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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이 전 영역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국내 

대학에서는 전공뿐 아니라 교양 교육에서도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수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교양 교육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교육 방법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더 

효과적인 AI 교육이 될 수 있는 SSI를 적용한 교과목 방향을 설계하고자 한다. SSI는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창의적,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SSI를 적용한 인공지능 교양 교과목을 개발하였다. 첫째, 교육 대상의 지능정보 사회의 행위 주체로서 특징

을 고려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둘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보고 실생활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과 사회 관련성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접근하고 설계한다. 셋째, 공동의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참여해 협력

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접근하고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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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influencing across all areas as technology advances and 

social needs change. Therefore, Korean universities have actively developed and operated class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not only in major 

education but also in liberal arts education.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methods and educational programs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in liberal arts is 

in its early stages. SSI is an education that can apply social and ethical problems related to science to 

open problems that can creatively and reasonably present solutions. SSI can be applied to make AI 

education more effective. In this study, an artificial intelligence liberal arts curriculum applied SSI was 

developed with three purposes: First, it is designed is designed so that students subject to education can 

access it by considering its characteristics as actors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Second, it is 

designed so that students can experience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s themselves and deal with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 relevance in depth, focusing on various examples of real life. Third, it is designed 

and approached so that students can participate and cooperate for the purpose of solving common 

problems to develop cooperative problem-solv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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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산업, 경제, 

의료,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와 실생활 다양한 곳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1]. 기술의 발

전과 사용자의 관심, 요구에 발맞추어 인공지능은 다양

한 영역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공학, 농

업, 경제, 의학, 예술, 정치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장 먼저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산업구조와 직업이다. 기존의 직업 중 상당수는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직업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주도하는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에 있어 변화의 폭과 깊이는 우리가 상상

하는 이상일 것이다[2]. 따라서 AI 교육은 전공을 불문

하고 필요한 보편적 교육이며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경

험이 필요하다.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은 기

술과 관련된 직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기술을 중요

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3]. 즉, AI 교육 경험

을 통해 보편적 기술이라는 인식 개선과 이해에 따라 

AI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의 직업과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특수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많으므로 교육 접근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따라

서 AI 교육은 컴퓨터 과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4]. 

현재 대학에서는 교양을 통한 AI 교육을 위해 다양

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술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으로 이어지

는 교육이 전부이다. 이러한 교육은 전공이 아닌 학생

들에게 상대적으로 어렵고 학생들에게 필요성과 더불

어 기술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끌어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AI 교양 교육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과 맞물려 전공이 아닌 교양 교육이라는 부담이 점

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 접근이 아닌 인공지능과 관련된 과학 

관련 사회 쟁점(Socio-Scientific Issue; 이하 SSI)을 

소재로 사회적 이슈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결책을 제시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참여적 수업이 필요하다. SSI 수

업에서는 과학에 기초한 쟁점에 따른 결정이 도덕적 원

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학생들이 접해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5]. SSI 수업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과

학 관련 사회 쟁점들을 자연스럽게 강의실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

능 이슈에 대해 단순히 찬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윤

리적인 요소를 통해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목적

이 있다. 이러한 교육은 인공지능 관련 지식과 더불어 

인공지능 윤리, 보안에 관련된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SSI 

수업을 통해 인공지능의 이해와 인식 개선, 기술에 대

한 관심과 경험 학습 성취 향상 등 교육의 한계를 보완

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였다.

2. 관련연구

2.1 인공지능 교양 교육 현황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

해서는 미래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2019년 12월 대통

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국가전

략’을 발표하였다[6]. 이 회의에서는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교육을 목표로 초중등 소프트웨어 및 AI 필수 

교육, 전 국민의 AI 평생 교육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 교원 양성과 더불어 임용과정부터 

SW와 AI 관련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able 1. Contents of AI Education by Country

Nation Content Target

Korea

- Develop machine learning

- Application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real-life problems

High 

School

USA

- Different forms of computer

  recognition

- Search algorithm

- Machine learning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s

- Processing linguistic ambiguity

- Social impact and issues

High 

School

China

- AI Concepts and Principles

- AI Core Algorithms

- Using open source AI

  Applications

- AI Rules and Regulations

High 

School

EU

- AI Concepts

- Search and Troubleshooting

- Machine learning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s

- Future prediction and social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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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육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EU 국가,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인공지능을 포함

해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7-9]. 또한, 국내에서도 초중

등학교 인공지능 교육내용과 방법, 적용방안 등에 관련

된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10] 교육내용을 자세

히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미국은 초중고 연계성을 

고려하여 인공신경망을 제외한 내용을 심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지역과 학교에 따라 사용하는 

교과서와 교육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다. 

한국은 연계되는 내용이 머신러닝 하나였으며 고등학

교 과정에서는 심화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또한, 사회

적 영향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었다.

이처럼 초중등에 관한 지원과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지만, 대학 인공지능 교과목과 교육에 관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교양에서 인공지능이 필요한 이

유는 전공과 융합해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업

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교과

목과 관련해 필수/선택 등을 포함한 표준화된 기준이나 

커리큘럼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운영은 필수적인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 사회적 

요구에 따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작용으로 연결

될 수밖에 없다. 대학별 커리큘럼을 자세히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11-14]. 일반적으로 기술에 치우친 교

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론이나 윤리만 다루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Table 2. Contents of AI Education by University

University Contents Division

A

- Watson

- Making a Chatbot through a

  Dialogue Flow

Mandatory

B

- Conceptual knowledge of AI

- Python

- Deep learning, Machine learning

Science and 

Engineering

Mandatory

C
- AI Society

- Understanding AI
Selection

D
- 4th Industrial Revolution

- AI ICT Convergence
Selection

‘AI 교육 현실과 개선 방향’ 설문조사 결과 97.9%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15]. 이처럼 우리나라도 

AI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교육 의지 또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9년 대학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이 6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수년째 지키고 있다[16]. 높은 

교육 수준과 AI 보편교육이 접목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AI 미래인재 양성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성과를 위해서는 각 대학의 

교양 교육을 통한 AI 보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공에서 인공지능 교육은 기술적 접근이 이루어지

며 이 또한 관련 전공 학생들만 수강하고 있다. 그러나 

AI와 소통하며 기술을 흡수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주기 위해 교양을 통해 인공지능 교

육이 필요하다. 즉, 인공지능 교양을 통해 기술적 이해

와 융합적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해 직업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미래사회에서

는 도전적이고 자기 주도적이며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2.2 SSI(Socio-Scientific Issues) 관련 교육

SSI는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술이 과학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답이나 방법이 존재하는 이

슈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 가능한 문제 또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즉,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다. SSI는 다양

한 전공과 연결되어 있거나 학문적 복합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자체로 대학 융복합 교육 소재에 적합하다[17]. 

또한 문화, 정치, 경제, 예술, 행정, 법, 윤리 등 여러 분

야에 다양한 고려가 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들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경험을 해보는 과정을 통

해 과학과 사회의 상호관계와 인식을 개선하고 더 나아

가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적인 발달을 형성할 수 있다.

SSI 교육은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현

대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유용한 전략이다

[18-20]. SSI를 교육이나 수업에 도입하는 것은 과학, 

기술, 사회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생

활에서 직면하는 SSI에 대한 합리적 문제해결 및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21]. 과학적 소양

은 실생활의 문제 또는 SSI의 현명한 해결 및 결정을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22]. SSI 교육을 통한 과학적 소양 함양은 공동체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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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으로서 SSI 문제에 대해 과학 기술과 관련된 다양

한 가치, 윤리적 관점 등 성찰하는 태도로 최선의 대안

을 찾아가며, 문제해결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을 배

려할 줄 아는 인성을 포함한다.

SSI 수업에서 학생들은 교수자가 선택한 정보를 읽

거나 보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 직접 관련 

정보를 찾아 내용 속에 포함된 의도를 분석하기도 한

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의 지식적 이해뿐 아니라 자료 

선별능력, 분석 능력, 비판적 사고력을 함께 길러줄 수 

있다.

인공지능 또한 과학 기술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과

학적 소양과 더불어 이를 통해 영향을 받는 사람을 배

려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SSI는 인공지능 교육에 새

로운 교수․학습 시도를 위해 중요하다.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여 가치판단을 하고 의사 결정한 후 올바른 결정

인지, 최선의 결정인지 또는 사회적인 영향성 등 평가

와 더불어 성찰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SSI 수업은 과학 교과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

지만, 인공지능, 컴퓨터 관련 수업에서 SSI 수업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3. 교육과정 설계

3.1 연구과정 및 절차

Fig. 1. Research Procedure

교과목 개발에 따른 설계에 있어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은 필수적인 요소이다[23].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에 따른 실증조사를 통하여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제시

하였다. 대학교수 7인, 소프트웨어교육 전문가 5인, 총 

12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15주차 강의 내용에 

대해 2차에 걸쳐 패널들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연구 순

서는 Fig. 1과 같다.

3.2 전문가 델파이

주요 대학의 인공지능 교양 교육 사례분석을 통해 

교육 목적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수업 내용을 수립하

였다.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12인을 대상으로 2

차에 걸쳐 타당도 검증을 위해 델파이를 진행하였다. 

주차별 수업에 관한 내용 총 15문항으로 Likert 5점 척

도의 선택형 문항과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자유 서술하

는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Table 3은 수업 내용

에 대한 2차 최종 델파이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Ratio : CVR) 결과이다. 내용 타당도 식은 

(1)에 의해 산정된다.










⋯⋯⋯⋯⋯⋯ 

Table 3. 2nd Delphi result

Average SD CVR Stability Convergence Consensus

Week 1 5.00 0.00 1.00 0.00 0.00 1.00

Week 2 4.75 0.60 0.83 0.13 0.00 1.00

Week 3 4.75 0.43 1.00 0.09 0.13 0.95

Week 4 4.25 0.72 0.67 0.17 0.50 0.75

Week 5 4.92 0.28 1.00 0.06 0.00 1.00

Week 6 4.67 0.62 0.83 0.13 0.13 0.95

Week 7 4.58 0.49 1.00 0.11 0.50 0.80

Week 8 4.25 0.43 1.00 0.10 0.13 0.94

Week 9 4.17 0.69 0.67 0.16 0.50 0.75

Week 10 4.92 0.28 1.00 0.06 0.00 1.00

Week 11 4.75 0.43 1.00 0.09 0.13 0.95

Week 12 4.75 0.60 0.83 0.13 0.00 1.00

Week 13 4.75 0.60 0.83 0.13 0.00 1.00

Week 14 4.75 0.60 0.83 0.13 0.00 1.00

Week 15 4.67 0.62 0.83 0.13 0.13 0.95

본 연구에서는 1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그에 

따라 평가항목 타당도는 CVR이 0.56 이상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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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24]. 모든 CVR값이 기준 0.56 이상으로 나타나 

내용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안정도(Stability), 수렴도(Convergence), 합의도

(Consensus)는 전문가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안정도 0.8 이하, 수렴도는 

0～.5 사이, 합의도 .75 이상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안정도는 표준편차를 평균

으로 나누는 계산식을 사용하고 전문가 의견의 합의와 

수렴 정도를 구하는 식은 (2)와 같다[25].

 

  

⋯⋯⋯⋯

  

  

4. 교육과정 개발

4.1 교육의 목적

교육영역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분야와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하는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러한 인공지능 관련 전공, 교양과목의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 또는 인공지능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목은 

일반적으로 강의식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 방법의 특성상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고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하여 큰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더불어 학

업 성취도와 수업 만족도 또한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

인 방법의 하나는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의 필요성과 유

용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인공지능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 또는 상황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학습 대상자

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SSI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2 교과목 운영 유의사항

교과목의 운영에 따른 유의사항을 자유롭게 서술하

는 개방형 문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전공별 수준이 다르므로 단과대학의 특성

에 맞게 수준이나 분반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론적인 접근보다 실습을 바탕으로 기술에 대한 이

해를 할 수 있도록 실습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발된 교과목을 이수 후 심화 단계로 연결될 수 있

는 교과목이 구성되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학생들이 SSI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 전 설명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

었다. 제시된 의견을 적용하여 주차별 수업 내용을 구

성하였다.

4.3 주차별 수업 내용

본 연구에서는 대학 교양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SSI 

수업 설계를 위한 방향에 따라 국가별 교육내용, 각 대

학에 편성된 AI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개발하였다. 전문

가들의 검증을 통해 완성된 주차별 강의 내용과 주요 

활동 사항은 Table 4과 같다.

Table 4. The Content and Methods of Weekly Classes

Topics Contents

Week 1 Theory
- Orientation
- AI Overview

Week 2 Theory
- What is AI?
- Basic operating principles of AI systems

Week 3 Theory
- Understanding AI and social influence
-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echnology 

stakeholders

Week 4
AI 

algorithm practice
- Data Learning
- Testing Machine Learning Models

Week 5
AI 

algorithm practice

- Comparison between supervised and 
unsupervised learning

- Teachable Machine Image Classification

Week 6
AI 

algorithm practice
- Teachable Machine(Google)
- Categorizing different images

Week 7
AI 

algorithm practice
- Fingerprint/Face Recognition
- Motion detection game

Week 8 Test - Midterms

Week 9
Discussion on SSI 

application
- Human-machine interaction, human-robot 

interaction

Week 10
Discussion on SSI 

application
- Impact of data bias
- AI Algorithm Failure Cases

Week 11
Discussion on SSI 

application
- Understanding AI Ethics
- Necessity of AI ethics

Week 12
Discussion on SSI 

application
- Presentation by teams on AI ethics 

and trolley dilemma

Week 13
Discussion on SSI 

application
- Is AI a tool or a friend? a team 

discussion about

Week 14
Discussion on SSI 

application
- Announcement of AI utilization plan 

for solving social problems by team

Week 15 Feedback
- Overall review and full discussion
- Feedback and reflection by team

2주차에서 3주차는 인공지능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

고, 4주차에서 7주차까지는 인공지능 실습으로 구성되

어 있다. 실습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하여 기술

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9주차에서 1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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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는 실습으로 체험한 기술의 문제점과 윤리적인 문

제에 관해 사례를 발견하고 SSI를 적용하여 발표와 토

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현

대 과학과 기술, 사회의 특성상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인공지능 SSI의 사례와 내용은 다양하다. 이러한 사례

와 내용을 교수자가 직접 정하기보다 학생들이 경험한 

기술을 바탕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보도록 유도

할 수 있는 구성이 중요하다. SSI의 인공지능 내용은 학

생들에게 과학, 사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5. 결론

다가올 사회는 초지능, 초연결,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이며 변화에 발맞춰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의 흐름

이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고차원적이고 전문적 기술 

영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초등학생부터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내용이라는 인식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

고 있다. 지능정보화사회에서 적응하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대학생들에게 인공지능 교육은 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필수이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초교육이 필

요하다. 비전공자들에게 인공지능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흥미와 동기부여를 통해 어떻게 적용하고 활

용할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이 필요하

다. 필요에 따라 실생활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 내용 속에 포함된 의도를 분석해 보고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인공지능 보편교육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교양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

한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

으로 구성된 이론적 접근이 아니라 이론에 기반한 실습

을 해보는 경험과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사회적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인공지능 교양 교육을 위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는 교육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통한 접

근이 필요하다. 다양한 기술과 결합한 인공지능은 국가

와 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기술이다. 따라서 인

공지능 실습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입문자를 포함해 

기초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인공

지능 윤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윤리는 실생활

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과 사회 관련성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접근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의 지식적 이해와 더불어 자료 선별 능력, 분

석 능력, 비판적 사고력을 함께 길러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례와 발표, 토의․토론 중심 수업을 통해 지능

정보윤리는 실천이고, 그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으로 소

양을 함양할 수 있음을 체험을 통해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SSI를 적용한 수업을 진행해 

사회적, 기술적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참여적 인공지능 교양 교육

을 위한 SSI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공지능 

교양 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 현장에 어렵지 않게 적

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공지능 수업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

여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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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혁신융합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소프트웨어교육, 인공지능교육, 컴퓨팅사고력, 

디지털미디어, 정보윤리

․ E-Mail : dreamer@hoseo.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