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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TIFICIAL INTELLIGENCE



What is Artificial Intelligence (AI)?

UNESCO(2019)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PPLICATIONS OF AI

출처: 중앙정보기술인재개발원•중앙정보처리학원



UNESCO(2019)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AI can help advance collaborative learning. One of the most revolutionary aspects of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 is found in situations where learners are not 
physically in the same location. It provides students variable choices insofar as when and 
where they wish to study. 

• AI can help personalize learning through various ways.

• AI can help create a better professional environment for teachers to work more on 
students with difficulties.

• AI can help map each student’s individual learning plans and trajectories,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subjects and learning preferences and activities. 

• AI can personalize learning and improve opportunities for students with the help of their 
teachers and schools.



서울시 교육청 (2018) 영어학습플랫폼 구축 기획연구

• 공교육 내 의사소통중심 영어노출시간 확대 필요

• 영어 의사소통경험 확대 필요

• 인공지능의 말하고 듣는 기능을 영어교육에서 활용할 필요

• 영어교사가 인공지능을 교수학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환경이 필요

영어학습플랫폼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에 맞는 다양한 영어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선생님이 학습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교육부(2019)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계획

학생↔AI
❖학생 수준에 따라 교과서 기반의 파닉스‧단어‧문장‧대화연습

❖발음 교정, 자유주제 대화연습

AI→학생
❖학습자 데이터 분석에 따라 수준별 말하기 연습 반복 제공

❖학습자 수준과 흥미에 맞는 영어 읽기‧쓰기 콘텐츠 추천

AI→교사
❖학습자 맞춤형 숙제 생성 및 학습관리 기능

❖교사가 수업 중 사용할 학습콘텐츠 직접 구성‧편집 기능



AI 학습 도구의 특징 및 장점

• 1. User Friendly Need Based 
Instructional Programs 

• 2. Qualitative Contents

• 3. Additional Support System to 
Teachers and Students 

• 4. Quick Feedback System

• 5. Changing the Role of Teacher as 
a guide and director 

• 6. Worldwide Access 

• 7. Personalization of Teaching-
learning of English 

Dr. SANDIP P. GAWATE (2019) ARTIFICIAL INTELLIGENCE (AI) BASED INSTRUCTIONAL PROGRAMS IN TEACHING- LEARNING OF ENGLISH LANGUAGE



기존연구

챗봇(chatbot)에 중점을 둔 연구 多

• 김혜영 (2019) 영어교과 보조 도구로서의 AI 챗봇 분석 연구

• 김인석, 김봉규 (2020) 인공지능형 대화형 챗봇 현황과 영어교육용 챗봇 개발 방안

• 윤여범, 박미애 (2020) 인공지능과 초등영어교육: 챗봇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 양혜진 외(2019) 인공지능 음성챗봇기반 초등학교 영어 말하기 수업 연구

• 이동한(2019) 초등영어교과서를 활용한 영어말하기 학습용 챗봇 제작 방안

챗봇이란? 문자 또는 음성으로 대화하는 기능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인공 지능

출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김혜영(2019) 영어교과 보조 도구로서의 AI 챗봇
분석 연구

• 인공지능 비서 봇(AI assistant bot) 중 Amazon 사의 Alexa와 Google 사의 Google assistant를
이용하여 두 챗봇과 대화자 사이의 담화수준과 상호작용 능력을 영어학습 관점에서 비교·분석

• 두 가지 AI는 현재 상태에서도 우리나라 영어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도구로 판단됨

- 근거 1 : 교육과정과 연계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86% 이상의 높은 성공률

- 근거 2 : 주제나 내용 면에서도 우리나라 학습자에게 적합한 수준의 정보를 제시한 것으로
분석됨 (AI 구사 어휘 97% 초·중·고 교육과정의 권장어휘 수준에 포함)



김혜영(2019) 영어교과 보조 도구로서의 AI 챗봇
분석 연구

첫째, 외국어학습, 외국어 교육과정에 근거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목적형 챗봇 프로그램 개발필요

둘째, 외국어 학습자 코퍼스 구축 및 분석을 통해 외국어 학습자의 발화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챗봇 개발
에 반영할 필요



윤여범, 박미애(2020) 인공지능과 초등영어교육: 
챗봇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 음성인식 기술의 향상 및 초등영어교육의 특성 고려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

- 음성인식의 측면에서는 한국인이 영어 발음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빅데이터를 축적하
여 초등학교 중하위권 학습자의 다소 부정확한 영어 발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음성인식 능
력을 향상시킬 필요

- 초등영어교육의 특성 고려 측면에서는 기존 챗봇의 난이도를 낮추어야 하며, 본격적인 대
화에 앞서 충분한 연습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초등학생의 흥미 유지와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
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양혜진 외(2019) 인공지능 음성챗봇기반 초등학
교 영어 말하기 수업 연구

• ‘음성챗봇을 활용한 모둠 말하기 과업 활동에서 학습자와 챗봇과의 대화의 특성은 어떠하였는가?’

- 적극적 대화참여

• ‘음성챗봇기반 말하기 활동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은 무엇인가?’

- 챗봇의 대화 길이와 속도, 표현 등에 대한 조정 필요

• ‘음성챗봇과 모둠 과업 활동에 대한 참여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 학생들은 챗봇과의 대화를 재미있는 놀이로 생각

- 챗봇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말하기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인식



이동한(2019) 초등영어교과서를 활용한
영어말하기 학습용 챗봇 제작 방안

• 외국어 학습을 위한 챗봇 분류

1) 단순 응답형

(1) Alexa 

- 아마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플랫폼

- 검색엔진과 접속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

(2) Google Assistant

- Google에서 개발한 인공지능형 가상 비서

- 사용자와 간단한 대화를 수행하며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정보 검색 등의 음성 비서 역할 뿐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한 대화 상대자의 역할까지 기능을 확장



이동한(2019) 초등영어교과서를 활용한
영어말하기 학습용 챗봇 제작 방안

• 외국어 학습을 위한 챗봇 분류

2) 상호 대화형

(1) Monica 

- 네이버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Clova를 장착하여 제작된 영어 학습용 챗봇

-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주제를 제한하여 영어를 학습하는 목적으로만 설계된 영어 학습용 챗봇

(2) Andy

- ZTO Lab에서 개발된 안드로이드 기반의 영어 학습용 챗봇

- 영어로 회화를 학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사용자와 채팅을 통해 문법과 어휘도 학습하며 게임을 수행



이동한(2019) 초등영어교과서를 활용한
영어말하기 학습용 챗봇 제작 방안

• 초등영어 교과서를 활용하여 직접 챗봇을 개발하는 방법을 제시

• 챗봇 제작을 위한 플랫폼으로 Google Assistant의 Dialogflow를 선택 및 제작 방법 소개

• 수준별 대화문을 만들어 초등 학습자의 수준에 맞도록 말하기 학습을 진행

• 수준별 대화문은 문자의 길이와 어휘의 난이도 등에 근거하여 “기본형”, “응용형”, “고급형”으
로 분류하여 챗봇과 직접대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초등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다이얼로그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제작한 챗봇을 활용하여 단계별
로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네 단계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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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외국어 학습자 코퍼스 구축 및 분석을 통해 외국어 학습자의 발화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챗봇 개발
에 반영할 필요 김혜영(2019)

셋째, 한국인이 영어 발음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빅데이터를 축적하여 학습자의 다소 부정확한 영어
발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음성인식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 윤여범, 박미애(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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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속적으로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챗봇 개발 및 학습자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데이
터 구축하고 실제 맞춤형 학습플랫폼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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