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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많은   4 ,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년대 처음 등장한 인공지능 개념은 최. 1950
근 들어 딥러닝 등의 혁신적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인
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인공지능은 교육적 맥락에 도입. 
되었던 기존의 첨단 테크놀로지와 달리 지능적 특성을 지니고 있
으며 이에 따라 학습자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개별적이고 적응적, 
인 교육적 처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
들을 해결하고 학교 교육을 혁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성에 주목한 나머지 이러한 도. 
구들이 학습의 맥락에 도입되었을 때 학습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도구에 의해 매개되는 학습 과정이 어떻, 
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 
교육적 맥락에 인공지능 도구 및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 학습자
가 이러한 도구에 기반하여 어떻게 학습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도구 사용의 효과성을 영어 작문   

과제 수행 상황에서 인공지능 번역기의 사용이 미치는 영향을 통
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와 인공. 
지능 번역기의 상호작용 유형을 정리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
습자 특성과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수행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 . ,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과 사용하는 조건에서 학습자의 영어 
작문 수행 결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영어 작문 과제에서 ? , 
학습자는 인공지능 번역기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셋째 학습? , 
자의 인공지능 및 영어 작문 역량이 인공지능 번역기와의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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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학습자와 인공지능 번역기 ? , 
간의 상호작용 유형이 영어 작문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험 연구의 반복측정설계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선행 (Repeated Measures Design) . , 
연구를 바탕으로 영어 작문 과제 수행 상황에서 학습자와 인공지
능 번역기의 상호작용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영어 작문 관련 역량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성인 명을 21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 
사전 설문과 통제 조건의 영어 작문 통제 조건의 사후 설문 처치 , , 
조건의 영어 작문 처치 조건의 사후 설문 면담의 순서대로 실험, , 
에 참여하였다 처치 조건에서는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할 수 있. 
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수집된 양적 자료들은 기술통계 검증 독. , t , 
립 표본 검정 군집분석에 따라 분석되었다 질적 자K , K means . 
료의 경우 영어 작문 과정을 녹화한 자료는 코딩 스킴에 따라 양
화되었으며 면담 자료는 질적 데이터 분석 및 해석 방법에 따라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과제 수행에서 인공지능 도구의 사용은 학습자의 과  , 

제 수행 결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와 인공. 
지능 도구의 상호작용 유형은 국문 작문 후 글 전체를 번역기에 
입력하는 제한적 국문형 영문 작문 후 모르는 부분에 대해 선택‘ - ’, 
적으로 번역하는 제한적 영문형 국문 및 영문 작문이 동시에 나‘ - ’, 
타나며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 행동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협력‘
형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호작용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 . 
특성은 교과 영역과 관련한 역량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작용 , 
유형에 따른 교과 점수 향상 정도는 차이가 없다는 제한점이 있었
다.
본 연구는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학습자와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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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의 상호작용을 양적 질적으로 탐색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도, . , 
구의 사용이 수행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총체적인 학습 과정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공지, 
능 도구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또한 앞으로 인공지능 기반 학습 . 
도구 및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 학습 과학의 측면에서 학습자 
중심의 설계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는 학습 맥락에서 인공지능 도구에 의해 매개되는 학습자의 학
습 과정을 총체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인공지능 기반 도구를 교육 현장과 이론에 적용할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인공지능 번역기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상호작용 분석 활동 이: , - , , 
론 인공지능 활용 교육 영어 작문, , 
학  번 : 2020-2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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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4 , 
불러오고 있다 년대 처음 등장한 인공지능 개념은 최근 들어 딥러닝. 1950
과 같은 혁신적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인해 획기적으로 발전하
게 되었다 인공지능은 기존의 첨단 테크놀로지와 달리 지능을 바탕으로 . 
행동하고 의사결정하는 지능적 에이전트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첨단 테
크놀로지와는 다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년 알파고의 등장 . 2015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이 ,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사회 곳곳의 난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대식 지금까지 전문 ( , 2016). 
지식을 지닌 인간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의료나 법률 등의 분야에 인공지
능이 도입되며 전문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소규모의 데이터, 
와 인간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성은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  

고 학교 교육을 혁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과 적응적 학. 
습을 위한 테크놀로지는 교육공학적 맥락에서 유망한 기술로 전망되고 있 
다 임철일 인공지능이 교육 맥락에 도입된 초( , 2019; EDUCAUSE, 2018). 
기의 형태는 주로 와 같은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점차 ITS . 
웹 기반 혹은 온라인 상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발전하였으며 오늘날에는 , 
다른 기술과 함께 임베디드 컴퓨터 시스템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및 웹 기
반 챗봇을 사용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사용되고 있다(Chen et 

또한 인공지능은 학습자의 성취도 격차 al., 2020; Holmes et al., 2019). 
및 교원 양성 및 수급 관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
공하며 학습자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개별적이고 적(Luckin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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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적인 교육적 처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간 교수자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du Boulay, 2016). 
인공지능은 사회 경제적 문제나 특수한 교육적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또, 
는 정규 교육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
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UNESCO, 2019). 
에서 인공지능이 국내 교육 현장에 시사하는 바는 지능 정보 시스템을 바
탕으로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맞춤형 , 
학습 학습 경험 확장 취약계층 지원 업무 자동화 및 효율화를 지원할 , , , 
수 있다는 점이다 관계부처합동 인공지능은 산업 사회의 인력 양( , 2019). 
성 요구에 따라 형성된 기존의 교육 체제를 넘어 지식 정보 사회에 대비
할 수 있는 혁신적 교육 체제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 
다양한 배경의 학습자들이 학습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유용한 
기술로 기대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적 맥락에서도 영어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  

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영어 교육 분야에서는 테크놀로. 
지를 언어 습득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널리 활용하고 있다 도미나 김정( , 
렬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영어 교육은 학습자의 영어 학습 태도에 , 2019).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학습자가 시공간을 , , 
넘어 개인의 성취 속도에 맞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
다(Chen & Yang, 2014; Chen & Chung, 2008; Dreyer & Nell, 2003).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어 교과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향상
시키기 위한 방안과 그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혜리 외( ,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영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2021). 
시키거나 김민지 신창원 황요한 현주은 임희주 챗( , , 2020; , 2021; , , 2019), 
봇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김혜영 (
외 이삭 추성엽 민덕기 홍선호 외, 2019; , 2019; , , 2019; , 2021; Kim, 

번역 및 작문 과제 수행 시 인공지능 번역기를 활용하여 학습 성2017), 
취도 및 정의적 태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김인옥 정남숙( , 2020; , 2021; 
정향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영어 교과의 맥,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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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 도입됨으로써 각 학습자의 흥미와 역량에 적절한 학습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번역기의 등장으로 인해 영어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  

하는 목표인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이 도전을 받고 있다 심창용 이재희( , , 
2018).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총괄 목표는 학습자들 2015 ‘
의 영어의사소통능력을 길러 주는것 이다 지금까지의 영어 교육은 이러한           ’ . 
의사소통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개
발하고 적용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습자들은 인공. 
지능 기술이 적용된 높은 성능의 번역기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작문 결, 
과물에 대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한 문법 오류 감지 시스템을 적용
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학습 환경 맥락에서 통용되던 영어 의사소통능. ‘
력 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인’ . 
공지능 번역기나 챗봇 등이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고 혹은 어떠한 학습자 특성이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 
대한 사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 번역기 등의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은순 학습( , 2018; Tsai, 2019). 
자의 영어 작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등장하였으나 이를 , 
적절히 사용할 수 없다면 그 효용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와 . Groves

는 인공지능 신경망 기반의 번역기가 학문적 목적으로 활용Mundt(2015)
될 경우 교육을 훨씬 더 탐구적이고 비판적인 활동으로 만들 잠재력을 가, 
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는 인식론의 문제를 검토하고 . 
학문적 표현이 실제로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에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신경망 번역기는 상위 엔진의 발전에 .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학습자는 앞으로 보다 더 정교화된 , 
결과물을 제공하는 번역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가 지니는 태. 
도 및 지식 등의 개인적 변인에 따라서 도구의 사용 결과가 달라지며 이, 
를 위해 학습자가 인공지능 번역기 등의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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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가 중요하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 맥락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학  

적 논의 없이 기술적 가치에만 초점을 두는 한계가 나타난다(Luckin et 
일반적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al., 2018; Zawacki-Richter et al., 2019). 

첨단 테크놀로지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하
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술의 활용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 
향과 더불어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 또는 한계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 

는 충분한 논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이 학교 현장에 도입Guilherme(2019)
될 경우 인간 교사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으며 김홍겸과 동료들 은 반복 가능하고 정형화된 교사의 과업, (2018)
들은 인공지능 기술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보았다 김현진 외 의 연구. (2020)
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관련하여 교사 대체 인간 존, 
엄성에 대한 부정적 반응 학교의 사회화 기능 상실 교사와 학생의 상호, , 
작용 부족 에 의존하는 수동적 교사 양산 우려 교육 소외 계층의 정보, AI , 
격차 등을 우려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 맥락에 인공지능 기. 
술을 도입할 경우 심도 있는 교육학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을 인간과 함께 사회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 
관계를 맺거나 윤상균 외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학습 효과 및 교( , 2018), 
육적 의의에 대한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등 이지혜 허난( , , 2018; Luckin 

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와 동료들이 et al., 2016) . Zawacki-Richter
년부터 년 사이에 출판된 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을 분2007 2018 (AIEd)

석한 결과 이론 및 교육적 관점과의 약한 연관성 고등 교육에서 를 , , AIEd
적용 할 때 윤리적 및 교육적 접근 방식에 대한 추가 탐구의 필요성 등이 
한계로 나타났다. 
이처럼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도구를 인간이 사용 하는 행위에 초점을   ‘ ’

두던 기존의 관점을 확장하여 인간과 도구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이론, 
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교육 공학 및 학습 과학 영역에서는 복잡. 
한 사회적 상황에서 테크놀로지를 채택 적용 및 구성하는 방법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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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활동 이론 프레임 워크가 활용된다 활동 이론에 따르면 인. 
간은 테크놀로지와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 ’ 
접근이 필요하다. (DeVane & Squire, 2012; Kaptelinin & Nardi, 2006). 
학습자의 특성은 학습자와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다 지금까지 인간과 첨단 테크놀로지의 상호작용 매커니즘을 탐색. 
한 연구는 주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또는 인간 로봇 상호작용 분야에서 - -
수행되었다 일례로 과 동료들 은 선행 연구를 종합하며 인. Hancock (2011)
간의 능력과 개인적 특성 요인이 인간 로봇 상호 작용에 대한 인지된 신-
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과 은 . Schepman Rodway(2020)
사용자가 인공지능에 대해 지니는 태도가 인공지능에 대한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예컨대 빅데이터와 관련된 인공지능 활용은 긍정적으로 . 
보는 반면 인간의 판단과 관련된 작업에서의 활용은 부정적으로 보는 등 , 
이중적인 수용 양상이 드러났다 정리하자면 학습자와 인공지능의 효과적. 
인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을 실증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능적 특성을 지니는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하여 교육 맥락에  

서도 그 가치와 유용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학습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효. 
과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크게 세 가. 
지 지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첫째 교육적 맥락에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  , 

나는 학습자와 인공지능 도구의 상호작용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인공지능 기술은 기존의 테크놀로지와 다른 특성을 지니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간의 많은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 
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을 . 
도입할 경우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
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물 및 보고서에서 인간과 . ‘
인공지능의 협업 및 상호작용 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명확’
하게 정의하거나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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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둘째 인간 학습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 2019; UNESCO, 2019). , 
사용하는 과정 및 패턴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즉 지금. , 
까지 교육 맥락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연구는 수업 및 학습 과정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적용한 후 이에 따라 나타나는 학습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 및 수업을 종합하는 동향 연구 
및 연구 방향성에 대해 고찰하는 내용 김성애 김형욱 문성윤( , 2021; , , 

박만구 안지연 외 장현진 이 주를 이루고 있2020; , 2020; , 2020; , 2020)
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지금까지의 첨단 테크놀로지와는 달리 빅데이. 
터에 기반한 지능적 특성을 바탕으로 학습자와 인지적 정서적으로 상호작,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인공지능 도구를 사. 
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협력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맥락에
서 나타나는 학습의 과정 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실증적 연구 또한 ‘ ’
못지않게 중요하다 셋째 교육적 맥락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효과적인 활. , 
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 
은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성이 교육적 맥락에 불러올 효과에 집중하는 경
향이 있었다 따라서 실제로 학습자들이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 
이러한 사용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요인은 무엇인지 등 학습자 특
성과 인공지능 기술 활용 간의 관계에 대해서 탐색하는 연구는 소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적으로 사용. 
되며 직업적 역량 면에서도 이러한 기술의 활용 역량이 필수적인 것이 될 ,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와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적 과제 수행에서 인  

공지능 도구 적용의 효과성을 학습자 특성 및 상호작용 행동별 시간의 비
율 수행 결과에 기반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 . 
인공지능 도구의 사용 유무에 따라 수행 결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학, 
습자 특성에 따라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
하고 그에 따른 수행 결과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실험 연구 방법 중 단
일집단 반복측정설계를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문헌을 분석하여 학습. 
자와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특성을 도출하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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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개발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후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학. 
습자와 인공지능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향후 미래 사회에서의 인공지능 도구 활용에 대한 기초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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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2. 

본 연구는 인간 학습자의 어떠한 특성이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에 영향  
을 미치며 이러한 상호작용에 따라 수행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과 사용하는 조건에서 학습, 
자의 영어 작문 수행 결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영어 작문 과제에서 학습자는 인공지능 번역기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 

셋째 학습자의 인공지능 및 영어 작문 역량이 인공지능 번역기와의 상, 
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학습자와 인공지능 번역기 간의 상호작용 유형이 영어 작문 결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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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리3. 

! 인공지능 활용 교육

인공지능 활용 교육은 교수 및 학습의 효과성 효율성 증진을 위해 발전된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kukulska-Hulme et al., 2020). 
테면 지능형 교수 시스템 적응적 학습 지원 플랫폼 자동 채점 시스템, , , 
챗봇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다양한 교과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 AI 
별화된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지원하며 그 밖의 교사 
활동을 자동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임철일 본 연구에서는 교과 및 ( , 2019). 
비교과 영역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AI
습자 특성에 알맞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학습으로 정의한다. 

! 인공지능 역량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역량을 인공지능을 개발 및 활용하는 과정에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목적에 알맞게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인공지능 , 
관련 지식 기능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역량은 인공지능에 , , . 
대한 태도와 인공지능 관련 리터러시로 나뉘어진다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는 인공지능을 다루면서 느끼는 자신감 두려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정, , 
서적 반응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관련 리터러시(Barbeite & Weiss, 2004). 
는 개인이 비판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평가하고 인공지능과 효과적으로 , 
의사소통 및 협력하며 온라인 가정 및 직장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 , 
도록 하는 역량의 총체적 집합이다 즉 인공지(Long & Magerko, 2017). 
능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학습자의 지식 및 기능을 의미한다. 

! 학습자 인공지능 상호작용 -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인공지능의 상호작용 에   - (Learner AI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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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학습자와 인공지능 도구가 공동의 목. 
표를 위해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주체가 서로의 작업과 활동
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 활동이다 학습자는 인공지능을 통해 여러 가지 문. 
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 , 
위해 다시 인공지능을 동원한다 인공지능을 도구나 매체로 전제하여 학습 . 
과정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학습자가 활용하는 객체로 바라보는 관점과는 
달리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해결책을 구성해나가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
을 포함한다. 

! 영어 작문 역량 

본 연구에서는 영어 작문 역량을 영어 지식 문법 구두 문장구조 어휘( , , , , 
철자 를 활용하여 사고와 감정을 표현하는 역량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영) . 
어 작문 역량은 영어 작문 수행 결과와 영어 작문에 대한 자기 효능감으
로 나뉘어진다 영어 작문 수행 결과는 내용 및 표현 영역에서 나타나는 . 
학습자의 성취이며 영어 작문 자기 효능감은 다양한 구성 문법 어휘 기, , , , 
능적 역량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 자신이 얼마나 잘 성취하였는가에 대
한 학습자의 판단을 의미한다(Sun & Wang, 2020). 

! 인공지능 번역기 

대규모 인공지능 신경망을 기반으로 인간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워나가
듯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학습 방식을 따르는 번
역기이다 기계학습 은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패. (maching learning)
턴이나 특징을 찾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며 문장을 반복적으로 , 
학습할 경우 특정 단어 다음에 어떠한 단어가 올 확률이 높을지 알 수 있
다 인공신경망 기반 번역기는 문장 전체를 번역 단위로 삼기 때문에 문맥. 
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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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Ⅱ

인공지능 활용 교육 1. 

가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아야 한다 먼저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각 추론 학습 능력 등을 컴퓨터 . , ,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함으로써 문제해결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김윤정( , 
유병은 는 인공지능의 상세한 개념에 대해 인공지능 , 2016). OECD(2019)
시스템 관련 환경 및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나누어 개념도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공지능 시스템 관련 환경은 센서를 통해 인식 및 관찰할 
수 있으며 동작을 통해 영향을 받는 실제적 공간이며 인공지능 시스템은 , 
인간의 특정한 목표에 대해 실제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권장 사항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계 기반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 . 
공지능에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방식으로 세계와 상호작용
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정리하자면 인공지능. 
은 세계에 대한 지식과 지능적으로 처리하는 알고리즘에 의존한다(Luckin 

인공지능은 기존의 첨단 테크놀로지와는 달리 인간의 지능et al., 2016). 
을 모방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교육적 맥락에서도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AIED,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분야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지 여년이 지났으며 긴 시간 동안 30 ,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서도 많은 가
능성을 확인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 연구는 일. 
반적으로 인간 지능과 관련된 인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념한다 이를 교. 
육적 맥락에 적용하고자 하는 개념은 오늘날 학습자와 교육자에 의A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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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교육용 로봇 및 적응형 , , 
학습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도구 및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교육 분야. 
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인공지능과 다양한 학습 과학 교육 심리학 언어( , , 
학 및 신경 과학 등 을 결합하여 기존 수업과 직장에서 발생하는 학습을 )
지원하며 유연성 개인화 및 효과를 특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 응, 
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Chen et 

특히 고등교육 맥락에서의 인공지능은 학습자 프로파일링 및 al., 2020). 
예측 지능형 교수 시스템 평정 및 평가 적응적 시스템 및 개인화의 형, , , 
태로 활용되고 있다(Zawacki-Richter et al., 2019).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교육 맥락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에서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연, 
구 주제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양자 컴퓨팅 웨어. , 
러블 디바이스 로봇 기술 센서 장치의 발달과 함께 모바일 및 무선 , , 5G 
통신 기술의 보편화가 이루어지면서 교육 및 학습 맥락에 인공지능을 적
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예컨대 인공지능 기반의 학. , 
습 모델이나 실행 프레임워크의 개발 교육 맥락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의 , 
다양한 역할을 고려한 교육 이론의 재검토 및 재정의 학습 시스템 및 교, 
육 콘텐츠의 대규모 데이터 소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교육에서의 인공, 
지능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위한 윤리적 원칙 및 실행 규칙 개
발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이 새로운 관점에서 교육에서의 인공지능을 연, 
구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Hwang et al., 2020).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이 교육 맥락에 도입될 경우 어떠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과 동. Hwang
료들 은 교육에서의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2020)
그림 과 같이 정리하였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수행되어 온 교육에[ -1] . Ⅱ
서의 인공지능 관련 연구에서는 교육적 맥락에서 인공지능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 지능적 교수자 지능적 교수 대상자 지능적 학습 도구 , , 
및 동료 정책 입안 조언가로 나타났다 와 은 복잡적응, . Xu Ouyang(2021)
계 이론에 기반하여 교육 맥락의 인공지능이 (complex adaptiv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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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역할을 정리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육 맥락의 인공지능은 새로운 . 
주체 직접적인 매개체 보조적 조력자(new subject), (direct mediator), 

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으며 각 역할은 교(supplementary assistant) , 
수자 학생 학생 단독 학생 학생의 세 가지 학습 맥락에서 다양한 기능을 - , , -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의 역할 프레임워크[ -1] AIED (Hwang et al., 2020)Ⅱ

그렇다면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어떠한 요소를 포함해야 하는  
가 과 동료들 은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적응? Luckin (2016)
적 튜터를 구성하는 세 가지 유형의 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공지능 
시스템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바 있다 모델은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표상한 것이며 학습자에게 적절한 개별적 피드, 
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학적 모델 영역 모델 학습자 모델을 아우르, , 
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설계해야한다는 것이다 우선 교육학적 모델은 교육. 
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가르침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을 포함한
다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다루어지는 교육학적 지식이 이에 해당한다고 . 
볼 수 있다 그리고 영역 모델은 학습의 대상이 되는 주제에 대한 지식을 . 
나타낸다 학교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교과에 대한 지식 등이 이에 포함된. 
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모델은 개별 학습자에 대한 지식으로 학습자의 과. , 
거 성취도 및 취약 영역에 대한 탐색 학습자의 감정적 상태 과제나 수업, , 
에의 참여도 등을 포괄한다 특징적인 점은 학습자 모델이 컴퓨터와 학습. 
자간에 발생하는 상호 작용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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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전체 시스템을 더욱 풍부하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정리하자면 교육에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학 영역 학습자 모델을 개별적으로 반영하거나 , , 
기술의 효과성에만 집중하는 접근 방법은 지양하고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 
총체적으로 탐색한 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활용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교육적 모  

델에 대한 고찰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 맥락에 테크놀로지가 도입. 
되는 경우 대체로 학습 또는 교육학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보
다는 테크놀로지의 활용에만 초점을 두고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한 비판적 , 
성찰은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Castañeda & Selwyn, 

와 동료들 은 년부터 년까지 고등2018). Zawacki-Richter (2019) 2007 2018
교육 맥락에서 진행된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연구들을 조사
하였다 그 결과 고등 교육에서 인공지능 활용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과정. 
에서 나타나는 위험뿐만 아니라 교육적 및 윤리적 영향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데이터양의 증가와 컴퓨팅 성능. 
의 향상으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으나 교육에서의 ,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교육학 및 심리학적 학습 이론의 발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적 맥락에 인공지능을 도입하. 
는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에 대한 심층적이고 실증
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교육 및 학습에 대한 의  

미와 가치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일례로 인공지능이 학. 
교 현장에 도입되었을 때 교사 및 학생의 역할 및 기능에 변화가 있을 것
인지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협업 및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탐, 
색하거나 김현진 외 김홍겸( 2020;   외 박지선 외 , 2018; , 2021; Collins & 
Halverson, 2010; du Boulay, 2016; Guilherme, 2019;  

학습자의 테크놀로지 활용 행위를 총체Zawacki-Richter et al., 2019), 
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활동 이론을 적용하는 등(Kaptelinin & 

인공지능을 교Nardi, 2006; Murphy & Rodriguez-Manzanare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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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맥락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의 교육 및 학습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기. 
술의 혁신성이 불러올 효과에 대한 탐색을 넘어 학습자에게 진정으로 가
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 및 학습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어 교육   . 

영어 교육 분야에서 테크놀로지는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  

그림 일반적인 모델 기반 적응형 튜터의 시스템[ -2] AIED (Luckin et al., Ⅱ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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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방안으로 인정받으며 널리 활용되어왔다 년대 인터넷이 등장. 1980
한 이후 테크놀로지 및 가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며 이를 교육적 맥락ICT , 
에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살피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현주( , 

테크놀로지 및 는 지식 전달의 효과적인 매체로 학습자들의 지2020). ICT
식 구성과 개별 학습 심화적인 내용 탐구를 기반으로 한 유의미 학습에 ,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미 장경숙( , , 2011; Chapelle, 2003; 

외국어 학습 맥락에 테Howland et al., 2012; Keengwe et al., 2008). 
크놀로지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제공
하고 이해 가능한 입력 및 출력을 제공하며 학습자가 사고 능력을 개발, , 
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학습 및 교육을 가능케 하고 학습. , 
자의 자율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외국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를 유
발한다 즉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교수 학습 과(Ahmadi & Reza, 2018). , 
정에서 교사의 지식 전달을 유용하게 하며 학습자들의 학업 수행 과정에, 
서는 필요한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하여 학업 성과를 높인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며 영어 교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영어 교육 맥. 
락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은 영어과 교육과정의 궁극적 목표인 의사소
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내의 인공지능 관련 영어 학습에 . 
관한 연구들은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언어적 능력 향상과 정서적 면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에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현주 인( , 2020). 
공지능 챗봇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및 정서적 특성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에이전트이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문자나 음, 
성언어를 바탕으로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차수미 외 와 은 대학생 대상( , 2021). Fryer Carpenter(2006)
의 챗봇 활용 사례 연구를 통해 챗봇 기반 외국어 교육의 장점을 크게 외
국어 능력 기술적 가능성 정의적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외국어 , , . 
능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어휘 문법 등 언어적 기능과 지식을 의, , , , , 
미한다 기술적 가능성은 인간과는 달리 같은 대화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 
동시에 즉시적이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술적 특성을 포함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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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정의적 영역은 학습자들이 챗봇과 대화하는 상황에서 흥미 동기 재, , 
미 등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챗봇에 음성 인식 및 합성 기술을 접목. 
하여 만들어진 인공지능 스피커는 인지적 및 언어적 측면에서 교육적 가
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개별화된 학습, 
을 제공하고 동기 부여 및 참여 수준을 높인다 그리고 학생들의 정서 필. 
터를 낮추고 듣기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발음과 말하기 연습에 도
움이 된다 황요한 정리하자면 영어 교육 맥락의 인공지능 기술 활( , 2021). 
용은 인지적 학습 효과 정서적 태도 변화 학습 경험의 유연화 등을 가능, , 
하게 한다. 

다 인공지능 도구와의 상호작용적 영어 작문   . 

인공지능 번역기 및 작문 시스템 등이 상용화되면서 전통적인 영어 작  
문 혹은 번역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일례로 (Groves & Mundt, 2015). 
인공지능 문법 검사기인 그래머리는 학습자의 작문 결과물에 대해 문법 
및 표현의 오류를 찾고 수정을 제안하는 시스템이다 영어 작문 과정에서 . 
그래머리를 활용한 효과에 대해 탐구한 연구들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그래, 
머리를 통해 작문 구조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교환하고 작문 내, 
용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으며 작문 과제를 완성한 결과물에서, 
도 높은 성취를 획득하는 등 전반적인 작문 역량이 향상될 수 있었다
(Cavaleri & Dianati, 2016; Huang & Taylor, 2020; ONeill & Russell, 
2019). 
인공지능 신경망 기반의 번역기 또한 영어 작문 역량 향상에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의 연구에서는 인간 학습자와 인공지능 번. Tsai(2019)
역기의 과제물을 비교한 후 인공지능 번역기를 활용한 영어 작문에서 작
문의 품질 및 문법적 구성 요소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탐구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 번역기를 활용한 작문 과제의 질이 더 높았으며 다양한 , 
수준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였음이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번역기를 사용하. 
여 어휘를 검색하거나 작문 결과물을 향상시키는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 18 -

의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한 영어 작문 결과의 텍Lee(2020)
스트를 분석하여 그 효과를 탐색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공지능 번역기를 . 
사용한 영어 작문 결과에서 어휘 문법적 오류가 감- (lexico-grammatical) 
소하였으며 학습자들이 영어 작문 과정을 일련의 절차 로 이해할 수 있, ‘ ’
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공지능 번역기 사용 과정에서 . , 
교사의 적절한 지도가 필수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즉 앞으로 . , 
인공지능 번역기의 결과물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거나 영어 자체에 , 
대한 구사력과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 역량으로 요
구된다고 할 수 있다 윤여범 정향기 한 편 일정 수준 이상( , 2020; , 2019). , 
의 영어 역량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가 아닌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초보
자 수준에서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는 양상과 그 효과를 탐색하고자 
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그 결과 인공지능 번역기는 영어 학습 초보자들이 . , 
영어로 작문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을 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영어 실력이 낮을수록 학습자 스스로 영어 작문하는 경우와 모국어로 작
문한 후 인공지능 번역기에 입력한 경우의 글자 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 역량이 낮은 학습자(Garcia & Pena, 2011). 
는 스스로 영어 작문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으며 보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학습자 인공지능 상호작용 2. -

가 활동이론과 인공지능 매개 학습  . 

학습자와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에게 도  
구의 사용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는 행동. Vygotsky(1980)
주의 학습이론에서 제시한 자극에 대한 반응의 학습 매커니즘 대신 도구
에 의해 매개되는 학습의 원리와 과정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사고란 내재. 
적으로 추상적 상징이나 물리적 객체 이를테면 언어나 도구 숫자 기호 , , , 
등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구는 인간의 경험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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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대한 이해를 매개하는 존재이며 보다 상위의 사고와 표현을 가능하, 
게 한다 도구로 매개된 외재적 활동을 통해 수행 자체가 향상될 수 있으. 
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능 전체의 내재적 및 외재적 요소의 재분배는 , 
학습자 내부에서 매개되는 과정인 내재화 가 이루어진다는 (internalization)
것이다 예컨대 원래는 계산기와 같은 도구의 매개를 통해 계산해야했던 . , 
과정이 내재화된 사람이라면 머릿속에서 숫자를 계산 하고난 후 무언가를 
사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Kaptelinin & Nardi, 2006). 

는 이러한 내재화의 과정을 이중 자극  Leontiev(1931) (double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한 바 있다 서로 다른 연령대의 피험stimulation) . 

자들을 대상으로 암기해야 할 단어만 제공하는 자극이 주어지거나 그림 
카드라는 두 번째 자극과 함께 주어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도구의 매개 효
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연령대의 . , [ -3]Ⅱ
학습자 유치원 중학교 대학교 들에게서 도구에 의한 매개 효과가 (1: , 2: , 3: )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매개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유치원 . 
단계의 학습자는 매개 역량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자극물이 효
과가 없었으며 중학교 단계의 학습자는 두 번째 자극물을 효과적으로 사, 
용하여 가장 높은 성취를 달성하였다 대학교 단계의 학습자는 이미 자극. 
물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행이 내재화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자극 상황의 
성취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학습자의 . 
역량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매개물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의 평행사변형[ -3] Leontiev (Leontiev, 1931)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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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론은 기술 중심적 관점에서 나아가 더 넓은 범위의 일부로서 테  
크놀로지를 이해하고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도구이자 행위, 
자로의 테크놀로지를 전제한다 특히 교육 분야(Kaptelin & Nardi, 2006). 
에서의 활동 이론은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교육적 맥락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를 제공한다 활동 이론은 학습 테크놀로지를 단순히 지식 전달의 수단. 
으로만 보지 않으며 활동을 통해 성취되는 학습을 구조화하고 매개하는 , 
도구로 바라본다 정리하자면 학습 테크놀로지는 교수 기계가 아니라 실. 
행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DeVane & 
Squire, 2012). 
활동 이론에서는 이처럼 도구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학습의 복잡하고   

광범위한 실재를 이해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제한다(Murphy & 
활동 이론의 주요 분석 단위는 객체 지Rodriguez-Manzanares, 2008). 

향적 집단적 문화적으로 매개된 인간 활동으로써 정의되는 활동 시스템, , 
이다 활동 시스템의 구조 모델은 에 의해 공식화되었으. Engeström(1987)
며 모델은 그림 와 같이 주체 객체 도구 인공물 분업 공동체, [ -4] , , ( ), , , Ⅱ
규칙 및 결과의 상호작용적인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활동 시스템의 주체. 
는 관점이 채택된 것으로 전제되고 있는 개인 또는 그룹을 의미한다 객체. 
는 활동이 지향하고자 하는 원재료 혹은 문제 공간 으로 정의되며 물질‘ ’ ‘ ’ , 
적 또는 상징적 외부적 및 내부적 도구의 도움을 받아 결과로 나타나게 , 
되는 것으로 전체 활동 시스템에 동기를 부여한다 도구는 활동의 객체를 . 
매개하며 외부적이고 물질적 교과서 컴퓨터 등 이거나 내부적이고 상징적, ( , )
언어 등 일 수 있다 이러한 도구는 의도하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 ) . 
로 객체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는 동일한 객체를 공유하는 . 
활동 시스템의 참여자를 의미하며 분업은 지역 사회 구성원 간의 업무나 , 
역할 분담 등 권력과 지위의 분담을 포함한다 규칙은 시스템 내에서 행동. 
과 상호 작용을 규제하는 명시적이고 암시적인 규범이다(Engeström, 
1993). 
  



- 21 -

그림 활동 시스템의 구성 요소[ -4] Ⅱ (Engeström, 1987)

활동 이론에서 모순은 활동 시스템 내부 혹은 사이에 역사적으로 축적  
된 구조적 긴장이다 또는 요소 내 요소 간(Engeström, 2001, p.137). , , 
서로 다른 활동 간 또는 단일 활동의 서로 다른 발달 단계 간의 부적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모순은 갈등이나 주의 분산을 유발하지(Kuutti, 1996). 
만 활동이 변화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새, . 
로운 테크놀로지가 교육 현장에 도입이 되었을 때 교사의 수행 및 교육의 
가치가 재구조화되기도 한다(Murphy & Rodriguez-Manzanares, 2008). 
정리하자면 인공지능 기술 등의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교육적 맥락에 도입
되었을 때 발생하는 모순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교육적 의미를 도출하고 
활동 시스템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도입되는 상황 속에서 
학습자 주체 와 인공지능 도구 도구 의 모순 또는 긴장에 대해 깊이 있게 ( ) ( )
탐색하는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과 는 활동 이론에 기반을 두어 테크놀로지와 함  Kaptelinin Nardi(2006)
께 활동하는 인간 의 관념을 제시하였다(people acting with technology) . 
이에 따르면 인간은 일련의 원리에 따라 테크놀로지와 함께 활동하며 우, 
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인간의 의도 혹은 지향성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의. 
도를 지닌 채 테크놀로지와 함께 활동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행위자 네트, 
워크 이론이나 분산 인지에서 가정하는 도구의 특성과는 달리 인간과 사
물로써의 도구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원. 
리는 활동 이론이 인간과 사물의 비대칭성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기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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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 의지 를 지닌 인간 의 맥락에서 설계되고 사용되며(object) (subject) , 
도구 는 인간과 세계를 매개 한다 그리고 활동 이론은 활동(tool) (mediate) . 
이 순환하고 성장하며 변화하는 것을 보지 않으면 활동을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활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특히 인간의 , 
활동을 만들어내는 문화와 사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리하자. 
면 테크놀로지와 함께 활동하는 인간 관념은 인간의 의도성을 중요한 요‘ ’ 
소로 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활동 과정에서 인간과 도구의 비대칭성을 
전제한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상호작용 또한 이러한 원리를 전제한다고 볼 . 
수 있다 또한 테크놀로지와 인간의 활동은 그림 와 같이 활동. [ -5]Ⅱ

행동 동작 수준의 세 가지 위계적 층위(activity), (actions), (operations) 
로 분석될 수 있다 활동의 궁(Kaptelinin & Nardi, 2006; Kuutti, 1995). 
극적 목적은 객체인 동기 의 달성이며 활동의 하위 구조인 행동의 (motive) , 
객체는 의식적 대상인 목표이다 또한 동작은 현재 처해있는 조건에 대해 . 
자발적인 조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 이러한 위계적 구조의 구성 요소. 
는 상대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림 활동의 위계[ -5] (Kaptelin&Nardi, 2006)Ⅱ

활동 이론에 따르면 학습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도입될 경우 이들은 학  , ‘
습 활동 의 체계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자 인간의 학습 과정을 매개하는 ’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 맥락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정리한 . 
와 은 인공지능 도구에 의해 매개되는 학습이 그림 Xu Ouyang(2021) [ Ⅱ
과 같이 교수자 학습자 학습자 단독 학습자 학습자의 관계를 매개하-6] - , , -

는 플랫폼이나 도구로써 사용된다고 정리한 바 있다 학습 플랫폼으로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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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지능형 교수 시스템 양방향 학습 환경 등으로 기능하며 (ITS), 
전체 학습 및 교육 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도구로서 기능하는 . 
경우 학습 활동의 주체는 교수 및 학습 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 
라 기반의 도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AI . 

그림 [ -6] AIEd Ⅱ 프레임 워크 직접 매개물로써의 : AI(Xu & Ouyang, 2021)

그간 활동 이론은 교육공학 연구자들에게 사회 맥락의 복잡함 속에서   
도구나 기술이 사용될 때 이러한 도구나 기술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작
동되며 설명되는지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로써 사용되어왔다 활동 이론의 . 
관점에서 학습 도구는 인간 학습자의 학습을 보조하는 조력자에 지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습 도구는 활동을 통해 성취되는 학습을 구조화하. 
고 매개하는 도구로서 교수 학습 기계 를 넘어 학습을 (teaching machine)
지원하는 총체적 체계 로서 학습 과정에서 사용하는 (supporting system)
과제의 성격을 변화시키기는 동시에 학습자의 고차원적인 사고를 매개하
기도 한다 김종백 조형정 정리하자면(Devane & Squire, 2012; , , 2007). , 
활동 이론은 학습 활동에서 도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도구나 



- 24 -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학습을 매개하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적 틀
을 제시한다(Devane & Squire, 2012). 

나 인간 인공지능 상호작용   . -

인간과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인간과   
다른 테크놀로지와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이론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인간과 . 
컴퓨터의 상호작용 은 주어진 목표(HCI, Human-Computer Interaction)
의 달성을 위해 테크놀로지 기반의 시스템과 인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법 및 절차를 설계 평가 구현하는 분야이다 임규연 외 년, , ( , 2017). 1970
대 후반에 처음 형성된 의 초기 기술과 개념은 인체 공학적 요소의 전HCI
통을 강조하는 융합적 사고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 시기에는 인간과 . 
기계의 상호작용이 곧 인간과 기계의 결합과 동일시되었으며 설계 원리 , 
및 관행에 기반을 둔 인간과 기계의 최적화를 지향하는 개념이었다 그러. 
나 최근 다학제적 맥락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는 다양한 철학 관HCI , 
점 전문성을 다루고 있다, (Harper et al., 2008). 
컴퓨터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하나의 행위자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이 대  

두됨에 따라 컴퓨터를 하나의 사회적 행위자로 바라보자는 개념이 등장하
였다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컴퓨터(Reeves & Nass, 1996). ‘ ’(CASA: 

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끄는 Computers are social actors)
사회적 규칙과 복잡함이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맥락으로도 전이될 수 
있다고 보는 개념이다 이러(Nass et al., 1996; Reeves & Nass, 1996). 
한 개념은 지능적 특성을 가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맥락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와 그의 동료들 은 인공지능 챗봇의 설계와 관. Edwards (2019)
련하여 신뢰감과 사회적 실재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색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 챗봇의 음성 나이가 인간 사용자의 사용 의지 및 신뢰
감 사회적 실재감 동기 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성숙한 , , 
음성의 챗봇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스마트폰 사용. Wang(2017)
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통해 사용자의 사회적 성향이 의인화 및 프C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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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 워크에 대한 수용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증
명하였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교육 환경의 맥락에서도 . 

프레임 워크를 반영한 연구들이 나타났다 와 동료들CASA . Edwards
은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로봇에 대한 대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인식(2016)

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교사로서의 로봇 과 . ‘ (autonomous social robots)’
로봇으로서의 교사 가 신뢰도 및 학습 결과 측면‘ (telepresence teacher)’
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로봇으로서의 교사에 대. 
한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로서의 로봇은 행동적 측면에서의 
높은 학습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인공지능이 교육 시. 
스템에 새로운 주체로서 도입될 경우 사회적 로봇이나 교육적 에이전트와 , 
같은 생체 공학적이고 의인화된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Xu & Ouyang, 

이렇듯 기술의 진보와 함께 프레임 워크도 함께 확장되고 2021). CASA 
있으며 그 적용 영역 또한 다원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나 로봇 인공지능 등의 테크놀로지가 하나의 행위자이자 중요한   ,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여겨짐에 따라 인간과의 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일반적으로 협력 이. (collaboration)
란 둘 이상의 에이전트가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작업하는 것
을 말한다 선행 연구에서 인간과 컴퓨터의 협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 
나타난다 먼저 인공지능에 초점을 둔 인간 대리 실행. (human 

관점은 컴퓨터에 인간과 같은 특성을 부여하여 인간 인간 상emulation) -
호작용 방식을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에 반영한다 반면 인간 컴퓨터 상호- . -
작용에 가까운 인간 보완적 관점은 인간과 컴퓨(human complementary) 
터가 근본적으로 다른 속성에 기반을 둔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
하며 인간과 컴퓨터 에이전트의 각 특성을 반영하는 상호작용 방식을 활, 
용하는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인간 보완적 관점에서는 (Terveen, 1995). 
각 에이전트의 특성에 알맞은 역할과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여 협업을 
설계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인간과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은 인간의 과업을 . 
보완하는 수준에서부터 하나의 주체로 기능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맥락을 포괄하고 있으며 정의하기에 따라 인간과의 협업까지 확장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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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 학습자 인공지능 상호작용  . -

인간과 인공지능이 상호작용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학습의 맥락으로도 확장된다 에 따르면 지식은 학습자의 . Vygotsky(1980)
외부에 독립적으로 표상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구성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능적 . 
특성을 지니는 에이전트의 등장으로 인해 그동안 다른 인간 과의 상호작‘ ’
용에 기반을 둔다고 여겨졌던 학습 과정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식이 등장
하였다 인공지능과 같은 교육적 에이전트는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할 수 . 
있는 대안적이고 풍부한 사회적 맥락을 제공하며 학습자에게 관점을 직접 ,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습과 협업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와 동료들 은 지능형 에이전트를 교(Chou et al., 2003). Fryer (2017)
육적 도구로 간주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 학습자가 지능형 에이전트와 어
떻게 상호 작용하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수행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능형 에이전트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 있는 학습이 가능하  

다는 주장은 학습 동반자 시스템으로도 설명될 수 ‘ (Learning companion)’
있다 학습 동반자 시스템은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분야가 처음 대두되기 . 
시작하였던 년대부터 등장하였다 이 시스템은 개별 학습자에게 협력1980 . 
적인 컴퓨터 기반의 학습 동반자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학습 동반자의 , 
역할은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위해 협력이나 경쟁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
이었다 이외에도 학습자가 이들에 대한 교수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 
가르치면서 배우도록 장려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였다 이러(Chan, 1991). 
한 학습 동반자 시스템의 개념은 인공지능 등의 테크놀로지 발전과 함께 
확장되고 있으며 다음 세대의 학습 동반자는 기술의 장벽 없이 학교 안팎, 
에서 개별 학습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Luckin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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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간 학습자와 인공지능이 공동의 과업 완료를 위해 상호작용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모바일 기반의 인공지능 챗봇과 상호작용하며 쓰. 
기 과제를 수행한 학습자들은 작문 수행 결과 및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향상되기도 한다 인공지능 스피커와 학습자(Kim et al., 2020). 
의 상호작용은 외국어 학습 불안이 감소시키고 언어 사용 의지를 높이며, , 
다른 인간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도 한다 김재상 비의도( , 2017). 
적이고 탈 중심적인 학습활동을 구성하여 협업적 언어 학습 환경을 제공
하면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는 . Tsai(2019) EFL 
상황에서 학습자의 독립적인 작문 활동과 인공지능 번역기와의 작문 활동
을 비교한 결과 인공지능 번역기와의 작문 활동이 어휘 수준 철자 문법, , 
적 완성도에 대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정리하자면 인공지능. 
에 기반을 둔 시스템은 학습자의 인지적 및 정서적 역량을 증강시킨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와 동료들 은 영어 학습에서 챗봇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탐Fryer (2019)

색하기 위해 인간 파트너와 챗봇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을 비교하였다 학습. 
자와 챗봇의 상호작용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였으나 인터넷 연결 및 음
성과 텍스트의 변환 문제와 같은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자가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도 하였다 그리고 와 동료들 은 . Fryer (2017)
언어 학습 맥락에서 테크놀로지를 도입할 경우 기술 자체의 신기함에서 
유발되는 신기 효과 를 통제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novelty effect)
야 함을 지적하였다 인공지능 챗봇과의 상호작용에서 과제에 대한 관심이 . 
낮아지는 이유는 과제 자체에 대한 흥미가 아닌 신기 효과에 의한 상대적 
저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는 근본적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해 다. 
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 학습자의 특성을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반, 
영하여도 단기적으로는 학습자의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인간 학습자(Aeschlimann et al., 2020). 
의 상호작용에서는 매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며, 
기술의 적용을 넘어서는 상호작용 유형별 사용 패턴 및 이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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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편 인공지능이 교육적 맥락에 도입되어 인간 학습자와 상호작용하게   

되더라도 교육이 인간 중심의 행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
의 목소리도 나타난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술에만 의. 
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인간이 문제를 식별하. 
고 비판하고 위험을 식별하고 문제에서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을 , , , 
해야 한다는 생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Popenici & Kerr, 2017).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많은 난제들을 해결할 것으
로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을 절대적 해결책으로만 여기는 것에 
대해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특성 3. 

효과적인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특성 또한 활동 이론의 관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은 테크놀로지와 상호작용하는 학. Leontiev(1981)
습자는 필연적으로 기능적 기관 을 통해 스스로의 역(functional organs)
량과 인공물을 결합시켜 역량의 총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예. 
컨대 안경이나 현미경 등의 도구를 통해 볼 수 없었던 대상을 볼 수 있게 ,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적 기관을 만들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 
종류의 역량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은 세 가지 유. Kaptelinin(1996b)
형의 역량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도구와 관련된 역량. (Tool-related 

은  도구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포함하며 과제와 관련competencies) , 
된 역량 은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달성 가능(Task-related competencies)
한 상위 수준의 목표를 얻을 수 있는 역량이다 또한 메타 기능적 역량. 

은 기능적 기관을 효과적으로 만들고 사(Metafunctional competencies)
용하기 위한 특별한 유형의 역량으로 도구나 과제와 관련된 역량과는 달, 
리 직접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역량은 아니다 하지만 부작용. 
이나 유지 보수 문제의 해결 등과 함께 기능적 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고 , 
다양한 목표의 조화를 지향하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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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습자와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특성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행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및 인간 로봇 상- -
호작용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 동료들 은 인간. Hancock (2011) -
로봇 상호 작용에 대한 인지된 신뢰에 대하여 인간 로봇 및 환경 요인의 , 
영향을 평가하고 정량화하였다 그동안 로봇은 인간이 수행하는데 어려움. 
을 겪는 영역의 일들을 맡아서 수행하였기 때문에 로봇과의 상호작용이란 
습득하기 어려운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 
로 로봇이 인간과 더욱 근접한 영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에 따라 인간과 로봇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났다 특. 
히 이러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요인으로는 인지된 신뢰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인간 로봇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지된 신뢰에 영향, -
을 미치는 요인은 인간 로봇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인간 로봇, , . -
의 상호작용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관련 요인은 능력 기반

과 개인 특성 로 나누어지며 세부 구성 (Ability-based) (Characteristics)
요소는 표 와 같다< -1> . Ⅱ

인간 관련 로봇 관련 환경적
능력 기반 수행 기반 팀 협력

행동주의력 참여/
그룹 내 멤버쉽신뢰 가능성전문성 훈련의 정도( )

로봇에의 의존 정도 문화역량
예측 가능성운영자 작업량 의사소통자동화 수준사전 경험
실패율 공유된 정신 모형상황 인지
오류 알람성격

과제 부여투명성인구 통계적 특성
속성 기반 과제 타입성격 특성

근접 동시에 위치/ 과제 복잡성로봇에 대한 태도
로봇의 성격로봇에 대한 편안함

멀티태스킹 요구적응 가능성자신감
로봇 타입

물리적 환경 신뢰하는 경향 의인화

표 인간 로봇 상호작용에서 신뢰도 개발의 요소< -1> - (Ⅱ Hancock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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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로봇 상호작용의 인지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관련 요인은   -
학습자 인공지능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학습자 특성으로 확장할 수 있다- . 
우선 능력 기반의 학습자 특성으로는 교과 및 영역 관련 역량이 있다 예. 
컨대 영어 교육에서 전문성 역량 사전 경험 등과 관련된 학습자 역량은 , , 
자기 효능감 자기 개념 학습 성취 등을 들 수 있다, , (Chao et al., 2019; 

자기 효능감은 미래의 과제 또는 목표를 성공적으Sun & Wang, 2020). 
로 완료하기 위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이며 자, 
기 개념은 특정 영역 내에서 개인의 능력에 대한 회고적 신념이다(fryer 
et al., 2020). 
성격에 관한 학습자 특성으로는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와 인공지능 리터  

러시가 있다 과 은 사용자가 인공지능에 대해 . Schepman Rodway(2020)
지니는 태도가 인공지능에 대한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세 이. 18
상의 영국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 수집 결과 참여자들
은 대체로 빅데이터 예 천문학 법률 약리학 와 관련된 인공지능 활용을 ( : , , )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인간의 판단 예 의료 심리 상담 과 관련된 작업에 ( : , )
대한 활용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반인들이 인공지능에 대. 
해 혼합된 형태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리터러. 
시는 정의하는 기관 및 학자에 따라 달리 쓰이고 있으나 과 , Long

는 이를 개인이 비판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평가하고 인Magerko(2020) ‘ , 
공지능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및 협력하며 온라인과 가정 및 직장에서 ,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도록 하는 역량의 총체적 집합 이라고 정의하였다’ . 
이에 따르면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표 의 인간 관련 요인을 아우르< -1>Ⅱ
는 총체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학습 맥락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  

적으로 탐색하고자 한 연구도 존재한다 과 동료들은 인공지능 기반의 . Qin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그림 에서와 [ -6]Ⅱ
같이 기술 맥락 개인적 범주로 분류한 바 있다 기술 관련 요소에는 기, , . 
능 유용성 해석 가능성 의존성 및 상호작용 인터페이스가 있으며 맥락 , , , 
관련 요인에는 교육 기관의 호의적 태도 데이터 관리 교사의 역량 공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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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및 지식 특성이 포함된다 개인 관련 요인으로는 학습의 본질에 대한 . 
인식 교사와의 상호작용 성향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자율성 지향 등이 , , , 
있다. 

그림 인공지능 기반 교육 시스템의 신뢰를 구성하는 요소[ -7] (Qin et Ⅱ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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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Ⅲ

연구 절차1. 

가 실험 연구. 

본 연구는 학습자와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적 과제 수행에서 인공지능 도  
구 활용의 효과성을 수행 결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자 특성이 . , 
상호작용 유형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 유형이 수행 결과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실험 연구의 단일 집단 설계 의 반복 측정 설(Single-Subject Designs)
계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Repeated Measures Design) .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실험 연구 방법은 순수 실험  (true 

연구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를 무작위로 통제 조건과 처치 experiments) , 
조건에 배정하여 각 조건의 사전 및 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한다 이에 반. 
해 반복 측정 설계에서는 한 명의 연구 참여자를 여러 번 관찰한다 이들. 
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처치에 동일한 순서로 할당되며 각 처, 
치의 독립 변인마다 서로 다른 측정 및 관찰을 진행하며 이에 따라 도출
된 결과를 비교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Creswell, 2002). 
일반적으로 실험 연구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인과적 가설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실험 연구의 과정에서 외재적 변수들의 . 
영향을 통제함으로써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내적 타당성을 높여주기 때
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오히려 실제 맥락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 
반영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제한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실험을 연구 방. 
법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때에는 연구 문제와 실험 설계를 억지로 끼워 맞
추기보다 이러한 실험 연구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연구의 적합성에 따라 
적용할 필요가 있다(Ross & Morrison, 2004).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연구 참여자가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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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사용하는 조건에서 나타나는 수행 결과의 비교하여 인공지능 도구 
활용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각 연구 참여자의 개인 특성이 . , 
상호작용 유형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상호작용 유형이 수행 결과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자 하므로 각 개인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단일 집단 설계의 반복 측정 설계 방법을 사용하기에 무
리가 없다. 

나 전체 연구 절차.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특성을 파악하고   상호
작용의 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수행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표 의 절차에 따라 연구를 실시하였다< -1> . Ⅲ

연구 절차 연구 활동

연구 문제 
정의

! 선행 문헌 검토를 통한 연구의 필요성 분석
! 연구 문제 도출

↓

실험 전 준비 

! 인공지능 활용 교육 및 학습자 인공지능 상호작용 상- , 
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특성에 관한 선행 문
헌 탐색

! 학습자와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적 과제 수행에서 학습자 
특성 및 수행 결과 측정을 위한 연구 도구 개발

! 과제 수행 결과 측정을 위한 평가 문항 및 채점 기준 
개발

! 기타 면담지 개발 
↓

참가자 선정 ! 교과 영어 역량 수준을 충족하는 대학 원 생 ( ) ( )

↓

표 연구 절차별 연구 활동< -1>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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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및 자료 
수집 

사전 설문
분(10 )

! 영어 작문 관련 자기 효능감
!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 인공지능 리터러시 

통제 조건
분(30 )

영어 
작문

! 학습자 단독 영어 작문 활동 

자료 
수집

! 영어 작문 관찰

사후 설문
분(10 )

! 인지된 수행 결과 

처치 조건
분(30 )

영어 
작문

! 학습자와 인공지능의 상호작용
적 영어 작문 활동

자료 
수집

! 영어 작문 관찰
! 비디오 관찰 및 필드 노트 

사후 설문
분(10 )

! 상호작용에 대한 주관적 인식 
! 인지된 수행 결과 

사후 면담
분(30 )

! 반 구조화된 면담 

↓

자료 분석

! 영어 작문 녹화 자료 상호작용 분석 및 평균 군집 : k-
분석

! 영문 작문 채점 자료 기술 통계 분석 및 차이 검정: 
! 설문 자료 기술 통계 분석 및 차이 검정: 
! 면담 자료 의 질적 분석: Creswell(2012)

↓

연구 결과 
도출

! 통제 및 처치 조건의 영어 작문 수행 결과 차이 확인
! 학습자 인공지능 상호작용 유형-
! 학습자 역량이 학습자 인공지능 상호작용 유형에 미치-
는 영향 

! 학습자 인공지능 상호작용 유형이 영어 작문 결과에 -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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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전 준비 단계1) 

연구의 키워드인 인공지능 활용 교육 영어 작문 학습자 인공지능 상호  , , -
작용에 관련된 선행 문헌을 분석하였다 선행 문헌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에 .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특성 및 상호작용 분석 지표 설문 및 검사 면담을 , , 
위한 연구 도구를 도출하였다. 

실험 및 자료 수집 단계2) 

당일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대학교 내 강의실에 개별적으로 약속된 시간  
에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실에 출입하기 전에는 방역 수칙을 지키기 . 
위해 손 소독과 체온 측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 진행에 앞서 연구 .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연구 참여, , , 
자의 권리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였다 이후 연구에 동의한 참여자에 한. 
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전 설문은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정보인 성별 연령 전공 분야를   , , 

기입하는 정보입력란과 연구 참여자의 영어 작문 자기 효능감을 묻는 , 
개 문항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를 묻는 개 문항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15 , 8 , 

묻는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완료하는데 약 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17 10 .
연구 참여자는 사전 설문이 종료된 후 분간 통제 조건에서 주어진   30

질문에 답하는 영어 작문 과제를 수행하였다 영어 작문 결과는 단. 250 
어 내외로 제한되었으며 이때 참여자는 주어진 문제지와 워드 프로그램 , 
외에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안내되었다 영어 작문의 모든 과정. 
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시되었으며 연구자, 
들은 실시간 화상 회의 프로그램의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 연구 참여자
의 작문 과정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시간 통제를 위해 분이되기 분 . 30 5
전에 분 전입니다 라고 안내하였다‘5 ’ . 
통제 조건의 영어 작문이 종료된 직후 첫 번째 사후 설문이 실시되었다  . 

사후 설문은 연구 참여자가 영어 작문 과정에서 인지한 수행 결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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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하는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사후 9 . 
설문이 종료된 이후 연구 참여자가 약 분간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10
록 하였다.
그 후 연구 참여자는 처치 조건에서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영어 작문  , 

을 분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실험 처치로써 인공지능 번역기인 30 . 
네이버 파파고를 활용하여 단어 내외의 영어 작문을 하도록 안내되250 
었다 통제 조건과 마찬가지로 영어 작문의 모든 과정은 컴퓨터 화면을 . 
통해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시되었으며 연구자들은 실시간 화상 , 
회의 프로그램의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작문 과정을 관
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번역기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특징적인 . 
점을 필드 노트에 기록하여 이후 면담에 활용하였다 또한 시간 통제를 위. 
해 분이되기 분 전에 분 전입니다 라고 안내하였다30 5 ‘5 ’ . 
처치 조건의 영어 작문이 종료된 직후 두 번째 사후 설문이 실시되었다  . 

사후 설문은 연구 참여자가 영어 작문 과정에서 인지한 수행 결과에 대
해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하는 개 문항과 인공지능 번역기와의 상호작용 9
과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해 응답하는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12 .  
처치 조건의 사후 설문이 종료된 직후 통제 및 처치 조건에서의 영어   

작문 수행 경험에 대한 반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 
자의 인공지능 번역기 활용 영어 작문 과제 수행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감상을 묻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연구 참여자와 인공지능 번역기의 . 
상호작용 유형과 이러한 유형이 영어 작문 결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 파악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질문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 
나 계기가 있는지를 함께 질문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처치 조건 영. 
어 작문 과제 수행 활동 녹화 기록과 필드 노트에 기반을 두어 반 구조화
된 형태로 진행되었다 면담의 내용은 모두 녹음되었으며 약 분가. , 20-30

량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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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2.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와 인공지능 번역기의 상호작용적 과제 수행에서   
인공지능 번역기 사용의 효과성을 학습자 특성 및 상호작용 유형별 빈도, 
수행 결과로 검증하기 위해 현재 대학교 원 에 재학 중인 성인 남학생 및 ( )
여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수행에 앞서 서울대학교 연구 . 
윤리 심의위원회 의 심의 결과를 거쳐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작성된 연구 참여자 동의서를 배부하여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실험에는 총 명의 참여자가 지원하였다 이들 중 남자는 명21 . 8 (38.1%), 
여자는 명 이었으며 구체적인 정보는 표 과 같다 연구 참13 (61.9%) < -2> . Ⅲ
여자 모집 과정에서 연구 목적에 맞는 사람을 선택적으로 표집하였다 영. 
어권 국가의 원어민이나 장기간의 영어권 국가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였으며 영어 작문 성적이나 영어 작문 효능감이 다양한 사람들을 , 
찾고자 하였으므로 목적성이 있는 표집 에 해당한다(purposive sampling) . 
실험 대상 집단을 대학 원 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  ( ) . , 

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번역기 인공지능 챗봇 등 인공지능 기술을 반영, , 
한 테크놀로지를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수. , 
업 과제물을 작성하거나 문헌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번역기 
등의 작문 도구를 활용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번역기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전 훈련이나 안내를 생략하고 과
제 수행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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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별 전공
영어 작문 자기 

효능감
초기 영어 작문 

점수

1 여성 기계항공공학부 3.07 6

2 여성 화학부 4.67 8

3 여성 교육학과 2.67 3

4 여성 불어교육과 3.6 6

5 남성 건설환경공학부 4.13 4

6 여성 정치외교학과 4.2 8

7 남성 컴퓨터과학 4.07 5

8 여성 응용생물화학부 3.33 7

9 여성 교육학과 3.33 5

10 여성 사회학과 3.27 6

11 여성 영어교육과 3.4 7

12 남성 교육학과 3.47 4

13 여성 교육학과 3.27 5

14 남성 물리교육과 2.07 5

15 여성 교육학과 4.33 9

16 남성 언어학과 3.33 5

17 남성 국사학과 3.33 7

18 남성 과학교육과 2.93 6

19 남성 기술경영경제정책 2.93 4

20 여성 전기전자컴퓨터 5 6

21 여성 행정학과 4.07 7

표 연구 참여자 정보  < -2>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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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도구3. 

가 인공지능 번역기. 

기계번역은 소스문장 을 타겟문장  (Source Sentence) (Target Sentence)
으로 컴퓨터가 번역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딥러닝 알고리즘의 등장으로 , 
성능이 향상되었다 기계 번역의 유형 중에서도 인공 신경망 기반 기계 번. 
역 은 딥러닝 을 이(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 (Deep Learning)
용하여 기계 번역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사용하는 번역은 인코. 
더를 통해 입력 문장을 벡터로 변경한 후 디코더를 통해 출력 언어의 문
장을 생성해내는 방법론이다 딥러닝을 이용하여 입력과 출력의 문장을 하. 
나의 쌍으로 두고 가장 적합한 표현과 번역 결과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Park &  Lim, 2020). 

그림 네이버 파파고의 기본 화면 [ -1] Ⅲ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 기반의 번역 지원 시스템인 네이버의   
파파고 를 사용하였다 국내에서 진행된 인공지능 번역기 기반의 (Papago) . 
영어 작문 교육 연구 중 상당수가 파파고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
경 외 이기인 외 이윤재 외 조인희 파파고, 2021; , 2021; , 2020; , 2021). 
는 네이버에서 개발한 인공 신경망 기반의 기계 번역 프로그램으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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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현재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하여 개 국가의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다13
윤여범 특히 전자 사전과 직접 연결되어 영어 또는 한국어로 된 ( , 2020). 
개별 어휘 단어의 의미를 조사할 수 있으며 번역 결과와 관련된 예시 문, 
장 확인 및 역번역 기능을 제공한다 이성화와 김세현 에 따르면 한. (2018) -
영 번역을 수행할 경우 구글 번역기는 문장 구조가 단순하지만 전문적인 , 
어휘가 사용되는 보도문 등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네이버 파파. 
고의 경우 문장 구조가 복잡한 설득적 표현적 텍스트의 번역에서 보다 나, 
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영 번역 기능을 통해 표현적 텍스트. -
를 작문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네이버 파파고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영어 작문 과제 .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와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적 작문 과제 수행을 평가 
하기 위해 영어 교과와 관련된 작문 수행 과제를 제시하였다 영어 작문 . 
과제는 공인된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인 의 문제 유형 중 독TOEFL writing
립적 작문 과제 를 사용하였다 이 문제 유형(Independent writing task) . 
은 주어진 작문 주제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경험과 의견에 기반
을 둔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사전 지식이 , 
필요하지 않은 문항을 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영어 작문은 약 분가2 . 30
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영어 작문 과제는 구체적인 작성 지침과 함께 제공되었으며 통제 조건  , 

과 처치 조건의 문항은 다르게 제공하되 유사한 수준의 문항을 제시하였
다 이 때 통제 조건의 영어 작문 수행 결과는 본 실험의 기초선. 

즉 연구 참여자의 기본 영어 작문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baseline), 
로 활용되었다 각 조건의 측정과 관련하여.  분간의 수행 시간이 주어30
졌다 각 조건의 영어 작문 과제는 표 표 과 같다 또. < -3>, < -4> . Ⅲ Ⅲ
한 통제 조건과 처치 조건의 영어 작문 과제 내용이 영어 작문 결과의 ,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문항의 순서를 바꾸어 제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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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총 명의 연구 참여자 중 명의 연구 참여자에게는 통제 및 . 21 11
처치 조건의 기본 문항을 그대로 제시하였으나 나머지 명의 연구 참, 10
여자에게는 각 문항의 순서를 바꾸어서 통제 조건의 문항으로 처치 조건
의 기본 문항을 처치 조건의 문항으로 통제 조건의 기본 문항을 제시하, 
였다. 

아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 
세요 총 분 동안 영어로 작문을 할 것입니다. 30 . 

- 모든 과정은 컴퓨터상에서 이루어져야 함
- 워드 파일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 도구를 사용할 수 없음, 
- 분 동안 단어 수 기준 단어 내외30 250
- 분 내로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조직 작문 및 수정 포함30 , , 

문제 아이들이 대도시보다 시골에서 자라는 것이 좋다 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반대하[ ] ‘ ’
는지 논하시오. 

표 통제 조건의 영어 작문 과제< -3> Ⅲ

아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 
세요 총 분 동안 영어로 작문을 하고 . 30 언제든지 파파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과정은 컴퓨터상에서 이루어져야 함
- 워드 파일과 파파고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 도구를 사용할 수 없음, . 
- 파파고는 선택적 사용 가능
- 분 동안 단어 수 기준 단어 내외30 250
- 분 내로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조직 작문 및 수정 포함30 , , 

문제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이 책을 통해 얻는 지식보다 더 가치가 있다 는 의견에 [ ] ‘ ’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논하시오.  

표 처치 조건의 영어 작문 과제< -4>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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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 및 분석4. 

본 연구는 인공지능 번역기 사용 유무에 따른 학습자의 영어 작문 수행   
결과 차이를 비교하고 학습자와 인공지능 번역기의 상호작용 유형을 도출, 
한 후 학습자 역량이 상호작용 유형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 유형이 
영어 작문 수행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 
위해 양적 및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가 설문 조사   . 

자료 수집   (1)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인차 변인이 영어 작문 과제 수행 시   

인공지능 번역기와의 상호작용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영어 
작문 효능감 및 인공지능 태도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대한 사전 설문지와 , 
인지된 수행 결과 및 인공지능 번역기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사후 설문
지를 제작하였다 모든 설문 문항은 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연. 5 . 
구에서 사용한 모든 사전 및 사후 설문지는 차로 개발된 이후 내용의 타1
당성을 검증받기 위하여 교육공학 전문가 인 교육심리 전문가 인의 타3 , 1
당성 검토를 받은 후 차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전 설문 2 . 
총 문항 사후 설문 총 문항을 도출하였다 학습자의 영어 작문 자기 40 , 30 . 
효능감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대한 사전 설문 조사, , 
와 주관적 상호작용 인식 및 인지된 수행 결과에 대한 사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양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전 설문의 경우 영어 작문 효능감에 대한 설문 문항은 과   , Sun

가 사용한 영어 작문 자기효능감 평가 루브릭을 연구 맥락에 Wang(2020)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나는 영어 작문에서 동사를 정. ‘
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영어로 ’, ‘
쓸 수 있다 등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5 .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는 과 가 제시한 루브릭  Schepman Rodway(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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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참고하여 연구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나는 . ‘
일상생활 속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다 나’, ‘
는 인공지능을 내가 하는 일에 사용하고 싶다 등 긍정적 태도를 측정하는 ’ 
개 문항과 나는 인공지능이 해롭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은 사람을 감4 ‘ ’, ‘
시하는 데 사용된다 등 부정적 태도를 측정하는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 4
다.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과 가 제시한 인공지능 리터  Long Magerko(2020)

러시의 분류 결과를 설문 문항으로 재구조화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 
은 나는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 나는 인공‘ ’, ‘
지능이 어떻게 추론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등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 17
다 사전 설문의 전체 문항은 부록 에 수록되어 있다. [ 1] . 
사후 설문의 경우 영어 작문에 대한 인지된 수행 결과는 와 동료들  , Cho
의 연구에서 사용한 루브릭을 연구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2015)

다 문항의 내용은 나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다. ‘ ’, 
나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통일성 있게 글을 썼다 등 개 문항으로 ‘ ’ 9
구성되었다. 
상호작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처치 조건의 영어 작문 과제 수행 이후   

연구 참여자가 인공지능 번역기에 대해 인식하는 바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제시한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 평가 지표인 능숙도Hoffman(2019)

를 주관적으로 측정하는 루브릭과 과 가 제시한 (fluency) Luan Teo(2009)
유용성 및 사용 편의성 측정 루브릭을 연구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인
간과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
다 전체 개 문항은 능숙도 신뢰성 유용성 사용 편의성의 . 12 (fluency), , , 4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문항의 내용은 나는 파파고와 능숙하게 상호. ‘
작용하였다 나는 파파고가 번역한 내용을 신뢰한다 파파고를 사용하’, ‘ ’, ‘
여 영어 작문의 질이 향상되었다 파파고는 사용하기 쉽다 등으로 구성’, ‘ ’ 
되었다 사후 설문의 전체 문항은 부록 에 수록되어 있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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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2)  
설문 자료는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측정 영역과 각 문항 별로 상  

호작용 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사전 설문. 
에서 영어 작문 자기 효능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영어 작문 역량에 대해 
인지하는 효능감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였으며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 및 , 
부정 태도 문항은 학습자가 평소에 지니고 있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리터러시 문항은 학습자가 인공. 
지능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를 확인하기 위하여 활용하였다. 
사후 설문에서 인지된 수행 결과는 각 조건의 영어 작문 과제 수행 직  

후 학습자가 인지하는 수행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처치 조건. 
의 과제 수행 직후에 실시한 인공지능 번역기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을 측정하는 문항은 학습자가 인공지능 번역기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한 
능숙함 신뢰성 유용성 용이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 , . 
설문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 내적 일치도 검정을 실시  

한 결과 사전 및 사후 설문의 신뢰도는 표 과 같다 크론바흐 알파< -5> . Ⅲ
값이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문항 내적 신뢰도가 높은 0.702 0.952 ∼
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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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범주 문항 하위 범주
문항별 신뢰도

(Cronbach’s alpha)

영어 작문 역량

영어 작문 자기 효능감 0.948

인지된 수행 결과통제( ) 0.877

인지된 수행 결과처치( ) 0.845

인공지능 관련 역량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 태도 0.806

인공지능에 대한 부정 태도 0.702

인공지능 리터러시 0.943

상호작용에 대한 
주관적 인식

능숙함 0.720

신뢰성 0.952

유용성 0.781

용이성 0.892

표 사전 및 사후 설문 문항의 문항 내적 신뢰도< -5> Ⅲ

다음으로 첫 번째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번역기 사용 유무에   , 
따른 인지된 수행 결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모수적 통계기법인 대응 표
본 검증을 수행하였다t . 
두 번째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주관적 상호작용   

인식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비모수적 통계기법인 독립 표본 검정K
를 수행하였다(Kruskal Wallis H test) . 

세 번째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영어 작문 역량 및 인공지능 관련   
역량이 상호작용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비모수적 통계기법
인 독립 표본 검정 를 수행하였다K (Kruskal Wallis H test) . 

나 영어 작문 평가. 

자료 수집  (1) 
영어 작문 결과의 평가는 선행 연구 이정은 정은영  ( , , 2013; Ahmad, 

및 2019; Jonassen & Cho, 2011) TOEFL, GRE, CBEST(California 
에서 제시하는 영어 역량 Basic Education Skills Test Writing Ru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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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험의 채점 기준을 기반으로 표 와 같은 평가 기준 루브< -6>Ⅲ
릭을 제작하여 실시하였다. 

특
성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점
수

내
용

주제에 대- 

한 명확성
타당한 근- 

거 및 예시
다양한 관- 

점에 대한 고
려반론 고려( )

주제와 글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함 
자신의 주장에 대한 예시나 근거를 충분히 설명함
반론을 제시하였을 경우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었고 타당한 근거나 예
시로 대안을 제시하여 읽는 이에게 설득이 됨

5

주제와 글의 직접적 관련성이 적절함 
자신의 주장에 대한 예시나 근거를 적절히 설명함 
반론을 제시하였을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의 설명이 부족함

4

주제와 글의 관련성이 있음
자신의 주장에 대한 예시나 근거를 설명함

3

주제에 대한 논리적 비약이 큼
자신의 주장에 대한 예시나 근거가 부족함

2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내용으로 글을 서술함 
예시 혹은 근거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음

1

표
현

어휘- 

문법- 

문장 구조- 

단어의 사용 수준이 높음
문법이나 단어 사용의 오류가 없음
복잡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였으나 쉽게 읽힘 

5

단어의 사용 수준이 적절함
문법이나 단어 사용의 오류가 있으나 글의 명확성이 떨어지지 않음
복잡한 문장 구조를 사용함

4

단어 사용 수준이 약함
문법이나 단어 사용의 오류가 있으며 글의 명확성이 떨어짐  
문장 사용에 부분적인 오류가 있음
문장구조의 사용이 제한적임

3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많이 사용함
문법이나 단어 사용의 오류가 많음
문장 사용에 오류가 많음
문장구조가 매우 간단함

2

글 전반에 걸쳐 단어와 문장 사용의 오류가 많음
동일한 단어 및 문장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함 

1

표 영어 작문 과제 평가 기준< -6>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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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2) 
사전에 제작된 영어 작문 과제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두 명의 채점자가   

채점 기준표에 따라 채점을 한 뒤 측정 범주 값에 대한 일치도
를 측정하기 위해 코헨 카파 계수 를 구하였(agreement) (Cohen’s Kappa)

다 각 점수를 범주로 둔 후에 카파계수를 구한 결과 내용 영역의 카파 게. 
수는 표현 영역의 카파 계수는 로 나타나 보통 수준의 채점0.712, 0.734
자 간 일치도를 보였다 이후 채점자 간 협의를 통해 채(McHugh, 2012). 
점 결과를 통일한 후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첫 번째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번역기 사용 유무에   , 

따른 학습자의 영어 작문 수행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비모수적 통계기
법인 대응 표본 검정 을 수행하였다2 (Wilcoxon rank-sum test) . 

다 영어 작문 화면 녹화. 

자료 수집(1)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는 영어 작문 과정에 대한 자료는 스크린 녹  

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스크린 녹화를 통해 각 조건에서의 . 
영어 작문 과정에 대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림 처치 조건 영어 작문 [ -2] Ⅲ
화면 녹화 번역기 상호작용( )

그림 처치 조건 영어 작문 [ -3] Ⅲ
화면 녹화 학습자 단독( )

영어 작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와 인공지능 번역기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코딩 스킴의 개발을 위해 선행 문헌에 근거하여 영어 작문
의 각 단계들을 검토하기 작문하기 검토하기(Planning), (Comp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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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리하였다 또한 반복적인 녹화 비디오 탐색(Reviewing) (Chen, 2012). 
을 통해 상호작용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를 정의하였다 코딩 스킴 개발에 . 
사용된 상호작용의 주요 요소는 활동 이론에서 제시하는 활동의 위계

를 참고하여 활동 행동 동작(Hierarchy of actions) (Activity), (Action), 
수준에서 분석하였다(Operation) (Kaptelinin & Nardi, 2006; Kuutti, 

1996). 
코딩 스킴 제작을 위해 비디오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와 인공지능 번역  

기의 상호작용 패턴은 그림 와 같다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는 [ -4] . Ⅲ
영어 작문 활동의 세부적인 행동 중 주요 패턴을 도출한 결과 수정 없이 
사용 수정 후 사용 수정 없이 미사용( - - ), ( - - - ), ( - - ), ① ② ⑤ ① ② ⑤ ⑧ ① ② ③
수정 후 미사용 의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 - ) 4 . ① ② ④

그림 학습자와 인공지능 번역기의 상호작용 활동의 [ -4] Ⅲ
패턴 

수정 없이 사용 패턴은 단어 구 문장 문단 글 전체 수준의 국문 작  ‘ ’ , , , . ‘
문 행동 이후 작문 내용을 인공지능 번역기에 입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 
학습자는 입력에 대한 번역 결과물을 확인한 후 이를 그대로 복사하여 답



- 49 -

안 작성에 활용한다 수정 후 사용 패턴은 학습자가 국문으로 작문한 내. ‘ ’ 
용을 인공지능 번역기에 입력한 후 수정하여 사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번. 
역 결과를 확인한 후 차적으로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한다는 점에서 수정 1
없이 사용하는 패턴과 같지만 번 경로에서와 같이 학습자의 판단에 따⑧
라 번역 결과를 회 또는 수차례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행동이 추가로 나1
타난다 수정 없이 미사용 패턴은 학습자가 국문으로 작문한 내용을 인. ‘ ’ 
공지능 번역기에 입력한 후 복사나 수정 등의 행동 없이 번역 결과를 사
용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수정 후 미사용 패턴은 번역 결과를 확인한 . ‘ ’ 
후 번역기에 입력한 국문 또는 영문을 회 또는 수차례 수정한 후 최종적1
으로 사용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학습자와 인공지능 번역기 상호작용 분석에서 사용할 코딩 스킴은 선행   

문헌과 비디오 분석에서 나타나는 행동 패턴의 유형을 기반으로 개발되었
다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개발된 코딩 스킴의 미비한 점을 수정 및 보. 
완하여 최종적으로 표 과 같은 코딩 스킴을 개발하였다< -7> . Ⅲ

상위 범주 중위 범주 범주 설명

계획하기 개요 작성하기 학습자가 단독으로 작문 전 개요 작성

작
문
하
기

학습자 
단독

국문 작문하기 학습자가 단독으로 국문 작문

영문 작문하기 학습자가 단독으로 영문 작문

번역기 
상호작용

수정 없이 사용 번역기에 입력한 결과를 수정 없이 사용

수정 후 사용 번역기에 입력한 결과를 수정 후 사용

수정 없이 미사용 번역기에 입력한 결과를 확인 후 미사용

수정 후 미사용 번역기에 입력한 결과 확인 후 입력 내용 수정

검토하기
국영문 작문에 대한 /

검토와 수정
국문 또는 영문 작문에 대한 

최종 검토 및 수정

표 학습자 인공지능 상호작용 분석 코딩 스킴 < -7> -Ⅲ

자료 분석(2) 
연구 참여자의 상호작용 유형 분석을 위하여 과   Jordan Hend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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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분석 예시로 제시한 상호작용 분석 프(1995)
레임 워크 그림 를 적용하여 영어 작문 과정 녹화 비디오를 전사하([ -5])Ⅲ
였다 전사된 상호작용 내용은 코딩 스킴을 바탕으로 코딩이 가능한 부분. 
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선행 문헌과 비디오 녹화 자료에 기반을 두어 제작. 
한 코딩 스킴의 코드 값을 부여할 수 있는 에피소드인 행동 단위(Action) 
로 그룹화 하였다.

그림 인간 기계 상호작용을 위한 종단식의 전사 예시[ -5] - (Jordan & Ⅲ
Henderson, 1995)

독립된 행동 에피소드는 연구자가 만든 코딩 스킴에 따라 코드가 부여  



- 51 -

되었다 한 에피소드에서는 이를 대표하는 코드를 부여하였다 한 에피소. . 
드 내에서도 여러 개의 코드를 중복하여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 

과 의 에피소드 결정 방식을 사용하여 해결하였다Poole Roth(1989) . 
과 는 에피소드의 기간이 일관성을 볼 수 있어야하는 동Poole Roth(1989)

시에 다른 에피소드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
분히 짧아야 한다고 하였다 동일한 에피소드 내에서 개 이상의 분할된 . 3
프로토콜이 관찰될 경우 이를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룹화 할 수 있다 조영(
환, 2005). 
분석을 통해 행동 에피소드를 결정한 후 다른 코드자 석사 졸업 인 와  ( 1 )

의 일치도를 파악한 결과 의 결과가 나왔다 카파 계수가 이상, 0.792 . 0.7 
일 경우 코드자 간의 상호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코딩의 결, 
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 (Van Someren et al., 1994). 
작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와 인공지능 번역기의 상호작용 전사 및 
코딩의 예시는 그림 와 같다[ -6] . Ⅲ

그림 상호작용 전사 및 코딩의 예시[ -6] Ⅲ

상호작용 유형별 시간의 비율은 이 제시한 인간과 로봇  Hoffman(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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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 평가 지표인 능숙도 의 객관적 측정 지표를 학습자(Fluency)
와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에 대한 코딩 스킴 기반의 지표로 재구성하여 사
용하였다 능숙도의 객관적 지표는 전체 과제 수행 시간 대비 특정 행동이 . 
나타난 시간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과 로봇의 동시적 상호작용 비
율 인간의 입력 대기 시간 비율 로봇의 기능적 지연 (C-ACT), (H-IDLE), 
비율 로봇의 입력 대기 시간 비율 이 포함되어있다 이 (F-DEL), (R-IDLE) . 
중 본 연구에서는 인간과 로봇의 동시적 상호작용 비율 을 중심으(C-ACT)
로 학습자와 인공지능 번역기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 문헌. 
에 기반을 두어 제작된 코딩 스킴을 바탕으로 학습자와 인공지능 번역기
의 상호작용 행동 시간 비율과 학습자의 단독 행동 시간 비율을 구하였다. 
상호작용 행동별 시간의 비율을 구한 후 군집 분석을 통해   K-means 

유사한 행동 특성을 지니는 학습자들을 군집화하고 각 유형 별 특성을 살
펴보았다 먼저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는 영어 작문 과정에서 나타나는 . 
학습자들의 행동 유형에 따라 어떤 상호작용 군집 유형이 나타나는지 탐
색하기 위해 와 이 제안한 단계 군집 분석Hair Black(2000) 2 (2-stage 

을 실시하였다 단계에서 계층적 군집 분석인 의 cluster analysis) . 1 Ward
방법을 사용하여 군집화 일정표와 덴드로그램을 통해 적절한 군집의 수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과 같다[ -7] .Ⅲ

그림 단계 계층적 [ -7] 1Ⅲ 군집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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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비계층적 군집 분석인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2 K-means 
군집별 중심점을 확인하였다 이후 군집 분석이 그룹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비모수적 통계기법인 독립 표본 검정K (Kruskal 

를 수행해 군집 유형의 평균 순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Wallis H test)
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사례 수가 적고 정규성 가. 
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통계적 검증력을 확보하고자 비모수적 검정 
방법을 선택하였다. 

라 면담. 

자료 수집  (1) 
면담 자료는 학습자와 인공지능 번역기의 상호작용에 대한 반 구조화  

된 형태의 질문이 담긴 면담지를 기반으로 처치 조건의 과제 수행 이후 
설문지를 작성한 후 약 분간 수집되었다30 . 

자료 분석  (2) 
인공지능 번역기 사용에 따른 학습자들의 인지된 수행 결과 변화 군집   , 

분석을 통해 도출한 군집 유형 간 차이 학습자 역량이 상호작용 유형에 , 
미치는 영향 상호작용 유형이 영어 작문 과제 수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 
분석하기 위해 이 제시한 질적 데이터 분석 및 해석에 대Creswell(2012)
한 다섯 가지 절차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면담 전사록을 반복하. 
여 읽어보면서 학습자의 발화를 의미 단위로 분절하고 요약하는 개방 코
딩 을 수행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유사한 범주(open coding) . 
를 합치고 불필요한 범주를 삭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범주를 추, 
가하였다 최종적으로 범주를 종합하여 연구 문제와 관련성이 있는 주제. 

를 몇 가지 도출하였다(the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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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Ⅳ

인공지능 번역기 사용에 따른 영어 작문 수행 결과 1. 

인공지능 번역기 사용 유무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영어 작문 수행 결  
과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통제 조건과 처치 조건에
서 측정된 영어 작문 점수와 인지된 수행 결과의 기술 통계를 살펴본 후 
각 조건에서 나타난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는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후 면담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는 영어 
작문 수행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가 영어 작문 성적  . 

먼저 통제 조건과 처치 조건의 영어 작문 점수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 
표 과 같다 기술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처치 집단이 내용 영< -1> . Ⅳ
역 점 표현 영역 점 전체 점 더 .29(SD=.902) , .33(SD=.795) , .62(SD=1.160)
높은 점수를 받았다. 

통제 처치
M SD M SD

내용 2.81 .981 3.10 1.179

표현 3.05 .865 3.38 .590

내용과 표현의 총합 5.86 1.526 6.48 1.537

표 영어 작문 점수의 기술 통계 결과< -1> Ⅳ

한 편 조건 간 영어 작문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검정을 실시하기    , t
전 정규성 검정을 하였다 총 명의 연구 참여자가 참여하여 비모수 검. 21
정에 해당하는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내용 표현 및 Shapiro-wilk . , 
총합 영역에서 통제 조건과 처치 조건의 영어 작문 점수를 분석한 결과 
통제 조건의 총합 점수를 제외한 모든 점수의 유의 확률이  로 측정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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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정규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수적 방법에 해당. 
하는 검정이 아닌 비모수적 방법에 해당하는 대응 표본 검정t 2 (Wilcoxon 

으로 두 조건 간의 영어 작문 점수 차이 유무를 알아보고rank-sum test)
자 한다. 
대응 표본 검정 은 대응된 두 집단 간에 차  2 (Wilcoxon rank-sum test)

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할 때 자료의 수가 적거나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
지 못하는 경우 사용하는 비모수적 검정 방법이다 통제 조건과 처치 조건. 
의 영어 작문 점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된 대응 표본 검정 결과2
는 표 와 같다 내용 영역의 경우 이므로 수< -2> . V=45.5, p=.236 p<.05 Ⅳ
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 영역 또한 . V=60, 

이므로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p=.071 p<.05 . 
러나 총합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로 수준에V=106.0, p=.042 p<.05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어 작문 과제 수행 . 
시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할 경우 총합 점수에서 영어 작문이 유의미하
게 향상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V 표준오차 p

내용 45.5 10.553 .236

표현 60.0 11.619 .071

내용과 표현의 총합 106.0 18.682 .042

수준에서 유의함* P > .05 
수준에서 유의함** P > .001 

표 영어 작문 점수에 대한 대응 표본 검정 결과< -2> 2 (Wilcoxon rank-sum test) Ⅳ

나 인지된 수행 결과  . 

통제 조건과 처치 조건의 인지된 수행 결과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표   <
과 같다 기술 통계에 따르면 통제 조건의 인지된 수행 결과는 평균-3> . Ⅳ

적으로 점 처치 조건의 인지된 수행 결과 평균은 3.51(SD=.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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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3.96(SD=.50)
났다.  

M SD

통제 3.51 .65

처치 3.96 .50

표 인지된 수행 결과 점수의 기술 통계 결과< -3> Ⅳ

한편 각 조건의 인지된 수행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차이 검정을 실  , 
시하기 전 정규성 검정을 하였다 총 명의 연구 참여자가 참여하여 비. 21
모수 검정에 해당하는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조건Shapiro-wilk . 
의 인지된 수행 결과 점수를 분석한 결과 두 조건 모두 유의 확률이 

로 측정되어 정규성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수적 방법에 p>.05 . 
해당하는 검정으로 두 조건 간의 인지된 수행 결과 점수 차이를 알아보았t
다. 
통제 및 처치 조건의 인지된 수행 결과 점수에 대한 검정 실시 결과  t-

는 표 과 같다 검정 결과 이므로 수준에서 < -4> . t=3.791, p=.001 p<.05 Ⅳ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수행 결과가 향상되었다고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응 표본 검정t

t
유의 확률 
양측(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오차 
평균

신뢰구간95% 

하한 상한

처치통제- .451 .531 .118 .699 .202 3.791 .001

수준에서 유의함* P > .05 
수준에서 유의함** P > .001 

표 조건 별 인지된 수행 결과에 대한 대응 표본 검정 결과< -4> t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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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는 영어 작문에 대한 참여자의 반응. 

실험이 종료된 직후 실시한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는   
영어 작문 전반에 대한 참여자의 인지된 수행 결과를 심층적으로 확인하
였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에게 인지된 수행 결과는 주로 표현 및 내용 영. 
역에서의 향상 심리적 안정감의 획득 사고 촉진의 매개 등 긍정적으로 , , 
나타나기도 하는 반면 영어 작문 수행 결과가 향상되지 않거나 참여자의 , 
영어 작문 역량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반응도 나타났다. 

표현 및 내용 영역에서의 향상   1) 

먼저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한 영어 작문의 결과가 더 나아졌다고 언  
급한 참여자는 주로 표현 영역에서 이러한 향상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제가 의도했던 방향에서 좀 더 정확하고 적절한 어휘를 쓸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니었나 그리고 전치사나 관사 사용 같은 사소. 
한 문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번역기를 이용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쓸 
수 있었고 그 이외엔 뚜렷한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S05). 

저는 일단 내용 구성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  
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쓰는 단어 같은 것들이 좀 더 풍부해졌을 것 . 
같아요 전에는 보시면 아실 수도 있지만 계속 라는 단어를 . knowledge
쓰는 게 반복돼서 저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번역기로 돌, 
리다 보면 아무래도 적절한 용어들이 나오니까 읽었을 때 좀 덜 지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S18). 

제 생각만으로 할 때는 뭔가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다 쓰기는 좀 어려  
웠어요 뭔가 영어 단어 같은 것도 제가 아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 
문장도 약간 좀 어순이 다르다 보니까 영어식으로 생각해야 돼서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표현을 못했던 것 같고 좀 단순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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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은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는 영어 작문 과제에서 정  “
확한 적절한 풍부한 단어나 문법을 사용하여 표현이 향상되었을 것”, “ ”, “ ” 
으로 이야기하였다 국문으로 생각한 표현을 온전히 영문으로 표현할 수 . 
없는 통제 조건의 작문 과제와는 달리 번역기를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하, 
는 바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영어 작문 과제의 표현 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선행 연구에서도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학습하는 학. 
습자들이 기계 번역을 사용하였을 경우 어휘 문법 오류

가 줄어든다고 보고된 바 있다(lexico-grammatical errors) (Lee, 2020). 
내용 생성 과정에 있어서도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한 영어 작문 과제  

에서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 
할 수 있는 조건에서 내용 생성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고 이야
기하였다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표현에 대한 .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는 “ ” 
것이다. 

번역기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구조 만드는 데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할 때는 한 번 대충 써놓고 퇴. 
고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글도 빨리 쓰고 그 다음에 문법을 좀 체크
를 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두 번째 번역기를 쓸 때는 이 번역기가 이미 , 
문법이 거의 다 된 상태일 거라 생각을 해서 그냥 문장을 만드는 것 자
체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S08).

제 생각만으로 할 때는 뭔가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다 쓰기는 좀 어려  
웠어요 뭔가 영어 단어 같은 것도 제가 아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 
문장도 약간 좀 어순이 다르다 보니까 영어식으로 생각해야 돼서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표현을 못했던 것 같고 좀 단순하게 표현하려고 노력, 
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다 담지 못한 것 같은데 파파고 .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로 생각을 하고 이제 표현을 하고 마지막에 이. 
제 파파고를 바꿨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서술했던 것 같, 
아요(S12). 

제가 그렇게 실력에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어서 제가 나오는 문장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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럴 듯하게 보이지만 그거를 제 생각을 전부 다 쓴 게 아니었어요 엄청 . 
많은 망설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꺼낼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제. . 
가 약간 좀 글을 좀 다이나믹하게 쓰려고 시도하는 편인데 혼자 쓸 때는 
그게 저도 좀 제한이 된 측면이 있어요 파파고가 있으면 그걸 조금 더 . 
과감하게 적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었어요 생각하는 바를 표현이나 문. 
법이나 고민 없이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S16).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표현 영역뿐만 아니라 내용   
영역의 생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인공지. 
능 번역기를 활용해 영어 작문 과제를 수행할 경우 표현의 적절성 및 정
확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표현을 정교화 하는데 시간을 사, 
용하기보다 내용을 생성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심리적 안정감의 획득 2)  

앞서 연구 참여자들은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한 작문 과제에서 내용   
및 표현 영역이 향상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영어 작문에 대한 자. 
신감이 부족한 참여자들은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함으로써 창피함을 줄“
일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 

저는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차이라고 하면 훨씬 마  , 
음이 편해지는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첫 번, . 
째 글 썼을 때는 시간 압박도 되게 많았고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을까
라는 고민이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담고 있는게 맞나 이런 의심을 , 
계속하면서 글을 적어야 했는데 두 번째 작문은 그런 심리적 압박감도 
훨씬 덜했고 시간도 많이 남으니까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는 심리적인 ..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작문의 퀄리티가 .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작성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훨씬 편하다는 게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S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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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촉진의 매개 3)  

연구 참여자들은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는 영어 작문 과제 수행에서   
인공지능 번역기의 존재가 인지적 도구 이자 잊었던 기억을 다시 살려“ ” “
주는 사고 촉진의 매개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 

제가 가끔씩 단어를 까먹거나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기억이 잘 안   ... 
나는데 이때 번역기가 그 기억을 다시 살려준 경험도 있어서 일단 제가 . 
갑작스럽게 기억에 안 나는 단어를 번역기가 알려준 것 때문에 그런 기
억들이 이제 번역기를 좀 더 신뢰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
다(S05). 

번역기는 약간 내 기억에서 사라질 법한 애를 다시 잡아줘요 예를 들  . 
자면 문제를 다루다 라는 용어가 있으면 저는 맨 처음에 생각하기로 한 ‘ ’

를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번역기한테 다루다 를 입력하discuss , . ‘ ’
면 가 나와요 아 이건 아니야 다시 보면 착수하다 가 deal with . . address
나와요 이거는 기억의 저편에 있었던 거였는데 약간 인지적 도구로 활. 
용이 되는 거에요(S07).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먹고 싶다 이러면 제가 먹다와 사과라는   ‘ ’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문장으로 할 때 어떻게 해야 좀 더 세련. 
될까 제가 세련된 표현을 하는 능력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번역기를 ? 
돌렸는데 사과가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표현으로 나오면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S13). 

번역기한테서는 약간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느낌인거 같아요 이런 구  . 
조를 제안을 해주면 그중에서 괜찮은 거를 계속 선택하고 그거보다 더 
괜찮은 후보지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S14). 

연구 참여자들은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여 영어 작문을 완성하는 과  
정에서 입력에 대한 번역 결과를 얻는 일대일 대응식의 활용뿐만 아니라 
번역 결과를 통해 자신의 사고 과정을 점검하고 더 나은 영어 작문 결과
를 위하여 성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렇듯 인공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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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인지적 자극과 성찰
의 경험은 교육적 맥락에서 활용되는 기술의 역할이 인간의 사고를 강화
하고 교육 효과를 강화하는 것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Popenici & 
Kerr, 2017). 

영어 작문 수행 결과의 한계4) 

반면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는 영어 작문 과제 수행에서 통제 조건  , 
에 비해 수행 결과가 향상되지 않았음을 언급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근데 작문 결과가 향상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번역기는 약간 하방을   . 
높여줘서 아무리 못해도 이렇게 어느 수준 이하로는 안 떨어지게 해 주
는 것 같은데 약간 제 글 쓰는 스타일이라든가 제가 자주 쓰는 단어를 , 
반영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온전하게 구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첫 번째가 좀 더 제가 말하는 투로 쓰여졌던 것 같아. 
요(S08). 

반면에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은 번역기가 있을 때가 훨씬 적지만  , 
쓰는 과정을 다시 생각해보면 번역기 없이 썼을 때 제가 쓰는 문장들을 
훨씬 꼼꼼하게 보는데 번역기를 가지고 쓰면 이렇게 빨리 스캐닝만 하고 
대충 틀리지는 않은 것 같으면 바로 다음 문장을 쓰기로 넘어가거든요. 
그게 더 진짜로 이 단어가 내가 쓰려는 단어가 맞나 내지는 앞에 뒤에 
비슷한 단어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많이 썼으면 첫 번째 작문에서 웬, 
만하면 단어 좀 다양한 쓰려고 고쳐보려고 하는데 번역기를 쓸 때는 훨
씬 그게 편해지니까 그걸 좀 덜 보게 되더라고요(S10). 

은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는 영어 작문에서 자신의 표현 방식이  S08
나 개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 면에 있어서 특별한 향상이 
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인공지능 번역기의 사용이 모든 학습자의 . 
수준 향상을 가능하게 하지만 각 학습자의 고유한 개인 역량을 효과적으, 
로 반영할 수 있는 매개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은 인공지능 번역기에 . S10
의존하는 영어 작문 방식의 제한점을 언급하였다 인공지능 번역기가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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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영어 작문 결과
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빨리 스캐닝만 하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모습“ ” 
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내용 영역의 점수 향상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 

영어 작문 역량 향상의 한계5) 

대체로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는 영어 작문   
과제 수행 결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면담 결과는 통제 . 
및 처치 조건 점수의 차이 검정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험에서 . 
확인한 영어 작문 수행 결과의 향상이 학습자의 영어 작문 역량으로 이어
지는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번역기를 사용한다고 영어작문 역량이 더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 
왜냐하면 일단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그냥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쓰는 , 
게 아니니까요 왜냐면 영작이랑 해석은 다르잖아요 물론 원래는 제가 . . 
영작을 해놓고 다시 읽어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게 써졌나 문법이 맞. . 
나 이거 보는데 그거는 이제 해석이고 영작을 할 때는 또 더 머리를 . . . 
좀 써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되니까 작문 능력이 향상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S08).

저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긴 했었거든요 최  
근까지 이번에 번역기 쓰면서 저를 돌이켜봤을 때 내가 영어로 내가 뭔. 
가 하려는 생각이나 시도를 아예 안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그러니. 
까 사실 내가 영어를 배우면 내가 배운 걸 이렇게 써보려고 머리를 쓰려
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번역기를 약간 믿는 것도 있고 얘가 어. 
차피 빠르게 해 주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문장을 넣고 번역을 하
는 거를 느껴진 거예요 중략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인공지능이 해주.. ( ).. 
는 대로 그거에 맞춰서 살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S18).

제 영어 능력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공부할 필요를 못 느끼니까  . . 
제가 회화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제가 영어를 한다고 하면 논문밖에 안 
쓰는데 그러면 그냥 한글로 논문 작업 해놓고 그 다음 파파고나 구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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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에 다 넣어가지고 그냥 영어로 그냥 변환만 해요 그 다음에 제가 . 
그냥 작문 글을 새로 쓰는 게 아니라 검토만 하는 거죠 뭐가 틀렸나. . 
완전히 틀린 문장이네 이 정도만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구글 번역기나 , . 
파파고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어 품질은 더 좋아지겠지만 사용자의 영
어 스킬이 좋아지는가 하면 그건 더 안 좋아지게 할 것 같습니다(S19).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영어 작문 결과의 향상과 영어 작  
문 역량의 향상을 별개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들은 오히려 영어 작문 . 
역량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예컨대 과 는 인공지능 번역기. S08 S19
를 사용할 경우 영어 작문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 절차를 인공지능 
번역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영어 작문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기
르고자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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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와 인공지능 번역기의 상호작용 유형 2. 

영어 작문 과제에서 학습자와 인공지능 번역기의 주요 상호작용 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행동 시간 대비 상호작용 행동 시간 비율을 구하였
다. 
행동 별 시간 초 은 표 와 같으며 행동 별 시간 비율 은 표   ( ) < -5> (%) <Ⅳ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다 각 행동 별 시간 비율의 평균을 살-6> . Ⅳ

펴보자면 먼저 가장 높은 시간 비율을 보인 행동은 영문 작문하기. 
였으며 다음으로 작문에 대한 검토와 수정(M=25.09, SD=27.31) , 
국문 작문하기 로 높은 비율(M=20.71, SD=10.66), (M=17.31, SD=19.42)

을 보였다 반면 가장 낮은 시간 비율을 보인 행동은 수정 후 미사용. 
이었으며 다음으로 수정 없이 미사용(M=0.72, SD=1.52) , (M=2.18, 

행동이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외에 작문하기의 번역기 상호작SD=2.95) . 
용 행동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행동은 수정 후 사용(M=12.94, 

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자면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는 SD=15.05) . 
영어 작문 과제 수행에서 학습자 단독 작문하기의 행동 비율이 가장 높으
며 번역기 사용 후 미사용 행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는 영어 작문 과제에서 나타나는 개요 작성하  

기 국문 작문하기 영문 작문하기 수정 없이 사용 수정 후 사용 수정 , , , , , 
없이 미사용 수정 후 미사용 작문에 대한 검토와 수정 행동 별 시간의 , , 
비율을 가지고 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에서 덴드로그램을 통2 . 1
해 계층적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절한 군집의 수는 개인 것으로 나3
타났다 이에 기반을 두어 단계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 2 K-means 
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군집 유형의 상호작용 패턴과 질적 면담 자료를 . 
종합하여 상호작용 행동 중 국문 입력 후 전체 글을 번역하여 수용하는 
군집 유형은 제한적 국문형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영문 작문 중‘ - ’ . 
심의 군집 유형은 제한적 영문형 학습자 단독 국문 및 영문 작문하기와 ‘ - ’, 
인공지능 번역기와의 상호작용이 고르게 나타나는 군집 유형은 협력적‘ ’ 
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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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습
자

계획하기 작문하기 검토하기

학습자 단독 학습자 단독 번역기 상호작용 학습자 단독

개요 작성하기 국문 작문하기 영문 작문하기 수정 없이 사용 수정 후 사용
수정 없이 
미사용

수정 후 미사용
작문에 대한 
검토와 수정

S01 0.0 964.0 0.0 118.0 536.0 0.0 0.0 245.0 
S02 0.0 0.0 944.0 11.0 198.0 0.0 27.0 629.0 
S03 0.0 639.0 0.0 72.0 0.0 19.0 0.0 356.0 
S04 0.0 662.0 0.0 108.0 49.0 26.0 0.0 447.0 
S05 0.0 0.0 1076.0 76.0 113.0 43.0 0.0 381.0 
S06 128.0 0.0 715.0 26.0 0.0 16.0 15.0 130.0 
S07 590.0 0.0 871.0 43.0 0.0 43.0 0.0 0.0 
S08 384.0 231.0 179.0 15.0 547.0 0.0 107.0 257.0 
S09 190.0 82.0 371.0 154.0 419.0 14.0 0.0 87.0 
S10 0.0 209.0 69.0 22.0 972.0 43.0 20.0 311.0 
S11 169.0 30.0 431.0 181.0 304.0 28.0 0.0 451.0 
S12 91.0 306.0 0.0 28.0 0.0 0.0 0.0 294.0 
S13 102.0 521.0 20.0 200.0 178.0 187.0 0.0 524.0 
S14 0.0 137.0 467.0 141.0 534.0 146.0 0.0 290.0 
S15 0.0 0.0 744.0 57.0 225.0 8.0 45.0 288.0 
S16 0.0 900.0 0.0 21.0 0.0 0.0 0.0 748.0 
S17 0.0 0.0 1068.0 30.0 23.0 8.0 0.0 184.0 
S18 101.0 556.0 43.0 174.0 354.0 131.0 0.0 311.0 
S19 0.0 691.0 0.0 50.0 0.0 8.0 0.0 666.0 
S20 0.0 0.0 965.0 0.0 63.0 33.0 22.0 368.0 
M 87.75 296.40 398.15 76.35 225.75 37.65 11.80 348.35 
SD 154.15 332.77 420.17 64.00 264.74 53.41 25.68 190.31 

표 학습자 인공지능 상호작용 행동별 시간 초< -5> - (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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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습
자

계획하기 작문하기 검토하기

학습자 단독 학습자 단독 번역기 상호작용 학습자 단독

개요 작성하기 국문 작문하기 영문 작문하기 수정 없이 사용 수정 후 사용
수정 없이 
미사용

수정 후 미사용
작문에 대한 
검토와 수정

S01 0.0 51.7 0.0 6.3 28.8 0.0 0.0 13.2 
S02 0.0 0.0 52.2 0.6 10.9 0.0 1.5 34.8 
S03 0.0 46.0 0.0 5.2 0.0 1.4 0.0 25.6 
S04 0.0 38.5 0.0 6.3 2.8 1.5 0.0 26.0 
S05 0.0 0.0 63.7 4.5 6.7 2.5 0.0 22.6 
S06 12.4 0.0 69.4 2.5 0.0 1.6 1.5 12.6 
S07 30.9 0.0 45.6 2.3 0.0 2.3 0.0 0.0 
S08 22.3 13.4 10.4 0.9 31.8 0.0 6.2 14.9 
S09 11.1 4.8 21.7 9.0 24.5 0.8 0.0 5.1 
S10 0.0 11.9 3.9 1.3 55.5 2.5 1.1 17.8 
S11 10.0 1.8 25.4 10.7 17.9 1.7 0.0 26.6 
S12 5.2 17.5 0.0 1.6 0.0 0.0 0.0 16.8 
S13 5.6 28.6 1.1 11.0 9.8 10.3 0.0 28.7 
S14 0.0 7.8 26.5 8.0 30.3 8.3 0.0 16.5 
S15 0.0 0.0 48.2 3.7 14.6 0.5 2.9 18.7 
S16 0.0 51.7 0.0 1.2 0.0 0.0 0.0 43.0 
S17 0.0 0.0 75.7 2.1 1.6 0.6 0.0 13.0 
S18 5.7 31.3 2.4 9.8 19.9 7.4 0.0 17.5 
S19 0.0 41.3 0.0 3.0 0.0 0.5 0.0 39.8 
S20 0.0 0.0 55.3 0.0 3.6 1.9 1.3 21.1 
M 5.16 17.31 25.09 4.49 12.94 2.18 0.72 20.71 
SD 8.55 19.42 27.31 3.58 15.05 2.95 1.52 10.66 

표 학습자 인공지능 상호작용 행동별 시간 비율< -6> - (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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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유형별 행동의 시간 비율은 표 과 같다 우선 제한적  < -7> . Ⅳ
국문형은 학습자 단독 국문 작문하기 행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영문 작문하기의 비율은 다른 두 그룹보다 매(M=38.3, SD=11.99), 
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번역기와의 상호작용 행동 중(M=0.4, SD=0.89). 
에서는 수정 후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수(M=7.7, SD=11.07), 
정 후 미사용 행동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다른 두 유형보다 작. 
문에 대한 검토와 수정 행동의 시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M=26.3, 
SD=10.75). 
제한적 영문형은 학습자 단독 영문 작문하기 행동의 비율이 가장 높  -

게 나타났으며 국문 작문하기 행동의 비율은 거의 (M=58.6, SD=11.29), 
나타나지 않았다 번역기와의 상호작용 행동 중에서는 수정 후 사용이 .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정 없이 미사용 행동이 (M=5.4, SD=5.67),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다른 두 유형보다 학(M=1.3, SD=0.97). 
습자 단독 행동의 시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M=82.33, SD=9.42). 
협력적 유형은 다른 두 유형과는 달리 국문 작문하기  (M=7.9, SD=4.85), 

영문 작문하기 의 비율이 높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M=17.6, SD=9.95)
나타났다 또한 다른 두 유형보다 개요 작성하기 행동의 시간 비율이 높은 . 
수준을 보였다 번역기와의 상호작용 행동 중에서는 수(M=8.7, SD=9.28). 
정 후 사용 행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수정 후 미(M=32.0, SD=14.22), 
사용 행동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M=1.5, SD=2.69). 
독립 표본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K , < -8>Ⅳ

국문 작문하기 영문 작문하기(H(2)=17.449, p<.001), (H(2)=17.166, 
수정 후 사용 행동에서 세 군집 유형의 평p<.001), (H(2)=9.316, p=.009) 

균 순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행동을 기. 
준으로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주요 행동 시간 비율을 도식화한 결과는 그[
림 과 같다 사후 검정 결과 국문 작문하기-1] . (pairwise comparisons) , Ⅳ
에서 제한적 국문형의 평균 순위는 제한적 영문형 및 협력적 유형보다 유- -
의하게 높았으며(p< 영문 작문하기에서 제한 영문형의 평균 순위는 .001), -
제한적 국문형 및 협력적 유형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수정 후 사.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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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서는 협력적 유형이 제한적 국문형 및 제한적 영문형보다 평균 순위- -
가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p=.009)  

상위 범주 중위 범주
제한적국문형- 제한적영문형- 협력적

M SD M SD M SD

계획
하기

학습자 단독 개요 작성하기 2.1 2.85 6.2 11.84 8.7 9.28 

작문
하기

학습자 단독
국문 작문하기 38.3 11.99 0.0 0.00 7.9 4.85 

영문 작문하기 0.4 0.89 58.6 11.29 17.6 9.95 

번역기 
상호작용 

수정 없이 사용 5.5 3.58 2.2 1.58 6.0 4.58 

수정 후 사용 7.7 11.07 5.4 5.67 32.0 14.22 

수정 없이 미사용 2.6 3.94 1.3 0.97 2.6 3.29 

수정 후 미사용 0.0 0.00 1.0 1.10 1.5 2.69 

검토
하기

학습자 단독
작문에 대한 
검토와 수정

26.3 10.75 17.5 10.71 16.2 7.68 

합계

번역기 상호작용 15.83 15.748 9.95 6.50 42.10 11.86

학습자 단독 67.14 16.35 82.33 9.42 50.41 12.59

총 합 100 144.89 100 297.82 100 28.72

표 학습자 인공지능 상호작용 유형별 행동 시간 비율 < -7> -Ⅳ

그림 상호작용 유형별 주요 행동 시간 비율[ -1]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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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군집유형
사례
수

평균
H p 사후 검정시간비율(SD) 순위

개요 
작성하기

제한적국문형- 8 2.1(2.85) 9.31 1.595 .450

제한적영문형- 7 6.2(11.84) 10.07

협력형 5 8.7(9.28) 13.00

국문 
작문하기

제한적국문형- 8 38.3(11.99) 16.50 17.449 .000**
국문 영문>

국문 협력>

제한적영문형- 7 0.0(0.00) 4.00

협력형 5 7.9(4.85) 10.00

영문 
작문하기

제한적국문형- 8 0.4(0.89) 4.50 17.166 .000**
영문 국문>

영문 협력>

제한적영문형- 7 58.6(11.29) 17.00

협력형 5 17.6(9.95) 11.00

수정 없이 
사용

제한적국문형- 8 5.5(3.58) 12.50 3.490 .175

제한적영문형- 7 2.2(1.58) 7.14

협력형 5 6.0(4.58) 12.00

수정 후 
사용

제한적국문형- 8 7.7(11.07) 8.13 9.316 .009*
협력 국문>

협력 영문>

제한적영문형- 7 5.4(5.67) 8.29

협력형 5 32.0(14.22) 17.40

수정 없이 
미사용

제한적국문형- 8 2.6(3.94) 9.25 .715 .699

제한적영문형- 7 1.3(0.97) 10.86

협력형 5 2.6(3.29) 12.00

수정 후 
미사용

제한적국문형- 8 0.0(0.00) 7.50 5.584 .061

제한적영문형- 7 1.0(1.10) 13.21

협력형 5 1.5(2.69) 11.50

검토와 
수정

제한적국문형- 8 26.3(10.75) 13.38 3.185 .203

제한적영문형- 7 17.5(10.71) 8.86

협력형 5 16.2(7.68) 8.20

표 행동별 군집 간 차이에 관한 독립 표본 검정 결과< -8> K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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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는 조건의 영어 작문 과제 수행 이   , 
후 주관적 상호작용 인식을 측정한 결과의 상호작용 유형 별 평균과 표
준편차는 표 와 같다 또한 집단 간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인< -9> . Ⅳ
공지능 번역기와의 주관적 상호작용 인식의 요소 중 능숙함(H=6.332, 

유용성 용이성 의 집단 간 p=.042), (H=10.595, p=.005), (H=7.173, p=.028)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차이 검정에 (< -10>). Ⅳ
대한 사후 검정 결과 능숙함에 있어서는 수용적 유형이 제한적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용성에 있어서는 수용적 및 협력적 상호작용 유형이 , 
제한적 상호작용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한적 유형은 모든 영역에서 . 
가장 낮은 정도를 보였으므로 이 유형의 학습자들은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한 영어 작문 결과에 대해 낮은 수준의 상호작용 인식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 역량

제한적국문형-

상호작용
제한적영문형-

상호작용 
협력적
상호작용

전체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주관적 
상호작용 
인식

능숙함 3.92 .07 3.05 .08 3.73 .13 3.57 .67

신뢰성 3.71 .09 2.48 .18 3.60 .21 3.25 1.08

유용성 4.46 .06 3.33 .07 4.47 .09 4.07 .70

용이성 4.63 .06 3.95 .11 4.87 .06 4.45 .63

표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주관적 상호작용 인식  < -9>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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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상호작용 유형 사례수 평균
H p 사후검정점수(SD) 순위

능숙함 제한적국문형- 8 3.92(.07) 13.56 6.332 .042* 국문 영문>

제한적영문형- 7 3.05(.08) 6.14

협력형 5 3.73(.13) 11.70

신뢰성 제한적국문형- 8 3.71(.09) 12.75 4.031 .133

제한적영문형- 7 3.95(.11) 6.93

협력형 5 3.60(.21) 11.90

유용성 제한적국문형- 8 4.46(.06) 13.63 10.595 .005* 국문 영문>

협력 영문>제한적영문형- 7 3.33(.07) 4.71

협력형 5 4.47(.09) 13.60

용이성 제한적국문형- 8 4.63(.06) 11.69 7.173 .028*

제한적영문형- 7 3.95(.11) 6.14

협력형 5 4.87(.06) 14.70
수준에서 유의함* P > .05 
수준에서 유의함** P > .001 

표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주관적 상호작용 인식에 대한 < -10> Ⅳ
독립 표본 검정 결과K

가 제한적 국문형 상호작용. -  유형

제한적 국문형 상호작용 유형의 특징 (1) -
제한적 국문형 상호작용 유형 은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  - (n=8, 40%)

는 영어 작문 과정에서 국문 작문 후 번역기에 입력하여 원하는 번역 결
과를 얻어내는 행동의 비율이 높은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한 학습자들. 
의 행동 시간에 대한 비율을 개인별로 나타내면 표 와 같다< -11> .Ⅳ
학습자의 각 행동 별 시간 비율을 비교해보면 수용적 상호작용 유형   

내에서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유형의 . 
학습자들은 공통적으로 국문 작문하기의 행동 시간 비율이 매우 높게 나
타났다 하지만 수정 후 사용 행동의 시간 비율과 작문에 대한 검토와 . 
수정 행동의 시간 비율을 비교해보면 수정 후 사용 행동의 비율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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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학습자 와 작문에 대한 검토와 수정 행동의 시(S01, S13, S18)
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학습자 의 두 가지 유(S03, S04, S12, S16, S19)
형이 나타난다. 

상위 범주 중위 범주
S01 S03 S04 S12 S13 S16 S18 S19

% % % % % % % %

계획
하기

학습자 단독
개요 
작성하기

0.0 0.0 0.0 5.2 5.6 0.0 5.7 0.0 

작문
하기

학습자 단독

국문 
작문하기

51.7 46.0 38.5 17.5 28.6 51.7 31.3 41.3 

영문 
작문하기

0.0 0.0 0.0 0.0 1.1 0.0 2.4 0.0 

번역기 
상호작용 

수정 없이 
사용

6.3 5.2 6.3 1.6 11.0 1.2 9.8 3.0 

수정 후 사용 28.8 0.0 2.8 0.0 9.8 0.0 19.9 0.0 

수정 없이 
미사용

0.0 1.4 1.5 0.0 10.3 0.0 7.4 0.5 

수정 후 
미사용

0.0 0.0 0.0 0.0 0.0 0.0 0.0 0.0 

검토
하기

학습자 단독
작문에 대한 
검토와 수정

13.2 25.6 26.0 16.8 28.7 43.0 17.5 39.8 

합계

번역기 
상호작용

35.1 6.5 10.6 1.6 31.0 1.2 37.1 3.5 

학습자 단독 64.9 93.5 89.4 98.4 69.0 98.8 62.9 96.5 

총 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제한적 국문형의 행동별 시간 비율 분석< -11> -Ⅳ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제한적 국문형이 보이는 상호작용 패턴을 하  -
나의 모형에 도식화하면 그림 과 같다 우선 영어 작문 과제 수행 [ -2] . Ⅳ
시 글 전체 수준의 국문 작문을 가장 먼저 시도한다는 점에서는 제한적
국문형의 학습자들이 보이는 상호작용 패턴이 동일하나 이후 인공지능 - , 
번역기에 입력하는 글의 수준 글 전체 또는 문장 과 횟수가 다르다는 점( )
에서 차이를 보인다 글 전체를 입력하는 학습자의 경우 번역 결과로 나. 
타난 글 전체 수준의 번역물에 대해 검토와 수정을 하는 패턴이 나타나
며 구체적인 양상은 부록 의 예시와 같다 반면 국문 작문 내용을 문[ 4] . 
장 수준으로 나누어 번역기에 입력하는 학습자의 경우 문장 입력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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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반복하여 글을 완성해나가는 패턴을 보이며 구체적인 양상은 부록 [
의 예시와 같다5] . 

그림 제한적 국문형 상호작용 [ -2] -Ⅳ
유형의 패턴

제한적 국문형 상호작용 유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인식 (2) -
제한적 국문형 상호작용 유형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구조화된   -

면담을 분석하여 인공지능 번역기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
다 이와 관련하여 초안 맡김 맥락 반영 의도의 두 가지 범주를 중심으. , 
로 면담 내용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제한적 국문형의 학습자들은 모두 글 전체 수준의 국문 작문   ,  -

이후 글 전체를 회 입력하거나 문장 수준으로 몇 차례 나누어 입력하는 1
패턴을 보였다 이 유형의 학습자들은 글 전체 수준을 입력하는 패턴에 . 
대해 초안을 쓰는 단계 에서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 "
다 글 전체 수준의 국문을 작문한 이후 모두 번역기에 입력하는 패턴은 . 
인공지능 번역기의 결과물이 차로 도출된 후 학습자에 의한 검토 및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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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차로 개입되는 단계적 역할 분담을 위해 나타난 것이었음을 알 수 2
있다. 

저는 그냥 쭉 돌렸어요 그래서 약간 초안을 쓰는 단계에서 파파고를   . 
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검토하다가 이 단어. 
가 뭔가 조금 어색한 것 같아 같으면 더 적절한 단어가 없는지 검색해
보거나 이런 용도로 쓴 것 같아요(S13). 

문법의 영역들을 보면은 이제 음운론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형  
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이렇게 끊어지는데 도구가 개입되는 상황. 
에서 영작할 때 학습자는 일단 이 통사론 까지가 인공지능이 할 수 있‘ ’
는 좋은 영역이고 그 이후는 어쨌든 인간이 해야 하는 작문이라고 생
각을 해요(S16). 

약간 저는 투스텝으로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완 없이 작  . 
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는 체크를 한다고 해야 되나 다른 표, . 
현도 있구나 다른 대안도 있었구나 이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 
하는 선생님이나 보완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S19). 

둘째 이 유형의 학습자 중 글 전체 수준의 국문 작문 결과를 한 번에   , 
번역기에 입력하는 패턴을 보이는 학습자들은 대체로 자연스러운 맥락“
을 살리기 위하여 라고 응답하였다" . 

만약에 제가 한 문장씩 혹은 단어만 번역을 했다면 오히려 어색해졌  . 
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려는 전체적인 맥락이 무슨 의미인지. 
는 모를 테니까 근데 통으로 해서 조금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통으로 . 
번역하는 게 원활했던 것 같고 저는 통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맥락 파.. 
악이나 구체적인 뉘앙스는 좀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S04).

저는 전체 글을 입력하고 결과물을 얻고 수정하는 게 괜찮았다고 생각  
하는 게 뭔가 이제 영어 작문이 사실 문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전
체적인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중략 저는 뭔가 통으로 넣..( )..
는 게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선호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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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아요(S12). 

약간 연계성이 더 좋아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   . 
하는 입장이니까 만약에 그런 도구를 못 쓰면 문장을 이렇게 딱딱 잘
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장이랑 저 문장이랑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 
런 거 없이 쫙쫙 다 잘라버려서 약간 뭔가 좀 단편적이라는 느낌인데 . 
그래도 파파고를 쓰면 단락이라는 느낌이 약간은 있어요(S19). 

나 제한적 영문형 상호작용 유형. -

제한적 영문형 상호작용 유형의 특징 (1) -
제한적 상호작용 유형 은 영어 작문 과정에서 학습자 단독   (n=7, 35%)

영문 작문으로 시작한 이후 모르는 표현에 대한 번역 결과가 필요하거나 
이미 작문한 표현에 대한 확인을 위해 번역기 사용을 시도하는 비율이 
높은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한 학습자들의 행동 시간에 대한 비율을 개. 
인별로 나타내면 표 와 같다< -12> . Ⅳ

상위 범주 중위 범주
S02 S05 S06 S07 S15 S17 S20

% % % % % % %

계획
하기

학습자 
단독

개요 작성하기 0.0 0.0 12.4 30.9 0.0 0.0 0.0 

작문
하기

학습자 
단독

국문 작문하기 0.0 0.0 0.0 0.0 0.0 0.0 0.0 

영문 작문하기 52.2 63.7 69.4 45.6 48.2 75.7 55.3 

번역기 
상호작용 

수정 없이 사용 0.6 4.5 2.5 2.3 3.7 2.1 0.0 

수정 후 사용 10.9 6.7 0.0 0.0 14.6 1.6 3.6 

수정 없이 미사용 0.0 2.5 1.6 2.3 0.5 0.6 1.9 

수정 후 미사용 1.5 0.0 1.5 0.0 2.9 0.0 1.3 

검토
하기

학습자 
단독

작문에 대한 검토와 
수정

34.8 22.6 12.6 0.0 18.7 13.0 21.1 

합계

번역기 상호작용 13.0 13.7 5.5 4.5 21.7 4.3 6.8 

학습자 단독 87.0 86.3 94.5 95.5 78.3 95.7 93.2 

총 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제한적 영문형의 행동별 시간 비율 분석< -12>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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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각 행동 별 시간 비율을 비교해보면 제한적 영문형 상호작  -
용 유형 내에서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유형. 
의 학습자들은 학습자 단독 영문 작문의 비율이 로 높은 수45.6 75.7%∼
준을 보인다 하지만 번역기와의 상호작용적 작문 행동의 비율이나 수정 . 
후 사용 및 수정 후 미사용 행동의 비율에 따라 세부적인 패턴에서 차이
를 보인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제한적 영문형 상호작용을 하나의 모형에 도  -

식화하면 그림 과 같다 먼저 낮은 수준의 번역기 상호작용 행동 [ -3] . Ⅳ
시간 비율을 보이는 은 번역기와 상호작용하는 시간S06, S07, S17, S20
이 전체 시간 대비 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영어 작문 5%
양상의 예시는 부록 와 같다 특히 과 은 번역기와의 상호작용 [ 6] . S06 S07
행동 중 수정 후 사용 및 수정 후 미사용 비율이 약 로 나타났는데0% , 
이는 번역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수정하는 행동 없이 사용하거나 사용하
지 않는 행동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는 상대적으로 번역기와의 상호작용적 행동 비율이   S02, S05, S15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며 그 중에서도 수정 후 사용 행동의 13.0 21.7% ∼
비율이 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6.7 14.6% . ∼
는 수정 후 사용 행동은 주로 번역 결과를 확인한 후 번역기에 입력한 
국문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영어 작문 양상의 예시, 
는 부록 과 같다 정리하자면 제한적 영문형 상호작용 유형의 학습자[ 7] . -
들은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는 시간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나 번역, 
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명확한 사용 의도를 가지고 사용 또는 미사용 행
동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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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한적 영문형 상호작용 유형의 패턴[ -3] -Ⅳ

제한적 영문형 상호작용 유형 학습자의 인식   (2) -
제한적 영문형 상호작용 유형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구조화된   -

면담을 분석하여 인공지능 번역기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
다 이와 관련하여 표현의 정교화 입력 수정 번역 결과 불만족 모르는 . , , , 
표현에 대한 피드백으로 구성된 네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면담을 분석하
였다. 
첫째 이 유형의 학습자들은 영어 작문 과제 수행에서 인공지능 번역  , 

기에 대한 역할 기대로 표현의 정교화에 중점을 둔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한적 유형의 학습자들은 학습자 단독의 영문 작문 행동을 중심으로 과
제를 수행하지만 좀 더 영어 같은 표현을 위해 번역기를 사용하거나 “ " 
자신의 영문 작문에 화룡정점을 찍어주는 도구로 번역기를 사용한다고 ” " 
응답하였다 이러한 면담 내용은 영문 작문하기의 행동 시간 비율이 높. 
고 인공지능 번역기와의 상호작용적 행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상호
작용 패턴과도 일치하며 문장이나 문단이 아닌 단어 중심의 번역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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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패턴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체를 국문으로 넣은 다음에 고친 사람은 파  
파고가 주어 동사 관계를 변경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 
좀 한국말 같은 영어글이 되겠죠 그냥 좀 직역한 것 같은 그게 될 거. 
고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잘 쓰는 사람처럼 쓰는 것 같지는 않아서. .. 
좀 근데 그래도 아예 번역한 글보다는 좀 더 영어 같지 않을까 중략, ( )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편 아니라서 스펠링 헷갈리는 거를 찾아본다
든지 아니면 좀 비슷한 똑같은 말을 계속 쓰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다른 말을 찾아볼 때 그럴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S17).

저는 늘 그런 식으로 보조해 주는 그 화룡정점을 찍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지 뭔가 그 이상으로 생각을 안 해서 솔직히 그렇게 기대가 큰 .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부터 저 어릴 때도 나중에 크면 영어 공부 .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데도 지금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비관적으로 그러면 큰 기대가 없어요(S07).   

또한 표현의 정교화를 위해 인공지능 번역기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 
서 단어 수준의 국문 또는 영문을 입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을 번역기에 넣지 않은 이유는 문장 자체를 어떻게 구성해야할  , 
지 물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예를 들어 방금 말했던 그 문장 ?, ,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장 구조를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감이 안와가지고,, , 
파파고를 사용했는데 그런 경우 말고 쓰고자 하는 문장에서 단어 하, , 
나 두개만 헷갈린다던지 하면은 굳이 문장 전체를 돌리지 않고 단어만, 
(S02). 

한국어로 쓰다가 영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난다고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습관이 고등학생 때부터 영작 습
관을 애초에 한국어를 막 쓰고 네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서 한국어 핵심 단어 떠올린 다음에 핵심 단어들을 중심으로 이제 영. 
작을 바로 영어로 하는 습관을 길러왔습니다(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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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고유명사 전문용어 찾기 그리고 한 단어에 대한 여러 여  
러 표현이 쓰고 싶거나 정확성을 체크할 때 쓰는 정도로 한 번 이하, 10
로 쓴것같아요(S06). 

일단 단어가 생각 안 나면 사전 대용으로 썼어요 근데 추천 단어에   . 
한 개밖에 안 나오길래 부정 같은 경우 이거는 그냥 맞. denior, deny 
아서 썼는데 서술은 그냥 찾다가 포기했고 문장을 여러 개 클릭해 보. . 
면 다 넣어 본 것도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떠오르는 말은 있는데 이
게 써지질 않아서 서술 방식을 여러 개 보는 데는 유용한 것 같아요. . 
어쨌든 데이터의 모음이니까(S20). 

둘째 이 유형의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패턴에서는 번역 결과를 확인한   , 
후 회 또는 여러 차례 입력을 수정하여 다시 번역하고 이후 사용 또는 1
미사용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컨대 의 경우 철학 사조. , S02 ‘

를 입력한 후 예술 사조 예술 경향(philosophy trend)’ ‘ (artistic trend)’, ‘
등의 내용으로 입력을 수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사(artistic tendencies)’

용하지는 않았다 이 경우 번역기에 내용을 입력하기 전 같은 내용의 영. 
문 작문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학습자 단독의 영문 작문을 확인받고자 
하였던 의도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는 입력한 국문 단어의 번역 결과를 . 
검토하기 위하여 영문 번역 결과를 다시 국문으로 번역하는 행동을 하기
도 한다 예컨대 는 그 정보에 대한 접. S05 ‘access to the information(
근 그 정보에 대한 접근 그 정보에 )’, ‘ the access to the information( )’, ‘
대한 접근 접근하다 로 입력을 (access to that information)’, ‘ (approach)’ 
수정하여 국문 및 영문을 교차하여 번역한 후 번역 결과를 사용하는 패
턴을 보이기도 하였다. 

첫 번째로는 제가 사용한 영어 어휘가 실제로 영어를 읽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 
이제 어휘를 외울 때 단어 동사를 외우고 그 동사에다가 이제 접미사
가 붙으면은 형용사나 명사가 되는 식으로 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
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들을 예를들어 명사 단어를 사용하고 . .. 
싶은데 뜻 중에 이제 동사 뜻만 담긴 언어만 알 때 어떤 접미사를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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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지 적절한 명사가 될지 제가 한번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확인하
기 위해서 그런 어휘들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썼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S05).

가 스펠링이 조금 약간 헷갈려서 그거 한번 찾아봤고  Unprevileged . 
요 그리고 장점 얘기할 때 너무 한 단어만 써가지고 다른 단어 없을까. 
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찾아보니까 가 나오더라고advantage
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봤던 것 같아요. (S17).

셋째 인공지능 번역기의 번역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 
다른 번역 결과를 얻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입력을 수정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공지능 번역기가 맥락을 반영하지 . “
못한다 고 응답하였다" . 

일단 제가 이걸 파파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작문을 하면서 같은   
단어를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파파고가 같은 단어를 다 똑같
이 번역을 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작문에서 똑같은 같은 말. 
이 계속 반복이 되면 좀 거슬리니까 같은 단어 다른 단어로 바꿔보려
고 제가 이제 했던 게 있고 네 그리고 사실 한국말에 조금씩 뉘앙스. . 
가 다른 예를 들어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용적이.. . 
랑 유용하다 이런 단어를 제가 썼어요 근데 사실 같은 의미를 말하고 , . 
싶었던 건데 단어를 겹치는 게 싫으니까 그렇게 다르게 썼던 거예요. 
근데 파파고 번역은 똑같이 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practical . 
제가 조금 고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S04). 

넷째 번역기와의 상호작용적 행동에서 수정 없이 사용의 패턴이 나타  , 
나는 학습자는 명확하게 모르는 걸 찾았기 때문에 번역 결과를 그대로 “ " 
수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일단은 찾았으면 거의 다 제가 모르거나 맞는지 틀리는지 몰랐던 부  , 
분이니까 찾았으면 거의 그대로 쓴 것 같아요 명확하게 모르는 걸 찾. 
았기 때문에 그대로 썼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던 건 없어요. (S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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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영작을 하고 싶은데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거나 아니  , 
면은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것이 더 매끄러운 문장이 될 수 있을 것 ,,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파파고는 어떤 단어를 쓰는가를 추천 하는가, 
를 참고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도 있고요 또 같은 단어를 여러 번 써. ... 
야 될 때 그 단어가 중요하면은 여러 번을 써도 되지만 그 단어가 중
요하지 않거나 혹은 일반적인 어휘일 때는 그걸 좀 다른 단어들로 바
꾸고 싶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부분도 있었습니다(S05).

다 협력적 상호작용.  유형

협력적 상호작용 유형의 특징 (1) 
협력적 상호작용 유형 은 다른 유형보다 학습자 단독 행동   (n=5, 25%)

및 번역기와의 상호작용 행동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이 유형. 
에 속한 학습자들의 행동 시간에 대한 비율을 개인별로 나타내면 표 <

와 같다-13> . Ⅳ

상위 범주 중위 범주
S08 S09 S10 S11 S14

% % % % %
계획
하기

학습자 단독 개요 작성하기 22.3 11.1 0.0 10.0 0.0 

작문
하기

학습자 단독
국문 작문하기 13.4 4.8 11.9 1.8 7.8 

영문 작문하기 10.4 21.7 3.9 25.4 26.5 

번역기 상호작용 

수정 없이 사용 0.9 9.0 1.3 10.7 8.0 

수정 후 사용 31.8 24.5 55.5 17.9 30.3 

수정 없이 미사용 0.0 0.8 2.5 1.7 8.3 

수정 후 미사용 6.2 0.0 1.1 0.0 0.0 

검토
하기

학습자 단독
작문에 대한 검토와 

수정
14.9 5.1 17.8 26.6 16.5 

합계

번역기 상호작용 38.9 34.4 60.4 30.3 46.6 

학습자 단독 61.1 65.6 39.6 69.7 53.4 

총 합 100 100 100 100 100

표 협력적 상호작용 유형의 행동별 시간 비율 분석< -13>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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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각 행동 별 시간 비율을 비교해보면 협력적 상호작용 유형   
내에서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유형의 . 
학습자들은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학습자 단독 국문 작문하
기와 영문 작문하기의 비율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학습자 . 
단독 국문 작문하기 행동과 영문 작문하기 행동의 시간 비율을 비교해보
면 국문 작문하기의 행동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학습자(S08, S10, S14)
와 영문 작문하기의 행동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학습자 의 두 (S09, S14)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제한적 상호작용을 하나. 
의 모형에 도식화하면 그림 과 같다[ -4] . Ⅳ

그림 협력적 상호작용 유형의 패턴[ -4] Ⅳ

국문 작문하기의 행동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학습자 유형은 부록   [ 8]
과 같다 이들은 글 전체 수준의 국문 작문을 수행한 후 문장 단위로 번. 
역하여 수정 후 사용하는 유형 과 문단 수준의 국문 작문하기 및 수(S08)
정 후 사용하는 행동 패턴을 반복하는 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S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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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상호작용 유형의 학습자 중 문단 수준의 국문을 반복적으로 작문
하는 의 행동 패턴에서는 수정 후 사용 행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S08
타났으며 이는 전체 연구 참여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55.5%), . 
영문 작문하기 행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학습자 유형은 부록 의 [ 9]
예시와 같다 이들은 학습자 단독의 영문 작문하기를 수행하는 중에 인. 
공지능 번역기의 번역 결과물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문으로 작
문하여 입력하는 행동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인다 이 때 번역기에 입력. 
하는 국문의 수준은 문장 중심 이거나 단어 및 구 중심 의 (S9, S14) (S11)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협력적 상호작용 유형의 학습자 인식 (2) 
협력적 상호작용 유형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구조화된 면담을   

분석하여 인공지능 번역기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와 관련하여 명확한 학습자 주도적 역할 분담과 소통 방식을 고려한 상
호작용을 중심으로 면담을 분석하였다. 
첫째 협력적 상호작용 유형의 학습자는 학습자 주도적으로 영어 작문  , 

을 하고자 하며 인공지능 번역기에 대하여 조력자와 부연 설명 에 대, “ ”
한 작문과 같은 역할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예컨대 . 
은 주장과 근거의 첫 문장 은 학습자가 단독으로 영문 작문을 하지S08 “ "

만 구체적인 예시나 뒷받침 문장 의 경우 인공지능 번역기에 해당 문장” "
을 입력하여 번역 결과를 얻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인공지능 번역기를 . 
사용할 수 있는 영어 작문에서 중요한 역할 또는 결과물은 학습자의 영
역으로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장이랑 근거의 첫 문장들은 다 제가 쓰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그거  . 
를 쓰다가 모르는 단어가 약간 영작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그거,  
는 단어 사전 느낌으로 찾아본 거고 제가 쓸 문장에 대해서 그 안에 
한 단어만 몰랐기 때문에 그걸 한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세 문장씩 . 
한 거는 좀 예시를 만들 때 구체적인 예시나 뒷받침 문장같이 더 많이 
부연 설명을 할 때는 파파고를 이용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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꿨어요(S08).

또는 학습자가 의도한 내용과 표현의 영문을 검토하기 위하여 인공지  
능 번역기의 결과물을 참조한다는 응답도 나타났다 학습자의 머릿속에 . “
후보자가 하나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적절성을 확인받을 때 인공지능 " 
번역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장 안에서 번역기가 제시를 해준다고 해도 제가 이미 생각을 한   
문장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쓰고 싶으니까 제가 쓴 문장 . 
구조에 맞게 하려고 단어 가져온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하더, 
라도 단어를 찾고 싶은데 이게 그 단어만 딱 들으면 번역기 입장에서
는 무슨 맥락을 쓰는 건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약간 제시를 해 주잖아
요 근데 내가 이런 맥락에서 쓰려고 한다고 문장 자체를 주면 번역기. 
도 이런 맥락이구나라고 단어를 제시해 줄 때 그걸 고려해 주지 않을
까라는 생각에서 문장 자체를 넣은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단어여도 문. 
장을 넣어서 검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맥락을 좀 파악하고 알려주. 
려는 의미에서(S11). 

단어의 경우에는 이게 맞으면 바로 넣고 틀리면 이 단어나 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 괜찮다 싶으면 넣고 보통 단어나 구는 머릿속에.. 
후보자가 하나 있는데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 가지고 그래서 후.. 
보보다 나으면 넣었고 후보보다 낫지 않으면 삭제를 했었던 것 같습니
다(S14).

둘째 협력적 상호작용 유형은 세 유형 중 인공지능 번역기와의 상호  , 
작용 행동 시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협력적 상호. 
작용 유형에서는 인공지능 번역기와의 다양한 상호작용 방식이 나타나
며 그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성찰하는 의견이 나타, 
나기도 하였다. 

새로 배운거는 약간 제가 일단 한글로 좀 구조를 잡고 그거를 영어  . 
로 옮기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 구조를 잡을 때는 어쨌든 제 머
릿속에 있는 거라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적고 그거를 그냥 넣었더니 좀 . 
애매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얘한테 넣을 때는 되게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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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넣어줘야지 약간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구나 싶었어요(S09).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문장도 그런데 문단도 흐름이 있잖아요  . . 
그래서 같은 의미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해야 앞뒤 문장이랑 더 자
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게 있을텐데 문장을 찾아서 그 문장을 그대로 . 
넣으면 갑자기 뭔가 여기서 문장이 딱 끊겨버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위주로 옮기면 문장 측면에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
을까(S11). 

일단 문장이 좀 어색하다고 느낄 때가 있기는 했고요 그게 대부분   . 
제가 한국말로 의도하려는 바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은 파파고.. 
에서 정확하지 않게 경우가 왜냐하면 어쨌든 입력한 한국어를 바탕으.. 
로 번역을 해주다 보니까 네 표현이 어색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을 좀 고쳐줘야 될 때가 있으니까 좀 긴 예를 들어서 두 개나 세 개.. 
의 문장을 한 번에 통 번역을 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좀 
있었던것 같아요(S14).  

셋째 번역기와의 상호작용 행동의 시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유  , 
형인만큼 번역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느낀 한계점에 대한 의견도 나타
났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문장의 수식어구가 적절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 
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 표현을 동일하게 번역하는 인공지능 번역기에 대
한 경험을 제시하였다. 

한 문장 중에 고친 게 있었는데 그거는 수식어구가 너무 길게 늘어  . 
져 있어 좀 짧게 줄이려고 거기서는 관계 부사를 써서 보여줬었는데, 

를 써서 보여줬었는데 저는 그냥 전치사나 분사 구문으로 좀 줄where
여서 고쳤었어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S08).

제가 처음에 쓰고 싶었던 문장이 잠재력과 가능성 이 둘 다 이런   ‘ ‘ 
문장을 쓰고 싶었는데 그걸 파파고에 돌리면 potential and potential.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사전에서 유의어 . 
켜고 봐야 되는데 했던 그런 지점들이 있었죠 그것 빼고는 불편함이 . 
없었어요(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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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얻었다 했는데 계속 으로 번역을 해주거든요 근데   ‘ ’ gain . gain
으로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도 쓸 수 있고 아니면 그냥 . acquire , from
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문장 단위로 계속 하다 보니까 .. 

이 안 돼서 느끼는 어색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paraphrasing
음에 그 자체가 저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gain . 
결국 을 쓰기는 했지만 이제 다른 부분에서 를 쓴다던지gain acquire . 
사실 도 파파고가 추천해줬던 것 중에 하나인데acquire .(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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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영어 작문 역량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3. 
영향

  가 인공지능 역량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 

인공지능 역량이 학습자와 인공지능 번역기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을 설문과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인공지능 관련 . 
역량을 조사하기 위해 아래 부록 에 수록된 바와 같이 점 리커트 척[ 1] 5
도로 구성된 문항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공지능 . 
관련 역량 설문 문항 조사 결과는 표 과 같다 전체 문항은 인< -14> . Ⅳ
공지능에 대한 긍정 및 부정 태도 인공지능 리터러시 인공지능 번역기, , 
에 대한 인식 능숙함 신뢰성 유용성 용이성 으로 구성되었다 인공지능 ( , , , ) . 
리터러시에 대한 설문 문항의 평균은 점으로 나타나 연구 3.23(SD=.74)
참여자들이 보통 수준의 인공지능 리터러시 역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 태도의 평균은 점 부정 태. 3.92(SD=.65) , 
도의 평균은 점으로 나타나 연구 참여자들이 대부분 인공지2.54(SD=.67)
능에 대한 긍정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유형별로 살펴보자면 제한적 국문형 상호작용의 경우 인공  , -
지능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평균 점수가 점으로 가장 높게 4.09(SD=.08)
나타났으나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평균 점으로 가장 낮은 수3.14(SD=.12)

학습자 역량

제한적국문형-

상호작용
제한적영문형-

상호작용 
협력적
상호작용

전체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인공지능 리터러시 3.14 .12 3.32 .11 3.24 .10 3.23 .74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긍정적 4.09 .08 4.04 .12 3.65 .08 3.96 .64

부정적 2.34 .07 2.79 .13 2.50 .12 2.54 .67

표 상호작용 유형별 인공지능 역량 차이< -14>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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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보였다 제한적 영문형 상호작용의 경우 인공지능 리터러시의 평균 . -
점수가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협력적 상호작용에서는 3.32(SD=.11) .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3.65(SD=.08)
보였다. 
하지만 독립 표본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에 제시되어 있  K , < -15>Ⅳ

는 것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 태도 인공지능에 (H(2)=1.754, p=.416), 
대한 부정 태도 인공지능 리터러시(H(2)=.912, p=.634), (H(2)=.260, 

로 모든 영역에서 세 유형의 평균 순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p=.878)
나타나지 않았다. 

영역 상호작용 유형 사례수
평균

H p
사후 
분석점수(SD) 순위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 
태도

제한적국문형- 8 4.09(.08) 11.56 1.754 .416

제한적영문형- 7 4.04(.12) 11.43

협력형 5 3.65(.08) 7.50

인공지능에 
대한 부정 
태도

제한적국문형- 8 2.34(.07) 9.19 .912 .634

제한적영문형- 7 2.79(.13) 12.07

협력형 5 2.50(.12) 10.40

인공지능 
리터러시

제한적국문형- 8 3.14(.12) 10.63 .260 .878

제한적영문형- 7 3.32(.11) 11.14

협력형 5 3.24(.10) 9.40
수준에서 유의함* P > .05 
수준에서 유의함** P > .001 

표 상호작용 유형별 인공지능 역량에 대한 독립 표본 검정 결과< -15> KⅣ

인공지능 번역기와의 상호작용적 영어 작문 과제를 수행한 이후 인공  
지능 관련 역량이 자신의 영어 작문 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 면담한 내
용을 분석하여 인공지능 관련 역량이 인공지능 번역기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면담 내용은 인공지능에 대한 . 
태도 인공지능 관련 지식 및 경험을 포함하는 리터러시에 대해 상호작, 
용 유형 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제한적 국문형 상호작용 유형에 속한 학습자들은 대체로 번역기  , -

의 성능과 결과물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면담을 통해 이 . 
유형의 학습자들이 인공지능 번역기에 대해 신뢰를 보이는 여러가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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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체로 자신들의 영어 작문 역량에 대해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의 효능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 
인공지능 번역기의 성능과 결과물을 신뢰하고 대부분 수용하는 상호작용 
패턴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 그 영어 작문을 했을 때 너무 오랜만에 작문을 해서 그런지   
말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고 해서 저는 어떤 특정 목적을 같. 
았기보다는 일단 그냥 편하게 한국말로 쭉 쓰고 다 돌리자 이제 어느 . 
정도의 일정 정도의 수준을 일단 파파고가 넘어줄 거라는 확신은 있었
어서(S04). 

단어도 이제 생각이 안 날 때가 한 번씩 있는데 단어도 그냥 바꿔주  
고 문장 같은 것도 음 한국어랑 이제 그러니까 국어랑 영어랑 어순이 .. 
다르니까 수식하는 부분이나 그런 어순 같은 것도 뭔가 저보다 좀 더 , 
잘하는 느낌도 들고 속도도 되게 빠르니까 그것도 뭔가 저보다 빠른 
느낌이에요(S12). 

신뢰가 높은건 일단 아까 심리적인 안정감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 영  , 
어 작문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연히 파파고에 대한 신뢰 의지 높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S13).  

반면 제한적 영문형 상호작용 유형의 학습자들은 인공지능 번역기에   , -
대한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유형의 학습자들은 인. 
공지능 번역기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주로 이전의 사용 경험에서 발견하
였던 기능 및 결과의 한계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저는 고독사 이런 거 번역할 때 라고 나오는데 그게   ‘ ’ solitude death . 
느낌이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은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 
도움은 됐는데 아주 정확하다고 신뢰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100% 
(S06)

맨 처음에 격언이 기억이 안 나서 책은 최고의 스승이다 라는 게 있  ‘ ’
는 것 같아서 검색했는데 이상하게 번역을 해줬어요. Book is a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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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거기서부터 한 번 꺾였어요 그래서 조금씩 쓰지 good teacher? . 
않다가 그냥 뭔가 단어가 기억이 안 나거나 했을 때 썼던 것 같아요, . 
중략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사라진다가 그 ( ) 
사라진다가 아닌데 가 한번 나와서 아예 문장을 바꿔버렸나 disappear
그랬을 거예요(S15). 

좀 복잡한 문장에 대해서는 신뢰를 안 해요 단순한 문장이나 단어   . 
정도 신뢰하지(S17). 

애초에 그 문장 번역은 제가 보기에는 잘 못 할 거라 생각해서 아예   
시도를 안 했거든요 문장을 통째로 번역 하면은 좀 평소에 파파고를 썼. 
을 때도 그러니까 약간 좀 어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단어는 정
확하잖아요 그래서 단어만 좀 찾아봤어요. (S17).

둘째 인공지능에 대한 리터러시가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는 영어   , 
작문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각 유형 내에서 상반된 
의견이 모두 언급되었다 예컨대 제한적 국문형 유형의 학습자 중에서. , -
는 인공지능이 무엇을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안다면 이에 맞추“ " 
어 인간 학습자가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 나타
났다. 

인공지능이 뭐를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그거에 맞춰  
서 사람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맞는 그런 인공지. 
능 종류를 좀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하게 되고 서로 상호작, 
용하고 그리고 서로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 
능력을 더 발전시켜 줄 수도 있지만 그 종류에 따라서 좀 한계 제한점
이 될 수도 있는? (S03) 

저는 이런 것들은 다 신뢰합니다 전공 분야이다보니 이게 어떻게 돌  . 
아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도 기본적인 플로우는 알잖아요 알기 . 
때문에 얘가 뭘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못 할 수 있고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신뢰라기보다 정확하게 아는 거죠 공부를 하는 입장에. 
서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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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영어 작문 수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 
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인공지능 시스템을 안다 고 . “ ”
해서 인공지능 번역기를 잘 사용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학습 과정“ ” , 
에서는 이전에 이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학습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타났다. 

도움을 받는 정도에 있어서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의 도움을   .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안다고 해서 이 파파고.. 
를 더 잘 써서 번역을 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수업 현장에서는 이전에 파파고를 안 . 
써봤던 친구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는 친구들이 오, 
히려 처음 접하고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나 고정관념 이런 거 없이 그, 
냥 딱 써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
을 것 같기도 해요(S18) . 

제한적 영문형 유형의 학습자 면담에서는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영어   -
작문 수행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 주로 나타났으나 인공, 
지능 리터러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상이한 관점의 응
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인공지능 번역기를 . 
보다 효율적 이고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 ” “ ” 
도록 하며 이에 따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 “ ”
하였다. 

구글이 나오고 네이버가 나왔는데 그 검색 연산자 아시죠 네 그것만   . 
잘 써도 검색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안 쓰죠. . 
그런 검색 연산자 느낌에 그런 거는 교육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최대화 극대화시켜서 사용할 수 , 
있는(S07).

디지털 리터러시도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번역기가 어떤 이렇게 나오  , 
는지에 대한 적어도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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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가 안 나왔을 때 내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 
데 얘가 어떤 알고리즘을 얘를 찾아주는지 모르니까 다른 방법은 시도
가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라든지 왜 이게 나. 
왔는지에 대한 이유 정도를 조금 알 수 있으면 활용하기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S15).

저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인공지능 활용한다는 기준인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무엇 때문에 활용하는지 생각을 하려면 기본적인 지
식을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활용하는지 방법 콘텐츠들을 선택할 수 있, 
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식과 무엇을 위해서 . 
어떤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역시 그래도 사람
이니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S15).

반면 의 경우 인공지능에 대한 풍부한 지식으로 인해 인공지능 번  , S20
역기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보다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은 . S20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도구를 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논문
을 작성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이다 그는 챗봇의 제작 과정에 대한 지식. 
과 경험을 토대로 인공지능 번역기와의 상호작용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전 인공지능 별로 안 좋아요 편리한 건 사실인데 저는 툴 이상도 이  . 
하도 아니라고 중략 아까 단어 쓴 건 사실 단어가 궁금해서 찾아본 ..( ).. 
건 맞는데 실제로 제 문장을 별로 넣고 싶진 않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 
근거 없는 찝찝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소서를 통째로 번역 넣는 사. 
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장들이 사실 파파고에서 어딘가에 떠다. 
닌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뭔가 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실제
로 쓰이든 아니든 학습하는 거니까 제가 혼자서 번역 일을 할 때도 거. 
의 진짜 상관없는 문장을 비슷한 뉘앙스로 대체해서 많이 넣어요 예를 . 
들면 제가 이 책에 저자가 어떻게 서술했다 이런 문장을 번역하고 싶. 
어요 근데 이걸 넣기가 싫으면 파파고에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를 . ‘
서술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상관없는 자만 바꿔서 넣는다든지 ’ 
뉘앙스만 비슷하게 해서 넣기도 해요(S20).   

 
협력적 유형의 학습자들은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영어 작문 결과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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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대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컨대 번역기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형식의 문장 이나 오류를 피할 “ ” “
수 있게끔 하는 지식을 알고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번역 결과를 얻을 ”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은 협력적 유형의 학습자들이 보이는 영. 
어 작문 행동별 시간 비율 중 번역기와의 상호작용적 작문 시간의 비율
이 가장 높다는 점을 확인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파파고를 쓸 때도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국어로 말하면 조금   . 
직접적으로 말할 부분을 좀 더 풀어서 돌려서 한국어를 입력해야 제가 
원하는 문장이 나온다는걸 알기 때문에 번역체로 한국어를 작성해서 
제가 원하는 문장을 만드는 편이니까 이 번역기가 잘 알아들을 수 있. 
는 형식의 문장으로 작성을 하고 맥락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거에요
(S08).

같은 뜻이어도 한국어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번역 결과가   
잘 나올 때도 있고 되게 잘못 전달이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 
어서 한국어에서 중의적인 표현이 영어에 반영이 안 되고 그냥 표현 . 
그대로 나오면 다른 뜻으로 떨어져버리니까 약간 그런 오류를 피할 수 
있게끔 영어 문장 구조를 생각을 해가면서 번역기를 쓸 줄 아는 사람
이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S10).

사용 경험이나 지식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파파고  . 
를 굉장히 신뢰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내 원인 중에 하
나가 이런 인공지능 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저는 그 퍼포먼스가 .. 
최근에 많이 향상이 더 많이 되었는데 그런 거를 잘 모르셔서 그럴 수, 
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지 않.. 
을까라고 생각을 해요(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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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어 작문 역량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 

영어 작문 역량이 학습자와 인공지능 번역기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  
향을 설문과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영어 작문 관. 
련 역량을 조사하기 위해 아래 부록 에 수록된 바와 같이 점 리커트 [ 1] 5
척도로 구성된 문항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통제 조건 영어 작문, 
의 내용 표현 영역 과제 수행 결과와 인지된 수행 결과를 학습자의 영, 
어 작문 역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영어 작문 관련 설문 문항은 영어 작문에 대한 자기 효  

능감에 대한 사전 설문과 각 조건의 영어 작문 과제 수행 직후 실시한 
인지된 수행 결과에 대한 사후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표 의 기. < -16>Ⅳ
술통계를 살펴보자면 영어 작문에 대한 자기 효능감 설문 문항의 평균, 
은 점으로 나타나 연구 참여자들이 보통 수준의 영어 작문 3.52(SD=.68)
자기 효능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 조건 내용 점수의 평균. 
은 점 통제 조건 표현 점수의 평균은 점으로 2.80(SD=.98) , 3.00(SD=.84)
나타나 전체 연구 참여자의 영어 작문 역량이 보통 수준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통제 조건의 인지된 수행 결과 점수는 평균 점. 3.51(SD=.64)
으로 나타나 대체로 보통 수준의 인지된 수행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습자 역량
제한적국문형 -

상호작용
제한적영문형-

상호작용 
협력적 
상호작용

전체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영어 작문 자기 효능감 3.16 .04 4.25 .07 3.08 .11 3.52 .68

통제 조건 내용 점수 2.38 .09 3.14 .17 3.00 .20 2.80 .98

통제 조건 표현 점수 2.50 .12 3.57 .11 3.00 .00 3.00 .84

통제 조건 인지된 수행 
결과 점수

3.19 .03 3.97 .09 3.38 .18 3.51 .64

표 상호작용 유형별 영어 작문 역량 차이< -16>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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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유형 별로 살펴보자면 제한적 국문형 상호작용의 경우 통제   , -
조건의 내용 점수 및 표현 점수 인지(M=2.38, SD=.09) (M=2.50, SD=.12), 
된 수행 결과 점수 가 세 유형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M=3.19, SD=.03)
타났다 반면 제한적 영문형 상호작용 유형은 영어 작문 자기 효능감. -

통제 조건의 내용 점수 표현 점수(M=4.25, SD=.07), (M=3.14, SD=.17), 
인지된 수행 결과 점수 가 모두 첫 (M=3.57, SD=.11), (M=3.97, SD=.09)

번째로 높게 나타나 세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영어 작문 역량을 가
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협력적 유형은 영어 작문 자기 효능감. (M=3.08, 

점수를 제외하고 통제 조건의 내용 점수 표현 SD=.11) (M=3.00, SD=.20), 
점수 인지된 수행 결과 점수 등 모든 (M=3.00, SD=.00), (M=3.38, SD=.18) 
영역에서 중간 수준의 점수를 보였다. 
상호작용 유형 별 영어 작문 역량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비모수   

검정 방법인 독립 표본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과 같다 통K < -17> . Ⅳ
제 조건 내용 점수는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하지만 통제 조건의 표현 점수 인지(H=1.803, p=.406). (H=6.113, p=.047), 
된 수행 결과 점수 영어 작문 자기 효능감(H=6.510, p=.039), (H=10.681, 

는 수준에서 집단 간 점수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p=.005) p<.05 
다 따라서 학습자의 영어 작문 관련 역량은 상호작용의 유형에 영향을 .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번역기와의 상호작용적 영어 작문 과제를 수행한     
이후 영어 작문 역량이 자신의 영어 작문 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 면담
한 내용을 분석하여 영어 작문 관련 역량이 인공지능 번역기와의 상호작
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면담 내용은 상. 
호작용 유형별로 영어 작문 역량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
한 바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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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상호작용 유형 사례수 평균
H p 사후 분석점수(SD) 순위

통제 조건 
내용 점수

제한적국문형- 8 2.38(.09) 8.44 1.803 .406 -

제한적영문형- 7 3.14(.17) 12.0

협력형 5 3.00(.20) 11.70

통제 조건 
표현 점수

제한적국문형- 8 2.50(.12) 7.38 6.113 .047* -

제한적영문형- 7 3.57(.11) 14.43

협력형 5 3.00(.00) 10.00

통제 조건 
인지된 수행 
결과 점수

제한적국문형- 8 3.19(.03) 7.13 6.510 .039* 영문 국문>

제한적영문형- 7 3.97(.09) 14.86

협력형 5 3.38(.18) 9.80

영어 작문 
자기 효능감

제한적국문형- 8 3.16(.04) 7.13 10.681 .005* 영문 국문>

영문 협력>제한적영문형- 7 4.25(.07) 16.36

협력형 5 3.08(.11) 7.70
수준에서 유의함* P > .05 

표 상호작용 유형별 영어 작문 역량에 대한 독립 표본 검정 결과[ -17] KⅣ

먼저 제한적 국문형 상호작용 유형의 학습자들은 영어 작문 과정에서   -
자신의 영어 작문 실력에 대해 낮은 수준의 효능감을 보였다 이들은 . 
능력이 안돼서 번역기를 쓸 수 밖에 없었으며 실력에 자신감이 있는 “ ” , “
게 아니 라는 이유로 학습자 단독 영어 작문에 대해 주저하였다고 이야”
기하였다. 

한국어로 먼저 쓰고 바꾼 이유는 우선은 영어로 먼저 쓸 수가 없었  , 
고 능력이 안 돼서 번역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 
영어로 쓰면은 약간 사고 방식도 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말하고 .
싶은 거를 먼저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한 다음에 이걸 최대한 비슷하게 
바꾸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S03).

제가 그렇게 실력에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어서 제가 나오는 문장   ..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그거를 제 생각을 전부 다 쓴 게 아니어서 엄.. 
청 많은 망설임이 있어요(S16).

전반적인 건 파파고가 해줘서 신뢰를 하지만 내가 일부 수정을 했을   
때 내가 수정을 해서 괜히 잘못된 단어를 쓰는 건 아닌가 내가 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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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문법이 좀 달라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S18)

제한적 영문형 유형의 학습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영어 작문 효  -
능감과 영어 작문 역량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원래 영어를 . “
못 하는 것은 아닌 수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할 이유가 ” 
그리 많지 않으며 마지막 점을 채워주는 용도로 인공지능 번역기를 , “ 10 ” 
사용한다고 이야기했다. 

네 근데 그 원래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단어  .. 
를 할때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아까 말씀드린 고유명사 이paraphrase
런 거에 도움이 됐던 것 같고(S06). 

점까지는 제가 만들어야 되고 파파고는 그 마지막 점을 채워주  85 10
는거기 때문에 웬만한 베이스는 다 제 실력 그래서 나온 것 같긴 합니
다 파파고가 오답을 말해줘도 그게 오답인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평. . 
소에 제 랑 대조를 해본다던가DB (S07).

영어 작문 능력이 파파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건 그건 거의   100%
일것 같아요 중략 사용하는 사람이 더 실력이 좋을수록 일단 보는 ..( ).. 
눈이 있으니까 이게 틀렸다 아니라는 판별이 되잖아요(S20). 

협력적 유형의 학습자들은 흥미롭게도 영어 작문 효능감과 영어 작문   
역량이 번역기가 제시한 문장을 하고 필요한 단어나 구문에 대“ revise” “
해서만 물어보는 상황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 

파파고가 틀리게 문장을 만들어줬을 때 그거를 알아채고 고칠 수 있  
어야 하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고 파파고가 해 준 문장이 마음에 안 . . 
들 때 파파고가 제시한 문장을 기반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는 좀 revise 
작성자의 어학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영향을 확실히 준다... 
고 생각합니다(S10). 

영어 작문 실력은 일단 파파고가 제시하는 문장들을 수동적으로만   ,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앞뒤 문맥에 맞게 조금 더 수정을 한다든지.. 



- 98 -

아니면 전체 문장 구조를 다 파파고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단어나 구문에 대해서만 물어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영어 지식이 없으면 그게 어려. 
울 것 같아요(S14).

이처럼 영어 작문 효능감과 영어 작문 역량은 영어 작문 과제 수행에  
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면담을 통해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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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와 인공지능 번역기의 상호작용 유형이 영어 4. 

작문 결과에 미치는 영향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영어 작문 결과 점수의 영역별 향상 정도에 대  
한 기술 통계치는 표 과 같다 기술 통계에 따르면 내용 영역의 < -18> . Ⅳ
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된 유형은 협력적 상호작용 유형으로 평균 점 .60
높은 점수를 받았다 표현 영역의 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된 유형은 제한. 
적 국문형 상호작용 유형으로 평균 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체 점- .63 . 
수 역시 제한적 국문형 상호작용 유형이 평균 점 더 높은 점수를 받- 1.00
았다 인지된 수행 결과에서 또한 제한적 국문형 상호작용 유형이 평균 . -
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제한적 영문형 상호작용 유형의 경우 .72 . -

모든 영역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 향상도를 보였다. 

상호작용 유형
제한적국문형 -

상호작용
제한적영문형 -

상호작용 
협력적 상호작용 총 합계

n(%) 8(40) 7(35) 5(25) 20(100)

내용
총 점( 5 )

처치통제- .38(.06) .14(.15) .60(.23) .25(.89)

표현
총 점( 5 )

처치통제- .63(.13) .14(.10) .20(.09) .35(.79)

전체
총 점( 10 )

처치통제- 1.00(.13) 0.00(.26) .80(.26) .60(1.16)

인지된 
수행 결과

처치통제- .72(.03) .24(.08) .31(.14) .45(.52)

표 상호작용 유형 별 영어 작문 점수 향상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결과  < -18> Ⅳ

한편 독립 표본 검정 결과 영어 작문 점수 향상의 집단 간 차이는    , K
내용 점수 향상도 표현 점수 향상도(H=1.648, p=.439), (H=2.095, p=.351), 
전체 점수 향상도 인지된 수행 결과 점수 향상도(H=2.913, p=.23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H=3.661, p=.160) (<
-19>).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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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상호작용 유형 사례수
평균

H p
사후 
분석점수(SD) 순위

내용 점수 
향상도

제한적국문형- 8 .38(.06) 11.00 1.648 .439 -

제한적영문형- 7 .14(.15) 8.50

협력형 5 .60(.23) 12.50

표현 점수 
향상도

제한적국문형- 8 .63(.13) 12.69 2.095 .351 -

제한적영문형- 7 .14(.10) 9.00

협력형 5 .20(.09) 9.10

전체 점수 
향상도

제한적국문형- 8 1.00(.13) 12.44 2.913 .233 -

제한적영문형- 7 0.00(.26) 7.57

협력형 5 .80(.26) 11.50

인지된 
수행 결과 
향상도

제한적국문형- 8 .72(.03) 13.56 3.661 .160 -

제한적영문형- 7 .24(.08) 8.07

협력형 5 .31(.14) 9.00
수준에서 유의함* P > .05 
수준에서 유의함** P > .001 

표 상호작용 유형별 영어 작문 점수 향상에 대한 독립 표본 검정 결과< -19> KⅣ

다음으로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는 영어 작문 과제에서 상호작용   
유형 별 영어 작문 점수 향상 정도에 대한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상호작
용 유형이 영어 작문 점수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면담 내용을 살펴본 결과 각 유형 별로 인공지능 번역기에 . 
입력하는 국문의 수준에 따라 내용 및 표현 영역의 향상 정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응답이 드러났다 흥미롭게도 각 유형의 학습자들이 . ,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협력적 및 제한적 국문형 유. -
형의 학습자들은 글 전체 수준으로 번역할 경우 내용 영역에서 글의 맥
락을 더욱 잘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결과물을 고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통째로 한국어를 이렇게 그냥   
창에 한 번에 쓰고 번역했을 때 약간 대명사라든가 명사가 조금 더 일
관성이 있지 않을까 따로 끊어가지고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이런 식. . 
으로 번역하면 정말 대명사나 아니면 수일치나 이런 게 조금 그 안에
서 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한국어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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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이 길어지면 번역을 잘 못 하는거 같더라고요 문단이 길어지  ( ) . 
고 문단이 이렇게 쪼르륵 있으면 그 자체를 잘 못 옮기는 것 같아요.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길수록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비문. 
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S11).

전체 글을 입력하고 결과물을 얻고 수정하는게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이제 영어 작문이 사실 문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전체
적인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S12)

번역기에 전체 문장을 넣을 수 있으면 그냥 번역기가 문맥에 맞게   
좀 더 복잡하거나 아니면 세련된 문장으로 알아서 주니까 결과에도 ...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S13)

왜냐하면 그 경구 가 제 머릿속에 뭔가가 있었거든요 지금 기억은   ' ' . . 
안 나는데 단어가 원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오른쪽에 뜬 단어는 원하는 .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맥락이 없이 경구만 줘서 그런 . 
건가 해서 제가 생각하는 맥락으로 경구를 들어봤는데 똑같은 단어가 
나와서(S14). 

반면 제한적 영문형 유형의 학습자들은 글 전체 수준으로 입력하는   , -
상호작용 패턴이 오히려 표현 영역에서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
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연구 문제 에서 나타난 제한적 영문형 유형의 . 2 -
표현의 정교화 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작용적 특징과도 일치한다“ ” . 

예를 들어서 전체를 국문으로 넣은 다음에 고친 사람은 파파고가 주  
어 동사 관계를 변경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좀 한국말 . 
같은 영어글이 되겠죠 중략 그냥 좀 직역한 것 같은 그게 될 거고..( ).. 
(S17). 

문장 자체를 바꾸더라도 한 두 문장 정도지 사실 통째로 이제 넣어  
서 버리면 번역기의 뉘앙스가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요 쓰는 서술 스. … 
타일이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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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글 전체 수준의 상호작용 패턴이 오히려 맥락 반영을 어렵게 한  , 
다고 응답한 학습자들도 나타났다 이는 제한적 국문형 및 협력적 유형. -
의 상호작용 유형과는 차이를 보이는 응답으로 연구 문제 에서 나타났, 3
듯 제한적 영문형 유형의 높은 영어 작문 자기 효능감과도 관련되어있-
음을 알 수 있다 는 인공지능 번역기에 글 전체 수준의 입력을 수행. S15
하였을 경우 오히려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다 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였“ ”
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잘 전달하느냐가 키 포인트인건데 음 단어   . .. 
단어를 사용해서 섬세하게 내가 하는 거를 판단하는 거랑 그냥 문장을 
통으로 넣어서 한 결과를 신뢰하는 거랑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의 그 
뉘앙스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래 의도.. 
했던 거랑 다른(S15).

 
각 상호작용 유형의 학습자들은 단어 수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상  

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예컨대 은 단어만 사용하는 상호작용은 의미. S18 “
가 없다 고 보았으며 은 리스크가 적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였다” , S16 “ ” . 

통으로 쓰고서 옮기는 방식은 사실 좀 리스크가 있는 방법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단어나 문자 필요할 때 옮기는 방법은 그에 비. 
해서 리스크는 좀 적다라고 생각을 했어요(S16).

단어만 쓰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 
파파고를 굳이 파파고여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단어를 쓰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단어들이 모여서 뭔가 구조화가 돼야 문장이 
되는데 그 단절적으로만 보는 거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S18). 

면담 분석 결과 상호작용 유형 별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상호작용   
패턴이 달리 나타났으며 특히 번역기에 입력하는 국문의 수준에 따라 , 
그 효과를 달리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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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결론. Ⅴ

1. 논의

가 인공지능 번역기 사용에 따른 영어 작문 수행 결과  . 

본 연구는 영어 작문 과제 수행 상황에서 인공지능 도구 사용의 효과  
성을 탐색하고 상호작용 유형을 정리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특
성과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수행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학습자 단. 
독 영어 작문을 수행한 조건보다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는 영어 작문
을 수행하는 조건에서 영어 작문 전체 점수와 인지된 수행 결과가 유의
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학습자 대상의 면담 결과에서 인공지능 번역기를 . 
사용하는 영어 작문이 표현 및 내용 영역이 향상되었으며 심리적 안정, 
감을 획득할 수 있고 인공지능 번역기가 사고 촉진의 매개물로 기능하, 
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영어 작문 결과가 향상되지 않을 것이며. ,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영어 작문 역량이 향상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문헌에서와 같이 번역. 
기의 사용이 단어 문법 표현 수준 및 작문 검토 내용의 품질 향상에 긍, ,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부정확성 문자 그대로의 번역 모국어 , , , 
작문 형식에 의존적인 번역 결과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는 학습자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다(Aeschlimann et al., 2020; Briggs, 

김재상2018; Kim et al., 2020; Lee, 2020; Tsai, 2019; , 2017).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를 탐색하기 위하여 먼저 인공지능 번역기  

의 역할과 학습자와의 관계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Vygotsky(1980)
는 언어 학습이 교사 동료 학습자 다양한 도구에 의해 매개된다고 하였, , 
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학습 과정에서의 도구 사용은 수행 향상을 위. 
한 목적만이 아니라 보다 총체적인 상호작용 측면에서 탐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인공지능 번역기의 사용과 그 결과가 학습자의 인지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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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고가 촉진되어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학습자들이 인공지능 번역기에 대해 번역하는 행위를 대. 
신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 과정을 점검하는 , 
인지적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편 영어 작문 수행 결과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은 영어 작문 활동이  

라는 활동 시스템 내부 구성요소인 학습자와 인공지능 번역기 간의 관계
와 모순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활동 이론에서 활동이 변화하거나 혁신. 
적 시도로 나아가는 원동력은 모순에 있다 본 (Engeström, 2001, p.137).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사고 촉진의 매개물 로써의 인공지능 번역기는 “ ”
활동 시스템 내부의 주체 학습자 와 도구 인공지능 번역기 의 모순을 보( ) ( )
여주는 것이며 다수의 응답에 따르면 이러한 모순이 학습자의 영어 작, 
문 결과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학습자들이 학습했다 라고 반응‘ ’
할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공지능 도구가 학습 . 
과정에 개입될 경우 단순히 결과물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수 기계의 역할
을 넘어 학습자의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체제 내부의 모순을 
발생시키는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나 학습자와 인공지능 번역기의 상호작용 유형  .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는 영어 작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행동별 시간 비율을 기반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한적 국문형- , 
제한적 영문형 협력형의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제한적 국문형은 학- , . -
습자 단독 행동 중 국문 작문하기의 행동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한적 영문형은 학습자 단독 행동 중 영문 작문하기 행동의 비율이 가장 -
높게 나타났다 협력적 유형은 다른 두 유형과는 달리 국문 작문하기 영. , 
문 작문하기의 비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은 반면 번역기와의 상호작용적 
작문 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 
나타나는 행동 시간 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세 유형 간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면담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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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먼저 제한적 국문형 유형은 국문으로 전체 글을 작문한 후 번역기, -
에 입력하는 이유로 초안 쓰기 단계에서 인공지능 번역기가 믿을만하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제한적 영문형 유형은 초벌 번. , -
역의 단계에서 학습자가 단독 영문 작문을 시도한 후 필요에 따라 인공지
능 번역기를 사용하며 그 이유로는 표현의 정교화나 모르는 표현에 대해 , 
물어보기 위함이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상호작용 유형의 학. 
습자들은 영어 작문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작문하
고자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거나 부연 설명 목적의 문장에 대해
서는 인공지능 번역기에 맡긴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 유형의 학습자들. , 
은 인공지능 번역기와의 상호작용에서 소통 방식을 고려하여 번역할 내용
을 입력하였다고도 하였다. 
학습자와 인공지능 도구의 상호작용에 대한 몇몇 선행 연구들은 인공지  

능 기술에 기반을 둔 도구가 지금까지의 테크놀로지와는 다른 특성을 지
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지능적 특성을 지니는 에이전트의 등장은 학습자와 . 
테크놀로지의 상호작용이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보여준다(Chou et al., 2003; Edwards et al., 2019; Fryer 

이러한 선행 연구와 유사하게도 연et al., 2007, Luckin et al., 2017). , 
구 참여자들이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여 동일한 영어 작문 과제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저마다 다른 상호작용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공지. 
능 번역기의 제한적 인터페이스로 인해 실제로 대화를 하거나 정서를 교
류하는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습자가 인공지능 번역기에 대해 보이, 
는 서로 다른 역할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할 기대는 그간 학. 
습 동반자로서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탐색하였던 선행 연구의 가능성을 확
인하는 바이기도 하다 세 가지 유형 (Chan, 1991; Luckin et al., 2016). 
중 협력적 상호작용 유형의 상호작용적 특징에서 나타난 소통 방식에 대‘
한 고려 는 학습자가 인공지능 번역기를 학습 동반자 로 인식하고 ’ (partner)
보다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성찰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106 -

다 학습자 역량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및 영어 작문 관련 역량이 학습자와 인공지능  
의 상호작용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 
결과 에서는 상호작용 유형별로 인공지능 관련 역량의 집단 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어 작문 역량은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한적 영문형 유형이 다른 두 유형보다 통제 조. -
건의 인지된 수행 결과 점수 및 영어 작문 자기 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인공지능 도구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학습, 
자의 교과지식이 높을수록 인공지능 도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인공지능 및 영어 작문 관련 역량이 학습자와 인공지능 번역기의 상호  

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과 동료들 은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근Hancock (2011)

본적인 요인으로 인지된 신뢰를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인지. 
된 신뢰는 인간 및 로봇 환경 관련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나타, 
나는 결과물이다 즉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던 인공지능 관련 역. , 
량 및 영어 작문 관련 역량은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인지된 신뢰를 형성
하는 요인의 일부이며 이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학습자와 인공지능 , 
번역기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학습자와 인공지능 번역기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의한 것은 영어 작문 관련 역량 인지된 수행 결과 영어 작( , 
문 자기 효능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공지능 도구의 수용 또는 ) . 
상호작용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인공지능 관련 역량이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Schepman & Roadway, 2020; Wang, 2017), 
는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인공지능 역량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영어 작문 과제와 같이 선행 지식 및 학습자의 . 
높은 기본 역량이 요구되는 과업에서 학습자의 상호작용 유형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는 내용 영역에 대한 지식과 역량임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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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습자와 인공지능 번역기의 상호작용 유형이 영어 작문   . 
결과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의 유형에 따른 영어 작문 결과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통계 분석에서는 협력적 유형. 
의 내용 점수 향상이 가장 높았으며 제한적 국문형의 경우 표현 점수와 -
전체 점수 인지된 수행 결과의 향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한적, . 
영문형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향상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활동 이론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있다  . Leontiev(1931)

는 외부적 도구에 의해 매개되었던 학습 활동이 반복적인 재분배를 통해 
내재적 사고에 의해 매개되는 내재화 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 이중 ‘ ’ . 
자극 방법에 기반을 둔 검증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이러한 내재화의 수준은 , 
학습자의 역량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 문제의 결과. 
를 살펴보자면 학습자마다 영어 작문 활동이 내재화된 수준이 모두 다를 
것이라 가정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 문제 번에서 상호작용 유형별로 통, 3
제 조건의 영어 작문 표현 영역 점수 전체 점수 인지된 수행 결과 점수, , 
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여 검증한 바 있다 연구 대상자인 대학 원 생들. ( )
은 외부 자극물에 의한 매개 역량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 
성취도를 결정하는 것은 영어 작문 활동의 내재화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술 통계에서 확인한 바로는 평균적인 영어 작문 역량이 가. 
장 낮은 제한적 국문형의 표현 및 전체 점수 인지된 수행 결과의 향상이 - ,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이러한 결과는 아직 영어 작문이 온전히 ([ -1]). Ⅴ
내재화되지 않은 다시 말해 통제 조건의 영어 작문 점수가 가장 낮은 제, 
한적 국문형 유형의 학습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학습자의 영어 작문 . , 
역량이 학습자와 인공지능 번역기의 상호작용 유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 
영어 작문 결과의 향상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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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영어 작문 점수 향상도[ -1] Ⅴ

마 교육공학적 시사점   .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학습자와 인공지능 도구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교육공학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기존 학교교육에서의 인공지. , 
능 도구 활용이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고찰해 볼 수 있다 지. 
금까지 학교교육 맥락에 도입되어 활용되는 인공지능 도구들은 도구 그 
자체의 적용 효과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으며 학습자들이 이러한 ,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며 이러한 사용 패턴이 어떠한 효과로 나타나는지
에 대한 심층적 탐색에는 한계가 있었다 학교 현장에 기반의 테크. ICT 
놀로지가 도입된 이래로 수많은 도구들이 나타났다 사라진 사례들을 생
각한다면 앞으로 인공지능 도구 또한 이러한 한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
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탐색한 바와 같이 학습자와 , 
인공지능 도구의 사용 패턴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에 따른 효
과에 대한 총체적 탐색을 통해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반 
교육의 성공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수 설계 시 학습자와 인공지능 도구의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적  , 

응적으로 학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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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 유형은 교과 역량이나 또는 교과 역량의 내재화 정도를 내보이는 
현상이므로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도구 활용과 관련하여 교수 학습 맥락의 , 
처방을 제시하기에 앞서 학습자와 인공지능 도구의 상호작용 유형을 파악
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서 코딩 스킴을 활용하여 교과 및 학습 활동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유형화
하고 각 행동별 시간의 비율에 기반한 학습자와 인공지능 도구의 상호작, 
용 유형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추후 학습자 맞춤형 교수 학습 설계 지원에 
대한 교육공학적 시사점을 가진다.
셋째 인공지능이 개입된 학습 상황에서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설계하기   , 

위해서는 학습자와 인공지능 도구의 바람직한 협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학습자와 인공지능의 협력에 대한 다양한 시각. 
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각 유형 별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분석한 . 
결과 각 학습자들은 인공지능 번역기에 대해 서로 다른 역할 기대를 지니, 
고 있었으며 이는 과제 수행에서 상호작용 수준의 차이로 나타났다 일반. 
적으로 정의되는 협력이 수행 주체들 간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적 집단적 노력의 연속 임을 염두에 둔다면 학습자와 , (Terveen, 1995)
인공지능이 함께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의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스캐폴딩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 
  

2.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와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적 과제 수행에서 인  
공지능 도구 활용의 효과성을 수행 결과로 검증하고 학습자 특성이 상, 
호작용 유형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 유형이 수행 결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총 명의 대학 원 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 21 ( )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과 사용하는 조건에서 영어 작문 활동을 수
행하도록 하였으며 관찰 설문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질적인 방법, , , 
과 양적인 방법을 혼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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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에서 인공지능 도구의 사용은 학습자의 과제 수행 결과를 향  
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와 인공지능 도구의 상호작용 유. 
형은 제한적 국문형 제한적 영문형 협력형 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 - ’, ‘ - ’, ‘ ’
각각 국문 작문 후 글 전체를 번역기에 입력하는 유형 영문 작문 후 모, 
르는 부분에 대해 선택적으로 번역하는 유형 국문 작문과 영문 작문이 , 
동시에 나타나며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 행동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
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 
특성은 교과 영역과 관련한 역량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작용 유형에 , 
따른 교과 점수 향상 정도는 차이가 없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본 연구의 실천적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교육  , . , 

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학습자와 인공지능 도구의 상호작용을 양
적 질적으로 탐색하였다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도구의 활용, . 
은 소프트웨어 교육과 콘텐츠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한 학습 과정에 대해 심층적으, 
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김성애 박민규 외 그러나 본 ( , 2021; , 2021). 
연구에서는 질적 심층적 탐색을 통해 인공지능 도구가 개입된 학습 상, 
황에서 학습자들이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는데 의
의가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도구와 시스템들이 교육 현장에 활. 
발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계부처합동 이러한 탐색적 ( , 2019),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토대
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공지능 도구의 역할을 확  , 

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선행 문헌들은 주로 인공지능 도구의 . 
적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의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경
향이 나타난다(Cavaleri & Dianati, 2016; Fryer & Carpenter, 2006; 
Huang & Taylor, 2020; Lee, 2020; ONeill & Russell, 2019; Tsai, 

황요한 하지만 본 연구는 인공지능 도구의 사용이 학습 과2019; , 2021). 
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공지능 도구의 역할을 양적 
및 질적으로 탐색하였으며 사고를 촉진하는 인지적 도구와 즉시적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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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튜터의 역할 등이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인공지능 도구를 통. 
해 자신의 사고 과정을 점검하고 표현의 정교화에 집중하는 대신 내용의 , 
생성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등 과제 수행 전반에서 변화된 학습 행
동을 보고하였다 이는 학습 과정에 도입되는 테크놀로지의 역할이 내용의 . 
전달이나 통제 및 평가를 위한 효율적 도구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의 사고를 강화하고 교육 과정을 강화하는 학습의 매개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Devane & Squire, 2012; Popenici & Kerr, 2017; 
Vygotsky, 1980). 
셋째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 학습 도구 및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  , 

어 학습 과학의 측면에서 학습자 중심의 설계 방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학습 과학의 학제 간 연구를 통. 
해 학습자의 학습하는 방식 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 ’
었다 하지만 인공지능 도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 
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공지, 
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학습 맥락에서의 인공지능 
도구 사용 양상에 대해 알지 못한 채로 인공지능 도구와 시스템을 개발한
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교육 맥(Luckin & Cukurova, 2019). 
락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학습자의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의 상호작용 행동이 피드백 되어 학습자 모델, 
이 지속적으로 발전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습자와 인공지능의 . 
상호작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여 앞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도구와 학습 시스템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학습의 매커니즘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제언

본 연구에서 드러난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제한된 집단의 적은 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 
는 명의 대학 원 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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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영어 작문 역량을 지닌 충분한 수의 참여자를 모집하지 않았다는 제
한점을 가진다 특히 고등 교육 맥락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 
점이 연구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연구. 
에 참여한 학습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 통계에서는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 검증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영어 작문 역량 인공지능 역량. , 
을 지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설계를 적용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실험연구의 단일 집단 설계 중 반복측정설계 방법을   , 

채택하여 통제되지 않은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연구 참여자들은 제한된 환경에서 단순 영어 작문 과제를 수행.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제 학습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 
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활동 이론의 관점에서 주체인 학습자와 객체인 . 
영어 작문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도구인 인공지능 번역기의 상호작용을 , 
탐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칙 공동체 분업에 대한 탐색 또한 필, , 
요하다 이에 추후에는 연구의 외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학습 . 
맥락이나 공교육의 맥락 등 다양한 학습 상황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실시하여 보다 역동적인 활동 체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영어 작문 과제 수행에 있어 인공지능 번역기라는 도  , 

구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그 패턴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러. 
나 이는 학습자가 인공지능 도구와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학습
자 개인의 인지 과정을 인공지능 도구가 담당하는 상황만을 관찰한 것이
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 도구와 함께하는 효과 를 살펴본 것. (effect with)
으로 학습자가 인공지능 도구와 함께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수행 향상은 ,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학습자의 진정한 성취는 이러. 
한 도구가 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도구와 함께하지 , 
않는 상황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본 (Salomon et al., 1991). 
연구에 기반을 둔 후속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번역기의 사용 이후 도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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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도 학습자의 수행이 향상되었는지의 여부 즉 인공지능 도구의 효과, 
를 확인하여 인공지능 도구에 대한 인지적 분산이 실제 학습자(effect of)

의 성취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설계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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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사전 설문지[ 1] 

사전 설문지

ID: (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 참여자의 영어 작문 자기 효능감과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인공지능 리터러시 수준을 확인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조, . 
사는 약 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설문조사를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음10 . 
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나 이득은 없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얻는 모든 .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설문 결과는 . ,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 
속드립니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
니다

년 월2021 8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연구 담당자 김혜은: 
연락처: 010-8705-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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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

다음 설문 문항에 성실히 응답해 주세요. ※ 

귀하의 성별을 선택하세요▶ 

.                           남□ 여□ 

귀하의 현재 만 나이를 기입하세요.▶ 

                                       

귀하의 전공 및 학력 사항을 모두 기입하세요. ▶ 

전공명 학위명 학사 석사 박사( / / ) 졸업 여부 재학 졸업( / )
경영학과e.g. 학사e.g. 졸업e.g. 

본 문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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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영어 작문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다음에 제시1. . 
된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중 자신이 1( ) 5( ) 
평소 생각하는 바와 가장 일치하는 곳에 로 표시하세요V .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나는 영어 글쓰기를 할 때 많은 아이디1-1. 
어를 생각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 생각을 영어로 쓸 수 있다1-2. .  ① ② ③ ④ ⑤

나는 아이디어를 잘 나타내는 영어 단1-3. 
어를 생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한 1-4. 
문단을 여러 문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한 편의 글을 서로 다른 영어 문1-5. 
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 문단을 논리정연하게 쓸 수 1-6.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 글쓰기를 할 때 동사를 정확1-7. 
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 문장을 문법에 맞게 쓸 수 1-8.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 글쓰기를 할 때 문법적 오류1-9. 
를 고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주어진 영어 단어로 새로운 문장1-10. 
을 만들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논증하는 문단을 영어로 쓸 수 1-11.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1-12. 
를 영어로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131 -

다음은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다음에 제시2. . 
된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중 자신이 1( ) 5( ) 
평소 생각하는 바와 가장 일치하는 곳에 로 표시하세요V . 

나는 내가 쓴 영어 작문을 보다 나은 1-13.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 작문을 할 때 좌절감을 통1-14. 
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로 글 쓰는 것이 어렵더라도 1-15. 
계속해서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인공지능 시스2-1. 
템을 사용하는 데 흥미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인공지능은 재미있다2-2. . ① ② ③ ④ ⑤

인공지능은 많은 곳에서 유익하게 활2-3. 
용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인공지능을 내가 하는 일에 사2-4. 
용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인공지능을 비윤리적으로 사용하는 2-5.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인공지능이 해롭다고 생각한다2-6. .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인공지능이 위험하다고 생각한2-7. 
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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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3. .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중 자신이 평1( ) 5( ) 
소 생각하는 바와 가장 일치하는 곳에 로 표시하세요V . 

인공지능 리터러시 개인이 비판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평가하고 인공지능과 효과( : , ※ 
적으로 의사소통 및 협력하며 온라인과 가정 및 직장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도록 , 
하는 역량의 총체적 집합으로 인공지능 관련 지식 및 기능을 의미함) 

인공지능은 사람을 감시하는 데 사용2-8. 
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인공지능이 사용된 기기와 3-1. 
사용되지 않은 기기를 구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사람 동물 인공지능의 차이3-2. , , 
점을 지능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분
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인공지능 개발에 다양한 분3-3. 
야의 지식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의 3-4.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인공지능이 잘 해결하는 문3-5. 
제와 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구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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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미래에 인공지능이 세상을 3-6. 
어떻게 바꿀지 상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인공지능이 지식을 어떻게 3-7. 
표상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추론하는3-8. 
지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머신러닝의 절차와 방법을 3-9.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인3-10. 
간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3-11. 
이터를 어떻게 수집 분석 해석 활용, , ,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데이터3-12. 
로부터 학습하는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되는 3-13. 
데이터가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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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

나는 인공지능 로봇이 물리적으3-14. 
로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인공지능과 연결된 센서가 3-15.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 3-17. 
이슈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인공지3-18. 
능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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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사후 설문지[ 2] 

사후 설문지

ID: (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 참여자의 파파고에 대한 인식과 인지된 수행 결과를 확
인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약 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설. 10 . 
문조사를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나 이득은 없
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얻는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 
다할 것입니다 또한 설문 결과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이외의 . , ,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
니다

년 월2021 8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연구 담당자 김혜은: 
연락처: 010-8705-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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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문 문항에 성실히 응답해 주세요. ※ 

통제 조건 과제 수행 직후[ ]

다음은 영어 작문에 대한 인지된 수행 결과를 측정하는 문항입니다1. . 
다음에 제시된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1( ) 5(
다 중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로 표시하세요) V .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명확1-1. 
하게 제시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논리1-2. 
적으로 제시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1-3. 
와 근거를 타당하게 제시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 문장이 서로 유기적1-4. 
으로 연결되도록 글을 썼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1-5. 
통일성 있게 글을 썼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주장이 잘 드러나도록 문1-6. 
단을 구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내 생각을 잘 표현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137 -

- 감사합니다. -

1-8. 나는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 문장을 썼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 문법에 맞게 글을 1-9. 
썼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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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조건 과제 수행 직후[ ]

다음은 파파고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1. .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중 자신이 생1( ) 5( ) 
각하는 바를 로 표시하세요V .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파파고와 함께 영어 작문 과1-1. 
제를 능숙하게 수행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파파고를 점점 더 능숙하게 1-2. 
사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파파고와 능숙하게 상호작용1-3.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파파고가 정확하다고 믿는1-4. 
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파파고를 신뢰한다1-5. . ① ② ③ ④ ⑤

나는 파파고가 번역한 내용을 신1-6. 
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파파고는 영어 작문에 도움이 되1-7. 
었다.  

① ② ③ ④ ⑤

파파고를 사용하여 영어 작문의 1-8. 
질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파파고는 유용한 번역기이다1-9. . ① ② ③ ④ ⑤

파파고를 사용하는 방법이 명확1-10. 
하고 이해하기 쉬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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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영어 작문에 대한 인지된 수행 결과를 측정하는 문항입니다2. . 
다음에 제시된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1( ) 5(
다 중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로 표시하세요) V . 

파파고를 사용할 때 내가 원하는 1-11. 
내용을 쉽게 번역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파파고는 사용하기 쉽다1-12. .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명확하2-1. 
게 제시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논리적2-2. 
으로 제시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2-3. 
근거를 타당하게 제시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 문장이 서로 유기적으2-4. 
로 연결되도록 글을 썼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통2-5. 
일성 있게 글을 썼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주장이 잘 드러나도록 문단2-6. 
을 구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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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

2-7. 나는 내 생각을 잘 표현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 문장을 썼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영어 문법에 맞게 글을 썼2-9. 
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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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면담지[ 3] 

영어 작문 활동에서  
학습자와 인공지능 번역기의 상호작용 탐색

면담 프로토콜

!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파파고가 어떤 점이 도움 되었나요 파파고를 사용해서 영어 작문수? 
행 결과가 더 향상되었습니까 이번 과제를 통해서 새롭게 배운 것이 ? 
있습니까?   

! 어떤 제한점이 있었나요 파파고가 개선해야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

! 인공지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귀하의 인공지능에 대한 ? 
지식이나 경험이 파파고를 사용한 영어 작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소 인공지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가 파파고를 사용한 영어 작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
까?

면담 안내

" 귀하의 면담 내용은 영어 작문 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와 인공
지능 번역기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 면담 내용은 연구를 위해 녹음됩니다 귀하가 녹음을 원치 않을 경. 
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42 -

! 귀하의 영어 작문 능력이 파파고를 사용한 영어작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파파고를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파파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처음 기대했던것. 
과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요? ? ? 

! 어떤 경우에 파파고의 번역결과를 수용했나요?

! 어떤 경우에 파파고의 번역결과를 사용하지 않았나요? 

! 파파고와 상호작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나요 사용하기 쉬웠나요 파( )? 
파고를 신뢰하셨나요 파파고에게 친밀감을 느꼈나요 그 이유는 무? ? 
엇인가요? 

! 파파고를 사용하는 방식이 영어 작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
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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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한적 국문형 상호작용 유형의 행동 패턴[ 4] - (1) 



- 144 -



- 145 -

부록 제한적 국문형 상호작용 유형의 행동 패턴[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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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한적 영문형 상호작용 유형의 행동 패턴[ 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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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한적 영문형 상호작용 유형의 행동 패턴[ 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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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협력적 상호작용 유형의 행동 패턴[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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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협력적 상호작용 유형의 행동 패턴[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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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action Types of Learners 
and AI Translators in English 

Writing Task

Hyeeun Kim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is bringing about many changes in society as a 
whole. The concept of AI, which first appeared in the 1950s, has 
been recently developed dramatically due to the emergence of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big 
data. Unlike existing advanced technologies introduced in the 
educational context, AI has intelligent characteristics. 
Accordingly,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olving chronic 
problems in the educational field and to innovate school 
education. However, paying attention to the innovation of AI 
technology, there is a lack of in-depth research on how these 
technologies affect learners when they are introduced in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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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context and how the learning process mediated by these 
tools appears. Therefore, when AI tools and systems are 
introduced in the educational context, research is needed to 
closely examine how learners learn based on these tools.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ffectiveness of AI tools 
through the effect of the use of AI translators in the context of 
performing English writing tasks. In addition, the interaction 
types between learners and AI translators were summarized to 
confirm the performance results according to the learner 
characteristics and interaction types that influence them. The 
specific research problem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difference in the learner's English writing 
performance results under the conditions of not using an AI 
translator and the conditions of using it? Second, how do 
learners interact with AI translators in English writing tasks? 
Third, how does the learner's AI and English writing capabilities 
affect the interaction with the AI translator? Fourth, how does 
the type of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and AI translators affect 
the results of English writing? 
  To solve the above research problems, a repeated 
measurement design research method of experimental research 
was conducted. First, based on previous studies, research tools 
were developed to explore the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and 
AI translators in the context of performing English writing tasks. 
In addition, an experiment was conducted and data was collected 
on 21 adults whose English writing competencies were not too 
high. Participant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in the order of 
pre-survey and English writing under the control condition, 
post-survey of control condition, English writing und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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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condition, post-survey of treatment condition, and 
interviews. In the treatment condition, a condition for using an 
AI translator was added. The collected quantitative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independent 
K-sample tests, and Kmeans cluster analysis. In the case of 
qualitative data, the data recorded in the English writing process 
were quantified according to the coding scheme, and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qualitative dat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AI tools in 
task performance improved learners' task performance results. In 
addition, the types of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and AI tools were 
'Limited-Korean type' that inputs the entire text into the translator 
after writing in Korean, 'Limited-English type' that selectively 
translates difficult parts after writing in English, and 'Cooperative 
type' that shows the most interaction behavior with AI translator. 
Learner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these types of interaction were 
found to be subject-related competencies,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degree of improvement in writing scores according to the 
types of interaction.
  This study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explored the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and AI tool.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 use of AI 
tool on the learner's overall learning process as well as the 
performance results were confirmed.  And the role of AI tools in the 
learning process was explored.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the basis for preparing learner-centered design in terms of 
learning sciences in developing AI-based learning tools and systems 
in the futu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mprehensively 
explored the learner's learning process mediated by AI tool in the 



- 160 -

learning context, and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to the educational field and theory in the future. 

keywords : AI translator, human-computer interaction, interaction 
analysis, activity theory,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english writing
Student Number : 2020-2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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