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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중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김성원과 이영준

(2020)에서 개발한 중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측정 검사 도구를 중학생에게 실시하고, 요인에 따른 태

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중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학년과 

인공지능 교육 경험도 중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에 인공지능에 대한 직·간

접적인 경험이 있는 중학생은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인공

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인공

지능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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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지능정보사회에 접어듦에 따라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분야의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1]. 교육부(2020)에서는 인공지능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보교육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발표하였다. 종합계획에서

는 지능정보사회의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역량 기반 정보 교육을 제안하였다[2]. 

이처럼 인공지능 교육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인공지

능 교육 연구는 한계가 존재한다. 인공지능의 정의적 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가 부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김성원

과 이영준(2020)은 중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2]. 

본 연구에서는 김성원과 이영준(2020)의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중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3]. 선행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 도구를 중학생에게 실시하였다. 또한, 태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서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요인에 따른 중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차이를 분석하여, 중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II. Method

중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김성원과 이영준(2020)에서 개발한 중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검사 도구를 492명의 중학생에게 실시하였다[3]. 또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중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한 요인을 활용하여 검사 결과를 통계적

으로 분석하여 요인에 따른 중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III. Result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가 높았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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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체를 통한 인공지능의 경험(간접 경험)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또한, 

매체를 통한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인공지능의 직접 조작해본 경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인공지능

에 대한 직접 경험이 있는 학생은 직접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인공지능

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인공지능 관련 교육은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이 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검사 결과가 긍정적이었지만,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2학년, 1학년, 3학년 순으로 인공지능

에 대한 태도가 높았다. 하지만 학년에 따른 중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학생이 가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중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IV. Conclusion

중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로봇이나 컴퓨터에 대한 태도, 컴퓨팅 사고력, 

로봇에 대한 흥미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였지만[4][5], 인공지능

에 대한 태도는 선행 연구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공지능에 대한 경험은 직·간접적인 것 모두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인공지

능 교육 경험은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학생이 생각하는 인공지능 교육이 무엇인지와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중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중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학년의 변화

에 따른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의 경향이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인공지

능에 대한 태도는 나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적은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

로 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과 중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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