요소 및 역할 등을 지원(Dillenbourg, Tchounikine, 2007)하는 요소가 거

시적 스크립트에 포함된다.

반면 미시적 스크립트는 특정 학습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각 활동에서

학습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역할을 밝히거나, 학습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세세하게 다룬다(김민정,

2013). 또한 과제 내용에 대한 인지적 프로세스를 촉진을 지원하는 요소

를 포함하면서(Dillenbourg, Tchounikine, 2007), 과제 내용의 핵심 이슈

나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어 인지적 노력을 집중하도록 함(김수현,

2011)으로써 불필요한 인지부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거시적, 미시적

스크립트의 차이는 아래 <표 Ⅱ-4>와 같이 정리된다.

이처럼 거시적 스크립트와 미시적 스크립트는 각각의 목적과 이에 따

른 구성 요소가 상이하게 가지므로 학습에 미치는 유용성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먼저 학습 절차를 구조적으로 제시하

는 거시적 스크립트는 학습자의 메타인지를 지원함으로써 학습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sovaltzi, Judele, Puhl, &

Weinberger, 2015). 이와 함께 Bouyias와 Demetriadis(2012)의 연구에서

는 특히 협력학습 상황에서 미시적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개별학습자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을 때, 상호작용의 빈도와 수준이

향상되고, 무임승차하는 학습자들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

나 미시적 스크립트는 학습자의 역할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

서, 학습자들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학습동기와 학습에 대한 만족감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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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킨다는 단점(Raes, Schellens, Wever, & Benoit, 2016)을 가지며, 대

상 학습자나 과제 내용 등 학습 과제 및 활동의 성격에 변화가 생길 경

우 기개발된 미시적 스크립트를 그대로 활용하기에 어렵고, 그때마다 수

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거시적 스크립트를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그 효과성이 다소

미미할 수 있다. 즉, 거시적 스크립트와 미시적 스크립트는 각각 장단점

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활용하거나 각각의

제한점을 보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예를 들어, Wever, Hamlainen, Voet, & Gielen(2015)은 미시적 스크

립트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거시적 스크립트를 제시하

고, 학습자들의 토론 내용에 대해 교수자가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자신의 토론 내용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미시적 스

크립트를 대신하여 성찰을 촉진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을 활

용한 것이다. 그 결과 협력학습의 결과가 향상되었고, 상호작용의 빈도와

함께 학습 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

과는 거시적 스크립트와 미시적 스크립트는 각자 다른 효과와 한계를 보

이므로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활용

하는 것이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

한다.

한편, 스크립트를 설계할 때에는 스크립트의 수준만이 아니라 학습자

의 내재적 스크립트도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의 내재적 스크립트는 외현

적 스크립트를 다루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Dillenburg &

Jermann, 2007). 여기서 외현적 스크립트란 학습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는 교육적 시나리오를 가리키며, 내재적 스크립트란 외현적 스

크립트에 대해 학습자들이 구성하는 정신적 표상을 의미한다(Kollar,

Fischer, & Hesse, 2006; King, 2007). 외현적 스크립트는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는 교육적 인공물인 반면, 내재적 스크립트는 교육 이전부터 가지

고 있었고, 교육이 끝난 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학습자 개인의 인지적 구

조다. 두 차원의 스크립트는 상호교섭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내재적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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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트인 학습자의 선수지식 수준을 고려하여 외현적 스크립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Carmien et al., 2007).

이처럼 스크립트는 학습 과제와 목적에 따라, 그리고 스크립트의 수준

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

지만,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원리가 존재한다(Weinberger, 2008).

첫 번째는 활동을 구체화 시켜주는 것이다. 활동을 구체화하면 학습자

들의 지식 구축이 훨씬 수월해진다. 예를 들어, 협력학습 상황에서 ‘질문

하기’ 등과 같은 스크립트를 주면 질문(김민정, 2009)을 통하여 협력적

지식 구축을 촉진하면 협력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학습자들로

하여금 협력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활동을 수행하도

록 유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원리는 활동의 순서(sequence)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는 각각의 세부 활동들이 수행되어지는 시간과 순서를 구체

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가리킨다. 세 번째 원리는 역할의 배분이다. 역할

을 배분하여 할당할 때 모든 학습자의 활동 참여를 보장할 수 있고, 또

각 역할 별로 요구되는 수행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역할

을 균등하게 역할을 돌아가면서 맡길 경우 학습자로 하여금 특정 역할만

이 아닌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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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거시적 스크립트와 미시적 스크립트

유형 역할 장점 단점

거시적

스크립트

구체적으로 과제의 목

표 및 하위목표, 자료

수집 및 통합 전략을

포함한 전반적인 과제

전략, 과제 내용, 학습

자의 수행 요소 및 역

할등을제시하여원활

한활동수행을지원함

( D i l l e n b o u r g ,

Tchounikine, 2007)

학습 과정의 전체적인

절차와단계별활동에

대한정보제공으로단

계생략및특정단계의

반복수행오류를보완

함(Kollar et al., 2014)

거시적 스크립트의 지

원을 통해 메타인지를

활성화하는 것만으로

는 학습에서의 효과가

충분하게나타나지 않

음(이은철, 김민정,

2012)

미시적

스크립트

전체적인 학습 과정보

다는각각의학습활동

에 초점을 맞추어 각

활동에서 학습자가 무

엇을해야하는지에대

한세부적인역할을밝

히거나, 학습 활동을

지원할수있는구체적

인방안등을세세하게

다룸(김민정, 2013)

학습자가 학습에서 수

행할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

시함으로써 절차적 지

식을 제공하여, 학습

자의실수와오류를최

소화함(Bouyias &

Demetriadis, 2012)

학습자의 행동을 규정

하여 지시함으로 인

해, 메타인지의 활성

화가 제한되고, 학습

만족도가 감소하여 장

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Tsovaltzi et al.,

2015)

3. 인공지능 기반 챗봇

가. 인공지능과 챗봇

사람과 같은 지능 수준을 의미하는 인공지능의 개념은 1956년 다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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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대학의 McCarthy 교수가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인공지능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Russell과 Norvig(2003)의 정

의를 빌리자면 아래 <표 Ⅱ-5>의 4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다.

<표 Ⅱ-5> 인공지능의 영역(Russell & Norvig, 2003)

영역 영역

인공지능

1. 인간처럼 생각하는 시스템

2.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3.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

4.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

인공지능은 철학적으로 인간성이나 지성을 갖춘 존재, 혹은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 즉 인공적인 지능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범용 컴퓨

터에 적용한다고 가정한다. 즉, 컴퓨터가 입력된 정보를 단순하게 인간이

프로그램 한 대로 결과를 도출하지 않고 스스로 입력된 데이터를 토대로

지적인 정보를 도출해 나가는 것을 인공지능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지칭

하며, 또한 컴퓨터가 인간처럼 스스로 지적인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동한, 2018).

인공지능의 핵심기술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분류되며, 응용기술은 자연어 처리 기술이 있다. 과거에는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명령에 따라 컴퓨터가 0 혹은 1로 판단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면 최근에는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컴퓨터에

게 스스로 학습을 하도록 하여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방법으로 패러다임

이 바뀌었다. 즉, 컴퓨터가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실수를 바탕으

로 스스로 학습하여 가장 적합한 결과를 인간의 명령어 없이 찾아가게

하는 프로그래밍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는데, 이를 머신러닝으로 지칭

한다(이동한, 2018). 이처럼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답을 도출하는 법을 인

간이 프로그램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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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학습모델을 만드는 것(빅데이터, 2017)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기

반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에 따라 원하는 답을 도출해 낸다(이동한, 2018). 이는 기본적인 컴

퓨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보다 좀 더 사람의 두뇌에 가까운 기능이다(김

의중, 2016). 이를테면, 사람의 두뇌는 ‘강아지’를 볼 때 털, 귀, 코, 다리,

꼬리 등 다양한 특징들을 보고 ‘강아지’라는 답을 생각한다. 이처럼 컴퓨

터 프로그램에 ‘강아지’의 특징들을 학습시키고,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서

처음 보는 이미지를 ‘강아지’라고 판단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머신

러닝이다(추성엽, 민덕기, 2019).

머신러닝은 주어진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

를 가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딥러닝이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부분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토대로 상관관계와 특성을 분

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머신러닝의 한계를 넘어 데이터를 학습하여 답

을 찾아내는 능동적인 시스템을 장착한 머신러닝을 완성하는 기술이다

(김강학, 2017). 머신러닝이 컴퓨터에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

를 기반으로 원하는 답을 도출한다면, 심층학습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통해 능동적으로 답을 찾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이동한, 2018). 대표적인 예시로, 스마트폰 음성 인식 기술에서

기존에는 인간의 말을 문장 단위로 인식했지만, 딥러닝을 적용함으로써

핵심 단어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고, 앞뒤 맥락까지 고려하여 문장으로

재조합하여 인식하는 방식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하여 인간이 사용하는 대화를 데이터로 축적하

고 이에 알맞은 적절한 대답을 하는 것을 넘어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추

구하기 위한 자연어 처리 기술이 도입되었다(이동한, 2018). 자연어 처리

기술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응용된 기술로, 기존의 인공지능이 핵심

어를 중심으로 언어를 이해하였다면 자연어 처리 기술은 주변의 맥락을

통해서 언어를 이해하는 기술이다(서희철, 2017). 컴퓨터는 0과 1의 이진

법을 기반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연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

를 알아들을 수 없기에,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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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하는 것이다(전창의, 2016). 즉,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언

어의 구조를 추출하고 분석하고 재조합하고 표현하게 하는 제반 기술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형태소 분석, 품사 태깅, 개체명 분석, 화행 분석, 의

도 분석 등을 통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며(홍금원 외, 2008),

최근에는 단어 위주의 분석에서 주변 맥락을 통해서 문장의 구조를 분석

하는 구문 분석과 다의어 등의 해석까지 가능하게 되었다(김강학, 2017).

이러한 기술로 인공지능이 인간 사용자 언어를 훨씬 쉽게 이해하고 오

류의 수를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인간 사용자와 대화형 에이전트 혹은

인공지능 로봇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

었다(이동한, 2018). 그 중 일상생활에서 가장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챗봇이다.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로봇의 인공

지능을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접목한 기술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대화형 시스템을 지칭한다(이동한, 2018). 챗봇은 방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 처리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의 질문에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내며, 대화에서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만들

어 놓고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간다(유한

나 외, 2018).

인공지능의 핵심기술인 머신러닝, 딥러닝은 응용기술인 자연어 처리

기술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영역을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발전하게 만들었다. 과거에는 컴퓨터의 이용은 사

용자가 명령을 입력하거나 마우스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메뉴를 선택하

여 원하는 정보를 얻었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

용하여 인간 사용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활용하여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

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이동한, 2018). 이러한 대화형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는 대화형 에이전트를 통하여 컴퓨터와 상호작용

한다. 대화형 에이전트는 인간과 대화형 인터페이스 사이에서 상호작용

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수행하는 목적을 가진

다(홍금원 외, 2008). 대화형 에이전트는 상호작용의 방식에 따라 음성인

식 인터페이스와 메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는데, 이 중 메신저 인터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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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형태를 한 대화형 에이전트 시스템을 챗봇이라고 지칭한다. 최초의

챗봇은 1966년에 개발되었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기술이나, 최근 인공지

능 기술의 발전으로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기술이 챗봇에 적용되어 사용

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의도를 파악하여 적합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복잡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인공지능 챗봇에 대

해 정의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단순 검색이나 조건부 명령 실행과 달리 사용자의 습관

과 행동 패턴을 학습함으로써 텍스트 형식의 대화를 통해 사용자의 언어

를 이해하고 마치 개인비서처럼 지시를 수행하는 앱 서비스로 정의한다

(이혜민, 2014).

챗봇은 인간 사용자와 문자 대화(chatting)를 통해 질문에 알맞은 답이

나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능한다. 이처럼 인

공지능의 핵심기술인 머신러닝과 딥러닝, 자연어처리 기술을 장착한 챗

봇은 데이터가 충분하면 인간처럼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오해

하기 쉽다. 그렇지만 인간의 대화의 경우의 수는 무한대이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순서대로 인지해야 하고 언어적, 비언어적 대화로 의사소

통을 한다. 아울러 인간의 격식 없는 대화는 비논리적일 수 있고 대화의

턴도 생략되고, 문맥, 감성적 표현, 대화자와 과거에 함께 공유한 추억이

나 시간 등의 경험적인 사례로 서로를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

서 챗봇이 비록 바둑이나 체스 등의 게임에서 인간을 이길 수 있지만 인

간과의 대화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챗봇의

한계점은 크게 대화의 연속성, 과거 기억, 지나친 자연어 처리 의존 등에

서 발견된다. 제한된 기술력 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주제를 제한해야 하며 제한된 주제를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하도

록 하는 것이 좋다. 무한대의 경우의 수를 가진 자유 대화보다는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내용으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유도하여, 쉽

게 말해 즉, 제한된 주제로 대화를 조정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리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내용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주제 선정에 대한 선택지를 준다든지,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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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필요하다(이동한, 2018). 이러한 맥락에서 목적형으로 챗봇을 설

계할 경우 대화의 범위가 축소되므로 챗봇의 한계성을 상당 부분 극복하

고,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장점은 취할 수 있어, 사용 목

적이 뚜렷한 특정 서비스 제공용이나 교육용 챗봇에는 목적형 챗봇이 유

리하게 활용되고 있다.

나. 챗봇의 유형

챗봇은 딱히 정해진 형식이 없이 개발 방식과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의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진다. 이에 따라 챗봇은 기능과 형태 등, 그 유형

또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지만, 크게 목적, 명령 방식, 기능, 그리고 플

랫폼에 따른 유형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챗봇은 비목적형 챗봇과 목적형 챗봇으로 구분된다. 비목적형

챗봇은 목적이 제한되지 않고 주제의 제한이 없는 대화형 챗봇을 지칭하

며(이동한, 2018), 목적형 챗봇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된 챗봇을

의미한다. 목적형 챗봇은 특정한 맥락을 가지며, 대화 주제가 해당 맥락

에 한정되기 때문에 대화 성공률이 크게 높일 수 있는 반면, 특수한 맥

락에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맥락에서의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비목적형 챗봇은 대화 주제를 한정 짓지 않기 때문에 범용

성이 있으나. 사용자의 응답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사용자의 말을 인식하

는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챗봇은 명령 방식에 따라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거나 혹은 음성

을 기반으로 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챗봇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있

어 텍스트나 음성 등에 반응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데이터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때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음성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과 출력의 과정을 거쳐 커뮤니

케이션하는 방법 중 가장 오래된 인터페이스인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기반으로 하거나 NUI(Natural User Interface)의 특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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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 목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텍스트로 명령을 입력하고 작업

을 수행하는 쉬운 매커니즘은 단순하고 짧은 피드백을 요하는 경우 아주

유용하게 활용된다(Kang, 2018). 과거 CLI에서처럼 다양한 명령어를 기

억할 필요 없이 챗봇이 제공하는 순서에 맞춰 다지 선다형의 제안을 고

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음성 정보로 상호작용이 이어지는 경우는 좀

더 복잡한 수준의 자연어 처리 기반 기술이 필요하다(Na, 2016). 최근에

는 두 가지 상호작용 방식을 혼합하여 모두 다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

로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

세 번째로 챗봇은 특정 기능을 가진 규칙 집합을 기반으로 한 유형과

인공지능으로 사용자에 반응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 기능만

제공하는 챗봇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며 특정한 명령에만 응답할

수 있다. 또 사용자가 챗봇이 원하는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경우 챗봇은

사용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텍

스트 기반의 규칙적인 대화가 진행된다.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챗봇은

사용자의 요구에 다양하게 반응하여 챗봇이 가지고 있는 규칙 이외에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응대하는 것이 가능

하다(Lee, 2015).

마지막으로, 챗봇은 활용 플랫폼에 따라 다른 유형을 가진다. 독립형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거나 기존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플랫폼

을 이용하기도 하며 일대일 또는 일대다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것이

다. 기반 플랫폼의 유형에 무관하게, 챗봇은 공통적으로 대화형 인터페이

스를 갖추며 사용자의 입력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대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자연스럽고 준비된 멘트를 제공해 준다(이영주, 2019).

다. 챗봇의 사례와 활용 현황

최초의 챗봇은 1966년 Weizenbaum(1966)에 의해 개발된 ‘ELIZA’로,

이는 텍스트 기반의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구현된 챗봇이다(신동광,

2019). ELIZA는 초보적인 수준의 자연어 처리가 내장된 정신과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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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하여 대화자의 말을 고쳐 말하는 과업을 수행하였다(이동한, 2018).

그러나 ELIZA는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고 대화 표현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응답을 검색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때문

에 응답 가능한 지식의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었다(신동광, 2019).

‘ELIZA’ 개발연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과업을 수행하는 인공지

능 챗봇이 개발되고 있고, 매년 챗봇 대회를 개최하여 인간과 가장 유사

한 챗봇 프로그램에게 뢰브너 상(Loebner Prize)을 시상하고 있다. 뢰브

너 상을 수차례 수상한 챗봇 중 하나인 ‘ALICE’는 학습자가 외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하기 위해 외국어 교육에 활용된 바

있다(Fryer & Carpenter, 2006).

이 외에도 인공지능 챗봇과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Golosio, Cangelosi, Gamotina & Masala, 2015; Gordon et al., 2016;

Jordan, 2014). Golosio 외(2015)에 의해 연구된 챗봇 ‘Annabell’은 어떠한

언어적 선행지식도 없는 상태인 빈 서판 상태에서 사람과의 언어적 상호

작용을 통한 학습으로 사람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

로 발전하였다. Gordon 외(2016)은 개별화 교육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을 하는 챗봇이 어린이집 아동들의 외국어 교육에 가져오는 효과를 연구

하였고, Jordan(2014)은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사에서 개발한 감정인식형

로봇인 ‘Pepper’를 소개하며 대화나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인식하고 적

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전문 연구 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에서도 챗봇의 개발

과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메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게 대화

할 수 있다는 챗봇의 특성에 말미암아, 아래 <표 Ⅱ-6>과 같이 모바일

메신저 업체의 이용자 수가 많은 국내외 대표 기업들을 중심으로 챗봇

활용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관찰된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과 모바일 메

신저 사용자가 급증하여 스마트폰 사용자는 대부분 메신저 앱을 사용하

고 있어 메신저 앱을 사용하여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새로운 앱

설치 없이 누구나 익숙한 환경에서 챗봇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메신저 업체들은 챗봇 시장을 선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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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각자의 메신저 플랫폼 API를 공개함은 물론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

된 메신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최초의 챗봇에서부터 오늘 날 최신 테크놀로지를 접목하여 개발된 챗

봇 서비스에 이르기까지의 대표적인 챗봇의 사례와 특징은 아래 <표 Ⅱ

-7>과 같이 개괄할 수 있다.

<표 Ⅱ-6> 챗봇의 주요 업체와 플랫폼(유한나 외, 2018)

업체 플랫폼 주요 내용

페이스

북

페이스북

메신저

메신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 맞춤 실시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업사와 계약체결

텐센트 위챗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전환을 통해 메시지 기반의 서비스

제공

킥 봇샵 의류 업체 등이 참여한 ‘봇샵(BotShop)’을 통해 서비스 제공

구글 알로
구글 어시스턴트의 인공지능 챗봇 기술 적용된 메신저 플랫

폼 오픈

네이버 라인 챗봇 도입 및 챗봇 기반의 ‘스마트폰 콜센터’ 구축 예정

카카오

톡

카카오톡

메신저

플러스 친구를 통해 기업과 사용자를 메신저로 이어주는

O2O 중심의 비즈니스 챗봇 제공

인터파

크
톡집사 고객 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상품을 추천하는 챗봇 제공

슬랙
슬랙

메신저

구글 드라이브 등 외부 앱과의 통합성과 API 중심의 확장성

을 기반으로 생태계 확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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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주요 챗봇 사례(신동광, 2019 재수정)

명칭 개발주체(연도) 주요 특징

Eliza
Weizenbaum

(1966)

- 최초의 챗봇으로, 텍스트 기반의 입력 자료를 바탕

으로 구현되었으나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

하였으며 대화 표현의 패턴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응답을 검색하여 답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함

Parry Colby(1975)

- 인간과의 대화를 통해 인간과 기계 발화가 얼마나

유사한 지를 측정하는 튜링 테스트(Turing Test)를

처음으로 통과함

- 여전히 규칙에 기반한(rule-based) 프로그램으로

Eliza와 유사한 구조를 가졌으나 어느 정도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특히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관념모델을 갖춤

Siri Apple(2011)

- 인공지능 개인 비서(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 IPA)의 형태로, 위치, 시간, 이동, 터치,

제스처, 시선 등의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 영화, 달력, 이메일, 개인 프로파

일 등에 접속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IPA의 데이터베이스가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

지 못할 때는 기본적으로 웹검색을 통해 사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

XiaoIce
Microsoft

(2014)

과업수행형 챗봇이나 IPA와는 달리 소셜 챗봇

(social chatbot)의 형태로, 인간과 유사한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주제를 스스로 먼저 제시하는

등의 대화시도 기능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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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챗봇의 교육적 활용

챗봇은 쇼핑, 비행기 예약, 숙소예약, 레스토랑 예약 및 주문, 택시 호

출 등의 대화형 커머스 분야에서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헬스케어,

날씨정보, 금융상담, 일정관리, 길찾기 등의 개인비서 서비스 역할을 하

고 있다. 아울러 법률상담, 세금납부, 부동산정보, 구인구직 등의 공공 서

비스 분야와 광고, 미디어, 방송안내, 데이팅, 공연 등의 엔터테인먼트 서

비스와 정보검색, 파일 공유 등의 기업용 메신저 분야 등에서 새로운 부

가 가치를 창출하며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이처럼 챗봇의 활용은 이미 우리의 일상 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으

며,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챗봇이 교육적 목적으

로 활용될 때 다른 학습 지원 도구와 차별적으로 가지는 장점은 아래

<표 Ⅱ-8>과 같다.

<표 Ⅱ-8> 챗봇의 교육적 가치

분류 상세 내용

교수 실재감

새로운 학습 매체 환경에서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존재를 느끼고

싶어 하며,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됨(Burford

& Gross, 2000)

사용편리성

(접근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무선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간편하게 접근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즉각적 지원

테크놀로지 매개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들이 궁금증이나 힌트를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수학습 시스템이 요구됨(정상목,

한병래, 송기상, 2005)

학습 기록의

데이터화

따로 학습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도 학습자들 스스로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으며, 학습분석을 위한 데이터

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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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챗봇은 사실 실제 사람이 아닌 컴퓨터와 대화를 하는 것이지만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학습자의 언어를 분석함으로써 실제감을 부여

하여 마치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따라서 챗봇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피드백과 학습 지원을 제공

한다면 학습자들에게 마치 교수자가 언제나 늘 옆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원격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교수 실재

감을 높일 수 있다. Burford과 Gross(2000)에 따르면, 새로운 학습 매체

환경에서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존재를 느끼고 싶어 하며, 이는 학습효과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되므로 챗봇의 이러한 특성은 학습자들

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결정적인 특성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챗봇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챗봇은

컴퓨터나 노트북, 태블릿 PC를 비롯하여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즉,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무선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곳이라

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간편하게 접근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학교 밖과 삶을 연결하는 심리스 러닝(seamless learning)과도 관련

되어, 교육 현장을 확장하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삶으로까지 끌어오기

에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셋째, 챗봇은 즉각적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테크놀로지 매개 학습 환

경에서는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나 궁금증을 실시간

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교수학습 시스템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러한 학습

환경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채로 진행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함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며, 상호작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동료학습자나 교수자의 즉각적인 학습지원이 제공

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김태균, 1999;

Galusha, 1997; Land & Hannafin, 2000). 이러한 한계점은 챗봇의 상호

작용 기능을 학습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하여 활용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

다. 학습자가 학습 과정 중 어떤 지원이 필요하게 되면 챗봇에게 질문하

고, 챗봇은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다. 챗봇

에서의 상호작용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즉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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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챗봇을 통해 학습자와 교수자가 상호작용한 내용은 데이

터화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는 추후 학습 분석을 위한 소중한 기록으로

남게 된다.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는 학습 분석을 통하여 맞춤형

교수학습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교육적 가치가 높다. 따라서 이

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챗봇은 자동으로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교수자는 일부러 학습자 각자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없

어 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따로 학습 과정에 대한 데이터

를 제공하지 않아도 학습자들 스스로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챗봇은 최근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

로 실제 개발 및 활용되고 있다. 보조적인 도구로 챗봇을 활용하는 경우

에 챗봇은 학습자들이 학습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

구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들은 챗봇을 통해 이

러닝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겪는 문제 상황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FAQ의 형식으로 제공하던 도움말을 챗봇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때의 챗봇은 학습 자체에 관여한다기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학습을

지원하는 용도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보다 한층 더 나아가 챗봇이 학습 자체를 촉진함으로써 조금 더 적

극적인 용도로 학습에 활용되는 방안으로는 주로 언어학습 상황에서 찾

아볼 수 있다. 챗봇의 가장 큰 특징은 컴퓨터와 인간이 언어로 직접 상

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챗봇과 대화를 하며 대상언어를 실제로 사용해 볼 기회를 제공하

고 또 올바른 언어사용을 보여주는 식으로 언어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이

다. 실제로 교육 분야에서 챗봇을 활용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언어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eneff(2006)는 번역 기능을 활용하여 다언어를 사용한 대

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챗봇을 만들어 언어영역의 교수학습에 적용하였으

며, 박지원, 박재형, 김건동(2019)은 영어 동화를 활용하여 초등학습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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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챗봇 형태의 영어학습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

동한(2018)은 영어 학습용 챗봇을 개발할 때 챗봇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원리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은 시스템이 정한 주제에 따라 질문하고 학습자와 문맥에 맞춰 대

화하고 문법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춘 챗봇과의 대화

시스템을 이용한 영어 교육용 대화시스템인 지니튜터(Genie Tutor)를 개

발했다(최승권 외, 2017).

이러한 흐름에 따라 챗봇의 교육적 활용성을 주장하고 그 효과성을 입

증하는 연구도 많이 실시되고 있다. Kerfoot 외(2006)는 의과대학 학습자

들을 대상으로 챗봇을 활용했을 때 학습 효율성이 3배 증가하였다는 연

구 결과를 보였으며, Graesser 외(2005)는 챗봇이 학습자의 몰입도와 깊

이 있는 학습을 도왔다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또한 Kerly 외(2007)는 챗

봇 에이전트가 학습자들의 토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

을 실험하여, 챗봇이 학습자들이 학습 흥미와 이해력을 높이는데 효과를

보임을 입증하였다.

또 다른 연구 유형으로는 교육적 목적에 맞는 챗봇의 설계원리와 방안

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민정(2018)은 챗봇의 사용 목적과 사

용자 유형에 따라 선호되는 챗봇의 성격에 관해서 연구하면서, 학습자

유형에 따라 챗봇의 컨셉 설정을 어떻게 차별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

한 함의를 주었으며, 김나영(2017)은 제 2 외국어 학습에 있어 챗봇의 정

보 제시 유형에 따라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과 학습자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하는 연구를 실시하여, 제 2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는

텍스트 기반 챗봇보다 음성 기반 챗봇이 더 적절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챗봇이 교육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실

제 교수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

나 다른 첨단 테크놀로지에 비하여 챗봇과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화

형 인터페이스의 교수학습 지원 도구에 대한 실제적인 활용과 연구는 아

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기술적 실현 가

능성을 꼽을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육용 챗봇을 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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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일지라도 실제 사용 가능한 실제 챗봇의 형태로 제시하는 사례는 드

물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프로토타입의 형태로 산출물을 제작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챗봇을 실제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테

크놀로지 능력이 요구되는데, 교육 분야의 연구자만의 힘으로 수행하기

에는 불가능하므로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생기

는 것이다. 이러한 챗봇의 한계성은 챗봇을 활용한 교육용 프로그램의

개발 지연에 영향을 미치며, 교수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한 챗봇의 개발이

아직까지는 다소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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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개발연구방법

본 연구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의 설계원리 및 구성요소를 도출하

고 실제 챗봇을 개발한 후 교육적 효과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Richey와 Klein(2014)

이 제시한 설계·개발 연구방법론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설계·개발 연구방법은 교수적 혹은 비교수적 산출물이나 도구의 설계,

개발, 사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수설계 분야

의 설계, 개발과 관련된 경험적 지식을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

구방법으로, 아래 <표 Ⅲ-1>과 같이 특정 산출물이나 도구의 개발 혹은

사용 과정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는 산출물 및 도

구 연구와, 산출물 및 도구의 개발과 관련된 모형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는 모형 연구의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Richey & Klein, 2014). 본 연구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인 챗봇을 개발하고 사용성 평가를 통해 개발된 챗봇의 교육적 효과

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중 첫 번째 유형(Type Ⅰ)인 ‘도

구 개발 연구 유형’을 적용하였다.

<표 Ⅲ-1> 개발연구 유형(Richey et al., 2004)

유형1 유형2

주안점
특정 제품 혹은 프로그램의 설계,

개발, 평가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설계, 개발, 평가 절차, 도구, 혹은

모델에 대한 연구

결과물

특정한 제품을 개발하고 그 사용

을 돕는원리들을 분석하면서 얻게

된 지식

새로운 설계, 개발, 평가 절차, 혹은

모델과 그 사용을 돕는 원리들

맥락 특정적인 결론 →→→ 일반화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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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챗봇의 내적 타당화 및 기술적 검토를 위해 교

육학 분야와 컴퓨터 공학 전문가가, 그리고 현장 적용성 진단 및 챗봇을

개발하기 위한 요구조사와 사용성 평가에 교수자와 학습자가 참여하였

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현장 적용성을 진단하고

연구의 맥락을 설정하기 위한 과제분석 및 요구조사에는 전문가 4명이

참여하였다. 해당 전문가는 현재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수 활동을 현재

하고 있거나 과거 경험이 있는 교수자들로, 본격적인 연구 진행에 앞서

이들에게 자문함으로써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육 맥락에서 디지털 스

토리텔링 활동과 챗봇이 얼마나 적절하고 효과적일지에 대하여 진단함으

로써 어느 단계에 있는 학습자를 대상 연구 참여자로 설정하고, 어떤 연

구 맥락을 선정할 것인지를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챗봇의 프로토타입

에 대하여 내적 타당화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 검토에는 총 3명의 전문

가가, 기술적 검토에는 1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이들은 Grant와

Davis(1997)가 제시한 전문가 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교육공학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관련 분야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섭외하여 검토를 의뢰하였다. 전체적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프로필은 아래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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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연구 참여 전문가 프로필

참여 영역 구분 직업 경력 최종학력 전공분야

전문가

검토

전문가A 연구교수 10년 박사 교육공학

전문가B 대학원생 8년 박사 수료 교육공학

전문가C
시간강사/초등

교사
32년 박사 초등교육

전문가D 엔지니어 4년 석사 컴퓨터공학

요구조사

전문가E 시간강사 25년 석사 경영학

전문가F 대학교수 23년 박사 치의학

전문가G 초등교사 28년 석사 초등교육

전문가H 중등교사 4년 석사 영어교육

다음으로, 챗봇을 개발하기 위한 요구조사와 두 차례의 사용성 평가에

는 경영학 전공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학습자 학습자 5인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본 연구의 과제인 챗봇을 활용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수행

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검색 및 자료조사 등의 용도로 테크놀로지를 학습에 자기주도적으로 활

용한 경험이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인터넷 웹사이트나 메신

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챗봇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었으나, 교육적 목적으로 챗봇을 활용하여 학습 과제를 수행한

경험은 없었다. 챗봇을 개발하기 위한 예상 질문 데이터 수집 및 1차, 최

종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학습자의 프로필은 아래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연구 참여 학습자 프로필

구분 성별 전공

학습자A 여 경영학

학습자B 여 경영학(학사), 통계학(석사)

학습자C 남 컴퓨터공학(학사), 경영학(석사)

학습자D 남 경영학, 세무학(복수전공)

학습자E 남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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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을 개발하고 학습자 대상 최

종 사용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개발된 챗봇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Richey와 Klein(2005)이

제시한 개발연구방법 중 첫 번째 유형(Type Ⅰ)을 적용하였다. 전체적인

연구 절차는 아래 [그림 Ⅲ-1]과 같다.

먼저, 연구의 첫 단계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을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는 문헌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문헌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기본으로 삼을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

모형을 도출하였으며, 챗봇의 유형과 기존 연구 및 활용 사례를 탐색하

여 본 연구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인

지, 그 기능과 구성요소를 구상하였다.

다음으로, 과제분석 및 요구조사 단계에서는 K-12와 대학교육의 교수

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챗봇 활용의 필요성과 기대되는 효

과를 알아보았다. 이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을 본격적으로 개발함에

앞서 적절한 연구 맥락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대상을 어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또 어떠한 활동 과제를 제공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초중등 교수자 2인과

대학교육의 교수자 2인이 해당 단계에 참여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자 하는 챗봇의 학습 대상을 설정하였다.

이후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 설계원리를 도

출하였다. 챗봇 설계원리는 교육학 분야의 전문가 2명, 디지털 스토리텔

링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현장교사 1명, 컴퓨터 공학의

전문가 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타당화를 실시하여 내적 타당성을 확인하

였으며, 설계원리를 챗봇 개발에 어떻게 반영하여 구현할지에 대하여 챗

봇 개발 지침을 도출한 후, 이에 기반하여 챗봇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

였다. 제작한 프로토타입 형태의 챗봇은 위의 전문가 4인에게 내용적, 기

술적 검토를, 그리고 학습자 5인에게 1차 사용성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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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와 사용성 평가는 모두 약 1시간 동안의 개별 심층 면담으로 실시되

었는데,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인 전문가와 학습자에게 연구 목적과 디지

털 스토리텔링의 개념에 대하여 사전 설명한 뒤,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활동 단계에 따라 챗봇의 주요 기능을 직접 시연해보도록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전문가 검토 및 1차 사용성 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토타입의 보완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최종 산출물의 개발

에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한 챗봇에 대하여 학습자 대상 최종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최종 사용성 평가는 학습자들에게 4가지의 디지털 스토리텔

링 주제를 제시하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챗봇

을 활용하여 직접 디지털 스토리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는 순으로 이루

어졌다. 해당 활동은 모두 개별 활동으로, 각자 약 2시간의 시간이 주어

졌다. 연구자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활동에 임하되, 씽크 어라우드

(think aloud) 기법을 사용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 중 느낌이나 생

각을 구두로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는 학습자가 디지털 스토리텔

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전반을 관찰하고, 활동 중 학습자의 발화를 녹

음하였다. 활동 완료 후에는 약 30분간 개별 심층 면담과 5점 척도의 설

문을 실시하여 챗봇을 활용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 수행 시 느낀 점

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았다. 자료 수집 후 양적 자료는 기술

통계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질적 자료는 Creswell(2012)이 제안한 질적

분석 절차를 참고하여 개방 코딩(open coding)을 한 후 범주화 과정을

거쳐 장점 및 개선점에 대한 주제(theme)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

다. 최종적으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의 교육적

효과와 한계 및 보완점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의의 및 추후 연구로의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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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연구 활동

문헌 검토 및

요구조사

�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특성 및 수업 모형, 테크놀로지를 활용

한 교수학습과 인공지능 테크놀로지 및 챗봇에 대한 문헌

검토

� 기존 챗봇 사례 분석

�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에 대한 교수자 대상 요구조사를

통한 연구 맥락(대상 학습자) 설정
↓

설계

�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학습

자 대상 예상 질문 데이터 수집

�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 설계원리 도출 및 전문가 타당화

�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의 프로토타입 제작

�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학습자 대상 1차 사용성 평가

� 전문가 검토 및 1차 사용성 평가 결과 분석과 프로토타입의

수정 및 보완

↓

개발 �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 최종 개발
↓

최종

산출물의

평가

� 학습자 대상 최종 사용성 평가 실시

� 관찰, 설문, 개별심층면담을실시하여 개발된 챗봇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그림 Ⅲ-1] 연구절차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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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도구

가. 내적 타당화 도구

개발된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 설계원리의 내적 타당화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가 검토를 위한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설계원리에 대한 타당

도를 검사하는 문항은 나일주, 정현미(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전문가들은 각 문항마다

4점 척도(4점: 매우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으며, 개

방형 질문을 통하여 추가적인 의견을 자유로이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내적 타당화를 위한 세부 문항은 아래 <표 Ⅲ-4>와 같다.

영역 세부 문항

타당성
본 챗봇 설계원리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을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챗봇 설계원리로 타당하다.

설명력
본 챗봇 설계원리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을 개발할 때 참고해야

할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유용성
본 챗봇 설계원리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을 개발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편성
본 챗봇 설계원리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을 개발할 때 보편적으

로 활용될 수 있다.

이해도
본 챗봇 설계원리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을 개발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표 Ⅲ-4> 챗봇 설계원리의 내적 타당화를 위한 질문

나. 챗봇 개발 도구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을 개발하기 위하여 구글

(Google)에서 개발한 챗봇 개발 플랫폼인 다이얼로그플로우(Dialog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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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였다. 다이얼로그플로우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자연어 처리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을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챗봇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고급 자연어 이해와 머신러닝을 이용한 효율적 작동을 보

장하며, 몇 가지 예제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작할 수 있어 빠른 구축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머신러닝 기반의 음성 인식을 제공하고 한번 구축

하면 모든 곳에 배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박혜진, 김민구,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플랫폼이 챗봇 개발 도구로써 효과적으로 활

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다이얼로그플로우 플랫폼을 통한 리퀘스트(request) 흐름도는 아래 [그

림 Ⅲ-2]와 같다. 입력값이 주어지면 다이얼로그플로우 플랫폼은 내부의

API를 통해 인텐트(intent)를 구별하고 이에 필요한 엔티티(entity)를 인

식하여 취할 액션(action)들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다이얼로그플로우가

인텐트와 엔티티를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제 문장을 다이얼

로그플로우에 등록함으로써 문장의 패턴을 충분히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

하다(박혜진, 김민구,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챗봇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이얼로그플로우를 이용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다양한 형태로 입력하여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문구들을 자연어 작성으로 훈련시킴으로써

챗봇이 학습자의 입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챗봇을 개발하였다.

[그림 Ⅲ-2] 다이얼로그플로우 매커니즘(박혜진, 김민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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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자 반응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대상 최종 사용성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학습자들의 의견을 자유로이 들어봄과 동시에, 최종 산출물에 대한 보다

상세한 평가를 위하여 Morville(2005)의 허니콤 모델(Honey Comb Model)에 기반하여

최종 사용성 평가 설문지를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허니콤 모델은 제작된

산출물에 대하여 사용성 평가를 실시할 때 널리 쓰이는 평가 모델 중 하나로, 총체적인

관점에서 사용자 경험이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허니콤 모델에서는 사용자의 경험을 7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접근함으로써 단순히

사용성으로만 여겨지던 사용자 경험이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하고 단순한 구조로

만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김동환, 배성환, 이지현, 2011).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맥락에

맞추어, 아래 [그림 Ⅲ-3]과 같이 기존 허니콤 모델에 있는 가치성(valuable)과 접근성

(accessible)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 적합한 5가지 평가 요소인 유용성(useful), 사용성

(usable), 매력성(desirable), 검색성(findable), 신뢰성(credible)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5가지 요소들은 학습자의 과업 수행과 목표 달성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품질 속성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챗봇의 학습자 대상 사용성 평가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선정되었다(노주환, 2011).

[그림 Ⅲ-3] 허니콤 모델(Morville, 2005)의 재구성

한편, 교수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산출물의 경우 일반 사용성 평가와는

달리 교육목적에 맞는 교수설계, 학습 내용, 매체의 특징과 같은 교육적

개념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Nokelainen(200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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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기술적 사용성과 교육적 환경 안에서 학습

행동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 기능의 특징을 교육적 사용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는 학습자와 교수자가 설정한 학습 상황이나 학습 목표에

따라 교육적 사용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적 맥락에서의 사용성

평가는 학습 활동 전반에 걸쳐 느껴지는 총체적인 경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적 사용성 영역의 하위영역으로 아래 <표 Ⅲ-5>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 하위영역은 학습자 통제, 학습자 활동, 협력, 응용

성, 사전 지식의 평가, 유연성, 피드백, 동기, 목표 지향, 부가 가치의 10

가지 요소이다.

구성요소 내용

학습자 통제 학습자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함

학습자 활동 평가, 선수학습과 같이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

협동학습
학습구성원이 함께 정보 수집, 토론과 같은 협력학습을 할 수

있는 도구 제공
응용성 새로운 개념이나 기술, 지식습득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

부가가치
이미지나 비디오 등을 이용하여 일반학습보다 많은 부가 가치의

제공 기대

동기
학습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높은 동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유연성
학습자의 차이를 고려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과제, 사전평가

등 선택적 학습방법을 제공해야 함
피드백 학습자와 매체 사이의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상호작용

사전평가
개인별 학습, 지식의 차이 등 학습자의 사전지식을 고려하여

독려할 수 있도록 설계

목표지향 학습자의 목표와 목적이 명확해야 함

<표 Ⅲ-5> Nokelainen(2006)의 교육적 사용구성요소(최은영,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허니콤 모델(Morville, 2005)의 틀을 따름과 동시

에, 평가 문항의 내용을 구성할 때 Nokelainen(2006)가 제시한 교육적

사용성 평가의 요소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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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평가 문항은 아래 <표 Ⅲ-6>과 같으며, 설문지는 해당 평가 문항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영역 평가 문항

유용성

1. BUDS의 안내 기능이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2. BUDS의 상호작용 기능이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3. BUDS의 점검 기능이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4. 학습 목표와방향 및과제의특성을 명확하게제시하여학습에효과적

이었다.

5. 메인 챗봇이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효과적으로 구조화하여 안내

해주었다.

6. 적응적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7. BUDS가 제공하는 추천 정보가 학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

8. 학습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주었다.

9. 실제적 지식을 구성하는데 효과적이었다.

10. 활동 과정을 체크할 수 있어서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11.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즉각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한다.

사용성

9. 사용법이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조작 시 불편함이 없었다.

10.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었다.

11. 텍스트 및 레이아웃이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고 적절하였다.

20. 챗봇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이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매력성
12. BUDS를 활용함으로써 차별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었다.

13. BUDS를 활용함으로써 학습 동기와 즐거움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표 Ⅲ-6> 최종 사용성 평가 세부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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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수집 및 분석

가. 챗봇 프로토타입 개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설계원리를 바탕으로 챗봇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챗봇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에 앞서, 기존 챗봇의

사례와 문헌 검토를 통하여 챗봇 설계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하였다.

먼저, 챗봇을 어떠한 구조로 구현하는가에 있어, 문헌 검토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크립트의 원리를 적용시키도록 하였다. 스크

립트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학습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스캐폴딩 도구 중 하나로, 아래 <표 Ⅲ-7>과 같은 원리를 따른다.

이러한 스크립트 설계원리는 비구조화되고 다소 복잡한 디지털 스토리텔

링 활동을 학습자에게 안내하기에 효과적이기에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

의 토대가 되는 이론으로써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14. BUDS를 사용한 후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느꼈다.

15. 앞으로도 BUDS를 계속 활용하고 싶다.

16. 챗봇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마치 실제 교수자가 옆에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검색성

17. BUDS가 제시하는 정보만으로도 성공적인 학습 수행이 가능하다고

느꼈다.

18. BUDS가 제시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거나 적지 않고 적절하다.

19. 서브 챗봇과의 자유 대화를통해 원하는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24. 원하는 학습 단계나 정보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

신뢰성

21. BUDS가 제공하는 정보와 학습 지원이 믿을만한 출처에서 제공된다.

22. BUDS가 제공하는 정보 중 오류가 없었으며 높은 질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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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세 내용

활동의 구체화
각 단계 별로 학습자들이 어떠한 수행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수행을 유도함으로써 협력적 지식 구축을 지원함

시퀀스의 제공

특정 활동이 언제 행해져야 하는지 알려줌으로써 비구조화된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구조적인 틀을 제공하며 가이드

함

활동의 배분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수행 요소를 빠뜨리지 않게 함

<표 Ⅲ-7> 스크립트 설계원리(Weinberger, 2008)

챗봇이 다루는 학습 내용과 관련해서는 Ohler(2007)가 제시하는 디지

털 스토리텔링 활동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직접 디지털 스토리를 제작

해보는 파일럿 테스트를 거친 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

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챗봇은 결과적으로 아래

<표 Ⅲ-8>의 활동 단계를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

였다.

그 다음, 챗봇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예상 질문을 수집하

였다. 이는 학습자 5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은 디

지털 스토리텔링의 절차 및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세부 활동요소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과 빈 용지를 지급하여 학습자 각자에게 실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실시한다고 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이 되는

지, 그리고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떠오르는 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184개의 질문이 수집되었으며, 서로 중복되

는 것을 제외하여 총 162개의 질문 정보를 챗봇 개발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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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 단계 및 세부 활동요소(Ohler, 2007

수정)

활동 단계 세부 활동요소

스토리 계획

- 아이디어 도출 및 스토리 구상(브레인스토밍, 스토리맵, 스토리

보드, 대본 작성 등)

- 실제적 스토리 생성을 위한 관련 자료 수집

사전 제작

- 활용 도구 선정 및 스토리텔링 유형에 맞는 미디어 선택

- 이미지, 영상 파일 등 디지털 스토리 저장에 필요한 미디어

자료 준비

스토리 제작
- 활용 도구 관리 및 사용 방법 익히기

- 디지털 스토리 제작

사후 제작
- 음향효과, 자막 등 기타 편집 작업

- 최종 검토 및 수정

공유 - 완성된 디지털 스토리의 공유 및 의견 교환

이와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아래 [그림 Ⅲ-4]와 같이 챗봇의 프로토타

입을 개발하였다. 프로토타입은 챗봇의 주요 기능(안내, 질의응답, 점검)

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이 해당 기능을 실제 조작해볼 수 있도록 제작하

였다. 개발된 챗봇의 프로토타입은 [부록 3]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4] 챗봇의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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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가 검토 및 사용성 평가

1)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검토

문헌 검토를 통해 도출된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 설계원리의 내적 타

당화를 위하여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검토

는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소개 부분과 타당도 검토

부분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의 소개 부분은 연구

의 배경 및 목적 등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비롯하여 챗봇 설계원

리 및 상세지침의 도출과정, 그리고 문헌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챗봇 설

계원리와 상세지침으로 구성되었다. 타당도 검토 부분은 전반적인 챗봇

설계원리에 대한 4점 척도의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의

견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전문가들의 양적인 의견과 함께 질

적인 의견을 동시에 수집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검토는 연구자와의 일대

일 면담이나 이메일을 통하여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는 양적,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하

여 분석하였다. 양적 평가 결과는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Index, 이

하 CVI)와 평가자간 내용 일치도 지수(Inter-Rater Agreement, 이하

IRA)를 검사하여 응답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CVI

는 각 문항별 긍정적 평가를 내린 전문가의 수를 전체 전문가의 수로 나

누어 계산함으로써 전문가들간 긍정적 평가점수가 일치하는 정도를 알아

보는 지표이며, IRA는 평정자들이 모두 긍정적인 점수를 표기한 문항을

전체 문항으로 나누어 계산함으로써 평정자간 평점 점수의 신뢰도를 알

려주는 지표이다. 타당화를 검증함에 있어, CVI와 IRA 값이 0.8 이상일

때 타당성을 갖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문항의 모든 영역에

서 두 값이 0.8 이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문가 검토 결과는 [부

록 1, 2]에 첨부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전문가의 질적

인 검토의견을 확인한 후 수정 및 보완할 사항을 확인하여 챗봇 설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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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반영하였다.

2)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사용성 평가

프로토타입 개발 후에는 이에 대한 전문가와 학습자의 의견을 수집하

여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검토와 학습자 대상 1차 사용성 평가

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전문가 4인과 학습자 5인이 참여하였다. 전문

가 검토와 사용성 평가는 개별 심층 면담의 방법으로, 모두 동일한 절차

를 따라 실시되었다. 먼저,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맥락인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목적과 특성에 대하여 개괄한 후 개발한 챗봇 프로

토타입의 구조와 주요 기능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직접 시연해보도록 하였

다. 연구 참여자는 약 1시간 동안 챗봇을 시연해보는 기회를 가진 뒤 약

30분의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하여 챗봇 프로토타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

다.

전문가와 학습자 대상 개별 심층 인터뷰를 위해 활용된 반 구조화된

면담지는 면담 대상자의 성격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먼저, 전문가 대상

면담지는 챗봇의 전반적인 사용 후 느낌에 대한 공통 질문과 함께, 교육

학 분야 전문가에게는 챗봇의 설계원리의 구현 정도에 대한 질문을, 그

리고 컴퓨터 공학 분야 전문가에게는 챗봇의 기술적 설계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학습자 대상 면담지에는 챗봇 프로토타입의 주요 기능인 안

내, 질의응답, 점검의 장점 및 개선점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으며, 주요

기능 외에 챗봇의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동시에

질문하면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최종 산출물을 개발하기 위한 정보를 수

집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면담지는 [부록 4,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 검토 및 학습자 대상 사용성 평가의 인터뷰 자료는 내용을 모

두 전사한 후, 질적 분석방법(Richey & Klein, 2007)에 따라,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 방법을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주요 주제

(theme)와 분류(category)에 따라 코딩 작업을 시행하였다. 먼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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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에 중요한 단어나 구절을 찾아 분절화(segmentation)하였다. 그

후에, 분절화 된 내용들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확인된 내용

에 따라 코딩을 하여 전체적인 윤곽을 잡았다(오은영, 2017).

이와 같은 과정으로 도출된 전문가 검토와 학습자 대상 사용성 평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의 수정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먼저, 개

발에 한계가 있는 사항부터 제거하였다. 개발 시간과 자원이 프로젝트의

범위를 넘는 것들과, 현재의 테크놀로지 수준에서 구현하기 힘든 부분이

제거되었다. 다음으로, 수정사항들에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의사 결정

을 하였다. 그 결과에 대하여 반영 및 수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였으며,

이를 최종 산출물 개발에 반영하였다.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학습자 대상 사용성 평가 결과는 [부록 6]에 수록하였다.

3) 최종 사용성 평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챗봇의 최종 사용성 평가에는 학습자 5인이 참여

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챗봇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

하여 양적, 질적 자료가 동시에 수집되었다. 구체적으로, 챗봇에 대한 학

습자들의 반응을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관찰 및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습자들로 하여금 2시간을 부여하

고 개별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챗봇을 활용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실제로 수행해보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학습자는

경영학 전공기초 과목을 모두 이수한 전공자로, 경영학 이론에 대한 기

초 지식을 함양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학습자들로 구성되었다. 이에, 연구

자는 대상 학습자들이 자신의 사전 경험이나 이미 가지고 있는 이론적

지식을 활용하여 디지털 스토리를 생성할 수 있을 만한 관련 주제를 제

시하였다. 대상 학습자의 전공과 수준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를 섭외하

긴 하였지만, 학습자 개인마다 사전 지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일 주제

가 아닌 4가지의 주제를 제시하여 고를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학

습자의 활동 과정을 관찰하며 학습자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챗봇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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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행동 및 특이점을 활동 단계별로 현장 노트에 기록하였으며, 씽

크 어라우드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활동 중 드는 느낌이나 생각

을 소리 내어 말로 표현하도록 하고, 이를 녹음하여 음성자료를 수집하

였다.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이 끝난 이후에는 약 30분간 개별 심층 면담과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에 대한 학

습자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한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개

별 심층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하여 최종 개발된 챗봇에 대한

인지된 효과성과 관련된 학습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보다 심도 깊게 알아

보았다. 이때, 면담 내용은 학습자들의 동의를 구한 뒤 녹취하였으며, 추

후 이를 전사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와 면담지는 [부록 7,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집된 자료 중 질적 자료인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 중 수집한 자료

와 심층 면담 자료는 그 내용을 모두 전사하여 텍스트 자료로 전환한

뒤, Creswell(2012)의 질적연구 분석방식에 따라 핵심어를 중심으로 개방

코딩을 한 뒤 이에 대한 주제(theme)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양적 자료인 설문조사를 통한 선택형 문항에 대한 학습자 응답은 구성

영역별 신뢰도를 확인한 후 영역별로 학습자들이 응답한 점수 값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설문 결과를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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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챗봇의 설계원리 및 개발지침

가. 설계원리

본 연구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을 개발하여 유의미하고 실제적 지

식의 습득이라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효과를 촉진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이에 따라, 선행문헌의 검토와 교수자 및 학습자 대상 요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챗봇 개발의 설계원리를 아래 <표 Ⅳ-1>과 같이

총 5가지의 설계원리와 14개의 세부지침으로 도출하였다.

첫 번째 설계원리는 구조화된 안내이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높은 수

준으로 비구조화된 과제적 특성을 가진다. 학습자는 자신의 사전지식과

경험을 바탕을 유의미하게 재구성하여 실제적 스토리를 생성해내야 하

며, 구상한 스토리를 디지털 테크놀로지 도구를 활용하여 외현화하는 활

동까지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특성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높은 인

지적 부담을 야기하고, 과도한 인지적 부담은 학습 동기를 감소시키거나

효과적인 인지 과정을 방해한다. 인지부하 이론에 의하면 학습상황에서

학습자에게 가해지는 인지부하는 내재적, 외재적, 그리고 본유적 인지부

하로 나누어지는데(Sweller, Merrienboer, & Paas, 1998), 그중 내재적

인지부하는 과제 자체의 복잡성, 외재적 인지부하는 학습 환경, 그리고

본유적 인지부하는 스키마 구성 및 자동화 등 학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지 활동으로 초래되는 인지부하를 의미한다. 학습자가 학습 상황

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세 가지 인지부하가 학습자의 작동기억 용량의 범

위를 넘어설 경우 성공적인 학습이 일어나는데 실패하게 되는데, 디지털

스토리텔링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내재적, 외재적 인지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에서의 문제 상황에

대하여, 학습자에게 구조화된 스캐폴딩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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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발생을 감소시켜 유의미한 인지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활동 단계와, 각 단계에서 어떠한 세부 활동

을 해야 하는지를 순차적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하여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칫 생소할 수 있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과제의 특성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후 전체적인 활동 절차를 배열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

은 인지 구조 내에 학습 활동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틀을 형성하여 디지

털 스토리텔링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두 번째 설계원리는 학습자 개개인의 요구에 맞춘 적응적 지원을 제공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학습자가 능동적인 스토리의

생성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활동에서 디

지털 스토리는 단순한 교수자료로써의 대상물이 아닌 학습자의 지식, 가

치, 동기를 반영하는 종합적인 산물이 된다(Kim & Hannafin, 2008;

Lave & Wenger, 1991; Schank, 1999). 지식의 산물로써의 개인의 이야

기는 이를 만드는 학습자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분화된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볼 때 학습자 중심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에게는

다양한 역량이 요구된다. 실제적 스토리를 생성하기 위하여 그 재료가

되는 사전 지식과 경험, 그리고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 등이 이에 해당한

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저마다 다른 능력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각자 활동 중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달라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위한 학습 환경은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지닌 학습자들의

개인차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 개인차를 적극 활용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략을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Kolodner &

Guzdial, 2000).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챗봇의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

기능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자

가 겪고 있는, 혹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학습자의

응답에 따라 그와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챗봇을

설계할 당시 선행연구의 검토와 요구조사 등을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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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찰과 데이터 구축을 실시하여

적응적 지원의 폭을 넓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세 번째 설계원리는 자기주도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

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 욕구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 및 실행하여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

는 과정이다(Knowles, 1975).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학습자로 하여금 단

순히 산출물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스토리의 계획과 제작, 수

정의 전 과정에 깊게 관여(involved)하여 직접 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하

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을 요구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박홍균(2001)의 웹 기반 학습에서의 자기주도 학습정도와

학업 성취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학습운영시스템이 자기 주도적 기능

들을 제공하더라도 학습 매체나 도구의 콘텐츠 내에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들이 없다면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을 신장

시킬 수가 없다(백수희, 2005).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자들의 디지털 스토

리텔링에 대한 자기주도적이고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챗

봇에 자기주도 학습을 촉진하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은 학습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경험과 새로

운 지식을 통합하여 스스로 디지털 스토리를 구상할 수 있도록 그 과정

을 촉진 및 지원하고, 자기평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스스로의 성취를 점

검하는 기회를 제공해줌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설계원리는 실제적 지식의 획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학습자들이 사전에 가지고 있던 이론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해당 지식이나 경험이 실제적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함으로써, 그 결과 학습자들이 실제적 지식

을 획득하는 것을 활동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삼는다. 이러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목적은 정해진 지식을 일방적으로 습득하는 방식을 벗어나

실제 맥락 안에서 자신과 타인의 지식과 경험을 연결시켜, 실용적이면서

실천적인 지식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최근 학교 교육에서의 요구와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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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다(강창동, 2003). 따라서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을 개발할 때에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기술적으로 뛰어난 디지털 스토리를 만드는 것보다

디지털 스토리에 내포되어있는 의미에 집중하도록 하고, 디지털 스토리

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학습자들이 실제적 지식의 형성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설계원리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높은 교수 실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 실재감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학습

환경에서 학습 성취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교수 실재감을 높게 인식한 학습자일수록 학습 참여와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Garrison & Cleveland-Innes, 2005), 이것이 학습

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고 있다(Hijzen,

Boekaerts, & Veooer, 2007; Wu & Hiltz, 2004). 대개 테크놀로지를 매

개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의 경우에는 학습자가 교수자와 물리적으

로 분리되어 있고, 동시에 즉각적인 지원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교수 실

재감이 낮게 나타나고, 이는 학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챗봇

은 에이전트가 학습자와 직접 대화하며 동시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다

는 차별적인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챗봇을 활용한다면 교수자가 항시

옆에 실제 존재하지 않더라도 학습자들로 하여금 교수 실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예를 들어 챗봇 에이전트에 이름을 붙여

인격화한다던지, 학습자와 대화하는 챗봇 에이전트의 말투를 실제 인간

과 대화하는 것처럼 구어체를 사용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교수 실재감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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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의 설계원리

설계원리 및 상세 지침

1. 구조화된 안내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활동 단계와 세부 활동요소를 구조화하여 제시하여, 학습자

들이 챗봇의 안내를 따라 활동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1.1.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활동 목표가 무엇인지 제시하여

학습자가 활동 전 과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1.2. 특정 활동이 언제 행해져야 하는지, 전체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의 단계와

절차를 명시적으로 배열함으로써 비구조화 된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틀을 제공한다(예: 스토리 보드, 스크립트).

2. 적응적 지원

챗봇 에이전트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자가 활동 중 겪는 서로 다른

어려움에 맞춤형으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2.1. 디지털 스토리텔링 과정 중 예상되는 문제 상황에 대한 시범(demonstration)을

보여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방지한다.

2.2.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수준에 맞춘 적응적 지원을 제공한다(예: 학습자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디지털 활용 도구를 추천한다).

2.3. 학습자의 과제 수행 정도나 이해 수준에 따라 적응적인 응답을 제공한다(예:

“혹시 아직 이해하지 못하셨나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나요?”).

3. 자기주도 학습 지원

학습자가 스스로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에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1.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효과와 목적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필요성

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2. 학습자가 활동 과제와 목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한다.

3.3. 학습 과정 중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현재 학습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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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도출한 5개의 설계원리를 토대로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을 최

종 산출물의 형태로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문헌 검토 및 요구조

사에서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원리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지 구

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크립트와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의

원리 및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의 구조를 설계하였으

며,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과 적응적 학습, 그리고 실제적 지식의 획득

을 지원하기 위하여 챗봇의 주요 학습 지원 기능을 크게 안내, 질의응답,

점검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챗봇 개발에 중심이 되는 주요 기능과 설

계요소를 고려하여 아래 <표 Ⅳ-2>와 같이 시스템 내부설계, 화면설정,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예: 체크리스트).

4. 실제적 지식 획득 지원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이론적 지식이나 사전 경험을 유의미하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가지고 있던 지식을 실제적 지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1. 디지털 스토리를 구상함에 있어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도록 촉진하여

실제적 학습이 되도록 한다(예: 스토리 계획 시 신문 기사나 주변 사례 등을

분석하여 제재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4.2. 기술적 측면보다 창조적 아이디어와 의미의 재구성을 강조한다.

4.3. 학습자가 사전 지식과 경험을 반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5. 교수 실재감 촉진

챗봇 에이전트를 통한 학습 지원이 학습자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교수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줄 수 있어야 한다.

5.1. 학습자가 필요할 때면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2. 챗봇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의 자유도를 높여 마치 실제 교수자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예: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자유 대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5.3. 문장인식 오류를 최소화 한다.

나. 개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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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질의응답), 안내, 점검과 같이 총 5개의 영역을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설계원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하여 구상하였다.

<표 Ⅳ-2> 챗봇의 개발지침

항목
번

호
적용 사항

반영된

설계원리

시스템

내부설계

1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 과정을 가이드하는 역할의 메인

에이전트와, 학습자의 추가적인 도움 요청에 적응적 피드

백을 제공하는 역할의 서브 에이전트로 구성함

설계원리

1, 2

2

메인 에이전트는 카테고리형 챗봇으로, 학습자에게 전

달하고자 하는 정보 및 내용을 카테고리화 하여 데이터에

저장함

설계원리

1

3

서브 에이전트는 자유 대화형 챗봇으로, 학습자의 질문을

미리 예측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데이터 저장소에 구축

함

설계원리

2, 5

4

서브 에이전트를 통해 학습자가 질문하면, 챗봇은 자연어

처리를 통한 질문 내용 분석 후 미리 구축해놓은 데이터

저장소에서 이에 상응하는 답변을 탐색하여 제시함

설계원리

2, 5

화면

구성

5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 과정에 대한 가이드를 진행함과

동시에 화면 전환 없이 서브 챗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브 챗봇 에이전트와의 대화창을 메인 챗봇 에이전트와

분리하여 따로 구성하며, 웹 페이지 우측 하단에 상시

고정시킴

설계원리

2, 5

6
학습 목표와 방향, 과제의 특성, 챗봇과의 대화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과 자료를 화면에 제시함

설계원리

1, 3

7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제시함

설계원리

2

8 학습자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챗봇 에이전트를캐릭 설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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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챗봇의 구조와 기능

가. 챗봇의 구조

1) 인터페이스

본 연구에서는 개발연구 유형1의 방법론을 따라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

터화하여 제시함 5

상호작

용 설계

(질의

응답)

9

카테고리형의 메인 챗봇은 에이전트가 학습자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학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학습자의 과제

수행을 이끌 수 있도록 함

설계원리

1, 3

10

자유 대화형의 서브 챗봇은 학습자가 필요에 의해 먼저

에이전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에이전트가 이에 상응하

는 지원을 적응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짐

설계원리

2, 3

11

챗봇 에이전트가 학습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경우,

챗봇 에이전트는 학습자가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재질문

하도록 유도하여 대화 성공률을 높이도록 함

설계원리

5

안내

12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단계를 순차적이고 구체적으로 제

시하여 구조화함

설계원리

1

13

전반적인 절차적 설명과 함께 각단계마다 학습자의성공

적인 과제 수행을 도와줄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도구나

방안을 함께 제시함

설계원리

2, 3

14

디지털 스토리텔링 과정 중 학습자들의 사전 지식이나

경험을 자극시키며 스토리 생성에 실제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함

설계원리

4

점검

15
학습자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이전 단계의 필수

수행 요소를 모두 완수했는지 점검함

설계원리

3

16
과제 수행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단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함

설계원리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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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을 설계 및 개발한 후, 반복적인 전문가 검토와 학습자 사용성 평가를

통해 최종 산출물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은 BUDS라는 이름으로

명명한다. BUDS는 ‘Build up your own Digistal story’의 줄임말로, 부

르기 쉽도록 주요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BUDS는 하나의 인

터넷 웹사이트에 두 개의 인공지능 기반 챗봇이 삽입된 형태를 가진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학습 정보와 지원

은 두 종류의 챗봇 에이전트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

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학습자들은 [그림 Ⅳ-1]과 같은 홈화면을 가

장 먼저 보게 된다.

[그림 Ⅳ-1] BUDS의 홈화면

홈화면에는 챗봇의 이름과 소개가 간략하게 적혀있다. 아래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메인 챗봇과의 대화창으로 화면이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대한 학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화면으로 들어가

게 된다. 전체적인 웹 사이트의 구성은 아래의 [그림 Ⅳ-2]와 같다.

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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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BUDS의 화면 구성

[그림 Ⅳ-2]에서 볼 수 있듯이, 화면 전반에는 메인 챗봇과의 대화 내

용이 표시된다(⓵). 메인 챗봇은 카테고리형 상호작용 방식으로 학습자

와 대화하며 학습자에게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활동 절차에 따라 구조적

안내와 여러 학습 지원을 제공한다. 화면 하단에는 학습자가 챗봇 에이

전트와 대화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 위치해 있다(⓶). 좌측의 메뉴바

(⓷)는 학습자가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전체적인 활동 단계를 알 수 있도

록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활동 단계와 각 단계에 속하는 세부 활동을 구

조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학습자가 학습 중에는 현재 학습

하고 있는 활동 단계가 메뉴바에 표시되어 학습자로 하여금 현재 자신의

학습 과정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은 메뉴

바를 통하여 챗봇과 대화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원하는 활동 단계로 이

동할 수 있다. 좌측 하단에 위치한 원형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의 형태

로 서브 챗봇이 나타난다(⓸). 서브 챗봇은 자유대화가 가능한 챗봇으로,

메인 챗봇의 학습 지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팝업창은 언제든 끄고

켤 수 있으며, 창을 끄더라도 이전 대화 내용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학

습자가 나중에도 과거의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추

가적인 사항으로, 처음 BUDS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BUDS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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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알아보기’ 버튼으로 BUDS의 이용 가이드를 만들어 놓았다

(⓹).

2) 메인 챗봇과 서브 챗봇

BUDS의 두 가지 챗봇은 상호작용 방식과 목적에서 구별된다. 먼저,

메인 화면 상에 위치하는 메인 챗봇은 카테고리형 챗봇으로, [그림 Ⅳ

-3]과 같이 학습자에게 카테고리식으로 응답의 유형을 제시하고, 학습자

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된다. 이러한 방

식의 상호작용은 학습자로 하여금 올바른 학습 절차에서 이탈하지 않게

끔 해줌으로써 메인 챗봇의 주요 목적인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활동 수행

전반을 안내하고 성공적인 성취로 이끄는 데 효과적이다.

그 다음으로 존재하는 서브 챗봇은 자유대화형 챗봇으로, 카테고리형

챗봇과는 달리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하여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카테고

리형의 메인 챗봇은 상호작용에 있어 학습자의 자유도가 비교적 낮게 나

타나면서, 보다 용이하게 교수설계자가 의도한대로 학습자의 수행을 진

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과도하게 의도된(guided) 형태

의 학습 지원만이 이루어지며, 학습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우려가 존재한다. 서브 챗봇은 바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

이다. 아래 [그림 Ⅳ-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학습자는 서브 챗봇을 통

하여 메인 챗봇에서 교수설계자가 제공하는 스캐폴딩 외에 학습 과정 중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챗봇은 자연어

처리를 통하여 학습자의 텍스트 내용을 분석하여 적절한 응답을 내놓으

며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서브 챗봇은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학습 지원의 폭을 넓히는 목적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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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메인 챗봇(위)과 서브 챗봇(아래)

나. 챗봇의 주요 기능과 학습 지원

본 연구에서 개발된 챗봇은 아래 [그림 Ⅳ-4]와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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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BUDS의 전체 흐름도 및 학습 지원 내용

해당 절차는 Oheler(2007)이 제시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수업 모형을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학습자들이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성공적으로 완

료하기 위하여 각 활동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활동요소들을 꼽아 하위

활동으로 구조화하여 도출하였다. 하위 활동을 구성할 때에는 선행 연구

를 통해 학습자들이 주로 어려움을 겪었던 요소와, 성공적인 디지털 스

토리텔링 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 요소들을 함께 고려

하였다.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은 절차적 단계를 따라 구성되지만, BUDS에

서는 선형적 모델이 아닌, 학습자가 원하는 활동 단계를 마음대로 선택

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자에 따라 얻고자 하는 정보의 양과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학습자의 경우 첫

단계인 ‘스토리 계획’부터 마지막 단계인 ‘공유’까지 순서대로 학습 지원

을 받으며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수행해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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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스토리 계획’ 단계는 디지털 스토리를 구상하는 단계로, 스토리

를 구상하기 위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제시된 아이디어들을 스토리

맵이나 스토리보드, 대본 등의 가시적인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때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전 경험과 지식을 통합시켜 주

어진 주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실제적 스토리를 제작할 수 있을지 계획한

다. 학습자들은 책이나 교수자로부터 배운 지식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

이는지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회 맥락을 풍부

하게 고려하여 사전 경험이나 수집된 자료들 중 디지털 스토리를 구상하

는데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분석하고 선택할 수 있어

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하나의 독창적이고 짜임새 있는 스토리를 완성하

기 위하여 창의력과 상상력, 논리적 사고력, 사회적 능력, 감성적 능력

등이 요구된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학습자들에게 다소 낯설고 비구조

적 과제이기 때문에, 활동의 가장 첫 단계에서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역

할이 요구되는지, 세부 활동 요소를 구조적으로 제시하여 확인시키고 메

타인지적인 관점에서 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안내하도록 설

계하였다. 또한, 디지털 스토리를 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전 지식 및 경

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며, 만약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전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상력에 기반하거나 실제적 사례 등 관

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웹 사이트 및 검색 엔진을 제시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제작’ 단계는 ‘스토리 계획’ 단계에서 구상한 스토리가 어떻게 디

지털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계획하고 기획하

는 단계이다. 여기서 학습자들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어떠한 디지털 테

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을지, 활용 자원에 대한 탐색을 실시하고 선택

해야 한다. 활용 도구를 정한 이후에는 디지털 스토리를 생성하는데 어

떠한 디지털 자료가 필요한지 분석한다. 스토리의 상황별로 필요한 사진,

그림, 오디오,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미리 구상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때, 학습자들은 본인이 제작하고자 하는 디지털 스토리의 성격

및 활동 목적과 스스로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 등에 대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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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즉, 본인이 하고자 하는 활동의 방향과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

도록 활용 도구를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학습자

들의 아이디어가 시각적으로 표상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스토리텔링 활

동과 구분된다. 같은 메시지라도 각기 다른 미디어로 전달되면 메시지의

의미가 달라지고 그 메시지의 수용자가 인식하는 방식도 달라진다(Kim

& Lee, 2013). 따라서 학습자들은 미디어의 특성과 장단점을 이해하여

스토리의 유형에 맞는 미디어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필요한 멀티미디

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자료 검색 능력이 필요하며, 기개발된 자료

를 사용할 때 저작권 문제를 중시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큰 수준 차이를 보이며,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이 상대적으

로 낮은 학습자들의 경우 해당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디지털 스토리를 제작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추천하여 학습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이

때 학습자들이 제작하고자 하는 디지털 스토리의 유형과 학습자의 디지

털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에 따라 어떠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

한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시하고, 이러한 안내에도 활용 도구를 선정

하지 못한 학습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동영상 형태로 추가 정보를 제시하

고, 활용 도구를 선정한 학습자에게는 해당 도구의 활용법에 대한 안내

를 제공하였다. 또한, 구상한 디지털 스토리를 제작하기 위하여 어떠한

미디어 파일이 필요할지 계획하고 미디어 수집 방안에 대하여 안내하였

다. 이와 동시에, 저작권에 대한 주의도 함께 제시하였다.

‘제작’ 단계는 기획한 스토리를 디지털 미디어의 형태로 실제 제작하는

단계로, 해당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적절히 활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성공적인 수행을 결정짓는다. 따라서 본 챗

봇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디지털 스토리를 본격적으로 제작하기에 앞서

활용 도구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디지털 스토리 제작 과정에 있어 어려움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은 계획했던 대로 디지털 스토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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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제작해내기 위하여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기술이 요구되

며, 단순히 테크놀로지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만이

아니라 해당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기획했던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시각적으

로 디지털화하여 표현해야 할지를 다각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안내하

였다.

‘사후 제작’ 단계는 제작한 디지털 스토리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음향

효과나 자막, 멀티미디어 형식 등을 작업하는 단계이다. 이전 단계에서

작성한 스토리 구상 정리본과 제작된 디지털 스토리를 비교하며 누락된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며, 완성된 디지털 스토리가 논리적으로나 형식적

으로 완성도를 갖는지 최종 점검하고 수정한다. 이때, 학습자들은 사용하

는 활동 도구 및 멀티미디어 자료가 기획하였던 스토리와 잘 연계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이전 단계에서 계획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중간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의 목표가 배운 지식을 실제적 맥락에 적용시키는 것임

을 다시 한 번 주지하고, 자칫 너무 기술적인 부분에만 취중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유’ 단계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디지털 스토리를 교수자

및 다른 학습자와 공유하고 서로의 결과물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서

로 평가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다른 학습자들이 제작한 디지털 스토리를

통하여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등 다른 학습자들

의 다양한 관점이 들어간 산출물을 보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대화

를 설계하였으며,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은 비단 자신의 디지털 스토리

를 제작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공유 과정을 통해서도 특정 지식이 실제적

맥락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새롭게 학습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상호 평가와 의견 교환의 중요성을 주지시켰다. 또한, 더 나아

가 공유를 통해 자신의 결과물과 비교, 분석해보며 성찰하도록 유도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각각의 활동 단계에서는 안내를 끝마치기 전에, 해당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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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이해해야 하는 요소에 대한 체크리

스트를 제공하여 각 활동 단계에서의 수행을 스스로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체크리스트에서 얻은 점수를 물어, 성취율이

8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다.

1) 안내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학습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전 경험 및 지

식을 유의미하게 재구성하여 실제적 스토리를 구성하는 사고과정 뿐만이

아니라, 이를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외현화하는 과

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학습자들이 수

행해야 하는 활동요소가 다소 많고 그 절차가 복잡하며, 디지털 스토리

텔링이라는 개념이 학습자들에게는 생소한 교수학습 방법이기에 학습자

들은 활동을 수행하는데 인지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챗봇은 학습자들에게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활동 절차와 절차별 세부 활

동요소를 구조화하여 제시하여, BUDS의 안내를 따라감으로써 디지털

스토리를 성공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개

발되었다.

아래 [그림 Ⅳ-5]는 홈화면에서 학습자들이 ‘계속하기’ 버튼을 누른 후

보게 되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학습을 위한 가장 첫 페이지이다. 여기

에서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대한 안내를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활동의 개념과 목적에 대하여 주지시킨다. 이

후, 메인 챗봇의 에이전트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전체 활동 단계를 제

시하고, 학습자가 안내받고자 하는 단계를 대답하거나 좌측 메뉴바에서

골라 클릭하면 해당 단계에 대한 안내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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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시작하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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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S의 챗봇 에이전트는 학습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모든 학습 지원

을 제공한다. 이때, 자칫하면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설명을 늘어놓는 방

식으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학습 흥미를 저하시키고, 학습자를

무조건적이고 수동적인 정보의 수용자로 전락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그

러나 본 챗봇은 아래 [그림 Ⅳ-6]과 같이, 곧바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 학습자들로 하여금 먼저 생각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

여 자기주도적으로 사고하고 학습하도록 촉진하였다. 또한, 단조롭고 일

차원적인 상호작용을 방지하고, 보다 풍부한 학습 지원을 위하여 텍스트

만이 아닌 다양한 유형의 상호방식 방식을 활용하였다([그림 Ⅳ-7]). 절

차적 설명과 함께, 텍스트의 형태가 아닌 동영상이나 이미지와 같은 시

각적으로 정보를 제시하여, 자칫 텍스트에만 의존한 정보 제공을 하여

학습자들이 흥미를 잃는다거나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보

다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하여 학습 지원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그림 Ⅳ-6] 질문을 통한 자기주도적 사고 및 학습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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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지원

또한, 적응적 지원의 일환으로, BUDS는 학습자에게 학습 목표의 제시,

활동의 절차적 안내, 기술적 지원, 학습 자료의 제시 등 디지털 스토리텔

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습 정보와 지원을 다각적인 측면

에서, 그리고 학습자의 요구에 맞추어 제공한다. 예를 들어, BUDS는 정

보를 제시할 때 단일 정보가 아닌 학습자가 자신의 목적과 수준에 맞게

탐색 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림 Ⅳ-8]과 같이

학습자가 학습 지원의 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각의 학습자는

개인별 수준차에 따라 원하는 정보의 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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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거나 불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는 생

략하고 다음 대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학습자에게는 추가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에 맞춘 적응적 학습 지원을 가능하

게 한 것이다.

[그림 Ⅳ-8] 학습자의 요구에 맞춘 학습 지원 제공 예시

또한, 안내를 제시하면서, 본 챗봇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교육

적 가치이자 목적인 실제적 스토리 생성을 촉진한다. 학습자-에이전트

간 상호작용 과정 중, 학습자로 하여금 에이전트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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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디지털 스토리텔링 주제와 관련된 사전 지식 및 경험을 불러

일으키도록 하여 지식의 재구성을 유도하는 것이다([그림 Ⅳ-9]).

[그림 Ⅳ-9] 실제적 스토리 생성 지원

2) 질의응답

챗봇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질의응답은 자유 대화형 챗봇인

서브 챗봇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서브 챗봇의 에이전트는 모구리

(Moguri)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로 설정을 하고,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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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말투를 사용하는 등 마치 친구와 같은 느낌을 주는 성격으로 설

정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친밀감을 형성하여, 거부감 없이 쉽게 말을

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서브 챗봇 에이전트로부터 자연

스러운 대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면서 동시에 마치 실제 사람과 같은

느낌을 받아 교수자와 물리적으로 떨어진 학습 상황 속에서도 높은 교수

실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주로 구조적 안내의 제공을 담당하는 메인 챗봇과 달리 서브 챗봇과의

상호작용은 학습자 주도로 일어난다. 아래 [그림 Ⅳ-10]과 같이, 학습자

는 메인 챗봇과 상호작용하며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메인 챗봇이 미처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서브 챗봇과의 대화창을 열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 그

러면 서브 챗봇 에이전트는 학습자의 질문을 분석하여 미리 구축해놓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알맞은 응답을 탐색하여 대답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문헌 검토를 통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실시할 때 학습자들

이 어떠한 제한점과 어려움을 겪는지 조사하여 해당 내용과 관련된 질문

을 만들었으며, 이와 더불어 보다 실제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학습

자를 대상으로 예상 질문을 수집하여 서브 챗봇의 질의응답 기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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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서브 챗봇의 적응적 지원 예시

3) 점검

BUDS는 두 가지의 형태로 학습자들의 수행을 점검한다. 먼저, 상대적

으로 소극적인 학습 지원의 형태로, BUDS는 특정 정보를 제공한 후 학

습자들의 이해 정도에 대하여 질문하여 학습자가 BUDS의 설명을 충분

히 이해했을 때 다음으로 넘어간다. 만약 학습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정보 제시 방식을 통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텍스트 정보를 사용하여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학

습자가 이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시각적으로 설명해주는

영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다 직접적인 학습 지원으로

BUDS는 각 활동 단계가 끝날 때마다 학습자들에게 체크 리스트를 제공

한다([그림 Ⅳ-11]). 체크 리스트에는 해당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반드시

수행했어야 하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으며,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며 수행 여부를 체크하여 점수를 계산한다. 학습자의 응답에 따

라 챗봇 에이전트는 학습자에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거나, 혹은

해당 단계에 대한 학습이 미흡하니 다시 되돌아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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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도록 한다. 즉, BUDS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과정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독려하

여, 더욱 성공적인 과제의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림 Ⅳ-11] 활동 점검 예시

3. 학습자 인식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 문제는 개발한 챗봇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챗봇이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불러일으

키도록 하고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하

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5인의 학습자를 섭외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챗봇인 BUDS를 활용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직접 해보도록 한 뒤, 관찰과 설문조사, 그리고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하여

학습자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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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챗봇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지원에 대한 학습자 인식

학습자들은 최종 사용성 평가에서 가장 먼저 챗봇을 활용하여 자기주

도적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직접 경험해보았다.

그 결과 아래 [그림 Ⅳ-12]와 같은 디지털 스토리가 산출물로 완성되었

다. 학습자 5인 중 3인은 동영상, 그리고 나머지 2인은 이미지 형태의 디

지털 스토리를 제작하였다. 완성된 모든 산출물은 실제적 성격을 가짐으

로써,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활동 목적을 달성하며, 성공적인 활동 수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그림 Ⅳ-12] 디지털 스토리텔링 산출물 예시 1(좌), 2(우)

먼저, 본 연구에서 개발한 BUDS가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위하여

제공하는 학습 지원에 대한 학습자의 전반적인 반응을 조사하기 위한 설

문은 유용성(11문항), 사용성(4문항), 매력성(5문항), 검색성(4문항), 신뢰

성(2문항)의,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습자는 각 문항에 대해 동의

하는 정도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5점: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보통이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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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아래 <표 Ⅳ-3>과 같다.

영역 문항 수 평균 표준편차
유용성 11 4.22 .71

사용성 4 3.93 .88

매력성 5 4.32 .63

검색성 4 3.47 .92
신뢰성 2 4.40 .55

<표 Ⅳ-3> 최종 사용성 평가 설문 문항 기술통계 분석 결과

먼저, 챗봇이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유용한

정보와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유용성 영역 문항

에 대하여 학습자들의 응답은 평균값 4.22를 보이며 높게 나타났다. 아래

<표 Ⅳ-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전반적으로 디지털 스토

리텔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M=4.40, SD=.55),

특히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 중 하나인 실제적 학

습을 촉진시키는 학습 지원에 대하여 대상 학습자 5인이 모두 최고점을

주었다는 점에서(M=5.00, SD=.00), 본 연구에서 개발한 BUDS가 높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주요 기능별 효과성을 구분하여 조사해본 결과, 안내(M=4.80,

SD=.45), 상호작용(M=3.80, SD=.45), 점검(M=4.40, SD=.55)의 모든 방면

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안내 기능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학습자들은 챗봇이 활동 초반에

학습 목표와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과제적 특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M=4.80, SD=.45), 학습 정보의 전달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이루어

졌으며(M=4.00, SD=.71), 활동 단계를 순차적으로 구분하여 구조화된 안

내를 제공하여(M=3.80, SD=.84)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에 효과적이었

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챗봇의 세가지 기능 중 상호작용 기능이 상대적

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BUDS가 제공하는 추

천 정보의 유용성과 관련된 문항(M=3.60, SD=.89)과 연결시켜 해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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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특히 해당 문항은 유용성의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

은 항목이었는데, BUDS에서는 학습자에게 유용한 활동 도구를 추천할

때 단일의 도구가 아닌 세 가지 이상의 다양한 도구를 제시하여 학습자

가 자신의 수준과 특성에 알맞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다른 일반적인 교육용 프로그램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챗봇의 형식

으로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자기주도 학

습을 지원하는 목적을 주로 하여, 웹 페이지 상에서 바로 학습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활동 매체를 구현하지는 않았다. 개별 심층 면담에서,

바로 이러한 BUDS의 특성에 대한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상반되게 나타

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일부 학습자들은 BUDS가 다양한 추천 정보

를 제시하여 선택권을 부여해주고, 챗봇 상에는 핵심 정보만을 제시하고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여 정보의 제시가 복잡하지 않

고 간결하여 좋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한편, 또 다른 학습자들은

여러 가지 추천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무엇을 활용하는게 좋을지 오히려

혼란스러웠으며, 챗봇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었더라면 더 좋았

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반응이 상반되게 나타났다.

항상 도구나, 이런 걸 추천해줄 때 딱 하나만 던져주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를 추천해주니까 좋았어요. 예를 들어 ‘PPT를 사용하세요’ 하면

서 활동 도구를 정해줘버리면.. 다른 도구를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챗봇이 무용지물일 것 같아요. 이 챗봇을 활

용할 수 있는 사용 폭도 넓혀주는 느낌(학습자 A)?

전 (추천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이) 좋았어요. 뭐 게시판의 형태나.. 뭐

편집 툴 이런게 여기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되

게 간단하게 필요한 정보만 탁탁 얻을 수 있는게 이 챗봇의 큰 장점인

것 같은데, 그런 편의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학습자 B).

뭔가를 추천해주는건 좋은데, 결국엔 제가 다 찾아봐야 한다는 점? 여

러 개중에 뭐가 더 나한테 맞는지 찾아서 해보고, 또 ‘뭘 사용해야지’ 하

고 정하고 나서도 따로 찾아서 해야 한다는 점이(학습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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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호작용을 통한 추천 정보의 제시 방식 외, 자유 대화의 방식으

로 상호작용하는 서브 챗봇 에이전트가 학습자의 질문을 한 번에 인식하

지 못하는 등의 기술적 오류 역시 상호작용 기능에 대한 점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서브 챗봇이 제가 하는 말에 따라 대답하는게 신기했어요. 대체로 잘되

긴 했는데, 나중에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맞춤법을 신경 안 쓰거나 그

러면 얘가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게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학습자

C).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전반적으로 BUDS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효과적

으로 지원한다.
4.40 0.55

2. BUDS의 안내 기능이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4.80 0.45

3. BUDS의 상호작용 기능이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3.80 0.45

4. BUDS의 점검 기능이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4.40 0.55

5. 학습 목표와 방향 및 과제의 특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학습에 효과적이었다.
3.80 0.84

6. 메인 챗봇이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효과적으로 구조

화하여 안내해주었다.
4.80 0.45

7. 적응적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4.00 0.71
8. BUDS가 제공하는 추천 정보가 학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
3.60 0.89

9. 학습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주었다. 4.00 0.71

10. 활동 과정을 체크할 수 있어서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3.80 0.45

11. 실제적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 지원을 제공해주었

다.
5.00 0.00

<표 Ⅳ-4> 챗봇의 유용성에 대한 학습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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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BUDS의 사용성에 대해서도 학습자들의 점수는 높은 평균

값을 보였다. 아래 <표 Ⅳ-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챗봇의 사용법이

어렵지 않았으며(M=4.80, SD=.45), 인터페이스(M=4.40, SD=.55)나 텍스

트 및 레이아웃 등(M=4.40, SD=.55)의 챗봇의 구성과 디자인 측면에 있

어 긍정적 인식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챗봇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 과정에 때때로 오류가 발생하여 완벽하게 매끄러

운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관련 항목의

평균값이 3.80으로 높은 편이며, 챗봇과의 대화에 대한 긍정적인 심층 면

담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학습자들은 챗봇과의 상호작용에서도 긍정적

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옆에 메뉴가 있어서 좋았어요. 챗봇이 알려주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줄글로 알려주는 것보다 활동 단계를 말하면 거기서 뭘 해야 하는지를

한 단어로 딱 보여주니까.. 계획을 세우기 좋았어요(학습자 C).

이 홈페이지를 보면 되게 심플하게 되어있거든요. 정말 딱 있어야 할

것만 있는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이, 막

직접 영상을 찍거나 하면 밖에서도 이 챗봇을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핸

드폰 같이 작은 화면에서도 잘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학습자 D).

문항 평균 표준편차

9.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를 쉽게 이해

하고 찾아볼 수 있었다.
4.40 0.55

10. 사용법이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조작 시 불편함이 없었다.
4.80 0.45

11. 챗봇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이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3.80 0.45

12. 텍스트 및 레이아웃이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고 적절하였

다.
4.40 0.55

<표 Ⅳ-5> 챗봇의 사용성에 대한 학습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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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Ⅳ-6>는 챗봇에 매력성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보여준다. 학

습자들은 BUDS를 통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이 다른 학습 활동과 차

별되는 새로운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M=4.60,

SD=.55), 학습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었고(M=4.40, SD=.55), 높은 교수

실재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M=4.40, SD=.55). 그리고 앞으로

도 BUDS를 계속 사용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항목이 매우 높은 평균값을

가진 것으로 보아(M=4.60, SD=.55), 챗봇을 활용하는 경험에 대하여 학

습자의 정서적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다만 학습 동

기의 촉진과 관련해서는 평균값 3.60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도출

되었는데, 학습 흥미에 대한 점수는 높았으나 학습 동기에 대한 점수는

낮은 것으로 보아, 학습 흥미가 단순히 인공지능 에이전트와의 대화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

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심층 면담에서 BUDS가 학습 동기를 촉진하

기 위한 직접적인 학습 지원이 부족했다는 학습자의 의견을 근거로, 설

문 조사에서 도출된 높은 학습 흥미가 단발적 흥미라기 보다는, 학습 흥

미를 학습 동기로까지 이어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와 같

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챗봇을 가지고 공부를 해본 건 처음이에요. 신기하기도 하고, 신기하니

까 자꾸 해보고 싶고, 챗봇을 가지고 놀게 되면 자연스럽게 디지털 스토

리텔링 과제를 할 수 밖에 없으니까(학습자 B)..

딱히 학습 동기랑 연관된 기능은 못 느낀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지 않

은 것일 수도 있는데.. 막 학습 동기를 복돋아주고 그런 것보다는 정보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학습자 D).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교실 안에서 하기보다는 각자 하는 거 잖아요? ...

근데 이 챗봇이 있으면 바로바로 궁금한 걸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게시판이나, 메일로 물어본다고 해도 답장이

바로 오는게 아니잖아요(학습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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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약에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하게 될 때가 또 오면 이걸 또 쓸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안 쓸 이유가 딱히 없는 것 같

아요(학습자 D).

문항 평균 표준편차
12. BUDS를 활용함으로써 차별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었다. 4.60 0.55

13. BUDS를 활용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촉진 시킬 수 있었다. 3.60 0.55

14. BUDS를 활용하면서 높은 흥미를 느꼈다. 4.40 0.55
15. 앞으로도 BUDS를 계속 활용하고 싶다. 4.60 0.55

16. 챗봇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마치 실제 교수자가

옆에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4.40 0.55

<표 Ⅳ-6> 챗봇의 매력성에 대한 학습자 인식

검색성은 다른 영역들에 비하여 다소 낮은 점수의 평균값을 보였다.

<표 Ⅳ-7>에 나타나 있듯, 서브 챗봇에게 질문을 하면 맞춤식으로 원하

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에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나(M=4.40,

SD=.55), BUDS가 제시하는 정보의 양이나(M=3.40, SD=.55), BUDS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항목

(M=2.60, SD=.55)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은 비구조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형화

된 정답과 같은 틀이 존재하지 않으며, 학습자들의 각자 다른 사전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한 창의적 생성물을 도출하는데에 의의를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BUDS에서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수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도구나 정보를 제시하는 등, 성공적인 수행으로 학습자들을 가

이드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지, 정도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자기주도적인 노력을 하도록 요구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BUDS가 제시하는 정보만으로 성공적인

학습 수행이 가능하다는 문항에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도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원하는 학습 단계나 정보로의 이동에 관해서도 비교적

낮은 평균값을 보였는데(M=3.00, SD=.71), 심층 인터뷰에서 도출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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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의견을 통하여 챗봇 에이전트와의 대화를 통하여 정보가 제공되는

형태로, 지나간 정보를 찾으려면 챗봇과의 대화 내용을 추적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여 이와 같은 응답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챗봇이 알려주는 정보만 가지고 디지털 스토리를 만들기는 힘들어요.

챗봇은 내가 뭘 해야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만 알

려주고, ... 예를 들어 스토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진이라던가, 그런 것들

을 다 찾아야 하니까요. 그게 꼭 나쁘다는건 아니지만(학습자 D)...

궁금한게 있으면 일단 대답을 해주니까. 그게 좋았어요. 얘(서브 챗봇)

가 모르는 거여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편했어요

(학습자 E).

한번 지나간 말을 다시 찾기가 좀.. 다시 다 하나하나 읽어서 찾아야

해요(학습자 C).

문항 평균 표준편차

17. BUDS가 제시하는 정보만으로도 성공적인 학습 수행이

가능하다고 느꼈다.
2.60 0.55

18. BUDS가 제시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거나 적지 않고

적절하다.
3.40 0.55

19. 서브 챗봇과의 자유 대화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4.40 0.55

20. 원하는 학습 단계나 정보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 3.00 0.71

<표 Ⅳ-7> 챗봇의 검색성에 대한 학습자 인식

마지막으로 아래 <표 Ⅳ-8>과 같이, 학습자들은 BUDS가 제공하는

학습 정보 및 지원에 대하여 높은 신뢰성을 보였다. BUDS가 제공하는

학습 정보가 신뢰롭고(M=4.40, SD=.55), 틀린 내용이 없이 높은 질을 보

장한다(M=4.60, SD=.55)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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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동영상도 다 공

식 계정에서 만든 영상이더라구요. 사실 우리가 그냥 구글링해서 정보를

찾을 때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 중에 확실하지 않은 정보도 많잖아요, 그

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뭔가 검증된 정보를 준다는 느낌이

어서 좋았어요(학습자 E).

제가 본 것 중에 딱히 잘못된 정보는 없었어요(학습자 C).

문항 평균 표준편차

21. BUDS가 제공하는 정보와 학습 지원이 믿을만한 출처에서

제공된다.
4.40 0.55

22. BUDS가 제공하는 정보 중 오류가 없었으며 높은 질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4.60 0.55

<표 Ⅳ-8> 챗봇의 신뢰성에 대한 학습자 인식

나. 챗봇의 장점과 제한점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하여 수집한 보다 구체적인 학습자 인식을 중심으

로, 학습자들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 수행을 관찰한 관찰노트의 내용

과 씽크 어라우드 기법을 사용해 수집한 활동 중 학습자들의 생각과 느

낀 점을 추가로 함께 분석하여 BUDS의 장점과 제한점을 정리하였다.

개방 코딩과 범주화 과정을 거친 질적 분석 결과는 아래 <표 Ⅳ-9>,

<표 Ⅳ-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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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학습자 인식

(총 빈도)
세부 내용

빈

도

장

점

적응적 학습

지원(14)

자유대화형 서브 챗봇을 통해 제한 없이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5

항상 다양한 학습 정보가 제시되어 학습자의 특성

이나 목적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5

필요한 학습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었다.
4

활동 수행의

용이성(12)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5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 절차를 구조화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

실제적 예시를 제시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3

자기주도 학습

촉진(6)

활동 단계마다 수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3

학습 목표나 활동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해주어서

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2

안내를 할때, 역으로 학습자에게 질문을 하여 학습

자에게 우선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였다.
1

높은 교수

실재감(5)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즉각적인 피드

백을 받을 수 있었다.
3

챗봇 에이전트가 마치 실제 사람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2

흥미 유발(5) 챗봇을 학습에 활용해서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5

실제적 학습

촉진(4)
실제적 스토리를 생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

사용 편리성(4)

메인 챗봇과 서브 챗봇이 구분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였다.
3

컴퓨터 만이 아니라 모바일 기기에서도 호환성이

좋았다.
1

<표 Ⅳ-9> 챗봇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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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습자들이 BUDS의 장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바로 적

응적 학습 지원의 특성이었다(14회). BUDS는 메인 챗봇에서 제시하는

학습 정보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유 대화형 서브 챗봇을 통

하여 각자 질문을 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 과제 수행 중 디지털 스토리와 디지털 스토리텔

링의 개념적 차이에 대하여 묻거나, 메인 챗봇이 제시하는 학습 정보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질문하는 등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활

동 과제 수행 이후 이루어진 심층 면담에서도 대상 학습자 5인 모두 공

통적으로 자유 대화형 서브 챗봇의 유용성과 카테고리형 메인 챗봇 역시

학습자들의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학습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해줌으

로써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챗봇의 안내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이었다고 말하였다(4회).

‘이런 것도 알려주나?’ 하는 것들을 얘(서브 챗봇)한테 물어봤는데 답을

다 해주더라구요. 모르는건 구글링을 해서라도 알려주니까.. ‘이렇게 학습

지원을 해주면 얘가 대답 못해줄게 없겠구나’ 하는 느낌(학습자 D)?

디지털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도구..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 알려줘서

좋았어요. 또 막 난이도도 같이 표시를 해줘서.. 그 도구들의 장점, 단점

이랑 내 수준이랑 같이 맞춰서 고를 수 있고(학습자 A).

왜, 게임을 해도 매번 토튜니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잖아요.

아는 부분을 구구절절 또 설명 들으면 지겹고 하기 싫고 넘겨버리고 싶

은데.. 굳이 설명 안들어도 될 것 같은 부분은 스킵할 수 있어서 좋았어

요(학습자 E).

그 다음으로 본 챗봇이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의 수행을 용이하게 해

준다는 점 또한 동일한 빈도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12회). 학습자들은

모두 BUDS가 제공하는 정보가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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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활동 단계로 구분하여 구조화해주고, 각 활동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제시해주어서 BUDS의 안내를 따라감으로써 어려

움 없이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끝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4회). 또

한, 챗봇이 말로만 설명할 때에는 다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으로 제시된 실제적 예시를 보고 이내

활동을 잘 이어나가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다(3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는게, 주제에 대해

서.. 이야기 줄거리도 생각해야 하고, 또 그걸 이렇게 컴퓨터로 만들어야

하고.. 해야 할게 많은데 뭔가를 새로 해야할 때마다 챗봇이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여기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알려주니까 해야

할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학습자 A).

사실 전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뭔지도 잘 몰

랐는데, 순서를 이렇게 딱 알려주니까.. 그러면 안되지만, 제대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뭔지 이해를 못한 학습자라도 이 챗봇이 리드하는 대로 따

라가면 결국 디지털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메

뉴가 이렇게 생기는 것도 한눈에 딱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학습자 D).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장점은 BUDS가 자기주도 학습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었다(6회). 심층 면담에서 학습자들은 각 활동

단계가 끝날 때마다 해당 단계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활동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

었고(3회), 매 활동 단계에서 학습 목표나 활동의 목적에 대하여 명시하

는 것 또한 도움이 되었다고(2회) 응답하였다. 또한, BUDS는 디지털 스

토리텔링에 대한 안내를 할 때, 역으로 학습자에게 질문을 하여 학습자

에게 우선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 후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의 상호작

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챗봇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

을 장점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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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이거 이거 했나요?’ 하면서 체크해주니까 좋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니오라고 하면 ‘그 단계로 다시 돌아갈까요?’ 하면서 그 빼먹은

걸 다시 설명해주고 그러더라구요(학습자 D).

이게 자칫하면 되게 수동적으로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

니까,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챗봇이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따라 하면 그냥 결과물은 완성되는.. 근데 보면 어쩔 때는 바

로 안 알려주고 저한테 물어봐요.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근데 챗봇이니까 제가 대답을 해야지 얘도 대답을 하고 다음 단

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답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해요(학습자 C).

그 다음으로는, BUDS를 활용함으로써 교수 실재감을 느낄 수 있었다

는 점이 장점으로 인식되었다(5회). 학습자들은 교수자가 부재하는 교실

밖에서도 챗봇 에이전트를 통하여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동

시적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학습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3회). 또한, 챗봇 에이전트와 대화를 하면서, 원

활하게 대화가 인식되고 친근한 말투나 이모티콘의 사용 등에서 챗봇 에

이전트가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관

찰되기도 하였다(2회).

컴퓨터, 아니, 핸드폰으로도 인터넷은 어디서든 연결되니까.. 아무데서

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거잖아요? 그게 되게 큰 장점 같아요. 휴대성. 그

리고 질문글을 올려서 답변을 기다리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바로

진짜 1초만에 답이 오니까(학습자 C)..

얘(메인 챗봇)는 조금 더 선생님처럼 말하고, 얘(서브 챗봇)은 친구처럼

말하네요? 이런 설정 좋은 것 같아요. 실재감 있고(학습자 B).

동시에, 흥미 유발의 특성 역시 동일한 빈도로 언급되었다(5회).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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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 평가에서 실제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 중, 학

습자들은 챗봇과의 대화를 통하여 활동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는 것에 호

기심과 관심을 가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특히 자유대화형 서브

챗봇이 문장을 정확히 인식하여 적절한 응답을 하는 것에 큰 흥미를 보

였다. 활동 과제 수행 후 심층 면담에서도 학습자 5인 모두 공통적으로

학습 흥미 증진을 BUDS의 장점으로 제시하였다.

인공지능으로 제 말을 알아 듣는게 신기해요. 그리고 활동 순서 같은

걸 알려주는 것도, 사실 이게 그냥 줄글 설명으로 쭉 써놔도 되는 거잖아

요? 그런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알려주니까 뭔가 공부하는 것 같지 않

고.. 재미있어요. 신기하고(학습자 B).

그냥 책이나 그런거 보고 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챗봇 때문이라

도 덜 지루할 것 같아요(학습자 E).

그 다음, 실제적 학습을 촉진시킨다는 점이 뒤를 이었다(4회).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사전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여 실제적 스토리를 생성하도록 하며, 그 결과 이

론적 지식을 실제적 지식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하

여 BUDS에서는 이러한 과제의 특성과 목적을 학습자에게 명시하고, 스

토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실제적 스토리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 지원

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은 이러한 BUDS의 학습 지원이 효과적이

었다고 응답하였다.

처음 활동 시작할 때 디지털 스토리텔링에서 중요한게 실제적 지식을

만드는 거라고 알려주고, 활동 단계 끝날 때나.. 그럴 때 점검하는 식으로

또 언급하고, 그리고 스토리 처음에 구상할 때도 실제적 사례 같은 거 생

각해보라고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실제적 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학습자 A).

여기서 계속 기술적인 것보다 스토리를 얼마나 실제적으로 잘 만드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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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런 장치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경고?

가 없었으면 내용보다는 디지털 스토리를 어떻게 더 멋지게 만들지 그거

에 좀 집착했을 것 같아요(학습자 B).

또한,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도 같은 빈도로 제시되었다(4회). 학습자들

은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진 메인 챗봇과 서브 챗봇을 분리하여 대화 내용

이 섞이지 않아 편리하다고 언급하였으며(3회), 최종 사용성 평가 당시

한 학습자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챗봇을 사용하였는데, 모바일 기기에서

도 가독성이 좋고 호환이 잘 되어 편리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1

회).

서브 챗봇을 팝업으로 뜨게 만든게 되게 편했어요. 이 메인 챗봇이 시

키는거를 하면서 동시에 서브 챗봇한테 질문할 수 있고, 만약에 아예 새

창이나 새 탭에 뜨게 했으면 또 페이지를 옮겨 다녀야 하니까 불편했을

것 같은데... 말이 섞이지 않아서 좋고(학습자 E).

컴퓨터로는 디지털 스토리를 만들고 핸드폰으로 챗봇을 켜서 이렇게

동시에 보면서... 가끔 어떤 웹사이트들 보면 컴퓨터나 노트북에서는 멀쩡

한데 핸드폰에서는 막 짤리고 그런게 엄청 많거든요. 그거 되게 불편한

데.. 근데 이건 똑같이 잘 보여서 좋아요(학습자 D).

한편, 학습자들은 챗봇에 대하여 아쉬운 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학습

자들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과 심층 면담을 통하여 드러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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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학습자 인식 세부 내용

빈

도

제

한

점

정보 검색의 제한
메인 챗봇 사용 시 이전에 지나갔던 정보를 다시

찾아보기가 번거로웠다.
4

자유대화형

챗봇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오류

가끔 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3

학습 정보 제시

방식에 대한

불만족

단순히 추천정보를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챗봇

내에서 특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등

더 많은 학습 지원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2

학습 동기 촉진

요소 부족
학습 동기를 촉진하는 요소가 부족했다. 2

일회성 사용에

대한 우려

한번 챗봇을 사용해서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

방법에대해숙지한 학습자는 더는 이챗봇을 사용

하지 않을 것 같다.

1

<표 Ⅳ-10> 챗봇의 제한점

BUDS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 중 지나간 정보를 다시 찾아보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제한점으로써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4회). BUDS는 챗봇

에이전트와 학습자의 대화를 통하여 학습 정보가 제공되는데, 이전에 제

시된 정보를 다시 찾고자 할 때 이전에 나누었던 대화를 다시 거슬러 올

라가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으로 키워드 검색 기능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채팅방 검색 기능 같은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카톡 같은데도 채팅

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찾을 수 있는 검색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직접 찾아야 하니까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학

습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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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대화 내용을 스크롤 막 올려서 찾으려면 힘들어요(학습자 D).

다음으로는 자유 대화형 서브 챗봇과의 상호작용에서, 챗봇 에이전트

가 종종 학습자의 말을 인식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발생하는 번거로움이

BUDS의 제한점으로 제시되었다(3회). 그러나 학습자들의 활동을 관찰하

여 기록한 바에 따르면, 문장 인식 오류는 대부분 학습자가 완벽한 문장

을 갖추어 말하지 않거나, 혹은 지나치게 보편화하거나 구체화한 질문을

했을 때 발생하였다. 따라서 완벽한 문장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상호작용을 시작할 때 학습자들에게 한 번 더 주의를 준다면 지적받은

바와 같은 제한점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사실 신기해서 몇 번은 일부러 좀 이상하게 말해보기도 했는데, 가끔

못 알아듣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학습자 D).

아마 완벽한 문장만 알아듣나요? 맞춤법이라던가.. 진짜로 채팅하거나

말할 때는 완벽하게 말 안하잖아요. 그런데 이거(BUDS)는 그런 걸 신경

써야 하는 것 같아서(학습자 E)...

그 다음으로는 학습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족이 언급되었

다(2회). BUDS는 활용 도구나 학습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다

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러나 일부 학습자들은 이러한 정보 제시 방식이 다소 불충분하거

나, 혹은 불친절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는 이들 학습자가 전통적

교수환경 속에서 교수자로부터 전달되는 정보와 지식을 소극적으로 습득

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장혜정, 류완영, 2006)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뭘 추천해주면, 결국엔 제가 다시 찾아보고 고르고 해야 돼서 그게 좀

귀찮다고 해야 하나? 그냥 딱 뭘 쓰라고 조금 더 단정적으로 말해주면

따라서 하기 차라리 더 편할 것 같아요(학습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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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육용 프로그램들처럼 막 게시판도 있고 하면 어떨지.. 그러니까

챗봇 기능도 있고, 또 사이트 자체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학습자 D)...

이와 같은 빈도로, BUDS에 학습 동기를 촉진시킬만한 요소가 부족하

다는 의견(3회)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일회성 사용에 그칠 것에 대한

우려(1회)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BUDS가 정보 제공과 성

공적인 수행으로의 안내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도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 챗봇 때문에 동기가 막 충전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필요성을 알고,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대한) 동기를 이미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학습자 A)..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대해 아주 생소한 학습자들에게만 유용한 도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진짜 초보자들한테만 쓰이고 익숙

해진 다음에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학습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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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효과에 주목하고, 이를 실제

교수학습의 현장에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학습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 검토와 전문가

타당화를 통하여 설계원리를 개발하고, 인공지능 테크놀로지와 스크립트

의 원리를 적용하여 대화형 에이전트인 챗봇의 형태로 디지털 스토리텔

링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 도구인 BUDS를 개발하였다. 개발 과정은 프

로토타입을 우선 제작하여 이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사용성 평가를 실시

한 후 최종적으로 챗봇을 개발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챗봇을 실제 산출

물의 형태로 구현한 후에는 학습자 대상 최종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발된 챗봇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BUDS의 차별적 특성 및 장점과 제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

이 정리해볼 수 있다.

가.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학습 지원

이 전부터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지식

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교수학습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되어 왔다. 학

습자들은 외적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 및 사전 지식과 같은 스키마

를 통해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구성된 새로운 내적 이

야기는 자신이 처한 또 다른 실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외재화 되고,

다시 새로운 외적 이야기로 재구성되는 연속적인 과정이 학습을 통해 반

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최혜실, 2011). 이렇듯 교육 분야에서 스토리텔

링은 이미 생소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것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인정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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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탄생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개념이 교육 분야에서도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무리가 아니며, 실제로 최근에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학교 교

육 안으로 가져와 교수학습에 적용시키고자 시도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대한 처방적 교수 지원 도구를

개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차별적 특성을 가진다.

그동안 교육 분야에서 실시되어져 왔던 디지털 스토리텔링 관련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특정 교과 과목의 맥락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여 효과성을 알아보거나, 혹은 수업 모형 등을

개발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지, 그 방법을 제안

하는 등의 연구가 주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효과가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되었음에

도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그다지 활발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서 활성

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 상황들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처방적 지원 방안을 도

출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높은 수준으로 비구조화된 특성

을 가짐과 동시에 전적으로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

어져 학습자들이 혼자만의 힘으로 과제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

을 발견하였다. 많은 학습자들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쉽게 실제적 디지털

스토리를 생성하지 못하였으며, 사전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스토리를

구상하고 동시에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 이를 외재화 하는 과정에 인

지적 부담을 겪고 있었다. 더욱이,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이 교수

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다소 생소하여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더욱

한계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의 인식 하, 본 연구에서는 학습

자들에게 구조화된 안내를 통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복잡한 단계와

활동요소를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또한 적응적 학습 지원을 제공하여 학

습자들로 하여금 실제적 지식의 활성화와 능동적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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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처방적 학습 도구를 개발하였다.

또 다른 차별성은 학습 정보 및 지원의 제공의 목적으로 대화형 에이

전트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교육적 에이전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학습 내용을 제시하거나 퀴

즈와 같은 형성평가의 정답을 보여주는 용도로 활용해 왔다(Park, 2015;

Yung & Paas, 2015). 그 중에서도 대화형 에이전트는 인간 사용자와 시

스템 에이전트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으로, 자연어 인터페이스

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대화를 수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홍금원 외,

2008). 이러한 상호작용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여태까지 대화형 에이전트

는 교육 분야에서 주로 언어 교육을 위한 학습 도구로 주로 활용되고 있

다. 특정 언어로 챗봇 에이전트와 대화하면서 실제 언어 사용을 연습하

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형 에이전트의 활용 가치는 단지 사용자와의 대화를 가능

하게 한다는 것에만 있지 않다.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사용자

의 행위정보를 저장하고 추론할 수도 있으며, 지식베이스와 데이터마이

닝 등을 통해 사용자의 의사 결정 시간을 감소시켜 효율적인 판단을 도

와주며, 필요한 지식을 생성하고, 활용하여 사용자의 환경을 더 나은 방

향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홍성용, 이문용, 윤완철, 2012).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가치에 주목하여, 대화형 에이전트를 단순히 학습자의

언어 사용을 연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교수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습자에게 교수자의 역할을 대신하고, 또 학습자 개인의 요구를 인공지

능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장 시

켜 적용하였다.

대화형 에이전트를 학습 지원의 도구로 활용할 때에는 에이전트와 학

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학습자의 질문이나 응답들이 시스템에 반영되

어 수정되어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설계가 수정에 효율

적이다. 시스템을 다시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오은영, 2017).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예상 가능한 학습자의 질문과 에이전트가 제시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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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그리고 그 둘의 맵핑 정보가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설계

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하여 학습

자들을 대상으로 예상 질문을 수집하고,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용성 평가

를 실시하여 이 때 발견된 학습자들의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을 데이터베

이스에 다시 추가하여 수정하였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상호작용 설계는 초기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학습자의 의도치 못

한 답변으로 오히려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오은영,

2017), 이는 인공지능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자주 문제시되는

인식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하

여 챗봇을 개발하여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교육적

으로 활용해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개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기술적 관점보다 교육적 관점이 우위

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설계자가 테크놀로지에 대하여 전문적

인 수준을 갖추기에는 어렵기에, 테크놀로지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 지식을 갖춘 테크니션과 함께 하게 되는데, 이때 자칫

테크니션에게 개발의 과정을 일임하게 되면 제대로 된 교육적 효과를 기

대하기 힘들다. 어떤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것이며, 해당 테크놀로지가 얼

마나 최신의 것인지 등과 같은 사항보다, 산출물을 어떠한 내용과 형태

의 산출물을 개발할 것이며, 토대가 되는 교육학적 이론은 무엇이고, 이

에 따라 기대되는 학습 효과는 어떠한지의 메시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

이다. 따라서, 테크놀로지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단순히 최신의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적용시켰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의 산출물이 교육적으로 어떠한, 그리고 얼마만큼의 의

의를 줄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나.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의 효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BUDS에 대한 학습자 대상 최종 사용성 평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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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분석한 결과, 적응적 학습 지원의 제공, 실제적 학습 및 자기주도

학습의 촉진, 학습 흥미 유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BUDS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적응적 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개개인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학습 지원이 디지

털 스토리텔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BUDS는 학습자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수준이나 사전 경험

의 유무, 만들고자 하는 디지털 스토리의 유형 및 특성 등 디지털 스토

리텔링 활동 과정에서 학습자별로 다양한 요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

하여, 학습자들이 각자의 요구에 맞추어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

록 학습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자유 대화형 서브 챗봇을

통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직접 원하는 정보나 학습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방향의 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학습 지원의 폭을 확대시켰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화형 에이

전트인 챗봇과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모든 학습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단순히 음성과 텍스트를 통한 언어적 상호작용이 아닌,

그림이나 사진, 영상 등의 시각자료를 통한 상호작용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학습자들은

정보를 얻고 여가생활을 즐기는 주요한 통로로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텍스트보다는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통한 표현과 소통에 더욱 익숙해져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기기의 보편화 이후 태어난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학습자들이 가지는 특

성을 고려했을 때(Prensky, 2001), 학습 정보 및 지원을 제시할 때에도

다양한 상호작용 형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심층 면담에서 학

습자들은 말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로 설명을

대체하거나 예시를 제공해주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말하였으며,

이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웹기반 교육공학 수업에서 영상과 산출물

을 통한 모델링 학습이 특히 효과적이었다는 Dickey(2008)의 연구 결과

와도 일맥상통한다.

둘째, BUDS는 자기주도 학습을 촉진시켜 학습자들로 하여금 능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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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로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BUDS는 학습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학습 지원

을 제공하는데, 사실 이렇게 설명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자

칫 학습자를 수동적 역할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이 유발할 수 있어, 학습

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을 학습에 있어 중요한 요소

로 인식하는 최근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한 지원 방식은 아

니라고 할 수 있다(Jonassen, 1995). 그러나 BUDS는 정보를 제시할 때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시할 때 학습자들에게 스스로 필요

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챗봇 에이전트가 제시하는 학습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탐색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BUDS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탐구하고 재해석하여 과제 수행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

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BUDS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위한 아이

디어 구상을 안내할 때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다

양한 예시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Ausubel(1965)은 이처럼 예시를

들어가며 주어진 개념을 설명할 때 학습자는 단순히 개념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사고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사용하는 것인지를 조금씩 파악

하게 될 수 있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셋째, 챗봇을 활용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학습

자들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학습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학습자들은 인공

지능을 탑재한 챗봇 에이전트와 대화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였으며, 에이전트가 학습자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인식하고 올바른 답

을 내놓을 때마다 매우 흥미로워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학습

흥미는 학업을 위한 긍정적인 동기를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하는 중요한 정의적 요소로서, 학습

흥미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학습효과의 증거가 되어 왔다(노경희,

지형근, 임석현, 2010). 그러나 학습 흥미가 언제나 학습 동기나 학업 성

취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새로운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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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로지나 매체를 활용한 학습 환경에서는 발생한 학습 흥미가 단발성의

신기 효과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발적 학습 흥미는 학

습자가 해당 학습 활동이 학습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할 때 발생한

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의 지원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대화형 에이전트와의 대화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테크놀로

지 활용의 목적을 긴밀하게 통합하여 활용하였으며, 학습자들 역시 이러

한 학습 목표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상기시키도록 하였

다. 실제 학습자들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 수행에서 관찰된 바 역시,

챗봇에게 활동과 무관한 말을 건네는 등 챗봇을 활동의 목적과 무관하게

단순 흥미로 활용하는 학습자는 없었으며, 심층 면담을 통하여 챗봇을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더욱 몰입

할 수 있었다는 학습자들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BUDS는 학습자들의 실제적 지식의 획득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여러 교육적 효과 중 사전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여 디지털 스토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

던 이론적 지식에 맥락을 부여함으로써 지식의 실제화가 이루어지는 것

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이를 지원하였다. 챗봇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하

는 과정 중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관련 사전 경험을 반추시키도록

유도하고, 관련 주제에 대한 실제적 사례를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챗봇의 학습 지원을 통하여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실제적 디지털 스토리를 생성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

였다. Robin(2008)은 학습자들이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할 때 학습한 내

용과 수집한 정보에 기초하여 주어진 활동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나

아이디어를 디지털 스토리로 외현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관련 지식을 효

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챗봇에서 제공하는 학습 지원을

통하여 바로 이와 같은 교과 지식의 습득을 넘어 다양한 정보를 조합하

고 해체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게 함으로써 지식을 재구성하는 교

육적 경험(Lee, 2011)을 성공적으로 체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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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챗봇의 개선점

최종 사용성 평가를 통해 확인된 BUDS의 제한점 중 학습 정보 방식

에 대한 선호의 차이에서 비롯된 상반된 학습자들의 인식과 학습 동기

유발 요소가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챗봇은 대화형 에이전트를 통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활동 단계와 절차, 그리고 단계별 수행요소 등 디지털 스

토리텔링 활동 전반에 대한 구조화된 안내와 더불어 학습자와 에이전트

간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한 적응적 지원, 학습 과정의 점검 및 스캐폴

딩의 제공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학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모든 학습 지원이 챗봇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사용성 평가에서 챗봇 에이전트와의

학습 지원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하여 실

시되어 만족스러웠으며, 챗봇과의 대화 페이지 하나만을 통하여 모든 지

원이 가능하여 번거로움이 없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냄으로써 그

효과를 증명해주었다.

그러나, 긍정적 인식과 함께 이에 대한 소수의 부정적 인식이 함께 나

타났다. 일부 학습자는 챗봇 에이전트가 모든 학습 지원을 제공해주다보

니, 학습 지원의 범위와 정보의 양이 한정적인 느낌을 받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예를 들어 챗봇 에이전트와 기능을 분리하여 웹사이

트 상에 그리기 툴이나 이미지 편집 툴 등을 삽입하여 디지털 스토리텔

링을 하는데 필요한 작업 중 일부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웹 페이지를 마

련하여 챗봇 웹사이트 상에서 디지털 스토리를 실제로 만들 수 있도록

기능과 지원의 폭을 넓히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모든 학습 지원이 챗봇

에이전트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특정 정보를 찾고자 할 때에는 챗봇과

의 대화를 역추적해야 하는 등의 사용편리상의 불편함을 추가로 지적하

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학습자 인식에 대하여 분석해보자면, 본 연구에서 개발

한 챗봇 에이전트는 학습 내용 제시의 역할, 동기 부여의 메시지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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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역할, 학습 멘토의 역할 등으로 에이전트를 명확히 구분하여 활용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기존 연구(Kim & Baylor, 2016)와는 확

실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BUDS의 설계 초기 단계에서

는 Kim & Baylor(2016)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챗봇 에이전트는 학습

안내와 질의응답을 통한 적응적 학습 지원의 역할만 부여하고, 별도의

웹 페이지를 만들어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관

련 학습 활동들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디

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에 기인하는 과제의 복잡성과 그로 인한 인지적 부

담이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가지는 가장 큰 한계 중 하나라는 것을 인지

하고, 이에 대한 지원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디지털 스토리

텔링 활동을 위한 또 다른 활동을 부여한다면 챗봇을 활용하는 것 자체

가 학습자들에게 또 다른 외재적 인지 부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렇게 될 경우,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챗봇 개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챗봇을 작동하는 일이 또 다른 과업으

로 인식되지 않게끔 챗봇 에이전트와의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모든 정보

와 학습 지원의 내용을 포함시켜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동일한 방식의 학습 지원에 대하여 학습자 인식이 상반

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 지원 도구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BUDS의 학습

지원 방식에 아쉬움을 드러낸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 정보를 탐색하고 추

가적인 정보를 찾아보는데 소극적이었고, 자유 대화형 서브 챗봇을 통하

여 자발적으로 질문을 하는 횟수도 현저히 적었으며, 전반적으로 챗봇이

제공하는 정보에 한정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 과제를 수행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즉, 챗봇 에이전트에 의하여 선택 및 구성된 정보를 수용하는 입

장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낸 학습자들은 챗봇 에이

전트에게 먼저 자주 말을 걸고 질문하고, 챗봇이 제시하는 학습 안내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구하기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선택,

조직, 수용, 활용하는 역전된 관계 구도의 양상을 보였다(배영주, 2010).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였을 때, 학습자 특성에 따라 학습자가 어떠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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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정보 수용자가 되는지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학습 지원의 방식에

대한 효과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지원을 제공할 때 대

상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유 대화형의 서브 챗봇을 통한 질의응답 시, 챗봇 에이전

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지원의 내용에 제한점이 있을 우려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 대화형의 서브 챗봇을 통한 적응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습자들로부터 예상 질문을 수집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

러나 이에 대한 응답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전문가나 관련 경험이 있는

교사로부터 수집하거나 자문을 따로 받지 않고, 연구자가 관련 문헌 검

토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응답 내용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전문가나 교수자는 다른 내용이나 방식으로 학습자들에

게 학습 지원을 제공했을 수도 있다. 학습자들이 활동 중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것만큼 이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 역

시 중요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예상 질문 뿐만이 아니라 응답 또한 관

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정확성과 질을 향상시킨다면 더욱 수준 높

은 학습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요

소가 필요하다. 학습자 대상 최종 사용성 평가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개

발한 BUDS는 학습 동기 유발의 요소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

다. 이는 처음 챗봇을 설계할 때,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통한 학습을 하고

자 하나,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챗봇 사용의 대상자를 이미 디지

털 스토리텔링에 대한 동기와 욕구가 있는 학습자들로 설정을 했기 때문

에 학습 동기 유발의 요소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

다. 그러나 유평준(2003)은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 참여도와 학업

성취도 및 학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관련 변인을 조사한 결

과, 학습자의 동기적 변인이 학업 성취도 및 학습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됨을 증명하였으며, 이재경(2000) 역시 이와 유사하게 인

터넷 학습 환경과 같이 자기 주도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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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의 학습 동기가 학습으로의 참여와 몰입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

면서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

보인 바 있다. 즉, 학습 동기는 학습의 결과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며, 특

히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같이 온라인을 매개로 하는 학습 환경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대한 학

습 지원을 설계 및 개발할 때에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나아

가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동기 유발 전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유평준, 2003).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챗봇인 BUDS는 대화형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성공적인 과

제 수행을 돕는 학습 도구로써 기능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처방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 지원 방안을 제공한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학습자

의 내재된 아이디어를 외현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지식의 재구성을 촉진

시킬 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등의 새로운 역량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으로써 그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최근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 관련 선행연구들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효과와 학습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또 수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설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많은 연구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아직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하

여,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처방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학습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

다. 그 결과,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비구조적이고 활동요소가 많은 복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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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어 인지적 부담이 많이 발생되며, 학습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사전 경험과 지식의 수준이 달라 능동적인 스토리텔러(storyteller)

로서 실제적 스토리를 생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을 분석하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화형 에이전트인 챗봇을 통하여 디지털 스토

리텔링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이때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도출하여

설계원리와 상세 지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당 설계원리를 적용하여

최종 산출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챗봇은 구

체적으로 구조적 안내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원활한 활동 수행을 돕고,

적응적 학습 지원을 통하여 개인차로 인한 실제적 스토리 생성의 어려움

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 과제 수행을 통하여

진행되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과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스토리

텔링의 절차 중 학습 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활동을 되돌

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학습 지원의 요소들

은 교육현장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실제로 활용하는 것을 저해하는

문제적 요소들에 대한 처방이 되어, 실제적 맥락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

을 활성화시키고 그 교육적 효과를 발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적응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으로 인공지능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시도하였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는 현대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인간

의 일을 대체하고 각 영역에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Woolf et al, 2013). 이는 교육 분야에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최근의

인공지능 관련 연구는 전통적 인공지능, 즉 프로그래밍 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벗어나 좀 더 학습자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과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 1990년대에는 교사 역할을 보조하는 컴퓨터 또는 컴퓨터와 함께

가르치는 수업 등 인지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지식, 능력 습득을

위한 지능적인 학습 환경 설계를 통한 학습자의 성과 향상에 집중했다면

(Beck & Stern, 1999), 최근에는 학습자의 개별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맞

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학습자간 연계를 지원하며 디지털 매체의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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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의미 있는 방법으로 학습자에게 접근하고 있다(Woolf et al, 2013).

구체적으로는 학습 분석, 교육과정의 품질 평가, 그리고 로봇 튜터의 개

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Woolf, 2015). 그러

나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맞춤형 학습에서의 활용에 대한 기대에

도 불구하고, 학습자에게 적응적 학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지능 테크놀로지가 실제적으로 구현된 예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빅데이터가 구

축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되

어야 한다. 그러나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교육 분야

에서 인공지능 테크놀로지의 활용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적응적 지원이 가능

했고, 실제 학습자 대상 사용성 평가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작

동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

다. 먼저, 본 챗봇에서는 다루는 학습 내용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다.

BUDS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는 활동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

고, 각 세부 활동요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원에 초

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에, 학습자들에게 챗봇 에이전트와의 자유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학습자가 할 수 있는 질문의 범위가 무한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챗봇의 설계 단계에서 학습자들에게 직접

예상 질문을 수집하였다. 문헌 검토 등을 통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예상하는 것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다

실제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자들의 질문에 대처하지 못하는 돌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때때로 데이터베이스에 미처 입력하지

못한 내용의 질문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챗봇이 자체적으로 응답을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동

으로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여 검색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였

다.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인공지능 에이전트

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계원리와 이를 구현하여 제작한 챗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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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스토리텔링에 활용함으로써 학습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다. 연

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최종 사용성 평가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챗봇

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챗봇에서 제시하는 학

습 정보와 지원이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실제적 스토리를 생성하는데 효과적

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챗봇이 학습자들에게 구조적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에 대한 인지적 부담과 과

제의 복잡성에 기인하는 불필요한 인지부하의 생성을 막아, 학습자들의

사전 지식과 경험을 유의미하게 재구성하여 실제적 디지털 스토리를 생

성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제한점과 추후의 보다 발전적인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챗봇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그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으나, 실제로 챗봇이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 후 학습자들의 성취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직

접적으로 측정하여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가 챗봇의 개발

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챗봇을 사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학습 결

과가 어느 정도로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고,

사용성 평가의 수준으로 실시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

구에서는 챗봇을 활용하지 않은 통제집단과 챗봇을 활용하여 디지털 스

토리텔링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 실험집단을 설정하여 실험연구를 실시함

으로써 챗봇의 효과성을 분명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 사용자를 경영학 전공의 대학생 학습자로

설정하였다. 이는 대학교육에서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지식의 분리가 중

요한 문제 중 하나로 꼽히고, 특히 경영학 분야에서 사례 연구가 주요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적 지식의 획득을 그

교육적 효과로 가지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특성과 적절하게 부합한다는

판단에서 본 연구의 대상 학습자의 설정이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었

다. 이에 따라, 경영학 전공의 대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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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종 사용성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나, 다른 학

습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챗봇을 활용해보도록 했을 때 과연

동일하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지는 보장할 수 없다. 특히, 학습 동기 유

발의 요소가 부족한 본 챗봇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경영학 전공의 학습

자들과 달리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대한 요구가 그다지 높지 않은 타 전

공 분야의 학습자들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대한 낮은 학습 동기로 챗봇

활용에 대한 학습 흥미와 몰입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

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습자들에게 개발된 챗봇을 활용하

게 해봄으로써 챗봇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챗봇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챗봇에서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공유를 한

정적으로 다루고 있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속성 중 하나는 바로 상호

작용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호작용성은, 학습자 개인이 디지털 스토리

를 생성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와 외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것

과 더불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일반적인 스토리텔링과 달리 산출물이 디지털 미디어의 형태로 이루어지

며, 제작의 장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을 기

반으로 학습자들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Nam & Ka, 2014). 예를 들어, 학습자들은 자신

이 제작한 디지털 스토리를 SNS를 활용해 공유할 수 있으며, 디지털 스

토리를 생성하는 과정 중 중간 제작물을 공유하여 다른 학습자들의 피드

백을 받고 이를 제작물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작자와 수요자의 명확한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이야기의 창작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Robin(2008)은 이러한 과정에 가치를 두고,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교육이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확장된 커뮤니티 속에서 의사소통하고 지

식을 구성해나가는 능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디지털 스토리를 계획하고 제작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으며, 디지털 스토리의 공유와 관련해서는 학습자와

교수자간 한정된 공유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맥락을 설정하여 학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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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제공하였다. 이는 실제 수업 속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활용되는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때에는 수업 구성원들 내에서 공유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챗봇의 목적을 학습자가 실제적인

디지털 스토리를 성공적으로 생성해내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보다

집중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디지털 스토리텔

링을 지원하는 범위를 확장시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다른 학습

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려도 다루어 볼

필요성이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챗봇을 통하여 디지

털 스토리텔링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에,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의 설

계원리를 개발하고, 개발된 설계원리를 실제 챗봇의 형태로 구현한 후

학습자 대상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챗봇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알

아보았다. 그리고 보다 발전된 연구를 위하여, 추후 보다 다양한 맥락에

서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험연구와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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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 설계원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

과

문항
전문가

M SD CVI IRA
A B C D

본 챗봇 설계원리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

을 개발할 때참고할 수있는 챗봇 설계원리로

타당하다.

4 4 4 4 4.00 .00 1.00

1.00

본 챗봇 설계원리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

을 개발할 때참고해야 할원리를잘 설명하고

있다.

4 4 4 4 4.00 .00 1.00

본 챗봇 설계원리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

을 개발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3 4 4 4 3.75 .43 1.00

본 챗봇 설계원리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

을 개발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3 4 3 3.25 .43 1.00

본 챗봇 설계원리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

을 개발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이해하

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4 4 4 4 4.00 .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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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 설계원리의 상세항목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설계원리 및 상세 지침 M SD CVI IRA

1. 구조화된 안내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활동 단계와 세부 활동요소를 구조화하여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챗봇의 안내를 따라 활동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4 .00 1

1

1.1.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활동 목표가

무엇인지 제시하여 학습자가 활동 전 과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4 .00 1

1.2. 특정 활동이 언제 행해져야 하는지, 전체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의 단계와 절차를 명시적으로 배열함으로써 비구조화

된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틀을 제공한다

(예: 스토리 보드, 스크립트).

4 .00 1

2. 적응적 지원

챗봇 에이전트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자가 활동

중 겪는 서로 다른 어려움에 맞춤형으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3.

75
.43 1

2.1. 디지털 스토리텔링 과정 중 예상되는 문제 상황에 대한

시범(Demonstration)을 보여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방지한다.
4 .00 1

2.2.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수준에 맞춘 적응적 지원을 제공한

다(예: 학습자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디지털 활용 도구를 추천한다).

4 .00 1

2.3. 학습자의 과제 수행 정도나 이해 수준에 따라 적응적인

응답을 제공한다(예: “혹시 아직 이해하지 못하셨나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나요?”).

3.

75
.43 1

3. 자기주도 학습

학습자가 스스로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에 능동적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3.

75
.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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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효과와 목적을 제시하여 학습자

가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75
.43 1

3.2. 학습자가 활동 과제와 목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한다. 4 .00 1

3.3. 학습 과정 중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현재 학습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예: 체크리스트).
4 .00 1

4. 실제적 지식의 획득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이론적 지식이나 사전

경험을 유의미하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가지고 있던

지식을 실제적 지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75
.43 1

4.1. 디지털 스토리를 구상함에 있어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도

록 촉진하여 실제적 학습이 되도록 한다(예: 스토리 계획 시

신문 기사나 주변 사례 등을 분석하여 제재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75
.43 1

4.2. 기술적 측면보다 창조적 아이디어와 의미의 재구성을 강조한

다.

3.

75
.43 1

4.3. 학습자가 사전 지식과 경험을 반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75
.43 1

5. 교수 실재감

챗봇 에이전트를 통한 학습 지원이 학습자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

나 교수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줄 수

있어야 한다.

4.

00
.00 1

5.1. 학습자가 필요할 때면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00
.00 1

5.2. 챗봇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의 자유도를 높여 마치 실제

교수자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예: 자연

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자유 대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4.

00
.00 1

5.3. 문장인식 오류를 최소화 한다.
3.

75
.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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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의 프로토타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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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문가 검토 면

담 질문지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 개발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문가 검토 면담 질문지

(공통 질문)

1. 챗봇의 어떠한 점이 디지털스토리텔링 활동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챗봇과의 상호작용이 오류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나요?

3.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챗봇의 주

요 기능 중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4.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챗봇의 주

요 기능 외에 추가되어야 할 점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교육학 분야 전문가 대상 질문)

1. 챗봇의 설계원리가 잘 구현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2. 어떠한 것들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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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I 전문가 대상 질문)

1. 챗봇의 메뉴나 글자의 배치 등이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디자인되어

있나요?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요?

2. 챗봇의 내부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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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학습자 대상 사

용성 평가 면담 질문지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 개발

프로토타입에 대한 학습자 대상 사용성 평가 면담 질문지

1. 챗봇의 주요 기능(안내, 상호작용, 점검)을 모두 시연해 보았나요?

2. 챗봇을 시연해보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3. 챗봇의 주요 기능 중 어떠한 기능이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수

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나요?

4. 챗봇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느낌은 어떠한가요?

5. 챗봇과의 상호작용이 오류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나요?

6.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챗봇의 주

요 기능 중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7.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챗봇의 주

요 기능 외에 추가되어야 할 점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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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학습자 사용성 평가 결과와

반영

구분 전문가 검토 결과 반영여부

주요

기능별

제안

안

내

1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대한 개념적 설명 추가 반영

2
BUDS의 목적, 기능 및 사용법 등을 설명하는 일종

의 ‘이용 가이드’ 추가
반영

3

교수자나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디지털 스토리텔

링의 일부 단계를 건너뛸 수 있도록 스킵(skip)

기능 추가

미반영(메

뉴바에서

세부 활동

단계를

선택할 수

있음)

4

학습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정보나 학습 도구

를 추천해줄 때 수준(난이도)나 간략한 설명을 함께

제시

반영

질

의

응

답

5
에이전트와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하

는지 예시 문장 등으로 가이드
반영

6
동일한 상황에서도 에이전트가 매번 다양하게 응

답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의 반응 다양화
반영

7

에이전트가 학습자의 요청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여 재질문의 형태로 응답하도록

수정

미반영(개

발 제한)

점

검
8

특정 단계 스킵 기능을 추가한다면, 이에 맞추어

점검 시에도 '예‘, ’아니요‘ 말고도 ’건너뜀‘ 등의

응답을 추가

반영

기타 제안 9
학습자들이 유용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저장, 활용

할 수 있도록 마우스 우클릭 해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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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습자 검토 결과 반영여부

주요

기능

별

제안

안내

1
BUDS의 목적, 기능 및 사용법 등을 설명하는

일종의 ‘이용 가이드’ 추가
반영

2
반드시 필요한 정보나 활동 수행요소가 아닌 내용

은 삭제
반영

질의

응답

3

에이전트의 대화체를 보다 친숙한 말투로 수정하

거나 이모티콘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실재감 높이

기

반영

4
두 가지에이전트의 성격을 설정하여 이에 기반한

어투 설정
반영

점검 5
모든 활동요소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요소만 체크리스트에 포함시키도록 수정
반영

기타 제안 6
메뉴바 등의 색상조정, 폰트 수정등을 통한 디자

인 보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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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에 대한 학습자 대상 최종 사용성 평가

설문지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 개발

최종 사용성 평가 설문지

BUDS를 이용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문항들은 BUDS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V 표

시 해주세요.

설문 문항

매우

그렇

다

약간

그렇

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 BUDS의 안내 기능이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2. BUDS의 상호작용 기능이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3. BUDS의 점검 기능이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4. 학습 목표와 방향 및 과제의 특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학습에 효과적이었다.

5. 메인 챗봇이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효과적

으로 구조화하여 안내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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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응적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7. BUDS가 제공하는 추천 정보가 학습에 직접적

인 도움이 되었다.

8. 학습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주

었다.

9. 실제적 지식을 구성하는데 효과적이었다.

10. 활동 과정을 체크할 수 있어서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11.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즉각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한다.

12. 사용법이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조작 시 불편함이 없었

다.

13.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

를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었다.

14. 텍스트 및 레이아웃이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고 적절하였다.

15. 챗봇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이 오류 없이 안

정적으로 이루어졌다.

16. BUDS를 활용함으로써 차별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었다.

17. BUDS를 활용함으로써 학습 동기와 즐거움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18. BUDS를 사용한 후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느꼈

다.

19. 앞으로도 BUDS를 계속 활용하고 싶다.

20. 챗봇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마치

실제 교수자가 옆에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21. BUDS가 제시하는 정보만으로도 성공적인

학습 수행이 가능하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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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

22. BUDS가 제시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거나

적지 않고 적절하다.

23. 서브 챗봇과의 자유 대화를 통해 원하는 정보

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24. 원하는 학습 단계나 정보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

25. BUDS가 제공하는 정보와 학습 지원이 믿을만

한 출처에서 제공된다.

26. BUDS가 제공하는 정보 중 오류가 없었으며

높은 질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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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에 대한 학습자 대상 최종 사용성 평가

면담 질문지

디지털 스토리텔링 챗봇 개발

최종 사용성 평가 면담 질문지

1. 챗봇을 활용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수행하면서 어떤 점이 좋

았나요?

2. 챗봇을 활용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수행하면서 어려웠던 점

이나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3.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수행하면서 챗봇을 어떠한 목적으로 주

로 활용했나요?

4. 챗봇을 활용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수행하면서 챗봇의 어떠

한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5. 챗봇을 활용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하는데 어떠한 점에서 챗

봇이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챗봇이 제공하는 정보나 학습 지원이 디지

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6.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점을 새로 배울 수 있었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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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완

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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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velopment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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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recent advancement of technology, the influence of

technology has been increasing throughout human life. Similarly, in

the field of education, research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to

integrate digital technology into education. In fact, however, it is hard

to say that technology is diversely applied to teach students in school

education.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using digital storytelling as

a teaching activity. Digital storytelling facilitates one to create its

own story in the form of digital media by using digital technology,

and when it is applied to a learning activity, learners are able to

reconstruct their knowledge, which they have learned previously, and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from the past. In addition, digital

stories, in the form of digital media, can be easily shared with other

learners through Internet, allowing the learners to link their



- 146 -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enhancing their core capabilities in the

areas such as technology-utilization, creative thinking, critical

thinking, and communication skills, all of which are required in living

the 21st century.

Despite the significant educational value of digital storytelling, even

nowadays, it is hard to find digital storytelling being used

successfully in a real classroom context. It can be inferred that one

of the causes of these problematic situations is the task

characteristics of digital storytelling. As it requires a high level of

self-directed study and roleplaying by learners, the performance of

the activity would largely depend on the learner's capability.

Furthermore, as digital storytelling is a highly unstructured and still

a rather unfamiliar activity to learners, they fee a tremendous

cognitive burden and eventually prevented from carrying out the

activity successfully.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promoting digital storytelling activity

by providing appropriate support to learners, clarifying the

impediments, and thereby presenting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chatbot as a learning tool to support the activity. Currently, scripts

are the most commonly used learning tool in technology-based

learning environments, such as digital storytelling, and it has been

seen as adequate to support digital storytelling, as they provide a

structured guidance and learning support. However, such a

methodology comes with several limitations in interactivity: it is a

one-way interaction, and therefore, depending on what is pre-scripted,

the designer is impossible to provide immediate and adaptive

feedbacks. Specifically, supporting interactions between instructors and

learners is particularly crucial, especially in non-face-to-face learning

environments such as digital storytelling. Thus, this study tri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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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such limitations by developing a chatbot equipped with

principles of script, providing instructors and learners an opportunity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regardless of the place where the

learning activity occurs. Accordingly, this study deliver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are the design principles of the

chatbot and development guidelines for digital storytelling? Second,

what are the structure, contents, and functions of the chatbot,

supporting digital storytelling? Third, what is the learners' awareness

of chatbot for digital storytelling?

To solve the aforementioned problems,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design development research methodology. First, the

investigation of relevant prior researches through literature review

shaped the principle of designing chatbot for its development. The

internal validity of design principles was ensured through expert

review by four experts. Next, based on these guidelines, development

strategi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design principles on a

chatbot were compiled and prototyped accordingly. After conducting

expert reviews and usability evaluations by four experts and five

learners, followed by revisions and supplementations, the production

version of the chatbot, ‘BUDS,’ was created. It underwent a final

usability assessment by five learners to understand their perception of

the chatbot. This final usability assessment comprised of procedures,

in which learners were asked to perform digital storytelling

individually using the chatbot, followed by participating in surveys

an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In conclusion, the design principles and development guidelines of

chatbot for digital storytelling were established, which was became

the basis of development of the chatbot, ‘BUDS,’ followed by a

usability assessment to understand the learners' percep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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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bot. First, design principles for chatbots are comprised of five

stages: the structured guidance, the adaptive support, the support for

self-directed learning, the support for the acquisition of practical

knowledge, and facilitation of the presence of an instructor. It

encourages learners to successfully perform their activities through

guidance on structuring each stage of digital storytelling and the

detailed activity elements, concurrently allowing learners to actively

participate on their own by providing on-demand feedback derived

from interactions between the chatbot agent and learners. In this

process, the chatbot assists learners to acquire practical knowledge by

carefully reconstructing relevant knowledge or experience of learners,

while enhancing the presence of an instructor to arouse positive

emotions from learners that they get appropriate learning support on

ad-hoc basis, considering that digital technology physically separates

the learning environment from instructors. At the same time,

development guidelines were derived in a rather practical context for

the development of chatbot. Guidelines contain specific details on the

materialization of design principles to functions and components in the

course of developing the chatbot, where BUDS is presented as the

form of actual output.

BUDS is a web-based application comprised of two chatbot agents,

whose primary functions are providing structured guidance, questions

and answers, and inspections. First, the main chatbot presents

categorized directions to interact with learners, guiding learners to

complete tasks without deviation. Within this process, it structures

activity procedures and elements of digital storytelling. Furthermore,

the chatbot inspects learners' performance at the end of each stage

to assist learners in achieving self-directed learning. At the same

time, learners can get adaptive supports from an auxiliary chat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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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 on a need-to-need basis. The auxiliary chatbot communicates

in a free and interactive way, thus providing a high degree of

freedom during a conversation. Using a natural conversation, learners

can request aids for the parts that were unsatisfied with the main

chatbot, and the auxiliary chatbot agent analyzes a request and

presents an appropriate response. BUDS sought to offer adaptive and

expanded learning supports by differentially adjusting the amount and

the level of information to meet learner’s needs. While learning

supports are achieved through text-based interaction, any requests

from the interactions are designed to be presented in diverse

interaction method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mages and videos.

In conclusion, learner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perception

overall. Specifically, the survey revealed that the learners were

satisfied with the usefulness, usability, attractiveness, find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chatbot. In specific, the chatbot provides useful

assistance during digital storytelling activities, is convenient in its

usage, evokes positive emotions, is easy to find information, and

presents reliable information. Notably, the learners felt a high degree

of the presence of an instructor from its capabilities to interact

realistically to providing learning supports simulating that of a real

person, and to present the desired information in a structured and

adaptive manner. However, learners presented with conflicting

opinions about the level of learning supports and the amount of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hatbo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lve the difficulties that learners

face in digital storytelling activities by developing a chatbot for

digital storytelling, providing structured guidance and adaptive

learning supports to learners. Moreover, the formulation of design

principles of a chatbot to assist digital storytelling features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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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for designers who want to implement digital storytelling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is research has practical

and academic value for its attempt to promote adaptive learning by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suggests that

educational considerations related to the expected effects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shall be prioritized over the selection of

technology and mechanisms when developing teaching and learning

tools in conjunction with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keywords :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Script, Chatbot,

Learning support, Development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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