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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공지능은 경제, 사회,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

공지능 역량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비전공자에게 인공지능 학습

은 어려운 용어와 수학적 이론들로 인식되어 학습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전공자를 위한 인공지능 기초 

교양 수업안을 제안하였다. 인공지능 교양 과정 개선을 위한 설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된 인공지능 

교양 과정을 설계하였다. 제안하는 교과과정은 인공지능 개념 학습, 인공지능 체험 학습, 인공지능 프로그램 학습, 인공지능 응용

학습의 단계로 진행하며 세부 학습 내용으로는 인공지능의 개념, 인공지능과 데이터,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인공지능과 윤리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인공지능 교양 교육 과정이 비전공자 학습자에게 폭넓은 사고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I(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ll change not only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ields, but also the lives of 
individuals. Therefore, AI capabilities that can understand and utilize AI are required, and the importance of AI education for this 
purpose is increasing. However, for non-majors at universities, AI learning is perceived as difficult terms and mathematical 
theories, so they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learning.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d an AI basic liberal arts class for 
non-majors. Problems were identified through a questionnaire to improve the AI education course, and an improved AI education 
course was designed based on this. The proposed curriculum consists of AI concept learning, AI experiential learning, AI program 
learning, and AI applied learning. Intelligence and ethics were included. It is expected that the AI liberal arts curriculum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enhancing the broad thinking ability of non-majors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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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4차 산업 혁명은 과거 

기계,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 중심의 경제 발전과는 다른 새

로운 산업 분야의 혁명을 의미하며 세계가 받아들여야 하는 

산업의 변화를 암시하는 단어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기술에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은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처럼 학습 능력과 지각 

능력을 갖는 기술이다[1][2]. 과거 인공지능은 부족한 자원

과 데이터로 인하여 특정 분야의 연구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3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인 빅데이터와 IT기술의 발달로 인공

지능은 기술 개발을 포함하여 금융, 의료, 안전, 복지, 기업내 

의사결정 등 응용 분야로 광범위해지고 있다. 앞으로는 인공

지능과 소통하여 협업하는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인

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인공지능의 가치, 활용 및 융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리터러시(AI Literacy)능력이 필요하다[1]. 이처럼 인공지능

에 대한 관심과 보편적 과학 기술의 발전을 직감한 각 나라에

서는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소개하고 

관련 기업 및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각 부처별 세부 정책을 

수립하였다. 특히 인공지능 전문 인력이 부족한 나라는 우수

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

다. 2016년 ‘AI 국가 연구개발 전략’을 발표한 미국은 

AI4K12 Initiative를 통하여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3]하였으며 2017년 중국은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발표하여 초중등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설 및 운영하며 인공지능 인재를 육성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4]. 우리 정부는 2019년 ‘IT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며 전

문가 영역의 인공지능 기술이 아닌 보편적 기술로의 변화를 

위해 IT기술과 소프트웨어 교육과 더불어 인공지능 교육을 

초중등 정규 교과로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전문 영역을 포함

하여 경제적, 학문적, 사회적, 개인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

한 평생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5].

하지만 인공지능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과과정은 초중등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경제, 사회 분야에서 빠르게 활용해

야 하는 대학의 경우 인공지능의 교과과정 개발이 각 대학의 

자체 개발에 의존하고 있으며 교양 교육의 특성상 다양한 전

공 계열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공 계열과 수준을 고

려한 차별화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인공지능 및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비전

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 방안으로써 모색

할 수 있도록 기초 교양으로써의 인공지능 교과과정을 소개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대학에서의 인공지능 교양 교육 중심

의 관련 연구를 시작으로 A대학에서 진행한 인공지능 교양 

수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학습에 대한 고

려사항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인공지능 

교양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

구를 기술하였다.

Ⅱ. 관련연구

2-1 인공지능 교육 정책 및 현황

인공지능 시대가 가지고 올 개인의 삶과 사회적 변화에 빠

르게 적응하기 위해 각 나라에서는 초중고 교육에 인공지능

을 보편적 교육으로 확대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 인공지능 교육정책으로 공개한 AI4K12는 인

식, 표현추론, 학습, 상호작용, 사회적 영향이라는 5가지 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자 육성과 현장 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 중국은 인공지능이 국가의 경쟁

력임을 확신하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학

습할 수 있는 표준 인공지능 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을 지속적

으로 개편하고 있다[4]. 일본은 인공지능 산업화를 위한 인재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인공

지능 인재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7].

국내의 경우 2019년 발표된 ‘인공지능(AI) 국가전략’를 시

작으로 2020년 11월 교육부는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

하는 교육 패러다임 실현’이라는 교육 정책을 발표하여 전 국

민이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구축하

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5].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

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 교과과

정을 개편 및 신설하여 SW·AI 필수 교육을 확대하고 고등학

교는 2021년도 2학기부터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였다[8]. 교육부 발표와 함께 초

중등 교과과정에서 인공지능의 보편적 교육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갑수와 박영기는 문제이

해->데이터 정리-> 인공지능 모델 설정-> python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 보고서 작성단계를 통하여 초등학생이 인공지

능을 이해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모델을 소개하였다[9]. 류미

영과 한선관은 초등 학습자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 딥러

닝의 CNN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과정으로 언플러그드 접근 

방법을 활용한 교수학습 모델을 소개하였다[10]. 김진수와 

박남제는 학업 흥미도를 높이기 위하여 게이미피케이션

(Gamification)을 인공지능 IT 기술과 융합하여 핵심원리를 학

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11]. 이영호는 블록형 프

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함으로써 인공

지능에 대한 이해 변화와 학습 태도 변화를 관찰하였다[12].

2-2 대학에서의 인공지능 교양 교육

4차 산업 혁명에 포함된 인공지능의 물결은 직업군의 변화

를 예견하고 있다. 직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맞이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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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은 소양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지식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한 준비로 각 대

학에서는 컴퓨팅 사고 능력과 함께 인공지능 교육을 확대하

여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지현과 김형주

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의 인공지능 교양 교과과

정은 컴퓨팅적 사고나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학

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교과과정을 통하여 인공지

능 및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는 입문 과목으로 제

공되어 있다. 그리고 수강생의 전공 영역과 배경 지식을 융합

할 수 있도록 교과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3]. 박광영 외2

인의 분석결과에서 일본의 경우 선제적으로 대학의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위한 표준 커리큘럼이 형성되어 있으며 도입, 기

초, 소양의 필수 항목과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

다[4]. 필수 항목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에 따른 사회 변화 및 

활용 방안 모색, 데이터 리터러시 함양,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 및 윤리 원칙을 학습하고 선택 항목으로는 인공지

능 기술에 대한 심화 학습을 포함하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 

인공지능 전공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많은 대학이 전공과 상

관없이 프로그래밍 교육을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었다.

국내의 경우 2015년부터 진행된 SW 중심대학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학부 및 인공

지능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

능 기술의 빠른 확산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화와 삶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심화 과정의 학생을 포함하여 비전공자들

이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한 기초 소양이 필요함

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전공자의 특성을 고려한 인공

지능 교양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 내용으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과정 설계, 교수 학습 모델, 특정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을 

위한 학습 콘텐츠로 나눌 수 있다.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교

육 과정 설계로 한수관은 인공지능의 개념과 알고리즘을 이

해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인공지

능의 지식, 기능, 태도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5단계의 콘텐츠

를 소개하였다[13]. 장은실은 인공지능 교양 필수 교과과정

을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심으로 편성한 

후 이공계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그 결과 인공

지능의 관심과 흥미는 향상되었지만, 학습에 대한 난이도 조

절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14]. 김한성과 전수진은 한국인공

지능교육학회의 7가지 영역을 기반으로 성취기준, 학습내용

과 언플러그드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용 도구를 소개하

였다[15]. 박미현외 4인은 비전공자 학생들이 데이터를 이용

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SW·AI 교과과정을 제

시하였다. 교과과정은 컴퓨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컴퓨팅 사고 역량을 먼저 학습한 후 인공지

능 역량을 다루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인공지능의 개

념과 융합 역량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16]. 박윤수

와 이유미는 대학생의 인공지능 리터러시 역량을 신장하기 

위하여 KOCW에 공개된 20개의 인공지능 강좌를 분류하여 

인문학적 소양과 인공지능을 체험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양 

교육 모델을 제안하였다[17].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모델로 전수진은 ADDIE 

모형과 Kolb의 경험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경험학습 기반 

AI-EL 모형의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모

형은 인공지능의 경험, 성찰, 개념화, 적용의 4단계를 포함하

며 내부적으로는 인공지능의 사회, 기술, 윤리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있다[18]. 한수관은 학습자들이 인공지능의 개념과 

알고리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주제를 친숙한 개념

이나 경험으로 인공지능 개념을 정의한 후 과제와 실습을 통

하여 교양 수준에서 인공지능 소양을 신장시킬 수 있는 선행

조직자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설명 

중심의 이론 수업보다 인지 강화 학습이 인공지능 인식에 긍

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19].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교과과정으로 서주영은 

데이터 분석을 학습 콘텐츠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사례를 소

개하였다. R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개선된 디자인 중심

모델을 데이터 분석 문제에 맞게 확장한 결과 수업 만족도와 

효과성 측면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20]. 백수진과 신윤희

는 인공지능 리터러시의 주요 역량인 데이터 리터러시 및 인공

지능 이해와 활용 능력을 위한 보편적 교육을 설계하였다. 교

육의 세부 영역으로 R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데이터 구조 이해, 

시각화, 공공데이터 활용, 머신러닝의 이해 및 활용을 포함한

다[21]. 김재경과 손의성은 ADDIE 모델을 기반으로 데이터 

과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을 개설하였다. 그 결과 컴퓨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과 SW 흥미도 향상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22].

Ⅲ. 인공지능 교육에서 비전공 학습자의 특성 및 
문제점

과거 전문가 영역으로 분류되었던 인공지능은 4차 산업 혁

명 이후 컴퓨터 활용 능력처럼 다양한 활용으로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인공지능을 이

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들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교양 교육을 진행한 후 교과과정 개선

하기 위하여 설문을 바탕으로 비전공자 학습자와 교수자가 

수업에 느끼는 특성과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

하고 있는 A대학은 2020년도 인공지능 교양 필수 교과목을 

처음 진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은 127명이며 모두 컴

퓨터 비전공자로써 학습자의 소속 단과대학 인원수는 표 1과 

같다. 설문은 리커드 척도(Likert scale)로 진행하였다.

비전공자 대상의 인공지능 교양필수 교과목은 15주차 오

프라인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실

시간 화상강의(Zoom)와 동영상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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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No.

Economics and Commerce 36

Humanities 24

Social science 32

Arts 24

Physical Education 11

Total 127

표 1. 설문 응답자 정보

Table 1. Survey respondents

표 2. 수업내용

Table 2. Class content
Week Title Contents

1 Introduction AI
-Lecture Introduction
-AI Introduction 

2-5

Data Collection Data Analysis: Open data

Data Analysis Data Analysis: Pandas

Data Analysis
& Representation

Data Analysis: Matplotlib 1

Data Analysis: Matplotlib 2

6
Overview to 
Machine Learning

-Basic of Machine Learing
-Examples of AI

7-14

Practice of
Machine Learning

Image Classification

Audio Classification

Pose Classificati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NLP)

-Machine learning with Text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실시간 수업 주차마다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살려 LMS 시

스템을 이용하여 퀴즈, 과제, 시험이 진행되었고 피드백을 통

하여 학습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수업 내용으로 오픈 데이

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해 pandas, 

matplotlib를 학습하고, 머신러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

능 교육 플랫폼(Teachable machine, Machine Learning 

with Text)의 체험 실습을 병행하여 교과목의 이해를 도왔

다. 주차별 수업내용으로 1주차는 인공지능 개념, 데이터 분

석을 위해 필요한 파이썬 설명과 해당 교과목의 운영 방법을 

주차별 소개로 진행하였다. 2-5주차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오픈데이터 소스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수업을 진행하였고, 

완성된 코딩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된 그래

프 작성을 프로그램 언어로 편집, 완성하는 수업을 진행하였

다. 6주차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개념과 인공지능을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체험과 실습을 진행하여 인공지능을 이해하

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7-14주차 머신러닝의 개념 이해

를 위해 이미지 분석, 오디오 분석, 포즈 분석,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고, Tensorflow, 자바스크립트와의 연동으로 화면 설

계를 학습하였다.

표 3. 설문결과

Table 3. Survey results
Survey contents M Std

Program Difficulty 3.92 1.08

Satisfaction with using open source 3.81 1.07

Satisfaction with data analysis 
and visualization classes

3.90 1.10

Artificial Intelligence Class Satisfaction 4.12 1.08

Satisfaction with machine learning practice 4.19 1.03

Class participation 4.34 0.95

Relevance of assignments and quizzes 4.18 1.02

Class comprehension 4.11 1.10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수업의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비

전공자 학습자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조사

하기 위한 설문을 진행하였고 표 3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의 필수 요소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수업 전반부는 인공지능의 필수 요소인 데이터를 이

해하기 위한 학습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수업내용으로는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텍스트 기반

의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파이썬과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들

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의 난이도는 3.92의 만족도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오픈소스 활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는 3.81이였고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수업의 만족도는 3.90

이였다. 이 결과는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선수과목으로 

기초 프로그래밍 교육을 이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오픈 소

스는 데이터 분석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파이썬 기반의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기초 프로그래밍 

교육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오픈소스 활용에 대한 만족도는 

프로그램 난이도에 비하여 낮았다. 선언된 라이브러리의 함수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에서 사용되는 자료구조에 

대한 이해와 함수를 사용하는 과정이 익숙해야 한다. 하지만 

학습자의 프로그램 작성 과정과 발생 오류를 확인한 결과 자

료구조와 함수를 활용하는 과정이 미숙하였다. 이는 컴퓨팅적 

사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 알고리즘과 자동화의 이해 

부족으로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23]. 뿐만 아니라 머신

러닝을 이해하기 위해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실습 후 플랫

폼에서 이미 생성된 파이썬 코드를 수정하는 수업을 진행하

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시각적 데이터 분석은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수치 데

이터보다 차트 형태의 이미지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더 용

이함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후반부는 인공지능의 필수 요소인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

해 인공지능의 개념과 인공지능의 구성요소인 머신러닝과 자

연어 처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어려운 인공지능 개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6주차에 사례를 기반으로 이론 수업

을 진행한 후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의 실습을 진행하였다. 실

습은 머신러닝의 지도학습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매주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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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업 완료후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만족도와 함께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이해도

는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이용한 경

험 학습의 경우 특정 실습의 난이도가 다소 진부하거나 좀 더 

다양한 알고리즘에 대한 실습 경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

는 인공지능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의 

실습이 단순히 흥미 중심의 실습으로 왜곡되어 인식되는 결과

이다. 또한, 실습과 연결된 코드 수정이 이루어질 경우 어려움

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비전공학생들에게는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통한 인공지능 교육 내용이 어렵게 느껴

지는 결과이며 프로그램의 작성과 실습 학습에서 프로그램 학

습의 연결이 학습자에게는 부담감으로 느껴짐을 알 수 있었다. 

정리하면, 인공지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한 체험 수

업으로 인공지능의 이해도와 만족도는 높았지만 이를 텍스트 

기반의 실습 프로그램으로의 연계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의 전공계열을 고려하여 교육 

플랫폼 기반의 기초 실습을 통한 인공지능 수업 반영은 긍정

적인 효과를 제시하는 반면 심화 학습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수업의 경우 전공계열과 다른 차별화된 수업이 요구된다.

위 설문결과로써 인공지능 기초 교양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이용한 실습은 비전공 학습

자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와 흥미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컴퓨팅적 사고 능력을 인공지능 개념 학습에 활용하

기 위해서는 비전공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소프트웨어 

학습이 요구된다.

Ⅳ. 비전공자를 위한 인공지능 교양 교육 모형

4-1 인공지능 교과 과정에 대한 학습 목적

인공지능 기술이 만들어낼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공

지능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통하여 인공

지능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의사

소통하고 협업함으로써 개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을 배양

해야 한다[6]. 따라서 기본 소양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인공지

능 교육은 전문가 양성과는 다르게 보편적 교육으로 구성되

어야 한다[21]. 본 연구는 교과내용 개편을 위해 실시하였던 

교육의 설문결과에서 학습자의 의견과 교수자의 경험을 정리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교육 설계에 대한 교수학습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난이도를 조절하여 인공지능 학습의 흥미와 동

기를 높일 수 있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사용자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비전공자 학습자의 시선에선 인공지능 

교육이 어려운 전공 영역의 관점으로 인식되므로 교양 교육

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다[15]. 따라서 전문적인 지

식 습득이 아닌 인공지능을 융합 과학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

야를 갖도록 교과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

전공자가 인공지능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는 범위내

의 난이도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학습 콘텐츠는 비

전공자의 관심 분야 및 전공과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학습의 흥미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취업 및 

진로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공 및 관심 분야와 융합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의 핵심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장영실은 인공지능의 교육내용이 어렵다 

보니 소프트웨어 교육에 비해 인공지능 교육의 만족도가 낮

았고 난이도 면에서는 어렵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14]. 

비전공자들에게 인공지능 교육은 어려운 개념 이해, 수학적 

개념과 알고리즘등으로 인식되어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특성과 교양 수준을 고려한 

경험 및 실습을 통하여 인공지능의 개념과 동작 원리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2][18][19].

셋째, 컴퓨팅적 사고력의 확장으로 인공지능 개념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컴퓨터 과학의 일부분인 인공지능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 따라서 문제를 정보처리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컴퓨

팅적 사고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 중

심 학습은 설문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수 학습이 이루

어졌다 하더라도 학습자에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이중 

학습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

한 인공지능 교육의 목표를 왜곡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완

성된 소스 코드의 인수를 변경하거나 응용하여 원하는 결과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함수의 인수 변경이 컴퓨팅 사고

력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

해 프로그램 활용방법과 문제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 및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행 결과를 통하여 프

로그램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함으로써 컴퓨팅 사고력의 이해

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넷째, 학습자가 인공지능을 사회적, 문화적 관점으로 연결

할 수 있는 시야를 갖도록 한다.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인공지

능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응용하기 위한 역량을 의미한다[6]. 

전문적인 인공지능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보다는 인공지능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출 수 있는 보편적인 인공지

능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1][21]. 보편적 인공지능 교육을 

통하여 정보 문화, 인공지능 협업, 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해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적 사고력이 기반이 되는 비전공

자에게 인공지능 시대가 가지고 오는 인공지능 윤리의 이해

는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2 개선된 인공지능 기초 교양 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개선 방향으로 설정한 인공지능 기초 교육 프

로그램의 설계 방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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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공 및 관심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주제를 활용하

여 인공지능 역량을 함양한다. 비전공자에게 인공지능 개념 

학습은 학습자의 전공 및 진로와는 무관한 전문 과학 영역이

라 오해할 수 있다. 학습자가 느끼는 획일적 학습 활동에 대

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전공자에게 인공지능 교육은 

응용과학으로서의 필요 요소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분석 

데이터로써 학습자의 전공 및 관심 분야의 주제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의 다양한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

용하여 각 상황에 맞게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둘째, 개념적 체험과 소프트웨어 응용의 단계적 실습을 통

하여 인공지능의 필수 요소인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이해를 

돕는다.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인공지능의 

동작 원리 및 처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알고

리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통한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론적 학습에 높은 만족도를 느끼는 비전

공자에게 프로그램은 어려운 과제처럼 인식될 수 있다[14]. 

이를 위해 인공지능 개념 및 동작 원리 이해를 위한 체험 도

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체험 도구로는 데이터 부분에서는 

스프레드시트 도구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알고리즘 부분에서

는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실습 도구를 활

용한 체험적 학습 후 프로그램 예제를 활용한 실습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인공지능을 이해하도록 한다.

셋째,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교육을 통하여 인공지능을 사

회적 관점과 연결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

록 한다. 과학 기술의 환경에서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과 상호

작용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구가 되고 있다. 경제, 산업 분야

의 중심이 되는 미래 세대는 인공지능에 의해 변화할 사회 전

반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교육은 단순히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닌 인공지능이 미래 사회에 가져올 융합적 사고와 더

불어 비판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윤리적 측면의 기초 교양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학습 목적과 설계 방향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교양 교육의 학습 내용과 인공지능 교양 교육 

모델은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13][18]. 인공지능 교양 교

육 학습 내용으로는 크게 데이터, 인공지능 알고리즘, 인공지

능 윤리 단계로 분류하였다. 각 학습 내용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예시를 중심으로 정의를 

설명하며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

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 개념 학습 단계는 각 주차에 학습하게 되는 인공지

능의 정의와 동작 원리 및 주요 특징들을 이론적으로 학습하는 

단계로써 활용 예제와 함께 인공지능의 수학적, 공학적 관점에

서 동작 원리를 학습한다. 인공지능 체험 학습 단계는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들을 이

용하여 경험적 실습을 진행하는 단계로써 인공지능 개념 단계

에서 학습한 내용을 체험 과정을 통하여 이해하는 단계이다.

그림 1. 인공지능 교양 교육의 학습 내용

Fig. 1. Learning conte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liberal 
arts education

그림 2. 인공지능 교양 교육 학습 모델

Fig. 2. AI liberal arts education learning model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은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인공지능을 경험할 수 있는 URL, 언플러그드 

활동, Entry 또는 스프레드시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18][25]. 이로써 인공지능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습 흥미 및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 학습 단계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다양

한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의 구조와 원리를 프로

그램으로 작성해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교수자가 설정

한 목표를 기반으로 실생활이 반영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다. 인공지능에 대한 프로그램 작성은 비전공자 학습자의 소

프트웨어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시연중심모델(DMM) 중 시

연(Demonstration)과 모방(Modeling)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프로그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 응용 학

습 단계는 워크시트 또는 과제를 통하여 학습자가 주어진 문

제를 프로그램으로 해결하면서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를 정

리하는 단계이다. 워크시트의 난이도에 따라 인공지능 프로그

램 작성 단계의 예제 자료를 응용할 수도 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의 자료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학습자들에게 인공지능 수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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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지식 전달 수단보다는 인공지능 기술을 문제 해결 상황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함양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활

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에 맞는 데이터를 기

반으로 적절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는 시야를 

배양해야 한다. 따라서 비전공자의 전공 연관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융합 사고력을 함양해야 하며 이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모색할 수 있는 시

야를 가질 수 있는 교과 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인공지능 교양 교육 학습 내용은 인공지능 소개 -> 인공지능

과 데이터->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인공지능과 윤리->프로

젝트 순으로 진행한다. 인공지능 교양 교육의 주차별 세부 학

습 내용은 표 4와 같다.

인공지능을 소개하는 1주차는 인공지능에 대한 과거, 현

재, 미래를 시작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인공

지능이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확인한다. 비전공자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수업은 어려운 학습으로 인식되어 흥미 

저하 및 인지적인 부담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초기부

터 인공지능의 동작원리 학습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공공 데이터 수집부터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전반적인 단계를 2주차에 진행한다. 2주차는 처음부터 끝까

지 copy & paste를 하면서 데이터 분석과정과 인공지능 모

델들에 대해 앞으로 각 주차별 학습하게 될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이다. 3주차부터 5주차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대해 학습한다. 데이터는 사회와 자연현상을 탐구하여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정보를 발견하

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자산이다. 데이터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21]. 이처럼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 

방식은 인공지능의 기초 학습인 컴퓨팅 사고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공지식을 실용단계에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22]. 3주차는 데이터의 정의를 포함하여 데이터의 

종류를 이론적으로 선 학습한다. 그리고 공공데이터로부터 의

미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학습하면서 공공 데이터를 직접 읽어와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인공지능의 경험적 체험 

실습으로는 테이블 형식의 정형 데이터인 경우 스프레드시트 

도구인 엑셀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와 불

필요한 테이터를 구분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을 학습하여 데이

터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그리고 파이썬의 데이터 관

련 라이브러리(pandas, numpy)를 이용하여 엑셀에서 진행

한 전처리 과정이 프로그램상에서는 어떻게 동일하게 처리되

는지 학습하며 차이점을 확인한다. 4주차에는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체험 

학습의 예로는 엑셀의 차트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 차트를 시각화 라이브러리(matplotlib, 

seaborn)를 사용하여 어떻게 분석하는지 학습한다.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수치 데이터보다 텍스트 데이터에 익숙하다.

표 4. 개선된 인공지능 교양 교육의 주차별 학습 내용

Table 4. Learning contents for each week of the improved 
AI liberal arts education

Sub Lesson contents

1

Intro
to AI

Introduction to 
AI

-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AI
- Applications of AI

2
Public data 

and AI

- Examples of data analysis 
   using
 public data and AI algorithms

3

AI
and
Data

Data creation 
and 

organization

- Understanding data
- Data generation and 
   preparation
- Data preprocessing

4
Data 

Visualization 
- Data analysis using 
visualization

5
Understanding 

natural 
language data

- Understanding natural 
   language data
- String handling
- Natural language processing

6

AI
and 

Algorit
hm

Understanding 
AI

- Understanding and 
   Classification of AI
- Introduction to machine 
   learning
- Introduction to Deep Learning

7
Supervised 
Learning

- Concept of Supervised 
   Learning
- Types of supervised learning
- Classification
- Regression

8
Unsupervised 

Learning

- Concept of Unsupervised
   Learning
- Types of unsupervised learning
- Clustering
- Association Rule

9
Reinforcement 

Learning

- Concept of Reinforcement 
   Learning
- Types of reinforcement 
   learning
- Q running

10 Deep Learning
- Concept of deep learning
- CNN

11 AI
and

Ethics

Data Ethics
- Data bias
- Data distortion

12 AI Ethics
- AI Algorithm Ethics
- Unethical data collection

13 Project

이에 5주차는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자연어 데이터를 다

루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자연어 데이터에 대한 이론과 처

리 과정을 이론적으로 학습한다. 체험 학습으로써 YBM 

Watson 어시스트와 같은 챗봇 예제들을 활용하여 동작 원리

를 경험 할 수 있다. 이로써 자연어를 분석, 처리하기 위한 문

자열, 형태소 처리 과정들을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구현한다. 추가적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시

각적으로 표현해 본다. 6주~10주차는 인공지능에서 다루는 

머신러닝, 딥러닝, 신경망에 대한 개념 및 동작 원리들을 탐구

하는 과정이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들은 목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다양하다. 경험적 체험 학습 및 실습의 

경우 모든 알고리즘을 학습하기보다는 비전공자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선택하여 학습한다. 6주차에는 7~10주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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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게 될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들을 소개한다. 7

주차~10주차는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인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에 대해 각각 이론을 바탕으로 경험적 

체험학습을 진행한 후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이론과 

체험학습에서 경험한 동작 순서대로 결과가 도출하는지 확인

하다. 체험 학습으로는 구글의 Teachable Machine, 

Machine learning for Kids, Deep Dream, AI for Oceans, 

Tensorflow와 같은 웹 기반의 머신러닝 도구를 활용하거나 

언플러그드 도구 및 Entry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알고리즘별로 

어떻게 모델을 생성하는지 이해하고 생성된 모델에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입력하였을 때 어떻게 예측하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11~12주차는 앞에서 학습한 인공지

능 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실생활에 활용할 

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관점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과정이다. 이를 각각 데이터 편향

과 왜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측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관점을 학습한다. Teachable 

Machine과 윤리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편향과 데이

터 부족에 따른 문제점 및 알고리즘의 오류와 취약점 등을 살

펴본다. 마지막으로 13주차는 전공 또는 관심 분야에서 분석

하고자 하는 목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학습한 내용을 기

반으로 분석결과를 제출하는 개인 또는 팀별 프로젝트를 진

행한다. 이로써 인공지능의 개념을 이해하고 전공 분야에 활

용하기 위해 문제 해결 분야 탐색을 위한 절차를 이해하고 응

용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Ⅴ. 결론 및 향후연구

4차 산업 혁명의 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산업 및 경제 분야

에 변화를 암시하는 인공지능의 신호는 전공 분야를 불문하

고 인공지능은 누구나 요구되는 지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에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과 함께 핵심사항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의 작업 현장

에 선두적으로 다가서는 비전공자 학습자에게 인공지능은 전

문 교육이 아닌 보편교육으로 전공과 융합할 수 있는 사고력

을 키워야 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보편교육은 교양 과정을 통

하여 진행 할 수 있으며 기초 과목으로 인공지능의 원리와 특

징의 이해와 더불어 인공지능이 변화시킬 사회와 개인의 삶

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포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전공 학습자가 인공지능에 대하여 효율적

이고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습 콘텐츠를 설계하였다. 

이를 위한 첫 번째로 인공지능 교양 교육의 경험을 통하여 비

전공자 학습자와 교수자가 느끼는 특성 및 문제점을 살펴보

았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인공지능 교

육 플랫폼을 활용하는 과정이 학습자의 인공지능 이해에 많

은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의 

실습이 단순히 흥미 중심의 실습으로 왜곡되는 경향이 있었

고 인공지능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컴퓨팅적 사고의 

활용 능력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컴퓨팅적 사고 능력과 인공지능에 대

한 이해는 작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이다. 따라서 설문결

과를 토대로 기존의 인공지능 교양 교과과정을 개선하였다. 

그 과정으로는 인공지능의 학습 모델을 인공지능의 개념 학

습, 인공지능의 체험 학습, 인공지능 개념에 대한 프로그램 학

습, 인공지능 응용학습으로 분리하고 각 과정을 거침으로써 

인공지능의 동작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계를 제시하

였다. 인공지능 학습 과정으로 인공지능의 소개, 인공지능과 

데이터,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인공지능과 윤리 순으로 진행

하여 다음 단계에서 학습하게 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실습을 위한 데이터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이해하고 사회를 다양

한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목표 설정에 맞는 데이터 분석 과정을 위

하여 머신러닝의 종류 중 어떤 알고리즘 개념을 이용하여 효

율적으로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각을 배양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 학기 교육내

용 안에 인공지능의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 윤

리적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다루므로 운영시간이 촉박하거나 

학습자의 학습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동영

상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교육 방식을 통하여 학

습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을 제언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인공지능 기초 교양 과정을 교양 교과목으로 진행한 

후 설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인 교수학습 방법 및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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