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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 대상의 인공지능 교육에서 다루는 알고리즘의 종류, 활용하는 도구와 데이터의 범주를 논

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초등예비교사 11명을 대상으로 15주 동안 데이터, 인공지능 알고리즘, 인공지능 교육 플랫

폼을 교육 및 실습한 후 설문하여 초등학생 수준을 고려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범주, 교육 도구를 제시하고 적
합성을 분석하였다. 설문을 통해 교사가 수업목적에 따라 사전에 데이터를 선정 및 가공하여 교육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분류와 예측 알고리즘이 초등 인공지능 교육에서 다루기에 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엔트리가 인공지능 교육 도구로서 가장 적합하며 인공지능의 학습이라는 개념을 교육하기 위해 수학적 지
식을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인공지능 교육에서 다루는 알고리즘과 데이

터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수학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적절한 교육 도구를 분석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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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가 차원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는

핵심기술과 자원을 보유하는 것으로 4차산업혁명의 핵

심기술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확

보하고 핵심인력을 보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말에 전 부처가 참여한 국

무회의에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의

인공지능 융합교육과 관련된 양성체계와 추진전략을 제

시하였다[6]. 이후, 2020년에는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구축

하고,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 거점을 확보하여 초

등에서 대학원까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중심 교육

체계로 개편하고, 더 나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터와

생활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

는 방안을 마련하였다[8]. 학생과 학부모의 인공지능 교

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이를 교육현장

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교육을 살펴보

면, 미국의 CSTA(Computer Science Teachers

Association)와 AAAI(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는 핵심개념

을 인식, 표현과 추론, 학습, 상호작용, 사회적 영향의 5

가지 빅아이디어로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 기

초 교육내용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습활동을 제시하여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1]. 중국에서는 파이썬으로 인공지능 기초 프로그

래밍 교육을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서 제시하고[9], 핀

란드에서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

초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2]. 인공지능 교육

에서 활용하는 환경과 도구를 살펴보면, Machine

Learning for Kids, Teachable Machine, Cognimates,

Code.org, App Inventor, Cozmo 등의 다양한 온라인 인

공지능 교육 플랫폼과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1].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소

프트웨어 교육을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019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과교과에서 17시간 교육을 하고

있다[7]. 하지만, 강조되고 있는 인공지능 교육의 중요성

에 비하여 교육과정과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차세대 소프트웨어 교육 표준 모델이 제안되었다[5]. 차

세대 소프트웨어(SW)교육 표준 모델은 초등에서 3단계

로 구분하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을 인공지능과 융

합이라는 대수준에서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을 중수준

으로 제시하여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향

후, 2022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성취기

준 등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시

도가 다양해지고, 구체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교육내용,

교육환경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

다[3]. 특히,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

와 종류, 특성, 범주와 관련된 내용에 관한 논의과 사용

하는 알고리즘의 종류와 수학교과와의 관련성 등에

관한 논의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

고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초등학생의 수준에서 다루는 인공지능 교육 환경과

도구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범주, 알고리즘의 종류, 활용하는 도구

에 대한 범주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

구는 초등예비교사를 대상으로 1학기(15주) 수업을 통

해 다양한 데이터, 인공지능 알고리즘,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제공한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위해서 활용하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범주, 수학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설문하고 분석하였다.

2. 초등학생을 대상의 인공지능 교육

2.1. AI4K12 프레임워크

미국의 CSTA와 AAAI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

5가지 빅아이디어를 선정하고, 학년군에 따른 주요 교육

내용을 <Table 1>와 같이 발표하였다[1][11].

주요 교육내용을 정리하면, 센서를 통해 수집되거나

내가 그린 이미지, 긍정부정의 단어, 감정과 얼굴표정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지도/비지도학습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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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알고리즘, 인공지능 윤리와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개념 학년군 주요 교육내용

인식

K-2 ∙지능형 에이전트와 상호작용 하기

3-5
∙센서입력이디지털신호로전환되는방법
설명하기
∙인식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개발하기

표현과
추론

K-2
∙모델을구성하고모델화된것을비교하기
∙결정을 위한 결정트리를 사용하기

3-5

∙의사결정나무를사용하여동물분류시스
템 설계하기
∙인공지능표현이추론을지원하는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학습

K-2
∙언플러그드활동으로데이터패턴배우기
∙그리기를 인식하는 분류기 사용하기

3-5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비교설
명하기
∙모델을훈련시켜상호작용적인머신러닝
프로젝트(재구성) 하기
∙알고리즘과머신러닝이어떻게편견을나
타내는지 설명하기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K-2

∙긍정적이고부정적인의미를가진이야기
에서 단어를 구별하기
∙얼굴표정을인식하고적절한감정으로
분류하고 설명하기

3-5

∙의사소통을이해하기위해인간이다중입
력(음성의높낮이, 얼굴표정, 자세등)을어
떻게 조합하는지 설명하기
∙인공지능이인간보다뛰어나게할수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설명하기

사회적
영향

K-2

∙일상생활에서만나는일반적인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 구별하기
∙인공지능기술의일반적인사용이좋은지
나쁜지 토론하기

3-5

∙행동이편견에어떻게영향을받고의사결
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인공지능시스템이포용적으로설계될수
있는 방법 설명하기

<Table 1> I4K12의 주요 교육내용(K-2-5)[1]

2015개정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을 고려하여 한국형 인

공지능 교육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과역량 탐색

하고,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 내용체계와 내용요소 도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 내용체계는 인공지

능 발견하기, 알아가기, 만들기의 3단계와 인공지능의

이해, 데이터, 알고리즘, 적용, 사회적 영향의 5개 영역

으로 <Table 2>와 같이 제시되었다.

영역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인공지능
발견하기

인공지능
알아가기

인공지능
만들기

인공지능의
이해

∙인공지능이야
기(똑똑한 로봇)

∙강한인공지능
∙약한인공지능

∙인공지능과인
간의 대결
∙모라벡의역설
∙튜링 테스트

인공지능과
데이터

∙자료의다양한
형태(영상, 이미
지, 소리,텍스트)

∙힌트를 보고
숫자 맞추기
(3x5 표 활용)

∙주어진자료로
새로운 상황 예
측하기
∙주어진자료로
새로운 자료 만
들기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물분류하기
∙공통점 찾기

∙상황, 조건에
따른 반응 정하
기(ECA)

∙의사결정나무
로 물건 분류하
기

인공지능의
적용

∙인공지능로봇
만들기
(폐품활용)

∙기계학습체험
(이미지/
영상분류기)

∙인공지능작품
만들기
(블록 코딩)

인공지능과
사회적 영향

∙인공지능이만
든생활속변화

∙인간과 AI의
공통점, 차이점

∙4차 산업혁명
∙AI 윤리

<Table 2> 초등학교 인공지능 내용체계[4]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고,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종류, 트레

이닝과 테스트 데이터의 개념을 다루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기초조사, 유관기관 및 전

문가 공개 포럼, 글로벌 소프트웨어 교육 워크샵, 대국

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일괄된 초‧중‧고등학교 소프트웨

어 교육을 위해 차세대 소프트웨어 교육 표준모델을 제

안하였다[5]. 초등학생 대상의 인공지능 교육을 살펴보

면, 인공지능과 융합에서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영역으

로 데이터과학 영역은 일상생활에서 빅데이터가 적용된

사례를 탐색하고 빅데이터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 인공

지능 영역은 일상생활과 사회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고,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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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인공지능을 체험하여 활용 가능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 표준 모델의 초등학교 인공

지능과 관련된 지식영역은 <Table 3>과 같다.

대수준 중수준
초등
1단계

초등
2단계

초등
3단계

인공
지능과
융합

데이터
과학

- - ∙빅데이터 이해

인공지능 -
∙인공지능의 활
용 사례 (음성인
식 등)

∙인공지능의 개
념 이해
∙인공지능의 활
용 (머신러닝 등)

로보틱스 -

∙생활속 로봇의
종류 이해
∙로봇영향 탐색
∙올바른로봇사용

∙로봇 기본 구조
이해

<Table 3> 소프트웨어교육표준모델의내용체계(지식영역)[5]

초등학생 대상의 인공지능 교육내용 연구를 정리해보

면,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을 체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문제 혹은 체험하고자 하는 대상을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의 탐구와 블록형 프로

그래밍 도구를 활용한 프로그래밍을 통해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체험으로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의 종류와 범주, 알고리

즘의 종류, 타교과와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부

분이 부족하여 향후 2022개정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

차원에서 보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

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범주, 그리고 교육도구를 초등

교사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제공해보고, 적합성을 분석하

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컴퓨터교육 심화전공 3

학년을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사전에 인공지능

과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경험을 설문한 결과, 인공

지능에 대해 관심은 높지만 별다른 교육을 받은 적은

없고,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하여 실과 교과서 분석과

엔트리 예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교육내용

초등예비교사를 대상으로 15주 동안 교육한 내용은

<Table 4>와 같다. 데이터는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에

서 접할 수 있는 교과와 관련된 데이터(예, 과학의 남중

고도 등), 인터넷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혹은

오픈데이터(예, 건강, 지하철 등), 실세계에서 학생이 센

서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예, 온도 등)에 데이

터를 활용하였고, 알고리즘은 분류, 군집, 연관, 회귀, 인

공신경망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분석하였다. 인공지

능 교육도구는 초등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엔트리, 웨

카(WEKA)를 사용하였고, 알고리즘의 이해를 위해서

수학적인 내용과 파이썬(Python)을 사용하여 난이도 있

는 내용을 제공하였다.

주차 내용

1-3
빅데이터의 정의와 적용사례
빅데이터와 플랫폼과 데이터 경제
데이터 처리와 시각화

4-5
인공지능의 정의와 적용사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알고리즘 이해

6-7 엔트리를 사용한 분류, 군집, 예측분석

8-10 웨카(WEKA)를 사용한 분류, 군집, 연관분석

11-14
파이썬(Python)을 사용한 분류, 군집, 회귀,
로지스틱, 인공신경망 분석

15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법과 윤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직업

<Table 4> 교육내용

3.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기본적인 수업 만족도와 초등학생 대상의

활용 가능한 데이터와 알고리즘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

에 활용하는 도구의 적합성을 <Table 5>와 같이 설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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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 내용

만족도 수업 만족도

데이터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특정한 교과(예, 과학의 남
중고도)의 데이터 사용

인터넷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공공/오픈데이터(예,
교통, 교육 등)의 사용

전문적인 영역에서 특별하게 수집되는 데이터(예,
과학, 건강)의 사용

데이터

실세계의데이터를직접학생이측정및수집(센서나
직접 실험 등)하여 데이터로 사용

교사가 수업의 목적에 따라 사전에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하여 사용

알고
리즘

분류(K-NN 등)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활용

예측(선형회귀분석 등)알고리즘을 설명하고 활용

군집(K-Means 등)알고리즘을 설명하고 활용

도구 엔트리, 웨타(WEKA), 파이썬(Python) 중에서 선택

<Table 5> 연구도구

설문은 만족도, 데이터, 알고리즘은 5점 척도로 구성

하였고, 도구는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였고, 분석방법

은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데이터와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수업 만족도

15주 동안 진행된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초등예

비교사의 수업 만족도는 4.09점으로 나타나 높은 편인

것으로 <Table 6>과 같이 분석되었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교육 만족도 4.09 .30

<Table 6> 데이터와 인공지능 수업 만족도

4.2. 초등학생 대상 인공지능 교육 도구의 적합성

초등학생을 위한 데이터와 인공지능 교육에서 활용하

는 교육도구로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는 엔트리가 100%

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Table 7>과 같이 분석되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엔트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분 엔트리 웨카(WEKA) 파이썬(Python)

선택 11(100%) - -

<Table 7> 초등학생을 위한
데이터와 인공지능 교육 도구의 적합성

4.3. 초등학생 대상 활용 데이터의 적합성

초등학생을 위한 데이터와 인공지능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주에 대한 설문결과, 교사가 수업목

적에 따라 사전에 가공하여 제공(4.82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Table 8>과 같이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과정 내의 교과와 연계된 데이터(4.55점), 실세계에

서 학생이 직접 수집한 데이터(4.00점), 전문적인 영역에

서 수집된 데이터(3.73점), 공공 및 오픈데이터(3.55점)

순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특정한 교과
(예, 과학의 남중고도)의 데이터 사용

4.55 .52

인터넷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공공/오
픈데이터(예, 교통, 교육 등)의 사용

3.55 1.29

전문적인 영역에서 특별하게 수집되는
데이터(예, 과학, 건강)의 사용

3.73 1.10

실세계의 데이터를 직접 학생이 측정
및수집(센서나직접실험등)하여 데이
터로 사용

4.00 .63

교사가수업의목적에따라사전에데이
터를 수집 및 가공하여 사용

4.82 .40

<Table 8> 초등 인공지능 교육에서 활용 데이터의 적합성

교사가 학생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을 설계

하는 관점에서 적합한 데이터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타

당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고, 데이터를 통해 타교과와의

연계와 통합을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융

합교육을 수행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172   2021년 정보교육학회 학술논문집 제12권 제2호

4.4. 초등학생 대상 활용 알고리즘의 적합성

초등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알

고리즘의 범주에 대한 적합성은 <Table 9>과 같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분류(K-NN 등) 알고리즘 4.36 .67

예측(선형회귀분석 등)알고리즘 4.36 .67
군집(K-Means 등)알고리즘 4.18 .98

<Table 9> 초등 인공지능 교육에서 활용 알고리즘의 적합성

설문결과, 분류(K-NN, 엔트리의 분류:숫자 등)와 예

측(선형회귀분석, 로지스틱, 엔트리의 예측:숫자)가 4.36

점으로 분석되었고, 군집 알고리즘 또한 4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간단한 인터뷰에서 분류 알고리즘과 예측 알고리즘은

초등학생에게 명시적으로 설명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지

만, 상대적으로 군집의 경우에는 그룹을 묶는 과정에서

그룹 수, 선택하는 속성 등으로 인해 다양성이 존재하여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초등학생 대상 데이터과학 교육에서 필요한 

수학의 수준

초등학생을 위한 데이터와 인공지능 교육에서 다루는

수학의 수준을 어느 정도의 범위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

해 초등예비교사에게 설문한 결과, 필요한 부분과 최소

화된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Table 10>과 같이 분석

되었다.

구분 빈도(%)

수학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수학적인 내용으로전반적으로포괄하여 설명한다 -

수학적인 내용으로 일부 필요시에만 설명한다 8(72.7%)

수학적인 내용을 최소화하여 설명한다 3(27.3%)

수학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설명한다 -

<Table 10> 초등 인공지능 교육에서 다루는 수학의 수준

인공지능에서 학습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교과와 연계한다

면 초등학교 5,6학년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의 설명이 필

요한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보다 일부 필요한 내용을 개념적으로

초등학생이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쉽게 설명하여 인공

지능의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교육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 대상의 인공지능 교육에서 다루

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범주를 구체적으로 논의

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등예비교원을 대상으로 폭 넓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교육을 수행한 이후, 초등

학생 수준을 고려한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적합성을 설

문하였다.

초등예비교원의 설문결과, 데이터는 교사가 수업의

목적에 따라 사전에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하여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하였고, 알고리즘은 여자

와 남자, 개와 고양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분류하거나 미

세먼지의 농도 혹은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예측하는 형

태가 적합하다 하였다.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간단한 수

치 값을 비교하거나 시각화를 통해 구체적인 이해가 가

능한 알고리즘이 초등학생에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공지능의 학습이라는 개념을 이

해하기 위해서 수학적 지식을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자

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인공지

능 교육 콘텐츠를 제작시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

가 집단이 아닌, 초등학교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

어 한계가 있고, 설문문항이 초등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한 사전연구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셋과 알고리즘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알고리즘을 초등학생이 쉽게 이

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등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데이터 범주와 알고리즘 종류 탐색   173

참고문헌

[1] AI4K12. https://ai4k12.org

[2] Elements of Ai. https://elementsofai.com

[3] J.K.Shim, D.Y.Kwon(2020).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Content to Classify

Emotion of Sentences for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24(3), 243-254.

[4] J.S.Yu, etc al. (2020). Elementary and secondary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content system ex-

ploratory research issue report, Korea Foundation

for Science and Creativity.

[5] K.S.Kim, etc al.(2020). Development a Standard

Curriculum Model of Next-generation Software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24(4), 337-367.

[6] Korea(2019). Artificial Intelligence National

Strategy.

[7] Ministry of Education(2015).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No. 2017-74.

[8] Ministry of Science and ICT(2020). Prepa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ans software(SW) educa-

tion system for all citizens in preparation for the

age of AI.

[9] Naver Connect Foundation(2019). Translation of the

table of content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experi-

ment textbooks in china(2019.07.04.). https://blog.

naver.com/entrylabs/221602290971

[10] S.K.Shin(2021). A Study to Design the

Instructional Contents for National Curriculum of

Computer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25(1), 13-31.

[11] Touretzky, D., Gardner-McCune, C., Martin, F.,

& Seehorn, D. (2019). Envisioning AI for K-12:

What should every child know about AI?, The

Thirty-Third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AAI-19), 9795-9799.

저자소개

심 재 권

2007 경인교육대학교컴퓨터교육과

(교육학사)

2012 고려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이학석사)

2017 고려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이학박사)

2017∼현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관심분야: 컴퓨터교육, 프로그래

밍교육, 온라인교육

e-mail: jaekwoun.shi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