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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인공지능 리터러시와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성별, 인공지능 관

련 경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학생의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여성보다 남

성이 높았다. 모든 세부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인공지능 문제 해결과 관련된 세부 요인은 남

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관련 경험은 인공지능 간접 경험, 직접 경험, 교육 경험이 있는 학

생이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인공

지능 리터러시가 높았다. 

키워드: 인공지능 리터러시(artificial intelligence literacy), 

인공지능 교육(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중학생(middle school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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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 인공지능의 도입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분야가 생성되거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1]. 이에 따라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교육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2].

한국은 SW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정보 

교육을 필수화하였지만, 인공지능 교육 내용이 부족하였다[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초 교과목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4].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 고등학교에 인공지능을 새로운 영역으로 도입하는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5].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마다 

인공지능 교육 목표는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Long and 

Magerko(2020)은 인공지능 교육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 

교육의 목표로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제안하였다[6]. 

이에 따라 김성원과 이영준(2022)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검사 도구

를 개발하였다[7]. 선행 연구에서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지만, 검사 

도구를 통하여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측정하고, 학생의 인공지능 리터

러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요인에 따른 중학생의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분석하였다.

II. Methods

본 연구에서는 요인에 따른 중학생의 인공지능 리터러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은 총 1,369명이며, 1학년이 707명, 

2학년이 548명, 3학년이 114명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544명이며, 

여성이 825명이었다. 

검사 도구는 김성원과 이영준(2022)에서 개발한 중학생의 인공지

능 리터러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7]. 연구에서는 검사 도구와 

함께 인공지능 관련 경험과 관심도, 성별을 요인으로 같이 측정하였으

며, 요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III. Results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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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리터러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인공지능의 관련 경험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간접 경험이 있는 

학생은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인공지능의 리터러시가 높았다.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직접 경험에서

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인공지능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은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높았다. 이를 통하여 인공지능 

관련 경험이 중학생은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영향을 주며, 경험이 

있다면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요인에 따른 중학생의 인공지능 리터러시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중학생은 여성보다 남성의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높았다. 성별에서

는 사회적 영향과 윤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공지능 관련 경험은 중학생의 인공지능 리터러시의 영향을 주었

다. 인공지능 교육 경험이나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이 있는 학생은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유의하게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높았다. 따라서 

인공지능 교육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높았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인공지능 리터러

시가 높았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의 흥미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

능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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