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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급부상으로 인해 초·중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SW(Software 이하 SW) 교육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교육을 포함하여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P(Play, Problem 
Solving, Product Making, Project)기반 만5세 대상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적용할 수 있는 AI 교육체계를 제
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AI 교육체계는 학령별,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4P기반의 Play(놀이), 
Problem Solving(문제해결), Product Making(제작), 그리고 Project(프로젝트) 4단계 교육전략을 설계하고, 수준을 
AI 소양과 AI 개발이라는 2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개발된 AI 교육체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SW 
교육 또는 AI 교육 경험이 있는 1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방법을 적용하였다. 검증 결과 도출된 AI 교육체계는 
향후 학교급별 AI 교육을 위한 내용 체계를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인공지능, 교육, 인공지능 교육, SW 교육, 교육체계, AI 소양, AI 개발

Abstract  Due to the rapid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round the world, SW education 
conducted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s expanding including AI educ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an AI education system based on 4P(Play, Problem Solving, Product Making, 
Project) that can be applied from kindergarten to high school. The AI education system presented in 
this study is designed to be applied in 4P-based Play, Problem Solving, Product Making, and Project 4 
stages so that it can be applied by school age and step by step. The level was presented by dividing 
it into two areas: AI literacy and AI development.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developed AI 
education system, the Delphi method was applied to 15 experts who had experience in SW education 
or AI education. The AI   education system derived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content system for AI education at each school level in the future.
Key Words : AI, Education, AI Education, SW Education, Education System, AI Literacy, AI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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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

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해외 각국은 인공지
능 시대를 맞이하여 인력양성을 위한 방편으로 기존의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한 SW 교육을 AI 중심 교육으
로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 12월 발
표된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컴퓨팅 사고력 강화를 위해 SW·AI 학습기회를 대폭 확
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쉽고 재
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초등 저학년에도 놀이·체험 중심
의 SW·AI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시수 확대를 포함한 필수교육을 확대 편성할 것
을 제시하고 있다[1].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는 차기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에서 AI 교육을 포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수학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 활
용 시스템인 ‘똑똑! 수학탐험대’ 서비스를 9월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제공한다. ‘수학탐험대’는 교육과정·교
과서 기반으로 설계한 과제를 학생들이 학습하면 그 결
과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예측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추천하고 학습 조언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학교에서는 수준별 개별화 학습과 가정에서
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021년 2학
기부터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였다[2].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교
과서를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교육청은 고등학생을 위한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를 발간하였고[3], 인천교육청도 고등학교용 교
과서인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 교과서를 개발하였다
[4]. 또한, 내년부터 신설되는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
능 수학’ 과목을 위한 교과서도 개발 중이다[2]. 이렇듯 
학교 현장에 AI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발 빠르게 준비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AI 교육 동향을 살펴보고, AI 
교육 관련 다양한 연구를 분석하여 유치원에서부터 고등
학교까지 학령별,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AI 교육체계
를 제안하고자 한다. 향후 초중등 학생을 위한 AI 교육의 
목표와 초중등 학교 급별 AI 교육 내용을 어떤 체계로 가
져갈 것인가에 관한 연구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해외 AI 교육 현황

미국은 AI4K12, AI4All 등 여러 단체에서 초·중등 인
공지능 교육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교육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인공지능 학회인 AAAI(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와 미국 
컴퓨터 교사 협회인 CSTA(Computer Science Teachers 
Association)가 공동 후원하는 AI4K12는 초·중등 AI 
교육을 위한 5가지 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학령별 교육 
목표와 내용을 정의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5]. 
AI4All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간중심 AI 교육을 제공
하여 AI 리더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 설립된 비
영리 단체이다. 또한, 미국의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컴퓨터 과목 이외의 교사들이 자신의 과목에 AI 교육을 
접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용 도구와 자료 등을 제공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Quick Draw!와 
Teachable Machine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AI 교육
에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AI 교육은 모든 학생이 인공지능과 함께 일하
고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초·중
등 전 과정에서 AI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소양 교육과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융합적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융합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의 ‘Zhilong X 계획’에서는 AI 실험 교재 편찬, 
AI 교육 및 실험 플랫폼 개발, 다수의 AI 실험 기반 학교 
및 사례 작성이라는 세 가지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로 2018년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와 직업교육
을 위한 교과서 총 33권의 AI 실험 교과서를 출간하였
다. AI 교과서는 2018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한 약 100개의 시범학교에서 일
주일에 2~4시간 정도 수업에 사용되고 있다. AI 교육과
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기계의 사용 방법과 
센서의 작동 원리를 탐구하여 학생의 논리적 사고를 육
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학교 과정은 인공지능 
기본 이론이 포함되어 있고, 고등학교 과정은 파이썬 프
로그래밍, 변형 로봇 제작 등과 같이 개발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다[6].

중국의 AI 교육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세계 선진 수
준에 도달하여 세계 인공지능 혁신의 중심국가가 될 것
이라는 목표를 위해 인공지능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
한 전문적인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영국의회 상원 인공지능 특별위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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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in the UK’라는 전략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영국은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로 인공지능 기술을 꼽았으며 교
육 관련하여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인공지능과 협업하
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에게 인공지능 중심의 세계를 탐색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과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를 교과과정에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7].

일본에서 발표한 ‘AI 전략’ 중 교육개혁 부분을 살펴보
면 첫째, 디지털 사회의 기초 소양인 수리, 데이터과학, 
인공지능 관련 지식을 모든 국민에게 갖게 하는 것이 목
표이다. 둘째, 문과와 이과를 불문하고 대학, 고등전문학
교생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수리, 데이터과학, 인공
지능 응용 기초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
막으로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설치, 대
학원생 대상 교육 등을 통해 최고 능력을 가진 인재양성
을 목표로 한다[8].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 관련 인재양성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부분을 개혁하고 있다. 즉 세계 
각국은 기존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한 SW 교육을 AI 
중심 교육으로 빠르게 재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2 국내외 AI 교육 관련 연구
최근 AI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김갑수와 박영기(2017)[9]는 문제 이해 단
계, 데이터 정리하기 단계, 인공지능 모델 정하기 단계, 
프로그래밍하기 단계, 보고서 작성하기 단계로 구성된 초
등학생의 AI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였고, 
박대륜 외(2020)[10]는 문제인식 및 분석, 데이터 수집, 
데이터 가공 및 선별, ML(Machine Learning 이하 ML)
모델 훈련 및 평가, ML프로그래밍, 적용 및 해결, 공유 
및 환류의 7단계로 구성된 머신러닝 플랫폼을 활용한 소
프트웨어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였다.

류미영과 한선관(2019)[11]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딥러닝 개념을 학습시키기 위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는데, 주제는 인공지능의 이미지 인식을 위한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알고리즘으
로 정하고 9차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에 적용하였다. 이영호(2019)[12]
는 Machine Learning for Kids를 활용하여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총 4차시 AI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초
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에 적용하고 인공
지능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김
한성, 전수진 외(2020)[13]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 지

식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길러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총 10차시의 수업을 구성하여 3주에 
걸쳐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AI에 대한 이
해와 인식의 변화와 수업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성혜
(2020)[14]는 크게 AI 전문가 특강과 AI 프로젝트로 구
성된 디자인씽킹 프로세스 기반의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1박 2일간 중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AI 가치 인식의 변화, AI 효능감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M. Wollowski 외(2016)[15]는 인공지능 실무자를 대
상으로 실제 어떤 주제와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
한 설문 조사와 인공지능 교육자를 대상으로 AI 교육의 
현재 관행과 앞으로 변화해야 할 방향에 대한 설문 조사
를 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 AI 교육을 위한 주요 
토픽으로 탐색, 지식표현과 추론, 머신러닝을 꼽았다. W. 
C. Shih(2019)[16]는 컴퓨팅 사고력을 Kolb 의 체험 학
습 이론에 통합하고 이를 AI 교육에 적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J. D. R. García 외(2019)[17]는 스페인의 컴퓨팅 사
고력 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인 INTEF에서 개발한 
머신러닝 교육 자료를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스페인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수업에 적용한 결과를 정리하
였다. X. Han 외(2018)[18]는 AI 리터러시를 정의하고 
‘AI+’ 교육의 원리와 특성을 분석하여 ‘AI+’ 교육과정 시
스템을 구성하였다. 또한, ‘AI+’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칭
다오 지역의 초중등 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AI 교육
을 수행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AI 교육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교수학습 
모델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개발된 AI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초등학생 또는 중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적용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가 대부분이다.

2.3 AI 교육체계 관련 연구
K-12 대상 AI 교육을 위한 교육체계로 대표적인 연구

는 미국의 AI4K12에서 발표한 5가지 빅 아이디어를 중
심으로 학령별 교육 목표와 내용을 정의한 프레임워크이
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컴퓨터가 세상을 인식하기 위해 
다양한 센서를 사용한다는 개념인 ‘인식’이고, 두 번째 아
이디어는 지식을 표현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추론해나가
는 개념인 ‘표현과 추론’, 세 번째 아이디어는 컴퓨터는 
데이터로부터 학습할 수 있다는 개념의 ‘학습’, 네 번째 
아이디어는 로봇과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에 관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다섯 번째 아이디어는 인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1호144

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인공지능 윤리를 다루는 
‘사회적 영향’이다. 인공지능의 개념 중 K-12 학생들이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개념을 선정하고, 학령을 4개의 그
룹(K-G2, G3-G5, G6-G8, G9-G12)으로 나눈 다음 각 
그룹별로 AI 교육 목표와 내용을 정의하였다[19].

김갑수 외(2020)[20]는 차기 개정 교육과정에서 체계
적인 초·중·고 SW교육을 적용하는데 토대가 될 차세대 
SW교육을 위한 표준모델을 개발하였다. 차세대 SW교육 
방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초·중·고등학교가 ‘정보’라
는 동일한 교과를 만들고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면서 내용
은 단계별로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초등 3단계, 중학교 3
단계, 고등학교 2단계로 현재 SW교육보다 세분화된 총 8
단계로 구성된 내용 체계를 제시하였다. 특히 ‘인공지능과 
융합’이라는 지식 영역을 추가하고 ‘데이터 과학’, ‘인공지
능’, ‘로보틱스’ 3가지 세부 항목을 제시하였다. ‘데이터 과
학’은 초등 3단계에서 빅데이터의 이해를 다루는 것을 시
작으로 단계별로 교육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인공지능’
은 초등 2단계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를 다루는 것을 
시작으로 인공지능의 개념 이해, 머신러닝, 지식표현, 추
론 등 단계별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로보틱스’는 초등 2단계에서 생활 속 로봇의 종류 및 올
바른 로봇의 사용 등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교육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AI 교육 측면으로 살펴보면 기존 
SW교육 내용 안에 ‘인공지능과 융합’이라는 지식 영역을 
추가한 것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김태령 외(2020)[21]는 초중등 AI 교육의 목표와 개
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교육을 위한 대주
제를 설정하였다. AI 교육의 내용을 지능발현, 물리적 상
호작용, 사회적 영향이라고 하는 3영역으로 나누고 문제
와 탐색, 지식과 추론, 자료와 학습, 감각과 인지, 언어와 
소통, 행동과 상호작용, 인공지능과 사회라는 7가지 대주
제를 설정하였다. 개발된 프레임워크는 AI 교육을 위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교급간 수준을 어떻게 나
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교
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전 학령
에 걸쳐 AI 교육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
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AI 교육체계 개발
3.1 AI 교육체계

지난 연구[22]와 본 연구에서는 K-12 학생 대상 AI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첫째, 인공지능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 컴퓨팅을 적용하여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
와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Fig. 1. 4P Strategy for AI Education

국내외 AI 교육 동향을 분석하고 AI 교육과 관련된 다
양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K-12 대상 AI 교육체
계는 4단계의 수준별 그룹을 정의하고 각 그룹별 교육 
목표를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 Play와 Problem 
Solving 단계는 전 학령의 학생들이 갖춰야 할 기초적인 
소양으로 ‘AI Literacy(AI 소양)’이라는 영역으로 구분하
였다. AI 소양 영역의 교육은 현재 초·중등 SW 교육의 
목표인 컴퓨팅 사고력 향상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기
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실생활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어야 한다.

기초적인 AI 소양 교육을 받은 학생 중 인공지능에 관
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심화 교육으로 Product Making
과 Project 단계를 묶어 ‘AI Development(AI 개발)’이
라는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AI 개발 영역의 교육은 부족
한 인공지능 인력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4P 각 단계별 교육의 방향과 적용 가능한 대상을 살펴
보면, Play 단계는 처음 인공지능을 접하는 유치원생 또
는 학생을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학습으로 설정하였다. 이 단계는 유
치원부터 전 학령의 학생 중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는 학
생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Problem Solving 단계는 인공지능 개념과 학습기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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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Kids, Cognimates, 엔트리와 같은 블록 기반의 AI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
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단계는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
을 이수하고 있는 초등 5학년부터 적용 가능할 것이다.

Product Making 단계는 인공지능 핵심 알고리즘 및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모델 개
발부터 응용 프로그램 개발까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파이썬과 같은 
텍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로 케라스와 텐서플로우 같은 인
공지능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Project 단계는 인공지능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을 대
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기반 인
공지능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등 인공지능 응용 기술을 
활용하고, 웹이나 앱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Product 
Making 단계와 Project 단계는 고등학교에서 심화 선택
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히 Project 단계는 마
이스터고나 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

수준별 그룹의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 AI 교
육을 위한 핵심 개념을 도출하여 Fig. 2와 같이 AI 교육
체계를 제안한다.

모두를 위한 AI 소양 교육을 지향하는 Play 단계와 
Problem Solving 단계는 실습 위주로 설계하고 
Problem Solving 단계에서는 AI 교육 플랫폼을 통한 
실습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만을 다루도록 설계하
였다. Product Making 단계는 심화 교육으로 기초적인 
인공지능 관련 수학과 알고리즘 이론 교육을 포함하도록 
설계하고, Project 단계는 실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

하는 것을 목표로 이와 관련된 이론 교육을 포함하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AI 윤리’를 4P 전 단계의 공통적인 핵심개념으
로 선정하였다. AI 윤리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적 영
향과 각 단계의 핵심개념과 연관된 윤리적 이슈를 다루
도록 설계하였다.

각 단계별 핵심개념을 살펴보면, Play 단계는 교육 대
상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인공지능 교재·교구를 선정하여 
놀면서 인공지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AI 체험’을 핵심개
념으로 도출하였다. 단, 다른 단계의 핵심개념과 비교했
을 때 성격이 상이하므로 점선으로 표기하였다.

Problem Solving 단계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징, 
인공지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방법들에 대한 개괄
적인 내용을 다루는 ‘AI 이해’,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에서 
데이터의 중요성과 좋은 데이터의 의미 등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관계를 다루는 ‘AI와 데이터’, 학습 기반의 AI 
교육 플랫폼 활용에 필요한 개념과 기초적인 이론을 다
루는 ‘AI와 학습’을 핵심개념으로 도출하였다.

Product Making 단계는 제작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모델에 따라 그와 연관된 수학적인 개념을 다룰 수 있는 
‘AI와 수학’, 통계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그래프를 이용
한 데이터 시각화 및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 과학’, 전통적인 인
공지능 알고리즘과 기계학습 등과 같은 알고리즘을 다루
는 ‘AI 알고리즘’을 핵심개념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Project 단계는 서비스 도메인에 대한 지
식과 해당 서비스 도메인 데이터에 대한 특징 등을 다루
기 위한 ‘도메인 데이터’,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등과 같은 기술을 
다루는 ‘AI 응용 기술’을 핵심개념으로 도출하였다.

Fig. 2. AI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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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단계에서 학습방법은 인공지능 교재·교구를 활
용한 ‘놀이’로 잡았으며, Problem Solving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문제해결을 위한 ‘실습’으로 제시하였다. 
Product Making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모델 및 응용 소
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제작’으로, Project 단계
는 프로젝트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AI 교육체계를 기반으로 AI 교육 커
리큘럼을 설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Table 1과 같이 주요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4P 단계의 
핵심개념별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에 대한 예시로 커리큘
럼을 설계할 때 모든 내용 요소를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여
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만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3.2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된 AI 교육체계에서 4단계 수준별 
그룹, 4P 단계의 교육 목표, 4P 단계별 핵심개념 등이 타
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AI 또는 SW 교육 경력이 있는 대학교수 6명, 초등학교 
선생님 2명, 중·고등학교 선생님 6명, AI 교육용 교구 개
발 연구원 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설문
을 시행하였으며 응답은 5점 리커드 척도를 이용하였다. 
타당도 분석 방법은 Lawshe(1975)의 내용타당도 비율
(CVR: Content Validity Ratio)로 분석하였는데[23], 
전문가 패널 수에 따른 CVR의 최소값 0.49를 기준으로 
하였다.

국내외 AI 교육에 관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AI 
교육체계 초안은 Fig. 3과 같고, 이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Table 2와 같다.

Fig. 3. Draft of Framework for AI Education

Survey Question M STD CVR
Educational objectives for ‘Play’ 4.73 0.57 0.87
Educational objectives for ‘Problem Solving’ 4.53 0.72 0.73
Educational objectives for ‘Product Making’ 4.6 0.61 0.87
Educational objectives for ‘Project’ 4.8 0.54 0.87
Category: AI Ethics, AI Literacy, AI 
Development 4.40 0.88 0.47
4P Strategy 4.67 0.60 0.87
Play and Problem Solving in ‘AI Literacy’ 4.47 0.88 0.73
Product Making and Project in ‘AI 
Development’ 4.47 0.96 0.60
AI Experience in ‘Play’ 4.73 0.57 0.87
AI Understanding, Data and AI, AI 
Principle in ‘Problem Solving’ 4.60 0.61 0.87
AI and Math, Data Science, AI Algorithm 
in ‘Product Making’ 4.80 0.40 1.00
Business Model in ‘Project’ 4.47 0.88 0.73
Apply ‘Play’ to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4.47 1.09 0.73
Apply ‘Problem Solving’ to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4.47 0.88 0.73
Apply ‘Product Making’ to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4.20 0.83 0.47
Apply ‘Project’ to high school and 
undergraduate students 4.67 0.60 0.87

Table 2. Result of 1st Delphi

Category 4P Core Concept Content Elements
AI Ethics -Social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 Ethical issues

AI
Literacy

Play AI Experience -AI concept  - AI software, AI robot, etc.

Problem
Solving

AI Understanding -AI concepts and features  - How to implement AI
AI and Data -The role of data  - Data collection/analysis/processing

AI and Learning
-Learning concepts and methods
-Learning-based problem solving types
-Model train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AI
Development

Product
Making

AI and Math -Probability and Statistics  - Linear Algebra and Differentiation
Data Science -Data analysis and visualization  - Data pre-processing
AI Algorithm -Informed search, knowledge expression and reasoning, machine learn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etc.

Project
Domain Data -Understanding the domain  - AI application examples

-Domain data collection/analysis/pre-processing
AI Application

Technology -Computer visi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speech recognition, etc.

Table 1. Content elements for AI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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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델파이 조사 결과 AI 윤리, AI 소양, AI 개발 3개

의 영역으로 구분한 것과 Product Making 단계의 주요 
적용 대상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제시한 2개의 항목
에서 CVR 최소값 0.49 이하로 분석되었다. AI 윤리는 
영역이라기보다는 개념에 가깝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AI 
윤리를 4P 모든 단계의 공통적인 핵심개념으로 수정하였
다. 4P 단계의 주요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Play 단계를 
중학교 1, 2학년까지 확대 적용, Problem Solving 단계
를 고등학교 1학년까지 포함, Product Making 단계를 
대학교 1~2학년까지 포함하여도 좋을 것 같다는 등 다양
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재 초·중등 학생들의 수준을 고
려하여 주요 적용 대상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AI 교육의 
체계가 확립되었을 때 바람직한 적용 대상을 제시한 부
분이 논란의 여지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교육체계 안에서
는 삭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AI 
교육체계는 교육 대상의 수준에 따라 4P 단계 중 적합한 
단계를 선택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용타당도 비율은 최소값 이상이었지만 Problem 
Solving 단계의 핵심개념으로 ‘AI 원리’는 너무 어렵다, 
Project의 핵심개념이 ‘비즈니스 모델’ 1개로 충분한지, 
비즈니스라는 용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AI 교육체계를 추가로 수정하였
다. Problem Solving 단계의 핵심개념으로 ‘AI 원리’ 대
신 ‘AI와 학습’으로 수정하고, Project의 핵심개념을 ‘도
메인 분석’과 ‘AI 응용 기술’ 2가지로 수정하였다.

Survey Question M STD CVR
AI Experience, AI Ethics in ‘Play’ 4.80 0.54 0.87
AI Understanding, AI and Data, AI and 
Learning, AI Ethics in ‘Problem Solving’ 4.80 0.54 0.87
AI and Math, Data Science, AI Algorithm, 
AI Ethics in ‘Product Making’ 4.47 0.72 0.73
Domain Analysis, AI Application 
Technology, AI Ethics in ‘Project’ 4.00 0.97 0.33

Table 3. Result of 2nd Delphi

이렇게 1차 수정된 AI 교육체계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Project 
단계의 핵심개념에 대해서 CVR 최소값인 0.49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도메인 분석이라는 핵심개념이 인공지
능과 연관성이 다소 떨어져 보인다는 의견이었다. 
Project 단계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서비스 도메인에 대한 이해와 도
메인 데이터의 특징, 도메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및 

전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메인 분석’이라
는 용어 대신 ‘도메인 데이터’로 수정하였다. 2차 수정된 
AI 교육체계에 대한 3차 델파이 조사를 수행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내용타당도를 만족하게 되었다. 총 3차
에 걸친 전문가 자문 결과 앞에서 제시한 Fig. 2와 같은 
AI 교육체계를 도출하게 되었다.

Survey Question M STD CVR
Domain Data, AI Application Technology, 
AI Ethics in ‘Project’ 4.80 0.40 1.00

Table 4. Result of 3rd Delphi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제시한 AI 교육체계의 특징은 첫째, AI 

윤리를 모든 단계별 교육의 공통적인 핵심개념으로 선정
하였다는 점이다. 기술 발전에 따른 급격한 사회적 변화
와 역기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AI 교육
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윤리적 이슈를 다룰 
수 있는 AI 윤리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AI 윤
리는 4P 단계의 각 핵심개념에서 고려해야 할 윤리적 이
슈를 다룰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둘째, 처음 인공지능을 접하는 학생을 위한 체험 학습 
수준의 Play 단계,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초등 실과
와 중학교 정보에서 SW 교육을 이수한 학생을 위해 인
공지능 개념과 학습기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AI 교육용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
해보는 Problem Solving 단계를 제시하였다. 이때 Play 
단계와 Problem Solving 단계는 전 학령의 학생이 갖춰
야 할 소양 교육으로 ‘AI 소양’이라는 영역으로 정의하였
다. 기초적인 AI 소양 교육을 이수한 학생 중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학생을 위한 심화 교육으로 Product Making 
단계와 Project 단계를 제시하고 이를 ‘AI 개발’이라는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Product Making 단계는 Problem 
Solving 단계를 확장한 것으로 학습 모델이 실제로 어떻
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원리로 학습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인 교육이 강화되도록 구성하였다. Project 단계는 
Product Making 단계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서비
스 도메인에 대한 이해와 AI 응용 기술을 활용하여 인공
지능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 교육으로 
설계하였다. 이러한 4P 단계는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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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도록 연계성을 고려하여 고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AI 교육체계를 바탕

으로 AI 교육 커리큘럼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4P 단계별로 AI 교육을 위한 주요 내용 요소를 제시
하였다. 즉, AI 교육체계를 활용하여 교육 대상과 교육 
목적을 고려하여 4P 단계 중 적절한 수준의 단계를 선정
하고, 수업 차시를 고려하여 핵심개념별로 필요한 내용 
요소를 선택하여 AI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할 수 있다.

아직 본격적으로 학교 현장에 AI 교육이 도입되고 있
지 않은 시점에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
별 AI 교육의 목표와 교육의 내용에 대한 체계를 논의할 
때 본 연구가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4P기반의 AI 교육체계에서 4P 단
계별 AI 교육 내용의 경우 단계별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
로 정의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초ž중등 SW 교육
과 연계하여 AI 교육체계를 설계하였으나 향후 변화하는 
SW 교육과 AI 교육의 방향 및 AI 교육용 플랫폼의 발전 
등에 따라 AI 교육체계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개발된 AI 교육체계를 바탕으
로 초등 또는 중등 AI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
여 AI 교육의 효과를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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