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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중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SW 교육은 주로 피지컬 컴퓨팅, 언플러그드 학습 그리고 시범 실습 교육을 위주

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각각 비용, 흥미유발, 동기부여, 수업 집중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수업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논

문의 목적은 기존 SW 교육에 활용되던 수업 도구보다 비용의 부담이 적으며 수업 설계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챗봇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함수 적용, 알고리즘 설계 및 프로그램 코딩과 같은 코딩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수업 시나리오에서는 학생들이 챗봇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학습을 가능하여 학생들

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ABSTRACT

The recent software education in middle schools is focused on physical computing, unplugged learning and pilot 
training. However, they are struggling in many ways, including cost, inducement of interest, motivation, and concentration. 
Also, the lack of systematic classroom design could make negative effect to students' understanding of classes or 
academic performance. In this paper, we intend to study the method of algorithm education using Chatbot system, which 
will increase efficiency of software education, with less burdensome in terms of cost, and also could be able to used as 
an assist tool in various classes. In class scenarios that require the understanding of coding mechanisms such as function 
application, algorithm design, and program coding, students can learn by themselves through the Chatbot system, which 
has a positive effect on student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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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3D프린팅, 사물 

인터넷, 자율 주행 자동차,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클라

우드 등의 정보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통해 산업구조 전

반에 걸쳐 혁신과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은 전 세계적

으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심층학습

(Deep Learning)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술이 

인공지능에 활용되고 있기에 가능해졌다.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인 이 두 가지는 인공지능의 형

태를 대화형 에이전트까지 발전시켰다. 대화형 에이전

트는 스마트폰 등에 탑재되어 있는 음성인식 비서, 음성

인식 스피커, 채팅봇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화형 에

이전트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인관과 컴퓨터 프로그

래밍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다[1]. 이러한 대화형 에이전트는 현재 채팅

(Chating)과 로봇(Robot)이 결합한 챗봇(Chatbot)이라

는 이름의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작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로 발전하게 되

었다[2].
이렇듯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밀접해지고 있지만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및 시스템의 

개발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그리고 챗봇은 현재 정보 

검색, 개인 비서, 상담 창구 등의 용도로 개발되는 속도

는 빨라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교육용으로 개발되는 

속도는 이에 비해 느린 실정이다. 특히 정보 교과목에 

챗봇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은 전무할 실정이다.
최근 중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SW 교육은 주로 피

지컬 컴퓨팅, 언플러그드 학습 그리고 시범 실습 교육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각각 비용, 흥미유발, 동
기부여, 수업 집중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

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수업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 SW 교육에 활용되던 수업 도

구보다 비용의 부담이 적으며 수업 설계에 보조적인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는 챗봇을 활용하여 SW 교육 중 코딩

을 선행 학습하였을 경우 기존의 교육에 비해 학습자들

의 학습 성취도 향상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끼치게 되는

지에 대하여 2가지 수업 시나리오를 토대로 개발한 챗

봇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챗봇을 이용

한 교육에 관한 관련 연구들을 나타내었다. 3장에서는 

챗봇 시스템의 기초 지식과 챗봇에 관련한 기술들을 살

펴본다. 4장과 5장에서는 챗봇 시스템의 구현 결과와 설

문 조사를 통한 효율성 분석을 설명한다. 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함께 향후 연구에 관한 방향을 제시한다.

Ⅱ. 관련연구

[3]은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을 이용한 영어 교육용 

챗봇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논문으로 검색 기반 챗봇 시

스템과 신경망 기반 사용자 발화 생성 시스템을 이용하

고 있으며, 하나의 태스크를 여러 작은 태스크로 나누었

다. 작은 태스크들은 각각 순서 무관, 순차 실행, 스킵 허

용의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대화 맵 형식으로 대화 

주제의 문맥에 맞춰 자유로운 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

구되었다. 다만 해당 연구는 영어 교육용으로 챗봇의 용

도를 한정함으로 인해 알고리즘 교육에 필요한 본 연구

의 챗봇 시스템에서는 교육 과정의 차이에 따른 차별 점

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4]는 챗봇 제작을 통한 SW 교육 연구가 시행된 논문

이다. 현재 교육 이론 중 구성주의 교육론에 의하면 지

식은 스스로 경험과 탐구에 의해 구성될 수밖에 없으므

로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은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없음

을 많은 연구와 사례를 통해 보이고 있다. SW 교육처럼 

기술을 익히는 것이 전제가 되는 학습은 구성주의 교육

론에 입각한 수업 설계가 쉽지 않다. 이에 기본적으로 

대화가 목적이고 사람처럼 말하는 구성을 목표로 하는 

SW인 챗봇 제작을 통한 SW 교육으로 학습자들에게 인

문학과 컴퓨터를 동시에 탐구하게 지도할 수 있으며 자

주적인 수업 설계를 통해 구성주의 교육 수업 설계가 가

능하다. 더 나아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컴퓨팅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5]는 Google Assistant와 Alexa라는 챗봇을 활용하

였으며, 이 두가지 챗봇과 동일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통해 챗봇과 사용자 사이의 대화 수행 능력을 중·고등학

교 영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정보 묻기, 간단한 대화 

나누기, 문제 해결하기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또한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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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에 최적화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챗봇의 대

화 수행 능력의 진단과 사용자가 시나리오를 활용할 때 

각 챗봇이 제공하는 정보가 내용 및 언어적으로 영어 교

육 과정에 적합한지를 나타냈다. 비록 해당 연구의 성격

상 데이터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

해내지는 못하였고, 영어 초보자의 발음이나 표현 혹은 

다수와의 대화 등의 변수가 추가되었을 때 챗봇이 어떻

게 다른 결과를 도출해낼지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 제한

점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막연하다고 생각했던 챗봇을 

통한 영어 학습 활용에 대한 가능성이 제시되고 또한 개

선점이 논의되었다는 점과 보다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

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Ⅲ. 챗봇 시스템

3.1. 챗봇시스템

챗봇은 사람이 대화하듯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는 것

을 목적으로 둔 시스템이다. 챗봇이 대화를 처리하기 위

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의도를 추론하여 정해진 답변

을 검색하여 응답하는 검색 기반 방법[6], 주어진 규칙

과 패턴 가운데 적절한 답변을 검색하여 제공하는 규칙 

및 패턴 기반 방법[7], 학습된 데이터들 기반으로 적절

한 답변을 생성하여 제공하는 생성 기반 방법[8]이 있다. 
그리고 생성 기반 방법은 신경망 기반 자동 번역 방법 

혹은 통계 기반 자동번역 방법을 이용한다.
챗봇은 그림 1과 같이 서버(Back-end), 대화형 서비

스(Middleware), 클라이언트(Front-end)의 구조로 구성

되어 있으며, 사전에 설계된 질의와 규칙에 따라 사용자

의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목적 지향성 대

화형 에이전트 시스템이다. 클라이언트는 주로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챗봇의 원하는 기능

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버에 질의를 제시

한다. 대화형 서비스는 방대한 메시지 트래픽의 처리를 

위해 분산 컴퓨팅 환경의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사

용함으로써 챗봇 시스템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혹은 

서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며, 서버는 사용자의 질문

에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과 머신 러

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를 사용한다.

Fig. 1 The structure of Chatbot 

3.2. 챗봇에 사용된 기술

챗봇에 사용된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을 살펴보면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음성, 문자 및 도형 

등을 인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패턴 인식 기술, 자연어를 

기계가 인식하여 정보 검색, 자동 번역, 질의응답 등에 활

용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 기계가 정보와 자원 사이의 관

계와 의미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시맨틱 웹 

기술, 문자로 구성된 데이터 가운데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텍스트 마이닝 기술, 대화의 문맥을 파악

할 수 있는 상황 인식 컴퓨팅 기술 등이 있다.

Fig. 2 The structure of Chatbot

챗봇의 개발 플랫폼은 구조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

눌 수 있는데, 첫째는 그림 3과 같이 직접 사용자와 정보

를 주고받으며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서버 프로그

램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 구조는 사용자가 서버를 통해 

챗봇으로 전달한 메시지를 챗봇이 의도 추론과 개체 분석

하여 다시 서버에 전달하게 되면 서버는 이를 사용하여 적

절한 문장을 생성한 뒤 사용자에게 답변을 제공한다.

Fig. 3 Server-based Chatbot Development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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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그림 4와 같이 자연어 처리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는 챗봇을 통해 서버와 사용자 사이의 연결을 해

주는 것이다. 이 방식은 사용자에게서 직접 문장을 받아 

곧바로 답변을 제공하는데, 외부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

을 경우에는 자체적인 서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

현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또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동

시에 지원하는 챗봇 개발 플랫폼도 있다. 이러한 플랫폼

들은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연결 가능할 뿐 아니라 문장

의 의도를 분석하여 추론한 의미 정보를 외부 서버에 보

내는 것 또한 가능하다. 

Fig. 4 Platform-based Chatbot Development Platform

오늘날에는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다양한 챗봇 

개발 플랫폼이 공개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챗봇 개발 

플랫폼 단비(Danbee.Ai)를 이용하였다[9]. 단비는 구글

의 Dialogflow와 같은 높은 수준의 자연어 처리를 지원

하며,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그래픽으로 대화 흐름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또한 국

산 챗봇 플랫폼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으로, 한국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메신저 연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접

근성이 뛰어나다.

Ⅳ. 알고리즘 교육을 위한 챗봇 시스템의 구현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알고리즘 교육

은 시범·실습 학습, 탐구 학습 등으로 학습자들의 알고

리즘 이해도를 측정하거나 되짚어볼 수 있는 수단이 마

땅치 않다. 따라서 알고리즘 수업에 사용될 예제를 사전

에 챗봇으로 구현하고, 알고리즘 수업 전후로 학습자들

에게 챗봇을 통한 해당 예제의 알고리즘을 선행 학습 또

는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자들은 챗봇 시

스템을 통해 알고리즘 예제의 흐름과 원리를 분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선행학습의 기회를 얻음으로 알고리

즘의 원리와 구현 방법에 대해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본 연구를 위한 챗봇에서는 임의로 
'조건문·반복문의 정의와 응용', '구구단 프로그램 코딩', 
'상어 피하기 게임'의 총 세 가지의 수업 시나리오를 구

현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나 챗봇을 통한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리케이

션을 챗봇 시스템과 연동하여 제작하였다.
챗봇의 용도는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의도를 파악하

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혹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입력 문장에서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

여 어떤 의도인지 분류해야 하는데, 이러한 행동을 단비

에서는 Intent(의도 추론)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Intent를 보조해주는 요소로 Entity(엔티티)가 있다. 즉, 
Entity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입력 문장에서 의도 추론을 

Fig. 5 Chatbot System Dialog Flow for Conditional and Looping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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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핵심 동작 원리인 것이다.
하지만 대화에서는 하나의 의도만으로 대화가 이어

지지는 않는다. 이를 보충해주기 위한 기술로 Chatflow
가 있다. 대화 흐름은 실제 대화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

지 패턴들을 노드라는 이름의 기능으로 제공하여 이를 

통해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대화를 제공하는 챗봇을 제

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5와 그림 6은 단비로 구현한 두 가지 수업 시나

리오를 바탕으로 구축한 알고리즘 학습 챗봇 시스템의 

대화 흐름도이다. 그림 7은 구현한 챗봇을 카카오톡에

서 실행한 화면이다.

Ⅴ. 연구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챗봇을 이용한 알고리즘 교육용 

대화 시스템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의 중

학교 중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4개 반 60명을 대

상으로 '조건문·반복문의 정의와 응용'과 '구구단 프로그

램 코딩' 총 2가지의 수업 시나리오를 수업 전, 중, 후에 

Fig. 7 Screen Shot for Multiplication Algorithm Lessons in KakaoTalk

Fig. 6 Chatbot System Dialog Flow for Multiplication Algorithm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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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여 수업을 진행한 뒤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 문항은 챗봇 시스템의 수업 집중도에의 영향, 챗봇 시

스템을 이용한 선행학습의 효율성, 챗봇 시스템을 이용

한 알고리즘 설계 수업 시나리오의 효율성 3가지이다.
본 설문 조사를 통해 알고리즘 교육에서 챗봇 시스템

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율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챗봇 시스템이 교육 도구로써 적합한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설문 결과, 챗봇 시스템을 이용한 수업과 이용하지 않

은 기존 수업을 비교한 수업 집중도에의 영향에 대해서 

그림 8과 같이 집중이 잘 되었다(50명), 잘 모르겠다(2
명), 집중이 안 되었다(8명)로 조사되었다.

Fig. 8 Impact of Class Concentration on Chatbot Systems

또한 챗봇 시스템을 이용한 선행 학습을 진행한 후 수

업 이해도에 대해서 그림 9와 같이 도움이 되었다(53명), 
잘 모르겠다(20명), 도움이 안 되었다(7명)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챗봇 시스템을 이용한 알고리즘 설계 수

업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을 때 수업 이해도에 대해서 그

림 10과 같이 도움이 되었다(48명), 잘 모르겠다(11명), 
도움이 안 되었다(1명)로 조사되었다.

Fig. 9 Effectiveness of Prior Learning Using Chatbot 
System

Fig. 10 Efficiency of Algorithm Design Class Scenario 
Using Chatbot System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알고리즘 교육의 효율성을 연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SW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수업 도

구보다 저렴하며 관리·감독이 용이한 챗봇 시스템을 2가
지 수업 시나리오를 토대로 개발하여 알고리즘 교육에 

활용한 후, 설문 조사를 통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챗봇 시스템을 알고리즘 교육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학생이 챗봇 시스템을 활용한 

수업의 경험은 없었으며, 기존 수업에 비해 챗봇을 활용

한 수업이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와 학업 성취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알고리즘 교육 중 개념적 설

명이 필요한 수업에서는 챗봇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의 

효과가 미비하였으나, 함수 적용 및 알고리즘 설계, 프
로그램 코딩과 같은 코딩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이

해할 필요가 있는 수업 시나리오에서는 챗봇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향후 학생들 개개인의 학업 성취도와 학습 태도 등의 

개인적인 요소에 따라 챗봇 시스템을 이용한 알고리즘 

교육의 효율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학생들의 수준

을 고려한 수준별 챗봇 시스템을 이용한 알고리즘 교육

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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