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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의 다양한 곳에 사용되기 시작하 으며, 최근 그 역 한 차 확 되고 있다. 하지만 인

공지능에 한 교육이 등학생을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해 어렵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육용 로그래  언어와 인공지능 교육 방법을 고찰하고, 인공지능에 

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공지능 기술에 한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해 학생들의 수 에 

한 블록형 로그래  언어 기반 인공지능 기술에 한 교육을 실시하 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공지능 기술에 

한 태도를 단일집단 사 사후 검사를 통해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공지능에 한 흥미, 인공지능 

기술에 한 근 가능성, 학교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한 교육의 필요성에 있어 유의미한 향상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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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gun to be used in various parts of our lives, and recently its sphere has been 

expanding. However, students tend to find it difficult to recogniz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ecause educ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being conducted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paper examined the teaching 

programming languag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aching methods, and looked at the changes in students' attitudes 

towar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y conducting educ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To this end, education on 

block-type programming language-base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as provided to students' level. And we 

looked at students' attitudes towar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rough a single group pre-postmortem. As a 

result, it brought about significant improvements in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possible access to artificial in-

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need for educ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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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의 다양한 곳에 사용되기 시작

하 으며, 최근 그 역 한 차 확 되고 있다[17]. 

교육 역에서 한 인공지능과 련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용되고 있다. 교육 역에서 인공지능과 

련된 연구로 인공지능 기술을 용하는 분야와 인공

지능 기술을 교육하는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용하는 분야에서의 연구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학생들의 학습 경로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12],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

취도를 측하는 연구 한 이루어졌다[11]. 하지만 인

공지능 기술을 교육하는 분야는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실과 교과에서 교육되는 소

트웨어 교육은 학생들의 컴퓨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한 목 을 가지고 있다. 컴퓨  사고력은 다양하게 정

의되고 있으며, 공통 으로 컴퓨  도구를 사용하여 일

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능력이라 정의되고 있

다[16]. 최근 인공지능의 발 으로 사회의 다양한 방면

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2].ﾠ이러한 인공지

능 기술을 사용하여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한 학생들의 컴퓨  사

고력 향상에 있어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

다. 한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의 인공지능 기술에 한 

정 인 태도 형성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술과 련된 

직업에 해 많은 심을 가질 수 있고, 기술을 요하

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10]. 하지만 텐서 로 

 라스 등의 일반 인 인공지능 개발 랫폼을 사용

한 인공지능 교육은 사용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쉽게 

교육 장에 용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인공지능 개발 랫폼에만 국한된 것

이 아니며, 로그래  교육에 있어서도 자의 수

에 합한 로그래  언어에 한 필요성으로 교육용 

로그래  언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학습자의 인지수

에 합한 교육용 로그래  언어를 통한 교육은 

로그래  능력 향상은 물론 학습자의 다양한 인지  능

력의 향상을 가져왔다[12]. 이러한 에서 볼 때 인공

지능 교육 한 학습자들의 수 에 합한 교육용 로

그래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육용 로그래  언어를 사용한 인공지능 교육을 실

시하 으며,  이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인공지능 기술

에 한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인공지능 플랫폼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다양한 서비스에 용하기 

한 랫폼으로서의 서비스(PAAS)가 개발되고 있다. 

표 인 랫폼으로 IBM Watson과 AWS 랫폼이 있

다[1][7]. IBM Watson의 세분화된 기능은 IBM의 클라

우드 서비스로 제공된다. 한 API 서비스로 제공되며, 

응용 로그램 개발 방법에 따라 API를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왓슨은 머신러닝 기반 챗 ,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한국어를 지원한다

는 에서 다른 서비스와 차별성을 가진다[7].

AWS는 Amazon Web Services는 컴퓨 ,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분석, 네트워킹, 모바일, 개발자 도구, 리 

도구, IoT, 보안  엔터 라이즈 애 리 이션을 비롯하

여 범 한 로벌 클라우드 기반 제품을 제공한다[1]. 

최근 AWS에서는 머신 러닝 서비스를 개발하 으며, 이 

서비스에서는 딥러닝 기반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언어 

번역 등 다양한 기술에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2.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 인공지능 교육 도구

국 IBM사에서는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의 개념과 그 

사용법을 알려주기 해 [machine learning for kids]를 

개발하 다[13].ﾠ 클라우드 기반 웹 서비스인 Machine 

learning for kids는 교육 목 으로 개발되었으며, 교사 

는 코딩 그룹의 리더는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ma-

chine learning for kids는 어 기반의 서비스이지만 

재 한국어로 번역이 완료되어 있으며 추가로 진행되는 

업데이트 역시 한국어 번역이 진행되고 있다.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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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L for kids screenshot

machine learning for kids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한 단계를 '훈련' - '학습 & 평가' - '만들기'으로 구

분하 으며, 각각의 단계에서의 작업 수행을 통해 손쉽

게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Fig 2]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 development procedure

 

'훈련' 단계에서는 [텍스트, 이미지, 숫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

다. '학습 & 평가' 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수

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한다. '만

들기' 단계에서는 트 이닝 단계에서 개발한 모델을 스

크래치 등의 로그래  언어를 사용하여 로젝트를 개

발한다. machine learning for kids는 인공지능에 친숙하

지 않은 교사 혹은 학생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로젝트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다.

2.3. 기술에 대한 태도

국립국어원의 표 국어 사 에 의하면 태도는 어떤 일

이나 상황 따 를 하는 마음가짐, 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이다[14].  PATT(Pupils’ Attitude Towards 

Technology) 학회는 GASAT(Gender And Science And 

Technology)  UNESCO 학술회의를 통해 기술  태도

와 련한 국제 인 측정 도구를 개발하 다[15]. 측정 도

구의 련 요인으로 기술의 일반 인 개념, 기술에 한 

흥미, 기술의 요성, 기술 내용의 난이도, 기술의 역할, 

기술의 결과, 기술에서의 창의성, 기술 련 직업과 진로 

등으로 정의하 다[8][15]. 한 Wolters(1989)는 10～12세 

학생을 상으로 기술에 한 태도를 검사하기 한 기술

 태도 검사 TAS(Technology Attitude Scale)를 개발하

으며, 해당 측정도구에서는 기술에 한 태도를 흥미, 

성 역할, 기술의 향, 기술 내용의 난이도, 학교수업, 진

로  직업 선택으로 구분하 다[3]. 이춘식(2008)은 기술

에 한 정 인 태도 형성은 학생들에게 기술과 련된 

직업에 해 많은 심을 가질 수 있고, 기술을 요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10]. 국내에서 연구

된 기술  태도와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특정한 수업이 

기술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해 살펴보고 있으며, 연구

에서 기술  태도를 측정하기 한 도구로 이춘식(1999)과 

이춘식(2008)이 개발한 기술에 한 태도 척도를 사용하

으며, 이춘식(1999, 2008)이 개발한 기술 태도 척도는 

Wolters(1989)가 개발한 TAS를 번역하여 제작되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Y 등학교 5, 6학년 

학생 406명을 상으로 딥러닝 기반 이미지 인식 모델 

개발  용 교육을 용하여 수행하 다. 연구에 참여

한 남녀 학생 비율은 <Tabel 1>과 같다. 

Male Female Total

5th 111 121 232

6th 90 84 174

Total 201 205 406

<Table 1> Number of students responding to the survey

3.2. 실험 설계

이 연구는 로그램의 용 과 후에 변화된 종속 

변수를 검사하여 인과 계를 추론하는 단일집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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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사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ng)방

법을 사용하 다[20]. 본 연구를 하여 단일 집단에 

해 기술  태도에 한 사 , 사후 검사와 실험 처치로 

딥러닝 기반 텍스트  이미지 인식 모델 개발  용 

교육을 실시하 고 [Fig 3]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O1 X O2

X :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ext 

and image recognition model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O1, O2 : Pre-postexamination

[Fig 3] Experimental design model

3.3. 검사 도구

기술  태도에 한 검사도구는 만(2012)이 사용

한 검사도구를 사용하 다. 만(2012)이 사용한 검사

도구는 이춘식(2008)이 개발한 기술  태도 검사도구를 

등학생 수 에 합하도록 수정․보완하 으며 기술

에 한 흥미, 기술의 성 역할, 기술의 요성과 향, 

기술의 근 용이성, 기술과 학교수업, 기술 련 진로, 

기술과 창의  활동의 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술  태도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

당도는 다음과 같다. 먼  문항 내  일 성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 α계수는 .889로 조사되어 신뢰할

만한(reliable) 검사도구이며, 등학생 5명의 비검사

를 통해 등학생 수 에 합한지에 한 안면 타당도

를 측정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16]. 본 연구

에서는 만(2012)이 사용한 기술  태도에 한 검사

도구의 문항 내용을 인공지능 기술에 합하도록 수정

하여 사용하 으며, 컴퓨터교육 문가 5명의 내용타당

도 검토를 거쳐 문항을 완성하 다.

3.4. 교육 프로그램 구성

이 연구에서 용한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모델 개발 

교육 로그램은 총 4차시 분량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4차시의 로그램  2차시는 텍스트 인식 인공지

능 모델을 개발하고 용하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나머지 2차시는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

하고 용하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텍스트 인식 인공지능 모델과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 

모델 모두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을 기반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 수업으로서, 각각의 이블에 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모델을 생성하 다.

텍스트 인식 인공지능 모델 수업은 각각 스마트 교실

과 감정인식 로  개발을 주제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스

마트 교실 개발 수업은 교실의 선풍기와 등을 사용자

의 명령에 따라 제어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이를 

스크래치로 표 하는 수업이다. 스마트 교실 로젝트

에서는 사용자의 말을 인식하여 등과 선풍기를 켜고 

끄는 애 리 이션을 생성한다. 애 리 이션의 생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Fig 4]와 같이 교사가 작성

한 로젝트에 속한 학생들은 등과 선풍기를 켜고 

끄는 명령어들의 제 데이터를 입력한다. 

다음으로 교사는 학생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 러닝 모델을 생성한다. 이 게 생성된 모델을 사용

하여 Scratch 3.0을 사용하여 [smart classroom] 로젝

트를 제작한다. 

[Fig 4]  Enter smart classroom sample text data

[Fig 5] smart classroom project completion code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 인공지능 교육이 학습자의 인공지능 기술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193

이 때 머신 러닝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블록은 

scratchx를 사용하여 생성한다. [Fig 5]와 같이 학습자

는 생성한 머신 러닝 모델 련 블록을 사용하여 [Fig 

6]과 같이 애 리 이션을 완성한다.

[Fig 6] smart classroom project simulator

감정이식 로  개발 수업은 인공지능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규정하고, 사용자의 말에 반응하는 인공지능 모

델을 만들고, 이를 표 하는 수업이다. 이 모델 한 감

정을 나타내는 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데이터

를 훈련시켜 모델을 생성한다.

훈련한 모델을 바탕으로 스크래치를 사용하여 표정을 

나타내는 로 을 만들고 실행한다.

[Fig 8] Emotion recognition robot project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 모델은 가 바 보의 주제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학습자가 가 , 바 , 보에 해당하는 

이블을 생성하고, 각각의 이블에 이미지 형태의 데

이터를 태블릿을 사용하여 입력한다. 

[Fig 9] Enter rock, paper, scissors data

이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가 , 바 , 보로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생성하고, 인공지능 모델과 사용

자가 가 바 보 결을 할 수 있는 로그램을 스크래

치를 통해 개발하는 수업이다.

[Fig 7] Enter emotion recognition robo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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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ock, paper, scissors project

4. 연구 결과

단일 집단에 해 기술  태도에 한 사 , 사후 검

사를 실시하 으며, 통계 분석 도구인 SPSS 23.0을 사

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블록형 로그래  언어 기

반 인공지능 교육이 등학생의 기술  태도에 미치는 

향을 통계 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는 블록형 로그래  언어 기반 인공지능 교육을 받

은 학생들의 기술  태도에 한 사 , 사후 검사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블록형 로그래  언어 기반 인공지능 교육을 받은 

학생의 기술  태도 변화를 분석하기 해 집단의 사 -

사후 검사에 한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Table 2>에서와 같이 블록형 로그래  언어 기반 인

공지능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  태도의 

각 하  요소인 인공지능 기술에 한 흥미는 3.75에서 

3.78로 올랐으며, 유의 확률은 .326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기술의 성 역할은 3.52에서 3.53

으로 올랐으며, 유의 확률은 .667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기술의 요성은 3.77에서 4.05로 

올랐으며,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인

공지능 기술의 근성은 3.38에서 3.49로 올랐으며, 유의

확률은 .00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학교에서의 인공

지능 기술 교육의 필요성은 3.78에서 3.91로 올랐으며, 유

의확률은 .00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인공지능 기술

과 진로는 3.45에서 3.50으로 올랐으며, 유의확률은 .059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창의  활동에서는 4.06에서 4.12로 올랐으며, 유

의확률은 .069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기술에 한 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

소에 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

에 해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교육을 통해 

본인이 직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보고 용하는 과정

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근성 태도 역에서의 유의

한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된다. 한 이러한 교육

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요성에 해서 인지할 수 있

었으며, 교육의 필요성까지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에 한 흥미, 인공지능 기술과 

창의  활동 역에서는 기술  평균값은 향상되었으나, 

Factor N Mean SD   Ratio   Value

Interest in AI Technology
pre

406
3.75 .78

-.983 .326
post 3.78 .79

Gender Role of AI Technology
pre

406
3.52 .34

-.431 .667
post 3.53 .36

The Importance and Impact of 

AI Technology

pre
406

3.77 .47
-15.60 .000***

post 4.05 .44

Accessibility of AI 

Technology

pre
406

3.38 .36
-6.26 .000***

post 3.49 .36

Technology in School 

Education

pre
406

3.78 .65
-5.29 .000***

post 3.91 .72

Technology-related Career
pre

406
3.45 .76

-1.89 .059
post 3.50 .74

Creative Activity in  AI 

Technology

pre
406

4.06 .68
-1.82 .069

post 4.12 .69
p***< 0.001

<Table 2> Paired samples t-tes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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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이는 수

업에서 이미 개발된 정형화된 모델을 개발하 으며, 학

생들이 느끼기에 실과 연계된 모델 개발에 한 수업

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인공지

능 기술에 한 성역할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은 은 이미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남자에만 국한된 기술이 아님을 사 에 인지하고 있었

을 가능성이 있다고 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최근 인공지능에 한 심은 기술의 발 에서 더 나

아가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로 커져가고 있다

[12]. 그리고 텐서 로, 라스 등 인공지능 모델 개발 

도구를 사용하기 해서는  이상의 로그래  실

력이 필요하며, 기술에 한 이해를 해서는 미 분 등

과 같은 련된 수학 지식이 필요하다[5]. 이에 따라 인

공지능 련 기업들은 이 인공지능 기술을 용한 서비

스를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한 장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다양한 랫폼을 제시하고 있다[1][7].

재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을 용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이러

한 기술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 필수 이

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공지능 교육을 해

서는 수학  지식과 로그래  능력에 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재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인공

지능 기술들을 어떻게 용할지에도 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에 등학생  학생 수 에서 인공지능 교육

을 해서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

지 않고, 이 게 개발된 모델을 용할 때에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한 방

법  하나는 블록형 로그래  언어 기반의 인공지능 

교육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블록형 로그래  언어 

기반의 인공지능 교육은 학습자의 수 에 합하며, 흥

미를 끌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에서의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형 로그래  

언어 기반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 으며, 이러한 교육

은 학생들의 인공지능 교육에 한 태도에 있어 정 인 

방향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학생들의 수 에 합한 인공지능 기술에 한 교육

은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한 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난해하게 느끼고 있던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로 체험해 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에 한 심리  장벽을 낮출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이

러한 인공지능 기술에 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에 한 학생들의 태도 변

화는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며 발 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한 근성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 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재 이루어지고 

있는 소 트웨어 교육 역에 인공지능 교육 한 추가

되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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