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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롤플레이 게임(Role-play Game) 개념을 차용한 역할연기발표(Role-play Presentation) 기법을 적용하

여 미래 교육에서 인간 교사-인공지능 교사 간의 상호작용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기대감을 시각화함으로써 교사들

의 협업과정에서 성과 있는 토론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는 수업 상황에서 인간 교사가 수업

의 주도권과 학생과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전제로 수업의 질적 향상과 개별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 도구로써의 인

공지능 교사의 상호작용 요인들을 제안하고 있었다.

Abstract
As many changes in the future society represented by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are expected to come,

efforts are being made to draw the shape of the future education and various research methods are being

employed to support the attempts. While many research studies use methods for deriving generalized results such

as expert survey and trend analysis in along with a review of literature, there are attempts to apply the scenario

methodology to explore ideas and information needed within a changing context. A scenario method, one of the

experiential learning strategies, aims to seek various and alternative approaches by establishing a plan from the

present conditions considering future changes. In this study, in-service teachers’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of

the interactivity between human and AI teachers were visualized by applying the role-play presentation technique

that grafted the concept of role-play game to the scenario method. In addition, the mandal-art method was

introduced to support in conducting productive discussion during the teachers’ collaboration. This method appeared

to help to depict teachers' perceptions of AI teachers in the detailed and concrete form, which may flow in the

abstract otherwise. Through analyses of the teachers’ role-play presentations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madal-art method it was suggested that most teachers would want to collaborate with an AI teacher for improved

instruction and individualized student learning while they would take the instructional authority over the AI

teacher in the clas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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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은 빠르게 증가하

고 있으며, AIED(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는 

주목할 만한 성공을 보고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Baker

& Smith, 2019; Holmes, Bialik, & Fadel, 2019;

Zawacki-Richter, Marín, Bond, & Gouverneur, 2019;

Tuomi, 2020). 그러나 AIED 자체의 발전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해 교실에서 새로운 도구로서 활

용되기 위한 기반 연구나 검증된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

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Shin, 2020a).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이 교육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은 충분

히 논의되지 않았으며 특히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 의해

논의된 사항은 매우 드문 현실이다(Lee & Lee, 2021). 인

공지능 기술이 교실에 적용되기에 앞서서 인공지능 기술

이 교실에서의 어떤 맥락과 내용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떻게 표출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해

야 하는지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구안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전 절차일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교육에 접목되게 될 미래를 예상해

보고 필요한 접근 방향을 탐색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교

육에 접목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을 적용한 교육 효과 연구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평가되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인공지능 기술이 교실에

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예측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교실에

서 AIED 기술을 최종 효과에만 기초하여 구안하는 것은

편향된 데이터에 관한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개인 경험의

미묘한 차이는 무시되거나 노이즈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다(Mehrabi, Morstatter, Saxena, Lerman, &

Galstyan, 2021).

근래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그리고 필요한 조건들을 찾

아나가기 위한 내용으로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 조사, 추세 경향 분석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지만

(Kim, Park, Jeong, & Ko, 2018) 조금 더 생생한 맥락에

기반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를 위한 예시 중,

Kim et al.(2018)는 미래교육체제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시나리오법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미래교육에

대한 변인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상적이고 일반화

된 결과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고려해야할 상황을 보

다 세밀하게 그려나가면서 구체적 맥락을 상정하고 이에

따라 사회 및 교육정책의 변화와 교육에 줄 영향을 파악

함으로써, 그 맥락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탐색하는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에서는 가상훈련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각화(visualization)시키는

과정에서 복잡하고 급변하는 불확실성 시대의 비선형적

불연속 변화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다수의 대안적 미래

(alternative futures)에 대한 선택의 폭(option)을 구체화

시키는 방법을 활용한다(Jung, 2006).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시나리오법을 활용하여 생생

한 맥락 속에서 교사의 인식을 도출시키고자하였다. 이를

위해서 롤플레이(Role-play) 기법(Armstrong, 2015)을 적

용하면서 동시에 전문적인 식견을 강화하기 위한 의사결

정 지원 모의실험을 부가하였다. 즉, RG(Role-play

Game)의 개념에서 착용한 RPP(역할연기발표, Role-play

Presentation)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교사 인식을 파악하

기 위한 행동적 측정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인공지능 교사

와의 관계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기대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RPP는 발표의 생동감을 높이고 토론 결과를 전

문화, 객관화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해당 토론 결과

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적극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yu, 2019). 이러한 기법은 상황에 대한 인지와 문

제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서 필요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을 구안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그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 및

가치의 생성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의 핵심요소를 포함하고 있다(Hirsch, 2004;

Kolb & Kolb,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RPP는 최종

결과물로서의 참여 교사의 인식을 시각화하는 매개체이

자 동시에 RPP 준비과정을 통해 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및 관점을 창출해가는 학습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관점

에서 보면 ‘문제 중심 학습(PBL(Problem-based Learning))

의 요소 역시 포함한다(Hwang & Huh, 2016). 학습자가

현실의 문제 상황을 제시받고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탐구하여 적절한 해결안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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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학습자 주도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PBL의 방법론이

가진 추상성을 극복하고 RPP와 같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조직된 팀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인

사고기법인 만다라트(Mandal-Art)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본 연구에 적용하면 인공지능의 교

육에 대한 활용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간 교사와 인공지능 교사 그리고 학생

의 역할을 교실 상황을 상정하고 직접 역할극을 진행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할극의 내용과 본질에 대한 분석

은 우리가 알고자하는 ‘교사 역할 중 어떤 업무를 인공지

능 보조교사가 수행해야 교육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를 달성할 수 있을까?’ 또는 ‘인공지능 교사가 기존에 없

었던 어떠한 새로운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육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을 교실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앞서서 우리

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교사가 인공지능

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즉 교사와의 상호작용성이 가장 중

요한 사항일 것이다. 교사가 주체가 되어 인공지능을 어

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활용성의 성공여부가 결정되

는 것이므로 인공지능 교사의 역할을 교사가 어떻게 인식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를 원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Holstein, McLaren, & Aleven,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교사들은 인공지능 교사가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역할과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능이 무엇인가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과 맥락으로 본 연구에

서는 교사들이 생각하는 미래 교실의 인공지능과 인간 교

사와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1)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교사의 역할에 대한 교사 인

식 분석의 일환으로 가상의 교실에서 인간 교사와 인공

지능 교사의 역할극을 통해 현재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향후 인공지능을 교실에서 수학교육을 보조하

1) “상호작용성”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지

만, 대부분의 정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통한

사용자(사람)와 컴퓨터 및 다른 기계 간의 상호작용을 지칭한다

(Stromer-Galley, 2004).

는 기능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수학보조교사’

를 구축하고자 할 때, 그 역할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주안점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결국

교육의 주체자인 교사의 요구사항이나 활용방안에 따라

기능할 수밖에 없는 생태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

실에 동의한다면, 교사의 인공지능 교사 활용 인식에 관

한 본 연구는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학교육 플랫폼

을 구안하는데 있어서 주요 시사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후 AI) 기술은 급성

장하고 있으며 교육에 있어서도 새로운 교육 형태와 학

습 형태를 생산해내고 있다. 예를 들어, AI 기술을 활용

하여 교육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AIED와 관련된 연구는 세부 분야에 따

라 다양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수행되고 있지만, 본

장에서는 수업보조교사로서의 AI의 활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교육에

서의 AI의 활용에 관한 연구와 AI 교사에 관한 선행 연

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연구

AI 기술의 발달과 함께 AI가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었다(Park, 2020). 최근에는 AI 기술이 교

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Park & Shin, 2017)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급속도로 커지는 이 시점에서 AI를 교육에 활용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Ko, 2020). AI와 관련

된 교육 연구들의 진행 시기가 아주 최근에 집중되어 있

는 것을 보아서도, AI와 관련된 교육 연구는 이제 시작의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Lee, Lee, & Ham, 2020; Lim,

2020). AI의 세상 속에서,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

은 이학, 공학, 인문학 등 학문의 영역을 막론하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할 지 고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발 맞추어 세계 각국의 정부 또는 민간에서 AI 교

육과정을 준비․진행하고 있으며, AI를 교육에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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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스템(AIED)들을 개발하고 있다(Lim, 2020).

Holmes, Bialik, Fadel(2019)은 AI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AIED)을 크게 비교적 구조화된 문제를 다루

기에 적합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ITS), 반구조화된 문

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대화형 튜터링 시스템(DBTS), 비

구조화된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탐구학습 시스템(ELE)

의 세 가지 맥락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사들이

제시한 AI 교사의 맥락도 세 가지 맥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ITS)의 활용은 학습해야

할 지식인 도메인 모델(Domain Model), 가르치는 데 효

과적인 접근법에 대한 지식인 교수 모델(Pedagogical

Model), 그리고 학생에 대한 지식인 학습자 모델(Learner

Model)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맞춤

형 활동을 제시할지 결정한다. ITS는 이러한 세 종류의

지식에 기반한 모델에 의존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맞춤

형 활동을 제공하며, 학습자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

집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스스로 모델을 갱신해 나간

다. ‘MATHia’, ‘ASSISTments’ 등은 이러한 ITS를 활용

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표명하고 있다.

대화형 튜터링 시스템(DBTS)의 활용은 발달된 자연어

처리와 자연어 생성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학습의

대화에 참여시킨다. DBTS는 학습자의 반응에 대한 수집

과 분석 기능을 ITS보다 정밀하게 하는 것으로 심리학

등의 영역을 다룰 수 있다. DBTS가 적용된 예로는

‘Auto Tutor’ 등이 있다.

탐구학습 시스템(ELE)의 활용은 학습자가 정해진 단

계별 순서에 따르는 방식이 아닌 ELE를 통해 학습 환경

의 요소를 탐구하고 조작하여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된다. 학습자의 잘못된 학습 결과를 바로 잡

기 위한 자동화된 피드백 또한 제공한다. ‘Fractions Lab’

과 ‘Betty’s Brain’ 등은 ELE를 적용하였다고 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AI를 활용한 교육 시스템은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되고 있다.

2. 수학교육에서의 AI 활용

AI를 활용한 국외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Shin(2020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가 수학 교과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수학교육에서의 AI 활용

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I를 활용한 수학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로 각 선

진국에서는 마스터 플랜 안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

련하여 선도적인 연구와 현장에서의 적용을 해가고 있지

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수학교육에 AI 프로그램을 활용

하는 수준은 아직까지도 시작 단계이며, 웹이나 앱 기반

의 학습 서비스가 다수 운영 중이다(Park, 2020). 예를 들

면, 유럽 공동 협업 프로젝트인 ‘iTalk2Learn’은 개별 학

생의 행동 패턴 및 전체 학생의 누적 학습을 고려하여

수업을 추천해준다. 또한, 학습 중 학생의 언어를 자동 음

성 인식 기술로 분석하여 학습에 대한 태도를 감지할

수 있고, 절차와 개념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하게

구조화된 학습과제와 탐색적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Ee & Huh, 2018; Park, 2020).

‘Amy’는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 수학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AI 수학교사이다. 이 AI 교사는 학생들의 수학 학

습 과정에서의 부족한 수학적 지식과 학생이 알아야 하

는 것을 가르쳐주고 학생의 문제풀이 과정의 오류에 대

한 개인별 맞춤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한 교사들에게는

AI 교사와 학습한 학생들의 개별 평가에 대한 즉각적인

채점 결과와 학습 과정에서 보이는 학생의 집중 정도를

포함한 학생의 학습 정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준다

(Kim, Jung, & Noh, 2019). 미국의 Carnegie Learning이

개발한 ’MATHia’는 수학 학습을 지원하는 미국의 대표

적인 AI 교사 시스템으로 인지 이론을 기반으로 학생들

의 수학 학습과 문제 해결 과정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

피드백을 제공하고 적절한 문제를 제시하여 맞춤형 수학

학습을 돕고 있다. 영국의 Third Space Learning사의

‘Third Space Learning’은 실시간으로 튜터링 성과에 대

한 피드백을 온라인 튜터에게 제공하여 1:1 맞춤 수학 교

습이 가능하게 한다. 이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AI를 수학

교육에 활용하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AI 기

술의 발달과 더불어 그 시스템이 점차 정교화 되어가고

있다.

국내 수학교육에서 AI의 활용에 관한 연구는 초기 단

계로 아직까지 극히 한정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맞춤형

학습을 위해 AI를 활용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관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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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았다. 반면 학습도구를 개발하는 산업 분야에서는

수학 학습용 프로그램에 AI의 활용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Ee & Huh, 2018). 그러나 이것도 엄밀한 의미의 AI

의 활용은 아직은 본격적인 적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Park, 2020).

수학교육에서의 AI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AI를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

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과 달리, 국

내의 경우 수학교육에서 AI에 관한 연구가 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영향이 학교

현장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hang &

Nam, 2021). 오히려 국내의 수학교육에서 AI 활용은 주

로 사교육 기업에서 활발하게 교수․학습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다(Ee & Huh, 2018; Park, 2020;

Chang & Nam, 2021). 국내의 공교육 최초의 AI 활용 교

수 지원 시스템인 ‘똑똑! 수학탐험대’나 사교육에서 운영

되는 여러 프로그램 등도 학습자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학습자의 성취수준과 학습 성향을 AI 기술을 통해 분

석하여 학습자에게 가장 적절한 수학문제를 제공하는 등

수학교육 콘텐츠에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AI를 활용한 수학교육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학습 진단과 맞춤형 학습 제공이다. 학

습자의 특성 및 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개인 맞춤형 학습

을 지원한다. 또한, AI를 활용하여 개별 학습 및 전체 성

취도 및 진도율을 파악할 수 있는 학습자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사 및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 수준 및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효율적 학습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개별적인

연구에서 그리고 주로 사교육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의 장점 및 기능을 학교 수업에서 어떻게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

을 향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AI 교사

일찍이 Hines(1996)는 교사가 AI를 기반으로 하는 프

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할 것이며 때때로 인간 교

사는 학생들을 수업에서 직접 지도하는 대신 개인화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워지고 학습은 학생의

속도에 맞춰 진행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Park(2021)은

AI는 교수자 측면, 학습자 측면, 교육기반, 서비스 측면,  

교육업무 측면, 시설관리 측면, 경제적 비용 측면 등 다양

한 영역에서 활약을 기대하며. 인간 교사의 보조 도구로

서 AI 기술 적용을 넘어 온라인 수업을 포함해 인간 교

사의 한계를 극복한 AI 교사의 등장을 예견하였다. 이러

한 예측은 빠르게 현실화 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AI가 교

사 역할에 있어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거나 대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AI가 교실에서 교수․학습의 모습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Voskoglou & Salem, 2020) 전망과 함께 최근

AI 기술과 AI 기술을 교수·학습 활동에 적용하여 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AI 교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AI 교사에 관한 연구 및 인간 교사를 지원하고

보조하기 위한 AI 보조교사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AI 교사의 경우 알고리즘화 할 수 있고 데이터를 축적

할 수 있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기계적인 학습, 개별화

학습, 정형화된 논의, 학습의 다양화, 정형화된 평가를 수

행할 수 있으며 불가능한 완전한 형태의 개별화 교육 및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학습상황들을 제공함으로써 학

습자가 조금 더 흥미를 지닐 수 있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Kim et al., 2018).

이는 특정한 교사의 역할은 AI로 처리함으로써 인간 교

사들은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Nelson, 2018).

AI를 교육에 활용하고 AI 교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AI를 교실에서 활용해야 할 인간 교사와 AI 교사

의 교육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실제 AI 교사에 대해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Microsoft

(2018)는 2,000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AI의 활용과

기대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데 학생들이 말하는 AI 교사

의 역할은 수업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

텐츠를 제공하는 큐레이터의 역할이었다. Park & Shin

(2017)은 초·중·고등학생의 관점에서 AI 교사에 대한 학

생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학생들은 AI 교사가 인간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지만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59.8%가 AI 교사의 인간 교사 대체 가능

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학생들은 AI 교사가 정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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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lementary relationships between human and AI teachers (Kim et al., 2018, p. 201,

Lee & Lee, 2021, p.11)

식 전달에 효과적이며 학생들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갖고 이성적 판단을 취할 수는 있지만 AI 교사가

수행하기 어려운 교육 영역이 있음을 적시하였다.

한편, Kenneth, Bruce, Vincent(2017)는 교사들이 지능

형 튜터링 시스템(ITS)은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습을 향

상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사용

하는 교사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지는 않았음을 인

식하고, ‘학생과 상호작용 없이 학생에게 직접 학습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 ‘학생의 사고 과정을 볼 수 있

는 기능’, ‘어떤 학생이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능’,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자동으로 감지 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시스템이 명시적이고 요

청하지 않은 교사의 행동 권고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하

였는데 인간 전문가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

형 시스템이 개발 된 다른 영역의 최근 연구 결과(Yang,

Zimmerman, Steinfeld, Carey, & Antaki, 2016)에서처럼

교사는 교사의 요청에 의해서만 제시되는 경우 보다 명

시적이고 직접적인 조치 권장 사항을 더 잘 수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교사들의 요구와 인식은 학

교 현장에 AI 교사 또는 AI 보조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

야 하며 어떠한 기능을 지녀야 할지를 보여준다.

교사는 가르치는 것 뿐 아니라 수업 준비 및 평가 그

리고 학생의 학습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학습 환경

을 제공한다. AI는 이러한 인간 교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보조하는 역할로 이미 교육에서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Microsoft, 2018).

지금까지 로봇 교사나 AI 교사라는 가상적 시나리오에

대한 학계의 초기 질문은 ‘이들이 과연 인간 교사를 대체

할 수 있을까’라는 이분법적 질문이었으나 학자들은 소통,

설득, 고도의 유연성, 창의성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AI의 개발은 아직 용이하지 않으므

로 AI의 도입 및 개발이 교육영역에서 활발해진다 하더

라도 교사의 인력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Brusilovsky & Peylo, 2003).

그러나 AI는 기계학습, 딥러닝, 학습분석학, 교육데이

터마이닝 등 새롭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은 교육 분야에서 채점, 튜터, 학습자의 상태를 고려

한 진도의 조절 등 직접적으로 교수분야에서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Chung, 2021). 교육 분야에서의 AI는 학습

분석, 교육과정의 품질평가, 맞춤형학습 등의 방향을 추구

하면서 지능적 튜터링 기능으로 인간 교사의 약점을 보

완하고 인간 교사와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 현실적일 것이며, 미래의 교수·학습 장면에서는 인간

교사와 AI 교사 간의 협업과 분업이 필요해 질 것이다

(Kim et al., 2018; Lee & Lee, 2021; Shin, 2020b).

[Fig.1]에서 보듯이 두 연구 모두 인간 교사와 AI 교사의

업무 영역을 유사하게 나누고 서로의 상호작용으로써 업

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교실에서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

는 공감적 로봇 튜터 개발 연구는 실제로 이런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Serholt et al., 2014). 교육

분야에서 AI 교사와 관련된 좀 더 의미 있는 질문은 인

간이 가르치는 것과 기계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 다른

가, 혹은 달라야 하는가가 될 것이다(Park & Sh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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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만다라트(Mandal-Art)를 활용한 발상법

만다라트는 일본의 디자이너 이마이즈미 히로아키가

1987년에 창안한 발상기법으로써, 특정 주제에 대해 체계

성을 가지고 목표를 계획하거나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킬

때 유용한 사고확장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7). 본질의 깨달음을 뜻하는 ‘Manda’와 소유 또는 달

성을 뜻하는 ‘la’ 가 결합한 Manda+la는 '목적을 달성한

다'는 의미이며, Mandala+art는 '목적을 달성하는 기술

혹은 그 틀'을 말한다. 중심 주제를 설정한 후 이에 대한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자유롭게 확산해 나간다는 점에서

만다라트는 마인드맵과 비슷한 형태를 이룬다. 그러나 마

인드맵이 주는 막연성에 비해 만다라트는 매트릭스를 채

워야 한다는 분명한 미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동의 목

표를 위해 조직된 팀의 협동학습에 확실한 목표를 제공

하고 짧은 시간 내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Ryu, 2019). 2000년대 이후 만다라트를

활용한 연구결과들(Cha, 2013; Kim, 2017)이 계속 나오고

는 있지만 여전히 협소한 상태이다. 만다라트 기법이 수

학교육 내에서 활용된 결과물은 찾아볼 수 없다.

만다라트 기법은 3×3 매트릭스의 중앙에 핵심 목표 또

는 중심 주제를 놓고, 이를 둘러싼 8개의 칸에 해당 목표

또는 주제를 현실화 할 세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연상

하여 기술한다. 이 3×3 매트릭스는 다시 그 자체로 거대

한 매트릭스 안에 중심으로 놓이게 되고, 그것을 중심으

로 다시 8개의 3×3의 매트릭스가 배치된다. 첫 번째 매트

릭스에서 제시되었던 8개의 아이디어는 각각 독립된 8개

의 3×3 매트릭스들의 중앙에 하나씩 배치되어 또 다른

목표로 확장된 후, 이를 현실화 할 실행 방안을 다시 8개

씩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9×9의 매트릭스가 완성된다.

8개의 빈 칸을 모두 채워야 한다는 미션의 부여는 연

관성이 없는 아이디어 도출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단점으로 지적(Ahn, 2015)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강제력

은 적당한 수준의 긴장감으로 작용하여 아이디어를 촉진

시키는 역할(Jo, Yang, & Choi, 2005)을 하며. 오히려 한

명의 의견이 팀별활동을 독점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팀별 토론활동에 능동적

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이와 더

불어 핵심 주제어를 중심으로 나선형 혹은 방사형으로

이루어진 구조는 머릿속에서 사고하는 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에 사고 작용을 도울 수 있으며, 여러 아이디어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므로 아이디어를 조합하는데 매우 유리

하게 작용한다. 아이디어를 적고 잠시 생각하며 수정 혹

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부화

(Incubation)를 도움으로써 연속적인 연상과정을 통해 아

이디어의 발산 과정을 돕고 아이디어들을 한 눈에 알아

보도록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량의 아이디어 창출

및 속도 향상을 이끌어 내고, 아이디어를 조직적으로 정

리하고 아이디어 간의 효율적인 조합을 꾀할 수 있다

(Ryu & Han, 201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만다라트의

강점에 초점을 두고 AI 활용 방안에 대한 RPP 활동을

구성하였다.

2. RPP(Role-play Presentation)을 통한 행동적 측정

방법

RPP의 교육적인 효과와 방법론적인 기법으로서의 장

점에 대한 이론적 토대는 인간 학습 및 발달 이론에서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경험 학습 이론(Experiential

Learning Theory)이다. 경험 학습(Experiential Learning)

경험학습은 "경험의 변환을 통해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

으로 정의된다(Kolb & Boyatzis, 1999). Kolb, Boyatzis에

의하면 경험 학습은 학습을 강력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실제 상황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서, 이는

학생이 "높은 수준의 적극적인 참여가 특징인 학습 상황

에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인지적, 효과적 그리고 행동적

으로 처리"할 때 발생한다(p. 25).

이 때, 학습의 주요 원천은 직접적인 감각 경험과 맥락

내 행동이며, 이는 경험학습을 실천하는데 토대가 되는

관점이다. Kolb, Kolb(2017)은 경험학습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서의 강조점은 종종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사고,

분석 및 학문적 지식의 역할을 경시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맥락 내 경험과 행동만으로 경

험학습을 이해하는 것은,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과정의 총

체적이고 변증법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경험학습의 진정

한 의미를 절반만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험학습은

행동과 성찰, 경험과 개념의 통합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면서 이 통합 과정을 1. 구체적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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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Experiential Learning Cycle (Kolb & Kolb. 2017, p.11)

(Concrete experience), 2. 경험에 대한 검토 및 성찰

(Reflective Observation), 3. 경험을 통한 결론 및 학습

(Abstract Conceptualization), 4. 다른 상황에 적용 및 실

험(Active experimentation)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 경험적

학습 주기(Experiential Learning Cycle)를 제시하였다

(See Figure 2). Kolb은 그의 일련의 연구(Kolb & Kolb,

2009, 2017; Kolb et al., 2014)에서, 경험적 학습 주기는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과정에 대한 역동적이고 다차원적

인 모델로서 행동/반성 및 경험/추상화의 이중 변증법적

해결을 기반으로 함을 명시하였다. 특히, 학습의 역동성은

상호지원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네 단계의 주기를

통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경험적 학습주기를 핵심요소

로 하는 활동은 사례 연구, 시뮬레이션, 실험, 인턴십, 현

장 조사, 서비스 학습 프로젝트, 롤플레이(Role-Play) 등

이 있다(Kolb & Kolb, 2017; Nbelova et al., 2015). 본 연

구에서 사용한 RPP를 포괄하는 유개념인 롤플레이2)는

경험학습 이론의 기본적인 원리와 역할 기반 교육법으로

서, 이론 중심의 교육과 달리 스토리텔링이 추가되어 직·

간접적으로 해당 상황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어 이론적

으로만 배우던 내용을 실제 상황에 직면한 것처럼 생각

2) 롤플레이(role play)는 역할극 활동 자체를 뜻하고, 롤플레잉(role

playing)은 역할극 활동을 하는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동의어는

아니지만 그 의미에서 큰 차이가 있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롤플레이로 통일하

여 사용한다.

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가진다(Putra,

Setiawan, & Dhaniarti, 2018)이다. 이는 습득한 지식과

현실에서의 지식 사용에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학생 주도적으로 현실에서의 적용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고 방식에 갇히는 한계를 벗어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방법(Wee, 2004)으로 인

간 교사가 AI 교사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존 인식과 협업과정을 통해 생성될 수 있는 새로운 인

식들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롤플레이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오래전부터 각종 분야에서 활용되었고 현대에 이르러 특

히 교육 분야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Bowman &

Stanford, 2015). 롤플레이의 구성요소는 플레이어와 진행

자가 있으며 이끌어야 할 특수 상황들이 존재하고, 그 외

에도 필요하다면 상황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사건이 필요

하다. 진행자가 사건 또는 특수 상활들을 스토리텔링 기

법으로 묶어서 플레이어들에게 제시하며,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한다. 플레이어

들이 실제 처한 상황은 아니지만 사건 또는 특수한 상황

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깊게 빠져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돕

는다. 특히 이론으로만 배우고 생각하기에 어려운 영역에

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안된다(Wilhelm, 2002).

롤플레이는 역사, 문학, 정치, 사회학과 같은 인문학 분야

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반면에, 수학 또는 과학교육 분야

에서는 그 사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소수의 실용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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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의 이해
AI 활용 영역 및

방법

교육에서의 AI

활용 사례

미래 교육의 목표
수업에서 AI

교사의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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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과 교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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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사의 역할

교육과 학습을

위한 AI의 전망

[Fig. 3] Contents of the 3×3 mandal-art matrix

롤플레이의 과정과 그 효과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Belova, Eilks, & Feierabend, 2015). 예를 들면, 롤플레

이나 롤플레이를 적용한 학습 방법은 학생들이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상

력을 키우고(Killen, 2009), 외부 견해를 자동으로 받아들

이는 것을 피하고 교실 밖에서 마주치는 아이디어에 대

한 보다 비판적인 성찰을 촉진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

어내고(Oulton, Dillon, & Grace, 2004), 특정 상황에 대한

학생의 지각된 개인적 관심도를 향상(Jurczyk-Romanowska,

2016)하는데 많은 장점이 있음이 보고된다. 다만, 롤플레

이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기반 결과 또는 롤플레이 데이

터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 논문은 찾아

보기 힘들다(Belova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롤플레이를 적용한 RPP 데이터를 분석할 때 매우 개방적

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였다.

3. 연구 대상 및 절차

가.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전공의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직교

사 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들 교사는 <인공지능

의 이해>,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교과목을 수강함

으로써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었으며, 모

두 5년 이상의 경력의 초등교사(53%), 중·고등학교 교사

(47%)로 이루어져 있다. 만다라트와 RPP 활동은 2020년

도 2학기 온라인 수업에서 총 14주 동안 적용하였다. 교

사들은 가상의 교실 상황에서 AI 교사의 역할을 탐색하

기 위하여 3-4명씩 5개의 팀으로 나누어 각 팀별로 수업

상황을 설정하고 이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과 인공지능교

사의 역할, 교사-학생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여 그 결과를 롤플레이 형태로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교사의 경험이나 배경 변인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지 않

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의 상세한 기술은 생략한다.

나. 연구 절차

1) 아이디어 로드맵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만다라트

기법 활용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팀별 최종 역할극 발표에 앞서

기본적인 만다라트 방법을 응용하여 수업에 적용하였다.

보통은 개별 만다라트를 설정하고 이를 팀별로 검토를

통해 최종 3×3 만다라트를 팀별로 완성하는 절차를 거치

나 본 연구에서는 개별 주제를 팀의 만다라트에 적용해

서 선정하고 이를 전체 공통의 만다라트로 작성하였다.

즉, ‘수업에서 AI 교사의 활용방안’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

해서 이와 연관된 주변 매트릭스를 개별 만다라트로 구

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팀별 검토를 통해 [Fig. 3]과 같

이 최종 3×3 주제를 공통의 주제로 다룬 것이다. 결국 팀

별로 토론의 핵심 주제인 ‘수업에서 AI 교사의 활용방안’

과 연관된 3×3 만다라트 매트릭스에 대한 공통의 내용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이끌어 내고 이를 중심주제와

연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

한 것은 제한된 수업 내에 참여 교사들에게 익숙하지 않

은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집중력 있게 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팀원 모두가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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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실시한 만다라트

할용 단계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만다라트

내용을 선정하고 각 주제에 대한 내용을 탐구하고 발표

하며 이에 대한 주제 토론을 진행하였다. 둘째, 각 팀원은

팀별 만다라트에서 도출된 8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2~3개

를 선택하고, 해당 아이디어에 따라 3×3의 새로운 매트릭

스를 각각 완성하는 개별과제를 사전에 수행하였다.

셋째, 조원들은 개별과제로 완성된 만다라트를 활용하

여 사전에 조사 및 연구한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

는 토론활동을 하였다. 팀 전체의 발표라는 공동의 목표

가 있는 만큼, 핵심주제와 세부 아이디어 사이의 연계성

과 교육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개별 만다라트의 내용

과 아이디어들을 검증하여 보다 적합한 아이디어들을 선

정하였다.

넷째, 개별 만다라트의 검토 과정을 통해 선택한 8개의

아이디어로 최종적인 3×3의 팀별 만다라트 내용을 다시

구성하여 최종 RPP를 완성하였다.

2) RPP(Role-play Presentation) 적용

팀별토론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만다라트가 완성되

면, 팀별 RPP를 준비하여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 교사가 학교 교실 수업에 투입된다고 가정하

고 인간 교사는 AI 교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안하

도록 하였다. 이때 AI 교사의 기술적 한계는 설정하지 않

으며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할도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둘째, AI 교사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은 AI가 실제로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역할극을 수

행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기능과 구현 내용을 PPT에

제시하여 보여주거나 활동 장면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할극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셋째, 역할 배정에 있어서 학생, 인간 교사, AI 교사를

각각 모두 배정함으로써 AI 교사가 활동할 동안 인간 교

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학생과 인간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할극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거나 인

간 교사가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내도록 모두의 역

할과 상호작용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다. 교사의 RPP 결과 분석 방법

교사들의 팀별 RPP 내용은 녹화하여 AI를 활용한 수

학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본 연구진 3인이 공동 작업을

통해 5개 팀 발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각 팀에서 발표한 내용을 통해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AI 교사의 역할을 추출하는데 있어서 단일 수

준의 분석만으로는 교사가 추구하는 AI 교사의 역할 및

인간 교사의 역할, 그리고 그 둘의 결합적 상호작용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분석(Levels

of analysis)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구성 개념적 접근방

법에 의한 3단계 분석 방법(Marr's Tri-Level Hypothesis,

Dawson, 1998)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계산적 단계(Computational level)로,

해결하고자 또는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정의하는 것으

로 교사들이 인지하는 AI 교사의 목적과 기본 역할을 어

떻게 상정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두 번째 단계로 표현과 알고리즘 단계(Algorithmic/

representational level)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입력과 출력을 위

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력을

출력으로 처리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AI 교사와의

수업 장면에서 AI 교사가 하는 일과 인간 교사가 하는

일을 투입과 산출로 나누어 그 설정 내용을 분석한다.

세 번째, 물리적 단계(Physical level)로, 시스템의 물리

적 구현이나 비전을 파악하는 것으로, AI 특정 기술을 통

해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학생들의 학습을 실현하는 관점

이나 교육적 효과, 그리고 교사 자신의 성장 상태를 분석

하는 것이다.

분석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먼저 개별적으로 교사들의

RPP를 검토하여 3단계에 따른 내용을 추출한 후, 논의를

통해 추출된 내용들을 주제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3단계

분석 방법을 사용한 목적은 다각적인 분석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는 각 단계별로 구

분하지 않고 종합적인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른 교사들의 RPP 분석으로부터 인간 교사로서의 자신

역할과 AI 교사의 역할 및 상호작용성에 대한 인식을 보

다 기능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으며, 또한

향후 교실에서 AI 교사와의 관계의 필요성 및 일반화 가

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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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분석 결과

1. 인간 교사와 AI 교사와의 상호작용성

교실 상황에 AI를 도입하여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AI 교사와 인간 교사가 서로의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야함을 현장교사들이 롤플

레이로써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인간 교사의 역할 분담가로서의 AI 교사

교사들이 생각하는 AI 교사와 인간 교사의 역할 분담

은 상호협력적 체제 하에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미래 교실의 모습이었다. AI 교사와 인

간 교사가 각자의 장점을 살리며 상호협력하여 효과적이

고 원활한 수업을 만드는 것을 교실에서 업무 분담의 목

표로 두고 각 교사의 역할을 구성하였다. AI 교사의 역할

은 AI가 인간 교사보다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면, 필요한 시청각자료를 추천

또는 제공하고, 수시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하면서 개

별학습을 기록, 분석 및 전송하는 일 등이다. 반면, 인간

교사는 AI 교사가 수행하기 어렵거나 인간 대 인간으로

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인간 사회에

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의사소통능력,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정보 활용 능력 등)을 길

러줄 수 있는 전체적인 수업의 구성 및 진행에 초점을

맞추며, 학생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며 학생들이 배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지하고 정서적인 공감을

제공하는 교육의 본질적 기여에 강조점을 두는 것으로

상황을 제시하였다.

나. 개별 학생 학습 지원 및 소외 학생 돌봄을 수행하

는 AI 교사

AI 교사는 다양하게 구현되는 기능을 활용하여 모든

학생들이 본시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상정하였다. AI 교사는 빅데이터 활

용, 인물스캔, 행동측정, 자동녹화, 맞춤형 개별 피드백, 필

요한 학습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장착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인간 교사가 놓치기 쉬운 개별 학습자를 지원하고 결

과적으로 모든 학생이 학습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선행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의

개별 학습 지도와 같이 수업 중에 인간 교사 혼자서 수행

하기 어려운 업무를 AI 교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묘사하였

는데, 많은 데이터를 근거로 학생에게 맞는 비계설정을 통

해 기초학력미달 방지의 효과를 추구하고 있었다.

특히 AI의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개별학습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학습 소외자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다양

한 이유로 수업에 소외되었던 학생들을 적극적인 학습

커뮤니티로 포함시키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그려내고 있

었다. 예를 들면, 인간 교사가 AI 교사에게 학생의 상황

을 요청하면 “학생 2는 아침에 몸이 안 좋고 지난 시간

수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떨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제

가 이 학생 2가 사람과 대화할 상황인지 알아보고자 먼

저 대화를 시도했고, 학생 2는 오늘 저와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먼저 학습하고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학생의 상황을 파악하여 교사에게 보

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들은 AI 교사가 이와 같은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해 학생의 동작인식, 메타인지, 수업에

대한 행동분석 기능과 방법이 더욱 세분화되고 정밀화되

어 학생들의 학습 행동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상

정하고 있었다.

다. 인간 교사의 수업 방식 평가 및 피드백을 제공하는

AI 교사

교사들의 롤플레이에서 나타난 AI 교사의 역할 중 하

나가 인간 교사의 수업 방식 및 내용에 대한 평가와 피

드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수업 내용뿐 아니라

인간 교사의 수업 진행 태도와 상황까지도 피드백하는

장면을 보였다. 예를 들어, AI 교사는 “금일 선생님의 상

태는 심박수와 표정, 서 있는 몸의 상태를 종합하여 파악

하였을 때, 조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평가받기 위

해서 하시는 수업이 아닌 평소와 같이 함께 수업을 만들

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고 시작하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와 같이

말을 하였고, 이때 인간 교사는 “고마워요. 조금 긴장했는

데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수업 시작해볼까요? 안녕

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 같이 새로운 주제에 대한 내

용을 생각해봅시다. 다들 전 시간 배운 내용 생각나나

요?”와 같이 반응한 후 수업을 시작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 다시 AI 교사는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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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수업은 학생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에 큰 의미

가 있는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수업에

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학생이 모르는 개념을 생각

해냈을 때 지었던 선생님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제가 파

악하기론 학생 3은 평소 수업시간에 자신감이 없는 자세

로 자신이 알고 있어도 잘 얘기하지 못하는 학생이었는

데 오늘 수업 이후 그 학생의 태도와 어조를 파악했을

때, 약 22 퍼센트 자신감이 상승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그 상황에서 선생님의 행동 역시 95 퍼센트 이상

학생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응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학

생 개개인의 성취나 정서적 변화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

는 인간 교사에게 전달한다.)” 와 같이 수업 시작부터 끝

까지 많은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교사와 함께 공유하면

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교사들은 AI 교사

가 교실에서 수업을 피드백해 주는 동료 협력자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 인간 교사를 격려하고 업무 소진으로부터

도와줄 수 있는 친구봇과 같은 감정적 태도 도움 기능까

지 수행해 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라. 검색 및 추천을 통한 수업 준비 도우미 기능

수업 중 학생들의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론 주제를 찾아 제안하는 역할 역시 AI 교사가 수행해

야 하는 업무로 상정하고 있었다. 또한, AI 교사는 수업

에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추천해주며 필요한 시청각

자료를 찾아서 제공해 주는 수업 준비 도우미 기능을 부

여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교사들은 교실에서 AI 교사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종 검색 기능 및 개별 수업 과정에

필요한 자료와 활용 방안 추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업 자료 준비에 대한 도움 외에도 개별 학생

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교

육 전략을 비슷한 교실 상황이나 유사한 학생 사례를 기

반으로 추천해 주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습 내용과 과제를 부여하기 위해 AI 교사가 가

지고 있는 개인별 학습 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문항들을

구성하고 이를 추천 시스템에 의해 제공하는 장면을 제

시하였다.

마. 수업 맥락의 다양성 및 확장 기능

교사들은 AI 교사를 활용하면 수업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을 가상현실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맥락적 경험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예를 들면, 닮음비를 배울 때

는 피라미드를 여행하면서 직접 측정해 활동을 VR, AR,

메타버스, 홀로그램 등의 환경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경험

해 볼 수 있도록 AI 교사가 적절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IoT와 연결된 활동을 통해 수

업 맥락은 더욱 다양해지고 확장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의 롤플레이 대화 중에서 인간 교사가 “AI야 이

부분을 무엇을 이용해서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AI

교사는 “약분과 통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증강

현실 수 모형으로 준비했습니다. 분수 모형을 구체적으로

조작하면서 개념을 다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라고 반응하

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I 교사는 학생들에게 세부적인 도움

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AI 교사는 “덧셈이 가능하도록

수 모형을 나누어 주세요.” 등의 개별 지도를 해 줄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학생은 “수 모형을 바로바로 조작해서 맞

는지 틀린지 알려주니가 분모, 분자에 관련된 규칙을 좀

알게 되었다” 등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이렇듯 학생들이 AI 교사가 제안한 가상의 환경이나 자료

를 경험하거고 학습하는 과정을 기록, 평가하여 다음의 수

업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바. 수업의 기록자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가

교사들은 AI 교사가 수업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분

석하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롤플레이에서 인간 교사는

“여러분의 토론/토의, 발표 내용은 AI에 의해 모든 대화

를 기록 분석되었습니다.”라는 멘트를 했으며, 이를 통해

서 AI 교사가 수업 상황을 분석하고 학생 및 교사에 대

한 적절한 피드백을 교사에게 보고하기를 희망하였다. 분

석 및 피드백 내용은 다른 수많은 유사한 수업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필요한 학습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

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AI 교사는 교실에서 기본적으로 교사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므로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AI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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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학습약점 필요 내용
이해

도
학습 전략 코칭

A 선수학습 부족
5-1 4. 약분과 통분

5-1 5. 분수의 덧셈과 뺄셈

36%

47%

1) 약분과 통분 학습

2) 


 


⋯

B 문제해결 전략 부족

식만들기

그림이나 표 만들기

규칙 찾아 해결하기

55%

85%

48%

거꾸로 문제 풀기

⋯ ⋯ ⋯ ⋯

[Fig. 4] An example of student monitoring page provided by AI teacher

가 수업 중 학생의 발화 기록, 분석(학습 내용에 대한 성

취도, 언어사용의 긍/부정성, 의사소통능력 평가 등),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학생 질문을 선별하여 자동응답 가능한

질문은 답변을 바로 하며, 보다 복잡한 질문이나 미묘한

질문에 대해서는 인간 교사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부여하

고 있었다. 따라서 AI 교사를 수행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AI 기능으로 각종 수학적 용어를 포함, 텍스트와 발화를

처리하는 기능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었다.

사. 성장 과정 및 학업 성과 모니터링

교사들은 AI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

정에서 나타나는 성과를 기록하고 분석하여 그 내용을

학생과 인간 교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Fig.

4]에서처럼 학생 각각의 기본적인 학습 약점과 이를 보완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그리고 수업 이해도와 이를 지도

하기 위한 코칭 제안 등이 AI 교사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내용으로 그리고 있었다.

학생의 성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학년 단위로 성취도를 점검하는 것 외에도, AI와 교사

가 수시로 학생의 성장단계를 파악하여 학생에게 제시하

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성

장 과정을 수시로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상정하고

있었다. 또,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 나가는 것은 단지 학업

의 결과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AI 교사를 통해 학생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적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

한 보다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평가해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기엔 시

간적, 장소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발전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을 상황에 몰입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

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가상

의 공간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자신이 직접 찾고 해

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성취감 역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아. 최종 의사 결정자인 인간 교사

AI 교사는 각종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이를 제공함으

로써 의사 결정을 위한 제언을 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AI

교사가 수업에 있어도 최종 의사 결정은 인간 교사의 역

할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수업에 필요

한 모든 가상 현실 자료를 AI 교사가 준비하고, 사용 여

부와 방법을 교사에게 제안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

떻게 활용할지 그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 교

사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필요한 학습을 진행한

이후에도 학습 결과 리포트를 AI 교사로부터 제공받아

수업의 효과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역할 역시 인간 교

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수업의 전반적인 과정

을 이끌고 AI 교사가 활용되어야 할 영역과 시간, 대상

등을 결정하는 것 역시 교사의 역할로 두고 있었다.

자. 보다 고차원적인 학습을 지도하는 인간 교사

교사들의 롤플레이를 보면, 인간 교사는 학습목표에 도

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1차적으로 AI 교사에게 지도를 부

여했지만, AI 교사에게만 맡기는 것은 아니고 AI 교사가

기초적인 학습 지원과 오류 교정을 해 준 이후 성공여부

를 인간 교사에게 알리면 인간 교사는 성공여부를 학생

에게 직접 묻고 격려하며 다음 학습 활동을 제시함으로

써 학생과의 소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또, AI 교사를 활용하여 기초 학습 지도를 시도했음에

도 끝까지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인간 교사가 직접 학생

을 지도하도록 하며 AI 교사가 파악한 학생의 학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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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문제점과 피드백 내용을 학생과 함께 논의하며

더 좋은 방법과 필요한 학습 내용을 결정한 후 학생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작업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

은 장면의 예를 들면, 인간 교사가 전체 수업을 진행한

후에 AI 교사 개별 학생의 도달 정도를 파악하고 인간

교사에게 그 결과를 전송한다. 이때 인간 교사는 학습에

도달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별도 소그룹방으로

분리해서(온라인 학습 상황을 설정하였음), 도달하지 못

한 학생 방에는 AI 교사를 활용하여 개별 학생들의 오류

를 교정해주면서 기초 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대신에 인간 교사는 학습 목표에 도달한 학생 방에서 AI

교사가 수행하는 단순 기초 학습 지원과정보다 고차원적

인 사고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장면을 연

출하였다.

차. 수업 중재자인 인간 교사

교사들은 AI 교사가 각 학생에게 실시간으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 학생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지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

나 교사들은 이러한 피드백을 AI 교사로부터 학생이 직

접적으로 받게 되는 상황을 원하고 있지 않았다. 즉, 학생

과의 상호작용은 최대한 인간 교사와의 영역으로 설정하

고 있었기 때문에 AI 교사가 학생에게 한 제안 내용을

학생의 의견을 물어 중재하는 역할을 인간 교사가 수행

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었다.

“AI 교사는 다른 부분은 양호하나 일부 내용에 대해서

는 추가 자료로 보충 학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토의 주제 2번 내용이군요. 이를 과제로 수

행한 모둠 학생들은 이에 동의합니까?” 이와 같이 AI 교

사는 수업 중 관찰한 내용을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더 필

요한 학습 내용과 주제를 인간 교사에게 제안함으로써,

인간 교사는 이를 학생들에게 확인하고 학생의 의견을

받아 중재하며, 학생들에게 최종적으로 적절한 제안을 하

는 것은 인간 교사의 역할이었다. AI 교사가 분석한 내용

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듣고 인간 교사는 새로운 학습

방법과 개선점을 찾아 학생들이 다시 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하며, AI 교사는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자연어처리,

소리 감지 및 분석 기능을 통해 기록하고 이에 대한 결

과 피드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AI 교사를 활용한 수업 장면 역할극 예시

본 절에서는 교사들이 가정한 교실 상황과 이에 따른

교사와 AI 교사와의 역할 및 상호작용에 대한 역할극 예

시를 제시하였다. 이는 교사들이 AI 교사에 대한 기대와

교사의 변화된 역할을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지 보다 생

생한 수학 교수․학습 맥락에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 한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롤플레이한 교실상황과 수

업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실상황: (나레이션: AI 교사가 인간 교사의 보조 교

사로 역할을 하며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 등

이 갖추어져 있다. 모든 책과 학습자료, 평가는 디

지털로 실시되며 AI 교사가 수시로 학생의 이해도

를 점검해 리포트를 교사와 학생에게 제시한다.)

교사: 오늘은   ∙꼴의 곱의 미분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평균변화율, 순간변화율, 도함수의 정의와

가장 간단한 함수인   의 미분에 대해 배웠습

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학생에게 확인한

다.)

학생: (나레이션: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 어제 잠

을 잘 자지 못해서 집중이 되지 않는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개념 5개중 3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업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질문

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은 손을 들라는-

교사의 말에 이해한 척 고개를 끄덕인다. 디지털

교과서로 밑줄을 긋고 있지만 낙서를 하며 딴 짓

을 시작한다. 선생님이 발표해볼 사람을 구할 때는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려 회피하고, 연필을 돌리고

다리를 떠는 등 산만하게 수업에 임하고 있다. 특

히 기본적인 개념이 이해되지 않아 내적 화가 쌓

여있다.) 네? 선생님 저요? 음…. (교사가 묻는 질

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자 AI 교사에게 도움을 요

청한다.) 도와줘 AI야.

AI 교사: (미래의 상태를 측정하였다. 미래의 심박수,

동공의 움직임, 평소 습관을 빅데이터화해서 만들

어놓은 집중지표를 분석해 학생이 이해했는지 집

중했는지를 실시간 분석해 교사에게 데이터를 전

송한다. 미래는 스마트 교과서에 그림을 그리며

‘공유’ 생각을 하고 있음. AI는 미래의 관심을 끌

기 위해서 미래가 좋아하는 연예인인 ‘공유’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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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타를 만들어서 모습을 드러낸다). 미래야, 을

미분하면 가 된단다. 이건 다항식의 미분

공식이니까 여기서  을 대입하면 을 미분

한 것을 구할 수 있어. 한 번 해볼래?

역할극에서 보면, 수업 도입 부분에서 교사의 역할은

선수학습 확인 및 본 차시 수업 안내 등 지금의 교사의

역할과 다르지 않게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학생 학습 상황에 대한 것은 교사가 조절할 수 없

는 설정하였다. 미래라는 가상의 학생은 선수학습 내용에

대한 결여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정의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AI 교사는 학생의 신체적

상황과 정서적 상황을 파악하고 학생의 관심을 끌기 위

하여 선호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을 유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AI 교사가 사실상 친밀감

있는 학생의 동료 교수(peer tutoring)로써 표현하고 있었

다. 교사들은 교실에서 그룹 활동 및 동료 교수를 중요한

요소로 상정하고 AI 교사가 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간 교사가 더 많은 수의 학생

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

교사: (오늘 미래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네.

AI 교사가 보내준 분석 자료를 봐야겠어. 역시 완

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군. 30명의 학생 중 개념과

식을 완전하게 이해한 비율 70%, 개념을 모르고

문제만 풀 줄 아는 비율이 30% 9명이네. 보자! 수

학적 정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한 경우도 있

네. 이미지로 이해할 때 이해가 잘되는 학생이 6명

이나 있구나. 칠판 판서는 전에 한계가 있으니 증

명을 한 후에는 시각적 이미지가 포함된 동영상을

보여줘야겠어.) 두 함수  , 가 미분가능

할 때   의 도함수를 정의를 이용해

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수학 내용 설명한 후 기

하학적인 이미지로 설명을 바꾸어 진행함)

AI 교사: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아

이들의 반응을 분석하며 이해하였는지 여부를 데

이터로 만들어서 교사에게 보낸다.

교사: 이미지를 이용하니 이해하기가 보다 쉬웠나요?

여러분이 잘 이해했는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

은 선생님이 되어 설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 AI를 친구모드로 한 후 AI친구에게 곱미분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세요.

학생: (아까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니만. 이미

지로 이해하니 확실시 기억이 잘되네.) (AI 친구모

드 설정) AI친구에게 곱미분에 대해 설명한다.

AI 교사: (미래가 설명한 내용 중 정확성, 오류 정도,

생략 부분 등을 고려한 분석 결과를 교사에게 제

공). 미래야, 너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쏙쏙 잘

된다.

교사: (미래가 이미지를 통한 개념 이해는 잘 했는데

증명 과정을 다소 어려워한다고 하는군. 갑자기 더

하고 빼는 과정을 삽입해야하는 부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이런 과정을 포함하는 연습

문제를 제공해주라고 해야겠어.) 미래야, 정말 잘

이해하고 있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선생

님이 부과하는 숙제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요. 다음 시간까지 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교사들이 그리는 교실에서의 AI 활용은 AI 교사를 활

용한 다양한 교수법을 추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AI

교사가 단지 교사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 친구 역

할도 수행하면서 학생들은 학습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자

신의 수학을 확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인간 교사는 AI 교사가 평가한 수업 결과를 확인하

여 수업의 내용을 조정해나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AI 교사가 개별 학생을 진단한 내용을 파악하고 전체 학

생의 수업 이해도 리포트를 작성해서 보고하면, 이를 바

탕으로 인간 교사는 학생의 흥미도를 높이고 동기를 부

여해주기 위한 수업 방향을 결정한다. 이와 같이 결론적

으로 AI의 도움을 받은 학생과 AI와 협업 수업을 한 교

사 상황이 모두 AI가 교실에 활용되는 상황에 대한 긍정

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음이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최근 들어 AI를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Park, 2020; Ko, 2020). 현재

AI를 교육에 활용하는 시스템(AIED)의 대부분이 학습자

활동 데이터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학생 개별 맞춤형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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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제공하는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Intelligent tutoring

systems, ITS)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Park

& Shin, 2017). 물론 아직은 엄밀한 의미의 AI를 전적으

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Park, 2020), AI의 발전

기술에 맞추어 수학을 본질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앞

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Ee &

Huh, 2018).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또 다

른 맥락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ITS가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반

적으로 교실에서 사용하는 교사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

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Holstein, et al., 2017).

즉, ITS를 학생의 학습 및 행동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개별 학습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서, 교사의 요

구 사항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기반으로 ITS를 구축하고

자 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AI가 교육에 활

용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 맥락을 학생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교사 관점 또는 교사를 포함한 상

황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I의

교육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사를 통해 이끌

어 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AI 교사와의 수업 상황을 교사들의 롤플

레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교사들이 AI를 교실 상황에 적

용하기 위한 목적과 활용 방안을 알아보는데 있어서 생

생한 맥락 속에서 그 요인들을 끌어내고자 하였던 것이

다. 이러한 롤플레이에 더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드러내기

위한 방안으로 RPP로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을 본 연구

수행자인 3인의 AI 활용 수학교육 전문가가 3단계 방법

(Tri-Level Hypothesis)으로 분석하였다.

교육에서의 AI 활용 방안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의 일

환으로 실시한 AI 교사의 역할극에서 나타난 AI 시스템

은 모두 ITS와 대화형 튜터링 시스템(DBTS)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RPP에서 교사들은 도메인 모델

(Domain Model)의 변화를 제시한 바는 없었으며, AI 교

사에 어떤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인간 교사와 유기적으로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교수 모델(Pedagogical Model)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 즉, 교사들은 AI 교사를 교실에 활

용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인간 교사와 AI 교사가 각자의

장점을 살려 상호 협력함으로써 인간 교사 단독 수업 진

행 상황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진행의 수업을 구현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AI는 수업 시작과

중간, 종료 시 학생들의 상태를 계속 기록할 수 있어 학

생들의 포트폴리를 보다 면밀히 관리할 수 있고 이에 따

라 성취 정도와 발달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학생 성장

중심 평가나 과정 평가의 누가기록 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줌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학습 과정을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에게는 영상 및 텍스트로 학생들의

개별 학습 정보를 제공하여 지도와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은

AI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 교사의 역할의 변화

를 제시하고 있었다. 인간 교사는 AI 교사가 제시한 내용

을 판단하여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더 많은

학생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활동을 하는

역할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모든 자료들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로 축적되므로 수업을 진행할수

록 AI는 더 진화하며 발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료와

평가, 피드백 모두의 기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교사들은

판단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역할극에서 나타난 미래의 AI를 교실에서 활

용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는 학생들의 개별 학

습 지도하고 소외 학생을 지도하는데 있다는 것은 선행

연구(Voskoglou & Salem, 2020)와도 일치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의 성장 과정 및 학업 성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서 학생 및 교사와의 대화 처리를 위한 자연어처리 기능,

각종 수업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능과

이를 VR/AR과의 연결 기능 등 AI의 다양한 기능이 필

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개발되는 대부분의 AI 활용 플랫폼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체계와 기능과는 다르게(예, Park,

2020; Chang & Nam, 2021), 교사들이 원하는 AI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의 학습 과정, 결과 수업에 대한 분석에 대

한 보고서를 소비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인간 교사가 되

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학습 결과 보고서를 학생

이 자유롭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교사가 그

모든 데이터의 활용 여부를 교육적 목적 하에 판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길 원하였다. 즉, AI

교사가 교실로 들어오더라고 인간 교사가 교실 수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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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을 가지고 더 나은 수업으로의 전환하기 위한 판

단가,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교사

의 역할 중에서 보조 업무 지원을 AI가 해 주길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목적 하에 필요한 AI 교사의 역할을 상정

하고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사

의 요구는 AI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안하고 있는 현재 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작용한다.

또한 교사들은 수업 중에 교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알아차리고 학생들에게 정서적 지원과 더 활발

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기를 원한다는 기존의 연구

(Holstein, et al. 2019)와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

다. 이에 더하여 학생들의 감성적 영역인 정의적 영역까

지 도움을 주기 원하였을 뿐 아니라 교사 자신에게도 수

업 전문가로서의 파트너십을 기대하고 있었다. 교사 본인

의 수업을 도와주고 피드백 해 주는 역할도 기대하고 있

었으며, 심지어 교사 소진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여 교사

의 정서적 지원을 AI가 수행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교사가 자신의 수업과 학생 지도라는 업무에 대한 스트

레스와 교사 동기, 자신감 함양을 AI가 도와줌으로써 교

사 소진을 벗어나고 싶은 기대감을 표현했다는 것 역시

매우 의미심장한 AI의 역할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사들이 AI 교사와 인간 교사의 수업 상황

에 대한 역할극을 통해 교사들이 AI 교사와 인간 교사가

어떠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 만다라트 과정에서 교사들

은 교육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신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였다. 즉, ‘우리는 교육현장에서 어떤 수학 내용을 어떻

게 가르쳐야 하는가?’, ‘AI로 인해 각 단계, 수학 교수학

습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와 같은 교사의 역할과 교

육의 본질에 대한 질문들을 스스로 생성했으며 ‘AI에 대

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AI가 고도로 발달되었을 때

에는 인간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등과 같은 교

사의 전문성에 대한 성찰을 보였다. 교사들이 AI를 수업

에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교사 스스로가 AI 포함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보다 더 신장시켜야한다는 필요성 역시

스스로 제시하였다. 이는 AI 교사와의 협업에서 인간 교

사가 교육의 주도권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관점으로 수업의 방향과

메커니즘 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는 것이다.

AI 교육 연구들이 가속화되기 시작한 현 시점에 맞추

어(Lim, 2020), 교사들의 요구와 비전에 따라 교육에서

AI 활용 방안이 결정되어야 한다(Holstein et al., 2019)는

주장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AI와 인간 교사가 파트너십

을 맺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I 교사와의 상호작용성에 대

한 교사의 인식을 시각화하기 위해 만다라트와 RPP 기법

을 활용하였다. 방법론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기법들

의 긍정적인 영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처음 작성한 팀별 만다라트의 결과는 매우 간략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

사들은 8개의 관련 내용을 생성하는 것을 힘들어 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8개 내용을 팀별로 추출하는 것보

다는 다양한 학교 및 수업 상황을 가진 모든 교사들에게

의미 있는 공통의 아이디어를 도출해 나가면서 다각도로

논의하는 것을 더 독려했다. 이를 통해 교사들 스스로 이

러한 만다라트를 구성하면서 AI 교사의 활용에 대해 기

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출발점으로 하여 또 다른 아

이디어 및 인식을 갖게 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

이다. 이러한 팀별 검토 토론을 통해 재구성된 최종 만다

라트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포함한 실제적인 내

용으로 발전되었다.

만다라트와 함께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것이

RPP이었다. 교사들은 팀별 만다라트 최종본에 포함된 아

이디어를 핵심 요소로 반영한 가상의 수업 상황을 가정하

여 롤플레이 개념을 적용한 RPP 자료를 완성하였다. 수업

기반의 RPP를 통해 자칫 추상적으로 흐르기 쉬운 ‘인간

교사-AI 교사의 상호작용성’이라는 주제가 보다 실질적이

고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으며, 동일 아이디어일지라도 수업

의 목표나 단원 내용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반영하는 모

습을 보였다. 이는 교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및 인식을

생성하는 데에 RPP 활동이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학교실이라는 맥락에서 기능적으로 활용되기 위

해서는 주요 사용자인 교사가 개발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

여 그 맥락을 제공하는 디자인 접근 방식(Mitchell, Ross,

May, Sims, & Parker, 2016; Trischle, Pervan, Kelly, &

Scott, 2018)을 적극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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