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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AI는 의료, 예술, 경제,

농업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이에 더불어 전 세계의 정부들과 기업들은

다양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

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1].

미국에서는 NSF(국립과학재단)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AI4K12과 AI4ALL에서

는 k-12(Kindergarten-12th Grade)학생들을 위한

AI4K12’s Big Idea를 발표하여 인공지능 교육과정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였다. AI4K12의 인공지능 교육과정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도모하고, 인공지

능이 관련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

고,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대해 사회적, 윤리적으로

고찰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중국은 국가가 주도하여

인공진으 표준 교과 과정을 개발하였고 인도는

NCERT(교육연구기술위원회)와 국가교육정책의 지침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3].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통하여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이라는 아젠다를 설정

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놀이와 체험을 중심

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필수 교육을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2].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인공지능 교육 흐름에

발맞추어 초등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을 어떻게 가르칠 것

인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초

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

으며 저학년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개발은 미

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원리와 과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해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국내·외 AI 교육과정

교육부(2020)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 과목을 신설하고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공지능 기초’ 과목의 영역은 인

공지능의 이해,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 데이터와 기계

학습,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은 <Table1>과 같다.

Area Core Topics

Understanding
AI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ociet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gents

Principles an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Perception

Exploration and inference

Learning

Data and
Machine
Learning

Data

Machine Learning Model

The Social
Impact of AI

The Influence of AI

AI ethics

<Table 1> I

미국에서는 AI4K12는 AI의 5가지 빅 아이디어를 발표

하여 미국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Kindergarten-12th

Grade)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받을 있도록 하는 인

공지능 교육 표준 모델을 개발하였다. AI4K12에서 제시

한 AI의 5가지 빅 아이디어는 <Table2>와 같다.[11]

Area Core Topics

Perception Computers perceive the world using sensors.

Representatio
n & Reasoning

Agents maintain representations of the world
and use them for resoning

Learning Computers can learn from data.

Natural
Interacion

Intelligent agents require many kinds of
knowledge to interact naturally with humans.

Social Impact
AI can impact society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ways.

<Table 2> AI’s 5 Big Idea

중국에서는 2017년에 차세대 AI 개발 계획을 발표하

여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초등학교부터 고

등학교까지 인공지능 교육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을 제시

하였다. 그 후 2018년에는 세계 최초로 유치원부터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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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이후 직업 교육에서의 AI 교과서를 개발하였다.

영국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Key state

1(만5-7세)과 2(만 7-11세)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알고

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간단한 프로그램 작성, 사생

활 보호를 위한 책임있는 기술 활용 등을 다루고 있다.

영국의 교육과정에서는 직접적인 AI의 내용을 담고 있지

는 않지만 2017년에 AI 산업 육성 전략에서 컴퓨터과학

교육자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AI 교육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AI 문해력 습득을 위한 Machine

Learning for Kids와 같은 사이트를 개발하여 AI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AI

교육을 접하고, AI에 대해 친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12]

2.2.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이란 컴퓨터가 사람과 같이 사

진, 동영상을 보고 사물을 인식하거나 이해하는 것이다.

단순히 사진을 인식하는 것이 아닌 의료 분야에서 엑스

레이 사진을 보고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자동차 분

야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 사

용된다.

고양이 이미지와 고양이와 비슷한 색이나 모양을 한

사물의 이미지 중에 고양이를 구별해 내는 것은 사람에

게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최근까지 컴퓨터는 이러한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CNN(합성

곱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과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의 이미지 인식 기술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CNN은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며, 이미지나

영상 인식에 특화되어 있다. CNN은 생물학적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인공 뉴런(노드) 사이의 패턴 연결을 나타내

는 인공신경망이다. CNN은 여러 중첩이 존재하는데 각

계층은 데이터 특징을 학습하기 위해서 샘플링, 출력, 계

산 등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수

백 개의 계층에서 반복하며 특징을 추출한다.[5]

2.3. 지도학습

머신러닝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지도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학습이라는 세 가지 방법이 주를 이룬다. 그

중 지도학습은 머신러닝에서 주를 이루는 개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지도학습은 미리 정답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 후 정답 데이터들에서 규칙과 패턴을 찾아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답이 정해져 있는 데

이터가 있거나 학습 훈련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문제의

경우 지도학습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분류하도록 하는 인

공지능을 만든다면 스팸 메일과 스팸 메일이 아닌 메일

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컴퓨터는 스팸 메일 데이터를 학

습하여 컴퓨터만의 규칙을 만든다. 이후 새로운 메일을

분석하여 규칙에 따라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결과를 출

력하게 된다[13].

2.4. 선행 연구 분석

장연주(2019)는 언플러그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고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6]

유원진(2020)은 머신러닝 플랫폼을 활용하여 AI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

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인공지능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7]

장명현(2020)은 제약만족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초등학

교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언플러그드 교육 프로그램을

10차시 분량의 수업으로 개발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5, 6학년에게 적용한 결과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였고,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에 대

해서도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8]

김주현(2020)은 노벨엔지니어링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

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자 및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7

회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9]

정슬기(2020)는 연상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여 초등교

사의 인공지능 관련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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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사들은 인공지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

며 초등학교부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필요

가 있다고 답한 교사의 비율이 높음을 확인하였다.[10]

3. 교육 프로그램

3.1. 개발 방법 및 목적

본 연구는 문헌 연구로 선행 연구를 하였고, 국내 개

발된 AI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저

학년을 위한 AI 이미지 인식 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였다.

본 AI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인식이란 무엇인지 이

해하고 사람과 인공지능의 인식 방법에 대해 이해시키

고자 한다. 둘째, 학생들이 데이터를 살펴보고 분류해보

며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과정을 체험해보도록 한다. 셋

째,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3.2. 교수-학습 과정

이와 같은 개발 방법과 목적을 바탕으로 저학년을 대

상으로 하는 AI 교육 프로그램을 <Table 3>과 같이 6

차시로 구성하였다.

1차시는 사람의 감각기관과 오감에 대해 알아보는 활

동들로 구성하였다. 사람의 각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보고 오감에 관련된 놀이를 하며 감각기관의 중요

성을 깨닫도록 한다. 2차시는 동물과 사람의 이미지 인

식 방법을 비교해본다. ‘동물들은 어떻게 세상을 볼까

요?’책을 읽으며 동물들의 이미지 인식 방법이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3차시에는 컴퓨

터와 사람의 이미지 인식 방법을 비교하는 활동으로 구

성하였다. 컴퓨터나 핸드폰 등에서 사람의 눈 역할을 하

는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본다. 또한 컴퓨터가 어

떻게 이미지를 인식하는지 ‘픽셀’의 개념을 간단하게 이

해해보도록 한다. 4-5차시는 낙엽을 비슷한 것끼리 분

류해보는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이 이미지 인식하는 방

법을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같은 색깔, 같은 모양끼리

낙엽을 분류해보고 새로운 낙엽을 주며 어디에 분류할

수 있을지 설명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보는 활동을 통

해 인공지능의 이미지 인식 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6

차시에는 AI 도구를 활용해보고 AI가 우리에게 주는 좋

은 점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구성하였다.

Unit Objective Activities

1

Identify role of
human senses
and sensory
organ.

-Find out what each body organ
does
-Playing five senses game
-What the most important sensory
organ is to me

2
Compare animal
and human
perception

-Read book ‘How do animals see
the world?’
-Learn how dogs and cats perceive
the world.
-Find out what animals and human
perception have in common, and
what differences.

3
Compare human
and computer
perception

-Identify camera on computers,
phones, and robots
-How to recognize images on
computer
-Make pixel art

4-5
Learn how to AI
recognizes fallen

leaves

-Introducing the collected leaves
-Classifying fallen leaves
-Making AI classified as
deciduous leaves

6
Experience AI
Programs

-Use a AI software tool
-What are the advantages of AI?

<Table 3> Instructional Process

3.3. 교수-학습 과정안

교수-학습 과정의 프로그램 중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지도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한 4-5차시 ‘인공지능은

어떻게 나뭇잎을 인식할까요?’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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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유발 단계에서 학생들은 ‘낙엽은 왜 생길까?’ 영
상을 보고 단풍을 봤던 경험을 떠올려본다. 그리고 인공

지능은 어떻게 낙엽을 인식하는지 알아보는 학습 문제

를 제시한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모아온 낙엽을 소개하는 활동을

하며 내가 모아온 낙엽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두 번째로

는 모아온 낙엽을 무리 지어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교사가 여러 장의 단풍잎의 사진들을 보여준다. 사

진들을 보여주며 단풍잎 사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

아본다. 빨간색, 뾰족한 부분이 5개인 손 모양과 같이
단풍잎의 특징을 직접 찾아본다. 마찬가지로 은행잎도

여러 장의 사진을 보며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보도록 한

다. 단풍잎과 은행잎의 특징을 찾아본 다음 자신이 모아
온 낙엽 중에서 단풍잎과 은행잎을 찾아 분류해본다. 그

후 교사가 새로운 낙엽을 보여주며 이 낙엽을 단풍잎이

라고 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한다. 학생들은 단풍잎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이 낙엽을 인식하는 방법

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로는 엔트리를 활용
하여 낙엽 인식 인공지능을 만들어본다. 학생들이 분류

한 단풍잎과 은행잎을 가지고 낙엽 인식 인공지능을 만

든다. 그리고 새로운 낙엽을 보여주고 인공지능이 어떻
게 분류하는지도 살펴보도록 지도한다.

4. 결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만큼 사회가 요구하는 인

재상 또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식을 잘 습득하며
습득한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인재를 요구하였다면

지금은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찾아 그것을 개발해 낼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

육을 경험해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이미지 인식에 초
점을 맞추어 사람, 동물, 컴퓨터의 이미지 인식 방법을

비교해보고 인공지능의 인식 방법을 이해해보도록 하는

이미지 인식 이해 AI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인
공지능의 지도형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여 미리 단풍

잎과 은행잎의 정답 데이터를 제공한 후 규칙과 패턴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는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의 이미
지 인식 방법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낙엽을 소재로 하여 학습에 어려움이 없

도록 하였다. 하지만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교재,

Learning
Process

Activities

Motivation

Learning
Question

⦁Watch video ‘Why are the leaves falling?’
and talk about your experience about fallen
leaves

-Let’s learn how AI recognizes fallen leaves.

⦁<Activity 1> Introducing the collected
leaves
-Tell your friends where you collected the
fallen leaves.

Development

⦁<Activity 2> Classifying fallen leaves
·Take a look at the maple leaves and ginkgo
leaves pictures
-Let’s talk about What color and shape
are leaves.

·Categorizing maple leaves among the
collected leaves
-Let’s talk about What color and shape
are maple leaves.
-Pick a maple leaf out of the leaves I have.
-Show students a new leaf and think about
why this leaf is called a maple leaf.

·Categorizing ginkgo leaves among the
collected leaves
-Let’s talk about What color and shape
are ginkgo leaves.
-Pick ginkgo leaves out of the leaves I
have.
-Show students a new leaf and think about
why this leaf is called a ginkgo leaf.

⦁<Activity 3> Making AI classified as
deciduous leaves
·Let's make AI that recognizes fallen
leaves.
-Let's show them the new leaves, and see
how they're classified.
·How does AI recognize fallen leaves?
-Find features that distinguish them from
other leaves and recognize the leaves.

Closing
⦁Let's talk about what we learned or felt
through this time.

<Table 4> Lesson Plans of Unit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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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과정 등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과제가 요구된다.

첫째,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의

수정과 보안이 요구된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
능 연구가 부족하여 고학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

램에 기반을 두어 프로그램을 개발한 만큼, 후속 연구에

서는 검증을 통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구체적인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교재가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과 효과성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 개발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추후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해본 후 그 효과성에 대해 검토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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