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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융합교육실 구축과 관련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정보교육 추진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구축 방향을 제언하였다. 연구를 위해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정보교육 추진계획, 인공지능교육 선도학교 운영계획, 학교별 인공지능교육 선도학교 운영계획의 교실 공간구축
계획여부, 1교당 예산 금액, 구축 교실 수, 자체 예산 투입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SW교육 및 인공지능 융합교

육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국 초중고 학교 수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의 정보교육실 확충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개발된 인공지능융합교
육실 활용을 위해서는 구축공간 모델에 대한 교수·학습 사례가 풍부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축된 공간

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계획 및 실행이 후속되어야 하며 기자재에 대한 관리와 유지보수 계획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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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information education pla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offices of education was analyzed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of the AI convergence education room. And based on this, an appropriate con-
struction direction was suggested. For research, AI convergence education room construction plan, budget amount
per school and etc were analyzed in the information education pla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KERIS, KOFAC,
and the plan of leading schools for AI education. Alth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promote SW educ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education, it is found that the number is far in-
sufficient compared to the number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Efforts to expand the information edu-
cation room at the government level are continuously required, and in order to utilize the developed artificia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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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공지능이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기

술로 부상함에 따라 국제적인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

다. 이에 따라 아마존, 구글, 애플 등 세계 주요 기업들

은 인공지능 분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시각지능, 언어

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11].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인공지능 분야

의 인재수급 또한 중요한 국가 경쟁 요소가 되었으며,

주요 국가는 정부 정책 차원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

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국내 정부에서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컴퓨팅 사고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지능

정보사회의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

는 정보교육 추진 계획을 세우고 13개 시·도 교육청을 중

심으로 다양한 정보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7].

인공지능을 중심사회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등의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가

요구되며, 이러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 방법의 하나

로 인공지능 융합교육이 제시되고 있다. 인공지능 융합

교육은 인공지능의 종류와 원리, 특징 등을 다양한 교과

분야와 접목하여 통합적인 교육을 통해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학습 흥미를

유발하고,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

적 문제해결력, 컴퓨팅 사고력 등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

가 있다[2][3][8][10].

인공지능 융합교육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

서 직접적으로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교육과정 운영 및

적용, 교원 대상 역량강화, 학습자 지원, 저변 확산도 매

우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융합교육이 운영되

는 교실 공간구축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한국교육학술정

보원은 이와 관련하여 문제해결, 협력 활동 등 학습자

중심 SW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SW교육 공간구

축 모델을 제시하였다[9].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융합교육실 구

축과 관련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정보교육 추진

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구축 방향을 제

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2021년 정보교육 정책 추진 방향

교육부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들의 기초 소양으로서 학교

내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소프트웨어 교

육을 기반으로 학교급별 학생의 수준에 맞는 인공지능

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2021년도 정보교육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7].

2019년 이후 정보교육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19년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발표했고

’20년 5월 교육부는 ‘제1차 정보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

다. 이후 ‘20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를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1년 2월 2021 정보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4][5][6].

교육부는 이상과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융

합교육을 포함한 정보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에 기여

하고 현직 교원의 역량 강화, 정보교육실 구축, 예비교

원의 역량 강화 등 정보교육 기반 조성을 지원하며, 정

보교육 지원단, 정보교육 온라인 컨퍼런스 및 페스티벌

개최 등 정보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를 확산하

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2. 정보교육 교실 관련 연구 동향

차현진 외(2018)에 따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11년부터 매년 2-3개국을 대상으로 첨단 ICT활용 시

범 교실을 구축하였다[1]. 구축한 교실 모형은 일반형,

태양광형, 스튜디오형, 첨단형 등 크게 네 가지로 대상

국가의 교육정보화 인프라 현황 및 수요를 반영하여 적

합한 모형을 도출하여 적용하였다. 개발된 ICT활용 시

범 교실 모형은 <Table 1>과 같다.

일반형은 교원 주도형 교육방식을 고려한 모델로 전

자칠판, 노트북, 전자교탁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수업이

가능하며 첨단 멀티미디어 장비를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첨단형

은 학습자 활동중심 교육을 고려한 모델로 모둠 학습형

교육 방식을 고려하여 개별학습자의 학습 몰입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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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위한 공간 모두 고려된 형태이다. 스튜디오형은

콘텐츠 중심 모델로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수

업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형태이다. 태양광형

은 태양광 솔루션을 이용한 자가 전력 공급 모델로 전

력이 부족하고 지역별 교육격차가 큰 국가를 위한 모델

이다.

일반형 태양광형

스튜디오형 첨단형

<Table 1> Model of building a pilot classroom using advanced ICT

첨단 교실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사용 대상에 따라 교

사용, 학생용, 공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리한 자

료는 <Table 2>와 같다.

대상 주요 기자재
교사 전자칠판, 전자교탁, 복합기, 의자, 캐비넷 등
학생 노트북, 태블릿PC, 책상, 의자 등

공통
무선AP, 서버, 스위칭 허브, 응용S/W, 노트북

보관함, 태블릿PC 보관함 등
기타

(인테리어)
전면 칠판, 측면 칠판, 후면 게시판, 창측

블라인드 등

<Table 2> Main equipment by target

성영훈 외(2018)는 SW교육 공간특성, 국내외 공간

구축 요구분석을 통해 SW교육 공간 구성원리와 구성요

소를 기반으로 SW교육 공간 구축모델을 제시하였다[9].

SW교육 공간 특성 분석을 위해 SW교육과정에서의 학

습공간, SW교육에 대한 공간 활용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SW교육 공간 구성원리에 따라 체험중

심, 문제해결 중심, 창작줌심의 공간 모델을 제시하였다.

최근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0년부터 인공

지능 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를 선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들 고등학교는 일반고에서 인공지능 분야 기초 교육

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운영

내용 중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은 기존 고정식 기자재와 PC 환

경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간의 정보교육실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생 중심 참여형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공간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라

온형, 헤윰형, 마루형의 세 가지 기본 모델을 도출하였

으며, 이를 정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구분 설명

라온형

즐겁다, 체험형

헤윰형

생각하다, 문제해결형

마루형

높다, 창작형

<Table 3> Creative&Convergence Information Education
Roo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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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의 정보교육 추진계획, 인공지능교육 선도학교 운영계획,

학교별 인공지능교육 선도학교 운영계획을 분석하였다.

둘째, 분석 내용은 교실 공간구축 계획여부, 1교당 예

산 금액, 구축 교실 수, 자체 예산 투입 여부이며 이는

17개 시·도 교육청 정보교육 추진계획을 분석하여 도출

하였다.

4. 연구결과

각 시·도 교육청의 정보교육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AI

융합교육실 또는 정보교육실에 대한 항목을 분석한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 2021년도 정보교육 추진계획이

공개된 지역은 총 14개로, 세 지역은 비공개이거나 홈페이

지에 추진 계획이 업로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7개 시·도는 교육부 추진계획에 따라 AI교육 선도학

교 운영계획의 AI융합교육실 및 AI융합교육 중심고등

학교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구축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 정한 AI융합교육실 구축 예산은

1교당 교실 구축 30백만원으로 전체 500개의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중 360개교에서 정보교육실을 구축하고

있다. AI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는 2020년 34교, 2021년

17교로 총 51교이며 준비기 1년동안 창의융합형 정보교

육실을 구축하게 된다. 대부분 지역의 AI융합교육실 구

축은 교육부에서 지정된 예산을 특별교부금 형태로 투

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의 경우 AI교육 선도학교의 AI융합교육실 구축을 인공

지능 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의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교

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별도의 미래교실공간을 대

상 학교 지정하여 추가로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는 인공지능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

기 발전 계획을 통해 AI 교실 구축 가이드라인 및 AI

기자재 보유 기준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지역 계획여부
예산

(1교, 백만원)
교실
수(교)

비고

서울 O 30 35 특교

부산
O
(첨단
미래교실)

160 6 자체

30 18 특교

대구 30 20 특교

인천 O 30 15 특교

광주

O
(미래형
SW교실
연계)

50 12 특교

대전 O 30 10 특교

울산 O
100 2 특교

30 7 특교

세종 O 80 2 특교

경기 O
100 2 특교

30 64 특교

강원
O
(예시)

30 20 특교

충북 O
80 3 자체

30 15 특교

충남
100 1 특교

30 23 특교

전북 O 30 14 특교

전남 30 30 특교

경북 O
62 8

30 28 특교

경남 30 30 특교

제주
O
(예시)

80 14 자체

30 7 특교

<Table 4> Information Retrieval Ability and Frequency
Questionnaire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융합교육실 구축과 관련하여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정보교육 추진계획을 통

하여 AI융합교육실 또는 정보교육실 구축에 관해 분석

하였다.



인공지능융합교육실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   325

첫째, SW교육 및 인공지능 융합교육 추진을 위해 교

육부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도 교육청

의 정보교육 추진계획에 AI융합교육실 구축 계획이 단

순하게 서술되어 있어 학교 현장의 교사가 교실 구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교육부 및 시·

도 교육청에서는 AI융합교육실 구축을 위한 상세 가이

드라인을 개발하여 AI교육 선도학교 및 AI융합교육 중

심고등학교 등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국 초중고 학교 수인 1만2,066개교에 비하면

신규 구축 교실 수가 크게 부족한 수치이다. 따라서, 정

부 차원에서의 정보교육실 확충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

으로 요구되며, 개발된 인공지능융합교육실 활용을 위해

서는 구축공간 모델에 대한 교수·학습 사례가 풍부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순히 공간구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축

된 공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계획

및 실행이 후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융합교육실 구축과 함께 노트북,

태블릿PC, 전자칠판 등 기자재에 대한 관리와 유지보수

계획이 필요하며 적절한 예산 책정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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