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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공지능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교육의 혁신적 변

화를 일으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기술은 교수 매체로 활

용되었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수업의 필수 요소로 통합되고 있다. 이제

인공지능은 부분적이지만 교수자의 역할을 대신하기에 이르렀고, 교수자

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교육에서 교수자의 구체적 역할, 즉 스캐폴딩 전략을 개발하

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설계·개발 연구의 모형 연구에 따라 전략을 개발하고 타당

성을 검토하는 연구이다. 선행문헌 분석과 전문가 면담을 통해 초기 스

캐폴딩 전략을 도출하고. 세 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통한 내적 타당성 검

토와 현장 평가를 통한 외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

용한 언어 수업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을 최종 개발하였다.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서는 본 연구에 필요한 지식을 도출했다. 첫째,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에 관련한 문헌을 탐색하였고, 학습자와

인공지능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성공적 결과를 이끌었던 교수자의 행동을

도출하였다. 둘째,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에 관련한 문헌을 탐색하였고,

교수자의 스캐폴딩 영역을 인지적, 정의적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테크

놀로지를 활용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관련 연구에서 기술적 스캐폴

딩 전략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인지적 스캐폴딩은 학습 내용에 관련된

지원이며, 정의적 스캐폴딩은 학습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서적 요인

에 대한 지원이다. 또한, 기술적 스캐폴딩은 학습 과정에서 테크놀로지의

효과적 사용에 관한 지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을 인지적, 정의적,

기술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전략과 지침, 예시 및 해설을 작성하였다.

인지적 전략은 발화 시범 등 10개의 전략과 24개의 지침으로, 정의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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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의인화 전략 등 7개 전략과 16개의 지침으로,

기술적 전략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적 원리 설명 등 4개의 전략과 11

개 지침으로 구성된다. 또한,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 면담을 통해 실제

교육 현장의 현실적 요소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

용한 언어 수업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초안을 개발하였다.

한편으로 스캐폴딩 전략 초안의 내적 타당화를 위하여 교육공학 전문

가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타당성 검토를 했다. 이를 통해 거시적으로는

전략 구조를 재구성하고, 미시적으로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전달력을 높

이기 위해 지침의 세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이상의 과정으로 개발

한 스캐폴딩 전략에 관한 현장 평가는 C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차시

의 중국어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 종료 후 학습자와 교수자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통해 외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수업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개

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스피커

를 활용한 수업에서 학습자와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서 학

습자와 인공지능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은 수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준다. 셋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수업에서 교수자

는 기술적 스캐폴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TPACK 이론에서 교수자가 알아야 하는 융합적

지식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스캐폴딩 전

략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수업에서 현장 교수자를 위한 학습 촉진

자적 행동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과 함께 생활하고 학습해

야 하는 시대에 교수자의 새로운 역할을 탐색하는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인공지능, 인공지능 스피커, 교수자의 역할, 스캐폴딩, 설계·

개발연구

학 번 : 2019-2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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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Klaus Schwab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기술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

드, 인공지능 등이다. 특히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은 인간의 지적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컴퓨터로 구

현한 기술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와 산업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

고 있으며,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 챗

봇, 외국어 번역기, 지능형 게임, 스마트 자동차, 얼굴 인식 등은 인공지

능 활용 기술이다(Zimmerman, 2018).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이며, 교육을 통

해 길러내야 할 인재상 또한 변화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교

육에도 이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교육 평가 등 교육 요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임철일, 2019). 인공지능 기술은 교수자

의 교수 활동을 지원하고,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며, 교육업무 수

행을 지원한다. 특히 학습자의 개인 맞춤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김홍겸, 박창수, 정시훈, 고호경, 2018; 부산시교육청,

2019; Luckin, Holmes, Griffiths, & Forcier, 2016; Zimmerman, 2018).

선행문헌 검토 결과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개인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교육

기업 McGraw Hill Education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 기반 학습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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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ALEKS’는 학습자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여,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국내의 ‘노리(KnowRe)’, 르위드(Riiid)의 ‘산타토익’,

‘클래스팅’ 등의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맞춤형 프로그램은 개인 맞춤 학

습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인석 외, 2019; 김홍겸 외, 2018). 인공지능 기술은 개인화된 학습을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습자 개개인의 창의, 융합적 문제 해결 역

량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임철일, 2019).

둘째, 과거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학습자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교

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감정인식 기술, 아이트래킹 기술 등을

통해서 제공된 생리심리학적 데이터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관리할 수

있으며(김인석 외, 2019; 조일현, 박연정, 김정현, 2019), e-러닝 환경에서

제공되는 로그인 횟수, 총 학습 시간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학업 성취를 예측하며, 적절한 처방을 가능하게 한다(조일현, 김정현,

2013; 조일현 외, 2019).

셋째, 인공지능 기술은 교수․학습 방법을 변화시킨다. 인공지능 기술

로 대표되는 챗봇,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번역기는 언어 교수․학습

의 효과성을 높이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제공하였고, 모바일 센서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인공지능 기술은 교실 밖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김인석 외, 2019; 부산시교육청,

2019; Howland, Jonassen, & Marra, 2012).

넷째, 교육 행정업무를 자동화시켜주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인

공지능 기반의 학사 관리 시스템을 통해 행정업무에 낭비하는 시간을 줄

이고 수업과 학생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김인석 외, 2019;

최민영, 이태욱, 2019).

한편, 인공지능 스피커, 자연어 처리 기반 번역 기술 등 일상에서 활용

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수업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인

공지능 스피커는 언어교육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발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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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으로 원하는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며,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

호작용을 통하여 말하기 연습을 가능하게 한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발화

기회가 적은 제2외국어 학습 환경에서 발화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적 역

할을 제공하며,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학습 동기를 향상시

킬 수 있다(서정은, 2017; 안정은, 전영국, 2018; 현주은, 임희주, 2019).

서정은(2017)은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 홈’을 기반으로 한 유아 영어 학

습 사례연구에서 유아 영어 학습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언어적인 상

호작용을 통하여 단어 중심형 말하기에서 문장 구성형 말하기로 개선되

었고, 유아 영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의지가 향상되었음을 밝혔다.

반면,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육적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에 대한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발화 속도가 원어민 수준으로 빠르고, 문장구조, 어휘 등의 난

이도가 높기 때문에, 초·중급 학습자가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학습자가 잘못된 입력을 하면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한다(김혜영, 신동광, 양혜진, 이장호, 2019; 서정은, 2017; 현

주은, 임희주, 2019).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대체

로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해주지만 원활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고, 개입자로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인공지능이 교사를 대체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최민영과 이태욱(2019)은 교사의 역할이 지식 전달자

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교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교

수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교수․학습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교수자의 전통적 역할에 더해 학습 코치로서의 역할 확대

를 요구한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수업에서도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수자는

Long의 상호작용 가설에서 언어 능력 수준에 맞춰 ‘수정된 입력’ 제공

등의 스캐폴딩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서정은, 2017).

스캐폴딩이란 교수자가 아동이나 초보자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과제

를 완성하도록 도움을 줄 때 사용하는 일시적 지원의 구조이다(Gr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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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ts, & Graves, 1994). 스캐폴딩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 목표 달

성을 위한 결정적인 교수 활동 요소이며,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는

교수자는 스캐폴딩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인공지능 스피커

를 활용하는 언어교육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알맞

은 스캐폴딩 전략을 활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상호작용상 오류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수업에 활용하는 연구는 주로 방향성을 제

시하는 데 그치고 있고,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례를 통한 효과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인공지

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서 교수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언어교육에서 교수자가

효과적으로 스캐폴딩 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전통

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기술은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교수 매체로

활용되었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수업의 필수 요소로 통합되고 있다. 수업

에 테크놀로지를 통합하는 것은 단순히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하여 교수․학습 과정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의 결과는 인공지능과 함께 생활하고 학습해야 하는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수업에서 교수자의 새로운 역할 탐색

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수업에서 현장 교수

자를 위한 교수설계 전략과 학습 촉진자적 행동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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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교육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

략은 무엇인가?

둘째, 언어교육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

략은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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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가.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t)이란 1956년 다트머스 국제학회에서 처

음 등장한 용어로, 인간의 지능을 구성하는 학습능력, 추론능력 등을 컴

퓨터를 통하여 구현하는 기술이다(천수경, 연명흠, 2019). 즉, 인공지능은

컴퓨터 공학의 영역으로, 인간의 지능적 행동의 자동화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매체 중 인공지능 스피커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매체이다(현주은, 임희주, 2019). 인공지능 스피커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란 기존의 스피커에 인공지능 기술이 추

가된 가전제품으로, 음성 기반의 대화형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의사소통을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며, 음성인식, 음성검색, 음성

번역, 음성 비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김혜영 외, 2019; 임양

환, 2019). 본 연구에서 테크놀로지의 통합적 측면에서 인공지능 스피커

는 언어 수업에서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학습 도구

를 의미한다.

나. 스캐폴딩

스캐폴딩(scaffolding)은 한국어로 ‘비계설정’이다. 비계란 일반적으로

건설, 건축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며 ‘건물을 건축하거나 수리할 때 인

부들이 건축 재료를 운반하며 오르내릴 수 있도록 건물 주변에 장대와

두꺼운 판자로 이루어진 발판’을 의미한다. 교육 분야에서의 스캐폴딩은

Wood, Bruner와 Ross(1976)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Vygotsky(1978)의

근접발달영역 이론에 기반하여 아동이 실제적 발달수준에서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한 성인이나 또래 학습자에 의해 제공되는 상호작

용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스캐폴딩이란 학습자를 도와주는 단순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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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해 내도록 도와주거나,

학습자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시적인 지원의 구조이다

(Graves et al., 1994). 교수․학습상황에서 학습자의 실제 발달 수준에서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교수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이란 교수․학습상황에서 학습자와 인공

지능의 상호작용을 위한 교수자의 일시적 지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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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언어교육과 인공지능 스피커

가. 수업과 테크놀로지 통합

1) 수업과 테크놀로지 통합의 의미

전통적으로 수업은 교수자, 교육내용, 학습자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다.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교수매체를 통해 교육내용을 전달한다. 교수매

체란 교수․학습 활동에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내용을 학습

자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매력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활용되

는 모든 정보통신혁명의 산물을 의미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교수매체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발전해왔다. 교수매체는 슬라이드,

필름, 표본 등의 시각적 매체의 형태로 출발하여,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등의 시청각 매체의 형태로 발전하였다(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최정임,

2015). 이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교수매체의 종류가 다양해지

고, 그 기능도 고도화 되어왔다. 특히, 컴퓨터의 등장으로 원격교육, 온라

인 교육이 가능해졌으며, 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는

교육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켰다. 최근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

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하여 교육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임철일, 2019). 전통적으로 수업에서의 테크놀로지는 학

습자의 주의 획득과 동기 유발을 위해서 활용되거나, 효과적인 교수․학

습을 위한 보조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

라 테크놀로지는 수업 요소의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적으로 교수매체는

수업에서 선택적 요소였다면, 기술의 발전에 따라 테크놀로지는 수업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세대에 성장한 학습자들은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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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놀로지 기반의 학습 환경을 기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제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 여부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

다. 현재는 학습자들에게 테크놀로지의 접근성을 높여 학습자의 개별 학

습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있다(권성연 외, 2018). 수

업에 테크놀로지를 통합하는 것은 단순히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하여 교수․학습 과정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테크놀로지의 통합의 목적은 학습자에게 내용을 가르치기 위

한 정보 전달이 아닌 학습자들의 유의미한 학습에 있다(김성욱, 2016).

Howland 외(2012)는 유의미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유의미한 과

제를 수행할 때 테크놀로지가 도구로써 역할 한다고 하였다. 이를 ‘테크

놀로지로부터의 학습(learning from technology)’과 구분하여 ‘테크놀로지

와 함께하는 학습(learning with technology)’이라고 하였다. 테크놀로지

통합 수업에서 테크놀로지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테크놀로지는 학

습자의 지식 구성을 지원한다. 둘째, 테크놀로지는 지식을 탐구하는 정보

도구이다. 셋째, 테크놀로지는 실제적 맥락을 제공한다. 넷째, 테크놀로지

는 대화, 협력학습을 지원하는 사회적 매개체이다. 다섯째, 테크놀로지는

성찰을 통한 학습을 지원하는 지적 파트너이다(Howland et al., 2012).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을 지

원하는 안내자, 조력자,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테크놀로

지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학습자들에게 적응적으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조규락, 조영환, 2019).

수업과 테크놀로지 통합은 교수자에게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을 요구

한다. Shulman(1986)은 교수자에게 요구되는 지식을 교과에 대한 지식과

교수에 대한 지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비판하고, 내용 지식

과 교수 지식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내용·교수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을 제시하였다. Mishra와 Koehler(2006)는 이에 기반

하여 테크놀로지 내용·교수 지식(TPACK)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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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ACK(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Shulman(1986)의 PCK 이론에 테크놀로지의 요소를 추가하여 교

수자에게 요구되는 지식으로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 CK), 교수

학적 지식(Pedagogical Knowledge: PK), 테크놀로지 지식(Technological

Knowledge: TK)을 제시하였다. 세 가지 지식의 교집합인 테크놀로지·내

용·교수 지식은 테크놀로지를 교과 내용 영역의 교수 활동에 통합시키는

데 있어 요구되는 지식이다. 교사들은 세 가지 지식 요소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테크놀로지·내용·교수 지식을 학습해야 한

다.

[그림 Ⅱ-1] TPACK 모형(Koehler & Mishr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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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ACK 모형은 [그림 Ⅱ-1]과 같이 세 가지 지식의 상호작용으로 인

해 요구되는 지식을 포함한다. <표 Ⅱ-1>는 TPACK 모형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요소 구체적 설명

내용 지식

(CK)
특정 분야의 내용에 관한 지식

교수학적

지식(PK)
교수․학습 방법 및 과정에 관한 지식

테크놀로지

지식(TK)

다양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으로,

연필과 종이와 같은 전통 교수매체부터

인터넷, 스마트 기기,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매체를 포함

내용 교수

지식(PCK)
특정 내용을 가르치는데 적용 가능한 교수방법에 관한 지식

테크놀로지

교수학적

지식(TPK)

교수․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종류, 특징, 활용법에 관한 지식

테크놀로지

내용 지식

(TCK)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특정 내용을 학습하는 지식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

(TPACK)

내용 교수지식, 테크놀로지 교수학적 지식, 테크놀로지 지식의

교집합으로 모든 내용 영역에서 테크놀로지를

교육으로 통합시키는데 필요한 지식

<표 Ⅱ-1> TPACK의 구성요소

교수자는 학습목표에 따라 적절한 교수전략을 처방해야 한다(나일주,

1994). 또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문제의 속성에 따라 문제해결 방법이 다

르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크놀로지의 종류도

달라진다(조규락, 조영환, 2019). 따라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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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놀로지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수 방법과 적절하게 통

합되어야 한다.

2) 수업과 테크놀로지 통합에 관한 연구 동향

교수매체의 발전 과정에서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지속되어 왔다. 연구의 유형은 교육에 새로운 교수매체가

도입될 때, 교수매체의 특성에 관한 연구와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있고, 새로운 교수매체가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매체

평가 연구(media evaluation research)가 있다. 전통적 교실 수업과 비교

한 매체 비교연구(media comparison research)도 이루어져 왔지만, 현재

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공하지 않아 1차 매체 논쟁 이후 감소되는 추

세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각 교수매체가 가지는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어진 학습과제의 전달에 최대한 효과적인 교수내용을 설계하고자 하는

매체속성연구(media attribute research)의 방향으로 전환 되고 있다(나일

주, 1995). 전통적으로 ‘새로운 매체는 더 효과적일까?’에 관한 질문이 끊

임없이 이루어져 왔고, 매체의 효과성에 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최

근에는 독립적 변수로서 테크놀로지를 다루지 않고 수업의 전체 과정과

관련된 요인들의 통합적 관점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전략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김성욱, 2016; 이동국, 2020).

수업에서의 테크놀로지 통합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새로운 테크놀로

지가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주어진 도전적인 학습 과제의 탐구에 몰두

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구성주의적 학습 환경을 촉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배영민(2008)은 미래 교육에서 테크놀로지는

인지적 비계(cognitive scaffolding), 정보 접근 및 탐색의 도구, 확장된

학습 공동체의 형성, 피드백의 교환과 학습 과정의 반성 및 수정, 실제적

문제에 기반한 생동감 있는 학습, 지식 구성을 위한 다원적 표현 수단으

로써 기능할 것으로 유형화하였다.

김성욱(2016)은 테크놀로지 통합의 관점에서 모바일 탐구 학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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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설계의 개념 모형과 설계원리 개발 연구를 통해 모바일 탐구학습을

위한 수업의 구성요소를 ‘교육과정’, ‘모바일 테크놀로지’, ‘맥락’, ‘정보자

원’, ‘모바일 탐구과제’, ‘모바일 탐구학습 활동’의 6개로 제시하였으며, 모

바일 탐구학습을 위한 13개의 설계원리와 34개의 상세 지침을 제시하였

다.

이동국(2020)은 테크놀로지 통합을 촉진하는 연구들을 텍스트마아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테크놀로지

통합 수업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예비교사보다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가 많았으며, 특히 유아교육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셋째, 테크놀

로지 유형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웹, 컴퓨터, 이러닝을 중심으로 이

루어져 왔으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스마트기기, 디지털교과서, SNS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외에도 TPACK을 중심으로 수업과 테크놀로지 통합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업과 인공지능 기술을 통

합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교육자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학습자의 학

습을 위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지원해야 하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교

수자는 기술과 함께 진보해야 한다(Zimmerman, 2018).

역사적으로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요구를 일으키고, 또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을 제공해왔다. 인공지능 기

술 역시 인간에게 새로운 지식적 요구를 발생시키고, 또한 교수․학습

상황에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로써 역할한다. 인공

지능 기반 교육(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Education for Future:

AIBEF)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

수․학습의 효과성을 높이고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교육은 전통적인 교수․학습에서는 불가능하

였던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장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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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김인석 외(2019)은 교육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유형을 개인 맞춤 학

습, 몰입도 측정, 학사행정 자동화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개인 맞춤 학습은 수년간 축적된 학습자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활

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학습 몰입도 측정은 인공지능을 통해 학습 동기를 관리하는 것이

다. 현재는 안면 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통하여 학생의 학습 몰입 수준을

측정하고 교육에 반영하고 있다. 셋째, 인공지능 기술은 학사 행정 자동

화에 활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언어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챗봇, 인공지

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육, 인공지능 기술 기반 평가 시스템을 통한 교육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

교수 매체의 통합에 관련한 연구는 언어교육의 맥락에서 컴퓨터 보조

언어 학습(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CALL)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연어처리 기술을 기반으

로 하는 통번역 기술, 챗봇 등을 활용한 언어교육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

며, 특히 인공지능 스피커가 의사소통 역량 개발을 위한 발화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수업에 통합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수업의 요소로 테크놀로지를 통합하는 관

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서 교사의 스캐폴딩 전

략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가 되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개념 및 특

징을 정리하고,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

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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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지능 스피커의 개념 및 기술적 특징

인공지능 스피커(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란 기존의 스피커에

인공지능 기술이 추가된 가전제품으로, 음성 기반의 대화형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의사소통을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며, 음성

인식, 음성검색, 음성번역, 음성 비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김혜영 외, 2019; 임양환, 2019). 인공지능 스피커는 일반적으로 가정에

서 쉽게 볼 수 있으며, 라디오 청취, 음악 감상을 포함하여, 날씨, 교통,

뉴스 등의 정보 검색 서비스와 알람, 일정 등의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가정에서 연결된 사물인터넷(IoT)을

통제하는 홈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능적 특징은 음성을 기반으로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입력과 출력을

통하여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한다. 이를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human-computer interaction)이라고 한다. 기존에는 명령어 인터페이스

(command line interface)를 통하여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하여 컴퓨터

와 상호작용하거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를

통하여 사용자가 마우스 등을 이용하여 화면에 있는 메뉴를 선택하는 방

식으로 상호작용하여 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이 사람의 음

성을 입력 장치로 받아들이는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voice user

interface)의 대화형 에이전트(conversational agent)가 대중화되었다. 이

처럼 인공지능 스피커는 인간의 언어를 인터페이스로 상호작용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며,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지식

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주요 인터페이스로 주목받고 있다(안정

은, 전영국, 2018; 조규은, 김승인, 2018).

음성인식 기술은 사람의 목소리가 가진 음성 신호에서 특징을 추출하

고, 이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기술이다. 즉, 우리가 특정 문장을 말했

을 때, 그 단어 소리의 파동을 숫자로 바꾼 뒤에, 인공지능은 학습을 진

행한다. 음성에 해당하는 텍스트 라벨이 있는 대량의 데이터가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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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딥러닝을 활용하여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모델을 개발한다. 현

재 딥러닝 기반의 음성인식 모델의 성능은 94%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 후, 해당 언어로 변환하는데 필요

한 기술이 바로 신경망 기계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이다. 한글

문장과 이에 해당하는 해당 국가의 언어 문장이 짝을 이룬 대량의 데이

터를 확보하여, 반복적으로 학습시켜 번역 모델을 생성한다. 이러한 인공

지능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사용할수록 성능이 강화된다는 점이

다(박찬 외, 2020).

인공지능 스피커는 자연어처리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요청을 확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진욱과 김상혁(2017)은 기술

발전 과정을 <표 Ⅱ-2>와 같이 정리했다.

세대 기술

1세대 인간을 따라하는 정도의 기술

2세대
정확도가 높지 않지만 간단한 음성 명령이나 제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

3세대
음성인식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컴퓨터 알고리즘 개발(예, N-

gram 기반 언어모델링)

4세대 음성인식율의 상승으로 인한 목적 지향형 과제 수행 가능

5세대
실시간으로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사용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사

용자의 감정을 인지하는 기술 발달

<표 Ⅱ-2>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전 과정(하진욱, 김상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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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은 4, 5세대에 해당되며, 최근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 영역에서 시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조규은, 김승인,

2018). 최근에는 스크린 내장형 인공지능 스피커, 실물형 인공지능 스피

커가 등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내장형 인공지능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국

외의 구글 어시스턴트(Assistant), 애플의 시리(Siri), 아마존 알렉사

(Alexa)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나타(Cortana) 등이 있고, 국내에서는 네이

버 클로바(Clova), 삼성 빅스비(Bixby) 등이 있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

커로는 국외의 아마존 에코(Echo), 구글 구글홈(Google Home), 징둥(JD)

叮咚(띵뚱), 알리바바(Alibaba) 天猫精灵(텐마오찡링), 샤오미(Xiaomi) 小

爱同学(샤오아이통쉐)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KT 기가지니(GiGA

Genie), SK텔레콤 누구(NUGU), 카카오톡(Kakao I) 등이 있다.

2)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 연구 동향

인공지능 스피커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인공지능 스피커 기술 발달에

따른 시장 현황과 사용자의 사용 동기 및 인식과 관련한 심리 요인 연구

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대중화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

능 스피커를 활용하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스피커는

언어교육에서 학습자에게 발화 기회를 제공하여 의사소통 역량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육

과 관련한 연구를 종합하면 <표 Ⅱ-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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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연구 제목

국외
연구

Underwood(2017)
Exploring AI language assistants with
primary EFL students

Dizon(2017)
Using 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s for
Second Language Learning-A Case Study of
Alexa

Moussalli &
Cardoso(2020)

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s can they
understand and be understood by accented
L2 learners

吉晖(2019) 新兴技术视域下的语言学习范式研究

국내
연구

김나영(2017)
Effects of Types of Voice-Based Chat on
EFL Students' Negotiation of Meaning
According to Proficiency Levels

김재상(2017)
인간과 인공지능 기기의 상호작용이 EFL 환경
에서 초등학생들의 협업적 언어습득에 미치는
영향

서정은(2017)
인공지능 음성인식 시스템 기반 유아 영어학습
사례연구

안정은, 전영국(2018)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 방안 고찰

장지연(2019) 스마트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김혜영 외(2019) 영어교과 보조 도구로서의 AI 챗봇 분석 연구

박준서, 김유진,
김민영, 임걸(2019)

Gagné 수업이론에 기반한 AI스피커 교육콘텐
츠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현주은, 임희주(2019)
영어학습도구로서 인공지능 스피커의 분석 및
시사점

한정림, 양윤성,
김규현(2019)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 스피킹 서비스 제공방
안 연구

양혜진, 김혜영,
신동광, 이장호(2019)

인공지능 음성챗봇기반 초등학교 영어 말하기
수업 연구

공윤지(2020)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
설계전략 개발

<표 Ⅱ-3> 언어교육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국·내외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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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과 관련한 연구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탐

색 연구(안정은, 전영국, 2018; 장지연, 2019). 둘째, 언어교육에서의 인공

지능 스피커 활용 사례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김인석 외, 2019; 김재상,

2017; 서정은, 2017; 양혜진 외, 2019; Kim, 2017; Underwood, 2017; 吉

晖, 2019). 셋째, 언어교육을 위한 학습 도구로써 인공지능 스피커 분석

연구(김혜영 외, 2019; 박준서 외, 2019; 한정림 외, 2019; 현주은, 임희주,

2019; Dizon, 2017; Moussalli & Cardoso, 2020). 넷째, 인공지능 스피커

를 수업 과정에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연구(공윤지,

2020)이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과 관련한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

전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박준서 외(2019)에 따르면 아마존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 스피커와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Alexa Skills Store에는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이 2019년 4월 기준으로 총 70,705개였으며, 이는 생활, 음악, 뉴스, 스마

트 홈 등 전체 21개의 영역 중 게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교육용 테크놀로지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결과는 수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기술의 한계로 인한 제한점을 시사한다. 인

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언어

교육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 효과성은 <표 Ⅱ-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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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 효과성

1. 제2외국어 학습 환경에서 발화 기회를 제공하여, 원어민 부족 및 비용

문제를 보완

2. 학습자들이 외국어 학습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감소시켜, 학습 동기

및 의사소통에 대한 의지 향상

3.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

4. 학습자의 언어 능력에 따른 개별 맞춤형 교육 가능

5. 상호작용을 위해서 특별한 지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몸이 불편하거나 정

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약자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

<표 Ⅱ-4> 언어교육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 효과성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인공지능 스피커를 교육에 활용 시 효과성은 구

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 인공지능 스피커는 발화 기회가

적은 제2외국어 학습 환경에서 발화 기회를 제공한다(현주은, 임희주,

2019). 이로 인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원어민(native speaker) 부족 및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들은 외국어 학습 시에 의사소

통 불안감(apprehension of communication)을 느낀다(박혜숙, 2006). 인

공지능 스피커는 학습자들이 외국어 학습에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을 감

소시키고,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의지(willing to communicate)를 높인다

(현주은, 임희주, 2019). 셋째,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등 학습 효과성을 상승시킨다(김재상,

2017; 서정은, 2017; 안정은, 전영국, 2018). 넷째, 학습자마다 개인의 배

경과 경험에 따라 언어 능력이 다르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학습자의 수

준에 따라서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다섯째, 인공지능 스피커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기기와 상호작용을 위해서 특별한 지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모든 학습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안정은, 전영국,

2018). 한편,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결과는 인공지

능 스피커의 기술적 한계점을 지적한다. 언어교육에서 인공지능 스피커

의 교육적 활용시의 제한점은 <표 Ⅱ-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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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 제한점

1. 발화 속도가 원어민 수준으로 빠름

2. 문장구조, 어휘 등의 난이도가 높음. 특히 언어유희, 비유, 반어법 등의

수사법들을 나타내며, 문화적,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발화가 많음

3. 상호작용 대화는 한 번의 차례에서 그치며, 발화 간 문맥의 연속성 결여

문제가 있음

4. 오류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함

5. 수업환경의 주변 소음으로 인하여 음성인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가 많음

<표 Ⅱ-5> 언어교육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 제한점

인공지능 스피커의 현재 수준의 기술은 교육에의 활용에 있어 한계를

나타낸다. 첫째, 인공지능 스피커는 원어민 수준으로 발화 속도가 빠르

다. 둘째, 문장, 어휘 등의 난이도가 높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해당

국가의 언어유희, 비유, 반어법 등의 수사법을 사용하며, 해당 국가의 문

화적, 상황적 맥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해당 언

어를 학습하는 처음 학습하는 초급 학습자에게 적합하지 않음을 시사한

다. 셋째, 학습자와 인공지능과의 대화는 한 번의 차례로 그치며, 대화

간 연속성이 떨어진다. 넷째, 인공지능 스피커는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는 교실 수업 상황에서 주

변 소음으로 음성인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김재상,

2017; 김혜영 외, 2019; 서정은, 2017; 현주은, 임희주, 2019). 이러한 인공

지능 스피커의 기술의 한계는 시행착오적인 것일 수 있으나, 현재 발달

수준에서는 이상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교육에 활용할 때, 그 가능성과 제한점은 교수자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한다. [그림Ⅱ-2]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육

에서 교수자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수자는 학습자와 인공지능 스

피커가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장애가 일어날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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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조율자로서 단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림 Ⅱ-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수․학습상황에서 교수자의 역할(서정은, 2017)

이처럼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육에 있어서 교수자의 역할은 매

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육적

활용의 사례 및 효과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고, 교수자가 학

습자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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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 언어교육에서 교수자의

역할과 스캐폴딩 전략

학습자의 언어 능력은 차이가 있는 것에 반해, 인공지능 스피커는 원

어민 수준의 언어 능력을 구사하고 있어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육이 어

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 교육의 제한 요

소이다. 현재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수자는 인공지

능 스피커를 활용하는 교수․학습상황에서 스캐폴딩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스캐폴딩 전략을 탐색하기에 앞서

이에 관련한 선행문헌을 검토한다.

가.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 수업에서 교수자의 역할

체계적으로 설계된 인공지능의 활용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며, 교수․학습과정에서의 기술의 가치에 대한 논란은 계

속되고 있다(Luckin & Cukurova, 2019).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교수자

를 대체할 것인가에 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당장 우리 삶

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현재 수준의 인공

지능이 교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지배적이다. Guilherme

(2019)은 교육에서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도입될수록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교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을 인간 교사를 지원하는 도구로 규정하는 전통적 인

식에서 수업의 필수 요소로 규정하는 통합적 인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

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수자는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

라,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이러한 교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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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변화를 촉진했다(김홍겸 외, 2018).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한 고찰에 앞서 전통적 교사의

역할과 인공지능의 역할을 정리한다. 김홍겸 외(2018)은 선행문헌 고찰

을 통하여 전통적 교사의 역할을 수업, 지식자원, 평가, 상담으로 구분하

였다. 그중 인공지능이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지

만, 교사의 역할 중 많은 영역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기에 인간

교사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 가능한 영역, 즉, 인간 교사를 도울 수 있

는 영역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박종향, 신나민, 2017). 김홍겸 외(2018)

은 인공지능과 교사의 역할에 관련한 선행문헌 검토를 통하여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 중 인공지능이 수행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표 Ⅱ-6>와

같이 정리하였다.

교육영역 수업 지식제공 평가 상담

인공지능

효과성

- 개인에게

맞는
학습상황의

제공

- 자신의
속도에 맞춘

학습

- 자기조절학습의
가능

- 다양한

학습상황의
제공

- 딥러닝을

통한 다양한

지식의 산출
- 지식의

불평등 해소

- 다양한
평가방법

활용

- 개인별
평가를

바탕으로 한

피드백 제공

- 특정한

목표를 지닌

상담 가능
(우울증,

자살예방)

- 개인별 맞춤
상담 가능

- 사회성 개발

교사의

역할

- 학습의

조력자

- 교수자
- 학습지도자

- 지식자원
- 학습과정

설계자

- 평가자

- 훈육자 및

불안제거자

- 상담자
- 생활 지도 및

상담의 역할

- 상담 및
치유의 역할

<표 Ⅱ-6> 인공지능이 수행 가능한 역할(김홍겸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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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표 Ⅱ-6>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교사의 역할이 지식 전달자

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교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교

수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최민영, 이태욱, 2019). 김홍겸 외

(2018)은 인공지능은 교수자의 역할 중 일부를 담당하는 교수매체라고

하였다. 최민영과 이태욱(2019)는 인공지능이 교수자를 보조하는 역할로

써, 교수자의 업무 보조, 보조교사, 행정보조, 수업 도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석주연과 이상욱(2018)은 교수자의 역할 중 정형적인

성격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장지연(2019)은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 실현을 통해서 개인적 교육 성과를 담보하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하였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지식

전달에는 효과적이라고 할지라도, 복잡한 사고가 요구되는 교수에는 효

과적이지 않다(Koedinger, Brunskill, Baker, McLaughlin, & Stamper,

2013). 또한, 창의성 등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

기에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보편화 된다고 하더라도 교사를 대체

하는 것은 어렵다(김홍겸 외, 2018; 박종향, 신나민, 2017; Brusilovsky &

Peylo, 2003).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에 있어서 기대되는 교수자의 역할

로는 학습 환경과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학습 설계자가 많았으며, 앞으

로는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표

Ⅱ-7>는 인공지능 통합 교육에서 교수자의 역할에 관련한 정의를 종합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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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인공지능 통합 교육에서 교수자 역할

Luckin &

Cukurova

(2019)

교수자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AIEd(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의 조정하는 조정자

Law, Li,

Herrera, Chan,

& Pong

(2017)

학습 설계자(learning designer)

박찬상

(2014)
수업의 관리자(instructional manager)

김홍겸 외

(2018)

- 학습자와 감정적으로 상호작용

- 테크놀로지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

- 교수자는 인공지능과 협업 해야 함

석주연, 이상욱

(2018)

- 수업 관련 업무

- 소통 및 협업 관련 초점

최민영, 이태욱

(2019)

- 창의적인 사고를 향상시키는 역할 수행

- 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역할 수행

- 수업 설계

<표 Ⅱ-7> 인공지능 통합 교육에서 교수자 역할

인공지능은 인간 교사의 약점을 보완하고 인간 교사와 협력적인 관계

로 나아가야 한다(Roll & Wylie, 2016). 이에 대해 김홍겸 외(2018)은 인

간 교사와 인공지능 교사와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그림 Ⅱ-3>과 같

이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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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인간 교사와 인공지능 교사의 상호보완적

관계 및 교사의 과업(김홍겸 외, 2018)

인공지능 교사의 발달은 완전한 형태의 개별화 교육과 다양한 학습 환

경을 제공해줄 것이다. 인간 교사는 그 외의 것, 교수․학습설계, 관계

형성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이에 인간 교사는 인공지능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해야 한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매체를 통해 서로 협업하고 의사

소통하는 환경을 제공 받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김홍겸 외, 2018).

외국어 말하기 학습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의 활용은 그 장점으로 인해

효과적이며, 인공지능 스피커도 인간 교사가 가르쳤던 지식 교육 서비스

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교사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

라 역할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교사가 지식 전달자로서 역할하기 보다

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장지연, 2019). Kim(2017)은 교수자가 인공지능 기

기에 입력된 주제 혹은 구문만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알아야 하며, 인공

지능 기기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서정은(2017)은 인공지능은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언어학습에 적용하는 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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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하여,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학습에서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인공지능은 학습자의 오

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학습자와 인공지능 스

피커와의 상호작용에는 한계가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는 대화의 장애가 일어나면 반복, 명시적 교정 등

의 오류 수정을 통하여 언어 능력 수준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

다. 이에 교사를 상호작용의 개입자로서 학습자에게 이해 가능한 입력을

지원하는 ‘이해 조율자(계단 역할)’로 규정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육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교수자가 구체적

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나.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 언어교육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1) 스캐폴딩 개념과 유형

스캐폴딩(scaffolding)은 일반적으로 건설, 건축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

되며 ‘건물을 건축하거나 수리할 때 인부들이 건축 재료를 운반하며 오

르내릴 수 있도록 건물 주변에 장대와 두꺼운 판자로 이루어진 발판’을

의미한다. 근접 발달 영역(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은

학습자의 실제적 발달 수준(actual development level)에서 유능한 타인

의 도움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수준(potential development

level)까지의 격차를 의미한다(Vygotsky, 1978). 실제적 발달 수준이란

학습자의 현재 발달 수준이며, 잠재적 발달 수준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이 가능한 수준이다. Wood 외(1976)는 아동이 실제적 발달

수준에서 잠재적 발달수준으로 이동하기 위해 교사나 성인이나 우수한

또래 학습자에 의해 제공되는 상호작용을 스캐폴딩이라는 개념으로 제시

하였다. 즉, 스캐폴딩이란 어떤 일을 수행하는 학습자를 도와주는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해 내도록 도와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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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자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수 방법이다. 이러한

스캐폴딩은 학습자의 근접발달영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학습상황에서 학습자가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교수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스캐폴딩은 교수자가 학습자의 인지 발

달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러한 스캐폴딩은 대부분 교수자와의 교

수적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스캐폴딩은 인지 발달을 위한 도구

이자, 교수자의 수업을 위한 기술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

캐폴딩의 전략으로는 교수자의 시범, 교수자의 사고과정 설명, 질문을 통

한 문제 구체화, 과제 난이도 증가 등이 있다(정세웅, 2013).

스캐폴딩의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스캐폴딩

의 유형은 교수자에게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스캐폴딩을 실

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며, 연구자들에게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연구의 기준을 제공한다(최상미, 2003). 선행연구에서 정리된 스캐폴딩

유형은 다음 <표 Ⅱ-8>과 같다.

구분 연구자 스캐폴딩 유형

국외

연구

Wood

et al.

(1976)

Ÿ 아동 흥미 유발(recruitment)

Ÿ 자유 정도 감소시키기(reduction in degree of freedom)

Ÿ 학습목표 유지시키기(direction maintenance)

Ÿ 중요한 특성을 표시하기(making critical features)

Ÿ 좌절 조절(frustration control)

Ÿ 시범 보이기(demonstration)

Tharp &

Gallimore

(1991)

Ÿ 시범 보이기

Ÿ 지속적인 관리

Ÿ 피드백 주기

Ÿ 안내하기

Ÿ 질문하기

Ÿ 인지적 구조화

Ÿ 과제의 구조화

<표 Ⅱ-8> 스캐폴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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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스캐폴딩 유형

Berk &

Winsler

(1995)

Ÿ 공동의 문제해결

Ÿ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

Ÿ 따뜻함과 반응

Ÿ 아동을 근접발달영역에 머물게 하기

Ÿ 자기조절을 증진 시키기

Roehler &

Cantlon

(1997)

Ÿ 설명 제공하기(offering explanation)

Ÿ 참여 유도하기(inviting student participation)

Ÿ 학생의 이해를 확인하고 명료화하기(verifying and

clarifying)

Ÿ 시범 보이기(modeling of desired behaviors)

Ÿ 학생이 단서에 기여 하도록 하기(inviting student to

contribute clues)

Schetz &

Stremmel

(1994)

Ÿ 인지적 스캐폴딩 - 학습 내적 도움주기

Ÿ 정의적 스캐폴딩 - 학습 외적 도움주기

Roberts

& Langer

(1991)

Ÿ 거시적 스캐폴딩

Ÿ 미시적 스캐폴딩

Lynch

(1996)

Ÿ 의도확인하기

Ÿ 이해확인하기

Ÿ 명료화 요구하기

Ÿ 반복하기

Ÿ 발화 재구성하기

Ÿ 발화 완성하기

Ÿ 대화단절시점으로 돌아가기

국내

연구

이용운

(2006)

Ÿ 인지적 스캐폴딩

- 과제 특성 알려주기

- 학습방해 요인 밝혀보기

- 문제풀이 시범 보이기

- 학습목표 지각 시키기

- 학습 기술 전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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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스캐폴딩 유형

Ÿ 정의적 스캐폴딩

- 서로 위로하기

- 서로에게 관심갖기

- 좌절통제 및 격려하기

- 사회적 활동에 동참시키기

- 외모에 대한 자신감 표현하기

- 긴장 흔적 지우기

- 화해하고 우애 다지기

박재용

(2012)

Ÿ 인지적 스캐폴딩

-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문제 또는 활동을 선택하기

- 학생들의 수행과정을 관찰하고 점검하기

- 자기 관리(self-regulation) 또는 자신감(self-confidence)을

계발하기 위하여 생각을 유도하거나 힌트 이용하기

- 직접교수(direct instruction), 시범(demonstration),

발성 사고법(think-aloud) 이용하기

-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비유(analogy) 또는

은유(metaphor) 이용하기

- 학생의 대답이 틀렸을 경우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보다 간접적인 힌트 사용하기

Ÿ 정의적 스캐폴딩

- 사소한 잘못들은 무시하기

- 실수를 허용하는 분위기 조성하기

- 실패를 막기 위해 경험을 구조화하기

- 명량한 분위기 만들기

이재근,

이동한

(2004)

Ÿ 인지적 스캐폴딩

- 방향 유지하기(maintaining pursuit of the goal)

- 시범 보이기(demonstrating or modeling an idealized

version of the act to be performed)

- 단순화하기(simplifying the task)

- 중요한 특성 표시하기(making critical features)

- 설명 제공하기(offering explanation)



- 32 -

국내에서도 기존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스캐폴딩의 관한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언어교육에 맥락에서 스캐폴딩에 관련한 연구

가 다수이다. 이는 다른 교과에 비해 언어 학습에서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소로 역할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Long(1983)은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단순화된 입력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의 기능

을 강조하였다. 이때 교수자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알맞은 도움을 줌

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학습자 스스로 해당 언

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스캐폴딩을 제공해야 한다. 즉, 언어

학습에서 스캐폴딩이란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에서 학습자의 목표

어 학습을 위한 교수자가 제공하는 모든 언어적, 비언어적 도움이다. 특

히, 언어교육 맥락에서 스캐폴딩은 학습자 발화의 오류를 교정하기 위한

수정적 피드백으로 인식되어 왔다(서영진, 2018). 제2 언어 습득에서 입

력은 학습자에게 목표어에 사용 가능한 발화의 근거를 제공하는 긍정적

인 증거와 학습자에게 목표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적인 증거를 제공하

는 역할을 한다(Long, 1996). 따라서 교수자의 피드백은 학습자가 목표

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의 언어교육 관련 연

구에서 제시한 스캐폴딩 유형을 요약하면 <표 Ⅱ-9>와 같다.

구분 연구자 스캐폴딩 유형

- 학생의 이해를 확정, 명료화하기(verifying and

clarifying)

- 사실 확인 질문하기(questioning)

- 학생의 경험 공유하기(sharing experiences)

Ÿ 정의적 스캐폴딩

- 좌절 조절하기(controlling frustration)

- 흥미 복돋우기(recruiting interest)

- 연습 격려하기(encouraging practice)

- 참여 유도하기(inviting student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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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스캐폴딩 유형

제 2
외국어
학습

Ellis
(2009)

Ÿ 부정적 피드백
Ÿ 긍정적 피드백

Panova &
Lyster
(2002)

Ÿ 유형을 고쳐 말하기(recast)
Ÿ 설명요청(clarification request)
Ÿ 상위 언어적 피드백(metalinguistic feedback)
Ÿ 유도해내기(elicitation)
Ÿ 명시적 교정(explicit correction)
Ÿ 반복(repetition)

영어
교육

한혜주,
정혜영
(2013)

Ÿ 완성(completion)
Ÿ 재구성(reformulation)
Ÿ 반복(repetition)
Ÿ 이해확인(comprehension check)
Ÿ 의미확인(confirmation check)
Ÿ 명료화 요구(clarification request)
Ÿ 시범 보이기(demonstration/modeling)
Ÿ 도움주기(hint)
Ÿ 반응하기(comment)
Ÿ 칭찬하기(praise)
Ÿ 참여유도(recruitment)

이세민,
김정렬
(2017)

Ÿ 거시적 스캐폴딩
- 수업 목표 설정
- 목표와 관련된 학습 방법 설정
- 학습 내용 구성
Ÿ 미시적 스캐폴딩
- 완성(completion)
- 반복(repetition)
- 재구성(reformulation)
- 수정(modfication)
- 이해확인(comprehension check)
- 의미확인(confirmation check)
- 발화 개시(initiation)
- 개인화 요구(personalization request)
- 시범보이기(demonstration/ modeling)
- 도움주기(hint)
- 반응하기(comment)

<표 Ⅱ-9> 언어교육에서 스캐폴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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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에서 제시한 언어교육의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교수자의

스캐폴딩 유형은 스캐폴딩 전략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을 제

공한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스캐폴딩 유형을 분

류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혜주와 정혜영(2013)은 초등학교 영

어 듣기·말하기 교수․학습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발화 양상을 확인하

구분 연구자 스캐폴딩 유형

- 칭찬하기(praise)
- 참여유도(recruitment)

한국어
교육

진제희
(2002)

Ÿ 모델링
Ÿ 모니터링
Ÿ 순서배당

정미혜,
박동호
(2009)

Ÿ 반복
Ÿ 확장
Ÿ 억양과 강세 이용하기
Ÿ 단계적 실마리 제시하기
Ÿ 학습자의 배경지식 이용하기
Ÿ 반복
Ÿ 확대
Ÿ 응답 모델 제시
Ÿ 과제 단순화하기
Ÿ 코드 전환하기

서광진
(2011)

Ÿ 모델링
Ÿ 순서 배당
Ÿ 수정적 피드백

김주은
(2014)

Ÿ 모델링
Ÿ 모니터링
Ÿ 순서배당
Ÿ 모국어 사용제재

서영진
(2018)

Ÿ 발화 유도
Ÿ 발화 오류 수정
Ÿ 발화 지속 및 확장



- 35 -

기 위하여, Wood 외(1976), Lynch(1996), 이병천, 이재근, 이동한과 정은

숙(2005) 등의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여 11개의 스캐폴딩 분석 기준을 제

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완성, 재구성, 반복,

이해확인, 의미확인, 칭찬하기 등의 유형을 중심으로 11가지의 스캐폴딩

분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세민과 김정렬(2017)이 제시한 스캐폴딩 유

형은 <표 Ⅱ-10>와 같다. 연구 결과 교수자가 수업에서 제공한 스캐폴

딩의 유형 중 시범 보이기가 41.01%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반복(17.27%), 칭찬하기(15.83%)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의미확인

(0%)은 한 번도 확인할 수 없었다.

유형 정의

1 완성(completion) 학생의 발화를 완성하여 제시하기

2 재구성(reformulation)
학생의 발화를 바탕으로 교사가 발화 재구성
하기

3 반복(repetition) 학생 혹은 교사 자신의 발화를 반복하기

4
이해확인

(comprehension check)
교사의 의도를 학생이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5
의미확인

(confirmation check)
학생이 의미한 바를 다시확인하기

6
명료화 요구

(clarification request)
학생의 의도를 명확히 말하도록 요청하기

7
시범 보이기

(demonstration/modeling)
모범적인 발화 혹은 과제 수행에 대한 시범
보여주기

8 도움주기(hint)
학생의 이해 혹은 발화를 돕기 위한 동작이
나 대답의 형태로 된 도움 제공하기

9 반응하기(comment) 학생의 발화에 대한 반응하기

10 칭찬하기(praise) 학생의 반응 또는 발화를 칭찬하기

11 참여유도(recruitment) 학생의 발화 및 참여 유도하기

<표 Ⅱ-10> 초등영어 듣기·말하기 수업에서의 스캐폴딩 유형

(이세민, 김정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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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s와 Langer(1991)는 스캐폴딩을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으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이를 이어 많은 학자들이 관련되어 연구를 수행해왔

다. 황석종(2011)은 거시적 스캐폴딩을 교육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자의 지원이라고 하였으며, 거시적인 스캐폴딩에는 수업 계획과 수

업 목표 방향 유지 등을 포함한다. 미시적 스캐폴딩은 한 차시의 수업

단위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

의하였다. 한혜주와 정혜영(2013)은 Roberts와 Langer(1991)의 선행연구

를 기반으로 교사와 언어적 상호작용 중에 나타나는 스캐폴딩 유형을 분

석하기 위해서 거시적 스캐폴딩과 미시적 스캐폴딩으로 나누었다. 거시

적인 스캐폴딩에는 수업목표 설정, 목표와 관련된 학습 방법 설정, 학습

내용이 포함되며, 미시적 스캐폴딩은 완성, 반복, 재구성, 수정, 이해확인,

의미확인 등 총 13개의 유형을 포함한다. 한혜주와 정혜영(2013)이 제시

한 초등 영어 수업의 스캐폴딩 유형은 <표 Ⅱ-11>와 같다.

구분 유형 정의

거시적

스캐폴딩

수업 목표 설정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목표와 관련된 학습
방법 설정

학습 목표 도달에 적합한
학습 방법 설계하기

학습 내용 구성
학습 목표 도달을 위한

수업 내용 및 흐름 구성하기

미시적

스캐폴딩

완성
(completion)

학생의 발화를 완성하여 제시하기

반복
(repetition)

교사 자신 또는 학생의
발화를 반복하기

재구성
(reformulation)

학생의 발화를 바탕으로
교사가 발화 재구성하기

수정
(modfication)

학생의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교사의 발화 수준을 수정하기

이해확인 교사의 의도에 대해

<표 Ⅱ-11> 초등영어 수업 스캐폴딩 유형(한혜주, 정혜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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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진(2018)은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양상을 확

인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를 통해 학습자의 반응 행동 유형과 학습

자의 반응 행동에 대한 교사의 대응 방향을 나누었다. 학습자의 반응 행

동을 무응답 및 미완성, 부정확 및 불완전, 정확 및 완성으로 유형화하

여, 이에 대한 교사의 대응을 발화 유도, 발화 오류 수정, 발화 지속 및

확장으로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교사의 인지적인 스캐폴딩에

초점을 맞췄지만, 교실 내에서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정

서적 욕구 충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교사의 대응 유형을 인지적인 측

구분 유형 정의

(comprehension check) 학생의 이해를 확인하기

의미확인

(confirmation check)
학생이 의미한 바를 다시 확인하기

발화 개시

(initiation)

학생의 발화의 촉진을 위해

교사가 발화 시작하기

개인화 요구

(personalization

request)

학생의 감상, 경험, 의견 요청하기

시범 보이기

(demonstration/

modeling)

모범적인 발화 혹은 과제 수행

시범 보이기

도움주기

(hint)

동작이나 대답의 형태로 된

도움 제공하기

반응하기

(comment)
학생의 발화에 대한 반응하기

칭찬하기

(praise)
학생의 발화 혹은 반응 칭찬하기

참여유도

(recruitment)
학생의 발화 및 참여 유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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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 정의적인 측면의 대응으로 나누었다. 서영진(2018)이 제시한 스캐

폴딩 유형은 [그림 Ⅱ-4]과 같다.

[그림 Ⅱ-4]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서의 스캐폴딩 유형(서영진, 2018)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외국어 말하기 교수․학습상황에서의 스

캐폴딩 유형 중 공통적인 요소로 ‘완성’, ‘도움주기’, ‘수정’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수자의 스캐폴딩의 중요성은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우리나라 역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여섯 가지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영어 교과에 대해서 언

어발달 단계와 학생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을 강화

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에 외국어 과목에서 해당 언어의 표현 능력,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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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능력, 그리고 실용적인 활용이 중시되고 있고, 그러한 능력을 기르

려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문장, 문법 중심의 교수법이

아닌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

나, 의사소통 현장의 교수자들이 구체적인 맥락하에 활용할 수 있는 스

캐폴딩 교수 전략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다(서영진, 2018).

2)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 스캐폴딩 전략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스캐폴딩 전략 개발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에서의 교수자의 스캐폴딩과 관련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

다. 이는 인공지능이 최신의 테크놀로지이며,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에 관

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에서의 테크놀로지 통합

맥락에서 스마트 학습 환경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스캐폴딩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검토하였다. <표 Ⅱ-12>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스케폴딩

관련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자 연구 주제

Rasku-Puttonen,

Eteläpelto, Häkkinen

& Arvaja(2002)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 기반 교수자의 교수 스캐폴딩

Roschelle et al.(2009) 소형 기기 기술로 그룹 설명 및 피드백 스캐폴딩

Shen(2010)
과학 교육에서 테크놀로지 강화 스캐폴딩을 사용한

학습자들의 비판적 지식 함양

O'Neill, Moran, &

Gillespie(2010)
음성 매개 보조 기술을 사용한 재활 활동 스캐폴딩

<표 Ⅱ-12>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스케폴딩 관련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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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러닝 환경에서의 컴퓨터 등 테크놀로지가 직접 제공하는 스캐

폴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Lajoie, 2005). Shen(2010)는 과학 교

육에서 학습자들의 비평 활동을 위해 기술이 강화된 학습 환경에서 스캐

폴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컴퓨터 기술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스캐폴딩 유형을 제공하였다. 스캐폴딩 유형은 구체적인

예 제공하기, 과제 이해하기, 비판적인 질문 제기하기, 기준 찾기, 기준적

용, 비판에 대해 소통하기의 실제적 예를 제공하였다.

Woo, Chu, Ho와 Li(2011)은 홍콩의 초등학교 영어 수업에서 위키

(Wiki)를 사용하여 협력적인 글쓰기 능력을 스캐폴딩할 수 있는지에 관

하여 탐색하였다. 위키의 추척 시스템은 학습자를 지원하는데 도움을 준

다. 학습자들이 수정사항을 보고 적시에 개입하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비

판적으로 평가하고 추출할 수 있도록 스캐폴딩 할 수 있다. 또한, 연구는

동료 학습자끼리 스캐폴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자 연구 주제

Woo, Chu, Ho, & Li

(2011)

위키를 사용한 초등학교 학습자들의

협동 작문 스캐폴딩

이희광(2011)
스캐폴딩 전략에 기반한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이

읽기장애학생의 읽기능력에 미치는 효과

박슬기(2013)
과학박물관에서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과학학습 탐색 -스캐폴딩적 속성을 중심으로-

정세웅(2013)

첨단학습 환경 기반 초등 사회과 프로젝트 프로젝트

수업설계 및 실행단계에서 나타난 교사의 스캐폴딩

유형분석 -스마트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이혜은(2014)
디지털 기기 기반 교실 수업에서의

효과적인 교사-학습자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Pazos, Ringleb, Kidd,

& Jones (2019)
개방형 기술을 사용한 프로젝트 학습 스캐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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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광(2011)은 읽기 장애학생의 효과적인 읽기 교수․학습을 위하여

스캐폴딩 전략을 기반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개발하였다.

연구에서는 선행문헌 검토를 통하여 읽기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여섯 개

의 스캐폴딩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계획 세우기는 교수자가 수업

전에 학습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학생과 관계를 형성하는 전략이다. 둘

째, 목표 공유하기는 교수자가 디지털교과서의 해당 수업의 본문 내용에

대한 소개와 수업 목표가 무엇인지 공유하는 것이다. 셋째, 학습전략 제

공하기는 교수자가 학습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전

략이다. 넷째, 맞춤식 지원 제공하기는 교수자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 전략이다. 다섯째, 질문하기는 수업의 수행 정도

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전략이다. 여섯째, 독립적 연습 제공하기

는 성찰을 통한 후속 연습 기회를 제공하는 전략이다. 또한, 디지털 교과

서의 다양한 기능들은 읽기장애학생들의 교육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이상의 스캐폴딩 전략을 기반으로 디지털 교과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과정을 [그림 Ⅱ-5]과 같이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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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스캐폴딩 전략에 기반한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 과정

(이희광, 2011)

박슬기(2013)는 스마트폰이 스캐폴딩을 지원하는 매체로써, 과학박물관

에서 학습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

적으로 학습자가 기대하는 스캐폴딩 속성이 무엇이며, 스마트폰이 학습

과정에서 어떠한 스캐폴딩 속성을 나타내는지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

해 먼저 과학박물관에서 스마트폰 사용 현황과 학습자의 스마트폰에 대

한 기대를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는 실제로 과학박물관에서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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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유용성이 미비하였다. 둘째, 과학박물관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일부 제한적인 기능을 사용하였다. 셋째, 학습자들은 과학박물

관에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스마트폰이 흥미 유도, 학습 목표 안내, 전

시물 이해를 위한 단서 제공의 기능을 제공해주길 기대하였다. 다음으로,

과학박물관에서 활용되는 스마트폰의 스캐폴딩 속성에 관하여 분석한 결

과 주도적인 학습의 속성이 가장 높게 나왔다. 학습자는 스마트폰의 사

진 촬영을 통한 전시물 정보 저장, 위치찾기 기능을 통하여 학습자의 흥

미에 따라 관람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다음으로 스마트폰의 스캐폴딩

속성 중 시연을 활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은 전시물

의 사진 및 동영상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전시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

델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연구는 스마트폰이 스캐폴딩 매체로 활

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기에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O'Neill 외

(2010)는 음성 매개 보조 기술을 사용하여 재활 행동을 스캐폴딩하는 가

능성을 탐색하였으며, Roschelle 외(2009)는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스캐폴딩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한편, 테크놀로지 통합 맥락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에 관한 연구도 이

루어져 왔다. Rasku-Puttonen 외(2002)는 정보통신기술의 환경에서 교수

자는 어떠한 스캐폴딩 전략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교육용

스캐폴딩이 다른 학습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알고자 하였다. 이를 확인하

고자 스캐폴딩의 유형을 기술적 지원, 학습 상황의 통제 및 조직화, 활동

협상, 의미 협상 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스

캐폴딩 범주와 의미는 <표 Ⅱ-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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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정의

기술적 지원

(Technical support)
ICT 활용과 관련된 지침

학습 상황의 통제 및 조직화

(Control and organization

of learning situations)

학습 상황 조직화(학습자 모둠 편성, 상과 벌 등),

학습 상황의 통제

행동 협상

(Negotiation of action)

학습 전략 소개

(수업 내용 필기, 정보 조사 등)

의미 협상

(Negotiation of meaning)

학습 주제와 학습자의 역할 사이에 대한 공유

및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지침,

교수자는 학습자의 지식 구성을 지원

<표 Ⅱ-13> 정보통신기술 환경에서의 스캐폴딩의 범주

(Rasku-Puttonen et al., 2002)

이은혜(2014)는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교실 수업에서 효과적인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

중심의 구성주의에 바탕을 두고, 열린 학습 환경 맥락에서 Hannafin,

Land와 Oliver(1999)의 스캐폴딩 전략을 재구성하여 수업에 적용하였다.

<표 Ⅱ-14>는 해당 연구에서 구분한 스캐폴딩 유형과 적용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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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폴딩 특성 적용 예시

절차적

스캐폴딩

디지털 자원과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법과 같은

기술적 지원으로

수업 전반에 걸쳐 실시

Ÿ 시스템 기능과 특징 안내

하기

Ÿ 특정한 기능이나 도구 사용

을 위한 도움주기

메타인지적

스캐폴딩

학습 과정 및 조절에 관한

수업 활동 방향을 유지,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관리와

연관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업 전반에 걸쳐 실시

Ÿ 인지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학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기

Ÿ 과제 진행을 위한 발문하기

(예.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목표에 알맞은 방법을 택

하였는가?)

개념적

스캐폴딩

학습문제와 관련된

개념적 지식을 확인하고

학습자에게 문제해결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전략을 제시

Ÿ 정답에 관한 명확한 힌트

제공하기

Ÿ 학습과제와 관련한 오개념

바로 잡아주기

전략적

스캐폴딩

문제를 분석하고

접근하는 것을 안내

필요한 정보를 선정

평가하고, 기존지식에

연결시키기 위한 접근들을

강조

Ÿ 사고의 정교화, 추론을 유도

하기 위한 발문하기(예, 빠

진 정보는 없을까? 정보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결

론을 내기까지의 과정은

무엇인가?)

<표 Ⅱ-14> 디지털 기기 활용 수업에서의

스캐폴딩의 유형(이은혜, 2014)

정세웅(2013)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첨단학습 환경기반 스마트교육

의 수업에서 교수자가 제공하는 스캐폴딩의 유형을 확인하 하고자 하였

다. 해당 연구는 열린학습 환경이라는 맥을 같이하는 Hannafin 외(1999)

가 제시한 스캐폴딩 유형과 교수자, 매체, 학습자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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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Xun와 Land(2004)의 스캐폴딩 유형을 반영하여 스캐폴딩 유형을

인지적 지원, 정의적 지원, 기술적 지원으로 유형화하였다. 인지적 지원이

란 자신의 수행과정 속에서 알아야 할 개념, 방법, 절차 등 인지, 초인지,

전략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정의적 지원은 인지와 직접적

인 관련은 없지만 인지과정을 방해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감정, 정서적

요인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기술적 지원은 학생에게 필요없는 인지적

요소를 통하여 매체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 스마트교육

에서 스캐폴딩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수업설계 및 실행 측면으로 구분하

여 <표 Ⅱ-15>와 같은 스캐폴딩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기 범주 하위범주 개념

수업

설계

주제와

수행의 한정

익숙함의 이용
학습자의 수행이 추상화, 관념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실생활과 연계
문제와 문제해결방법이 학생생활

과 직접적으로 연결

한정적 도구의

선택

산만함을 통제하고 효과적인 도구

를 선택

디지털 학습

플랫폼 구축

전체적인 학습의 진행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

방향성 제시

기본양식의

디지털화

수행초기 혼란을 막기 위한 반구

조화된 양식의 제공

정선된 웹자료

제공

수행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예시자

료의 제공

전략적 절차

상세화

초인지적 지원을 위한 수행의 순

서를 상세화하여 제공

점진적 초기 구체적인 수행을 교사가 계

<표 Ⅱ-15> 스마트교육에서의 스캐폴딩 유형(정세웅,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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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범주 하위범주 개념

교사개입

소멸

획하여 진행을 하다 후기에 학습

자의 주도적인 수행을 유도

적시적 개입

면대면 대화의

계획

기본적인 모니터링 수단으로 구어

적 표현을 지향

즉시적인

피드백

시공의 확장하여 학습자에게 필요

한 시기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방법계획

기술을 통한

상호작용

웹2.0도구를 이용하여 교사와 학습

자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학습

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계획

수업

실행

수행의

구체화

수행단계의

설명
상세한 수행과정에 대한 안내

예상되는

오류의 경계

수행오류를 방지하고자 오류를 예

시하여 설명

필수 자료

제공

개념적, 절차적 지원을 위한 수행

에 꼭 필요한 자료를 제공

수행의 통제

도구의 투입과

조절

산만함을 극복하고자 도구의 투입

시기, 투입종류를 결정하고 회수시

기를 결정

수행의 제재와

지시

불필요한 수행을 막고 올바른 수

행에 대한 강제적 지시

태도의 교정
주의집중과 정숙지도, 자세교정 등

으로 학습 분위기 조성

후속수행의

자극

개방화된 수행

유도

수행에 대해 통제를 줄이면서 학

습자가 스스로 다음 수행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한 자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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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설계 단계에서 확인된 스캐폴딩 유형은 크게 주제와 수행의 한

정, 방향성 제시, 적시적 개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교수자의 발화

를 분석한 결과 수업 실행 단계에서 확인된 스캐폴딩 유형은 크게 수행

의 구체화, 수행의 통제, 후속 수행 자극, 정서적 지원, 기술적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하위 범주는 <표 Ⅱ-15>에서 제시한 것과 같

다. 정세웅(2013)은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보아 수업 설계 단계에서는 교

수자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교수매체를 통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수업 실행 단계에서 교수자는 교수 매체 활용의 복

잡성을 위한 통제적인 스캐폴딩을 제공하고, 기술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

이라고 언급하였다. 해당 연구는 최신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이라는

데서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하지만, 사회과 프로젝트 수업을 대상으로 하

기에 언어교육의 맥락과는 다르다.

시기 범주 하위범주 개념

자원과 도구의

다양화

가용한 자원과 도구를 다양화하여

학습의 선택을 넓힘

정서적 지원

정의적 요소

조절

격려, 위로, 엄단함 등 정서적, 심

리적 자극을 통해 동기의 유지

집단 내

사회성 조절
집단 간 갈등해소, 친목도모

기술적 지원

도구의

효과적 사용

교사가 사용법을 안내하거나 도구

의 특성을 설명

손망실 예방

지도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 을 줄이고자 안전교육

기능 장애

처리

교사가 직접 도구를 조작하여 조

작을 하여 기능적 장애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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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연구는 선행연구에 의해 정의된 스캐폴딩 유형을 기반으로

특정 교육 상황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제공 유형을 분석하고, 교수자의

스캐폴딩 행위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교수자가 실제로 수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캐폴딩에 관련한 연구, 특히 테크놀로지 통

합 환경에서 참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스캐폴딩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스캐폴딩은 학습자의 특징과 학습 내용을

고려한 것이라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수․학습에서는 해당 기술에 대

한 고려도 필요하다. 즉, 각각의 테크놀로지의 특징을 반영한 스캐폴딩

전략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최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 현장에 통합하는 연구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인공지능 통합 교육에서의 교수자의

역할을 강조하나 실제로 교수자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역할 할 수 있는지

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역할로서 스캐폴

딩을 제안하며,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한 스캐폴딩 유형 중 인공지

능 스피커를 활용한 스캐폴딩에 적합한 스캐폴딩 전략을 구성하여, 인공

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교수자가 효과적으로 스캐폴딩할 수 있는 전략

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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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교육에서 교수자의 스캐

폴딩 전략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개발 연구방법론

을 적용하였다. 연구 절차는 선행문헌 분석과 전문가 면담을 통해 초기

스캐폴딩 전략을 도출하고, 세 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통한 내적 타당성

검토와 현장 평가를 통한 외적 타당성 검토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수업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을 최

종 개발하였다.

1. 설계·개발 연구방법론

설계·개발 연구(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는 교수적 또는 비

교수적 산출물 및 도구, 그리고 그 개발을 이끄는 새로운(또는 개선된)

모형의 생성에 관한 실증적 기반 확립을 목표로 하는 설계, 개발, 평가

과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방법이다(Richey & Klein, 2007). 설계·개발

연구는 개발 연구방법 중 하나로, 실제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적 활

동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식을 생성하는 연구방법

이다(Richey & Klein, 2007). 설계·개발 연구는 산출물 및 도구 연구

(products and tools research)와 모형 연구(model research)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Ⅲ-1> 참조). 첫째, 산출물 및 도구 연구

는 전체적인, 또는 특정 단계, 특정 상황에서 사용된 설계와 개발과정을

기술하고, 분석하며, 최종 산출물을 평가한다. 산출물 및 도구 연구는 산

출물 개발 연구(product development research)와 도구 개발 연구(tool

development research)로 구분할 수 있다. 산출물 개발 연구는 교수적

또는 비교수적 산출물과 프로그램의 설계와 개발 과정에 관한 연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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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개발 연구는 교수적 도구와 비교수적 도구, 프로그램 저작도구의

개발과 효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모형 연구는 기존의, 또는 새로운 개발 모형, 과정, 기법의 타당

성 또는 효과성을 탐색하며, 성공적인 설계와 개발을 촉진하는 조건을

확인한다. 또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모형, 원리, 전

략, 지침을 포함한다(임철일, 2012; 임철일, 한형종, 홍수민, 송유경, 이다

연, 2020). 모형 연구는 모형 개발 연구(model development research),

모형 타당화 연구(model validation research), 모형 사용 연구(model use

research)로 분류된다. 모형 개발 연구는 교수설계 과정을 안내하는 새로

운, 또는 개선된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모형 타당화 연구는 현장에서

모형 사용의 효과성 입증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모형 개발 연구

와 함께 진행된다. 모형 사용 연구는 모형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초점을 둔다(Richey & Klein, 2007).

산출물 및 도구 연구

(products and tools research)

모형 연구

(model research)

탐색

주제

포괄적인 설계와 개발 프로젝트
모형 개발

(model development)

구체적인 프로젝트 단계
모형 타당화

(model validation)

도구의 설계 및 개발
모형 사용

(model use)

강조
특정 산출물 및 도구 설계와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

모형 개발, 모형 타당화, 모형

사용 연구

결과

특정 산출물의 개발과 그것의

사용을 촉진 시키는 조건을

분석함으로써 얻는 교훈

새로운 설계, 개발 절차나 모형,

그것의 사용을 촉진하는 조건들

결론 맥락, 특수적인 결론 일반적인 결론

<표 Ⅲ-1> 설계·개발 연구의 분류(Richey & Kle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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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설계·개발 연구의 모형 연구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모형 개발, 모형 타당화, 모형 사용 연구 세 단계를 모두 수행하기

도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교육에서 교

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을 개발하고, 개발 결과물을 타당화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방법은 <표 Ⅲ-2>와 같다.

연구 문제 연구 방법

언어교육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

용한 스캐폴딩 전략은 무엇인가?
모형 개발(model development)

언어교육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

용한 스캐폴딩 전략은 타당한가?
모형 타당화(model validation)

<표 Ⅲ-2>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방법

설계·개발 연구는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혼

합 연구방법(mixed methods research)이다(Richey & Klein, 2007). 설

계·개발 연구를 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연구방법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하며, 연구자가 연구방법에 대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Richey & Klein, 2007). 일반적으로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방법은

사례연구, 델파이 기법, 심층 면담, 문헌 검토, 조사연구, 소리 내어 생각

하기 등이다. 모형 타당화를 위한 연구방법은 실험, 전문가 검토, 심층

면담 등이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방법의 유형에 따른 연구의 주요 내용

과 연구방법은 <표 Ⅲ-3>과 같다.



- 53 -

연구 유형 주요 내용 연구 방법

모형 개발

(model development)
전략 개발

Ÿ 선행문헌 고찰

Ÿ 전문가 면담

모형 타당화

(model validation)

전략에 대한

내적 타당화
Ÿ 전문가 검토

전략에 대한

외적 타당화

Ÿ 현장 평가

ü 교수자 반응

ü 학습자 반응

<표 Ⅲ-3> 연구 유형에 따른 주요 내용과 연구 방법

이번 연구에서는 선행문헌 고찰,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교수자의 스캐

폴딩 전략을 개발하였으며, 전문가 검토 과정을 통해 개발한 전략에 대

한 내적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현장 평가를 통해 외적 타당도를 평

가하고, 최종적으로 언어교육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을 도출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전략 개발 단계와 스캐폴딩 전략 타당화 단계로 진

행하였다. 첫째, 전략 개발 단계에서는 선행문헌 검토와 인공지능 스피커

의 교육적 활용 경험이 있는 현장 교수자 또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개별 면담을 통해 초기 스캐폴딩 전략을 도출하였다. 둘째, 전략

타당화 단계에서는 두 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통해 내적 타당성을 검토하

고, 수정․보완한 스캐폴딩 전략을 바탕으로 수업을 실시하여, 외적 타당

성을 검토하였다. 현장 평가 후에는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추가적으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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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을 개발하였다. <표 Ⅲ-4>는 이번 연

구 절차에 따른 연구 방법 및 산출물 일람이다.

구분 연구방법 산출물

전략 개발

strategy

development

Ÿ 선행문헌 고찰

- 수업에서 테크놀로지의 통합

-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

-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서 교수자의 역할

-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교육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Ÿ 1차 스캐폴딩

전략

Ÿ 전문가 면담

-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

경험이 있는 교수자 및 연구자

전략 타당화

strategy

validation

Ÿ 내적 타당화

- 1차 전문가 검토

- 2차 전문가 검토

Ÿ 2차 스캐폴딩

전략

Ÿ 3차 스캐폴딩

전략

Ÿ 외적 타당화

- 현장 평가

Ÿ 교수자 반응

Ÿ 학습자 반응

Ÿ 내적 타당화

- 3차 전문가 검토(언어교육

전문가 대상)

Ÿ 4차 스캐폴딩

전략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교육에서 스캐폴딩 전략

<표 Ⅲ-4>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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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교육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도출

1) 선행문헌 검토

본 연구에서는 초기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

문헌을 검토하였다. 선행문헌 검색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library.snu.ac.kr)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http://riss.kr), 구글 학술검색(http://scholar.google.co.kr)을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을 통한 국외 데이터베이스와

중국 학술검색사이트 中国知网(https://www.cnki.net) 등을 활용하였다.

선행문헌 검토는 테크놀로지의 통합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

한 스캐폴딩 전략 개발을 위한 두 가지 내용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인공

지능 스피커의 기능적 특징과 그에 따른 교육적 활용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 ‘AI Speaker’,

‘Smart Speaker’, ‘AI Speaker in Education’, ‘智能音箱’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둘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스캐폴딩 전략을 확인

하기 위해, ‘스캐폴딩’, ‘매체 활용 스캐폴딩’, ‘테크놀로지 활용 스캐폴딩’,

‘scaffolding’, ‘using technology scaffolding’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탐

색하였다.

2) 전문가 면담

본 연구에서는 선행문헌 검토를 통한 이론적 탐색과 함께 실제적 측면

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스피커를 교육적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전문가 면담 대상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을 탐색한 연구자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의 활용 경험이 있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문가 면담을

위해 개발한 질문 내용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

엇이었으며, 교수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전문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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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별 심층 면담으로 진행하였고, 면담 결과를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도출한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 전략에 반영하여 실제적 측면을 보완하였

다. 전문가 면담에 참여한 4명의 정보는 <표 Ⅲ-5>와 같다.

구분 소속 및 직위 관련 경력

피면담자 A G 초등학교 교사

Ÿ 초등 영어 AI 말하기 시스템 개발

사업 교사자문윈원

Ÿ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수

업 관련 도서 출간

Ÿ 인공지능 활용 영어 교육 블로그

및 유튜브 운영

피면담자 B J 대학교 연구원
Ÿ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수행

피면담자 C C 중학교 교사
Ÿ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 경

험

피면담자 D E 어학원 강사
Ÿ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수

업 관련 도서 출간

<표 Ⅲ-5> 전문가 면담 대상자

나. 내적 타당화

연구를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Richey & Klein, 2007). 본 연구

에서는 내적 타당화와 외적 타당화를 통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

였다. 내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Richey(2005)가 제시한 세 가지의

내적 타당화 방법 중, 전문가 검토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

행문헌 검토와 전문가 면담을 통해 도출한 전략에 대해 세 차례의 전문

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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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적 타당화 대상

전문가 검토는 현장 경험이 5년 이상이고, 교육공학 전공 박사과정 수

료 이상인 전문가 9명을 대상과 언어교육 전문가 1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1차 타당성 검토는 총 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고, 2차 타당성

검토는 총 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고, 3차 타당성 검토는 총 1명

의 언어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타당성 검토에 참

여한 전문가는 <표 Ⅲ-6>과 같다.

구분 소속 및 직위
전공 분야 및 최

종학력

경력

(년)

전문가 타당화

참여

1차 2차 3차

전문가 A
Y 초등학교

교사

교육학 박사

(교육공학 전공)
20년 √

전문가 B D 대학교 교수
교육학 박사

(교육공학 전공)
15년 √

전문가 C
S 대학교

연구교수
교육학 박사 19년 √

전문가 D
K 대학교

교수

교육학 박사

(교육공학 전공)
13년 √

전문가 E
S 대학교

교수

교육학 박사

(교육공학 전공)
30년 √

전문가 F
S 대학교

박사과정

교육학 박사수료

(교육공학 전공)
5년 √

전문가 G
D 대학교 교수․학

습 지원센터장

교육학 박사

(교육공학 전공)
20년 √

전문가 H K 대학교 교수
교육학 박사

(교육공학 전공)
6년 √ √

전문가 I D 대학교 교수
교육학 박사

(교육공학 전공)
30년 √ √

전문가 J S 대학교 교수 한어언문자학 박사 14년 √

<표 Ⅲ-6> 타당성 검토 대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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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적 타당화 분석 내용

전문가 대상 타당성 검토지는 연구의 개요와 타당성 검토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연구 개요에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

략 개발 과정 등을 포함하였다. 타당성 검토 문항은 스캐폴딩 전략 전반

에 대한 타당성 검토 문항과 스캐폴딩 세부 전략에 대한 타당성 검토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설문 문항은 나일주와 정현미

(2001)의 평가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재구성

하였다. 본 연구에서 스캐폴딩 전략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 문항은 타

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로 구성하였다. 문항 평가는 평정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고, 구체적인 의견을 묻는 개방형 질문을 포함하였

다.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 문항은 <표 Ⅲ-7>과

같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스캐폴딩 세부 전략에 대

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영역 문항

타당성
본 스캐폴딩 전략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학습에서 실제

교수자가 참고할 수 있는 스캐폴딩 전략으로 타당하다.

설명력
본 스캐폴딩 전략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수업에서 고려해

야 할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을 잘 설명하고 있다.

유용성
본 스캐폴딩 전략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수업에서 교수자

가 스캐폴딩 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편성
본 스캐폴딩 전략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수업에서 보편적

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해도
본 스캐폴딩 전략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수업에서 교수자

가 고려해야 할 스캐폴딩 전략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기타

의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에 대한 장점, 약점 및 개

선사항은 무엇인가?

<표 Ⅲ-7> 스캐폴딩 전략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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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적 타당화 분석 방법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교육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전반

에 관한 타당성 검토 문항은 4점 척도(4점; 매우 그렇다, 3점; 그렇다, 2

점;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로 제시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 결

과를 바탕으로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분석하고, 평가자 간 일치도(Inter-Rater

Agreement: IRE)를 분석하였다. 또한, 스캐폴딩 세부 전략에 관한 전문

가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분석하였다. 검사 문항이 측

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얼마나 잘 대표하느냐를 나타내는 내용 타당도 지

수(CVI)는 .80 이상이면 타당하다고 해석 가능히며(Davis, 1992), 평가자

간 일치도(IRE)는 .80 이상이면 평가자 간의 결과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Rubio et al., 2003). 또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검

토하여 스캐폴딩 전략 보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 외적 타당화

외적 타당성 확보는 개발한 스캐폴딩 전략의 실제성을 높임으로써 가

능하다(Richey & Klein, 2007). 본 연구에서는 외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Richey(2005)가 제시한 세 가지의 외적 타당화 방법 중 현장 평가

를 적용하였다. 내적 타당화 과정을 통해 수정 및 보완된 결과물, 즉 인

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교육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작동하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1) 외적 타당화 대상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스캐폴딩 전략의 외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C 중학교 중국어 수업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실시하였다. 인공지능 스

피커를 활용한 수업의 교사는 스캐폴딩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언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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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대한 이해가 높은 교수자로 선정하였다. <표 Ⅲ-8>는 외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현장 평가에 참여한 교수자 정보이다.

구분 소속 및 직위 전공분야 및 최종학력 경력(년)

교수자 A
C 중학교

중국어 교사
중국어 교육 석사 6년

<표 Ⅲ-8> 현장 평가 참여 교수자

<표 Ⅲ-9>는 외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수업 종료 후 심층 면담에 참

여한 학습자 정보이다.

연구대상 소속 학년 성별

학습자 A C 중학교 2학년 남

학습자 B C 중학교 2학년 남

학습자 C C 중학교 2학년 남

학습자 D C 중학교 2학년 남

<표 Ⅲ-9> 심층 면담 대상 학습자

2) 외적 타당화 절차 및 방법

현장 평가는 경기도 수원시 C 중학교의 교수자 A가 중국어 수업을 하

고 있는 2학년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C 중학교는 블록타임

제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 평가는 11월 18일 2차시

로 이루어졌다. <표 Ⅲ-10>은 현장 평가 절차와 각 절차에 따른 주요

내용이다.

현장 평가 전, 연구자와 교수자는 2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1차 회

의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현장 평가 계획을 공유하였다. 또한, 현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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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중인 수업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중국어 수업의 내용

을 선정하였다. 2차 회의에서는 교수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을 위하여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기초 지식과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또한, 교수자가 수업 중에 사용하게 될 스캐폴딩 전략에 관

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 평가에서 사용하게 될 교수․학습지도

안과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학습 자료(MS PPT 슬라이드 및 유인물)를

공유하였다. 현장 평가를 위한 도구는 국·내외 인공지능 스피커 중 접근

성과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국 구글사의 구글 홈 미니

(Google Home Mini)를 선정하였으며, 언어를 중국어로 설정하여 사용하

였다. 현장 평가는 2차시로 편성하였으며, 교수자가 사용한 스캐폴딩 전

략을 확인하기 위해서 녹음하였다.

현장 평가 후에는 학습자의 반응과 교수자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먼저,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그룹 심

층 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진행하였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학습자들에게 인공지능 스피

커를 활용한 언어교육에 대한 사전 경험 및 인식을 확인한다. 둘째, 인공

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한다. 셋째,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을 확인한다. 학습자 그룹 심층

면담은 설문 조사를 통해 확인 한 세 가지 측면에 대해 반 구조화된 질

문을 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물었다. 또한, 교수자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

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교수자 심층 면담에서는 ‘언어교육에서 인

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는 교수자의 역할에 대해 동의하는지’와 ‘교수자

의 역할이 학습자의 언어 학습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스캐폴딩 전략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해서

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언어교

육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스캐폴딩 전략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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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요 내용 도구 참여자

현장 평가

전

Ÿ 1차 회의

- 연구 소개 및 연

구 참여 동의서

- 학교 교육과정 및

진도에 따른 학습

목표 및 내용 선

정

Ÿ 중학교 교육과정

및 진도표

Ÿ 다락원 중학교

생활 중국어

Ÿ 연구자

Ÿ 교수자
Ÿ 2차 회의

- 교수자 교육 : 인

공지능 스피커 및

스캐폴딩 전략 교

육

- 교수․학습지도안

및 학습 자료 공

유

Ÿ 중국어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스피커 매뉴얼

Ÿ 3차 교수자의 스

캐폴딩 전략

Ÿ 교수․학습지도

안 및 학습자료

현장 평가

Ÿ 1차 인공지능 스

피커를 활용한

중국어 수업

Ÿ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 홈 미니)

Ÿ 학습자료(MS 파

워포인트, 유인

물)

Ÿ 녹음기

Ÿ 교수자

Ÿ 학습자

(13명)

Ÿ 연구자
Ÿ 2차 인공지능 스

피커를 활용한

중국어 수업

현장 평가

후

Ÿ 학습자 반응

- 학습자(13명 설문

조사)

- 학습자(4명) 그룹

심층 면담

Ÿ 설문조사지

Ÿ 심층 면담지

Ÿ 연구자

Ÿ 학습자

(4명)

Ÿ 교수자 반응

- 심층 면담
Ÿ 심층 면담지

Ÿ 연구자

Ÿ 교수자

<표 Ⅲ-10> 현장 평가 절차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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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교육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선행문헌 검토와 전문가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교육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의 초안을 도출하고, 세 차

례의 전문가를 통한 내적 타당도 검토와 현장 평가를 통한 외적 타당도

검토하여 최종 스캐폴딩 전략을 도출하였다.

1.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교육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초안 개발

가. 선행문헌 검토를 통한 스캐폴딩 전략 도출

본 연구에서는 테크놀로지의 통합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

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개발을 위하여 선행문헌을 세 가지 방향으로

탐색하였다. 즉, 인공지능 활용 수업에서 교수자의 역할 관련 문헌, 교수

자의 스캐폴딩과 관련 문헌,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 관련 문헌

을 검토하였다.

1) 교수자의 역할에 관한 선행문헌 검토

전통적으로 언어교육에서는 교수자 주도의 문법·번역식 수업이 이루어

져 왔다. 그러나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수자 중심

의 일방향적 수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학습자에게 목표 언어를 사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Swain, 2001). 인공지능 스피커는 학습자에게 목

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자 주도의 언어 습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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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김재상, 2017). 그러므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

용하는 수업에서는 교수자에게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교

육적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교수자가 학습 경험 설계자로서 역할

할 것을 제시한다(박찬상, 2014; Law et al., 2017; Luckin & Cukurova,

2019). 이에 따라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수업에서 교수자는 학

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최적화된 학습 경험을 설계해야 하

며, 이와 함께 학습자와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을 돕는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림 Ⅳ-1]은 전통적 언어 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

호작용 양상이며, [그림 Ⅳ-2]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수업에

서 교수자의 역할을 보여준다.

[그림 Ⅳ-1] 전통적 언어 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양상
 
[그림 Ⅳ-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서 교수자의 역할

이는 기존의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현주은과 임희주(2019)는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공윤지(2020)는 교수자는 학습자의 의사

소통을 돕는 촉진자로서 역할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서정은(2017)은

인공지능을 언어학습에 적용하는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으며, 이에 따

라 학습자의 언어 능력 수준에 따라 수정된 입력을 제공해주는 교수자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즉,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장애

가 일어날 때, 교수자는 이해 조율자로서 개입하여 단계적인 역할을 통

해 학습자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수자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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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를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 학습자에게 적절한 스캐폴딩

을 제공해주는 조력자로서 역할 해야 한다.

2) 교수자의 스캐폴딩과 관련 선행문헌 검토

Wood 외(1976)가 처음으로 스캐폴딩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후, 스캐

폴딩 관련 연구들이 지속 되어 왔다. Schetz와 Stremmel(1994)는 스캐폴

딩을 인지적 스캐폴딩(cognitive Scaffolding)과 정의적 스캐폴딩

(affective Scaffolding)으로 유형화하였고, 인지적 스캐폴딩은 학습 내적

도움을 주는 것이고, 정의적 스캐폴딩은 학습 외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인지적 스캐폴딩과

함께 정의적 스캐폴딩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왔다(이용운, 2006;

Azmitia & Perlmutter, 1989; Ellis & Rogoff, 1982).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을 인지

적, 정의적 스캐폴딩으로 구분하였다. 인지적 스캐폴딩이란 학습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교수자의 도움

을 의미한다. 정의적 스캐폴딩이란 학습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인지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서적 요인에 대한 교수자의 도움을 의미

한다. 이와 함께 테크놀로지 통합 수업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검토하였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지속되

어 왔으며, 교수자는 학습자들을 위해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Rasku-Puttonen 외(2002)는 스캐폴딩 유형으로 기술적인 지원을 명시하

였다. 기술적인 지원이란 ICT 활용과 관련된 지침을 의미한다. 정세웅

(2013)은 수업 실행 단계에서 교수자는 교수 매체의 복잡성을 통제하는

스캐폴딩을 제공해야 하며, 기술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이

은혜(2014)는 디지털 기기 기반 교실 수업에서의 효과적인 교사-학습자

상호작용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유형으로 절차적 스캐폴딩을 명시하였

다. 절차적 스캐폴딩이란 디지털 자원과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법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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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지원으로, 시스템 기능과 특징을 안내하거나 특정한 기능이나 도

구 사용을 위한 도움을 의미한다. <표 Ⅳ-1> 테크놀로지 통합 수업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에 관한 국내·외 연구 결과이다.

선행문헌 스캐폴딩 범주 주요 내용

Rasku-Puttonen

et al.(2002)

기술적 지원

(Technical

support)

Ÿ ICT 활용과 관련된 지침

정세웅(2013) 기술적 지원

Ÿ 도구의 효과적 사용 : 교사가 사용

법을 안내하거나 도구의 특성을

설명

Ÿ 손망실 예방 지도 : 고장이나 파손

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 을 줄이고

자 안전교육

Ÿ 기능 장애 처리 : 교사가 직접 도

구를 조작하여 조작을 하여 기능

적 장애를 제거

이은혜(2014) 절차적 스캐폴딩

Ÿ 디지털 자원과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법과 같은 기술적 지원으로 수

업 전반에 걸쳐 실시

<표 Ⅳ-1> 테크놀로지 통합 수업에서 교수자의 기술적 스캐폴딩 관련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의

유형으로 기존의 인지적 스캐폴딩과 정의적 스캐폴딩에 기술적 스캐폴딩

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기술적 스캐폴딩이란 학습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것이 아니며,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효

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의미한다. 기술적 스캐폴딩의

주체는 컴퓨터와 같은 테크놀로지가 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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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제공하는 스캐폴딩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교수자는 학습자와 인

공지능 스피커의 상호작용 중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학습자와 인

공지능 스피커의 반응에 따라, 즉시 인지적, 정의적 스캐폴딩을 제공해야

한다. <표 Ⅳ-2>는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

용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유형이다.

스캐폴딩

전략 유형
내용 선행문헌 분석

인지적

스캐폴딩

(cognitive

scaffolding)

Ÿ 학습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

Schetz & Stremmel(1994),

Azmitia & Perlmutter(1989),

Ellis & Rogoff(1982), 이용운

(2006), 서정은(2017)

정의적

스캐폴딩

(affective

scaffolding)

Ÿ 인지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서적 요인에 대한 지원

Schetz & Stremmel(1994),

Azmitia & Perlmutter(1989),

Ellis & Rogoff(1982), 이용운

(2006), 서정은(2017)

기술적

스캐폴딩

(technical

scaffolding)

Ÿ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

Rasku-Puttonen 외(2002),

정세웅(2013), 이은혜(2014)

<표 Ⅳ-2> 인공지능 활용 수업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유형

3)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 관련 선행 문헌 검토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탐색 연구

(안정은, 전영국, 2018; 장지연, 2019). 둘째, 언어교육에서의 인공지능 스

피커 활용 사례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김인석 외, 2019; 김재상, 2017;

서정은, 2017; 양혜진 외, 2019; Kim, 2017; Underwood, 2017; 吉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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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셋째, 언어교육을 위한 학습 도구로써 인공지능 스피커 분석 연구

(김혜영 외, 2019; 박준서 외, 2019; 한정림 외, 2019; 현주은, 임희주,

2019; Dizon, 2017; Moussalli & Cardoso, 2020) 넷째, 인공지능 스피커

를 수업 과정에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연구(공윤지,

2020)이다. <표 Ⅳ-3>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에 관련한 선행

연구 분석 결과이다.

연구 주제 선행문헌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탐색 연구
안정은, 전영국(2018),

장지연(2019)

언어교육에서의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 사례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

Underwood(2017),

Kim(2017),

김인석 외(2019),

김재상(2017),

서정은(2017),

양혜진 외(2019),

吉晖(2019)

언어교육을 위한 학습 도구로써

인공지능 스피커 분석 연구

Dizon(2017),

Moussalli &

Cardoso(2020),

김혜영 외(2019),

박준서 외(2019),

한정림 외(2019),

현주은, 임희주(2019)

인공지능 스피커를 수업 과정에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연구
공윤지(2020)

<표 Ⅳ-3>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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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선행문헌을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 사례를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의 주요 기능과 그에 따른 교육적 활용 방법에 대

해 검토하였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능에 따른 교육적 활용 방법은 잡

담 나누기, 수행 지시하기, 정보 요청하기 등 다양하다.

둘째,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결과는 현재 수준

의 기술로 인한 한계점을 지적하며, 그에 따른 교수자의 역할을 강조한

다.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스피커는 원

어민 수준으로 발화 속도가 빠르다. 둘째, 문장, 어휘 등의 난이도가 높

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해당 국가의 언어유희, 비유, 반어법 등의

수사법을 사용하며, 해당 국가의 문화적, 상황적 맥락을 알지 못하면 이

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해당 언어를 학습하는 처음 학습하는 초급

학습자에게 적합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셋째, 학습자와 인공지능과의 대

화는 한 번의 차례로 그치며, 대화 간 연속성이 떨어진다. 넷째, 인공지

능 스피커는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

능 스피커는 교실 수업 상황에서 주변 소음으로 음성인식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의 한계는

시행착오적인 것일 수 있으나, 현재 발달 수준에서는 이상과 같은 제한

점을 갖는다.

셋째, 이상의 기술적 한계에 따라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서

학습자의 행동과 그에 따른 인공지능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한정림 외

(2019)은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의 영어 스피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영어 수업에서 학습자의 행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시행

하였으며, 교수자의 질문에 대한 학습자의 행동을 정답, 유사답, 오답, 기

타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목표 언어의 정확한 발화를 통

해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수업목표로 설정했기 때문

에 교수자의 질문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구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말하기 수업에서 학습자의 반응 행동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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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영진(2018)의 연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서

학습자의 발화 행동을 무반응, 미완성 문장 발화, 불완전 문장 발화, 완

성 문장 발화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학습자는 인공지능 스피커

와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않는다. 특히, 인공지능 스피커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이와 같은 행동 양상을 보인다. 둘째, 학습자는 완전하지 않은 단어

또는 구(동사구, 형용사구, 전치사구 등) 형태로 발화한다. 셋째, 문장 형

태로 발화하나 문장에 오류가 있다. 넷째, 정확한 문장을 구사한다. 한편

으로 학습자의 발화 행동에 따른 인공지능 스피커의 반응을 4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 무반응이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호출어(Wake-up

word)를 입력해야 반응을 한다. 사용자가 호출어를 입력하지 않으면, 인

공지능 스피커는 반응하지 않는다. 둘째, 인공지능 스피커는 사용자의 발

화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해당 언어를 사

용하는 국가의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한국인 사용자에게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 이때 중국어권 인공지능 스피커는 ‘我听知难，你吃饭了吗?(알
아듣기 어렵습니다. 식사 하셨습니까?)’ 등의 반응을 보인다. 즉, 인공지

능 스피커가 사용자의 발화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인공지능 스

피커는 발화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언급한 후, 사용자에게 추가 질문을

하여 대화를 이어간다. 셋째, 인공지능 스피커는 사용자의 발화를 잘 못

인식한 경우에는 잘 못 인식한 발화 데이터에 대한 알고리즘에 따른 반

응을 보인다. 넷째, 사용자의 발화를 정확히 인식하였을 때는 발화에 대

한 적합한 반응을 제공한다. 물론 학습자가 미완성된 발화,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발화를 하였을 때 인공지능이 우연히 학습자의 의도에 적합하

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제외하고자 한

다. [그림 Ⅳ-3]은 학습자와 인공지능 스피커의 상호작용 양상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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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학습자와 인공지능 스피커의 상호작용 양상

넷째, 이상의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교수자의 스캐폴딩 유형에 따라 전략을 도출하였다. 특히, 학습자와 인공

지능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성공적 결과를 이끌었던 교수자의 행동을 초

점을 두고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을 도출하였다.

나. 전문가 면담을 통한 스캐폴딩 전략 수정 및 보완

본 연구에서는 선행문헌 검토를 통한 이론적 탐색과 함께 인공지능 스

피커를 교육적으로 활용한 현장 경험이 있는 교수자와 연구자를 대상으

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면담 결과는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도출

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에 적용되었고, 현장의 실제적 측면이 보완되

었다. 전문가 면담은 실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교수자의 행동에 초점을 두었으며, 전문가 면담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실제적 교

수전략을 확인하였다.

1,5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전문가 A)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활용은 학습자의

영어에 대한 불안감을 낮춰주고 자신감을 향상 시킨다고 하였다. 특히,

소극적인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특수 학생들의 학습에

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영어 말하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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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 B는 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인공지능 스피커가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의 특

정 표현을 학습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하였다.

반면, 전문가 면담 과정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의 어려움

으로 선행문헌에서 한계로 제시하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원어민 수

준의 속도, 난이도, 기술적인 어려움 등을 확인하였다. 인공지능 스피커

를 활용한 수업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기술가정 교사 전문가 C는 인공

지능 스피커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만, 아직 학교 교육에서

사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교육 현장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교수자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Ⅳ-4>는 전문가 면담을 통해 도출한 주

요 내용이며, 이를 1차로 개발한 스캐폴딩 전략에 반영하였다.

구분 주요 내용

기술적

지원

Ÿ 주변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업 시작 전 학습자들에게

인공지능 스피커에 최대한 입을 가까이 대고 조용히 말하라

고 안내하고, 활동 전에 학습자들에게 시범을 보임

Ÿ 각각의 인공지능 스피커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스피

커 플라스틱 바구니를 준비하였고, 학습자들의 활동을 원활

하기 위해서 전원선을 대신 보조배터리를 사용함

Ÿ 여전히 우리나라에 와이파이(무선 인터넷)가 갖춰지지 않은

학교가 있어서 인터넷 환경을 확인해야 함

Ÿ 인공지능 스피커는 영어 교육용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제어하기 위해 개발되었기에, 하나의 계정으로는

동시접속이 불가능하며, 여러 개의 구글 계정이 필요함

교수자의

직접적인

지원

Ÿ 인공지능 스피커는 한국인 사용자의 발음을 알아 듣지 못하

는 경우가 많음. 이때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직접적으로 발

음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보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어떻게

인식했는지 기록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함

<표 Ⅳ-4> 전문가 면담을 통해 확인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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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Ÿ 인공지능 스피커가 원어민 수준의 난이도 높은 대답을 할

경우에는 교수자가 도움을 제공해야 함

사전 준비

Ÿ 인공지능과 학습자의 상호작용에서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함.

(첫째, 인공지능 스피커가 나의 말을 알아 듣지 못하는 경

우. 둘째,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의 말을 알아 듣지 못하

는 경우. 셋째,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무슨 말을 해

야 할지 모르는 경우) 따라서 교수자는 수업을 위한 활동지

를 개발해야 함

Ÿ 인공지능 스피커는 사용자의 발화에 대해 다양한 답변이 가

능하므로, 교수자는 사전에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예상 질

문과 이에 대한 예상 답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Ÿ 인공지능 스피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영어 수준

별 활동 과제를 제공해야 함

수업 전략

Ÿ 학습자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전 학습 활동으로 연습

기회 제공이 필요함

Ÿ 수업 시작 전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위하여 학습자에게 인

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효과성을 충분히 안내

할 필요가 있음

Ÿ 인공지능 스피커는 사용자의 요청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목

적이므로 학습자에게 명령문, 요청문, 제안문 등의 표현을

사전에 가르칠 필요가 있음

Ÿ 인공지능 스피커는 발음 학습에 효과적이므로, “Repeat

after me, Apple”이라고 하여 인공지능이 직접 발음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음

Ÿ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제

공하는 다양한 오락 서비스(숫자 빙고 게임, 알파벳 빙고

게임, 가위바위보 게임 등)를 활용하면 효과적임

Ÿ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영어 학

습에 최적화된 구글홈 액션(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영어

말하기 연습을 진행하면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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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B는 수업을 진행할 때 초반에는 학습자의 반응이 없거나 단어

만 언급하는 등 미완성으로 발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며, 학습자

들이 무반응, 미완성의 발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수자는 학습자

에게 사전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습자들의 행동

에 따라 교수자가 다양한 오류 수정의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에 동의하였다. 한편으로 전문가 면담을 통해 확인된 의견 중 기술적인

문제가 가장 많았다. 전문가 A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을 진

행하는 데 있어 기술적인 문제가 가장 많으며, 학생들은 학습에만 집중

할 수 있게 교사가 사전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교사

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

커를 활용해 영어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

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 스캐폴딩 전략 초안 개발

본 연구에서는 선행문헌 검토와 전문가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

를 활용한 언어교육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의 초안을 개발하였다.

언어교육에서 학습자와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 중에 장애가 발생하

면, 교수자는 학습자의 성공적인 발화를 돕기 위한 촉진자로서 학습자의

반응에 따라 발화 유도, 발화 내용의 오류 수정, 성공적 발화의 지속 및

확장을 위한 스캐폴딩을 제공해야 한다. [그림 IV-4]는 학습자와 인공지

능 스피커의 상호작용 양상과 이에 따른 교수자의 역할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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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학습자와 인공지능 스피커의 상호작용 양상에 따른

교수자의 역할

1차 개발한 전략에서는 교수자의 반응 행동을 발화 유도, 오류 수정,

지속 및 확장으로 구분하였으며, 교수자의 반응 행동 유형에 따른 스캐

폴딩 전략을 인지적 스캐폴딩 전략, 정의적 스캐폴딩 전략, 기술적 스캐

폴딩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Ⅳ-5]는 교수자의 반응 행동 유형에

따른 스캐폴딩 전략을 보여준다.

[그림 Ⅳ-5]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구분

첫째, 1차로 개발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교육에서 학습자의

발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은 인지적, 정의적, 기술적

스캐폴딩 전략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구체적인 스캐폴딩 전략의 내용

은 <표 Ⅳ-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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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스캐폴딩 전략 참고문헌

인

지

적

스

캐

폴

딩

1.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인

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활동을 설계하라.

김혜영 외

(2019),

한동근

(2019)

1-1. 지나치게 개방된 말하기 활동보다는 목적성이 구체적으

로 부여된 과제를 설계하라.

1-2.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로 구분하여 목표 언어 능력 수준

에 따라 인공지능 스피커 활동을 제시하라.

1) 초급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명령, 요청 등의 기능을 활용

한 활동을 설계한다.

2) 중급자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한다.

3) 상급자의 경우에는 뉴스, 라디오, 팟케스트 등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이 요구되는 활동을 설계한다.

1-3. 학습자에게 목표를 제시하여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학습의 방향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라.

1-4. 교수자는 활동에 대한 예상 질문과 이에 대한 인공지능

스피커의 예상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라.

2. 학습자가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에서 발화 상의 어려움

을 겪고 있을 때 교수자는 시범을 보여 완성된 발화를 제

공하고, 학습자가 교수자를 모델링하게 하라.

서영진

(2018),

진제희

(2002),

한정림 외

(2019),

한혜주,

정혜영

(2013),

Wood

et al.

(1976)

2-1. 새롭게 학습한 어휘, 표현,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해

당 어휘, 표현, 문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예시를 제공하라.

2-2. 교수자가 직접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 시범을 보이고,

학습자가 교수자를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라.

<표 Ⅳ-5> 학습자의 발화 유도를 위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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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스캐폴딩 전략 참고문헌

3. 학습자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발화 완성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라. 서영진

(2018),

진제희

(2002),

한혜주,

정혜영

(2013),

Roberts

& Langer

(1991)

3-1. 학습자가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의도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어휘, 표현의 활용을 위한 문법, 표현

등 다양한 언어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발

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라.

3-2. 학습자가 직면한 발화 요구 상황의 앞뒤 맥락을 짚어

주기, 발화를 구성하기 위한 배경지식이나 선행 경험을 떠

올려 주거나, 요구된 발화가 있을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대

해 설명해주기 등의 다양한 상황 맥락적인 단서를 제공하

여 학습자가 자신의 발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라.

4. 학습자의 언어적 수준에 적합한 수준 또는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발화를 구성하라. 서영진

(2018),

한정림 외

(2019),

Long

(1983)

4-1. 학습자가 교수자가 제시한 과제를 이해하지 못한 경

우에 천천히 재진술하거나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라.

4-2.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수준의 동의어나 유의어, 혹은

유사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쉬운 구조의 문장으로 과제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

정

의

적

스

캐

폴

딩

1. 학습자들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

도록 인공지능 스피커의 의인화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하라.

서정은

(2017),

홍은지,

조광수,

최준호

(2017),

안정은,

전영국

(2018)

1-1. 인공지능 스피커에 눈, 코, 입 스티커를 붙이거나 옷을

입혀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하라.

1-2. 인공지능 스피커에 학습자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캐릭터로 형상화하거나, 실제 인공지능 스피커의 캐릭터를

소개하여 학습자들이 실제 해당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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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스캐폴딩 전략 참고문헌

(예를 들어, 중국 기업 샤오미는 실제 인공지능 스피커의 인

공지능 캐릭터가 존재한다. 인공지능의 이름은 小爱同学이
며, 성별은 여자이며 나이는 17살이다.)

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활동 전에 인공지능 스피커

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라. 박기오

(2020),

박슬기

(2013),

한혜주,

정혜영

(2013),

Wood

et al.

(1976)

2-1.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친숙한 상황을 제시하라.

(예를 들어,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재생하는 등의

일반적인 가정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는 상황을 제시

한다.)

2-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게임을 진행하라.

(예를 들어, 간단한 숫자 빙고, 알파벳 빙고를 진행한다. 이때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Give me random number

(숫자) to (숫자)”, “give me random letter”라고 요청한다.)

3.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활동에 앞서 목표 언어 사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스피커 사전학습 기

회를 제공하라.

한정림 외

(2019),

공윤지

(2020),

한동근

(2019)

3-1. 학습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사전학습(warm-up)을 설계

하여 진행하라. 이때, 학습자의 관심과 주의를 끌 수 있는 간

단한 주제 등을 대화 주제로 선정하라.

(예를 들어, 인공지능 스피커를 처음 처음 만났을 때 할 수 있

는 과제를 수행한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이름, 나이 등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한다.)

3-2. 사전학습에서 단어, 문장, 다이얼로그 순으로 설계하여

학습자가 점진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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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스캐폴딩 전략 참고문헌

4.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격

려하라.
서영진

(2018),

서정은

(2017),

한정림 외

(2019)

4-1. 학습자가 스스로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할 수 있

도록 기다린다.

4-2.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않을

지라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기

술

적

스

캐

폴

딩

5.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인공

지능 스피커를 소개하라.

공윤지

(2020),

현주은,

임희주

(2019)

5-1. 인공지능 기술 중 인공지능 스피커의 원리를 소개하라.

1) 전통적으로 컴퓨터의 조작은 CLI(Command Line

Interface) 방식으로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하거나

GUI(Graphic User Interface) 방식으로 마우스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메뉴를 선택하여 수행해 왔다. 이는 컴퓨터 중심의

대화 방식이다. 근래에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위한

NUI(Natural User Interface)와 음성인식기술을 기반으로 한

VUI(Voice User Interface)라고 표현되는 대화형 방식이 대

두되었다.

2) 음성인식 기술이란 소리 센서를 통해 얻은 사람의 목소리

가 가진 음향학적 신호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디지털 신

호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음성에서 얻은 디지털 신호는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

로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처리하며,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음성합술 기술을 통해 반응한다.

5-2.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의 장점을 안내하라.

1) 인공지능 스피커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특별한 지식이 없

어도 음성으로만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또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음성명령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필요한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다.

2) 인공지능 스피커는 원어민 선생님 역할을 수행하며,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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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스캐폴딩 전략 참고문헌

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기존의 수업에서 학습자의 정의적 측

면에서 정서적 장벽을 낮춰 외국어 학습 불안이 감소하였으

며, 그로 인해 의사소통 의지가 향상되었고 결과적으로 의사

소통 능력이 향상하는데 기여한다.

3) 사용자가 기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높은 사용자 맞춤 서비

스 기능을 제공하고,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인공지능이 축적

된 데이터를 학습하여 기능이 더 개선된다.

5-3. 언어 학습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제시하라.

1) 인공지능 스피커는 영어 교육을 위한 기능으로 영어 책을

읽어주는 기능, 목적형 영어 학습, 비목적형인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제공한다(김인석 외, 2019).

2) 그중 인공지능과의 대화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네 가지 학습 과업 유형이 가능하다. 잡담 나누기(Exchanging

small talk)부터 수행 지시하기(Commanding Performance),

정보 요청하기(Asking for information) 더 나아가 문제 해결

하기(Problem solving) 까지 가능하다(Kim, 2017).

3) 말하기·듣기 학습 외에도 인공지능은 읽기·쓰기에도 효과적

임을 강조한다(박찬 외, 2020; Kim, 2017). 예를 들어, 구글 사

에서 제공하는 구글 렌즈(Google Lens) 등을 활용할 수 있다.

6.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하라.
공윤지

(2020),

김혜영 외

(2019),

박기오

(2020),

정세웅

(2013),

한동근

(2019)

6-1.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능적 지식을 안내하라.

1) 인공지능 스피커의 주요 기능은 인사와 간단한 사교 대화

교환, 지시에 대한 수행(스마트 홈 제어 포함), 정보의 제공이

다(김혜영 외, 2019). 대표적으로, 샤오미 인공지능 스피커 小

爱同学는 생활 관련한 기능과 함께 오락, 교육 기능을 제공한
다. 오락 기능으로 성어 끝말잇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교

육 관련하여 고사성어 이야기, 중국 고전시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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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 스피커를 다양한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

어, 구글 어시스턴트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 언어를 선택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 중 미국식, 호주식, 캐나다식,

인도식 억양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10가지 색(Red,

Orange, Amber 등)의 목소리를 제공한다.

6-2.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을 위한 절차적 지식을 안내하라.

* 구글 홈 미니

1) 인공지능 스피커 전원 연결 -> 2) 호출어(Wake-up) ->

3) 빛이 4개 모두 들어올 때 대화를 시작 -> 4) 사용자의 발

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이 작업 중일 때 빛이 왔다 갔다 들어옴

-> 5) 인공지능이 반응할 때 4개의 불빛이 동시에 깜빡임 ->

6) 호출어를 입력하고 “Stop”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은 반응을

중단함 -> 7) 전원이 켜졌는데 마이크는 꺼져있는 경우 주황

색 빛 4개가 들어옴 -> 8) 전원 선을 위로 가게 두었을 때

왼쪽 가장자리를 두드리면 볼륨이 낮아지고 오른쪽 가장자리

를 두드리면 볼륨이 높아짐

6-3.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성화하기 위한 호출어(Wake-up)

를 안내하라.

1) 영어권 인공지능 스피커

회사명 Amazon Google Appele
제품명 Acho Google home Homepod

호출어 Alexa
Hey, Google

Okay, Google
Hey, Siri

2) 중국어권 인공지능 스피커

회사명 JD Alibaba Xiaomi

제품명 叮咚 天猫精灵 小爱同学
호출어 小燕 天猫精灵 小爱同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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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Baidu Tencent XimalayaFM

제품명 分身鱼 耳朵 小雅

호출어 小度 九四二零 小雅小雅

6-4.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기에 앞서 학습자에게 의문문,

명령문, 요청문을 집중적으로 연습시켜라.

*영어권 인공지능 스피커

- Can you / Could you - ?

- Will you / Would you - ?

- I want you to / I would like to you to - .

예) Can you play <CNN News>?

6-5.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는 필수 표현

을 설명하라.

*영어권 인공지능 스피커

- Turn it up / turn it down.

- Stop

- repeat after me.

- define (단어)

- How do you spell (단어)? / spell (단어)

- How to pronounce (알파벳)? pronounce (알파벳)

- How do you say (단어/문장) in Korean? / translate (단

어) into (언어)

- Repeat slowly.

- Define (단어), Synonyms for (단어), Antonyms for (단

어).

7.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여 목표

언어를 학습하는데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라.

김혜영 외

(2019)

박기오

(2020),7-1. 교육 현장의 무선 인터넷(와이파이) 여부를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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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은 인지적, 정의적, 기술적

스캐폴딩 전략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구체적인 스캐폴딩 전략의 내용

은 <표 Ⅳ-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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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각각의 인공지능 스피커에 번호를 붙이고, 필요에 따라

교수자는 사전에 각각의 인공지능 스피커 계정을 만들어라.

(예를 들어, 구글 홈의 경우에는 1개의 계정으로 모든 기기를

로그인하게 되면 동시 접속이 불가능하다. 교수자는 구글 계

정을 인공지능 스피커 개수별로 만들어 인공지능 스피커에

연결한다.)

정세웅

(2013),

Rasku-

Puttonen

et al.

(2002)

7-3. 인공지능 스피커 전원 연결을 위하여 전기선을 이용하

는 것은 학습자의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기에, 보조배터리를

준비하여 전원을 연결하라.

7-4. 국외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 각 국가에 적합한 변환기

를 준비하라.

7-5. 인공지능 스피커를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함

께 준비하여 바구니의 틈을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의 전원을

연결하라.

7-6. 학습자의 목표 언어 사용 기회를 위하여 가능한 최소 인

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스피커를 제공하라.

1) 목표 언어 연습 형태의 활동일 경우 기기 1대당 학생 1명

2) 과업을 수행하는 활동일 경우 기기 1대당 학생 2인 3) 수

행 과업이 비교적 어려울 경우 학생 4명이 기기 1대를 사용하

여 과업을 해결 4) 교수자가 시연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기기

1대를 갖고 수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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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

적

스

캐

폴

딩

1. 인공지능 스피커의 질문에 대한 잘못된 응답을 보일 때

이해도를 점검하라.

한동근

(2019),

한혜주,

정혜영

(2013),

Lynch

(1996)

1-1. 교수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며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라.

2. 학습자의 발화에 대한 의미 및 의도를 확인하라.
서영진

(2018),

진제희

(2002),

한혜주,

정혜영

(2013),

Lynch

(1996)

2-1.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화를 의문조로 반복하여 의도를

확인하라.

2-2. 교수자가 이해한 선에서 학습자의 발화를 의역하여 확

인하라.

3. 학습자의 발화가 모호할 경우 학습자에게 자신의 발화

를 보다 명료하게 표현하도록 요구하라.

서영진

(2018),

진제희

(2002),

Lynch

(1996)

3-1. 인공지능 스피커가 교수자의 발화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하여 명료하게 하도록 하라. 특히, 발음의 경

우 명료하게 발음하도록 하라.

3-2. 학습자의 발화가 모호할 경우에는 교수자는 “뭐라고 했

죠?”, “다시 한번 말해 줄래요?” 등으로 교수자의 명료화를

유도하라.

<표 Ⅳ-6> 학습자의 오류 수정을 위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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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자의 발화 오류를 명시적으로 수정하라.
서영진

(2018),

이세민,

김정렬

(2017),

한혜주,

정혜영

(2013),

Wood

et al.

(1976),

Long

(1983),

Ellis

(2009),

Roberts

& Langer

(1991),

Lynch

(1996)

4-1. 학습자의 발화에서 오류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해당 부분을 올바르게 수정

하라.

4-2. 학습자가 오류를 수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어휘

나 문법을 설명하라.

4-3. 교수자는 오류가 포함된 학습자의 발화의 일부 또는 전

체를 수정하여 제시하라.

4-4. 학습자의 발화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완성하여 제시하라

5. 학습자가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암시적으로

수정을 지원하라.

서영진

(2018),

진제희

(2002),

정미혜,

박동호

(2009),

Ellis

(2009),

5-1. 학습자가 스스로 본인의 발화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

식할 수 있도록 하라.

1) 학습자의 발화를 반복하여 억양에 변화를 주거나 강세를

사용하거나 의심을 갖는 듯한 어조를 반복하라.

2) 명료화를 요청하여 발화상에 발화에 오류가 있음을 알려

라. 예를 들어,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발화를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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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명료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다.

3) 행동이나 표정 등 비언어적 신호로 학습자의 발화에 오류

가 있음을 알려라. Roberts

& Langer

(1991),

Lynch

(1996)

5-2. 학습자가 스스로 발화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

하라.

1) 학습자의 발화 중 오류가 있기 전의 발화를 반복하며 이후

발화를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2)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발화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라.

6. 학습자가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면 반복하게 하라.
서정은

(2017),

한혜주,

정혜영

(2013),

Lynch

(1996)

6-1. 학습자의 오류를 수정하면 정확한 문장을 반복하여 따

라 하게 하여 정확한 문장을 인지시킨 후에 다음 과제로 진행

하라.

7. 학습자가 인공지능이 인식하지 못하는 습관적인 잘못된

발음하는 부분을 수정하여 오류를 제거하라.
김인석 외

(2019),

김혜영 외

(2019),

박기오

(2020),

한동근

(2019)

7-1. 교수자는 사전에 인공지능 스피커의 정확한 인식을 위

해 필수 발음 연습 기회를 제공하라.

(예를 들어, 영어권 인공지능 스피커는 한국인 학습자의 발음

중 발음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f]와 [p]이다.

다음은 [f]와[p]의 발음 교정방법이다.

[f]발음 : 한국인들은 [f]를 [p]와 많이 혼동합니다.[f]발음은

윗니를 아랫입술 뒤 쪽에 살짝 깨물었다가 치아 사이로 ‘후’

하고 바람 빠져 나가는 소리를 만들면 됩니다.‘ph’역시 [f]로

발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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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발음 : [p]발음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았다가 떨어져

나깔 때 나는 소리입니다. 우리말의 ‘ㅍ’와 유사하지만, 사실

은 조금 더 강하게 입술을 모았다가 ‘퐉’터트리면 더 정확하

게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7-2.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음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기록을 보여주어 학생의 오류를 수정하도록 하라.

(구글 홈의 경우에는 활동 관리 manage activity에 들어가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식했는지 모두 텍스트 형태로 저장된

다. 교수자는 이를 확인하여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 수업 이후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7-3. 인공지능 스피커는 사용자의 정확한 발음을 인식하므로,

학습자가 발화한 단어나 문장을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따라

하게 하여, 발음이 정확한지 실시간으로 평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라.

(아마존 에코 “Simon says” / 구글홈 “Repeat after me”)

8.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인공지능 스피커에

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라.

Kim

(2017),

김혜영 외

(2019)

8-1. 과제 해결을 위해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 스피커

에 정보를 요청하라.

(예를 들어, 가고 싶은 나라를 소개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학

습자는 자신이 선정한 나라에 대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8-2. 과제 해결 시 어려운 어휘나 표현은 인공지능 스피커에

게 물어보도록 하라.

(예를 들어, 과제에 학습자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경우에 인

공지능 스피커에게 “What is the meaning of ‘단어’?”라고 물

어보며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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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스캐폴딩 전략 참고문헌

정

의

적

스

캐

폴

딩

1.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중에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 요청 시 즉각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라. 한혜주,

정혜영

(2013)1-1. 학습자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지만, 스스로 과제

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점차 줄여라.

2.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 상에 장애가 발생할 시에

학습자를 격려하라.

서영진

(2018),

서정은

(2017)

김혜영 외

(2019),

Wood

et al.

(1976)

2-1. 오류가 발생하여도 긍정적인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라.

2-2. 학습자의 발화 상에 오류로 인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라.

2-3. 인공지능 스피커가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할 때까지 발

화를 수정하여 시도하도록 격려하라.

2-4 인공지능 스피커가 한국인 사용자의 발음을 잘 못 인식

하는 경우에는 학습자가 발화가 반복하도록 격려하라.

2-5. 인공지능 스피커가 원어민 역할을 하므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임을 설명하라.

2-6. 인공지능 스피커의 부정적 피드백이 학습에 긍정적 영

향을 제공함을 설명하라.

3. 협력 학습을 유도하여 학습자와 인공지능 스피커의 상

호작용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하라.

김재상

(2017)

3-1. 동료 학습자가 학습자와 인공지능 스피커의 상호작용

속에서 질문자라는 주체와 대답하는 객체의 생각과 감정을

갖게 하여 두 객체를 동시에 경험하게 하라.

1)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에 질문하는 상황에서는 학습자

로 동화되게 하라.

2) 기기의 대답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기기에 감정을 이입

하여 생각하고 느끼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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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스캐폴딩 전략 참고문헌

3-2. 협력 학습에서 특정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 해결 과정을 구성원들과 공유하여 말과 행동, 생각과 느낌

을 집단적 관찰에 의해 공유하라.

4. 학습자와 기기와 상호작용할 때 나타난 협업 학습 유형

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라.

L1 L2 지능 패턴 설명

질문성공 질문성공 감정적 인지
질문 성공에 대한

성취감을 서로 교감한다.

질문성공 질문실패 부분적 협력
성공한 학습자가 실패한

학습자를 돕는다.

질문실패 질문실패 협력적 경쟁
질문에 성공하려고

경쟁하며 재도전한다.

김재상

(2017),

서정은

(2017)

4-1. 학습자가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에서 실패했을 경우 성

공한 학습자가 실패한 학습자를 돕도록 하라.

4-2. 상호작용에 성공하기 위해 학습자 간 경쟁하도록 하라.

기

술

적

스

캐

폴

딩

1.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적 특징에 따른 상호작용 방법

을 설명하라.

한정림 외

(2019),

공윤지

(2020),

김혜영 외

(2019)

1-1.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하도록 하

라.

(예를 들면, 한국의 수도는 어디이고 공항은 어디에 있느냐라

고 묻는다면 인공지능은 해당 질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다.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해야 한다.)

1-2.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웹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명사를 사용하여 물어라.

(예를 들어, ‘Could you tell me how to cook Lasagna?’보다

는 ‘Could you tell me the recipe for Lasagna?’라고 하는 것

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인공지능 스퍼커가 학습자의 발화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학습 환경을 의심하라.

한정림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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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1차로 개발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학습을 위한 수업

에서 학습자의 지속적 발화와 확장을 위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은 인

지적, 정의적, 기술적 스캐폴딩 전략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구체적인

스캐폴딩 전략의 내용은 <표 Ⅳ-7>과 같다.

유

형
스캐폴딩 전략 참고문헌

1-1. 학습자가 최대한 가까이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발화하도록

하라.
공윤지

(2020)1-2. 인공지능 스피커는 외부 소음에 영향을 많이 받기에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 환경을 조성하라.

(예를 들면, 모둠 간 간격을 최대한 떨어지게 하도록 하라. )

유

형
스캐폴딩 전략 참고문헌

인

지

적

스

캐

폴

딩

1.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대화를 다시 확인해주

며 강화하라.

서영진

(2018),

한혜주,

정혜영

(2013),

Wood

et al.

(1976),

Roberts

& Langer

(1991),

Lynch

(1996)

1-1. 학습자의 성공적인 발화를 반복하여라.

1-2. 학습자의 발화를 교수자가 재구성하거나 요약하여 제

시하라.

1-3. 대화 내용 중 중요한 핵심을 강조하라.

<표 Ⅳ-7> 학습자의 발화 지속 및 확장을 위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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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스캐폴딩 전략 참고문헌

2. 교수자는 학습자의 성공적인 발화를 기반으로 인공지

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을 확대하라

서영진

(2018)

2-1. 학습자의 발화를 기반으로 한 단계 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발화를 유도하라.

1) 언어 형식 면에서 더 복잡한 형태를 띤 과제를 제시하라.

2) 유사한 어휘로 바꾸어 표현하라.

3) 유사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형을 제시하라.

2-2. 학습자의 발화에 의견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의 양 측면

에서 발화를 확대하라.

3.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에서 심화 과제를 제시하

라.

서영진

(2018)

3-1. 인공지능 스피커의 반응에 학습자가 추가적으로 대화

를 이어가도록 하라.

3-2. 언어 의사소통 능력이 비교적 높은 학습자를 위한 심화

과제를 교수자는 사전에 준비하여 추가로 제시하라.

4. 성공적인 발화가 다른 학습으로 전이되도록 도와라.

서영진

(2018),

박기오

(2020)

4-1.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대화를 스크립트로 제

공하여 성찰하도록 하라.

4-2.성공적으로 발화를 한 학생에게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될

명령어를 안내하라.

(예를 들어, 박기오(2020)는 구글 홈을 활용한 영어 활동이

빨리 끝난 학생들을 위한 명령어를 소개하고 있다. 대표적으

로, Okay Google, Motivate Me라고 하면 인공지능 스피커

는 영어 명언을 1개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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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스캐폴딩 전략 참고문헌

4-3.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다른 교과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라.

1)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수학과 융합 학습이 가능하

다. 사칙연산을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영어로 요청할 수 있

다. “Tell me (숫자) plus (숫자)”, “Tell me (숫자) minus

(숫자)” 등의 명령어를 활용하여 사칙연산 활동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길이, 온도, 무게의 단위 변환을 영어로 활동할 수

있다.

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음악과 융합 학습이 가능하

다. 학습자들은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악기 소리를 요청하여

해당 악기 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give me Trumpet

sound”, “What does a Trumpet sound like?”이라고 요청하

면, 인공지능 스피커는 해당 소리를 제공한다.

정

의

적

스

캐

폴

딩

1. 학습자의 발화가 상호작용에 있어 수용 가능함을 알려

라.

서영진

(2018)

1-1. 학습자의 발화가 적절했음을 알리며 학습자에게 안도

감과 자신감을 부여하라.

1-2. 더 나아가 학습자가 이어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

와 상호작용하도록 동기 및 의지를 제고하라.

2. 학습자와 인공지능 스피커의 성공적 상호작용에 칭찬

하라.
서영진

(2018),

한혜주,

정혜영

(2013)

2-1. 교수자가 기대했던 수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으로 만

족스러운 경우에는 학습자의 발화 상의 좋은 점, 잘한 점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라.

2-2. 우수 학생의 경우 인공지능 스피커와 나눈 대화 스크립

트를 TV 미러링을 통해 전체에 공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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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스캐폴딩 전략 참고문헌

기

술

적

스

캐

폴

딩

1. 추가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해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라.

박기오

(2020),

한동근

(2019)

1-1. 교실 외에 가정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일상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라.

1-2.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사용 가능한 언어 교육용 어플리

케이션을 소개하라.

(예를 들어, 구글 홈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어플

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구글 어시스턴트에 연결되어 있

는 어플리케이션을 소환‘Talk to 어플리케이션’ 하여 사용하

라. http://assistant.google.com/explore에 접속하면 음성 어

플리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다.)

1-3.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뉴스, 라디오, 팟캐스트, 오디

오 북 등의 언어학습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어떻게 접근하

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안내하라.

(예를 들어, CNN, BBC 등 세계 주요 뉴스의 최신 브리핑뿐

만 아니라 인기 라디오 쇼, 팟캐스트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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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검토를 통한 내적 타당화

본 연구에서는 Richey(2005)가 제시한 세 가지의 내적 타당화 방법 중

전문가 검토를 적용하였으며,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에 관련한

선행문헌 검토와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 면담을 통해 도출된 언어 교

육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에 대해 두 차

례의 전문가 타당화를 진행하였다.

가. 1차 전문가 검토

1차 전문가 검토는 교육공학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1차로 개발한 언

어교육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의 전반에

관한 타당성과 세부 전략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1) 스캐폴딩 전략 전반에 관한 타당성 검토 결과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전반에 관한 타당성 검토 문항은 타당성, 설

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다섯 가지 문항에 대

한 평가는 4점 척도(4점 : 매우 그렇다, 3점 : 그렇다, 2점 :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로 제시하였고, 응답 결과에 대한 평균(M), 표준편차

(SD), 내용타당도(CVI), 평가자 간 일치도(IRA)를 분석하였다. <표 Ⅳ

->는 스캐폴딩 전략 전반에 대한 1차 전문가 검토 결과이다.



- 95 -

영역

점수

평균

(M)

표준

편차

(SD)

내용

타당도

(CVI)

평가자

간

일치도

(IRA)
A B D E H I

타당성 4 4 3 4 2 3 3.3 0.82 0.83

(2/5 =)

0.4

설명력 4 4 3 4 2 2 3.2 0.98 0.67

유용성 4 4 3 3 3 3 3.3 0.52 1

보편성 3 4 3 4 3 3 3.3 0.52 1

이해도 4 4 3 3 2 3 3.2 0.75 0.83

<표 Ⅳ-8> 스캐폴딩 전략 전반에 대한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스캐폴딩 전략 전반에 대한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타당성 평균 3.3점,

설명력 3.2점, 유용성 3.3점, 보편성 3.3점, 이해도 3.2점으로 나타났다. 다

섯 가지의 항목 중 설명력(평균 3.2점)과 이해도(평균 3.2점) 항목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다. 두 가지 항목은 내용의 전달과 관련이 있으

며 스캐폴딩 전략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내용타당도

는 타당성 .83점, 설명력 .67점, 유용성 1점, 보편성 1점, 이해도 .83점으

로 나타났다. 타당성,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의 내용타당도 지수는 .80

이상으로 타당성이 확인되었고, 설명력은 .68점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2) 스캐폴딩 세부 전략의 타당성 검토 결과

언어교육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세부 전략

은 학습자와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수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교수자의 3가지 역할에 따른 31개의 스캐폴

딩 전략과 81개의 하위 지침으로 구성된다. 첫째, 학습자의 발화 유도를

위한 스캐폴딩 전략은 인지적 스캐폴딩 전략 4개에 따른 하위 지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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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의적 스캐폴딩 전략 4개에 따른 하위 지침 8개, 기술적 스캐폴딩

전략 3개에 따른 하위 지침 14개로 구성된다. 둘째, 학습자의 발화 오류

를 수정하기 위한 스캐폴딩 전략은 인지적 스캐폴딩 전략 8개에 따른 하

위 지침 17개, 정의적 스캐폴딩 전략 4개에 따른 하위 지침 11개, 기술적

스캐폴딩 전략 2개에 따른 하위 지침 4개로 구성된다. 셋째, 학습자의 발

화를 지속시키고 확대하기 위한 스캐폴딩 전략은 인지적 스캐폴딩 전략

4개에 따른 하위 지침 10개, 정의적 스캐폴딩 전략 3개에 따른 하위 지

침 4개, 기술적 스캐폴딩 전략 1개에 따른 하위 지침 3개로 구성된다.

스캐폴딩 세부 전략에 대한 타당성 검토 문항에 대한 평가는 4점 척도

(4점 : 매우 그렇다, 3점 : 그렇다, 2점 :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

다)로 제시하였으며,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M), 표준편차(SD), 내용

타당도(CVI), 평가자 간 일치도(IRA)를 분석하였다. <표 Ⅳ->는 1차 전

문가 검토를 통해 확인된 학습자의 발화 유도를 위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세부 전략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이다.

영역
평균

(M)

표준편차

(SD)

내용타당도

(CVI)

평가자 간

일치도

(IRA)

인지적

스캐폴딩

1 3.17 0.75 0.83

(7/14=)

0.5

1-1 3.17 0.75 0.83

1-2 3.5 0.55 1

1-3 3.17 0.75 0.83

1-4 2.83 0.98 0.83

2 3.5 0.55 1

2-1 3.33 0.82 0.83

2-2 3.5 0.84 0.83

3 3.5 0.55 1

3-1 3.5 0.55 1

<표 Ⅳ-9> 학습자 발화 유도를 위한 스캐폴딩 세부 전략에 대한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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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평균

(M)

표준편차

(SD)

내용타당도

(CVI)

평가자 간

일치도

(IRA)
3-2 3 1.1 0.5
4 3.5 0.55 1
4-1 3.5 0.55 1

4-2 3.33 0.82 0.83

정의적

스캐폴딩

1 3.33 0.52 1

(7/12=)

0.58

1-1 3.17 0.75 0.83
1-2 3 0.63 0.83
2 3.83 0.41 1
2-1 3.5 0.55 1
2-2 3.33 0.82 0.83
3 3 0.89 0.67
3-1 3.33 0.82 0.83
3-2 3 0.63 0.83
4 3.33 0.52 0.83
4-1 2.83 0.75 0.67
4-2 3 0.63 0.83

기술적

스캐폴딩

1 3.6 0.55 1

(8/17=)

0.47

1-1 3 0.63 0.83
1-2 3.33 0.82 0.83
1-3 3.33 0.82 0.83
2 4 0 1
2-1 3.5 0.84 0.83
2-2 3.67 0.52 1
2-3 3.67 0.52 1
2-4 3.5 0.55 1
2-5 3.5 0.55 1
3 3.5 0.84 0.83
3-1 3.33 0.82 0.83
3-2 3.5 0.55 1
3-3 3.67 0.52 1
3-4 3.33 0.82 0.83
3-5 2.83 0.75 0.67
3-6 3.5 0.84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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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은 1차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인된 학습자의 오류 수정을

위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세부 전략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이다.

영역
평균

(M)

표준편차

(SD)

내용타당도

(CVI)

평가자 간

일치도

(IRA)

인지적

스캐폴딩

1 3.33 0.52 1

(15/25=)

0.6

1-1 3.33 0.82 1

2 3.33 0.52 0.83

2-1 3.17 0.75 1

2-2 3.67 0.52 0.83

3 3 1.26 1

3-1 3.5 0.55 0.67

3-2 3.67 0.52 1

4 3.67 0.52 1

4-1 3.5 0.84 1

4-2 3.67 0.52 0.83

4-3 3 1.1 1

4-4 3.4 0.55 0.83

5 3.17 0.98 1

5-1 3.33 0.82 0.67

5-2 3.67 0.52 0.83

6 3.33 0.82 1

6-1 3.5 0.55 0.83

7 3 1.1 1

7-1 3.67 0.52 0.83

7-2 3.33 0.82 1

7-3 3.67 0.52 0.83

8 3.67 0.52 1

8-1 3.67 0.52 1

8-2 3.33 1.21 1

<표 Ⅳ-10> 학습자의 발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스캐폴딩 세부

전략에 대한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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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는 1차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인된 학습자의 발화 확대 및

지속을 위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세부 전략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이

다.

영역
평균

(M)

표준편차

(SD)

내용타당도

(CVI)

평가자 간

일치도

(IRA)

정의적

스캐폴딩

1 3.5 0.84 0.83

(8/15=)

0.53

1.1 3.5 0.55 0.83

2 3.17 0.98 1

2-1 3.33 0.82 0.67

2-2 3.33 0.52 0.83

2-3 3.33 0.82 1

2-4 3 0.63 0.83

2-5 2.67 1.03 0.83

2-6 3 0.63 0.67

3 3.17 0.75 0.83

3-1 3 0.63 0.83

3-2 3.5 0.55 0.83

4 3.67 0.52 1

4-1 2.83 0.75 1

4-2 3.67 0.52 0.67

기술적

스캐폴딩

1 3.5 0.55 1

(4/6=)

0.57

1-1 3.17 0.98 1

1-2 3 0.63 0.67

2 3.33 0.52 0.83

2-1 3.33 0.52 1

2-2 3.33 0.5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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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평균

(M)

표준편차

(SD)

내용타당도

(CVI)

평가자 간

일치도

(IRA)

인지적

스캐폴딩

1 3.5 0.55 1

(9/14=)

0.64

1-1 3.33 0.52 1
1-2 3.33 0.52 1
1-3 3.17 0.75 0.83
2 3.67 0.52 1
2-1 3.33 0.82 0.83
2-2 3.17 0.75 0.83
3 3.5 0.55 1
3-1 3.4 0.55 1
3-2 3.33 0.52 1
4 3.67 0.52 1
4-1 3.8 0.45 1
4-2 3 1.1 0.83
4-3 3 1.22 0.8

정의적

스캐폴딩

1 3.17 0.98 0.67

(3/6=)

0.5

1-1 3.17 0.98 0.67
1-2 3.33 0.82 0.83
2 3.5 0.55 1
2-1 3.33 0.52 1
2-2 3.33 0.52 1

기술적

스캐폴딩

1 3 1.1 0.83
(2/4=)

0.5

1-1 2.83 1.17 0.67
1-2 2.83 1.17 0.67
1-3 2.83 0.98 0.83

<표 Ⅳ-11> 학습자의 발화 확대 및 지속을 위한 스캐폴딩 세부 전략에

대한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3) 스캐폴딩 전략에 관한 전문가 의견

1차로 개발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교육에서 교수자의 스캐

폴딩 전략의 타당성 검토 문항에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표 Ⅳ-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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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폴딩 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전략의 중복성

정리 및

전략 구분의

재설정

Ÿ 발화 유도, 오류 수정, 지속 및 확대로 구분하여 동일

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핵심적으로 종

합하여 나타낼 필요가 있음

Ÿ 발화의 전 과정에 공통 적용되는 전략과 특정 상황에

서 적용되는 특정 전략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Ÿ 발화 확대 및 지속을 위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은

발화 확대에 최적화된 느낌은 드나 전체적으로 해당

전략이 발화 확대에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통의 일반 전략으로 여겨짐

전략의

위계 수준

명확화 및

논리성 제고

Ÿ 상위전략 간의 수준 명확화 필요

Ÿ 상위전략과 하위 지침에서 동일한 표현 수정

Ÿ 상위전략과 하위 지침의 위계 명확화 필요

Ÿ 상위전략 당 하위 지침이 2개 이상이어야 함

Ÿ 상위 전략과 하위 지침의 연관이 없는 경우가 있음

Ÿ 발화 유도-정의적 스캐폴딩 전략 2-6 부정적 피드백

이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

로 맞지 않음

Ÿ 발화 유도-정의적 스캐폴딩 4-1 기다리는 것이 격려

하는 것인가 확인 필요

전략 내용의

구체화 및

명료화

Ÿ 모호한 스캐폴딩 전략에 대한 의미 명료화 필요

Ÿ 추상적인 스캐폴딩 전략에 대한 구체화 필요

Ÿ 발화 유도-인지적 스캐폴딩 전략 1 ‘수준’ 반복 사용

Ÿ ‘목표 언어’, ‘집단적 표현’ 등 어려운 용어 사용 자제

전략에 대한

예시 제시

Ÿ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시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Ÿ 하위 지침에서 ‘예시’를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음

Ÿ 발화 유도-기술적 스캐폴딩 1-3 학습자들에게 인공지

능 스피커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방법을 제시해야 할

필요는 없음

<표 Ⅳ-12> 1차 개발 스캐폴딩 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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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캐폴딩 전략의 수정․보완

본 연구에서 1차로 개발한 스캐폴딩 전략은 1차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네 가지 측면에서 수정 및 보안 되었다. 첫째, 스캐폴딩 전략의

내용 중복성을 정리하고 스캐폴딩 전략 구분을 재설정하였다. 1차 전략

개발에서는 발화 유도, 오류 수정, 확대 및 지속의 교수자 역할에 따라

각각 인지적, 정의적, 기술적 스캐폴딩 전략으로 구분하였지만, 2차 전략

개발에서는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을 인지적, 정의적, 기술적 스캐폴딩

으로 통합하였다. 둘째, 전략의 위계와 수준을 검토하여, 상위전략 간 수

준을 동일화하고, 상위전략과 하위 지침의 위계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전략의 논리성을 검토하였다. 셋째, 스캐폴딩 세부 전략의 내용과 용어가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경우, 표현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였다. 넷째, 스

캐폴딩 전략의 설명력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하위 지침에 대한 예시

및 해설을 보완하였다. <표 Ⅳ-13>는 1차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2차 개발 스캐폴딩 전략이다.

유

형
구분 스캐폴딩 전략

인

지

적

스

캐

폴

딩

1
교수자는 학습 내용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스

피커를 활용한 활동을 설계하라.

1-1
지나치게 개방된 말하기 활동보다는 목적성이 구체적으로 부여

된 과제를 설계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대화 유형은 ① 잡담 나누기(Exchanging

small talk), ② 수행 지시하기(Commanding Performance), ③

정보 요청하기(Asking for information), ④ 문제 해결하기

(Problem solving)로 분류할 수 있다.

1-2
학습자의 언어 능력 수준에 따라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로 구분하

여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 활동을 제시하라.

<표 Ⅳ-13> 2차 개발 스캐폴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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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구분 스캐폴딩 전략

예시 및

해설

초급자에게는 명령, 요청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활용한 활동을 설

계한다. 중급자에게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한다. 상급자에게는 뉴스, 라디오 등을 활용한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이 요구되는 활동을 설계한다.

2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에서 발화 상의 어려움

을 겪고 있을 때, 교수자는 정확한 발음과 완성된 발화를 제공

하는 시범을 보여, 학습자가 교수자의 발음과 발화를 모델링 하

도록 하라.

2-1
새롭게 학습한 어휘, 표현,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예

시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How can I say (단어) in Korean? 이라는 표

현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당 표현을 사용하여 How can I say hello

in Korean?, How can I say thank you in Korean? 등 다양한 예

시를 제공한다.

2-2
교수자가 직접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 시범을 보이고, 학습자가 교

수자를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외국에서 만든 인공지능 스피커는 자국민을 위한 제품이어서 한국

인 학습자의 발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교수

자는 정확한 발음을 시범을 보여 학습자가 교수자를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

을 때 발화 완성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라.

3-1

학습자가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휘, 문

법, 표현 등 다양한 언어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자

신의 발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의 발화를 제공하는 시범보다는 달리 다양한

단서를 제공하면서 학습자 스스로 발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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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Ok, google. Rabbit.”이라고 하면, 인공

지능 스피커는 학습자가 어떠한 정보를 원하는지 알 수 없다. 이때

교수자는 “단어만 이야기하면, 인공지능 스피커가 잘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토끼는 어떤 소리를 내나요? 토끼가 한국어로 무엇인가

요?라고 물어봐줘야 인공지능 스피커도 이해할 수 있어요”라고 한

다.

3-2
다양한 상황 맥락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발

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가 직면한 발화 요구 상황의 앞뒤 맥락 짚어주기, 발

화를 구성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나 선행 경험을 떠올려 주

기, 요구된 발화가 있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설명해 주기

등 다양한 상황 맥락적 단서를 제공한다.

4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 하는 학습자의 이해

수준을 점검하고 발화의 의미를 확인하라.

4-1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화를 정확히 이해했는

지 적극적으로 질문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가 뭐라고 말 했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등의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점검한다.

4-2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에 발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

교수자는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재진술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는 원어민 수준의 언어 능력을 구사한다. 학습자의

근접 발달 영역 이상으로 발화를 하여 학습자들의 언어 수준에 적

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교사는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수준의 동

의어나 유의어, 혹은 유사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쉬운 구조의 문

장을 제공한다.

4-3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화 의도를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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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습자 발화를

의문조의 억양으로 반복하거나, 교수자가 이해한 만큼 의역해서 확

인한다.

4-4
학습자의 발음이 모호할 경우 학습자에게 다시 한번 발음을 보

다 명료하게 표현하도록 요구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화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음

을 언급하여, 발음을 명료하게 하도록 한다.

4-5 학습자의 발화가 모호할 경우에는 명료화를 유도하라.

예시 및

해설

명료화는 학습자 발화가 모호할 경우 학습자에게 발화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예?”, “뭐라고 했죠?”,

“무슨 뜻이죠?”, “다시 한 번 말해 줄래요?” 등의 질문을 통해

명료화를 유도한다.

5
학습자가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암시적으로 수정

을 지원하라.

5-1
학습자가 스스로 본인의 발화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비언어적 신호를 보내라.

예시 및

해설

첫째, 학습자의 발화 억양에 변화를 주거나, 강세를 사용하여

문제가 있다는 어조를 반복한다. 둘째, 명료화를 요청하여 발화

에 오류가 있음을 알린다. 예를 들어,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

커가 발화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명료하게 이야

기해 보세요”라고 한다. 셋째, 행동이나 표정 등 비언어적 신호

로 학습자의 발화에 오류가 있음을 알린다.

5-2 학습자가 스스로 발화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의 발화 문장에서 불완전한 내용을 반복하며 학습자 스

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 학습자 발화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오류 전까지의 발화 내용을 반복하며, 오류가 있는 내용

을 수정해서 말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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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습자의 발화 오류를 명시적으로 수정하라.

6-1
학습자의 발화에서 오류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해당 부분을 올바르게 수정하라.

예시 및

해설

영어권 인공지능 스피커는 한국인 학습자의 발음 중 발음 교정

을 필요로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f] 와 [p]이다.

6-2 학습자가 오류를 수정하는 필요한 어휘나 문법을 설명하라.

예시 및

해설

예를 들어, 학습자가 ‘학습하다’를 ‘let’s teach‘라고 표현하면, 교

수자는 teach의 행위 주체자는 사람은 선생님이고, learn의 행

위 주체자는 학생임을 메타언어적으로 설명한다.

6-3
교수자는 오류가 포함된 학습자 발화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정

하여 제시하고 따라 말하게 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화의 오류 일부 또는 전체를 수정하여 말

해준다. 교수자가 학습자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오류 부분을

바로 잡는 것으로, 교수자가 학습자의 의도를 이해했다는 것을

전달하며 의도하는 올바른 언어적 형태를 알려준다.

7 인공지능 스피커가 직접 스캐폴딩 하도록 유도하라.

7-1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음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기록을

확인하여 오류를 수정하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홈은 활동 관리(manage activity)에 들어

가면 학습자 발화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텍스트 형태로 저장되

어 있다. 학습자가 이를 확인하여 자신의 발음 또는 발화를 수

정하도록 한다.

7-2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학습자가 발화한 단어나 문장을 따라 하

게 하여, 학습자 발음의 정확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피드백

을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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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및

해설

아마존 에코는 “Simon says”, 구글홈은 “Repeat after me”라고

하면, 학습자의 발화를 따라 한다. 샤오미 인공지능 스피커는

“你跟我一样说一下”라고 하면 학습자의 발화를 따라 한다.

7-2
인공지능 스피커의 부정적 피드백을 긍정적 피드백으로 바꾸는

목표를 제시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는 학습자의 발화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I

can’t understand 등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부정적 피

드백을 받은 학습자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받는 것을 목표로 제

시한다.

8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라.

8-1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 중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정보를 요청하라.

예시 및

해설

예를 들어, 가고 싶은 나라를 소개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학습

자는 자신이 선정한 나라에 대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8-2 어려운 어휘나 표현은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예를 들어, 과제 내용 중 학습자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인공

지능 스피커에게 “What is the meaning of (단어)?”라고 물어

볼 수 있다.

9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대화를 다시 확인해주며 강

화하라.

9-1 학습자의 성공적인 발화는 반복 기회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가 성공적인 발화를 반복하면서 정확한 언어 형태를 습

득할 수 있게 한다.

9-2 학습자의 발화를 재구성하거나 요약하여 제시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화를 교수자의 언어로 재구성하거나 요약

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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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대화 내용 중 핵심을 강조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중 핵심 어휘, 표현 등을 강조한다.

10
교수자는 학습자의 성공적인 발화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스

피커와의 상호작용을 확대하라

10-1 학습자의 발화를 기반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발화를 유도하라.

예시 및

해설

첫 번째, 언어 형식 면에서 더 복잡한 형태를 띤 과제를 제시한

다. 두 번째, 유사한 어휘로 바꾸어 표현한다. 세 번째, 유사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형을 제시한다.

10-2
학습자의 발화에 의견을 추가하는 등 내용의 양적 측면에서 발

화를 확대하라.

예시 및

해설

적절한 수식어를 포함하여 문장을 늘려보게 하거나, 부연설명,

대안적 의견 제시, 이유나 근거 제시 등 추가적인 발화를 유도

하거나,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를 이어가도록 한다.

11 성공적인 발화가 다른 학습으로 전이되도록 도와라.

11-1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대화 내용을 스크립트로 제공하여 성찰하

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한 대화를 성찰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하면

서 잘한 점, 잘못한 점, 개선해야 할 점 등을 돌아볼 수 있는 성

찰 활동 일지를 제공한다.

11-2
성공적으로 활동을 수행한 학생에게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될 명

령어를 안내하라.

예시 및

해설

예를 들어, “Okay Google, Motivate Me!” 라고 하면 인공지능

스피커는 영어 명언을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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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성공적으로 활동을 수행한 학습자를 위한 심화 과제를 준비하

여 제시하라.

예시 및

해설

예를 들어, CNN, BBC 등 세계 주요 뉴스의 최신 브리핑, 인기

라디오 쇼, 팟캐스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1-4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다른 교과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안내하라.

예시 및

해설

1)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수학과 융합 학습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사칙연산을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영어로 요청할 수

있다. “Tell me (숫자) plus (숫자)”, “Tell me (숫자) minus (숫

자)” 등의 명령어를 활용하여 사칙연산 활동을 수행한다.

2) 길이, 온도, 무게의 단위 변환 학습을 영어로 할 수 있다.

3)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음악과 융합 학습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학습자들은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악기 소리를 요청

하여 해당 악기 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Give me Trumpet

sound”, “What does a Trumpet sound like?”라고 요청하면, 인

공지능 스피커는 해당 소리를 제공한다.

정

의

적

스

캐

폴

딩

1

학습자들이 인공지능 스피커와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공지능 스피커의 의인화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하

라.

1-1 인공지능 스피커가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가 유치원, 저학년인 경우 인공지능 스피커에 눈, 코, 입

스티커를 붙이거나 옷을 입혀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한다.

1-2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공지

능을 캐릭터로 형상화하여 학습자가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는 상

황을 제시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라.

예시 및

해설

대표적으로 중국 기업 샤오미는 실제 인공지능의 캐릭터가 존

재한다. 인공지능 캐릭터의 이름은 小爱同学이며 성별은 여자이
고 나이는 17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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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자는 수업을 시작할 때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학

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라.

2-1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친숙한 상황을 제시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재생하는 등 일반적인 가정에

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는 친숙한 상황을 제시한다.

2-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

는 게임을 진행하라.

예시 및

해설

간단하 숫자 빙고, 알파벳 빙고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교수자

는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Give me random number 1 to 50”,

“give me random letter”라고 요청한다.

3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학습 활동에 앞서 학습자가 목표

언어 사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학습 기회

를 제공하라.

3-1

학습 활동 전에 사전학습(warm-up)을 설계하여 진행하라. 이

때, 학습자의 관심과 주의를 끌 수 있는 간단한 주제를 대화 주

제로 선정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를 처음 사용할 때 수행하는 학습지를 제공한

다. 일상적인 대화로 인사하기, 안부 묻기, 이름 묻기 등 인공지

능 스피커 정보를 탐색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3-2
사전학습을 단어, 문장, 다이얼로그 순으로 설계하여 학습자가

단계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사전학습에서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 단어(예: 날씨)를 사

용해서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하게 하고, 이후에 문장(예:

오늘 날씨는 어때?)을 사용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한다. 마지

막으로, 해당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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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 상에 장애가 발생할

시에 학습자를 격려하라.

4-1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긍

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않을지라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발화를 유도하고, 상호

작용 중 장애가 발생하여도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

공하여 학습자가 발화의 오류를 수정하도록 격려한다.

4-2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오류로 인한 좌절감을 느

끼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는 기기로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만 제공

하므로 한계가 있음을 전달하고, 인공지능 스피커가 외국어를

사용하는 원어민의 역할을 하므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과정이

고 부정적 피드백이 언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함을 설

명한다. 교수자는 “괜찮아요. 선생님 말도 못 알아 들을 때가 많아

요.”라고 할 수 있다.

4-3
인공지능 스피커가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발화 및 발음

상의 오류를 수정하여 시도하도록 격려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으로 한국인 사용자의 발음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설명하고, 인공지능 스피커가 적절한 반

응을 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반복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격려한

다.

5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중에 장애가 발생

할 때 교수자는 학습자에 따라 적응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라.

5-1
학습 과제가 난이도 높지 않고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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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및

해설

학습자가 고민하여 푼 문제가 기억에 오래 남듯이, 스스로 고민

하여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에서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학습자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이다.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5-2
학습자의 현재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교수자는

즉각적으로 학습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에서 스스로

오류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교수자는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점차 줄인다.

6
학습자가 동료 학습자와 인공지능 스피커의 상호작용에 감

정 이입할 수 있도록 하라.

6-1

학습자가 동료 학습자와 인공지능 스피커의 상호작용 속에서

질문자라는 주체와 대답하는 객체의 생각과 감정을 갖게 하여

두 객체를 동시에 경험하게 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가 동료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보며 질문하는 상황에서는

질문자에게 감정 이입하게 한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의 질문

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기기에 감정을 이입하여

답변을 예상하도록 한다.

6-2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 해결 과정 사례를 구

성원들과 공유하여 말과 행동, 생각과 느낌을 학습자들에게 공유하

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우수 학습자의 사례 영상을 보여주거나 인공지능 스

피커와의 대화 스크립트를 공유한다. 타 학습자의 사례를 통해

문제해결 과정을 모델링하여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7

동료 학습자와 협력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과제

를 수행할 때 나타난 모두 성공했을 때, 부분적으로 성공했

을 때, 모두 실패했을 때에 따라 학습자 간 협력하여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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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구분 스캐폴딩 전략

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라.

L1 L2 지능 패턴 설명

성공 성공 감정적 인지
질문 성공에 대한 성취감을

서로 교감한다.

성공 실패 부분적 협력
성공한 학습자가 실패한

학습자를 돕는다.

실패 실패 협력적 경쟁
질문에 성공하려고 경쟁하며

재도전한다.

7-1

협력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상호작용에서 모든 학습자가 상호

작용에 성공적인 경우 성공에 대한 성취감을 서로 교감하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들은 언어학습공동체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를 실

제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그 경험이 충분히 이루

어지면 다른 학습자와 의미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학습자

들은 언어 사용 경험으로 언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언어학

습공동체가 더욱 질 높은 언어 사용 경험을 하는 선 순환이 이

루어진다.

7-2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에서 실패했을 경우 성공한 학습자가 실

패한 학습자를 돕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언어 구사 능력이 또래 학습자들보다 더 높은 학습자나 과제를

성공한 학습자가 실패한 학습자를 도와주도록 하여 협력하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7-3
모든 학습자가 상호작용에 실패할 경우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여

동료 학습자 간 경쟁을 유도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게임, 보상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여

상호작용에 성공하기 위해 재도전하도록 하며 경쟁을 유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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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습자와 인공지능 스피커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에는 적극적

으로 칭찬하라.

8-1

학습자의 발화가 적절하였음을 칭찬하여 학습자에게 안도감과

자신감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 및 의지를 제고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을 나타

내기에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발화를 하였을 때는 적극적으로

칭찬하여 학습에 대한 안도감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

도록 한다. 이는 이후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학습 더 나아

가 실제 원어민과 대화 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

8-2

교수자가 기대했던 수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경우에는 학습자의 발화 상의 좋은 점, 잘한 점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의 발화에서 사용한 단어, 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한

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가 인공지능 스피커

에게 현재 시간을 물어보는 것인데, 더 나아가 미국, 중국, 일본

등의 현재 시간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교수자는 학습자

가 기대했던 수준 이상으로 과제를 수행하였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8-3
우수 사례의 경우 인공지능 스피커와 나눈 대화 스크립트를

TV 미러링을 통해 전체에 공유하라.

예시 및

해설

구글 홈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

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를 각 교실에서 학습자가 모두 볼 수

있도록 연결하여 대화 내용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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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적

스

캐

폴

딩

1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

스피커를 소개하라.

1-1 인공지능 스피커의 원리를 소개하라.

예시 및

해설

전통적으로 컴퓨터의 조작은 CLI(Command Line Interface) 방

식으로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하거나 GUI(Graphic User

Interface) 방식으로 마우스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메뉴를 선택

하여 수행해 왔다. 이는 컴퓨터 중심의 대화 방식이다. 근래에

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위한 NUI(Natural User Interface)

와 음성인식기술을 기반으로 한 VUI(Voice User Interface)라

고 표현되는 대화형 방식이 대두되었다. 음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인식 기술, 자연어처리 기술, 음성합성

기술을 포함한다. 음성인식 기술이란 소리 센서를 통해 얻은 사

람의 목소리가 가진 음향학적 신호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음성에서 얻은 디지

털 신호는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처리하며,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음성합술 기술을 통해

반응한다.

1-2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의 장점을 안내하라.

예시 및

해설

첫째, 인공지능 스피커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특별한 지식이 없

어도 음성으로만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또한, 손을 사용하지 않

고 음성명령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필요한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 스피커는 외국어 학습에서 원어

민 선생님 역할을 수행하며,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

서 학습자는 정의적 측면에서 정서적 장벽을 낮춰 외국어 학습

불안이 감소하였으며, 그로 인해 의사소통 의지가 향상되었고

결과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 셋째, 사용자가 기기

를 많이 사용할수록 더 나은 사용자 맞춤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

고,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인공지능이 축적된 데이터를 학습하

여 기능이 더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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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구분 스캐폴딩 전략

2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하라.

2-1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능적 지식을 안내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인사를 포함한 간단한 대화를 교환할 수 있

고, 명령에 대한 수행(스마트 홈 제어 포함) 및 정보를 제공해준

다. 그 외에도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오락 기능을 제공한

다. 대표적으로 중국 샤오미 인공지능 스피커 小爱同学는 오락
기능으로 성어 끝말잇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사용자 맞춤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

공한다. 대표적으로 구글 홈은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따라 미국식, 영국식,

캐나다식, 호주식, 인도식 억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10가

지 색의 목소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2-2 인공지능 스피커의 절차적 지식을 안내하라.

예시 및

해설

구금 홈의 경우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

다. 1) 전원 연결 2) 호출어(wake up word) 입력 3) 불빛이 4개

모두 들어오면 대화 시작 4) 사용자 발화에 응답을 제공하기 위

하여 인공지능이 처리 중일 때 빛이 깜빡임 5) 인공지능이 반응

할 때 4개의 불빛이 동시에 깜빡임 6) “Hey, Google. Stop /

Cancel / Pause”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반응을 중단함

2-3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성화하기 위한 호출어(wake-up)를 안내

하라.

예시 및

해설

1) 영어권 인공지능 스피커

회사명 Amazon Google Appele
제품명 Acho Google home Homepod

호출어 Alexa
Hey, Google

Okay, Google
Hey, S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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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구분 스캐폴딩 전략

2) 중국어권 인공지능 스피커

회사명 JD Alibaba Xiaomi

제품명 叮咚 天猫精灵 小爱同学
호출어 小燕 天猫精灵 小爱同学
회사명 Baidu Tencent XimalayaFM

제품명 分身鱼 耳朵 小雅

호출어 小度 九四二零 小雅小雅

2-4
인공지능 스피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의문

문, 명령문, 요청문을 집중적으로 연습시켜라.

예시 및

해설

영어권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 Can you / Could you, Will

you / Would you, I want you to / I would like to you to 등의

제안문, 요청문 표현을 연습 시킨다.

2-5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는 필수 표현을 설명

하라.

예시 및

해설

1) 음향 조절 : turn it up / Volume up, Turn it down / Volume

down

2) 재생, 정지, 일시정지, 재개 : Play / Listen to / Watch /

Read, Stop / Pause, Resume / Continue Playing

3) 반복 : Repeat / Repeat slowly

4) 발음 확인 : repeat after me

5) 철자 확인 : How do you spell (단어) ?

6) 발음 확인 : How to pronounce (알파벳) ?

7) 번역 : How do you say (단어/문장) in Korea? Translate

(단어) into Korea.

8) 단어 학습 : Define (단어), Synonyms for (단어), Antonyms

for (단어)

3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여 목표 언어

를 학습하는데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라.

3-1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을 위한 교실 내의 환경 조성을 위해 무선

인터넷(와이파이), 전원, 콘센트 등을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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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구분 스캐폴딩 전략

예시 및

해설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별로 무선인터넷 허용 규정이 다르고, 몇

몇 학교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막기 위해 교실 내

의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지 않는다.

3-2
각각의 인공지능 스피커에 번호를 붙이고, 교수자는 사전에 각

각의 인공지능 스피커 계정을 만들어라.

예시 및

해설

구글 홈의 경우 1개의 기기 당 1개의 계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수자는 사전에 구글 계정을 인공지능 스피커 개수 별로 만들

어 인공지능 스피커와 연결한다.

3-3
국외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 각 국가에 적합한 변환기를 준비

하라.

예시 및

해설

국외 인공지능 스피커는 해외 배송을 통해 주문이 가능하다. 이

때, 각 국가의 콘센트, 전압의 유형에 따라 변압기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 중국의 경우 120V를 사용하며, 한국의 경우 220V를

사용한다.

3-4
전원 연결을 위한 보조배터리와 인공지능 스피커를 담을 수 있

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준비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의 전원을 연결하기 위해서 전기선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학습자의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기에 보조배터리를

준비한다. 또한, 교실이라는 한 공간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인공

지능 스피커를 사용하므로, 주변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라

스틱 바구니를 준비한다. 틈이 있는 바구니를 준비하면 틈을 통

해 인공지능 스피커의 전원을 연결할 수 있다.

3-5
학습자의 목표 언어 사용 기회를 위하여 가능한 최소 인원이 사

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스피커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첫째, 목표 언어 연습 활동 시에는, 학생 1명당 기기 한 대를 제

공한다. 둘째, 과제 수행 활동 시에는 학생 2인당 기기 1대를 제

공한다. 셋째, 수행 과업이 비교적 어려울 경우에는 학생 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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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전문가 검토

2차 전문가 검토는 교육공학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2차로 개발한 스

캐폴딩 전략의 전반에 관한 타당성과 세부 전략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

였다. 스캐폴딩 전략의 전반에 관한 타당성 검토지는 1차 전문가 검토에

유

형
구분 스캐폴딩 전략

1대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교수자가

시연하는 경우, 기기 1대를 갖고 수업을 진행한다.

3-6
학습자가 최대한 가까이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발화하도록 하

며,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 환경을 조성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화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는 학습 환경을 의심해야 한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외부 소음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학습자가 자신의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최

대한 가까이 발화하도록 하고, 모둠 간 간격을 최대한 떨어지게

하여 인공지능 스피커의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

습 환경을 조성한다.

4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적 특징에 따른 상호작용 방법을 설명하라.

4-1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하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예를 들어, 한국의 수도는 어디이고 공항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인공지능은 해당 질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4-2 구체적인 명사를 사용하여 상호작용하라.

예시 및

해설

예를 들어, ‘Could you tell me how to cook Lasagna?’보다는

‘Could you tell me the recipe for Lasagna?’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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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한 내용과 동일한 것을 활용하였다.

1) 스캐폴딩 전략 전반에 관한 타당성 검토 결과

<표 Ⅳ-14>는 2차 전문가 검토를 통한 스캐폴딩 전략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이다.

영역

점수
평균

(M)

표준

편차

(SD)

내용

타당도

(CVI)

평가자

간

일치도

(IRA)
C F G H I

타당성 4 3 4 3 4 3.6 0.71 1

(4/5 =)

0.8

설명력 4 3 4 2 4 3.4 1.41 1

유용성 4 4 4 3 4 3.8 0.71 1

보편성 4 4 4 3 4 3.8 0.71 1

이해도 4 3 4 2 4 3.2 0.71 0.8

<표 Ⅳ-14> 스캐폴딩 전략 전반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성 검토 결과

2차로 개발한 스캐폴딩 전략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의 타당성

평균은 3.6점으로, 1차 전문가 검토 결과인 3.3점에서 0.3점 향상되었다.

설명력은 평균 3.4점으로, 1차 점수 3.2에서 0.4점 향상되었다. 유용성 평

균은 3.8점으로, 1차 점수 3.3에서 0.5점 향상되었다, 보편성 평균은 3.8점

으로, 1차 점수 3.3에서 0.5점 향상되었다. 이해도 평균은 3.2점으로 1차

검토 점수와 동일하여, 스캐폴딩 전략의 표현을 보다 쉽게 표현해야 한

다는 요구가 확인 되었다. 한편, 스캐폴딩 전략 전반에 대한 내용타당도

점수는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평성이 모두 1.00이었고, 이해도는 0.8

이었다. 내용타당도 지수는 .80 이상이면 타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섯 가지 항목은 모두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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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캐폴딩 세부 전략의 타당성 검토 결과

2차로 개발한 스캐폴딩 전략은 인지적 스캐폴딩 상위전략 11개에 따른

하위 지침 30개, 정의적 스캐폴딩 전략 8개에 따른 하위 지침 19개, 기술

적 스캐폴딩 상위전략 4개에 따른 하위 지침 15개, 총 23개의 상위전략

과 64개의 하위 지침으로 구성됐다. 스캐폴딩 세부 전략의 타당성 검토

를 위한 평가는 4점 척도(4점 : 매우 그렇다, 3점 : 그렇다, 2점 :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로 제시하였으며,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

(M), 표준편차(SD), 내용타당도(CVI)를 분석하였다. <표 Ⅳ-15>는 2차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인된 스캐폴딩 세부 전략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

과이다.

영역
평균

(M)

표준편차

(SD)

내용타당도

(CVI)

평가자 간

일치도

(IRA)

인지적

스캐폴딩

1 3.4 1.41 0.8

(28/41=)

0.68

1-1 3.6 0.71 1
1-2 3.4 1.41 0.8
2 4 0 1
2-1 3.6 0.71 1
2-2 4 0 1
3 4 0 1
3-1 4 0 1
3-2 3.6 0.71 1
4 3.8 0.71 1
4-1 3.8 0 1
4-2 4 0 1
4-3 3.4 1.41 0.8
4-4 3.6 1.41 0.8
4-5 3.4 0.71 1
5 3.75 0.71 1
5-1 3.2 1.41 0.6
5-2 3.4 1.41 0.8
6 3.6 0.71 1
6-1 3.8 0.71 1

<표 Ⅳ-15> 스캐폴딩 세부 전략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성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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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평균

(M)

표준편차

(SD)

내용타당도

(CVI)

평가자 간

일치도

(IRA)
6-2 3.8 0 1
6-3 4 0 1
7 3.6 0 0.8
7-1 3.8 0 1
7-2 3.8 0.71 1
7-3 3.4 1.41 0.8
8 3.8 0 1
8-1 3.6 0.71 1
8-2 3.8 0 1
9 3.4 0.71 0.8
9-1 3.6 0.71 1
9-2 3.6 0 0.8
9-3 3.2 1.41 0.6
10 3.6 0.71 1
10-1 3.8 0 1
10-2 3.6 0.71 1
11 4 0 1
11-1 4 0 1
11-2 3.2 1.41 0.6
11-3 4 0 1
11-4 3.4 1.41 0.8

정의적

스캐폴딩

1 3.2 1.41 0.8

(16/27=)

0.59

1-1 3.2 1.41 0.8
1-2 3.2 1.41 0.8
2 4 0 1
2-1 4 0 1
2-2 4 0 1
3 3.4 1.41 0.8
3-1 3.6 0.71 1
3-2 3.6 1.41 0.8
4 4 0 1
4-1 3.8 0.71 1
4-2 3.6 1.41 0.8
4-3 3.6 1.41 0.8
5 3.4 1.41 0.8
5-1 3.4 1.41 0.8
5-2 3.6 1.41 0.8
6 3.8 0 1

6-1 3 1.4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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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캐폴딩 전략에 관한 전문가 의견

2차로 개발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교육에서 교수자의 스캐

폴딩 전략의 타당성 검토 문항에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표 Ⅳ-16>와 같다.

영역
평균

(M)

표준편차

(SD)

내용타당도

(CVI)

평가자 간

일치도

(IRA)
6-2 3.4 1.41 0.8
7 3.2 2.12 0.8
7-1 3.8 0.71 1
7-2 3.6 1.41 0.8
7-3 3.4 2.12 0.8
8 4 0 1
8-1 3.8 0.71 1
8-2 3.6 1.41 0.8
8-3 3.6 1.41 0.8

기술적

스캐폴딩

1 3.4 0 0.8

(10/19=)

0.53

1-1 3.6 0 0.8
1-2 3.6 0 0.8
2 3.8 0 1
2-1 3.6 0.71 1
2-2 3.6 0.71 1
2-3 4 0 1
2-4 4 0 1
2-5 4 0 1
3 3.6 1.41 0.8
3-1 3.6 1.41 0.8
3-2 4 0 1
3-3 3.4 0.71 0.8
3-4 3.2 0.71 0.8
3-5 4 0 1
3-6 4 0 1
4 3.6 0 0.8
4-1 3.6 0 0.8
4-2 3.6 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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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폴딩 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전략의
중복 내용 정리
및 재구조화

Ÿ 일부 스캐폴딩 전략 차별성 강조 필요
Ÿ 전체적으로 전략의 수가 많음, 유사한 전략을 조직화하
여 다시 유목화할 필요가 있음

전략 내용 및
용어 표현의
명료화 및
구체화

Ÿ 일부 전략은 여전히 모호하고 추상적임. 전략의 명료화
를 위해서 수정 표현 필요

Ÿ 일부 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할 필요가 있음

Ÿ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전략에 기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인공지능 스피커가 직접 어떻게 스캐폴딩
하는지, 교수자가 어떻게 재구성, 요약 하는지 등)

Ÿ 전체적으로 문장 서술이 길고, 불필요한 서술이 많음.
전략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수정할 필
요가 있음

Ÿ 각각 인지적, 정의적, 기술적 스캐폴딩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

Ÿ 일부 전략에서 용어가 중의성을 띄는 것이 있음
Ÿ 전략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수정
Ÿ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이므로, ‘교수자’ 용어 사용 불
필요

Ÿ 교수자가 수행하는 활동인지 학습자가 수행하는 활동인
지 표현이 명확하지 않음.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이므
로, 교수자의 행동 표현으로 수정 필요

Ÿ 일부 스캐폴딩 전략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Ÿ 전체적으로 윤문 검토 필요

예시의 적절성
및 구체화 검토

Ÿ 일부 스캐폴딩 전략에 대한 예시 구체화 필요
Ÿ 일부 스캐폴딩 전략에 대한 예시의 다양화 필요
Ÿ 일부 스캐폴딩 하위 지침과 예시 및 해설과 위계 검토
필요

Ÿ 하위 지침과 예시의 관련성 검토 필요

전략의 초점

Ÿ 일부 전략은 연구의 주 목적은 스캐폴딩 전략 개발인
데, 활동 설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이를 활동에서 어
떠한 스캐폴딩을 제공해야 하는지 강조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Ÿ 일부 스캐폴딩 전략은 정의적 스캐폴딩에 해당 되는 것
인데 정의적 영역과 관련이 드러나지 않음. 내용이나
표현 수정 필요 (기술적 스캐폴딩도 동일)

<표 Ⅳ-16> 2차 개발 스캐폴딩 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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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캐폴딩 전략의 수정․보완

본 연구에서 2차로 개발한 스캐폴딩 전략은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바탕

으로 네 가지 측면에서 수정 및 보안 되었다. 첫째, 유사한 스캐폴딩 전

략을 통합하여 각 전략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세부 전략의 내

용을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중의적 표현을 대체하고, 어려운 용어

는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셋째. 전략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세부 지

침에 대한 예시 및 해설을 구체화하고, 예시를 다양화하였다. 넷째, 스캐

폴딩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은 수정하거나 생략하였다. <표 Ⅳ-17>는 2

차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3차 개발 스캐폴딩 전략

이다.

유

형
구분 스캐폴딩 전략

인

지

적

스

캐

폴

딩

1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내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구체적 과제를 부여하라.

1-1
지나치게 개방된 활동보다는 목적성이 구체적인 과제를 제

시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과제 유형은 잡담 나누기

(Exchanging small talk), 수행 지시하기(Commanding

Performance), 정보 요청하기(Asking for information), 문제

해결하기(problem solving)로 구분한다. 첫째, 잡담 나누기는

일상 대화 중심의 과제로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Kim(2017)은 Get to know

Alexa better이라는 과제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현장 평가

에서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 홈 미니 탐색하기 과제를 진행하

였다. 둘째, 수행 지시하기는 학습자가 요청을 하면 인공지능

스피커가 요청에 대한 수행을 하는 것이다. Kim(2017)은 Let

Alexa do라는 과제를 설계하여, Alexa에게 지정 음악 들려주

기, 정확한 시간 말하기, 연설문 들려주기 등을 지시하였다.

<표 Ⅳ-17> 3차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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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구분 스캐폴딩 전략

셋째, 정보 요청하기는 개별 혹은 협력학습에서 사용될 수 있

으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다.

Kim(2017)은 “What is President Obama‘s favorite food?”라

는 과제를 설계하여, 오바마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식을 탐

색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하기는 세 가지 유형

의 과제를 종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이때, 인공지

능 스피커의 음성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1-2
학습자의 언어 능력 수준에 적합한 인공지능 스피커 과제

를 제시하라.

예시 및

해설

초급자에게는 명령, 요청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활용한 활동

을 제시한다. 중급자에게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한다. 상급자에게는 뉴스 등을

활용한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이 요구되는 활동을 제시한다.

2
학습자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에서 발화 상의 어려움을 겪

고 있을 때 발화 시범을 보여라.

2-1 직접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 시범을 보여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가 상호작용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교수자가 성

공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정확한 발화를 제시해주는 것이다.

교수자는 수업을 시작할 때 학습자의 인지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모범 사례를 제공할 수 있고, 학습자가 수업 중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직접적인 시범을 통해 도

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외국에서 만든 인공지능 스피커는 자

국민을 위한 제품이어서 한국인 학습자의 발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교수자는 정확한 발음을 시범

을 보여 학습자가 교수자를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한다.

2-2
학습자가 교수자의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시범을

따라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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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구분 스캐폴딩 전략

예시 및

해설

교수자가 먼저 시범을 보이면 학습자가 교수자의 발화를 따

라하여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하도록 한다. 학습자는

교수자의 발화를 모방하며 정확하고 완성된 발화를 할 수 있

다. 학습자는 교수자의 시범을 통해 인공지능과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학습하고자 하는 어휘의 용법, 목표

문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3
학습자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발화 완성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라.

3-1
학습자의 의도에 적합한 어휘, 문법, 표현상의 단서를 제공

하여 학습자가 발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의 발화를 제공하는 시범보다는, 다양한

단서를 제공하면서 학습자 스스로 발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에게 Fish라는 반응을 얻기 위해

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바다에 사는 것”이라는 단서를 제

공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예시를 제공할 수 있다.

3-2
다양한 상황 맥락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발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가 직면한 발화 요구 상황의 앞뒤 맥락 짚어주기, 발화

를 구성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나 선행 경험을 떠올려 주기,

요구된 발화가 있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설명해 주기 등 다

양한 상황 맥락적 단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에게

동일하게 Fish라는 반응을 얻기 위해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오늘 점심시간에 나온 반찬 중 하나”라는 상황·맥락적인 단

서를 제공할 수 있다.

4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 하는 학습자의 이해 수준을

점검하고 발화의 의미를 확인하라.

4-1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화를 정확히 이해

했는지 적극적으로 질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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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구분 스캐폴딩 전략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가 뭐라고 말 했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

요?” 등의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점검한다.

4-2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화를 학습자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

한 경우라면 교수자는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재

진술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는 원어민 수준의 언어 능력을 구사한다. 학

습자의 근접 발달 영역 이상으로 발화를 하여 학습자들의 언

어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교사는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수준의 동의어나 유의어, 혹은 유사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쉬운 구조의 문장을 제공한다.

4-3
학습자의 발화가 모호할 경우 학습자의 발화 의도를 확인

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습자

발화를 의문조의 억양으로 반복하거나, 교수자가 이해한 만큼

의역해서 확인한다. 예를 들어, “학생 A는 제일 좋아하는 영

화가 해리포터라고 말한거야?”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이어

학습자 발화가 모호할 경우 학습자에게 발화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예?”, “뭐라고 했죠?”, “무슨

뜻이죠?”, “다시 한 번 말해 줄래요?” 등의 질문을 통해 명료

화를 유도한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발화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명료하게 이야기해보세요.”라고 명

료화를 유도한다.

4-4
학습자의 발음은 모호할 경우 발음을 명료하게 하도록 요

구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화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

음을 언급하여, 발음을 명료하게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교

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현재 학생의 발음을 인식하지 못

한 것 같아요”라고 하며, 다시한번 명료한 발음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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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구분 스캐폴딩 전략

5
학습자가 발화 상에 오류가 있을 경우 암시적으로 오류 수

정을 지원하라.

5-1
학습자가 스스로 오류를 인식하도록 비언어적 신호를 보내

라.

예시 및

해설

첫째, 학습자의 발화 억양에 변화를 주거나, 강세를 사용하여

문제가 있다는 어조를 반복한다. 둘째, 행동이나 표정 등 비

언어적 신호로 학습자의 발화에 오류가 있음을 알린다.

5-2
학습자가 발화의 오류를 알아차리도록 오류 내용을 반복해

서 말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의 발화 문장에서 불완전한 내용을 반복하며 학습자 스

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 오류 전까지의 발화 내용을

반복하며 오류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말하도록 유도한다.

6
학습자가 발화 상에 오류가 있을 경우 학습자의 발화 오류

를 명시적으로 수정하라.

6-1

학습자의 발화에서 오류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잘못

된 점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해당 부분을 올바르게 수정

하게 하라.

예시 및

해설

영어권 인공지능 스피커는 한국인 학습자의 발음 중 발음 교

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f] 와 [p]이다.

6-2 학습자가 오류를 수정하는데 필요한 어휘나 문법을 설명하라.

예시 및

해설

예를 들어, 학습자가 ‘학습하다’를 ‘let’s teach’고 표현하면, 교

수자는 teach의 행위 주체자는 선생님이고, learn의 행위 주

체자는 학생임을 설명한다.

6-3
교수자는 오류가 포함된 학습자 발화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정하여 제시하고 따라 말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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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화의 오류 일부 또는 전체를 수정하여

말해준다. 교수자가 학습자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오류 부

분을 바로 잡는 것으로, 교수자가 학습자의 의도를 이해했다

는 것을 전달하며 의도하는 올바른 언어적 형태를 알려준다.

7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라.

7-1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화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데

이터를 확인하여 오류를 수정하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 홈은 활동 관리(manage activity)에 들

어가면 학습자 발화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텍스트 형태로 저

장되어 있다. 학습자가 이를 확인하여 자신의 발음 또는 발화

를 수정하도록 한다.

7-2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학습자가 발화한 단어나 문장을 따라

하게 하여, 학습자 발음의 정확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영어권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 아마존 에코는 “Simon

says”, 구글 홈은 “Repeat after me”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발화를 따라 한다. 중국어권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

우 샤오미 小爱同学는 “你跟我一样说一下”라고 하면 인공지

능이 학습자의 발화를 따라 한다.

7-3
인공지능 스피커가 이해를 못했다고 반응할 때 새로운 내

용으로 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는 학습자의 발화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I

can’t understand’ 등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부정적

피드백을 받은 학습자 긍정적 피드백을 받는 것을 목표로 제

시한다.

8
과제를 수행할 때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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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주제 관련 정보를 요청하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예를 들어, 가고 싶은 나라를 소개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학

습자는 자신이 선정한 나라에 대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8-2
어려운 어휘나 표현은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물어보도록 하

라.

예시 및

해설

예를 들어, 과제 내용 중 학습자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인

공지능 스피커에게 “What is the meaning of (단어)?”라고

물어볼 수 있다.

9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발

화를 강화하라.

9-1 학습자의 성공적인 발화를 반복하게 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가 성공적인 발화를 반복하면서 정확한 언어 형태를

습득할 수 있게 한다.

9-2
학습자의 성공적인 발화를 재구성하거나 핵심을 요약하여

제시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화를 교수자의 언어로 재구성하거나 요

약하여 제시한다. 핵심을 강조할 수도 있다.

10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한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10-1
학습자의 발화를 기반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발화를 유

도하라.

예시 및

해설

첫 번째, 언어 형식 측면에서 더 복잡한 형태를 띤 과제를 제

시한다. 두 번째, 유사한 어휘로 바꾸어 표현한다. 세 번째,

유사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형을 제시한다.

10-2 학습자 발화 내용을 양적 측면에서 확대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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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및

해설

적절한 수식어를 포함하여 문장을 늘려보게 하거나, 부연설

명, 대안적 의견 제시, 이유나 근거 제시 등 추가 발화를 유

도하거나,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를 이어가도록 한다.

11 성공적인 발화에 심화 학습 활동을 제공하라.

11-1
성공적으로 활동을 수행한 학생에게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될 명령어를 안내하라.

예시 및

해설

예를 들어, 영어권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 홈의 경우 “Okay

Google, Motivate Me!” 라고 하면 인공지능 스피커는 영어

명언을 들려준다. “Okay Google, Tell me a Story”라고 하면

이야기를 들려준다. “Okay Google, Tell me a Joke”라고 하

면 유머를 들려준다. 또한, 음성 어플리케이션을 소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Okay google, Talk to Puzzle room”라고

하면 음성 방탈출 게임을 할 수 있다.

11-2
성공적으로 활동을 수행한 학습자를 위한 심화 과제를 준

비하여 제시하라.

예시 및

해설

예를 들어, CNN, BBC 등 세계 주요 뉴스의 최신 브리핑, 인

기 라디오 쇼, 팟캐스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정

의

적

스

캐

폴

딩

1
학습자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의인

화 수준을 높여라.

1-1 인공지능 스피커가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인공지능 스피커에

눈, 코, 입 스티커를 붙이거나 옷을 입혀 사람의 모습을 갖추

게 한다. 다음 그림은 의인화 수준이 높은 국내의 인공지능

스피커 예시와 본 연구의 현장 평가에서 사용한 인공지능 스

피커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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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공지능 스피커

예시1

국내 인공지능 스피커

예시2

구글 홈 미니 의인화

전략

1-2
인공지능을 캐릭터로 형상화하여 학습자가 캐릭터와 상호

작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는 학습자들이 외국어 학습에 느끼는 심리적

인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인

다. 이에 따라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형상화하여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본 연구의 현장 평가에

서는 학습자들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더 친숙하게 느끼게 하

기 위하여 구글 홈의 명령어로 “Goo Goo”를 애칭으로 소개

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또한, 중국 기업 샤오미의 인공지능

스피커는 실제 인공지능 캐릭터가 존재한다. 인공지능 캐릭터

의 이름은‘小爱同学’이며, 성별은 여자이고 나이는 17살이다.

왼쪽은 샤오미사의 인공지능 캐릭터 小爱同学’이며, 오른쪽은
네이버 클로버에서 사용자가 인공지능과 친숙하게 하기 위해

가상 캐릭터를 인터페이스로 활용한 인공지능 스피커 ‘페이

스’이다.

샤오미 인공지능 스피커

캐릭터 ‘小爱同学’
클로바 웨이브 스마트

디스플레이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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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자는 수업을 시작할 때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라.

2-1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학습자들이

일상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경험을 말하게 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경험을 확인하고, 인공

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날짜 및 시간 정보 요청, 날씨 및 교

통 정보 요청, 음악 재생 등 가정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

용하는 친숙한 상황을 제시한다.

다음 그림은 본 연구의 현장 평가에서 수업을 시작할 때 학

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노래

부르기를 요청한 대화 기록이다.

음악 재생 요청 대화 기록

2-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게임을 진행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다. 교수

자는 숫자 빙고, 알파벳 빙고, 동전 던지기 게임, 가위바위보,

어림 숫자 게임, 수도 이름 맞추기 게임 등을 진행할 수 있

다. 다음 표는 구글 홈을 활용하여 교수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게임명과 명령어이다.

게임명 명령어

숫자 빙고
random number 1 to 10
给我(一个)1到10之间的(随机)数字

알파벳 빙고 random alphabet
잰말놀이 绕口令
동전 던지기 Flip a coin
가위바위보 Rock paper scissors

수도 이름 맞추기 Capital Cities Game
의자 게임 Play Musical Chair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Play Freeze Dance
어림 숫자(어플리케이션) Talk to Number Genie

캐릭터 맞추기 스무고개(어플리케이션) Talk to Akinator

게임명과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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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학습 활동에 앞서 학습자가 목

표 언어 사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학습

기회를 제공하라.

3-1
학습자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학습(warm-up)을

진행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사전학습을 진행한다.

교수자는 사전학습을 위한 활동학습지를 개발한다. 이때 학습

자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간단한 주제를 대화 주제로 선

정한다. 예를 들어, 인사하기, 안부 묻기, 이름 묻기 등 인공

지능 스피커와 일상적인 대화와 기본적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3-2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단어,

문장, 다이얼로그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라.

예시 및

해설

사전학습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와 단어를 사용해서 상호작용

하게 하고, 이후 문장을 사용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

다. 문장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에 성공하였으면, 대화를 지속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사전학습으로 학습자는 ‘Okay,

Google. 天气(날씨)’와 같이 단어를 사용해서 상호작용을 시

도하고, 이후 ‘Okay, Google. 今天天气怎么样?(오늘 날씨 어

때?)’와 같이 완성된 문장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한다.

4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 상에 장애가 발생할 시 당황

하지 않도록 학습자를 격려하라.

4-1 상호작용 결과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가 발화를 시도하지 않거나 인공지능과 상호작용 중에

장애가 발생하면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

습자가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 있고 발화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예를 들어,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다음번에는 더 잘 할 수 있을 거에요’라고 긍

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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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학습자가 좌절하지 않고 재도전하게 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는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므로 한계가 있다. 특히,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원어민

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에, 한국인 사용자의 발화를 인식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한계를 설명하여 학습자가 좌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원어민 역할을 하며 상호작용 상에 어려

움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인식시키고, 부정적 피

드백이 이후 언어 학습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함을 설

명하여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오류를 수정하여 재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5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5-1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

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의 스캐폴딩이 실패한 원인 중에는 교수자의 지나친

개입이 있다. 학습자의 근접발달영역을 고려하지 못하고 정답

을 유도하는 등 교수자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학습자가 잠재

적 수준으로 발달하도록 돕지 못한다. 또한, 학습자가 고민하

여 푼 문제가 기억에 오래 남듯이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

작용 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하면 기억에 오

래 남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교수자는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5-2
학습자의 현재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교수

자는 즉각적으로 학습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에서 스스

로 오류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교수자는 적절한 도움을 제

공한다. 그러나 교수자는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점차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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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협력학습을 할 때 역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력학습을 지원하라.

6-1
동료 학습자와 인공지능 스피커의 각각의 입장에서 대화를

관찰하게 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가 협력학습 상황 하에서 동료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

피커에게 질문하는 상황에서는 동료 학습자에게 감정 이입하

게 한다. 질문에 대한 인공지능 스피커의 대답을 기다리는 상

황에서는 기기에 감정을 이입하여 답변을 예상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동료학습자와 인공지능 스피커의 상호작용을 관찰

하게 하여 질문자라는 주체와 대답하는 객체의 생각과 감정

을 갖게 하여 두 객체를 동시에 경험하게 한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학습자가 직접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도 집중을 이끌

수 있다.

6-2
모든 학습자가 상호작용에 성공적인 경우 성공에 대한 성

취감을 서로 교감하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들은 언어학습공동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를 실

제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그 경험이 충분히 이

루어지면 다른 학습자와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학습자들은 언어 사용 경험으로 언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

고, 이에 언어학습공동체가 더욱 질 높은 언어 사용 경험을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6-3
일부 학습자가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에 실패했을 경우 성

공한 학습자가 돕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언어 구사 능력이 또래 학습자보다 더 높은 학습자나 과제를

성공한 학습자가 도움이 필요한 학습자를 도와주도록 하며,

협력하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6-4
모든 학습자가 상호작용에 실패할 경우 학습자의 성공을 위

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동료 학습자간 경쟁을 유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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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게임, 보상 등의 게임의 원리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자가 상호작용에 성공하기 위하여 재도

전하도록 경쟁을 유도한다.

7
발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성공적 상호작용에 대한 긍정적

강화를 제공하라.

7-1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의 과정에 대해 칭찬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가 기대했던 수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으로 만족스러

운 경우에는 학습자의 발화 상의 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 이때,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화에서 사용한 단어, 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7-2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학습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결과에 대해

칭찬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을 보

이기에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발화를 하였을 때는 적극적으로

칭찬하여 외국어 학습에 대한 안도감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학습에서 더 나아가 실제 원어민과의 상호작용 시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7-3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전체에 공유하라.

예시 및

해설

구글 홈의 경우에는 구글 계정 활동관리(http://myactivity.google.com)

에서 인공지능과 대화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를 각 교실에

서 학습자가 모두 볼 수 있도록 교실 내에 있는 화면과 연결

하여 대화 내용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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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적

스

캐

폴

딩

1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적 원리를 알 수 있도록

소개하라.

1-1 인공지능 스피커의 작동 원리를 소개하라.

예시 및

해설

전통적으로 컴퓨터는 CLI(Command Line Interface) 방식으

로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명령에 대해 반응하였고, 이

후 GUI(Graphic User Interface) 방식으로 컴퓨터에서는 마우

스, 모바일에서는 터치를 통해 반응을 하였다. 이는 컴퓨터

중심의 대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간의 음성을

기반으로 하는 VUI(Voice User Interface) 대화 방식이 발전

하고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을 기반으로 하는 음성 기

반 대화 방식으로, 음성인식기술, 자연어처리기술, 음성합성기

술로 작동한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소리 센서를 통해 인간의

목소리가 가진 음향학적 신호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디

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음성인식기술을 통해 음성을 인식하여,

디지털 신호에 대해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된 데이터

로 처리하여,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음성합술기술을 통

해 반응한다. 교수자는 학습자 일반적인 특성, 선수학습지식

등에 따라 학습자가 이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스피커의 작

동 원리를 소개한다.

1-2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의 장점을 안내하라.

예시 및

해설

첫째, 인공지능 스피커는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둘째, 인공지능 스피

커는 외국어 학습에서 원어민 선생님 역할을 한다. 특히, 학

습자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함으로 외국어 학습에 대한

불안이 감소하였으며, 그로 인해 의사소통 의지가 향상되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셋째, 사용자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할수록 더 나은 사용자 맞춤 기능을 제공한다.

2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하라.

2-1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 절차를 안내하라.

예시 및

해설

구글 사의 구글 홈 미니(Google Home mini) 사용 절차는 다

음과 같다. (1) 전원을 연결한다. (2) 호출어(Wake up word)

를 입력한다. (3) 불빛이 모두 들어오면 대화를 시작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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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사용자의 발화에 대해 처리 중일 때 불빛이 깜박

인다. (5) 인공지능이 대답을 할 때 불빛이 동시에 깜빡인다.

다음은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 홈 미니의 사용 절차이다.

전원 연결 대기 중 처리 중 반응

구글 홈 미니 사용 절차

2-2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능을 안내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대

한 수행(스마트 홈 제어 포함) 및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 외

에도 언어학습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스

피커에 내장된 기능 외에도 인공지능 스피커는 개발자가 언

어 학습을 위해 개발한 음성 어플리케이션을 소환할 수 있다.

구글 홈의 경우 ‘Talk to (어플리케이션명)’을 하면 어플리케

이션이 소환된다. 다음은 구글 홈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

과 구글 홈에서 사용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의 예시이다.

구글 홈 기능 음성 어플리케이션 예시

구글 홈 기본 기능 및 음성 어플리케이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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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스피커는 사용자 맞춤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

한다. 대표적으로, 구글 홈은 영어, 한국어, 중국어 등의 언어

를 선택할 수 있고,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따라 미국식, 영

국식, 캐나다식, 호주식, 인도식 억양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목소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내 활동(my

activity)’에서 나의 대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3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라.

3-1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기 위한 교실 내의 필수 기술적

요소를 확인하라.

예시 및

해설

첫째,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별로 무선 인터넷 허용 규정이

다르고, 몇몇 학교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

하기 위해 교실 내의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선 인터넷이 필요하

다. 학교에 무선 인터넷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무선

공유기를 준비한다. 둘째, 인공지능 스피커의 전원을 연결하

기 위해서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학습자의 활동에 제약

이 될 수 있기에 보조배터리를 준비한다. 셋째, 국외 인공지

능 스피커는 해외 배송을 통해 주문이 가능하다. 이때, 각 국

가의 전압의 유형에 따라 변압기를 준비해야 한다.

3-2 인공지능 스피커에 번호를 붙이고 각각의 계정을 만들어라.

예시 및

해설

구글 홈의 경우는 기기 1개 당 1개의 계정이 필요하다. 따라

서 교수자는 사전에 인공지능 스피커 1개 당 1개의 계정을

만들어 인공지능 스피커와 연결한다. 다음은 본 연구의 현장

평가에서 사용한 구글 계정과 구글 홈 번호의 예시이다.

구글 계정 인공지능 스피커 번호

구글 계정 및 인공지능 스피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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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학습자에게 언어 사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

소 인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스피커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첫째, 일반적인 구문 연습 형태의 활동이면 학습자 1명당 기

기 한 대를 제공한다. 둘째, 과제 수행 활동 시에는 학생 2인

당 기기 1대를 제공한다. 셋째, 문제 해결하기(Problem

Solving) 과업처럼 수행 과제가 비교적 어려운 경우에는 학

생 4명이 1대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넷

째, 교수자 주도의 수업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 1대로 수업을

진행한다. 다음 그림은 학습자에게 제공된 인공지능 스피커의

구성이다.

학습자 중심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 수업

3-4

학습자가 최대한 가까이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 하도

록 하며,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 환경을

조성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화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면

학습 환경을 의심해야 한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외부 소음에

영향을 받는다. 학습자가 자신의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최대한

가까이 발화하도록 하고, 모둠 간 간격을 최대한 떨어지게 하

여 인공지능 스피커의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

습 환경을 조성한다.

4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적 특성에 따른 상호작용 방법을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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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인공지능 스피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안문, 요

청문을 집중적으로 연습시켜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하드웨어적 특징과 함께 소프트웨어적 특징을 고려

해야 한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가정에서 사용자의 요청을 수행

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안문, 요청문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영어권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 (1) Can you

(please) ~ ? / Could you (please) ~ ? (2) Will you (please)

~ ? / Would you (please) ~ ? (3) I want you to ~ . / I

would like to you to ~ . 등의 제안문, 요청문을 연습한다.

4-2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는 필수 표현을

안내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는 호출어(Wake-up-word)를 입력한 이후

명령어를 말한다.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에 도

움이 되는 필수 표현을 안내한다. 예를 들어, 영어 수업에서

는 음량 조절 표현(Turn it up / Turn it down, Volume up

/ Volume down), 재생(Play), 정지(Stop), 일시 정지(Pause),

재개(Resume)등을 위한 표현을 설명한다. 또한, 인공지능 스

피커의 답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

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Repeat’, ‘Repeat slowly’와 나의 발

음이 정확한지 확인을 위한 표현으로 ‘Repeat after me’,

‘Spell (단어)’를 안내한다. 중국어수업에서는 음량 조절 표현

(大声一点 / 小声一点)을 설명하고, 발화의 재요청의 표현으

로 ‘请再说一遍’, ‘请慢点说’ 등을 설명한다.

4-3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 하도록 하

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물으면 정확한 답

변을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의 수도는 어디이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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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구분 스캐폴딩 전략

항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요청하면 인공지능은 아래의 그

림의 왼쪽 그림과 같이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

하지 못한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학습자에게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한국에 공항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하도록 한다.

올바르지 않은 질문과 올바른 질문의 예시

4-4 구체적인 명사를 사용하여 상호작용 하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정보를 요청할 때 구어체보다는 문어체

를 사용하도록 한다. 인공지능은 인터넷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한다. 따라서 포털에서 검색할 때 사용

되는 명사 위주의 키워드를 사한다. 예를 들어, 김혜영 외

(2019)은 “Could you tell me how to cook Lasagna?” 보다

는 “Could you tell me the recipe for Lasagna?”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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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 전문가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언어교육 교수자가 활용하는 스캐폴딩 전략을 개발

하는 것으로, 앞서 두 차례 교육공학 전문가 검토에 추가하여 언어교육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였다. 3차 전문가 검토는 언어교육 전문가 1인을

대상으로 3차로 개발한 스캐폴딩 전략의 전반 및 세부 전략에 관한 타당

성을 검토하였다. 스캐폴딩 전략의 전반에 관한 타당성 검토지는 1차 전

문가 검토에서 사용한 내용과 동일한 것을 활용하였다.

1) 스캐폴딩 전략 전반에 관한 타당성 검토 결과

<표 Ⅳ-18>은 3차 전문가 검토를 통한 스캐폴딩 전략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이다.

영역
전문가

J

타당성

본 스캐폴딩 전략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학습에서 실제 교수자가 참고할 수 있는 스

캐폴딩 전략으로 타당하다.

4

설명력

본 스캐폴딩 전략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수업에서 고려해야 할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을 잘 설명하고 있다.

4

유용성

본 스캐폴딩 전략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수업에서 교수자가 스캐폴딩 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4

보편성
본 스캐폴딩 전략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수업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4

이해도

본 스캐폴딩 전략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수업에서 교수자가 고려해야 할 스캐폴딩

전략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4

<표 Ⅳ-18> 스캐폴딩 전략 전반에 대한 3차 전문가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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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로 개발한 스캐폴딩 전략 전반에 대한 언어교육 전문가 검토 결과

는 타당성 4점, 설명력 4점, 유용성 4점, 보편성 4점, 이해도 4점이었다.

3차 전문가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스캐폴딩 전략이 인공지

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수업에서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스캐폴딩 세부 전략의 타당성 검토 결과

3차로 개발한 스캐폴딩 전략은 인지적 스캐폴딩 상위전략 11개에 따른

하위 지침 30개, 정의적 스캐폴딩 전략 8개에 따른 하위 지침 19개, 기술

적 스캐폴딩 상위전략 4개에 따른 하위 지침 15개, 총 23개의 상위전략

과 64개의 하위 지침으로 구성됐다. 스캐폴딩 세부 전략의 타당성 검토

를 위한 평가는 4점 척도(4점 : 매우 그렇다, 3점 : 그렇다, 2점 :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로 제시하였다. <표 Ⅳ-19>는 3차 전문가 검토

를 통해 확인된 스캐폴딩 세부 전략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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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타당도 영역 타당도

인지적

스캐폴딩

1 4

정의적

스캐폴딩

1-1 4
1-1 4 1-2 4
1-2 3 2 4
2 4 2-1 4
2-1 4 2-2 4
2-2 4 3 4
3 4 3-1 4
3-1 4 3-2 4
3-2 4 4 4
4 4 4-1 4
4-1 4 4-2 4
4-2 4 5 4
4-3 4 5-1 4
4-4 4 5-2 4
4-5 4 6 3
5 4 6-1 3
5-1 4 6-2 4
5-2 4 6-3 3
6 4 6-4 3
6-1 4 7 4
6-2 4 7-1 4
6-3 4 7-2 4
7 4 7-3 3
7-1 4

기술적

스캐폴딩

1 4
7-2 3 1-1 4
7-3 4 1-2 4
8 4 2 4
8-1 4 2-1 4
8-2 4 2-2 4
9 4 3 4
9-1 4 3-1 4
9-2 4 3-2 4
10 4 3-3 4
10-1 3 3-4 4
10-2 3 4 4
11 4 4-1 4
11-1 4 4-2 4
11-2 4 4-3 4

정의적

스캐폴딩
1 4 4-4 4

<표 Ⅳ-19> 스캐폴딩 세부 전략에 대한 2차 전문가 타당성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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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캐폴딩 전략에 관한 전문가 의견

3차로 개발한 스캐폴딩 전략의 타당성 검토 문항에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두 가지이다. 첫째, 각 스캐폴딩 전략에서 예시의

구체성과 정밀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공지능 스피커를 언어교

육에 활용 시 최대 장점은 학습자가 외국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

다는 것인데, 다른 학생들에게 성공적 상호작용 결과를 공유하는 것은

상치된 것으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이상의 추가 전문가 검토 결과

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수정 및 보안 하였다. 첫

째, 각 스캐폴딩 전략의 예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추가 예시를 기

술하였다. 둘째, 각 스캐폴딩 전략의 논리성을 검토하였다. 셋째, 스캐폴

딩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은 수정하거나 생략하였다. 이상의 3차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 및 보완된 스캐폴딩 전략은 최종 스캐폴딩 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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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평가를 통한 외적 타당화

본 연구에서는 Richey(2005)가 제시한 두 가지의 외적 타당화 방법 중

현장 평가를 실시하였다. 두 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 및 보완된

스캐폴딩 전략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스캐폴딩

전략을 토대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수업을 설계한 후 교수자

와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현장 평가는 C 중학교에 재직 중인 중

국어 교사 A 1인과 학습자 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현장 평가 실

시 전 교수자와 두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때 교수자 교육이 이루

어졌다. 이후 총 두 차시 현장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현장 평가 후에 교

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스캐

폴딩 전략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적인 스캐폴딩 전략을 개발하였다.

가. 현장 평가 실행 전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교육에서 교수자의 스캐

폴딩 전략의 외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 평가에 앞서 교수자와

두 차례 사전 회의를 진행하였다.

1) 1차 회의

1차 회의에서는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일시 및 장소

등의 현장 평가 계획 공유, 연구를 위한 수업 내용 선정, 연구 수업에 참

여할 학생 선정, 연구 참여 동의서 서명을 하였다. <표 Ⅳ-20>는 현장

평가 전에 실시한 1차 회의 개요이다.



- 150 -

구분 주요 내용

일시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장소 C 중학교 2학년 L반

참여자 중국어 교사 A, 담임 교사 B, 연구자

주요 내용

Ÿ 본 연구의 소개 및 현장 평가 계획 공유

Ÿ 연구 참여 동의서 작성

Ÿ 학교 교육과정 및 진도표에 따른 학습 내용 선정

<표 Ⅳ-20> 1차 회의 개요

현장 평가를 위한 수업에서는 C 중학교 학생들이 2020학년도 1학기에

배운 문장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다음 <표 Ⅳ-21>은 C 중학교의 생활

중국어 교과의 단원명이다.

단원 주제

1단원 你好！(안녕하세요!)

2단원 我是韩国人 (나는 한국인이야.)

3단원 他今年多大？ (그는 올해 몇 살이니?)

4단원 今天星期几？ (오늘 무슨 요일이야?)

5단원 你喜欢做什么？ (너의 취미는 뭐니?)

6단원 现在几点？ (지금 몇시야?)

7단원 你去哪人？ (너 어디 가?)

8단원 你想吃什么？ (너 뭐 먹고 싶니?)

9단원 那个多少钱？ (저것은 얼마예요?)

10단원 寒假你有什么打算？ (너는 겨울 방학에 무슨 계획이 있니?)

<표 Ⅳ-21> 생활 중국어 단원명

현장 평가를 위한 수업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수업에 필요한 교

수․학습지도안과 학습자료를 개발하였다. 이후 교수자 A와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수업 설계를 정교화하였다. <표 Ⅳ-22>는 교수자 A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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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현장 평가를 위한 수업의 학습 목표이다.

차시 차시 별 학습 목표

1차시

Ÿ 인공지능 스피커를 호출어를 통해 활성화하고 기본

적인 명령을 할 수 있다.

Ÿ 1~5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종합하여 인공지능 스피

커와 중국어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2차시

Ÿ (2단원)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중국어로 세계 각국에

서 你好(안녕)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물을 수 있다.

Ÿ (4단원)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중국어로 오늘은 몇

월 며칠인지를 물을 수 있다.

<표 Ⅳ-22> 차시 별 학습 목표

2) 2차 회의

현장 평가 수업을 위한 2차 회의에서는 교수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

의 사용방법과 교수자 스캐폴딩 전략을 안내했다. <표 Ⅳ-23>는 교수자

와의 2차 회의 개요이다.

구분 주요 내용

일시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장소 C 중학교 2학년 L반

참여자 중국어 교사 A, 연구자

주요 내용

Ÿ 교수자 교육

-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방법

- 언어교육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Ÿ 교수․학습지도안, 수업자료(학습활동지, 파워포인

트) 공유

<표 Ⅳ-23> 2차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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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는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원활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수자에게 인공지능 스

피커 사용 매뉴얼을 제공하였다.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매뉴얼에는 인공

지능 스피커의 개념 정의, 기술적 원리, 사용방법, 필수 표현과 중국어

수업 사례 등을 포함한다. [그림 Ⅳ-6]은 중국어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스피커 매뉴얼 표지이다.

[그림 Ⅳ-6] 인공지능 스피커 매뉴얼

또한, 연구자는 교수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서 학습

자의 행동과 인공지능 스피커의 반응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교수자의

인지적, 정의적, 기술적 스캐폴딩 전략에 대한 설명과 각각의 예시를 제

공하였다.

3) 사전 준비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서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는 기술적인 문제들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문헌에 기초하여 세 가지 측면

에서 사전 준비를 하였다. 첫째,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내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구체적인 과제를 설계하였다. 선행연구 결과

에 따르면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개방된 활동보다는 목적

성이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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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잡담 나누기(exchanging small talk), 수행 지시하기(command

performance), 정보 요청하기(asking for information), 문제 해결하기

(problem solving)로 구분한다(Kim, 2017). 또한, 학습자의 언어 능력 수

준에 적합한 과제를 설계해야 한다. 초급자에게는 명령, 요청 등의 인공

지능 스피커의 기본적인 기능을 활용한 활동을 설계하고, 중급자에게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하고,

고급자에게는 뉴스 등의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이 요구되는 활동을 설계

해야 한다. 본 연구의 현장 평가 대상자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교육적으

로 활용한 경험이 없으며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초급 수준의 학습자이

다. 따라서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본적인 기능을 활용한 잡담 나누기, 수

행 지시하기, 정보 요청하기 과제를 설계하였다.

둘째, 학습자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 의인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 평가에 앞서 구글 홈 미니의 의인

화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수업에서 인공지능을 캐릭터로 형상화

하여 학습자가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습자의 외국

어 학습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의

지를 높였다.

셋째,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는 수업에서 기술적 조건은 매우 중요

하다. 최적화된 수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실 내에 무선 공유기를

설치하였고, 인공지능 스피커 13개와 보조 배터리 13개를 준비하였고, 보

조 배터리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원선 및 멀티탭을

준비하였다. 또한, 총 14개의 인공지능 스피커에 각각의 계정을 만들었으

며 사전에 연결하였다. 학습자의 목표 언어 사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

여 가능한 최소 인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스피커를 학습자 1명

당 인공지능 스피커 1개를 제공하였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협

력 학습 활동은 생략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최대한 가까이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스피커 바구니를 준비하였고,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교실 환경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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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 평가(수업) 실행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 연구와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업을 설게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캐폴

딩 전략 중 설계 시에 적용한 것은 가능한 것은 교수․학습지도안에 반

영하였다. 현장 평가는 교수자 A와 학습자 1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인 C 중학교는 현재 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블록타

임제를 운영중이다. 본 연구의 현장 평가는 1차시 당 40분씩 총 2차시

수업으로 이루어졌으며, 블록타임제로 연속으로 진행하였다. ([부록 4]

교수․학습지도안 참고)

1) 1차 현장 평가

1차시 수업은 인공지능 스피커에 익숙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

며, 중학교 생활 중국어 1-5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종합하여 인공지능

스피커와 중국어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림 Ⅳ-7]은 현

장 평가가 이루어진 교실의 모습이다.

[그림 Ⅳ-7] 현장 평가 교실 환경

수업은 도입-전개-정리 순으로 이루어졌다. <표 Ⅳ-24>는 1차시 수업

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다. 교수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업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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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안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을 확인하고자 녹음을 진행하였다.

구분 활동 자료

도입 Ÿ 동기 유발
Ÿ 교수자용 인공지능

스피커

전개

Ÿ 인공지능 스피커 소개

Ÿ 교수자용 인공지능

스피커

Ÿ 파워포인트

Ÿ 학습활동1(사전학습) : 인공지능 스피

커 호출어를 통해 활성화하기

Ÿ 학습자용 인공지능

스피커

Ÿ 학습활동2 : 你好 라고 했을 때 인공지

능의 대답은?

Ÿ 학습자용 인공지능

스피커

Ÿ 교과서

Ÿ 학습활동지1

정리 Ÿ 수행 과제 내용 전체 공유 Ÿ 컴퓨터

<표 Ⅳ-24> 1차시 수업 개요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는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

경험을 확인하였다.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주의를 획득하기 위

하여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요청(老师 :“Okay Google,
唱歌吧”)하였으며, 이에 인공지능 스피커는 교수자의 요청에 따라 노래

를 불렀다. 본격적인 학습 활동 전에 1학기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

습하였고,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다. 수업의 전개 단계에서는 세 가지 활

동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적인 원리, 사용 가능한 기능 등을 소

개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방법과 필수표현을 안내하고, 교

수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시범을 보였다. 이후, 교수자가 안

내한 필수표현을 활용하여 사전학습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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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를 활용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였다. 학습 활동은 중학교 생활 중

국어 1-5 단원에서 학습한 중국어를 종합하는 활동으로, 중국어 표현을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제시하고 인공지능의 대답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때 교수자는 인지적, 정의적, 기술적인 스캐폴딩 전략을 활용하여 학습을

돕는다. 교수자는 수업 전에 학습자의 반응을 예측하고, 공통 적용이 가

능한 스캐폴딩 전략을 활용하였으며, 수업 상황에서는 개별 학습자에게

또는 팀별로 스캐폴딩을 제공하였다.

[그림 Ⅳ-8], [그림 Ⅳ-9]는 1차시 수업에서 교수자와 인공지능 스피커

의 대화 기록이다. [그림 Ⅳ-8]에서 교수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노래

를 부르라고 요청하였고, 인공지능 스피커는 중국의 운문(诗词歌赋)을 읊
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스피커는 ‘작은별’ 등을 노래한다. [그림 Ⅳ-9]

에서 교수자는 상호작용 시범을 위해,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你好!(안

녕!)’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인공지능 스피커는 Namaste-这是印度语的

‘你好’, 有什么我能帮你的吗？(Namaste-이것은 인도에서 안녕이라는 뜻

이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고 반응 하였다.

[그림 Ⅳ-8] 1차시 수업에서의

교수자의 대화 기록 1

  [그림 Ⅳ-9] 1차시 수업에서의

교수자의 대화 기록 2

2) 2차 현장 평가

2차 수업은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세계 각국에서

‘你好’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와 중국어로 날짜와 요일을 물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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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수업은 도입-전개-정리 순으로 이루어졌

다. <표 Ⅳ-25>는 2차시 수업에 대한 개요이다.

구분 활동 자료

도입 Ÿ 동기 유발

Ÿ 교수자용 인공지능

스피커

Ÿ 학습활동지1

전개

Ÿ 학습활동1 : 세계의 你好

Ÿ 학습자용 인공지능

스피커

Ÿ 학습활동지2

Ÿ 학습활동2 : 날짜와 요일 묻기

Ÿ 학습자용 인공지능

스피커

Ÿ 학습활동지3

정리 Ÿ 수행 과제 내용 전체 공유 Ÿ 컴퓨터

<표 Ⅳ-25> 2차시 수업 개요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기 위해 빙고 게임을 진

행하였다. 교수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질문

(“Okay Google, 给我(一个)1到10之间的(随机)数字”)하면, 인공지능 스피

커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 임의의 숫자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이번

차시의 학습목표를 제시하였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였다.

수업 전개에서는 두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세계의 你好 활

동으로,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각 나라에서 你好(안녕!)를 어떻게 표현하

는지에 대해 묻는 활동이다. 먼저, 한국, 미국, 일본, 스페인 등 각 국가

와, 해당 국가가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을 중

국어로 복습하고, 교수자는 한국에서는 你好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시

범을 보였다.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韩语你好(한국어로 안녕)’라

고 물었고, 이에 대해 인공지능 스피커는 ‘안녕하세요’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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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개인 별로 학습활동지을 수행할 때 교수자는 도움이 필요한 학습

자에게 인지적, 정의적, 기술적인 스캐폴딩을 제공하였다.

둘째, 날짜와 요일 묻기 활동으로, 먼저 관련 표현을 복습하였고 학습

활동을 수행하였다. 학습활동에는 오늘의 날짜를 묻는 것과 기념일의

날짜를 묻는 것, 인공지능 스피커의 생일을 묻는 것, 나의 생일이 몇요일

인지 묻는 것을 포함한다. 학습활동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교수자는 도움

이 필요한 학습자에게 인지적, 정의적, 기술적인 스캐폴딩을 제공하였다.

수업 정리 단계에서는 1차시 수업과 동일하게 학습자 중 한 명을 선정하

여 해당 학습자의 상호작용 대화 기록을 전체에 공유하였다.

[그림 Ⅳ-10], [그림 Ⅳ-11]은 2차시 수업에서 교수자와 인공지능 스피

커의 대화 기록이다. [그림 Ⅳ-10]에서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1

부터 10가지의 숫자 중 무작위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고, 인공지능 스

피커는 1부터 10가지 숫자 중 무작위로 제시하였다. [그림 Ⅳ-11]은 대

표적으로 한 명의 학생이 태어난 날이 무슨 요일인지 묻는 대화 기록이

다.

[그림 Ⅳ-10] 2차시 수업에서의

교수자의 대화 기록 1
  
[그림 Ⅳ-11] 2차시 수업에서의

교수자의 대화 기록 2

[그림 Ⅳ-12]는 실제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할 때 장애

가 발생할 때, 교수자의 도움으로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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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다. 학습자는 인공지능에게 자신이 태어난 날의 요일에 대해 묻는

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20일을 계속적으로 21일로 인식한다. 이때, 교수

자가 학습자에게 인지적, 정의적, 기술적인 스캐폴딩을 제공하였고 그 결

과 학습자는 성공적으로 대화를 완수한다.

[그림 Ⅳ-12] 교수자의 스캐폴딩을 통한 학습자의 성공적 상호작용

대화 기록

다. 현장 평가 후

1) 학습자 반응 분석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에 대해 두 가지 방

법으로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첫째,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다. 현장 평가로 2차시 수업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습자 설문

조사는 사전 경험,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 교사의 역할 세 가지

로 구성된다. <표 Ⅳ-26>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과 관련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표 Ⅳ-27>는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

과 관련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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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평균

(1)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중국어 수업에 전반적으로 만족

한다.
4.1

(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중국어를 학습하는 것은 흥미

롭고 재미있다.
4.0

(3)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다.
3.8

(4) 나는 앞으로도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중국어 수업을

하고 싶다.
3.8

(5) 인공지능 스피커가 집에 있다면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싶다. 3.7

<표 Ⅳ-26>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항 목 평균

(1)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기존의 교사와 상호

작용하는 것보다 부담이 덜하다.
3.0

(2) 인공지능 스피커가 사람처럼 친근하게 느껴진다. 3.3

(3) 인공지능 스피커가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 기분이

좋았다.
4.7

(4) 인공지능 스피커가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기분이 좋지 않다.
3.0

(5) 인공지능 스피커가 성공적으로 대답을 하도록 도전하는 것

이 재미있다.
4.2

<표 Ⅳ-27>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중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서 교수자의 도움이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었다는 질문에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에 따라 평균 4.6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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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교수자 A는 스캐폴딩 전략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도

왔고, 그 결과 학습자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표 Ⅳ-28>은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항 목 평균

(1) 교사와 퍼실리테이터의 도움이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

작용에 도움이 되었다.
4.6

<표 Ⅳ-28>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둘째, 현장 평가 종료 후 학습자 열세 명 중 참여 의사를 밝힌 네 명

의 학생을 대상으로 그룹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에서는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문하였다. 먼저, 학습자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 지식과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경험 여부를 확인하였고,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경험과 교육적 활용 경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에 학습자

모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하며,

현장 평가로 진행한 본 수업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처음으로 교육적으로

활용해본 경험이라고 하였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 여부는 국내의 인

공지능 스피커 제품을 가정에서 음악 재생 등의 기능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인공지능 스피커를 교육적으로 활용한 적은 없다고 하였다. 다

음으로,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중국어 수업에 대해 질문

하였다. 먼저,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이 기존 수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중국어를 가르쳐주시고 학생들은 수

업을 듣는 방식인데,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은 직접 인공

지능 스피커와 대화를 하여 역동적이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

습니다.” (학생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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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처음에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실제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신기함을 보

였다. 본 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에 대한 질문에는 네 명 모두

날짜 맞추기가 인상이 깊었다고 하였다.

“오늘 수업 중에 나의 생일이 몇요일인지 묻는 활동이 가장 기억

에 남았습니다. 인공지능이 내가 태어난 날이 몇요일인지 대답해주

는 것이 신기했습니다.”(학생 D)

“인공지능이 제가 말한 것을 계속 못 알아 들어서 기억에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5월 20일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 스피커는 5월 27

일로 알아 들었습니다. 계속 한 글자만 못알아 들어서 (생략)” (학

생 C)

본 수업을 통해 중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는 전반적

으로 긍정적이었다. 특히 정확한 발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알아 듣게 하기 위해서 더 정확한 발음을 하

려고 집중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개선되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 C)

“인공지능 스피커가 못 알아 들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쉴틈없이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

다.” (학생 C)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기대했던 것보다

중국어를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더 발전되서 수업에 활용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 (학생 B)



- 163 -

반면,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할 때의 어려움과 개선점에 대해서는 학

습자는 학습 분위기, 기술적인 어려움에 대해 주로 언급하였다.

“수업은 재밌는데 동시에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를 하다보니 우

왕자왕한 것 같습니다.” (학생 C)

“인공지능 스피커가 못알아 들을 때 답답합니다. 물론 발음을 정확

히 하려고 하게 되지만, 조금 틀린 것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학

생 B)

마지막으로, 네 명의 학습자 모두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알아 듣지 못할 때, 또 내가 인공지능 스피커의 말을

알아 듣지 못할 때 교수자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선생님이 제가 맞게 말했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셨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생 A)

“선생님이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법도 알려주었고, 저희가 성조나

발음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인공지능 스피커가 이해를 못하는데

이때 선생님이 어떻게 말해야하고 발음해야 하는지 알려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생 D)

“기기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원활히 할 수

있었어요.” (학생 C)

교수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질문에 본 수업과

같이 발음 교정 및 오류 수정과 같이 도움을 주는 것을 언급하였으며,

학습자들이 학습자의 분위기를 조절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상의 학습자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교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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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폴딩 전략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심층

면담에서 확인된 학습자들의 의견을 스캐폴딩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

다. 첫째, 학습자 심층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적 한계로 한

국인 학습자의 발음에 대한 인식을 지적하였고, 그에 따른 교수자의 스

캐폴딩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과 관

련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지적하였듯이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여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서 교수자의 학습 분위기 통제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

다.

2) 교수자 반응 분석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교육에서 교수

자의 스캐폴딩 전략이 현장에서 유용한가를 평가하기 위해 교수자의 반

응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장 평가에 참여한 교수자 A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교수자 심층 면담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캐

폴딩 전략에 대한 강점, 약점, 개선점을 확인하였다.

① 강점

먼저, 교수자 A는 본 연구에서 촉진자로 정의한 교수자의 역할에 동

의하였다. 기존의 중국어 수업에서는 교수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인

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중국어 수업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활동이 가능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공지능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

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반복하여 언급하였다.

스캐폴딩 전략에 대해서는 수업을 실행하고 그중 학습자와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교수자 교육을

통해 확인된 스캐폴딩 전략을 통해 각각의 전략과 하위 지침을 확인하였

고, 예시와 해설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고 하며 설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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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스캐폴딩 전략

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인지적 스캐폴딩 전략 ‘3. 학습자가 인공지능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단서를 제공하라’의 하위 지침으로 ‘3-1. 다양한

상황 맥락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발화를 완성할 수 있도

록하라.’의 예로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복습했던 내용인데”

라고 스캐폴딩 지원을 하였다. 또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개별학

습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정의적 스캐폴딩 전략 ‘6. 인공지능 스피

커를 활용하여 협력 학습을 할 때 역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력 학습을

지원하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지 못하였지만, 학습자들이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 하는 중 타 학생의 상호작용을 관찰한다거나 성공한

학습자가 돕는 협력 학습이 이루어졌고, 해당 스캐폴딩 전략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② 약점 및 개선사항

반면,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 자체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

캐폴딩 전략에 대한 약점도 확인하였다. 현장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졌지만, 당일 기상 변화로 인해 인터넷 연결이 끊기는 문제가 발

생하였다. 이에 교수자는 기술적인 조건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

였다. 실제로 C 중학교는 한 학생당 크롬북 1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

선인터넷 등 기술이 갖추어져 있으나 인터넷 연결 문제가 발생하였고,

다른 학교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 구입에 대한 문제나 기술의 문제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스캐폴딩 전략에 대해 교수자가 더 참고할 수 있는 예시가 풍부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특히, 본 스캐폴딩 전략은 영어 교육 분야의 선행 문헌

을 검토하고 도출한 전략으로, 중국어 교육에 대한 예시가 더 풍부했으

면 좋겠다고 하였다. 특히, 각 언어 별로 언어의 특징에 따라 교수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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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식한 학습자의 음성 데이터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하여 피드백을 제

공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며, 스캐폴딩 전략에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

하고자 한다. 첫째, 3차 스캐폴딩 전략에 대한 예시를 더 정교화하여 제

공할 예정이다. 둘째, 인공지능 스피커의 음성 인식 데이터가 어떤 피드

백을 제공하는지 더 확인하고자 한다.

4. 최종 스캐폴딩 전략

내적 타당화와 외적 타당화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반영하여 스캐폴딩

전략을 수정 및 보완하고 최종 스캐폴딩 전략을 개발하였다. [그림 Ⅳ

-13]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수업에서 교수자가 제공해야 하

는 스캐폴딩 전략의 유형이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과의 상호작

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지적, 정의적, 기술적 스캐폴딩을 제공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10개의 인지적 스캐폴딩 전략과 24개의

지침, 7개의 정의적 스캐폴딩 전략과 16개의 지침, 4개의 기술적 스캐폴

딩 전략과 11개의 지침을 개발하였다. 교수자는 언어 수업에서 학습자와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

캐폴딩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캐폴딩 전략은 모

든 언어 교육에 적용 가능하다. 최종 스캐폴딩 전략을 인지적, 정의적,

기술적 스캐폴딩 유형에 따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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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 교수자의 스캐폴딩 유형

가. 인지적 스캐폴딩

1) 학습자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에서 발화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발화 시범을 보여라.

①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 시범을 보여라.

학습자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교수자가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정확한 발화를 제시해주는 것이다. 교수자는

수업을 시작할 때 학습자의 인지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범을 제

공할 수 있고, 학습자가 수업 중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직

접적인 시범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국외에서 만든 인공지능

스피커는 자국민을 위한 제품이어서 한국인 학습자의 발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교수자는 정확한 발음을 시범을 보여 학

습자가 교수자를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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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습자가 교수자의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시범을 따라

하게 하라.

교수자가 먼저 시범을 보이면 학습자가 교수자의 발화를 따라 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 하도록 한다. 학습자는 교수자의 발화

를 모방하며 정확하고 완성된 발화를 할 수 있다. 학습자는 교수자의 시

범을 통해 인공지능과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학습하고자 하

는 내용(어휘의 용법, 목표 문법 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2) 학습자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발

화 완성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라.

① 학습자의 의도에 적합한 어휘, 문법, 표현상의 단서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발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라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의 발화를 제공하는 시범보다는 다양한 언어적

단서를 제공하면서 학습자 스스로 발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영어 수업에서 학습자에게 ‘물고기(Fish)’라는 반응을 얻기 위

해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바다에 사는 것’이라는 언어적 단서를 제공

할 수 있다. 중국어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한자 문화권으로 동일하거

나 또는 유사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많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소

개(紹介)’라고 사용하지만, 중국에서는 ‘개소(介紹)’라고 사용한다. 한국어

와 비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다양한 상황·맥락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발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라.

언어적 단서 제공 외에도 상황 맥락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상

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직면한 발화 요구 상황의

앞뒤 맥락 짚어주기, 발화를 구성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나 선행 경험을

떠올려 주기, 요구된 발화가 있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설명해 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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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황·맥락적 단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에게 ‘좋아하다

(喜欢)’라는 새로운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수자는 ‘사랑하다(爱)’라는
선수 지식을 상기할 수 있고, 요구된 발화가 있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인

영화나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등의 상황 맥락적인 단서를 제

공할 수 있다.

3)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화를 학습자가 이해했는지 점검하고 적절

하게 대응하라.

①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화를 이해했는지 질문하라.

학습자가 상호작용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

공지능의 발화를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나요?” 등의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점검한다. 학습자의 이해도를 점검한 후 인공지능 스

피커의 발화를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면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재진술하거나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화를 이해 하였을 경우에는

학습자의 발화의 의도를 확인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②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화를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면 학

습자가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재진술하라.

인공지능 스피커는 원어민 수준의 언어 능력을 구사한다. 학습자의 근

접 발달 영역 이상으로 발화를 하여 학습자들의 언어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교사는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수준의 동의어나 유의어,

혹은 유사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쉬운 구조의 문장을 제공한다.

③ 학습자의 발화가 모호할 경우 학습자의 발화 의도를 확인하라.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습자 발화를 의

문조의 억양으로 반복하거나, 교수자가 이해한 만큼 의역해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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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학생 A는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해리포터라고 말한건가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교수자가 학습자의 발화의 의도를 이해해야 학

습자를 교수자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학습자의 발화를 명료하게 하도록 요구하라.

학습자 발화가 모호할 경우 학습자에게 발화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도

록 요청하는 것으로, “예?”, “뭐라고 했죠?”, “무슨 뜻이죠?”, “다시 한

번 말해 줄래요?” 등의 질문을 통해 명료화를 유도한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발화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명료하게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직접적으로 명료화를 유도한다. 특히,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에서 인공지능이 한국인 학습자의 발음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발음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음을 언급하여, 발음을 명료하게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현재 학생의 발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요”라고

하며, 다시 한번 명료한 발음을 요구한다.

4) 학습자가 발화 상에 오류가 있을 경우 암시적으로 오류 수정을

지원하라.

① 학습자가 스스로 오류를 인식하도록 비언어적 신호를 보내라.

첫째, 학습자의 발화에 억양에 변화를 주거나, 강세를 사용하여 문제가

있다는 어조로 말한다. 둘째, 행동이나 표정 등 비언어적 신호로 학습자

의 발화에 오류가 있음을 알린다. 이를 통해 교수자가 직접 학습자의 오

류를 수정하지 않고,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발화에 오류가 있다는 것

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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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습자가 발화의 오류를 알아차리도록 오류 내용을 반복해서 말

하라.

학습자의 발화 문장에서 불완전한 내용을 반복하며 학습자 스스로 수

정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 오류 전까지의 발화 내용을 반복하며 오류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말하도록 유도한다. 현장 평가 단계에서 교수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전략으로, 학습자는 교수자의 스캐폴딩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발화에 오류가 있음을 인식하고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

였다.

5) 학습자가 발화 상에 오류가 있을 경우 학습자의 발화 오류를

명시적으로 수정하라.

① 학습자의 발화에서 오류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잘못된 점

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해당 부분을 올바르게 수정하게 하라.

영어나 중국어를 제 2외국어로 학습하는 환경에서 원어민처럼 발음을

구사하는 것은 어렵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사용하여 대화할

때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어느 정도 상호작용이 가능하지만, 인공지능은

발음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인식하지 못한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음 중

교정이 필요한 경우 오류 부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해당 부분을 올

바르게 수정하여 들려준다. 영어권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는 경우 한

국인 사용자의 대표적인 발음의 오류는 [f]와 [p], [r]과 [l], [b]와 [v], [k]

와 [q] 등이 있다. 중국어권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 31개의 소수민족으

로 구성된 중국인의 데이터를 반영하여 비교적 인식율이 높다. 하지만,

중국어는 성조 언어로 성조에 주의해야 한다.



- 172 -

② 학습자가 오류를 수정하는데 필요한 어휘나 문법을 설명하라.

명시적으로 오류를 수정해주는 방법 외에도, 상황에 따라 오류를 수정

하는데 필요한 어휘나 문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수자의 스캐폴딩을 통

해 학습자는 기존에 잘못 입력된 지식을 수정할 수도 있고,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에서 확장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입력한다.

③ 오류가 포함된 학습자 발화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정하고 반복

하게 하라.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화의 오류 일부 또는 전체를 수정하여 말해준다.

교수자가 학습자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오류 부분을 바로 잡는 것으

로, 교수자가 학습자의 의도를 이해했다는 것을 전달하며 의도하는 올바

른 언어적 형태를 알려준다. 이후 학습자가 올바른 문장을 반복하게 하

여 인공지능과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한다. 교수자가 직접적으로

학습자의 오류를 수정해줄 때 학습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라.

①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화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대화 기

록을 제시하여 오류를 수정하도록 하라.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 홈은 ‘활동 관리(manage activity)’에 들어가면

학습자 발화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텍스트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학습자

가 이를 확인하여 자신의 발음 또는 발화를 수정하도록 한다.



- 173 -

[그림 Ⅳ-14] 구글 어시스턴트 대화

기록

②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학습자가 발화한 단어나 문장을 따라 하게

하여, 학습자 발음의 정확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라.

영어권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 아마존 에코는 “Simon says”, 구글

홈은 “Repeat after me”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발화를 따라 한

다. 또한, “Spell (단어)”라고 하여 발음을 정확하게 했는지 확인할 수 있

다. 중국어권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 샤오미 小爱同学는 “你跟我一样说
一下(너는 나와 같이 한번 말해 봐라)”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발화를 따라 한다.

③ 인공지능 스피커가 이해를 못했다고 반응할 때 새로운 내용으로

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인공지능 스피커는 학습자의 발화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I can’t

understand’ 등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부정적 피드백을 받은 학

습자가 적절한 반응이나 긍정적 피드백을 목표로 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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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습 과제를 수행할 때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도움을 요청하도

록 하라.

①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도록 하라.

학습 과제를 수행할 때 학습자는 교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특히, 인

공지능 스피커는 명령에 대한 수행과 정보 전달에 최적화되어 있다. 예

를 들어,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가고 싶은 나라를 조사하는 과제

를 수행할 때, 학습자는 자신이 선정한 나라에 대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What is the official language of America?’ ‘中国的首都是哪里？

(중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등이 있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홈

의 경우 “Help me with my homework”라고 하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요청이나 질문을 하라는 답변을 한다. 학습자는 필요한 정보를 “Tell me

about GDP”, “Who is Barack Obama?”, “Who invented the

telephone?”와 같이 요청할 수 있다.

② 어려운 어휘나 표현은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예를 들어, 과제 내용 중 학습자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인공지능 스

피커에게 “What is the meaning of (단어)?”, “What are synonyms for

(단어)?”, “What shoud I spell (단어)?”, “(단어) 是什么意思？(무슨 뜻입

니까?)”, “(단어)怎么写?(이 단어는 어떻게 써?)” 라고 물어볼 수 있다.

물론 인터넷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해주기에 학습자들이 이해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제공해주는 정보의 예시를 통해 단

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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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발화를

강화하라.

① 학습자의 성공적인 발화를 반복하게 하라.

학습자가 정확하고 완성된 발화로 성공적으로 상호작용 했을 경우 교

수자는 학습자의 성공적인 발화를 반복하고 또한 학습자가 반복하도록

하여 정확한 언어 형태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교수자는 수용,

칭찬 등의 정의적인 스캐폴딩 전략과 함께 사용하도록 한다.

② 학습자의 성공적인 발화를 재구성하거나 핵심을 요약하여 제시

하라.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화를 교수자의 언어로 재구성하거나 요약하여 제

시하여 성공적인 발화에 대한 할 수 있다. 또한, 발화 중의 어휘의 용법

이나 목표 문법 등 핵심을 강조할 수도 있다.

9) 상호작용을 성공한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①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발화를 유도하라.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상호작용을 수행한 경우 발화를 질적으로 심화하

도록 유도한다. 첫 번째, 언어 형식 측면에서 더 복잡한 형태를 띤 과제

를 제시하도록 한다. 두 번째, 유사한 어휘로 바꾸어 표현하도록 한다.

세 번째, 유사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형을 제시하여 학습자

가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② 학습자의 발화 내용을 양적 측면에서 확대하게 하라.

적절한 수식어를 포함하여 문장을 늘려보게 하거나, 부연설명, 이유나

근거 제시 등 추가 발화를 유도하거나,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를 이어

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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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공적인 발화에 심화 학습 활동을 제공하라.

① 성공적으로 활동을 수행한 학생에게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될 명

령어를 안내하라.

영어권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 홈의 경우 “Okay Google, Motivate

Me!” 라고 하면 인공지능 스피커는 영어 명언을 들려준다. “Okay

Google, Tell me a Story”라고 하면 이야기를 들려준다. “Okay Google,

Tell me a Joke”라고 하면 유머를 들려준다. 또한, 음성 어플리케이션을

소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Okay google, Talk to Puzzle room”라고

하면 음성 방탈출 게임을 할 수 있다.

② 성공적으로 활동을 수행한 학습자를 위한 심화 과제를 준비하여

제시하라.

예를 들어 교수자는 ‘CNN News’, ‘BBC’, ‘CCTV’ 등 세계 주요 뉴스,

라디오, 팟캐스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구글 홈은 영어 오디오 북

기능을 제공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나. 정의적 스캐폴딩

1) 외국어 학습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의인화 수준을 높여라.

① 인공지능 스피커가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하라.

학습자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인공지능 스피커에 눈, 코,

입 스티커를 붙이거나 옷을 입혀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한다. [그림 Ⅳ

-15], [그림 Ⅳ-16]은 의인화 수준이 높은 국내의 인공지능 스피커 예시

이다. [그림 Ⅳ-17]은 본 연구의 현장 평가에서 사용한 인공지능 스피커

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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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5] 국내

인공지능 스피커

예시1

[그림 Ⅳ-16] 국내

인공지능 스피커

예시2

[그림 Ⅳ-17] 구글

홈 미니 의인화

전략

② 인공지능을 캐릭터로 형상화하여 학습자가 캐릭터와 상호작용하

는 분위기를 조성하라.

인공지능 스피커는 학습자들이 외국어 학습에 느끼는 심리적인 불안감

을 감소시키고,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인다. 이에 따라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형상화하여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본 연구

의 현장 평가에서는 학습자들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더 친숙하게 느끼게

하기 위하여 구글 홈의 명령어로 “Goo Goo”를 애칭으로 소개하는 전략

을 사용하였다. 또한, 중국 기업 샤오미의 인공지능 스피커는 실제 인공

지능 캐릭터가 존재한다. 인공지능 캐릭터의 이름은‘小爱同学’이며, 성별
은 여자이고 나이는 17살이다. [그림 Ⅳ-18]은 샤오미사의 인공지능 캐

릭터 小爱同学’이며, [그림 Ⅳ-19]는 네이버 클로버에서 사용자가 인공지

능과 친숙하게 하기 위해 가상 캐릭터를 인터페이스로 활용한 인공지능

스피커 ‘페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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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8] 샤오미 인공지능

스피커 캐릭터 ‘小爱同学’
[그림 Ⅳ-19] 클로바 웨이브

스마트 디스플레이 ‘페이스’

2) 수업을 시작할 때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

를 유발하라.

①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학습자들이 일상

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경험을 말하게 하라.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경험을 확인하고, 인공지능 스

피커를 활용하여 날짜 및 시간 정보 요청, 날씨 및 교통 정보 요청, 음악

재생 등 가정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는 친숙한 상황을 제시한다.

[그림 Ⅳ-20]은 본 연구의 현장 평가에서 수업을 시작할 때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노래 부르기를 요청한 대화

기록이다.

[그림 Ⅳ-20] 음악 재생 요청 대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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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게임을 진행하라.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다. 교수자는 숫

자 빙고, 알파벳 빙고, 동전 던지기 게임, 가위바위보, 어림 숫자 게임,

수도 이름 맞추기 게임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표 Ⅳ-29>는 구글 홈을

활용하여 교수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게임명과 명령어이다.

게임명 명령어

숫자 빙고
random number 1 to 10

给我(一个)1到10之间的(随机)数字

알파벳 빙고 random alphabet

잰말놀이 绕口令

동전 던지기 Flip a coin

가위바위보 Rock paper scissors

수도 이름 맞추기 Capital Cities Game

의자 게임 Play Musical Chair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Play Freeze Dance

어림 숫자(어플리케이션) Talk to Number Genie

캐릭터 맞추기 스무고개(어플리케이션) Talk to Akinator

<표 Ⅳ-29> 구글홈 게임명과 명령어

3) 학습자가 목표 언어 사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학습 기회를 제공하라.

① 학습자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학습(warm-up)을 진행

하라.

인공지능 스피커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사전학습을 진행한다. 교수자

는 사전학습을 위한 활동학습지를 개발한다. 이때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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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간단한 주제를 대화 주제로 선정한다. 예를 들어, 인사하기,

안부 묻기, 이름 묻기 등 인공지능 스피커와 일상적인 대화 또는 인공지

능스피커의 기본적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②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단어, 문장,

대화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라.

사전학습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와 단어를 사용해서 상호작용하게 하고,

이후 문장을 사용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장을 사용하여 상

호작용에 성공하였으면, 대화를 지속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사전학습으

로 학습자는 ‘Okay, Google. 天气(날씨)’와 같이 단어를 사용해서 상호작

용을 시도하고, 이후 ‘Okay, Google. 今天天气怎么样?(오늘 날씨 어때?)’

와 같이 완성된 문장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한다.

4)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 상에 장애가 발생할 시 당황하지

않도록 학습자를 격려하라.

① 상호작용 결과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학습자가 발화를 시도하지 않거나 인공지능과 상호작용 중에 장애가

발생하면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 있고 발화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예를 들어,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다음번에는 더 잘 할

수 있을 거에요’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② 학습자가 좌절하지 않고 재도전하게 하라.

인공지능 스피커는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므

로 한계가 있다. 특히,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원어민의 데이터를 기반으

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인 사용자의 발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한계를 설명하여 학습자가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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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원어민 역할을 하며 상

호작용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인식시키고, 부정적

피드백이 이후 언어 학습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함을 설명하여 성

공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오류를 수정하여 재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5)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①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라.

교수자의 스캐폴딩이 실패한 원인 중에는 교수자의 지나친 개입이 있

다. 학습자의 근접발달영역을 고려하지 못하고 정답을 유도하는 등 교수

자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학습자가 잠재적 수준으로 발달하도록 돕지 못

한다. 또한, 학습자가 고민하여 푼 문제가 기억에 오래 남듯이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하면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교수자는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

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② 학습자의 현재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교수자는

즉각적으로 학습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라.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에서 스스로 오류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교수자는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교수자

는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점차 줄인다.

6)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학습을 지

원하라.

① 동료 학습자와 인공지능 스피커의 각각의 입장에서 대화를 관찰

하게 하라.

학습자가 협력학습 상황 하에서 동료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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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는 상황에서는 동료 학습자에게 감정 이입하게 한다. 질문에 대한

인공지능 스피커의 대답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기기에 감정을 이입하여

답변을 예상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동료학습자와 인공지능 스피커의 상

호작용을 관찰하게 하여 질문자라는 주체와 대답하는 객체의 생각과 감

정을 갖게 하여 두 객체를 동시에 경험하게 한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학

습자가 직접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도 집중을 이끌 수 있다.

② 모든 학습자가 상호작용에 성공적인 경우 성공에 대한 성취감을

서로 교감하도록 하라.

학습자들은 언어학습공동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를 실제로 사용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그 경험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다른 학습자

와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학습자들은 언어 사용 경험으로

언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언어학습공동체가 더욱 질 높은 언

어 사용 경험을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③ 성공한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돕도록 하라.

언어 구사 능력이 또래 학습자보다 더 높은 학습자나 과제를 성공한

학습자가 도움이 필요한 학습자를 도와주도록 하여, 협력과제를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학습자 간 경쟁을 유도하라.

교수자는 게임, 보상 등의 게임의 원리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자가 상호작용에 성공하기 위하여 재도전하도록 경쟁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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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성공적 상호작용에 대한 긍정적 강화

를 제공하라.

①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의 과정에 대해 칭찬하라.

교수자가 기대했던 수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경우에

는 학습자의 발화 상의 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때,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화에서 사용한 단어, 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②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결과에 대해 칭찬하라.

학습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을 보이기에 학

습자가 성공적으로 발화를 하였을 때는 적극적으로 칭찬하여 외국어 학

습에 대한 안도감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학습에서 더 나아가 실제 원어민과의 상호작

용 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기술적 스캐폴딩

1)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적 원리를 소개하라.

① 인공지능 스피커의 작동 원리를 소개하라.

전통적으로 컴퓨터는 CLI(Command Line Interface) 방식으로 사용자

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명령에 대해 반응하였고, 이후 GUI(Graphic User

Interface) 방식으로 컴퓨터에서는 마우스, 모바일에서는 터치를 통해 반

응을 하였다. 이는 컴퓨터 중심의 대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간의 음성을 기반으로 하는 VUI(Voice User Interface) 대화 방식이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을 기반으로 하는 음성 기반 대

화 방식으로, 음성인식기술, 자연어처리기술, 음성합성기술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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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스피커는 소리 센서를 통해 인간의 목소리가 가진 음향학적 신

호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음성인식기술을

통해 음성을 인식하여, 디지털 신호에 대해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학

습된 데이터로 처리하여,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음성합술기술을

통해 반응한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선수학습지식, 학습경험 등에 따라 학

습자가 이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스피커의 작동 원리를 소개한다. 인공

지능 스피커의 원리를 알면 인공지능 스피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②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의 장점을 안내하라.

첫째, 인공지능 스피커는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둘째, 인공지능 스피커는 외국어 학습에서

원어민 선생님 역할을 한다. 특히, 학습자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함으

로 외국어 학습에 대한 불안이 감소하였으며, 그로 인해 의사소통 의지

가 향상되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셋째, 사용자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할수록 더 나은 사용자 맞춤 기능을 제공한다.

2)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하라.

①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 절차를 안내하라.

구글 사의 구글 홈 미니(Google Home mini) 사용 절차는 다음과 같

다. (1) 전원을 연결한다. (2) 호출어(Wake up word)를 입력한다. (3) 불

빛이 모두 들어오면 대화를 시작한다. (4)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발화에

대해 처리 중일 때 불빛이 깜박인다. (5) 인공지능이 대답을 할 때 불빛

이 동시에 깜빡인다. [그림 Ⅳ-21]은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 홈 미니의

사용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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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연결 대기 중 처리 중 반응

[그림 Ⅳ-21] 구글 홈 미니 사용 절차

또한, 각 회사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제품명과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

성화하기 위한 호출어(Wake up word)가 존재한다. 영어권 국가의 인공

지능 스피커의 제품명과 호출어는 <표 Ⅳ-30>과 같다.

회사명 Amazon Google Apple Microsoft

제품명 Echo Google Home Home pod Invoke

호출어 Alexa
Hey, Google

Okay, Google
Hey, Siri Cortana

<표 Ⅳ-30> 영어권 국가의 인공지능 스피커

중국어권 국가의 인공지능 스피커의 제품명과 호출어는 <표 Ⅳ-31>

과 같다.

회사명 JD Alibaba Baidu Xiaomi Tencent

제품명 叮咚 天猫精灵 分身鱼 小爱同学 ERDUO

(耳朵)

호출어 小燕 天猫精灵 小度 小爱同学 9420

(九四二零)

<표 Ⅳ-31> 중국어권 국가의 인공지능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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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능을 안내하라.

인공지능 스피커는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대한 수행

(스마트 홈 제어 포함) 및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 외에도 언어학습을 위

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스피커에 내장된 기능 외에도 인

공지능 스피커는 개발자가 언어학습을 위해 개발한 음성 어플리케이션을

소환할 수 있다. 구글 홈의 경우 ‘Talk to (어플리케이션명)’을 하면 어플

리케이션이 소환된다. [그림 Ⅳ-22]는 구글 홈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

능과 구글 홈에서 사용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의 예시이다.

구글 홈 기능 음성 어플리케이션 예시

[그림 Ⅳ-22] 구글 홈 기본 기능 및 음성 어플리케이션 예시

인공지능 스피커는 사용자 맞춤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대표

적으로, 구글 홈은 영어, 한국어, 중국어 등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 언

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따라 미국식, 영국식, 캐나다식, 호주식, 인도식 억

양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목소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내 활동(my activity)’에서 나의 대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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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최적화된 환경

적 지원을 하라.

①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기 위한 교실 내의 필수 기술적 요소

를 확인하라.

첫째,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별로 무선 인터넷 허용 규정이 다르고, 몇

몇 학교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교실 내의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기 위

해서는 무선 인터넷이 필요하다. 학교에 무선 인터넷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무선 공유기를 준비한다. 둘째, 인공지능 스피커의 전원을 연

결하기 위해서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학습자의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기에 보조배터리를 준비한다. 셋째, 국외 인공지능 스피커는 해외

배송을 통해 주문이 가능하다. 이때, 각 국가의 전압의 유형에 따라 변압

기를 준비해야 한다. [그림 Ⅳ-23]은 본 연구의 현장 평가에서 사용한

무선 공유기와 보조배터리이다.

무선 공유기 보조배터리

[그림 Ⅳ-23] 무선공유기 및 보조배터리

또한, 구글 홈의 경우는 기기 1개당 1개의 계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

수자는 사전에 인공지능 스피커 1개당 1개의 계정을 만들어 인공지능 스

피커와 연결한다. [그림 Ⅳ-24]는 본 연구의 현장 평가에서 사용한 구글

계정과 구글 홈 번호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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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계정 인공지능 스피커 번호

[그림 Ⅳ-24] 구글 계정 및 인공지능 스피커 번호

② 학습자에게 언어 사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소 인

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스피커를 제공하라.

첫째, 일반적인 구문 연습 형태의 활동이면 학습자 1명당 기기 한 대

를 제공한다. 둘째, 과제 수행 활동 시에는 학생 2인당 기기 1대를 제공

한다. 셋째, 문제 해결하기(Problem Solving) 과업처럼 수행 과제가 비교

적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 4명이 1대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

록 한다. 넷째, 교수자 주도의 수업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 1대로 수업을

진행한다. 이때, 교수자는 칠판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Ⅳ-25]는 학습자에게 제공된 인공지능 스피커의 구성이다.

[그림 Ⅳ-25] 학습자 중심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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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습자가 최대한 가까이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 하도록 하

며,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 환경을 조성하라.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화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면 학습 환경

을 의심해야 한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외부 소음에 영향을 받는다. 학습

자가 자신의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최대한 가까이 발화하도록 하고, 모둠

간 간격을 최대한 떨어지게 하여 인공지능 스피커의 외부 소음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4)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적 특성에 따른 상호작용 방법을 설명

하라.

① 인공지능 스피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안문, 요청문을

집중적으로 연습시켜라.

인공지능 스피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하드웨어적 특징과 함께 소프트웨어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가정에서 사용자의 요청을 수행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발

된 제품이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안

문, 요청문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영어권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 (1)

Can you (please) ~ ? / Could you (please) ~ ? (2) Will you (please) ~

? / Would you (please) ~ ? (3) I want you to ~ . / I would like to

you to ~ . 등의 제안문, 요청문을 연습한다.

②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는 필수 표현을 안내하라.

인공지능 스피커는 호출어(Wake-up-word)를 입력한 이후 명령어를

말한다.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는 필수 표현

을 안내한다. 예를 들어, 영어 수업에서는 음량 조절 표현(Turn it up /

Turn it down, Volume up / Volume down), 재생(Play), 정지(Stop), 일

시 정지(Pause), 재개(Resume)등을 위한 표현을 설명한다. 또한, 인공지



- 190 -

능 스피커의 답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Repeat’, ‘Repeat slowly’와 나의 발음이 정확한지 확

인을 위한 표현으로 ‘Repeat after me’, ‘Spell (단어)’를 안내한다. 중국어

수업에서는 음량 조절 표현(大声一点 / 小声一点)을 설명하고, 발화의 재

요청의 표현으로 ‘请再说一遍’, ‘请慢点说’ 등을 설명한다.

③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 하도록 하라.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물으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의 수도는 어디이고, 공항은 어디에 있습니

까?”라고 요청하면 인공지능은 아래의 [그림 Ⅳ-26]의 왼쪽 그림과 같이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학습자에게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한국에 공항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하도록 한다.

[그림 Ⅳ-26] 올바르지 않은 질문과 올바른 질문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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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체적인 명사를 사용하여 상호작용 하도록 하라.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정보를 요청할 때 구어체보다는 문어체를 사용하

도록 한다. 인공지능은 인터넷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요청을 처

리한다. 따라서 포털에서 검색할 때 사용되는 명사 위주의 키워드를 사

한다. 예를 들어, 김혜영 외(2019)은 “Could you tell me how to cook

Lasagna?” 보다는 “Could you tell me the recipe for Lasagna?”라고 하

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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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설계·개발 연구의 모형 연구에 따른 전략을 개발하고 타당

성을 검토하는 연구이다. 선행문헌 분석과 전문가 면담을 통해 초기 스

캐폴딩 전략을 도출하고. 두 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통한 내적 타당성 검

토와 현장 평가를 통한 외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

용한 언어 수업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을 최종 개발하였다. 이 장

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의의를 논의

하고 시사점을 살펴본다.

가. 수업과 테크놀로지의 통합

전통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기술은 수업에서 학습 동기를 부여하거나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등,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교수

매체로 활용되었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수업의 필수 요소로 통합되고 있

다. 수업과 테크놀로지를 통합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업에서 테크놀로지

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하여 수업의 과정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업과 테크놀로지의 통합 목적은 학습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유의미한 학습에 있다(김성욱,

2016). 즉, 학습자의 유의미 학습을 위해서는 테크놀로지와 함께하는 학

습이 필요하다(Howland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교육에서 학습자와 인공

지능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스캐폴딩 전략을 탐구하였다. 전통적으로 언어 수업의 구성요소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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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 교육 내용, 학습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적용한 수업에서 인

공지능 스피커는 수업의 세 가지 구성요소에 더하여 또 하나의 수업 요

소로서 기능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중국어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스

피커가 내용을 전달하는 교수 매체의 차원을 넘어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배우는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인공지능 스피

커를 활용하는 학습이 아니라 인공지능 스피커와 함께하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수업에서 교수자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요구에

직면한다. 테크놀로지를 통하여 학습자의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서 교수자는 체계적으로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학습자들에게 적응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안내자, 조력자,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조규락, 조

영환, 2019). 수업에의 테크놀로지 통합은 교수자에게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을 요구한다. Koehler와 Mishra(2009)의 TPACK 체계(framework)는

교수자에게 요구되는 지식을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 교육학 지

식(pedagogical knowledge), 테크놀로지 지식(technology knowledge)으

로 구성된다. 또한, 세 가지 지식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요구되는 지식을

포함한다. 즉, 내용 지식, 교육학 지식, 테크놀로지 지식의 교집합이다.

그러므로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수업에서 교수자는 내용 지식, 교육 방법

에 관한 지식 더하여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테크놀로지를 통합한 수업에서 교

수자는 학습자에게 기술적 스캐폴딩을 제공하기 위한 테크놀로지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현장 전문가를 통해 인

공지능 기술이 통합된 수업에서 테크놀로지에 관한 지식의 중요성과 필

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수업에의 테크놀로지 통합 관점에

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한 스캐폴딩 전략은 TPACK 이

론에서 교수자가 알아야 하는 융합적 지식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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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

인공지능 기술 중, 인공지능 스피커는 교육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

고 있다. 언어교육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는 학습자에게 발화 기회를 제공

하여 의사소통 역량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공윤지, 2020; 김

나영, 2017; 김재상, 2017; 김혜영 외, 2019; 박준서 외, 2019; 서정은,

2017; 안정은, 전영국, 2018; 장지연, 2019; 현주은, 임희주, 2019; 한정림

외, 2019; Dizon, 2017; Moussalli & Cardoso, 2020; Underwood, 2017).

반면에 언어교육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는 발화 속도가 원어민 수준으로

빠르고, 문장구조, 어휘 등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초·중급 학습자가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학습자의 입력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

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서정은, 2017; 현주은, 임희주,

2019).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한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효과성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스피커는 발화 기회가 적은 제2외국어

학습 환경에서 발화 기회를 제공한다(현주은, 임희주, 2019). 본 연구에서

는 학습자에게 발화 기회를 최대한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지적,

정의적, 기술적 스캐폴딩 전략을 개발하였고, 외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중국어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기존 수업

과 비교하여 발화 기회가 많았다고 언급하였다. 둘째, 학습자들의 외국어

대화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줄어들었다. 본 연구 과정에서 진행한 수

업에서 정의적 스캐폴딩 전략으로 학습자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불안감

을 낮추기 위해 의인화 수준을 높였고, 학습자 반응에서 인공지능 스피

커에 대해 친근한 느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공지능 스피커

를 활용하는 수업은 언어능력 수준이 다른 학습자를 위한 개인 맞춤형

교수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캐폴딩 전략은 개인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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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장 평가를 위한 수업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화 속도, 문

장․어휘 등의 난이도, 대화의 연속성 결여, 상호작용 오류에 대한 피드

백 부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상 발생한

문제는 교수자가 직접 개입하여 해결되었으며, 결론적으로 교수자의 인

지적, 정의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서 교수자의 역할

테크놀로지를 통합하는 수업에서 교수자는 새로운 역할 요구에 직면해

있다. 향후 인공지능이 교수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논란과 달리 선행연구

검토 결과, 인공지능이 교수자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결론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될수록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Guilherme, 2019). 인공지능을 통합하는 수업에서 기대되는 교수자의 역

할은 학습 환경과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학습설계자, 학습자와 인공지능

의 상호작용을 돕는 촉진자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교수자는 언어교육에서 학습자와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

호작용을 돕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전제로 스캐폴딩 전략을 개발하였

다. 이번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촉진자적 역할이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

호작용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통합

된 수업에서 교수자의 촉진자적 역할과 그 질은 수업 성과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한 스캐폴딩 전략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라.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 수업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Wood 외(1976)가 스캐폴딩의 개념을 제시한 이후 스캐폴딩에 관한 연

구가 지속 되어 왔다. 특히,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소로 역할을 하는 언어

교육에서 스캐폴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언어교육에서 스캐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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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이란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에서 학습자의 목표어 학습을 위한

교수자가 제공하는 모든 언어적, 비언어적 도움을 말한다. 학자에 따라

스캐폴딩을 유형화하고 있지만, Schetz와 Stremmel(1994)는 스캐폴딩을

인지적 스캐폴딩(cognitive scaffolding)과 정의적 스캐폴딩(affective

scaffolding)으로 구분하였고, 이후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인

지적 스캐폴딩과 함께 정의적 스캐폴딩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왔

다. 최근에는 테크놀로지가 수업의 요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기술적 스

캐폴딩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함께 하는 수업이라는 특성을 바탕

으로 인지적, 정의적 스캐폴딩 전략에 기술적 스캐폴딩 전략을 추가하여

스캐폴딩 전략을 개발하였으며, 현장 평가를 통해 기술적 스캐폴딩의 중

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캐폴딩은 근접 발달 이론에 따라 교수자가

학습자를 이끌어 가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스캐폴딩은 학습

자와 인공지능 스피커의 상호작용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

에서 전통적 스캐폴딩 전략과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테크롤로지를 통합

하는 수업에서 스캐폴딩 전략은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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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제언

가. 요약 및 결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사회 모든 분야를 변화시키고 있다. 교육 분

야도 예외일 수 없다. 이미 교육 현장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

으며, 교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초기 단계이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에 인공지능을 통해 학습하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

능이 교수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교육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성공적 수업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수업에서 교수자의 역할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는 언어교육에서 교

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설계·개발 연구의 모형

연구에 따른 전략의 개발 및 타당화 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스캐폴딩 전

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문헌 검토와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고, 두

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통해 내적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현장 평가를 통

해 외적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최종 개발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교육

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은 인지적, 정의적, 기술적 스캐폴딩 전략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전략에 대한 지침 및 예시와 해설을 포함한다. 최

종 전략은 인지적 스캐폴딩 전략 10개, 하위 지침 24개, 정의적 스캐폴딩

전략 7개, 하위 지침 16개, 기술적 스캐폴딩 전략 4개, 하위 지침 11개로

총 21개의 전략과 51개의 하위 지침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교육에서 학습자가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을 촉진

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언어교육

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발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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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육적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음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로 인해 인공지

능 스피커의 발화 속도가 원어민 수준으로 빠르고, 문장, 어휘의 난이도

가 높아, 학습자의 발화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의 문

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점은 새로운 교수자의 역할을 요구한다. 교수자는 인공지

능과 상호작용 중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인공지능 스피커의 한계점 극복을

위해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와 인공지능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교수자의 정교한 스캐

폴딩 전략은 언어학습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

용한 언어교육에서 학습자는 무반응, 미완성, 불완전, 완성의 행동 특성

을 보이며, 인공지능 스피커는 학습자의 행동 특성에 따라 반응한다. 이

과정에서 상호작용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수자는 상호작용상

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해 스캐폴딩 전략

을 사용할 수 있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화를 유도하고, 발화 오류를 수

정하고, 발화 확대 및 지속을 위한 스캐폴딩 전략으로 인지적, 정의적 스

캐폴딩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인지적 스캐폴딩은 학습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다. 정의적 스

캐폴딩은 인지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서적 요인에 대한 지원이다.

셋째,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는 언어교육에서 교수자는 기술적 스

캐폴딩을 지원해야 한다. 기존에 언어교육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과 관

련한 연구는 인지적, 정의적 스캐폴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 교수자의 기술적 스캐폴딩은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다. 전통적으

로 교수매체는 수업에서 선택적 요소였다면, 기술의 발전에 따라 테크놀

로지는 수업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교수자는 테크놀로지가

통합된 수업에서 학습자가 테크놀로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수자는 테크놀로지 지식을 갖추고, 테크놀로지

의 특성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하는 스캐폴딩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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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교육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의 한계점을 중심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사항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외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장 평가는 C 중학교 2

학년 중국어 수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 대상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

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언어 교과와 학습자에 따른 스캐폴딩 전략의 사용

성을 탐색해야 한다. 또한, 현장 평가에서 사용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구

글사의 ‘구글홈 미니(Google home mini)’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스캐폴딩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둘째, 언어교육 외 다른 교과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은 주

로 언어교육을 위한 학습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와 현

장 적용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적 특성과 다양한 교과의 특성을 탐색하고, 언어교육 외 다른 교과

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 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교육에서 요구되는 교수자의 새로운

역할에 관한 지속적 탐구가 필요하다. 최근, 인공지능 스피커 외에 감정

인식 기술, 아이트레킹, 맞춤형 학습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하나의 사

례이며, 인공지능과 함께 생활하고 학습해야 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교수

자의 역할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이번 연구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수업에서 기술적

지원과 환경적 지원을 스캐폴딩 전략에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수업에서 필요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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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전략과 환경적, 기술적 전략을 포함하는 종합적 교수 지원 전략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수업과 테크롤로지의 통합은 전통적 교수 매체의 활용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새로운 수업의 요소에 관한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개념

이다. 이에 따라 수업과 테크놀로지 통합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

제 현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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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내적 타당화 전문가 검토지

언어교육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개발을 위한 전문가 검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홍수민입니다. 본 설문지는 언어교육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

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에 대한 타당화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

니다.

전문가 검토는 1. 연구의 소개 2. 타당도 검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1. 연구

의 소개에는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문제, 3) 스캐폴딩 전략 개

발 과정, 4)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당도 검토는 1) 스캐폴딩

전략 전반에 대한 타당도 검토, 2) 스캐폴딩 세부 전략에 대한 타당도 검토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당도 검토는 객관식 문항과 구체적인 의견을 묻는 개방형 질문을 포함

하였습니다. 응답 시간은 약 30분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전문가

인적사항에 작성해주시는 개인정보는 자료 식별용으로만 사용되며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에서는 전문가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공분

야, 최종학력, 경력만 제시될 것입니다.

질문에 응답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연구자에

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구에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석사과정 홍수민 드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홍수민

hongxiumi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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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인적사항

❍ 이름 :

❍ 소속 / 지위 :

❍ 전공 분야 :

❍ 최종학력 :

❍ 실무 및 연구경력 기간 :

1. 연구 소개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

술로,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킴

❍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교육에도 이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교육의 목적에도 변화가 일

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학습 내용, 교수․학습 방법 등에도 변화가

되고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

음. 첫째, 개인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함. 둘째, 과거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학습자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교수자에게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함. 셋째, 인공지능 기술은 교수․학습방법을 변화시킴. 넷째,

교육 행정업무를 자동화시켜주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줌

❍ 특히, 인공지능 스피커는 언어 교육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발화 기회

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까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육적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음과 동시에 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첫째, 인공지능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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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커는 발화 속도가 원어민 수준으로 빠르고 난이도가 높음. 둘째, 학

습자가 잘못된 입력을 하면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함. 결

론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는 학습자의 언어 사용을 촉진하여 의사소

통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지만, 원활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개입자로서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인공지능이 교사를 대체

할 수 없음을 시사함

❍ 스캐폴딩(Scaffolding)은 교수자가 아동이나 초보자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과제를 완성하도록 도움을 줄 때 사용하는 일시적인 지원 구조

로,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서 스캐폴딩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함

❍ 최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교수․학습 방법에 활용하는 연구는 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

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사례를 통한 효과성 확인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스

캐폴딩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특히, 언어 학습에 있어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스캐폴딩 전

략을 개발하고자 함

2) 연구 문제

첫째, 언어교육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은 무엇인가?

둘째, 언어교육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은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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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캐폴딩 전략 개발 과정

❍ 선행문헌 검토를 통하여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수자의 스캐폴

딩 전략을 도출하였음. 선행문헌 검색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library.snu.ac.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http://riss.kr), 구글 학술검색(http://scholar.google.co.kr)을 주

로 활용하였음. 테크놀로지의 통합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

용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두 가지 기준으로

선행문헌을 검토하였음. 먼저,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스피커의 특징과 그에 따른 교육적 활용 방법을 확인함. 이

때,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 ‘AI

Speaker’, ‘Smart Speaker’, ‘AI Speaker in Education’, ‘智能音箱’ 등

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탐색함. 다음으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스캐폴

딩 전략을 확인함. 이때 ‘스캐폴딩’, ‘매체 활용 스캐폴딩’, ‘테크놀로지

활용 스캐폴딩’, ‘scaffolding’, ‘Using technology scaffolding’ 등의 키

워드를 중심으로 탐색함

❍ 또한, 선행문헌 검토를 통한 이론적 탐색과 함께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함. 전문가 면담 대상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

용을 탐색한 연구자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 경험이 있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함. 면담을 통해 수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문헌 검토에서 도출된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에 실제적

인 측면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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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 교수 매체의 통합에 관련한 연구는 언어교육의 맥락에서 컴퓨터 보조

언어학습(CALL: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연어처리 기술을 기

반으로 하는 통·번역 기술, 챗봇 등을 활용한 언어교육 사례가 보고

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스피커가 의사소통 역량 개발을 위한 발

화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수업에 통합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교육에 활용할

때, 그 가능성과 제한점은 교수자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한다. 교수자

는 학습자와 인공지능 스피커가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장애가 일어날 때 이해 조율자로서 단계적인 역할을 해야 한

다.

❍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반응 행동을 구분할 수 있었다. 한정

림, 양윤성, 김규현(2019)은 영어 수업에서 학습자의 행동특성을 분석

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교수자의 질문에 대한 학

습자의 행동을 정답, 유사 답, 오답, 기타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본 연

구자는 위의 구분이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

한 행동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

습자의 반응 행동을 무응답·미완성, 부정확·불완전, 정확·완성으로 체

계적으로 구분한 서영진(2018)의 연구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행동특성

을 무반응, 미완성, 불완전, 완성으로 구분하였다.

❍ 인공지능 스피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인공지

능 스피커는 호출어(Wake-up word)를 입력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

는다. 둘째, 인공지능 스피커는 사용자의 발화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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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이때 한국어권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모

르겠습니다’, 중국어권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에는 ‘我听知难，你吃

饭了吗?(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식사 하셨습니까?)’ 등의 반응을 보인

다. 즉, 인공지능 스피커가 사용자의 발화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공지능은 발화를 인식하지 못했음을 언급하고, 또는 추가로 사용자

에게 질문하여 대화를 이어 나간다. 셋째, 인공지능 스피커가 사용자

의 발화를 잘못 인식하였을 때는 잘못 인식한 발화에 대한 반응을 보

인다. 넷째, 사용자의 발화를 정확히 인식했을 때는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제공한다.

❍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중에 장애가 발생할 때 교수

자는 스캐폴딩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행동에 따

라 발화 유도, 발화 수정, 발화 확대로 구분하여 스캐폴딩 전략이 가

능하다.

❍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은 인지적, 정의적, 기술적 스캐폴딩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인지적 스캐폴딩이란 학습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정의적 스캐

폴딩이란 학습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인지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서적 요인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스캐폴딩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에 관

한 연구(이은혜, 2014; 정세웅, 2013; Rasku-Puttonen et al., 200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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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한 스캐폴딩 유형으로, 학습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테크놀로지에 익숙하게 하여 손쉽게 사용하고, 원활한 사용

을 위한 도움을 의미한다. 즉,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

의 상호작용 중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즉시 인지적, 정의적,

기술적 스캐폴딩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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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도 질문지

1) 스캐폴딩 전략 전반에 대한 타당도 검토

※ 다음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전반에 대

한 타당성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영역에 속하는 문항을 살펴보시고

아래의 평정 척도에 따라 해당하는 란에 ‘√(체크)’ 표시를 해주시고

3점 이하로 응답하신 문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개선하거나 보완해

야 하는 사항을 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2: 다소 타당하지 않다, 3: 약간 타당하다, 4: 아주 타당하다)

영역 문항
타당도

1 2 3 4

타당성
본 스캐폴딩 전략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학습에서 실제 교수자가 참고할 수 있는 스캐폴딩 전
략으로 타당하다.

설명력
본 스캐폴딩 전략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수업에서 고려해야 할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을 잘
설명하고 있다.

유용성
본 스캐폴딩 전략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수업에서 교수자가 스캐폴딩 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보편성
본 스캐폴딩 전략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수업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해도
본 스캐폴딩 전략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수업에서 교수자가 고려해야 할 스캐폴딩 전략을 이해
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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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캐폴딩 세부 전략에 대한 타당도 검토

※ 다음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입니다. 세부 스캐

폴딩 전략을 검토하신 후, 아래의 평정 척도에 따라 해당하는 란에 ‘√(체크)’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인지적 스캐폴딩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2: 다소 타당하지 않다, 3: 약간 타당하다, 4: 아주 타당하다)

구분 스캐폴딩 전략
타당도

1 2 3 4

1
교수자는 교수자는 학습 내용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활동을 설계하라.

1-1
지나치게 개방된 말하기 활동보다는 목적성이 구체적으로
부여된 과제를 설계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대화 유형은 ① 잡담 나누기
(Exchanging small talk), ② 수행 지시하기(Commanding
Performance), ③ 정보 요청하기(Asking for information),
④ 문제 해결하기(Problem solving)로 분류할 수 있다.

1-2
학습자의 언어 능력 수준에 따라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로 구
분하여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활동을 제시하라.

예시
및
해설

초급자에게는 명령, 요청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활용한 활동을
설계한다. 중급자에게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한다. 상급자에게는 뉴스, 라디오
등을 활용한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이 요구되는 활동을 설계
한다.

2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에서 발화 상의 어
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교수자는 정확한 발음과 완성된 발화
를 제공하는 시범을 보여, 학습자가 교수자의 발음과 발화
를 모델링 하도록 하라.

2-1
새롭게 학습한 어휘, 표현,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
한 예시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How can I say (단어) in Korean? 이라
는 표현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당 표현을 사용하여 How can I
say hello in Korean?, How can I say thank you in Korean?
등 다양한 예시를 제공한다.



- 222 -

구분 스캐폴딩 전략
타당도

1 2 3 4

2-2
교수자가 직접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 시범을 보이고, 학습자
가 교수자를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외국에서 만든 인공지능 스피커는 자국민을 위한 제품이어서
한국인 학습자의 발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교수자는 정확한 발음을 시범을 보여 학습자가 교수자를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
고 있을 때 발화 완성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라.

3-1
학습자가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휘,
문법, 표현 등 다양한 언어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학습자
가 자신의 발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의 발화를 제공하는 시범보다는 달리 다
양한 단서를 제공하면서 학습자 스스로 발화를 완성할 수 있
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Ok, google. Rabbit.”이
라고 하면, 인공지능 스피커는 학습자가 어떠한 정보를 원하는
지 알 수 없다. 이때 교수자는 “단어만 이야기하면, 인공지능
스피커가 잘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토끼는 어떤 소리를 내나
요? 토끼가 한국어로 무엇인가요?라고 물어봐줘야 인공지능
스피커도 이해할 수 있어요”라고 한다.

3-2
다양한 상황 맥락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발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가 직면한 발화 요구 상황의 앞뒤 맥락 짚어주기,
발화를 구성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나 선행 경험을 떠올
려 주기, 요구된 발화가 있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설명
해 주기 등 다양한 상황 맥락적 단서를 제공한다.

4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 하는 학습자의 이
해 수준을 점검하고 발화의 의미를 확인하라.

4-1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화를 정확히 이해
했는지 적극적으로 질문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가 뭐라고 말 했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
요?” 등의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점검한다.

4-2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에 발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 교수자는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재진술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는 원어민 수준의 언어 능력을 구사한다. 학습
자의 근접 발달 영역 이상으로 발화를 하여 학습자들의 언어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교사는 학습자가 이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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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준의 동의어나 유의어, 혹은 유사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
는 쉬운 구조의 문장을 제공한다.

4-3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화 의도를 확인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습자 발
화를 의문조의 억양으로 반복하거나, 교수자가 이해한 만큼 의
역해서 확인한다.

4-4
학습자의 발음이 모호할 경우 학습자에게 다시 한번 발음
을 보다 명료하게 표현하도록 요구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화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
했음을 언급하여, 발음을 명료하게 하도록 한다.

4-5 학습자의 발화가 모호할 경우에는 명료화를 유도하라.

예시
및
해설

명료화는 학습자 발화가 모호할 경우 학습자에게 발화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예?”, “뭐라고
했죠?”, “무슨 뜻이죠?”, “다시 한 번 말해 줄래요?” 등의
질문을 통해 명료화를 유도한다.

5
학습자가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암시적으로
수정을 지원하라.

5-1
학습자가 스스로 본인의 발화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식
할 수 있도록 비언어적 신호를 보내라.

예시
및
해설

첫째, 학습자의 발화 억양에 변화를 주거나, 강세를 사용하
여 문제가 있다는 어조를 반복한다. 둘째, 명료화를 요청하
여 발화에 오류가 있음을 알린다. 예를 들어, 교수자는 “인
공지능 스피커가 발화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명료하게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한다. 셋째, 행동이나
표정 등 비언어적 신호로 학습자의 발화에 오류가 있음을
알린다.

5-2
학습자가 스스로 발화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
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의 발화 문장에서 불완전한 내용을 반복하며 학습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 학습자 발화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오류 전까지의 발화 내용을 반복하며, 오류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말하도록 유도한다.

6 학습자의 발화 오류를 명시적으로 수정하라.

6-1
학습자의 발화에서 오류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잘
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해당 부분을 올바르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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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예시
및
해설

영어권 인공지능 스피커는 한국인 학습자의 발음 중 발음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f] 와 [p]이다.

6-2
학습자가 오류를 수정하는 필요한 어휘나 문법을 설명하
라.

예시
및
해설

예를 들어, 학습자가 ‘학습하다’를 ‘let’s teach‘라고 표현하
면, 교수자는 teach의 행위 주체자는 사람은 선생님이고,
learn의 행위 주체자는 학생임을 메타언어적으로 설명한다.

6-3
교수자는 오류가 포함된 학습자 발화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정하여 제시하고 따라 말하게 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화의 오류 일부 또는 전체를 수정하
여 말해준다. 교수자가 학습자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오
류 부분을 바로 잡는 것으로, 교수자가 학습자의 의도를 이
해했다는 것을 전달하며 의도하는 올바른 언어적 형태를
알려준다.

7 인공지능 스피커가 직접 스캐폴딩 하도록 유도하라.

7-1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음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기
록을 확인하여 오류를 수정하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홈은 활동 관리(manage activity)에
들어가면 학습자 발화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텍스트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학습자가 이를 확인하여 자신의 발음 또는
발화를 수정하도록 한다.

7-2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학습자가 발화한 단어나 문장을 따라
하게 하여, 학습자 발음의 정확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아마존 에코는 “Simon says”, 구글홈은 “Repeat after me”
라고 하면, 학습자의 발화를 따라 한다. 샤오미 인공지능 스
피커는 “你跟我一样说一下”라고 하면 학습자의 발화를 따
라 한다.

7-2
인공지능 스피커의 부정적 피드백을 긍정적 피드백으로 바
꾸는 목표를 제시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는 학습자의 발화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I
can’t understand 등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부정
적 피드백을 받은 학습자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받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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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라.

8-1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 중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인공
지능 스피커에게 정보를 요청하라.

예시
및
해설

예를 들어, 가고 싶은 나라를 소개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학습자는 자신이 선정한 나라에 대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
다.

8-2
어려운 어휘나 표현은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물어보도록 하
라.

예시
및
해설

예를 들어, 과제 내용 중 학습자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What is the meaning of (단어)?”라
고 물어볼 수 있다.

9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대화를 다시 확인해주며
강화하라.

9-1 학습자의 성공적인 발화는 반복 기회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가 성공적인 발화를 반복하면서 정확한 언어 형태를
습득할 수 있게 한다.

9-2 학습자의 발화를 재구성하거나 요약하여 제시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화를 교수자의 언어로 재구성하거나
요약하여 제시한다.

9-3 대화 내용 중 핵심을 강조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중 핵심 어휘, 표현 등을 강
조한다.

10
교수자는 학습자의 성공적인 발화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을 확대하라

10-1
학습자의 발화를 기반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발화를 유
도하라.

예시
및
해설

첫 번째, 언어 형식 면에서 더 복잡한 형태를 띤 과제를 제
시한다. 두 번째, 유사한 어휘로 바꾸어 표현한다. 세 번째,
유사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형을 제시한다.

10-2
학습자의 발화에 의견을 추가하는 등 내용의 양적 측면에
서 발화를 확대하라.

예시 적절한 수식어를 포함하여 문장을 늘려보게 하거나,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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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해설

설명, 대안적 의견 제시, 이유나 근거 제시 등 추가적인 발
화를 유도하거나,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를 이어가도록
한다.

11 성공적인 발화가 다른 학습으로 전이되도록 도와라.

11-1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대화 내용를 스크립트로 제공하여 성
찰하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한 대화를 성찰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
작용하면서 잘한 점, 잘못한 점, 개선해야 할 점 등을 돌아
볼 수 있는 성찰 활동 일지를 제공한다.

11-2
성공적으로 활동을 수행한 학생에게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될 명령어를 안내하라.

예시
및
해설

예를 들어, “Okay Google, Motivate Me!” 라고 하면 인공
지능 스피커는 영어 명언을 들려준다.

11-3
성공적으로 활동을 수행한 학습자를 위한 심화 과제를 준
비하여 제시한다.

예시
및
해설

예를 들어, CNN, BBC 등 세계 주요 뉴스의 최신 브리핑,
인기 라디오 쇼, 팟캐스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1-4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다른 교과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안내하라.

예시
및
해설

1)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수학과 융합 학습이 가능
하다. 예를 들면, 사칙연산을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영어로
요청할 수 있다. “Tell me (숫자) plus (숫자)”, “Tell me
(숫자) minus (숫자)” 등의 명령어를 활용하여 사칙연산 활
동을 수행한다.

2) 길이, 온도, 무게의 단위 변환 학습을 영어로 할 수 있다.

3)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음악과 융합 학습이 가능
하다. 예를 들면, 학습자들은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악기 소
리를 요청하여 해당 악기 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Give me
Trumpet sound”, “What does a Trumpet sound like?”라
고 요청하면, 인공지능 스피커는 해당 소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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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들이 인공지능 스피커와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
록 인공지능 스피커의 의인화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
계하라.

1-1 인공지능 스피커가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가 유치원, 저학년인 경우 인공지능 스피커에 눈, 코,
입 스티커를 붙이거나 옷을 입혀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한
다.

1-2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공
지능을 캐릭터로 형상화하여 학습자가 캐릭터와 상호작용하
는 상황을 제시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라.

예시
및
해설

대표적으로 중국 기업 샤오미는 실제 인공지능의 캐릭터가
존재한다. 인공지능 캐릭터의 이름은 小爱同学이며 성별은
여자이고 나이는 17살이다.

2
교수자는 수업을 시작할 때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라.

2-1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친숙한 상황을 제시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재생하는 등 일반적인 가정
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는 친숙한 상황을 제시한다.

2-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게임을 진행하라.

예시
및
해설

간단하 숫자 빙고, 알파벳 빙고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교수
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Give me random number 1 to
50”, “give me random letter”라고 요청한다.

3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학습 활동에 앞서 학습자가 목
표 언어 사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학
습 기회를 제공하라.

3-1
학습 활동 전에 사전학습(warm-up)을 설계하여 진행하라.
이때, 학습자의 관심과 주의를 끌 수 있는 간단한 주제를 대
화 주제로 선정하라.

예시
및

인공지능 스피커를 처음 사용할 때 수행하는 학습지를 제공
한다. 일상적인 대화로 인사하기, 안부 묻기, 이름 묻기 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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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해설 공지능 스피커 정보를 탐색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3-2
사전학습을 단어, 문장, 다이얼로그 순으로 설계하여 학습자
가 단계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
라.

예시
및
해설

사전학습에서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 단어(예: 날씨)를
사용해서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하게 하고, 이후에 문
장(예: 오늘 날씨는 어때?)을 사용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 상에 장애가 발생
할 시에 학습자를 격려하라.

4-1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않을지라
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발화를 유도하고,
상호작용 중 장애가 발생하여도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피드
백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발화의 오류를 수정하도록 격려한
다.

4-2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오류로 인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는 기기로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만 제
공하므로 한계가 있음을 전달하고, 인공지능 스피커가 외국
어를 사용하는 원어민의 역할을 하므로 자연스러운 상호작
용 과정이고 부정적 피드백이 언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함을 설명한다. 교수자는 “괜찮아요. 선생님 말도 못 알아
들을 때가 많아요.”라고 할 수 있다.

4-3
인공지능 스피커가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발화 및 발
음 상의 오류를 수정하여 시도하도록 격려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의 데이터
를 기반으로 함으로 한국인 사용자의 발음을 정확하게 인식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설명하고, 인공지능 스피커가 적
절한 반응을 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반복하여 수정할 수 있도
록 격려한다.

5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중에 장애가 발
생할 때 교수자는 학습자에 따라 적응적으로 도움을 제공
하라.

5-1 학습 과제가 난이도 높지 않고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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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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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준이라면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가 고민하여 푼 문제가 기억에 오래 남듯이, 스스로
고민하여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에서의 문제를 해결
한다면 학습자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이다. 학습자가 스스
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5-2
학습자의 현재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교수자
는 즉각적으로 학습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에서 스스
로 오류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교
수자는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점
차 줄인다.

6
학습자가 동료 학습자와 인공지능 스피커의 상호작용에
감정 이입할 수 있도록 하라.

3-1
학습자가 동료 학습자와 인공지능 스피커의 상호작용 속에
서 질문자라는 주체와 대답하는 객체의 생각과 감정을 갖게
하여 두 객체를 동시에 경험하게 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가 동료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보며 질문하는 상황에
서는 질문자에게 감정 이입하게 한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
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기기에 감정
을 이입하여 답변을 예상하도록 한다.

3-2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 해결 과정 사례를
구성원들과 공유하여 말과 행동, 생각과 느낌을 학습자들에게
공유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우수 학습자의 사례 영상을 보여주거나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대화 스크립트를 공유한다. 타 학습자의 사례를
통해 문제해결 과정을 모델링하여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도
록 한다.

7

동료 학습자와 협력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과
제를 수행할 때 나타난 모두 성공했을 때, 부분적으로 성
공했을 때, 모두 실패했을 때에 따라 학습자 간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라.

L1 L2 지능 패턴 설명

성공 성공 감정적 인지
질문 성공에 대한

성취감을 서로 교감한다.

성공 실패 부분적 협력
성공한 학습자가 실패한

학습자를 돕는다.
실패 실패 협력적 경쟁 질문에 성공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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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경쟁하며 재도전한다.

7-1
협력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상호작용에서 모든 학습자가
상호작용에 성공적인 경우 성공에 대한 성취감을 서로 교감
하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들은 언어학습공동체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그 경험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다른 학습자와 의미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학습자들은 언어 사용 경험으로 언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
고, 언어학습공동체가 더욱 질 높은 언어 사용 경험을 하는
선 순환이 이루어진다.

7-2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에서 실패했을 경우 성공한 학습자가
실패한 학습자를 돕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언어 구사 능력이 또래 학습자들보다 더 높은 학습자나 과제
를 성공한 학습자가 실패한 학습자를 도와주도록 하여 협력
하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7-3
모든 학습자가 상호작용에 실패할 경우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
하여 동료 학습자 간 경쟁을 유도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게임, 보상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
여 상호작용에 성공하기 위해 재도전하도록 하며 경쟁을 유
도한다.

8
학습자와 인공지능 스피커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에는 적
극적으로 칭찬하라.

8-1
학습자의 발화가 적절하였음을 칭찬하여 학습자에게 안도감
과 자신감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
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 및 의지를 제고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을 나
타내기에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발화를 하였을 때는 적극적
으로 칭찬하여 학습에 대한 안도감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얻
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이후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학
습 더 나아가 실제 원어민과 대화 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을 제공한다.

8-2
교수자가 기대했던 수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으로 만족스
러운 경우에는 학습자의 발화 상의 좋은 점, 잘한 점 등 긍정
적으로 평가하라.

예시 학습자의 발화에서 사용한 단어, 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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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해설

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가 인공지능 스
피커에게 현재 시간을 물어보는 것인데, 더 나아가 미국, 중
국, 일본 등의 현재 시간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교수
자는 학습자가 기대했던 수준 이상으로 과제를 수행하였으
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8-3
우수 사례의 경우 인공지능 스피커와 나눈 대화 스크립트를
TV 미러링을 통해 전체에 공유하라.

예시
및
해설

구글 홈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를 각 교실에서 학습자가 모두
볼 수 있도록 연결하여 대화 내용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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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스캐폴딩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2: 다소 타당하지 않다, 3: 약간 타당하다, 4: 아주 타당하다)

구분 스캐폴딩 전략
타당도

1 2 3 4

1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인공지
능 스피커를 소개하라.

1-1 인공지능 스피커의 원리를 소개하라.

예시
및
해설

전통적으로 컴퓨터의 조작은 CLI(Command Line Interface)
방식으로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하거나 GUI(Graphic User
Interface) 방식으로 마우스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메뉴를 선
택하여 수행해 왔다. 이는 컴퓨터 중심의 대화 방식이다. 근
래에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위한 NUI(Natural User
Interface)와 음성인식기술을 기반으로 한 VUI(Voice User
Interface)라고 표현되는 대화형 방식이 대두되었다. 음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인식 기술, 자연어처
리 기술, 음성합성 기술을 포함한다. 음성인식 기술이란 소
리 센서를 통해 얻은 사람의 목소리가 가진 음향학적 신호에
서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음성에서 얻은 디지털 신호는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
로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처리하며,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음성합술 기술을 통해 반응한다.

1-2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의 장점을 안내하라.

예시
및
해설

첫째, 인공지능 스피커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음성으로만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또한, 손을 사용하
지 않고 음성명령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필요한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 스피커는 외국어 학습
에서 원어민 선생님 역할을 수행하며,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
용한 수업에서 학습자는 정의적 측면에서 정서적 장벽을 낮
춰 외국어 학습 불안이 감소하였으며, 그로 인해 의사소통
의지가 향상되었고 결과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
다. 셋째, 사용자가 기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더 나은 사용자
맞춤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인공지
능이 축적된 데이터를 학습하여 기능이 더 개선된다.

2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하라.

2-1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능적 지식을 안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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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스캐폴딩 전략
타당도

1 2 3 4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인사를 포함한 간단한 대화를 교환할 수
있고, 명령에 대한 수행(스마트 홈 제어 포함) 및 정보를 제
공해준다. 그 외에도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오락 기능
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중국 샤오미 인공지능 스피커 小爱
同学는 오락 기능으로 성어 끝말잇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사용자 맞춤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구글 홈은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 언
어를 선택할 수 있고,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따라 미국식,
영국식, 캐나다식, 호주식, 인도식 억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외
에도 10가지 색의 목소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2-2 인공지능 스피커의 절차적 지식을 안내하라.

예시
및
해설

구금 홈의 경우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원 연결 2) 호출어(wake up word) 입력 3) 불빛
이 4개 모두 들어오면 대화 시작 4) 사용자 발화에 응답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이 처리 중일 때 빛이 깜빡임 5)
인공지능이 반응할 때 4개의 불빛이 동시에 깜빡임 6) “Hey,
Google. Stop / Cancel / Pause”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반
응을 중단함

2-3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성화하기 위한 호출어(wake-up)를 안
내하라.

예시
및
해설

1) 영어권 인공지능 스피커

2) 중국어권 인공지능 스피커

회사명 Amazon Google Appele
제품명 Acho Google home Homepod

호출어 Alexa
Hey, Google 

Okay, Google
Hey, Siri

회사명 JD Alibaba Xiaomi
제품명 叮咚 天猫精灵 小爱同学
호출어 小燕 天猫精灵 小爱同学
회사명 Baidu Tencent XimalayaFM
제품명 分身鱼 耳朵 小雅

호출어 小度 九四二零 小雅小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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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스캐폴딩 전략
타당도

1 2 3 4

2-4
인공지능 스피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의문문, 명령문, 요청문을 집중적으로 연습시켜라.

예시
및
해설

영어권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 Can you / Could you, Will
you / Would you, I want you to / I would like to you to
등의 제안문, 요청문 표현을 연습 시킨다.

2-5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는 필수 표현을 설
명하라.

예시
및
해설

1) 음향 조절 : Turn it up / Volume up, Turn it down /
Volume down

2) 재생, 정지, 일시정지, 재개 : Play / Listen to / Watch /
Read, Stop / Pause, Resume / Continue Playing

3) 반복 : Repeat / Repeat slowly

4) 발음 확인 : repeat after me

5) 철자 확인 : How do you spell (단어) ?

6) 발음 확인 : How to pronounce (알파벳) ?

7) 번역 : How do you say (단어/문장) in Korea? Translate
(단어) into Korea.

8) 단어 학습 : Define (단어), Synonyms for (단어),
Antonyms for (단어)

3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여 목표 언
어를 학습하는데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라.

3-1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을 위한 교실 내의 환경 조성을 위해
무선 인터넷(와이파이), 전원, 콘센트 등을 확인하라.

예시
및
해설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별로 무선인터넷 허용 규정이 다르고,
몇몇 학교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막기 위해 교
실 내의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지 않는다.

3-2
각각의 인공지능 스피커에 번호를 붙이고, 교수자는 사전에
각각의 인공지능 스피커 계정을 만들어라.

예시
및
해설

구글 홈의 경우 1개의 기기 당 1개의 계정이 필요하다. 따라
서 교수자는 사전에 구글 계정을 인공지능 스피커 개수 별로
만들어 인공지능 스피커와 연결한다.

3-3
국외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 각 국가에 적합한 변환기를 준
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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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스캐폴딩 전략
타당도

1 2 3 4

예시
및
해설

국외 인공지능 스피커는 해외 배송을 통해 주문이 가능하다.
이때, 각 국가의 콘센트, 전압의 유형에 따라 변압기를 준비
해야 한다. 미국, 중국의 경우 120V를 사용하며, 한국의 경우
220V를 사용한다.

3-4
전원 연결을 위한 보조배터리와 인공지능 스피커를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준비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의 전원을 연결하기 위해서 전기선을 이용
할 수 있지만, 학습자의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기에 보조배
터리를 준비한다. 또한, 교실이라는 한 공간에서 다수의 학
생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므로, 주변 소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 플라스틱 바구니를 준비한다. 틈이 있는 바구니를
준비하면 틈을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의 전원을 연결할 수 있
다.

3-5
학습자의 목표 언어 사용 기회를 위하여 가능한 최소 인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스피커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첫째, 목표 언어 연습 활동 시에는, 학생 1명당 기기 한 대를
제공한다. 둘째, 과제 수행 활동 시에는 학생 2인당 기기 1대
를 제공한다. 셋째, 수행 과업이 비교적 어려울 경우에는 학
생 4명이 1대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넷
째, 교수자가 시연하는 경우, 기기 1대를 갖고 수업을 진행한
다.

3-6
학습자가 최대한 가까이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발화하도록
하며,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 환경을 조성하
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화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
우는 학습 환경을 의심해야 한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외부
소음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학습자가 자신의 인공지능 스피
커에게 최대한 가까이 발화하도록 하고, 모둠 간 간격을 최
대한 떨어지게 하여 인공지능 스피커의 외부 소음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4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인공지
능 스피커의 기술적 특징에 따른 상호작용 방법을 설명하
라.

4-1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하도록 하라.

예시
및

예를 들어, 한국의 수도는 어디이고 공항은 어디에 있느냐라
고 묻는다면 인공지능은 해당 질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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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검토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분 스캐폴딩 전략
타당도

1 2 3 4

해설 다.

4-2 구체적인 명사를 사용하여 상호작용하라.

예시
및
해설

예를 들어, ‘Could you tell me how to cook Lasagna?’보다
는 ‘Could you tell me the recipe for Lasagna?’라고 하는 것
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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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1) 1차 스캐폴딩 전략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2) 1차 스캐폴딩 전략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① 학습자의 발화 유도를 위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영역

점수

평균

(M)

표준

편차

(SD)

내용

타당

도

(CVI)

평가

자 간

일치

도

(IRA)
A B D E H I

타당성 4 4 3 4 2 3 3.3 0.82 0.83

(2/5=)

0.4

설명력 4 4 3 4 2 2 3.2 0.98 0.67

유용성 4 4 3 3 3 3 3.3 0.52 1

보편성 3 4 3 4 3 3 3.3 0.52 1

이해도 4 4 3 3 2 3 3.2 0.75 0.83

영역

점수
평균

(M)

표준편차

(SD)

내용

타당도

(CVI)

평가자

간

일치도

(IRA)
A B D E H I

인

지

적

1 4 4 3 3 2 3 3.17 0.75 0.83
(7/14=)

0.5
1-1 4 4 3 3 3 2 3.17 0.75 0.83

1-2 4 4 3 3 4 3 3.5 0.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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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 4 3 3 2 3 3.17 0.75 0.83

1-4 4 3 3 3 1 3 2.83 0.98 0.83

2 4 4 3 3 4 3 3.5 0.55 1

2-1 4 3 3 4 4 2 3.33 0.82 0.83

2-2 4 4 2 3 4 4 3.5 0.84 0.83

3 4 4 3 4 3 3 3.5 0.55 1

3-1 4 3 3 4 4 3 3.5 0.55 1

3-2 4 4 2 4 2 2 3 1.1 0.5

4 4 4 3 4 3 3 3.5 0.55 1

4-1 4 4 3 4 3 3 3.5 0.55 1

4-2 4 3 3 4 4 2 3.33 0.82 0.83

정

의

적

1 4 3 3 4 3 3 3.33 0.52 1

(7/12=)

0.58

1-1 3 2 3 4 4 3 3.17 0.75 0.83
1-2 4 3 3 3 2 3 3 0.63 0.83
2 4 4 3 4 4 4 3.83 0.41 1
2-1 4 3 3 4 4 3 3.5 0.55 1
2-2 4 4 3 4 2 3 3.33 0.82 0.83
3 4 4 3 3 2 2 3 0.89 0.67
3-1 4 4 3 3 2 4 3.33 0.82 0.83
3-2 4 3 3 3 2 3 3 0.63 0.83
4 4 3 3 3 3 4 3.33 0.52 0.83
4-1 4 2 3 3 2 3 2.83 0.75 0.67
4-2 4 3 3 3 2 3 3 0.63 0.83

기

술

적

1 4 4 4 3 -　 3 3.6 0.55 1

(8/17=)

0.47

1-1 4 3 3 3 3 2 3 0.63 0.83
1-2 4 4 3 3 4 2 3.33 0.82 0.83
1-3 4 4 3 4 2 3 3.33 0.82 0.83
2 4 4 4 4 4 4 4 0 1
2-1 4 4 3 4 4 2 3.5 0.84 0.83
2-2 4 4 3 4 4 3 3.67 0.52 1
2-3 4 4 3 4 3 4 3.67 0.52 1
2-4 4 3 3 4 4 3 3.5 0.55 1
2-5 4 4 3 4 3 3 3.5 0.55 1
3 4 4 3 4 2 4 3.5 0.84 0.83
3-1 4 4 2 4 3 3 3.33 0.82 0.83
3-2 4 3 3 4 4 3 3.5 0.55 1

10.523.674443343-3

0.830.823.333443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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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습자의 오류 수정을 위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0.670.752.833233243-5
0.830.843.52443443-6

영역

점수
평균

(M)

표준

편차

(SD)

내용

타당도

(CVI)

평가자

간

일치도

(IRA)
A B D E H I

인

지

적

1 4 3 3 4 4 3 3.33 0.52 1

(15/25=)

0.6

1-1 4 3 3 4 3 3 3.33 0.82 1

2 4 4 3 4 2 3 3.33 0.52 0.83

2-1 4 4 3 3 3 3 3.17 0.75 1

2-2 4 3 3 4 3 2 3.67 0.52 0.83

3 4 4 3 4 4 3 3 1.26 1

3-1 4 4 3 4 1 2 3.5 0.55 0.67

3-2 4 4 3 4 3 3 3.67 0.52 1

4 4 4 3 4 4 3 3.67 0.52 1

4-1 4 4 3 4 4 3 3.5 0.84 1

4-2 4 4 3 4 4 2 3.67 0.52 0.83

4-3 4 3 3 4 4 4 3 1.1 1

4-4 4 3 3 4 1 3 3.4 0.55 0.83

5 4 4 3 3 -　 3 3.17 0.98 1

5-1 4 4 3 4 2 2 3.33 0.82 0.67

5-2 4 4 3 4 2 3 3.67 0.52 0.83

6 3 4 3 4 4 4 3.33 0.82 1

6-1 3 4 3 4 4 2 3.5 0.55 0.83

7 4 4 3 4 3 3 3 1.1 1

7-1 4 3 3 4 1 3 3.67 0.52 0.83

7-2 4 4 3 4 4 3 3.33 0.82 1

7-3 4 4 3 4 2 3 3.67 0.52 0.83

8 4 4 3 4 4 3 3.67 0.52 1

8-1 4 4 3 4 4 3 3.67 0.5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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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4 4 3 4 4 3 3.33 1.21 1

정

의

적

1 4 4 3 4 1 4 3.5 0.84 0.83

(8/15=)

0.53

1.1 4 4 3 4 2 4 3.5 0.55 0.83

2 4 4 3 4 3 3 3.17 0.98 1

2-1 4 4 2 4 2 3 3.33 0.82 0.67

2-2 4 3 2 4 4 3 3.33 0.52 0.83

2-3 4 4 3 3 3 3 3.33 0.82 1

2-4 4 4 3 4 2 3 3 0.63 0.83

2-5 4 3 3 3 3 2 2.67 1.03 0.83

0.670.6332133342-6

0.830.753.173233343

0.830.6334233343-1

0.830.553.53233343-2

10.523.673433444

10.752.833443444-1

0.670.523.672233344-2

기

술

적

1 4 3 3 4 4 4 3.5 0.55 1

(4/6=)

0.57

1-1 4 3 3 4 4 3 3.17 0.98 1

1-2 4 2 3 4 4 2 3 0.63 0.67

2 4 3 3 3 2 3 3.33 0.52 0.83

2-1 4 3 3 3 4 3 3.33 0.52 1

2-2 4 3 3 3 4 3 3.33 0.5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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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습자의 발화 확대 및 지속을 위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영역
점수

평균

(M)

표준편차

(SD)

내용타

당도

(CVI)

평가자

간

일치도

(IRA)
A B D E H I

인

지

적

1 4 3 4 4 3 3 3.5 0.55 1

(9/14=)

0.64

1-1 4 3 3 3 3 4 3.33 0.52 1
1-2 4 3 3 4 3 3 3.33 0.52 1
1-3 4 3 3 4 3 2 3.17 0.75 0.83
2 4 4 4 3 4 3 3.67 0.52 1
2-1 4 4 3 3 4 2 3.33 0.82 0.83
2-2 4 4 3 3 2 3 3.17 0.75 0.83
3 4 3 4 3 4 3 3.5 0.55 1
3-1 4 3 -　 3 4 3 3.4 0.55 1
3-2 4 3 3 3 3 4 3.33 0.52 1
4 4 4 4 3 4 3 3.67 0.52 1
4-1 4 4 - 4 4 3 3.8 0.45 1
4-2 4 4 3 3 1 3 3 1.1 0.83
4-3 4 4 - 3 1 3 3 1.22 0.8

정

의

적

1 4 4 3 4 2 2 3.17 0.98 0.67

(3/6=)

0.5

1-1 4 4 2 4 2 3 3.17 0.98 0.67

1-2 4 4 3 4 2 3 3.33 0.82 0.83

2 4 3 3 4 3 4 3.5 0.55 1

2-1 4 3 3 4 3 3 3.33 0.52 1

2-2 4 3 3 4 3 3 3.33 0.52 1

기

술

적

1 4 3 4 3 1 3 3 1.1 0.83

(2/4=)

0.5

1-1 4 2 4 3 1 3 2.83 1.17 0.67

1-2 4 3 3 4 1 2 2.83 1.17 0.67

1-3 4 3 3 3 1 3 2.83 0.98 0.83



- 242 -

부록3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1) 2차 스캐폴딩 전략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2) 2차 스캐폴딩 전략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영역

점수
평균

(M)

표준

편차

(SD)

내용타

당도

(CVI)

평가

자 간

일치

도

(IRA)

C F G H I

타당성 4 3 4 3 4 3.6 0.71 1

(4/5

=)

0.8

설명력 4 3 4 2 4 3.4 1.41 1

유용성 4 4 4 3 4 3.8 0.71 1

보편성 4 4 4 3 4 3.8 0.71 1

이해도 4 3 4 2 3 3.2 0.71 0.8

영역

점수

평균

(M)

표준

편차

(SD)

내용타

당도

(CVI)

평가

자 간

일치

도

(IRA)

C F G H I

인

지

적

1 4 3 4 2 4 3.4 1.41 0.8

(28/41=)

0.68

1-1 4 3 4 3 4 3.6 0.71 1
1-2 4 3 4 2 4 3.4 1.41 0.8
2 4 4 4 4 4 4 0 1
2-1 3 4 4 3 4 3.6 0.71 1
2-2 4 4 4 4 4 4 0 1
3 4 4 4 4 4 4 0 1
3-1 4 4 4 4 4 4 0 1
3-2 4 3 4 3 4 3.6 0.71 1
4 4 4 4 3 4 3.8 0.71 1
4-1 4 4 3 4 4 3.8 0 1
4-2 4 4 4 4 4 4 0 1
4-3 4 3 4 2 4 3.4 1.4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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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 4 4 2 4 3.6 1.41 0.8
4-5 3 3 4 3 4 3.4 0.71 1
5 4 3 4 　 4 3.75 0.71 1
5-1 4 2 4 2 4 3.2 1.41 0.6
5-2 3 4 4 2 4 3.4 1.41 0.8
6 4 3 4 4 3 3.6 0.71 1
6-1 4 4 4 3 4 3.8 0.71 1
6-2 4 3 4 4 4 3.8 0 1
6-3 4 4 4 4 4 4 0 1
7 4 2 4 4 4 3.6 0 0.8
7-1 4 3 4 4 4 3.8 0 1
7-2 4 4 4 3 4 3.8 0.71 1
7-3 4 3 4 2 4 3.4 1.41 0.8
8 4 3 4 4 4 3.8 0 1
8-1 4 3 4 4 3 3.6 0.71 1
8-2 4 3 4 4 4 3.8 0 1
9 4 2 4 3 4 3.4 0.71 0.8
9-1 4 3 4 3 4 3.6 0.71 1
9-2 4 2 4 4 4 3.6 0 0.8
9-3 4 2 4 2 4 3.2 1.41 0.6
10 4 3 4 3 4 3.6 0.71 1
10-1 4 3 4 4 4 3.8 0 1
10-2 4 3 4 3 4 3.6 0.71 1
11 4 4 4 4 4 4 0 1
11-1 4 4 4 4 4 4 0 1
11-2 4 2 4 2 4 3.2 1.41 0.6
11-3 4 4 4 　 4 4 0 1
11-4 4 3 4 2 4 3.4 1.41 0.8

정

의

적

1 3 3 4 2 4 3.2 1.41 0.8

(16/27=)

0.59

1-1 3 3 4 2 4 3.2 1.41 0.8
1-2 3 3 4 2 4 3.2 1.41 0.8
2 4 4 4 4 4 4 0 1
2-1 4 4 4 4 4 4 0 1
2-2 4 4 4 4 4 4 0 1
3 4 3 4 2 4 3.4 1.41 0.8
3-1 4 3 4 3 4 3.6 0.71 1
3-2 4 4 4 2 4 3.6 1.41 0.8
4 4 4 4 4 4 4 0 1
4-1 4 4 4 3 4 3.8 0.71 1
4-2 4 4 4 2 4 3.6 1.41 0.8

4-3 4 4 4 2 4 3.6 1.4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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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3 4 2 4 3.4 1.41 0.8
5-1 4 3 4 2 4 3.4 1.41 0.8
5-2 4 4 4 2 4 3.6 1.41 0.8
6 4 3 4 4 4 3.8 0 1
6-1 3 2 4 2 4 3 1.41 0.6
6-2 3 4 4 2 4 3.4 1.41 0.8
7 3 4 4 1 4 3.2 2.12 0.8
7-1 4 4 4 3 4 3.8 0.71 1
7-2 4 4 4 2 4 3.6 1.41 0.8
7-3 4 4 4 1 4 3.4 2.12 0.8
8 4 4 4 4 4 4 0 1
8-1 4 4 4 3 4 3.8 0.71 1
8-2 4 4 4 2 4 3.6 1.41 0.8
8-3 4 4 4 2 4 3.6 1.41 0.8

기

술

적

1 3 2 4 4 4 3.4 0 0.8

(10/19=)

0.53

1-1 4 2 4 4 4 3.6 0 0.8
1-2 4 2 4 4 4 3.6 0 0.8
2 4 3 4 4 4 3.8 0 1
2-1 4 3 4 3 4 3.6 0.71 1
2-2 4 3 4 3 4 3.6 0.71 1
2-3 4 4 4 4 4 4 0 1
2-4 4 4 4 4 4 4 0 1
2-5 4 4 4 4 4 4 0 1
3 4 4 4 2 4 3.6 1.41 0.8
3-1 4 4 4 2 4 3.6 1.41 0.8
3-2 4 4 4 4 4 4 0 1
3-3 2 4 4 3 4 3.4 0.71 0.8
3-4 3 2 4 3 4 3.2 0.71 0.8
3-5 4 4 4 4 4 4 0 1
3-6 4 4 4 4 4 4 0 1
4 2 4 4 4 4 3.6 0 0.8
4-1 2 4 4 4 4 3.6 0 0.8
4-2 2 4 4 4 4 3.6 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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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3차 전문가 검토 결과 

1) 3차 스캐폴딩 전략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2) 3차 스캐폴딩 전략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영역 점수

타당성

본 스캐폴딩 전략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학습에서 실제 교수자가 참
고할 수 있는 스캐폴딩 전략으로 타당하
다.

4

설명력

본 스캐폴딩 전략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수업에서 고려해야 할 교수
자의 스캐폴딩 전략을 잘 설명하고 있
다.

4

유용성
본 스캐폴딩 전략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수업에서 교수자가 스캐폴
딩 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4

보편성
본 스캐폴딩 전략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수업에서 보편적으로 적용
될 수 있다.

4

이해도

본 스캐폴딩 전략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 수업에서 교수자가 고려해
야 할 스캐폴딩 전략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4

영역 타당도 영역 타당도

인지적

스캐폴딩

1 4

정의적

스캐폴딩

1-1 4

1-1 4 1-2 4

1-2 3 2 4

2 4 2-1 4
2-1 4 2-2 4

2-2 4 3 4

3 4 3-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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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 3-2 4

3-2 4 4 4

4 4 4-1 4

4-1 4 4-2 4

4-2 4 5 4

4-3 4 5-1 4

4-4 4 5-2 4

4-5 4 6 3

5 4 6-1 3

5-1 4 6-2 4

5-2 4 6-3 3

6 4 6-4 3
6-1 4 7 4

6-2 4 7-1 4

6-3 4 7-2 4

7 4 7-3 3

7-1 4

기술적

스캐폴딩

1 4

7-2 3 1-1 4

7-3 4 1-2 4

8 4 2 4

8-1 4 2-1 4

8-2 4 2-2 4

9 4 3 4

9-1 4 3-1 4

9-2 4 3-2 4

10 4 3-3 4

10-1 3 3-4 4

10-2 3 4 4

11 4 4-1 4

11-1 4 4-2 4

11-2 4 4-3 4
정의적

스캐폴딩
1 4 4-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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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현장 평가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참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홍수민입니다. 본 연구는 언어교육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수

자의 스캐폴딩 전략을 개발하고 전략이 타당한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효과적인 언어학습을 촉

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 이외의 목

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보장 드립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 관련 자료는

폐기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참가자의 동의 없이 외부로의 유출이나

공개 되지 않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연구에서는 전공분야, 최종학력, 경력만

제시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연구자에게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읽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참여자 : (서명)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홍수민

hongxiumi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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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현장 평가 1차시 교수․학습지도안 및 학습 활동지

교수․학습지도안 1차시

교  과 (제 2외국어) 중국어 학습 내용(교과서)

1단원-5단원 종합

(중학교 생활중국

어)

일  시 2020년 11월 18일 차  시 1차시/2차시

교 수 자 교수자 A 학 습 자 
중학교 2학년(13

명)

학습 주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중국어 학습

학습 목표

1. 인공지능 스피커를 호출어를 통해 활성화하고 기본적인 명령을 할 수 

있다.

2. 1~5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종합하여 인공지능 스피커와 중국어로 상호

작용할 수 있다.

교수·학습

자료

교수자 교사용 인공지능 스피커, MS PPT

학습자 학습자용 인공지능 스피커, 학습활동지1

교  수   학  습  과  정

학습
단계

주요 
활동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주의
획득

Ÿ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경험 확인
 √ 老师 : 어떤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해보았습니까?
   또한, 주로 어떤 기능을 사용합니까?

Ÿ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한 흥미 유발(노래 부르기 요청) 
 √ 老师 :“Okay Google, 唱歌吧”
 √ 구글 홈 미니 예상 답변 : 

一闪一闪亮晶晶，满天都是小星星

我搜索了全宇宙，只为找到你微笑

一闪一闪亮晶晶，你是最亮那颗星 

교수자
용 

인공
지능 
스피커
(칠판)  

선수 Ÿ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지난 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종합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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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상기

활동 수행 안내
 √ 老师 : 우리는 지난 학기에 무엇을 배웠죠?

Ÿ 학습 목표 제시
  1. 인공지능 스피커를 호출어를 통해 활성화하고 기본적인 

명령을 할 수 있다.
  2. 1~5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종합하여 인공지능 스피커와 

중국어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PPT

/

교과서

전개

자극
제시

Ÿ 인공지능 스피커 소개

  - 제품명 : Google Home Mini
  - 호출어 : Okay Google, Hey Google, Goo Goo 
  * 인공지능 스피커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소개

MS 

PPT

/
교수자
용 

인공지
능 

스피커

학습 
안내
제공

Ÿ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방법 및 필수표현 안내
Ÿ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 시범 보이기
 √ 老师 :“Okay Google, 你好!”
 √ 예상 답변 : Hola! 这是西班牙语的“你好”
     有什么我能帮你的吗？
Ÿ 이외에도 교수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今天的天气怎么样？, 

明天早上7点叫我 등) 소개
 

Ÿ 인공지능 스피커 제공
 √ 1사람 당 기기 1대
Ÿ 사전학습 진행 

MS 

PPT

/
교수자
용/학
습자용 
인공지
능스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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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행동
유도

Ÿ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하기 학습활동 수행
 √ 학습 활동지1 배부
 예) 你好 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의 대답은? 
 

구분 중국어(汉语) 인공지능(AI) 대답

1
你好

( nǐ hǎo )

2
你好吗?

( nǐ hǎo ma ) 

3
再见

（zài jiàn）

4
谢谢

（xiè xiè）

5
你叫什么名字?

（nǐ jiào shén me míng zi）

6
你是哪国人?

（nǐ shì nǎ guó rén）

7
你的生日几月几号？

（jīn tiān jǐ yuè jǐ hào ）

8
祝你生日快乐!

( zhù nǐ shēng rì kuài lè )

9

今天天气怎么样？
（jīn tiān tiān qì zěn me 

yàng）

10
你喜欢做什么？

（nǐ xǐ huan zuò shén me）

11
你会唱歌吗？

（nǐ huì chàng gē ma ）

12
晚安

( wǎn ān ) 

13
我爱你

( wǒ ài nǐ ) 

14

이상의 표현 외에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배웠던 중국어를 

사용하여 상호작용해 보십시오.

학습자
용 

인공지
능스피
커
/

학습활
동지1

피드백 
제공

Ÿ 교수자 스캐폴딩 지원 
√ 교수자 인지적, 정의적, 기술적 스캐폴딩 전략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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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파지와 
전이

Ÿ 수행 과제 내용 전체에 공유
 √ 학습자 중 대표로 한 명을 선정하여 해당 학습자의 기록을 
구글 어시스턴트 기록을 통해서 보여준다. 

구글  
로그인

요약 
및 
정리

Ÿ 요약 및 질의응답 / 의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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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1]

인공지능 스피커와 중국어로 대화하기

 - 인공지능 스피커 탐색하기 -

1. 개인 정보

2. 학습 활동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Okay, Google(오케이, 구글)”이라고 호출한 후에, 아래의 

학습 활동을 수행하십시오. ※ 상호작용 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학교/학년/반 이름 인공지능 스피커 번호

구분 중국어(汉语) 인공지능(AI) 대답

1
你好

( nǐ hǎo )

2
你好吗?

( nǐ hǎo ma ) 

3
再见

（zài jiàn）

4
谢谢

（xiè xiè）

5
你叫什么名字?

（nǐ jiào shénme míng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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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你是哪国人?

（nǐ shì nǎ guó rén）

7
你的生日几月几号？

（jīntiān jǐ yuè jǐ hào ）

8
祝你生日快乐!

( zhù nǐ shēngrì kuàilè )

9
今天天气怎么样？

（jīntiān tiānqì zěnmeyàng）

10
你喜欢做什么？

（nǐ xǐhuan zuò shénme）

11
你会唱歌吗？

（nǐ huì chànggē ma ）

12
晚安

( wǎnān ) 

13
我爱你

( wǒ ài nǐ ) 

14
이상의 표현 외에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배웠던 

중국어를 사용하여 상호작용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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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현장 평가 2차시 교수․학습지도안 및 학습 활동지

교수․학습지도안 2차시

교  과 (제 2외국어) 중국어 학습 내용(교과서)
중학교 생활중국어 

2단원, 4단원

일  시 2020년 11월 18일 차  시 2차시/2차시

교 수 자 교수자 A 학 습 자 
중학교 2학년(13

명)

학습 주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중국어 학습

학습 목표

1. (2단원)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중국어로 세계 각국에서 你好를 어떻게 표

현하는지 물을 수 있다.

2. (4단원)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중국어로 오늘이 몇월 몇일인지 물을 수 

있다. 

교수·학습

자료

교수자 교사용 인공지능 스피커, 파워포인트

학습자 학습자용 인공지능 스피커, 학습활동지1-3

교  수   학  습  과  정

학습
단계

주요 
활동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주의
획득

Ÿ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한 흥미 유발(빙고 게임)
 √ 老师 :“Okay Google, 给我(一个)1到10之间的(随机)数字”  
 √ 예상 답변 : 5

인공지능 스피커와 중국어로 대화하기

 - 숫자 빙고 -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给我1到10之间的数字라고 하면 인공지능 스피커가 

1~10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제시합니다. 

교수자
용 
인공
지능 
스피커
(칠판)  

/ 
학습활
동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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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학습 
상기

Ÿ 지난 차시 학습 내용 확인
Ÿ 학습 목표 제시
  1. (2단원)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중국어로 세계 각국에서 你好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물을 수 있다.
  2. (4단원)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중국어로 오늘이 몇월 몇일인지 

물을 수 있다. 

MS 

PPT

전개1

학습 
안내
제공

Ÿ 학습 활동1 : 세계의 你好

 √ 老师 : 用韩语你好怎么说？你好韩语怎么说？등이 어렵게 
중국어로 번역을 요청할 수 있지만, 你好韩语라고 쉽게 물어 볼 수 
있습니다. “Okay Google, 你好韩语”
 √ 예상 답변 : 안녕하세요?
 √ 老师 :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Okay Google, 你好韩语”
 √ 국가/ 언어 관련 추가 설명 
 

MS 

PPT

/

교수자
용 

인공지
능스피
커

수행
행동
유도

Ÿ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하기 학습활동 수행
 √ 활동 학습지 배부
 예) 西班牙你好?

MS 

PPT

/

학습자
용 

인공지
능스피
커
/

활동 
학습지

2

피드백 
제공

Ÿ 교수자 스캐폴딩 지원 
√ 교수자 인지적, 정의적, 기술적 스캐폴딩 전략 사용

전개2
학습 
안내
제공

Ÿ 학습 활동2 : 날짜 맞추기 게임
 √ 老师 : 날짜 관련 표현 복습 / 숫자 관련 표현 복습
 √ 날짜 관련 추가 설명

MS 

PPT

/

교수자
용 

인공지
능스피
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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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행동
유도

Ÿ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하기 학습활동 수행
 √ 활동 학습지 배부
 예) 今天几月几号?

MS 

PPT

/

학습자
용 

인공지
능스피
커
/

활동 
학습지

3

피드백 
제공

Ÿ 교수자 스캐폴딩 지원 
√ 교수자 인지적, 저의적, 기술적“스캐폴딩 전략”사용

정리

파지와 
전이

Ÿ 수행 과제 내용 전체에 공유
 √ 학습자 중 대표로 한 명을 선정하여 해당 학습자의 기록을 구글 
어시스턴트 기록을 통해서 보여준다. 

구글 
아이디 
로그인

요약 
및 

정리
Ÿ 요약 및 질의응답 / 의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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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1]

인공지능 스피커와 중국어로 대화하기

 - 숫자 빙고 -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给我1到10之间的数字라고 하면 인공지능 스피커가 1~10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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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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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지3]

인공지능 스피커와 중국어로 대화하기

 - 2. 2020년 11월 18일은 무슨 요일이야? -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아래의 질문을 물어보고, 인공지능 스피커의 대답을 

작성하십시오. ※ 상호작용 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1. 오늘, 어제, 내일은 몇월 몇일입니까? 

2. 아래의 기념일은 몇월 몇일입니까? 

今天几月几号？ 昨天星期几？ 明天星期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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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복절은 몇 요일입니까?  

4. 구글의 생일은 언제인지 질문하십시오.   

 

1945年8月15号(광복절)星期几？

你的生日几月几号？

 妈妈节几月几号？  老师节几月几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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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나의 생일이 몇 요일인지 질문하십시오. 

(예, 1993년 12월 21일은 무슨 요일이야?)

질문:      年    月     号 星期几？  
* 참고 一二三四五六七八九零（yī èr sān sì wǔ liù qī bā jiǔ lí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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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현장 평가 학습자 반응 분석 설문지

Ⅰ. 사전 경험

1. 본인의 구글 홈 미니(인공지능 스피커)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2.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한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에 체크

(√)하여 주십시오.

Ⅱ. 인공지능 스피커의 교육적 활용

1.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

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 목 예 아니오

(1)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

(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외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다.

(3) 인공지능 스피커가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중국어 수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⓵ ⓶ ⓷ ⓸ ⓹

(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중국어를

학습하는 것은 흥미롭고 재미있다.
⓵ ⓶ ⓷ ⓸ ⓹

(3)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⓵ ⓶ ⓷ ⓸ ⓹

(4) 나는 앞으로도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중국어 수업을 하고 싶다.
⓵ ⓶ ⓷ ⓸ ⓹

(5) 인공지능 스피커가 집에 있다면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싶다.
⓵ ⓶ ⓷ ⓸ 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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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수업 과정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Ⅲ. 교사의 역할

1.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할 때 교사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에 대해 묻는 문항

입니다. 다음 항목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사와 퍼실리테이터의 도움이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었다.
⓵ ⓶ ⓷ ⓸ ⓹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기존의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것보다 부담이

덜하다.

⓵ ⓶ ⓷ ⓸ ⓹

(2) 인공지능 스피커가 사람처럼 친근하게

느껴진다.
⓵ ⓶ ⓷ ⓸ ⓹

(3) 인공지능 스피커가 나의 말에 대답을

하면 기분이 좋았다.
⓵ ⓶ ⓷ ⓸ ⓹

(4) 인공지능 스피커가 나의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기분이 좋지 않았다.
⓵ ⓶ ⓷ ⓸ ⓹

(5) 인공지능 스피커가 성공적으로 대답을

하도록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⓵ ⓶ ⓷ ⓸ 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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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현장 평가 학습자 반응 분석 심층면담지

Ⅰ. 면담 개요

Ÿ 일시 :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Ÿ 장소 : C 중학교

Ÿ 대상자 :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 중 면담 참여 의사를 밝힌 학습자 4

명

Ÿ 진행방법 : 그룹 심층 면담

Ⅱ. 면담 질문지

1.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경험에 대한 질문

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중국어 수업에 대한 질문

순번 내용

1 인공지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2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수업을 한 경험이 있는가?

3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가?

4 경험이 있다면 인공지능 스피커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했는가?

5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 경험이 있나요?

순번 내용

1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은 기존 수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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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의 역할에 대한 질문

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

인가?

3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서 어려움이 있었는가?

4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면 중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

가?

5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는가?

순번 내용

1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에서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는가?

2 교사는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가?

3
교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면 수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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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현장 평가 교수자 반응 분석 심층 면담지

Ⅰ. 면담 개요

Ÿ 일시 :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Ÿ 장소 : C 중학교

Ÿ 대상자 : 교수자 A

Ÿ 진행방법 : 심층 면담

Ⅱ. 면담 질문지

1.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수자의 역할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2. 현재의 스캐폴딩 전략이 수업을 진행하여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촉

진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3. 이 연구에서 제시한 스캐폴딩 전략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3. 이 연구에서 제시한 스캐폴딩 전략 중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

분은 무엇입니까?

강점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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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최종 스캐폴딩 전략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교육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1. 인지적 스캐폴딩 전략

구분 스캐폴딩 전략

1.
학습자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에서 발화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발화 시범을 보여라.

1-1.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 시범을 보여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교수

자가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정확한 발화를 제시해주는 것이

다. 교수자는 수업을 시작할 때 학습자의 인지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시범을 제공할 수 있고, 학습자가 수업 중 상호작용

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직접적인 시범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국외에서 만든 인공지능 스피커는 자국민을 위한 제

품이어서 한국인 학습자의 발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교수자는 정확한 발음을 시범을 보여 학습자가 교수

자를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한다.

1-2
학습자가 교수자의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시범을 따

라 하게 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가 먼저 시범을 보이면 학습자가 교수자의 발화를 따라 하

도록 하여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 하도록 한다. 학습자는

교수자의 발화를 모방하며 정확하고 완성된 발화를 할 수 있다.

학습자는 교수자의 시범을 통해 인공지능과 성공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으며,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어휘의 용법, 목표 문법 등)

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2
학습자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발

화 완성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라.

2-1 학습자의 의도에 적합한 어휘, 문법, 표현상의 단서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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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학습자가 발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의 발화를 제공하는 시범보다는 다양한 언

어적 단서를 제공하면서 학습자 스스로 발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영어 수업에서 학습자에게 ‘물고기(Fish)’라

는 반응을 얻기 위해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바다에 사는 것’이

라는 언어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어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한자 문화권으로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하게 사용되는 단어

가 많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소개(紹介)’라고 사용하지만,

중국에서는 ‘개소(介紹)’라고 사용한다. 한국어와 비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2-2
다양한 상황·맥락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발화

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언어적 단서 제공 외에도 상황 맥락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성공적

인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직면한 발화

요구 상황의 앞뒤 맥락 짚어주기, 발화를 구성하기 위한 배경 지

식이나 선행 경험을 떠올려 주기, 요구된 발화가 있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설명해 주기 등 다양한 상황·맥락적 단서를 제공한

다. 예를 들어, 학습자에게 ‘좋아하다(喜欢)’라는 새로운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수자는 ‘사랑하다(爱)’라는 선수 지식을 상기

할 수 있고, 요구된 발화가 있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인 영화나 드

라마 속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등의 상황 맥락적인 단서를 제공

할 수 있다.

3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화를 학습자가 이해했는지 점검하고 적

절하게 대응하라.

3-1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화를 이해했는지 질문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가 상호작용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교수자는 학습자

가 인공지능의 발화를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나요?”

등의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점검한다. 학습자의 이해도

를 점검한 후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화를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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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라면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재진술하거나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화를 이해 하였을 경우에는 학습자의 발화의 의도를

확인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3-2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화를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면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재진술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는 원어민 수준의 언어 능력을 구사한다. 학습자

의 근접 발달 영역 이상으로 발화를 하여 학습자들의 언어 수준

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교사는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수

준의 동의어나 유의어, 혹은 유사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쉬운

구조의 문장을 제공한다.

3-3 학습자의 발화가 모호할 경우 학습자의 발화 의도를 확인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습자 발화

를 의문조의 억양으로 반복하거나, 교수자가 이해한 만큼 의역해

서 확인한다. 예를 들어, “학생 A는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해리

포터라고 말한건가요?”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교수자가 학습자

의 발화의 의도를 이해해야 학습자를 교수자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3-4 학습자의 발화를 명료하게 하도록 요구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 발화가 모호할 경우 학습자에게 발화를 보다 명확히 표현

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예?”, “뭐라고 했죠?”, “무슨 뜻이죠?”,

“다시 한 번 말해 줄래요?” 등의 질문을 통해 명료화를 유도한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발화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명료하게 이야기해보세요.”라고 직접적으로 명료화를 유도

한다. 특히,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에서 인공지능이 한국

인 학습자의 발음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발음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음을 언

급하여, 발음을 명료하게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교수자는 “인

공지능 스피커가 현재 학생의 발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며, 다시 한번 명료한 발음을 요구한다.

4 학습자가 발화 상에 오류가 있을 경우 암시적으로 오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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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라.

4-1 학습자가 스스로 오류를 인식하도록 비언어적 신호를 보내라.

예시

및

해설

첫째, 학습자의 발화에 억양에 변화를 주거나, 강세를 사용하여

문제가 있다는 어조로 말한다. 둘째, 행동이나 표정 등 비언어적

신호로 학습자의 발화에 오류가 있음을 알린다. 이를 통해 교수

자가 직접 학습자의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학습자가 스스로 자

신의 발화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4-2
학습자가 발화의 오류를 알아차리도록 오류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의 발화 문장에서 불완전한 내용을 반복하며 학습자 스스

로 수정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 오류 전까지의 발화 내용을 반복

하며 오류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말하도록 유도한다. 현장 평

가 단계에서 교수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전략으로, 학습자는 교

수자의 스캐폴딩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발화에 오류가 있음을 인

식하고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5
학습자가 발화 상에 오류가 있을 경우 학습자의 발화 오류를

명시적으로 수정하라.

5-1

학습자의 발화에서 오류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해당 부분을 올바르게 수정하게 하

라.

예시

및

해설

영어나 중국어를 제 2외국어로 학습하는 환경에서 원어민처럼 발

음을 구사하는 것은 어렵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사

용하여 대화할 때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어느 정도 상호작용이

가능하지만, 인공지능은 발음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인식하지 못

한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음 중 교정이 필요한 경우 오류 부분

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해당 부분을 올바르게 수정하여 들려준

다. 영어권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인 사용자의

대표적인 발음의 오류는 [f]와 [p], [r]과 [l], [b]와 [v], [k]와 [q]

등이 있다. 중국어권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 31개의 소수민족으

로 구성된 중국인의 데이터를 반영하여 비교적 인식율이 높다.

하지만, 중국어는 성조 언어로 성조에 주의해야 한다.
5-2 학습자가 오류를 수정하는데 필요한 어휘나 문법을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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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및

해설

명시적으로 오류를 수정해주는 방법 외에도, 상황에 따라 오류를

수정하는데 필요한 어휘나 문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수자의 스

캐폴딩을 통해 학습자는 기존에 잘못 입력된 지식을 수정할 수도

있고,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에서 확장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입

력한다.

5-3
오류가 포함된 학습자 발화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정하고 반

복하게 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화의 오류 일부 또는 전체를 수정하여 말해

준다. 교수자가 학습자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오류 부분을 바

로 잡는 것으로, 교수자가 학습자의 의도를 이해했다는 것을 전

달하며 의도하는 올바른 언어적 형태를 알려준다. 이후 학습자가

올바른 문장을 반복하게 하여 인공지능과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

도록 한다. 교수자가 직접적으로 학습자의 오류를 수정해줄 때

학습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라.

6-1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화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대화

기록을 제시하여 오류를 수정하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 홈은 ‘활동 관리(manage activity)’에 들어

가면 학습자 발화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텍스트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학습자가 이를 확인하여 자신의 발음 또는 발화를 수정하

도록 한다.

6-2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학습자가 발화한 단어나 문장을 따라 하

게 하여, 학습자 발음의 정확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피드백

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영어권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 아마존 에코는 “Simon says”, 구

글 홈은 “Repeat after me”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발화

를 따라 한다. 또한, “Spell (단어)”라고 하여 발음을 정확하게 했

는지 확인할 수 있다. 중국어권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 샤오미

小爱同学는 “你跟我一样说一下(너는 나와 같이 한번 말해 봐라)”

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발화를 따라 한다.



- 272 -

6-3
인공지능 스피커가 이해를 못했다고 반응할 때 새로운 내용으

로 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는 학습자의 발화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I can’t

understand’ 등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부정적 피드백을

받은 학습자가 적절한 반응이나 긍정적 피드백을 목표로 하도록

유도한다.

7
학습 과제를 수행할 때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도움을 요청하도

록 하라.

7-1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 과제를 수행할 때 학습자는 교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

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특히, 인공지능 스피커는 명령에 대한 수행과 정보 전달에

최적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가고

싶은 나라를 조사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학습자는 자신이 선정

한 나라에 대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What is the official

language of America?’ ‘中国的首都是哪里？(중국의 수도는 어디

입니까?)’ 등이 있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홈의 경우 “Help

me with my homework”라고 하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요청이나

질문을 하라는 답변을 한다. 학습자는 필요한 정보를 “Tell me

about GDP”, “Who is Barack Obama?”, “Who invented the

telephone?”와 같이 요청할 수 있다.

7-2 어려운 어휘나 표현은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예를 들어, 과제 내용 중 학습자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인공지

능 스피커에게 “What is the meaning of (단어)?”, “What are

synonyms for (단어)?”, “What shoud I spell (단어)?”, “(단어)

是什么意思？(무슨 뜻입니까?)”, “(단어)怎么写?(이 단어는 어떻게

써?)” 라고 물어볼 수 있다. 물론 인터넷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

보를 제공해주기에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인공

지능이 제공해주는 정보의 예시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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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발화를

강화하라.

8-1 학습자의 성공적인 발화를 반복하게 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가 정확하고 완성된 발화로 성공적으로 상호작용 했을 경

우 교수자는 학습자의 성공적인 발화를 반복하고 또한 학습자가

반복하도록 하여 정확한 언어 형태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교수자는 수용, 칭찬 등의 정의적인 스캐폴딩 전략과 함께 사

용하도록 한다.

8-2
학습자의 성공적인 발화를 재구성하거나 핵심을 요약하여 제

시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화를 교수자의 언어로 재구성하거나 요약하

여 제시하여 성공적인 발화에 대한 할 수 있다. 또한, 발화 중의

어휘의 용법이나 목표 문법 등 핵심을 강조할 수도 있다.

9
상호작용을 성공한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9-1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발화를 유도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상호작용을 수행한 경우 발화를 질적으로

심화하도록 유도한다. 첫 번째, 언어 형식 측면에서 더 복잡한 형

태를 띤 과제를 제시하도록 한다. 두 번째, 유사한 어휘로 바꾸어

표현하도록 한다. 세 번째, 유사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형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9-2 학습자의 발화 내용을 양적 측면에서 확대하게 하라.

예시

및

해설

적절한 수식어를 포함하여 문장을 늘려보게 하거나, 부연설명, 이

유나 근거 제시 등 추가 발화를 유도하거나,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를 이어가도록 한다.

10 성공적인 발화에 심화 학습 활동을 제공하라.

10-1
성공적으로 활동을 수행한 학생에게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될

명령어를 안내하라.
예시

및
영어권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 홈의 경우 “Okay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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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Motivate Me!” 라고 하면 인공지능 스피커는 영어 명언을 들려

준다. “Okay Google, Tell me a Story”라고 하면 이야기를 들려

준다. “Okay Google, Tell me a Joke”라고 하면 유머를 들려준

다. 또한, 음성 어플리케이션을 소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Okay google, Talk to Puzzle room”라고 하면 음성 방탈출 게

임을 할 수 있다.

10-2
성공적으로 활동을 수행한 학습자를 위한 심화 과제를 준비하

여 제시하라.

예시

및

해설

예를 들어 교수자는 ‘CNN News’, ‘BBC’, ‘CCTV’ 등 세계 주요

뉴스, 라디오, 팟캐스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구글 홈은 영

어 오디오 북 기능을 제공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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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적 스캐폴딩 전략

구분 스캐폴딩 전략

1.
외국어 학습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의인화 수준을 높

여라.

1-1 인공지능 스피커가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인공지능 스피커에 눈,

코, 입 스티커를 붙이거나 옷을 입혀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한다.

1-2
인공지능을 캐릭터로 형상화하여 학습자가 캐릭터와 상호작용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는 학습자들이 외국어 학습에 느끼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인다. 이에

따라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형상화하여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제시하

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본 연구의 현장 평가에서는 학습자들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더 친숙하게 느끼게 하기 위하여 구글 홈의

명령어로 “Goo Goo”를 애칭으로 소개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또한, 중국 기업 샤오미의 인공지능 스피커는 실제 인공지능 캐

릭터가 존재한다. 인공지능 캐릭터의 이름은‘小爱同学’이며, 성

별은 여자이고 나이는 17살이다. 네이버 클로버에서는 사용자가

인공지능과 친숙하게 하기 위해 가상 캐릭터를 인터페이스로 활

용한 인공지능 스피커 ‘페이스’를 개발하였다.

2
수업을 시작할 때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

를 유발하라.

2-1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학습자들이 일

상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경험을 말하게 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경험을 확인하고, 인공지

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날짜 및 시간 정보 요청, 날씨 및 교통 정

보 요청, 음악 재생 등 가정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는 친

숙한 상황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수업을 시작할 때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노래 부르기를 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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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

는 게임을 진행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다. 교수자

는 숫자 빙고, 알파벳 빙고, 동전 던지기 게임, 가위바위보, 어림

숫자 게임, 수도 이름 맞추기 게임 등을 진행할 수 있다.

3
학습자가 목표 언어 사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학습 기회를 제공하라.

3-1
학습자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학습(warm-up)을 진

행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사전학습을 진행한다. 교

수자는 사전학습을 위한 활동학습지를 개발한다. 이때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간단한 주제를 대화 주제로 선정한다. 예

를 들어, 인사하기, 안부 묻기, 이름 묻기 등 인공지능 스피커와

일상적인 대화 또는 인공지능스피커의 기본적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3-2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단어, 문

장, 대화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라.

예시

및

해설

사전학습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와 단어를 사용해서 상호작용하게

하고, 이후 문장을 사용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장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에 성공하였으면, 대화를 지속하도록 한다. 예

를 들어, 사전학습으로 학습자는 ‘Okay, Google. 天气(날씨)’와 같

이 단어를 사용해서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이후 ‘Okay, Google.

今天天气怎么样?(오늘 날씨 어때?)’와 같이 완성된 문장으로 상호

작용을 시도한다.

4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 상에 장애가 발생할 시 당황하지

않도록 학습자를 격려하라.
4-1 상호작용 결과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가 발화를 시도하지 않거나 인공지능과 상호작용 중에 장

애가 발생하면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 있고 발화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격

려한다. 예를 들어,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괜찮아요’, ‘할 수 있어

요’, ‘다음번에는 더 잘 할 수 있을 거에요’라고 긍정적인 피드백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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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학습자가 좌절하지 않고 재도전하게 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는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

공하므로 한계가 있다. 특히,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원어민의 데

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인 사용자의 발화를 인

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한계를 설명하여 학습자가 좌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

공지능 스피커가 원어민 역할을 하며 상호작용상에 어려움이 있

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인식시키고, 부정적 피드백이 이후

언어 학습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함을 설명하여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오류를 수정하여 재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5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5-1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의 스캐폴딩이 실패한 원인 중에는 교수자의 지나친 개입

이 있다. 학습자의 근접발달영역을 고려하지 못하고 정답을 유도

하는 등 교수자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학습자가 잠재적 수준으로

발달하도록 돕지 못한다. 또한, 학습자가 고민하여 푼 문제가 기

억에 오래 남듯이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하면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이다. 이에 따

라 교수자는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5-2
학습자의 현재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교수자

는 즉각적으로 학습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에서 스스로 오

류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교수자는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 그

러나 교수자는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점차 줄인다.

6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학습을

지원하라.

6-1
동료 학습자와 인공지능 스피커의 각각의 입장에서 대화를 관

찰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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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및

해설

학습자가 협력학습 상황 하에서 동료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

에게 질문하는 상황에서는 동료 학습자에게 감정 이입하게 한다.

질문에 대한 인공지능 스피커의 대답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기

기에 감정을 이입하여 답변을 예상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동료

학습자와 인공지능 스피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게 하여 질문자라

는 주체와 대답하는 객체의 생각과 감정을 갖게 하여 두 객체를

동시에 경험하게 한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학습자가 직접 상호작

용을 하지 않아도 집중을 이끌 수 있다.

6-2
모든 학습자가 상호작용에 성공적인 경우 성공에 대한 성취감

을 서로 교감하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들은 언어학습공동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그 경험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다른 학습자와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학습자들은 언

어 사용 경험으로 언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언어학습

공동체가 더욱 질 높은 언어 사용 경험을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

진다.

6-3 성공한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돕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언어 구사 능력이 또래 학습자보다 더 높은 학습자나 과제를 성

공한 학습자가 도움이 필요한 학습자를 도와주도록 하여, 협력과

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6-4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학습자 간 경쟁을 유도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는 게임, 보상 등의 게임의 원리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동

기를 유발하고, 학습자가 상호작용에 성공하기 위하여 재도전하

도록 경쟁을 유도한다.

7
발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성공적 상호작용에 대한 긍정적 강

화를 제공하라.

7-1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의 과정에 대해 칭찬하라.

예시

및

해설

교수자가 기대했던 수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경우에는 학습자의 발화 상의 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때,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화에서 사용한 단어, 표현 등을 구체

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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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결과에 대해 칭찬하

라.

예시

및

해설

학습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을 보이기

에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발화를 하였을 때는 적극적으로 칭찬하

여 외국어 학습에 대한 안도감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

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학습에서 더 나

아가 실제 원어민과의 상호작용 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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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스캐폴딩 전략

구분 스캐폴딩 전략

1.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적 원리를 소개하라.

1-1. 인공지능 스피커의 작동 원리를 소개하라.

예시

및

해설

전통적으로 컴퓨터는 CLI(Command Line Interface) 방식으로 사

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명령에 대해 반응하였고, 이후

GUI(Graphic User Interface) 방식으로 컴퓨터에서는 마우스, 모

바일에서는 터치를 통해 반응을 하였다. 이는 컴퓨터 중심의 대

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간의 음성을 기반으로 하

는 VUI(Voice User Interface) 대화 방식이 발전하고 있다. 인공

지능 스피커는 음성을 기반으로 하는 음성 기반 대화 방식으로,

음성인식기술, 자연어처리기술, 음성합성기술로 작동한다. 인공지

능 스피커는 소리 센서를 통해 인간의 목소리가 가진 음향학적

신호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음성인

식기술을 통해 음성을 인식하여, 디지털 신호에 대해 딥러닝 모

델을 기반으로 학습된 데이터로 처리하여,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

환하는 음성합술기술을 통해 반응한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선수

학습지식, 학습경험 등에 따라 학습자가 이해 가능하도록 인공지

능 스피커의 작동 원리를 소개한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원리를

알면 인공지능 스피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1-2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의 장점을 안내하라.

예시

및

해설

첫째, 인공지능 스피커는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일상적으로 사용

하는 언어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둘째, 인공지능 스피커는 외국

어 학습에서 원어민 선생님 역할을 한다. 특히, 학습자는 인공지

능 스피커를 사용함으로 외국어 학습에 대한 불안이 감소하였으

며, 그로 인해 의사소통 의지가 향상되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

될 수 있다. 셋째, 사용자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할수록 더 나

은 사용자 맞춤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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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하라.

2-1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 절차를 안내하라.

예시

및

해설

구글 사의 구글 홈 미니(Google Home mini) 사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원을 연결한다. (2) 호출어(Wake up word)를 입력한

다. (3) 불빛이 모두 들어오면 대화를 시작한다. (4)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발화에 대해 처리 중일 때 불빛이 깜박인다. (5) 인공지

능이 대답을 할 때 불빛이 동시에 깜빡인다. 또한, 각 회사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제품명과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성화하기 위한

호출어(Wake up word)가 존재한다.

2-2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능을 안내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대한

수행(스마트 홈 제어 포함) 및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 외에도 언

어학습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스피커에 내장

된 기능 외에도 인공지능 스피커는 개발자가 언어학습을 위해 개

발한 음성 어플리케이션을 소환할 수 있다. 구글 홈의 경우 ‘Talk

to (어플리케이션명)’을 하면 어플리케이션이 소환된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사용자 맞춤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구글 홈은 영어, 한국어, 중국어 등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따라 미국식, 영국식, 캐나다식,

호주식, 인도식 억양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목소리 서

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내 활동(my activity)’에서 나의 대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3
학습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최적화된 환

경적 지원을 하라.

3-1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기 위한 교실 내의 필수 기술적 요

소를 확인하라.

예시

및

해설

첫째,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별로 무선 인터넷 허용 규정이 다르

고, 몇몇 학교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기 위

해 교실 내의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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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선 인터넷이 필요하다. 학교에 무

선 인터넷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무선 공유기를 준비한다.

둘째, 인공지능 스피커의 전원을 연결하기 위해서 콘센트를 사용

할 수 있지만, 학습자의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기에 보조배터리

를 준비한다. 셋째, 국외 인공지능 스피커는 해외 배송을 통해 주

문이 가능하다. 이때, 각 국가의 전압의 유형에 따라 변압기를 준

비해야 한다. 또한, 구글 홈의 경우는 기기 1개당 1개의 계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수자는 사전에 인공지능 스피커 1개당 1개의

계정을 만들어 인공지능 스피커와 연결한다.

3-2
학습자에게 언어 사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소

인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스피커를 제공하라.

예시

및

해설

첫째, 일반적인 구문 연습 형태의 활동이면 학습자 1명당 기기

한 대를 제공한다. 둘째, 과제 수행 활동 시에는 학생 2인당 기기

1대를 제공한다. 셋째, 문제 해결하기(Problem Solving) 과업처럼

수행 과제가 비교적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 4명이 1대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교수자 주도의 수업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 1대로 수업을 진행한다. 이때, 교수자는 칠판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3

학습자가 최대한 가까이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 하도록

하며,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 환경을 조성하

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화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면 학습

환경을 의심해야 한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외부 소음에 영향을

받는다. 학습자가 자신의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최대한 가까이 발

화하도록 하고, 모둠 간 간격을 최대한 떨어지게 하여 인공지능

스피커의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 환경을 조성한

다.

4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술적 특성에 따른 상호작용 방법을 설명

하라.

4-1
인공지능 스피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안문, 요청문

을 집중적으로 연습시켜라.

예시 인공지능 스피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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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해설

커의 하드웨어적 특징과 함께 소프트웨어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

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가정에서 사용자의 요청을 수행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과제를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안문, 요청문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영어권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 (1) Can you (please) ~ ? /

Could you (please) ~ ? (2) Will you (please) ~ ? / Would you

(please) ~ ? (3) I want you to ~ . / I would like to you to ~ .

등의 제안문, 요청문을 연습한다.

4-2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는 필수 표현을 안내

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는 호출어(Wake-up-word)를 입력한 이후 명령

어를 말한다. 교수자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

는 필수 표현을 안내한다. 예를 들어, 영어 수업에서는 음량 조절

표현(Turn it up / Turn it down, Volume up / Volume down),

재생(Play), 정지(Stop), 일시 정지(Pause), 재개(Resume)등을 위

한 표현을 설명한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의 답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Repeat’, ‘Repeat slowly’와 나의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을 위한

표현으로 ‘Repeat after me’, ‘Spell (단어)’를 안내한다. 중국어수

업에서는 음량 조절 표현(大声一点 / 小声一点)을 설명하고, 발화

의 재요청의 표현으로 ‘请再说一遍’, ‘请慢点说’ 등을 설명

한다.

4-3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 하도록 하라.

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물으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의 수도는 어디이고, 공항은 어디

에 있습니까?”라고 요청하면 인공지능은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한국의 수도는 어

디입니까?”, “한국에 공항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하도록 한다.

4-4 구체적인 명사를 사용하여 상호작용 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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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및

해설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정보를 요청할 때 구어체보다는 문어체를

사용하도록 한다. 인공지능은 인터넷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

자의 요청을 처리한다. 따라서 포털에서 검색할 때 사용되는 명

사 위주의 키워드를 사한다. 예를 들어, 김혜영 외(2019)은

“Could you tell me how to cook Lasagna?” 보다는 “Could you

tell me the recipe for Lasagna?”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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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intelligence is affecting society as a whole, inducing

innovations in education as well. Although new technologies have

been incorporated as a teaching medium so far,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being integrated as an indispensable part of the class.

Nowadays, artificial intelligence has come to replace the role of

teachers at least in part, thereby demanding a change in the role of

teacher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specific role of

teachers in language educ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s,

also known as scaffolding strategy, and examine its validity.

The focus of the study is to develop a strategy according to model

research in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and examine its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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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itial scaffolding strategy was contrived through literature revie

w and expert interview, and the final scaffolding strategy for teachers

in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based language classes was derived fr

om three expert reviews and an on-site assessment to examine its in

ternal and external validity, respectively.

The literature review first explored previous research related to the

educational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s and derived the behav

iors of teachers which led to successful outcomes in the course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learner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econd, the li

terature related to the teacher's scaffolding strategy was studied, and

the teacher’s scaffolding strategy criteria were classified as cognitive,

affective, and technological. In addition, research on the teacher's scaff

olding strategy using technology confirmed the need for a technical sc

affolding strategy. Here, cognitive scaffolding refers to a support perta

ining to the learning content, while affective scaffolding refers to an e

motional support which can promote learning, and technical scaffolding

refers to a support related to technology during the learning process.

Accordingly, this study classified the teacher's scaffolding strategy

into three categories, namely cognitive, affective and techicall, and pro

vided with strategies, guidelines, examples, and explanations for each

type respectively. Cognitive scaffolding strategy is composed of 10 str

ategies including expression demonstrations and 24 guidelines. Affecti

ve scaffolding strategy is composed of 7 strategies including personifi

ca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 and 16 guidelines. Technica

l scaffolding strategy composes of 4 strategies including explanations

of technological principl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s and 11 gui

delines. In addition, through interviewing experts with field experienc

e, a draft of the teacher's scaffolding strategy in language classes usi



- 287 -

ng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s was finally developed, including on-s

ite elements of the education.

On the other hand, two validity reviews were conducted by educatio

nal technology experts to examine the internal validity of the scaffoldi

ng strategy draft. On a microscopic level, the details of the guidelines

were modified and supplemented in order to enhance the comprehensib

ility and communicability of the draft. On a macroscopic level, the stra

tegic structure was reconstructed. Next, on-site assessment of the sca

ffolding strategy was conducted through 2 sessions of Chinese class i

n the C middle school. External validity was examined through survey

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learners and teachers after the class.

In language class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s, the conclus

ions reached through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teacher's s

caffolding strategy are as follows. First, the role of the teacher is im

portant to promot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learners and the artific

ial intelligence. Second, the teacher's scaffolding strategy affects the

effectiveness of the class. Third, the teacher should actively support t

he technical scaffold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the reality of interdisci

plinary knowledge that teachers should know in TPACK theory. In a

ddition, the scaffolding strategy suggested in this study could be a fa

cilitating guideline for teachers in classes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

e technology. In an era where one has to live and learn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on the new role of teachers should continue.

keywords : Artificial Intelligence, AI speaker, the role of a

teacher, Scaffolding,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Methodology

Student Number : 2019-2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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