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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38개 교육대학원의 AI 융합교육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초 교과목 구
분, 교과목의 내용 분야 및 분야별 세부 과목 구성의 관점에서 분석 프레임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프레임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전국 38개 인공지능 융합교육 대학원(41개 과정)에서 운영 중인 교과목의 수는 14과목부터 48

과목으로 그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일한 목적으로 38개 교육대학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AI
융합교육전공에 대한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외었다.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AI융합교육전공은 결국 서로 다른 역량을 갖춘 교사들을 배출하게 되므로 학교 현장에서의 AI융

합교육의 방향에 혼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38개 교육대학원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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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the AI convergence education courses of 38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the

analysis frame was constructed in terms of basic subject classification, content field of subject, and detailed sub-
ject composition by field. And as a result of analysis through this frame,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sub-

jects currently operated by these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is very different from 14 subjects to 48 subjects.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it was urgent to develop a standard curriculum for the AI convergence education
major operated by each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for the same purpose. The AI Convergence Education Major,

which was established for the same purpose and operated in different forms, will eventually produce teachers with

different competencies, so there is a risk of bringing confusion to the direction of AI Convergence Education in
the schoo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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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해야 한

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잇다. 이에 교육부

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0년 9월부터 5년간 매년 1,000

명 내외의 현직 교사를 선발하여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을 통해 AI 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재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

재 추진되고 있는 38개 교육대학원에서의 AI 융합교육

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는 담당 교수 인력부터 커리큘럼

문제까지 혼선이 가득하다. 교육과정을 면밀히 보면 정

책의 성급함이 드러난다는 평가가 많다는 의견도 제시

되고 있다[1].

이에 따라 38개 교육대학원에서 운영되는 AI 융합교

육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AI 융합교육 전공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AI 융합교육 교육과정 구성 방향에 대한

기초 연구 필요하다. 둘째, 2020년 2학기에 38개 교육대

학원에 신설된 AI 융합교육 전공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

파악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현직교사)의 교육과정 이수

현황 파악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방향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향후 현재 AI 융합교육 전공을 운영 중인 38개 교

육대학원을 포함하여 2021년 2학기에 AI융합교육 전공

을 신설하는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방향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38개

교육대학원의 AI 융합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학생 및 교

수자 그리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

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융합교육의 동향

융합교육의 동향은 ‘STEM → STEAM →

STEM+C’의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초기의 STEM은 특

정 과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최근에는 특정 교과

간 융합에 한정을 두지 않고, 과학, 수학, 정보, 예체능,

인문사회 등 2개 이상 분야나 교과(목)의 지식, 개념 간

융합을 토대로, 정보 이해, 문제 해결, 표현, 관계 등에

있어,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하는 측면으로 변화하고 있

다. STEM은 1990년대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이하 NSF)에서 과학(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의

약칭으로 처음 사용되었고 이후 예술(Arts)을 더하여

STEAM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은 STEM 교과에 컴퓨터

과학을 포함하려 STEM+C가 대두되었고 독일, 영국, 호

주 등 STEM에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융합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교육부는 융합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 제

고를 위해 수학·과학·기술·예술 등 융합교육을 활성화하

는 2011년 시작된 과학기술예술 융합교육 활성화 방안

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 창의·융

합형 인재에 대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 이후

2017년에는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진행되었고, 2018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과학, 수학, 정

보교육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에서도 컴퓨팅의 중요

성이 강화되었다.

2.2. AI 관련 역량 정의

김자미(2020)는 “시대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해

당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힘”이라고 하여, 어떤

일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하였다. 일반적으로 역

량은 교과에서 언급하는 수행수준보다는 넓고, 깊은 개

념(Rychen, et al. 2003)이다. AI분야에 대한 지식

(knowledge)을 바탕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구

되는 기술(skill)을 갖고, 행할 수 있는 것(attitude)이라

할 수 있다. 즉, 역량은 성장에 대한 가능성까지를 포함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사들의 AI역량은 AI와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들이나 사회의 문제를 해

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3. AI 융합교육에 대한 정의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학 수준에서 컴퓨터교육과를

통해 정보·컴퓨터교사를 양성하는 8개 대학의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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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FGI를 진행하여 AI 융합 교육의

개념을 <표 1>과 같이 정의하였다.

번호 정의

1
AI 기술 이해와 컴퓨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2
AI융합 교육은 AI의 가능성과 한계를 잘 이해하고 다양
한학문분야의 AI 기술을융합하여적용할수 있는경험
과 지식을 공유하는 교육

3
학문간융합적지식이나방법으로문제를해결하기위한
AI 개념, 지식, 기술 기반의 사고력 함양 교육이다.

4

AI 에 대한 기초적인이해를바탕으로 AI와 교과를융합
하거나 AI를 수업에서활용하는것을통해초·중·고학생
들이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교육

5
AI의 개념과원리에 대한 이해를바탕으로 교과(학문)간
융합을 통해실생활및 다양한 학문분야의문제를창의
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

6
AI와 관련된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관련
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계산적인
방식을 차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육적인 방법

7
AI 개념과기술을활용하여각교과의문제를해결하거나
각교과의주제를학습하는것이다. 혹은각교과의개념
과 주제를 통해 AI 개념과 기능을 가르칠 수도 있는 것

8
AI 기술의이해를바탕으로 AI를 활용하여교육및현실
세계의문제를새로운방법론으로해결하는능력을배양
하는 것

<Table 1> Definition of AI Convergence Education

3. AI 융합교육 전공 운영 현황 분석

3.1. AI관련 학위 제공 대학의 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18개 대학의 AI 분야

관련 과목을 분석한 결과, AI·머신러닝 분야에 대한 과

목 구성이 가장 많았다. 특히 ‘AI 소개’는 16개 학교에서

개설하고 있으며, ‘기계학습’은 14개 학교에서 개설하였

다. 다음으로는 수학 분야의 ‘확률과 통계’로 11개 대학

에서 개설하고 있었으며, ‘이산수학’, ‘컴퓨터비전(인공지

능)’은 9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컴퓨팅 시스템 분야의

‘알고리즘’은 8개, ‘데이터 베이스’는 7개 대학에서 개설

하고 있었다. ‘로봇 & 머신러닝 응용’ 분야의 ‘지능형 로

봇’도 8개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었고,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인간 상호작용’에 대한 과목도 각각 7개 대학에

서 개설하고 있었다.

1. Stanford University,
2. University of Illinois
3. UCSanDiego
4. Rutgers University
5. University of Maryland
6. Carnegie mellon university
7.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8. Rochester University
9. Purdue university

10. University of Greenwich
11. 성균관대학교
12. Columbia University
13. TEXAS A&M University
14.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15. University of Minnesota
16. The Oiho State University
17. North western university
18. KAIST

<Table 2> List of 18 Universities Offering AI-Related Degrees

3.2. AI 융합교육 대학원의 교육과정 분석 프레임

본 연구에서는 38개 AI 융합교육 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기초 교과목 구분, 교과목의

내용 분야 및 분야별 세부 과목 구성의 관점에서 분석

프레임을 구성하였다.

3.2.1. 기초 교과목 구분 관점

기초 교과목 구분의 관점의 인공지능 융합교육 대학

원 교육과정 분석 프레임에서는 인공지능 융합교육 대

학원의 운영 교과목을 기초공통·필수 과목, 선택과목,

프로젝트·현장연구·세미나·논문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초

공통·필수 과목의 경우 이론, 방법, 실제 및 구분이 없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표 Ⅲ-1>는 기초 교과목 구분 관

점의 분석 프레임이다.

기초공통·필수
선택

프로젝트, 현장연구,
세미나, 논문이론 방법 실제 구분없음

<Table 3> Analysis Frame from the Perspective of Dividing
Basic Subjects

3.2.2. 내용 분야 관점

내용 분야 관점의 인공지능 융합교육 대학원 교육과

정 분석 프레임에서는 인공지능 융합교육 대학원 운영

교과목의 내용이 속한 주요 분야에 따라 컴퓨팅내용학,

교과융합, 융합교육, 인공지능 융합교육학, 현장연구/프

로젝트/세미나, 논문 등 6개의 분야로 구분하였다. <표

Ⅲ-2>는 과목 내용 분야 관점의 분석 프레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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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정의
컴퓨터
내용학

CS/DS/AI 내용학적 지식 관련 교과목.
AI 윤리, 기초수학의 범위도 포함됨

교과
융합

AI+X 관점에서 분야나 교과 간 융합 교과목.
AI 활용. 컴퓨팅 내용학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음

융합교육 융합교육 자체에 대한 이해 등
AI 융합
교육학

AI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 교육학적
관점의 교과목순수 교육학 교과목

현장연구,
프로젝트,
세미나

프로젝트 교과목 및 현장연구 포함

논문 논문 작성과 관련된 교과목

<Table 4> Analysis frame from a content field perspective

3.2.3. 분야별 세부 과목 구성 관점

분야별 세부 과목 구성 관점의 인공지능 융합교육 대

학원 교육과정 분석 프레임에서는 인공지능 융합교육

대학원 운영 교과목별로 컴퓨팅내용학, 교과융합, 융합

교육, AI융합교육학의 해당 세부 분류를 제시하였다. 분

야별 세부 과목 구성 분석시 각 교과목이 속한 세부 분

류에서는 과목수에 상관 없이 해당 과목이 존재하는 경

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관점 분류

컴퓨터
내용학

교육용 프로그래밍, IoT,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과학,
프로그래밍, 머신러닝, 수학·통계, 개론·이해·개론,
언플러그드, 자료구조·알고리즘, 빅데이터, 딥러닝,
예측·추론적사고, AI 윤리, 자연어 처리, 피지컬
컴퓨팅, 웹, 데이터 마이닝, 네트워크, 데이터시각화,

컴퓨터비전, 영상처리·가상현실

교과
융합

CT기반 문제해결·교과교육, CT 계발, AI 플랫폼,
피지컬컴퓨팅, 메이커교육, AI+예술(예체능),

AI+스포츠과학, AI+웰니스, AI+놀이, AI+인간의삶,
AI+감수성, AI 활용, AI 교과교육, AI+언어, CT기반
교과교육(인문사회·수학·과학·예체능·특수)

융합
교육

4차산업혁명과미래교육·융합교육·미래인재핵심역량,
융합교육의 이해

AI
융합
교육학

개론·이해·이론, 교육방법·교육공학, 교육평가,
교수학습, 교육과정, 교육통계, 교재연구 및 지도법,

문제기반 학습, 교직과목(순수교육학)

<Table 5> Analysis Frame from the Perspective of Detailed
Subjects by Field

3.3. AI 융합교육 대학원의 교육과정 분석 결과

전국 38개 인공지능 융합교육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3.1. 기초 교과목 구분 관점의 분석 결과

기초 교과목 구분 관점에서 전국 38개 인공지능 융합

교육 대학원(41개 과정)의 교육과정을 분석 결과 전국

38개 인공지능 융합교육 대학원에서 운영 중인 교과목

의 수는 14과목부터 48과목으로 그 편차가 매우 컸다.

이 중 14~20과목을 운영하는 곳은 15개 대학원, 21~30과

목을 운영하는 곳은 15개 대학원, 31~40과목을 운영하는

곳은 7개 대학원, 41과목~48과목을 운영하는 곳은 4개

대학원이 있었다.

8개 대학원에서는 기초공통/필수 과목을 이론, 방법,

실제의 구분 없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1개 대학원에서는

기초공통/필수 과목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선택과목

의 경우 1개 대학원(No. 32)에서 1과목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학부 과정에서 컴퓨터교육과가 설치되어 있는 17개

대학원(20개 과정)의 분석 결과 운영 교과목은 16과목에

서 37과목으로 전체 그룹에 비해 편차가 다소 적었다.

이 중 7개 대학원에서는 기초공통/필수 과목을 이론, 방

법, 실제의 구분 없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1개 대학원에

서는 기초공통/필수 과목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3.3.2. 내용 분야 관점의 분석 결과

내용 분야 관점에서 전국 38개 인공지능 융합교육 대

학원(41개 과정)의 교육과정을 분석 결과 전국 38개 인

공지능 융합교육 대학원에서 운영 중인 교과목 중 컴퓨

팅 내용학과 관련된 과목의 수는 2과목~21과목으로 분

포하고 있었다. 이 중 컴퓨팅 내용학 관련 2과목~5과목

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9개 대학원, 6과목~10과목을 운

영하고 있는 곳은 20개 대학원, 11과목~15과목을 운영하

고 있는 곳은 9개 대학원, 16과목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3개 대학원이 있었다.

교과 융합과 관련된 교과목의 수는 미운영~18과목으

로 분포하고 있었다. 이 중 교과 융합 관련 교과목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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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이하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24개 대학원, 6과목~10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10개 대학원, 11과목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6개 대학원이 있었다.

융합 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의 수는 미운영~8과목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이 중 융합 교육 관련 교과목을 3과목

이하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32개 대학원, 4과목이상 운

영하고 있는 곳은 8개 대학원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AI융합교육학과 관련된 교과목의 수는

미운영~26과목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이 중 AI융합교육

학과 관련된 교과목을 5과목 이하로 운영하고 있는 곳

은 31개 대학원, 6과목~10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5

개 대학원이 있었고, 1개 대학원에서만 26과목을 운영하

고 있었다.

학부 과정에서 컴퓨터교육과가 설치되어 있는 17개

대학원(20개 과정)의 분석 결과 컴퓨팅 내용학과 관련된

과목의 수는 2과목~19과목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이

중 컴퓨팅 내용학 관련 교과목을 5과목 이하로 운영하

는 곳은 5개 대학원, 6과목~10과목을 운영하는 곳은 9개

대학원, 11과목~15과목을 운영하는 곳은 5개 대학원이

있었고, 1개 대학원(No. 2)에서만 19과목을 운영하고 있

었다. 교과 융합 관련 교과목은 미운영~18과목으로 분포

하고 있었으며, 이 중 교과 융합 교과목을 5과목 이하로

운영하는 곳은 8개 대학원, 6과목~10과목으로 운영하는

곳은 8개 대학원, 11과목 이상 운영하는 곳은 4개 대학

원이 있었다. 융합 교육 관련 교과목은 미운영~8과목으

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융합 교육 관련 교과목을 4과목

이상 운영하는 3개 대학원을 제외한 모든 대학원 과정

에서 3과목 이하로 융합교육 관련 과목을 운영하고 있

었다. AI융합교육학 관련 교과목은 미운영~6과목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AI융합교육학 관련 과목을 3과목

이하로 운영하는 곳은 14개 대학원, 4과목 이상 운영하

는 곳은 6개 대학원이 있었다.

3.3.3. 분야별 세부 과목 구성 관점의 분석 결과

분야별 세부 과목 구성 관점에서 전국 38개 인공지능

융합교육 대학원(41개 과정)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컴퓨팅 내용학의 세부 과목 중 프로그래밍을 운영하는

학교가 34곳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머신러닝이 33개

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9개 대학이 운영중

인 세부과목은 교육용 프로그래밍, 데이터분석, 데이터과

학, 수학통계, 개론·이해·이론, AI 윤리가 있었다. 10~19

대학이 운영중인 세부과목은 자연어처리, 피지컬컴퓨팅

이 있었다. 1~9개 학교가 운영중인 세부과목은 언플러그

드, 예측·추론적 사고, 웹, 데이터마이닝, 네트워크, 데이

터시각화, 컴퓨터비전, 영상처리·가상현실로 나타났다.

교과 융합의 세부과목의 경우 AI활용이 15개 학교로

가장 많은 학교에서 운영되었고, AI교과교육이 14개,

CT기반 문제해결이 13개 학교 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

타났다. 9~11개 학교에서 운영중인 세부과목은 CT기반

교과교육, 메이커교육 AI+예체능, AI+수학·과학, AI+영

재로 나타났다. 5~8개 학교에서 운영중인 세부과목은

AI+인간의삶, AI+놀이, AI+언어, CT기반 교과교육(인

문사회), CT기반 교과교육(수학·과학), AI+인문사회,

콘텐츠개발로 나타났다. 1~4개 학교에서 운영중인 세부

과목은 CT계발, AI 플랫폼, 피지컬컴퓨팅, AI+스포츠과

학, AI+웰니스, AI+감수성, CT기반 교과교육(예체능·

특수), 빅데이터활용 융합교육(인문사회·수학·과학·예체

능), AI+특수로 나타났다.

융합교육의 세부과목의 경우, 융합교육의 이해를 운

영하는 학교는 25곳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차산업

혁명과 미래교육·융합교육·미래인재 핵심 역량’을 운영

하는 학교 24곳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I 융합교육학의 세부과목의 경우, 개론 이해·이론이

23개 학교로 가장 많은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운영하는 학교 21곳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0~19개 학교에서 운영되는 세부

과목은 교육방법·교육공학, 교수학습, 교육과정으로 나

타났고, 4~9개 학교에서 운영되는 세부과목은 교육평가,

교육통계, 문제기반학습, 교직과목(순수교육학)으로 나

타났다.

4. AI 융합교육 전공 운영 개선 논의

전국 38개 인공지능 융합교육 대학원(41개 과정)에서

운영 중인 교과목의 수는 14과목부터 48과목으로 그 편

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컴퓨팅 내용학과

관련된 과목의 수는 2과목~21과목으로 프로그래밍(34개

과정에서 개설), 머신러닝(33개 과정에서 개설), 교육용

프로그래밍(27개 과정에서 개설), 데이터과학(26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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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설), AI개론/이해/이론(24개 과정에서 개설) 순

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교과 융합과 관련된 교과목의 수는 미운영~18과목으

로 AI활용(15개 과정에서 개설), AI교과교육(14개 과정

에서 개설), CT기반 문제해결(13개 과정에서 개설), 메

이커교육, AI+수학과학, AI영재(각각 11개 과정에서 개

설) 순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융합 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의 수는 미운영~8과목으로

융합교육의 이해(25개 과정에서 개설),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융합교육/미래인재핵심역량(24개 과정에서 개

설) 순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AI융합교육학과 관련된 교과목의 수는 미운영~26과

목으로 AI융합교육개론/이해/이론(23개 과정에서 개설),

교재연구 및 지도법(21개 과정에서 개설), 교육방법/교

육공학(19개 과정에서 개설), 교수학습(16개 과정에서

개설) 순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AI융합교육전공

이 동일한 목적으로 38개 교육대학원에서 운영되고 있

지만 각 교육과정은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

문에 결과는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각

교육대학원별로 재교육되는 교사들의 역량이 서로 다르

게 나타나 결국, 학교 현장에서의 AI융합교육의 방향에

혼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38개 교육대학원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38개 교육대학원

의 AI 융합교육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초 교과목

구분, 교과목의 내용 분야 및 분야별 세부 과목 구성의

관점에서 분석 프레임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프레임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전국 38개 인

공지능 융합교육 대학원(41개 과정)에서 운영 중인 교과

목의 수는 14과목부터 48과목으로 그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컴퓨팅 내용학과 관련된 과목의

수는 2과목~21과목, 교과 융합과 관련된 교과목의 수는

미운영~18과목, 융합 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의 수는 미운

영~8과목, AI융합교육학과 관련된 교과목의 수는 미운

영~26과목으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동일한 목적으로 38개 교육대학원에서 운영되

고 있는 AI융합교육전공에 대한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외었다.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AI융합교육전공은 결국 서

로 다른 역량을 갖춘 교사들을 배출하게 되므로 학교

현장에서의 AI융합교육의 방향에 혼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38개 교육대학원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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