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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가오는 미래사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범용기술이 될 것이며, 인공지능 역량이 필수 역량이 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이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AI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AI 전문가를 육성하고, 누구나 AI를 이해하
고, 설명하며, 응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교육 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ž외 인공지

능 교육의 선행 연구 사례와 함께 서울 소재 31개 종합대학의 SW 교양 교육 현황을 조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SW 교양 교육과 전문적인 AI 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KOCW에 공개된 20개의 AI 관련 강좌를 AI 리터러시 역량을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며, 분류된 결과를 바탕

으로 대학생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양 교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은 기존의

이론적 교육 모델이나 컴퓨터과학적 교육 모델과는 달리 인문학적 소양과 함께 인공지능을 체험할 수 있는 AIž
SW 융합 교육 모델이다. 제안하는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이 AI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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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future,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s expected to become a general-purpose technology (GPT),
and it is predicted that AI competency will become an essential competency. Several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fostering experts in the field of AI to achieve technological proficiency while working to develop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and educational environmen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status of software education at the
liberal arts level at 31 universities in Seoul, along with precedents from domestic and foreign AI education

research. Based on this, we concluded that an AI literacy education model is needed to link software education at

the liberal arts level with professional AI education. And we classified 20 AI-related lectures released in the
KOCW according to the AI literacy competencies requir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classification, we propose

a model for AI literacy education in the liberal arts for undergraduate students. The proposed AI literacy educa-

tion model may be considered as AIžSW convergence to experience AI along with literacy in the humanities, de-
viating from the existing theoretical and computer-science-based approach. We expect that our proposed AI liter-

acy education model can contribute to the proliferation of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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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공지능 기술은 기계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

력, 지각 능력 등 인간의 사고능력을 모사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으로 구성하기 위한 기

술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1세대 인공지능 기술인

퍼셉트론(Perceptron), 2세대 인공지능 기술인 다층 퍼

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그리고 현재의 3세대 딥

러닝(Deep-Learning)으로 발전되어 왔다. 인공지능 기

술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의 사

고능력을 모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보다 많은 양의 컴

퓨팅 자원을 필요로 하며, 학습을 위한 충분한 labeled

data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5]. 2010년대에 이

르러서는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양의

labeled data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

대감도 증가하였다. 이후로 2016년에 등장한 알파고

(AlphaGo)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2020년대에 이른 오

늘날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범용기술(GPT: general pur-

pose technology)로 급부상하였다. 최근 McKinsey는 시

뮬레이션을 통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70% 기업

이 AI를 활용할 것이며, 13조 달러의 추가적인 경제적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예측했다[3]. 이는 매년 글로벌

GDP에 1.2%의 추가적인 성장을 제공할 것이며, 미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경제적 잠재성과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면서 전 세계는 기술자본주의[29]

라는 새로운 경기 국면에 직면하였으며, ‘AI 신성장 사

이클’을 주도하는 국가가 글로벌 경제를 지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 최근 구글, IBM 등 글로벌 IT기업은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AI 산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쟁

력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4], 대한민국 정

부도 지난 2019년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24].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은 AI 인프

라 확충, AI 기술경쟁력 확보, 과감한 규제혁신 및 법제

도 정비, 글로벌을 지향하는 AI 스타트업 육성, 세계 최

고의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 산업 전반의

AI 활용 전면화, 최고의 디지털 정부 구현, 포용적 일자

리 안전망 구축, 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체계까지 9개의

세부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총사업비

38조 5천억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56만 7천 개를 창출

하여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17]하는 등 정부 또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

영하여 국내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영국의 Oxford Insights[25]에서 발

표한 AI Readiness Index 2020에 따르면, 대한민국

(77.695)은 미국(85.479), 영국(81.124), 핀란드(79.238),

독일(78.974), 스웨덴(78.772), 싱가포르(78.704)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기술과 생태계 구성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 맞춰 교육기관은 단발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기보다는 AI 학부, AI 응용 학과, AI 대학원[9]을 신

설하여 전문적인 AI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이외에도 초ž중ž고등 교육과정에 SW 교육을

시행[22]하고, SW 중심대학 사업[8]을 통해 SW 전공자

뿐만 아니라 SW 비전공자의 SW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AIžSW 확산[1]을 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2025년부터 적용될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으

며[23], 초ž중ž고등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논의 또한 진행되었다[13].

초·중·고등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을 교육하기 위한 교

육 모델인 ‘차세대 소프트웨어 교육 표준 모델’ 연구[13]

에서는 초등 교육과정에서부터 고등 교육과정까지의 수

준을 8개 수준으로 분류하여 컴퓨팅 사고력을 근간으로

정보 및 컴퓨터에 대해서 교육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

지능을 교육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처

럼 의무 교육과정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는 논

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일반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인공지능 교육 모델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최근 박윤수[26]가 대학교 신입생 1,3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2.36%의 학습자가 과거 컴퓨

팅 사고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6.73%의

학습자가 Scratch, App Inventor, C/C++, Python,

JAVA 등 과거 프로그래밍 학습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

다”라고 기술했다. 이는 의무 교육과정에서 SW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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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지 않은 학습자가 SW 교육을 경험한 학습자보다

많으며, 대학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SW 교육의 경험이 있는 학습자와 그렇지 않은 학습자

모두에게 보편적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완섭[15]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신입

생 4,927명에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기초 SW 교양필

수 교과목으로서의 컴퓨팅 사고력 교육에 대한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고, 프로그래밍 학습을 위한 도구로써

Scratch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감소하고 있으며,

Python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기술

했다. 이는 SW 교육에 있어서 EPL (educational pro-

gramming language) 외에도 C/C++, Python과 같은 실

용성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갑수[13], 박윤수[26]와 김완섭[15]의 연구 결과는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보편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컴

퓨팅 사고력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교육하며, 이를 위

한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프로그래밍 도구 선택과 함께

정보문화 소양, 디지털 협업 능력, 융합적 문제해결 역

량 등 핵심 역량을 교육할 수 있는 융합 AIžSW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리터러시(Literacy)란 글을 읽고, 쓰고, 말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컴퓨터와 SW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컴퓨터

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하며, 응용하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6]가 등장하였고, 최근에는 범용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응용하

기 위한 AI 리터러시[12][21]가 등장했다. AI 리터러시

는 의무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일반인, 인공지

능 전공자에게도 필수 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개념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žSW 확산 방안’ 정책과

도 부합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을 제안하고, AI 리터러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ž

외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정책과 연구 사례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서울 소재 45개 대학 중 특

수 대학을 제외한 31개 종합대학의 AIžSW 교양 교육과

정을 분석했으며, SW 교양 교육이 인공지능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

였다. 이에 KOCW[16]에 공개된 20개의 인공지능 관련

강좌를 Long이 제안한 AI 리터러시 역량[21]을 바탕으

로 분석하고, SW 교양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Python 기반의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을 개발

했다. 제안하는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은 전문적인 인

공지능 인력 양성보다는 보편적 인공지능 교육에 중심

을 두었으며, Long이 제안한 AI 리터러시 역량[21]을

균형 있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인공지

능 기초원리, 인공지능 윤리 등 인문학적 소양과 함께

실습 중심의 AI 응용을 학습할 수 있는 AIžSW 융합 교

육 모델로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AI 리

터러시 교육 모델을 통해 인공지능 보편적 교육을 추구

함으로써 인공지능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2. 국내ž외 AI 교육 연구

2.1 국내 인공지능 교육 관련 연구

인공지능 기술은 기초수학, 컴퓨터과학 전반에 대한

이해, 인공지능 알고리즘 및 구현 등의 지식과 스킬이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그러나 인

공지능 기술이 범용기술로 자리매김하는 미래 사회에서

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도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설

명하고,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는 전문적인 인공지능 응용을 위한 지식과 스킬을 교육

하기 위한 모델보다는 컴퓨팅 사고력과 컴퓨터과학 전

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응용할 수 있는 AI 리터러시 역량[21]이 필요

하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초ž중ž고등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초ž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연구

는 김갑수의 연구 사례[14]와 이영호의 연구 사례[20]를

주목할 수 있다. 김갑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Python 기반 실습형 인공지능 교수 학습 모델을 개발했

으며,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초등교사 2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법을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영호[20]

는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

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

해 어렵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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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초

등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 접근 가능성, 교육의

필요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초

ž중등 교육과정의 학습자들이 난해하게 느끼는 인공지

능 기술을 체험해봄으로써 학습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었음을 기술했다.

전인성[10]은 분석, 디자인, 개발, 구현, 평가로 구성

된 ADDIE 모델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8시

간 분량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21명의

초ž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한 뒤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초등학교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언플러그드

활동과 기초 인공지능 체험을, 중학교에서는 블록형 프

로그래밍 언어와 피지컬 컴퓨팅 활동이 포함된 인공지

능 교육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초ž중ž고등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대표

적인 국내 연구 사례가 ‘차세대 SW교육 표준 모델 개

발’ 연구[13]다. 30명의 전문가가 초ž중ž고 교육과정 전

반에 걸쳐 컴퓨팅 사고력, 정보문화 소양, 디지털 협업

능력, 융합적 문제해결 역량을 중심으로 정보문화, 자료

와 정보,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컴퓨팅 시스템, 인공지

능과 융합을 교육하여 컴퓨팅 사고력을 바탕으로 개인

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ž융합적 능력과 협력적

태도 함양을 목표로 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다. 차

세대 SW 교육 표준 모델 개발 연구에서는 초등교육과

정에서는 인공지능 체험 위주의 학습이, 중등 교육과정

에서는 EPL을 이용한 인공지능 체험 위주의 학습이, 고

등 교육과정에서는 Python, Java 등 전문적인 프로그래

밍 언어를 통한 실습 위주의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하다

고 기술하고 있으며, 이는 김갑수[14] 이영호[20], 전인

성[10]의 연구 결과와 의미를 같이한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는 초ž중등 교과 과정에서는 인공지능 체험 학습 또

는 EPL을 이용한 인공지능 체험 학습을, 고등 교과 과

정에서부터는 Python, Java, C/C++을 이용한 실습 위주

의 인공지능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서성채[27]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Entry, Machine

Learning for Kids, Teachable Machine을 이용하여 인

공지능을 교육했으며,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컴퓨팅 사

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술했다. 신승기[28]는 “미

래 사회에서는 컴퓨팅 사고력과 AI 사고력을 융합한

SW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기술한 Zeng[33]의 주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

는 Computational Thinking 기반 AI의 교수학습모형을

제안하였다.

신승기[28]와 Zeng[33], 서성채[27], 김갑수[13]의 연

구는 컴퓨팅 사고력을 배양한 뒤에 인공지능 리터러시

를 교육하거나 컴퓨팅 사고력과 함께 인공지능 리터러

시를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함을 시사

한다.

이은경[19]은 한국, 미국,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교육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모든 국가에서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 및 원리를 토대로 머신러닝, 인공신경망 관련 기초

와 응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교육이 단순히 컴퓨터과

학 측면의 접근법보다는 사회ž문화ž기술적 측면의 비판

적 시각을 견지해야 하며, 국내 인공지능 교육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술했다. 이외에도 전인성[11]은 인공지능 교육에 ‘인공

지능 소양’, ‘기초 인공지능 제작 및 심화’, ‘인공지능 융

합 교과교육’ 모듈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보편적 교육을 위한 AI 리터

러시 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인공지능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대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

한다면 다음과 같다.

(1) EPL을 이용한 인공지능 체험 학습보다는 Python,

Java, C/C++을 이용한 실습 위주의 리터러시 교육

이 필요하다.

(2) 컴퓨팅 사고력 역량 증진과 함께 인공지능 리터러시

를 교육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

로 구성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에서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2 국외 인공지능 교육 관련 연구

국외 인공지능 교육 관련 연구는 AI 리터러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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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주목할 수 있다. Kandlhofer[12]는 글을 읽고 쓰

기 위한 역량인 리터러시가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 역량

인 것처럼 미래에는 AI 리터러시 역량이 필수 역량이

될 것이며, 대학을 포함한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수준별

로 AI 리터러시를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토마타(Automata), 지능 에이전트(Intelligent agents),

그래프ž자료 구조ž컴퓨터과학 기초(Graphsždata struc-

turežbasics of computer science), 정렬(Sorting), 검색을

통한 문제해결(Problem solving by search), 클래식 플

래닝(Classic planning),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순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AI 리터러시 학습 주제를 제

안했다. Long[21]은 Kandlhofer[12]와 마찬가지로 AI 수

업을 준비하는 교육자 입장에서 견지해야 할 AI 리터러

시에 대해서 정의하고, 16가지의 AI 리터러시 역량

(AILC: AI Literacy Competency)에 대해서 정의했다.

Long이 정의한 AI 리터러시 역량은 AI가 될 수 있

는 것과 될 수 없는 것을 식별하기 위한 역량(AILC1:

Recognizing AI), 기계 지능에 대한 이해 역량(AILC2:

Understanding Intelligence), 다양한 AI 응용에 대한 이

해 역량(AILC3: Interdisciplinarity), 일반적 AI와 협소

한 의미의 AI에 대한 이해 역량(AILC4: General vs.

Narrow), 강ž약 인공지능의 이해 역량(AILC5: AI’s

Strengths & Weaknesses), 미래 AI의 응용에 대한 예

상할 수 있는 역량(AILC6: Imagine Future AI), 지식의

표현에 대한 역량(AILC7: Representations), 컴퓨터의

의사 결정에 대한 이해 역량(AILC8: Decision-Making),

기계 학습의 단계적 과정에 대한 이해 역량(AILC9: ML

Steps), AI 사회에서 인간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역량

(AILC10: Human Role in AI),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AILC11: Data Literacy), 컴퓨터가 데이터로부터 학습

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 역량(AILC12: Learning from

Data), 학습의 예시를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한 역량

(AILC13: Critically Interpreting Data), 현실에서 구현

가능한 AI에 대한 이해 역량(AILC14: Action &

Reaction), 학습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

는 센서에 대한 이해 역량(AILC15: Sensors), AI의 주

변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AI 기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역량(AILC16: Ethics)으로 구성되며, AI

리터러시 교육은 AI 리터러시 역량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Van Brummelen[30]은 미국의 K-12 교사 15명의 이

틀간의 워크숍을 통해 도출한 AI 교육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Van Brummelen의 연구에서는 AI를 교

육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전공 개념과 AI 개념 또는

AI 툴이 연관되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Laato[18]는 대학의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 수강신청자

14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AI 교과목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은 학습자의 전공 또는 직무와 융합 가

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Van

Brummelen[30]과 Laato[18]의 연구 사례는 AI 리터러

시 교육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전공 연관성 또는 학습자의 직

무와의 융합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3. 국내 AIžSW 교육 현황

3.1 국내 대학의 AIžSW 교육 현황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SW 중심 대학 사업[8]을 통

해 대학의 SW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

며, 2020년 8월에는 ‘전국민 AIžSW교육 확산 방안’을 발

표하여 범용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AI 기술을 전

국민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1].

또한, 지난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하고, 교육내용

으로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기초원리, 인공지능 활용, 인

공지능 윤리를 담는다”라고 발표했다[23]. 즉, 최근 정부

는 범용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인공지능을 의무 교

육과정에서부터 일반인에게까지 교육하고, 이를 통해 전

국민이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AI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AI 학부 과정, AI 대학원 과정, AI 융합ž

연계 전공 트랙 등 전문적인 인공지능 인력 양성을 위

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기초 교양 과목으로써

SW 교과목을 개설하여 대학 구성원 전체의 SW 기초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일반교양 교과목에서는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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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데이터과학 등 전문적인 SW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

의 대학에서는 SW 교육을 위해 프로그래밍 교육 또는

컴퓨터 활용 교육보다는 컴퓨팅 사고력, 데이터과학, 프

로그래밍을 이용한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대학의 AIžSW 교육 현황을 조사했으며, 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이 서울 소재 31개 종합대학으로 한정하였다.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고

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

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

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여

자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

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호서대학교

Case I* Case II** Case III*** Case IV**** Others
12

(38.71%)
4

(12.90%)
4

(12.90%)
2

(6.45%)
9

(29.03%)
* Computational Thinking
** Computational Thinking and SW Programming
*** Computation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 Differential Operation Considering the Level of Learners

<Table 1> Cases of Computational Thinking Course in 31
Universities

<Table 1>은 서울 소재 31개 종합대학에서 SW 교

양 교과목으로 운영하는 컴퓨팅 사고력 교과목 운영 사

례를 조사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 대학에서 운영하

는 컴퓨팅 사고력 교과목을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

다. 첫 번째 유형(Case I: Computational Thinking)은

컴퓨팅 사고력, 프로그래밍 역량, 컴퓨터과학 전반에 대

한 지식, 컴퓨터 활용 등 보편적인 SW 융합 교육을 위

한 컴퓨팅 사고력 교과목 운영 사례로, 31개 대학 중 서

강대학교, 숭실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12개 대학

에서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번

째 유형(Case II: Computational Thinking and SW

Programming)은 SW 프로그래밍(코딩) 역량 증진에 중

심을 둔 컴퓨팅 사고력 교과목 운영 사례이며, 31개 대

학 중 서울시립대학교, 연세대학교, 세종대학교 등 4개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 번째 유형(Case III: Computation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은 문제해결력에 중심을 둔 운영 사례

로, 31개 대학 중 중앙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등 4개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네 번째 유형은 학과별 수준과 전공유형을 고려한 차등

운영 유형(Differential Operation Considering the Level

of Learners)이며, 31개 대학 중 경희대학교와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차등 운영 유

형은 학과별 수준뿐만 아니라 전공 연계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과목 운영 사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규 교과목 중 컴퓨팅 사고력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례(Others)는 8건으로

파악되었다.

Case V* Case VI** Case VII*** Case VIII****

4
(12.90%)

19
(61.29%)

6
(19.35%)

8
(25.81%)

* AI Courses
** Programming Course
*** Data Science Course
**** Problem-Solving Course

<Table 2> Cases of AIžSW Course (Including Duplicates,
Excluding Computational Thinking Course)

<Table 2>는 컴퓨팅 사고력 외에도 AI, 프로그래밍,

데이터과학, 문제해결 등 별도의 AIžSW 교양 교과목의

운영 사례를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한 것이다. 대학별로

여러 AIžSW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는 사례를 고려하여

중복을 허용하여 표시하였다. AIžSW 관련 교과목 운영

사례의 첫 번째 유형은 교양 교과목으로 AI 관련 교과

목을 운영하는 유형(Case V: AI Course)으로, 31개 대

학 중 가톨릭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4개 대

학에서 AI 관련 교과목을 교양 교과목으로 운영하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기초/응용 SW 프로그

래밍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는 유형(Case VI:

Programming)으로, 31개 대학 중 서강대학교, 서울시립

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19개 대학에서 컴퓨팅 사고력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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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과는 별도로 프로그래밍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 번째 유형은 데이터과학 관련 교과목을

교양 교과목으로 운영하는 유형(Case VII: Data

Science)으로, 31개 대학 중 고려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6개 대학에서 데이터과학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마지막 유형은 문제해결 중심의 SW 교

과목을 운영하는 유형(Case VIII: Problem-Solving)으

로, 31개 대학 중 건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성대학교

등 8개 대학에서 컴퓨팅 사고력과는 별도의 문제해결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오늘날 AI 국가 경쟁력은 AI 전문가 확보와 함께 AI

Readiness Index 2020의 평가 기준[25]에서와 같이 전

국민이 AI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AI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Table 1>와 <Table 2>의 SW

교양 교과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컴퓨팅 사고력 또

는 SW 기초 교육이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으로 연계되

거나 Zeng의 주장[33]과 같이 AI 사고력을 융합한 SW

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교과목 또는 교육과정은 찾아보

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의 AIžSW 교육은 SW 교양 교

육이 AI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개발하

고, 이를 통해 보편적인 AI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3.2 KOCW에 공개된 AIžSW 강좌의 AILC 분석

KOCW (Korea Open Course Ware:

http://www.kocw.net)[16]는 대학 강좌 또는 특별 강좌

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일반인 또는 관

련 업종 종사자가 AIžSW 강좌에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OCW에 공개된

인공지능 관련 강좌 20개를 Long이 정의한 AI 리터러

시 역량[21]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Table 3>

에 정리하였다. <Table 3>는 16개의 AI 리터러시 역량,

이론, 실습, 이론과 실습의 조합으로 분류하기 위한 필

드로 구성되었으며, 마지막 프로그래밍 도구

(programming tools) 필드는 실습 과정이 포함된 강좌

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도구를 의미한다. <Table

3>에 기술된 KOCW에 공개된 강좌 중 Long이 제안한

AI 리터러시 역량[21]을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강좌

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론(Theory) 중심의 강좌는 12

개, 실습(Hands-on) 중심 강좌는 2개, 이론과 실습이 조

합(Combined)된 강좌는 6개로 파악되었다.

KOCW에 공개된 강좌는 대부분 AI를 체험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이론 중심의 교육내용으로

구성되거나 AI의 응용을 체험할 수 있는 수준의 실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대부분

의 강좌가 SW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데이터 리터

러시(Data Literacy)와 같은 SW 기초를 다루고 있는 사

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기계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 학습, 현실에서 구현 가능한 AI에 대한 이해 등

컴퓨터과학 측면에서의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

다. 따라서 AI 시대의 인간의 역할, AI 윤리와 같은 보

편적 교육을 위한 인문학적 소양과 함께 인공지능을 교

육하기 위한 융합 교육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실습

위주의 교육도 프로그래밍 역량이 부족한 SW 초심자에

게는 난해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인문학적 소

양을 교육하면서도 이미 개발된 예제 코드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직접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생성하여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과 결과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AI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AI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

4. AI 리터러시 교양 교육 모델

4.1 AI 리터러시 교양 교육의 역할

(Fig. 1) Example of AI Education Courses in University

AI 리터러시란 AI로 인하여 인간을 다시 정의하는

시대에 있어 문화적 변화에 적응하고 이에 필요한 지식

을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32]. 이는 AI를 이해하고, 설명

하며,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며, AI 리터러시 역

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간과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AI 리터러시와 관련하

여 Long[21]은 AI 리터러시와 그 역량에 대해서 정의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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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Title (Year)
AIL
C*1

AIL
C*2

AIL
C*3

AIL
C*4

AIL
C*5

AIL
C*6

AIL
C*7

AIL
C*8

AIL
C*9

AIL
C*10

AIL
C*11

AIL
C*12

AIL
C*13

AIL
C*14

AIL
C*15

AIL
C*16

Theo
ry
Hand
s-on

Com
bined

Programmi
ng Tools

Understand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17)
O O 　 O O O O 　 O O 　 O O O 　 O O 　 　 　

Artificial Intelligence
(2017) O O 　 O O 　 　 　 O 　 　 O O O 　 　 　 　 O

Python with
Tensorflow

Introduc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2020)
O O O O O O O 　 O 　 　 O O O 　 　 O 　 　 　

Artificial Intelligence
(2012) O O O O O 　 O O 　 　 　 　 　 　 　 　 O 　 　 　

Understanding and
Fus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2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Artificial Intelligence
(2016) O O O 　 　 　 O O 　 　 　 　 　 O 　 　 　 　 O

Python with
Tensorflow

Artificial Intelligence
(2016) O O 　 　 　 　 O O O 　 　 O O O 　 　 O 　 　 　

Basic Mathematic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2019)
　 　 　 　 　 　 　 　 　 　 　 　 　 　 　 　 O 　 　 R

Artificial Intelligence
(2018) O O 　 　 　 　 　 　 O 　 O O O O 　 　 　 　 O

Python
with
PyTorch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20)
O O 　 　 　 　 　 O O 　 　 O O O 　 　 O 　 　

Deep Learning in
Practice
(2021)

O 　 O 　 　 　 　 　 　 　 　 O 　 　 　 　 　 O 　
Python with
Tensorflow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2021)
　 　 O O O O 　 　 　 　 　 　 　 O 　 O 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Society

(2017)
O 　 　 　 　 O 　 　 　 O 　 　 　 O 　 O O 　 　 　

Business Data
Analysis and

Visualiz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2021)

O 　 O 　 　 　 　 　 O 　 　 　 　 　 　 　 O 　 　 　

Learn Deep Learning
with Tensorflow and
PyTorch (2019)

O O O O O 　 　 　 O 　 　 O O O 　 　 　 　 O
Python with
Tensorflow

Machine Learning
(2018) O O 　 　 　 　 O O O 　 　 O O O 　 　 O 　 　 　

Python-based AI
Programming (2021) O O 　 　 　 　 　 　 O 　 　 O O O 　 　 　 　 O

Python with
Tensorflow

Understanding of
Industrial Sit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202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Introduc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2018)
O O O O O 　 　 　 O 　 　 O O O 　 　 　 　 O

Python with
Tensorflow

Cloud-based AI
Service Development

(2021)
　 　 O 　 　 　 　 　 　 　 　 O O O 　 　 　 O 　

Amazon
SageMaker

Sum 17 14 11 9 9 6 8 7 13 4 2 14 13 16 0 5 12 2 6
Ratio 85% 70% 55% 45% 45% 30% 40% 35% 65% 20% 10% 70% 65% 80% 0% 25% 60% 10% 30%

* AILC : AI Literacy Competency

<Table 3> AILC Analysis Results of Public Lectur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Opened in KO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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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21]이 정의한 AI 리터러시 역량을 학습하기 위

해서는 데이터과학, 프로그래밍,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

고 역량에 대한 학습이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대학의

AI 교육은 데이터과학, 프로그래밍,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 등 SW 역량을 바탕으로 AI 리터러시 역량과 함께

인문학적 소양[31]을 학습하고, AI 리터러시 역량을 바

탕으로 전문적인 AI 역량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Fig. 1)은 대학에서 SW 기초 역량을 바탕으로, AI

리터러시와 AI 역량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의 예시를 표현한 것이다. SW 기초 역량은 컴퓨팅

사고력과 디자인 사고력의 문제해결 역량과 SW 역량을

비롯하여 프로그래밍 역량, 컴퓨터를 활용하고 응용하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등 SW 역량 전반을 의미한다.

AI 리터러시 역량은 AI에 대한 이해, 데이터과학, AI

와 윤리, AI 시대의 인간의 역할, 프로그래밍 역량 등

컴퓨터과학 전반에 대한 역량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

양을 의미하는 역량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AI 역량은

AI 알고리즘, AI의 응용, 이미지 처리, 자연어 처리 등

AI 개발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실무 역량을 의미한

다. 결과적으로 대학교 교양 수준의 AI 리터러시 교육

은 기술적인 역량이나 인문학적 역량에 편향되지 않으

면서도 SW 기초 역량과 전문적인 AI 역량을 연결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

4.2 AI 리터러시 교양 교육 모델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AI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

은 있으나, 아직까지는 AI 리터러시 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 모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KOCW에 공개된 인공지능 관련 강좌의

분석 내용을 참고하여 <Table 4>와 같이 Long이 제안

한 AI 리터러시 역량[21]을 모두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

모델을 개발하였다. <Table 4>는 차시별 학습 주제, AI

학습을 위한 프로그래밍 도구, 교육내용, 각 교육내용에

대응되는 AI 리터러시 역량 순으로 기술한 것이며,

<Table 5>는 제안하는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의 차시

별 대응되는 AI 리터러시 역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

도록 기술한 것이다.

<Table 5>를 통해 제안하는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

이 Long이 제안한 AI 리터러시 역량[21]을 균형 있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제안하는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의 전반부는 데이터

과학, 윤리적 접근, AI 이해, AI 데이터의 학습 등 AI와

관련된 이론 전반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방

법 등 인공지능 소양과 함께 인문학적 소양[31]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육의 후반부는 AI 학습용 데

이터 생성 실습, 다양한 AI 응용 실습 등 기존의 이론적

인 AI 응용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의 AI 교육 콘텐

츠로 구성하였으며, 실습 코드를 베이스에서부터 하나씩

구축해나가는 과정을 학습하기보다는 Python, Pytorch,

Tensorflow, Colab[7]을 이용하여 완성된 코드를 바탕으

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학습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관

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인공지능 응용 알고리즘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제안하는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은

AI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SW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

능 알고리즘과 그 응용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초·중 교육과정에서 SW 의

무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점차 컴퓨팅 사고

력을 경험한 학습자의 비율이 증가하며, SW 교육(컴퓨

팅 사고력)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제안하는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의 1차시에는 AI 리

터러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하며, AI 리터러시 학

습에 있어서 컴퓨팅 사고력의 추상화를 바탕으로 문제

를 해결하는 역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학습한다. 추

상화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 역량을 집중적으로 체험

하는 차시는 11차시에서부터 15차시까지이며, 각 차시

별로 구성된 실습 예제 중 첫 번째 예제는 A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인식하고, 분해하고, 솔루션을 설

계하고 구현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는 “미래 사회에서는 컴퓨팅 사고력과 AI 사고력을 융

합한 SW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Zeng[33]의 주

장을 반영한 것으로, 아직까지 인공지능 교육에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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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Subject Tools Contents Competencies

1 To understand
AI literacies -

‧ Introduction to data and AI literacies.
‧ Computational-thinking-based procedural problem solving.
‧ Understanding AI literacy through computational thinking competency.

Data literacy

2 To understand
data science -

‧ Data science overview.
‧ Data collection, management, analysis, and reporting.
‧ Big data and data mining.

Data literacy

3 To understand AI -
‧ What is AI? Understanding what AI can and cannot be.
‧ Understanding general and narrow AIs.
‧ Understanding AI strengths and weaknesses.

Recognizing AI,
General vs. Narrow, AI

strengths &
weaknesses

4 AI ethics (1) -
‧ Ethical issues arising from advances in AI technology.
‧ Awareness of the dangers of AI technology.
[Discussion] Discussion on AI from various perspectives.

Ethics, Human role in AI

5 AI ethics (2),
History of AI -

‧ The history of AI: Summary and implementation of research by age of
‧ AI (1st Perceptron, 2nd Multilayer perceptron, 3rd Latest deep learning).
‧ AI from a historical/philosophical point of view.
[Discussion] AI ethics guidelines and discussion.

Ethics, Human role in AI

6 AI ethics (3) -
‧ Privacy issues arising from AI in the future.
‧ Learning how to manage AI data safely.
[Discussion] Future society where humans and AI coexist.

Ethics, Human role in AI

7 Machine learning:
Basic -

‧ Machine learning (ML) overview
‧ Perceptron
‧ Understanding how machines learn from data
‧ Supervised/unsupervised and reinforcement learning.

Understanding
intelligence, ML steps,
Learning from data

8 Machine learning:
Rule-based AI -

‧ Learning logic and inference in AI.
‧ Searching algorithms in AI.
‧ Rule-based expert systems.
‧ Knowledge expression.

Understanding
intelligence, ML steps,
Decision-making

9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

‧ Exploring convolutional layers.
‧ Learning about types of deep neural networks.
‧ Configuration of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Understanding
intelligence, ML steps

10
Building an AI
programming
environment

Anaconda,
Python,
OpenCV

‧ Building a Python programming environment (Anaconda).
‧ Reviewing basic Python programming commands essential for AI
programming (import, print, for, while, if, pip commands, etc.).
‧ Building an OpenCV programming environment with TensorFlow and
PyTorch.

Data literacy

11

Understanding
AI

applications and
hands-on

exercises with AI
(1)

Python,
OpenCV,
PyTorch

‧ Understanding various AI applications in the real world: Image processing
‧ Learning about computational acceleration using GPU and implementation
method using PyTorch.
[Hands-onExercise1-1] Designing a problem-Solving for image
processing.
[Hands-onExercise1-2] Preparing images for exercise.
[Hands-onExercise1-3] Exercise of converting image files to video files.

Representations,
Sensors, Action &
Reaction, Imagine
future AI, Critically
interpreting data,
Interdisciplinarity

12

Understanding
AI

applications and
hands-on

exercises with AI
(2)

Python,
OpenCV-
based
YOLO

‧ Understanding various AI applications in the real world: Object recognition,
autonomous driving, and drones.
‧ Object detection algorithm: YOLO (DarkNet, DarkFlow, DarkNet with
OpenCV)
[Hands-onExercise2-1] Designing a problem solver for object detection.
[Hands-onExercise2-2] Preparing images for object detection.
[Hands-onExercise2-3] Exercise object detection algorithm using
OpenCV-based YOLO.

Representations,
Sensors, Action &
Reaction, Imagine
future AI, Critically
interpreting data,
Interdisciplinarity

13

Understanding
AI

applications and
hands-on

exercises with AI
(3)

Python,
OpenCV,
Tensorflo
w,
Google
Colab

‧ Understanding various AI applications in the real world: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 Learning to use TensorFlow with Google Colab.
[Hands-onExercise3-1] Designing a problem solver for OCR.
[Hands-onExercise3-2] Preparing the MNIST dataset.
[Hands-onExercise3-3] OCR practice using TensorFlow and Google
Colab.

Representations,
Sensors, Action &
Reaction, Imagine
future AI, Critically
interpreting data,
Interdisciplinarity

14

Understanding
AI

applications and
hands-on

exercises with AI
(4)

Python,
OpenCV,
TensorFlo
w,
Google
Colab

‧ Understanding various AI applications in the real world: 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ANPR), face recognition, voice recognition etc.
‧ Learning how to use LabelImg[] and label image data.
[Hands-onExercise4-1] Designing a problem solver for OCR.
[Hands-onExercise4-2] Preparing license plate images using LabelImg.
[Hands-onExercise4-3] Exercise ANPR algorithm using YOLO.

Representations,
Sensors, Action &
Reaction, Imagine
future AI, Critically
interpreting data,
Interdisciplinarity

15

Understanding
AI applications
and hands-on
exercises with AI

(5)

Python,
OpenCV,
TensorFlo
w,
Google
Colab

‧ Concepts of face detection and face recognition algorithms.
[Hands-onExercise5-1] Designing a problem solver for face recognition.
[Hands-onExercise5-2] Preparing face images for face recognition.
[Hands-onExercise5-3] Exercise face recognition algorithm using
TensorFlow.

Representations,
Sensors, Action &
Reaction, Imagine
future AI, Critically
interpreting data,
Interdisciplinarity

16 Final test

<Table 4> AI Literacy Education Model for Undergraduat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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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에는 데이터과학 전반과 데이터의 분석 방법 및

통계적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3차시에는 A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하며, AI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며, 일반적인 AI와

좁은 의미의 AI를 식별할 수 있는 역량을 습득한다. 제

안하는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이 다른 AI 개론 교육 모

델 다른 특징은 4차시에서부터 6차시까지 학습하는 AI

윤리다. 학습자들은 AI의 역사와 윤리, 미래 사회에서

AI의 영향 등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

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7차시에는 기계 학습의 스텝과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

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8차시에는 AI에서의 로직과 추

론, 검색, 전문가 시스템 등 기계 지능과 규칙 기반 AI

전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9차시에는

3세대 인공지능인 딥러닝 기술에 대해서 학습하며, 10차

시에는 Anaconda를 이용한 가상 실습 환경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11차시에서는 Python 라이브러

리를 이용한 이미지의 처리에 대해서 학습하며, 12차시

에는 객체 인식, 13차시에는 객체 인식과 OCR 실습, 14

차시에는 객체 인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YOLO 알

고리즘을 이용한 차량 번호판 인식 실습, 마지막으로 15

차시에는 얼굴 인식 실습을 통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또한, 각 실습 예제에서는 학습자가 직접 데이

터를 준비하고, 준비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여 인

공지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11

차시에서부터 15차시까지는 Long[21]이 주장한 지식의

표현에 대한 역량(Representations), 학습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센서에 대한 이해 역량

(Sensors), 현실에서 구현 가능한 AI에 대한 이해 역량

(Action & Reaction), 미래 AI의 응용에 대한 예상할 수

있는 역량(Imagine Future AI), 학습의 예시를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한 역량(Critically Interpreting Data), 다양

한 AI 응용에 대한 이해 역량(Interdisciplinarity)에 대

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5. 결론

전 세계적으로 AI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25]은 AI 전문가를 양성하여 AI 인재를 확보하는 것뿐

만 아니라 전 국민이 AI를 이해하고, 응용하기 위한 인

프라와 교육 여건, 정책 또한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

다. 대한민국은 미국, 영국, 대만에 이어 AI 국가 경쟁력

수준이 7번째인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AI 국가 경쟁

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AI 전문 인력 확보에 힘쓰는

한편, AI의 보편적 교육을 지향하여 전 국민이 AI를 이

해하고, 설명하고, 응용하기 위한 AI 리터러시 역량 교

육이 필요하다.

Week AILC1 AILC2 AILC3 AILC4 AILC5 AILC6 AILC7 AILC8 AILC9 AILC10AILC11AILC12AILC13AILC14AILC15AILC16
1 O
2 O
3 O O O
4 O O
5 O O
6 O O
7 O
8 O O O O
9 O O
10 O O
11 O
12 O O O O O O
13 O O O O O O
14 O O O O O O
15 O O O O O O
16

<Table 5> Table of AI Literacy Competency for the Proposed AI Literacy Educ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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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수행한 국내ž외 인공지능 교육 연구, 대

학의 AIžSW 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AI 교육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중심으

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교육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소재 31개 대학에서 운영 중인 AIžSW 교과

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 컴퓨팅 사고력,

프로그래밍, 문제해결 신장을 위한 교과목 등 SW 기초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과목을 운영함으로써 대학

구성원 전체의 SW 역량 제고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외에도 AI 관련 교양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SW 교양

교육이 AI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과정 또는 교

육 모델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SW 교양 교육이

AI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는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 개발을

위해 KOCW에 공개된 AI 관련 20개 강좌를 Long이 제

안한 AI 리터러시 역량[21]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강좌는 SW 전공자를 기준으

로 교육 내용이 구성되거나 이론적인 측면이 강하며, 인

문학적 고찰과 함께 AI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기보다는 AI의 기술적 측면의 교육내용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AI 리터러시 교

육은 AI에 대한 이해, 실습 중심의 AI 응용 사례 등 기

술적인 측면 외에도 AI 윤리, 인간과 AI의 상호작용 등

인문학적 요소를 교육하여 보편적 교육을 추구하고 AI

의 확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Long이 제안한 AI 리터러시 역

량[21]을 바탕으로 AI 리터러시를 교육할 수 있는 모델

을 개발하였다. 제안하는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은 AI

리터러시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간과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초원리, AI

윤리, AI와 인간 등 인문학적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며, AI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응용 실습

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교

양 교육 수준으로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을 적용하여

운영하기 위한 예시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안하

는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이 SW 교양 교육과 AI 교육

을 연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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