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대한민국의 공업계 고등학교는 특정 산업 분야에
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목적
을 가지고 있다. 이에 직업교육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산업 현장과 연계된 교육으로 전공 전
문성을 계발시켜야 한다. 특히 21세기부터 진행된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에서
는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특성화고등학교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의 수요에 발맞추어 인공지능 관련 교육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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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업계 고등학교는 실기 위주의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습 수업을 통하여 학습을 진
행한다[3, 4] 이에 따라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인공지능 관련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담
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설계가 절실
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인공
지능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기준
을 설계하였다.

Ⅱ. 관련 연구

2.1 공업계 고등학교 관련 정책 및 연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0.06.29.)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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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 등의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교육을 위하여 
프로그래밍 수업 방안을 설계하였다. 초∙중학교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시수 확보가 쉽지 않아서 많
은 내용과 깊이 있는 내용을 진행하기 쉽지 않지만 공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넉넉한 시수가 확보되어 있
어 좋은 환경에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공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인공지능교육관련 연구들을 탐구하였고, 기존의 
공업계 고등학교의 프로그래밍 수업의 단원에 인공지능교육 관련 프로그래밍 수업을 접목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a programming class plan was designed for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in technical high schools 
such as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Meister high school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or general high schools, 
it is not easy to secure the number of hours, so it is not easy to proceed with a lot of content and in-depth content. 
In addition, technical high schools have a good environment for nurturing human resources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is purpose, existing research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were explored, and 
programming class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were grafted into the units of the existing engineering 
high school programming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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