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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국내의 관계 부처들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하여 선도국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예비 및 현직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현장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수업 콘텐츠를 설명하
고, 수업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수업의 내용과 초등교육 현장에 학생들이 직접 적용하고자 계
획하는 수업 아이디어를 분류하였다. 그 결과, 예비 및 현직 초등교사들은 인공지능의 기저 이론에 대한 깊이 있
는 내용보다는 초등교육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인공지능 교육 도구 중심의 실습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이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인공지능의 활용 역량도 배양될 수 있으므로,
이론 교육에 대한 학습 효과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이 향후 연구로써 필요함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키워드 :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교육과정, 초등교육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course to educate pre-service
and in-service elementary teachers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Junghee Jo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have established strategies for educating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with
large investments are actively implementing these strategies. With this trend, domestic ministries have made ef-
forts to establish national strategies to better educate students about AI. This paper presents the syllabus of AI
classrooms which has been developed and presented to pre-service and in-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for
their use. In addition, the AI education tools they particularly preferred and their future plans for utilizing them in
the elementary school classroom were investigated.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pre-service and
in-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strongly prefer lectures about AI education tools that can be immediately
applied in the classroom, rather than learning about the theoretical basis of AI. At issue, however, is that the
ability to utilize AI is usually based on a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theory. Thus, this paper suggests further
study to identify better pedagogical practices to improve students' understanding the theoretical basis of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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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여 다

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고도의 인공지능 교육 환

경을 구축하고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국내의

관계 부처들은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하

였으며 선도국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11]. 정부는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배우고 세대, 거주지, 직군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인공

지능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정책들을 검

토 중이다. 또한, 인공지능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학습

용 데이터의 대규모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14],

인공지능 R&D 신규사업 기획을 통해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예타 사업도 활발히 진

행 중이다[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부터 2025년까지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핵심인

재 10만 명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재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2020

년 9월부터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대학원을

설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각 대학은 인공지능 전문가

로 구성된 전임교원을 지속해서 확보하고 있으며 인공

지능 심화 및 특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차별화된

운영을 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총 12개의 대학이 인공

지능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933명의 석박사과정 학

생들이 재학 중이다[16]. 인공지능대학원의 졸업생들은

인공지능 선도학교의 컨설팅 및 소프트웨어 교육 장학

지원단으로 활동하며 인공지능 교육의 정책 개발자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초중등 교원 및 학부모

를 대상으로 강의를 통해 지식 전달의 역할도 맡을 예

정이며, 인공지능 융합교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학습공동

체를 구성하여 인공지능 교육을 교과별로 적용하고 활

성화하는 과제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 제작한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 연구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변화 속에서 국내 교육이 나

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9]. 보고서에 의하면,

인공지능 시대 교사의 역할은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통

해 지식 전달은 물론, 학생의 정서적인 측면까지 포함한

개별화 교육의 실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교

사 1인과 학생 1인으로 구성된 교수학습 환경에서 인공

지능을 포함한 다수의 교사와 학생 1인의 환경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사의 업무를 역할

별로 분류하여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가

증대되도록 구상하였다. 또한, 유아 수준의 인공지능 교

육 및 콘텐츠 개발, AI 교육 선도학교 확대, 학교 교육

에 프로그래밍 등 인공지능 교육 도입, 현직교사 대상

인공지능 융합 교육 역량 강화 등의 범국가적인 인공지

능 및 소프트웨어 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

여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교육부

는 또한 빅3(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분야와

더불어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

성하기 위해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TF를 설립하고

2025까지 7만 명 이상을 목표로 정책적, 경제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13].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예비 및 현직 초등교

사를 대상으로 질 높은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배영권

(2020)은 기존에 개발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인공지능

교육 영역 중에 핵심요소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

생의 수준에 따라 학습의 난이도를 조절하여 교육의 효

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2]. 허경(2020)은

엔트리를 활용한 초등 데이터 과학교육의 사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4], 손원성(2020)은 초등학교 고학

년 중심으로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소프트웨

어 교육 수업안을 연구하였다[21], 또한, 서성채(2021)는

인공지능 교육과 컴퓨팅 사고력이 연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한 학기 동안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한 후, 컴퓨팅 사고력 이해도를 분석하였다

[17].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예비 및 현직 초등교사들을 대

상으로 교육현장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수

업 콘텐츠를 설명하고, 수업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이 특

별히 선호하는 수업의 내용과, 초등교육 현장에 학생들

이 직접 적용하고자 계획하는 수업 아이디어를 분류하

고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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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2.1. 인공지능 연구 동향

인공지능 연구 분야의 역량에 따라 미래 국가 간 경쟁

력에도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를 확보

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의 인공지능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IBM,

Google, Microsoft, Facebook, Tencent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은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공동연구

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원천 기술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엘리먼트 AI에서 발간한 ‘2019 글

로벌 AI 인재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캐나다에만 인공지능 분야의 전체 인재의 약 72%가 집

중되어 있는 상황이다[3]. 특히, 미국은 인공지능 연구의

선도국중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약 1만295명의 인

공지능 분야의 인재를 보유하고 있고, 연구성과를 기준으

로 전 세계 대학의 인공지능 연구 역량을 평가했을 때

상위 10개의 대학이 모두 미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18]. 한국은 인공지능 연구의 양적인 측면은 우수

하나, 질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공지능선도 기업들과의

글로벌 연구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연구의 질적인 향상

을 도모해야 하고, 동시에 연구의 질적인 한계가 발생하

는 원천적인 요인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20].

2.2. 인공지능 교육 동향

인공지능이 가져온 변화는 연구영역뿐만 아니라 교육

영역에도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0년도 업무

계획을 통해 초중고 단계별로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기

준안을 발표하였다[10]. 이 안에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

육을 AI 교육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중심이 되어 AI 융합

교육과정 운영고를 34개교 선정하여 AI 교육 우수 모델

을 발굴하고 대학에는 AI와 빅데이터 등의 학과를 신설

하거나 증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제1차 정

보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의 목표, 추진 전

략 및 세부 내용 등을 발표하였다[12]. 이 계획에는, 초등

학교는 정보 및 인공지능 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것, 중학

교는 정보 수업 시간을 확대하는 것, 고등학교는 다양한

정보 관련 과목을 신설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현직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AI 융합 교육 대학원 과정

의 운영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최근 발간한 ‘Computing

Curricula 2020을 통해 본 미래 초·중등 SW·AI 교육의

방향’ 보고서는 2022년 초·중등 교육과정 전면 개정을 앞

둔 현재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반성적 접근을 통한 개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

고 있다[19]. 첫째, 초등학교에 ‘정보’ 과목 신설이 필요하

다는 점이다. 현재 초등학교는 별도의 ‘정보’ 교과가 없고

실과 교과 내에 일부만을 할애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구성하고 있으므로 매우 제한된 내용만을 다

루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초중등학교 ‘정보’ 과목에 인

공지능 내용을 편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인공지

능은 컴퓨터과학 내 한 영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공지

능 관련 기초내용은 초중등 정보과 교육과정에서 다루도

록 하고 심화적인 내용은 별도의 선택교과에서 다루도록

구성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셋째, 체계적인 내용 전달을 위한 충분한 수업 시수의 확

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초등학교는 5, 6학년 동안 총

17시간만 수업을 운영할 수 있어서 인공지능을 다루기에

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여 선도 국가들의 초등 인공지능

교육에 비해 국내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하

였다. 이에, 초등학교 교과목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충분한 수업 시수를 확보하여 인공지능 기초내용을 초등

학교에서부터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현재 교육

중인 ‘정보과학’ 또는 ‘정보’ 과목은 모태 학문인 컴퓨터

과학의 내용과 높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매우 협

소한 부분만 다루고 있음이 파악되었고, 이러한 원인 중

의 하나로 한정된 수업시간을 예로 들었다. 매우 적은 수

업 시수 내에서 관련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한계점을 극

복하기 위해서는 차기 교육과정 개선 과정에서 충분한

수업시간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 수업 콘텐츠는 예비

초등교사와 현직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콘텐츠

의 전반부에는 인공지능의 이론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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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부에는 초등학생들도 쉽게 체험해볼 수 있는 웹 기

반의 인공지능 교육 도구들의 활용 방법으로 구성하였

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수업 콘텐츠는 예비초등교사 집

단인 교육대학교 학생 30명과 현직초등교사 집단인 인

공지능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사용되

었다. 각각 총 15차시 분량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종강후에 학습자들의 소감문을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

였다.

4. 인공지능 수업의 설계 및 콘텐츠

4.1. 인공지능의 이론 

본 연구에서는 예비 초등교사와 현직 초등교사를 대

상으로 인공지능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수업 콘텐츠

를 작성하고 이를 적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규환

(2021)은 기존에 행해진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연구에

대해 인공지능의 핵심 이론에 관한 개념 연구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의 학습방법은 지도학

습의 분류방법을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인공지능의 학습방법을 전체적으로 교육하기에는 부족

한 측면이 있다고 제언하였다. 이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

에서는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부터, 머신러닝의 지도학

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그리고 딥러닝의 개념을 포괄

하는 수업안을 설계하되, 알고리즘에 대한 깊은 사고의

경험이 없는 교육대학 학생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습

자의 이해도 및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

토리텔링을 위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한 예로, 대중적인 아이템 중의 하나인 ‘빵’을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학생들에게 발문하였다. “어느 날 철수

는 온라인 빵집에서 커피 우유와 초코빵을 샀습니다. 다

음날 같은 온라인 빵집에서 영희는 철수가 구매한 것과

같은 커피 우유를 샀습니다. 이때 이 온라인 빵집이 영

희에게 초코빵도 함께 구매하지 않겠냐고 추천했다면

이 빵집은 인공지능의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자칫 흥미를 잃기 쉬운 이론 수업에서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에게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없는

‘빵’이라는 주제를 이용하여 학습 과정에서 긴장감을 완

화하고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고자 한

것이다.

김광열(2009)은 초등 프로그래밍 교육의 어려움을 극

복하여 학습자의 적극적인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기 위

한 수단으로 스토리텔링을 도입하였다. 그러한 결과, 단

순 코딩이나 문법적 지식 습득에 치우치는 학습으로 학

습자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던 기존의 초등 프

로그래밍 교육을 개선하여 학습자가 관심을 가지고 참

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학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7].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인공

지능 수업 콘텐츠에서는 스토리텔링 형식을 도입하여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개념, 머신러닝의 정의와 종류, 딥

러닝의 정의와 동작 원리, 인공지능/머신러닝/딥러닝간

의 관계,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를 전반적으로 설명하였

다. 단,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동작 원리와 같은 이론 수

업을 위해서는 미분, 선형대수학, 확률/통계와 같은 인

공지능을 위한 핵심수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수반되어

야 한다. 그러나, 교육대학은 이러한 배경 지식을 익히

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확

률/통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온라인 빵집의 스

토리를 확장하여 개념을 설명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수

업에 참여하여 토의를 통해 인공지능/머신러닝/딥러닝

간의 관계 및 특징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정리하도록

유도하였다.

4.2. 인공지능의 실습 

초등교육 현장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한 보편적인

방법이 체험과 놀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
해 생소한 학생들에게 난해한 이론 교육을 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소개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중점을 둔 교육

을 하는 것이다[8].
인공지능 교육 도구는 (Fig. 1)과 같이 Quick,Draw

(퀵드로우), AutoDraw(오토드로우), DeepDream(딥드

림), Sketch-RNN, 머신러닝포키즈(Machine Learning
for Kids), 그리고 티쳐블머신(Teachable Machine)을 선

정하였다. 선정 기준으로는 사용의 용이성, 초등 수준의

적합성, 교육현장에서의 사용빈도, 사용자 친화적 인터
페이스 등을 고려하였다. 특히, 머신러닝포키즈와 티쳐

블머신은 IBM과 구글에서 각각 개발한 대표적인 인공

지능 교육 도구로써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생성하며, 생성된 인공

지능 모델의 정확도를 직접 테스트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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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ick, Draw (b) AutoDraw

(c) DeepDream (d) Sketch-RNN

(e) Machine Learning for Kids (f) Teachable Machine

(Fig. 1) Web-based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Tools

머신러닝포키즈는 텍스트, 이미지, 숫자, 소리를 인식

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생성할 수 있고, 티쳐블머신은 이

미지, 소리, 포즈를 인식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두 도구 간의 기능 및 성능의 비교가 가능

하다. 특히, 머신러닝포키즈는 여러 교과목에 활용 가능

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난이도로 개발이 가능하여 초중

고를 포함하여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이 사항은, 웹 기반의 인공지능 교육 도구를 활용

하여 실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업 전반부에서 학습

한 인공지능의 이론 내용을 리마인드 하도록 수업을 설

계하였다. 예를 들어, 수박과 호박의 이미지들을 수집하

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둘을 구별하는 머신러닝 모델

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테스트 이미지를 이용하

여 머신러닝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하도록 하였다. 모델

이 정확하게 구별한다면 머신러닝이 도출한 수박과 호

박을 구별하도록 하는 특징 정보가 무엇일지(예: 줄무늬

의 모양) 토론하도록 하고, 모델이 잘못 분류한다면 오

류를 발생하도록 하는 원인(예: 비슷한 모양과 색깔)을

추론하여 토론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머신러닝 모델

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놓고 학습자들끼

리 다양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여 데이터의 양적인 측면

과 질적인 측면이 가지는 의미를 스스로 인지하도록 구

성하였다.

5. 연구 결과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2)

는 예비초등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졸업 후 초등학교에

임용되었을 때, 수업을 통해 습득한 인공지능 관련 지식

을 구체적으로 어떤 초등 교과목에 적용하고자 하는지

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Fig. 2) Preferred elementary subjects to integrate
artificial intelligence

학생 개인당 선호하는 교과목의 선택은 복수개를 허

용하였으며, 17%(5명)의 학생들은 특정 교과목명을 명

확히 밝히지 않고 추상적으로 답을 하여서 제외하였다.

가장 많은 학생이 선호하는 교과목은 ‘미술’로 조사되었

으며(33%, 12명), 도덕과 체육은 극소수(3%, 1명)의 학

생들만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많은 학생이 미술

을 선호하는 이유는 많은 수의 웹 기반의 인공지능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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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도구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이를 교

과에 활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으로 추측된

다.

(Fig. 3) Preferred tools to educate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Fig. 3)은 예비초등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수업을 통

해 습득한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도구 중에서 미래에

초등수업에서 반드시 한 번쯤은 활용해보고 싶은 도구

를 선정하도록 하여 수집한 결과이다. 학생 개인당 선호

하는 인공지능 교육 도구의 선택은 복수개를 허용하였

으며, 13%(4명)의 학생들은 특정 도구 명을 명확히 밝

히지 않고 추상적으로 답을 하여서 제외하였다. 가장 많

은 학생이 선호하는 인공지능 교육 도구로는 ‘딥드림’으

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24%, 9명), 소수의 학생은 엔트

리와 확률(3%, 1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

장 대중적인 인공지능 교육 도구인 머신러닝포키즈는

딥드림을 이어서 두 번째로 선호하는 도구로 선정되었

다(16%, 6명). 딥드림은 전체 15차 시중에서 1차시 분량

으로만 수업을 진행했지만, 머신러닝포키즈는 4차시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딥드

림을 선호한 이유는 머신러닝포키즈의 가입 절차, IBM

Cloud의 가입절차, 그리고 머신러닝모델을 생성하기 위

한 API Key의 등록 절차가 주는 복잡함과 불편함이 주

요 원인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딥드림은 가입절차도 간

편하고 특정 이미지를 입력하면 유명 화가의 화풍이 적

용된 이미지로 변환되고 선택한 스타일에 따라서 기이

한 그림을 생성해 냄으로써 학생들의 직관적이고도 즉

각적인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높은 선호도의

주요한 원인으로 추측된다.

(Fig. 4) Preferred projects to educate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Fig. 4)는 선호하는 인공지능 교육 도구로 머신러닝

포키즈 또는 티쳐블머신을 선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텍스트, 숫자, 사운드, 포즈의 항목 중에서 향후

초등수업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활용해보고 싶

은 프로젝트를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가장 많은 학생

이 선호하는 프로젝트는 ‘텍스트’ 인식으로 조사되었으

며(40%, 4명), 숫자 인식을 선호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텍스트 인식을 가장 많이 선호한

이유는 데이터 수집 절차가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하여

비교적 쉽고 간편하면서도 다양한 종류의 흥미 있는 응

용 프로그램의 제작이 가능함으로 추측된다. 숫자 인식

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텍스트나 이미지, 사운드에 비

하여 개념이 직관적이지 않고 이를 활용하는 응용 프로

그램의 예제도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해 소수이기 때문

으로 추측된다.

(Fig. 5)는 현직 초등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

를 통해 개발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수행한 인공지능 수

업에서 가장 유용했던 부분에 대한 의견을 설문을 통해

수집한 결과이다. 의견은 별도의 형식이 없고 글로 자유

롭게 작성하도록 하였고, 설문의 내용을 분류하기 위해

키워드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키워드 분석은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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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특정 단

어들의 빈도 분석이 있다[1][5][6].

(Fig. 5) Results of evaluating the positive
asp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classes

본 연구에서는 빈도 분석을 이용하여 설문의 응답에

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결과를 분류

하였다. 일부 학생들은 설문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추

상적인 답을 하여서 제외하였다(11%, 2명). 설문의 결

과, “인공지능 도구의 실습”이 1위로 가장 많은 학생이

유용하였다고 의견을 모은 부분이었고(63%, 17명), 그

뒤를 이어서 “현장에 활용 가능한 내용”이 2위로 조사

되었다(22%, 6명). 그리고, “향후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

성 설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3위로 선정되었으며

(11%, 3명), “인공지능의 이해를 돕는 동영상”이 4위로

조사되었다(4%, 1명). 특히, 인공지능의 이론 수업에 대

한 의견은 거의 없었고 교육용 도구를 활용한 실습수업

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종류도 다양했

다. 추가로, 학생들과 대면하여 의견을 수집해본 결과,

초등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교육 도

구 들을 대상으로 실습을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의

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이론 습

득보다는 초등교육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실습 위주의

수업을 기대함을 반영한다.

6.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

공지능의 이론 교육에 있어 단방향의 지식 전달 방법에

비해 스토리텔링 기반의 토론 위주의 양방향 전달 방식

이 학습자들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

한 스토리텔링 기반의 교수법은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개념 정도를 전달하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모태 학문인

컴퓨터과학에서 다루는 인공지능의 핵심 이론을 심도

있게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예비 초등교사

들은 초등 교과목 중에서 ‘미술’과 같이 인공지능 교육

도구를 이용하여 초등교육에 쉽게 접목이 가능한 초등

교과에 인공지능 개념을 융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

향이 있었다. 또한, 머신러닝포키즈와 같이 가입 및 등

록 절차가 있는 도구보다는 딥드림과 같이 간편하지만,

초등학생들의 흥미를 직관적으로 끌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도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현직 초등

교사들은 인공지능의 기저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

보다는 초등교육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인공지능 교육

도구 위주의 실습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초등교사들의 선호도를 수업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는 강의 콘텐츠에 이론보다는 실습에 대한 비중을 높게

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이 되는

컴퓨터과학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 없이 반복적인 실습

만으로는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에 가

까워질 수 없으며, 나아가 교사들이 지식의 전달자 역할

을 넘어서서 초등교육에 본인이 직접 인공지능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편, 학습자들의 기대와는 관계없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론적인 지식을 무게감 있게 다루고자 한다면 많은 학

습자가 교육과정에서 흥미를 상실하고 도태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럽에서는 초중등부

터 컴퓨터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먼저 체계적으로 충

분히 학습시키고, 다른 학문과 컴퓨터와의 융합 분야를

그 후에 학습시키는 두 단계 전략을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서는 국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등교육 시기부터 충

분한 시수를 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부

터 체계적으로 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 과

제로는, 인공지능의 이론을 깊이 있게 다루는 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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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의 흥미를 고취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고 이

를 활용하여 검증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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