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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중등 학생 대상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전 연구에서 개발한 
K-12 대상 인공지능 교육체계를 기반으로 설계한 교육 프로그램은 실생활의 문제 중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주요 주제로 선정하여 총 12차시로 구성하였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교육의 효과성 분석과 수업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인공지
능 효능감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수업 만족도는 교육 내용, 수업에 대한 재미, 수업의 난이도,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 등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등 학생 대상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
였다.
주제어 : 인공지능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중등 학생, 자율주행 자동차, 엔트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AI education program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to help 
understand AI and to provide an experience of solving real-life problems by using AI, an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The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AI education system for K-12 
developed in the previous study was composed of a total of 12 lessons by selecting the self-driving cars, 
which is emerging as a recent issue among real life problems, as the main topic. Classes were 
conducted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who had experience in software educ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class satisfaction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understanding of AI and the sense of AI efficacy were improved, and the class 
satisfaction was high in all items such as educational content, fun in class, difficulty of class, and 
interest in AI.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AI education for secondary students were 
proposed.
Key Words : AI education, SW education, Secondary school students, Self-driving cars,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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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기존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장하여 인공지능 
중심 교육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미국은 AI4K12, 
AI4All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초·중등 과정에서 인공
지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소양 교육과 인공
지능을 활용한 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융
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1]. 중국의 ‘쯔롱 X 계획’에는 
인공지능 실험 교재 편찬, 인공지능 교육 및 실험 플랫폼 
개발, 그리고 다수의 인공지능 실험 기반 학교 및 사례 
작성이라는 세 가지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유
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와 직업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교
과서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한 
시범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2]. 일본은 ‘AI 전략 
2019’에서 디지털 사회의 기초 지식으로 ‘수리,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을 전 국민이 갖춰야 할 소양으로 보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과학, 수학, 데이터과학, 인공지능
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입시에 ‘정보 Ⅰ’을 채택하는 대학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있다[3]. 영국은 ‘상원 인공지능 특별위원 보고
서’에서 초등 단계부터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하며 관련 
교사 확충 등을 권고하였다[4].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
에서 초·중·고 학생의 컴퓨팅 사고력 강화를 위해 SW·AI 
커리큘럼을 재편하고 교육 시수 확대 및 필수교육으로 
확대 편성할 것을 제안하였다[5]. 김갑수 외(2020)가 발
표한 차세대 소프트웨어 교육 표준 모델은 지식 영역의 
하위 영역으로 ‘인공지능과 융합’을 추가하여 기초적인 
데이터 과학 및 인공지능의 개념, 로보틱스 분야의 내용
을 담고 있다[6]. 또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전 국민 디
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전국민 AI·SW교육 확산 방
안’에 따르면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여 창의·융합형 역
량을 지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교육을 
AI·SW 중심으로 전환하고 차기 교육과정 개편 시 수업 
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초등 5~6
학년은 AI·SW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4차 산업혁
명에 대비한 필수역량을 함양하고, 중학교는 정보 수업 
시간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AI·SW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
다. 고등학교에서는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 
‘데이터과학’ 등 다양한 과목을 신설하여 학생의 진로·진
학 설계에 따라 심화학습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
이다[7]. 이와 함께 인공지능 교육을 초·중등 학생에게 

적용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인공지능 교과
서 및 부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에 보급하여 수업 교재로 
활용될 계획이다[8].

위와 같이 최근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
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소
양 교육으로써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이때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실생활의 문제 
중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주제
로 선정하여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그
리고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적용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과 인식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분석과 수업 만족
도 분석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관련 연구

최근 초·중등 대상의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류미영 외(2019)[9]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딥러닝 개
념 학습을 위한 9차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습자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유익성, 흥미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영호(2019)[10]는 
Machine Learning for Kids(이하 ML4K)를 활용한 4
차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인공지능이 초등학생의 기
술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인환 외
(2020)[11]는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로봇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설
계하고 초등학교 영재학급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설문을 진행한 결
과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인공지능 교육의 효과 등 모
든 설문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김한성 외(2020)[12]는 Teachable Machine(이하 
TM )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개념과 원리 및 데이터 편향
성에 대해 이해하고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 알고리즘의 
목적성을 체험하도록 했다. 또한, 웹 기반 최신 인공지능 
시스템을 체험해보고 인공지능이 미래 사회에 미치는 영
향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개발
된 프로그램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AI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와 수업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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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혜(2020)[13]는 디자인씽킹 프로세스 기반의 인공지
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박 2일간 중학생을 대상
으로 적용하고 AI 가치 인식의 변화, AI 효능감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스스로 인공지능 문제를 탐색하고 
인공지능 교육용 플랫폼인 ML4K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
결해나가는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
하였다. 

García 외(2019)[14]는 스페인의 교육 기관인 INTEF
에서 제공하는 기계학습 비디오 자습서 시리즈를 활용하
여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계학습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고등학
생 수업에서는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하여 LED(전등)과 
컴퓨터 쿨링팬(선풍기)를 설치한 방의 모형을 만들고 앱
인벤터와 ML4K를 사용하여 가상 비서의 모바일 버전을 
개발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Chung 외(2020)[15]는 온
라인 여름 캠프를 통해 4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ML4K와 레고 마인드스톰 EV 로봇, 스크래치3을 
결합하여 텍스트, 숫자, 소리, 이미지 및 비디오 데이터
를 인식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실습 활동을 통
해 머신러닝 개념을 소개하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레고 EV3와 함께 ML4K를 사
용하는 것은 적합하였고, K-12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
며 머신러닝, AI, 컴퓨터 과학 및 STEM에 대한 참가자
의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진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학생
들은 머신러닝 캠프 경험이 코딩, 과학, 기술, 엔지니어
링 또는 수학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
는 인공지능 교육은 대부분 TM이나 ML4K와 같은 인공
지능 교육용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었다. TM은 프로그래
밍 없이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도
구로 체험 교육에 주로 활용되었다. 스크래치 기반의 
ML4K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는 
교육에서 활용되었다. 둘째, 인공지능의 개념이나 실습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윤리를 강조하는 교육 사례도 있
었다. 셋째, 로봇과 같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의 개념, 인공지능을 활
용하여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는 경험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 교육까지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
고자 한다. 특히, 실생활의 문제 중 학생들에게도 친숙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2 K-12 대상 인공지능 교육체계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개발한 K-12 대상 인공

지능 교육체계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설
계하고자 한다. 개발된 K-12 대상 인공지능 교육체계는 
Fig. 1과 같다. 4단계의 수준별 그룹인 Play(놀이), 
Problem Solving(문제해결), Product Making(제작), 
Project(프로젝트)를 정의하고 각 그룹별 인공지능 교육
의 핵심개념을 도출하였다[16].

Fig. 1. AI Education System

Play 단계는 유치원에서부터 전 학령의 학생 중 인공
지능을 처음 경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인
공지능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며, Problem Solving 
단계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
능 개념과 블록형 프로그래밍 기반의 인공지능 교육용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해보는 교육이다. 
Play 단계와 Problem Solving 단계는 초중등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 소양으로써 인공지능 교육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AI 소양’이라는 카테고리로 그룹화하였다. Product 
Making 단계와 Project 단계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AI 개발’이라는 카테고
리로 그룹화하였다. Product Making 단계는 인공지능 
핵심 알고리즘과 그 근본이 되는 수학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모델을 직접 개
발해볼 수 있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Project 단계
는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고 싶은 학생을 대상으로 자연
어처리, 음성인식, 컴퓨터 비전 등과 같은 인공지능 응용 
기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해보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16].

3. 수업 설계
3.1 수업 설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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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교육 대상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는 중등 학생으로 제한하였으며, 인공지능 교육 프
로그램은 4P기반 인공지능 교육체계 중 Problem 
Solving 단계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컴퓨팅 사
고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보
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인공
지능에 대한 개념과 함께 블록형 프로그래밍 기반의 인
공지능 교육용 플랫폼을 활용한 실습에 중점을 두었다.

Table 1과 같이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12차시 커리큘
럼을 구성하였고, 실생활의 문제 중 하나인 자율주행 자
동차를 구현해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위주로 설계하였다. 
설계한 교육 프로그램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적 이슈
와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다루는 ‘AI 윤리’,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징, 인공지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
하는 방법 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AI 이해’,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에서 데이터의 중요성과 좋은 데이
터의 의미 등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관계를 다루는 ‘AI와 
데이터’, 학습 기반의 AI 교육 플랫폼 활용에 필요한 개
념과 기초적인 이론을 다루는 ‘AI와 학습’을 교육 내용으
로 다루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현해보는 실습 위주로 교육 프로그
램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서 교육용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
한 피지컬 프로그래밍 부분은 영상으로 짧게 소개하고
(11차시), 대부분은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실습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하였다.

3.2 수업 도구
최근 초·중등 대상 인공지능 교육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실습 도구로 TM과 ML4K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
등 학생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블록형 프로그래밍 기반
의 인공지능 교육용 플랫폼을 선정하기 위하여 스크래치 
기반의 ML4K와 엔트리를 고려하였다.

두 가지 플랫폼에 대한 특징과 단점을 Table 2와 같
이 정리한 결과 국내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많이 사용되
고 있는 엔트리를 선정하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는데 비교적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점에서 엔트리를 주요 수업 도구로 선정
하였다. 엔트리 외에도 인공지능 학습에서 데이터의 중

Time Contents Core concepts
Learning method

1 -Overview of AI and machine learning AI Understanding
2 -Machine learning and data: importance of data, data collection/processing, data bias AI and Data

-Problem solving method based on AI model learning AI and Learning
3 -Case of importance of data: classification of dogs, cats, and chickens AI and Data
4 -Simple voice recognition TV: Turn on and off by voice

Practice
5 -Smart Light: A light that turns on and off with a text command and a light that turns on and off with a voic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6~7 -Voice classification: Danger(fire, siren, broken bottle, etc.) notification service for the hearing impaired
8 -Self-driving car Ⅰ: A car that stops or moves according to traffic lights
9 -Self-driving car Ⅱ: A car that stops when an obstacle appears
10 -Arduino RC Car: A car that stops or moves according to traffic lights with mBlock
11 -Self-driving car concept and demonstration AI Understanding
12 -Ethical issues of Self-driving car AI Ethics

Table 1. AI education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Division Entry Machine Learning for Kids

AI
Block

- Translation, video detection, 
audio detection, reading

-Translation, text-to-speech, 
Twitter integration, speech 
recognition, face 
recognition, posture 
recognition

Learning
Data - Image, text, voice, number -Image, text, voice, number

Pros
- Added data science and AI 

blocks to Entry
- Support for supervised and 

unsupervised learning

-Programs can be written in 
Scratch, Python, or App 
Inventor using the learned 
model

Cons
- When developing a program 

using image and voice 
models, the new data input 
method is inconvenient 

   (opens a pop-up window)

-It takes a long time to train 
a model with image and 
speech data

Table 2. Comparison of platforms for AI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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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체험하기 위해 TM을 활용하였다. 또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엔비디아 젯슨 자비에(NVIDIA 
Jetson Xavier) 보드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습에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 아두이노 기반의 RC카를 학생들
에게 배포하고 mBlock을 활용하여 간단한 자율주행 기
능을 실습하였다.

3.3 수업 내용
구체적인 수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시는 

‘AI 이해’를 위해 인공지능의 개념과 인공지능의 발전과
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이 구현된 
사례를 알아본다. 또한, 머신러닝의 개념과 학습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다. 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인공지능’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살펴
본 결과는 Fig. 2와 같다.

Fig. 2. Words related to ‘AI’ as answered by students
2차시에는 머신러닝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 편향
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3
차시에는 TM을 활용하여 머신러닝에서 데이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해본다. 이를 위해 TM에서 강아지, 
고양이, 치킨을 분류하기 위한 이미지 프로젝트를 Fig. 3
과 같이 수행한다. 클래스별 8장의 이미지를 수집한 뒤 
모델을 학습시킨 후 학습에 사용하지 않았던 이미지로 
결과를 확인해본다. 이때, 학습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
던 푸들 사진으로 테스트한 결과 Fig. 3의 우측과 같이 
푸들을 치킨으로 분류한 것을 알 수 있다. 왜 이런 결과
가 나왔는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다. 그리고 푸들을 치킨이 아닌 강아지로 분류할 수 있도
록 Fig. 4와 같이 푸들 사진을 3장 추가한 후 다시 모델
을 학습시킨 후 결과를 확인한다.

Fig. 3. Classification of dog, cat and chicken by TM

Fig. 4. As a result of adding a photo of a poodle
4차시에는 엔트리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첫 번째 경험을 위해 인공지능 블록 중 ‘오디
오 감지’ 블록과 ‘텍스트 모델 학습하기’를 이용하여 음
성 명령어로 TV를 켜고 끄는 간단한 음성인식 TV를 구
현해본다.

5차시 수업은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게 
해주는지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스마트 전등을 두 가지 버
전으로 구현해본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블록을 전혀 사용
하지 않고 전등을 ‘불켜’와 ‘불꺼’와 같은 명령어로 켜고 끄
도록 구현해본다. 그리고, 이 경우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논의해보도록 유도한다. 두 번째는 텍스트 분류 모델과 음
성인식 블록을 활용하여 음성 명령으로 켜고 끄는 전등을 
구현한다. 텍스트 분류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불 좀 켜’, 
‘불 켜’, ‘전등 켜기’, ‘등 꺼’, ‘꺼줘’ 등과 같은 다양한 명
령어로 전등을 켜고 꺼보도록 테스트해본다.

6∼7차시 수업은 음성 분류 모델을 활용하여 청각 장
애인을 위해서 불타는 소리, 사이렌 소리, 병 깨지는 소
리 등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구현해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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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6차시는 교수자와 함께 간단한 알림 서비스를 구현해
보고, 7차시는 학생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Fig. 5는 한 학생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캡
처한 것이다.

Fig. 5. Student’s program execution screen
8∼9차시 수업은 엔트리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현해

보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빨간색과 초록색 신
호등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미지 분류 모델을 학
습시키고 자동차가 신호등에 따라 자동으로 멈추거나 계
속해서 지나가도록 구현한다. 두 번째는 도로 위 사람 사
진과 강아지, 고양이, 노루와 같은 동물 사진 데이터를 
추가하여 이미지 분류 모델을 학습시키고 자동차가 앞에 
나타난 물체를 확인하고 주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구현해
본다. Fig. 6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신호등을 인식하는 샘
플 코드를 보여주고 있다.

10차시 수업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엔비디아 젯슨 
자비에 보드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할 수 없어
서 대신 학생들에게 지급한 아두이노 기반 RC카를 활용
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수업은 사전에 녹화해둔 동영
상을 보면서 따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배포한 
RC카의 경우 mBlock과 연동이 가능하였고, mBlock은 
스크래치 기반이며 TM이 연동되어 신호등 이미지를 활

용한 간단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현해보도록 수업을 준
비하였다. 8차시에 엔트리로 구현했던 내용을 피지컬 컴
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구현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1차시 수업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요 장치에 대한 
설명, 각 센서의 인식 범위, 자율주행 레벨에 대한 설명
과 Fig. 7과 같이 엔비디아 젯슨 자비에 보드 기반의 자
율주행 자동차의 주행 모습을 녹화한 영상을 통해 간접
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해당 영상은 자율
주행 자동차가 빨간색 신호등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정
지, 초록색 신호등을 인식하고 주행, 좌회전 신호판을 인
식하여 좌회전, 주행 중 나타난 장애물(사람 인형, 동물 
인형, 다른 자동차)을 인식하여 정지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Fig. 7. Self-driving car driving scene
마지막 12차시 수업은 ‘AI 윤리’ 영역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적 이슈인 ‘트롤리 딜레마’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고 MIT 미디어 랩에서 개발한 모럴 머신(Moral 
Machine) 웹사이트에서 각자 다양한 상황에서 선택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학생
들의 의견을 구글의 잼보드(Jamboard)를 활용하여 Fig. 
8과 같이 수집하였다.

Fig. 8. What Students Say About AI EthicsFig. 6. Self-driving car programming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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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인공

지능 개념 이해, 프로그램 구현, 윤리적 이슈와 같은 다
양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
해,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습을 통해 직
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4. 연구 방법
4.1 연구 대상

개발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20명 신청을 받았다. 중학생 19명, 고등학생 1명이 신청
했으며 1일 4차시씩 총 3일에 걸쳐서 온라인(비대면)으
로 진행하였다. 교육의 효과성 분석 및 수업 만족도 설문
에 성실히 응답한 인원은 19명으로 중학생 18명, 고등학
생 1명(남학생 14명, 여학생 5명)이었다. 참여한 학생 대
부분은 인공지능 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없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교육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받을 
때 연구 대상자 전원에게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4.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중등 학생 대상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수업 만족도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Table 3, 
Table 4와 같이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교육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사전/사후 설문 문항과 수업 만족도 문항은 
이환철 외(2016)[17]가 개발한 SW교육 효과성 측정지표
와 이성혜(2020)[13]의 인공지능 교육 효과분석 도구 중
에서 발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조사를 수행한 Northstar(2017)[18]의 설문 문항 
중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문항 하나를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교육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사전/사후 검사 도구는 인
공지능에 대한 이해 2문항, 인공지능의 가치 인식에 대
한 3문항, 인공지능 효능감에 대한 3문항, 마지막으로 인
공지능 우려에 대한 1문항으로 총 9개 문항이며 모두 5
점 리커드 척도로 측정하였다. 수업 만족도 설문은 5점 
리커드 척도로 된 6문항과 개방형 질문 1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Category Q# Survey question
AI

understanding
U01 I can explain what AI is.
U02 I can explain AI in my life.

AI value
V01 I think AI is important for developing our 

society.
V02 I think AI makes our lives easier.
V03 In the future, I think any job will need 

AI-related skills.

AI efficacy

E01 I can understand how AI works.
E02 I can discover problems in our lives that can 

be solved with AI.
E03 I am confident in using AI to solve simple 

problems.
AI Concern C01 I have concerns about advances in AI.

Table 3. Pre-Post survey questions

No Survey question Type
1 Are you satisfied with the AI class contents

5-point 
Likeard 
scale

2 Was the AI class fun?
3 Was the AI class easy to understand?
4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AI?
5 Would you like to participate in another AI  class in 

the future?
6 Would you like to recommend AI class to your 

friends as well?
7 What has helped you through the class? Open-

ended

Table 4. Class satisfaction questions

교육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사전/사후 분석을 위해서 
SPSS 24를 활용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수업 
만족도 설문은 개방형 질문 1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
에 대해서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5. 연구 결과
5.1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효과

인공지능 교육의 효과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5와 같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인공지능 효능감 부분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본 연구의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인공지능의 개
념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이 적용된 사례에 대한 이해
가 높아졌으며 인공지능의 동작 원리, 인공지능으로 해
결할 수 있는 문제 발견, 인공지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과 같은 인공지능 효능감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7호234

Survey question Pre test Post test tCategory Q# M SD M SD
AI

understanding
U01 3.16 0.69 4.32 0.67 -4.975*

U02 3.42 0.96 4.42 0.69 -3.627*

AI value
V01 4.05 0.97 4.32 0.89 -0.736
V02 4.42 0.77 4.42 0.69 0.000
V03 4.00 1.05 4.37 1.01 -1.000

AI efficacy
E01 3.05 0.97 4.26 0.73 -4.463*

E02 3.32 1.00 4.26 0.73 -3.149*

E03 3.28 0.83 4.21 0.71 -3.449*

AI Concern C01 3.16 1.01 3.63 1.01 -1.230
(*p<0.05)

Table 5. Pre-Post survey results 

반면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
다고 생각한다’,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든 인공지능 관련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로 구성된 인공지능 가
치 인식 변화는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조금씩 좋아졌지
만, 그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
생들을 선발한 것으로 이미 인공지능에 대한 가치 인식
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 인공지
능에 대한 우려는 교육 이후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
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기술에 대
한 우려도 함께 커진 점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2 수업 만족도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Table 6과 

같이 전반적으로 평균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
업을 이해하기 쉬웠는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
난 것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의 난이도는 
적절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수업의 재미는 표준편
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Survey question M SD
Are you satisfied with the AI class contents 4.42 0.84
Was the AI class fun? 4.26 0.93
Was the AI class easy to understand? 4.63 0.60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AI? 4.47 0.77
Would you like to participate in another AI  class 
in the future? 4.47 0.77
Would you like to recommend AI class to your 
friends as well? 4.42 0.77

Table 6. Class satisfaction survey results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지를 물었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A: 미래에 이런 쪽에 직업이 많이 생겨날 텐데 이렇게 재미있는 수업을 
통해 다가갈 수 있어서 내 진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B: 평소에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었지만 직접 접할 기회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C: 코딩에 도움이 되었고 인공지능에 관하여 관심이 생겼다.

대체로 인공지능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는 학생들
의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6.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중등 학생 대상 인공지능 교육 프

로그램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공지능을 활용
하여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의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인 엔트리를 활용하여 실습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총 12차시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교육의 효과성과 수업 만족도를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인공지능의 개념과 생
활 속 인공지능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이해
가 향상되었다.

둘째, 수업 후 학생들은 인공지능이 동작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활 속 문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다는 인공지능 효능감이 향상되었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도구인 엔트리를 활용하여 실생활의 
문제 중 하나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본적인 기능을 구
현해봄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제해결에 자신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텍스트 학습 모델과 
음성인식을 통해 음성으로 다양한 명령어를 사용하여 전
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스마트 전등을 구현해보면서 인공
지능이 어떻게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지 경험
해볼 수 있었다.

셋째,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는 교육 이후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우려도 함께 커진 것인지에 대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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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수업의 난이도는 매우 적절하였고 재미있었으며 인
공지능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많
은 학생이 수업 이후 인공지능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는 반응이었다.

이상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은 중등 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효능감을 높여주는데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
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적용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중등 학생으
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다양한 
주제와 난이도의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
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에 적용한 후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인공지능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
하기 위한 도구의 부재로 본 연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연구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공지능 교육만의 특징을 파
악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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