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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AI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머
신러닝의 개념을 지도하기 위한 초등 과학 AI 융합교육 프로그램’ 총 8차시를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교육
한 후, ‘AI 기술에 대한 태도, 과학선호도, 융합인재소양’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를 진행했
다. 각 요인의 정량적 변화는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한 상관분석 및 대응표
본 t-검정을 통해 교육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AI 기술에 대한 태도, 과학선호도, 융합인재소양’ 모든 요소
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요소에서 기술적 평균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AI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적으
로 유의미하며, 초등 정규 교육과정에 AI 교육 및 AI 융합교육이 도입된다면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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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AI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To this end,

the “Elementary Science AI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for Machine Learning" developed in previous re-
search were taught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fourth to sixth grades in eight times. The quantitative

changes of each factor were analyzed by R program, and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was analyzed by Pearson

correlation and paired samples t-test. As a result, there is a deep correlation between “Attitude to AI technology,
Scientific preference and STEAM Literacy" and technical average has improved in many factors. Therefore, AI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is meaningful in terms of education, and if AI education and AI convergence edu-

cation are implemented into the primary formal education curriculum, they will have a positiv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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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를 맞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속도와 폭은 앞으로 더욱

빨라지고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2월, AI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AI 강국으로 도

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AI 국가전략은 크게 3

대 분야 9대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대 분야 중 하

나는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로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체계 구축’을 세부 전략으

로 내세우며 AI 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을 제시하고 있

다[12]. 또한, 현 지식기반사회는 지식, 기술을 지닌 것

에 그치지 않고 감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1]. 그러

나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AI 융합교육

이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AI 기술에 대해 어렵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10].

어떤 사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때와 부정적일 때

에 그 영향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

으며, 그중에서도 기술과 관련하여 기술을 대하는 태도

에 따라서 기술과 관련된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AI 교육을 통해 AI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면, 학생들이 장차 해당

기술과 관련된 직업에 열망을 가질 수 있고, 그 기술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5][6]. 더불

어, 초등학생의 수준에서 AI 교육은 AI 적용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과학 교과와 융합하여 이루어져야 하지만, 관

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15].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과학 과목에 대한

초중등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

의 초중등 학생들은 최상위 수준의 인지적 성취를 나타

내지만, 정의적 성취에서는 최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인지적 성

취와 정서적 성취 간의 극심한 불균형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이공계열에 대한 낮은 선호도, 대학 졸업 이후

기업이 요구하는 창의·융합적 실무능력 부족 현상 역시

문제 상황이다[3].

반면, 초등교육 현장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를 통해 초등학교 5~6학년군의 실과 교과에서 소프트웨

어 교육을 17차시 이상 확보하도록 했으나, AI 교육을

도입하기에는 교육 시수가 턱없이 부족하다[11]. AI 교

육 시수의 확보와 초등 AI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AI 교

육과 여러 교과 간의 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

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4].

이재호 외(2020)에서는 ‘머신러닝의 개념을 지도하기

위한 초등 과학 AI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재호 외(2021)에서는 해당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

한 초등학생의 ‘AI 기술에 대한 태도’ 변화를 탐색하였

다[7][8]. 그러나 이상의 두 가지 선행연구에서는 AI 융

합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한 가지 요소의 변화만 탐색했

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I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AI 기술에 대한 태도, 과학선호도, 융합인

재소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각 요소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탐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AI 교육

AI 교육은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최근

부터 제시되고 있는 용어로, 아직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공통된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신승기(2019)의 정의를 수정·보완한 이재

호 외(2021)의 ‘AI 기술의 원리, 활용 방법을 알고 컴퓨

팅 사고력을 활용하여, AI 윤리에 맞게 실생활의 문제

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

으로 정의하였다[8][14].

2.2. AI 융합교육

본 연구에서는 이재호 외(2020)에서 정의한 ‘수학, 과

학과 같은 타 교과와 융합하여 AI 교육의 교수학습내용

과 요소를 지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7].

2.3. AI 기술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이춘식(2008)이 말한 ‘기술에 대한 태

도’를 AI 기술 내용에 적합도록 수정·보완한 이재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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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의 ‘AI 교육 또는 AI 융합교육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정의적 영역의 가치’로 정의하였다[6][8]. 구체적인

하위 요소는 금영충(2012)의 ‘기술적 태도’ 하위 요소 중

일부를 선정하여 ‘AI 기술에 대한 흥미, AI 기술의 중요

성과 영향, AI 기술과 학교 수업, AI 기술 관련 진로’로

구성하였다[2].

2.4. 과학선호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02)에서는 청소년 과학교육

의 지향을 묘사하기 위한 개념으로, ‘과학을 얼마나, 어

떻게 좋아하는가에 대한 마음의 상태’라고 정의했다. 한

국과학창의재단(2013)의 연구에서는 이와 함께 ‘과학선

호도의 향상’을 융합인재교육의 ‘정의적 성취 영역’에서

의 기대성과라고 정의하였다[3][13]. 본 연구에서는 위의

정의와 더불어 ‘과학 교과와 융합한 AI 융합교육의 정

의적 영역 기대성과’로 정의하였다.

2.5. 융합인재소양

본 연구에서는 최유현 외(2013)의 연구에서 정의한 ‘과

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와 더불어 AI 융

합교육을 통해 기를 수 있으며,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

할 때 필요한 융합적 소양으로 정의하였다[1].

2.6. 선행연구 분석

AI 교육과 AI 융합교육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이영호(2019)는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 인공지

능 교육이 학습자의 인공지능 기술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분석했으며,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 인공지능 기

술에 대한 접근 가능성, 학교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있어 유의미한 향상을 얻었다. 둘째, 이

성혜(2020)는 디자인씽킹 프로세스 기반의 인공지능 교

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했으며, AI의 가치 인식에 대

한 변화와 AI 효능감이 의미 있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셋째, 신원섭(2020)은 인공지능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전문가 타당도 검토과정을 거쳤으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효과성은 검증하지 못했다[9][10][15].

선행연구를 분석해본 결과, AI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한 후 적용한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태도, AI의 가

치인식, AI 효능감’의 긍정적 변화를 알아보았으나, 역량

적 요소에 대한 변화는 탐색하지 못하였고, AI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에서는 그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

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

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AI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AI 기

술에 대한 태도’ 뿐만 아니라, ‘과학선호도’와 같은 융합

한 교과에 대한 선호도와 더불어 ‘융합인재소양’과 같은

역량적 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각 요소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탐색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OO초등학교 4, 5, 6학년

을 대상으로 한 AI 융합교육 캠프에서 이재호 외(2020)

의 ‘머신러닝의 개념을 지도하기 위한 초등 과학 AI 융

합교육 프로그램’ 수업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구체적

인 교육 시기와 형태는 다음과 같다. 2020년 11월에 주

말 이틀 동안 비숙박 형태의 AI 융합교육 주말 캠프 형

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AI 융합교육 캠프에 참여한

20명의 학생 중 교육 프로그램 전체(8차시)와 사전, 사

후 설문에 모두 참여한 16명(4학년 6명, 5학년 7명, 6학

년 3명)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3.2. 실험설계

본 연구는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에 변화된 종속변수

를 검사하여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설계’를 사용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AI 기술에 대

한 태도, 과학선호도, 융합인재소양’ 등의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사전, 사후검사를 진행하였다. ‘AI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실험 처치로 개입하였으며, 실험 설계의 도

식을 정리하면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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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 X → O2

X: AI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O1, O2 : Pro-Post examination

(Fig. 1) Experimental design model

3.3. 검사 도구

3.3.1. AI 기술에 대한 태도 검사 도구

AI 기술에 대한 태도 검사 도구는 이춘식(2008)이 개

발한 기술적 태도 검사 도구를 토대로 금영충(2012)이

초등학생 수준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기술적 태도

검사 도구의 문항 일부를 AI 기술 내용에 적합하도록

수정했으며, 관련 전문가 3명의 검토를 거쳐 문항의 적

절성을 검증하였다. 문항의 수는 총 12개이며, 네 종류

의 하위 항목별로 3개씩 문항을 배정하였다. 하위 항목

은 ‘AI 기술에 대한 흥미, AI 기술의 중요성과 영향, AI

기술과 학교 수업, AI 기술 관련 진로’로 구성하였다.

3.3.2. 과학 선호도 검사 도구

과학선호도 검사는 한국과학창의재단(2013)에서 개발

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938로 높으며, 문항의 수는 총 18개, 리

커트형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에 대

한 호기심,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과학에 대한 가치

포용, 과학 학습에 대한 신념, 과학 관련 과제 실행 의

지, 과학 관련 진로 선택의지’의 6개 하위 차원이 있으

며, 문항은 하위 차원당 3문항씩 이루어져 있다.

3.3.3. 융합인재소양 검사 도구

융합인재소양 검사는 최유현 외(2013)이 개발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

는 .897로 높으며, 문항의 수는 총 21개, 리커트형 설문

으로 이루어져 있다. 융합인재소양에는 4개 영역이 있으

며, 구체적으로는 융합 5문항, 창의 6문항, 존중 5문항,

소통 5문항으로 구성된다.

3.4. 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에서 적용한 AI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이재호

외(2020)의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총 8

차시 분량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AI 융합교육 프

로그램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Session Stage The aims of the lesson

1-2 Concept
Finding AI in life.
Knowledge of AI

3-4 Unplugged
Knowledge of instructional and
unsupervised learning through AI

Unplugged activities.

5-6 Model To make machine learning models
by learning image data.

7-8 Ethics

Knowing the problems caused by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Knowing what ethics to follow when

using AI.

<Table 1> AI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Configuration

총 8차시의 교육내용 중 1~2차시는 개념 단계로서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찾아보고 다양한 인

공지능을 직접 체험하여 개념을 이해하는 수업이다.

3~4차시는 언플러그드 단계로서 과학과 성취기준의 학

습 내용과 융합하여 구성된 AI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5~6차시는 모델 단계로서 3~4차시와 마찬

가지로 과학과 성취기준의 학습 내용과 융합하여 구성

되었으며,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한 후, 엔트리 AI를 이

용하여 직접 AI를 제작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7~8차시

는 윤리 단계로 AI의 발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알아보

고 AI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내용을 다룬다.

학습 내용 중 융합하는데 이용된 과학 교과의 분야는

‘생명’이고 탐구 기능은 ‘분류’이다. 프로그램 구성은 학

년 군에 관계없이 동일하며, 구체적인 소재는 해당 학년

군에 적합한 내용으로 적용했다. 4학년 학생은 ‘[4과

03-01] 여러 가지 동물을 관찰하여 특징에 따라 동물을

분류할 수 있다.’의 성취기준과 융합한 소재를, 5-6학년

학생은 ‘[6과04-01] 동물과 식물 이외의 생물을 조사하

여 생물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의 성취기준

을 융합하여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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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연구 결과 분석 도구

‘AI 기술에 대한 태도, 과학선호도, 융합인재소양 검

사 도구’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에게 사전, 사후검사를 실

시한 후 측정된 정량적 값은 통계 및 데이터 분석을 위

한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인 R과 R을 위한 오픈소스

통합 개발 환경인 R-Studi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2. 대응표본 t-검정 분석 결과

4.2.1. AI 기술에 대한 태도 변화 분석 결과

실험 대상의 AI 기술에 대한 태도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R의 ‘t.test’ 함수를 활용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AI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의 AI 기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Factor
Pre
M(SD)

Post
M(SD)

t p Value

Interest in AI
technology

3.83(0.91) 4.48(0.65) -3.1826 .006**

Importance
and Impact of
AI Technology

3.94(0.78) 4.40(0.82) -3.2876 .005**

AI technology
and school
classes

3.42(1.09) 4.02(0.98) -3.0684 .008**

AI technology
related careers

3.13(1.08) 4.04(1.00) -4.2791 .000***

Total 3.58(1.02) 4.23(0.89) -5.3865 .000***
*p<.05, **p<.01, ***p<.001

<Table 2> Paired samples t-test result(AI)

위의 <Table 2>에 따르면, AI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AI 기술에 대한 태도의 하위 항목 중

‘AI 기술에 대한 흥미’는 평균 3.83에서 4.48로 상승했으

며, 유의 확률은 .006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AI

기술의 중요성과 영향’은 평균 3.94에서 4.40으로 증가했

으며, 유의 확률은 .005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AI

기술과 학교 수업’ 항목은 평균 3.42에서 4.02로 올랐으

며, 유의 확률은 .009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AI 기술

관련 진로’는 평균 3.13에서 4.04로 상승했으며, 유의 확

률은 .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

체 문항’의 평균은 3.58에서 4.23으로 올랐으며, 유의 확

률은 .00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 결과, AI 기술에 대한 태도의 모든 하위 요소

및 전체 평균의 기술적 평균이 상승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AI 기술에

대한 태도’의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거나, 전혀 알지 못했던

AI 기술에 대해 체험과 놀이, 실제 AI 모델 개발과 사회

적인 영향까지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AI 기술에 대한 태

도에 있어 유의한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4.2.2. 과학선호도 분석 결과

AI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과학선호도에 미치

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Factor
Pre
M(SD)

Post
M(SD)

t p Value

Curiosity about
science

3.81(0.83) 4.02(0.92) -1.215 .243

Interest in
learning science

3.40(1.00) 3.83(0.97) -2.727 .016*

Embrace value for
science

4.13(0.61) 4.33(0.47) -1.271 .223

Belief in Science
Learning

3.77(0.69) 4.40(0.61) -2.958 .010**

Willingness to
carry out scientific

tasks
3.50(0.84) 4.23(0.59) -3.291 .005**

Willingness to
choose a

science-related
career path

2.92(1.09) 3.60(0.85) -3.550 .003**

Total 3.59(0.63) 4.07(0.49) -4.313 .001***
*p<.05, **p<.01, ***p<.001

<Table 3> Paired samples t-test result(Science)

<Table 3>에 따르면, AI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한 학생들은 과학선호도의 하위 차원 중 ‘과학에 대한

호기심’은 평균 3.81에서 4.02로 상승했으며, 유의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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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43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 학습

에 대한 흥미’는 평균 3.40에서 3.83으로 증가했으며, 유

의 확률은 .016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

타냈다. ‘과학에 대한 가치포용’ 항목은 평균 4.13에서

4.33으로 올랐으며, 유의 확률은 .223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과학 학습에 대한 신념’은 평균 3.77에

서 4.40으로 상승했으며, 유의 확률은 .010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학 관련

과제 실행 의지’는 평균 3.50에서 4.23로 상승했으며, 유

의 확률은 .005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

다.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의지’는 평균 2.92에서 3.60으

로 상승했으며, 유의 확률은 .003으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문항’의 평균은 3.59에서

4.07으로 올랐으며, 유의 확률은 .001으로 유의수준 .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 결과, 과학선호도의 모든 하위 요소의 기술적

평균이 상승하였고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 학습에 대

한 신념’, ‘과학 관련 과제 실행 의지’, ‘과학 관련 진로

선택 의지’ 하위 요소 및 전체 평균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과학선호도의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해진

틀의 과학 수업이 아니라, AI와 융합한 내용으로 구성

된 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이 AI와 융합될 수 있

고, 과학 학습이 미래 AI 관련 학습, 진로와 관련이 있

다고 느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하위 요소

중, ‘과학에 대한 호기심’, ‘과학에 대한 가치 포용’ 하위

요소는 기술적 평균은 상승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이것은 융합한 과학 학습 내용이 학생들에게

호기심을 자아내거나 가치 포용 측면에서 감화를 제공

하진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후,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이 부분을 더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2.3. 융합인재소양 변화 분석 결과

AI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융합인재소양에

미치는영향을통계적으로분석한결과는 <Table 4>와같다.

Factor
Pre
M(SD)

Post
M(SD)

t p Value

Convergence 3.93(0.43) 4.32(0.58) -2.677 .017*

Creativity 3.36(0.93) 3.63(0.99) -1.757 .099

Caring 4.05(0.69) 4.34(0.69) -2.162 .047*

Communication 3.69(0.74) 4.09(0.64) -3.098 .007**

Total 3.70(0.59) 4.04(0.63) -3.355 .004**
*p<.05, **p<.01, ***p<.001

<Table 4> Paired samples t-test result(STEAM)

<Table 4>에 따르면, AI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한 학생들은 융합인재소양의 영역 중 ‘융합’은 평균 3.93

에서 4.32로 상승했으며, 유의 확률은 .017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창의’는 평균 3.36에서

3.63으로 증가했으며, 유의 확률은 .099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존중’ 항목은 평균 4.05에서 4.34로 올

랐으며, 유의 확률은 .05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소통’은 평균 3.69에서 4.09로 상승했으며,

유의 확률은 .007으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문항’의 평균은 3.70에서

4.04로 올랐으며, 유의 확률은 .004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 결과, 융합인재소양의 모든 하위 요소의 기술적

평균이 상승하였고 ‘융합’, ‘존중’, ‘소통’ 및 전체 평균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

으로 융합인재소양의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수준

의 학습 내용과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과학 교과의 성

취기준을 적용한 ‘AI 언플러그드 활동’과 ‘ AI 모델 제

작’ 등의 융합적 활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하위 요소 중, ‘창의’ 하위 요소는 기술적

평균은 상승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

것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독창적인 AI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제작한 AI 모델을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2.4. 대응표본 t검정 분석 결과 종합

대응표본 t-검정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결과, AI 융합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AI 기술에 대한 태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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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선호도, 융합인재소양’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질적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양적 분석과 더불어 개방형 질문과 교수자

의 관찰을 통해 학생들의 정성적 변화도 탐색하였다.

4.3.1. 개방형 질문지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질적 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나

타난 내용은 (Fig. 2, 3, 4)이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ig. 2) Student Answers to Open Questions 1

첫째, 위의 (Fig. 2)를 통해 학습자들은 막연하게 생

각했던 AI에 대해 자세히 알고 이해했으며, AI에 대한

지식을 확장함을 알 수 있다.

(Fig. 3) Student Answers to Open Questions 2

둘째, (Fig. 3)을 통해 학습자들은 AI 융합교육에 흥

미를 느끼며 참여하였고,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서 느낀

긍정적 경험을 토대로 AI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거나,

AI 관련 교육 참여에 참여하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얻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4) Student Answers to Open Questions 3

셋째, (Fig. 4)를 보면, 학습자들은 AI 융합교육 프로

그램의 여러 활동 중 ‘AI 언플러그드 활동’과 AI를 직접

제작하는 ‘AI 모델 제작 활동’에서 큰 흥미를 느낀 것으

로 나타났다.

4.3.2. 교수자의 관찰

교수자의 관찰을 통한 질적 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나

타난 내용 중 일부는 (Fig. 5, 6, 7)이며,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Fig. 5) Teacher's observation records(Student A)

첫째, 위의 (Fig. 5)를 통해 B 학생은 1차시 교육프로

그램 시작 전, ‘AI가 나중에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서

AI는 나쁜거에요’라고 말하며, AI 기술에 부정적인 태도

를 지녔으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AI 기술이

우리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네요.’라고 말

하는 등 AI 기술에 대해 점차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6) Teacher's observation records(Student B)

둘째, (Fig. 6)를 통해 B 학생은 1차시 교육 프로그램

시작 전, 과학을 좋아하는지 물은 교수자의 질문에 ‘싫

어한다’라고 답했으나, 8차시 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 과

학을 좋아하는지 물은 교수자의 질문에 ‘이제 좀 좋아진

것 같아요’라고 답한 것으로, 과학선호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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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acher's observation records(Student C)

셋째, (Fig. 7)를 보면, C 학생은 1차시 교육 프로그램

시작 전, 집중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에 흥미없는 모습

이었으나, AI 언플러그드 활동(과학 융합 활동)에 흥미

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아, 교육 프로그

램 내용 중 AI, 과학 융합 활동에서 강한 흥미를 느낀

것으로 보여진다.

4.3.3. 질적 분석 종합

질적 분석을 종합한 결과, AI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AI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으며, AI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심어줄 가능성이 있

다. 더불어, 학생들 중 일부는 수업 내용 중 AI 언플러

그드 활동과 AI를 직접 제작하는 활동에서 가장 큰 흥

미를 느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AI 기술의 긍정적인 면

을 학습하면서 AI 기술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뀜

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융합교육 프로그램 및 과학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던

학생이 언플러그드 활동, 모델 제작 활동 등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면서 과학 학습에 대한 선호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4.4.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측정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

로 분석하기 위해 R의 ‘cor.test’ 함수를 활용하여 피어

슨 상관계수를 이용한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초등학생의 AI 기술에 대한 태도, 과학선호도, 융합인

재소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Factor
Attitudes to

AI
Technology

Science
Preference

STEAM
Literacy

Attitudes to
AI

Technology

Pearson
Correlation 1

p Value 1

Science
Preference

Pearson
Correlation .725 1

p Value .001* 1

STEAM
Literacy

Pearson
Correlation .766 .857 1

p Value .001* .000* 1

*p<.001

<Table 5> Correlation between Attitudes to AI Technology,
Science Preference, and STEAM Literacy result

<Table 5>에 따르면, AI 기술에 대한 태도와 과학선

호도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 .725로 매우 높

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AI 기술에 대한 태도와 융

합인재소양은 .766, 과학선호도와 융합인재소양은 .857

로 이들 요소 또한 서로 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

음을 볼 수 있다.

AI 기술에 대한 태도와 과학선호도의 그래프는 아래

의 (Fig. 8)와 같다.

(Fig. 8) Correlation between Attitudes to AI Technology,
Science Preference.

AI 기술에 대한 태도와 융합인재소양의 그래프는

(Fig. 9)이다.



초등 AI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성 분석   479

(Fig. 9) Correlation between Attitudes to AI Technology,
STEAM Literacy.

과학선호도와 융합인재소양의 그래프는 (Fig. 10)으

로 나타냈다.

(Fig. 10) Correlation between Science Preference,
STEAM Literacy.

위의 (Fig. 8, 9, 10)를 통해 살펴보더라도 각 요소는

정적으로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AI 기술에 대한 태도와 과학선호도,

융합인재소양 간에는 높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며,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AI 기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과학 교

과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과학선호도가 높을수

록 AI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갖는다는 것을 보

여준다.

둘째, AI 기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융합인재

소양도 높으며, 융합인재소양이 높을수록 최신 기술인

AI 기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김을 알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융합

인재소양이 뛰어남을 보여주며, 융합인재소양이 뛰어날

수록 과학과 관련된 학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연구 결과는 교과 선호도나 기술에 대한 태도와

같은 정의적 영역과 융합인재소양과 같은 역량적 영역

이 서로 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AI 교육 및 AI 융합교육 교수 학습 설계에 있

어서 ‘융합하여 적용한 교과의 선호도’와 ‘AI 기술에 대

한 태도’, ‘융합인재소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이번 연구에서는 이재호 외(2020)에서 개발한 ‘머신러

닝의 개념을 지도하기 위한 AI 융합교육 프로그램’ 총 8

차시 분량을 초등학생에게 적용하여 ‘AI 기술에 대한

태도, 과학선호도, 융합인재소양’의 교육 효과성을 분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 16명

을 대상으로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를 적용하였

으며, 통계 분석 도구로는 R과 R-Studio를 이용하였고,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한 상관분석 및 대응표본 t검정

을 실시하여 통계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자 한다.

첫째, AI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의 AI 기술

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학생들이 어렵게만 느끼는 AI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고, AI 기술에 대한 학습 의욕을 높

여주며, 관련 기술에 대한 진로 열망 또한 높일 수 있

다.

둘째, AI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AI 교육과 융합하여

교육한 교과의 선호도인 과학선호도를 향상시킨다. 이

는 학생들의 과학 교과에 대한 학습 흥미, 과제 실행 의

지, 진로 선택 의지 등이 높아지는 것이므로, 학생들에

게 과학 교과를 교육하는데 있어서 정의적인 측면의 긍

정적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AI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의 융합인

재소양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킨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4

차산업혁명의 시대에 필요한 융합인재로서의 융합적 소

양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 ‘AI 기술에 대한 태도,

과학선호도, 융합인재소양’ 모든 요소 간에 유의미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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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가 있었다. AI 기술에 대한 태도와 과학선호도,

융합인재소양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AI

교육과정 및 AI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함

에 있어서 해당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머신러닝의 개념을 지

도하기 위한 초등 과학 AI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적으로 유의미하며,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AI 융합교

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경기도

OO초등학교의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만 진행되어 연구

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기에 표본의 대표성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향후 연구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AI 융합교육 프로

그램을 적용한 후 그 효과성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AI 교육 주말 캠프의 형태로 압축적

인 시간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따라서 정규 교육과

정 안에서 분절적인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초등 AI 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과와 융

합한 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사회적 시의성에 적합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

발하는 다채로운 주제의 AI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AI 융합교육 및 AI 교육 교수법, 교사 연수,

예비 교원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 AI 융합교육이 교

육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기 위한 요소를 탐색하고 개발

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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