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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2020년 9월부터 시직된 AI융합교육 역량강화 사업의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 사업 관계자(시
도교육청 담당자, 교육부 및 지원센터 관계자, 교육대학원 행정실 및 전공교수 그리고 AI융합교육 전공 대학원
생 및 일반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업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사업의 시행과정 전반에 걸친 분석을 통해 전공 대학원생 모집부터 교육 프로그램 관리, 학적관리, 예산관리 등의

영역에서 현장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매뉴얼에 포함하였다.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관리사이트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다소 생소한 영역인 AI

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에 대한 홍보강화 그리고 등록 학생의 교육적 요구 및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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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in order to develop a manual for the AI convergence education competency strengthening project,
project personnel were interviewed and an overall analysis of the business process was made.
As a result of analysis, the manual includes methods to solve problems currently being raised in the field such

as recruitment of graduate students, education program management, academic registration management, and
budget manage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continuity and efficiency of the project, it is necessary to build an
administrative management site that provides information on the overall project, to strengthen publicity for general
teachers about AI convergence education, and meet the educational needs and level of enrolled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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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부는 2020년 9월부터 5년간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교사 5,000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통해 매년 1,000명의 현직교사를 인공

지능 융합교육 전문교사로 양성하기 위해 “AI융합교육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교육부의 계획 및 예산지원에 따라 이루어

지는 특별교육부 사업으로, 시도교육청은 관내 교육대학

원과 협의를 통해 AI융합전공을 운영하는 대학원에 등

록하는 교사의 등록금의 일부(수업 연한 4～6학기 이내,

학기당 등록금의 50% 지원 (150만 원 이내))을 지원하

고 있다.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맞고 있는 시도교육청

은 교사의 AI융합교육 전공 지원 자격 및 지원금 환수

조건, 석사학위취득에 따른 승급 인정 여부, 승진 가산

점 등 학사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결정을 통해 관내 교

사들을 교육대학원에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대학원의

AI융합교육 전공은 최종적인 학생선발과 수업운영 및

학위부여 등의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1년 8

월 현재 1기 대학원생이 1년간의 교육을 이수했으며 2

기 대학원생을 각 교육대학원별로 선발하고 있다.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사들이 AI

융합교육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교육부 주도로

시작된 본 사업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

의 교육대학원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로 인해 전공운영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이 AI융합교육 전공 지원 과

정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

는 상황이다.

본 사업이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시도별 교육대학원

운영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다 개선된 전

공 운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AI융합교육 사업 진행을 위한 매뉴얼 개발

이 필요하다.

이에 사업 안내부터 교사 추천, 모니터링, 확산지원의

측면에서 교육대학원 재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및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 전공 업무 운영 가이

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을 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분석과 사업 관계자

및 당사자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문헌분석은 AI

전공 운영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AI 융합교육 프로그램 사업

운영을 위해 생성한 기본계획과 교사대상 대학원생 모

집을 위해 발송한 각종 문서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AI

융합교육 전공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현직 교원의 대학

원 교육과정 등록금을 지원하는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프로그램에 관한 서류를 분석하였다.

면담은 사업기획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

부 담당자 및 AI융합교육 전공 지원센터의 연구원을 면

담하고 시도교육청 담당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특히, 시

도교육청 장학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본 사업 시행에 있

어서 시도교육청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및 사업 운영

시 곤란한 점을 파알하고 시도교육청의 관점에서 필요

한 사업구조 및 절차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AI융합전공 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대학원 내 전공주임 교수 면담을 통해 대학별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및 운영 시 곤란한 점과 개

선방안 도출하고 교육대학원 행정실 담당자를 통해 사

업 운영과정에서 교육대학원의 행정적 역할을 무엇인지

를 탐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AI융합교육 역량 강화 지원사업

AI융합교육 역량 강화 사업은 모든 학생의 인공지능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해 모든 교원의 인공지능 교육 역

량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었다. 예비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초등 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사업과 더불어 현직 교원을 위한 인공지능 역량

강화사업으로 본 사업이 도입되었다.

본 사업은 교육 대상자의 규모, 요건, 선발 절차, 인

력 활용 등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대학원이 협약을 통해

결정하였다. 교육청은 본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협약 교

육대학원의 적정 규모 유지, 시도교육청과 교육대학원이

계약학과 방식의 변경 희망 시 상호 협의 후 교육대학

원이 계약학과 방식의 변경을 교육부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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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행 연구 분석

본 사업에 대한 학술연구나 정책보고서는 아직 존재하

지 않는다. 더욱이 AI융합교육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바 아직 시도교육청별로 매뉴

얼을 개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 매뉴얼 개발에 대한 연구는 꾸

준히 진행되어 왔다. 아래의 연구들을 참조할 때 매뉴얼

개발 연구의 주요 내용과 연구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김선숙 외(2019)가 개발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

영 매뉴얼 개발”은 본 연구의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교

육부가 진행 중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을 위해 기존의 운영 매뉴얼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각 시도의 운영 매뉴얼과 해외의 관련 사

업 매뉴얼 분석 그리고 사업 관련 당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운영 매뉴얼을 개발한 바 있다.

정제영 외(2020)가 개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북’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학

교에서 혹은 학교밖에서 처리하는 절차나 주의사항을 담

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

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과 관려뇐 제도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소개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필요한 각종 문서 등을 포함한 매뉴얼로써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포함한 매뉴얼이다.

이광희 외(2015)가 연구한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성과측정 매뉴얼 개발 연구’는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

법 제정 이후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성과지표 개발･관

리 매뉴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인식조사와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는 새로

운 성과측정 매뉴얼을 개발하는 연구이다.

2.3. 관련 해외 사례

AI융합교육 전공과정 운영을 통해 현직 교원의 AI교

육역량을 강화시키는 것과 유사한 해외사례를 찾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교원연수 차원에서 혁신적 방법으로 교원

의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

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외사례를 각 제도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한 인터넷 자료를 참조하였다.

2.3.1. 미국의 마이크로 자격 인증제

마이크로 자격 인증제는 전문 학습에 대한 새로운 접

근 방식으로, 교사에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역량을 학습

하고 이를 입증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외부 평가자

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여 역량 숙달에 대

한 인증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아

칸소주, 델라웨어주, 테네시주 등 여러 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마이크로 자격 인증제가 매력적인 가장 큰 이유는,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 개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기술 혹

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여

자신의 역량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 자격

인증제는 교사 본인이 자격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수업 동영상, 학생 결과물,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 자

기반성 등을 직접 온라인 플랫폼의 링크에 올리고, 이를

검토하고 점수를 매겨 자격 획득 여부를 교사에게 알리

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은 기록의 질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획득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

공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위스콘신주에서는 마

이크로 자격 인증이 교사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

개발 자격으로 간주 되고 있으며, 위스콘신주의 Kettle

Moraine 학군에서는 마이크로 자격 인증제를 획득할 경

우 약간의 기본 급여 인상을 받을 수 있다.

테네시주 교육 당국에서는 마이크로 자격 인증제를

지속해서 운영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개인화된 전문 학습

을 제공하는 것과 교사 면허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

을 개발하는 것의 두 가지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소수의

교사를 대상으로 미시적으로 자격 인증제를 운영하여 교

육 당국이 프로그램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이나 의도

치 않은 결과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운영적 측면 뿐만

아니라, 교사들 역시 프로그램이 미시적으로 운영되기 때

문에 어떠한 요소들이 효과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은지 빠

르게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 특히 교사에게 교실

환경, 교수법 등과 같은 적당한 정도의 선택권을 제공하

여 본인에게 필요한 자격 인증을 선택할 수 있어 교육의

질이나 만족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다.

마이크로 자격 인증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점이

라고 할 수 있다. 마이크로 자격 인증제가 단순히 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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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닌 교사의 역량에 대해 평가

하고 인증 자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과

정보다 채점 과정의 타당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 아칸소

주에서는 자격 인증제의 채점과 평가질 보증 절차에 집

중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격 인증의 채점 자체에 교사와

채점자 양쪽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으

므로, 해당 채점 과정의 중요성을 채점자가 이해할 수 있

도록 인식시키고 있으며 채점 내용이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3.2. 일본의 Microsoft Innovative Educator 

Microsoft Innovative Educator 인증 프로그램은

Microsoft 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민간 연계 협력 연수이

다. 일본에서는 현직 교원들을 대상으로 도도부현에서 실

시하는 연수도 있지만, 민간 기업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연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ICT 활용에 대해 이제 막 시작한 교원과 선두주자인

교원 모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 년마다 1만 명

이상이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를 받았으며, 작

년 한 해 동안 289명의 Microsoft Innovative Educator

Expert(MIEE)를 배출하고 있다. 또한, Microsoft Innovative

Educator Fellow라는 MIEE 중에서도 특히나 주체적으로

Microsoft의 도구를 교실에서 활용하는 방법의 전파에

영향력을 미치고 활약하는 교원은 일본 전역에 6명이 인

증되어 활동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수

프로그램 역시 효율적이지만, 특정 기술의 제품 지원 측

면에서 보았을 때는 민간 기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

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MIE 인증 프로그램의 모든 과

정은 Microsoft 사에서 제공하는Office 365 Education의

활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도구들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구이기 때문

에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교원들의 교육에의 접목이나

활용도도 높은 편이다. 또한, 프로그램 수료 후 인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태블릿 PC 장기 대여, Office

365 Education, Minecraft(Education Edition)의 이용 등

의 실천지원이 꾸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사후 관리 면

에서도 효율적이다. 이는 정부 차원이 아닌 실제 해당 도

구를 개발하는 민간 기업이 상대적으로 큰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집에서도 해당 교육이 필요한 교원뿐만 아니라 중등

학교 및 특수 학교 등에서 ICT 활용이 필요한 교육위원

회 직원, 대학 등의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교육위원회와 연동한 업무를 하는 사람 등 폭

넓게 지원하고 있어 교육계 전반에서의 ICT 활용의 이해

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모집부터 교육, 관

리, 인증까지 민간업체에서 도맡아서 하고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어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프

로그램의 지속적인 질 관리가 유지된다면 운영 측면에서

도 매우 효과적이다.

2.3.3. 캐나다 토론토 지역 교육청의 K-12 STEM 전략

토론토 지역 교육청(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TDSB)은 학생들이 그들이 속한 세계의 문제들에 대해

탐색과 질문을 하고, 능동적으로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기반 학습(problem-based Learning)과

STEM 기술 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방침에

따라 TDSB에서는 학생들의 STEM 교육에 앞서 교장

및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핵심에 두고 있다.

TDSB의 교원 역량 강화 방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청 수준(System and central leadership),

학교 수준(School administrator), 학교 공동체 수준

(Family of school), STEM 학습코치(Learning coach),

디지털 전문가(Digital lead learners), 외부기관(External

sources)과 같이 다양한 수준에서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

기 때문이다. 교육청 혹은 학교에서 모든 과정을 책임지

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각 수준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명

확하며 이에 따른 역할 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

다. 교육청, 학교, 학교 공동체 수준에서는 예산, 환경, 프

로그램 과정 등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을 한다면, STEM 학습 코치의 경우 교사의 실제 수업

활동과 STEM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사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지원을 하고 있다. 실제

STEM 학습 코치는 토론토 지역의 교원들이 가장 일반

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중 하나이며, 해당 지원에 대

한 교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또한, 이와 같은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내

용과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 발간(STEM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TDSB Research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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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운영이 잘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추후 운영에 있어 반영할 수 있도록 제언

하고 있다.

3. 연구결과

3.1. 사업 시행 방식

‘20년 17개 시도교육청과 38개 교육대학원이 협약하

여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 신설’ 및 교육대상자 1,046

명 선발 완료하였다. 서울지역의 경우 161명이 선발되었

으며, 경기 128명, 충북 99명, 경남 97명순으로 학생선발

이 많았으며 대구(33명), 강원(30명), 대전(30명), 세종

(20명), 제주(10명)의 경우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대학원이 협력하여 수요자를 고려

한 내실 있는 전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부는 소정

의 절차에 따라 승인 및 지원을 하는 방식을 따른다.

시도교육청은 우선적으 관내의 대학교와 MOU체결을

통해 교사들이 AI융합교육 전공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

원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시도교육청은 관내 초중

등학교 교사들의 AI융합교육 전공 프로그램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타 지역 교육대학원의 프로그램을 수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관내 9개의 교육기관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서울대학교, 동국대학

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

학교, 숭실대학교)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북교육

청은 경북대, 금오공과대, 대구교대, 안동대, 한국교원대

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AI융합교육 전공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

선하기 위해 AI융합교육 연구‧지원 센터(이화여대)를

선정(’20.8.)하고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대학원 간 상호

발전‧협력을 위한 연합체 구성(’20.10.28.)하였다.

(Fig. 1) process and structure of project implementation

3.2. AI융합교육 프로그램 실시 사례 조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융합교육 전공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운영 매뉴얼의 모형을 구

상하였다.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사업시행과정에서

매뉴얼을 가장 활발히 이용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들

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과정을 통해 다음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원활

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파악되었다.

• 대학원생의 수가 많고 협력대학이 많은 지역(서

울)의 경우 학적관리 등에 어려움을 호소함

• 교육부에 보고할 통계자료 등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중도탈락학생 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 예산활용 방

안 및 환수 절차/규정에 대한 개선을 요청함

• 사업상 계획된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아질 것으로 우려함

• 대학의 AI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입

학 후 중도탈락발생이 생기고 있음. 이러한 문제

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대학원생들에 대한 등록금 지원 방식의 편이성을

높여야 함.

• AI전공 졸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학

생 모집이 수월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시도교육청의 통합적인 학적관리를 위해서 AI지

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ebssw.kr/aied)를

활용한 단순한 학적정보 조회 시스템 구축(교육대

학원 담당자의 입력 및 시도교육청 장학사, 교육

부의 현황 조회). 교육부 요구 통계자료를 가공할

수 있는 기능 필요.

• 중도탈락 학생으로 인해 반납된 예산은 교육부로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학기가 진행될수록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등록금

환수 문제가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금 환수

예외규정을 만들고, 가칭) 등록금 환수 검토 위원

회를 구성하여 등록금 반환문제에 탄력적으로 대

응할 필요가 있음.

• 미등록 학생으로 인해 생긴 예산을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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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 제시(사례 등) 또는 AI지원센터에서 프로

그램 운영함으로써 예산활용의 편이성 확대

• 교육대학원의 AI융합전공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정보 제공(AI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

www.ebssw.kr/aied)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정

보, 등록학생의 견해(짧은 동영상 등)를 전공지원

자에게 제시함. 시도교육청의 학생모집 공문에 홈

페이지에 대한 안내를 통해 지원자들의 관심도 증진

• 특정 대학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을 제시하는

경우 타 대학으로 이전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권역별 혹은 전체 프로그램별 학점교류를 통해 온

라인 수업 수강 시수 인정 등의 대학원생 편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등록금 지원 방식 개선안: 1안) 이화여대 AI지원

센터가 업무 담당, 2안) 시도교육청이 교육대학원

에 일괄적으로 등록금 지원 금액 송금 후 향후 반

환 절차 시행

• AI융합교육 석사학위 취득자들이 학교에서 수업

할 수 있는 과목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교원정책

과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예: 중고등학교 선택과

목 강의자격 부여)

3.3. AI융합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한 교원연수지원 

사업 사례 분석

AI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개발에 필요한 시

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하여 서울,

인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사

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시도교육청으 혁신교육전공 담

당자와의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시도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사업예산의 반납 등에

서 이슈가 없음.

• 중도탈락자 수가 거의 없음(혁신전공에 대한 익숙

함. 시도교육청의 정책적 관심, 오프라인 수업으로

인한 래포 형성 등이 그 원인으로 파악됨)

•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모두 학생수가 그리 많지

않아 학적관리 등에 어려움이 없음.

• 혁신전공 운영을 오래한 경기도의 경우 혁신전공

을 박사과정으로 개설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경기도의회 설득 논리 개발 중)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AI융합교육 전공 운영에 필

요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학원 수강 중 특정한 사유(육아 휴직 등)의 경

우 졸업요구 연한을 늘려주도록 규정을 개정함(현

재 1년 기한을 확대하는 방안 논의: 공무원 복무

규정 준함)

• 전공 대표 학생과의 네트워킹 형성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 증대: 교육과정 질 관리, 신규 과목 개설

요청, 중도탈락학생 파악 등, 협의 내용을 바탕으

로 전공주임교수와의 협의 진행

• 향후 논문작성 시 대학원생들의 어려움 발생이 예

측되는바 이와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필요

가 있음: 5학기 + 논문 졸업 학교에서 1학기 추가

로 수강할 때 보고서로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면 1학기는 자비부담임을 명시할 것.

• 혁신교육전공 배출생을 활용한 석사과목 개설

• 혁신전공 학습결과(석사논문)를 공유할 컨퍼런스

세션 개최(경기혁신교사대회)

3.4. AI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제안

연구를 통해 사업운영 기관에 대한 요구조사를 바탕

으로 AI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분

석하였다. 시·도교육청 및 교육대학원의 AI융합교육 역

량강화 지원사업 운영상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등

현황을 분석하고 요구를 파악하였다.

사업을 실제 운영하는 기관인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

지만 예산지원 사업임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AI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델을 개발하였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AI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정의 효율성을 개선하

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결과 제시된 매뉴얼 구성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학생 모집 및 관리, 예산 배분 및 환수, 교유고

가정 및 프로그램 책무성 관리, 기타 영역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전과정에서

필요한 각 기관의 업무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의점 그

리고 효과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들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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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20년 9월부터 시직된 AI융합교육

역량강화 사업의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 사업 관계자

(시도교육청 담당자, 교육부 및 지원센터 관계자, 교육

대학원 행정실 및 전공교수 그리고 AI융합교육 전공 대

학원생 및 일반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업과정에 대한 전

반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사업의 시행과정 전반에 걸친 분석을 통해 전공 대학

원생 모집부터 교육 프로그램 관리, 학적관리, 예산관리

등의 영역에서 현장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

을 해결하는 방안을 매뉴얼에 포함하였다.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전

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관리사이트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다소 생소한 영역인 AI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에 대한 홍보강화 그리고 등록 학생의 교육적

요구 및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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