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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교육부는 최근 2025년부터 초중고에 인공지능교육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고 언론에서는 인공지능교육 도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실제 인공지능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교육 도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학습경험이 많은 교
사와 학습경험이 적은 교사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학습경험이 많은 교사는 인공지능교육 도입에 100%
찬성의 입장을 나타내었고 학습경험이 적은 교사는 80%가 긍정적 의사를 나타내었다. 학습경험이 적은 교사의
20%가 반대하는 원인 중에는 현재의 실과 교과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단원으로도 충분하다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
다. 학습경험이 많은 교사와 학습경험이 적은 교사 모두 적절한 교육시기로 5-6학년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교육시
수는 주당 1시간을 가장 적절한 시수로 보았다. 교과 구성 형식은 학습경험이 많은 교사의 75%가 소프트웨어교육
을 독립교과로 하고 그 안에 인공지능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선택하였고 학습경험이 적은 교사의 54%가 인공
지능교육을 독립교과로 하거나 소프트웨어교육을 독립교과로 하고 인공지능교육을 그 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선
택하였다. 교육내용의 선호도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기초, 인공지능 개념 원리, 인공지능 윤리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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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nistry of education recently announced to implement AI curriculum in elementary, middle school and highschool
from 2025 which will include programing, basic AI principal and AI Ethics, and the media is releasing articles that
have reservations on it. This study is focused on analyzing the perspective of elementary teachers - who are going to
be in charge of AI education - on the implementation of AI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and the teachers are div-
ided into two groups of ‘software-experienced’ and ‘software-inexperienced’ in relation to software training background.
The results showed that 100% of the ‘software-experienced’ teachers agreed on implementing AI education and 80% of
‘software-inexperienced’ teachers also showed positive perspective on it. Among the reasons that 20% of ‘software-in-
experienced’ teachers had negative perspective on AI education, it was highly rated that existing home economics sub-
ject covers fulfilling amount of software education. Both ‘software-experienced’ and ‘software-inexperienced’ teachers
chose grade 5 and 6 as the most appropriate age for software education and considered one class per a week as the
most appropriate amount of AI class. In terms of the subject format, 75% of the ‘software-experienced’ teachers chose
the idea that software education has to be an independent school subject which will include AI education. Also, 54% of
the ‘software-inexperienced’ teachers chose the ideas either AI education should be an independent subject or software
education should be an independent subject which will include AI education. The preference of the content of AI edu-
cation appeared in order of basic AI programing, principles of AI and AI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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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육에서 인공지능 적용은 교실 내에서 인쇄된 교과

서로의 학습이 아닌 학습자 개인에 맞는 디지털 자료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산 학습 도구의 지원과 학생

의 주도적 참여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시작이다[14].

교육현장에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10

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새

롭고 다양한 기술학습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교

사의 역할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도 있다[6].

교육부는 인공지능교육 준비를 위해 2015년부터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SW교육 연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

으며 2018년부터 3년간은 초등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교

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사업(SWEET)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유초중고에

인공지능교육을 도입하며 교육과정에는 프로그래밍, 인

공지능 기초원리,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 윤리를 담는

다고 발표하였다[9].

(Fig. 1) AI education in the revised curriculum

교육부의 발표에 언론보도는 이미 코딩교육을 경험했

던 학부모들 사이에는 인공지능교육 도입에 크게 기대

하지 않고 있으며[4] 교육부가 주관하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에 사기업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고 있다[8].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할 교사는 지금까지 잘못

된 소프트웨어 교육방식을 지적하고 앞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룹도 있지만[9] 인공

지능교육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부담감을 갖는 교사도

적지 않다. 또한 인공지능교육을 직접 담당할 교사의 확

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인공지능교육을 초등학교에 도

입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설문을 통해 알아보

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컴퓨터

교육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구분하여 인공지능교육의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본다. 특히 비전공자가 이해

하는 초등학교에서 인공지능교육이 필요한 이유, 교육시

기,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본다.

2. 관련 연구

2.1. 인공지능융합 교과

학교현장에서는 이미 여러 교과에서 인공지능을 적용

하는 수업을 시도하고 있다.

박영기[7]는 초등학생이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프로그

래밍하기 위한 교수학습 모델로 문제이해, 데이터 정리,

인공지능 모델 정하기, 프로그래밍, 보고서 작성의 5단

계로 구성된 모델을 제안하였다. 특히 프로그래밍 단계

에서는 학생 수준에 맞도록 복사하기, 변형하기, 창조하

기, 도전하기의 4개 과정으로 나누어 인공지능 프로그래

밍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신원섭[12]은 초등학교 과학교과에 인공지능을 적용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수도권지역 95명의 교사에게

설문한 결과를 분석하여 선호하는 수업적용 단원과 교

수학습 전략을 제시하였다. 교사는 학생이 직접 탐구하

기 어려운 지구와 우주, 운동과 에너지 단원에서 높은

수업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교수학습 전략은 자동화, 개

별화, 다양화, 협력화, 창의성 5가지로 교사는 교수설계,

수업실행, 평가 단계에서 이러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심재권[3]은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 원리

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개발

된 콘텐츠는 언어교육에서 문장의 정서를 판단하는 주

제를 선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속성을 수

집한 후 자동으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과정을 시각화 하

도록 구성되어 설계하였다.

이영호[2]는 초등학교 도덕 수업에서 ‘누구를 살릴 것

인가?’라는 주제로 수업 방법을 제시하였다. MIT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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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랩에서 만든 모럴머신[16]을 사용하여 트롤리 딜레마

를 간접 체험하고 선택 상황이 됐을 때 자율주행 자동

차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올바른지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2.2.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인식

한형종[1]은 초등학교 교사 69명을 대상으로 인공지

능교육에 대한 설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공지능

을 활용하는 교육은 인공지능 기술을 학습하는 것이 아

닌 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인공지능의 교육

적 활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학습내용, 학습자료,

인공지능 도구이고 인공지능 활용 교육은 학생의 학습

흥미를 높이고 수업 참여를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류미영[10]은 인공지능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을 분

석하기 위해 자체 문항을 개발하고 교사 151명을 대상

으로 받은 답변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여자

교사보다는 남자교사가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

며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

보다 인공지능교육이 초등학생의 창의성 신장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SW

연수 경험이 많은 교사일수록 인공지능 이해도와 교육

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박종향[5]은 초등생 337명, 중학생 234명, 고등학생

178명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교사역할 인공지능 기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응답

은 편리한 기술이며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교사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 60%가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권선아[11]는 대학교육에서 필수과목으로 확대되어

가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을 대학생에게 질문하고 337

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요약하면 우선 인공지

능은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편리한 기술이라고 89.6%

가 공감하였고 둘째 대학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대해

서는 51%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셋째 인공지능의

교수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63.2%가 부정적인 예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린드너(Lindner)[13]는 초중고 과정에서 인공지능교

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컴퓨터과학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설문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담당 교사는

언론의 인공지능에 대한 과장 보도 때문에 수업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수업에 응용하는 능력보다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 문화, 기술적 지식에 약간 더 큰 가치를 두

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담당교사는 여러 분야의 인공지

능교육 사례와 교육 도구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

로 분석하였다.

아마드(Ahmad)[15]는 2014년에서 2019년 6년간의 교

육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백서를 만들었다. 인

공지능은 학생의 교과별 채점과 평가, 학생 유지 및 중

퇴 예측, 정서 분석, 지능형 개인지도, 교실 모니터링 등

을 포함하여 교육에서 다양한 응용 분야를 제시하고 있

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교사는 인공지능의 교육지원,

학생관리 및 학급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tents of research
related
researches

target of
investigatio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5]

college students [11]

teachers [13][3][15][10]

contents of
investigation

recognition
of the use of AI

[3][11]

AI replaces teachers [5][11]

Necessity
of AI education

[10]

Ability of the teacher in AI
education

[13]

<Table 1> summary of related researches

현재까지 연구에서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것은 소수였다[3,10]. [10]에

서는 남교사와 여교사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차이를

보이며 소프트웨어교육 연수경험이 많은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와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연수경험에 따른 이해도 분석 외에 학부

과정과 대학원과정에서 컴퓨터교육과 관련된 전공을 하

지 않고 소프트웨어와는 비교적 거리가 있는 교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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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부적인 응답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학습경험이

많은 교사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그렇지 않은 교사와의

인공지능교육 도입에 대한 답변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특히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소프트웨어 학습경험이 적

은 교사의 인식을 교육시기, 교육시수, 교육내용으로 나

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

문 문항을 설계하고 교사들에게 질문지를 보냈으며 분

석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답변지를 선정하여 통계자

료로 활용하였다.

3.1. 문항 설계

(Fig. 2) Procedures of the survey questions

설문 문항 구성 방식은 (Fig. 2)와 같으며 자체 개발

하였으며 교육평가 전문가 1명의 자문을 받아 문항 구

성 단계와 문구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컴퓨

터교육에 대한 학습 정도를 확인하는 체크박스를 다양

하게 두어 소프트웨어 학습 경험이 많은 집단과 소프트

웨어 학습경험이 적은 집단을 구분하고① 인공지능교육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묻고②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어보도록 하였다③. 다음

으로 인공지능교육을 찬성하는 집단을 중심으로 인공지

능교육을 희망하는 학년과④ 교육시수에 대해 질문하고

⑤ 인공지능교육 교과 구성 방식에 대해 물어보았다⑥.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에 들어가면 좋을 학습주제를 중복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⑦.

3.2. 설문 대상

division number

in
relation to
SW

experienced 20

inexperienced 89

gender
male 42
female 67

age

30 or less 25
31-40 39
41-50 30

51 or more 15

area
Gyeonggi 60
Chungcheong 10
Jeolla 39

<Table 2> Summary of survey targets

수신된 답변지는 모두 130개이며 통계치로 사용할 수

있는 109개를 다시 선정하여 <table 2>와 같이 분석 대

상자를 구성하였다.

이중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학습경험이 많은 교사는

20명, 소프트웨어 학습경험이 적은 교사는 89명이며 남

교사는 42명, 여교사는 67명으로 구성되었다. 나이는 30

세 이하, 31-40세, 41-50세, 51세 이상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였으며 지역 구분은 연구기간 여건상 현

재 3개 지역으로만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설문분석에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학습경험이 많은

교사(software-experienced)와 학습경험이 적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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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inexperienced)를 구분하는 기준은 학부에서

컴퓨터교육과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

나 대학원과정에서 컴퓨터교육 관련학과 재학/수료/졸

업 또는 현재 인공지능융합교육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는 소프트웨어 학습 경험이 많은 교사로 간주하였다. 추

가적으로 최근 5년 내 소프트웨어교육 연수를 3회 이상

수료한 교사도 소프트웨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경

험을 축적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프트웨어 학습경험이

많은 교사에 포함시켰다.

4. 설문결과 분석

4.1. 인공지능교육 도입

(Fig. 3) position on the introduction of AI education

2025년 도입되는 인공지능교육에 대해 찬성 또는 반

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소프트웨어 관련 학습경험이 많

은 교사는 20명 모두 찬성하였다. 학습경험이 적은 교사

는 89명 중에 71명이 찬성하여 찬성 80%, 18명의 반대

로 20% 반대율을 보였다. 학습경험이 많은 집단과 학습

경험이 적은 집단은 유의수준(p <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찬성응답이 80%라는 의미는 언론에서

발표하는 인공지능교육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보다

는 초등교사의 대부분이 인공지능교육을 대체로 긍정적

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해외 연구기관과 언론에서 지적하는 인공지능

전공교사의 확보[13]와 사기업의 인공지능교육 참여[8]

등은 신중히 검토하면서 수정해 나가야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4.2. 찬성 vs 반대 이유

설문지에는 찬성하는 이유를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고

이 답변을 비슷한 주제끼리 묶어 보았다.

소프트웨어 학습경험이 많은 교사와 적은 교사의 찬

성 응답 전체 91개 중 찬성하는 이유를 적은 78개의 응

답을 대상으로 읽어가면서 중요용어가 나오는 메시지끼

리 그룹핑하고 같은 범주 내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최종

다섯 개로 그룹으로 나누고 대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었다.

(Fig. 4)에서는 4개로 그룹핑된 메시지를 높은 빈도를

보인 순서대로 보여준다.

(Fig. 4) reasons for agreement

가장 빈도가 높은 그룹을 이룬 찬성 이유는 ‘미래사

회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43건

55%로 가장 많았고 ‘시대적인 흐름이며 세계적인 추세

가 인공지능 교육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20건 26%로 두 번째로 많았다. 소수의 의견이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이 7건 9%, ‘새

롭고 다양한 분야를 접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

기 때문’이 6건 8%,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강대국이 돼

야 하기 때문’이 2건 3%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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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찬성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현재

기술의 향상 속도를 볼 때 학생들의 미래생활을 위해

인공지능교육이 꼭 필요한 교과목이라고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공지능교육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전체 18건이며

크게 세 그룹으로 범주화가 되었고 빈도차이는 크지 않

았다. (Fig. 5)에서는 반대하는 이유를 높은 빈도순으로

보여준다.

(Fig. 5) reasons for disagreement

첫 번째 반대 이유로는 7건 39%를 차지한 ‘현재 5-6

학년 실과교과에서 17시간 소프트웨어 교육하는 것으로

도 충분하다’는 의견과 다음으로 6건 33%를 나타낸 ‘중

요한 다른 분야도 있는데 인공지능을 추가하는 것은 성

급하다’는 응답이었다. 나머지 5건 28%를 보인 ‘현재 과

목도 많은데 더 추가하는 것은 학생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4.3. 희망 교육시기와 교육시수

인공지능교육 도입을 찬성하는 교사 91명에게 인공지

능교육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묻고 답변

한 결과는 (Fig. 6)에서 보여준다.

(Fig. 6)은 인공지능교육 도입을 원하는 교사 91명을

소프트웨어 관련 학습경험이 많은 교사 20명과 학습경

험이 적은 교사 71명으로 나누어 언제 인공지능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물어본 결과이다.

(Fig. 6) grade in need of starting learning

두 집단 모두 절반 이상이 5-6학년 시기에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변하여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

은 3-4학년에서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변하였

고 1-2학년에서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낮았다. 주목할 것은 학습경험이 적은 집단의 교사

는 3/4이상이 5-6학년이라고 답했고 학습경험이 많은

교사는 55%가 5-6학년이라고 답변하여 희망하는 교육

시기에 대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3-4학년과 1-2학년으

로 내려갈수록 학습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학습경험이

적은 교사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도 유의미한 차이(p < 0.05)를 보였다.

(Fig. 7) training hours per week

(Fig. 7)은 주당 학습 시수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을 보여준다. 소프트웨어 관련 학습경험이 많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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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학습경험이 적은 교사 모두 주당 1시간을 수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2주에 1시

간 수업하는 것을 선호하였는데 소프트웨어 학습경험이

많은 교사는 1주에 1시간 수업을 60% 선호하는 것에서

2주에 1시간 수업은 20% 선호로 큰 폭으로 낮아진 것

을 볼 수 있으며 학습경험이 적은 교사는 1주에 1시간

수업 44% 지지에서 2주에 1시간 수업은 42%로 감소폭

이 크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이 수치로 소프트웨어에 학습경험이 많은 교사 집단

이 그렇지 않은 교사 집단보다 인공지능교육의 필요성

을 더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10]의 연구에서 소프

트웨어교육 연수 경험이 많은 교사가 인공지능 이해가

높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1주에 2시간 수업 희망은 두 집단 모두 약 15%정도

나타났으며 1주에 3시간 수업 선호 비율은 학습경험이

많은 교사 중 1명만 응답하였다. 이것은 인공지능교육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부담이 된

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4.4. 교과 구성 방식

인공지능교육 도입을 찬성하는 교사에게 인공지능교

육 교과의 구성 형식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관련 학습경험이 많은 20명과 학습경험이 적은 교사 71

명의 답변은 (Fig. 8)에서 보여준다.

학습경험이 많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가장 높

은 비율로 선택한 방안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소프트

웨어 관련 학습경험이 많은 교사는 소프트웨어교육을

독립교과로 하고 그 안에 인공지능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75%가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인공지능교육을 독

립교과로 하는 방안에 나머지 25%가 선택하였다.

반면 학습경험이 적은 교사는 지금과 같이 실과교과

에 인공지능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가장 높은 비율

인 42%가 선택하였고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교육을

독립교과로 하고 그 안에 인공지능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41%가 선택하였으며 세 번째 인공지능을 독립

교과로 만드는 방안에 13%가 선택하였다. 첫 번째 방안

은 인공지능교육은 찬성하지만 현재와 같은 실과교과

형태로 진행되길 바라는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선

택한 방안은 모두 인공지능교육과 실과교과를 분리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개를 합한 비율인

54%의 학습경험이 적은 교사가 인공지능교육을 실과교

과에 포함시키는 방안보다 독립 교과로 새롭게 만들 필

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Fig. 8) AI education curriculum format

아주 소수지만 학습경험이 적은 교사의 4% 3명이 방

과 후 시간에 선택한 학생들에 한하여 교육하도록 하자

는 의견도 있었다.

4.5. 교육 내용  

인공지능교육 도입에 찬성하는 교사에게 준 마지막

질문은 교과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묻는 것이었다. 인

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개념원리,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기초,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응용 4개를 나열하고 교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항목을

중복 선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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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ntents of the AI education

(Fig. 9)는 소프트웨어 관련 학습경험이 많은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를 구분하고 않고 교육내용을 중복 선

택하도록 한 결과이다.

인공지능교육을 찬성하는 교사의 86%가 교육내용에

포함될 내용으로 프로그래밍 기초를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이것은 교사 대부분이 인공지능교육에서

프로그래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또한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가 74%, 인공지능 프

로그래밍 응용이 29%를 나타낸 것은 인공지능교육은

필요하지만 학생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쉬운 내용으

로 교과의 학습내용을 구성해야한다라는 교사의 요구로

도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2025년 초등학교에 도입되는 인공지능교육

에 대하여 초등교사의 인식을 분석해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과정에서 초등교사 109명을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학습경험이 많은 집단 20명과 학습경험이 적

은 집단 89명으로 구분하였으며 두 집단에서의 인공지

능교육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를 분석하였다. 또

한 찬성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시기, 교육시수, 교과

구성 형식과 교육 내용에 대한 응답을 추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프트웨어 관련 학습경험이 많은 교사는

초등학교에 인공지능교육 도입을 100% 찬성하였으며

학습경험이 적은 교사는 80%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찬

성 이유로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기 때문에’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학습경험이

적은 교사 20%의 반대 이유는 ‘현재 실과교과에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 교육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의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공지능교육의 시작시기를 묻는 질문에 학습경험이

많은 교사 55%와 학습경험이 적은 교사 77.5%는 5-6학

년으로 응답했다.

인공지능교육의 교육시수를 2주에 1시간, 1주에 1시

간, 1주에 2시간, 1주에 3시간 이상을 묻는 질문에 학습

경험이 많은 교사는 60%, 학습경험이 적은 교사는 44%

가 1주에 1시간을 가장 선호하였다.

교과 구성 형식을 묻는 질문에는 학습경험이 많은 교

사 75%가 소프트웨어교육을 독립교과로 하고 인공지능

교육을 포함하는 방안을 선택하였으며 나머지 25%는

인공지능교육의 독립교과를 선호하였다. 학습경험이 적

은 교사 54%는 인공지능교육을 독립교과로 구성하거나

소프트웨어교육을 독립교과로 하고 그 안에 인공지능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지지하였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관

련 학습경험이 적은 교사도 인공지능교육은 독립교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으로 볼 수

있다.

교과 내용 구성에는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기본

원리,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기초,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응용 중에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기초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학습경험이 적은 교

사가 앞으로 도입될 인공지능교육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한 자료로써 교수시수, 교과구

성방식 등을 설계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러나 현재의 질문지 분석 자료는 109건으로 제한돼 있

고 지역적으로도 3개 도에 한정돼 분석결과를 일반화시

키기에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대상

을 확대하고 분석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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