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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본격 활용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학습 환경 구축의 방안으로 제안되

고 있는 에듀테크가 수학 교과에서 활용되기 위하여 그 현황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에듀테

크 현황 및 활용 동향을 확인하며, 수학교과에서 활용되는 에듀테크 플랫폼의 기능과 그 역할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에듀테크 플랫폼은 위계적 학문인 수학교육에서 학습자 개별 맞춤 학습에 유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나아가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을 추구하고 있었다. 또한 각 수업 단계에 맞는 활동 및 평가가 가능하

여 교사의 업무경감 및 학습관리와 역량 강화 수업 등에 유용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설계 및 학생의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활용 방안이 함께 수

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Ⅰ. 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에 따라 교육은 원론적인 구조적 변화를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

에서 미래 교육의 비전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WEF, 2020; OECD, 2021). 이는 국가적으로 학령인구의 감소와

세계적으로 유행한 팬데믹 상황에 직면하면서 다양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더불어 이

러한 변화에 대응력을 갖춘 교육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Moursund, 2021).

미래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교육의 미래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최연구(2017)는 미

래의 학교 모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망하였다. 우선,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VR/AR,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에듀테크(EduTech)가 교육 현장 및 교수·학습법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

고, 교육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점점 확대되고 학교 수업은 물론 평생학급과 개인 학습 전반에 걸쳐서 인

공지능이 사용될 것이다. 또한 학교와 교실의 공간 혁신 또는 큰 변화가 예측되는데,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는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장소로서

의 교실이나 학교의 의미는 점점 퇴색되어 학교에 가지 않고도 수업이 가능하고 원거리에서도 실시간 수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거꾸로 교실(flipped learning)’ 등 새로운 교수학습법을 통해 자기 주도 학습이나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ICT 기술 발전과 접목하여 현실적으로 활발해질 것이며, 전자칠판, AR/VR, 홀로그램, 인

공지능 등 첨단 기술들이 도입되는 스마트 교실 조성으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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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임철일, 2021). 즉, 기술의 교육적 활용은 정보·통신교육의 성공을 넘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주도할 미

래형 인재 육성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윤태영, 2020).

특히, 기술의 발전이 교육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자주 등장하는 ‘에듀테크(EduTech)’는 교육과 기술이 결

합되어 만들어진 개념으로, 최근 급속하게 변화하는 교육의 흐름을 묘사할 때 언급되는 신조어이다(윤태영,

2020). 에듀테크는 인터넷강의로 대표되는 획일적·단방향 이러닝에 AI, 빅데이터, AR/VR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쌍방향·개인맞춤형 이러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교육부, 2018), 시·공간의 경계 없이 교실 밖 세상과 연결된 디지

털 환경에서의 학습콘텐츠, 교수·학습, 수업공간과 같은 활용자원을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교

육부, 2021c). 에듀테크의 활용이 교육에 끼치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학습자의 수준별 교

육,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교육, 학습자의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위한 교육의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이

다(김성희, 2021). 이는 어려서부터 기술적 진보를 경험한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 불리우는 현재 학습자

에 대하여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학습은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며(박소연, 2020; 박혜숙, 2016), 디지털

화가 모든 것의 일부가 되면서 전통적인 학습에서 온라인 공간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Mosteanu, 2020).

이러한 흐름은 교육과정 변화에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교육부(2021c)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에

대하여 디지털 기술의 본격 활용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환경의 구현과

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의 혁신 그리고 온·오프라인의 연계를 통하여 맞춤형 학습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교수·

학습의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즉 원격교육이나 온라인 수업 상황은 어디에서나 가르치고 학습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능하게 하면서 이에 따른 더욱 철저한 교수·학습적 지원과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Hodges et al., 2020). 이러한 맥락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이나 협력 수업과 같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그에 따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교육 전반의 혁신을 도모되고 있

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보급,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유래 없는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대전환은 교육현장의 기술 트

렌드와 교육 분야의 기술 활용을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비대면 교육을 지속하고 있는

언택트 시대의 교육은 인공지능에 기초한 모바일 학습, 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수자 등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

능한 플랫폼을 다각화 하는 등 인공지능 기반의 에듀테크의 필요성을 낳고 있다(Moursund & Ricketts, 2021).

에듀테크로 인하여 종이 교과서는 디지털 교과서나 모바일 북으로 대체되고, 교실에서의 오프라인 집합교육은

집단지성, 협업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으로 바뀔 것이며, 미래 교실은 스마트 교실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현 시점

에서(고호경, 2020),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에듀테크의 현황과 관련 플랫폼에 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외 에듀테크 현황과 한국의 에듀테크 현황을 살펴보고 수학교육에서 에듀테크의 필요

성에서 확장하여 향후 수학 에듀테크 플랫폼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의 배경

1. 에듀테크의 의미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조합한 용어로, ‘에듀테크(EduTech)’ 혹은 ‘에드테크

(Edtech)’라고 부른다. 국내에서는 발음이 비슷한 ‘에드테크(ADTech)’라는 용어와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주로 에

듀테크로 사용하고 있다(윤일영, 2017; 이지은, 2020). 교육이 정보통신기술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와 결합하여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등장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공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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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윤일영, 2017; 홍정민, 2017). 즉,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 기술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교육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어 온라인으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별 맞춤 교육, 학습자 주도의 교

육으로 전환을 이룰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김윤영, 2020; 오재호, 2020; 정우진, 2021; 최민영, 이태욱, 2019).

현재 한국의 교육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과목, 같은 진도와 내용,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학교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혁신의 바람은 교육에도 예외는 아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 3차원 인쇄(3D Printing)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 기술들이 교육 서비스와 융합되어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이재호 외, 2020;

이지은, 2020; 황의철, 2021),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에듀테크는 기존의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사한 개념으로는 이

러닝과 스마트러닝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닝은 인터넷과 컴퓨터에 교육을 접목한 온라인 교육을 추구하고, 스

마트러닝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이라면 에듀테크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공영일,

2020; 조은순, 염명숙, 김현진, 202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홍정민, 2017; 김성희, 2021 재인용). 즉 에듀테크

를 활용한 교육은 학습자와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 학습자 중심·개별 학습자 맞춤, 교육환경 개선을 용이하게

하여 학습 성과를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김성희, 2021)(<표 Ⅱ-1> 참조).

구분 개념 특징

에듀테크
교육에 ICT 기술을 접목해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

교육

이러닝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 기술을 활용한 학습
인터넷과 컴퓨터에 교육을 접목한

온라인 교육

스마트러닝
스마트폰, 태블릿, 개인용 PC, E-Book, 스마트 단말기 등의

스마트 장비와 이러닝의 융합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

<표 Ⅱ-1> 에듀테크·이러닝·스마트러닝 개념과 특징(김성희, 2021, p. 281.)

2. 학교 교육에서의 에듀테크

가. 국내 학교 교육에서 에듀테크 동향

미래 사회를 주도할 주체성과 미래역량 강화라는 교육의 대전환과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오프라인 융합 교

육 등에 기반한 미래형 교수·학습 및 평가 혁신을 통한 학습 경험의 질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교육부, 2021c).

이런 의미에서 스마트교육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를 제

공하는 교수학습 체제 및 교육환경으로 재정의 할 수 있다(배윤주, 박정아, 김성은, 두민영, 2019).

2011년 이후 스마트교육의 정책 마련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2015년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SW

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방안과 SW 인

재양성 목표를 단계별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컴퓨팅사고력, 정보·문화 소양,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과 같

은 교과역량을 기르도록 하였다. 고등학교는 정보교과를 일반 선택과목으로 전환하고 SW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학교는 정보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포함하여 실생활 문제해결 중심으로 교육하며, 초등학교는 실과 교과를 소프

트웨어 기초 소양교육으로 개편하여 5-6학년 군에서 배우게 하고 2018년부터 중학교부터 코딩교육의 의무화를

시행하기도 하였다(교육부, 2015a, 2015b)(<표 Ⅱ-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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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과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가져온 생활의 변화

를 알고, 정보사회에 필요한 건전

한의식과태도를가진다.

소프트웨어활용의중요성을알고, 정보

윤리의개념을이해하여올바른정보생

활을실천하고, 정보를교류할수있다.

컴퓨팅기술과융합된다양한분야를

이해하고, 정보윤리를실천하며, 정보

기기를올바르게조작할수있다.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을 체험하여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컴퓨팅 사

고로이해할수있다.

간단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설계하

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컴퓨팅과

문제해결

컴퓨팅 사고력에 기반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컴퓨팅사고를기반으로다양한분야

와융합하여문제를해결할수있다.

<표 Ⅱ-2> 학교급별 소프트웨어 교육 목표

단순한 지식 습득 교육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창의적 사고로 학습이 가능해지고 양방향 소통체계를 기반으

로 하여 실시간으로 학습자와 소통하며 문제해결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빅데

이터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과 같은 기술이 발전하여 교육과 접목되면서 학습자와 교사의 고전적 의미의 벽을

허물고 사람, 사물, 공간을 초연결, 초지능화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환경을 이루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 에듀테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에듀테크 시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코로나 19 발생 이전의 것으로, 코로나 19

발생 이후 에듀테크 산업 현황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급박하게

변화된 에듀테크 산업 현상을 발 빠르게 조사·분석하여 관련 자료들을 발표하였지만, 한국 에듀테크에 대한 자

료는 2019년까지의 이러닝 기업규모나 고용 자료를 기반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에듀테크 시장은

2019년까지 3%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연평균 16.3%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 에듀테크 산업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진숙, 2020; 이혜연, 2020)([그림 Ⅱ-1] 참조).

[그림 Ⅱ-1] 국내 에듀테크 시장 규모 및 성장률(김진숙, 2020, p.193)

또한 그동안 국내 에듀테크 시장은 해외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협소한 시장 규모와 공교육 활용률이

저조하여 사교육 대체 수단으로 성장해왔다(<표 Ⅱ-3> 참조).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 따라서 내용도 영어, 수

학 등 전통적 학교 교육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진숙,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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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비스 주요 특징

학습

콘텐츠

타임교육

팩토슐레

(factoschule)

수업 교구 제조 경험을 살려 AR, 사물인식(OR) 기술 등을 접목한 교구, 교재 등을 제공한다.

타임교육이 개발한 ‘팩토슐레’는 오프라인 교실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앱과 교구, 교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럭스 로보

(luxrobo)

코딩교육 콘텐츠에 특화한 하드웨어 모듈을 제작해 로봇을 만들면서 소프트웨어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서비스다. 하드웨어 모듈 ‘모디’는 각기 다른 사물인터넷(IoT)기술을 내장해 코딩 기

초 개념 형성을 돕는다.

학급

및

커뮤니티

관리

클래스팅

(Classting)

학습 구성, 수업 자료 온라인 공유, 학교 간 교류를 지원한다. 커뮤니티 기능 보강 및 국내

출판사들과 제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진단 및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위두랑

(Wedorang)

공공에서 만든 교육용 커뮤니티 서비스다. 학급 개설, 과제 제출, 토의토론, 학습 포트폴리오

기능을 지원한다. 디지털교과서와 연계한 학습 과제 관리를 할 수 있다.

엘리스

(elice)

실습 중심이 온라인 코딩에 특화한 학습관리 서비스다. 대학 및 기업의 사내 교육 및 개인용

으로 사용되며, 개인별 코드 리뷰와 멘토링이 가능하다. 강의 영상 업로드와 실습 과제 생성

및 자동 채점 등 학습 평가 관리도 지원한다.

빅데이터

를 통한

학습

진단 및

분석

산타토익

(Santa

Toeic)

TOEIC 대비를 위한지능형 튜터 서비스다. 학생 수준을 미리 진단하고 예측해 취약분야를 집

중 보강할 수 있도록 관련 학습 자료를 추천한다.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서비스를 내놓

았으며, SAT와 GRE 등의 학습 평가 서비스 분야로 해외 진출을 추진중이다.

노리

(KnowRe)

온라인 개인교사를 표방하는 수학 분야에 특화한 서비스다.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의

풀이 과정을 분석해 부족한 영역의 수학 개념을 찾아내고,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를 지원한다.

웅진

(웅진씽크빅

AI학습)

국외 사례에서 소개된 ALP 플랫폼을 활용해 웅진씽크빅 AI 학습 서비스를 출시했다. 학습시

행동패턴을 분석해 잘못된 학습 습관을 교정하도록 지원한다.

마타수학
수학 개념에 대한 개인별 취약점 분석 및 문제를 추천하는 서비스다. 수학의 개념별 연계도

를 제시하고, 누적된 진단 결과를 생성해 개인별 맞춤 문제를 제시한다.

천재교육

(밀크T)

학습자의 개별 성향을 진단하고 분석해 맞춤 시간표를 제공한다. 학습유형을 분석해 개인화한

학습법을 추천하고, 유명 강사진들의 강의 및 전문가들의 1:1 학습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Ⅱ-3> 한국 주요 에듀테크 기업(김진숙, 2020, p.195)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적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2020년 7월에 ‘한국

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안정망 강화로 뒷받침하는 전략으로, 이중 디지털 뉴딜 사업에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사업을 담고 있

다. 즉,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전국대학·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 강화을 강

화한다는 내용으로1), 이는 교육부가 발표한 ‘AI 교육 종합방안’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교육부는 ‘AI 교육

종합방안’ 발표를 통해 초·중·고 단계별 AI 교육 내용 기준을 마련하고, 고등학교 AI 기초·융합 선택과목 신설,

시범학교 운영, 전문 교육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AI 교육 도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 예로 2025

년까지 AI 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재 10만 명을 양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2025년부터 AI 과목을 초·중·고

정규교과로 반영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는 전 학교에 기가급 무선 인터넷망을 보급, 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 및

학생 1인당 컴퓨터 보급률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교 수학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시스템

을 도입하고, 초등 1, 2학년의 수준별 개별화 학습을 위해 2020년 2학기에 제공한 ‘똑똑 수학탐험대’를 고학년까

지 확대 서비스하기 위한 개발 과정에 있다. 2021년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진로 선택과목으로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 과목이 도입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인공지능 교육’이 도입될 예정이다. 그리고 유·초·

중·고의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을 위해 ‘K-에듀 통합 플랫폼’ 및 ‘지능형 나이스’를 구축할 계획에 있다(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019; 교육부, 2021a, 2021b).

1)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https://www.knewde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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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 학교 교육에서 에듀테크 동향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과 비대면 교육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에듀테크 관련 산업이 활발해져 향후 몇

년 동안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lobal Edtech Landscape 3.0’은 ‘차세대 학습 가치경로(Next Generation Learning Lifecycle)’를 <표 Ⅱ-4>

와 같이 8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는데, IT를 통해 지원되는 모든 교육서비스는 에듀테크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영역 분야

창조(Create)
지식과 연구(Knowledge & Research), 출판과 유통(Publishing & Distribution),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Digital Courseware), 교육과정과 학습 계획(Curriculum & Lesson Plans)

관리(Manage)
교육 기관 관리(Institutional Management), 온라인 프로그램 관리(Online Program Manager),

학생 관리(Student Management), 교사 관리(Teacher Management)

정보제공(Discover) 시장 연구(Marketing Study), 유학(Abroad & Pathways), 학자금(Student Loan)

연결(Connect) 학습 관리(Learning Management), 사회관계망(Social Platforms)

경험(Experience)
수학, 과학, 읽기, 쓰기(Math, Science & Literacy), K12 STEM 교육(K12 STEM),

교실 기술(Classroom Tech),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학습(Learn)
온라인 무료 배포(Open Online), 상품 등록 제품(Proprietary), 단기 집중 프로그램(Bootcamp),

어학(Language)

자격(Credential)
과외 및 시험(Tutor & Test), 시험 및 평가 준비(Prep Testing & Assessment),

자격 부여(Badging & Credential)

학습이후(Advance) 취업 설계(Career Planning), 고용과 인턴십(Hiring & Internships)
출처: https://www.navitasventures.com/insights/landscape/

<표 Ⅱ-4>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 동향(Global Edtech Landscape 3.0)

해외 에듀테크 서비스의 또 다른 특징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전문적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을 보유한 기업들이 학습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교육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기술로 에듀테크 영역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진숙, 2020). 그뿐 아니라 주요 에듀테크 발

전 선진국들은 이미 에듀테크 학습플랫폼이 안착되어 코로나19 사태에도 안정적인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표 Ⅱ-5>.

회사 서비스명 특징 지원기기 가격

구글

클래스룸 수업 자료·과제 공유와 참여 안드로이드·iOS 기기,

웹브라우저

무료

지스위트 지메일, 캘린더, 드라이브 등 사용

익스페디션 VR·AR로 박물관·유적지 체험 안드로이드·iOS 기기

애플 클래스룸 수업 자료·과제 공유와 참여 맥, 아이패드

MS
오피스 365 에듀케이션

(MS 팀즈)
수업 자료·과제 공유와 참여

안드로이드·iOS·윈도 기기,

웹브라우저

아마존

인스파이어 초·중학생 학습자료 공유 플랫폼

인터넷 접속 가능 모든 기기래피드 어린이 동화책 서비스

텐마크 라이팅 초등학생용 글쓰기 서비스

<표 Ⅱ-5> 해외 IT 기업의 교육용 SW 서비스 비교

세계 각국은 교육 분야에서 AI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시장을 이루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다. 영국의 에듀테크 산업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2021년 시장규모는 34억 파운드(약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 교

육기관은 에듀테크 관련 예산만 매년 9억 파운드를 지출하며, 2020년 8월 기준 에듀테크 기업 및 스타트업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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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전체의 25%인 1,2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9). 영국의 에듀테크 산업의 성

장 배경은 첫째, 영국 정부는 대대적으로 에듀테크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부터 학생

들은 개인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디지털 교육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한국보다

유·초·중·고등학교 기관이 만여 개 이상으로 넓은 시장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전통적으로 발달한 교육 콘텐츠

사업에 기반한 스타트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넷째, 국제 공용어인 영어를 바탕으로 세계로 진출하는데 용이

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대학(캠브리지, 옥스퍼드

등)을 보유하고 있어 에듀테크 관련 스타트업 육성 환경 조성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윤태영, 2020; 이혜연,

2020; 홍선주 외, 2020; 홍정민, 2017).

미국의 에듀테크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책적으로 2014년 ‘E-rate’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One-to-One’ 정책을 통해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모바일 기기를 보급하였다. 이를

통해 소득 수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했다. 여기에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학습은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미국 에듀테크 투자는 전년 대비 16% 상승한 16.6억 달러를 기록했

다. 이미 미국은 어학, 1:1 맞춤형 학습, 온라인 동영상 강의, 대안학교(예: MOOC, 미네르바 스쿨) 등으로 맞춤

형 교육의 모습을 갖추면서 성장하고 있다. 또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세계적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주목되는 바이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0).

중국은 2015년 이후 에듀테크 시장에서 가장 급부상한 최대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에듀테크 투자액은

2015년부터는 미국을 역전하여 2020년에는 미국의 투자액의 4배가 되었다. 2018년 중국 교육부는 ‘교육정보화

2.0 행동계획’을 발간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스마트 시대에 부합한 교육과정 개선방안과 기준을 명시하였다(정보

통신산업진흥원, 2020; 이혜연, 2020). 이수진(2021)에 따르면 AI 애플리케이션, 교육형 로봇 구축, 컴퓨터 프로그

래밍 플랫폼 등 3대 모듈 위주의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2019년에는 ‘중국교육현대

화 2035’를 통해 정보화 시대의 교육혁신을 가속화하고, 스마트캠퍼스 건설, 통합형 스마트교육·서비스 플랫폼

건설, 현대기술을 응용한 인재육성 패러다임 개혁을 가속화 방안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매년 온라인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AI 교실 구축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홍선주,

2020; 이혜연, 2020).

3. 수학 교육에서 에듀테크의 함의

현재 에듀테크 학습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교과는 단연 수학이라 할 수 있다. 수학은 학습위계가

가장 분명한 학문으로, 선행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학습으로 진행이 거의 불가능한 뚜렷한 위계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학습 지도와 지식 전달 방식, 학습자 분석을 분명하게 제공할 수 있어서 인공지능을

통한 맞춤형 학습에 가장 적합한 교과라 할 수 있다(정제영, 2021). 이러한 특징은 블룸(Bloom)의 ‘완전학습

(mastery-learing) 이론’이나 ‘2 시그마 문제’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블룸의 완전학습은 교수 과정을 적절

히 조작함으로써 학급 안의 약 95%의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의 약 90%의 학습 성과를 완전히 학습해 내게 하는

이론이다. 여기에는 충분한 학습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개별학습 또는 개별수업의 원리를 전제로 한다. 즉 학습

의 단계마다 제대로 학습을 수행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보충학습의 기회를 준다면 완전학습이 가능해진다

(Bloom, 1968). 전통적 강의식 수업에서 불완전 학습의 원인이 교사나 학생 중 하나가 불완전학습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학생 능력에 따라 적절한 시간을 제공하고 개별적 교수학습 전략을 사용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학습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Bloom, 1984). 또한, ‘2 시그마 문제’는 일대일 개별수업을 받은 학

생의 성취도 평균이 교실 강의 수업을 받은 학생의 상위 2%가 동일하다는 것으로, 일대일 수업의 효과가 전통

적 강의식 수업보다 표준편차의 2배만큼 더 좋다는 의미에서 ‘2 시그마’라 한다. 즉, 일대일 수업이 50명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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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르쳤을 때 상위 2%의 성취도를 내는 학생을 50명만 만들 수 있다면, 강의식 수업은 50명 중 1명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대일 개별학습을 대규모 학교에서 실행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여러 가지 학습 변인을 다르게 준다면 일대일 맞춤형 개별지도

와 동일한 학업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았다. 블룸이 제시한 학습 변인으로 학습자, 교수자료 변화(암기보

다 탐구학습, 형성평가로 취약한 영역 파악), 가정환경과 또래 집단, 교사 등을 변인으로 보고 이러한 변인들이

개별학습 이외의 교수 변인으로 전통식 학습보다 ‘2 시그마’까지 개선됨을 확인하였다(Bloom, 1984). 따라서 블

룸의 ‘완전학습’과 ‘2 시그마 문제’ 연구에 따라 수학교육에서의 에듀테크의 필요성을 학생 측면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개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교 1등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한 학급에서 일괄 강의

식 수학 수업이 진행된다면 교사는 어느 수준에 맞추어 수업을 해야 할까? 교사는 어쩔 수 없이 대다수의 학생

이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위권 학생들에 맞춘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수준보

다 너무 높거나 낮은 난이도로 수업이 진행된다면 학습의 흥미가 떨어지고, 교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여 수

업 진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그러나 교실에서 학습자 개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면 학습자의 집중도를 높일 뿐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어 학습이 진행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Voskoglou & Salem, 2020).

둘째, 효율적 학습이 가능하다. 블룸(Bloom, 1984)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 과정 중에 소단원 학습 후 자주 실

행되는 형성평가와 친구, 교사와 함께 검토하는 분석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서

인지적 효과와 학습 효능감이 높아지고 적극적인 학습을 이룬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에 대한 통찰

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분석하기가 어렵다. 만약 학습자 맞춤 분석을 제시하고 규칙적으로 여러

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플랫폼이 문제를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이상적인 효율적 학습이 구현될 수 있다.

셋째, 효율적 학습으로 인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첫 번째 필요성과 연결되는 맥락으로 개별 맞

춤 학습이 가능해지면서 학습 과정에 몰입을 하게 되고, 학습 활동과 학습과정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서

적은 시간에 적은 노력으로 높은 학습효과를 이루면서 학습 시간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조은미,

한안나, 2010).

넷째,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다.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파악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 실행하며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과

정을 말한다(김현, 2017). 교사 주도의 학습은 학습분위기 조성, 학습욕구 진단, 학습목표 설정, 학습계획 구상,

학습활동 실행, 학습결과 평가 등의 절차 가운데 결정권과 통제권이 교사에게 달려 교사 관리 아래 진행되지만,

자기주도 학습은 이 모든 결정권과 통제권이 학습자에게 있는 것이다(최유선, 손은령, 2017).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계획과 목표설정을 하고, 에듀테크가 제시하는 결과를 반영하여 스스로 학습을 관리하고, 또한 또래 친구들이나

전문가의 도움여부를 결정하며, 기타 탐색의 과정을 거쳐 학습 환경을 스스로 구조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방선희. 2012).

다섯째, 자기주도학습을 넘어 자기구조화학습이 가능하다. 인도의 컴퓨터 과학자인 수가타 미트라(Sugata

Mitra) 교수는 어린이들이 어른의 지도나 강의 없이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벽 속의 구멍(Hole in

the Wall)’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었다. 첫 번째 실험으로, 1999년 컴퓨터 사용법과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 살고 있는 인도 빈민가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벽에 설치한 후 어떤 교육도 실시하지 않

고 내버려 두었다. 영어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컴퓨터 사용법을 익히고 서로 의논하면서 나이에 상관없는 배

움을 이어나갔다. 몇 달 뒤, 미트라 교수가 찾아갔을 때 아이들은 ‘좀 더 빠른 프로세서와 마우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른 마을에서는 생명공학 내용을 PC에 켜두기만 하고 마을 어른들에게는 ‘잘했다’라는 격려만 부탁했

다. 물론 어른들은 생명공학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몇 달 뒤 아이들은 DNA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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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질문하고 있었다.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끼리 스스로 학습

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며, 교사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학습주제에 관한 교육과정을 스

스로 조직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자기구조화학습 능력을 가지고, 이 능력은 격려만으로도 증진될 수 있었다(김민

채, 2017; 김보경, 소숙, 2021). 빈민가 아이들은 영어와 컴퓨터를 처음 접해보지만, 모든 아이가 특정 이론에서

제시한 동일한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배우지 않는다. 어떤 아동은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음악을 재생하는

방법을 알아차렸지만, 컴퓨터 앞에 늦게 도착한 아동은 친구를 관찰하며 한 번에 배우게 된다. 아이들은 컴퓨터

를 처음 보았을 때 새로운 도구처럼 느끼겠지만, 곧 길가의 가로등과 같이 그저 존재하고 있는 환경으로 인식하

게 된다. 자기구조화학습환경(SOLE)에서 학습한 아이들은 배운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수업이 끝난 후에도 스스

로 검색하고 주변인들과 의논하며 함께 알아내기 때문에 학습에 대해 더 많이 기억하는 현상을 보인다(김보경,

소숙, 2021).

자기주도학습과 자기구조화학습은 학생 스스로 학습을 해나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자기주도학습은 학

습 그 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자기구조화학습은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또한 자기구조

화학습의 경우 칭찬 및 질문을 던지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학습촉진자)가 필요하다는 것에서도 차이가 있

다. 자기구조화학습은 자기주도학습과는 달리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동료 학생과 함께 협력학습을 해나간다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다(<표 Ⅱ-6> 참조).

자기주도학습 자기구조화학습

학습 지향 목표지향

교수자 필요 없음 퍼실리테이터 필요(칭찬 및 질문)

자기학습 자기학습+테크놀리지+협력학습

<표 Ⅱ-6> 자기주도학습과 자기구조화학습 비교(홍정민, 2017, p.252)

자기구조화학습은 에듀테크와 결합하여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에듀테크의 다양한 학습 방법을 통해 학

습자는 그 내용을 공부하고 SNS나 앱을 통해 협력학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구조화학습은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고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홍정민, 2017).

Ⅲ. 수학 에듀테크 플랫폼의 활용

1. 수학 에듀테크 플랫폼 비교

본 연구는 인공지능기반 수학 학습 플랫폼 중에서 국내 2종과 국외 2종을 선정하여 구성과 특징을 분석하였

다. 현재 학교 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학 에듀테크 플랫폼은 노리 AI 스쿨, 클래스팅 A, 체리팟 스쿨, 똑똑

수학 탐험대 등이 있는데, 그 중 2가지를 선택하여 비교·분석하였다(<표 Ⅲ-1 참조>).

분석 대상 개발국가 및 사용국가 사용가능언어

KN
한국 한국어

CL

NU 영국 영어

DR 미국 영어/스페인어

<표 Ⅲ-1>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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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플랫폼은 공교육에서 사용되는 플랫폼을 그대로 살펴볼 수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플랫폼에 대

한 분석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 플랫폼의 경우는 학교 관리 플랫폼으로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현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학급관리보다 학습관리플랫폼 기준으

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서도 학습관리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내용 분석은 우선 기본 시스템 구성을 기초로 분석하였으며 플랫폼에서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요소를 기준

으로 분석하고, 구성 요소로 허난(2018)과 Holmes 외(2020)의 자료를 참고하여 학습 대상, 서비스 학습 영역, 사

용된 인공지능 기술, 학습 과정(내용 및 순서), 학습 지원(개념 학습 및 오답 지원, 문제 제시 및 풀이 과정, 학

습 분석, 네트워크), 교사 및 학부모 지원(실시간 및 결과 분석 보고서) 등으로 분석하였다.

가. 주요 기능 비교

KN 플랫폼은 2012년 설립된 수학 스마트러닝 솔루션 개발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교육회사로,

현재 미국의 200여개 학교의 공교육 현장에서 KN의 교육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서비스되고 있

는 KN은 수학 공부를 놀이처럼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게임 요소를 접목하였고, 국내 공교육에는 문제풀이 학

습위주로 서비스되고 있다. 학습 내용은 학년 별로 과정 선택이 가능하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단원이 구

성되어 있으며 소단원은 기본문제와 과제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 과정에서 다른 플랫폼과 다른 부분은 방

학 기간에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방학 과정이 있어서 다음 학기 내용을 예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CL 플랫폼은 모바일 어플과 웹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학습 관리 서비스이다. 학생 관리와 공지 기능이 위

주였으나, 현재 AI 기술을 적용하여 학습 영역까지 지원하면서 수업 관리 도구로도 확장하고 있다(<표 Ⅲ-2>

참조). 특히, AI 기반 학습 자료를 개발, 평가하고 결과까지 분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 학생, 학부모

3명 중 1명꼴로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되며 세계 25개 국가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15개의 언어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CL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

록 개별 수준에 맞춘 문제와 최적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클래스팅 스마트 교육 서비스이다. 특히, 기초 학력

부진 학생 및 방과 후 보충학습이 최적화된 교육 서비스이다.

학습순서 학습내용 학습요소

진단평가
학습 전후 복습 평가 및 단원 진단평가로 학업 성취도 파악

학습성취도 확인
수준별 맞춤형 문제가 최대 20개까지 제공

상시평가

데일리퀴즈 24시간 내 맞추는 문제로 AI 학습 흥미 제공
흥미요소

AI추천 문제 과목별 맞춤형 문제 추천

단원별 상시평가 과목 단원당 수준별 맞춤형 문제 제공

개념이해확인
보충학습

개념학습 각 단원 핵심 개념별 동영상 강의 제공

단원평가 단계 순서로 시청 후 단원평가 문제 제공

결과리포트
진단평가 후 결과를 분석하여 제공하여 틀린 문제와
오답노트로 개념 재확인과 틀린 문제로 보충학습 가능

오개념 수정 및
복습

<표 Ⅲ-2> CL 플랫폼 학습 순서

NU 플랫폼은 Sparx에서 2020년에 national maths pilot을 런칭한 Sparx Maths 및 HegartyMaths2)도 포함하

는 Sparx 제품 중 최신 플랫폼이다. Sparx는 2010년 설립된 에듀테크 스타트업으로 중고등 교과과정에 맞추어

수학 교육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수학 수업과 숙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NU의 대표 인공지능 기술은

ITS기반 적응형 학습 시스템으로(Adaptive Learning System), 인간 교사가 전문가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서

2) https://hegartymaths.com/ 2014년 콜린 헤가티가 설립한 숙제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Sparx와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음

(hegarymaths 홈페이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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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교사의 개입 없이 컴퓨터가 학습자에게 즉각적이면서 학습자 개별 맞춤형 교육이나 피드백을 제공하는 컴

퓨터 시스템이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접목되면서 매우 각광받는 학습 시스템으로(정제

영, 2021), 컴퓨터 보조 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법을 도입하여 학습자의 현 상황에 동적인 융

통성 있는 교육 여건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송대웅. 2007).

DR 플랫폼은 AI를 활용하여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미국 교육서비스로, 수학 강좌를 게

임처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게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동기부여를 높이고 다채로운 시각적 환경으로 효

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스페인어로도 제공하여 다국어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사용 중이며, 캐나다와

멕시코, 콜롬비아 등에서도 이용하고, 20만 명의 교사와 약 500만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미국 내 실사용

자는 1,500만 명으로 이들이 수학 학습 이력이 모두 데이터로 구축되어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 현황만 분석 가능

할 뿐 아니라 발전 가능성까지 예측할 수 있는 학습 플랫폼이다.

KN, CL, NU, DR 플랫폼의 중 기능을 비교해 보면 <표 Ⅲ-3>과 같다.

KN CL NU DR

학습 환경

학습 대상 초등 1–고등 1 초등 1–고등 3 Year 6–11 프리스쿨-12학년

학습 과정 선택
학습자 학년 배정
(교사 초대로 가입)

학습자 학년 배정
(교사 초대로 가입)

가정학습용으로 학습자 선택
가능

학교 계정으로 가입 시 학습자
학년으로 배정

과정 변경 여부 교사가 변경 가능
학급관리용과 연결 시 변경

불가능
학습자가 상시 변경 선택

가능
개별 구매 시 변경 가능

학교 연계 ○ ○ 가정학습 전용플랫폼 ○

가정 학습용

개별 구매
타 프로그램으로 구입가능 ○ ○ ○

사용 가능 환경 웹, Android 태블릿만 가능 모두 가능 모두 가능 모두 가능

필기 인식 ○ × × ×

인공 지능적

요소
드릴다운

어댑티드 러닝
인공지능 기반 IST

IST기반 적응형 학습
시스템

IST기반 적응형 학습 시스템
예측 통찰 시스템

음성 지원 × × × ○

교수·학습 과정

개념 학습 기본개념문제 제시 개념설명 동영상 개념문제동영상으로 제시
기본 개념문제 해결 후
음성으로 개념 설명

오답 지원

○ ○ ○ ○

드릴다운 기능으로 단계별
상세 분석 후 개념 문제 지원

오답 시 바로 풀이과정 제시
오답률, 정답률, 풀이시간

비교 제공
동영상으로 지원

음성 힌트 지원 후 다시 틀리면
동일유형 문제 다시 제시

소단원 형성

평가
○ ○ ○

○
(과제형으로 제시)

대단원 평가 ○ ○ ○ ○

평가 후 대처

방안
틀린 문제 분석하여 과제

제시
다시 풀기, 쌍둥이 문제

제시
단원 필수 개념 확인 문제

제시

각단원마다학습자맞춤세가지
(예습, 복습 두 가지)종류의
과제 제시 일주일 이내에 제출

학습자 결과

분석
단원별, 풀이시간, 성취도

결과보고서

일별, 월별, 과목별, 단원별
세부적 학습 분석, 시각적

보고서

단원별, 일별, 월별,
학습계획 결과보고서

일별 월별, 시간별, 단원별 등
세부적 학습 분석 제시

정의적 요소
리그

(개인별, 모둠별, 학급별)

여정맵 이동, 아이템구입,
플랫폼 디자인 등
게임형 요소 결합

리그
(개인별, 전체 학습자 대상)

게임형 학습플랫폼
아이템 구입 가능

<표 Ⅲ-3> 각 플랫폼의 주요 기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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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특징 비교

수학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에듀테크 플랫폼들의 주요한 특징은 첫째, 학습자 개별 맞춤형 학습 플랫폼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KN과 DR의 경우 실시간 학습자 분석을 통해 오답 풀이과정을 단계별 혹은 음성으로 설명하

였다. 또한 유사 문제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개념 숙지를 충분히 한 후에 다음 학습으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둘

째, 학습자 결과분석 보고서가 학습자의 학습 이력, 학습 수준, 학습 취향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인

간교사가 분석할 수 없는 자세한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학업 성취 결과뿐 아니라 학습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DR의 경우 수학 기본 학습 과정을 게이미피케이션으로 초등뿐 아니라 중등까지 적용하여 학

생들의 학습 흥미 유발까지 적용하였다. CL의 경우는 학습 이외의 전 요소에, KN과 NU는 학습 결과에 게임 요

소를 적용하였지만, DR는 로그인부터 로그아웃까지 전 과정을 게임으로 진행한 플랫폼이다.

각 플랫폼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Ⅲ-4>와 같다.

특 징 상세 분석

KN

오답 설명 시 맞춤형 개념을

단계적으로 제시

드릴다운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지 못한 지점을 찾아내어 단계적으로

개념문제를 제시하여 스스로 개념을 이해하도록 함.

펜글씨 인식
현재 안드로이드 태블릿만 글씨인식 가능

글씨 인식, 연습장 기능이 있어서 태블릿의 장점을 활용하여 학습 가능

실시간 학습 성취도 분석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상세 분석하여 다음 소단원의 난이도를 결정

CL

게임적 요소를 결합한 플랫폼 구성
게임 그래픽을 활용하여 디자인

학습자 중심의 시각디자인이 학습자 흥미 유발

상세한 결과보고서
상세한 결과보고서로 학습자 분석을 면밀히 하여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기 쉬움.

그래프로 분석자료 제시하여 시각적으로 분석하기 편리함.

학급관리시스템(LMS)과 연계

학급관리시스템에서 학습 분석까지 함께 연계된 클라우스 시스템

학급알림, 실시간 수업연결, 과제알림 등 담임교사, 교과교사로서의 학급관리

모두 가능한 플랫폼

NU

간략한 개념설명 동영상
학습 시작 전 약 1분 분량의 개념설명 영상으로 집중도를 최대화함.

학습 중 개념 문제마다 1분 이하의 동영상 제공

각 단원 적절한 문항 수의 개념문제 각 소단원의 문제들이 약 5문제로 문제해결에 대한 부담이 없음.

기본 개념 학습에 충실한 학습 제공
동영상, 기본 개념 문제, 중단원, 대단원 문제들도 기본에 가장 충실한 문제이며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집중시간이 문제와 영상을 제공

DR

전 과정이 게임 형식 문제 제시, 개념설명부터 보상까지 게이미피케이션이 완벽히 결합된 플랫폼임,

학습자 상세 결과보고서
일별, 주간별, 단원별 성취도 등 상세한 결과보고서로 교사가 학습자의

학습현황을 빠르게 분석 가능함. 학습자 학습 예측분석 가능.

스페인어 선택 가능 스페인어를 지원하여 다문화학교에서 두 가지 언어로 실시간 동시 이용 가능.

미국 각 지역 수학교육과정

적용 가능

교과과정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하여도 그에 맞는 수학 과정을 실시간 적용 가능

결과분석, 학습순서도 실시간 적용 가능

<표 Ⅲ-4> 주요 특징 비교 분석

2. 학교 수업에서 수학 에듀테크 플랫폼의 활용 방안

앞서 살펴본 에듀테크의 개념과 발전 현황, 실제 학교 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학 에듀테크 플랫폼의 장점

을 활용하여 학교 현장, 즉 수업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학생 개별 맞춤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하여 수업 시간 본 차시 활동에서 학습자 개인의 난이도에

맞는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다. 비교·분석을 기반으로 살펴본 네 개의 에듀테크 플랫폼 모두 학습자에 대하여

학생 개별 맞춤형 적용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KN의 경우 드릴다운 기술을

통하여 각 학습자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오답 설명이나 본시 학습과 과제형 문제 제시를 달리하였다. CL나 NU

의 경우는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형태로, DR는 학습자 분석 후 오답 문제와 과제를 제시하는 형태였다. 수학 수

업의 경우 대부분 본시 학습의 교수·학습 활동이 개념 설명 후, 개념 이해와 함께 연습을 위한 예시문제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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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동일한 문제를 부여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각 학습자의 속도와 이

해 수준을 반영된 수업 진행이 가능해진다.

둘째, 수업 전 활동으로 학습자 분석에 활용해 볼 수 있다. 블룸의 완전학습에서 수업 전 단계에서는 학습 결

손을 진단하고 결손된 학습이 있다면 학습결손을 보충하는 것을 교수·학습 활동의 주 단계로 하고 있다. 수업

전 단계에서 학습자의 학습을 분석하는 것은 위계성이 강한 수학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KN 플랫폼의 경

우, 방학 과제가 다음 학기의 예습 과정으로 구성되어 학기 시작 전에 학습자의 분석이 가능하다. 이때 학습자

분석이 수학 내용별 분석이 가능하다면 학습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CL 플랫폼 역시 단원 전 학습 과

정에 진단평가를 배치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단원 진단평가 외에도

교사가 학습 차시를 플랫폼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면 그에 맞는 학습 시작 전에 본시 학습을 돕는 기본 개념

및 예습 문제와 동영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특징은 NU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기본 개념 문

제가 다섯 개 전후이며 각 문제마다 개념 동영상이 1분 이하의 설명으로 지원되어 있다. 이런 학습 구조를 활용

하여 학습 전에 학습자의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플립러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거꾸로 교실 수업으로

알려져 있는 플립러닝은 블룸의 분류법을 뒤집어 본 것처럼 기억과 이해 단계는 가정에서 해결하며 교실에서는

교사와 또래 학습자들로부터 다각도의 학습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최욱, 2017).

셋째, 형성평가나 상시평가 등 지필형 평가도구로도 활용해 볼 수 있다. 현재 학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수행

평가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형이나 서술형 평가는 동일한 문제와 동시에 이루어지고 상시학습태도평가

는 학습자료와 과제들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에서 시행된다면, 학습자 개인 수준

에 맞는 합리적 평가들이 이루어지며 수업시간 내 학습태도와 과제를 인공지능 플랫폼이 기록하고 피드백하며

채점, 평가하므로 공정하고 편리한 학습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학습이력이나 과정, 학습시간 등 모든

기록을 교사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학습자에 맞는 맞춤형 문제가 지원되면서 학습경감과 부담이 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KN, CL, NU 플랫폼의 경우 모두 소단원평가가 제시되어 있어 각 단원의 평가를 상시 활용

할 수 있다.

넷째, 수업 이후의 활동으로 과제 관리 용도로 활용해 볼 수 있다. KN 플랫폼은 매단원 학습이나 평가 이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틀린 문제를 확인하고 다시풀기와 쌍둥이 문제를 지원하고 있다. DR 역시 학습이력을

분석하여 세 가지 유형의 과제를 제시한다. CL와 DR는 매일 학습에 인공지능 추천 문제가 제시되며 학습 완료

이후 다시 접속하면 새로운 문제를 다시 제안한다. 현재 국정교과서에 제시하는 문제 수는 각 학생마다 개념을

확인하고 실력 향상을 위한 복습용으로는 부족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집을 따로 구입해서 풀고 있는 실정

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분석을 통하여 각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과제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그에 따

른 풀이와 답을 KN 플랫폼의 드릴다운 방식이나 NU 플랫폼에서의 각 문제에 대한 맞춤형 동영상 형태로 제시

한다면 복습 측면에서 좋은 활용방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방과 후 수업이나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맞춤형 수학 학습 용도로 활용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KN

플랫폼의 경우 처음 클래스 개설과정에서 학습 난이도를 최하의 난이도로 고정하여 개설할 수 있고, NU 플랫폼

은 중등학년 과정은 KS3에서 레벨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형으로 레벨 1부터 4까지 선택하여 고정 과정으로

충분한 연습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설계되어 있다. 김태은 외(2020)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부진의 원인 중 느린

이해 속도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다른 학습부진의 원인으로는 기초학습량 부족, 학습전략, 동기 부족 등이

있었다. 학습부진의 수준과 원인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에듀테크 플랫폼의 가

장 큰 장점이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 따라 학습부진 지도나 일반 학급의 방과후 수업에

활용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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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AI 기술에 기반하여 교육 데

이터를 분석하는 것으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교육 형태

와 학습 형태를 생산해 내고 있다(고호경, 허난, 노지화, 2021). 더욱이 코로나 19로 증가된 비대면 온라인 교육

과 미래 교실은 스마트 교실이 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듀테크의 개념과 학교 현장에서의 에듀테크 활용 현황과 변화를 살펴보고, 수학 학습

에서의 에듀테크의 활용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실제 구축된 수학 에듀테크 플랫폼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실, 최근

급격하게 이루어진 온라인 수업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관리시스템(LMS)의 필요성 역시 증대됨에 따라 인공

지능 기술이 접목된 에듀테크 플랫폼을 학교 수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윤승배, 양

승혁, 박현순, 2021). 그러나 아직 발전 도입단계에 있는 에듀테크 플랫폼을 공교육에서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하

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따르며, 그 영향과 특성을 관찰하는 연구 역시 시작 단계에 있다. 그러나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에듀테크가 시사하는 장점은 분명하며 교육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게 될 미래를 대비하여 현

황을 파악하고 방향성을 짚어 나가는 것은 의미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에듀테크로 인한 교육 현황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국 에듀테크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신기술의

도입과 연구를 통하여 발전과정에 있으며, 공교육과의 협업을 통하여 교육 발전을 이루고자하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한국판뉴딜’이라는 정책 마련 등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마련, 그에 따르는 미래학교설계를 위한 현실적 제안들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에듀테크 플랫폼을 통하여 각 학생들에 대한 개별 맞춤 학습과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의 변화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수학 교수·학습 플랫폼 분석을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별 맞춤형 수학

에듀테크 플랫폼은 학습자의 수학학습 성향과 성취도, 취약점 등을 분석하여 각 학습자에게 적절한 학습 경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자기주도학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위계성과 논리적, 추

상적 학문으로 대표되는 수학 학문은 수학 학습 능력을 가진 학생들도 학습결손이 누적되면, 쉽게 흥미를 잃고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김환철, 강순자, 2017). 수학 에듀테크 플랫폼은 학습자의 성취도 진단 및 처방을 통해

스스로 학습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개별화된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선호 및 수준에 따라 적응 학습 구

현이 가능함으로써 이러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정보기술을 통하여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고 학습 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면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형 교육 방법 구현

의 기반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 기반 학습 플랫폼은 교사의 수업 설계를 위한 수 많은 의사

결정들에 대하여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설계를 위한 분석과 설계, 개

발, 실행, 평가 등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홍선주, 2020). 이는 학습과 관련된 것을 인공지능 시스템이 지원함으

로써 교사는 학습자에 대한 다른 측면, 예를 들면 감정적 측면(자신감 및 불안감)과 같은 분양에서 학생들과 소

통하고 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한 수도 있다(김홍겸 외, 2018).

앞서 살펴본 에듀테크 플랫폼의 역할은 대부분 학습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인공지능을 통하여 문제를 평가

하고 분석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의 고차원적인 역량 평가는 교사의 전문성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고호경 외,

2021). 또한,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사회적 역량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 적용된 바 없어서. 플랫폼들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학습을 통해 상호 존중과 배려 등의 역량을 신장시켜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사실,

플랫폼 등을 활용한 수업 상황에서도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정서적 안정

과 더불어 학습 동기 유발, 학습 촉진 등을 통해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의 효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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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는 주요한 과제이므로(Luo, N., Zhang, M., & Qi, D., 2017; Molinillo et al, 2018; Oh, H. J., Ozkaya, E.,

& LaRose, R., 2014; Rodríguez-Ardura & MeseguerArtola, 2016), 에듀테크 플랫폼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에

서 역시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염두하여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Moursund & Ricketts, 2020).

본 연구는 2021년 현재, 한국의 에듀테크 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그에 발맞춰 에듀테크 적용 사례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현재 활용되고 있는 에듀테크 플랫폼의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공교육에서의 활

용 가능성을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향후 실사용 현황에 대한 분석이나 활용 방안 연구가 추가적으로 꾸준

히 이루어짐으로써, 학생의 정의적, 인지적 측면에서의 개별 학습 변화, 학교급에 적합한 플랫폼이나 그 효과성

에 대한 연구가 동반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플랫폼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실 무엇

보다 시급한 것은 에듀테크가 활발히 적용될 수 있는 교실 환경 구축이라 할 수 있다(계보경 외, 2020). 인터넷

구축이나 스마트 기기 보급, 테크매니저와 같은 ICT 활용 전문가 배치도 시급하며, 이러한 첨단 기술을 교육과

정에서 재구성해내야 하는 교사의 역량 강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학습관리시스

템이나 학습 결과분석, 평가관리나 학습자와의 실시간 소통 등 여러 플랫폼으로 운영되던 자료들을 종합하여 활

용할 수 있는 토탈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수학 교수·학습을 수행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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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EduTech, which is proposed as a way to build a 
flexible learning environment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according to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in mathematics 
subjects. The process of designing classes to use the EduTech platform, which is still in the development introduction 
stage, in public education is still difficult, and research to observe its effects and characteristics is also in its early 
stages. However, in the stage of preparing for future education, it is a meaningful process to grasp the current 
situation and point out the direction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in which EduTech will be actively applied to 
education. Accordingly, the current situation and utilization trends of EduTech at home and abroad were confirmed, 
and the functions and roles of EduTech platforms used in mathematic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duTech platform was pursuing learners' self-directed learning by constructing its functions so that they could be useful 
for individual learning of learners in hierarchical mathematics education. In addition, we have confirmed that the 
platform is evolving to be useful for teachers' work reduction, suitable activities, and evaluations learning manag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instructional design and individual customized learning support measures for 
students that can efficiently utilize these platform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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