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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술의 발전에 따라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 교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초등과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IT 기술에 대한 알고리즘을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학습자
의 흥미를 떨어트릴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분석,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개발, 대상 학생 선정 
및 프로그램 적용 결과 분석 및 평가의 4가지 단계를 거쳤다. 초등과정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피사
체에서 얼굴을 추출하는 지능형 CCTV의 알고리즘을 그림이나 말풍선 상징물과 같은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지능형 CCTV의 알고리즘을 학습자가 쉽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리치픽처 기법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높일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플로우차트를 이용함으로서 학
습자에게 알고리즘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제안된 프로그램의 수정과 개발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IT 창의교육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어 : 리치픽처, 창의교육, 지능형 CCTV, 교육과정, 인공지능
Abstract  As technology advances, the importance of software education is increasing. Accordingly, 
interest in information subjects is increasing, but intending elementary learners to show algorithms only 
for specialized IT skills that could spoil the interest. In this paper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rough the four stages, 2015 revision curriculum analysis, creating of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operating plans, applying programs for the targeting students and analysis of results and evaluation, 
using Rich Picture technique which is various tools such as pictures and speech bubble symbols for 
the learners can express the intelligent CCTV algorithm freely and easily so they can understand fully 
about the algorithm of intelligent CCTV that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to extract faces from subjects. 
Suggest on this paper, the proposal of educational program can help the learner to grasp the principle 
of the algorithm by using the flowchart. As the result, Through the modifi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proposed program, we will conduct research on IT creative education that can be applied in 
various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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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6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진행된 46회 다보스 포

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로봇, 드론, 
빅데이터, 인공지능, 나노기술과 같은 다양한 기술의 융
복합을 통하여 기존의 사업경계를 허무는 4차 산업혁명
이 시작되었다고 언급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은 세계적
으로 큰 화제를 일으켰으며,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 교육의 강화를 통해 IT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재고하게 되었다[1,2]. 특히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정보 교과를 강화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
조하였으며, 미래역량을 가진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3].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서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
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 6가지 핵심역량을 손
꼽았다. 각 역량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로 자기관리 역량은 학습자가 자신감과 자아정
체성을 가지고 삶과 진로에 대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
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지식정보 처리 
역량은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양한 영역
에서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창의적 사고 역량은 다양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폭넓은 전문 분야의 지식과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
는 역량을 의미한다. 네 번째로, 심미적 감성 역량은 학습
자의 인간적 공감 이해 능력과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
로 하여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
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로, 의사소통 역량은 어떤 상황에 
대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의깊게 경청하며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은 세계적 공동
체의 구성원으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통해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그중에도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IT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4-7].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CCTV 감시 환경이라는 큰 주제
를 가지고 학습자에게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에서 일
어날 수 있는 사건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함
으로서 학생의 창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영상 감시 
시스템의 프로세스를 리치픽처 기법을 이용한 학습지를 
통해 자신만의 해결법을 찾아감으로 지식정보처리 역량

을 강화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등과정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

능을 적용한 지능형 CCTV의 원리를 이해하고 호기심을 
증폭시킴으로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적용하여 문제해결결
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리치 픽처 기법

리치 픽처기법이란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는 교수학습
법의 하나로 그림이나 말풍선, 상징물과 같은 다양한 도
구를 활용하여 주제를 학습자가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서 
말로서 표현이 어려운 대상에 대해 쉽고 다양하게 표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리치픽처 기법은 스토리나 마인드맵, 알고리즘
과 같은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해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
으며, 학습자는 리치픽처 기법을 통해 학습 주제에 적합
한 이미지를 찾고 스토리를 만들어 활동에 보다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를 통해 학습자간에 의
견을 공유함으로서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2.2 창의적 교수학습법
강사의 지도 아래 참가자가 중심이 되어 이뤄지는 교

육 개념을 의미하는 창의적 교수학습법은 7가지의 특징
을 가진다[8,9]. 첫째,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를 따르는 학
습자 중심의 방법이다. 둘째, 인식적 영역, 감정적 영역, 
정신운영 영역, 대인관계 영역에서 각각 지식습득, 감정 
및 태도의 변화, 기술 습득, 관계성 향상의 결과를 가진
다. 셋째, 다양성을 지닌 강의 방법을 추구한다. 넷째, 다
양한 방법을 통해 같은 내용을 여러 회차 복습하도록 유
도한다. 다섯째, 학습자의 경험을 존중하며, 작은 규모의 
팀으로 활동하여 참여를 촉진 시키고, 자신감과 책임감을 
증진 시킨다. 여섯째, 성과적용을 위해 보다 현실성 있는 
내용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계
획을 포함하며 교육 현장 뿐 아니라 삶에서도 적용 가능
한 방법을 적용한다[10-13].

창의적 교수학습법에서는 생각을 글이나 그림, 기호등
을 이용하여 정리하고 활용하는 비주얼 씽킹, 아이디어를 
종이 조각을 통해 조각하는 종이조각법, 그림이나 말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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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도구를 활용해 주제를 표현하는 리치픽처와 같
은 다양한 기법이 있다[14-19].

이와 같은 다양한 교육 기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기존의 교육과정에 비해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강조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법으
로서 비주얼 씽킹을 적용한 중등 대상 역사 교육, 초등 
대상 과학 교육과 같은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종이조각법은 미술 교육분야에서 다수 활용되고 있다
[19-22].

3.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3.1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는 초등과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보다 현장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였으며,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계획 및 개발을 진행하였다[23-26]. 이후 완성된 프
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 분석
과 논의를 진행하였다. Fig. 1은 지도학습안의 예시를 보
이는 것이다.

Fig. 1. Example of a teaching guide

3.2 관련 교육과정 분석 및 학습목표 설정
제안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실과, 미술, 사회 과정에서 

적용을 위해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Table 1은 대한민국
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요구되는 성취기준
을 보이는 것이다.

Subject 2015 revision curriculum 
linkage Achievement criteria

Practical Practical 
[6실05-06]

Understand how robots work in 
your life and how they work

Art Art
[6미01-04]

You can use your images to 
convey your feelings and 

thoughts.

Society Society
[4사04-03]

The scarcity of resources leads 
to problems of economic 

choices in daily life, and the 
meaning of economic activities 

such as production and 
consumption is understood 

around the market.

Table 1. 2015 Revised Curriculum Analysis

본 과정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Ÿ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

로 정보를 구조화할 수 있다.
Ÿ 지능형 CCTV의 알고리즘을 리치픽처 기법을 적

용하여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3.3 지도상 유의사항
첫째, 지능형 CCTV의 전문적 원리를 학습자에게 이

해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단순화한 활동
을 통해 기본적 원리의 내용만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수
업을 진행하며,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하여 흥미를 유치하
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둘째,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
다 편리한 생활을 실현시켜줄 것이라 기대되나 문제사항
또한 존재한다. 이는 실천 방안에 대해 토론의 주제를 유
지하거나 제거 또는 새롭게 시작하는 세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KEEP, STOP, BEGIN을 적용하여 인
공지능의 장단점, 개선 사항을 토론하고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인공지능은 현재 빠르게 발전중이며,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되기 위해 연구 중에 있다. 하지만 학습자의 입장에
서는 단순한 미래의 실현가능성 있는 기술로 치부될 수 
있는바, 현재 상용화 되어있는 제품의 예시를 통해 현실
성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3.4 교육 프로그램 교육 내용 예시
제안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에게 지능형 CCTV

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 1차시와 인공지능의 판단 
과정을 이해하는 2차시로 구성한다. Table 2는 차시별 
교육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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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Contents

1
-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intelligent CCTV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 Create an algorithm for intelligent CCTV using a 

rich-ficture method

2

- Use human experience to identify propensity
- To indicate by judging the orientation and the way it 

fits the situation.
- Understand how artificial intelligence makes decisions
- Explore how to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KEEP, STOP and BEGIN

Table 2. Training program main content

Fig. 2. Rich picture-based worksheet example

Fig. 3. KEEP, STOP, BEGIN worksheet example

Fig. 2는 리치픽처 기반의 지능형 CCTV 원리 학습을 
위해 제작된 학습지의 예시를 보이는 것이다. 그림과 같
이 플로우차트에서 사용되는 기호를 이용하여 CCTV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ig. 3은 KEEP, STOP, BEGIN 기법을 통하여 학습
자에게 인공지능 기술에서 장단점과 개선사항을 고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구성한 학습지의 예시를 보이는 
것이다. 인공지능에서 유지사항, 제거사항, 개선사항을 
학습자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창의성을 기르도록 유도할 수 있다.

3.5 교육 프로그램 평가문항 설계
제안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실과, 미술, 사회의 교과 성

취기준을 적용하며, 내용의 요소로는 생활 속 전기 와 전
자 체험, 일반 사회로 구성한다.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ICT literacy, Collaboration, Critical thinking/ 
problem-solving, Adaptability의 21세기 역량을 강화
하고, 자기평가, 동료평가, 포트폴리오 및 관찰평가를 통
해 수행평가를 수행한다. Table 3과 Table 4는 제안하
는 프로그램의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보이는 것이다. 교
육자는 이를 통하여 학습자의 성취에 따른 평가를 진행
할 수 있는 지표로써 사용 할 수 있다.

Evaluation 
standard

Self
evaluation

◆ Can intelligent CCTV principles be re
presented by algorithms?

◆ Can you tell me how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by making decisions that 
fit the situation?

◆ Did you actively participate in activiti
es with interest and curiosity?

Peer 
evaluation

◆ Did you encourage, support, and list
en to the activities and actively com
municate and participate in them?

Portfolio/
observation 
evaluation

◆ Is the algorithm of intelligent CCTV p
roperly presented using various expr
essions in a rich-ficture method?

◆ Has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
een explored and organized through 
KEEP, STOP, and BEGIN?

Table 4. Evaluation criteria

Achievement 
criteria

-You can understand the simple operation principle of 
the robot which is used in everyday life and 
experience a simple robot equipped with various 
sensors.

-Understand and use the methods used to effectively 
convey meaning in various visual images.

 Understand the scarcity of resources to create choice 
problems in economic activities and provide 
reasonable selection criteria (eg, cost, satisfaction, 
social impact, etc.) to address them.

Table 3. Criteria for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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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프로그램 현장적용 연구 결과
학습자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그림을 통하여 정리

하고 토론을 통하여 내용을 정리함으로서 인공지능에 대
한 개괄적 학습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인
공지능에 대한 예시로 개인비서 시스템(빅스비, Siri 등)
을 제시하거나 알파고와 같은 주제를 제시하였다. 그 이
외에도 자기학습시스템이나 자동운전기능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시하여 기초적인 활용 분야를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4. Program Field Application Process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적용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5점 
척도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3%의 학생이 매우 만
족하였으며, 약 4.6의 만족도를 보였다. 프로그램의 수준
에 대해서는 40%의 학생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47%의 학생이 보통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은 대체로 쉽다고 답변하였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난이도는 3.59로 다소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
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에 대한 문항에 
대해 76%의 학생이 지속하기를 원하였으며, 각각 15%
와 8%의 학생이 대체로 그렇다와 보통이다로 답변함으
로서 부정적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수치화한 결과 지속적인 수업 희망에 대해 4.47의 만족
도를 확인하였다. Table 5는 진행된 프로그램에 대한 만
족도 설문 결과를 도표화한 것이다.

category Average Standard 
deviation

Interest in the whole class and materials 4.6 0.83
Difficulty with teaching materials and classes 3.59 0.87

Learning Persistence 4.47 0.74
Program Satisfaction 4.27 0.7

Table 5. Training Program Satisfaction Survey Results

5. 결론 및 제언
4차 산업혁명에 의해 급변하고 있는 현재사회에서 IT 

인재 양성의 중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술들
이 보다 전문화됨에 따라 기존에 비하여 보다 높은 이해
도를 지닌 인재의 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위해 초
등과정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였으며, 리치픽처 기법을 적용하여 지능형 CCTV의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인공지능 문제
를 토론하도록 함으로서 보다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프로그램의 적용 결과로
서 얻은 만족도 조사의 결과, 주제의 난이도가 다소 높음
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원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흥미
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제안된 프로그
램의 수정과 개발을 통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IT 창의교육의 연구를 진행하여 학습자의 미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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