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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의 목 은 등과학 실시간 방향수업을 하여 인공지능 융합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로 과학학업성취도와 창의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용 단원은 등학교 

4학년 과학 ‘식물의 생활’이다. 이 단원은 주로 암기 심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가르치기에 어려운 단원

이다. 개발된 로그램의 주제는 ‘식물박사 인공지능 챗  만들기’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로그램은 등학생의 과학학업성취도와 창의  문제해결력에 정 인 향을 

미쳤다. 따라서 등과학 방향 수업을 한 인공지능 융합교육 로그램은 학생들의 과학학업성취도

와 창의  문제해결력 향상에 효과 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융합교육 이론, 방법  실습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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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결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artificial-intelligence STEAM program for real-time interactive 

online class for elementary science and to analyze its effect on science academic achievement and creative 

problem-solving ability. The applied unit was 'Life of plant', a 4th grade science subject with high difficulty in 

teaching and learning mainly by memorization. The theme of the program is ‘Creating a doctor of plant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had a 

positive effect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ience academic achievement and creative problem-solving ability. 

Therefor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TEAM program for elementary science interactive online class is effective 

in improving students' scientific academic achievement and creative problem-solving ability, and further research 

on artificial intelligence STEAM education theory, method, and practice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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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등과학 4학년 ‘식물의 생활’ 단원은 주변에 있

는 식물을 찰하여 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사는 

곳에 따라 식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에 

응한 모습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20b). 그러나 이 단원은 식물의 생김새

를 찰하고 분류하는 활동이 반복돼 학생들이 흥

미를 잃고 어려워하며(Ham & Lee, 2016),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교사들도 지도하기가 어려워하는 단

원이다(Ko & Hong, 2019).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해 그동안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Bae, 2017; Ham & Lee, 2016; 

Kim & Choi, 2021; Moon & Hong, 2019). 특히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융합교육은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학습과제에 몰입하기 때문에 과학학업성취도

와 창의  문제해결력 향상에 정 인 향을 

다(Kim & Choi, 2019; Kim & Choi, 2020). 그러나 

이 단원은 지식 달과 암기 주의 학습이 이루어

지고 있어서(Kim & Choi, 2021),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융합교육 인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련하여 최신 과학기술로 인공지능 챗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공지능 챗 은 등학생

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인공지능 기

반의 도구이다(Kim et al., 2021). 인공지능 챗 은 

인간처럼 자율 으로 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를 교육에 활용하면 학습자 심의 교육으로 변화

할 수 있다(Kim et al., 2021).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국내외에서 인공지능 챗 이 개발되고 있

고, 과학교육에서도 인공지능 챗 을 활용한 연구

가 시도되었다(Kim et al., 2020). 그러나 지 까지 

인공지능과 련한 연구들은 부분 로그래  

방법을 지도하거나(Shin, 2020), 교수학습자료 개발

에만 되어 있어 인공지능의 과학교육  활용

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Chang et al., 2021). 이에 

‘식물의 생활’ 단원 수업을 상으로 과학학업성취

도와 창의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기 해 인공

지능 융합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 다. 그리

고 인공지능 챗 을 구 하는 랫폼으로는 

ML4Kids와 스크래치 랫폼을 활용하 다(Han et 

al., 2021).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수

업은 요한 수업 방법이 되었으며, 교육 문가들

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온라인 수업이 새

로운 표  교육 방법으로 정립될 것이라고 망했

다(Kim, 2020). 그래서 인공지능 융합교육 로그램 

한 면수업뿐만 아니라, 비 면수업 상황에서도 

용할 수 있도록 개발될 필요가 있다(Shin & Shin,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과학 ‘식물의 생활’ 

단원 실시간 방향수업에 인공지능 융합교육 로

그램을 개발하고 용함으로써 등학생의 과학학

업성취도, 창의  문제해결력에 어떠한 변화가 일

어났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II. 연구의 내용  방법

1. 연구 상

이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등학교 4학년 2

개 학 을 실험반(28명)과 비교반(30명)으로 선정하

다. 수업  담임교사가 연구에 해 안내하고 

동의를 얻은 이후 수업과 검사를 실시하 다.

2. 교수⋅학습 로그램의 개발과 용

1) 로그램의 개발 방향

교육부는 유 고에 인공지능을 면 도입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교육기 안에서 놀이체험을 

심으로 인공지능 소양 습득을 기본 방향으로 삼

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0a). 한 등 교

사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교육을 가장 선호하 다(Shin, 2020).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로그램 개발 목 을 창의  문제해결

력 함양을 한 인공지능 융합교육 로그램의 개

발에 두었다.

과학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인공지능융합교육은 

과학 교과의 성취기 을 달성할 수 이어야 한(Shin 

& Shin, 2021). 이에 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은 

등과학 교과내용요소와 과학탐구기능에 하 고, 

로그램의 단계는 Kim and Choi (2019)의 컴퓨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융합 문제해결과정을 Han 

et al. (2021)의 인공지능사고력의 정의에 따라 

CSTA (2011)가 제시한 문제해결을 한 컴퓨 사

고력의 구성요소에 지능화의 특징을 결합한 인공

지능사고력으로 재구성하여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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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램 개발을 한 단원 선정

Shin and Shin (202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언

 지식과 차  지식이 많고 직  찰하기 어려

워 교수 곤란도가 높은 과학 단원에 인공지능융합

교육 용이 유용하다고 하 다. 이에 따라 용 

단원으로는 ‘식물의 생활’ 단원을 선정하 다. 이 

단원 수업은 교수 곤란도가 높고, 주로 지식 달 

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물에 한 흥

미도가 감소된다(Ko & Hong, 2019). 그리고 인공지

능 챗 을 구 하는 랫폼은 교육 으로 인공지

능을 체험하고 간단한 기계학습 모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돼 등과학 인공지능융합교육에 합

한 ML4Kids와 스크래치를 활용하 다(Han et al., 

2021).

3) 로그램의 용

사  검사 시행 이후 4주에 걸쳐 같은 기간 동안 

실험반과 비교반에 수업이 진행 다. 실험반은 실

시간 방향수업에 개발한 로그램을 시행하 고, 

비교반은 일반 으로 실시간 방향수업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교사용지도서에 따른 수업을 시행하

다.

3. 검사 도구

1) 과학학업성취도

과학학업성취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검사 

도구를 연구자가 교육과정의 학습 목표를 분석하

여 총 20문항을 개발하 다. 이후 문항 내용의 타

당도를 높이기 해 석사 이상의 등학교 교사 3

명과 등과학과 박사 2명으로 구성된 문가 의

회를 통해 검하 다.

2) 창의  문제해결력

창의  문제해결력은 Jeong (2008)이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1)의 ‘간편 창

의  문제해결력 검사 개발’를 기 로 사용한 검사 

도구를 활용하 다. 이 검사 도구는 이해, 확산  

사고, 비 ⋅논리  사고, 동기  요소의 4가지 

역으로 총 20문항이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65이었다.

4. 사후 면담

계획한 총 11차시의 수업이 끝난 이후 실험반 학

생들과 지도 교사를 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

담을 실시하 다. 면담 시간은 평균 1인당 약 10∼

20분 정도 소요 다. 면담 문항 내용은 기존 온라

인 수업과 어떤 차이 이 과학학업성취도, 창의  

문제해결력 변화에 향을 주었는지 구체 으로 

알아보고자 하 다.

5. 자료 처리  분석

검사 결과 분석은 SPSS 21.0 로그램을 이용하

다. 실험반과 비교반의 동질성을 사  검사 결과

를 통해 확인하 고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 다.

III. 연구 결과  논의

1. 인공지능 융합교육 로그램 개발

1) 로그램의 개요

로그램의 개요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은 ‘과학, 기술, 공학, 술, 수학’을 의

미하고(Park et al., 2012), ‘자료수집, 추상화, 지능

화, 문제분해, 알고리즘  차, 자동화, 시뮬 이

션’은 인공지능사고력의 구성요소이다(Han et al., 

2021).

2) 차시별 지도 내용

로그램의 개요에 따라 차시별 교수 학습 과정

안(Appendix)과 학생 활동지를 개발하 다. 학생 활

동지는 2∼9차시는 식물박사 인공지능 챗 을 학

습시키기 해 차시별 탐구한 내용을 분석하여 질

문 목록을 만들고, 10∼11차시는 식물박사 인공지

능 챗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코딩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1차시 상황제시 단계에서는 실생활에서 활용되

는 인공지능 챗 의 여러 가지 를 알아보고, 식

물박사 인공지능 챗 을 만들고자 하는 문제의식

을 갖는다. 문제해결계획은 식물박사 인공지능 챗

을 개발하기 한 과학 지식 탐구활동과 인공지

능 챗  구  로그래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등학생 부분은 ML4Kids와 스크래치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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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익숙하지 않다. 이를 고려하여 식물박사 인공지

능 챗 을 개발하기 한 과학 지식 탐구활동 계획

은 학생이 주도해서 계획하고, 인공지능 챗  로

그래  계획은 교사가 주도하여 학생에게 미리 

비한 학습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 다.

2차시∼9차시 창의  설계 단계에서는 과학 교

주제 식물박사 인공지능 챗  만들기 ( 을 활용한 실시간 방향수업)

성취기

[4과05-01] 여러 가지 식물을 찰하여 특징에 따라 식물을 분류할 수 있다.

[4과05-02] 식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환경과 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4과05-03] 식물의 특징을 모방하여 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할 수 있다.

단계 차시 인공지능융합교육 활동

상황제시 1

ⓢⓣⓔ 해결할 문제 찾기

- 식물의 생활 단원과 련하여 어떤 인공지능 챗 을 개발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해결할 문제 정하기

- 식물박사 인공지능 챗 을 만들기 한 문제해결계획 세우기

- ML4Kids 가입  사용 방법 알아보기

창의  

설계

2-3

<ⓢ 과학 교육과정 심 탐구활동>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의 생김새를 찰하고 분류하기

-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식물의 잎의 생김새를 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해보기

- 합한 분류 기 에 해 알아보고 결과 정리하기

<ⓢⓣⓔ 인공지능융합활동> 식물박사 인공지능 챗 을 만들기 해 데이터 수집하기

- [자료수집] ‘잎의 생김새’를 주제로 다양한 질문 만들어보기

- [추상화] ML4Kids 로젝트에 이블을 만들고 데이터 입력하기

- [지능화] 기계 학습시키고 평가하기, 평가 결과에 따라 이블 보완하기

4-5

<ⓢ 과학 교육과정 심 탐구활동> 들이나 산에 사는 식물을 조사하고 특징 알아보기

-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의 종류와 특징 조사하여 발표하기 

- 풀과 나무의 공통 과 차이  알아보기

<ⓢⓣⓔ 인공지능융합활동> 식물박사 인공지능 챗 을 만들기 해 데이터 수집하기

- [자료수집]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을 주제로 다양한 질문 만들어보기

- [추상화] ML4Kids 로젝트에 이블을 만들고 데이터 입력하기

- [지능화] 기계 학습시키고 평가하기, 평가 결과에 따라 이블 보완하기

6-7

<ⓢ 과학 교육과정 심 탐구활동>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을 조사하고 특징 알아보기

-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식물의 종류와 특징 조사하여 발표하기 

-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식물의 생활 방식에 따라 분류하기

<ⓢⓣⓔ 인공지능융합활동> 식물박사 인공지능 챗 을 만들기 해 데이터 수집하기

- [자료수집]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을 주제로 다양한 질문 만들어보기

- [추상화] ML4Kids 로젝트에 이블을 만들고 데이터 입력하기

- [지능화] 기계 학습시키고 평가하기, 평가 결과에 따라 이블 보완하기

8

<ⓢ 과학 교육과정 심 탐구활동> 사막에 사는 식물을 조사하고 특징 알아보기

- 선인장의 특징을 알아보고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까닭 설명해보기

- 사막에서 사는 식물의 종류와 특징을 조사하고 정리하기

<ⓢⓣⓔ 컴퓨 사고 기반 융합활동> 식물박사 인공지능 챗 을 만들기 해 데이터 수집하기

- [자료수집] ‘사막에서 사는 식물’을 주제로 다양한 질문 만들어보기

- [추상화] ML4Kids 로젝트에 이블 만들고 데이터 입력하기

- [지능화] 기계 학습시키고 평가하기, 평가 결과에 따라 이블 보완하기

9

<ⓢ 과학 교육과정 심 탐구활동> 우리 생활에서 식물의 특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기

- 도꼬마리 열매와 이 테이 의 특징 알아보기

- 생활에서 식물의 특징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례 조사하고 정리하기

<ⓢⓣⓔ 인공지능융합활동> 식물박사 인공지능 챗 을 만들기 해 데이터 수집하기

- [자료수집] ‘생활에서 활용되는 식물의 특징’을 주제로 다양한 질문 만들어보기

- [추상화] ML4Kids 로젝트에 이블 만들고 데이터 입력하기

- [지능화] 기계 학습시키고 평가하기, 평가 결과에 따라 이블 보완하기

감성  

체험
10-11

<ⓢⓣⓔⓐ 인공지능융합활동> 식물박사 인공지능 챗  완성하기

- [문제분해] 질문에 해 어떻게 답하는 인공지능 챗 을 만들지 계획하여 시나리오 구상하기

- [알고리즘  차] 스크 치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챗  코딩하기

- [자동화, 시뮬 이션] 완성된 인공지능 챗  시뮬 이션하고 보완할  찾아 개선하여 완성하기

Table 1. The contents of program to class for experimen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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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 심의 탐구활동과 인공지능융합활동이 이

루어진다.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해 제일 먼

 학생들은 탐구활동을 통해 과학 질문을 만들기 

한 데이터 자료를 수집한다. 다양한 데이터 자료

에서 핵심 개념을 찾고 이를 심으로 간단하게 정

리하는 추상화 사고 과정을 통해 주제를 정한다. 

주제에 맞는 다양한 질문을 만든 후 ML4Kids 랫

폼에 속하여 로젝트에 이블을 생성하고 질

문을 입력한다. 그 다음 인공지능 사고 훈련을 

한 지능화 과정으로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키고 평

가한다. 이러한 탐구활동, 질문 생성, 기계 학습  

평가 활동은 2∼9차시의 모든 차시마다 반복하여 

이루어진다.

10∼11차시 감성  체험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융

① 질문 목록 학습지

② ML4Kids 이블에 질문 입력하고 기계 학습시키기

③ 기계 학습시킨 후 인공지능 모듈 평가하기

④ 인공지능 챗  제작 계획  시나리오 구상하기

⑤ 스크 치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챗  코딩하기

⑥ 완성된 챗  시뮬 이션하고 평가  보완하기

Fig. 1. The examples of studen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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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활동으로 식물박사 인공지능 챗 을 완성하고 

발표한다. 본 연구는 로그래 의 숙련보다 과학 

교과 성취기 을 달성하고 인공지능융합 문제해결 

과정을 체험하는 데에 목 이 있다. 이에 따라 학

생들이 스크 치 사용 방법을 잘 몰라도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학습지에 ‘식물박사 인공지능 챗 의 

소개말, 이블 이름, 답변’을 빈칸으로 하고 코딩

언어나 오 젝트는 미리 제시하여 코딩 활동을 지

원하 다. 

3) 수업의 단계별 활동 시

단계별 수업 활동 시는 Fig. 1과 같다. 첫 번째 

수업 시는 질문 목록 학습지이다. 2∼9차시 차시

마다 학생들은 질문 목록의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다양한 질문을 만들었다. 두 번째 수업 시

는 학생들이 ML4Kids 랫폼에 속하고 로젝트

의 이블에 질문을 입력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

째 수업 시는 이블에 입력한 질문을 기계에 학

습을 시키고 학습이 잘 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네 번째 수업 시는 인공지능 챗 을 만들기 해 

학습지에 인공지능 화 시나리오와 코딩 방법을 

설계한 것이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수업 시

는 설계에 따라 스크 치로 코딩하여 완성한 인공

지능 챗  로그램이다.

2. 개발한 로그램의 용 효과

1) 과학학업성취도의 변화

과학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사 검사에서 비교반이 실

험반 보다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나, 사후검사에서 실험반이 비교반보다 평균이 

더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이러한 결과는 등과학에 온라인 수업이 흥미

도에 향을 미치지 못하고 학업성취도를 떨어뜨

린다고 한 Kim and Lim (2021)의 연구와 상반된 결

과이다. Kim and Choi (2019)는 수업 곤란도가 높고 

흥미가 떨어지는 과학 수업에 최신 과학기술을 활

용한 융합교육을 용하면 학생들이 더욱 흥미를 

갖고 극 으로 참여하여 학업성취도 향상에 

정 인 향을 다고 하 다. 그리고 등과학교

육에 인공지능융합교육을 용하면 학습자가 지식

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Shin, 2020).

학생들은 최신 과학기술인 인공지능 챗 을 제

작하는 수업에 호기심을 갖고 극 으로 참여하

다. 특히 정교한 인공지능 챗 을 제작하기 해

서는 과학 지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다양한 질

문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유념하여 매차시마다 탐

구활동에 집 하여 참여하고 결과를 꼼꼼하게 정

리하 다. 그리고 학습하여 알게 된 과학 지식을 

분석하여 다양한 과학 질문을 생성하 다. 따라서 

온라인 콘텐츠를 수동 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

라, 학생들이 능동 으로 과학지식을 구성하고 융

합하여 인공지능 챗 을 제작하는 본 연구의 로

그램이 과학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학생과 지도교사 면담을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다. 과학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존의 

수업과 비교하여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에 

한 질문에 학생들은 ‘질문을 다양하게 만들려고 

핵심정리를 여러 번 곱씹어 생각했어요.’, ‘질문을 

잘 만들려면 정확히 오늘 배운 내용을 이해해야 하

는데 그러기 해 과학 수업 시간마다 더 긴장하고 

집 해서 참여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내가 만

든 질문에 잘 응답하는지 확인해보고, 부족하면 좀 

더 질문을 추가하기 해 다시 공부했어요.’라고 응

답하 다. 그리고 지도교사는 ‘기존의 온라인 수업

은 아이들이 무척 지루해했어요. 그런데 배운 과학 

지식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

을 하면서 재미있어했어요. 무엇보다 마지막 시간

에 인공지능 챗 이 완성 을 때 무척 신기해하고 

역
실험반 비교반

t p
M SD M SD

사 66.90 14.78 67.50 15.69 -.152 .880

사후 79.14 16.26 69.67 18.75 2.075 .043*

*
p <.05

Table 2. The results of t-test on science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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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했어요. 다른 과학 교과 주제로  만들어도 

되냐고 물어 볼 만큼이요!’라고 응답하 다. 

2) 창의  문제해결력의 변화

창의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사 검사에서 실험반

이 비교반보다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고, 사후검사에서 실험반이 비교반보다 평

균이 더 높았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1). 

이러한 결과는 등과학에 소 트웨어융합교육

의 용이 몰입감을 향상시키고 사고의 범 를 확

장시켜 창의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킨다는 Kim 

and Choi (2019), Han and Hong (2019)의 연구 결과

와 맥을 같이한다.

창의  문제해결력 향상에 정 인 향을 가

져온 원인을 구체 으로 알아보기 해 면담을 실

시한 결과, 학생들은 ‘자신 있게 과학 질문을 떠올

리고 발표할 수 있었다.’, ‘과학 질문과 인공지능 챗

을 만드는 모든 시간이 행복해서 과학이 좋아졌

다.’, ‘ 이블에 합한 질문인지 혼자서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친구들과 토의하며 꼼꼼하게 살펴보

았다.’고 하 다. 그리고 지도 교사는 ‘온라인 콘텐

츠 수업이었으면 학생들이 처음 하는 인공지능 

랫폼이라 지도가 어렵고 학부모님의 도움이 필

요했을 것이다. 실시간 방향으로 수업을 하니까 

실시간 도움을  수 있고, 목소리가 작거나 소극

인 학생도 잘 참여했다.’ 

실시간 방향수업은 기존의 온라인 수업의 문

제 으로 지 되던 의사소통 부족의 문제 을 해

소할 수 있는 장 이 있다(Kim and Choi, 2021). 이

와 같이 실시간 방향수업 환경에서 스스로 만든 

다양한 질문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검토하 다. 이

러한 식물박사 인공지능 챗 을 구 하는 과정에

서 창의  문제해결력의 하  역인 이해와 확산

 사고 역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식물박사 인공지능 챗 을 정교하게 만들기 해 

만든 질문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구 한 식물박사 

인공지능 챗 을 시뮬 이션하며 문제 을 찾아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 ⋅논리  사

고 역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 흥미로운 

최신 과학기술인 인공지능 구  도구 ML4Kids와 

스크 치 랫폼을 활용하여 나만의 창의 인 식

물박사 인공지능 챗  만들기를 성공하면서 과학

이 좋아지고 동기  요소 역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이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교사

가 시 에 뒤쳐진 디지털 이 의 언어를 갖고서 거

의 완 한 디지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가르

치려 한다는 이다(Couch and Towne, 2020). 디지

털 학습 환경에서 소통과 제작에 익숙한 디지털 네

이티  세 로 성장하고 있는 등학생은 디지털 

세계 속에서 능동 으로 자신의 개성을 명확하게 

표 할 수 있으며, 자기 성찰도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Song, 2021). 이러한 디지털 네이티

의 특성에 맞게 온라인과 오 라인의 장 을 결합

역
실험반 비교반

t p
M SD M SD

체
사 65.90 10.03 64.07 8.27 .766 .447

사후 76.41 7.57 66.33 11.41 3.984 .000***

이해
사 15.90 3.24 15.77 2.16 .180 .858

사후 18.55 2.54 16.80 3.31 2.286 .026*

확산  사고
사 15.62 3.24 15.13 2.22 .671 .506

사후 18.45 2.57 15.93 3.62 3.085 .003**

비 ⋅논리  사고
사 16.66 2.66 16.50 3.29 .199 .843

사후 19.38 2.27 16.97 3.54 3.126 .003**

동기  요소
사 17.72 3.86 16.67 2.75 1.215 .229

사후 20.03 2.51 16.63 3.41 4.350 .000***

* p<.05, ** 
p<.01, *** 

p<.001

Table 3. The results of t-test on creative problem-solv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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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 연구의 수업이 학습 욕구를 자극하고 학생들

의 몰입을 이끌어 결과 으로 창의  문제해결력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IV.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선언  지식과 차  지식이 많고 직

 찰이 어려워 지도가 어려운 등과학 생명

역 ‘식물의 생활’ 단원의 문제 을 해결하고 과학

학업성취도와 창의  문제해결력 향상을 해 실

시간 방향수업을 한 인공지능 융합교육 로그

램을 개발하 다. 개발한 로그램을 용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융합교육

로그램을 실험반에 투여한 결과 과학학업

성취도 향상에 효과 이다. 

둘째, 인공지능 융합교육 로그램은 창의  문

제해결력 향상에 효과 이다. 실험반 학생

들이 비교반 학생들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창의  문제해결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

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의 실시간 방향수

업을 한 인공지능 융합교육 로그램은 과학학업

성취도, 창의  문제해결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실시간 방향수업을 한 

인공지능융합 로그램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소통

하는 것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  세 인 등학

생에게 합하며 미래 교육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 에 비하여 디지털 네

이티  세 의 특성을 반 한 학업성취도와 창의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계속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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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차시) 1. 식물의 생활 (10-11차시) 수업 방법 실시간 방향수업

학습주제 식물박사 인공지능 챗  완성하기 인공지능 사고
문제분해, 알고리즘  차, 자동화, 

시뮬 이션

학습문제 식물의 특징을 활용하여 식물박사 인공지능 챗 을 만들 수 있다. STEAM 요소 ⓢⓣⓔⓐ

비물 컴퓨터, 학습지(2∼9차시에서 활동한 질문 목록, 10∼11차시 학습지)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 학습할 비하기( 시학습 상기  동기유발)

⋅식물의 생활 단원을 공부하며 알게 된 과학 지식 자유롭게 발표하기

⋅식물박사 인공지능 챗 을 만들기 해 오늘 수업시간에 해야 할 것 발표하기

○ 학습문제 확인

⋅식물의 특징을 활용하여 식물박사 인공지능 챗 을 만들어 시다.

개

○ 나만의 인공지능 챗  설계하기

⋅나만의 식물박사 인공지능 챗 의 이름 정하기

⋅나만의 식물박사 인공지능 챗 이 하는 일에 해 설명하기

⋅나만의 식물박사 인공지능 챗 이 실제로 어디에 쓰일지 생각하여 설명하기

○ 인공지능 챗  시나리오 제작하기

⋅질문에 챗 이 어떻게 화할지 떠올리기

⋅스크 치 코딩 순서를 고려하여 소개말과 문제, 답변을 기입하기

○ 스크 치에 코딩하여 인공지능 챗  완성하기

⋅ML4Kids 랫폼에 로그인하고, ‘만들기’ 메뉴를 선택하여 스크 치 3에 로그인하기

⋅작성한 인공지능 챗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코딩하여 식물박사 인공지능 챗  완성하기

⋅오 젝트가 잘 작동하는지 시뮬 이션하고 수정  보완하기

정리

○ 발표  평가하기

⋅  화면의 공유기능을 활용하여 완성한 챗  발표하기(챗 의 이름, 특징 등)

⋅칭찬할 과 개선할  의견 나 기

[Appendix] Teaching guide examp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