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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의 혁신적 기술 진보를 배경으로 지능정보사회의 핵심기술인 머신러닝, 딥러닝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도 인

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여 인공지능 역량 강화 교육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는 제 1차 정보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Web of

Science(WoS)에서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과 관련된 국외 논문 416편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대

상으로 R 프로그램의 bibliometrix 패키지를 활용하여 국가별 연구현황과 연구 주제, 인용횟수, 저자 등록 키워
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있는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

구 동향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정보교육 과정에서 연구되

어야 할 주제와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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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is a growing interest and need for the educational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such as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

ety, owing to the recent innovative technological advances. Consequentl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e

First Information Education Comprehensive Plan for introducing artificial intelligence competence enhancing educa-
tion into the education field in preparation for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Therefore, this study collected 416 overseas papers related to the educational use of artificial in-

telligence from the Web of Science (WoS) in order to explore the potential for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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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ly. This study analyzed the research status and research topic by country, citation counts, network
analysis on keywords of the collected data by using the bibliometrix package of R program.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research trend on the educational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currently being conducted in

foreign countries. It is believ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obtain implications for the topics and directions to be
studied in the information education for strengthening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Research Trends, R mapping, Bibliometrix

1. 서론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시기와 특징에

따라 1차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구분되며 1차 산업혁명

은 1784년 증기기관 혁명과 기계화 생산 설비가 등장한

것을, 2차 산업혁명은 1870년 전기를 활용한 대량 생산

으로 제조업이 확대된 것을, 3차 산업혁명은 1969년 컴

퓨터를 활용한 정보화, 자동화 생산 시스템의 기틀이 마

련된 것을 의미한다[6][12]. 그리고 현재에 해당하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실재와 가상을 결합함으로써 사물과

환경을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가상의 물리 시스템의 출

현을 의미한다. 즉,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업, 생명

과학기술(BT)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의 총체적인 변

화가 나타나는 사회이며, 기존에 인간이 차지하고 있던

많은 직업을 대체하여 미래 일자리와 사회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 사회이다[12]. 특히, 2016

년 3월 9일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격돌은 먼 미

래의 일로만 여겼던 ‘인간을 넘어선 인공지능’이 현실화

되고 있음을 시사하였고[7], 많은 사람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는 1956년

Dartmouth conference에서 McCarthy에 의해 최초로 제

안되었다. 그 이후 고습 수학 문제와 논리적 문제를 해

결하는 수준에 이르는 등 인공지능 연구는 급속한 발전

을 이루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였다[3]. 현재 우리 삶

에도 인공지능의 많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활용되고 있

다. 대표적으로 가정용 AI 음성비서, 의료계에서 진단과

처방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법조계에서 재판에 인공

지능의 판결을 합법화한 사례 등이 있다[29]. 또한, 페이

스북 AI랩 연구진과 이스라엘 텔 아이브 대학에서 연구

한 여러 각도나 조명하에서도 사람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확도 97.25%의 딥페이스 기술과[17] 합성곱 신

경망에서 얻은 표현을 사용하는 예술적 이미지 수정 기

술인 딥드림(Deep Dream) 그리고 장단기 기억 알고리

즘(LSTM, Long short-term memory)은 인공지능의 다

방면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을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짧아진 지식의 생존주기에

발맞추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정하고 있으며

문제해결, 의사소통, 협력, 정보 기술의 활용 등 다양한

것을 범주화하여 기술이나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능력, 즉 역량의 배양

을 강조하고 있다[13][22]. 하지만,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발달로 인한 교수 학습 환경변화와 새롭게 제시되는 온

라인 학습 체제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5].

미래학교의 교육은 학습자 빅데이터에 인공지능 알고

리즘을 적용한 맞춤형 학습을 구현하는 적응적 학습

(adaptive)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15]. 다시 말해

개별 학습자의 취약한 부분을 분석하여 문제를 제시하

는 시스템이 출현하는 것이다[8]. 여기서 더 발전하게

된다면 튜터 로봇이나 인공지능 교사가 등장하여 개별

학생에게 학습 계획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실제 교사의

업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20]. 이는 곧,

미래학교의 교육은 어디에서나(Ubiquitous) 학습 가능한

환경이 형성됨을 뜻하며[12],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 기

술이 교수 학습에 적극 반영된 형태를 나타내게 됨을

뜻한다. 즉, 위의 맥락을 고려한 교육의 역할은 과학 기

술의 발전이 미래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상황에서

[23][24] 학생들에게 명확한 로드맵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기술의 변화를 수용하는 탄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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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하게 작용하도록 미래의 교육을 사회 변화에 따라

예측하고, 지속적인 전망과 전략을 조직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24]. 따라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

는 기술인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전반적인 교육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다룬 연구는 이경건

외(2018)의 머신 러닝을 활용한 과학 논변 구성 요소 코

딩 자동화 가능성 탐색 연구[19], 조헌국(2018)의 이러닝

환경에서의 학습자 성취 예측 모형 탐색 연구와 같이

인공지능이 직접 학습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14]와 류미

영과 한선관(2018)의 연구 및 정영주(2017)의 연구와 같

이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는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11][26]. 하지만 그 연구 결과가 여전히 교

육의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부족하며, 특히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문헌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

이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영미권

국가와 중국에서 많이 수행되어지고 있으며, 그 기술력

을 가진 집단도 대부분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서 기인

한 결과라 볼 수 있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국외논문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국가별 연구현황과 연

구 주제, 키워드, 인용 횟수, 저자등록 키워드에 대한 데

이터 및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각 자료가 나타내는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도입되는 인공지능 역량 강화 교

육이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보

교육 과정에서 연구되어야 할 주제와 방향성에 대한 시

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프로그램

본 연구를 위한 국외논문 문헌 연구자료는 Clarivate

Analytics(http://www.webofknowledge.com)의 Web of

Science(WoS)에서 수집하였다. 자료는 Science Citation

Index(SCI)와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SSCI),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A&HCI)에 게재된

것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색어를 Artificial

Intelligence와 Education을 조합하여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분석이 이루어졌던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416편의 자

료를 추출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R을 활용하였으

며, bibliometrix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bibliometrix 패

키지는 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양적 연구를 위해 개

발된 패키지로 저널의 인용과 키워드 분석, 개념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유용하다. 분석은 세 단계를 거

치게 되는데, 먼저 자료를 추출하여 R 프로그램 형식으

로 변환을 하고, 출력된 데이터 자료를 통계 분석 한다.

그 다음은 변수들의 행렬화를 통한 결합을 통해 다양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2.2. 연구 절차 및 주요 개념

연구 절차는 (Fig. 1)과 같다. 우선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을 선정하여 문헌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선정한다. 둘째, 분석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구성

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 후 R 프로그램은 자료를

읽어오게 되는데 문헌 DB에서 bib 파일로 변환된 것을

읽어온다. <Table 1>은 bibliometrix 패키지에서 사용하

는 프로그램 초기 명령어의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셋

째, 문헌 데이터 분석은 416편의 자료를 대상으로 국적

에서 키워드까지 다양한 방면의 분석을 한다. 넷째, 네

트워크 분석을 위하여 bibliometrix 패키지에서는 행렬

결합을 해야 하는데, cocMatrix() 라는 패키지 명령어를

이용한다. 이 방식에 따른 명령어의 예시는 <Table 2>

와 같다. 유의할 점은 국가 네트워크는 문서에 있는 표

준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metaTagExtraction() 함수를

사용하여 정보를 추출하고 작성자와 연결하여 사용한다

는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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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s> <details>

Study subjects
and methods
selection

· Target: 416 papers related to
educational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Method: Literature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of
overseas papers

Analysis
program

selection and
data collection

· Analysis program: R package
(bibliometrix)
· Data extraction: WoS site

Literature data
analysis

· Paper publication, nationality,
citation, author index,
keywords, and related search
terms

Network
analysis

· Overseas literature data:
Nationality, joint quotations,
keywords and common words

Mapping
· Visualization of statistics and
network data

Results
analysis

· Deriving implications through
analyzing results

(Fig. 1) Study procedures and details

<Table 1> Examples of initial execution commands

<Table 2> Examples of cocMatrix commands

  
한 가지 결합의 예시로 공동 인용 분석은 연구 경향

이나 학계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데, 그 계산은 Bcocit = A′X A

(A 행렬은 문서 X 인용 네트워크 행렬)로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키워드 분석과 작성자 분석, 연관검색어 분

석도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다. 다섯째, 시각화로 각 프

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고유 시각화 특성을 다양한 지표

로 나타내고자 하며, 마지막 결론으로 교육에 적용 가능

성과 방향을 시사점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 결과

3.1. 국외논문 문헌 자료 데이터 분석 결과

(Fig. 2)는 교육적 활용을 다룬 416편의 논문 생산 추

이 분석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1976년부터 2018년

까지 꾸준하게 논문 생산 추이에 변동이 있었으나, 특히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던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

결 이후 논문이 급속도로 많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

다. 그래프를 보면 2016년 이전까지 연평균 8.9편의 논

문이 생산되었으나, 2017년에는 46편, 2018년에는 41편

의 논문이 생산되었다. 이는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연구가 사회적 관심에 힘을 얻어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또한, (Fig. 2)의 그래프 변

Command Explanation

library(bibliometrix)
bibliometrix
library Execution

D <- readFiles("C:/Users/user/
Desktop/savedrecs.bib")

Read files from
storage location

M <- convert2df(D, dbsource =
"isi", format = "bibtex")

Data frame
conversion

results <- biblioAnalysis(M, sep =
";")

Run analysis

type command
Citation
network

A <- cocMatrix(M, Field = "CR", sep = " ; ")

Author
network

A <- cocMatrix(M, Field = "AU", sep = ";")

National
network

M<- metaTagExtraction(M, Field = "AU_CO",
sep = ";")
A<- cocMatrix(M, Field = "AU_CO", sep = ";")

Keyword
network

A <- cocMatrix(M, Field = "DE", sep = ";")

Network
of related
search
terms

A <- cocMatrix(M, Field = "ID", sep = ";")

Document
source
network

A <- cocMatrix(M, Field = "SO", se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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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추이는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 양상과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데, 1980년대 초반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로 부

흥기를 맞이한 인공지능연구는 다량의 데이터 확보의

문제와 시스템 유지와 운용의 문제로 1980년대 후반부

터 정체기에 이른다. (Fig. 2)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딥러닝 기술이 활용되는 2010년대까지 논문 생산 추이

가 실제로 늘어나지 않고 줄거나 해마다 변동이 큰 정

체기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은 기술의 발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ig. 2) Trend of paper publication production by year

국가별로 논문을 생산한 순서(교신저자 기준)를 살펴

보면 <Table 3>과 같다. 미국이 총 120편의 논문을 생

산하여 전체비율 30.15%로 1위이며, 중국과 영국 스페

인이 20편 이상의 논문을 생산하여 그 뒤를 따르고 있

다. 국가별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논문을 생산하는 지표

인 SCP(intra-country)와 MCP(inter-country) 수치를

보면 많게는 50% 이상과 적게는 0%의 수치가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Fig. 3)는 SCP와 MCP의 비율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Table 3> Data for paper publication by country
(based on correspondence authors)

(Fig. 3) Ratio of SCP and MCP

<Table 4>는 국가별로 논문의 총 인용수와 평균 인

용수을 나타낸 것이다. 미국에서 생산된 논문은 총 1565

번 인용되고 있었으며 이는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논문

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이다. 이 수치와 <Table 3>의 결

과를 종합할 때 미국의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눈에 띄는

점은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의 등장인데, 이들 국가는

총 인용이 3위와 4위를 기록할 정도로 비교적 높은 수

치의 국가이면서 평균 인용수가 각각 38.60, 94.00을 나

타내었다. 이는 비록 적은 수의 논문이지만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을 생산했다는 증거이며,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관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큰 논문이라 할 수 있다.

Ran
k

Country
Num
-ber

Ratio
(%)

SCP MCP
MCP
ratio

1 USA 120 30.15 85 35 0.292

2 China 34 8.54 28 6 0.176

3
United
Kingdo
m

31 7.79 20 11 0.355

4 Spain 25 6.28 21 4 0.160

5 Canada 16 4.02 11 5 0.312

6 Turkey 13 3.27 13 0 0.000

7 Taiwan 12 3.02 10 2 0.167

8
Australi
a

11 2.76 9 2 0.182

9
German
y

11 2.76 5 6 0.545

10 Brazil 8 2.01 7 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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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otal citations and average citations by country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다룬 논문은 Computers

& Education과 International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에 각각 11편이 게재되어 가장 많았다. 그 외

IEEE Transaction on Education에서 9편, AI Magazine

에 8편, Computer application in Engineering Education

에 8편, Expert System with applications에 7편,

Computers in Human Behavior에 6편이 실렸다. 위의

결과는 주로 컴퓨터 교육 분야 및 공학 교육 분야 학술

지에 많은 논문이 게재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직 인공

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특정 교과

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인공

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기술적

인 부분이 오히려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타 교과로의

확산은 제한적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하지만, 기술적

인 부분으로 인한 교과 제한적인 접근은 교육 연구의

다양성 차원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핵심은 다양한 학문 간의 유기적인 결합으

로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나 산출물

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28]. 따라서,

과학이나 기술 공학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고[12] 이에

대한 교수 학습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현

재와 같은 편향적인 접근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융·복합적 교육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Table 5>는 게재 논문이 많은 저자별 h-index와

g-index, Total Citations(TC), Number of

Publication(NP)을 나타낸 것이다.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연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 것이 2017년부터라

는 점을 고려할 때, 한 저자가 많은 논문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자 인용 정보(h-index, g-index)

또한 경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H-index and g-index by authors with many pub-
lications evaluating the educational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able 6>은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 인용을 많이 하는 논문들의 목록을 TC

기준으로 정렬한 것이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은

Science에 실린 Machine learning: Trends, per-

spectives, and prospects(2003)이고 평균적으로 연간

88.50회가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 제시하는 가

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9개 중 5개는 교육 분야 논문이

었으며, 그 외 다양한 분야 논문들도 인용이 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교육적 활용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학생들의 적

절한 학습 방식의 모델화는 웹 기반 적응적 학습의 적

절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교실

에서 20∼40명 가량의 다양한 학생들이 단일한 교육내

용을 동시간에 학습한다. 이는 학업 성취도 편차가 큰

학생들의 수준 및 동기 그리고 선호하는 학습 방식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습

부적응이나 스트레스, 적절한 동기가 유발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4][1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학습, 창의적 문제해결 등을 통한 협동학습,

여러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실험 수업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으나 현실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12][16].

하지만, 제시된 연구는 학생들 개개인의 적절한 학습 방

Rank Country
Total
Citations

Average Article
Citations

1 USA 1565 13.04

2
United
Kingdom

309 9.96

3 Netherlands 193 38.60
4 Argentina 188 94.00
5 Taiwan 155 12.91
6 Canada 140 8.75
7 Germany 122 11.09
8 Brazil 112 14.00
9 Spain 110 4.40
10 China 107 3.14

Rank Author
h-inde
x

g-inde
x

TC NP

1 Chen. CY 3 3 42 3
2 Amandi. A 2 2 188 2
3 Aslam. M 1 1 2 2
4 Blandford. AE 0 0 0 2
5 Boticario. JG 1 2 15 2
6 Cabrol. D 1 1 1 2
7 Cachet. C 1 1 1 2
8 Carenini. G 2 2 58 2
9 Carpio canada. J 2 2 12 2
10 Chan. TW 2 2 9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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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대하여 유의미한 모델화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교

육에서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적응적 학습이 이루어지도

록 적절한 방향을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의학 분야의 논문은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다루는 논문에서 많이 인용되는 논문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의학에서 환자의 진단과 교육에서 학생들의 진단

평가가 각각 치료전략과 교수전략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통된 속성이 있음을 뜻한다. 의학 분야에서

의 환자의 진단을 위해 구축한 빅데이터 시스템은 오래

전부터 활성화되어 임상에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교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와 인

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교육은 Hutchins(1995)가

제안한 분산형 인지와 공간적인 제약을 초월한 형태의

교육을 추구하여 VR/AR과 같은 기기를 활용할 것이다

[10]. 즉, 교실에서 얻은 데이터만으로 활동하는 것을 넘

어 별도의 데이터 저장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것

을 가지고 올 것이며, 가정이나 실외 공간에서도 학습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업이나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유한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able 6> First authors, titles, and journals of frequently cited
papers

<Table 7> Frequencies of author keywords and associated
keywords

Rank Author Keyword
Arti
cle

Keyword
plus

Arti
cle

1
Artificial
intelligence

124 System 24

2 Education 48 Education 21

3 E-learning 14
Artificial
intelligence

17

4 Machine Learning 12 Design 17

5
Intelligence

Tutoring System
11 Model 16

6 Robotics 8 Knowledge 13
7 Experts System 7 Diagnosis 13

8 Network 6
Performan
ce

9

9
Computers
Education

6
Technolog

y
9

10 Management 5
Environme
nt

7

<Table 7>은 논문의 저자가 작성하는 저자 키워드

(Author Keyword)와 그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

Rank Author Title and Journal TC
TC per
year

1
M. I.

Jordan(20
15)

Machine learning: Trends,
perspectives, and prospects

(Science)
354 88.50

2
Patricio
Garcıa(20
07)

Evaluating Bayesian
networks precision for
detecting students learning

styles
(Computer & Education)

169 14.08

3
Battles JB
(1998)

The attributes of medical
event reporting systems
(Arch Pathol Lab Med)

113 5.38

4
Chih-Yue
h Chou
(2003)

Redefining the learning
compani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educational agents

(Computer & Education)

90 5.62

5 Mark A. Virtual Reality Surgery: 87 5.44

Rank Author Title and Journal TC
TC per
year

Spicer
(2003)

Neurosurgery and the
Contemporary Landscape

(Neurosurgery)

6
Joel
Michael
(2001)

In pursuit of Meaningful
Learning

(Advances in Physiology
Education)

71 3.94

7
Diana S.
Bental(19
99)

Patient information systems
that tailor to the individual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70 4.12

8
R.R.
Murphy
(2001)

"Competing" for a robotics
education

(IEEE Journals &
Magazine)

69 3.45

9

Thomas
M.

Deserno
(2009)

Ontology of Gaps in
Content-Based Image

Retrieval
(Journal of Digital Imaging)

55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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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plus)의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Artificial in-

telligence는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 저자 키워드였고,

System은 가장 많은 연관 키워드로 나타났다. 특히, 저

자 키워드 중 세 번째에 위치한 E-learning은 현재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비영리적으로

MOOC 교육을 제공하는 Edx 등과 같은 개방형 공유

교육 플랫폼의 도입으로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과 연관이 있는 키워드이다. 앞으로의 교육

은 개인의 학습량과 숙련도에 맞추어 학습 속도와 내용

을 조절하려는 학습자들과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학

습하려는 학습자들이 늘어나면서[9] 개방형 공유 플랫폼

시스템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시스템

은 초기에 동영상 강의만을 링크하여 학습자들이 단순

히 시청만 하는 방식에서 학습자들이 댓글이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질문도 자유롭게 하는 방식으로 변화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을 위한 플랫폼은 아직 부

족하며, 콘텐츠 부재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지속을 위한

관리 시스템의 부재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

아있다. 따라서 현재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다루고

있는 논문에서 저자들이 관심을 가진 만큼, 충분한 연구

및 시범 시스템의 개발이 이루어져 인공지능 기술의 활

용을 추구하는 더욱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어야 할 것이

다. 이외에도 ‘Robotics’, ‘Technology’와 같은 기술적인

접근과 관련 있는 키워드, ‘Experts System’, ‘Machine

Learning’과 같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측면과 관련

있는 키워드, ‘Management’, ‘Environment’와 같은 학습

자의 주변 학습 환경과 관리적인 측면의 키워드를 주목

하여 인공지능과 함께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2. 국외논문 문헌 네트워크 분석 결과

(Fig. 4)는 발표된 논문들의 저자를 중심으로 국가별

논문 생산 네트워크를 나타낸 것이다. 인공지능의 교육

적 활용 연구는 앞서 데이터 분석에서 언급한 것과 같

이 미국과 영국 등의 영미권 국가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 네트워크 연결의 중심도 일치하였다. 그 외

에도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 국가

의 연결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단연 중국이 영미권 국가들과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성

하고 있었으며 그 크기도 상당하다. 대만과 일본, 싱가

포르, 인도, 대한민국도 소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 Publication network by country

(Fig. 5)는 저자가 등록한 키워드 간 동시 출현 빈도

를 측정해 네트워크로 나타낸 것이다. 클러스터는 총 5

개가 등장하였으나 2개의 클러스터는 소수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중심에 위치한 키워드는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model’, ‘design’,

‘information’과 같은 기술과 모델과 같은 키워드였다.

반면에 교육에 관련된 키워드는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나 주로 오른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인식 방법은 과거 지식기반방식에서 최근 데이터를 중

심으로 하는 머신러닝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25].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딥러닝(Deep learning)은 인

간 두뇌의 신경망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습 과정을

특정한 알고리즘 형태로 모형화한 것이다[27].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키워드는 System과

Algorithm 그리고 Model과 Network, Information과 같

은 것이다. 그러나 이들 키워드는 현재 Education과의

연결 거리가 네트워크상에서 상당히 먼 것으로 드러나

향후 교육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교육에서는 가상현실과 인간

의 감각을 연결하여 가정에서도 기존에 할 수 없는 다

양한 교육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12].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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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측면에서는 지식이나 정보, 기술이 개인에 국한되

지 않고, 다양한 기기나 데이터베이스의 총체적인 합으

로 인식하는 분산 인지(Distributed Cognition)의 개념으

로 인공지능과 함께 외적인 정보 표상을 공유하고 변형

할 것으로 예상된다[10]. 그러므로 타 분야와의 간학문

적 융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사회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공동 단어 분석은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서 공동 단어

를 수집하여 전체 프레임의 개념 구조를 나타내는 데

의의가 있다. 여기서 분석은 다중대응분석(MCA)과 같

은 차원 축소 기법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는데,

Porter의 형태소 분석 알고리즘(the Porter’s stemming

algorithm) 과 자연언어처리(NLP)가 되도록 R 패키지화

되어 있어 매핑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1].

(Fig. 7)은 이러한 공동 단어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 구조는 K-평균 군집화를 이용하여 실행하

였으며 크게 4개의 클러스터가 눈에 띈다. 세부구조를

살펴보면 Education이 속해있는 클러스터는 다른 클러

스터보다 많은 공동 단어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점차
교육에서의 적용이 다양한 개념들과 결합하여 활발해지

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Fig. 7) Joint word analysis clustering

(Fig. 5) Main network of author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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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은 클러스터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 논문의

클러스터 상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10편의 논문을 표

시하였는데, 대부분 최신 논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추론하면 최근 들어서야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연구 경향

또한 새로운 클러스터의 형성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Fig. 8) Papers which have affected cluster formation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다룬 국외

논문 문헌을 대상으로 R 프로그램의 bibliometrix 패키

지를 활용하여 데이터 및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그

후 각 자료가 나타내는 결과를 해석하여 앞으로 교육이

인공지능과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

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다룬 연구는 미국과

영국, 중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었으며,

학술지에서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다루는 논

문의 수도 2016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2020년 5월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체계적

인 인공지능 역량 교육을 통해 지능정보사회의 소양을

갖추고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1차

정보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 현장에서 인공

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는 점과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도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

이상의 고급 인력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교

육을 초·중등 교육으로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윤진영 외(2019) 연구에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Project Based Learning)을 적용한 인공지능 기반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중등학교에 적

용한 결과 흥미도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

다[30]. 이점은 향후 STEAM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재

논문이 가장 많은 저자는 Chen. CY였으며 h-index와

g-index 모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2016

년 이후 논문 생산이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

저자가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주제로 그리 많은 논

문을 쓰고 있지는 않았다.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 자주

인용하는 논문 9개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교육 분야 활

용 논문뿐만 아니라 의학 분야 논문들도 인용되고 있다

는 점이 눈에 띄었다. 저자 키워드와 연관 키워드의 출

현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저자 키워드는 Artificial in-

telligence, Education, E-learning 순이었고, 연관 키워

드는 System, Education 순이었다. 인공지능이 교육 혁

신의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은

E-learning 시장을 대체하며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개인 맞춤학습 측면에서 교육기업

McGraw Hill Education은 ALEKS(Assessment and

LEarning in Knowledge Space)라는 인공지능 학습 시

스템으로 학습자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분석하

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기업 DreamBox Learning은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수학 학습 과정을 제공

하고 있다[21]. 이러한 인공지능을 접목한 교육 사례를

볼 때, 키워드 빈도에서 Intelligence Tutoring System,

E-learning은 향후 인공지능의 도입과 함께 교육 분야

에서 적극적으로 시스템화할 적응적 학습(Adaptive)의

선행 연구 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Neuroscience,

Eye tracking, 챗봇(Chatbot) 등을 활용한 Intelligence

Tutoring System을 E-learning에 적용하는 연구를 통

해 학생 개인의 학습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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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네트워크 분석결과, 국가별 네트워크 연결 상태

는 데이터 분석과 같은 결과로 미국과 영국, 중국을 중

심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공동 인용과 저자

키워드 네트워크는 연구 분야를 좀 더 다양하게 확장해

야 하는 교육 분야에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공동 단어

분석은 다중대응분석을 사용하여 크게 4개의 클러스터

형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Education이 속한 클러스터

에 많은 공동 단어와 클러스터 형성에 영향을 미친 다

수의 최신 논문을 통해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연구 경

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교육적 활용을 위한 연구가 활성

화된 시기가 2016년부터임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교육

에 대한 연구 논문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적으

로 분석을 수행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교육

적 활용과 관련된 국외 논문을 수집하고 R 프로그램의

bibliometrix 패키지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는 것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

로 원활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 문헌에 대한 내

용 분석적 연구가 필요하다. 앞선 논의의 주요 분석 방

법은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로 논문에 있는 저자 정

보와 초록 키워드 등을 이용한 분석이었다. 하지만, 위

의 정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이외에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려면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텍스트 분석을

통한 문서분류나 감정분석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을

이용한 분석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게재된 국내 문헌에서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에 대한 전반적인 매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

내 문헌 연구는 주로 저자 등록 키워드를 대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국

외 문헌과의 비교 연구와 국내 교육 상황에 맞는 인공

지능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국내 문헌을 대상으

로 한 매핑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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