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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캡스톤 디자인 기법 활용 인공지능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였다.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은 예비교사들이 스크래치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포키즈, 캡스톤 디자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활용 융합 수업을 위한 주제 선정, 수업 설계 

및 개발 후, 마이크로티칭을 하고 동료 평가 및 피드백을 하도록 조직되었다. 이는 2022년 1학기 K대학의 

교양 강좌를 수강하는 예비교사들에게 처치되었다. 그 결과, 실험 대상자들의 인공지능 교수효능감의 사전-

사후 t-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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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재 우리 사회는 과학,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며, 여러 학문과 

기술, 산업이 융합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다[1].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기술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2].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및 AI 융합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3]. 따라서 AI 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교육 역량이 

필요로 되고 있는 시점이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인공지능 교육 역량 함양을 위하여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프로젝트 기반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II. Related Research

1. Capstone Design Method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은 대학생들이 졸업 전, 각자의 

전공에서 습득한 지식을 확장하여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경험하고 해결함으로써 다양한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한

다. 캡스톤 디자인의 기본적인 절차는 팀 구성, 문제 발견, 문제 

정의, 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굴 및 평가, 구현으로 구성되어 있다[5].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수업을 하는 교사가 

1인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개별 활동으로 수행하도록 캡스톤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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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rtificial Intelligence Teaching Efficacy

AI 교수효능감이란 AI를 교수(teaching) 하기 위한 교사 스스로의 

신념이다. 한 교사의 AI 교수효능감이 높다는 의미는 그 교사가 

학생들에게 AI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6]. 따라서 본 연구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AI 교수효능감 

검사 도구를 활용하였다.

III. Result

Table 1과 같이 총 15주차에 걸친 예비교사를 위한 캡스톤 디자인 

활용 인공지능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Week Content

1

§ Orientation and Pre-Test

§ Understanding about Necess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and Convergence 

  Education 

2~4 § Understanding of Scratch 3 Programming

5~7
§ Understanding of Machine Learning for 

  Kids(ML4K)

8 § Mid-term Exam

9

§ What is Capstone Design 

§ Various Teaching-Learning Methods of AI 

  Convergence Education and Examples

10

§ Selecting of Main Theme Focus on 

  Problem Solving using AI and Analyzing 

  Related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 Setting Learning Goals

11
§ Organizing Learning Activity 

§ Designing Course-oriented Assessment

12 § Development AI Convergence Lesson Plan

13~14
§ Development and Preparing Micro-Teaching 

  of AI Convergence Lesson

15

§ Presenting Micro-Teaching 

§ Discussing and Peer Evaluation 

§ Feedback and Post-Test

Table 1.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using 

Capstone Design Method for Pre-service Teachers

이 교육 프로그램은 컴퓨터교육 전공의 박사과정 1인, 석사과정 

2인, 융합교육 전공의 박사 1인의 검토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여 

완성되었다. 개발된 내용은 2022년 1학기에 K대학의 교양 강좌에 

참여하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처치되었다. 

실험에 동의한 20명을 대상으로 한 AI 교수효능감 사전-사후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었다(t=-2.968 , p<.01).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를 위한 캡스톤 디자인 방법을 활용한 

인공지능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대상자의 AI 교수효능감 사전-사후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되었기 때문에, 추후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효과성에 대한 통계적 검증과 해석이 필요로 된다.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No. 

2019R1I1A3A01060920)

REFERENCES

[1] K.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eneva: 

World Economic Forum, pp. 1-73, March, 2017. 

[2] H. B. Jeon, H. Chung, B. O. Kang, & Y. K. Lee, “Survey 

of Recent Research in Education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Vol. 36, No. 1, pp. 71-80, February, 2021

[3]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ment the main importance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overview” Retrieved From: 

https://www.moe.go.kr/

[4] S. Y. Yi, & Y. J. Lee, “Effect of Convergence 

Curriculum using Machine Learning Educational 

Platform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aching Efficacy of 

Pre-Service Teacher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23, No. 4, pp. 665-674, April 2022.

[5] C. W. Nam, & D. M. Shin, “The Development of a 

Design Thinking-based Capstone Design Instructional 

Model for Pre-service Teachers,” Journal of Creative 

Information Culture, Vol. 7, No. 3, pp. 129-144, 

September 2021.

[6] S. Y. Yi, & Y. J. Lee, “Development of Software 

Education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Vol. 21, No. 6, pp. 

93-103, November,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