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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차기 개정교육과정의 개정을 앞두고 인공지능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AI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모델링 수업을 실시하고 인공지능교육에
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AI리터러시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 및 교육시기 등을 설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인공지능수
업에서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전처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인공지능 수업
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대한 기초역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데이
터 분석을 위한 파일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데이터분석을 위한 데이터저장의 형태에 대한 이해도
가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하여 데이터처리를 위한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였
고, 그 시기로는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진학 이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AI리터러시의 내용요소에 대해서
는 데이터 생성 및 삭제를 비롯하여 데이터 변형과 함께 데이터 시각화의 내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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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necessity of AI literacy education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artificial in-

telligence education ahead of the revision of the next revised curriculum. To this end, AI modeling classes were
conducted for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necessity, content, and training period of AI literacy perceived by stu-
dents in AI education were investigated through a questionnai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y generally agreed
on the need for data utilization and data preprocessing in the AI class, and in the course of the AI class, there
were many cases of difficulties due to lack of basic competencies for database use. In particular, it was observed
that the understanding of the file structure for data analysis was insufficient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data
storage format for data analysis was low. In order to overcome this part, the necessity of prior education for data
processing was recognized, and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it is generally appropriate to go to high school at
that time. As for the content elements of AI literacy,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high demands on the content
of data visualization along with data transformation, including data creation and de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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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학교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2015개정

교육과정으로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창의․융합

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기술 소양이 융합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추구하

였다[7]. 이를 위해, 과학기술 소양에서는 컴퓨팅사고력

기반의 소프트웨어교육이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7]. 소

프트웨어교육의 도입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국가와

가정에서의 요구가 반영이 된 것으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서 미래사회의 역량을 기르고 대한민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7]. 차기 교육과정은 2022년에 개

정이 되며, 국민참여형 교육과정을 위해 미래사회에 필

요한 역량을 대국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프트웨어교

육 및 인공지능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2위로 나타났다[8].

인공지능중심의 사회가 도래하고 있으며, 싱귤래리티

(singularity)사회에서의 주도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2020년에는 정부에서 인공지능시대의 인

재양성의 방향을 발표하고, 인공지능교육을 개정교육과

정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발표한바 있다[9]. 이와 관련하

여, 정부에서는 AI교육선도학교를 2021년부터 전국단위

로 약 600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10], AI교육 중점

고등학교 지정 등을 통해 인공지능역량강화를 위한 정

책이 진행되고 있다[11]. 개정교육과정으로의 도입을 통

해 전 국민의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체제를 마련하고 있

다[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

명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디지털 리터리

시' 함양을 위한 AI·SW 교육 확산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14].

학계에서도 인공지능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인공지능

교육의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단계를 고려한

위계를 갖춘 교육과정 편성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신승기(2021)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도입된 소프

트웨어교육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보교과에서 교과

의 위계 및 영역의 상호관련성이 낮다는 것을 지적하며,

인공지능교육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초등학교에서의 교

과 편성을 통한 관련 기초역량 신장을 기반으로 문제해

결력을 기를 수 있는 학교급별 위계가 고려된 체계적인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12].

정보교육확대추진단(2021)에서 발간된 보편적 정보

교육 확대 방안으로 인공지능교육의 도입에 대하여 초

등학교에서부터 별도의 교과를 통한 정보교육의 프레임

워크를 통해 ICT소양교육, SW교육, AI교육이 체계적으

로 적용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차기 교육과정의 개정을 앞두고 인공지능교육의 도입에

따른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AI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 영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문해력 혹은 리터러시(Literacy)는 사람들이 서로 아

이디어를 공유하거나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지식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읽고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1]. 최근에는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역

량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2] 특히, 산업혁명

의 고도화에 따라 디지털 분야의 리터러시가 중요해지

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의 경우 컴퓨팅장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역량과 같은

형태이다[2]. 인공지능교육에 대해서도 인공지능(AI) 리

터러시가 요구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Long과

Magerko(2020, p.598)은 설명하고 있다[3].

AI literacy as a set of competencies that enables

individuals to critically evaluate AI technologies; com-

municate and collaborate effectively with AI; and use

AI as a tool online, at home, and in the workplace.

Long과 Magero(2020) AI리터러시에 대하여 AI기술

을 활용하기 위해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의사

소통 및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제시하였으며, 디지

털 리터러시에 대하여 AI 리터러시를 갖추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제시하였다. 특히, 인공지능을 사용하는데 있

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

심적인 역량이라고 제시하고 있다[3].

신승기(2020)는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인지적학습 환

경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고, 컴퓨

팅사고력을 근간으로 추상화과정을 토대로 인지적 구조

화 및 알고리즘 구현의 단계로 연결되는 과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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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였다[4]

교육부(2020)의 5개년 정보교육 종합계획에 따르면

전국민 AI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모두가 참여하는 정보교육을 토대로 미래 세대 인재양

성에 기여해야함을 제시하고 있다[5].

교육부(2021)의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의 추진상

황 점검결과에 따르면 대학에서의 인공지능 등의 소양

교육을 확대하며, 초중등교육에서는 인공지능교육을 도

입하기 위한 절차가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6].

정부관계부처 및 학계와 학교현장에서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인공지능교육의 일환으로 AI리터러시 교

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수학습방법 및

환경구성 등에 대한 관련 정책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

행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기 교

육과정의 개정을 대비하고 인공지능교육에서의 효과성

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AI리터러시 교

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AI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

기 위하여 A고등학교 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양석재, 신승기(2020)가 제시한 인공지능교

육을 위한 블록기반 클라우드 머신러닝 플랫폼 활용 문

제해결 수업의 실제[15]의 교수․학습과정 선행 후, 머

신러닝을 활용한 실생활 문제해결프로젝트를 진행한 다

음 실시한 설문조사임을 밝힌다.

해당고등학교의 경우, 정보교과시간을 활용하여 인공

지능 기반의 데이터분석 및 문제해결과정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체제에서 요구되는 AI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살

펴볼 수 있었다. 설문의 문항을 크게 5개로 구성되었으

며, 세부 설문문항은 아래의 <Table 1>과 같이 구성하

였다.

번호 설문문항

1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이용의 편리성에 대한 인식

2
데이터 저장형태(CSV, XLS)에 따른 차이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3
고등학교 진학 이전 데이터베이스 관련 내용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4
데이터베이스 관련 내용 학습의 적절한 시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5
데이터베이스관련내용학습에대한구조및중요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

<Table 1> 학습자의 AI리터러시 필요성에 대한 인식 문항

설문은 5점 단위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

며, 4번 문항과 5번 문항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응답결과를 추가로 입력할 수 있도록 반응형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결과는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응답의 경향성을 살펴보고

자 하였으며, 반응형 설문에 대해서는 텍스트 기반으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유의미한 내용에 대해 분석

하였다.

4. 연구결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인공지

능 모델링 수업을 실시하고 수업내용에 대한 기반지식

과 역량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AI리터러시 교육

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여 시사점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Table 1>의 설문 문항별 의미하는 내

용에 대하여 카테고리를 정리하여 아래의 <Table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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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문 결과 분석 영역

1 데이터베이스 사용의 편의성

2 데이터 저장형태의 이해

3 기반지식과 역량으로서의 교육 필요성

4 데이터베이스 학습시기

5 데이터베이스 학습내용

<Table 2> AI리터러시 설문 결과 분석의 영역

<Table 2>에서 정리한 설문 결과 분석 영역에 대하

여 문항별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스프레드시트의 기초적인 활용역량이 부족하여

데이터 전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기반 데이터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데이터 전처리의 방법은 크게 2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블록기반 데이터 분석도구에 데이

터베이스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에서 사전 전처리를 하는 방법과 데이터 분석도구에 데

이터베이스 파일을 업로드 한 이후에 전처리를 하는 방

법이 있다. 실제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모델링을 위해

서는 2가지 전처리 방법이 모두 사용되어야 한다. 학생

들은 블록기반 데이터 분석도구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업로드 하기 이전의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 어려움을 이

야기 하였다. 일부 학생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약 9년

은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접할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프로그램의 사용법 자체에 대해 질문

하기도 하였다. 아래의 <Table 3>과 같이 어려움을 나

타낸 학생들은 ‘어렵다’와 ‘매우 어렵다’의 응답을 토대

로 44.8%로 나타났음을 살펴볼 수 있다.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전처리과정을 수행하는 내

용은 블록기반 데이터 분석도구에 파일을 업로드 하기

전 파일을 영구히 수정하는 역할이자, 간략한 수행 과정

으로 블록기반 데이터 분석도구의 복잡한 명령어 대신

에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고 데이터를 정제한다는 점에

서 효과가 기대되었으나, 실제로는 어려움을 느끼는 학

생들이 절반가까이 나타났음을 살펴볼 수 있다.

번호 설문 응답(명) 비율(%)

1 매우 쉽다 10 7

2 쉽다 30 21

3 보통이다 39 27.3

4 어렵다 5 35.7

5 매우 어렵다 13 9.1

<Table 3> 데이터베이스 사용의 편의성 인식 설문

둘째, 데이터 저장형태와 데이터 속성에 대한 이해부

족으로 데이터분석을 위한 파일의 기초적인 이해에 어

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비중이 1/3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XLS파일로 편집한 데이터파일을 CSV파일로 변환하여

데이터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파일의 형태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하여 관련된 개념을 설명하고 데이터

저장 형태의 이해와 설명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였다. 특

히 영어가 아닌 한글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확

장자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인코딩 문제로 어려움을 겪

는 학생들이 다수 발견 되었다. 또한, 국가 통계 포털이

나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은 공공데이터를

전처리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형태에 따라 다

음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발생

하였다. 특정 데이터의 특성을 범주화 하는 작업, 일종

의 임베딩으로 기초함수를 사용하여 특정 문자를 숫자

로 변환하는 작업, 피벗 기능을 활용하여 행과 열을 바

꾸는 작업, 데이터베이스 파일 2개 이상을 합치는 머지

작업 등이다.

아래의 <Table 4>는 데이터저장 형태의 이해와 구분

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이며 이해를 하는 학생의

비율이 37.8%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파일의 형태 및 데이터저장 형식에 따른 의미와 필요성

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많은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빅

데이터를 다뤄야 하는 머신러닝에서 서식을 제거한 파

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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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문 응답(명) 비율(%)

1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 5 3.5

2 이해하지 못하였다 37 25.9

3 보통이다 47 32.9

4 어느 정도 이해했다 46 32.2

5 완벽히 이해했다 8 5.6

<Table 4> 데이터저장 형태의 이해

셋째, 인공지능 모델링 수업이 실시되기 이전에 기반

지식과 역량으로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3/4에 해당하는 학

생들이 기반지식으로서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아래의 <Table 5>는 고등학교 진학이전에 스프레드시

트의 활용 및 데이터베이스의 이해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의 응답 결과이다. 흥미로운 점은 데이터베이스의

사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약 12.6%인데, 이는 설문조사가

실시된 고등학교에서 운영중인 ‘컴퓨터 관련 동아리,

SW관련 동아리원의 인원/전체학생수’와 흡사하다는 것

이다. 해당학교는 설문응답자 143명 중 약 16명이 관련

동아리 학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규교육과정

의 교과수업이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사전에 데이터베

이스 기반지식과 역량이 갖춰진 학생들은 필요성을 느

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

가 발견되는 순간이다. 참고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포함

된 2015개정교육과정이 현장에 정착하면서, 데이터베이

스에 대한 학습내용요소가 대거 삭제되었다.

번호 설문 응답(명) 비율(%)

1 매우 그렇다 31 21.7

2 그렇다 71 49.7

3 보통이다 23 16.1

4 그렇지 않다 8 5.6

5 매우 그렇지 않다 10 7

<Table 5> 데이터베이스의 사전교육의 필요성 인식

넷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학습시기에 대한 응답으

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학습이 필

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약 95%에 상회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고등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선택

과목,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활

동이 관찰된다. 예를 들어, 통계 캠프, 사회문제 탐구,

확률과 통계 등이다.

설문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응답결과를 추가로 입력할

수 있도록 반응형 설문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에 올라오기 전 방학기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사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한번 중학교 때 한번 하여 총 두

번’ 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아래의 <Table 6>은 고등학생이 응답한 데이터베이

스의 학습시기에 대한 내용이다.

번호 설문 응답(명) 비율(%)

1 유치원 1 0.7

2 초등학교 19 13.3

3 중학교 118 82.5

4 고등학교 2 1.4

5 기타 3 2.1

<Table 6> 데이터베이스의 학습시기 필요성

다섯째, 데이터베이스 학습의 내용에 대하여 중복응

답을 사용하여 응답을 살펴본 결과 데이터를 생성하고

삭제하거나 변형을 하는 데이터전처리에 관련된 내용과

분석된 결과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는 내용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문

제해결과정에서 도메인 지식이 전혀 없는 학생들의 경

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필수가 되야 하기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응답결과를 추가로 입력할

수 있도록 반응형 설문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위 보기의

모든 것’, ‘데이터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었

다. 이는 설문이 진행된 학교에서 약 50%이상의 학생들

이 통계캠프에 참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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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과 전처리,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래의 <Table 7>은 데이터베이스 학습내용의 필요

성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번호 설문 응답(명) 비율(%)

1 데이터 생성 및 추가 92 64.3

2 데이터 삭제 및 변경 87 60.8

3 데이터 변형 및 함수 82 57.3

4 데이터 시각화 88 61.5

5 데이터의 형식 69 48.3

6 데이터 인코딩 69 48.3

7 피벗테이블 53 37.1

8 기타 2 1.4

<Table 7> 데이터베이스 학습내용의 필요성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차기 개정교육과정의 개정을 앞두고

인공지능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AI리터러시 교육

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모델링 수업을 실시하고 인공지능교

육을 위해 학생들이 인식하는 AI리터러시에 대한 필요

성과 내용 및 교육시기 등을 설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설문에서는 주로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AI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연계하였다.

인공지능수업에서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전처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학생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대한 기초적

인 활용역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특히, 데

이터 분석을 위한 파일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

으며 데이터분석을 위한 데이터저장의 형태에 대한 인

식이 낮게 나타났다. 각각의 데이터 특성을 이해하기 위

한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하여 데이터처리를

위한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학습이 요구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데이

터베이스의 학습의 내용과 요소에 대해서는 데이터 생

성 및 삭제를 비롯하여 데이터 변형과 함께 데이터 시

각화의 내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도

메인 지식이 전무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필요성에 따른 순서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인공지능교육의

안착을 위하여 AI리터러시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이며, 인공지능교육은 관련 리터러시 교육으로부터

문제해결의 과정에 이르는 체계적인 위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초등수준에서 고등학교수준까

지 체계적인 위계와 나선형 교육과정의 설계를 위해 각

급 학교수준에서 다루어야 할 AI리터러시의 내용과 순

서, 복잡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이와 같은 위계가 고려된

학습요소 및 체제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서의 면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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