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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영어 수업에서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을 통해서 학습자는 수업에서 말

하기 발언 기회를 통해 영어표현을 실제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험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영어 수업과 자신의 발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학습자에게 즉각적인 언어적 피드백

을 제공하는 매체로써 학습자의 영어 말하기 내용에 대해 성찰해보는 기

회를 갖게 한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인터넷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응답을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적 장점을 활용하여 학습자

에게 보다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특성,

학습내용, 학습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화된 수업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설계·개발 연구방법에 따라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

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 설계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스피커라

는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한국 초등학교 맥락에서 영어수업을 설계하

고 실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업 설계전략과 상세지침을 교육공학의 체

계적인 절차에 따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하여 학습자의 발언을 토대로 적응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자발적인 대화를 촉진하는 말하기 수업에서 고려해야

할 이론적·실천적 요소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수업의 설계전략은 어

떻게 구성되어있는가? 둘째,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수업의 설

계전략의 상세지침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가? 셋째,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수업의 설계전략과 상세지침에 대한 내적 타당화 결과와 외

적 타당화 결과는 어떠한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는 선행문헌을 통해 도출한 초기 설계전략을 교육공학 분

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전문가 타당화 과정을 걸쳐 수업 설

계전략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서울소재 초등학교 영어 교과목 수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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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수업 설계전략을 반영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장평가 이

후 교수자와 학습자 반응조사를 실시하였다. 내적 타당화 과정과 외적

타당화 과정을 거쳐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최종 수업 설계전략으로 도출

하였다. 최종 수업 설계전략은 TBLT모형의 단계를 바탕으로 한국적 맥

락을 반영하여 설계전략과 상세지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수업 설계전략은 9개의 설계전략과 20개의 상세지침으로 구

성된다. 설계전략을 요약하면 1)‘수업 전 단계’, 2)　 ‘과업 전 단계

(Pre-Task)’, 3) ‘과업 단계 (Task)’, 4) ‘과업 후 단계 (Post-Task)’의 네

단계로 설계전략을 개발하였다. 각 단계별 시 고려해야할 9개의 설계전

략과 20개의 상세지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과정에 연구 참여자는 교육

공학 전공의 5인의 전문가. 초등학교 교사 1인과 초등학교 3학년 3학급

48명이 참여하였으며 학습자 반응조사의 경우 한 학급의 학습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현장평가 이후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

한 반응조사 결과 수업 설계전략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였으며 교육

적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 설계전략 개발

하였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 설계전략 연구가 초기라는 점에

서 본 연구 결과 도출된 수업 설계전략 연구 이론화에 기여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서울 소재 초등학교의 학습자와 교수자를 대

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장평가 결과 기존 인공지능 스피커

혹은 음성비서를 활용한 언어 교육의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교

육적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가 있다. 또한,

한국적 맥락을 반영하여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한 교수설계 가능성을 탐

색하였다는 점과 본 연구의 수업 설계전략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주요어 :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 영어 말하기 수업, 인공

지능 스피커 수업 활용

학 번 : 2018-2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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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등장한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교육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첨단 테크놀로지 활

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 수업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학습자의 유의미한

학습을 위한 상호작용 전략과 교수학습방법과 학습 환경 구축 등으로 교

수설계의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임철일 외, 2017). 다양한 테크놀로지 중

에서도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으로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를 축적하

고 이를 분석하여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는 적응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인

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음성명령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음성비서(Voice

Assistant)기술이 탑재된 인공지능 스피커를 언어 학습에서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음성비서 기술이 탑재된 모바일과 인공지능 스

피커는 컴퓨터 보조 학습에서 활용하는 컴퓨터 매체보다 이동성이 높으

며, 음성 명령을 통해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나 특별한 사전지식이 없어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안

정은, 전영국, 2018). NMC 호라이즌 리포트(NMC Horizon Report)는 매

년 미래 교육에 변화를 가져올 핵심 트렌드와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2019년 호라이즌 리포트에 따르면 향후 5년 내 미래 교육의 핵심 기술로

분석기술(Analytic Technology), 모바일 학습(Mobile Learning), 인공지

능(AI), 가상비서(Virtual Assitant), 블록체인기술(BlockChain)으로 지목

하였다. 그 중 음성인식 기술과 자연어처리가 적용된 가상비서(Virtual

Assitant) 기술은 인공지능 스피커, 스마트 폰, 태블릿 매체를 통해서 학

습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잠재력이 높은 기

술로 평가된다(Bryan et al., 2019).

인공지능 스피커는 국내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매체이다. 인공

지능 스피커는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300만대 이상 보급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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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00만대 이상이 보급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연합뉴스,

2018). 인공지능 스피커의 잘 알려진 예는 Amazon사의 Echo, Google의

Google Home, 네이버사의 클로버 등이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스피커의

활용에 대한 높은 관심은 교육 현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시 교육청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교과목에서 인공지능 스피커 활

용하는 영어학습플랫폼을 개발하여 2019년 2학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

획을 발표하면서 음성인식 기술의 교육적 활용방안에 대해 교육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서울교육소식, 2019).

인공지능 스피커의 언어 교육 분야의 가능성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살

펴보면, 인공지능 스피커 매체는 학습자의 발언을 통해서 손쉽게 작동되

며 음성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언어학습 분야에서 교육적 활용 가

능성 높은 매체로 평가할 수 있다(Moussalli & Cardoso, 2019,; 김선희

외, 2019).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화에 반응하여 제공하는

즉각적인 응답이 인터넷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말

하기 활동을 통한 능동적인 정보 탐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공

지능 스피커는 학습자들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영어 교육

맥락에서 효과적인 영어교육의 매체로서 대두되고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 혹은 음성비서 기술을 언어 학습에 활용한 선행연구

는 크게 세 가지로 연구되어 오고있다. 첫째, 인공지능 스피커 혹은 음성

비서(Voice Assistant) 기술이 언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Moussalli & Cardoso, 2019, Underwood, 2017;

Kim, 2017; Kim, 2018; Han & Kim, 2017; Andrew T et al., 2018;

Gallacher, A. et al., 2018; Fryer, Carpenter, 2006; 김재상, 2017; 서정은,

2017; 현주은과 임희주, 2019; 박아영, 2017; 신동광, 2019). 김재상(2017)

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Amazon사의 인공지능 스피커 Echo를 수업에서

활용하여 과업중심 모둠학습을 진행하였다. Echo 활용하여 영어교육을

진행하고 학습자의 상호작용 패턴, 정서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고, 연구결과 학습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광(2019)은 학습자의 상호작용 양상과 학습자가 사용하는 어휘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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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주로 인공지능 스피커와 음성비서 기술을 영어

교육에 적용하였을 때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둘째, 인공지능 스피커 혹은 음성비서 기술을 언어학습에 활용한 선행

연구는 매체별 인공지능 스피커의 어휘군 비교연구 또는 인공지능 스피

커를 영어교육에 활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학습자의 담화 비교분석 연구

이다(추성엽 외, 2019; Dizon, 2017; 김혜영 외, 2019; Kim, 2017). 예컨

대, 김혜영 외(2019)는 Amazon사의 음성비서 Alexa와 Google사의 음성

비서인 Google Assistant의 어휘군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적응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교육용 음성 시스

템 개발 연구(Huang et al., 2017; 이재일 외, 2017; 오은영, 2018)이다.

인공지능 스피커와 음성비서 기술의 영어교육 활용에 대한 다양한 선행

연구는 영어교육 맥락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와 음성비서 기술의 교육적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주은과 임희주(2019)의 연구에서 지

적하였듯이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스피

커를 교실 수업에서 활발하게 활용하려는 시도가 많지 않는 이유는 교사

가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의 역할, 주제, 구체적인 활동과 목

표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교

육에서의 효과성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묘사되는 수업에 대한 정보만을

바탕으로 실제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적 환경 요인이 무엇인지, 인공지능 스피커를 영어수업에

서 활용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육내용 선정하며 학습자가 활발하게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어 교사의 수업 설계와 실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선행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새로운 매체인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할 때 학습자에게 매체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사전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며 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단계를 정교화된 수업 설계와 구체적인

활동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수업 설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 4 -

본 연구는 교수설계관점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영어교육을

실시할 때 교수자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 영어 말하기 수업 설계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교수자와 학습자 반응조사를 실시할 때 실제 수

업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을 실시할 때 교수자

와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공교육 학교 맥락에서 교육적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환경적 요인을 확인하여 본 연구의 결과인

수업 설계전략이 갖는 실제 한국적 맥락에서의 실천적 시사점을 탐색하

고자 한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수업 설계전략 개발을 통해

교육공학적 접근에서 영어교육 맥락에서 연구의 초기단계인 인공지능 스

피커를 활용한 교수설계의 이론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5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수업 설계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문헌을 검토하여 설계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외

적 타당화와 내적 타당화 과정을 거쳐 최종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본 연구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수업의 설계전략은 어떻게 구성되

어있는가?

둘째,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수업의 설계전략의 상세지침은 어

떻게 구성되어있는가?

셋째,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수업의 설계전략과 상세지침에 대

한 내적 타당화 결과와 외적 타당화 결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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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란 음성 사용자 인터페

이스(Voice User Interface: VUI)를 IoT와 결합하여 스마트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의마한다(김찬욱 외, 2017). 즉 인공지능 스피커는 사

용자가 자연어를 통해서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하게 되는 디바이스

인 하드웨어를 지칭한다(양정연, 김학래, 2017). 인공지능 스피커는 사용

자의 음성을 인식하여 음성 데이터를 인터넷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송

하여 이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라 적응적인 음성 피드백을 제공하

거나 음성 명령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예는 아마

존사의 에코(Echo), 구글사의 홈(Google Home), 네이버사의 클로버 등

이 있다

§ 말하기 학습

언어학습에서 말하기 학습(Learning by Speaking)은 의사소통이 강조

되면서 학습자가 실제로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출력(output)을 강조

한 접근방식의 언어학습을 의미한다(Long, 1996; Swain, 1985). 언어학습

에서 말하기 능력과 같은 출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외국어

사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외국어를 표현해보는 기회

를 통해서 학습자는 배운 외국어 표현을 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자동화가 일어난다(Swain, 1985). 이러한 말하기 능력은

(1)언어 능력 (2)문법적 지식(textual knowledge)와 담화 구조 이해력

(3)실용적 지식(pragmatic knowledge), (4) 사회문화 언어 지식

(sociolinguistic knowledge), (5)전략적 역량(strategic capacity)으로 구성

된다(Bachman & Palm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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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 설계전략을 개발하

는 것이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

토하였다. 먼저, 영어교육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영어 말하기 능력과

관련하여 말하기 학습의 개념과 교수학습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

하였다. 영어 말하기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선

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명령을 기반 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음성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

술적 기능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자의 사용성

과 관련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교육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어

교육 맥락과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육적 사례를 확인하였다.

1. 영어 말하기 학습

가. 말하기 학습 필요성

최근 영어 교과목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의사소통역량 관점이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역량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렵하고 경청하며 자신

의 의견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비언어적 방법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

달하며 상대방과의 입장을 고려하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강영혜 외,

2014). 또한 의사소통역량은 발신력(말하기, 글쓰기, 비언적 방법, 상징과

기호), 내용 구성력(간결성, 정확성, 적절성, 효과성 등), 수신력(경청, 반

응, 이해력 등)으로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백순근 외, 2017). 이와

같이 의사소통역량에서 말하기는 의사소통역량을 구성하는 핵심이자 기

본 능력에 속한다.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함에 따라서 교육계에서 영어 학

습에서 의사소통역량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먼저, 교육부(2016)는 2015



- 8 -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한 의사소통역량을 살펴보면 의사소통역량은 ‘다양

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과 상대방의 의견을 경

청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서 영어 교과목에서도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영어로 말하고 듣는 능력, 영어

이해능력, 영어 표현능력”으로 정의 내렸다(김모영, 2019). 이와 같이 말

하기 능력은 역량의 관점에서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어 교과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

등학교 맥락에서 영어 교과목 성취기준의 ‘말하기’ 영역은 세 가지 하위

내용 요소로 구성된다. 영어 교과목 성취기준에서 말하기 능력은 소리

를 따라말하는 ‘소리’, 낱말이나 문장을 말할 수 있는 ‘어휘 및 문장’, 의

미를 전달하고 의미를 교환하는 ‘담화’ 능력이 향상되기 위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이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기본적으로 이론적 문법위주의 학습과 동시에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자에게 의사소통을 통한 자신의 생각과 감

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한다.

의사소통의 관점의 말하기 능력은 영어 학습에서 이 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예컨대, Hymes(1972)는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사회언어학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문법에 대한 지식만으로 언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는데 첫째는 언어

를 형식적으로 구성하는 언어의 문법성, 둘째는 언어의 실행 가능성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심리적 요인, 셋째는 상황에 대한 문장 적합성, 마지

막으로 실제 상황에서 수행여부이다. 즉, Hymes(1972)는 영어를 학습할

때 언어 지식적인 측면이 중요한 만큼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심리와

의사소통이 실제 상황에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영어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문제점 중 하나

가 실제 교실현장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강재원, 2017).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학습자들이 영어를 몇 십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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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해야하는 상황

이 오면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한다. 이는 교육학적으로 교실수업에서 일

상생활 영어를 연습하고 의사소통처럼 영어 사용하는 기회가 절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교실수업에서 영어 사용 기회가 적은 이유 중 먼저, 환경적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국어를 학습하는 교실환경에서 시간적 제한이 중

요한 변수이다(Collins & Munoz, 2016; Penning de Vries, et al, 2015).

한국의 영어교육 환경에서 학습시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

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영어 학습시간은 총 750시간으로 영어를 습

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이병민, 2003). 하지

만 영어 의사소통능력은 학습시간이 중요한 변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

는 방법이 바로 일상생활 중심의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일상생활 영

어를 학습하였을 때 학습자들은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습득이 가

능한 반면 학업과 관련하여 영어를 배울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병민, 2003) 일상생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중심

수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강재원, 2017).

이와 같이 영어교육에서 의사소통역량 관점에 따라 말하기 능력이 요

구되지만 실제 교실수업에서 의사소통중심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

점에서 살펴보았다. 교실상황에서 한계 때문에 학습자들의 말하기 연습

기회가 줄어들면서 교수자로부터 양적, 질적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상

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Moussalli, Cardoso, 2019). 영어 의사소

통역량에서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영어를 사용하

는 기회가 주어지는 의사소통중심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

나. 말하기 학습 개념과 교수·학습법

제 2 외국어로서 영어학습(English as Foreign Language)을 학습하는

맥락에서 학습자가 실제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의사소통 능

력이 강조되면서 기존의 내용중심, 문법위주의 수업에서 의사소통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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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으로 변화되고 있다(Larsen-Freeman, 2001). 제 2 외국어로서 영어

학습에서 의사소통중심 관점이란 영어학습에서 학습자의 타고난 언어능

력, 교수(instruction) 뿐 아니라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언어적 표현하여 전달하는 말하기 능력과 같은 출력(output)을

강조하는 관점이다(Swain, 1985; Long, 1996).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사소통중심 연구는 다양하게 연구되

어 왔다. Swain(1985)은 출력가설(Output Hypothesis)을 통해 언어 습득

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말하기와 같은 출력이 중요하며 학습자가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기회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학습자는 수업에서 제

공받게 되는 입력 뿐만 아니라 언어를 발화하면서 자신만의 언어 체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언어학습에서 말하기 기회가 학습자에게 주어져야한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Swain(1985)은 언어학습에서 말하기 기회가 주어

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학습자가 자신이 배운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출력(output)의 기회를 통해서 학습자는 외국어 사용이 자동화

(Automation)된다고 보았다. 즉, 정확하고 문법적으로 완벽한 어구를 구

성하기 위한 정확성을 강조한 학습이 중요한 만큼 제 2 외국어로서 영어

를 학습하는 학습자에게 말하기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학습자가 자신이

하고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유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외국어 능력이 좋은 사람은 외국어로 말을 할 수 있

는 사람(Speaker) 이라고 인식을 하는 만큼 말하기 능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중에서 직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술(skills)로 인식되어

왔다(Ur, 1996). 영어학습과 제 2 외국어로서 영어학습에서 말하기

(Speaking)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었다(<표Ⅱ-1> 참고).

말하기는 다양한 문맥에서 언어적 및 비언어적 상징(symbol)을 사용하

여 의미를 구성하고 공유하는 과정이다(Chaney, 1998). Brown and

Yule(1983)은 말하기 기술은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생성

하는 행위로서 강조하였다. Bachman and Palmer (1996)는 말하기 능력

을 다섯 가지 요소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 내렸다. 다섯 가지 요소는 (1)

음운론, 구문의 정확성, 어휘 및 응집력, 유창성으로 묘사 된 언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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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법적 지식(textual knowledge)와 담화 구조 이해력 (3)실용적 지식

(pragmatic knowledge), (4) 사회문화 언어 지식(sociolinguistic

knowledge), (5)전략적 역량(strategic capacity)이다. 이와 같이 학자간에

말하기에 대한 정의는 강조하는 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 되지만 공통적

으로 말하기는 문법적 지식 뿐만이 아닌 출력의 관점으로 학습자의 발화

를 강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Ⅱ-1> 기존 연구에서 말하기 학습의 정의

말하기 학습과 같이 학습자의 출력(Output)이 강조되면서 학습자의 발

화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소통 중심 언어교육(Communicative Lanaguage

Teaching)은 1980년대에 들어서 ‘의사소통 활동’이 '과제(Task)'의 개념

으로 대체되면서 ‘과업중심 학습(Task-based Langage Learning)’, 또는

‘과업중심 교수법(Task-based Langage Teaching: TBLT)’개념으로 널

리 사용되게 되었다(Skehan, 2003). 과업중심 교수학습법은 교실에서 입

력(Input)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교수법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학습자가

과업을 수행하면서 유의미한 언어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수법이다

연구자 정의

Swain

(1985)
제 2 외국어 언어학습에서 말하기는 출력(output)에 해당한다.

Ur

(1996)

말하기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능력이다.

Chaney

(1998)

말하기는 다양한 문맥에서 언어적 및 비언어적 상징(symbol)을

사용하여 의미를 구성하고 공유하는 과정이다.

Brown and

Yule

(1983)

말하기 기술은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생성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Bachman

and Palmer

(1996)

(1) 언어 능력 (2) 문법적 지식(textual knowledge)와 담화 구조

이해력 (3)실용적 지식(pragmatic knowledge), (4) 사회문화 언

어 지식(sociolinguistic knowledge), (5)전략적 역량(strategic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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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s & Rogers, 2002; Samuda & Bygate, 2008).

과업 중심 교수법은 학습자 중심 접근(learner-centered approach)으로

학습자에게 과업(Task)를 제공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

습자가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교수법을 의미

한다(김진철 외, 1998). 즉, 학습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목표어를 사용하고, 조직하고, 발화를 해보면서 더 효

율적으로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Nunan, 1999). 과업중심 교수법에서 어

떤 과업(Task)을 수행하는지에 여부에 따라 학습자의 동기에 영향을 준

다(Chapelle, 2001).

과업중심 교수법의 저명한 학자인 Willis(1996)는 과업중심 교수법의 단

계를 과업을 중심으로 ‘과업 전(Pre-Task)',’과업(Task)', '과업 후

(post-task)'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째, ‘과업 전’ 단계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과업 수행을 통한 수

업의 모형을 제시하여 설명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는 과업의 의

미를 이해하며 교수자는 과업 수행의 목표와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과업(Task)'의 단계는 과업 수행, 계획(Planning), 보고(Report) 단

계를 걸친다.

둘째, 과업 수행 단계에서는 학습자는 짝(Pair)과 소집단을 구성하며

과업을 수행하며, 교수자는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언어 사용의 오류에

구애받지 않고 과업 수행에 집중하도록 안내한다(한소현, 2016). 계획 단

계에서는 학습자는 과업이 모두 끝난 후 다른 학습자 앞에서 과업 결과

를 발표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서 촉

진자 역할을 수행하며(Hyun & Finch, 1998), 학습자는 과업 결과 발표

전 교수자에게 오류를 검토 받으며 이를 수정할 기회를 갖는다. 보고단

계를 통해서 학습자는 과업 결과를 발표하며 다른 학습자의 발표를 보며

자신의 결과와 비교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과제 후 단계(post-task)‘는 분석과 연습 단계, 성찰하

기와 반복 단계 나뉜다. 언어 초점(Language Focus)에 맞춰 학습자는

과업의 의미와 주제를 설정하며 과업에서 사용한 어휘 및 표현을 연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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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복 단계에서 학습자는 최종적으로 반복적하여 말하기를 수행한다.

Willis(1996)의 과업중심 교수법은 [그림 Ⅱ-1]과 같다.

[그림 Ⅱ-1] 과업중심 교수(TBLT) 모형 (WIllis, 1996)

Skehan(1998)은 과업을 연습과는 다른 활동으로 의미 중심으로 정의

내리며, 과업의 수행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Skehan의 모형은 다음 [그림 Ⅱ-2]와 같다. Skehan(1998)은 과업 설정에

있어서 실제 맥락과 유사해야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Skehan의 모형은 과업 전 단계, 과업 단계, 과업 후 단계로 구성된다.

과업 전 단계는 학습자가 과업을 이해하기 위한 과업 수행 이유를 소개

한다. 과업의 주제와 수행 이유를 소개 받은 뒤 교수(instruction)를 통해

서 학습하게 될 목표어를 가르친다. 이 후 의식상승

(Consciousness-Rasing)의 목적으로 학습자가 학습하게 될 목표어의 구

조에 관심을 갖게 하기위한 암시적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과업 전 단계

에서 마지막으로 학습자는 자신이 수행하게 될 과업에 대한 계획은 가르

친다.

과업 수행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과업을 수행하는 단계로서 교수자는

과업에 주의집중을 할 수 있도록 조작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한종임, 2015). 계획에 따라서 학습자는 과업을 수행

한다. 과업 수행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과업 내용을 다른 학습자에게 발

표하기 위한 발표 계획하며, 교사는 학생의 발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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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들 앞에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과업 결과를 발표한다. 과업 후 단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용한

목표어를 확실하게 학습자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과업

후 단계에서 학습자는 유사한 과업을 반복 수행하거나 자신이 배운 내용

을 성찰할 수 있도록 교사가 본 과업 활동에서 배운 목표어를 상기시킨

다.

[그림 Ⅱ-2] Skehan의 TBLT 모형 (Skehan, 1998)

Ur(1996)는 학교 수업의 학습자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활동

원칙을 제안하였다. 수업에서 말하기 능력을 위한 활동 원칙은 네 가지

로 구성되어 있는데 (1) 학습자 많은 언어 사용 기회 제공 (2) 공평한

발언 기회, (3) 높은 학습자 동기, (4) 언어 수용 수준 설정으로 구성된

다. 학습자의 말하기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학습자의 발

언을 중심으로 기회 제공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또한 학습자간 언어 사

용량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자 특성에 따라 발언 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막아 학습자들이 고루 말하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수업 활동 시 교수자는 학습자의 동기와 흥미를 고려하여 활

동을 전개해야하며 학습자 말하기 과정에서 정확성 보다 학습자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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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언어 수용 수준을 정하여 말하기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다. 영어학습과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매체 활용 자체가 반드시 교육적 효과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Simonson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

할 때 말하기 학습 맥락에 적합한 매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

어학습 맥락에서 교수매체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이론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교실수업에서 컴퓨터 활용이 보편화 되면서 언어학습에서

컴퓨터 보조 언어학습(Computer Assistant Lanaguge Learning: CALL)

이 등장하였다. CALL이 2000년대 강조되면서 Chapelle(2001)은 새로운

테크놀로지 활용에 있어서 테크놀로지가 언어 학습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체 선정 원칙을 연구하였다.

Chapelle(2001)은 CALL 학습에서 매체를 선정하기 위한 일곱가지 원

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뢰성과 학습자 적합성(Reliability and Learner

fit)으로 학습자 수준에 따라서 매체를 자체를 사용하는 난이도를 고려해

야하며 학습자의 개인적 성향(학습스타일, 동기 유형 등)을 고려하여 매

체의 사용여부를 판단해야한다. 둘째는 진위성과 일반성(Authenticity

and Generalizability)으로 매체가 연구 맥락에서만 활용되는 매체가 아

니라 일반적으로 일상생황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이 되는

매체를 언어학습에서 활용해야한다. 셋째는 학습조건 타당성과 운영성

구축(Construct validity and operationalization of learning conditions)으

로 매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술적 특성이 타당한지 여부를

고려해야한다. 넷째는 언어학습 가능성과 학습조건에 운영성(Language

learning potential and operationalization of learning conditions)으로 학

습상황에서 언어학습을 촉진하는 잠재성이 있는 매체이며 연구맥락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성의 여부를 고려해서 매체를 선정해야한다. 다섯째는

상호작용성과 의미 초점(Interactiveness and meaning focus)으로 매체

활용함으로서 학습자가 유의미한 의사소통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매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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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여섯째는 긍정적 영향(Positive impact)으로 언어 학습에서 학

습자가 매체를 활용하여 언어 학습을 촉진하는 영향이 있는 매체를 선정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실용성(Practicality)으로 비 연구 맥락에서 매체의

기술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기술이며 이를 조적하고 사용하는 것이 쉬운

매체를 활용해야한다.

Chapelle(2001)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수업 연구에서 인공

지능 스피커 매체가 이러한 선정 원칙에 따라 적합한 여부를 탐색하였

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학습자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연구나 학습 맥락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로서 ‘실용성’의 원리와 ‘진위

성과 일반성’ 원리에 부합한다(Moussalli, Cardoso, 2019). 인공지능 기반

개인비서 기술은 언어학습에서 인간-매체와 상호작용을 촉진한다는 점

에서 ‘상호작용성과 의미 초점’에 해당한다(Moussalli, Cardoso, 2019). 인

공지능 기반 개인비서 기술은 언어학습에서 입력(input)과 출력(Output)

을 모두 향상시키며 학습자들에게 연습의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교육적 잠재성이 있다(Moussalli & Cardoso, 2016; Moussalli &

Cardoso, 2019, Underwood, 2017; 현주은과 임희주, 2019; 안정은과 전영

국, 2018). 또한 학습자 언어학습에서 인공지능 기반 개인비서 기술은 학

습자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의사소통의지가 향상(Underwood,

2017; 서정은, 2017)되었기 때문에 언어학습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는 매

체라고 할 수 있다.

<표 Ⅱ-2> 매체 선정 7 원칙 (Chapelle, 2001)

매체 선정 원칙 내용

1

신뢰성과 학습자 적합성

(Reliability and learner

fit)

� 학습자 수준에 따른 매체 사용의 난이도

� 학습자의 개인적 차이 (예 : 학습 스타일,

동기 부여 및 기술 경험)에 대한 매체

사용의 영향

2
진위성과 일반성

(Authenticity and

� 비 연구 맥락에서 매체 활용

� 연구 결과에 따른 다른 맥락에서 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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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 스피커

가. 인공지능 스피커 기능과 현황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 방안과 학습 이론에 근거한 수업에서

설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의 개념과 기능

에 대해서 정의 내릴 필요가 있다. 먼저 인공지능 스피커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기능과 음성비서(Voice Assistant) 기술이 탑재된

generalizability) 가능한지 일반화 가능성

3

학습조건 타당성과

운영성 구축

(Construct validity and

operationalization of

learning conditions)

� 매체의 기술적인 이론적 배경

� 매체 활용의 기술적 특성

4

언어학습 가능성과

학습조건에 운영성

(Language learning

potential and

operationalization of

learning conditions)

� 매체 활용이 언어학습에서 잠재력

� 매체 활용에 따른 연구맥락에서 실현가능성

5

상호작용성과 의미 초점

(Interactiveness and

meaning focus)

� 매체 활용을 통해 학습자가 유의미한

의사소통 초점 (즉 문법 오류가 아닌

상호작용 의미 초점)

6
긍정적 영향

(Positive impact)

� 언어 학습에서 학습자가 매체를

활용함으로서 이점

7
실용성

(Practicality)

� 비 연구 맥락에서 기술이 얼마나 찾고,

수정이 가능하며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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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를 의미한다(조규은, 김승인, 2018). 인공지능 스피커의 음성비서기

능은 동일한 기술을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혹은 학자에 따라 '가

상비서(Virtual Assitsant)', '인공지능 기반 개인 비서(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 ‘개인비서(Personal Assistant), '음성기반 챗봇

(Voice Chat-bot)등으로 불리며, 사용자의 음성명령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음성인식시스템(Voice Recognition System)’, ‘인공

지능 플랫폼(AI Platform)'등으로 사용된다. 최근 인공지능 비서는 사용

자의 질의에 대한 응답이나 단순한 명령에 반응하는 수준을 넘어 주변

상황에 맞게 디바이스를 통제하고 동작시키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양정연, 김학래, 2017).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을 기반으로 인터페이스 작동하기 때문에 사

람과 컴퓨터 상호작용에 용이하다. 특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술은 기계학습을 통한 데이터 인식과 처리,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생성하여, 적응적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Matthew, 2018). 인공지능 스피커는 사용자에게 기본적

인 컴퓨터 활용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안정은, 전영국, 2018)에서

실시간으로 빅데이터 수집이 용이하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

능 스피커는 즉각적·적응적으로 대응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IoT 기기를

제어하거나 사용자의 행동패턴을 학습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Portet et al., 2011).

양정연과 김학래(2017)는 아마존의 알렉사를 바탕으로 기술적 특징을

다섯가지 구성요소을 살펴보았다. (1) 자동음성인식 (ASR: Automated

Speech Recognition)기술이다. 자동음성인식 기술이란 사용자에게 제공

받은 음성명령을 분석하여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음성명

령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로 변환하기 때문에 사전에 방대한 양의 음성/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이 요구되며 음성엔진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

다. (2) 자연어 이해 (NLU: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기술이다.

자동음성인식(ASR)은 음성을 텍스트로 단순 변환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데 자연어 이해(NLU)는 텍스트를 분석한 의미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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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이전 대화를 분석하여 상황에 적

응적으로 판단한다. (3) 텍스트 음성 변환 (TTS: Text to Speech) 기술

이다. TTS 기술은 사용자의 디바이스(인공지능 스피커 등)에 음성으로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 텍스트를 다시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알렉사 스킬 (Skills)이다. 자연어 이해(NLU)를 통해 분석된 사용자

의 요구를 수행하는 모듈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검색, 기기 제어,

상품구매, 채팅 등 서비스를 수행하며 업체마다 고유의 스킬셋(Skill

Set)을 보유하고 있다. (5) 학습 (Learning)이다. 가상비서 기술은 학습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정교화 되며 적응적으로 발달한다. 사용자의 요구

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기계학습을 수행하여 내부 모듈의 성능을 향상시

킨다. (6) 지식베이스 (Knowledge Base)기술은 가상비서에서 스토리지

로서 다양한 서비스, 지식정보, 문제해결 규칙, 사실에 대한 정보 저장소

이다.

<표 Ⅱ-3> 인공지능 스피커의 특징

제작사 Amazon Apple Google 네이버 KT SK

음성

비서
Alexa Siri

Google

Assistant

클로바

(Clover)
기가지니 아리아

매체 Echo
iPhone,

iPad

Google

Home
Wave 기가지니 누구

사진

명령어
"Alexa",

"Echo"

“Hey

Siri"

“시리야”

"Hey

Google",

"Ok,

Google"

“헤이

클로바”

“기가지

니”
"아리야“

지원

언어

영어 및

다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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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 사례

인공지능 스피커는 컴퓨터 매체와 달리 음성 발화를 중심으로 작동하

며 언어적 피드백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언어학습에서 교육

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매체로 인식되어 최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언어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들은 의사

소통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며 학습 뿐 만 아니라 의사소통 활

동 자체에 심리적 어려움을 느낀다. 의사소통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은

자신의 발화에 대한 언어적 피드백을 제공받음으로써 감소된다(Neri et

al., 2003). 인공지능 스피커와 인공지능 기반 음성비서를 통해서 제공하

는 언어적 피드백은 학습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해소시키며

(Underwood, 2017; 김재상, 2017), 영어 교육에서 중요한 정서적인 변인

인 의사소통의지(Willingness to communicate)가 향상시킨다(서정은

2017). 정서적인 측면 이외에도 기존 교수자 중심 수업에 비교해서 인공

지능 기반 스피커와 매체를 통한 과업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발화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Dizon, 2017; Underwood, 2017; 추성엽

외, 2019).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영어교육에서 교육적 효과성 및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 대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 스피커 혹은 음성비서 기술을 언어학습에 미치는 영향

언어지원

및

다국어

언어지원

및

다국어

언어지원

공통

기술

인터넷 검색, 음악, 일정관리, 외국어 번역, 기타 어플리케이션 실행,

쇼핑하기, 이메일 및 메시저 관리, 날씨정보 제공, 기타 대화

특징

Wikipedi

a 기반

검색

구글검색
네이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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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이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

구는 주로 영어교육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

의 자동 음성인식(Automatic speech recognition; ASR) 기술을 활용하여

영어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학습자의 언어 능력 혹은 정서적 변인을 확

인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Moussalli와 Cardoso(2019)의 연구결과 인

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화를 인식하지 못하여 의사소통 장애가 발

생하였는데 이 때 학습자는 세 가지 행동패턴을 보였다. (1) 학습자는 자

신의 발음 수정하고 (2) 어휘 선택의 변화를 주었다. (3) 포기하는 경우

가 발생하였다. 의사소통과정에서 학습자의 발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

우에 학습자들은 Alexa의 암묵적 피드백이 제공될 경우 학습자 스스로

발음과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모습이 보였다. 즉, 학습자 스스

로 반복하고 다른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는 제

2 외국어 습득에서 중요한 요소인 반복이 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Celce-Murcia, Brinton, Goodwin, & Griner, 2010; Horst, 2013). 학습자

는 면대면 상호작용에 비해 매체와의 상호작용에서 매체는 판단하지 않

는 다는 것(judgemental)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 반복과 어휘

변화를 주는데 정서적으로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Moussalli & Cardoso,

2019).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암

묵적 피드백(“다시 한번 말해주세요”,“뭐라고 질문하셨나요” 혹은 침묵)

을 제공했는데 이는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구성할 때 자신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촉진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학습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Moussalli & Cardoso, 2019).

Underwood(2017)는 음성기반 인공지능 비서(Voice-driven artificial

intelligence assistan)가 영어 언어 학습과 교수법에 활용한 사례를 연구

하였다. 시중에 출시된 인공지능 기반 개인비서인 아마존의 알렉사

(Alexa),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 애플사의 시리(Siri) 활용하

였다. 그는 인공지능 기반 개인비서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일반적인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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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수준의 언어적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과 학습

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개인비서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심리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하는 영어 학습 보조 도구로서 효

과적이라고 설명한다. 연구 결과 인공지능 기반 개인비서(IPA)를 활용할

때 학습자들이 학습 참여도가 높았으며, 더 많이 영어를 말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국내에서 행해진 연구를 살펴보면, 김재상(2017)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인 Amazon Echo를 수업에서 활용하여 과업중

심 모둠학습을 진행하였다. Echo 활용한 학습에서 학습자들의 발화유발

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자들은

외국어로서 영어 학습을 하면서 심리적 불안감이 발생하는데 의사소통을

통해서 심리적 불안감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상, 2017). 학습

자의 발화가 촉진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현주은, 임희주(2019)는 영어교육 맥락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인 아마존

의 알렉사와 구글의 구글홈을 활용하여 일상대화 및 정보검색에 대한 12

개 문항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응답 양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영어 교육에서 영어 보조도구로서 활용할 때

고려해야하는 점을 네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였다. 첫 째, 영어교육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Alexa와 구글홈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는데 두 기기 모두 한 번의 발화에 대해 한 번의 피드백을 제공하

였으며 질문 유형에 따라 다양한 답변을 제공한다는 기술적 특징이 있

다. 즉, 사용자의 이전 대화에서 발언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드백

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음성 명령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언

어 학습에서 대화 차례 주고받기(turn-taking) 활동은 기술적으로 가능

하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글홈의 경우 발화가 일

상대화 발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화의 차례를 주고받는 것은 가능 하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다(현주은, 임희주, 2019). 교실 수업에서 인공지능 기반 개인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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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탑재된 스피커를 활용할 경우 학습자는 의사소통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교수설계 측면에서 학습활동을 설계하여 지속적인 대화가 가

능하도록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적으로 질문의 유형에 따른

일상언어와 정보탐색을 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다양성의 차이가 나타

났다. 교수자가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질문유형에 따라 나올 수 있

는 답변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

점은 학습자의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게 되어 보다 더 상황과 맥락을 반

영한 다양한 답변을 제공할 것이다(현주은, 임희주, 2019). 둘째, 인공지

능 스피커는 학습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유형이 사회문화가 반영된 답변

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제 2 외국어로서 영어학

습에서 실질적(authentic) 영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히 성인학습자들

의 원어민에 가까운 언어 능력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다. 셋째는 인공

지능 스피커의 특징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정보탐색

을 위한 질문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다. 정보탐색을 통

해서 학습자들은 과업중심 교수법인 정보차(information gap) 활동을 수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실

질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답변의 난이도 학습자 수준에 따라서 어

렵게 인식될 수 있다. 예컨대, 영어 학습자들은 언어유희나 일상생활의

어휘,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사전지식이 요구될 것이다. 학습 전 단계에

서 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어휘나 문구에 대해 교수자가 안내하는 활동

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기술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는 말하기 속

도가 상당히 빨라 제 2 외국어 학습자에게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

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할 때 매체의 선정할 때 발화의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Kim(2018)은 인공지능 스피커인 Echo를 활용한 영어 수업에서 학습자

의 상호작용을 탐색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영영에서

과업 유형을 확인하였다. 과업을 수행하면서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촉진

하기 위해서 학습과업은 학습자의 의미협상(meaning negotiation)의 상

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이는 말하기 유창성을 향상시킨다. Kim(2018)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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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는 수업에서 과업 유형을 잡담 나누기

(Exchanging small talk), 수행 지시하기(Commanding Performance),

정보 요청하기(Asking for information), 문제 해결하기 (Problem

solving)을 제안하였다. 잡담 나누기(Exchanging small talk)는 학습자들

의 일상생활 대화를 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개인정보, 상태와 기분, 선호

도와 같은 주제로 대화를 촉진하다. 인공지능 스피커인 Echo를 활용한

영어 수업에서 잡담나누기 학습활동은 특히, 의사소통의 연습을 위한 말

하기에서 활용 가능하며 말하기 불안감 등 정의적 여과(affective filter)

를 낮추기 하여 사용하면 유용하다(Kim, 2018). 인공지능 스피커는 단순

한 대화를 위한 언어적 피드백이 아닌 노래를 불러주거나 시를 읽어주는

수행이 가능하다. 수행 지시하기(Commanding Performance) 학습활동에

서 다양한 과업이 가능하다. 정보 요청하기(Asking for information) 학

습과업은 개별 학습이나 소집단 활동이다. 특정 주제나 배경지식, 어휘,

문화 개념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과 말하기를 통해서 스키마

(Schema) 발달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문제 해결하기 (Problem

solving) 학습과업은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매칭 게임, 빈칸 메우기,

스무고개을 의미한다. Kim(2018)이 제안한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한 학습

에서 과업 유형은 <표 Ⅱ-4>와 같다.

<표Ⅱ-4>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학습 과업 유형(Kim, 2018)
과업 유형 내용 연구결과

잡담 나누기

(Exchanging small talk)

일상생활 대화를 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개인정보, 상태와 기분,

선호도와 같은 주제로

대화를 촉진

말하기에서 활용

가능하며 말하기 불안감

등 정의적 여과(affective

filter)를 낮춤

수행 지시하기

(Commanding

Performance)

다양한 수행기능을 말로

지시함

학습자가 스스로 과업

생성하는 활동에 적합함

정보 요청하기(Asking

for information)

새로운 주제에 대한

학습과 어휘 뜻과 정보

학습자간 협동학습을

활동에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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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체별 어휘군 비교분석 및 학습자 담화 비교분석 연구

인공지능 스피커 혹은 음성비서를 수업에서 활용하여 학습자의 상호작

용과 말하기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의 담화

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연구에서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거

나 매체에 따라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담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국외 사례연구를 살펴보면, Dizon(2017)은 아마존의 음성비서인

Alexa를 활용하여 제 2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발화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제 2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에게 Alexa는 말하

기를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한다. 예컨대 연

구결과, 학습자들은 Alexa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영어 언어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이 제 2 외국어로서 영어학

습 상황에서 면대면 혹은 학습자간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발화를 이해하

지 못할 때 나오는 모습(losing face)이 나타난다. 학습자들은 인공지능

스피커 상호작용에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발화를 이해하지 못

할 때 발생하는 상황이 없어지면서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감소한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의사소통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오히려 암묵적

피드백을 제공하여 다시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술적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스피커는 학습자 발화의 반복을 유도하여 학습자들의

언어사용량이 증가시킨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자신의 발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신의 발음을 수정하여 말하려는 시도를 하는 모습

을 보이기도 하며(Moussalli & Cardoso, 2019; Underwood, 2017) 인공

지능 스피커의 발음을 듣고 자신의 발음을 교정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탐색

문제 해결하기

(Problem solving)

문제를 해결하는 과업

수행(단어 퀴즈, 게임

활동, 정보 조사 활동)

협동학습에 적합함

학습자 주도적 문제

해결과정

※김혜영 외(2019). pp. 93-94 내용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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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zon, 2017).

Dizon(2017)의 연구에서 음성비서가 학습자의 발화를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 발화 90% 이상 이해할 수 있지만 학습자가 생성한 발화에

대해서 50%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기반 음성비서 활용한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문 유형의 난이도 및 대체될 수 있는 사전 자

료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음성비서 기술의 응답 유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제시된 질문

및 일상 언어의 대체되는 낮은 수준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Dizon(2017)은 Alexa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제 1 언어 지원이 부족하여 학습자 효율성이 저하돠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인공지능 스피커 자체만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닌 제

2 외국어 학습에서는 제 1 언어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체 선정과정

에서 제 1 언어가 지원되는 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 더욱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는 언어학습에서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말하기 학습 과정

에 개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주은, 임희주, 2019) 말하기 학습을 위

한 학습활동 설계과정에서 교수자의 역할을 설계할 때 제 1 언어를 사용

하여 학습자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Moussalli와 Cardoso(2019)는 Amazon의 Alexa 기반으로 Echo을 활용

하여 제 2 외국어로서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

자의 발화 인식정도, 학습자의 인공지능 스피커 발화 이해도,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할 때 학습자 행동패턴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제

2 외국어 영어 학습자 발음에 대해서 Alexa는 오류률은 23% 나타났으

며 학습자들은 어려움 없이 Echo의 발화를 어려움 없이 이해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영어 교과목 수업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매체간 비교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김혜영 외 (2019)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Google assistant가

Amazon Alexa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매체간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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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assistant가 Amazon Alexa 보다 외국어 학습하는 학습자에게 친

화적으로 나타났다. Google assistant의 경우 발화시 Alexa에 비교하여

짧은 문장을 구성하였고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 제공할 경우에도

Google assistant의 경우 인지 부담이 적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영어 원

어민 언어 구사력에 비추어 보면, Google assistant은 11-12세 수준,

Alexa는 13-14tp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ogle

assistant가 학습자의 질문이 완전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질문을 하였을

때도 이에 대한 대응력이 우수하였다. Alexa의 경우 ‘잡담 나누기’에서는

인간과 가까운 표현을 구사하며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 제공에서도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매체의 선정에 있어서 매체의 기기

적 특징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영어 능숙도와 연령, 학습활동에 따라서

매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혜영 외, 2019).

3) 교육용 음성 시스템 개발 연구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은 매체나 스마트 폰을 기반으로 음성인식 시스

템을 언어학습에서 활용하고자 연구에서 연구자의 의도나 목적에 따라서

교육용 음성 시스템을 개발해보는 이루어지고 있다. 오은영(2017)은 외

국어로서 한국어 학습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말하기 학습을 위한 음성

인식 테크놀로지 기반 상호작용형 애플리케이션 개발 하였고 애플리케이

션 개발하기 위한 네 가지 설계 원리를 제시하였다. 첫 째, 학습설계의

원리는 학습자를 고려한 스캐폴딩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는 동기 부여

스캐폴딩의 원리로 학습자에게 내적동기 부여와 함께 스캐폴딩을 고려하

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는 언어학습 내용 설계의 원리로

해당 언어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 내용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

다. 넷째는 음성인식 테크놀로지 활용 원리로 언어 학습 설계에 음성인

식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도록 한다. 오은영(2017)의 연구 결과는 설계원

리를 음성 시스템 개발을 위함이지만 언어학습 측면에서 스캐폴딩을 고

려하여 학습자들의 참여를 촉진시킨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탐색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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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 관점에서 참여 촉진을 위한 설계원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연구이다. 반면에 연구 맥락이 한국어 학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연구이기 때문에 제 2 외국어로서 영어학습과 같은 다른 맥락에서 동일

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4)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 설계전략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수업 사례 연구로써 선행연구를 살펴

보았다. 사례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를 영어 수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설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앞선 선행연구를 교수설계 관점에서 고

찰 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영어 수업에서 적용한 선행연구 양상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언어학습관점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와 음성비서

기술이 학습자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적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Moussalli

& Cardoso, 2019, Underwood, 2017; Kim, 2018; Han & Kim, 2017;

Andrew T et al., 2018; Gallacher, A. et al., 2018; Fryer, Carpenter,

2006; 김재상, 2017; 서정은, 2017; 현주은과 임희주, 2019; 박아영, 2017)

이며, 인공지능 스피커 매체비교 연구 혹은 학습자의 담화 비교분석 연

구(추성엽 외, 2019; Dizon, 2017; 김혜영 외, 2019; Kim, 2017),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적응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교육용 음성 시스템 개발 연

구(Huang et al., 2017; 이재일 외, 2017; 오은영, 2018)로 구분된다.

특히, 인공지능 스피커와 음성비서 기술을 영어 수업에 활용하여 학습

자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Moussalli & Cardoso, 2019, Underwood,

2017; Kim, 2017; Kim, 2018; Han & Kim, 2017; Andrew T et al.,

2018; Gallacher, A. et al., 2018; Fryer, Carpenter, 2006; 김재상, 2017;

김혜영 외, 2019; 서정은, 2017; 현주은과 임희주, 2019; 박아영, 2017)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수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수자가 한 명

인 교실수업의 한계를 극복하여 학습자에서 의사소통하는 연습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말로 영어를 학습하는 것이다.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영어 수업을 설계하고 실제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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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시할 때 단순히 학습자에게 매체를 제공하고 자율적으로 대화하

도록 하는 것이 아닌 구조화된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 즉, 구조화된 수업

을 설계하여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과제를 부여하고 목표가 되는 학습내

용에 따라 여러 유형의 과제를 제공해야한다(Han, Kim, 2019; Kim,

2018).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 매체비교 연구 혹은 학습자의 담화 비교분석

연구(추성엽 외, 2019; Dizon, 2017; 김혜영, 2019; Kim, 2017)는 교수설

계관점에서 영어 말하기 수업을 설계할 때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김혜영 외(2019) 연구는 인공지능 스피커 매체간 비교하여 매체에서 사

용하는 어휘를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영어 수업에서 학습자의 영어수준

혹은 학습내용에 따라 어떤 매체를 선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시사점을 제

공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학습 사례를 통해

서 이를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영어 수업을 설계하고 실시할

때 단순 매체 활용을 넘어서 교육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구조화된 수업 설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천적 사례로

써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학습활동 차원의 과업 활동이 무엇이 있

으며, 매체를 언어학습 맥락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에 따라 학

습자의 담화의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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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에서 수업 설계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Richey와 Klein(2014)이 제안한 설계·개발 연구방법론(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을 적용하였다. Richey와 Klein(2014)의 설계·개

발 연구는 교수적 또는 비교수적 산출물이나 도구 설계와 개발 및 새로

운 모형의 개발에서 설계개발 및 평가과정을 체계적으로 타당화하기 위

한 목적이 있다. 설계·개발 연구 방법론은 ‘산출물 및 도구 개발’과 ‘모형

연구’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Type 2 모형 연구‘

진행하여 수업 설계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Type 2 모형 연구'는 모형

개발과 타당화 및 활용을 위한 연구 방법론이지만 설계 원리, 설계 전략,

설계 지침 등을 개발하고 도출하는데도 활용되어(Richey & Klein, 2014)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연구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선행문헌을 고찰하여 수

업 설계전략을 도출한 후 전문가 대상으로 내적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적 타당화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전략을 수

정, 보완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실제 초등학교 수업에서 설계전략을 적용

한 수업을 실시하였다. 실제 교실수업 이 후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하기위한 교수자, 학습자 반응 조사를 실시하였다. 내적 타당화 결과

와 외적 타당화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수업 설계전략을 도출하였다.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영어 교과목 말하기 수업 설계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ichey와 Klein(2014)의 설계·개발

연구방법론(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을 적용하여 수업 설계

전략을 개발하였다. 선행문헌을 검토하여 도출된 수업 설계전략을 두 차

례에 걸친 전문가 타당화를 실시한 뒤 수업 설계전략을 실제 수업에 적



- 31 -

용하였다. 실제 수업현장에 적용한 이후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반

응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절차는 아래 <표 Ⅲ-1>의 절차에 따라 진행

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필요

성과 연구문제를 구체화한 후 연구와 밀접한 주제인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적 특성과 현황, 영어교육에서 영어 말하기 학습을 촉진하는 과업중

심 교수법을 탐색하였다. 또한, 영어 교육에서 테크놀로지 활용과 인공지

능 스피커의 사용성,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 사례에 대해 검토

하여 초기 설계전략을 도출하였다.

초기 설계전략을 도출한 후 전문가 검토를 통해 내적 타당화를 두 차

례 걸쳐 실시하였여 2 차 설계전략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전문가 타당화

를 걸쳐 수정·보완한 2차 설계전략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현장에서 교수

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영어 교과목 수업을 설

계하여 진행하였다. 현장적용 과정 이 후 수업에 참여한 교수자와 학습

자를 대상으로 반응평가를 실시하여 설문과 면담을 통해 본 수업 설계전

략을 현장에 적용 시에 고려해야할 점과 개선할 점을 확인하였다. 최종

적으로 내적타당화와 외적 타당화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설계전략을 도

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Ⅲ-1]와 같다.

연구 방법 연구활동 내용 산출물

초기 설계전략

도출

[선행연구고찰]

�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문제

제기

초기 설계전략

도출[선행연구고찰]

� 인공지능 스피커, 과업 중심

교수법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내적 타당화 [전문가 검토] 2차 설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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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연구 절차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서 도출된 수업 설계전략에 대해 전

문가 타당화 검토를 실시하였다. 내적 타당화 과정의 연구참여자는 교육

공학 전공의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였거나 교육공학 분야에서 10년 이상

의 경력과 연구수행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외적

타당화 과정는 교수자와 학습자을 대상으로 반응평가 실시하여 외적 타

당화 과정의 연구참여자는 초등학교 3학년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

설계전략을 반영한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와 영어 교과목 교사 1인을 대

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된 연구절차에 따라 선행연구를 통해서 수업 설계

전략을 도출하였으며, 두 차례의 내적 타당화 과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

� 교육공학 분야의 전문가 총

5명을 대상으로 1차·2차 타

당화 실시

현장 적용

[현장 적용]

� 초등학교 영어 교과목

수업에서 수정된 설계전략을

적용한 수업 실시

최종

수업

설계전략외적 타당화

[교수자 및 학습자 반응 평가]

� 본 수업을 실시한 후 교수자

및 학습자를 대상으로 반응

평가 및 면담 실시

최종 설계전략

도출

� 외적 타당화 결과를 반영한

최종 설계전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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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내적 타당화의 전문가 선정은 교육학 교육공학전공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이거나 혹은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 유무에 따른 기준에 따

라서 선정하였다. 수업 설계전략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과정에서 전문가

선정은 최소 3명에서 최대 2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ubio et al., 2003).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앞선 언급한 전문가 선정 기

준과 인원 수 기준에 따라 교육학 교육공학전공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총 5명을 선정하였다. 2차 내적 타당화 과정에는 1차 타당화 검증에 참

여한 전문가 중 2차에 참여의사를 밝힌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차 전문가 타당화와 2차 전문가 타당화에 참여한 전문가 인적사항은 다

음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전문가 인적사항

전문가 직업 경력
최종학력

(전공분야)
1차 2차

A 연구교수 8년
박사

(교육공학)
ü ü

B 교사 12년
박사

(교육공학)
ü ü

C 연구원 11년
박사

(교육공학)
ü

D 연구원 3년
석사

(교육공학)
ü

E 교사 3년
석사

(교육공학)
ü

본 연구는 도출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 설계전

략을 바탕으로 설계전략의 실제 수업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현장평가

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적용 이 후 참여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반

응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내적 타당화 이 후 수정·보완된 수업 설계

전략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 적용을 위해서 수업지도안과 학습자료를 제

작하였다. 수업 교수자와의 협의에 따라서 수업 내용과 활동 범위를 결

정하였다. 전문가 타당화 이 후 수정된 수업 설계전략에 대해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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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초등학교 3학년 수업의 교수자 1명과 학습자 16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수자 1명 16명 수강생을 대상으로 반응검사를 실시하였

으며 이 중 3명을 선정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연구참여

자(교수자, 학습자) 인적사항은 다음 <표 Ⅲ-2>와 같다.

<표 Ⅲ-2> 면담에 참여한 연구대상자

연구대상 소속 직위 성별

면담자 D E 초등학교 교사 여

면담자 A E 초등학교 학생 여

면담자 B E 초등학교 학생 여

면담자 C E 초등학교 학생 여

3. 자료 수집 및 분석

가. 문헌 검토

본 연구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 설계전략 개발하고 이를 전

문가 타당화와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외적 타당화을 걸쳐서 최종

설계전략을 도출하였다. 초기 수업 설계전략 개발을 위한 문헌검색 및

수집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정보검색서비스

(http://www.riss.kr), 구글 학술검색서비스(http://scholar.google.com), 서

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통합검색(http://library.snu.ac.kr), 국외 데이터 베

이스(ERIC, JSTOR, Wiley-Blackwell Online Library) 등의 데이터베이

스들을 통해 관련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문헌을 조사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는 선행연구의 인용지수와 관련성에 따라서 문헌을 수집하고 조사하

였다.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문헌을 검토하였다. 이론적 프레임

워크가 되는 영어교육 맥락에서 영어 말하기 학습이론과 인공지능 스피

커 도구의 기능적 특성과 사용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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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능 스피커’, ‘영어 말하기 학습’, ‘영어 의사소통 역량’, ‘과업중심 학

습’, ‘인공지능 스피커 영어교육’, ‘챗봇’, ‘AI Speaker in Education’,

‘IPA(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 ‘Voice assistant', ‘IPA and

Language Learning‘, ’AI chatbot‘, ‘Task-based Langage Learning’,

‘Task-based Langage Teaching: TBLT"등을 키워드로 도출하여 조사

하였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 하여 문헌을 검토한 후 인공지능 스피커

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에서 과업중심학습 맥락에서 초기 설계전략

을 도출하였다.

나. 1차·2차 전문가 타당화

1) 연구도구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여 초기 설계전략을 도

출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탐색하였다. 초기 문헌을 통해 도출된 설계전

략의 내적 타당화를 위해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내적 타당화 과정

을 통해 문헌 탐색을 통해서 도출된 초기 설계전략의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내적 타당화 도구는 나일주, 정현미(2001)가

제안한 보편성, 설명력, 유용성, 이해도, 타당성을 기준으로 본 연구의 목

적과 내용에 맞게 수정하였다.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한 설문 문항은

다음 <표 Ⅲ-3>와 같다. 각 문항 항목은 4 점 척도로 의견을 수합하며

이 밖에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서 도출된 설계전략에 대한 개선사항 및

수정 보안점 등은 개방형 질문 문항을 통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Ⅲ-3> 수업 설계전략에 대한 전문가 검토 문항

영역 문항

보편성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 설계전략은 보편적

으로 적용될 수 있다.

설명력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 설계전략은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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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타당화는 위의 전문가 검토문항을 바탕으로 수업 설계전략과

상세지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전문가 응답에 대한 타당도 지

수(Content Validity Index, CVI)와 평가자간 일치도(Inter-Rater

Agreement, IRA)를 산출하였다. 각 설계전략과 상세지침에 대한 전문가

의 응답을 양적으로 분석하여 내용 타당도 지수(CVI) 결과를 통해 전문

가가 설문 항목에 대한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평가자간 일치도

(IRA)를 통해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내용 타당도 지수(CVI)의 경우, 4

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렇다, 4점: 매

우 그렇다)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내용 타당도 지수(CVI) 값이 0.80

이상이 타당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평가자간 일치도(IRA) 값의 경

우, 전문가가 설문 항목에 대해 0.80 이상이면 신뢰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업 설계전략에 대해 총 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두 차례를 걸쳐 외적 타당화 과정을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업 설계전략을 개발하였다.

다. 외적 타당화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의 설계전

략의 실제 수업에서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교수자와 학습자을 대상으

로 반응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전략이 반영된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반응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학습자 설문

지원하기 위한 과정과 구성요소를 잘 설명하고 있다

유용성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에서 수업 설계전략

은 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해도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 설계전략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다

타당성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 설계전략은 실제

수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전략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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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면담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AI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교육만족도 문항 5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업 만족도의 경우 선택형 문

항으로 5점 척도(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2 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육 만족도 조

사 문항은 김성욱(2016)과 한송이(2019)의 교육 만족도 조사지의 문항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심층적

인 답변을 확인하고자 학생를 대상으로 수업에서의 강점, 약점, 개선점을

바탕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수자와 학습자 반응 평가는 1차시 사전수업활동과 2차시 수업 설계

전략이 반영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이 끝난 이

후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16 명의 학습자를 대

상으로 설문지 응답을 하도록 하였으며, 면담에 동의한 학습자를 대상으

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교수자와 학습자 대상으로 수업 설계전략

에 대한 강점과 약점, 개선점을 중점으로 진행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의

견을 종합하였다. 이는 임철일, 연은경(2009) 연구의 문항을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수정하여 면담에 활용하였다. 면담에 활용된 문항은 <표 Ⅲ

4>와 같다.

<표 Ⅲ-4> 교수자·학습자 면담 문항

영역 면담 문항

강점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 설계전략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약점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 설계전략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개선점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 설계전략의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 설계전략의을 실제 교실수업에서 적용하였을

때 사용한 인공지능 스피커 매체는 미국 Google사의 구글 홈 미니

(Google Home mini)이다. 인공지능 스피커 매체는 선행 연구에 따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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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수업의 맥락인 초등학교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김혜영 외(2019)의 연구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인 Google사의 구글 홈

미니(Google Home mini)에 탑재되는 음성비서(Voice Assistant)인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와 미국 Amazon사의 인공지능 스피커인

Echo에 탑재된 알렉사(Alexa)의 발화를 영어교육 관점에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현재 개발된 인공지능 스피커의 전체 발화 중 97%가 현재 한

국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포함하고 있다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영어 원어민의 관점에서 발화 이해도를 분석하여 두 기기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기기의 발화의 난이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Goolge사의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의 경우 원어민 기준으로

11-12세 정도의 언어를 구사하였지만, Alexa의 경우, 13-14세 언어를 구

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의 경

우 짧은 문장으로 대답을 하여 학습자에게 인지적으로 부담이 적은 발화

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맥락에 따라 수업 대상자인 초등학교 영어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가 탑재된 구글 홈 미

니(Google Home mini)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다.

[그림 Ⅲ-2] 구글 홈 미니(Google Home 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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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 설계전략을 개

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가 실제 수업현장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영어 말하기 수업을 전개할 때 효과적으로 매체를 활용하고 학

습자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의 설계전략과 상

세지침을 제공하고자한다.

1. 초기 설계전략

본 연구는 설계·개발 연구 방법에서 모형개발에 대한 해당하는 연구이

며 수업 설계전략 개발을 위해 선행문헌 고찰을 실시하였으며 이 후 선

행문헌 고찰을 통해서 도출된 초기 설계전략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1) 교육목표와 내용 안내

수업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의사소통을 수행하기 전 수업의 목표를

안내하며, 구체적인 활동과 교사의 역할을 설명한다. 학습자가 사용하게

되는 구어체적 표현과 인공지능 스피커의 표현 및 숙어 등에 대한 표현

을 사전학습을 통해서 안내한다. 수업초기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인공지

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학습자의 친숙한 주제를 통한

대화인 잡답나누기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의 정의적 여과를 낮출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의사소통 강조

Brown(2001)과 Chapelle(2001)은 언어학습 관점에서 말하기 학습은 학

습자의 유의미한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

서 학습자들이 자발적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수업에서 의사소통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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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의사소통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발

언이 매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

을 강조함으로써 학습자의 양적인 언어사용량 증가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최대한 많은 말하기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학습

자가 창의적으로 단어 결합하고 문장을 구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강

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학습자 흥미와 동기 유발을 위한 학습활동 제공

말하기 학습에서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동기, 의사소통의지) 촉진을 위

해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주제를 선정하며 학습자 실제적인 맥락과 유

사한 학습주제를 선정해야한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적응적으로 시나리오와 과제를 제공하도록

한다.

4) 학습자 수준에 따른 매체 선정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학습을 촉진하며 교실 수업에서 활용하

는 경우 인공지능 스피커 매체를 선정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특정한 기

준을 바탕으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매체간의 기기적 특성

과 매체가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소스 등 소프트웨어를 교사

가 인지하고 이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한다. 매체 선정 기준에 있어서 학

습자의　수준에 따라 매체 선정해야하며 수업에서 학습과업에 따라서 매

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인지하고 선택적으로 활용해야하다.

5) 교사의 적극적 개입

인공지능 활용한 영어 수업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사는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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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야한다. 교사의 개입 과정에서 학습자는 제 2 외국어로서 학습하게

되는 경우,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모국어로

학습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Dizon, 2017; Penny, 1996). 또한, 인공지

능 스피커와의 개별 학습이 아닌 소규모 그룹활동을 통해서 학습할 경

우 학습자간 발언 기회와 시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

사는 이러한 발언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활동에 개입이 필

요하다.

<표 Ⅳ-1>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초기 설계전략

일반

설계전략
상세지침 연구자

1.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업 초기에

교육목표와

내용을

안내하라.

1.1 구어체적 표현, 어휘, 숙어 등의 표현을 사전

학습을 통해서 안내하라.

김인석,

2013

1.2 수업 초기 잡담나누기(Exchanging small

talk)를 통해서 정의적 여과(affective filter)를

낮출 수 있도록 활동을 제시하라.

Kim, 2018

1.3 교육목표와 과업 후 활동이 목표하는

말하기 능력과의 관계를 인지시켜라.

Han &

Kim,

2016

1.4 학습 목표를 특정한 문법적 능력에

국한되지 않고 의사소통 능력 전반을 포괄하는

목표를 제시하라.

Brown,

2000;

김인석

2013;

1.5 교사의 역할과, 주제, 구체적인 활동과

수업목표가 무엇인지에 설정하라.

현주은,

임희주,

2019

2. 학습자의

말하기를

촉진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강조하라.

2.1 매체의 활용에 있어서 문법 오류 수정이

아닌 학습자가 유의미한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강조하라.

Brown,

2001;

Chapelle,

2001

2.2 학생이 언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짜 맞추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언어를

Brow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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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도록 한다.
김인석

2013;

2.3 학습자의 언어사용량 증가를 위해 매체

이해할 수준의 언어 구사(acceptable level)를

강조하라.

P e n n y ,

1996

2.4 학습활동을 수행하며 최대한 학습자의

말하기 기회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습

시간을 분배하라.

Penny,

1996

3.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

유발을 위한

학습활동을

제공하라.

3.1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자들의 동기를 촉진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제공하라.

Penny,

1996

3.2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맥락과 유사한

학습주제를 선정하라.
Kim, 2018

3.3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다른 시나리오와 도전과제를 제공하라.
Kim, 2018

3.4 언어 노출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매체의 음성 이외에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라.

� ex. 학생이 따라하고, 받아 적어 볼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언어노출을 극대화시킨다.

김인석

2013

3.5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활동이 끝난 후

실제적인 학습활동을 통해서 사람과의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라.

김인석

2013

4. 학습자

수준에 따라

적절한 매체를

선정하라.

4.1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기 및 시스템을 선택하라.

� ex. 인공지능 스피커 매체에 따른 언어

수준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

B r o w n ,

2001; 현

주은과 임

희주 2019

4.2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매체의 특성과

기술적 한계를 인지해야한다.

Chapelle,

2 0 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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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 작동방법 및

인터넷 연결등과 같은 내용을 숙지하여야 함

K i m ,

2017; 현

주은과 임

희주 2019

4.3 제 2 외국어로서 영어학습자에게 학습의

영어 능숙도, 학습활동에 따라 인지부담이 적은

형태 문장을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 매체를

선정하라.

김혜영 외,

2019;

Chapelle,

2001

5. 학습자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5.1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말하기 학습 과정에 개입하라.

서정은,

2017;

현주은,

임희주,

2019

5.2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에서 학습자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습자의

모국어로 학습을 지원하라.

Dizon,

2017;

Penny,

1996

5.3 학습자간 발언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말하기 기회가 분배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Penny,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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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타당화

가. 1차 전문가 타당화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개발된 초기 수업 설계전략의과 상세지침에 대

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적 타당타당화 검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타당

화 검토는 4인을 대상으로 수업 설계전략과 상세지침에 대한 타당도를 4

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렇다, 4점: 매

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타당도는 수업 설계전략 전반과 수업 설계전

략과 상세지침 구분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문응답 이 후 수

업 설계전략에 대한 기타 의견을 확인하였다. 선행문헌을 통해 도출된

초기 설계전략 전반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표 Ⅳ-2>과 같다.

수업 설계전략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는 초기 설계전략에 대해서

보편성, 설명력, 유용성, 이해도, 타당성 다섯 영역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

하였다. 1차 타당화 검사 결과, 보편성의 경우에는 평균 3.00점, 설명력의

경우는 2.33점, 유용성은 2.66점, 이해도는 2.33점, 타당성은 2.66점으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수업 설계전략의 IRV의 경우, 0.80 이상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의 응답이 일관된 것을 알 수 있다. 각 항목에 대한

CVI 값을 살펴보면 0.8 이하로 나타나 전문가들이 모두 초기 설계전략

이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 초기 설계전략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결과

영역
전문가

평균 SD CVI IRA
A B C

보편성 3 3 3 3 0 0.66

0.88

설명력 2 2 3 2.33 0.57 0.3

유용성 3 3 2 2.66 0.57 0.33

이해도 2 2 3 2.33 0.57 0.3

타당성 3 3 2 2.66 0.57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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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업 설계전략의 상세지침에 대한 1차 전문가 타

당화 결과는 다음 <표 Ⅳ-3>와 같다.

<표 Ⅳ-3> 초기 설계전략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일반

설계전략
상세지침 평균 SD CVI IRA

1.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업

초기에

교육목표

와 내용을

안내하라.

1.1 구어체적 표현, 어휘, 숙어 등의

표현을 사전 학습을 통해서 안내하라.
3 0 1

0.88

1.2 수업 초기 잡담나누기(Exchanging

small talk)를 통해서 정의적

여과(affective filter)를 낮출 수 있도록

활동을 제시하라.

3 0 1

1.3 교육목표와 과업 후 활동이

목표하는 말하기 능력과의 관계를

인지하라.

2.33 0.57 0.33

1.4 학습 목표를 특정한 문법적 능력에

국한되지 않고 의사소통 능력 전반을

포괄하는 목표를 제시하라.

2 0 0.

1.5 교사의 역할과, 주제, 구체적인

활동과 수업목표가 무엇인지에

설정하라.

2.66 1.15 0.3

2.

학습자의

말하기를

촉진하기

위해

의사소통

을

강조하라.

2.1 매체의 활용에 있어서 문법 오류

수정이 아닌 학습자가 유의미한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강조하라.

3 1 0.66

2.2 학생이 언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짜 맞추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3 0 1

2.3 학습자의 언어사용량 증가를 위해 2.66 0.57 0.66



- 46 -

매체 이해할 수준의 언어

구사(acceptable level)를 강조하라.

2.4 학습활동을 수행하며 최대한

학습자의 말하기 기회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습 시간을 분배하라.

2.66 1.15 0.33

3.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

유발을

위한

학습활동

을

제공하라.

3.1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자들의 동기를 촉진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제공하라.

3 1 0.66

3.2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맥락과 유사한

학습주제를 선정하라.
3 1 0.66

3.3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다른 시나리오와

도전과제를 제공하라.

3 0 1

3.4 언어 노출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매체의 음성 이외에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라.

� ex. 학생이 따라하고, 받아 적어 볼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언어노출을

극대화시킨다.

2.66 0.57 0.66

3.5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활동이 끝난

후 실제적인 학습활동을 통해서

사람과의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라.

2.66 0.57 0.66

4. 학습자

수준에

따라

적절한

매체를

선정하라.

4.1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기 및 시스템을

선택하라.

3.66 0.57 1

4.2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매체의

특성과 기술적 한계를 인지해야한다.

� ex.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

작동방법 및 인터넷 연결등과 같은

내용을 숙지하여야 함

3 1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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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타당화 검사는 각 수업 설계전략과 상세지침에 대한 세부 항목에

대해서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1차 타당화의 수업 설계전략을

자세히 살펴보면, 설계전략 1의 학습자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1.1 사전학습(평균 3점) 1.2 잡담나누기 활동(평균 3점)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자 흥미와 동기유발을 위한 상세지침 3.1 흥미를 고려한 주제 선정

과 학습활동(평균 3점), 사회적 맥락에 따른 도전과제 제공(평균 3점)이

며, 상세지침 4.1 매체 선정(평균 3.6점), 5.2의 교수자의 모국어 지원 (평

균 3.3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계전략 1의 상세지침 1.3 말하기 능력과 연관된 학습주제 안

내(평균 2.3점), 1.5 수업목표의 구체적 안내(평균 2.6점)에 대한 항목에

4.3 제 2 외국어로서 영어학습자에게

학습의 영어 능숙도, 학습활동에 따라

인지부담이 적은 형태 문장을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 매체를 선정하라.

3 0 1

5.

학습자의

의사소통

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학습활동

에

적극적으

로

개입하라.

5.1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말하기 학습 과정에

개입하라.

2.33 0.57 0.33

5.2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에서

학습자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습자의 모국어로 학습을

지원하라.

3.33 0.57 1

5.3 학습자간 발언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말하기 기회가

분배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3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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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심층면담을 통해서 수업 설계 시 당연시 되어

야 하는 상세지침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상세지침 2.3 학습자의

언어 사용 강조(평균 2.6점)은 문장의 구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 또한 상세지침 5.1의 교사의 개입 (평균 2.3점)의 경우, 상세지침

으로써 구체적 예시 및 설명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점수로 나타

났다.

1차 내적 타당화 과정에서 전문가을 대상으로 개방형 면담질문을 통해

서 수업 설계전략과 상세지침에 대한 자세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전문가

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사항을 도출하면 아래의 <표 Ⅳ-4>와 같다.

<표 Ⅳ-4>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및 수정사항

검토의견 수정사항

설계전략

내용 추가

- 이론적 모형의 필요성 : 수업 설계전략의 과업

중심 언어학습 모형에 따라 내용 구성하고 설계전

략 내용을 추가함

- 과업중심 언어학습의 과업 유형 별 활동 추가

- 설계전략 2 사전학습 단계에서 인공지능 스피

커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 상황 구체화

- 설계전략 7의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자 유용

성 및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제시

설계전략

통합 혹은 삭제

- 1.4와 1.5 통합

- 2.4와 5.3 통합

- 1.3 삭제

상세지침

예시 및 설명 추가

- 설계전략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상세지침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세한 설명을 추가함

진술 및 표현

수정

- 2.3 “매체 이해할 수준의 언어“ -> 2.1

”명령어“ 변경

- 1.2 “정의적 여과(affective filter)” -> “심리적

부담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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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수업 설계전략의 구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수업 설

계전략과 상세지침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수업 설계전략의 내용 구성

이 수정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문가 1인의 경우 인공지능 스피커과

같이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토대(framework)의 구성

에 맞도록 수업 설계전략이 구성되어야 실제 현장에서 적용을 하였을 때

직관적으로 수업 설계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면담

을 통해서 일부 설계전략에서 수업 설계전략이 상세지침의 내용을 포괄

하지 못하거나 구체화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수업 설계전략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3인 모두 설계

전략에 인공지능 스피커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활동이 추가되거나 구체화

되야한다고 응답하였다. 초기 설계전략의 제시되어 있는 잡담나누기 활

동 혹은 정보차 활동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각 활

동에 대한 상세지침이 명확하게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서술되야한다고 응

답하였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이 수행하게 될 과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

화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예시로서 제공하도록 변경하였다. 전문가 면

담에서 컴퓨터 매체와는 다른 인공지능 스피커 매체의 특성이 전면적으

로 설계전략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초기 설계전략에서

암시적으로 나타나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성과 관련하여 기술적 특성

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세분화하며 이를 수업 설계전략과 상세지침

으로 독립적인 단계로 구성하도록 변경하였다.

초기 설계전략의 표현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일부 수업 설계전략과

상세지침의 내용 중 모호한 문장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예컨대, 초

기 교수 설계전략 2.3의 2.3 “매체 이해할 수준의 언어“이라는 표현을

‘인공지능 스피커와가 인식할 수 있는 명령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였다.

전문가 1인은 초기 교수설계전략의 내용 일부가 영어 교육전공자의 전문

용어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를 일반적은 표현으로 수정할

설계전략

위치 변경

- 교수설계전략을 ‘과업 전’, ‘과업 수행’, ‘과업 후’

단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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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서 설계전략의 1.2 ‘정의적 여과‘라는 표현을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감‘을 낮춰준다는 표현으로 변경하였

다. 설계전략의 순서를 일괄적으로 ‘과업 전’, ‘과업 수행’, ‘과업 후’ 단계

로 변경하여 수업 설계전략의 표현을 추가하였다.

이 밖에, “3.3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다른 시나리오

와 도전과제를 제공하라”와 같은 내용은 현주은와 임희주(2019)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인공지능 스피커의 응답이 음성인식 시스템을 개발된

기업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문화권의 응답을 제공한다는 점을 반영하

여 개발한 상세지침이다. 하지만 전문가 타당화 과정에서 한 전문가는

인공지능 스피커 기기를 선정할 때 본 상세지침의 경우 일반화하여 설명

할 수 없다는 점을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상세지침은 일반적인 수

업 설계전략에서 삭제하되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수업을 설계

하는 교사 및 연구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로써 연구의 제언으로 변경하였

다.

나. 2차 수업 설계전략

1) 수업 설계전략의 단계

본 연구의 2차 수업 설계전략은 수업 설계전략의 순서 및 내용이 구조

화를 위하여 Willis(1996)와 Skehan(1998)의 TBLT 모형의 단계와 세부

단계의 활동을 이론적 프레임워크로서 모형의 단계를 추가하였다.

또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과정에서 한 전문가는 한국적 맥락에서 새로운

매체의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기술적 문제

상황에 대한 연구 탐색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2차 설계

전략 개발에서 사용성 요인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설계전략

으로 개발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공지능 스피커는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여 특

정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은 물리적인 접촉이나 사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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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쉬운 조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새롭게 개발 중인 매

체인 만큼 매체의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를 탐색

하여 학습 상황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상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사

용자의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

다.

한국소비자원(2017)의 인공지능 스피커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에 따

르면, 이용자들이 느끼는 문제점에는 (1)음성인식 미흡, (2)지속적인 연

결형 대화가 곤란, (3)외부소음을 음성명령으로 인식하여 작동오류가 발

생, (4)일부 기능이 제한적임, (5)인공지능 스피커의 응답이 특정 지역이

나 매체의 기업에 따라서 제한적임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조규은과

김승인(2018)는 스피커의 사용성과 만족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문제점을 미흡한 음성인식 기술과 외부 소음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밝

혀졌다. 이러한 인공지능 스피커 매체의 문제점은 이용자의 부정적인 경

험을 야기하였다. 조규은(2019)의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향상시켜 사용자들의 만족감

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는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편의성, 지각된 사

회적 고양감, 자아일치감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용자의 만족, 의인화와

정서적 요인인 감정적 애착은 사용자의 사용의도를 향상시키킨다. 지각

된 유용성이란 사용자가 제품의 기능을 통해서 특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의미하며 지각된 사용편의성이란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

용하는 것이 많은 노력을 소모하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매체임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고양감이란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사회

적 지위 및 관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자아와 제품을 일치시킴으로써 제품을 이해하고 이는 곧 매체의 지속적

인 사용감을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감정적 애착 요인은 사용자에 선호

에 따라서 제품을 선호할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할 때 상태를 의미한다.

위의 연구결과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수업 현장에 적용이 되었을 때,

매체의 신기효과가 사라진 다음 학습자들이 매체에 대한 흥미가 감소하

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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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컨대, 학습자들이 매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

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에게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능을 설

명하여 학습자들이 매체와 일상대화, 인터넷검색, 특정 기능의 명령 수행

한다는 유용성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수집하는 데이

터가 축적될수록 더 다양하고 좋은 대답을 제공한다는 학습(learning)의

기능을 설명함으로써 학습자의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할 수 있다.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수업 설계전략의 단계는

아래 <표 Ⅳ-5>과 같다. 1차 전문가 타당화 이 후 전문가의 의견을 반

영한 수업 설계전략의 단계는 아래 <표 Ⅳ-5>과 같다

<표 Ⅳ-5> 2차 설계전략 단계

단계
WIllis(1996)의

TBLT 모형

Skehan(1998)

TBLT 모형

2차

설계전략 단계

수업 전
� 매체선정

� 사전학습

과업 전

단계

(Pre-Tas

k)

� 과업 주제와

과업 모형 단

계 소개하기

� 과업 소개

� 교수(Teaching)

� 의식상승교수(Con

siousness Rasing)

� 계획하기

� 과업의 주제와

수업모형 소개

� 매체 소개

� 의식상승교수

과업 단계

(Task)

� 과업 수행하기

� 계획하기

� 보고하기

� 주의집중

조작하기

� 과업수행하기

� 계획하기

� 보고하기

� 주의집중

조작하기

� 과업수행하기

� 발표 계획과

발표하기

과업 후

단계

(Post-Ta

sk)

� 분석하기와

연습하기

� 성찰하기와

반복해보기

� 발표하기

� 분석하기

� 분석하기

� 성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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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1차 타당화 이후 수정한 설계전략

단계
세부

단계
상세지침

수업 전
매체

선정

1. 언어학습에 적절한 매체 선정을 위해, 학습자 수준(학년, 연령), 매체의 특성, 언어학습

의 교육적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하라

1.1 학습자의 학년 및 연령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스피커 매체를 선정하라

▶ 예시 : Goolge사의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의 경우 원어민 기준으로 11-12세

정도의 언어를 구사함. 또한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의 경우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대답을 하여 학습자에게 인지적으로 부담이 적은 발화를 제공

▶ 예시 : Amazon사의 Alexa의 경우, 13-14세 원어민 수준의 언어를 구사함.

▶ 예시 : Apple 사의 개인비서 Siri와 Alexa의 경우, 미국 기반의 유머와 비유를 사용한

응답을 제공함

1.2 인공지능 스피커의 매체 선정 시 학습조건과 학습내용을 고려하여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매체를 선정하라

▶ 제 2 외국어로서 언어 학습의 경우,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언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외국어와 동시에 모국어 지원(Dizon, 2017)이 가능한 매체를

선정하도록 한다.

▶ 학습내용을 고려하여 말하기 학습 이 외에 어휘학습 및 정보탐색 기능의 경우,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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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의 응답이 너무 길거나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할 때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언 속도 조절 가능여부 혹은 재응답 요청 시

응답여부(현주은, 임희주, 2019)를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하라,

ü 음성기반 인공지능 스피커

- 동시 2개 이상 언어 지원 가능한 인공지능 스피커 : Google Home (Google) / Echo

(Amazon) /

- 한국어 기반 외국어 학습 어플리케이션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스피커 : 클로버(Naver),

기가지니(KT), 누구(SK)

ü 모니터형 인공지능 스피커 : Echo Show(Amazon), 클로바 데스크(Naver Line),

1.3 언어학습 맥락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체 선정을 검토하라(Chapelle, 2001)

① 매체가 학습자 수준(예, 학습스타일, 동기요인, 기술의 사전경험)에 따른 매체 사용 난이도가

있는가?

② 비 연구 맥락에서 활용도가 높은 일반적인 매체인가?

③ 매체의 기술적 특성과 학습조건의 수업 설계전략 및 운영성이 구축되어 있는가?

④ 매체 활용의 언어학습의 잠재력이 있으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매체인가?

⑤ 매체 활용을 통해 학습자가 유의미한 의사소통 중심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매체인가?

⑥ 언어학습에서 학습자가 매체를 통해 얻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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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비 연구 맥락에서 이 기술의 실용성이 높으며, 수정 가능성이 높은 매체인가?

사전

학습

2.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로 활용한 사전학습 기회를 제공하라

2.1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언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습자가 과업 활동을 수행

하기 전 매체의 명령어를 말하기 위한 사전학습 기회를 제공하라.

▶ 수업 실행 전 사전경험을 통해서 인공지능 스피커의 고유 명령어를 연습해 보는 기회를 제

공하여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조작법을 숙지하고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언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습자가 당황하지 않고 반복

해서 발언을 수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가 음성을 인식하지 못

하는 상황에 대한 안내한다.

ü 오류 상황 : 무응답, 응답 재요청 안내, Light표시

▶ 인공지능 스피커 명령어 자료를 사전에 제작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2.2 사전학습 기회를 통해서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의 응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음성

의 스피드를 조절하거나 반복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를 학습자들에게 안내하라.

▶ 예시 : 한번 더 응답을 요청하며 발언 속도 조절 명령어 : “Repeat slowly" (Google Home)

과업 전

단계

(Pre-Tas

k)

과업의

주제와

수업

모형 소개

3. 학습자에게 교육목표와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한 과업활동을 소개하며, 과업 수행 단계

를 안내한다.

3.1 인공지능 스피커의 활용한 영어 수업의 목표 문법적 오류 수정이 아닌 의사소통중심의 말

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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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활동 소개 시 과업활동의 목적은 학습자가 최대한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한

다는 것임을 안내한다.

3.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과업활동(Task)의 모형을 안내하라

▶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과업 활동 전 과업중심 교수학습 모형을 설명하며, 본 수업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사전에 제작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 예시
과업 수행 단계

단계 학습활동

과업 전

(Pre-Task

)

� 과업의 주제와 수업모형 소개

� 의식상승(Consiousness-Rasing)

� 매체 소개

과업

(Task)

� 주의집중 조작하기

� 과업수행하기

� 발표 계획하기

� 발표하기

과업 후

(Post-Tas

k)

� 분석하기

� 성찰하기

의식상승 4. 학습자의 집중을 촉진하기 위해 의식상승(Consiousness-Rasing)이 되도록 학습자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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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Cons

iousness-

Rasing)

업 수행을 통해 학습하게 될 목표어를 가르쳐라

4.1 교수자는 과업에 집중하여 의식상승(Consiousness-Rasing)을 촉진하는 목표어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여 학습자를 지도하라

▶ 의식 상승 교수법의 목적은 학습자가 목표어 대해 암시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표어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목표어가 무엇인지 귀납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

도록 지도하라

▶ 학습자의 학습내용과 연관된 실제적인 맥락과 유사한 예시를 제공하라.

주의

집중 조작

하기

5.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주의집중을 환경을 조성하며, 과업 수행을 위한 상황을

조작하라

5.1 외부소음으로 인해 학습자의 음성이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음성이 집중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라.

▶ 인공지능 스피커는 외부 소음에 예민하기 때문 음성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 따라서 음성인식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위해 무선 인터넷망과 인

공지능 스피커 동시 조절가능한 모바일 기기를 준비하라.

▶ 또한, 학습자의 발언이 집중되기 위한 조별 간 거리 조정 및 음성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보조매체를 활용하라

6.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을 위한 적합한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라

▶ 예시 : 인공지능 스피커 1개에 최소 1명에서 최대 4명 그룹을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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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말하기 학습의 발언의 양을 고려하여 학습자 간 발언 횟수와 순서를 정하여 그룹 활

동을 제시하라

매체 소개

6. 학습자가 교수매체인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성 요인(기능, 유사

성)을 고려하여 매체를 소개하라

6.1 학습자의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매체의 기능을 설

명하라

▶ 학습자에게 과업활동을 수행할 때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요할 때의 유용한 점을 설명한다.

더욱이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적 장점을 설명하라. 예컨대, 인공지능 스피커는 컴퓨터 매

체와 다르게 학습자의 발언만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매체임을 지각할 수 있도록 설명한

다.

6.2 학습자의 매체에 대해서 사회적 고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습자가 말을 많이 할수록

인공지능 스피커의 데이터가 축적되며 축적될수록 더 다양하고 좋은 대답을 제공한다는 학습

(learning)의 기능을 설명함으로써 학습자의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할 수 있다.

▶ 예시 :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지위 및 관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을 의미하며, 학

습자가 매체와 자신의 자아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안내하라

6.3 학습자들이 매체와 감정적 애착이 생기기 위해 학습자들의 선호에 따라서 매체를 선택

할 수 있도록 매체를 다양하게 제공하라

▶ 학습자들의 매체에 대한 감정적 애착은 지속적인 사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습자의

감정적으로 애착이 생길 수 있도록 매체의 유형을 다양하게 제공하거나 동일한 매체를 제

공하되 다른 외형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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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단계

(Task)

과업

수행

하기

7. 학습내용과 목표어 학습에 적합한 과업유형에 따라 과업활동을 진행하라

7.1 과업활동 직전에 인공지능 스피커 조작법과 명령어를 안내하라

▶ 인공지능 스피커의 명령어 내용을 안내 자료를 사전에 제작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라.

▶ 조작법과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실제로 인공지능 스피커와 말하기 학습 전 과업활동 시에

요구되는 주요 명령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과업 활동을 실시하라

7.2 잡담나누기(Exchanging small talk)

▶ 잡담나누기 활동은 대화를 통해 상호 개인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을 의미함. 예컨대, 이름, 음

식, 취미 및 기타 선호도, 직업, 기능을 서로 묻고 답하는 활동이 이에 속함.

▶ 잡담나누기 활동은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매체와의 관계 형성하기에 용이한 활동

임

▶ 예시 : 대화를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의 정보 획득 -> 정보를 다른 학습자와 공유하기 활동

이 가능하다.

▶ 예시 : “Okay Google, What is your name?", “Okay Google, What do you have a

habit?", “Okay Google, Tell me your favorite food?", “Okay Google, Rock, paper, scissor"

7.3 수행 지시하기(Commanding Performance)

▶ 수행 지시하기 활동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능적 특성을 활용하여 매체의 기본 기능(노래

재생, 단어 스펠링 제공, 시간, 날씨정보, 알람설정, 주사위, 가위바위보 등)을 통해 수행을

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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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지시하기 활동의 경우 대화의 답변이 아닌 학습활동의 설계 시 유용한 활동임

▶ 예시 : “Okay Google, Play Fake love from BTS", "Okay Google, How is the wether

today", " Okay Google, Set the alarm at 1:30pm",

7.4 정보 요청하기(Asking for Information)

▶ 정보 요청 활동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인터넷 클라우드(Cloud) 기반 특성을 활용한 활동으로

학습자는 음성을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정보 요청과

정에서 학습자는 음성을 통해 언어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정보 요청 과정에서 나오는 응

답을 통해서 언어 듣기 활동과 응답 내용 서술을 통한 쓰기 활동이 가능하다.

▶ 인공지능 스피커의 매체에 따라 제공하는 인터넷 클라우드의 차이가 있다. 학습내용 및 조

건에 따라 정보 요청 활동 수행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ü Goolge사의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의 경우 포털사이트 Google 검색, Wikipedia

ü Amazon사의 Alexa의 경우 Wikipedia 검색

ü 네이버 사의 인공지능 스피커 Wave의 경우 포털사이트 Naver 검색

▶ 예시 : "What is president in Korea", "Explain the history of Korean war"

발표 계획

및

발표

하기

8. 학습자에게 과업 수행 이 후 학습자들이 산출물을 발표하기 전 발표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라

8.1 교수자는 발표 계획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준비하는 발표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 교수자는 각 그룹의 발표 계획 단계에서 그룹 별로 돌아다니면서 발표내용의 부족한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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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한다.

▶ 피드백 제공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목표어의 내용의 정확성 보다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과업활동에서 수행한 목표어를 스스로 상기시키도록 한다.

▶ 예시 :

9. 학습자들에게 과업 활동에 대한 각 그룹의 발표를 평가하도록 하라

9.1 학습자에게 과업에 대한 그룹 별 발표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발표내용과 다른 그룹의

발표내용을 평가하도록 한다.

과업 후

단계

(Post-Ta

sk)

분석

하기

10. 학습자가 자신이 인공지능 스피커와 의사소통에서 말하기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

를 제공하라

10.1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공하라

▶ 예시 : https://myactivity.google.com/myactivity?restrict=waa&utm_source=my-activity

▶ 예시 : 구글 어시스턴트의 경우 [My activity] - [Manage your account] -

[Data&personalization] - [Web&App Activity]

성찰

하기

11. 학습자들에게 과업 활동에 대해 성찰 기회를 제공하라

11.1 학습자는 과업활동, 발표에게 성찰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

▶ 동료평가 및 자기성찰일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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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차 전문가 타당화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여 수업 설계전략과 상세지침을 수정

하였다.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반영한 수업 설계전략에 대해서 2차

전문가 타당화를 진행하였다. 2차 전문가 타당화는 1차 타당화에 참여한

전문가 2인과 교육공학 전공의 전문가 2인을 추가하여 총 4 명이 참여하

였다.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는 다음 <표 Ⅳ-7>과 같다.

2차 전문가 타당화는 1차 타당화 이후 수정한 수업 설계전략에 대해서

보편성, 설명력, 유용성, 이해도, 수업 설계전략에 대해 진행하였다. 보편

성의 경우에는 평균 3.75점, 설명력의 경우는 3.5점, 유용성은 3.25점, 이

해도는 3점, 수업 설계전략은 3.5점으로 나타났다. 2차 타당화에서 전문

가들은 수업 설계전략의 IRV의 경우, 0.94, CVI 값의 경우 1으로 응답하

여 전문가들은 수업 설계전략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으며 교육적 유용성

을 확인하였다. 2차 타당화 결과는 다음 <표 Ⅳ-8>와 같다.

<표 Ⅳ-7> 설계전략의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영역
전문가

평균 SD CVI IRA
A B D E

보편성 4 4 3 4 3.75 0.5 1.0

0.94

설명력 4 4 2 4 3.5 1.0 1.0

유용성 4 3 2 4 3.25 0.95 1.0

이해도 3 3 3 3 3 0 1.0

수업

설계전략
3 4 3 4 3.5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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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설계전략 및 상세지침의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단계
세부

단계
상세지침

평

균
SD CVI IRA

수업

전

매체

선정

1. 언어학습에 적절한 매체 선정을

위해, 학습자 수준(학년, 연령), 매

체의 특성, 언어학습의 교육적 활

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체

를 선정하라

3.75 0.5 1

0.81

1.1 학습자의 학년 및 연령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스피커 매체를

선정하라

3.75 0.5 1

1.2 인공지능 스피커의 매체 선정

시 학습조건과 학습내용을

고려하여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매체를 선정하라

3.25 1.0 1

1.3 언어학습 맥락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체 선정을

검토하라(Chapelle, 2001)

3.5 10 0.75

사전

학습

2.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로

활용한 사전학습 기회를 제공하라 4 0 1

2.1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언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습자가 과업 활동을 수행하기 전

매체의 명령어를 말하기 위한 사전

학습 기회를 제공하라.

3.5 1.0 0.75

2.2 사전학습 기회를 통해서 학습

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의 응답을 이

해하지 못하는 경우, 음성의 스피

드를 조절하거나 반복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를 학습자들에

게 안내하라.

3.5 1.0 1

과업

전

단계

(Pre-

Task)

과업의

주제와

수업

모형

소개

3. 학습자에게 교육목표와 인공지

능 스피커 활용한 과업활동을 소개

하며, 과업 수행 단계를 안내한다.

4.0 0 1

3.1 인공지능 스피커의 활용한 영

어 수업의 목표 문법적 오류 수정

이 아닌 의사소통중심의 말하기 능

력 향상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라.

3.75 0.5 1

3.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과

업활동(Task)의 모형을 안내하라
2.75 0.5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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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상

승교수

(Consi

ousnes

s-Rasi

ng)

4. 학습자의 집중을 촉진하기 위해

의식상승(Consiousness-Rasing)이

되도록 학습자가 과업 수행을 통해

학습하게 될 목표어를 가르쳐라

2.75 0.95 0.75

4.1 교수자는 과업에 집중하여 의

식상승(Consiousness-Rasing)을 촉

진하는 목표어에 대한 예시를 제공

하여 학습자를 지도하라

3.5 0.57 1

주의

집중

조작

하기

5.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주의집중을 환경을 조성하며, 과업

수행을 위한 상황을 조작하라

4 0 1

5.1 외부소음으로 인해 학습자의

음성이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음성이 집중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라.

3.75 0.5 1

5.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

어 말하기 학습을 위한 적합한 소

규모 그룹을 구성하라

3.5 1 0.75

매체

소개

6. 학습자가 교수매체인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

용성 요인(기능, 유사성)을 고려하

여 매체를 소개하라

3.25 0.5 1

6.1 학습자의 지각된 유용성과 사

용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학습

자에게 매체의 기능을 설명하라

3.25 0.5 1

6.2 학습자의 매체에 대해서 사회적

고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습

자가 말을 많이 할수록 인공지능

스피커의 데이터가 축적되며 축적

될수록 더 다양하고 좋은 대답을

제공한다는 학습(learning)의 기능

을 설명함으로써 학습자의 긍정적

인 경험을 하게 할 수 있다.

2.75 0.5 0.75

6.3 학습자들이 매체와 감정적 애

착이 생기기 위해 학습자들의 선

호에 따라서 매체를 선택할 수 있

도록 매체를 다양하게 제공하라

3.50
0.57

7
0.25

과업

수행

7. 학습내용과 목표어 학습에 적합

한 과업유형에 따라 과업활동을 진
3

0.5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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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타당화 검사는 1차 타당화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수업 설계전략

과 상세지침에 대해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2차 타당화 결과를

살펴보면, IRA 값이 0.80 이상으로 나와 대체적으로 수업 설계전략에 대

과업

단계

(Task

)

하기

행하라

7.1 과업활동 직전에 인공지능 스

피커 조작법과 명령어를 안내하라
2.5 1 0.75

7.2 잡담나누기(Exchanging small

talk)
3 1.41 0.75

7.3 수행 지시하기(Commanding

Performance)
3 1.41 0.75

7.4 정보 요청하기(Asking for

Information)
3 1.41 0.75

발표

계획

및

발표

하기

8. 학습자에게 과업 수행 이 후

학습자들이 산출물을 발표하기 전

발표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라

3.5 1 0.75

8.1 교수자는 발표 계획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준비하는 발표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3.0 0.81 0.75

9. 학습자들에게 과업 활동에 대한

각 그룹의 발표를 평가하도록 하라
3.25 0.95 0.75

9.1 학습자에게 과업에 대한 그룹

별 발표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발표내용과 다른 그룹의

발표내용을 평가하도록 한다.

3.0 0.81 0.75

과업

후

단계

(Post-

Task)

분석

하기

10. 학습자가 자신이 인공지능 스

피커와 의사소통에서 말하기 내용

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

라

3.25 0.95 0.75

10.1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공하라

2.75 0.95 0.5

성찰

하기

11. 학습자들에게 과업 활동에 대해

성찰 기회를 제공하라
3.75 0.5 1

11.1 학습자는 과업활동, 발표에게

성찰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
3.25 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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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가 응답이 일관적임을 나타낸다. 설계전략의 경우, 설계전략 4.의

식상승교수를 제외하고 설계전략 1.매체선정(평균 3.75점), 설계전략 2.사

전학습 (평균 4점), 설계전략 3.과업 주제 및 수업 모형소개 (평균 4점),

설계전략 5.주의집중 (평균 4점), 설계전략 6.매체소개(평균 3.25점), 설계

전략 7.과업수행(평균 3점), 설계전략 8.발표계획 및 설계전략(평균 3.5

점), 9. 발표(평균 3.25점), 설계전략 10.분석하기(평균 3.25점), 설계전략

11.성찰하기(평균 3.75점)으로 설계전략의 평균값이 3.00에서 4.00까지 분

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상세지침의 경우, CVI 값이 0.80 이하로 나온 상세지침이 있어

이해도와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진술과 용어를 수정할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상세지침 2.1과 2.2, 6.2의 경우 진술 내용이 길

어 상세지침으로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진술을 수정하거나 세부 내

용을 설명으로 구성할 필요를 발견하였다. 또한, 전문가는 6.3 감정적 애

착 요인은 학습과의 연관성으로 낮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술

하였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설계전략 6 매체소개 단계가 사전학습 단계

로 위치 이동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상세지침 7.1, 7.2, 7.3, 7.4의 경우

CVI 값이 0.80 이하인 0.75 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세지침이 키워드

중심으로 진술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술할 필요성을 확인하였

다.

2차 전문가 타당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사항을 도출하면 다

음 <표 Ⅳ-9>와 같다.

<표 Ⅳ-9>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및 수정사항

검토의견 수정사항

설계전략

통합 혹은 삭제

(전문가 A, D)

- 상세지침 6.3 삭제

- 상세지침 7.1이 ‘사전학습 단계’와 중복됨으로

통합

설계전략

예시 및 설명 추가

(전문가 A, B, D)

- 설계전략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및 예시 추가

설계전략 10의 분선단계에 대한 설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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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및 표현

수정

(전문가 A, B, D, E)

- 설계전략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진술 수정

- 상세지침 3.2 과업활동 모형 안내 대신 ‘수업

활동 안내’ 등의 표현

- 설계전략 6의 “교수자”가 행동 주체가 되도록

진술 수정

- 설계전략 7의 “교수자”가 행동 주체가 되도록

진술 수정

- 상세지침 7.1, 7.2, 7.3, 7.4 의 키워드 중심이

아닌 진술 수정

설계전략

위치 변경

(전문가 A, D, E)

- 설계전략 6 매체소개를 사전학습 단계로 위치

조정

- 의식상승 교수 단계가 과업 직전에 올 수

있도록 위치 변경

- 상세지침 6.2 위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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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적 타당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 설계전략이 실제 교실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외적 타당화를 진행하였다. 2차 전문가 타당화 결

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설계전략을 바탕으로 교수적 산출물인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수업 설계전략의 타당성을 검토

하였다(Richey & Klein, 2014). 수업 실행 이 후 교수자를 대상으로 사

용성 평가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반응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반응평가 결

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업 설계전략을 도출하였다.

현장평가는 서울시 E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교과목 수업에

서 1차시 사전학습과 2 차시 본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사전학습은 설계

전략의 사전학습 전략에 따라서 실제 수업 현장 적용과 비슷한 조건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의 활용하며 과업 활동을 위해 매체 조작법과 명령어 학

습이 진행되었다. 외적 타당화를 위한 실제 수업 현장 적용에는 3년 경

력의 교수자와 E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인 3학급 48명이 참여하였다.

이 후 교수자 1명과 한 학급 16명을 대상으로 반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Ⅲ-3> 참조). 교수자의 경우, 수업 설계전략의 사용성 평가를 실시

하여 설계전략의 사용성을 확인하였다. 학습자 반응조사는 전체 학급 중

한 학급의 16명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외적 타당화 과정에서 수합된 교수자와 학습자 반응을 반영하여 최종 설

계전략을 수정·보완하였다.

외적 타당화 연구 참여자와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 <표 Ⅳ-10>와 같

다.

<표 Ⅳ-10> 외적 타당화 연구참여자 및 과정 요약

일정 / 수업시간 연구참여자

사전 학습

(2019. 11. 15)

교수자 1 인

학습자 48명

(1학급 16명)

현장평가 교수자 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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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의 수업 단계는 다음<표 Ⅳ-11>와 같다. 수업의 단계는 ‘수업

전’, ‘과업 전(Pre-Task)’, ‘과업수행(Task)’, ‘과업 후(Post-Task)’로 구성

된다. ‘수업 전’ 단계에서 교수자는 학습자, 수업 내용과 환경에 적합한

(1)매체를 선정하며, 사전학습을 통해 (2)매체소개, (2)사전학습을 실시한

다. ‘수업 전’ 단계 이후 과업 활동을 위한 수업을 전개한다. ‘과업 전

(Pre-Task)’에서 (1) 수업활동 안내, (2)의식상승 교수를 통해 교수자는

과업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기위해 활동 안내와 학습자의 실제적 맥락이

반영된 예시를 통한 목표어를 가르친다. ‘과업수행(Task)’ 단계에서 (1)

주의집중 조작하기, (2)과업 수행하기, (3)발표 계획하기, (4)발표하기 단

계로 구성된다. 교수자는 과업에 주의집중을 할 수 있도록 조작한 다음

학습자는 과업을 수행한다. 과업 수행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과업 내용을

다른 학습자에게 발표하기 위한 발표 계획하며, 교사는 학생의 발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한다. ‘과업 후(Post-Task)’에

서는 (1) 성찰하기 자신이 배운 내용을 성찰할 수 있도록 교사가 본 과

업 활동에서 배운 목표어를 상기시킨다.

3차 설계전략의 수업 단계는 다음 <표 Ⅳ-11>와 같다.

(1차시 : 2019. 11. 19., 20 / 40분)

(2차시 : 2019. 11. 22 / 40분)

학습자 48명

(1학급 16명)

반응조사

교수자 1 인

한 학급

학습자 16명

<표 Ⅳ-11> 3차 설계전략 단계

단계
WIllis(1996)의

모형

Skehan(1998)

의 모형

2차 설계전략

단계

3차

설계전략 단계

수업

전

� 매체선정

� 사전학습

� 매체선정

� 매체소개

� 사전학습

과업 � 과업 주제와 � 과업 소개 � 과업의 � 수업 활동



- 72 -

가. 수업 설계 및 수업 실행

1) 사전학습

본 연구에서는 실제 수업을 실시하기 전 설계전략 중 사전학습의 설계

전략에 따라서 학습자에게 사전학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전학습의 목

적은 수업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습자가 작동법과 명령어를 사전에 학습하여 본 수업에서 과

업활동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수업 설계전략을 바탕으로 1차시 예비 수

업을 설계하여 진행하였으며, 연구자가 실제 수업 현장에서 수업의 보조

를 맡아 추가적인 기술지원을 하였다. 수업 설계는 현장 평가의 주 내용

인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교수자의 주도 학습이 이루어 졌으며, 수업 중

전

단계

(Pre-T

ask)

과업 모형

단계 소개하

기

� 교수(Teachi

ng)

� 의식상승교

수

� 계획하기

주제와

수업모형

소개

� 매체 소개

� 의식상승교

수

안내

� 의식상승교

수

과업

단계

(Task)

� 과업

수행하기

� 계획하기

� 보고하기

� 주의집중

조작하기

� 과업수행하

기

� 계획하기

� 보고하기

� 주의집중

조작하기

� 과업수행하

기

� 발표 계획과

발표하기

� 주의집중

조작하기

� 과업수행하

기

� 발표

계획하기

� 발표하기

과업

후

단계

(Post-

Task)

� 분석하기와

연습하기

� 성찰하기와

반복해보기

� 발표하기

� 분석하기

� 분석하기

� 성찰하기
� 성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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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매체 소개 및 활용 실습을 실시하였다(<표 Ⅳ-12> 참고).

<표 Ⅳ-12> 3차 수업 설계전략을 반영한 사전학습

일정 2019. 11. 15

지역 및 학급특성 서울소재, 학급 당 16명 (4명 1조 소그룹 활동)

교과목명 초등학교 영어 교과목, 1,2 단원 종합학습

대상(학년) 초등학교 3학년 / 48명 (3학급)

학습목표

1) 영어 교육과목의 1,2 단원의 주요 목표어인 자기소개

와 어휘를 말로 표현할 수 있다.

2) 인공지능 스피커의 작동법과 명령어를 학습한다.

경험기기 구글 홈 미니 (Google Home mini)

본 수업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서 기술적으로 매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사전 학습를 추가적으로 실시

하였다. 또한, 사전 학습 기회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사용 경험이 많지 않

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조작법과 명령어를 숙지하여 본 수업의 과업활동

에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

다. 사전 배포자료는 다음<표 Ⅳ-13>와 같다.

1차시 사전 수업의 진행사항은 다음 <표 Ⅳ-14>와 같이 실행하였다. 먼저,

<표 Ⅳ-13> 사전 배포 자료

구분 내용
문서

형태

교수자용

인공지능 스피커 조작법

구글 홈 미니 (Google Home mini)

명령어 리스트와 응답유형 자료
HWP

학습자용

인공지능 스피커 조작법
학습자용

인공지능 스피커 안내 자료
PPT

인공지능 스피커 활동 인공지능 스피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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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기기 작동여부를 확인하고자 30분 인공지능 스피커와

보조매체(인터넷 무선망)를 세팅하였다. 수업 실시되는 과정에서는 교수

자는 동기유발를 실시하여 학습내용을 소개하였으며, 동시에 수업의 새

로운 매체를 소개하였다. 15분 가량 목표 학습 내용인 영어 교과목의 1,2

단원 종합학습을 실시하였다. 이 후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영어 말하기

학습을 위해 새로운 매체인 인공지능 스피커를 소개하였으며, 이 때 매

체의 사용성 증가를 위한 전략(사전경험, 매체의 사회적 고양감 등)을 바

탕으로 안내하였다. 이 과정에서 매체의 고유 명령어를 안내하였다. 본

예비 현장 평가의 목적인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 경험을 하는 시간을 가

졌으며, 이 때 1-2 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 연습과 기본 명령어 숙지가

이루어졌다. 본 1차시 사전수업에서는 3학급 총 48명 (16명 1학급)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Ⅳ-14> 1차시 수업 설계과정
시간 주제 참여자 (수)

10:30-11:00 30분 매체 세팅 및 교육자료 검토
교수자(1)

연구자(1)

11:00-11:05 5분 학습자 동기유발

교수자(1)

학습자(16)

연구자(1)

11:05-11:20 15분 1-9단원 종합학습

11:20-11:23 3분
인공지능 스피커 소개 및

명령어 안내

11:23-11:40 17분 인공지능 스피커 경험

체크리스트
명령어 안내 및 과업 활동

체크리스트

수업지도안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1,2 단원

수업지도안
HWP

수업 운영 안내자료
수업 운영 안내자료 : 수업 환경 및

교수자 역할 안내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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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인공지능 스피커 소개 자료(PPT)와 사전학습 모습

나. 교수자 및 학습자 대상 수업 진행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수업 설계전략을 반영하여 수업을 설계하였다.

수업 실 행 이전에 교수자와의 사전 회의를 통해서 영어 교과목 수업 단

원과 환경 조건에 적절한 수업내용을 선정하였다. 사전 회의 이 후 한

차례의 사전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매체 소개하고 인공지능 스

피커의 명령어와 조작법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수업 설계전략

을 반영한 본 수업은 총 2 차시를 구성하여 수업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

의 주요 수업설계 개요는 다음 <표 Ⅳ-15> 와 같다.

<표 Ⅳ-15> 수업 설계전략을 반영한 수업설계 개요

지역 및 학급특성 서울소재, 학급 당 16명 (4명 1조 소그룹 활동)

교과목명 초등학교 영어 교과목, 1-9 단원 종합학습

수업 시간 80분 ( 2차시)

대상(학년) 초등학교 3학년 / 48명 (3학급)

수업 주제
AI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을 통한 1-9 단원

종합학습

학습목표

①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1-9 단원의 영어 말하기

표현을 이해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다.

②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1-9 단원의 영어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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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실행

n 1차시

첫 차시 수업은 인공지능 스피커인 Google Home mini를 활용하여 초

등학교 3학년 영어 교과목 인사표현, 감정표현, 어휘를 말로 표현하여 과

업 활동을 진행하였다. 먼저, 학습자들이 수업의 내용과 단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업의 목표와 과업 활동 모형을 소개받았다. 이 후 학습자들은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예시를 제공받아 학습자들이 과업에서 수행하게 될

영어 표현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단계를 거쳤다([그림 Ⅳ-00 ] 참고). 과

업 활동 직전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사전학습 경험을 상기시키기 위해

서 짧은 시간 동안 인공지능 스피커를 소개하여, 인공지능 스피커의 명

표현와 유사한 언어 표현을 탐색하며 이를 발표한다.

③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1-9 단원의 영어 단어를

철자를 조사한다.

경험기기 구글 홈 미니 (Google Home mini)

주제
차

시
주요학습내용 교수법

인사하기,

감정표현(사과

하고 사과

수용하기,

감사표현하기)

말로 표현하기

1

- AI 스피커를 활용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하기, 감정표현을 말로 표현하며

탐색과업 활동을 수행한다.

- AI 스피커를 활용하여 낱말 (Bear,

Monkey, Tiger, COW, Black, Yellow,

Orange, White)의 철자를 말로 질문하여

과업활동을 수행한다.

강의

조별

과업활동

발표

묘사하기,

확인하기,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의사표현,

묻고 답하기

2

- AI 스피커를 활용하여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의사표현, 묻고 답하기, 묘사하기

표현을 말로 표현하며 활동을 수행한다.

- AI 스피커를 활용하여 낱말(Pencil,

Eraser, Red, Yellow, Green, Blue, Come,

Go, Like, Can, Have)의 철자를 말로

질문하여 과업활동을 수행한다.

강의

조별

과업활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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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어와 조작법을 안내하였다. 학습자들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과

업 단계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주의집중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

며, 조별 편성이 이루어졌다([그림 Ⅳ-00 ] 참고).

4명으로 구성된 조별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질문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였다. 과업 활동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외국어

번역 기능을 활용하여 세계 다른 나라의 언어 인사말과 감정표현을 탐색

하는 “정보 요청하기(Asking Informaion" 과업 활동을 실시하였다.. 과업

활동에서 학습자들이 말하기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제공되었다.

과업 활동 이후 학습자들은 조별로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계획하

는 시간이 제공되었으며, 이 때 교수자는 조별로 돌아다니며 학습자들이

수행하지 못한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과업 내용에 대해서

학습자들은 발표를 통해서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다시 상기하며 다른 조

별활동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과업 활동이 모두 마친 후 과업을

반복해보고 이를 성찰하는 단계를 거쳤다. 1차시의 수업의 전체적인 개

요는 다음 <표 Ⅳ-16> 와 같이 설계되었다.

<표 Ⅳ-16> 1차시 수업설계 개요

시간 주제 교수법

10:00-10:06 � (과업 전 단계) 과업의 주제와 수업모형 소개 강의

10:06-10:15
� (과업 전 단계)

의식상승(Consiousness-Rasing)
강의

10:15-10:17 � (과업 전 단계) 매체 소개 강의

10:17-10:19
� (과업 단계) 주의집중 조작하기 : “I got a

mail" 예시 제공
-

10:19-10:34

� (과업 단계) 과업수행하기 -

정보요청하기(Asking Information)

� AI 스피커를 활용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말, 감정표현을 탐색

� AI 스피커를 활용하여 목표 어휘의 철자를

말로 질문하여 과업활동을 수행한다.

조별

과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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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10:36 � (과업 단계) 발표 계획하기 조별활동

10:36-10:38 � (과업 단계) 조별 발표하기 조별활동

10:38-10:40 � (과업 후 단계) 성찰하기
강의

조별활동

[그림 Ⅳ-2] 수업환경 모습

[그림 Ⅳ-3] 과업모형 소개 자료(PPT), 수업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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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말하기 과업 활동 모습, 발표 계획 수업 장면

n 2차시

두 번째 차시 수업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인 Google Home mini를 활

용하여 초등 3학년 영어 단원 6단원에서 9단원의 영어 표현을 바탕으로

말하기 과업 활동을 진행하였다. 1차시와 동일하게 “과업 주제 및 과업

모형 소개”와 과업 활동의 목표어가 포함되어 있는 예시를 통한 “의사상

승 교수법”을 실시하였다. 과업 활동을 위한 4명 1조의 조 평성과 환경

조성을 하였다.

2차시의 주요 과업활동은 “잡담 나누기(Exchanging Small Talks)"와

”수행 지시하기(Commanding Performance)“를 구성하였다. 먼저, 4명으

로 구성된 조별활동을 통해서 인공지능 스피커의 대화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내용인 선호도 의사표현을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묻고 답하는 활동을

하였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수행을 지시하여 고유 기능 중에 하나인 노

래, 동물 및 악기 소리를 말로 지시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두 과업

활동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주요 말하기 과업을 수행

할 때 마다 스스로 말로 표현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시

와 동일하게, 학습자들은 발표를 계획하는 시간을 갖고 조별로 말하기

과업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과업 활동이 마친 후 ”수행 지시하기“

과업과 유사한 주사위 돌리기 기능을 말로 지시하는 활동을 하였다.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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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수업의 전체적인 개요는 다음 <표 Ⅳ-17> 와 같이 설계되었다.

< 표 Ⅳ-17> 2차시 수업설계 개요

시간 주제 교수법

10:00-10:05 � (과업 전 단계) 과업의 주제와 수업모형 소개 강의

10:05-10:10
� (과업 전 단계)

의식상승(Consiousness-Rasing)
강의

10:10-10:12 � (과업 단계) 주의집중 조작하기 -

10:12-10:22 � (과업 단계) 과업수행하기 조별활동

10:22-10:25 � (과업 단계) 발표 계획하기 조별활동

10:25-10:30 � (과업 단계) 발표하기 조별활동

10:30-10:35 � (과업 후 단계) 과업 반복해보기
강의

조별활동

10:35-10:40 � (과업 후 단계) 성찰하기
개인

성찰

[ 그림 Ⅳ-5 ] 과업 활동 이 후 조별 발표 모습

다. 교수자 반응조사

본 수업 설계전략을 바탕으로 설계된 수업이 실시된 이 후 수업에 참

여한 교수자를 대상으로 교수자 반응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수자 반응조

사는 김성욱(2016)과 한송이(2019)의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도구를 본 연

구 내용에 따라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사용성 평가 문항에 따라서 문항

을 평가를 실시 한 후 추가적인 심층 면담이 이루어졌다. 교수자 반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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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사용자 평가는 수업 설계전략의 사용성에 대하여 보편성, 설명력,

유용성, 이해도, 타당성에 대한 문항 다섯 가지 문항에 대해서 실시하였

다.

교수자 사용성 평가 결과, 교수자는 이해도 영역(2점: 그렇지 않다)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모두 4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개

발된 설계전략과 상세지침이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기에 유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본 수업의 사전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사전에 명

령어와 조작법을 연습한 뒤 과업활동을 전개한 것이 효과적이라고 응답

하였다.

1) 강점

사용성 평가 이후 설계전략에 대한 내용을 심층면담을 통해서 확인하

였다. 먼저 설계전략의 강점을 살펴보면, 교수자는 처음 인공지능 스피커

를 수업에서 활용하였지만 설계전략에 따라 진행하여 수업 진행이 큰 어

려움이 없었으며, 이는 사전학습을 통해서 학습자가 매체를 조작법과 명

령어를 학습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설계전략에서 의식상승교수

에서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맥락의 예시를 학습하여 학습자들이 더욱 흥

미를 느끼고 활동을 하여 기존 수업에 비해서 자발적으로 영어를 많이

말을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대화 연습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영어를 도구

로 인식하여 과업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이와 관련한 연구

에서 난이도가 높은 탐색적 활동에 대한 연구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또

한, 수업을 실시하기 전에는 발음 교정이 적절하다고 예상하였으나 오히

려 학습자의 언어 사용량이 증가한 점을 관찰 할 수 있어서 본 연구의

설계전략은 영어 말하기 학습에 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추가적으로

조별 구성 인원은 2명 보다는 4명 학습자가 적절하며, 그 이유는 학습자

들이 4명일 때 상호 발음과 표현을 교정해주고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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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점

반면에, 본 설계전략이 말하기 학습에 적절한 내용을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듣기, 쓰기, 읽기 학습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언급하였다.

예컨대, 인공지능 스피커의 응답 난이도를 조작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

부 응답이 학습자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더욱이, 설계전략의 약점은 많은 단계로 인해서 초등학교 맥락에서 학

습자의 인지 과부화 혹은 동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영어 말하기

학습의 학습 활동 시간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발표계획하기’ 단계와

‘분석하기’ 단계의 내용을 다른 설계전략과 통합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단계 축소화를 통해서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

측하였다.

3) 개선점

설계전략의 개선점을 요약하면, 한국 초등학교 맥락을 반영하여 설계

전략의 단계를 통합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 효과 증가를 위해서 반복연습(Drill)의 학습 전략이 추가될 것을 제

안하였다.

교수자 반응 조사에서 도출된 의견을 수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업 설

계전략을 수정하였다. 교수자의 수업 설계전략에 대한 강점약점개선점에

대해서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 < 표 Ⅳ-18 >와 같다.

< 표 Ⅳ-18 > 현장 평가에 대한 교수자 주요 반응

범주 교수자 반응과 개선방향

강점

학습자

언어

사용량

증가

�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량이

증가하였으며 AI스피커와의 대화를

통해 실제적인 맥락에서 영어 말하기

학습이 가능함

조별 � 4명이 1조로 조가 구성되어 학습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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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습자 반응조사

본 수업 현장 평가를 위한 설계전략을 바탕으로 설계된 수업에 참여한

3 학급의 48명의 학습자 중 1 학급을 16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

반응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습자 반응조사는 교육 만족도 문항에 따라서

조사를 실시 한 후 추가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학습자들은 대

체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평균 3.66 점에서 3.80으

구성

자발적으로 다른 학습자의 발음과

표현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임. 2명

보다 4명이 적절함

약점

기술적

오류

발생

� 기술적 오류 발생 시에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함

분석하기

단계

� 분석하기 단계의 자료를 학습자들에게

분석하도록 제공하는 것 또한 너무

많은 정보임 -> 성찰하기 단계로

통합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

말하기

학습

이외

의사소통

활동

� 설계전략이 말하기 학습에 적합함.

하지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 수준에 따라서 응답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현 수준에서 말하기를 촉진하는 학습에

적절하며 발음 교정의 경우 오히려

적절하지 않음

개선점

단계

단순화

� 설계전략의 단계들이 많아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인지

과부화가 우려됨 -> 설계전략의 발표

계획하기 단계와 발표 단계를 통합

수업

설계전략

추가

� 영어 반복 연습(Drill)에 대한 내용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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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3점 : 보통이다, 4점 : 그렇다)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체로 학습자들이 교육에 대해 만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

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는 다음 <표 Ⅳ-19> 와 같

다.

학습자 반응 조사에서 도출된 의견을 수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업 설

계전략을 수정하였다. 학습자 대상 심층 면담은 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은 수업 전반과 각 수업 단계(과업 전, 과업 중, 과업

후)에 대한 강점, 약점, 개선점 등을 중점으로 반응을 살펴보았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 경험, 기존 수업과의 차이점, 기계 활용

시 발생한 오류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을 확인하였다. 면담을 통해 도출

한 반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20> 현장 평가에 대한 학습자 주요 반응 (N=16)

범주 설명 N

강점

학습에 대한

흥미

AI 스피커와의 영어 말하기 수업이 재미있

었다.
6

학습에 대한

자신감

AI 스피커와의 영어 말하기 수업을 통해서

자신감이 상승하였다.
3

영어 능력 AI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에서 5

<표 Ⅳ-19> 학습자의 교육만족도 결과 (N=16)
번호 문항 평균 SD

1
나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 전반적으

로 만족한다.
3.86 0.83

2
나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이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3.80 1.04

3
나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이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3.73 0.70

4
나는 앞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d에

참여하고 싶다.
3.80 0.77

5
나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영어

말하기 학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변했다.
3.66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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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점

학습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기존 수업과 비교하

여 영어 말하기 활동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며, 언어사용량이 증가하였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 평가에서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4명이 1조로 편성되어 공통된 말하기 과업을 수행하였다. 이때

학습 주요 영어 표현을 중심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정해진

순서대로 말로 표현하고 질문하는 활동을 하였다. 정해진 순서가 있지만

과업 활동 중에 학습자들에게 말하기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경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과업 활동을 조별로 다른 내용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서 학습자들은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활동을 통

향상 인식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한다.

영어 피드백

제공

나의 질문에 대해서 영어로 피드백을 들어

서 좋았다. 이는 마치 외국인과 대화 하는거

같다.

5

약점

기계적 오류
인공지능 스피커가 기계적 오류로 인해서

학습자의 말을 인식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8

언어 지원
영어 말하기 과업 수행 중 AI 스피커의 음

성이 영어로만 나와서 어려웠다.
2

경험 시간

부족

인공지능 스피커와 말하기 과업 시간이 부

족하다.
2

팀원 활동

제한

팀 순서로 인해서 질문을 못한 학생이 있었

다.
1

개선점

말하기 과업

다양성

정해진 말 이외에도 다른 표현 해볼 수 있

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2

기계적 오류 말을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3

인공지능

스피커
음성이 더 빠르게 나오면 좋겠다. 1

경험 시간
활동 시간 증가하여 말하기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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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생소한 어휘를 학습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습의 흥미를 경험하

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존 수업과 비교하여 언어사용량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진술하였다.

AI 스피커랑 하니깐 모르는 나라도 좀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AI 스피커가 어.. 원래는 선생님이 많이 알려주셨는데 ai 스피커랑 그렇게

하니깐 AI 스피커가 선생님 같고..뭔가 선생님이 좀 더 말을 해주거나 애들

한테 가르치는게 더 없어진거 같은데 AI 스피커가 그렇게 말해주니깐 좀 더

재미있는거 같았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것 보다. (학생 A)

이렇게 하니깐 AI 스피커랑 하니깐 좀 더 재미있는거 같아요. 모르는 단어

인데.. 모르는 단어는 처음에 좀 더 어렵잖아요. 근데 AI 스피커가 그렇게

얘기해주니깐 좀 더 재미있었던 거 같아요. (학생 A)

전보다 말을 더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생략). 그 ai 스피커가 오기 전에는

뭔가 영어 오기 전에 기대되지가 않았는데 AI 스피커가 오니깐 영어 오기

전에 기대되니깐 오면 재미있는 걸 하니깐 좋았어요. (학생 C)

본 연구의 현장 평가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

의 사용경험에 대해서 학습자들의 반응을 조사하여 의견을 종합하였다.

학습자들이 사전 사용 경험이 없는 새로운 기기인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

해서 학습자들은 영어 표현을 말로 연습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진

로에 대한 인식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학습자들 모두 AI 스피커와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역할을 인식하여 각

자의 진로와 관련시켜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I 스피커가 학생이고 우리가 선생님이면.. 제 꿈이 선생님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뭔가 제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학생을 가르치는 거 같아서 좀 더 제

꿈을 더 찾을 수 있었던거 같아요. (학생 A)

제 꿈이 통역사거든요. 근데 통역사는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된대요. 영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AI가 오니깐 처음으로 든 제 꿈을 공부하는 그런거 같았

어요. (학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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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에서 매체를 소개할 때 교수자가 학습자의 사용성을 고려하여

학생이 지각된 유용성과 사회적 고양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고양감

요인을 학습자와의 유사성을 연관시켜 안내하였다. 이에 학습자들 모두

자기 자신과 유사한 학생이라고 인식하여 학습의 즐거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매체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인공지

능 스피커의 기능적 유용성과 사회적 고양감 등 요인이 학습자의 학습에

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I 스피커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더니만 더 재미있는거 같아요. 친구

처럼. (학생 A)

처음에 봤을 때는 선생님이랑 ai 스피커가 조금 낯설었는데 같이 영어 시간

에 많이 와서 해보니깐 되게 낯설지 않고 좋았어요. AI 스피커가 되게 왔을

때 우리가 선생님이고 걔가 바보인거처럼 우리가 가르쳐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학생 B)

... (생략) 꼭 그 친구 같은 거예요. 걔가 그래서 더 재미 있었던거 같아요.

(학생 C)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는 수업의 과업 단계 중 발표를 계획하고 발

표를 보고하는 단계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수합하였다. 모든 학습자들

이 공통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대화를 통해 발표 자신감이 향상되

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존 수업과 비교하였을 때 인공지

능 스피커와 말하기 활동을 통해서 심리적 부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가 스스로 말하기 과업 활동

이 후 발표를 계획하고 발표를 보고하는 활동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영어

표현을 말로 표현하는 데 심리요인을 향상 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에서는 별로 발표를 잘 안 해요. 발표가 조금 친구들 앞에서 하면 부끄럽

기도 하고 조금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생각도 많이 하는데 Ai 스피커랑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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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니깐 발표하는 게 더 괜찮아 진거 같아요. (학생 A)

저는 발표하는게 좋았어요. ...(생략) 제 꿈이 아이돌 가수, 통역사 등등 많아

요. 여러 가지 잘 못 정했는데 AI 스피커가 온 다음에 “발표할 사람 했을

때” 되게 저기가 무대라고 치면 발표하는 게 좋았어요. (학생 B)

제가 교실에서 발표를 잘 안 해요. 여기서 발표를 하면서 더 자신있게 하는

거 같아요. (학생 C)

2) 약점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가 경험한 약점은 인

공지능 스피커의 기계적 오류로 인해서 학습자의 발언을 인식하지 못하

는 문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학습자들은 말하기 과업 중간에 학

생이 영어 표현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스피

커가 학생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기계적

오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 때문에 과업 활동을 마치지 못한 경

우에 과업 활동 이 후에 과업 활동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는 단계에 차질

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AI 스피커가 어.. 조금 더 잘 대답해줬으면 좋겠어요. (학생 A)

AI 스피커가 4 개 중에 AI 스피커가 어느 쪽은 말을 잘 듣고 어느 쪽은 말

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발표시간에 잘하는 모둠이 1 모둠이라고

쳐요. 그러면 1 모둠 꺼로 하니깐 1 모둠 꺼는 대답을 하고..우리 꺼는 대답

을 안해주니깐 우리가 발표 할 때 하니깐 우리가 섭섭했어요.(학생 B)

...(생략) 그럼 다른 학교에 쓸거 아니에요. ... (생략) 우리가 써보고 다른 학

교에서도 말을 안들을 수 있으니깐 그거를 고쳤으면 좋겠어요. (학생 B)

현장평가 이후 심층면담을 통한 학습자 주요 반응은 다음 < 표 Ⅳ-21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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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21 > 심층면담의 학습자 주요 반응

범주 학습자 반응과 개선방향

강점

학습 흥미 증가
� 학습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말하기

수업은 기존의 수업에 비해 흥미롭다.

영어 말하기

수업에 대한 인식

개선

� 진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

� 새로운 생소한 영어 표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감소하였다.

� 학습자의 지각된 유용성과 사회적

고양감 요인으로 인해 학습에 흥미

증가하였다.

� AI 스피커와의 대화 연습을 통해서

‘발표하기’ 단계에서 자신감 향상되었다.

약점 기술적 오류
� 기술적 오류로 인해 과업 수행을

마치지 못한 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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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설계전략

가. 최종 설계전략 및 상세지침

두 차례 전문가 타당화 결과, 현장평가, 현장평가 실시 이후 교수자와

학습자 반응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전략은 9개의 설계전략과 20개의

상세지침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 설계전략의 최종 수정된 수업의 설계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수업 전’ 단계 : 언어학습에 적절한 매체 선정을 위해, 학습자 수

준, 매체의 특성, 언어학습의 교육적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하라.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수업을 설계하고 전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과 매체의 특성, 그리고 언어 학습의 교육적 활용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수자는 수업을 실

시하기 전 다음 상세지침의 내용을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해야한다.

1.1. 학습자의 학년 및 연령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스피커 매체를 선정

하라.

인공지능 스피커를 영어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학년과

연령을 고려하여 선정해야한다. 인공지능 스피커에 탑재된 음성비서

(Voice Assistant)에 따라 응답의 난이도(표현, 어휘)가 다르다. 따라서

교수자는 수업에 활용할 매체를 선정할 때 응답의 난이도의 차이를 명확

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인공지능 스피커 매체에 따라서 일부

응답의 표현이 영미권의 표현을 제공하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연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Apple사의 Siri와 Amazon사의

Alexa의 경우, 응답이 미국식 영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응답의 표현

중 일부가 영미권의 유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현주은, 임희주, 2019)

매체간 비교연구 결과, 인공지능 스피커의 응답의 어휘 구사력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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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구글(Google)사의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의 경우 원어

민 기준으로 11-12세 정도의 어휘를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Amazon사의 Alexa의 경우 13-14세 어휘를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영 외, 2019). 이에 따라 교수자는 학습자의 연령과 영어 수준을 고

려하여 매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1.2 인공지능 스피커의 매체 선정 시 학습조건과 학습내용을

고려하여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매체를 선정하라.

인공지능 스피커 매체를 선정할 때 교수자는 학습의 조건과 학습내용

을 고려하여 학습목표에 적절한 매체를 선정하도록 한다. 인공지능 기반

음성비서를 활용한 언어 학습 상황에서 제 1 언어(모국어)의 지원이 없

을 경우, 학습의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Dizon, 2017). 때문에 매체를 선

정할 때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매체를 매체를 선정하도록 한다.

또한 어휘학습 및 정보탐색 기능의 경우, 인공지능 스피커의 응답이 너

무 길거나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할 때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언 속도 조절 가능여부와 재응답

요청 시 응답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현주은, 임희주, 2019). 학

습활동 중 말하기 학습이외의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읽기 활동

을 전개할 경우 최근 개발된 모니터링 인공지능 스피커 매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특성과 기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표 Ⅳ-22>와

같다.

<표 Ⅳ-22> 인공지능 스피커 기능별 분류

음성기반 인공지능 스피커

동시 2개 이상 언어

지원 가능한 인공지능

스피커

Google사의 Google Home

/ Google Home Mini

Amazon사의 Echo

한국어 기반 외국어

학습 어플리케이션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Naver사의 클로버

KT사의 기가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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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언어학습 맥락에서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체 선정을

검토하라.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수업에서 활용하가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 학습 맥락에서 교육적으로 유용한 매체인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

하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매체 선정의 기준은 아직 연구되지 않

았지만 컴퓨터 보조 언어학습(Computer Assistant Lanaguge Learning:

CALL) 맥락에서 Chapelle(2001)의 테크놀로지 일곱가지 매체 선정 원칙

에 따라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스피커 SK사의 누구

모니터형 인공지능 스피커

Echo Show(Amazon),

클로바 데스크(Naver Line),

<표 Ⅳ-23> 인공지능 스피커 매체 선정 원칙

테크놀로지 매체 선정 원칙 Chapelle(2001)

① 신뢰성과 학습자 적합성(Reliability and Learner fit) : 매체가 학습자

수준(예, 학습스타일, 동기요인, 기술의 사전경험)에 따른 매체 사용

난이도가 있는가?

② 진위성과 일반성(Authenticity and generalizability) : 비 연구 맥락에서

활용도가 높은 일반적인 매체인가?

③ 학습조건 타당성과 운영성 구축 (Construct validity and operationalization

of learning conditions) : 매체의 기술적 특성과 학습조건의 타당성 및

운영성이 구축되어 있는가?

④ 언어학습 가능성과 학습조건에 운영성 (Language learning potential and

operationalization of learning conditions) : 매체 활용의 언어학습의

잠재력이 있으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매체인가?

⑤ 상호작용성과 의미 초점(Interactiveness and meaning focus) : 매체

활용을 통해 학습자가 유의미한 의사소통 중심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매체인가?

⑥ 긍정적 영향(Positive impact) : 언어학습에서 학습자가 매체를 통해 얻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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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전’ 단계 : 교수자는 학습자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각된

유용성, 사용편의성, 사회적 고양감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스피커를 소

개하라.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사용성을 고려하여 매

체를 소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전경험이 없는

학습자에게 지각된 유용성, 사용 편의성, 사회적 고양감을 인식시킴으로

서 학습자의 지속적인 사용을 하도록 할 수 있다.

2.1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매체의 특성을 설명하라.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과업활동을 수행할 때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

할 때의 유용한 점을 설명한다. 예컨대, 학습자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날씨정보, 뉴스 검색, 인터넷 검색, 노래 재생 등 기술적 특성을

설명하도록 한다. 또는,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의 편리한 점

을 설명하여 매체를 안내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스피커는 컴퓨터 매

체와 다르게 학습자의 발언만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매체임을 지각

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2.2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사회적 고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자의

발언이 매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사회적 고양감이란 사용자가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매체의 발전 및 변

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고양감은 인공지

능 스피커의 지속적 사용성이 향상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말

을 많이 할수록 인공지능 스피커의 데이터가 축적되며 축적될수록 더 다

양하고 좋은 대답을 제공한다는 학습(learning)의 기능을 설명함으로써

학습자의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예를 들어, 학습

⑦ 실용성(Practicality) : 일상생활에서 매체의 실용적으로 기술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매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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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비슷한 학습(learning)의 기능을 설명하여 학습자의 말하기의 중요

성을 강조한다.

3. ‘수업 전’ 단계 :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로 활용한 사전학습

기회를 제공하라.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에서는 학습자에게 사전학

습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사전학습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학

습 상황에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언은 인식하기 못하는 상황

이나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의 응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처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사전학습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인

공지능 스피커의 매체의 조작법을 숙달하고 문제상황 시에 필요한 명령

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세지침은 다음과 같다.

3.1 학습자가 과업 활동을 수행하기 전 매체의 명령어를 말하기 위

한 사전학습 기회를 제공하라.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과업 활동을 통한 영어 말하기 수업을 실행하기

전 사전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인공지능 스피커의 고유 명령어를 연습해

보도록 한다. 학습자들은 사전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 스피커의 조작법

을 숙지할 수 있다. 또한,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언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습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인공지능 스피커

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내한다. 예컨대, 인공지능 스피커 매체별로

오류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류상황 시 시그널이

무엇인지 학습자에게 안내한다. 예컨대, 음성 인식 오류 상황 시 무응

답, 응답 재요청 안내, Light표시 등이 나탄다. 인공지능 스피커 명령어

자료를 사전에 제작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교수자는 인공지

능 스피커를 조작할 수 있는 명령어 리스트 자료를 사전에 제작하여 학

습자에게 제공한다.

3.2 사전학습 기회를 통해서 음성의 스피드를 조절하거나 반복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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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를 학습자들에게 안내하라.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사전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조작할 때

응답의 속도와 반복 응답 요청을 위한 명령어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적 맥락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할 때 주로 일어나는 문제상황

중 한 가지 사례가 사용자가 응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이다(한국소비

자원, 2017). 사전학습 기회를 통해서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의 음성

스피드를 조절하거나 반복요청을 위한 명령어를 학습함으로서 학습자들

이 문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Google 사의 Google

Home의 경우 응답 재요청시 “Repeat one more time"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재 응답이 가능하다. 또한 응답의 속도를 줄여 응답을 재요청 시

에는 ”Repeat slowly"라는 명령어가 있다.

4. ‘과업 전 단계 (Pre-Task)’ : 학습자에게 교육목표와 인공지능 스

피커 활용한 과업활동을 소개하며, 수업활동 단계를 안내한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말하기 과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 ‘과업 전

단계’에서 먼저,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교육의 목표를 안내하며,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과업 활동과 수업 활동 단계를 안내한다. 이에 대한 상세지

침은 다음과 같다.

4.1 인공지능 스피커의 활용한 영어 수업의 목표가 문법적 오류 수

정이 아닌 의사소통중심의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

라.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을 위해서 교수자는 학습

자에게 본 과업 활동의 목적을 말하기 능력임을 강조하여 활동을 안내하

도록 한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학습의 장점은 학습자가 모

국어가 아닌 언어로 의사소통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감이 상대적으

로 낮다는 점이다. 이는 학습자들은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이 매체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자신이 실수하거나 문법적으로 틀려도 평가 받지 않는다

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업 활동을 안내할 때 학습자에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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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의사소통의 과업활동의 목적은 학습자가 최대한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한다는 것임을 안내한다.

4.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과업활동(Task)의 수업 활동 단계를

안내하라.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수업의 흐름 및 과업 활동에 대해서 안내한다.

본 수업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사전

에 제작하여 수업에서 학습자들에게 수업 활동 단계를 안내한다. 본 과

업 활동 단계는

5. ‘과업 전 단계 (Pre-Task)’ : 학습내용을 고려하여 교수법을 선택

하라.

과업 활동 전 교수자는 학습자가 수행할 과업에서 활용하게 될 목표어

를 지도하게 된다. 학습내용을 고려하여 교수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수법에 대한 상세지침은 다음과 같다.

5.1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생소하거나 어려운 어휘나 표현을 지도할

때 기계적인 연습(Mechanical Drill)을 통해 지도하라.

기계적인 연습(Mechanical Drill)의 경우는 생소하거나 어려운 영어 표

현 및 어휘를 학습할 때 학습자들이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연습유형이다.

<표 Ⅳ-24> 수업 활동 단계

단계 학습활동

과업 전

(Pre-Task)

� 수업 활동 안내

� 교수

과업

(Task)

� 주의집중 조작하기

� 과업수행하기

� 발표하기

과업 후

(Post-Task)
� 성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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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가 완전히 통제하에 처음 배우는 내용의 경우 기계적인 연습을 통

해서 학습자들이 표현을 익히도록 한다.

5.2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지도할 때 유의미적

연습(Meaningful Drill)을 통해 지도하라.

특히, 영어 수준이 낮은 학습자들에게 그림이나 교수자의 행동 묘사를

통해서 어휘나 표현을 지도할 경우, 학습자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

지고 학습에 참여한다.

5.3 교수자는 의식상승(Consiousness-Rasing)을 촉진하도록 목표어

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여 학습자를 지도하라.

의식 상승 교수법이란 교수자가 학습내용에 따라서 학습자에게 실제적

인 예시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목표어를 학습해야 할 때 예시를 제공하

여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목표어를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것

을 의미합닌다. 교수자는 의식상승(Consiousness-Rasing)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목표어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여 학습자를 지도하도록 합니다.

6. ‘과업 단계 (Task)’ :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주

의집중을 환경을 조성하며, 과업 수행을 위한 상황을 조작하라 .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수업에서 과업 활동을 실시하기 전 학

습자의 주의집중을 위해서 환경을 조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교수

자는 학습자가 자유롭게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작

한다. 상세지침은 다음과 같다.

6.1 외부소음으로 인해 학습자의 음성이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음성이 집중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라.

인공지능 스피커는 외부 소음에 예민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음성이 집

중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학습자

의 발언이 집중되기 위한 조별 간 거리를 최대한 멀리 위치하도록 조정



- 98 -

이 필요하다.

또한, 음성인식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위해

무선 인터넷망과 인공지능 스피커를 조절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를 준비

해야 한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는 대부분 현재 충전

기에 연결되어 있어야 작동이 가능하다. 음성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보조매체를 활용하거나 인공지능 스피커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보조배터

리를 연결하도록 하여 사용할 수 있다([그림 Ⅳ-7] 참조). 또한 소음을

차단하고 플라스틱 소재의 상자에 넣고 학습자의 목소리가 집중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6.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에서 적합한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라.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수업에서 학습내용과 과업 활동의 목

적에 따라 소규모 구룹을 구성하도록 한다. 인공지능 스피커 1개에 최소

1명에서 최대 4명 그룹을 구성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현장평가 결과,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 4명 1조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간 발음과 표현 교

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점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4명 정도 조

별 활동을 설계할 때 교수자는 영어 말하기 발언의 양을 고려하여 학습

자의 순서를 정하여 과업 활동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서 영어 말하기 학

습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많은 언어 사용 기회를 갖고, 공평한 발언 기회

가 주어지도록 한다(Ur, 1996).

[그림 Ⅳ-6] 수업 환경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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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업 단계 (Task)’ : 학습내용과 목표어 학습에 적합한 과업유형

에 따라 과업활동을 진행하라.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할 때 학

습내용의 성격에 따라 과업 활동 유형을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이

에 따른 상세지침은 다음과 같다.

7.1 학습내용이 개인정보를 교환하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할 때는

잡담나누기(Exchanging small talk) 활동을 진행하라.

잡담나누기 활동은 대화를 통해 상호 개인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을 의

미한다. 예컨대, 이름, 음식, 취미 및 기타 선호도, 직업, 기능을 서로 묻

고 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잡담나누기 활동은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매체와의 관계 형성하기에 용이한 활동이다(Kim, 2018). 인공지

능 스피커의 기본적인 대화 기능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정보 획득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그림 Ⅳ-7] 인공지능 스피커 모습

<표 Ⅳ-25> 잡담나누기 활동 예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잡담나누기 활동 예시

예시 (학생 : S, 인공지능 스피커 : AI)

S : Ok google, Do you like animals?

AI : I like dogs, because they are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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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매체의 특정 기능을 이용한 활동을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면 수행 지시하기(Commanding Performance)

활동을 진행하라.

수행 지시하기 활동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능적 특성을 활용하여 매

체의 기본 기능(노래재생, 단어 스펠링 제공, 시간, 날씨정보, 알람설정,

주사위, 가위바위보 등)을 통해 수행을 하는 활동이다. 수행 지시하기 활

동의 경우 대화의 답변이 아닌 학습활동의 설계 시 유용한 활동이다.

7.3 학습자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을 계획한다면 정보 요청하기

(Asking for Information)활동을 진행하라.

정보 요청 활동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인터넷 클라우드(Cloud) 기반 특

성을 활용한 활동으로 학습자는 음성을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정보

를 요청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정보 요청과정에서 학습자는 음성을 통해

S : Ok google, What color do you like?

AI : I Like Blue, yellow, red and Green. they are Google's colors

<표 Ⅳ-26> 수행 지시하기 활동 예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행 지시하기 활동 예시

예시 (학생 : S, 인공지능 스피커 : AI)

S : Okay sing a Christmas song

AI : (노래)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 horse open sleigh.

S : Ok Google, Spelling Bear

AI : Bear is spelled B.E.A.R

S :　Ok Google, Translate "Hello" in Spanish

AI : In Spanish, Hello is O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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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정보 요청 과정에서 나오는 응답을 통해서

언어 듣기 활동과 응답 내용 서술을 통한 쓰기 활동이 가능하다. 인공지

능 스피커의 매체에 따라 제공하는 인터넷 클라우드의 차이가 있다. 학

습내용 및 조건에 따라 정보 요청 활동 수행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8. ‘과업 단계 (Task)’ :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과업 결과를 발표 기회

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발표과정을 지원하라.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에서 과업 활동 이후 학습

자들이 자신의 과업 활동 내용과 목표어를 상기시키도록하는 발표과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과업 단계 이후 발표를 실시하며 발표하기

단계의 상세지침은 다음과 같다.

8.1 교수자는 학습자가 과업 결과를 발표 할 때 학습자의 발표과정을

지원하라.

교수자는 각 그룹의 발표 시 과업 내용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용에 대

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한다. 교수자의 피드백 제공을 통해서 학습자

<표 Ⅳ-28> 수행 지시하기 활동 예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정보 요청하기 활동 예시

예시 (학생 : S, 인공지능 스피커 : AI)

S : Ok google, explain Korean War?

AI : According to Wikipedia, World War 2 divided Korea into a

Comminist, northern half and an American-occupied southern half, divided

at the 38th parallel.

<표 Ⅳ-27> 인공지능 스피커의 인터넷 검색 엔진

인공지능 스피커 인터넷 검색 엔진

Goolge사 구글 홈(Google Home) 포털사이트 Google, Wikipedia

Amazon사 에코(Echo) Wikipedia

네이버 사 Wave 포털사이트 Naver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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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과업활동에서 활용한 목표어를 사용해

보는 것을 강조한다.

9. ‘과업 후 단계 (Post-Task)’ : 학습자들에게 과업 활동에 대해 성

찰 기회와 성찰 자료를 제공하라.

학습자들은 과업 내용 발표 이후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과업 활동과

동료평가를 통해서 다른 학습자의 발표를 평가하도록 한다. 성찰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성찰일지를 제공한다.

9.1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 의사소통에서 말하기 내용

을 성찰할 수 있도록 대화 기록 자료를 제공하라.

교수자는 과업 활동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대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학습자들에게 대화 기록 자료를 제공해준다. Google사의 구글

홈(Google Home)의 경우, 구글 어시스턴트 사이트를 통해서 대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ü 방법 : [My activity] - [Manage your account] - [Data &

personalization] - [Web&App Activity]

9.2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과업활동과 발표를 성찰할 수 있도록 성찰

지를 제공하도록 한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과업 활동을 성찰해볼 수 있도록 학습자 개인별

및 동료 발표에 대한 성찰일지를 제공한다. 성찰일지는 장점, 단점, 개선

[그림 Ⅳ-8] 학습자 발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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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한국 초등학교 맥락에서 영어 수업에 대한 성

찰 일지는 과정중심평가를 위해 서술형 문항을 제공할 수 도 있다(박재

희,2018).

<표 Ⅳ-29> 성찰일지 예시

영역별 성찰내용

자기평가

� 오늘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과업 활동 중에 잘한 점은

______________________이다.

� 오늘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과업 활동 중에 어려웠던 점은

______________________이다.

� 다음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과업 활동 중을 위해서 더 잘 하

기 위해 나는 ______________________이다.

동료평가

� 조별 발표에서 다른 조가 잘한 점은 ______________________

이다.

� 조별 발표에서 다른 조가 부족한 점은

______________________이다.

� 조별 발표에서 다른 조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______________________을 하면 좋을 것이다.

� 다음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과업 활동 중을 위해서 더 잘 하

기 위해 나는 ______________________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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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0> 최종 설계전략 및 상세지침

단계
세부

단계
상세지침

수업 전
매체

선정

1. 언어학습에 적절한 매체 선정을 위해, 학습자 수준(학년, 연령), 매체의 특성, 언어학습의

교육적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하라

1.1 학습자의 학년 및 연령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스피커 매체를 선정하라

▶ Google사의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의 경우 원어민 기준으로 11-12세 정도의

언어를 구사함. 또한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의 경우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대답을

하여 학습자에게 인지적으로 부담이 적은 발화를 제공

▶ Amazon사의 Alexa의 경우, 13-14세 원어민 수준의 언어를 구사함.

▶ Apple 사의 개인비서 Siri와 Alexa의 경우, 미국 기반의 유머와 비유를 사용한 응답을 제공함

1.2 인공지능 스피커의 매체 선정 시 학습조건과 학습내용을 고려하여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매체를 선정하라

▶ 외국어 학습의 경우,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언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외국어와 동시에 모국어 지원(Dizon, 2017)이 가능한 매체를 선정하도록 한다.

▶ 학습내용을 고려하여 말하기 학습 이 외에 어휘학습 및 정보탐색 기능의 경우, 인공지능

스피커의 응답이 너무 길거나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할 때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언 속도 조절 가능여부 혹은 재응답 요청 시

응답여부(현주은, 임희주, 2019)를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하라,

ü 음성기반 인공지능 스피커

- 동시 2개 이상 언어 지원 가능한 인공지능 스피커 : Google Home (Google) / Echo (Amazon)

- 한국어 기반 외국어 학습 어플리케이션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스피커 : 클로버(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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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지니(KT), 누구(SK)

ü 모니터형 인공지능 스피커 : Echo Show(Amazon), 클로바 데스크(Naver Line),

1.3 언어학습 맥락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체 선정을 검토하라(Chapelle, 2001)

① 매체가 학습자 수준(예, 학습스타일, 동기요인, 기술의 사전경험)에 따른 매체 사용 난이도가

있는가?

② 비 연구 맥락에서 활용도가 높은 일반적인 매체인가?

③ 매체의 기술적 특성과 학습조건의 타당성 및 운영성이 구축되어 있는가?

④ 매체 활용의 언어학습의 잠재력이 있으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매체인가?

⑤ 매체 활용을 통해 학습자가 유의미한 의사소통 중심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매체인가?

⑥ 언어학습에서 학습자가 매체를 통해 얻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가?

⑦ 일상생활에서 매체의 실용적으로 기술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매체인가?

매체 소개

2. 교수자는 학습자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각된 유용성, 사용편의성, 사회적 고양감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스피커를 소개하라

2.1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매체의

특성을 설명하라

▶ 학습자에게 과업활동을 수행할 때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할 때의 유용한 점을 설명한다.

ü ex. 학습자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날씨정보, 뉴스 검색, 인터넷 검색, 노래 재생 등

기술적 특성을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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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의 편리한점을 강조하여 매체를 안내한다.

ü ex. 예컨대, 인공지능 스피커는 컴퓨터 매체와 다르게 학습자의 발언만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매체임을 지각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2.2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사회적 고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자의 발언이 매체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 사회적 고양감이란 사용자가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매체의 발전 및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인

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고양감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지속적 사용성이 향상시키는 요인

이다.

▶ 따라서 학습자가 말을 많이 할수록 인공지능 스피커의 데이터가 축적되며 축적될수록 더 다양

하고 좋은 대답을 제공한다는 학습(learning)의 기능을 설명함으로써 학습자의 긍정적인 경험

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ü ex. 학습자와 비슷한 학습(learning)의 기능을 설명하여 학습자의 말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전

학습

3.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로 활용한 사전학습 기회를 제공하라

3.1 사전학습을 통해 학습자에게 매체의 명령어와 조작법을 숙달할 기회를 제공하라.

▶ 수업 실행 전 사전경험을 통해서 인공지능 스피커의 고유 명령어를 연습해 보는 기회를 제공

하여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조작법을 숙지하고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언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습자가 당황하지 않고 반복

해서 발언을 수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가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

는 상황에 대한 안내한다.

ü ex. 오류 상황 : 무응답, 응답 재요청 안내, Light표시

3.2 사전학습 기회를 통해서 음성의 스피드를 조절하거나 반복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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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에게 안내하라.

▶ 사전학습 기회를 통해서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의 응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음성의

스피드를 조절하거나 반복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를 학습자들에게 안내하라.

ü ex. 한번 더 응답을 요청하며 발언 속도 조절 명령어 : “Repeat slowly" (Google Home)

과업 전

단계

(Pre-Task)

수업 활동

안내

4. 학습자에게 교육목표와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한 과업활동을 소개하며, 수업활동 단계를

안내한다.

4.1 인공지능 스피커의 활용한 영어 수업의 목표가 문법적 오류 수정이 아닌 의사소통중심의 말

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라.

▶ 과업 활동 소개 시 과업활동의 목적은 학습자가 최대한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한다

는 것임을 안내한다.

4.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과업활동(Task)의 수업 활동 단계를 안내하라

▶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수업의 흐름 및 과업 활동에 대해서 안내한다. 본 수업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사전에 제작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 예시
<표> 수업 활동 단계

단계 학습활동

과업 전

(Pre-Task)

� 수업 활동 안내

� 교수

과업

(Task)

� 주의집중 조작하기

� 과업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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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하기

과업 후

(Post-Task)
� 성찰하기

교수

(Teaching)

5. 교수자는 학습내용을 고려하여 교수법을 선택하라.

5.1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생소하거나 어려운 어휘나 표현을 지도할 때 기계적인 연습

(Mechanical Drill)을 통해 지도하라.

▶ 기계적인 연습(Mechanical Drill)의 경우는 생소하거나 어려운 영어 표현 및 어휘를 학습할

때 학습자들이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연습유형이다. 교수자가 완전히 통제하에 처음 배우는

내용의 경우 기계적인 연습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표현을 익히도록 한다.

5.2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지도할 때 유의미적 연습(Meaningful Drill)을 통

해 지도하라.

▶ 특히, 영어 수준이 낮은 학습자들에게 그림이나 교수자의 행동 묘사를 통해서 어휘나 표현을

지도할 경우, 학습자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한다.

5.3 교수자는 의식상승(Consiousness-Rasing)을 촉진하도록 목표어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여 학

습자를 지도하라.

▶ 의식 상승 교수법의 목적은 학습자가 목표어 대해 암시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표어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목표어가 무엇인지 귀납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도

록 지도하라

▶ 학습자의 학습내용과 연관된 실제적인 맥락과 유사한 예시를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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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집중 조작

하기

6.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주의집중을 환경을 조성하며, 과업 수행을 위한

상황을 조작하라

6.1 외부소음으로 인해 학습자의 음성이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음성이 집중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라.

▶ 인공지능 스피커는 외부 소음에 예민하기 때문 음성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 따라서 음성인식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위해 무선 인터넷망과 인공

지능 스피커 동시 조절가능한 모바일 기기를 준비하라.

▶ 또한, 학습자의 발언이 집중되기 위한 조별 간 거리 조정 및 음성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보조매체를 활용하라

6.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에서 적합한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라

▶ 예시 : 인공지능 스피커 1개에 최소 1명에서 최대 4명 그룹을 구성하라.

▶ 영어 말하기 발언의 양을 고려하여 학습자 간 발언 횟수와 순서를 정하여 학습자들이 공평한

발언기회를 갖도록 한다(Ur, 1996).

과업 단계

(Task)

과업

수행

하기

7. 학습자 특성, 학습내용,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과업활동을 설계하라.

7.1 학습내용이 개인정보를 교환하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할 때는 잡담나누기(Exchanging

small talk) 활동을 진행하라.

▶ 잡담나누기 활동은 대화를 통해 상호 개인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을 의미함. 예컨대, 이름, 음

식, 취미 및 기타 선호도, 직업, 기능을 서로 묻고 답하는 활동이 이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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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담나누기 활동은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매체와의 관계 형성하기에 용이한 활동임

▶ 예시 : 대화를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의 정보 획득 -> 정보를 다른 학습자와 공유하기 활동이

가능하다.

ü 예시 : “Okay Google, What is your name?", “Okay Google, What do you have a habit?",

“Okay Google, Tell me your favorite food?", “Okay Google, Rock, paper, scissor"

7.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매체의 특정 기능을 이용한 활동을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면 수

행 지시하기(Commanding Performance) 활동을 진행하라.

▶ 수행 지시하기 활동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능적 특성을 활용하여 매체의 기본 기능(노래재

생, 단어 스펠링 제공, 시간, 날씨정보, 알람설정, 주사위, 가위바위보 등)을 통해 수행을 하는

활동이다.

▶ 수행 지시하기 활동의 경우 대화의 답변이 아닌 학습활동의 설계 시 유용한 활동임

ü 예시 : “Okay Google, Play Fake love from BTS", "Okay Google, How is the wether

today", " Okay Google, Set the alarm at 1:30pm",

7.3 학습자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을 계획한다면 정보 요청하기(Asking for Information)활동을

진행하라.

▶ 정보 요청 활동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인터넷 클라우드(Cloud) 기반 특성을 활용한 활동으로

학습자는 음성을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정보 요청과

정에서 학습자는 음성을 통해 언어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정보 요청 과정에서 나오는 응답

을 통해서 언어 듣기 활동과 응답 내용 서술을 통한 쓰기 활동이 가능하다.

▶ 인공지능 스피커의 매체에 따라 제공하는 인터넷 클라우드의 차이가 있다. 학습내용 및 조건

에 따라 정보 요청 활동 수행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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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lge사의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의 경우 포털사이트 Google 검색, Wikipedia

- Amazon사의 Alexa의 경우 Wikipedia 검색

- 네이버 사의 인공지능 스피커 Wave의 경우 포털사이트 Naver 검색

ü 예시 : "What is president in Korea", "Explain the history of Korean war"

발표

하기

8.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과업 결과를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발표과정을 지원하라

8.1 교수자는 학습자가 과업 결과를 발표 할 때 학습자의 발표과정을 지원하라

▶ 교수자는 각 그룹의 발표 시 과업 내용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한다.

▶ 피드백 제공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목표어의 내용의 정확성 보다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과업활동에서 수행한 목표어를 사용해보는 것을 강조한다.

과업 후

단계

(Post-Tas

k)

성찰

하기

9 학습자들에게 과업 활동에 대해 성찰 기회와 성찰 자료를 제공하라

9.1.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 의사소통에서 말하기 내용을 성찰할 수 있도록

대화 기록 자료를 제공하라

ü ex. 구글 어시스턴트의 경우 [My activity] - [Manage your account] -

[Data&personalization] - [Web&App Activity]

ü https://myactivity.google.com/myactivity?restrict=waa&utm_source=my-activity

9.2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과업활동과 발표를 성찰할 수 있도록 성찰지를 제공하도록 한다.

▶ 학습자 개인별 및 동료 발표에 대한 성찰일지를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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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ex. 성찰일지

<표> 성찰일지 예시

영역별 성찰내용

자기평가

� 오늘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과업 활동 중에 잘한 점은

______________________이다.

� 오늘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과업 활동 중에 어려웠던 점은

______________________이다.

� 다음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과업 활동 중을 위해서 더 잘 하기 위해 나

는 ______________________이다.

동료평가

� 조별 발표에서 다른 조가 잘한 점은 ______________________이다.

� 조별 발표에서 다른 조가 부족한 점은 ______________________이다.

� 조별 발표에서 다른 조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______________________을 하면 좋을 것이다.

� 다음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과업 활동 중을 위해서 더 잘 하기 위해 나

는 ______________________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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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가. 이론적 함의

첫째,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스피커 기기를 활용한 교수

설계의 이론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가 있다. 인공지능 스

피커를 활용한 언어 교육 가능성과 잠재력을 탐색하고자 연구가 진행되

고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고 실시하기 위한

교수설계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교육 연구는 인공지능 스피커 혹은 음성비서(Voice Assistant) 기

술을 수업에서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Moussalli

& Cardoso, 2019, Underwood, 2017; Kim, 2017; Kim, 2018; Han &

Kim, 2017; Andrew T et al., 2018; Gallacher, A. et al., 2018; Fryer,

Carpenter, 2006; 김재상, 2017; 김혜영 외, 2019; 서정은, 2017; 현주은과

임희주, 2019; 박아영, 2017) 인공지능 스피커 매체비교 연구 혹은 학습

자의 담화 비교분석 연구(추성엽 외, 2019; Dizon, 2017; 김혜영, 2019;

Kim, 2017),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적응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교육

용 음성 시스템 개발 연구(Huang et al., 2017; 이재일 외, 2017; 오은영,

2018)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제 수업 현장에서 수업을 전체적으로 설

계하고 진행하기 위한 교수설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결과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을 설계·실행하기 위한

수업 설계전략과 상세지침에 대해 전문가 타당화를 실시하였고, 현장평

가를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

에서 체제적 교수설계관점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수설계 이론

화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제 2

외국어로써 영어 교육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한 언어 교육 연구가 앞으로 교육공학 전공분야에서 활발한 이론적 논의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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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인공지능 스피커 혹은 음성비서(Voice

Assistant)를 활용한 언어 교육의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본 연

구결과 현장평가 참여한 학습자들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

하기 학습을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으며 학습에 대한 흥미가 향상

되었고 기존 수업과 비교하여 자신의 발화량이 증가하였음을 진술하였

다.

이는 앞선 선행연구에서 인공지능 스피커 혹은 음성비서(Voice

Assistant)를 활용한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자신감, 흥미, 동기 등 긍정적

심리 향상(Underwood, 2017; Kim, 2017; Ham & Kim, 2016;

Underwood, 2017; 신동광, 2019; 현주은 외, 2019)과 영어 말하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감소(신동광, 2019; 현주은 외, 2019; 김재상, 2017), 학습

자의 발화량 증가(추성엽, 2019) 결과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준다. 또

한, 본 연구 결과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학습자들 모두 학습과정에서 인

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이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향상에 영

향을 미쳤음을 발견하였다. 인공지능 스피커 기기와의 영어 말하기 학습

이 학습자의 진로 요인에 미치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향후 연구를 통해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나. 실천적 함의

첫째, 본 연구 결과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천

적 함의가 있다. 본 연구의 설계전략은 WIllis(1996)의 TBLT모형과

Skehan(1998)의 TBLT 모형의 단계를 토대로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였으

며, 특히 초등학교 현장평가 이후 수정·보완한 설계전략이다. 예컨대

WIllis(1996)의 TBLT모형과 Skehan(1998)의 TBLT 모형의 단계 중 인

공지능 스피커 활용 경험이 적은 학습자를 고려하여 수업의 단계를 통합

혹은 축소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수업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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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적 효과에 대해서 이루어져 왔다면 본 연구결과로 도출된 설계전략은

수업 전 단계부터 수업의 단계의 상세지침을 제공한다. 실제 교육 현장

에서 교사가 어떻게 매체를 선정할 것인지, 수업을 안내하고,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 과업 활동을 전개할 때 선행되어야 하는 사전학습, 본

학습활동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본 연구의 교육적 유용성을 지닌다.

둘째, 본 연구의 현장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수업에서 약점으로 지적한 점이 기술적 오류로 인한 활동 중단 상황 시

대체방안이다. 이는 한국의 초등학교 수업 현장의 국한된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향후 새로운 테크놀로지 활용한 교육을 시도하기 위해 무

선 인터넷망 구축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교육부(2018)은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추진계획”을 통해서 2021년까지 전국 초·중학교 무선인

터넷 AP 19,500여대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곧 1 학교당 무선 AP

최대 4개를 의미한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의 경우, 학습자의

언어 사용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인공

지능 스피커를 동시에 수업에서 사용하게 되므로 무선 AP 설치 시에 학

교의 네트워크 기술 수용 가능성, 확충 규모 적절성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체제적 교수설계 절차에 따라서 심도 있게

분석하여 수업 설계전략와 상세지침을 자료화하여 실제 초등학교에 접목

한 사례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영어 교육 맥락과 실제 초등학교 현장평가의 연구결

과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적 맥락에서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한 교수설계

가능성을 탐색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

어교육 연구가 초기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한국에서

특히 초등학교 수업 맥락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론적 자료로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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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제언

가. 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을 설계하고 진

행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설계전략과 상세지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Richey & Klein, 2014)의 설계·개발연구방법론

에 따라 수업 설계전략을 개발하였으며, 개발 단계에서 두 차례의 전문

가 타당화, 현장평가, 현장평가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 반응조사를 실시

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수업 설계전략으로

발전시켰다. 최종 수업 설계전략은 WIllis(1996)의 TBLT모형과

Skehan(1998)의 TBLT 모형의 단계를 토대로 설계전략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과정의 연구 참여자는 교육공학 전공의 5인의 전문가를 대상으

로 전문가 타당화를 진행하였다. 현장평가의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 교

사 1인과 초등학교 3학년 3학급 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현장평가

의 반응조사에서는 교사 1 인과 한 학급의 학습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전문가 타당화 결과와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반응조사 결

과를 분석하여 본 연구 설계전략에 반영하였다. 교수자 반응조사와 학습

자 반응조사 결과 개발된 수업 설계전략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적 유용성

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수업 설계전략은 9개의 설계전략과 20개의 상세

지침으로 구성되었다. 설계전략은 WIllis(1996)의 TBLT모형과

Skehan(1998)의 TBLT 모형을 한국의 초등학교 영어 수업의 맥락을 반

영하여 ‘수업 전’, ‘과업 전 단계’, ‘과업 단계’, ‘과업 후 단계’로 구분하였

다. 설계전략을 요약하자면 (1)‘수업 전’ 단계 : 언어학습맥락, 학습자 수

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체 선정, (2)　‘수업 전’ 단계 : 인공지능

스피커로 활용한 사전학습 기회 제공, (3)　‘수업 전’ 단계 : 학습자의 사

용성을 고려한 매체(인공지능 스피커) 소개, (4)　 ‘과업 전 단계

(Pre-Task)’ : 수업활동 단계 안내, (5)　‘과업 전 단계 (Pre-Task)’ :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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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내용을 고려한 교수법 선택, (6)　‘과업 단계 (Task)’ : 학습자의 주

의집중을 위한 환경 조작, (7)　‘과업 단계 (Task)’ : 학습내용과 목표어

학습에 적합한 과업유형 진행, (8)　‘과업 단계 (Task)’ : 학습자 과업 내

용 발표 기회 제공 및 교수자의 발표 지원, (9)　 ‘과업 후 단계

(Post-Task)’ : 학습자들에게 과업 활동에 대해 성찰 기회와 성찰 자료

제공으로 구성된다. 설계전략의 세부 내용을 지원하기위한 20개의 상세

지침을 도출하였다.

나.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 설계전략

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타당화와 교수자와 학습자 반응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종 설계전략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

결과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영어 말하기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연령, 영어 능숙도), 교육내용, 수업 환

경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해야한다. 연구 결과 인공지능 스피커를 수업

에 적용하였을 때 다수의 학습자들이 한 대의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

고 있음에도 말하기 과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표 과업을 수행

하고 정서적으로 영어 말하기 수업과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발화량 증가와 학습자 반

응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영어수업에 적용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영어 능숙도를 고려하여 매

체를 선정하고 교육내용에 따른 과업 활동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에서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수업에서 학습자가 목표어로 질문하여 목표어의 표현이 응답으로 나올

수 있는 일상대화, 정보요청 과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수업을 설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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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학습자에게 사전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사전준비과정에서 인공지

능 스피커의 조작법 및 음성명령에 대한 응답자료 제작하고 교육내용에

적합한 구체적인 과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공지

능 스피커의 경우 사용자의 명령을 인터넷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하

여 이에 대한 음성 피드백을 제공한다. 따라서 매체별 음성 피드백의 난

이도의 차이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답 유형이 존재한다. 따라

서 학습자가 동일한 질문을 말로 표현하였을 때 다양한 표현의 음성 피

드백을 제공받게 된다. 수업 설계 시 인공지능 스피커의 음성명령에 대

한 응답 유형을 자료화하여 수업 전 교수자는 이러한 내용을 숙지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매체별 음성명령 법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에서 요구되는 기본 명령

어와 기술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상황(무응답 등)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음성명령에 대해서 사전학습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한다. 사전학습 기회

를 통해서 학습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조작법을 숙지함으로써 본 수업

에서 목표로 하는 말하기 과업 활동에 자발적인 참여가 높은 학습이 가

능해진다.

셋째, 인공지능 스피커와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을 비교하였을 때 기술적 장점은 다양한 음성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

습자들이 자연스러운 발화를 연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 스피커

의 기술적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업 설계가 중요하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은 학습자의 말하기 기회 제

공을 통한 말하기 대화량 증가와 목표어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단순

히 인공지능 스피커를 수업에 적용하여 학습자가 수업에서 배운 표현을

말로 표현해본다는 경험이 아닌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는 교수자가 인공

지능 스피커와 과업 활동을 전체적으로 안내하며 과업 활동에 개입하고

과업 활동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여 학습자들 스스로 자신이 학습한 내용

을 성찰하는 일련의 단계를 지원하는 것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효과적으

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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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영어 교육 맥락에서 특히 말하기를 중점적으로 수업 설계전략을 개발

하였다. 종합적인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말하기 학습 이외의 읽

기, 듣기, 쓰기학습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습자들이 종합

적인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스피커를 적용하여 언어학습

영역을 향상시키기 위한 설계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설계전략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에 대한

반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층면담을 통해 수업 설계전략의 강점, 약점,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

설계전략을 반영한 수업에서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 향상 정도를 양적 데

이터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 설계전략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맥락의 영어 수업을 중심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수업 설계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연

구 결과로 도출된 수업 설계전략을 초등학교 맥락이 아닌 학습자와 교육

내용, 환경에 적용할 시에 환경적, 제도적 변인 등에 따라 결과의 차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설계전략을 중·고등학교와 고등

교육기관에서 실제 수업 설계와 진행을 위해 적용 시 교육내용과 교육

환경 및 조건에 따라 수업에서 학습자의 학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다 다양한 교육 대상과 영어 이외의 제 2 외국어로써 언어학습, 혹은

교과목에서 수업 설계전략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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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내적 타당화를 위한 전문가 타당화 질문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에서 수업 설계전략 개발

연구의 전문가 타당화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에서 수업 설계전략

개발 연구’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내용은 교육

공학전공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 상

황에서 문헌연구를 동해 도출된 수업 설계전략에 대한 타당화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설문에 참여하여 주신 고귀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연

구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에서 수업 설계전략을 수

정·보완할 예정입니다.

본 설문지는 1. 전문가 인적사항, 2. 연구 소개, 3.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에서 수업 설계전략, 3. 타당도 검토로 구성됩니다. 설문에 응

답은 귀하의 동의로 논문에 익명으로 표기되며 조사 문항에 따라 응답을 거부

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인적사항과 같은 개

인정보는 논문 내 자료로만 활용되며, 절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발표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해주시어 제공해주시는 고귀한 의견은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연구자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석사과정 공윤지

연구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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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 인적사항

2. 수업 설계전략에 대한 타당도

※ 다음 질문은 앞에서 제시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에서 수업

설계전략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업 설계전략 전반

구분

전혀

그렇

지않

다

(1점)

그렇

지않

다

(2점)

그렇

다

(3점)

매우

그렇

다

(4점)

보편성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

습에서 수업 설계전략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설명력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

습에서 수업 설계전략은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과 구성요소를 잘 설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유용성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

습에서 수업 설계전략은 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이해도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

습에서 수업 설계전략은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표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타당성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

습에서 수업 설계전략은 실제 수업에서 참

고할 수 있는 전략으로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구분 인적사항

이름

전공분야

최종학력

소속 / 직책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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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설계전략에 대한 타당도 검토

2) 수업 설계전략 세부내용

일반

설계전략
상세지침

전혀

그렇

지않

다

(1점)

그렇

지않

다

(2점)

그렇

다

(3점)

매우

그렇

다

(4점)

1.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업

초기에

교육목표와

내용을

안내하라.

1.1 구어체적 표현, 어휘, 숙어 등의 표현을

사전 학습을 통해서 안내하라.
① ② ③ ④

1.2 수업 초기 잡담나누기(Exchanging

small talk)를 통해서 정의적 여과(affective

filter)를 낮출 수 있도록 활동을 제시하라.

① ② ③ ④

1.3 교육목표와 과업 후 활동이 목표하는

말하기 능력과의 관계를 인지하라.
① ② ③ ④

1.4 학습 목표를 특정한 문법적 능력에

국한되지 않고 의사소통 능력 전반을

포괄하는 목표를 제시하라.

① ② ③ ④

1.5 교사의 역할과, 주제, 구체적인 활동과

수업목표가 무엇인지에 설정하라.
① ② ③ ④

2. 학습자의

말하기를

촉진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강조하라.

2.1 매체의 활용에 있어서 문법 오류

수정이 아닌 학습자가 유의미한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강조하라.

① ② ③ ④

2.2 학생이 언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짜 맞추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2.3 학습자의 언어사용량 증가를 위해 매체

이해할 수준의 언어 구사(acceptable

level)를 강조하라.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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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학습활동을 수행하며 최대한 학습자의

말하기 기회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습 시간을 분배하라.

① ② ③ ④

3.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

유발을

위한

학습활동을

제공하라.

3.1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자들의 동기를 촉진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제공하라.

① ② ③ ④

3.2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맥락과 유사한

학습주제를 선정하라.
① ② ③ ④

3.3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다른 시나리오와 도전과제를

제공하라.

① ② ③ ④

3.4 언어 노출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매체의 음성 이외에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라.

� ex. 학생이 따라하고, 받아 적어 볼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언어노출을

극대화시킨다.

① ② ③ ④

3.5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활동이 끝난 후

실제적인 학습활동을 통해서 사람과의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라.

① ② ③ ④

4. 학습자

수준에

따라

적절한

매체를

선정하라.

4.1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기 및 시스템을 선택하라.
① ② ③ ④

4.2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매체의

특성과 기술적 한계를 인지해야한다.

� ex.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 작동방법

및 인터넷 연결등과 같은 내용을

숙지하여야 함

① ② ③ ④

4.3 제 2 외국어로서 영어학습자에게

학습의 영어 능숙도, 학습활동에 따라

인지부담이 적은 형태 문장을 제공하거나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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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매체를 선정하라.

5. 학습자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5.1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말하기 학습 과정에

개입하라.

① ② ③ ④

5.2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에서

학습자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습자의 모국어로 학습을

지원하라.

① ② ③ ④

5.3 학습자간 발언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말하기 기회가 분배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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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수업 설계전략 및 상세지침 사용성 평가 질문지

사용성 평가 질문지

본 설문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을 위한 수업 설계전략

에 대한 사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설문은 인공지능 스피커

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 수업의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설문 문항에 따라 4점 척도이며, 해당하는 내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조사를 통해 얻은 인적사항과 같은 개인정보는 논문 내 자료로만 활용

되며, 절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발표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

다.

※ 다음 질문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에서 수업 설계전략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1) 수업 설계전략 전반

구분

전혀

그렇

지않

다

(1점)

그렇

지않

다

(2점)

그렇

다

(3점)

매우

그렇

다

(4점)

보편성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

습에서 수업 설계전략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설명력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

습에서 수업 설계전략은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과 구성요소를 잘 설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유용성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

습에서 수업 설계전략은 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이해도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

습에서 수업 설계전략은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표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타당성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

습에서 수업 설계전략은 실제 수업에서 참

고할 수 있는 전략으로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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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의 강점, 약점 및 개선점

본 면담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을 위한 수업 경험이 있

는 교사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수업의 경험에 대해서 면담을 솔직히 표현해주

시면 됩니다.

<수업 설계전략의 강점, 약점, 개선점>

1. 학교 수업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수업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나요?　

2. 학교 수업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수업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나요?　

3. 다음에도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수업을 한다면 더 나아졌으면 하는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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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차 내적 타당화를 위한 전문가 타당화 설문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에서 수업 설계전략 개발 연구

2차 전문가 타당화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석사과정 4학기 공윤지입

니다. 본 설문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에서 수업 설계

전략 개발 연구’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내용은

교육공학전공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

을 위한 수업 상황에서 문헌연구를 동해 도출된 수업 설계전략이 타당한지 여

부 등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설문에 참여하여 주신 고귀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

후 연구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에서 수업 설계전략

을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본 설문지는 1. 전문가 인적사항, 2. 연구 소개, 3.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에서 수업 설계전략, 3. 타당도 검토로 구성됩니다. 설문에 응

답은 귀하의 동의로 논문에 익명으로 표기되며 조사 문항에 따라 응답을 거부

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인적사항과 같은 개

인정보는 논문 내 자료로만 활용되며, 절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발표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해주시어 제공해주시는 고귀한 의견은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연구자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석사과정 공윤지

연구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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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 인적사항

2. 수업 설계전략에 대한 타당도 검토

※ 다음 질문은 앞에서 제시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에서 수업

설계전략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업 설계전략 전반

구분

전혀

그렇

지않

다

(1점)

그렇

지않

다

(2점)

그렇

다

(3점)

매우

그렇

다

(4점)

보편성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에서 수업 설계전략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설명력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에서 수업 설계전략은 수업을 지원

하기 위한 과정과 구성요소를 잘 설명하

고 있다

① ② ③ ④

유용성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에서 수업 설계전략은 수업에서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이해도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에서 수업 설계전략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타당성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에서 수업 설계전략은 실제 수업에

서 참고할 수 있는 전략으로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구분 인적사항

전공분야 교육공학
최종학력 00대학교 00학과 00학위
소속

경력 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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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설계전략에 대한 타당도 검토

2) 수업 설계전략 세부내용

단계
세부

단계
상세지침

전혀

그렇

지않

다

(1점

)

그렇

지않

다

(2점

)

그렇

다

(3점

)

매

우

그

렇

다

(4점

)

수업

전

매체

선정

1. 언어학습에 적절한 매체 선정을 위해, 학

습자 수준(학년, 연령), 매체의 특성, 언어학

습의 교육적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하라

① ② ③ ④

1.1 학습자의 학년 및 연령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스피커 매체를 선정하라

▶ 예시 : Goolge사의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의 경우

원어민 기준으로 11-12세 정도의 언어를

구사함. 또한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의 경우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대답을 하여 학습자에게 인지적으로

부담이 적은 발화를 제공

▶ 예시 : Amazon사의 Alexa의 경우,

13-14세 원어민 수준의 언어를 구사함.

▶ 예시 : Apple 사의 개인비서 Siri와

Alexa의 경우, 미국 기반의 유머와 비유를

사용한 응답을 제공함

① ② ③ ④

1.2 인공지능 스피커의 매체 선정 시

학습조건과 학습내용을 고려하여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매체를 선정하라

▶ 제 2 외국어로서 언어 학습의 경우,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언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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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외국어와 동시에 모국어 지원(Dizon,

2017)이 가능한 매체를 선정하도록 한다.

▶ 학습내용을 고려하여 말하기 학습 이 외에

어휘학습 및 정보탐색 기능의 경우,

인공지능 스피커의 응답이 너무 길거나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할 때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언 속도 조절

가능여부 혹은 재응답 요청 시

응답여부(현주은, 임희주, 2019)를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하라,

ü 음성기반 인공지능 스피커

- 동시 2개 이상 언어 지원 가능한 인공지능

스피커 : Google Home (Google) / Echo

(Amazon) /

- 한국어 기반 외국어 학습 어플리케이션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스피커 :

클로버(Naver), 기가지니(KT), 누구(SK)

ü 모니터형 인공지능 스피커 : Echo

Show(Amazon), 클로바 데스크(Naver

Line),

1.3 언어학습 맥락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체 선정을 검토하라(Chapelle,

2001)

① 매체가 학습자 수준(예, 학습스타일,

동기요인, 기술의 사전경험)에 따른 매체

사용 난이도가 있는가?

② 비 연구 맥락에서 활용도가 높은 일반적인

매체인가?

③ 매체의 기술적 특성과 학습조건의 타당성

및 운영성이 구축되어 있는가?

④ 매체 활용의 언어학습의 잠재력이 있으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매체인가?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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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매체 활용을 통해 학습자가 유의미한

의사소통 중심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매체인가?

⑥ 언어학습에서 학습자가 매체를 통해 얻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가?

⑦ 비 연구 맥락에서 이 기술의 실용성이

높으며, 수정 가능성이 높은 매체인가?

사전

학습

2.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로 활용한

사전학습 기회를 제공하라
① ② ③ ④

2.1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언을 인식

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습자가 과업 활동을

수행하기 전 매체의 명령어를 말하기 위한 사

전학습 기회를 제공하라.

▶ 수업 실행 전 사전경험을 통해서 인공지능

스피커의 고유 명령어를 연습해 보는 기회

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조작법

을 숙지하고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언을 인식

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습자가 당황하지

않고 반복해서 발언을 수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가 음

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내한

다.

ü 오류 상황 : 무응답, 응답 재요청 안내,

Light표시

▶ 인공지능 스피커 명령어 자료를 사전에 제

작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2.2 사전학습 기회를 통해서 학습자가 인공지

능 스피커의 응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음성의 스피드를 조절하거나 반복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를 학습자들에게 안내하

라.

▶ 예시 : 한번 더 응답을 요청하며 발언 속

① ② ③



- 140 -

도 조절 명령어 : “Repeat slowly"

(Google Home)

과업

전

단계

(Pre

-Ta

sk)

과업

의

주제

와

수업

모형

소개

3. 학습자에게 교육목표와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한 과업활동을 소개하며, 과업 수행 단

계를 안내한다.

① ② ③ ④

3.1 인공지능 스피커의 활용한 영어 수업의

목표 문법적 오류 수정이 아닌 의사소통중심

의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

라.

▶ 과업 활동 소개 시 과업활동의 목적은 학

습자가 최대한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한다는 것임을 안내한다.

① ② ③ ④

3.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과업활동

(Task)의 모형을 안내하라

▶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과업 활동 전 과업중

심 교수학습 모형을 설명하며, 본 수업활

동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수 있

도록 안내자료를 사전에 제작하여 제공하

도록 한다.

▶ 예시

과업 수행 단계

단계 학습활동

과업

전

(Pre-T

ask)

� 과업의 주제와 수업모형 소개

� 의식상승(Consiousness-Rasing)

� 매체 소개

과업

(Task)

� 주의집중 조작하기

� 과업수행하기

� 발표 계획하기

� 발표하기

과업

후

(Post-

Task)

� 분석하기

� 성찰하기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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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상승

교수(

Cons

iousn

ess-

Rasi

ng)

5. 학습자의 집중을 촉진하기 위해 의식상

승(Consiousness-Rasing)이 되도록 학습자

가 과업 수행을 통해 학습하게 될 목표어를

가르쳐라

① ② ③ ④

5.1 교수자는 과업에 집중하여 의식상승

(Consiousness-Rasing)을 촉진하는 목표어

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여 학습자를 지도하

라

▶ 의식 상승 교수법의 목적은 학습자가 목표

어 대해 암시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표어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여 학

습자가 목표어가 무엇인지 귀납적으로 도

출해 낼 수 있도록 지도하라

▶ 학습자의 학습내용과 연관된 실제적인 맥

락과 유사한 예시를 제공하라.

① ② ③ ④

주의

집중

조작

하기

6.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주의집중

을 환경을 조성하며, 과업 수행을 위한 상

황을 조작하라

① ② ③ ④

6.1 외부소음으로 인해 학습자의 음성이 인식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음성이 집중

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라.

▶ 인공지능 스피커는 외부 소음에 예민하기

때문 음성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 따라서 음성인식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위해 무선 인터넷망

과 인공지능 스피커 동시 조절가능한 모바

일 기기를 준비하라.

▶ 또한, 학습자의 발언이 집중되기 위한 조

별 간 거리 조정 및 음성이 집중될 수 있

도록 하는 보조매체를 활용하라

① ② ③ ④

6.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을 위한 적합한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라

▶ 예시 : 인공지능 스피커 1개에 최소 1명에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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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대 4명 그룹을 구성하라.

▶ 영어 말하기 학습의 발언의 양을 고려하여

학습자 간 발언 횟수와 순서를 정하여 그

룹 활동을 제시하라

매체

소개

7. 학습자가 교수매체인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성 요인(기능, 유

사성)을 고려하여 매체를 소개하라

① ② ③ ④

7.2 학습자의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매체의 기능을

설명하라

▶ 학습자에게 과업활동을 수행할 때 인공지

능 스피커를 활요할 때의 유용한 점을 설

명한다. 더욱이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적

장점을 설명하라. 예컨대, 인공지능 스피커

는 컴퓨터 매체와 다르게 학습자의 발언만

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매체임을 지각

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7.3 학습자의 매체에 대해서 사회적 고양감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습자가 말을 많이 할

수록 인공지능 스피커의 데이터가 축적되며

축적될수록 더 다양하고 좋은 대답을 제공한

다는 학습(learning)의 기능을 설명함으로써

학습자의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할 수 있다.

▶ 예시 :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지위

및 관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을 의미

하며, 학습자가 매체와 자신의 자아를 일치

시킬 수 있도록 안내하라

① ② ③ ④

7.4 학습자들이 매체와 감정적 애착이 생기

기 위해 학습자들의 선호에 따라서 매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매체를 다양하게 제공하라

▶ 학습자들의 매체에 대한 감정적 애착은 지

속적인 사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습자의 감정적으로 애착이 생길 수 있도

록 매체의 유형을 다양하게 제공하거나 동

일한 매체를 제공하되 다른 외형으로 제공

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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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단계

(Tas

k)

과업

수행

하기

8. 학습내용과 목표어 학습에 적합한 과업

유형에 따라 과업활동을 진행하라
① ② ③ ④

8.1 과업활동 직전에 인공지능 스피커 조작법

과 명령어를 안내하라

▶ 인공지능 스피커의 명령어 내용을 안내 자

료를 사전에 제작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

라.

▶ 조작법과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실제로 인

공지능 스피커와 말하기 학습 전 과업활동

시에 요구되는 주요 명령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과업 활동을 실시

하라

① ② ③ ④

8.2 잡담나누기(Exchanging small talk)

▶ 잡담나누기 활동은 대화를 통해 상호 개인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을 의미함. 예컨대,

이름, 음식, 취미 및 기타 선호도, 직업, 기

능을 서로 묻고 답하는 활동이 이에 속함.

▶ 잡담나누기 활동은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

을 낮추고 매체와의 관계 형성하기에 용이

한 활동임

▶ 예시 : 대화를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의 정

보 획득 -> 정보를 다른 학습자와 공유하

기 활동이 가능하다.

▶ 예시 : “Okay Google, What is your

name?", “Okay Google, What do you

have a habit?", “Okay Google, Tell me

your favorite food?", “Okay Google,

Rock, paper, scissor"

① ② ③ ④

8.3 수행 지시하기(Commanding

Performance)

▶ 수행 지시하기 활동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능적 특성을 활용하여 매체의 기본 기능

(노래재생, 단어 스펠링 제공, 시간, 날씨

정보, 알람설정, 주사위, 가위바위보 등)을

통해 수행을 하는 활동이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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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지시하기 활동의 경우 대화의 답변이

아닌 학습활동의 설계 시 유용한 활동임

▶ 예시 : “Okay Google, Play Fake love

from BTS", "Okay Google, How is the

wether today", " Okay Google, Set the

alarm at 1:30pm",

8.4 정보 요청하기(Asking for

Information)

▶ 정보 요청 활동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인터

넷 클라우드(Cloud) 기반 특성을 활용한

활동으로 학습자는 음성을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활동을 의미

한다. 정보 요청과정에서 학습자는 음성을

통해 언어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정보

요청 과정에서 나오는 응답을 통해서 언어

듣기 활동과 응답 내용 서술을 통한 쓰기

활동이 가능하다.

▶ 인공지능 스피커의 매체에 따라 제공하는

인터넷 클라우드의 차이가 있다. 학습내용

및 조건에 따라 정보 요청 활동 수행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ü Goolge사의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의 경우 포털사이트 Google 검색,

Wikipedia

ü Amazon사의 Alexa의 경우 Wikipedia

검색

ü 네이버 사의 인공지능 스피커 Wave의

경우 포털사이트 Naver 검색

▶ 예시 : "What is president in Korea",

"Explain the history of Korean war"

① ② ③ ④

발표

계획

및

발표

하기

9. 학습자에게 과업 수행 이 후 학습자들이

산출물을 발표하기 전 발표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라

① ② ③ ④

9.1 교수자는 발표 계획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준비하는 발표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피드백을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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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라

▶ 교수자는 각 그룹의 발표 계획 단계에서

그룹 별로 돌아다니면서 발표내용의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한다.

▶ 피드백 제공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목표어의 내용의 정확성 보다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과업활동에서 수행한

목표어를 스스로 상기시키도록 한다.

▶ 예시 :

10. 학습자들에게 과업 활동에 대한 각

그룹의 발표를 평가하도록 하라
① ② ③ ④

10.1 학습자에게 과업에 대한 그룹 별 발표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발표내용과 다른

그룹의 발표내용을 평가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과업

후

단계

(Pos

t-Ta

sk)

분석

하기

11. 학습자가 자신이 인공지능 스피커와 의

사소통에서 말하기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라

① ② ③ ④

11.1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공하라

▶ 예시 :

https://myactivity.google.com/myactivity?

restrict=waa&utm_source=my-activity

▶ 예시 : 구글 어시스턴트의 경우 [My

activity] - [Manage your account] -

[Data&personalization] - [Web&App

Activity]

① ② ③ ④

성찰

하기

12. 학습자들에게 과업 활동에 대해 성찰

기회를 제공하라
① ② ③ ④

12.1 학습자는 과업활동, 발표에게 성찰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

▶ 동료평가 및 자기성찰일지 작성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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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A 초등학교 영어수업 교수·학습과정안

o 교육과정 개요

� 교육목표

- 영어 교육과목의 주요 목표어를 이해하고 관련 기본 지식 습득

-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실제 상황에서 영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켜서 의사소통역량 배양

� 교육개요

-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영어 말하기 학습을 촉진하는 수업 설계전략으

로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높인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

하기 학습에서 관련 주제에 대한 실제 상황과 유사한 과업을 제공함으

로써 수업 이 후 실제상황에서 의사소통역량을 높인다.

o 교육운영 기본계획

� 교육개요

- 현장평가의 수업 단계는 다음<표>와 같다. 수업의 단계는 ‘수업 전’, ‘과업 전

(Pre-Task)’, ‘과업수행(Task)’, ‘과업 후(Post-Task)’로 구성된다. ‘수업 전’ 단

계에서 교수자는 학습자, 수업 내용과 환경에 적합한 (1)매체를 선정하며, 사

전학습을 통해 (2)매체소개, (2)사전학습을 실시한다. ‘수업 전’ 단계 이후 과

업 활동을 위한 수업을 전개한다. ‘과업 전(Pre-Task)’에서 (1) 수업활동 안

내, (2)의식상승 교수를 통해 교수자는 과업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기위해 활

동 안내와 학습자의 실제적 맥락이 반영된 예시를 통한 목표어를 가르친다.

- ‘과업수행(Task)’ 단계에서 (1) 주의집중 조작하기, (2)과업 수행하기, (3)발표

계획하기, (4)발표하기 단계로 구성된다. 교수자는 과업에 주의집중을 할 수

있도록 조작한 다음 학습자는 과업을 수행한다. 과업 수행 단계에서는 학습자

의 과업 내용을 다른 학습자에게 발표하기 위한 발표 계획하며, 교사는 학생

의 발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한다.

- ‘과업 후(Post-Task)’에서는 (1) 성찰하기 자신이 배운 내용을 성찰할 수 있

도록 교사가 본 과업 활동에서 배운 목표어를 상기시킨다.

<표> 과업 수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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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운영 안내

� 교수자의 역할

—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하여 교육 내용

과 주제에 맞는 과업을 수행할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공지능 스

피커와의 의사소통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적절한 코칭과 피드

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이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과업 수행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학습자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매체를

소개하며, 학습자들이 매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매

체의 기능을 설명한다. 학습자들이 매체와 일상대화, 인터넷검색,

특정 기능의 명령 수행한다는 유용성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인공

지능 스피커의 수집하는 데이터가 축적되는 학습(learning)의 기

능을 설명함으로써 학습자와의 유사점을 설명한다. 또한, 교수자

는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한다.

단계 학습활동

수업 전

� 매체선정

� 매체소개

� 사전학습

과업 전

(Pre-Task)

� 과업의 주제와 수업모형 소개

� 의식상승(Consiousness-Rasing)

� 매체 소개

과업

(Task)

� 주의집중 조작하기

� 과업수행하기

� 발표 계획하기

� 발표하기

과업 후

(Post-Task)

� 분석하기

� 성찰하기와 반복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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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법 및 수업 환경에서 시설장비를

관리하고 교육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체크한다.

� 교육 과정 자리배치도

— 학습자의 수와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자리배치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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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안

교과목 영어 대상자 초등학교 3학년

일시 2019.11.20 수업시간 40분

학습내용
� 1-5단원의 종합학습하며 영어 표현 및 어휘를 AI

스피커와 대화를 통해서 탐색한다.

학습목표

� 인사하기, 감정 표현하기(감사, 사과) 말로 표현하기

� 낱말(Bear, Monkey, Tiger, COW, Black, Yellow,

Orange, White)을 말로 표현하고, 어휘의 스펠링을 쓸

수 있다.

step 절차
교수 학습

활동
Ti
me

자료

과업

전

(Pre

-Tas

k)

Warm

up

학습목

표

수업모

형

소개하

기

n Greeting with Song

▶ Singing a song, 'Yes, I can" 학습자의 학습자료와 수업 준

비

n 지난 시간의 매체경험 및 학습목표 안내 (2‘)

� T : 교육경험 상기시키기 : “지난번 수업에서 AI 스피커와

영어 말하기를 해보았는데 어땠나요?”

� T :　학습목표 안내 : “이번 수업시간에는 1-5단원에서 배

운 표현을 가지고 인공지능 스피커와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Hello, Nice to meet you, Bye”와 같은 인사말,

감사하기, 사과하기 표현을 말로 표현해 보는 연습을 할거

에요. 그리고 그동안 배운 낱말을 가지고 AI 스피커에게 퀴

즈를 풀 때 도움을 받을거에요“

n 수업모형 안내 (1‘)

� ppt 자료 보여주며, 수업 모형을 안내 : “먼저, 저번에 배운

1-5 단원의 표현을 배우고, AI 스피커와 활동을 하고, 마지

막으로 오늘 수업에 대해서 성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요”

3‘

3'

ppt

의식상

승 교수

n 예시를 통한 1-5단원 학습 (8‘)

1) 예시 소개 "we meet a new friend"

� T : "we meet a new friend". 오늘은 전세계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고 서로 이야기해보

는 상황에 대해서 말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으려고 해요.

2) PPT 자료

� PPT 자료 : 안녕, 나는 첸이라고 해. 나는 중국에서 왔어.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어. 나는 곰을 좋아해

9‘

ppt

*본 활동

에서 "I

got a

ma i l "과

유사하게

예 시 를

제시하여

학습한표

현을 복

습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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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다 같이 예문을 읽어봅시다.

� S : “안녕, 나는 첸이라고 해. 나는 중국에서 왔어. 나는 수

영을 할 수 있어. 나는 곰을 좋아해”

� T : 이 중에서 1-5단원에서 배운 표현을 모두 사용해서 이

야기 해봅시다.

- Hello. I am / I am from China / I can swim / I like a

bear

n 과업 설명하기 (1‘)

� T (배경 설명) : 오늘은 이렇게 전세계에서 새로 만난 친구

들과 인사하는 연습을 해볼 거에요. AI 스피커에게 배운 표

현을 사용해서 각 조 별로 중국, 일본, 스페인, 태국의 학생

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이를 다른 조랑 공유할 거에요.

� T (활동 설명) : 1조는 중국학생에 대해서, 2조는 일본학생

에 대해서, 3조는 스페인 학생에 대해서, 4조는 태국에서 온

학생에 대한 정보를 AI 스피커에게 물어보고 이를 나눠주

는 활동지에 적어보는 활동을 할 거에요.

� T (활동 설명) : 각 조는 순서에 따라서 한 명씩 활동지의

표현을 AI 스피커와 대화 해보고 말로 표현하면 옆에 체크

를 해주세요. 모두 다 체크한 뒤, 활동지 2 번째에 빈칸의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 T (발표 설명) : 모든 조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모둠 활동이 15분 동안 끝나면 작성

해보았던 내용을 다른 조 학생들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발표는 원하는 사람이 해도 괜찮고 꼭 한 명이 아니

여도 괜찮아요. 발표 전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볼테니 물

어볼 내용이 있으면 물어보면 되요.

연 습 을

하 도 록

한다.

매체

소개

n 매체소개

� AI 스피커의 기능의 장점 소개 : “지난번 수업에서 AI 스피

커와 영어 말하기를 해보았는데 어땠나요?”

� AI 스피커와의 유사성: “AI 스피커는 학생들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학생들처럼 배우기 때문에 많이 말하주면 도

움이 많이 되요”

(또한, 예비 수업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고무시키고

자 AI 스피커가 학생들과 유사한 학습을 하는 기계라고 소개할 

필요합니다)

2‘
*매체 소

개시 매

체의 기

능 장점

설 명 은

학습자가

좀더 오

래 동 안

흥 미 를

유지하도

록 하는

요인입니

다.

과업

수행

(Tas

k)

주의집

중

조작하

기

n 모둠 구성하기 및 AI 스피커 배부

- It's time to make a group. first group which is ready for

speaking with AI speaker will be given AI speaker

2‘ *1조 당

1개의

AI

스피커

와

학습지

1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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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

행하기

n 잡담나누기 활동(Exchanging small talk) (5')

1)　AI 스피커와 인사나누기

� T : Let's have a small talk first. practicing to say "hello"

to AI Speaker

- hello / bye / thank you / I am sorry

n 정보 요청하기 활동(Asking information) (10')

2) "we meet a new friend"

� T : with the example before, filling the blank after

practicing to ask information question (AI 스피커와 대화

하여 학습지의 빈칸을 채워넣도록 합니다.)

- 1조 (중국): Hello / Bye / China / spell bear (B.E.A.R)

/Black

- 2조 (일본): Hello / Bye / Japan / spell Monkey

(M.O.N.K.E.Y) / Yellow

- 3조 (스페인): Hello / Bye / Spain / spell COW (C.O.W) /

White

- 4조 (러시아): Hello / Bye / Tiwan / spell Tiger

(T.I.G.E.R) / Orange

*학생들이 철자를 들을 때 응답이 빠르다고 할 경우, 명령어

“Repeat Slowly" 리피트 슬로우리를 안내한다.

15‘
* 모 둠

활동 시

모 둠 을

돌 아 다

니 면 서

학 생 들

이 말하

기의 어

려 움 이

나 문제

상 황 을

도 와 준

다.

발표

계획하

기

n 발표 계획하기

� Teacher's feedback : I will walk around, so before your

group would present, feel free to ask any question

writing a worksheet

� 학생들은 활동지 작성을 완성하며 말하기의 어려움을 느꼈

거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채우지 못한 내용을 교수자가

돌아다니면서 피드백(도움)을 준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교과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2‘
* 각 조

가 발표

를 할

수 있도

록 학습

지 작성

을 완성

하 도 록

돕는다.

발표하

기

n Group presentation

� Looking at the group presentation. let's compare and talk

about good things that the group find out with AI

Speaker

- 1조 (중국): 1조는 순서에 맞게 사이좋게 돌아가면서 모든 조

학생들이 ai 스피커와 대화한 모습을 보여서 좋았어요

- 2조 (일본): 2조는 목소리가 자신감있게 발표해서 좋았어요

- 3조 (스페인): 3조는

- 4조 (러시아): 4조는 러시아 인사가 어려울 수 있는데 AI 스

2‘ * 각 조

의 잘한

점을 피

드 백 을

주 며 ,

학 생 들

간 발표

내 용 을

집 중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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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커와 말하기를 통해서 정보를 모두 찾을 수 있어서 좋았어

요.
록 주의

를 집중

시킨다.

과업

후

(Post

-Tas

k)

과업

복습하

기

성찰하

기

n Review

� Let's review one more time what we learned. we learned

today saying hello in many other countries. So when we

meet a friend from China, Japan, Spain or Russia, we

know how to say hello and bye.

� showing the spelling of the words : Bear, Cow, Monkey,

Tiger

n Reflection about task activity

� 성찰하기 : 학생은 자신의 모둠활동에 대한 성찰일지의 자

신의 수행을 평가하고, 말하기 학습에서 배운 표현을 생각

해본다.

n Closing

- it's time to say goodbye. See you next tim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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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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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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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찰 자료

초등학교 3학년 ( )반 이름（　　　　　　　　　　　　)

1, 오늘 AI 스피커와 말하기 활동에 대해서 평가해봅시다.

2. 다른 모둠의 발표에 대해서 평가해봅시다.

1 조 모둠을 평가해주세요!

� 조별 발표에서 잘한 점 :

� 조별 발표에서 족한 점 :

� 조별 발표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는 :

2조 모둠을 평가해주세요!

� 조별 발표에서 잘한 점 :

� 조별 발표에서 족한 점 :

� 조별 발표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는 :

3조 모둠을 평가해주세요!

� 조별 발표에서 잘한 점 :

� 조별 발표에서 족한 점 :

� 조별 발표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는 :

4조 모둠을 평가해주세요!

� 조별 발표에서 잘한 점 :

� 조별 발표에서 족한 점 :

� 조별 발표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는 :

3. AI 스피커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질문해보고 싶거나 알고싶은 말)

� 오늘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활동에서 잘한 점은

______________________이다.

� 오늘 인공지능 스피커 활동에서 어려웠던 점은

______________________이다.

� 다음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활동에서 더 잘 하기 위해 나는

______________________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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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스피커 예상 응답

<AI 스피커와 함께하는 영어 말하기 학습> (1차시)

공통 /

조별

학생의 질문과 AI 스피커 예상 응답
기타

S AI

공통질문

Ok Google, Hello Hi

Ok Google, Goodbye bye

Ok Google, Thank You You're welcome

* 본 활동의

경우, 쓰기

활동이 있기

때문에 두명

이상의 학생

이 돌아가면

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안

내

* 학 생 들 이

철자를 들을

때 응답이 빠

르다고 하면,

명 령 어

“ R e p e a t

Slowly" 리

피트 슬로우

리를 안내한

다.

Ok Google, I'm sorry it's Okay

1조

Ok Google, Hello in China 니하오

Ok Google, Bye in China 짜이찌엔

Ok Google, Spelling Bear Bear is spelled B.E.A.R

Ok Google, Spelling Black Black is spelled B.L.A.C,K

2조

Ok Google, Hello in Japan 고니찌와

Ok Google, GoodBye in

Japanese
사요나라

Ok Google, Spelling

Monkeyese

Monkey is spelled

M.O.N.K.E.Y

Ok Google, Spelling Yellow
Yellow is spelled

Y.E.L.L,O.W

3조

Ok Google, Hello in

Spanish
올라

Ok Google, Good Bye in

Spanish
아디오스

Ok Google, Spelling Cow Cow is spelled C.O.W

Ok Google, Spelling White White is spelled W.H.I.T.E

4조

Ok Google, Hello in

Thailand
Hello in Thai is 싸와-디

Ok Google, GoodBye in

Thailand
Hello in Thai is 라-건

Ok Google, Spelling Tiger Bear is spelled T.I.G.E.R

Ok Google, Spelling

Orange

Black is spelled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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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안 (2차시)

교과목 영어 대상자 초등학교 3학년

일시 2019.11.22 수업시간 40분

학습내용
� 6-9 단원의 종합학습하며 영어 표현 및 어휘를 AI

스피커와 대화를 통해서 탐색한다.

학습목표

� 내가 무엇을 좋아한다(I Like) 표현과 무엇을 할 수

있다(I Can) 표현을 AI 스피커에게

� 낱말(Pencil, Eraser, Red, Yellow, Green, Blue, Come,

Go, Like, Can, Have)을 말로 표현하고, 어휘의

스펠링을 쓸 수 있다.

step 절차
교수 학습

활동
Ti
me 자료

과업

전

(Pre

-Tas

k)

Warm

up

학습목

표

수업모

형

소개하

기

n Greeting with Song

▶ Singing a song, 'Yes, I can" 학습자의 학습자료와 수업 준

비

n 지난 시간의 매체경험 및 학습목표 안내 (2‘)

� T : 교육경험 상기시키기 : “지난번 수업에서 AI 스피커와

영어 말하기를 해보았는데 어땠나요?” 저번 시간에는 6-9단

원의 표현을 해보았어요.

� T :　학습목표 안내 : “이번 수업시간에는 6-9단원에서 배

운 영어 표현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으려고 해요. 배운 표현

들을 AI 스피커와 연습해볼거에요.

n 수업모형 안내 (1‘)

� ppt 자료 보여주며, 수업 모형을 안내 : “지난 시간과 똑같

이 먼저, 배운 6-9 단원의 표현을 배우고, AI 스피커와 활

동을 하고, 각 조가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에 대해서 성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수업이

끝나기 전에 게임을 해볼거에요”

3‘

2'

ppt

의식상

승 교수

n 예시를 통한 6-9단원 학습 (4‘)

1) 예시 소개 “I go China"

� T : "I go China“. 오늘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

친구에게 메일이 왔어요. 다른 나라로 수학여행을 가는 데

가방을 싸는데 가방이 하나 밖에 없어서 어떤 물건을 가져

가면 좋을지 메일을 보냈어요.

� T : 다 같이 예문을 읽어봅시다.

2) PPT 자료

� PPT 자료 : 나는 중국에 갈거야.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

해. 그래서 나는 연필 3개과 지우개 2 개를 가지고 있어. 그

4‘

ppt

*본 활동

에서 "I

got a

ma i l "과

유사하게

예 시 를

제시하여

학습한표

현을 복

습해보는

연 습 을

하 도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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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빨강, 노랑, 초록, 파랑색을 색연필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나는 올거야.

� S : “ 나는 중국에 갈거야.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그

래서 나는 연필 3개과 지우개 2 개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빨강, 노랑, 초록, 파랑색을 색연필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

에 나는 올거야.”

� T : 이 중에서 6-9단원에서 배운 표현을 영어로 이야기 해

봅시다.

� S : I go China / I Like painting / I have with three

pencils / two erasers / I have red, yellow, green, blue

pencil / I come

한다.

과업

수행

(Tas

k)

주의집

중

조작하

기

n 모둠 구성하기 및 AI 스피커 배부

- It's time to make a group. first group which is ready for

speaking with AI speaker will be given AI speaker

2‘ *1조 당

1개의

AI

스피커

와

학습지

1부

전달

과업수

행하기

n 잡담나누기 활동(Exchanging small talk) (10')

- T : 오늘은 AI 스피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

을 좋아하는지 알아보는 활동을 할거에요.

1)　AI 스피커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기 (2.5')

- T : "먼저, 첫 번째 활동은 AI 스피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

엇인지 알아보는 활동이에요. AI 스피커에게 우리가 배운 I

can, Can you?를 사용해서 활동지의 질문을 해볼거에요.“

2) AI 스피커 좋아 하는 것을 알아보기 (2.5')

- T : "두 번째 활동은 AI 스피커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활동이에요. AI 스피커에게 우리가 배운 I like, Do

you like?를 사용해서 활동지의 질문을 해볼거에요.“

3) AI 스피커 좋아 하는 것을 알아보기 (2.5')

- T : "세 번째 활동은 AI 스피커가 동물 소리를 낼 수 있는

지 물어보는 활동이에요. 우리가 배운 동물 단어를 사용해서

소리를 물어봅시다..“

4) AI 스피커 좋아 하는 것을 알아보기 (2.5')

- T : "네 번째 활동은 AI 스피커가 악기 소리를 낼 수 있는

지 물어보는 활동이에요.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피아노, 벨, 리코더 단어를 사용해서 소리를

물어봅시다..“

10‘
* 모 둠

활동 시

모 둠 을

돌 아 다

니 면 서

학 생 들

이 말하

기의 어

려 움 이

나 문제

상 황 을

도 와 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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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계획하

기

n 발표 계획하기

� Teacher's feedback : I will walk around, so before your

group would present, feel free to ask any question

writing a worksheet

� 학생들은 활동지 작성을 완성하며 말하기의 어려움을 느꼈

거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채우지 못한 내용을 교수자가

돌아다니면서 피드백(도움)을 준다.

1‘
* 각 조

가 발표

를 할

수 있도

록 학습

지 작성

을 완성

하 도 록

돕는다.

발표하

기

n Group presentation

� 베운 표현을 공유하기

- T : "각 조 1조는 1번 활동, 2조는 2번 활동, 3조는 3번 활

동, 4조는 4번 활동에서 각 자 무슨 말을 했는지 발표하는 시

간을 갖도록 합니다“

* 각 조의 잘한점을 피드백을 주며, 학생들간 발표내용을 집중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집중시킨다.

4‘

과업

후

(Post

-Tas

k)

과업

복습하

기

성찰하

기

n 빙고 게임하기 (Playing Bingo) (10')

� AI 스피커 1대 활동

- T : "AI 스피커와 활동은 다 끝났나요?“”그러면 수업을 마치

기 전에 배운 숫자를 가지고 빙고 게임을 할거에요.“ ”AI 스피

커에게 1-9 숫자를 물어보고 먼저 2줄이 된 조에게 상품을 주

도록 할게요“

T: “그럼 하기 전에 다 같이 영어로 1-9까지 숫자를 말해볼까

요?”

S :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 : "각 조에 1개 활동지에 숫자를 적어봅시다.“

T : “선생님이 AI 스피커에게 1-9까지 숫자를 물어볼거에요.

말해줘를 영어로 ”텔미“, 숫자는 number에요. ”tell me number

one to nine". ”다 같이 해볼까요? tell me number one to

nine"

S : "tell me number one to nine"

T : "tell me number one to nine"

AI : 4

� 2조가 두 줄이 나올 때 까지 활동을 진행합니다.

n Review

� Let's review one more time what we learned. we learned

today saying

n Reflection about task activity (5‘)

� 성찰하기 : 학생은 자신의 모둠활동에 대한 성찰일지의 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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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수행을 평가하고, 말하기 학습에서 배운 표현을 생각

해본다.

n Closing

- it's time to say goodbye. See you nex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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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활동지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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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찰 자료

초등학교 3학년 ( )반 이름（　　　　　　　　　　　　)

1, 오늘 AI 스피커와 말하기 활동에 대해서 평가해봅시다.

2. 다른 모둠의 발표에 대해서 평가해봅시다.

1 조 모둠을 평가해주세요!

� 조별 발표에서 잘한 점 :

� 조별 발표에서 족한 점 :

� 조별 발표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는 :

2조 모둠을 평가해주세요!

� 조별 발표에서 잘한 점 :

� 조별 발표에서 족한 점 :

� 조별 발표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는 :

3조 모둠을 평가해주세요!

� 조별 발표에서 잘한 점 :

� 조별 발표에서 족한 점 :

� 조별 발표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는 :

4조 모둠을 평가해주세요!

� 조별 발표에서 잘한 점 :

� 조별 발표에서 족한 점 :

� 조별 발표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는 :

3. AI 스피커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질문해보고 싶거나 알고싶은 말)

� 오늘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활동에서 잘한 점은

______________________이다.

� 오늘 인공지능 스피커 활동에서 어려웠던 점은

______________________이다.

� 다음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활동에서 더 잘 하기 위해 나는

______________________이다.

o 학습자 질문과 AI 스피커 응답 유형자료 예시 (교수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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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I

1

구글, 노래 부를 수 있니?

Ok google, Can you sing?

오케이 구글, 캔 유 씽?　

Yes, I can sing.

I like to help you, even if it's strange.

So I sing

2

구글, ABC 노래 부를 수 있니?

Ok google, sing a ABC ?

오케이 구글, 씽 ABC 쏭

(노래) A B C D E F G H I J K L N

M O P Q R S T U V W X Y Z

3

구글, 크리스마스 노래 불러줘

Ok google, sing a Christmas song

오케이 구글, 씽 크리스마스 송

(노래)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 horse open sleigh.

4

구글, 너는 무슨 색을 좋아해?

Ok google, What color do you like?

오케이 구글, 왓 컬러 두 유 라이

크?

I Like Blue, yellow, red and Green.

they are Google's colors

5

구글, 너는 동물을 좋아해?

Ok google, Do you like animals??

오케이 구글 두 유 라이크 애니멀?

I like dogs, because they are royal

6

구글, 너는 동물을 좋아해?

Ok google, Do you like dog?

오케이 구글 두 유 라이크 도그?

I like dog for their fierceness.

7

구글, 고양이는 뭐라고 말해?

Ok google, What does cat say?

오케이 왓 더스 캣 세이　

고양이 소리

8

구글, 이건 기린이야.

Ok google, it's a Giraffer.

오케이 잇츠 어 쥐라프

기린 소리

9

구글, 이건 코끼리야.

Ok google, it's a elephant.

오케이 잇츠 어 앨리펀트

코끼리 소리

10

구글, 피아노 소리 들려줘?

Ok google, Piano Sound?

오케이 구글, 피아노 사운드?

피아노 소리

11

구글, 벨 소리 들려줘?

Ok google, Piano Sound?

오케이 구글, 벨 사운드?

벨 소리

12

구글, 리코더 소리 들려줘?

Ok google, Recorder Sound?

오케이 구글, 리코더 사운드?

리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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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최종 설계전략 및 상세지침

단계
세부

단계
상세지침

수업 전
매체

선정

1. 언어학습에 적절한 매체 선정을 위해, 학습자 수준(학년, 연령), 매체의 특성, 언어학습의

교육적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하라

1.1 학습자의 학년 및 연령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스피커 매체를 선정하라

▶ Google사의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의 경우 원어민 기준으로 11-12세 정도의

언어를 구사함. 또한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의 경우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대답을

하여 학습자에게 인지적으로 부담이 적은 발화를 제공

▶ Amazon사의 Alexa의 경우, 13-14세 원어민 수준의 언어를 구사함.

▶ Apple 사의 개인비서 Siri와 Alexa의 경우, 미국 기반의 유머와 비유를 사용한 응답을 제공함

1.2 인공지능 스피커의 매체 선정 시 학습조건과 학습내용을 고려하여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매체를 선정하라

▶ 외국어 학습의 경우,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언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외국어와 동시에 모국어 지원(Dizon, 2017)이 가능한 매체를 선정하도록 한다.

▶ 학습내용을 고려하여 말하기 학습 이 외에 어휘학습 및 정보탐색 기능의 경우, 인공지능

스피커의 응답이 너무 길거나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할 때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언 속도 조절 가능여부 혹은 재응답 요청 시

응답여부(현주은, 임희주, 2019)를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하라,

ü 음성기반 인공지능 스피커

- 동시 2개 이상 언어 지원 가능한 인공지능 스피커 : Google Home (Google) / Echo (Amazon)

- 한국어 기반 외국어 학습 어플리케이션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스피커 : 클로버(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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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지니(KT), 누구(SK)

ü 모니터형 인공지능 스피커 : Echo Show(Amazon), 클로바 데스크(Naver Line),

1.3 언어학습 맥락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체 선정을 검토하라(Chapelle, 2001)

⑧ 매체가 학습자 수준(예, 학습스타일, 동기요인, 기술의 사전경험)에 따른 매체 사용 난이도가

있는가?

⑨ 비 연구 맥락에서 활용도가 높은 일반적인 매체인가?

⑩ 매체의 기술적 특성과 학습조건의 타당성 및 운영성이 구축되어 있는가?

⑪ 매체 활용의 언어학습의 잠재력이 있으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매체인가?

⑫ 매체 활용을 통해 학습자가 유의미한 의사소통 중심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매체인가?

⑬ 언어학습에서 학습자가 매체를 통해 얻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가?

⑭ 일상생활에서 매체의 실용적으로 기술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매체인가?

매체 소개

2. 교수자는 학습자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각된 유용성, 사용편의성, 사회적 고양감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스피커를 소개하라

2.1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매체의

특성을 설명하라

▶ 학습자에게 과업활동을 수행할 때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할 때의 유용한 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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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ex. 학습자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날씨정보, 뉴스 검색, 인터넷 검색, 노래 재생 등

기술적 특성을 설명하도록 한다.

▶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의 편리한점을 강조하여 매체를 안내한다.

ü ex. 예컨대, 인공지능 스피커는 컴퓨터 매체와 다르게 학습자의 발언만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매체임을 지각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2.2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사회적 고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자의 발언이 매체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 사회적 고양감이란 사용자가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매체의 발전 및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인

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고양감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지속적 사용성이 향상시키는 요인

이다.

▶ 따라서 학습자가 말을 많이 할수록 인공지능 스피커의 데이터가 축적되며 축적될수록 더 다양

하고 좋은 대답을 제공한다는 학습(learning)의 기능을 설명함으로써 학습자의 긍정적인 경험

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ü ex. 학습자와 비슷한 학습(learning)의 기능을 설명하여 학습자의 말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전

학습

3.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로 활용한 사전학습 기회를 제공하라

3.1 사전학습을 통해 학습자에게 매체의 명령어와 조작법을 숙달할 기회를 제공하라.

▶ 수업 실행 전 사전경험을 통해서 인공지능 스피커의 고유 명령어를 연습해 보는 기회를 제공

하여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조작법을 숙지하고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언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습자가 당황하지 않고 반복

해서 발언을 수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가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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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 대한 안내한다.

ü ex. 오류 상황 : 무응답, 응답 재요청 안내, Light표시

3.2 사전학습 기회를 통해서 음성의 스피드를 조절하거나 반복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를

학습자들에게 안내하라.

▶ 사전학습 기회를 통해서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의 응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음성의

스피드를 조절하거나 반복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를 학습자들에게 안내하라.

ü ex. 한번 더 응답을 요청하며 발언 속도 조절 명령어 : “Repeat slowly" (Google Home)

과업 전

단계

(Pre-Task)

수업 활동

안내

4. 학습자에게 교육목표와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한 과업활동을 소개하며, 수업활동 단계를

안내한다.

4.1 인공지능 스피커의 활용한 영어 수업의 목표가 문법적 오류 수정이 아닌 의사소통중심의 말

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라.

▶ 과업 활동 소개 시 과업활동의 목적은 학습자가 최대한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한다

는 것임을 안내한다.

4.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과업활동(Task)의 수업 활동 단계를 안내하라

▶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수업의 흐름 및 과업 활동에 대해서 안내한다. 본 수업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사전에 제작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 예시
<표> 수업 활동 단계

단계 학습활동

과업 전 � 수업 활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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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ask) � 교수

과업

(Task)

� 주의집중 조작하기

� 과업수행하기

� 발표하기

과업 후

(Post-Task)
� 성찰하기

교수

(Teaching)

5. 교수자는 학습내용을 고려하여 교수법을 선택하라.

5.1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생소하거나 어려운 어휘나 표현을 지도할 때 기계적인 연습

(Mechanical Drill)을 통해 지도하라.

▶ 기계적인 연습(Mechanical Drill)의 경우는 생소하거나 어려운 영어 표현 및 어휘를 학습할

때 학습자들이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연습유형이다. 교수자가 완전히 통제하에 처음 배우는

내용의 경우 기계적인 연습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표현을 익히도록 한다.

5.2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지도할 때 유의미적 연습(Meaningful Drill)을 통

해 지도하라.

▶ 특히, 영어 수준이 낮은 학습자들에게 그림이나 교수자의 행동 묘사를 통해서 어휘나 표현을

지도할 경우, 학습자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한다.

5.3 교수자는 의식상승(Consiousness-Rasing)을 촉진하도록 목표어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여 학

습자를 지도하라.



- 169 -

▶ 의식 상승 교수법의 목적은 학습자가 목표어 대해 암시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표어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목표어가 무엇인지 귀납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도

록 지도하라

▶ 학습자의 학습내용과 연관된 실제적인 맥락과 유사한 예시를 제공하라.

주의

집중 조작

하기

6.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주의집중을 환경을 조성하며, 과업 수행을 위한

상황을 조작하라

6.1 외부소음으로 인해 학습자의 음성이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음성이 집중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라.

▶ 인공지능 스피커는 외부 소음에 예민하기 때문 음성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 따라서 음성인식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위해 무선 인터넷망과 인공

지능 스피커 동시 조절가능한 모바일 기기를 준비하라.

▶ 또한, 학습자의 발언이 집중되기 위한 조별 간 거리 조정 및 음성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보조매체를 활용하라

6.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에서 적합한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라

▶ 예시 : 인공지능 스피커 1개에 최소 1명에서 최대 4명 그룹을 구성하라.

▶ 영어 말하기 발언의 양을 고려하여 학습자 간 발언 횟수와 순서를 정하여 학습자들이 공평한

발언기회를 갖도록 한다(Ur, 1996).

과업 단계 7. 학습자 특성, 학습내용,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과업활동을 설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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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과업

수행

하기

7.1 학습내용이 개인정보를 교환하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할 때는 잡담나누기(Exchanging

small talk) 활동을 진행하라.

▶ 잡담나누기 활동은 대화를 통해 상호 개인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을 의미함. 예컨대, 이름, 음

식, 취미 및 기타 선호도, 직업, 기능을 서로 묻고 답하는 활동이 이에 속함.

▶ 잡담나누기 활동은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매체와의 관계 형성하기에 용이한 활동임

▶ 예시 : 대화를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의 정보 획득 -> 정보를 다른 학습자와 공유하기 활동이

가능하다.

ü 예시 : “Okay Google, What is your name?", “Okay Google, What do you have a habit?",

“Okay Google, Tell me your favorite food?", “Okay Google, Rock, paper, scissor"

7.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매체의 특정 기능을 이용한 활동을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면 수

행 지시하기(Commanding Performance) 활동을 진행하라.

▶ 수행 지시하기 활동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능적 특성을 활용하여 매체의 기본 기능(노래재

생, 단어 스펠링 제공, 시간, 날씨정보, 알람설정, 주사위, 가위바위보 등)을 통해 수행을 하는

활동이다.

▶ 수행 지시하기 활동의 경우 대화의 답변이 아닌 학습활동의 설계 시 유용한 활동임

ü 예시 : “Okay Google, Play Fake love from BTS", "Okay Google, How is the wether

today", " Okay Google, Set the alarm at 1:30pm",

7.3 학습자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을 계획한다면 정보 요청하기(Asking for Information)활동을

진행하라.

▶ 정보 요청 활동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인터넷 클라우드(Cloud) 기반 특성을 활용한 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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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음성을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정보 요청과

정에서 학습자는 음성을 통해 언어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정보 요청 과정에서 나오는 응답

을 통해서 언어 듣기 활동과 응답 내용 서술을 통한 쓰기 활동이 가능하다.

▶ 인공지능 스피커의 매체에 따라 제공하는 인터넷 클라우드의 차이가 있다. 학습내용 및 조건

에 따라 정보 요청 활동 수행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 Goolge사의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의 경우 포털사이트 Google 검색, Wikipedia

- Amazon사의 Alexa의 경우 Wikipedia 검색

- 네이버 사의 인공지능 스피커 Wave의 경우 포털사이트 Naver 검색

ü 예시 : "What is president in Korea", "Explain the history of Korean war"

발표

하기

8.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과업 결과를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발표과정을 지원하라

8.1 교수자는 학습자가 과업 결과를 발표 할 때 학습자의 발표과정을 지원하라

▶ 교수자는 각 그룹의 발표 시 과업 내용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한다.

▶ 피드백 제공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목표어의 내용의 정확성 보다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과업활동에서 수행한 목표어를 사용해보는 것을 강조한다.

과업 후

단계

(Post-Tas

k)

성찰

하기

9 학습자들에게 과업 활동에 대해 성찰 기회와 성찰 자료를 제공하라

9.1.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 의사소통에서 말하기 내용을 성찰할 수 있도록

대화 기록 자료를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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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ex. 구글 어시스턴트의 경우 [My activity] - [Manage your account] -

[Data&personalization] - [Web&App Activity]

ü https://myactivity.google.com/myactivity?restrict=waa&utm_source=my-activity

9.2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과업활동과 발표를 성찰할 수 있도록 성찰지를 제공하도록 한다.

▶ 학습자 개인별 및 동료 발표에 대한 성찰일지를 제공하라

ü ex. 성찰일지

<표> 성찰일지 예시

영역별 성찰내용

자기평가

� 오늘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과업 활동 중에 잘한 점은

______________________이다.

� 오늘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과업 활동 중에 어려웠던 점은

______________________이다.

� 다음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과업 활동 중을 위해서 더 잘 하기 위해 나

는 ______________________이다.

동료평가

� 조별 발표에서 다른 조가 잘한 점은 ______________________이다.

� 조별 발표에서 다른 조가 부족한 점은 ______________________이다.

� 조별 발표에서 다른 조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______________________을 하면 좋을 것이다.

� 다음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과업 활동 중을 위해서 더 잘 하기 위해 나

는 ______________________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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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Instructional strategy for English

speaking in clas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 Unlike

traditional focused on memorizing dictionary definitions, and

expressions,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 enables learner practice

English vocabulary and provides feedback to the comment that

learners had made. In addition, the AI speaker provide a variety of

information to the learners because responds were based on the

Internet cloud system. In order to make the learning more meaningful

by utilizing the technical advantages of the AI speaker, it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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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sign a structured class with specific Instructional strategy

considering the learner's characteristics, learning contents, and learning

environ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English speaking in clas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 according

to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method. First of all, the initial

Instructional strategies were developed by the literature review.

Secondly Instructional strategies and guidelines were revised by the

results analyzed from second time expert validation processes. Thirdly,

the revised Instructional strategies were applied in class. After in-class

activities both of one teacher and 16 learners participated to be

interviewed to response surveys. The this conclude 9 instructional

strategies and 20 detailed guidelines. The instructional strategie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TBLT model including the Korean context.

In the process of research, five experts in educational technology

were participated in expert validation. One elementary school class

including one teacher and 48 students in 3rd grade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response survey. As a result of the response survey, the

results revealed applying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 in English class

enable students satisfied class and make perceive themselves confident

and comfortable while they are talking to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study concludes 9 instructional strategies and 20 detailed

guidelines. The nine instructional strategies are as follows: ①

Pre-class phase : Selecting media media(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

according to criteria in the context of language learning context and

target learner's level, etc. ② Pre-class phase: Providing prior learning

opportunit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 ③ Pre-class phase :

Introducing the media considering the learner's usability ④ Pre-Task

phase : introducing to the topic, task and model of class activities, ⑤

Pre-Task phase : teaching learning contents applying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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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method considering the learning content, ⑥ ' Task level ':

Manipulating the environment for the learner's attention, ⑦ Task

phase : Task , ⑧ Task phase : providing opportunity students to

present task results and providing feedback to the student's

presentation, ⑨ Post-Task phase: providing students the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task.

keywords :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 AI speaker in english

class, AI speaker for english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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