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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Yohan. “A Study on the Educational Effectiveness and Potential of Using an AI speaker for 

English Educatio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1 (2021): 225-251. Recently, an 

Artificial Intelligence (AI) speaker realized by speech recognition and synthesis technology has fast 

become a supplementary instrument in various educational fields, including English educa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effective applications of an AI speaker (Google Home Mini) and its 

future potential for English learning and teaching.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firstly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using an AI speaker from a cognitive and 

linguistic perspective. Then, it documents actual experiences of sixteen pre-service English teachers with 

an AI speaker for creating their own lesson plan. The results show that an AI speaker provides 

individualized learning beyond time and space limitations and increases the level of motivation and 

participation, introducing new and additional ways and methods for English education. In addition, it is 

helpful for pronunciation and speaking practices, in particular, because it lowers students’ affective filter 

and improves listening concentration. Although all participants perceived its effectiveness in a positive 

way, using an AI speaker for educational purposes has limitation in that it cannot provide human-like 

accuracy and spontaneous feedback. This is the reason why the use of an AI speaker has to be situated 

in well-designed learning activities, rather than making students have open-ended conversation with AI. 

Based on the findings, this paper sheds new lights on how capabilities of AI speaker technology make 

learning more engaging and teaching more artificially apprehendable. (Jeonj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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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들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반의 음성인식과 합성

기술이 교육, 교통, 금융, 문화, 건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삶을 편리하

게 만들고 있다. 인간의 질문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답과 정보를 제시하고, 필요

한 행동을 대신해 주기도 하며 때로는 인간의 말동무가 되어 주기도 한다. 아직

까지는 인간과의 모든 대화를 완벽히 구현하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지만, 발

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국내외 기업들은 AI 기반의 상품 개발과 연구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현주은, 임희주, 2019). 

AI 기술이 개발에서부터 소비까지 하나의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고 산업 전반

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AI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모습에 대한 논

의들도 뜨겁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머지않아 AI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시기

인 임계점(technical singularity)에 도달할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전망을 내놓기

도 하며, 인간이 기계에게 직업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AI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

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Arai, 2018; Stahl, McBride, Wakunuma, and Flick, 2014).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영어교육 현장에서는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을

까? 본 연구는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이 물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교육의 주된 장이 교실에서 온라인 상으로, 단체에서 개

인의 공간으로 옮겨감에 따라 AI 기술을 활용한 영어학습과 교육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AI 기술로 인해 비대면 중심의 영어교육이 대중화되고 언어를 사

용하고 배움에 있어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I와 공

존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용되는 AI 기술에 대한 보다 철

저한 검증과 발전 가능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I 기

술 중 영어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음성인식 및 합성기술 기반의 

AI 스피커의 사용을 점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영어교육과 학습을 위해 AI 

스피커를 활용할 경우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장점을 극대화하여 어떠

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고 장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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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질문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AI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교육의 장점 및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는가? 

2) AI 기술과 AI 교사에 대한 영어 학습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3) 실질적인 영어학습과 교육을 위한 AI 스피커의 활용은 어떠한 모습인가? 

II. 이론적 배경

2.1 음성인식과 합성기술 그리고 AI 스피커

음성인식(speech recognition) 기술은 1950년대 도입된 기술로써 처음에는 

크게 언어와 소리의 두 가지 패턴을 코드화해 음성 신호로부터 문자 정보를 출력

하는데 국한되어 있었다(이동한, 2019). 따라서 개발 초기에는 소리의 음향학 신

호(acoustic speech signal)를 어떻게 문자화(decoder)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

를 이뤘다. 그 후 60년이 넘는 부침의 세월을 겪으며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과 통계기반 파라미터 음성합성(statistical 

parametric speech synthesis) 등의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게 되었고, 현재는 인

간과 기계의 완벽한 의미전달과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

다(김인석, 김봉규, 2019). 이 중 AI 스피커는 음성인식(Speech to Text; STT)

과 합성(Text to Speech; TTS)을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즉 텍스트 기

반의 문자 언어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기술로 만들어진 ‘챗봇’에 음성합성 기술로 

소리를 입혀 ‘말하는 챗봇’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혜영, 신동광, 이

장호, 김영우, 양혜진, 2019). 

AI 스피커가 처음 등장하였을 당시에는 그저 ‘똑똑한 비서’ 또는 ‘말하는 리모

컨’ 정도의 역할을 하는 기계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현재의 AI 스피커는 머

신러닝(machine learning)과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 음성인식 및 합성기술

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에 IBM의 AI 시스템인 왓슨(Watson)이 미국의 유명 퀴즈쇼(Jeopardy)



228 황  요  한

에서 인간 참가자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정답을 말하

며 승리를 거뒀고, 이후 은행이나 대학의 음성안내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

했다(Arai, 2018). 실제로 2010년대 초부터는 국내외의 IT 대기업(구글,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등)들이 앞다투어 AI 스피커 기반의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이

들은 인간과 완벽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화형 챗봇을 개발하고 음성인식과 합

성 기반의 제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음성혁명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영어교육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초기의 AI 스피커를 활용

한 영어학습은 영어로 간단한 인사와 사교대화(small talk)를 나누고 단순 명령

과 단편적인 정보 검색을 하는 등의 보조적인 수단에 국한되어 있었다(김혜영 

외, 2019). 따라서 AI 스피커를 활용하여 완벽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제

공하거나 학습자들이 AI 스피커를 실제 원어민 교사로 인식하기에는 분명한 한

계점이 존재했다. 이는 AI 스피커를 영어 교실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할

지에 대해 조사한 많은 연구들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주

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과업 개발과 수행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 그리고 필

요시 교사의 적절한 개입과 중재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김혜영 외, 2019; 박기오, 2020; 이동한, 2019; 현주은, 임은주, 2019). 이와 같

이 AI 스피커의 가치와 교육적 활용도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점과 의문점이 남

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기반의 음성인식과 합성기술이 영어교육 현장에서 크

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인지적인 측면과 언어적인 측면의 두 가지 관점에서 더

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2 AI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교육의 인지적 장점 

2.2.1 시공간을 초월한 맞춤형 교육

AI 스피커 사용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영어교육을 받기 위해 특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던 이전에 비해 시공간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영어 조기교육과 사교육을 위해서 학원, 과외, 유

학 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광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스마트폰에서도 AI 기반 음성인식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수많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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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습용 앱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집에서 매일 시청하는 TV만으로도 추가적인 

영어학습이 가능하다(이동한, 2019). 국내의 대표적인 이동통신 3사(SK, KT, 

LG)에서 자체 개발한 AI 스피커를 활용한 집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 컨

텐츠를 대표적인 서비스로 내세우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일반형 AI 스피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가정에서 영

어로 된 뉴스나 라디오 등을 청취하고 좋아하는 팝송을 따라 부르며 영어로 다양

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박기오, 2020; 박광희, 고기석, 2020; 한동근, 2020). 이

는 AI 스피커를 잘 사용한다면 누구라도 쉽게 영어에 대한 노출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AI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학습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교육과 온라

인 수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현재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2.2 초개인화 시대에 걸맞는 개인별 맞춤 교육

AI 스피커의 활용이 영어교육 분야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수준이 다양

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를 가르칠 때 각자 

다른 학습자들의 동기와 능력(proficiency)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교수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수업에서는 모든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여 각

자의 수준에 맞는 별도의 학습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Gardner 

and Lambert, 1972). 이와 다르게 AI 기반의 교육은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에 맞

춰 학습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교사가 학생의 학

습 주제와 경로를 설정해 줄 수도 있으며, AI가 학습자의 개별 데이터를 머신러

닝으로 분석하고 특징을 설정하여 적절한 교육 콘텐츠를 추천(contents 

curation)해 줄 수도 있다. 학습자의 수준과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예측하

여 현재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려 준다면 좀 더 세밀화된 맞춤형 학습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Bialik과 Fadel(2018)은 이러한 연결형 데이터가 결국 학습 수준을 넘어 학생

의 개별 성향까지 고려한 학습 경험을 마련하고 이는 개인화를 넘어 초개인화 시

대로 접어드는 현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실제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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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2019년 5월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를 통해 학생들이 AI 스피커를 통해 맞춤형 영어 콘텐츠를 체험하고 AI와 자유

롭게 대화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교육부, 2019). 또

한, 서울특별시에서는 2020년을 ‘인공지능(AI) 교육 원년’으로 정하고 공립초등

학교 6곳을 ‘AI 활용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 활용 선도학교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AI 스피커와 1대 1 맞춤 

대화 연습이 가능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한국경제, 

2020).

2.2.3 정의적 여과기(Affective Filter)를 낮추는 교육

외국어 습득에 있어 개인에게 있는 감정적 여과기(affective filter)가 높으면 

높은 불안감, 낮은 자신감 등으로 인해 원활한 언어습득이 어려워 진다

(Krashen, 1985).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언

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빠르게 습득하는 반면, 성인 학습자는 주변 사람

들을 의식하면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같게 되고 이는 결국 영어학습, 특히 말

하기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AI 스피커를 활용한 학습을 

장려할 경우 기계와 대화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로 인해 영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이를 뒷받

침하는 연구 결과로는, 김재상(2017)은 인간과 AI의 상호작용이 초등학생들의 

언어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AI 스피커를 활용한 과업

중심 모둠 학습을 수행할 경우 학습 불안감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 학습자의 영어 

말하기 발화가 촉진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서수종과 정혜선(2020)은 65세 

이상 노인 38명을 대상으로 AI 스피커를 사용하여 영어단어를 학습할 경우 불안

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사람과의 교육을 받

은 후 AI 스피커를 사용하는 경우가 학습 불안도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들을 미루어 보면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이 영어로 말할 때 

선생님이나 동료 앞에서는 틀릴까 봐 위축될 수 있지만, AI는 가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해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해 정의적인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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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어 말하기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2.4 흥미와 즐거움 위주의 참여형 교육

문법 위주의 강의식 교육에서는 일방향적인(monologic) 의사소통이 주를 이

루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환경(dialogic)을 만드

는 것이 쉽지 않다(황요한, 2018). 학생들이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취하게 된다

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AI 스피커

를 활용할 경우 학생들이 직접 스피커에 말하고 듣고, 다양한 콘텐츠 기반의 체

험하는 의사소통의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 영어학습에 대한 인식이 재미있는 

활동으로 바뀔 수 있다. 

모든 교육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외국어 교육에 있어 흥미와 즐거움은 특히 중요

한 요소이다. AI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영어학습 기능과 온라인 기반의 콘

텐츠들이 탑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명령어 한 번으로 영어책을 읽어주는 서비스

를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영어뉴스와 라디오, 팟캐스트 등의 채널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AI 스피커에 기본적으로 학습에 게임의 요소를 응용할 수 있는 명령어

(rock, scissors, paper; roll a dice; roll two dice; random number X to Y; 

random alphabet, flip a coin)들이 인식되어 있으며 ‘Play 앱 이름’ 만으로 소환

할 수 있는 많은 교육용 게임들이 개발되어 있다. 교육을 설계함에 있어 간단한 

대화만을 장려하는 개방된 말하기 활동보다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들과 게임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목적성이 분명한 과업(읽기 및 쓰기 등의 활동과 연계 등)을 제

시한다면,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줄 수 

있다. 이는 능력(competence) 중심의 수업이 아닌 실제로 참여(performance)할 

수 있는 즐거운 교육 환경으로 변화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Mackey와 King(2007)에 따르면 언어 활동이 학습으로써의 효과

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언어 활동이 재미있고(fun), 상호적이고(interactive), 의

미있는(meaningful) 활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암기식 영어교육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유의미한 학습경

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 스피커의 교육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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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I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교육의 언어적 장점 

2.3.1 발음 유창성 향상

영어교육에 AI 스피커를 사용할 경우 특히 정확한 영어 발음을 파악하고 연습

하는 등 음성학적인 기초 교육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박기오, 2020; 박광희, 

고기석, 2020). AI 스피커에게 “Repeat after me.”라는 명령어를 넣으면 학습자

의 발화를 그대로 따라 한다. 여기서 학습자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는 인

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음의 정확도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하며, 발음이 

틀린 경우 다시 한번 말하게끔 유도를 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음 연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국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r], [f], [v] 등의 자음들과, [i]와 [u] 등

의 장모음, 단모음 소리에 대한 집중 연습을 단어, 표현, 문장 단위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AI 스피커가 학습자의 발음을 따라 하지 못하면 왜 그럴까에 대한 이

유를 스스로 생각해 보고 다른 발음을 시도해보는 과정에서 도전정신을 기를 수

도 있다(한동근, 2020). 

실제로 서정은(2017)은 AI 스피커를 활용하여 6-7세 아이들에게 발음 교육을 

제공한 결과, AI 스피커와의 대화 연습이 아이들의 발화의 정확성과 특히 의사소

통 의지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IT 기반의 회사들이 

제공하는 AI 스피커는 웹상에서 제공되는 대화 기록 저장소의 기능을 통해 스피

커와 학습자 간의 모든 대화 내용을 텍스트로 추적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계속 

발음에 실패할 경우 무엇이 문제 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심화학습과 평가적인 요

소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있다. 

2.3.2 문장 구조 파악과 의미 확장 연습 

문장의 구조나 단어를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에만 익숙한 교육을 받은 학생

은 스스로 생각해 영어 문장을 만들고 또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AI 스피커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

는 과업을 제공할 경우 학생들은 스스로 질문을 위한 문장 유형을 파악해야 한

다. 특히 WH-questions(who, when, why, where, what, how many/much 

/long) 의문사를 활용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문장의 기본 형태를 파악하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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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들을 대입하며 의미를 확장 시켜 나가는 연습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특정 단어의 철자를 묻거나(How do you spell OO?), 단어의 뜻을 묻고(What is 

the meaning of OO?), 동의어와 반의어(What is the synonym/antonym of 

OO?, Similar/Different words for OO?), 또는 줄임말(What is a full form of 

OO, Abbreviation of OO, What does OO stand for?)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며 

다양한 의문형 문장에 대한 패턴을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명령어의 다

른 표현에 관한 탐구도 가능하다. 

2.3.3 듣기 집중력 향상

수업 시간에 AI 스피커를 활용할 경우 모든 정보의 교환을 듣고 말하는 음성 

기반의 의사소통으로만 해결해야 하므로 간혹 시각적 인터페이스의 부재를 단점

으로 뽑기도 한다(김혜영 외, 2019). 하지만 이는 화면으로 대화 내용 확인이 가

능한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연계되는 AI 스피커용 앱을 활용할 경우 충분히 극복

될 수 있는 문제이다(박기오, 2020). 또한 일반형 AI 스피커만 그대로 사용하더

라도 시각의 부재는 오히려 대화를 더 집중해서 듣는 연습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듣기 능력을 기르는 데는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업으로 AI 스피커

에게 원하는 정보를 묻게 하고 학생들에게 그 대답을 받아 적는 쓰기 활동을 개

발하였을 경우, 텍스트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AI 스피커는 듣기 집중력 뿐

만 아니라 과업수행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줄 것이다. 또한 음성만으로 수업 과

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복(repeat)과 속도 조절(speak slowly) 등의 명령어

를 사용하거나 앞서 언급한 대화 기록 저장소의 기능을 적절히 힌트로 활용하여 

단계별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와 연구 장소

연구 참가자들은 전라북도 소재의 4년제 대학에서 2020년도 2학기에 전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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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주차) 학습 내용

2주차
o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CALL)의 역사

o AI를 활용한 영어교육의 현재와 미래

3주차

o AI 스피커의 종류 

o AI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교육의 장단점 및 가치

o 구글 홈 미니 파해치기(기기환경 구성, 교실환경 구성 등)

o 구글 홈 미니 기본 명령어 마스터 하기

4주차

o 영어교육 환경의 구글 홈 미니 활용 예시 

- 오케이 구글 내 발음 따라해봐 

- 오케이 구글 이 단어의 뜻이 뭐야? 

5주차

o 영어교육 환경의 구글 홈 미니 활용 예시 

- 오케이 구글, 내가 영어로 물어볼께 대답해줘 

- 오케이 구글, 영어책이랑 뉴스 들려줘 

- 오케이 구글, 게임 같이 하자

6주차
o 영어교육 환경의 구글 홈 미니 활용 예시

o AI Speaker를 활용한 영어교육 지도안 및 활동지 연구

7주차
o AI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교육 찬반 토론

o AI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교육 지도안 및 활동지 개발 

8주차 o AI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교육 지도안 및 활동지 제출/공유

화 교과인 ‘AI를 활용한 영어교육’ 수업을 수강한 16명(남:3, 여:13)의 대학교 

2~4학년 학생들이다. 참가 학생들은 AI 기반의 영어학습 경험이 전혀 없었다. 

해당 수업은 지능정보 시대 신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탐구하기 위해 신설된 전공

과목이며 PBL(Project-Based Learning)의 수업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었다. 

학생들은 전반기는 AI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교육안과 활동지를 만들고, 후반기

에는 AI 챗봇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기(2주-7

주차)에 있었던 학생들의 교육안과 활동지 제작 과정(표 1 참조)을 중심 연구자

료로 선정하고 AI 스피커 사용에 관한 인식, 장단점과 교육적 활용도 등을 종합

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1> AI를 활용한 영어교육 수업 운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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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도구(AI 스피커)의 선택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함께 사용할 AI 스피커를 선정하는 것은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었다. 최근 들어 기계학습과 딥러닝 기반의 음성인식과 합

성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이 시중에 출시한 많은 AI 스

피커 제품들이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그림 1> AI 스피커 생태계

본 연구에서는 위의 <그림 1>에서 동그라미로 표시한 Google ‘홈 미니’ 스피

커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통신사들이 내놓은 스피

커들은 성능은 우수하나 TV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공간의 제약이 있다. 둘째, 

모바일 회사들의 제품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화면을 통해 스피커와의 대화를 

텍스트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듣기 집중력 

측면에서 음성만 제공되는 스피커들을 사용할 경우 더 큰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IT 기업들이 출시한 AI 스피커는 인터넷 환경을 기본 플랫폼으로 운영

되고 있어 교육적 확장성이 우수하다. 현재까지 시장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스피커는 2014년과 2016년에 출시된 Amazon의 ‘알렉사’와 Google의 ‘홈’이다. 

김혜영 외(2019)의 비교연구에 따르면 ‘알렉사’는 대화 정보를 더 풍부하고 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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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알려주는 반면에 ‘홈’은 체계적이고 간략한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초보 단계

의 영어 학습자들에게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의 초보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Google의 ‘홈’을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AI 스피커가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자 대부분의 기업들은 본체형에 이어 휴대성과 가격 

경쟁력을 높힌 미니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이를 모두를 고려하여 본 수업에서 

참여한 학생들은 수업 교재로 Google ‘홈 미니’ 1세대(3만원)를 구매하였다. 

3.3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자료의 수집과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7주차에 AI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교육에 관한 토론을 찬성(영어 선생님, 학생)과 반대(교장 선생님, 학

생)의 네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실제 토론에 앞서 학생들은 각 그룹의 의

견을 대표하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어떠한 입장을 대변할

지는 수업 시작 시에 임의로 부여하였다. 연구자료 분석은 해당 주차 수업이 비

대면 실시간(Zoom)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수업 전체 녹화본을 토대로 

초기 자료를 전사하였다. 그 후 담화 분석을 실시하여 공통된 주제어를 묶어 학

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낀 AI 스피커 활용의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 학생들이 8주차에 제출한 AI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교육안과 활동지

의 최종결과물을 토대로 실제로 어떠한 장점들을 활용하여 영어교육을 구현하였

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본래의 수업 목표는 직접 제작한 AI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교육안을 토대로 수업 시연을 하는 것이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안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까지만 진행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AI 기술에 대한 인식과 AI 스피커 사용

과 교육적 활용도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

다. 설문 문항 중 AI 기술에 대한 인식은 박종향과 신나민(2017)의 연구의 질문

을 차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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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요인 하위 문항

AI 

기술에 

대한 

인식

다음 중 AI 기술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은 무엇인가요? (무서운 기술, 편리한 

기술, 사용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협력할 수 있는 기술 중 택 1) 

다음 중 AI 기술이 영어학습에 어떠한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개인별 특성에 맞춤 학습, 취약부분 중심의 학습, 계획된 학습 제공, 학습 

전체를 대체가능, 학습과정과 방법을 전달, 핵심 및 요점 정리,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 긍정적인 교수법, 시공간 제약이 없는 학습 중 택 1) 

나는 AI 기술이 교실 안에서 OO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보조교사, 

학습 매개체, 보조도구(교보재), 또 다른 교사 중 택 1) 

AI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AI 교사는 인간 교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5점 척도) 

AI 

스피커 

사용에 

대한 

인식

나는 이번학기 AI 스피커 사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5점 척도)

나는 영어학습에 있어 AI 스피커를 활용할 경우 발음 유창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5점 척도)

나는 영어학습에 있어 AI 스피커를 활용할 경우 리스닝 실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5점 척도)

나는 영어학습에 있어 AI 스피커를 활용할 경우 문장패턴 사용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5점 척도)

나는 영어학습에 있어 AI 스피커를 활용할 경우 영어 말하기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5점 척도)

다음 중 AI 스피커의 활용 중 영어학습에 가장 유용한 것은 무엇인가요? 

(발음 따라하기, 단어 뜻 찾기, 단어 번역하기, 동의어 찾기, 반의어 찾기,  

숫자나 단위 변환하기, 줄임말 찾기, 뉴스 청취, 팟캐스트/라디오 청취, 노래 

감상, 게임 활용하기 중 택 3) 

다음 중 AI 스피커로 교육안을 만들 때 가장 유용한 것은 무엇인가요? 

(랜덤 질문하기, 랜덤 정보 찾기, 안부인사와 작별인사 하기, 날씨에 관해 

묻고 대답하기, 리마인더를 활용 일정 세팅하고 듣기, 영양 정보에 대해 

묻기, 쇼핑 목록 활용하기, 운동이나 명상하기, 스포츠 경기정보 증 택 3)  

나는 AI 스피커가 내 발음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대화기록 저장소 확인 

기능을 확인해 보곤 했다. (5점 척도)

나는 이번 학기 내가 만든 영어교육 Lesson Plan과 활동지를 실제 수업을 

통해 구현해 보고 싶다. (5점 척도)

나는 직접 영어 교육안을 만들어 본 후 영어학습에 AI 스피커의 활용하는 

것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변했다. (5점 척도)

<표 2> 설문조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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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4.1 AI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교육의 장점 및 주의사항 

AI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교육에 대한 찬반 토론 담화 분석 중 가장 많이 쓰인 

단어들을 1차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모든 발화를 말뭉치 그림으로 우선 살펴보았

다(표 3 참조). 이를 기반으로 각 그룹의 몇몇 대표적인 입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표 3> AI 스피커 활용 찬반 토론

찬성 입장 반대 입장

영어선생님 학생 교장선생님 학생

4.1.1 영어 선생님의 입장에서 찬성

우선 영어교사로서 AI 스피커의 사용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영어 

수업과의 차별성에서부터 찾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시공간의 제약이 덜하

고 눈치 보지 않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참여

형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AI 스피커의 장점들에 대해 피력하는 발언들이 

줄을 이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효율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

다. 관련 발화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영어교사 1(찬성): “AI를 통해 영어 수업을 진행하면 선생님이 주도하는 독해 수업

이나 문법 수업 방식보다 학생들이 주도하고 대화하고 활동하는 수업을 제공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영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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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사 2(찬성):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겁니다. 

선생님만 앞에서 계속 말을 하고, 학생들은 듣기만 하는 예전의 수업 방식에서 벗

어나 A.I 스피커와 직접 대화를 주고받으며 상호 소통하는 수업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영어교사 3(찬성):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

간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닌 AI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를 말할 때 눈치 보지 않으며 주눅이 들지 않

고 영어를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4.1.2 학생의 입장에서 찬성

AI 스피커의 사용을 찬성하는 학생들의 주장은 흥미와 자신감과 관련된 내용

들이 주를 이루었다. 발화의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틀리더라도 부담이 덜함, 

눈치를 안 봐도 됨, 자신감 향상, 재밌게 정보 검색 가능, 게임 같은 흥미 유발, 

반복을 통해서 발음 향상 가능 등의 내용이 있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AI 

스피커가 원어민의 발음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영어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발음상의 불완전함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 1(찬성): “사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영어로 말하는 것

을 두려워하잖아요? 하지만 AI는 제 발음을 비웃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2(찬성): “교과서로 영어 수업을 해왔던 방식은 지루하고 집중도 잘 안 될 때

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AI 스피커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면... 다양한 게임도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이 즐겁고 내용에 대한 집중도 더욱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당연히 영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학생 3(찬성): “맞아요. 제가 직접 스피커를 써보니까 궁금한 단어나 다양한 것을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훨씬 더 정확한 발음을 들으면서 따라 할 수 있고, 그리

고 솔직히 한국인 선생님 발음보다는 AI 발음이 훨씬 듣기에도 도움이 되는건 사

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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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학생의 입장에서 반대

AI 스피커의 사용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첫

째는 AI 스피커가 오작동을 하는 경우나, 스피커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오히려 수업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인간 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철학적인 의구심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1 (반대): “가장 큰 문제는 오류가 날 때입니다. 모든 검색은 음성인식으로 행

해지는데 가끔 또박또박 말해도 인식이 되지 않고 계속 모르겠다고 답할 때가 있

습니다. 또한 집에서 사용한다면 상관은 없지만,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은 곳, 학교

에서 모두 다 같이 사용할 때에는 다른 친구의 말뿐만 아니라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도 다중으로 인식을 하여 제멋대로 대답하거나 작동하기 때문에 사용에 불편

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 2(반대): “AI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줄 순 있지만, 참된 교사의 기능까지는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아무리 잘 나 봤자 컴퓨터잖아요. 제 말은 교사의 양방향 수

업방식과 따뜻한 격려, 활동적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의 참된 교사의 기

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당연히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3(반대): “AI 스피커에게 너무 의존하게 된다면 학생은 수업 주체에 대해 헷

갈릴 거예요. 소통하려는 주체가 사람이 아닌 로봇이므로 자유롭고 넓은 의사소통

보다는 정해져 있고 막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4.1.4 교장선생님의 입장에서 반대

교장 선생님의 입장에서 AI 기반의 수업 도입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인 이유와 형평성의 현실적인 이유였다. 수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간과 비용문

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AI 활용 수업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오랜 적응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인간 

교사의 수업만으로도 잘 해왔는데 기계를 꼭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히 납

득할 만한 이유를 찾는 의견들도 있었다.



영어교육을 위한 인공지능(AI) 스피커의 활용과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   241

교장선생님 1(반대): “AI 스피커가 한 대는 얼마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학급마다 여

러 대를 보급한다는 것은 구입비, 문제 발생 시 수리비와 운영비 관리비 등의 재정

적인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스피커를 연결하기 위하여 와이파이 설치가 필

요한데 모든 건물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2(반대): “저도 OO교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모든 학급과 학년에 공

통적으로 AI 기반의 수업을 제공해야 할 텐데 글쎄요.. 또 AI 스피커를 영어라는 

교과목에만 한다면 또 다른 특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학교의 

모든 상황이 다 다르니 인터넷망이 최신으로 깔리기 힘든 시골 학교들은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교육의 양극화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죠.” 

교장선생님 3(반대): “AI를 활용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영어 수업을 잘해왔는데 기

존의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기존의 것 이상의 효과를 봐야 하지요. 

만일 우리가 AI 수업을 시행했는데, AI 수업을 통하여 얻는 효과가 기존의 수업 방

식보다 크지 않다면 어쩌죠? 또 교사의 역할을 로봇이 대신해 주는 것은 교사의 지

위를 실추시킨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교사보다 로봇에 의존하

게 된다면 교사에 대한 존중 또한 어려워지겠죠.” 

4.2 AI 기술과 AI 교사에 대한 인식 

실험 참가 학생들이 7주 동안 체험한 AI 스피커 사용 경험을 기반으로 응답한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AI 기술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는 편리한 기

술(43.8%)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술(31.2%), 사용하

기에 따라 달라진다(25%)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 가지 특이점은 무

서운 기술(0%)이라고 답한 학생은 없었다. 현재의 AI 기술이 교실 안에서 어떠

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보조교사의 역할(37.5%), 학습 매개체

(31.2%), 보조도구 교보재 (25%), 또 다른 교사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AI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AI 교사는 인간 교사를 대체할 수 있

을까에 대한 질문에 12.5%(매우 그렇지 않다) 45.8%(그렇지 않다), 12.5%(보통

이다), 31.2%(다소 그렇다)의 비율로 AI 교사의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교실에서 AI는 보조적인 역할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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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인간 교사를 대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박종향과 신미향(2017)

의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학생들은 주로 감정 부재, 피드백의 어려움, 기계 오작

동, 상담 불가 등을 그 이유로 꼽았는데 몇 가지 주관식 의견을 소개하자면 다음

과 같다. 

<표 4> AI가 인간 교사를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

상위 요인 하위 요인

AI 

기술에 

대한 인식

사람의 감정과 인성은 로봇으로 대체불가하다. 세밀한 감정선과 그 인간의 

미묘한 감정의 곡선을 기계가 알리 전무하다. 인간은 신이 만든 최고의 작품

이기에 인간 교사한테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배울 것이 많다

인간 선생님보다 융통성이 부족할 것 같다. AI는 학생들이 이해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공감능력이 부족할 것이다. 

교사를 완전히 AI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청

소년에게는 인간성을 길러줘야 하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줘야 하는데 인간

성이 없는 AI는 교사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AI가 전부 따라올 수

는 없을 것 같다. 학생의 감정적인 부분의 케어 또한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

라고 생각한다. AI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기

엔 부족할 것 같다.

AI가 인간 교사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는 있을지라도 학생들이 모

르는 것을 질문하거나 학생들이 틀린 부분이 있을 때 이를 사람처럼 즉각적

으로 수정해 주고 필요한 도움을 주기엔 당연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4.3 AI 스피커 사용과 영어학습 및 교육에 대한 인식 

대부분의 연구 참가 학생들은 AI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학습의 경험을 매우 만

족한다(37.5%), 만족한다(50%), 보통이다(12.5%)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영어학습을 위해서 AI 스피커에게 영어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는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날씨에 관한 질문(68.8%)의 비율이 제일 높았으며 랜덤 정보 

찾기(56.3%)와 랜덤 질문 및 리마인더 기능 활용(37.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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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I 스피커 활용 영어학습 대화주제

AI 스피커가 영어학습에 어떠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개인별 특성에 맞춤 학습(81.3%), 시공간 제약이 없음

(68.8%)이 가장 큰 장점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AI 스피커와 연동된 웹 기반의 플

랫폼에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43.8%), 취약 부분을 다시 

질문하여 원활한 복습이 가능하다(31.3%)는 장점 등이 부각되었다. 

<그림 3> AI 스피커 활용 영어학습 장점

AI 스피커를 활용하여 영어학습을 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학습효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발음, 듣기, 문장패턴, 말하기 자신감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백분위로 정리하자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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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AI 스피커 활용 영어학습 기대 효과

학습효과 기대(긍정)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발음 향상 62.5% 25% 12.5%

리스닝 실력 50% 31.3% 18.8%

문장패턴 사용능력 43.8% 43.8% 12.5%

영어말하기 자신감 43.8% 43.8% 12.5%

위의 <표 5>에 나타났듯이 AI 스피커를 영어학습에 활용할 경우 특히 발음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특

정 발음을 AI 스피커에게 따라하게 하고 인식이 되지 않을 경우 될 때까지 계속

해서 시도하거나 연동된 온라인 웹싸이트의 대화기록 저장소 기능(81%의 학생

이 발음 연습 시 함께 사용함)을 활용하여 본인 발음의 문제점으로 스스로 파악

해 보고 제대로 된 발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학습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AI 스피커 사용과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AI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교육안을 만드는 활동이 실제 AI 스피커의 필요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거의 모든 학생이 매우 그렇

다(43.8%) 또는 그렇다(50%)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모든 학생이 직접 만든 교육

안을 직접 구현해 보고 싶다고 응답한 결과(그렇다 56.3%, 매우 그렇다 25%, 보

통이다 18.7%)를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영어 교육안을 만들면서 연구 참여자들이 AI 스피커의 어떠한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 활동을 개발하였는지에 대한 설문결과는 다음의 <그림 4>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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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I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교육 활동 예시

위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발음 따라하기(81.3%), 단어 뜻 찾기 등의 활

동(31.3%)이 주를 이루었고 뉴스(37.5%), 팟캐스트/라디오(37.5%) 청취, 노래

(25%) 등의 콘텐츠를 활용하고 빙고 게임 등의 놀이 요소(18.8%)를 중심으로 

교육안(부록1 예시 참조)과 활동지(부록 2 예시 참조)를 직접 만들며 AI를 활용

한 영어교육의 정의적 언어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AI 기반 음성인식과 합성기술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탐구를 시작으

로 영어교육을 위한 AI 스피커 활용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영

어교육> 교과목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질적인 AI 스피커 사용 경험과 교육적 활

용도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장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학교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도 영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노출이 늘어나

는 것은 영어학습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크

다. 둘째, AI 기반의 학습은 학습자 개개인에 대한 수준에 맞춰 정보와 학습 콘텐

츠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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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셋째, 교사 중심의 단순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AI와 대화를 하며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참여형 교육으로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넷째,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어 영어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고, 특히 영어 발음 연습과 말하기 자신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AI 스피커가 제공하는 원어민의 발음을 자율적으로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발음이 인식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하

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AI 스피커를 영어학습과 교육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점 또는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스피커 구입 시 경

제적인 문제와 무선 인터넷 설치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반

드시 고려해야 한다. 둘째, AI 스피커가 학생의 발화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술

적인 문제로 오작동하는 경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모든 학생들이 새

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달라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설

치와 사용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업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AI 스피커는 원거리에서 말을 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발

음을 사용한다면 인식률이 떨어지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의 음

질이나 인식률을 개선 시킬 필요가 있고, 최대한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셋째, AI 스피커의 인지적인 장점을 극대화하고 언어적인 변화로 연결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교사의 적절한 개입과 중재가 필요하다. AI 스피커가 아직까지는 

즉흥적인 양방향 의사소통의 영어교육을 제공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AI 스

피커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대한 교사의 적절한 필터링과 피드백이 필요

하다. 다시 말해 지나치게 개방된 자유 말하기 활동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확실한 수업 활동과 과업 설계를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 AI 스피커를 ‘활

용’하는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제 음성인식과 합성을 기반으로 한 AI 기술은 더 이상 영화나 공상과학 소

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느 때 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

으며 사회적 요구 속에서 보다 밀접하게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실질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 AI 스피커 사용에 따른 영어학습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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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적 변화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과 설문조사의 문항별 반응을 일반화하기에

는 실험참가자의 모수가 적다는 점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앞으

로의 지능정보 시대에 어울리는 영어교육에 있어 AI 스피커를 활용할 경우 ‘흥

미’와 ‘교육’ 사이에서, 또한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 

균형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I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살아가는 현재 세대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

해 단순히 AI에 의존하는 영어교육이 아니라 정의적 요인과 언어적인 소통능력 

향상의 매개체로 AI 기술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시

도들과 연구가 계속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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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실험 참가자 제작) AI를 활용한 영어교육 교안 예시  

* 수업 대상 및 수준: 초등학교 3-4학년 (초보자)

* 수업 제목: Let’s Learn Various Expressions from AI!

구분 내  시간

수업

목표

이 수업을 듣고 나면 학생들은,
1) 영어로 나라별 국적 표현을 할 수 있다.
2) 영어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3) 오늘 날짜와 시간, 날씨를 영어로 묻고 답할 수 있다.

총 

60분

수업

도입

1) 오늘 수업 목표를 설명한다.

2) 수업 내용과 관련된 영상(https://youtu.be/4gHbPDdGCFs)을 시청
한 후 본 수업을 시작한다.

5분

수업 

전개

1) 영어로 나라별 국적 표현을 파악하는 연습을 한다. 
<an, ian/ ish/ ese/ others>로 표현되는 각 나라의 국적 표현을 학습한 
후 빈칸 채우기를 통해 짝궁과 정답을 비교한다. (활동지1 참조)

2) 구글 홈 미니 스피커의 “Repeat after me.” 또는 “How to pronounce 
나라이름?”명령어를 사용해 각 나라의 정확한 발음을 확인한 후 듣고 
3번씩 따라한다. (활동지 1 참조)

3) 학습한 표현들을 이용해 간단한 게임을 한다. (활동지 2 참조)
- ““Hey google, Give me random number (1) to (5)”의 명령어를 
활용해 구글 홈 미니 스피커에게 1~5까지 랜덤 번호를 요청한다.
(1=한국 2=중국 3=터키 4=캐나다 5=프랑스)
- 배정된 나라를 이용하여 빈칸을 채운 후 짝꿍과 대화한다. 

4) 오늘 날씨, 날짜, 시간을 묻는 표현을 학습한다. (활동지 3 참조)
- 구글 홈 미니 스피커에게 다음의 대화를 시도 후 활동지 빈칸에 답변을 
작성한다. “How’s the weather today?” “What day is it today?” 
“What time is it now?”

35분

수업 

정리

1) 오늘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게임을 진행한다. (활동지 4 참조)

<AI 스피커를 이용한 주사위 게임>
1단계: 옆 친구와 순서를 정한다. (가위바위보)
2단계: 스피커에게 1~3까지 랜덤 번호를 요청한다. (스피커=주사위)
3단계: 첫 번째 차례 친구가 주사위만큼 걸린 칸에 적혀있는 질문을 
2번째 차례 친구가 질문해준다.
4단계: 첫 번째 친구는 그 질문에 답을 하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
5단계: Start!! 지점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자!!

2) 승자인 친구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고, AI 스피커의 사용 경험을 
묻는 Q&A 시간을 가진 뒤 수업을 마무리 한다.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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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1 활동지 2

활동지 3 활동지 4

<부록 2> (실험 참가자 제작) AI를 활용한 영어교육 활동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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