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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at is the term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which is a term that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recently? This means 

that the automation beyond the limits of human ability in the whole societies based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s a 

universalized social future. In particular, it is a concept that minimizes human intervention and continuously pursues evolution to data 

(or big data) -based automation. For example, autonomous automation is constantly aiming at unmanned vehicle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key element. However, until now, intelligent information research has focused on the intelligence itself and has made 

an effort to improve intelligence logic and replace human brain and intelligence.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replace the human 

labor force, we have continued to make efforts to replace workers with robots by analyzing the working principles of workers and 

developing optimized simple logic. This study proposes important strategies and directions to implement intelligent information 

education policy and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strategy by suggesting access strategy, education method and detailed 

policy road map for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strategy and educational service. In particular, we propose a phased 

approach to intelligent information education such as basic intelligence education, intelligent content education, and intelligent 

application education. In addition, we propose education policy plan for the improve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telligent 

education contents, and intelligent education system as an important factor for success and failur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centered on intelligence and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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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지속 으로 논의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사회  역에서 인간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동화가 보

편화된 미래사회상을 의미한다. 특히,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는 빅데이터) 기반 완  자동화로의 진화를 지속 으로 추구하는 

개념이다. 를 들어, 자율형자동화는 인공지능을 핵심요소로 무인자동차를 지속 으로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지 까지의 지능정보 연구는 

지능화 자체를 심으로 지능화 논리를 고도화하여, 인간의 뇌와 지능을 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노동력을 체하기 해서 노동자의 작업 원리를 분석하여 최 화된 단순논리를 개발하여 노동자를 로 으로 체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

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 연구 략  교육서비스에 한 근 략, 교육방법, 세부정책 로드맵 등을 제안하여, 지능정보 교육 정책  

지능정보기술 연구 략을 시행하는데 요한 기 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교육방법으로 기 지능교육, 지능콘텐츠교육, 지능응용

교육 등의 지능정보교육의 단계  근 방안을 제시한다. 한, 지능화  자동화가 심이 되는 4차 산업 명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요한 

요소로서 지능정보기술, 지능교육콘텐츠, 지능형 교육시스템 개선을 한 교육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키워드 : 지능, 정책, 지능정보사회, 지능정보기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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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지속 으로 논의하고 있는 용어로, ‘지능정보사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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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사회  역에서 인간능력의 한계

를 뛰어넘는 자동화가 보편화된 미래사회상을 의미한다. 특히,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는 빅데이터) 기반 완  

자동화로의 진화를 지속 으로 추구하는 개념이다. 를 들어, 

자율형자동화는 인공지능을 핵심요소로 무인자동차를 지속

으로 지향하고 있다.

한, 4차 산업 명과 더불어 지능정보사회의 기반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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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motion Strategies for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지원하는 지능정보기술이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

각능력, 자연어 처리능력 등 고차원  정보처리 활동을 연

구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구 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IT기반 기술 의미한다. 이는 종래의 AI 정

의보다 확장되어, ‘AI+ICBMS (IoT, Cloud, Big Data, 

Mobile, Security)’로 표 된다. 이는 ‘인공지능’과 모바일 사

용자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달하며(IoT, 

Mobile), 수집된 데이터를 효율 으로 장  분석(Cloud, 

Big Data)하는 ‘정보기술’을 포함한다[1].

이러한 지능정보 서비스의 요구 상승에 따른 실의 변화

는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  지능정보 맞춤형 교육서비스

의 정책개발을 지속 으로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 내

용은 미래의 일자리를 해 지능정보에 한 교육  훈련

을 강화시켜야 하고, 인공지능에 한 기술의 연구개발과 

교육서비스 창출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 까지의 지능정보 연구는 지능화(intelligence) 자체를 

심으로 지능 로직(intelligent logic)을 고도화하여, 인간의 

뇌와 지능을 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 다

른 한편으로 인간의 노동력을 체하기 해서 노동자의 작

업 원리를 분석하여 최 화된 단순논리(optimized simple 

logic)를 개발하여 노동자를 로 으로 체하려는 노력을 지

속해왔다.

이상 인 지능정보사회를 조성하기 해서는 인공지능  

로  등의 다양한 지능정보기술에 기 하여, 다양한 개인 요구

에 최 화된 맞춤형 지능화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제할 

수 있다. 다음 Fig. 1은 지능정보사회의 이상  모델과 실  

모델을 도시했다. 지능정보기술은 이상 인 모델을 지향하지

만, 실제로는 로 에 지배되는 로  종속 인 인류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하게 응하기 해서, 이러한 인

공지능을 가진 로 -인간 종속 계를 극복하기 한 다양한 

방안들이 지속 으로 개발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한, 최근 4차 산업 명과 미래직업의 변화에 따라서 미

래인재교육의 패러다임 환되고 있으며, 그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이다. 이러한 실 인 이슈들은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한 여러 가지 과제와 문제들의 복잡성  

다양성 측면에서 더욱 어렵게 인식되어진다.

2016년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 고의 세기의 결로 인

한 ‘알 고 쇼크’는 세계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미래 지능정보

사회와 미래 인재교육 패러다임 변화 요구 인식에 요한 계

기가 되었다[2]. 그리고 지능정보기술은 인간의 유물로 여겨

졌던 학습, 추론 등 고도의 인지사고능력을 알고리즘으로 구

하여 사이버-물리 시스템 간 융합을 통해 ‘4차 산업 명’을 

견인할 것이다. 특히,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 린터, 드론, 

자율형자동차, 로 /나노기술, 의료공학/생물공학 등과 지능

정보기술을 융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더 나아가 미래 

일자리 창출에도 큰 향을 미칠 것으로 기 한다.

지능정보 사회의 미래세 를 한 교육은 소  “화성에서 

살아남는 교육”의 개념으로 인식된다.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

은 최근 화제가 된 화 “마션”처럼 혹독하고 변화무 한 환

경에서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나가기 해 수학, 과학, 

SW 등의 융합역량과 창의  경험으로 무장해야 한다[3].

한, 지능정보사회에 비한 미래 교육 방향으로서, 지능

정보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융합형 미래인재상의 도출, 지

능정보시  핵심역량  미래세  교육표  수립, 교육 

신  교육서비스산업 발  등 장기 , 략  에서 

사회 인 공감 가 요구된다.

따라서 4차 산업 명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요한 요인으

로 지능정보기술  지능형 교육시스템 활성화를 한 교육

체제 마련이 요구된다. “지능정보기술이 부상함에 따라 새

로운 직업이 등장할 것이며, 미래세 가 새로운 변화에 잘 

응할 수 있도록 인문학  기 소양과 컴퓨터를 활용하는 

사고역량을 길러주며, 고  SW 엔지니어 양성을 한 시스

템이 강화되어야 한다.”[3]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  교육서비스에 한 이슈를 다

음과 같이 세 가지 에서 기술하고, 정책 안들을 기술

하고자 한다.

첫째, 지능 정보의 본질성을 강화하는 교육(즉, 기 교육) 

모델  방법을 제안한다.

둘째, 교육주체로서 학생  교원의 균형화된 역할을 강

화하는 교육 모델  방법을 제안한다.

셋째, 최신 트 드 는 변화하는 교육 콘텐츠  교육 

도구를 활용하기 한 응용교육 모델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능정보 기술  교육 신을 한 토

를 마련하기 해, 4차 산업 명과 지능정보기술 교육과 

련성을 세 히 살펴보고, 지능정보 기술  교육 서비스 

랫폼을 구축하는데 주안 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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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능정보 연구  교육 정책 사례 분석

2.1 해외사례

1) 미국

미국은 인간의 뇌 연구 심으로 지능정보 분야 원천기술 확

보(2013. 2월)를 해 범정부 차원에서 BRAIN(Brain Research 

through Advancing Neurotechnologies) Initiative 정책을 수

립하 다[4]. 미국의 정부기 (DARPA, 식품의약국, 국립과

학재단, 국립보건원, 고등정보연구계획국 등)이 참여하여 뇌

질환 연구, BCI 디바이스 연구, 뉴럴  인지 시스템 연구 

등 다양한 공공문제에 응하는 지능정보 해결책을 진행한

다. DARPA는 지능정보 원천기술 확보를 해, 무인 자동차

경진 회와 재난로 을 다루는 Robotics Challenge 등을 개

최했다. 일반항공기를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자율항공기로 

완 히 체하기 한 ALIAS 로젝트, 무인 드론 로젝트

인 CODE를 로젝트를 비롯하여, 차량, 포, 그리고 함  등 

다양한 분야에 지능정보를 활용한 자동화 기술을 용해 나

갈 계획이다[4]. 스탠퍼드 학은 AI가 경제/사회에 미칠 

향에 한 분석 로젝트인 ‘AI 100’ 로젝트를 추진 이

다. 특히, IEEE 한 ‘Ethically Aligned Design’이란 문서를 

통해 학계, 정부, 기업 등에서 인공지능, 법, 윤리, 철학, 정

책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100인 이상 문가들의 생각을 정

리하여 발표했다.

2) 유럽

유럽은 인간두뇌의 인지형태를 기반으로 지식을 처리하기 

한 Human Brain Project (HBP)를 EU 6  미래유망 기술 

 하나로 선정하고, 10억 유로를 투입하여 10년간 추진

(2013~2023)하고 있다. HPB 세부과제로는 신경정보학 랫

폼, 뇌 시뮬 이션 랫폼, 고성능 컴퓨  랫폼, 의학정보

학 랫폼, 뉴로모픽 컴퓨  랫폼, 뉴로 로  랫폼 등이 

있다[5].

3) 독일

독일 사례로는 상당한 국제  권 를 가지고 있는 독일인

공지능연구소(DFKI)가 있다. DFKI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 인 상용SW 기술개발과 연구에 특화된 공공-민간 합작

연구소로서 1988년에 설립되었다. 인텔, 구  등의 23개 로

벌 기업  기 이 국제 주주로서 참여하고 있다. 조직은 13

개 연구부서/그룹, 6개 리빙랩, 9개 역량센터로 이루며, 성공

 연구 테마로 60여 개 이상의 스핀오  기업을 설립하고 있

다. 이 DFKI는 바람직한 산학연의 력 계, 오  랫폼 연

구 방식, 리빙랩을 통한 이론의 장 용, 산업 용 분야,  

산업의 공통 기술, 생활 삶을 향상시키는 기술 개발 등의 취

지를 보여 다. 한국의 지능정보기술연구원도 이 모델 등을 

참조하 다[5].

4) 일본사례

일본의 핵심 략은 성장,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한 사례이다[5]. ‘개 2020’ 로젝트로서 ①차세

 교통시스템 ②자율주행차 기수 첨단 로  기술 ③에 지, 

환경 문제 해결 ④첨단 로  기술 ⑤헬스 어  의료서비

스 기술 등이다. 이 가운데 ‘로  신 략’ 5개년 계획에 기

하여 ‘로  명 이니시어티  의회’를 설립하 다. 출산

과 고령화로 인해 인력이 부족하고, 지진 이후 재난 응 

심이 고조되는 사회  배경에서 로  개발 필요성이 크게 

두되었다. 기존 로  핵심기술인 AI, 감지기술, 동작기술 

등에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  등의 최신기술들을 융합하

여 로   인공지능의 역을 확 하 다. 이는 노동력이 

부족한 제조업, 재활/간병인을 체하는 의료분야, 단순반복 

노동을 체하는 서비스업(숙박/음식업/엔터테인먼트) 등에 

극  활용이 가능하다

2.2 국내사례

한국은 지능정보사회 민 합동 간담회(2016. 3. 17)에서 

‘지능정보산업발 략’을 발표하 고, 지능정보기술 연구소 

설립, 래그십 로젝트 추진, 문인력 변 확충, 데이터 

인 라 구축, 지능정보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수행할 계획

이다. 한, 기술, 산업, 사회 반에 한 ‘지능정보사회 

장기 종합 책’이 ‘지능정보사회 민  합동 컨퍼런스’(2016. 

12. 15)에서 공개 발표되었다[6].

1) 국가 주도 략

과학기술 략회(2016. 8. 10)에서 9  국가 략 로젝트 

하나로 AI국가 략 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로젝트는 AI

공통 랫폼, 차세  AI기술, AI선도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7].

a) AI공통 랫폼은 다양한 문지식을 복합 으로 이해하

고, 사람의 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한 AI요소기

술들의 집합을 민 이 력하여 개발한다.

b) 차세  AI기술은  기계학습의 한계를 극복하는 학습·

추론기술을 개발하고, 사람처럼 상을 이해하는 비디오 

튜링테스트 기술을 개발한다. 

c) AI선도서비스는 국방경계 시스템, 테러·범죄 신속 응시

스템, 노인 돌보미 로  등이다.

2) 주요 연구 사례

국내 주요 S/W 기업  연구소를 심으로 인간의 음성 

 시각을 체하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시도되고 있다.

a) 한국 자통신연구원의 ‘언어지능’ 연구개발로서, 엑소

인(exobrain)은 지식 축 과 자연어 처리를 통해 문가 

수 의 질의응답 시스템을 구 하려는 과제이다. 

b) 한 과컴퓨터와 한국 자통신연구원이 공동개발한 음성

인식  자동통번역 서비스로서, ‘지니톡’은 음성인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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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며 자연스러운 화체 음성 인터페이스를 구 하는 

것이 연구 목표다. 

c) ‘딥 뷰’는 한국 자통신연구원의 ‘시각지능’ 기술연구로서, 

개체 별  상황/동작 이해 등을 통해 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이다.

2.3 온라인 사례

1) 학습자 맞춤형 다양한 콘텐츠 학습 랫폼 지원

온라인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가상공간

에서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 랫폼

을 활용하는 신  사례가 증하고 있다(TEDTALKS, 

KHAN ACADEMY 등). 이는 기존 교과서 심의 교육방식

을 탈피하여 온라인상에서 개인에게 최 화된 다양한 콘텐

츠를 제공하는 사회학습(social learning) 기반 랫폼을 지

원한다[8].

2) 집단지성을 지향하는 학습 콘텐츠의 개방과 공유

온라인 SNS 커뮤니티를 활용한 집단지성 교육서비스 

랫폼을 지속 으로 구축하고 있다. MIT 등은 오 코스웨어

(OCW: open courseware)를 통해 양질의 교육 로그램 공

개하고, 공통의 심사를 가진 문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상호의견 교환을 활성화하는 사례가 지속 증하고 있다(

로벌 MOOC와 국내 K-MOOC 사례). 한, 국가간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고 차별화된 콘텐츠의 발굴  공유가 요해

지는 오  로벌 시 로의 진 이 활성화되고 있다[9].

3) 새로운 시스템 기반 학설립 신사례

캠퍼스 공간  강의실 없이 온라인으로 운 되는 ‘미네

르바 스쿨(Minerva School)’ 설립 사례는 학과 교육사회

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융합 

공 개설  상통화로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교

수-학생간 실시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공개된 문화 커뮤

니티  공유 채 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결과 으로, 양방

향 온라인 학습시스템  랫폼을 통한 체계  학사 리 

 학생과의 양방향 소통으로 기존 단방향 원격 강의의 한

계를 극복한다[10].

4) 지능형 자동인지능력 평가기반 학습유도시스템 구축

최근 통 인 학교 교육의 기 인식으로, 개별화 학습

의 심화, 학교 무용론(無用論), 학교와 교사에 한 새로운 

변화 요구가 두되고 있다. 지능정보 교육은 새로운 변화

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환경변화 측, 미래형 학교의 재

구조화, 교육의 본연을 찾는 기회를 제공한다[11].

2.4 사례 분석  실행 략

앞 들에서 기술한 기존 지능정보 련 문제   한계

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한 우리나라의 안들은 다

음과 같다.

1) 부족한 지능정보 인  자원과 기술격차는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세계 최고 수 의 ICT인 라, 정부의 높은 

R&D 투자 의지 등을 바탕으로 미래 인력 발굴  교

육훈련 강화에 노력한다면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2) 지능정보기술 분야는 아직까지  강자가 없는 분야

라는 한계이다. 인지기술 분야는 선진국이 앞서가고 있

지만 인공지능 시장의 본격 인 개척에 필요한 사후 추

론 기술 등 차세  AI 기술은 세계가 같은 출발선에서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로 지속  기회 창출이 가능하다.

3) 재 4차 산업분야에 한 지능정보 기술의 발 빠른 

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4차 산업 명은 기계의 생산

성  효율성이 지능화를 통해 고도로 향상되어 기존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를 압도하는 산업 변화와, 무

인화 자동화를 통한 새로운 고용 변화 등을 야기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ICT 강국에 기 한 지능정보화를 

리드하여 4차 산업 명 시 의 지능정보 리더로서 자리

매김해야 한다.

3. 지능정보 맞춤형 교육서비스 시스템 설계

3.1 기  지능교육

학생들의 창의성과 논리성을 강화하기 한 교육과정으

로, 게임형 교육방법, 지능논리에 기 한 소 트웨어 코딩방

법, 일상 인 상에서 문제인식  문제정의 방법, 다양한 

해법을 제안하는 방법, 집단지성에 기 한 토론방법 등을 

활용하는 교육방법을 발굴하여 정착시킨다.

1) 게임형 교육방법

교육 로그램의 수 별  맞춤형 학습방법으로, 게임시

나리오에 기 한 수 별 는 주제별 분류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능력과 학습 차의 선택  취향을 최 한 반 하여 피

교육자의 학습효과를 극 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2) 지능코딩 방법

학습자들의 사고 논리성  유연성을 극 화하기 한 방

안으로, 주어진 주제  문제에 해 다양한 논리를 발굴하

고, 이를 근거로 알고리즘 정립, 소 트웨어 코딩 등의 도구

를 활용하여 지능정보를 창출하는 기  논리 교육 방법을 

제안한다.

3) 문제정의 방법

일상 는 업무 주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요소들을 나열하

고, 문제의 데이터 특징(데이터형식, 데이터크기, 데이터 생

성주기 등)들을 분석하여 문제를 인식  정의 방법을 교육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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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elligent Information Oriented Education Service System Design

4) 해법제안 방법

정의된 문제에 기 하여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선택  해

법을 발굴하고, 최 의 안  선택  안을 나열하고, 몇

몇 해법에 한 특징  장단 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솔루션 발굴  창안능력을 교육한다.

5) 집단지성 근방법

학습자  교육자의 지능정보 시 지 창출을 통해서, 어

려운 주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최 의 안을 찾아가는 과정

을 교육한다. 특히, 워크 는 SNS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

니티를 활성화하여 실시간 집단지성의 유용성을 교육한다.

3.2 지능형 콘텐츠 구성

지능정보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지식  노하우에 

기 한 교육효과를 극 화하기 해, 최근 일선 교육기 에

서 디지털교과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지속

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동 상  사례를 통한 교육

은 교육  흥미유발과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정

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육  기 효과

를 지속 으로 강화하기 해서 지능형 교육콘텐츠  교육

방법에 해 다음과 같이 학생주도, 교육자주도, 상호 력형 

등으로 분류하여 제안한다(Fig 2).

1) 학생주도형 교육

학생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수 별  주제

별 선택  모델로서, 학습자의 의도와 수 에 맞추어진 지

능정보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습의 흥미  효과를 극 화

시키는 교육 방법이다. 본 모델은 학습자의 진로선택  강

을 유도하여, 학습자의 재능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교사주도형 교육

교육자가 단계별 학습목표에 맞는 교육 로그램을 활용하

여 학습자들에게 단계별로 주어진 주제와 시를 구성하여 

지능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방법이다. 이 모델은 학습

자에게 객  학습모델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진도  핵

심 주제를 검하는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3) 상호 력형 교육

교육자와 학습자가 일방의 주도 인 학습이 아닌, 다양한 

학습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능정보교육  콘텐츠활용의 시

지를 창출하는 교육 방법이다. 본 모델은 교육자와 피교

육자의 상호 력형 방식으로, 최 화된 교육모델이다.

3.3 응용 지능교육

교육 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능정보 최신 사례들을 소개

하고, 각 사례에서 용된 지능정보 기술  지식을 교육하

는 방법이다. 학습자의 지능정보기술  시스템의 직간  

체험활동을 통해서, 학습자의 비  정립과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한 다양한 동기를 부여 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특히, 드론, 로 , 자율형자동차 등에 한 가상시뮬 이터를 

활용한 교육체험활동은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지능정보 

활용에 한 기 가치를 극 화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 드론 시뮬 이터 교육

무인비행체 는 자율 유인비행체에 한 가상체험 시뮬

이터 모델을 통해서, 드론의 주요 구성요소, 핵심기술, 주

요과제 등에 해 교육한다.

2) 자율형자동차 활용 교육

자율형 자동차의 구성요소  발 역사에 해 이해한다. 

특히, 내비게이션 운 과 사용자 치정보 공유에 따른 지

능정보 시나리오  논리성 강화 략에 해 교육한다. 

한, 자율형자동차의 윤리  이슈와 사회  공감 에 해 

토론을 통해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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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  활용 교육

인공지능 로 의 발 역사와 향후 발 방향에 해 교육

한다. 지능로 의 특징과 원리를 체험  교육한다. 로 의 

인간 체 효과에 따른 정  측면과 부정  측면에 해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효과를 발휘한다.

4) 지능의료 활용 교육

최신 의료 진단  수술 분야를 비롯한 응용사례를 소개

하고, 특징  장 을 조명하여 향후 발 방향에 해 교육

한다. 의료기기 체효과  의료인 체효과에 한 정

인 측면을 극 화시키는 방향과 부정 인 측면을 극복하

기 한 안에 해 토론 교육한다.

4. 지능정보 교육 주요 이슈

지능정보 서비스의 기 요소로서 지능정보 기술, 시스템, 

서비스 방법 등을 발 시키기 한 교육 정책의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 교육을 한 교안  교구 미비에 따른 교육 

방법 강화 필요

지능정보교육을 지원하기 해 출시되는 교안  교구들

은 지능정보기술의 유행에 따른 화형 교육로 , 지능형 

고, 게임형 소 트웨어 교육도구 등이 주종을 이룬다. 이

러한 교육도구들은 지능정보의 교육  본질에 다가가기에는 

아직 보 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 지능정보 

철학과 로직의 본질성을 정립하고. 이에 근하기 한 교

육용 하드웨어  소 트웨어 개발  공 에 충실해야한

다. 교육 장에서는 실에 맞추어진 교육 로그램 추진과 

더불어 본질 인 교육 로그램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2) 맞춤형 지능 교육 지원

학교교육에서 가장 오래된 이슈로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

려한 맞춤형 교육이 제한 이다라는 이다. 지능형 학습방

법이 교육에 도입된다면, 개별 학습자의 요구를 고려한 1:1 

맞춤형 학습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이는 개별 학습자의 특

성(수   선호 주제)을 분석하여, 학습수 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제시하고, 학습 과정에서 한 시를 제공하고, 

학습 결과에 한 평가  피드백 방법을 통해서 개별 학습

자의 학습 진도 리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맞춤형 교수법’

을 실 할 수 있을 것이다.

3) 역순 학습(flipped learning)에 따른 지속  학생 

주도력 유지

최근들어, 역순 학습은 학생들이 온·오 라인의 사  검

증된 다양한 학습콘텐츠 기반 기 지식을 먼  개별 으로 

학습해 오면, 학교에서는 개별  별 토론학습, 동학습 

등을 통해서 지식 습득을 보완  강화할 수 있는 수업 방

법이다. 그러나 학생들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실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에게 역순 학습은 오히려 어려움을 가 시킬 수도 있다. 이

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한 안으로 인공지능 개인교사에 

의해 개인별 학습 리 로드맵  체크포인트의 도움을 받는

다면, 개별 학습자의 수 에 맞추어 선수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이를 토 로 역순 학습을 활용한다면 지식 학습의 편

의성  효과성을 극 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지능정보 교육 콘텐츠 부족에 따른 교육역량 강화 필요

본 논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 로 지능교육 콘텐츠는 학

습자주도, 교육자주도, 상호 력형 등으로 구분되는데, 재 

콘텐츠 구성의 체계성과 차별성이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 학습자 수   역량에 따른 수 별 콘텐츠 구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교육자의 다양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해, 핵심지표와 그에 따른 콘텐츠 재정의가 보강되어야 한

다. 특히, 상호 력형은 교육콘텐츠의 시 지창출  최 화

를 해서, 지능형 난제풀이와 문제 분할에 따른 역할 학습

지도 방법이 지속 으로 개발  제안되어야 한다.

5) 지능정보교육체계 미성숙에 따른 교육시스템의 지속 

보완 요구와 교육행정 업무의 경감 지원

지능정보 교육체계는 학교에서 새롭게 두되는 이슈이므

로, 교육자, 행정가, 학습자 등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 교

육 환경변화  비 에 한 공감  형성이 선결되어야 한

다. 이를 해서 교육체계 선도학교  연구학교가 시행되

어져야하고, 이를 통해서 문제 을 분류하고 단계  우선순

에 따라 교육시스템 모델을 지속 으로 업그 이드  확

장 해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학교 행정에 인공지능 업무 리자가 도입되면, 각종 공문

이나 성  처리 등 교육자들이 일상 으로 수행하는 ‘행정

업무’로 여기는 부분 업무가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교육자들은 지능화된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교육내용에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고, 학생들의 개별 지도, 학습 

리 등 교육자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6) 교육 역량 강화 지원

학생들의 학습 정보를 리하는 인공지능 학습지원 시스

템이 도입되면 교사들은 학생들이 쉽게 오류를 범하는 문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등을 확인하여 교사의 교육 품질

을 제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가까운 미래에 학교교육 장에서 지능

형 교육도구, 교육시스템, 교육방법 등을 단계 으로 도입함

으로써, 새로운 지능정보 교육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능정보 교육과 기술 지원 정책  략  365

  

이러한 변화는 행 교육의 문제 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차

원을 넘어, 미래 인공지능과의 경쟁  상호 력에서 주도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 정책에 한 설계

를 긴 하게 요청한다.

5. 지능형 교육 방법  로드맵

최근 사회 으로 인공지능이 부각되면서 미래 지능정보사

회에서의 가장 큰 우려로, 기계가 인간의 수많은 일자리를 

체하게 되어 인간들의 부분의 일자리가 진 으로 사

라지게 된다는 이다. 특히, 더 나아가 인간이 인공지능 로

의 지배아래 종속 계에 놓일 수 있다는 이다. 특히 일

자리 체가 쉽게 측되는 직업군은 단순 반복  업무나 

매뉴얼에 기반을 둔 업무의 상당 부분이 체될 수 있는 업

무 역이다. 더 나아가 의료, 법률, 기자, 통·번역, 세무, 회

계, 감사, 융 등의 다양한 문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지식 문가들까지 거 교체될 수 있다는 측은 사회  

력을 키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 이거나 인간의 

감성이 필요한 역으로, 상과의 소통이 요구되는 상 

 설득 련 직업들은 상 으로 인공지능이 체하기 어

려운 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불규칙 이고 측 불가

능하며 데이터가 아닌 감성과 감각이 필요한 직업군만이 살

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은 지능형정보사회에 필요한 지능정보 인재양성을 

한 10가지 주요 정책 방향에 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인공지능과 지능정보사회의 휴먼역량  교육 방향

이러한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한 교육정책

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a) 첫째, 인공지능 확산 역량  교육 방향: 인공지능  

련 시스템의 설계  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육

성을 한 소 트웨어  IT교육의 강화이다. 독일 인더스

트리 4.0의 주역인 마커스 로 즈 BCG 트 는 지능정보

화사회에 단순 업무는 없어지지만, SW 로그래머, 데이터 

분석 등의 새로운 직종의 일자리는 독일에서만 100만개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SW교육이 

학교부터 필수화됨에 따라, SW교육을 담당할 교사와 인

라 구축이 요구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실습을 지원하는 

기자재  인 라 구축도 실한 상황이다.

b) 둘째, 비인공지능의 비 체 인간역량 발굴  교육 정

책 방향: 기술의 지 노동 체 시  도래에 따른 인공지능

과 차별화되는 인공지능이 체하기 어려운 휴먼역량에 

한 재정립 역에서의 인재 육성이 요청된다. 한 새로운 

인간 차별역량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재정의가 요구된다. 

동정, 배려, 정신  고양, 창조  재능 등을 지닌 상담사, 간

호사, 건강 리도우미, 술가, 엔터테이 , 운동선수 등이 

기계 는 인공지능이 체 불가한 역이라고 하겠다.

2) 지능형 평가체제 구축 정책

지능정보 교육과정 체제를 마련하기 해 지식체계화  

기계학습 기반의 학력 진단 체계가 구축되어야한다. 한편으

로는 지능형 교육과정의 세부 주제와 성취 기 을 의미

(semantic)으로 연결하는 지식 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한편

으로는, 공공  민간의 평가문항을 기계학습 기반의 문제

은행으로 구축하여 학습자 수 에 따라 근하는 양방향/

화형 학력 진단 체계를 구축되어야 한다.

3) 지능형 학습 랫폼 구축을 한 정책 방안

먼 , 지속 이고 안정 인 지능정보 교육체계를 확립하

기 해서 빅데이터와 기계학습 기반의 수 별 학습 랫폼

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 패턴, 

이해 수 , 취약  등을 진단한 후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개인맞춤형 지능정보 학습시스템이 요구된다. 

한, 지능 학습 분석(learning analytics) 결과와 기존 NEIS에 

기록된 데이터 세트를 연계한 학습 포트폴리오 서비스 구축

이 강화되어야 한다.

4) 지능정보 교육 콘텐츠  디지털교과서 랫폼 구축 방안

디지털교과서 랫폼은 신기술(인공지능, 학습분석 등)을 

용한 처방  지능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 

디지털교과서 랫폼에서 학습자의 학습활동(상호작용) 

련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과  학습 경로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5) 교육서비스 생태계 구축 정책 방안

지능정보 교육 생태계 구축을 해서 지능정보사회 교육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에듀테크 산업의 발 과 함께 인공지능, 학습분석 등을 활

용한 네트워크 기반의 다양한 교육 서비스 모델의 발굴이 

요구된다. 한 새로운 지능정보 교육 서비스 모델에 따른 

선순환  교육 서비스의 생태계 구축 방안에 한 모델 연

구가 지속 으로 요구된다.

6) 데이터 기반 교육 정책 성과 측정 방안

지능정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반의 교육 정

책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먼 , 개인, 학교, 지역, 국가 수

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개인정보 익명화 처리를 거쳐 트

드 정보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한, 빅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과거 데이터와 비교하거나 타 지역·국

가와 비교하여  교육 정책에 한 성과와 문제 을 진단

하는 측정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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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능정보 불평등  격차 해소 방안

지능정보사회에서 사회  불평등 해소를 한 기술 용 

방안으로, 기술 명으로 보편화된 공교육에서 벗어나 홈스

쿨링, 안학교, 마이크로학교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교

육 방식 확산이 요구된다. 한 교육에 있어 심화되고 있는 

사회  격차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의 용 방안

에 한 탐색  연구가 필요하다.

8) 인공지능 정보보호  보안 제 정책 방안

교육사이버안 센터의 보안 제 효율성 제고를 한 인공

지능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활용한 행 분석 기반

의 제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각종 보안장비에

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침해 을 방·탐지할 수 

있는 지능형 보안 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9) 차세  지능형 보안기술 핵심인재의 육성 방안

차세  지능형 보안기술을 보유한 미래형 핵심인재를 육

성하기 한 방안으로, 정보보호 문성과 윤리의식을 겸비

한 인재  주니어 화이트 해커를 지속 으로 발굴  육성

해야한다. 한 차세  지능정보 보안기술에 기반을 둔 안

사회를 선도할 정보보호 창의·융합인재를 발굴  육성하

는 방안이 요구된다.

10) 교육 제도개선 방향 제안

a) 지능정보기술  서비스 교육제도 방안

첫째, 정부 제8차 정보통신 략 원회의에서 ‘지능정보사

회 장기 종합 책’ 추진과제  입법 방향(2016년 12월 27

일)을 통해서, 데이터자원의 가치창출, 지능정보기술기반확

보, 데이터·서비스 심의 연결 네트워크 환경 구축, 지능

정보 기술의 국가 근간 서비스 활용, 지능정보산업생태계조

성지원, 지능형의료서비스 기반조성, 제조업의디지털 신, 지

능 정보사회미래교육 신, 고용 형태 다변화 응, 사회안

망강화, 법제정비  윤리정립, AI 오작동등 역기능 응 등 

12개의 세부 추진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둘째,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지능정보기술 교육  서비스 교육에 한 입

법 방안을 보강하는 제안 사항 등을 발굴(2017년 1월 26일)

하고자 하 다.

b) 교육부 시행규칙 마련

첫째, 고 학습 역량 모형으로서 학력(學歷) 는 자격

(資格) 모형을 제안하여 지능정보 학습 수 에 따른 학습을 

돕는 수직  학력(學力) 리 모형의 제안이 필요하다.

둘째, 평생학습 모형으로 학력 에서 벗어나 학교교육

과 평생교육을 동등한 수 에서 바라 으로써, 기성세 를 

한 직업생활가운데 실에서 필요한 지능정보화 기술  

서비스에 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c) 교육 장 제도개선 시 제안

첫째, 교육부 ‘지능정보사회에 응한 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략’시안 발표(2016년 12월 23일)를 통해서 지능정

보 교육 강화 방안  추진 내용에 한 시를 제안하 다.

둘째, 등교육 단계까지 인지 능력과 소통 능력을 

으로 키우는 기  역량 강화 교육의 방안이 요구된다.

Fig 3은 지능정보 교육정책 로드맵을 보여 다. 지능정보

교육은 기 지능교육, 지능콘텐츠지원, 응용지능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 지능교육 정책은 지능정보에 한 모

델링, 문제정의 방법, 다양한 선택 안제안 방법, 집단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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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한 방법 등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지능콘텐츠지원 

정책은 학습자주도, 교사주도, 상호콘텐츠 모델링에 한 방

법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응용지능교육 정책은 다양한 

응용 사례  시뮬 이터 체험을 통해서 지능정보 기반 아

이디어  응용과제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원한다.

6. 결  론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 략  교육서비스에 

한 근 략, 교육방법, 세부 인 정책 로드맵 등을 기술

하 다. 이러한 내용은 지능정보 교육 정책  지능정보기

술 연구 략을 시행하는데 요한 기 과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교육방법으로 기 지능교육, 지능콘텐츠교육, 

지능응용교육 등의 지능정보교육의 단계  근 방안을 제

시하 다. 지능정보에 련된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콘텐츠, 

지능정보시스템은 4차 산업 명의 다양한 응용으로 자율형

자동차, IoT, 웨어러블컴퓨 , 인공지능의료 등에 용될 수 

있다.

지능정보의 향후 정책연구과제로서, 재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  동 상에 의한 교육시스템 구축  시행

은 학생  교원들에게 새로운 교육콘텐츠의 의존성을 강화

시킬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형화된(rule-based) 지식 

습득  이해도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학생  교사들에

게 생각할 시간  공간  여유(곧, 창의성 발  기회)와 

non-rule(새로운 규칙)에 기 한 신 인 아이디어 발굴 시

도  교육 훈련에는 제한 이기 때문에, 이에 한 책을 

마련해야한다. 특히, 정책 으로 교육 지도방법 모델  

시 가 필요하고, 학생  교사의 훈련 과정  결과에 

한 교육  효과성을 악하기 한 피드백 로세스의 정

립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기술한 4차 산업 명과 인공지

능에 향을 미치는 인간 활동 범 는 단순 역으로부터 

문 역에까지 이며, 한 정형화가 가능한 모든 업무수행이 

자동화 기계와 인공지능으로 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미래 지능정보시 에 인간 개인의 정체성과 인간의 역할

(구조  기능)에 한 재정립이 지속 으로 발굴  정립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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