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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더욱 발전한 

ICT 기술들이 어느덧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중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

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여겨지고 있으

며,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한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미

래 교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

데,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에 대한 준비를 주요 국

가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 코로나바이러

스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여 전통적인 개념의 교육

은 그 변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공교육에

서 온라인 수업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학

생들은 자기주도학습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질 수밖

에 없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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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 (AI) will have a huge impact on future education. We look at the role of AI in education 

and changes in schools. Personalized education is being attempted in limited services, and an interactive tutor 

service with speech recognition/dialog technology is being developed. In the future, we look forward to fully 

personalized education for individual students through AI teachers. Teachers are expected to make more effort 

to teach creative thinking,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As the speed of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accelerates, we expect that AI-based education will be deeply established around us in the near 

future. We first introduce the details of the personalization technology and then discuss the AI-based foreign 

language speaking education research conducted by 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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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았다.

본 고에서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교육 현장의 적용을 위한 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정리하여 보았다. 먼저 Ⅱ장에서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교육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연구내용을 살펴보고, Ⅲ장에서 현재 ICT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에듀테크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Ⅳ장에서 교육에 적용된 몇몇 인공지능 기술들을 

살펴본 후, Ⅴ장에서 ETRI에서 연구하고 있는 AI 

기반 외국어 말하기 교육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II. AI 시대의 교육

1. AI 시대의 미래교육

인공지능 시대에 교육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미래형 혁신적 교육체제의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네덜란드의 Steve Jobs School을 통해 미

래 교육의 형상을 예상해 볼 수 있다[1]. Steve Jobs 

School에서는 학년 구분이 없이 학생들이 자기가 

필요한 공부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개개인은 

태블릿 PC를 통해 맞춤형 학습을 하고, 예체능 공

동학습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배운다. 교사는 조력

자 역할을 수행하고, 창의적 수업을 설계한다.

인공지능 교육은 학생의 학습 정도에 맞도록 학

습을 진행하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지역, 소득

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에 교

육격차 해소가 가능하다. 또한 학습 수준에 상관없

이 소외 없이 수업에 참여가 가능할 것이며, 학생

이 실수하더라도 인공지능과 학습을 하기에 위축

되지 않고 학습할 것이다.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해 

반복학습, 문제풀이 등을 자연스럽게 학습해 나갈 

수 있게 된다. 

학교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단순 지식 전

달이 아닌, 창의성을 키우고, 비판적 사고력을 가

르치고, 문제 해결 능력, 토론 능력, 소통과 협업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AI 기술이 교육에 가져올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2,3]. 

•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

•  가정교사 같은 개별지도, 피드백이 가능한 

튜터링 학습

•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개념 식별 후 맞춤 교육

•  시간/공간적 제약이 없는 글로벌 학습

•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  스마트 콘텐츠 기반의 맞춤형 자료

•  AI 기반 자동채점

•  일상적인 교사 업무의 자동화 및 교사의 역

할 변화

AI 기술은 또한 확장성이 용이하여 모든 학생에 

대해 궁극적인 1:1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2. 인공지능기반 교육 사례

조지아 공대에는 AI 조교가 있다[4]. 2016년 

Ashok Goel 교수의 인공지능 수업에서 AI 조교 Jill 

Watson은 학생 질문에 답변하고, 쪽지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토론 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

다. 학생들은 이 조교가 인공지능이라고 밝혀지기 

전까지 눈치 채지 못하였고, Jill Watson은 빠른 답

변과 정확성으로 인기가 많은 조교였다고 한다.

정규수업이나 자기주도학습에서 학습 수준에 

맞추어 수학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카네기 러닝

(Carnegie Learning)의 ‘MATHia’를 예를 들면, 학습

자의 개념 단위 학습 과정을 파악하고 적절한 피드

백과 힌트를 제공해 주는 지능형 학습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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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겠다[3,5].

학습자 맞춤형 교육은 위의 예와 같이 학습자의 

학습 정도, 선호도 등에 맞게 문항 및 콘텐츠를 제

공하는 방법이다. 이는 칸 아카데미, 맥그로우힐

의 ALEKS 등 여러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다[6].

AI 기반 자동채점을 예를 들면, ETS에서 TOEFL 

iBT Speaking 시험에 2019년 8월부터 SpeachRater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7]. 사람 전문가 평가와 함

께 자동평가 엔진인 SpeechRater의 점수를 합산하

여 응시자에게 점수를 제공한다. 사람은 내용, 의

미, 언어 전반에 대해 점수를 주고, 자동평가 엔진 

SpeechRater는 발음, 억양 등의 요소를 평가한다.

Ⅲ. AI 기반 교육 동향

1. AI 기반의 미래교육, 에듀테크

에듀테크(Edu-Tech)란 교육(Education)과 기술

(Technology)이 결합된 신조어로, 기술을 통해 교

육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AI) 외에

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IoT), 온라인 공개수업 등 IT 기술과 교육 

서비스가 융합해 새로운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적인 교육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온라인 학습이 활성

화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

조됨에 따라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 또한 극대화

되고 있다. 

이러닝이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를 온라인에 옮

겨놓는 형태, 소위 말하는 ‘인터넷 강의’를 말하는 

것이라면, 에듀테크는 교육에 ICT 기술을 융합적

으로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교육으로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학습자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하고 정보를 종합해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

한 학습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

를 들어, 학습자가 잘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내고 학습자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조

절한 학습자 맞춤형 학습과정을 추천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책 속에 담긴 수많은 공식과 글, 그림

으로 이해하던 교육방식으로부터 동영상, 증강현

실, 가상현실 등을 이용해 마치 실제 환경과 같은 

문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시·공간을 초월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어려운 문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AI는 학습자와 

교육자의 특정한 요구에 따라 교육을 맞춤화하여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의 범위도 확장할 

수 있다. 

2. 에듀테크 산업시장 동향

교육시장조사업체 혼론아이큐(Holon IQ)에 따

르면 세계 에듀테크 산업시장 규모는 2018년 1,530

억 달러에서 2025년 3,420억 달러까지 2배 이상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교육시장은 2025

년 7조 8,000억 달러의 규모를 형성하고, 이 가운

데 에듀테크는 3,420억 달러로 4.4% 수준을 차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8]. 미국, 중국 등 에듀테크 선

진국들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투자가 활발히 이

뤄지고 있다.

국내에서 에듀테크는 EBS의 온라인 클래스와 

KERIS의 e학습터 이외에도 구글 클래스, 줌, 네이

버 밴드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다. 특히, 국내에

서는 소프트웨어 코딩 과목이 중학교부터 필수과

정이 됨에 따라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

지고 있으며 날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에

듀테크 시장규모는 2019년 전년대비 2.8% 상승한 

3.95조 원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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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로 세계 교육시장의 성장 추세에 비해 낮은 

편이다[9]. 이는 교육 시장의 변화 필요성을 인지

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제도와 규제로 인해 성장 

한계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며,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라는 악재도 존재하기 때문으로 분

석된다. 

3. 주요 에듀테크 트렌드

에듀테크는 AI에 기반해 인공지능 튜터를 개발

하고 개인별 맞춤교육 및 교사의 업무효율성을 개

선하는 지능화 분야, 그리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의 융합을 통해 교육콘텐츠의 물리적 제약을 

없애고 수업 호응도 및 참여율을 증진시키는 실감

화(VR, AR) 분야의 두 가지 분야로 기술이 주로 적

용되고 있다. 특히 급성장하고 있는 AI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표 1에서 세계 주요 에듀테크 기업의 특징을 요

약하였다[10,11]. 미국에서는 AI에 기반하여 학생

의 지식수준을 파악한 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

고 교사에게도 학생별 보고서를 지원하는 온라인 

평가 학습 시스템 ‘알렉스’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 공교육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서 있

거나 필기하는 모습 등의 학생들의 다양한 행동을 

인식하고 상태를 파악하여 그 정보를 교사에게 전

달하는 AI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IBM의 왓슨을 기반으로 어린이가 스스로 장난감

을 조립한 뒤에 이 장난감과 대화하며 놀 수 있는 

교육용 콘텐츠를 만들어 주목을 끌고 있으며, 스웨

덴은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수준에 따라 후속 

질문들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

하는 인지 컴퓨팅 기반의 AI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

다. AI에 기반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독창성, 

윤리성, 배경추론 등의 세부적인 역량 평가도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주요 에듀테크 기업 현황은 표 2에서 요약

하였다[10]. 국내에서는 수학·외국어 교육, 영유

아 학습시장 등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우수한 IT 기

술을 결합하여 학습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반 학습 분석 시스템을 강점으로 내세워 에듀

테크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전자칠판과 태블릿 

PC를 활용해 언어에 구애받지 않는 에듀테크 플랫

폼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 국가별로 다른 교육과정도 반

영되는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의 에듀테크는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AI에 기반

한 맞춤형 학습 서비스, 게임기반 학습, 외국어 교

육 등의 다양한 분야로 적용되고 있다.

표 1 세계 주요 에듀테크 기업 현황

기업명 주요 특징

McGraw-Hill 
Education

(ALEKS, 미국) [10]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평가 및 학습 

시스템

Sands School(영국) [10]
편안하고 능동적인 교육 참여가 가능

한 에듀테크 대안학교

엘리멘탈 패스(영국) [11] IBM 왓슨 기반 교육용 콘텐츠 생성

VIPKID(중국) [10]
5~12세 어린이 대상의 온라인 교육 
스타트업

휴버트 AI(스웨덴) [11] 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및 평가

표 2 국내 주요 에듀테크 기업 현황[10]

기업명 주요 특징

노리
학습자의 취약 부분을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

뤼이드  AI 기반 맞춤형 토익 학습 시스템

아이스크림 에듀 빅데이터 기술 기반 AI 학습 분석 시스템 적용

클래스팅 모바일 교육용 SNS 플랫폼 서비스

럭스로보 교육용 코딩 로봇

출처  이은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J-Connect, vol 12, 2019, pp. 8-11, 

기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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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AI 기반 교육에서의 주요 기술

1. 개인화 기술

AI 기반 교육에서는 학습자별로 서로 다른 학습 

내용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개인

화 기술은 학습자의 학습 정도를 추정하여 학습자

에게 적합한 내용과 방법을 추천하는 기술로 일반

적인 추천 시스템 문제 내에서 다뤄진다. 

예를 들어, 명의 학생이 개의 과목 중 어느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평균 성적 측면에서 유리한

지, 특정 과목의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를 선택해 

푸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데이터 기반 분석방법을 

통해 추천해 주는 문제가 된다. 다양한 방법들이 

추천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12,13], 협력 필터링 방식과 심층 신경망을 이용

한 방법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가. 행렬 분해 기반의 협력 필터링

가장 대표적인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은 행렬 분

해 기반의 협력 필터링이다. 협력 필터링은 그림 1

과 같이 사용자-항목별 희소 행렬 가 주어진 경

우 비어 있는 항목 값을 다음과 같은 행렬 분해를 

통해 채우게 된다.

   

여기서 는 학생에 대한 베이스 행렬이 되고, 

는 항목별 베이스 행렬이 된다. 이 행렬 분해는 표

준 Singular Value Decomposition(SVD) 최적화 문제

를 풀어 해결한다.


min    

그러나 희소 행렬 는 표준 SVD 최적화로는 구

하기 어려워 Probabilistic Matrix Factorization(PMF)

을 사용한다[14]. PMF에서는 관측된 사용자-

항목값을 다음과 같은 조건부 확률 분포로 가정

한다.


  

  




  






  
 

여기서   은 평균 와 분산 를 가지는 

가우시안 확률 분포함수가 된다. 사용자와 항목 벡

터에 대해 다음과 같이 Zero-Mean Spherical Gauss-

ian Priors를 가정하면


   

  




 

 
   

  




 

고정된 
 

 에서  는 다음과 같은 최적

화 문제를 풀어서 구할 수 있다.


min 




 ∈

   

  


 






여기서   






  






 이 된다.

나. Multi-Layer-Perceptron 기반의 

     협력 필터링

최근에는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협력 필터링 

방식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15,16]. 그림 2는 

Multi-Layer-Perceptron(MLP)을 이용한 협력 필터

링 방식으로 사용자 아이디와 항목 아이디를 심층

망의 입력으로 사용해 개별 은닉 벡터로 임베딩하그림 1 행렬분해 기반의 협력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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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다시 병합하여 MLP의 입력으로 사용한

다. 마지막 출력층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 u가 b 항목을 선택할 값을 출력한다. 이 

모델은 Huber Loss를 최소화하는 훈련이 된다. 이

때 Huber loss는 다음과 같다.

 














     f or    ≤ 

    




다. Course2vec 기반의 순차 추천 모델링

행렬 분해와 MLP 기반의 협력 필터링 방식은 항

목 선택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과목을 수강하기 위한 선수 과목들이 존재하고, 서

로 다른 학습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어떤 순서로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또 다른 문

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차 

모델링이 필요하고 최근에는 Word2vec에 기반한 

Course2vec 방식이 제안되었다[17].

Word2vec 모델은 주어진 문장 내에서 개별 단어

의 순서를 근처의 문맥을 사용해 예측하는 방법인

데[18], Course2vec에서는 그림 3과 같이 단어 대신 

과목 혹은 항목을 사용하게 된다. 

이전에 수강한 과목들  …에 대해 과목 를 

선택할 확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exp


exp


여기서 는 이전 과목에 대한 aggregated 벡터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Course2vec 모델은 학생 에 대해 성적 향상을 최

출처  ULLAH, Farhan et al., “Deep Edu: A Deep Neural Collaborative 

Filtering for Educational Services Recommendation,” IEEE Access, 

2020, 8: pp. 110915-110928, CC BY 4.0. 

그림 2 MLP 기반의 협력 필터링[16]

출처  S. Morsy and G. Karypis, "Will this Course Increase or Decrease 

Your GPA? Towards Grade-aware Course Recommendation." JEDM 

Journal of Educational Data Mining 11. 2. 2019 pp. 20-46, CC BY-

NC-ND 4.0. 

그림 3 Course2Vec 뉴럴 네트워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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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기 위해 모델을 최적화한다.

여기서 는 학생들 집합,  는  학생에 의해 

선택된 좋은 성적의 과목,  는  학생에 의해 이

전에 선택된 과목들의 집합이 된다. 혹은 다음과 

같이 좋은 성적은 최대로 나쁜 성적은 최소로 하는 

방향으로 최적화가 가능하다.

여기서   나쁜 성적의 과목들이 된다.

Ⅴ. ETRI 연구동향

이 장에서는 자연어 음성 대화처리 및 음성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ETRI의 AI 기반 외국어 말하기 

학습기술과 이에 기반을 두어 개발되고 있는 서비

스 시스템을 소개한다.

1. AI 기반 외국어 말하기 교육

인공지능 기반의 외국어 말하기 교육은 학습자

의 발성 내용을 이해하고 발음, 문법 및 대화 내용

의 적합성을 확인해 교육적인 피드백을 제시함으

로써 인공지능이 원어민 외국어 교사의 역할을 수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4와 같이 외국어 

말하기 교육에 필요한 기술은 음성인식과 대화처

리 기술인데, 최근에 급격히 발전한 딥러닝 기반의 

기계학습 기술을 통해 성능이 눈에 띄게 향상된 대

표적인 분야들이다. 이를 위한 음성인식 기술은 비

원어민 학습자의 발성에 대해 높은 인식 정확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여러 측면에서의 발음 유창성 수

준을 판단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음성인식 

출력 문장을 기반으로 한 대화처리는 제시된 학습 

주제에 맞춰 학습자의 의도를 파악하며 대화를 수

행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문법 및 표현 오류를 찾아

내어 그 교정 방법을 피드백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공지능 기반 외국어 말하기 교육 시스템에 적

용되는 음성인식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발음 유

창성이 낮고 문법/표현 오류가 많은 비원어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원어민과 비원어민의 음성

을 통합하여 최적화된 음향모델이 제공되고[20], 

비원어민 학습자에게서 빈번하게 발행하는 비문

법적 문장 및 자유 발화 형태의 대화체 문장이 반

영된 형태의 언어모델 적용이 필수적이다.

그림 5는 음성인식과 대화처리 기술이 적용된 

출처  김인석 외,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영어교육,” 한국문화사, 2019. 

그림 4 AI 기반 외국어 말하기 교육 시스템 구성도[19]

출처  김인석 외,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영어교육,” 한국문화사, 2019.  

그림 5 영어 말하기 교육 시스템의 학습 예[19]

음성 인식 시스템
(ASR)

대화 처리
시스템

Grammar/Semantic 
정확도 평가 시스템

교육용 콘텐츠
발음 유창성

자동 평가 시스템 피드백 생성 시스템

Second-language
Learner

Overall feedback

AI 기반 외국어 말하기 교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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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영어 말하기 교육 시스템의 학습 예

이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 시스템과 학습자가 대화

를 주고받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고, 학습자가 발

성한 영어 발음 유창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

가 그림 6과 같이 사용자에게 피드백된다.

신뢰도 높은 발음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 

발화로부터 음성분석 및 NLP 기술에 기반을 두어 

평가에 유의미한 다양한 특징을 추출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사전에 설계된 발음평가 기준에 따라 수

행하는 인간 평가자(Human Rater)의 평가 점수와 

인공지능의 평가 점수가 높은 유사도를 갖도록 딥

러닝이나 선형 회귀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된 

발음평가 모델이 사용된다[22].

외국어 학습자에 의해 발화된 문장 평가는 문법, 

내용 전달성, 유창성의 3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진

다. 이를 위해 설계된 언어기반 문장 평가 피드백 

모델은 그림 7과 같다.

대화 중에 발화된 학습자의 외국어 문장을 대상

으로 먼저 주제에 따른 정확한 내용인가를 평가하

고, 내용이 부정확하다면 정답 문장 예시를 제시한

다. 다음으로 문법 정확성을 판단하여 오류가 있으

면 해당하는 문법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

로 원어민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에 따른 유창성을 

평가하여 표현이 부적절할 경우 추천 문장을 제공

한다[21,23].

2. ETRI 서비스 개발 사례

EBS가 주관하는 교육부 사업 “AI 기반 초등학교 

영어 말하기 학습 시범 사업”에 ETRI의 영어 음성

인식 및 자연어 대화처리 기술이 적용되어 시범서

비스가 진행 되었다. 

2020년 상반기에 전국 58개 초등학교 4학년 학

생을 대상으로 한 1차 시범서비스를 완료하고 12

월까지 160개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2차 시범서비스가 진행 되었고, 2021년 상반기

에는 전국 6,000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본 사

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음성 대화처리 기술

을 공교육 영어 말하기 학습에 적용한 세계 최초 

사례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신규 기술

을 적용할 계획이다.

세종학당에서 주관하는 “인공지능 기반 한국어 

학습지원 시스템” 개발에 ETRI의 한국어 음성인식 

및 자연어 대화처리 기술이 적용되어 사업화 추진 

중이다. 그 사용 예는 그림 8과 같다.

세종학당은 국가/도시별로 1~2개소로 제한되

어 운영 중인 오프라인 한국어 교육의 한계로 인

해 2019년부터 온라인 한국어학당 서비스를 시작

하였다. 이에 원어민(한국인)과의 대화 기회가 부

족한 한국어 학습자 지원을 위해 ETRI의 음성인

식 및 발음평가 기술과 자유 대화처리 기술을 적용

출처  김인석 외,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영어교육,” 한국문화사, 2019.    

그림 6 학습자 발화에 대한 발음평가 예[19]

출처  이윤근 외, “준지도학습형 언어지능 원천기술 및 이에 기반한 외국인 

지원용 한국어 튜터링 서비스 개발,” 2연차 보고서, 2020. 12.     

그림 7 언어기반 문장 평가 피드백 모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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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공지능 기반 자유 대화를 통한 말하기 학

습 및 발음 유창성 평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는 국제통용 한국어 기반 정규교

육 최초로 AI 기반 한국어 말하기 학습서비스를 정

식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외국인 사용

자의 한국어 발화 음성 대화 로그를 수집하여 향후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개발 기술 적용 사이트 

발굴에 활용할 예정이다.

Ⅵ. 결론

본 고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의 모습에 대

해서 예상해 보고, 현재 에듀테크에 적용된 기술을 

살펴보았다. 그 중 대표적 기술인 개인화 기술에 

대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이어서 ETRI에서 

수행 중인 AI 기반 외국어 말하기 교육 연구에 대

해서 소개하였다. 

아직은 제한적인 서비스에서 개인 맞춤화 교육

이 시도되고 있으며 음성인식/대화처리 기술이 적

용된 대화형 튜터 서비스가 시도되고 있다. 앞으로

는 인공지능 교사를 통해 개개인 학생에 대해 완전

한 맞춤화 교육이 가능해질 것을 기대하며, 교사는 

창의적사고, 비판적 사고와 소통, 협업을 가르치

는데 보다 노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완전한 개인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데

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져야 한

다. 교과 문제와 콘텐츠를 학습 개념과 난이도별로 

분류하여 메타 정보를 태깅하고 실제 학습자 데이

터로부터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축해야 개인화 모

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교육에 

사용되기 위해 신뢰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문

제를 해결하고, 설명 가능한 AI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교육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주변에 깊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상해 본다.

약어 정리 

AI Arti�cial Intelligence

AR Arti�cial Reality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T Information Technology

MLP  Multi-Layer Perceptron

PMF  Probabilistic Matrix Factorization

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VR Virtual Reality

출처  세종학당재단     

그림 8 세종학당재단 AI 한국어 학습 시범서비스 화면

에듀테크(Edu-Tech)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교육서비스가 VR/AR, AI, 빅데이터 등 ICT 기술과 융

합하여 기존과 다른 새로운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혁신분야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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