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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기초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참조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은 다섯 가지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ADDIE 모형을 기초로 설계하였으며,
G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 전문직 및 교사와 인공지능교육연구회 소속 교사들이 협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
발된 연수 프로그램 효과 및 교사 요구분석 설문 문항들은 내용 타당도 검사를 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시된 연수 결과, 연수의 각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교사들은 초등학교에
서는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언플러그드 활동과 기초 인공지능 체험을, 중학교에서는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와 피지
컬 컴퓨팅 활동이 포함된 인공지능 교육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 인공지능교육, 교원연수, 소프트웨어교육, 프로그래밍, 피지컬 컴퓨팅, ADDIE 모형

Teacher Training Program and Analysis of Teacher’s Demands
to Strengthen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In-Seong Jeon*․Soo-Jin Jun**․Ki-Sang Song*

Dept. of Computer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t. of Innovation and Convergence, Hoseo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training program for teachers to strengthen the competence of artificial in-
telligence education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and to analyze its effectiveness and analyze teachers' demand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to provide basic research data. The referenced training program was designed based on
the ADDIE model by selecting the educational contents based on the five core elements of AI, and teachers from the G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the AI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collaborated to develop the program. The effec-
tiveness of the developed program and questionnaire of teacher needs analysis for AI teaching were examined for content
validity. As a result of the training conducted by applying the developed program, satisfaction with each curriculum of the
training and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to the field were highly evaluated. It was found that teachers consider the need of
teaching unplugged activities for AI education and basic AI experiences in elementary school level, and AI education con-
tents including block programming languages and physical computing activities are needed to teach in middle schoo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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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우리 사회는 지식 정보화 사회,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지능정

보 기술이 서로 융합되어 발전되는 ‘지능정보사회’로 진

입하였다[13]. 이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단순한 활용을 뛰어넘어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를 설계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역

량을 필요시하고 있으며, 국내외 학교 현장에서도 인공

지능 교육, 인공지능 활용 교육 또는 인공지능 융합 교

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9월, SW중심대학을 5

개 추가로 선정하였으며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대학

SW교육 혁신이라는 기존의 목표와 함께 AI 분야의 인

력양성을 위해 AI 융합인력 교육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

혔다[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2020년 SW교

육 필수화를 완료함과 동시에 AI교육으로 전환하여 모

든 학생이 AI 활용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

공하겠다고 밝혔다[15].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을 ‘인공

지능(AI) 교육 원년’으로 정하고 AI교육을 강화할 것을

밝히고 서울시 초·중등학교에 AI 전문교사를 1인 이상

배치하고 고등학교용 인공지능 교과서를 개발하여 도입

할 것을 밝혔다[19].

이러한 사회 변화로 인해 현재 초등 교육과정에서 적

용된 17차시 및 중등 교육과정에서 적용된 34차시의

SW교육과 더불어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체험해보며 적

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20년 과학창의재단에서는 초중등 SW교육의 연계성

과 표준을 마련하고자 ‘차세대 초·중등 SW교육과정 표

준모델’을 발표하였다[7]. 이러한 초·중등 SW교육과정

표준모델에서는 기존의 SW교육 내용을 확장했을 뿐 아

니라 인공지능 영역을 추가하여 향후 SW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인공지능 교육을 학교 현장에 시행하기

에 앞서 교사 교육은 매우 시급하게 준비되어야 할 과

제가 되고 있다. 이에 먼저는 교사들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교원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와 마련이 매우 중

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

는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을 직접 제작하고 체

험해보는 활동을 통해 교원의 인공지능 교육역량을 기

를 수 있는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적용 후 교

사들의 연수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공

지능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각 시·도 교육

청 및 대학 등 교육 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인공지능 교육

인공지능 교육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된 국가 및 교육 기관 등 다양한

단체가 구성되고 있고 교육과정 및 가이드라인이 개발

되고 있다[9].

미국은 2019년 2월 「AI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발표하고[22], 이에 따른 국가 R&D 전략계획인 「국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략계획」과 AI의 기술적 수요 확

인, 공공 정책 수립 및 장기적 연구개발 투자 효과 극대

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2][16].

특히, 초·중등학교 AI 교육을 위한 노력으로, 인공지능

연합회(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와 컴퓨터과학교사연합회 (Computer

Science Teachers Association)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AI4K12(AI for K-12 Students) 이니셔티브를 통해 유·

초·중등학교(K-12) AI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교육과

정 표준안,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교사 연수 프로

그램 등을 개발하고 현장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 중이다[20][21].

최근 교육부는 2020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통해 초·

중·고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12]. 인공지

능 교육의 기본 방향은 초등학생은 놀이·체험 중심 교

육을 통해, 중·고등학생은 원리 이해를 통한 실생활 적

용 중심의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

고 실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인공지능의 주

요 내용은 인공지능의 개념·원리의 이해 및 체험, 사회

현상의 공감·분석을 통한 문제 발굴, 데이터·통계를 활

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인공지능 윤리를 포함한 사회적

영향 등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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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다양한 교과 융합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교

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대학원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

공을 신설하고 SW교육 핵심 교원연수를 인공지능 교육

으로 전환하고, 원격 연수 콘텐츠를 보급하는 등 인공지

능 전문 연수를 통해 현직교사의 인공지능 융합교육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2.2. 관련 연구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하여 학생, 대학생, 교사 등 다

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류미영&한선관(2019)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딥러닝

개념을 위한 CNN 알고리즘 교육프로그램을 설계·개발

하여 적용하였으며[18] 이영호(2019)는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ML4Kids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 이미지 인식 모델

개발 및 적용 교육을 실시하여 초등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10]. 김

갑수&박영기(2017)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터 정리

하기, 인공지능 모델 정하기, 프로그래밍하기 단계 등의

학습 모델을 구안하였으며[6]. 박대륜 외(2020)는 문제

인식 및 분석, 데이터 수집, 데이터 가공 및 선별, ML모

델 훈련 및 평가, ML프로그래밍, 적용 및 해결, 공유 및

환류의 일곱 단계로 구성된 머신러닝 기반의 소프트웨

어교육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였다[17]. 김한성 외

(2020)는 인공지능(AI)과 관련된 기술적 지식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길러주는 교육프로그

램을 개발, 중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AI 개념과 일

상생활 속 사례에 대한 이해,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력에 대한 인식, AI에 대한 이해, 수업에 대한 재미, AI

에 대한 흥미와 관심 등이 향상되었다[4].

김한성, 전수진(2020)은 인공지능 교양교육 관련 국내

외 선행 연구 및 현황, 그리고 초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지

는 AI 교육내용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일곱 가지 대주제를 기반으로 대학 교양교육을 위한 15

주차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3]. 김갑수(2019)는 초등학

교 교사들을 위한 인공지능 개념 이해, 인공지능 도구

활용, 인공지능 프로그램 제작 및 적용의 세 단계로 구

성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5].

이와 같이 인공지능 교육은 최근 초등학생부터 대학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

한 다양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

대상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를 위한 인공지능

소양 및 교육 관련 연수가 필수적임에도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3. 연수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3.1. 연수 대상

G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 및 교사와 인공지능

교육연구회 소속 교사의 협의에 따라 직무연수의 대상

학습자 수준은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원 중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거나 기초

수준의 지식을 지닌 교원으로 잠정 설정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연구 대상의 기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Characteristics N %

Sex
Male 13 62
Female 8 38

Class

Elementary 10 48
Middle 5 24
High 4 19

Supervisor 2 10
Degree
(Computer
Education)

B.S 6 29
M.S 7 33
N/A 8 38

<Table 1> Summary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3.2. 연수 프로그램

본 연구의 인공지능교육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ADDIE 모형을 활용하였다. ADDIE 모형은 많은

교수설계자들에 의해 오랜 시간 동안 점차적으로 정교

화되었으며 다양한 교수체제설계 모형의 기초가 되고

널리 활용되는 모형으로서 분석(Analysis), 설계

(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 평가

(Evaluation)의 5가지 단계적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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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교육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ADDIE 모형의 각 단계에서 추진한 내용을 정리한 표는

<Table 2>와 같다.

Process Contents

Analysis
◦ Objectives and operational policy analysis
◦ Target analysis
◦ Analysis of AI education contents

Design
◦ AI teachers training goal design
◦ Curriculum module design
◦ Teaching strategy & tool design

Development
◦ Development of training contents
◦ Production of teaching materials

Implement
◦ Operate developed AI teacher training
program as job training

◦ Check and refine the training program

Evaluation
◦ Evaluation of results
◦ Trainees' satisfaction assessment
◦ Trainees' demands analysis

<Table 2> Contents according to ADDIE Model Process

이상의 연수 설계 모형에 따라 개발 단계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육과정은 컴퓨터 교

육 박사 2인, 교육공학 박사 1인, 컴퓨터 교육 전공 박

사과정 2인 등 전문가 집단 5명을 대상으로 자문을 받

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Table 2>의 절차에 따라

개발된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및 시수는

<Table 3>과 같다. 연수 프로그램은 크게 [인공지능 개

론 및 인공지능 교육과정 소개],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

한 인공지능 원리 이해], [간단한 도구를 활용한 기초

인공지능 체험], [스크래치3.0을 활용한 인공지능 체험

및 제작],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한 인공지능 체험 및

제작]으로 구성하였다.

Contents Hours Method
Introduction to AI education and curriculum
-Concept of AI
-History of AI
-Types of AI(Supervised, Deep learning, etc.)
-AI education trend
-AI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1 Lecture

AI concepts using Unplugged Activities
- Understanding feedforward concept of neural
network through
physical activity
- Practice unplugged activities

1

Lecture &
Practice

AI experience using simple tools
- AI experience using Google Quick Draw
- Supervised learning practice using
Teachable machine

1

AI experience using Scratch 3
- Introduction to block programming language
- Creating a supervised learning dataset using
ML4Kids
- Scratch 3.0 project production using the
created dataset

- Debugging and presentation

1

Lecture &
Practice

2

AI experience using Physical computing
- Introduction to physical computing and tools
- Introduction to the concept of supervised
learning using Physical Computing tool (Micro
bits)

- Creating Micro bits AI project and debugging

1
Lecture &
Practice

1

<Table 3> Contents of AI Education Teacher Training Program

3.2.1. 인공지능 개론 및 교육과정 소개

[인공지능 개론 및 인공지능 교육과정 소개 주제]에

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개론과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Fig 1]과 같이 AAAI와 CSTA에서 발표한 다섯 가지

인공지능 핵심 개념인 인식, 표현 및 추론, 학습, 자연스

러운 상호작용, 사회적 영향 등이 의미하는 바와 학습요

소를 이해하도록 하였다[20].

(Fig. 1) Five Big concepts of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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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한 인공지능 원리 이해

연수 내용 중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한 인공지능 원

리 이해] 영역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활동

과 학습지 활동만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체험해보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언플러그드 활동으

로 딥러닝의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의 원리를 체험하도

록 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아

홈 명이 함께 활동하도록 설계 되었다.

즉, 먼저 뉴럴 네트워크의 ‘입력층’에 해당되는 사람

들(4명)은 각각 네 장의 메모지에 사진을 나타내는 단어

를 적어 ‘은닉층’에 지정된 사람들(4명)에게 넘긴다. ‘은

닉층’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진을 보지 않고 ‘입력층’의

포스트잇만 보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새로운 두 장의 메

모지를 만들어 ‘출력층’에 해당되는 사람(1명)에게 전달

한다. ‘출력층’으로 지정된 한 사람은 최종 전달받은 여

덟 장의 메모지를 읽고 첫 번째 사진을 유추한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뉴럴 네트워크의 [입력층 → 은닉층 →

출력층]으로의 순전파와 그 과정에 필요한 가중치의 역

할 등을 생각하고 뉴럴 네트워크의 동작 구조를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Fig. 2) Unplugged activity for neural network structure

3.2.3. 간단한 도구를 활용한 기초 인공지능 체험

[간단한 도구를 활용한 기초 인공지능 체험] 영역에

서는 구글 퀵드로우, Teachable Machine 등 웹을 통하

여 인공지능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Google

Quickdraw는 사전 지도학습으로 저장된 이미지 셋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이미지를 그리면 머신러닝이 어떤

그림인지 인식하고 출력하는 웹 플랫폼이다. Teachable

Machine은 사용자가 클래스를 생성하여 이미지, 소리,

자세(Pose) 등을 인식시키고 학습하면 데이터셋을 생성

하고 구분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한다. 기초 인공지능

체험을 위한 간단한 도구들은 [Fig 3]과 같다. 이들 웹

기반 플랫폼들은 머신 러닝의 지도학습 모델 구현 및

활용 체험을 위하여 [데이터 셋 준비-AI 훈련-학습된

모델의 평가-응용 프로그램 작성]과 같은 과정을 웹을

통하여 실습할 수 있다.

(Fig. 3) Google Quickdraw(upper) &
Teachable machine(lower)

3.2.4. 스크래치3.0을 활용한 인공지능 체험 및 제작

[스크래치3.0을 활용한 인공지능 체험 및 제작] 영역

에서는 ML4Kids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지도학습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연계된 스크래치 3.0 기반의 블록

프로그래밍을 통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제작한다.

ML4Kids는 그 구성이 사용자에게 쉽게 설계되어 있으

므로 [Fig 4]와 같이 컴퓨터 관련 비전공자라도 복잡한

텍스트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지 않고도 머신러닝의 API

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스크래치와

같은 블록 프로그래밍 도구를 활용하여 AI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교사들이 큰 인지 부담 없이

초·중등 학생들에게 AI를 포함하는 프로그래밍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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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lock programming provided in Machine
Learning for Kids web site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과 머신러닝에 필요한

단계를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Elements Available platforms

Preparing dataset
Google Quick draw,
Teachable Machine

Training AI with prepared
dataset

Teachable Machine,
Machine Learning for Kids

Evaluation created AI model
Teachable Machine,

Machine Learning for Kids

Programming using the
created AI model

Teachable Machine,
Machine Learning for Kids,

Scratch 3.0

<Table 4> Elements of Machine Learning &
Available Platforms

3.2.5. 피지컬 컴퓨팅을 통한 인공지능 체험 및 제작

[피지컬 컴퓨팅을 통한 인공지능 체험] 영역에서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한 종류인 마이크로비트를 활용

하여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한 프로그래밍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5]와 같이 마이크로 비트 보드

와 비전 센서를 연결하여 사물, 이미지를 인식하는 프로

젝트와 ML4Kids의 지도학습을 이용하여 수평, 비수평

을 분류하는 모델 생성을 실습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

수자 개별로 프로젝트를 수정하고 발전시켰다. 이렇게

하면 컴퓨터 디스플레이가 아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물리적인 장치들을 연결하여 제어하게 하는 것과 같은

보다 생생한 체험이 되도록 할 수 있다.

Activities of teachers with
Micro bit

Code for Micro bit
with ML4Kids
Platform

(Fig. 5) Snapshots of ‘AI experience using Physical
Computing’ program

3.3. 연수 운영

본 연구에서는 G광역시 초·중등교사 21명을 대상으

로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 및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인

공지능 학습 알고리즘 중 지도학습 및 딥러닝을 체험

등을 포함하여 초·중등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알고

체험해볼 수 있는 학습 내용을 교사가 먼저 체험해볼

수 있도록 1일 8차시의 연수를 진행하였다. 연수 프로그

램의 적용은 외부 변인 통제가 용이하도록 하루에 집중

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강사 1인과 보조 강사 2인이

학습을 진행하고 교육과정마다 강사와 보조강사를 서로

교체하여 연수를 진행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의 효과 검

증 및 교사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연수 후 만족도 검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3.4. 연수 만족도 및 수요 조사 도구 

검사도구는 인공지능 교육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만족

도, 효과성, 현장 활용도, 학교급별 인공지능 교육내용의

필요성 등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여 평가하

였다. 개발한 설문 문항은 컴퓨터 교육, 교육공학, 교원

연수, 교육과정 등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타당한지 검

토하였으며 내용 타당도를 측정하여 판단하기 위해 내

용 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구하였

다. CVR 산출 공식은 Lawshe의 공식을 사용하였다[8].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는 CVR 최솟값은 전문가 8인

에 대한 최솟값인 0.75를 기준으로 그 이하인 문항은 삭

제하거나 수정하였다. 타당도 검사를 위한 Likert 척도

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1점)’, ‘타당하지 않다(2점)’, ‘보

통이다(3점)’, ‘타당하다(4점)’, ‘매우 타당하다(5점)’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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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 가지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의 구성 및 전문가 타

당도는 <Table 5>와 같다.

Question CVR M SD
Overall satisfaction 0.86 4.60 0.617

Possibility of using the curriculum in the field 0.85 4.55 0.639
Appropriateness of instructor selection 0.75 4.38 0.744
Satisfaction of facilities environment 1 4.63 0.517
Effectiveness of the curriculum 0.88 4.67 0.595

Necessity of contents of AI education 0.86 4.60 0.617
Needs of curriculum by school level 0.85 4.58 0.627

<Table 5> Contents Validity of the satisfaction survey items

4. 연수 결과 및 효과성 검토

4.1. 연수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단계에서 연수 대상자 21명에 대해 본 연수 프

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연수내용의 현장 활용

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Question Min Max M SD
Overall satisfaction 3 5 4.62 0.590
Possibility of using the

curriculum in the school field
2 5 4.19 0.980

<Table 6> Satisfaction of teacher training program

4.2. 연수 효과

개발된 인공지능 교육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그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인공지능 교육 교원연수 프로그램에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인공지능 교육 목표 및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

다(M=4.52, SD=0.680)는 항목이었으며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이 향상됨(M=4.48, SD=0.680), 인공

지능 교육을 수업에 적용하는데 동기가 부여됨(M=4.48,

SD=0.750), 인공지능 교육 방법에 도움이 됨(M=4.33,

SD=0.796) 등 전체적으로 평균 4.0 이상 나타났다.

Question Min Max M SD
AI education goals and content
understanding are improved

3 5 4.52 0.680

Elementary 4 5 4.70 0.000
Middle, High 3 5 4.22 0.000
Supervisors 5 5 5.00 0.000

Awareness of necessity and
importance of AI education is improved

3 5 4.48 0.680

Elementary 4 5 4.70 0.000
Middle, High 3 5 4.11 0.000
Supervisors 5 5 5.00 0.000

Motivated for AI Education 3 5 4.48 0.750
Elementary 4 5 4.70 0.000
Middle, High 3 5 4.11 0.000
Supervisors 5 5 5.00 0.000

Know how to teach AI 2 5 4.33 0.796
Elementary 4 5 4.70 0.000
Middle, High 2 5 3.78 0.000
Supervisors 5 5 5.00 0.000

Improvement of Problem solving /
Computational thinking 3 5 4.10 0.831

Elementary 3 5 4.40 0.000
Middle, High 3 5 3.67 0.000
Supervisors 4 5 4.50 0.000

Confidence in AI Education is improved 2 5 4.10 0.944
Elementary 3 5 4.50 0.000
Middle, High 2 5 3.56 0.000
Supervisors 4 5 4.50 0.000

<Table 7> Effectiveness of AI Education teacher training program

4.3. 학교급별 인공지능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현행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은 학교급에 따라

교육과정의 수준 및 난이도가 구분되어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언플러그드 활동과 기초 프로그래밍 체험,

중학교 수준에서는 블록형 프로그래밍 체험 및 낮은 수

준의 작품 제작,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

를 활용한 자동화 및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 표현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11].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크게 컴퓨터 없

이 인공지능·머신러닝·딥러닝의 원리를 체험하는 언플

러그드 활동, 구글 퀵드로우, Teachable Machine 등을

활용한 기초 인공지능 체험 활동,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

어 체험 활동, 피지컬 컴퓨팅 활동 등 총 네 가지로 분

류하여 연수를 이수한 교사를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

급에 적합한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표는 <Table 8>과 같다.



286   정보교육학회논문지 제24권 제4호

Question Curriculum Min Max M SD

School
Level

Elementary

U.A. 1 5 4.00 0.159
B.E. 3 5 4.32 0.452
B.P. 3 5 4.05 0.116
P.C. 3 5 4.05 0.093

Middle

U.A. 1 5 3.79 0.196
B.E. 3 5 4.05 0.359
B.P. 3 5 4.21 0.096
P.C. 3 5 4.11 0.243

High

U.A. 1 5 3.68 0.808
B.E. 2 5 3.89 0.332
B.P. 2 5 3.95 0.347
P.C. 3 5 4.37 0.594

U.A.=Unplugged Activity,
B.P.=Block-base programming

B.E.=Basic Experience,
P.C.=Physical Computing

<Table 8> Suitability of AI Education Contents for School Level

(Fig. 6) Suitability of AI Education Contents for School Level

분석 결과 초등학교 수준의 인공지능 교육내용의 적

합성은 언플러그드 활동(M=4.00, SD=0.159), 기초 인공

지능 체험 활동(M=4.32, SD=0.452),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M=4.05, SD=0.116) 등 모든 영역에서 평균 4.0 이

상의 응답이 나타났다.

중학교 수준의 인공지능 교육내용의 적합성은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인공지능 체험(M=4.21,

SD=0.096), 피지컬 컴퓨팅(M=4.11, SD=0.243), 기초 인

공지능 체험(M=4.05, SD=0.359)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수준의 인공지능 교육내용의 적합성은 피지

컬 컴퓨팅(M=4.37, SD=0.594),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

(M=3.95, SD=0.347), 기초 인공지능 체험(M=3.89,

SD=0.332)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9>은 개발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무

연수를 받은 학교급별 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AI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교육내용을 분석한 것이

다.

Question Min Max M SD
Understanding the history & concept

of AI
2 5 3.86 1.082

Elementary 2 5 4.20 0.980
Middle, High 2 5 3.33 1.054
Supervisors 4 5 4.50 0.500

Examples & Uses of AI in life 3 5 4.52 0.663
Elementary 4 5 4.60 0.490
Middle, High 3 5 4.44 0.831
Supervisors 4 5 4.50 0.500

AI basic algorithm 1 5 4.33 0.992
Elementary 1 5 4.20 1.166
Middle, High 3 5 4.33 0.816

Supervisors 5 5 5.00 0.000
AI detailed algorithm 1 5 3.90 0.971

Elementary 1 5 3.90 1.136

Middle, High 3 5 3.78 0.786
Supervisors 4 5 4.50 0.500

AI Education tools (Basic Program) 3 5 4.62 0.575

Elementary 4 5 4.60 0.490
Middle, High 3 5 4.56 0.685
Supervisors 5 5 5.00 0.000

Unplugged activities for AI
Education

3 5 4.62 0.653

Elementary 4 5 4.70 0.458
Middle, High 3 5 4.44 0.831
Supervisors 5 5 5.00 0.000

Machine learning practice using
block programming language

(scratch, etc.)
3 5 4.43 0.728

Elementary 4 5 4.60 0.49
Middle, High 3 5 4.11 0.875

Supervisors 5 5 5.00 0.000

Machine learning practice using text
programming language (Python, etc.)

3 5 4.29 0.765

Elementary 3 5 4.10 0.831
Middle, High 3 5 4.33 0.667
Supervisors 5 5 5.00 0.000

<Table 9> Necessity of contents of AI education train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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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Min Max M SD

Artificial intelligence practice using
physical computing (microbit, etc.)

3 5 4.43 0.583

Elementary 4 5 4.50 0.500

Middle, High 3 5 4.33 0.667
Supervisors 4 5 4.50 0.500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Teaching and Learning Design by

School Class
3 5 4.29 0.700

Elementary 4 5 4.50 0.500
Middle, High 3 5 4.00 0.816
Supervisors 4 5 4.50 0.500

Introduction to AI training cases 3 5 4.38 0.722
Elementary 3 5 4.40 0.663
Middle, High 3 5 4.33 0.816

Supervisors 4 5 4.50 0.500

5. 결과 분석

첫째, 인공지능 교육과정의 효과성 분석 결과 제시된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각 교육과정이 대체로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외 인공지능 교육과정 탐

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원리와 수준을 세분화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급별 인공지능 교육과정 요구분석 결과 소

프트웨어교육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서는

기초 인공지능 체험 활동이, 중학교에서는 블록형 프로

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인공지능 체험 활동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급별 적합한 수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학교급별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 방법과 도구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나 피지

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체험보다는 파이썬, 자바와 같

은 텍스트형 프로그래밍 언어와 텐서플로우, 파이토치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실제 머신러닝 및 딥러닝

의 구현과 실생활 적용 및 프로젝트 구현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셋째,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원연수 프로

그램의 교육내용으로는 기초 인공지능 체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 및 이

론의 필요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보·IT 계열 연수

의 특성상 연수를 받는 교사가 IT 기기를 활용하는 것

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체험 위주의 교육과정

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알고리즘

을 이해하고 프로그래밍하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낮은

기초 체험의 필요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급 교사의 경우 인공지능의 기초 알고리즘이

나 세부 알고리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급

이나 전문직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양한 응답이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교에 적합한 지식수준이나 학습

내용의 수준이 인공지능의 개념, 역사, 알고리즘과 같은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기초적인 프로그램이나 블록형 프

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인공지능 체험이 필요한 것으

로 인식하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가르치

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체험하는 것만큼 인공지능의

개념, 원리, 특성, 분류 등을 아는 것도 중요하므로 보다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여 연수 교육과정을 구

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류미영&한선관

(2019)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인다[18]. 또한,

흥미로운 것은 상세한 AI 알고리즘에 대한 요구가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머신러닝의 작동 구조를 이

해하지 않고 인공지능 플랫폼만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을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6. 결론

인공지능 사회가 본격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교육의 성공적인 안착

을 위해서는 초·중등 교사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인공지능 교육 교원연수

프로그램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교육과정의 효과성 분석 결과 제시된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각 교육과정이 대체로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학교급별 인공지능 교육과

정 요구분석 결과 소프트웨어교육 교육과정과 마찬가지

로 초등학교에서는 기초 인공지능 체험 활동이, 중학교

에서는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인공지능 체

험 활동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셋째, 초·중

등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교육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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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는 기초 인공지능 체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 및 이론의 필요성

이 낮게 나타났다.

인공지능 체험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

들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개발되었는데 다수의 플랫

폼이 IBM의 Watson과 같은 고성능의 API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들이다. 국내에서도 엔트리와 같은 플랫폼

에서 인공지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작성이 가능

하도록 하는 블록들이 추가로 개발되고 있다. 이에 더하

여 인공지능의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사

하강법 등의 개념 및 원리를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보드게임, 학습지, 프로그램 등이 개발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G광역시 지역으로 한정된 점과 다수의 교

사가 아닌 21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는 대상 수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이은경(2020)이 지적한 인공

지능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및 논의의 필요성[9]에 대한 일정 부분의 답을 주

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연수 교육과정은

기초, 심화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고 그 내용 역시 인공

지능 기술 및 교육과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발전

시켜야 한다. 또한, 교사들로 하여금 인공지능 체험과

더불어 인공지능 원리 이해 및 데이터 편향과 같은 인

공지능 윤리와 같은 주제를 고찰할 수 있도록 연수 프

로그램이 보완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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