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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
며 교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

용한 로봇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분야에서 높은 빈도

로 활용되는 파이썬(Python)과 교육 현장의 활용도가 높은 교육용 로봇을 활용하여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을 제안하였다. 국제자동차공학회(SAE)에서 제시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수준(0～5단계)을 4단계로 단순화하고 이

를 기반으로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가 선(객체)을 인지(Perception)하고 검출(Object detection)하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라인 디텍터(Line Detector)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단순히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라 생활 속의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문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정의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가지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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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discussions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e actively taking place in many fields, and various policies for nurturing artificial intelligence talents are being
promoted in the field of education. In this study, we propose a robot programming framework using artificial in-
telligence technology, and based on this, we use Python, which is used frequently in the machine learning field,
and an educational robot that is highly utilized in the field of education to provide artificial intelligence. (AI) edu-
cation program was proposed. The level of autonomous driving (levels 0-5) suggest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AE) is simplified to four levels, and based on this, the camera attached to the robot
recognizes and detects lines (objects). The goal was to make a line detector that can move by itself. The devel-
oped program is not a standardized form of solving a given problem by simply using a specific programming lan-
guage, but has the experience of defining complex and unstructured problems in life autonomously and solving
the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t is meaning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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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매우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 방안

에 대한 모색과 더불어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공지능은 기술 자체로 막대

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 동시에 산업의 근본적

인 혁신을 가져오며, 일자리 변동 등 사회의 급격한 변

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에 관련한 연구와

교육 및 지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초 단계부터

다양한 교육 전략을 제시하였다[1]. 세부적으로 초등학

교에서는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으로 소프트웨어와 인공

지능 활용 역량을 구체화하고 필수적으로 교육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원의 양성과 임용에

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

도록 하고 있다[1][16].

특히 최근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디지털 대전

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사회․경제․문화 전반

의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미래 교

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1]. ‘감성

적 창조 인재’ 육성, ‘초개인화 학습환경’ 조성, ‘따뜻한

지능화 정책’ 구현을 3대 정책방향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특히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인공지능(AI) 교육

을 학교 현장에서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

하고 있는 상황이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AI)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로봇 프

로그래밍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

능(AI), 특히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분야에서 높

은 빈도로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

(Python)과 교육용 로봇을 활용하여 초등학교에서 적용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단순히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정형화된 형태가 아

니라 생활 속의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문제를 자기 주도

적으로 정의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해결하

는 경험을 가지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관련 연구

2.1. 인공지능(AI) 교육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고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많은 학자들은 인공지능 교육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AI4AL(2015)에서는 사회 문제를 바라보기 위한 인공

지능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모든 시민 대상의 무료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Open Learning 플랫폼을 제공하

고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의 개념, 자신의 삶에 미치

는 영향,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어떻게 연계되어 사용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의 데이터 편향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같은 사회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4].

AAAI(2017)는 Computational Thinking을 기반의 문

제해결력을 신장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을 주

장하였다. 컴퓨터과학의 관점에서 선정한 개념을 통해

인공지능의 사회적인 영향과 함께 살펴보도록 구성하였

다[5].

Zeng(2019)는 AI Thinking 등 역량 신장을 위한 인

공지능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컴퓨팅 사고력

(Computatinal Thinking)에서 강조하는 추상적 사고, 문

제해결능력, 데이터 과학과의 연관성을 제시하였다

[3][6].

Silapacote와 Srisuphab(2017)은 인공지능 교육의 필

요성을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의 핵심 요소로서의 인공

지능의 역할과 연관하여 제시하였으며, 인공지능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인공지능 기반 문제 해결력 신장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3][7].

이러한 인공지능(AI) 교육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와

더불어 인공지능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특히 영국의 원격 대

학(Open University)에서 발간하는 Innovating peda-

gogy에서 Agnes Kukulska-Hulme, et al.(2020)은 인공

지능(AI) 교육을 Learning for AI’, ‘Learning about AI’,

‘Learning with AI’와 같이 구분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인공지능을 교육을 위한 도구적인 관점과 인공지능(AI)

내용 자체에 대한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Learning for AI’에서는 인공지능(AI) 윤리 교육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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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이썬(Python)의 교육적 활용 가치

파이썬(Python)은 1991년 발표된 인터프리터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이다[4]. 기존에 많이 활용되던 C, C++

와 같은 컴파일 언어에 비해 문법이 매우 간결하고 쉬

워서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나 학생들의 입

문용 언어로 추천된다. 또한 확장성이 뛰어나 웹 프로그

래밍 분야, 데이터 처리와 데이터 시각화 분야, 그리고

머신러닝․딥러닝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9].

특히 파이썬의 가장 큰 장점은 수많은 표준 라이브러

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래머는 모든 프로그램

코드를 일일이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에 생성된 라

이브러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코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폭 넓은

사용자 생태계와 커뮤니티가 구축되어 있어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고, 협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대표적으로 ‘PYPI’와 같은 웹사

이트를 통해 프로그래머들이 스스로 작성한 파이썬 패

키지를 공유하고, 다른 개발자가 배포한 패키지를 pip

명령어를 통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파이썬은 학습용

으로 좋은 언어인 동시에 현업에서 활용되는 생산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SW․AI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존에 초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블록 기

반 프로그래밍 언어(Blockly Programming Language)

를 활용하여 만든 프로그램은 개발 플랫폼 내에서만 구

동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미 텍스트 기반 언

어를 통한 프로그래밍 교육의 가치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논의되고 있다.

진성수 외(2010)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램의 변경이 용이하며 복잡한 디버깅 과정을 거

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언급했다[10].

전용호(2015)는 텍스트 언어를 배우면 다른 텍스트

프로그래밍 언어에 전이성이 높아서 기본적인 프로그래

밍의 지식과 구조를 쌓게 되고 그 지식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텍스트

프로그래밍 언어가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만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유리하고 블록형 프로

그래밍 언어에 비해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1].

2.3. 인공지능(AI)교육을 위한 교육용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에 있어서 교육용 로봇을 활용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등의 고차원적

인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존의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13][14].

2015년 9월에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근거로

SW교육이 공교육 현장에서 실시될 때, 특히 초등학교

교육현장에는 학생들의 피아제의 발달단계와 학습과정

에서 오는 인지적인 부담을 피지컬 컴퓨팅의 신체적 조

작 활동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학습자들의 흥미와 논리적 사고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10][11][12].

인공지능(AI) 교육에서도 피지컬 컴퓨팅 교구를 활용

할 수 있으며 시중에는 AI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로봇이 제작, 판매되고 있다. 어떠한 로봇을 선택하는지

에 따라 교육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

그램의 목적을 잘 고려하여 필요한 로봇을 선정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 <Table 1>과 같은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한 로봇을 선정하였다.

제시한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이미 많은 공교육 현장

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커뮤니티를 통해 교

육적 활용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 햄스터 로봇을 활용하

여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Factor Contents

Sensor
․Can data from external environment
(voice, image, etc.)

Connection
․Is remote control possible via wireless
connection?

Programming
Language

․Can it be run with a program written in
Python?

Hardware
․Is it a complete robot that does not require
separate assembly?

Scalability
․Can you perform various activities using
robots?

<Table 1> Selectio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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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습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3.1. 개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실생활

에서 접할 수 있는 비정형화․비구조화 된 문제를 인공

지능(AI) 또는 컴퓨터로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

에 있다. 결국 학습자의 실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해

결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 자신이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을 도출, 선택,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로봇을 활용한 피지컬 컴퓨팅

(Physical Computing)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절차를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Fig. 1) Robot Programming Model

실생활(Real world)에서 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학습자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지속

적으로 학습동기를 내재화하게 되는데 컴퓨팅

(Computing)의 기본 사이클인 ‘Input–Process–Output’

의 흐름과 같은 방식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전통적인 컴퓨팅 방식과 인공지능 기반의 프

로그래밍의 차이점은 입력되는 주어진 데이터와 정해진

논리 구조로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

터와 기대되는 결과값을 준비해서 컴퓨터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햄스터스쿨[8]에서

제공하는 기본 라이브러리 및 예제 파일을 활용하여 햄

스터 로봇과 머신러닝에 적합한 파이썬 패키지를 제공하

는 Anaconda3를 이용하여 실생활의 문제를 기반으로 하

는 프로젝트 형태의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3.2. AI기반 로봇 교육 프레임워크(framework)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교육은 기능적, 공학적 관점

의 단순 로봇 활용 및 결과 모델링 수준을 벗어나야 하

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컴퓨팅 사고력

(Computational Thinking)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

되어야 한다. 컴퓨팅 사고력은 과거 Seymour

Papert(1980)부터 오늘날 Wing(2006)에 이르기까지 개

념의 정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학자마다 세부적인 요소

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크게 추상화(Abstraction)와 자

동화(Automation)를 핵심적인 요소로 정의할 수 있다

[2][3]. 또한 앞서 살펴본 인공지능(AI) 교육의 대한 선

행 연구 중에 Silapacote와 Srisuphab(2017)은 인공지능

(AI)을 활용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문제해결

과정의 ‘논리적 추론’, ‘비판적 사고’, ‘분석적 사고’가 컴

퓨팅 사고력의 학습 과정과 유사함을 강조했다. 특히 문

제해결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시행착오(Trials and

Errors)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기본 관점과 일치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ilapacote와 Srisuphab(2017)이 제시

한 인공지능(AI) 기반의 문제해결과정과 Wing(2006)의

컴퓨팅 사고력 개념 정의를 토대로 아래 (Fig. 2)와 같

이 AI기반 로봇 교육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7].

(Fig. 2) AI-based Robot Programming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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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프레임워크에서는 ‘문제 정의’, ‘AI 모델링’,

‘문제 해결’의 단계를 거친다.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컴

퓨팅 사고력 중 추상화(Abstraction)의 개념을 적용하게

된다.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에서 필요한 요소를 파악

하고, 이를 단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한다.

‘AI 모델링’ 단계에서는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다. 컴퓨팅 사고력의

자동화(Automation)의 개념에 해당된다. 전통적인 프로

그래밍 과정에서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

구조를 사람이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지만 머신러닝에서

는 입력값과 예상되는 결과값을 활용해 학습 모델을 생

성한다.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머신러닝을 통하여 학습된 모

델을 새로운 문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

하는 경험을 통해서 학습자는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시

킬 수 있다.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전통적인 로봇 프로그래밍 과정

에 인공지능(AI)의 데이터 기반 머신러닝 개념을 포함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AI기

반 로봇 교육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파이썬 언어 기반

로봇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3.3. 프로그램 개발 방향

앞서 논의된 AI기반 로봇 교육 프레임워크를 기반으

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하였다.

첫째,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학습 문제를 제공한다. 유

의미한 학습 문제는 로봇이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기능

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프로젝트

형태의 비구조화된 문제가 되어야 하며 이전 단계에서

학습한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단계적인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AI)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어야 한다. 외부 자극을 인식할 수 있는 로봇 센서를 활

용하여 데이터를 입력받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문제를 해

결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로봇 프로그래밍 방법에서 인공

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공지능(AI) 기술을 교육

영역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AI)을 도구적으로 보는 관점과 내용적으로 보

는 관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

으로 한다. 다만 일반적인 인공지능(AI) 수준 분류에 따

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예측하고 판단하는 머신

러닝 수준에서 교수․학습 활동을 진행한다.

3.4. 학습 과제 설계

본 연구에서는 유인환(2018)에 의해서 연구된 자율주

행차 제작 프로젝트를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수정하여 제안한다[17]. 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프로그

래밍 기법을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수정하여 기존 로봇 프로그래밍과

데이터 기반 머신러닝 프로그래밍 기법을 비교할 수 있

는 자료를 개발하고자 한다.

기존 프로젝트는 국제자동차공학회(SAE)에서 제시하

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수준에 따라 학습자가 성취할

수 있는 주행수준과 목표를 제시하고 수동 운전의 단계

에서 완전자율주행 수준에 이르기까지 난이도와 복잡성

을 높이는 형태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자율

주행자동차는 로봇 바닥 센서의 반사광 인식을 통해 선

을 따라가는 형태이며 이를 라이다(Lidar), 레이더

(Radar), 카메라 등을 이용하는 오늘날의 자율주행자동

차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자동차공학회(SAE)에서 제시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수준(0～5단계)을 4단계로 좀 더 단순

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였다. 기존 프로그램은 바닥 센서를 활용하

여 라인 트레이서(Line Tracer)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

업이었다. 그러나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 비전

(Computer vision)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로봇에 부착

된 카메라가 선(객체)을 인지(Perception)하고 검출

(Object detection)하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라인 디

텍터(Line Detector)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두

유형의 로봇을 비교하면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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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Line Tracer Line Detector

Perception Sensor recognition Image Processing

Driving
principle

The infrared sensor on
the floor detects the
reflected light

Classification and
localization of input

images

Advantage High safety High driving freedom

disadvantag
e

Low driving freedom Low safety

<Table 2> Comparison of line tracer and line detector

이러한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자율주행자동

차의 수준과 학습과제는 <Table 3>와 같다.

Level Name Step Tasks

0

Human
Driving

Manual 
control

1
‧Control robot movement with
keyboard

2
‧Parallel control of other output
devices (LED, Sound)

3
‧Manual adjustment of wheel
output

1

Human
Driving
Assistance

General 
programming

1
‧Moving a set distance at a constant
speed

2
‧Moving at different speeds to the
target point

3
‧Cruising at the speed input by the
user

2

Partially
Self-Driving

Sensor based
Programming

1
‧(Infrared sensor) moves along the
line

2
‧(Ultrasonic sensor) Stops when an
object is detected

3
‧(Infrared sensor+ultrasonic
sensor) Adjusting the speed when
encountering an obstacle

3

Fully
Self-Driving

AI based
Programming

1 ‧(Camera) Detecting the line

2 ‧(Camera) Detecting an object

3 ‧(Camera) Recognizing road signs

<Table 3> Educational Self-Driving Car Level & Tasks

제안된 프로그램은 ‘Level 0’의 수동운전차부터

‘Level 4’의 완전자율주행차(FSD)까지의 단계적인 경험

을 통해 실세계의 문제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Level 0’은 키보드를 통한 수동 제어로 로봇을 구동시

키는 활동이다. ‘Level 1’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이

며 학습자가 설계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로봇을 제어

하게 된다. ‘Level 2’는 센서를 통해 외부정보를 인식하

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

다. ‘Level 3’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되며 로봇

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주행 중 피해야 할 객체들을

검출(Detection)하고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각 단계마다 공통적으로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명확

한 성취기준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도전의식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3.5. 프로그램 구현

제안된 학습과제는 로봇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중심

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문제해결자로 참여

하여 스스로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종합하여 학습 전

체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구조화된 문제가 필요하다. 앞서

(Fig. 2)에서 제안한 AI기반 로봇 교육 프레임워크의 문

제 정의 단계에서 다양한 해답이나 해결 방안을 가질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학습자는 이를 추상화

(Abstraction)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안전한 스쿨존 만

들기’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설정하고 각 단계별 세부적

인 활동 내용을 구성하였다. 전체 활동 중 인공지능(AI)

을 활용한 ‘Level 3’ 단계의 활동 수행을 위한 파이썬 예시

코드 일부분과 활동지 예시는 (Fig. 3), (Fig. 4)와 같다.

(Fig. 3) Part of pytho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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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ine Detection scene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전통적인 방식의 프로그래밍 학

습 방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더하여 파이썬

(Python)과 교육용 로봇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교육

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는데, ‘문제 정의’, ‘AI 모

델링’, ‘문제 해결’의 단계를 통한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한다. 특히 ‘AI 모델링’ 단계에서는 전통

적인 프로그래밍 방식과 달리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의 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학습모델

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교육용 로봇 기반

교수학습 방법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교육

적 의의를 가진다.

인공지능(AI) 로봇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를 기반으

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자율주행자동차 수준과 기능이

중심이 되는 총 12단계의 학습 과제로 구성된다. 이는

학습자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문제 상황에

서 적용될 수 있다. 즉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 상황의 정

보를 수집, 분석, 처리, 종합하는 과정에서 머신러닝을

통한 인공지능 학습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라는 문제 상황에 적용하였으며 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특성,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한 다양한 여건에 따라 다

른 유형의 문제 상황을 적용할 수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향후 실제 학습자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며 제안된 인공지능

(AI) 기반 로봇활용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학습 형태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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