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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목적을 지닌다. 최근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초등교사 69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 중다회귀분석, 의미변별척도를 활용하여 
초등교사들이 교육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교사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수업 시간 내 활동을 보조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는 문제중심학
습이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학습 내용, 학습 자료, 
인공지능 기기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활용 교육은 개별학습, 참여 촉진, 흥미 유발 등의 특성을 지닌다고 인식하였다. 
향후 최적화된 교육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수업 전략이나 모형 개발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인공지능, 인공지능 활용 교육, 테크놀로지, 초등교사, 인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analyze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f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Recently, interest i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increased in the field of education.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perception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using AI in education.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semantic differential meaning scale, 69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f using AI in education were analyzed. As a result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as 
perceived as most suitable method for assisting activities in class and for problem-based learning. 
Factors which influence the use of AI in education were learning contents, learning materials, and AI 
tools. AI in education had the features of personalized learning, promoting students’ participation, and 
provoking students’ interest. Further, instructional strategies or models that enable optimized 
educational operation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education, Technology, Elementary school teacher, Perception

*Corresponding Author : Hyeong-Jong Han(hjonghan@snu.ac.kr)
Received April 22, 2020 Revised   May 15, 2020
Accepted July 20, 2020 Published July 28, 202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7, pp. 47-56, 2020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0.18.7.047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7호48

1. 서론
초·중등 교육을 포함한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테크놀

로지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보다 증가하고 있다. 지능 정
보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동성을 지닌 모바일 기
술뿐만 아니라 특히, 인공지능을 포함한 새로운 테크놀로
지는 향후 교육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것이다[1-3]. 
인공지능은 컴퓨터 과학을 기초로 구현된 인위적인
(artificial) 산출물이며 컴퓨터가 인간과 유사한 통찰과 
이해, 판단과 행동 등의 이성적이고 지능적인
(intelligence) 사고 행위를 하는 기술적 특성을 지닌다. 
이는 의료, 산업 분야,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의 교육 
있어서 가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 중 하나이다[4].

이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근 교육에 있어서 인공지
능 기술의 활용에 대한 탐색이 시도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은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에게 개별화 학습을 가
능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온라인 학습 환경 혹은 학습을 지
원하는 플랫폼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가상의 에이
전트(virtual agent)는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도움과 안
내를 제공하여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5]. 대학의 경우 학
습자의 학사 관리나 지도, 상담에 있어서 일종의 튜터로
서 도움을 줄 수 있다[6]. 영어 교과를 포함한 언어 학습 
등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반 스피커의 활용은 학습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이나 도움 혹은 힌트를 제공하여 대화
형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7,8]. 진로설계에 있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의 활용은 학습자
의 특성에 맞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다[9]. 이 
외, 김갑수와 박영기(2017)는 초등학생 대상의 인공지능
을 활용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학습 모델
로 문제에 대한 이해, 데이터 준비, 인공지능 모델 결정, 
프로그래밍, 보고서 작성의 다섯 가지 단계를 제시하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0].

교육적 활용 이외에 의학분야에서는 환자의 진료비 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원일수를 예측하기 위한 모형
을 개발함에 있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모색
되고 있으며[11], 온라인 구인 정보 프로그램이나 플랫폼
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12]. 요컨대, 인
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주요 연구들
은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 탐색이 이
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상의 연구들도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거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탐색적 
연구나 개발 혹은 응용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초등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교육
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교사의 인
식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인공지
능에 대해 교사가 어떠한 인식을 지니며, 이의 활용에 대
해 어떠한 관점을 지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이에 최적화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 전략의 개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수업에 
활용하는 교사가 어떠한 인식을 지니는지를 확인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에 대
해 초등교사가 지니는 인식이 어떠한지를 종합적인 측면
에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이 지닌 의미에 대해 초등교사는 어
떠한 인식을 지니는가? 둘째,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에 
대해 초등교사는 어떠한 인식을 지니는가? 셋째, 교육에 
인공지능을 활용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
가? 넷째, 기존 교육과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차이에 대
해 초등교사는 어떻게 인식하는가?

2. 선행연구 고찰
2.1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필요성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일찍이 1956년 존 맥카시
(John McCarth)가 기계가 지닌 핵심적인 특성이 무엇
인지를 탐색하면서 처음으로 용어를 제안하였다. 사실 
상,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최근까지 인공지
능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은 인간과 유사한 지능적 사
고와 판단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볼 수 있
다. 이성적 판단을 통한 행동이 나타나기 위해 인공지능
은 외부의 시각이나 청각적 정보를 인식하며 목표 달성
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접근 방안이 무엇인
지를 분석하는 알고리즘(algorithm)을 포함한다[3]. 또
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지식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지능형 에
이전트 혹은 지능형 컴퓨터 시스템으로 고려되고 있다
[13,14].

향후 미래 사회에서는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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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보다 활발하게 활용될 것이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인공지능은 크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적 활용에 있
어서 학습자의 요구나 스타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개별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챗봇은 학습자가 지
닌 개인적 경험과 사전 지식의 수준 등에 따라 상이하게 
생성할 수 있는 학습자 질문에 대해 적응적으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15]. 인공지능 기술과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합적으로 활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 듀
오링고(Duolingo)는 학생들의 발음에 대해 개별적인 피
드백을 제공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16].

둘째, 협력 학습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지원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팀 구성을 가능하게 하며 팀별 논증 활동에 있어서 적절
한 질문을 제공한다[3]. 특히, 학습자가 지닌 학습 스타일
과 활동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는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은 팀 단위의 활동을 분석하여 학습
자 간 상호작용의 수준과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안내함으
로써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학습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이의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17,18].

셋째, 자동화된 평가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이며 용이
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평가 시스템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학습자
가 수행한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실시간 평가를 수행하
여 평가 결과와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19]. 교사는 
자동화된 평가 시스템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보면서 보
다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수업과 학습자를 관리할 수 
있다. 이 외, 교사의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 실제로 초등학교를 포함한 교육 현장에서 교사
는 교사로서 수행해야 할 본질적인 업무로서 교육뿐만 아
니라 교육 외 상담, 학사관리 등 여러 업무나 행정적인 처
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 경우 인공지능은 학생 관리나 일
반적인 수준의 상담을 하는데 활용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
을 줄이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2.2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대한 인식 
한편,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과 중요

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이 교수학습에 미치는 영향과 학
습 모델 혹은 방법의 탐색[10,20], 가상 에이전트의 개발
과 활용[5],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블록형 코딩 교육 프로
그램의 개발[21] 등 일부 몇 가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이의 활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현
재까지의 주요 연구들은 주로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접근과 인공
지능 기술이나 도구에 대해 학습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
하는지를 탐색하고 있다. 예컨대, Edward와 동료들
(2018)은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개별화된 학습을 보다 효
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교사들은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
용을 위해 전체적인 교육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역할, 적
절한 인공지능 도구의 선정과 이의 활용을 위한 설계, 학
습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것
으로 인식하였다[22]. 류미영과 한선관(2017)은 초등학
생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
기 위해 의미변별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똑똑하며 
정확성을 지니고 새로운 기술로 인식하고 있었다[23]. 또
한,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응답
한 학습자들이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도 많았으며 인공지
능을 활용한 교육을 희망하는 학습자들은 인공지능 기술
이 교육에 있어서 편리성과 인간 친화적이며 기술 진보
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박종향과 신나민(2017)은 인공지능이 교사
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기
술과 가상의 인공지능 교사에 대한 초·중·고등학생의 인
식을 비교 분석하였다[24]. 초등학생의 경우 인공지능을 
편리한 특성을 지닌 기술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중·고
등학생의 경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인공지
능 교사에 대해서 학습자들은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이지만 교사를 대체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소 부정
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냈다.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교육적 활용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교육을 운영하는 주체자로서 교사가 인공지능에 대
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이
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최적화된 교육적 활
동이나 수업 설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사의 요구
를 고려한 적합한 안내와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이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공지
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교사의 인식을 종합적으
로 확인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초등교사가 이를 어떻게 인
식하는지를 총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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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을 종
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초
등교사 71명이며 그 중 설문에 적합하지 않은 응답을 한 
2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69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
다. 참여 대상자들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 운영 경
험이 있는 대상자로 한정하였다. 남성은 20명, 여성은 
49명이 참여하였으며 총 69명 중 인공지능 관련 연수 등
의 교육을 받은 경험을 지닌 대상자는 15명이었으며, 그
렇지 않은 초등교사는 54명이다.

3.2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을 

활용하여 초등교사의 인식에 대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
다. 설문지는 크게 개인의 인적사항, 인공지능 기술에 대
한 인식,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운영 방
안, 인공지능을 교육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고려 요소, 기
존 교육과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대한 차이 인식으로 구
성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Category Items Number 
of item

Demographics Age, Gender, Training 
experience for using AI 3

AI technology Meaning of AI technology 3
Using AI in 

education and 
operation 

How to use AI in education, 
Subjects, Application tim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4

Considerations for 
using AI in 
education

Necessary factors to be 
actively operated, Contents to 

be focused on training, 
Educational factors affecting 

using AI in education
8

Difference between 
existing education 

and AI-based 
education

Perception of existing 
education, Perception of 

AI-based education
48

Table 1. Questionnaire composition

설문 기간은 2020년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었다. 수집된 설문에 대한 자료 분석 방법을 
연구문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이 지닌 의
미,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에 대해 초등교사가 어떠한 
인식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기술통계 분석이 이루어졌
다. 인공지능을 교육적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고려 요소 
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중다회
귀분석을 활용하였다. 그 중,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요소 확인을 위한 중다회귀분석 연
구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educational use of AI

기존 교육과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대해 초등교사가 
인식하는 차이에 대해서는 의미변별척도를 활용하였다. 
이는 특정 영역이나 대상 등에 대해 개인이 인식하는 느
낌이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서로 상반되는 형용사 쌍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25]. 형용사 쌍은 인공지능 및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특성
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초안을 구성한 후 교육공학 전
문가 1인의 검토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형용사 쌍
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Osgood과 동료들[25]이 제안한 
7점 척도(극도로, 매우, 약간, 이도저도 아닌, 약간, 매우, 
극도로)를 활용하여 세부적인 측면에서 느끼는 인식을 
확인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
해 프로필 차트(profile chart)로 시각화하였으며 기존 
교육과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위해 대
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 Statistics 23을 활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4. 연구 결과
4.1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식

첫 번째 연구문제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초등교사가 
인식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총 여섯 가지의 개념 요소를 도출하였다. 도
출된 개념 요소는 ① 공학, 자연과학, 교육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지식이 통합된 지능형 시스템, ② 인간과 유사한 
사고 혹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 ③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정보 및 자료를 처리하는 가시
적 형태, ④ 인간과 유사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공물, ⑤ 인간이 수행하는 지적 기능을 보조 혹은 도와
주는 로봇, ⑥ 여러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거나 계산해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그 중 인공지능이 지닌 의미
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특성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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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게 하였다. 이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Table 2와 같다.

Conceptual Meaning 1st 2nd 3rd
Intelligent system that integrates 
knowledge from various discipline

21
(30.4)

11
(15.9)

15
(21.7)

Computer system capable of 
thinking similar to humans

18
(26.1)

13
(18.8)

11
(15.9)

Visualized form processing 
information with computer programs

18
(26.1)

21
(30.4)

11
(15.9)

Artifacts that can interact like 
humans

2
(2.9)

10
(14.5)

8
(11.6)

Robot assisting intellectual functions 
performed by humans

8
(11.6)

10
(14.5)

18
(26.1)

Computer program that quickly 
analyzes a lot of information

2
(2.9)

4
(5.8)

6
(8.7)

Table 2. Mean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Unit: n(%)

도출된 총 여섯 가지의 개념 요소 중 대다수의 초등교
사들은 인공지능을 1) 공학, 자연과학, 교육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지식이 통합된 지능형 시스템, 2) 컴퓨터 프로그
램을 통해 다양한 정보 및 자료를 처리하는 가시적 형태, 
3) 인간이 수행하는 지적 기능을 보조 혹은 도와주는 로
봇 순으로 우선 응답하였다.

4.2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대한 인식
두 번째 연구문제는 인공지능을 교육적 활용함에 있어 

초등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먼
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교육 
단계와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확인해 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ype Response
Before class (preliminary) 13(9.1)

In class : Leading to deliver learning contents 1(0.7)
In class : Assisting to deliver learning contents 26(18.2)
In class : Leading to perform learning activities 7(4.9)
In class : Assisting to perform learning activities 52(36.4)

After class (review) 32(22.4)
Other than classes 

(Supporting administrative work) 12(8.4)
Total 143(100.0)

*multiple responses available

Table 3. Perception of educ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How to use in education

Unit: n(%)

초등교사들은 교육이 운영되는 세부 단계(수업 전, 중, 
후, 수업 외)와 방안(예습, 복습, 내용 전달 주도, 내용 전
달 보조, 활동 주도, 활동 보조, 행정처리) 중 교육이나 수
업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에 인공
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수
업 후 복습, 수업 시간 내 교사가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 
인공지능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순으로 적합하다
고 응답하였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교사를 완전히 대
체하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의 주요 주
체자는 교사가 된다는 점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교과목
과 한 차시 중 활용 시간의 정도에 대해 의견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4, Table 5와 같다.

Subjects Response
Korean 8(5.1)
Math 15(9.5)

Social / Ethics 42(26.6)
Science / Practical course 43(27.2)

Physical education 2(1.3)
Fine art (music / art) 14(8.9)

English 10(6.3)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14(8.9)

Integrated curriculum 6(3.8)
Safe life 4(2.5)

Total 158(100.0)
*multiple responses available

Table 4. Perception of educ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 Subjects

Unit: n(%)

Division Response
0-10% (0-3 minutes) 1(1.4)
10-20% (4-7 minutes) 26(37.7)
20-30% (8-11 minutes) 24(34.8)
30-40% (12-15 minutes) 13(18.8)
40-50% (16-19 minutes) 4(5.8)
50-60% (20-23 minutes) 0(0.0)
60-70% (24-27 minutes) 0(0.0)
70-80% (28-31 minutes) 1(1.4)

80% or more (more than 32 minutes) 0(0.0)
Total 69(100.0)

Table 5. Perception of educ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 time

Uni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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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과목 중 사회/도덕, 과학/실과 교과목에 인
공지능을 활용할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한 차시(40분)를 
기준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시간에 있어서는 전체 중 
10-20%(4분 이상∼8분 미만), 20-30%(8분 이상∼12분 
미만)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Table 6과 같이 강의식(2명, 
2.9%), 문제중심학습(43명, 62.3%), 협력학습 혹은 팀 학
습(22명, 31.9%), 토론식(2명, 2.9%)으로 나타나 문제중
심학습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Type Response
Lecture 2(2.9)

 Problem-based learning 43(62.3)
Collaborative learning or Team based learning 22(31.9)

Discussion 2(2.9)
Total 69(100.0)

Table 6. Perception of educ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Unit: n(%)

4.3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위한 고려 요소
세 번째 연구문제인 인공지능을 교육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크
게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요소, 연수 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
는 부분,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요소를 확인하였다. 

먼저,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
어지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는 인공지능 도구 활용을 위
한 교육 환경 구성(34명, 49.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였다. 예컨대, wifi망 구축, AI 스피커 활용 공간, AI 
스피커 전원 공급 공간 등의 환경적 공간이 필요한 것이
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이해 관계자의 관심, 
의지 및 열정(14명, 20.3%), 챗봇, AI 스피커와 같이 수
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인공지능 활용 도구의 다양화(14
명, 20.3%)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초등교사들은 수업에서의 인공지능 도구 활용을 위
한 표준화된 교재 개발(4명, 5.8%), 수업에서의 인공지능 
도구 활용에 대한 가이드(매뉴얼) 개발(3명, 4.3%)이 필
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위해 초등교사 연
수 프로그램 개발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지닌 의미를 포함한 인공지능 전반
에 대한 이해(9명, 13.0%),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대
한 경험과 성공 사례(21명, 30.4%), 인공지능 도구내용 
개발(예, 인공지능 도구의 내용 코딩)(4명, 5.8%), 인공지
능의 수업 활용에 대한 안내(35명, 50.7%)로 나타났다. 
요컨대, 인공지능을 수업에 활용할 때 필요한 수업 모형
이나 운영 전략 등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미치는 교육 요
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회귀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를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d
Standard 
error of 
estimate

Educational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781 .611 .599 .530

Table 7. Results of regression model analysis

본 회귀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F값 
51.736, 유의확률 .000으로 본 모형의 설명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의 독립변수들이 본 모형에 대해 
약 61%를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개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기여도와 통
계적 유의성을 확인해 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ype

Standa
rdized 
Coeffic
ients t p-

value
Multi-

collinearity

Beta Tolera
nce VIF

(Constant) - 4.456 .000 - -
Learning content .533 5.844 .000 .710 1.409

Educational 
materials .352 3.865 .000 .710 1.409
Skills for 

managing class .068 .641 .524 .642 1.557
Learning activity .176 1.656 .102 .617 1.622

Artificial 
intelligence device .321 3.752 .000 .816 1.225

Table 8.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인공지능을 교육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학습 내용의 적
합 수준, 다양한 교육자료의 활용 여부, 인공지능 기기 유
무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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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존 교육과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대한 차이 인식
기존 교육과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대해 어떠한 차이

를 지니는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형용
사 쌍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Table 9와 같으며 의미변별척도를 활용하여 이를 프로
필차트로 나타내면 Figure 2와 같다.

Fig. 2. Profile chart of difference between existing 
educ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기존 교육과 비교하여 볼 때, 초등교사들은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 새로운 교육의 형태로 인식하고 있으며 참
여를 촉진하고 흥미로우며 학습자 중심의 교육 등의 특
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표본 t 검증을 통해 기
존 교육의 특성과 비교하여 볼 때, p<.05 수준에서 내용 
중심-활동 중심, 동적인-정적인 형용사 쌍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좋은-나쁜, 효과적-비효과적, 친절한-
불친절한, 개인적-협력적, 상호작용 없는-상호작용 하는, 
유의미한-무의미한 쌍을 제외한 나머지 형용사들은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교육을 포함한 다

양한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미래사회의 
교육 현장에서 보다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고려되는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초등교사 인식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방안과 고려사항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의 초등교사들은 인공지능 기술 자체에 
대해서 공학, 자연과학 등의 다 학문적 지식이 통합된 지
능형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인공지능 활용 교육
에 있어서 수업 시간 내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이 가장 적
합하여 문제중심 학습이나 협력 혹은 팀 기반 학습에 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Adjective pair Paired difference t p-valueM SD
Good-Bad .10 1.23 .69 .494

Personalized-Uniformed 1.78 1.80 8.24 .000
Old-New -2.64 1.60 -13.7

0 .000
Anxious-Comfortable 1.22 1.90 5.32 .000

Promoting participation-
Impeding participation .72 1.82 3.30 .002
Effective-Ineffective -.07 1.69 -.36 .723
Professional-General .87 1.84 3.93 .000

Wise-Unwise -.59 1.60 -3.08 .003
Rigid-Flexible -1.74 2.06 -7.00 .000

Superficial-Deep -.88 1.95 -3.76 .000

Table 9. Paired t-test for difference between existing 
educ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education

Interesting-
Uninteresting 1.58 1.76 7.45 .000

Afraid-Not afraid .80 2.05 3.23 .002
Kind-Unkind .13 1.84 .59 .558

Technology centered-
Technology assisted 2.75 2.11 10.84 .000

Teacher centered-
Learner centered -1.52 1.89 -6.68 .000

Content centered-
Activity centered -.61 2.18 -2.31 .024
Passive-Active -1.36 1.41 -8.00 .000

Individual-Collaborative .45 2.35 1.58 .118
Not interactive-Interactive -.20 2.03 -.83 .410

Complex-Simple 1.38 1.61 7.10 .000
Emotional-Unemotional -1.19 2.18 -4.52 .000

Dynamic-Static .68 2.12 2.66 .010
 Across the subject

-Single subject 1.52 1.87 6.77 .000
Significant-Insignificant .12 1.61 .60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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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무엇보다 인공지능이 교육 현장에서 보조교사로
서 역할을 수행하여 교사의 활동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나타낸다.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초
등교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초등교사가 인공지능 
도구나 기기를 활용할 때 어떻게 학습을 촉진할 것인가
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초등교사의 활
동을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겠지만 초등교사는 학생들
의 활동에 대해 분명하고 건설적인 조언이나 피드백을 
포함한 스캐폴딩을 제공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야 한다.

둘째, 향후 인공지능이 초등학교 현장에서 보다 활발
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이 구축되어야 하며, 수업 모형, 교수 
전략 등의 개발과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기초 되어야 
한다. 특히, 교실 공간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다양한 테크
놀로지를 활용함에 있어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초등학교 현장에서 인공지
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 구획화, 이동이 가
능한 책상이나 걸상 등을 마련하여 인공지능의 활용과 
실제적인 학습 활동이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이상의 환경 조성과 함께 초등교사가 인공
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예컨대, 알
고리즘, 빅데이터, 기계학습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기초가 
되는 핵심 개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인
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해서 초등교사들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수업 전략이나 
모형 등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언급한 문제중심학습이나 팀이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
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인공지능의 효과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초
등교사들이 실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험에 대한 공유
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 교육에 대한 초
등교사들의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 공동체의 형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학습 공동체 
속에서 초등교사들은 서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학습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협력적 도제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를 확인해 본 결과, 교육 요소 중 학습 내용과 교육 자료, 
인공지능 기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
다. 이를 위해 초등교사들은 적절한 학습 내용의 선정과 
인공지능의 활용을 기반으로 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

는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인공지능 기기나 
도구에 대한 활용법에 따라 교육적 활용이 상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러 인공지능 기기에 대한 숙지
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초등교사들은 기존 교육과 비교하여 볼 때, 인공
지능 활용 교육이 개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참여 
및 상호작용이 촉진될 수 있으며 학습자의 흥미를 도모
할 수 있다는 등의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이
와 동시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이 여전히 새롭고 테
크놀로지가 중심이 되며 불안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서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걱정과 우려 또한 존
재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초등학생의 인지적 
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인공지능이 잘못된 답변을 하게 
되는 경우 적절하지 못한 개념 등을 습득하게 될 수 있
다. 또한, 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 인공지능
을 기반으로 한 가상의 에이전트는 학습자 개개인의 정
보나 학습 스타일, 선수지식 수준 등의 개인정보를 기반
으로 개별화 학습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업 전략 등을 설계함에 
있어 반드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보
다 최적화된 형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정
책이나 방안을 국가 수준에서 마련해야 하며 특히, 초등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학자, 인공지능 전문가, 교육부나 
교육청 관계자, 학습자 등 인공지능 활용 교육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참여적 설계
(participatory design)의 접근을 통한 의견 수렴이 반
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한 향후 연구를 제
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인식을 분석함에 있어 69명의 초등교사가 
참여하였다. 기초 연구로서 초등교사의 구체적인 인식을 
확인해 볼 수 있었지만 이는 일반화의 한계를 지닌다. 추
후 연구에서는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설문 등을 통해 추
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면담을 통해 심
층적인 내용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본 연구
는 초등학교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
였다. 인공지능은 향후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도 보
다 활발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지니므로 각 학교급별 교
사 혹은 교수자,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식을 분석하는 비
교 연구를 통해 차이를 확인하여 종합하는 연구가 이루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대한 초등교사 인식 분석 55
어져야 한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
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개발 연구를 수행해야 한
다. 구체적인 수업모형이나 전략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
에게 처방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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