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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시대를 맞아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교육과 이를 통한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동향을 교육 정책과 교육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공지능 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과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국
의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은 2017년 7월 국무원이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이 문건을 통해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인공지능이 경제·사회·국방과 심층적으로 결합되어
혁신형 국가와 과학 기술 강국을 건설함으로써 ‘두 개의 백년’ 사회주의 현대
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지지대가 되어야 한다
고 명시하였다. 이로써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의 주요 방향이었던
‘인터넷 플러스’ 정책은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으로 업그레이드되고, 특히 산
업과 교육의 양 부문에서 후속 정책이 나오면서 2018년 이후 인공지능 교육
이 적극 추진되었다.
2017년 이후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는데, 이는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과 3월 ‘알파고’ 이벤트가 일으킨 미래 사회 인류의 삶을 바꿔놓
을 인공지능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환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12월 인공지능에 관한 중요한 세 개의 보고서를 발
표하는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보다 미국 외 국가
들의 ‘국가 인공지능 전략’ 수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먼저 국가 전략으로서 인공지능을 선점하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미국을 뒤쫓으며 강력한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에 들어가자, 2019년

2월 대통령이 ｢미국의 인공지능 리더십 유지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아메리칸 AI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며 기술 헤게모니 전쟁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개념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과 그 후속 조치로
2018년 4월 교육부가 발행한 ｢고등교육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에서 제시
된바, ‘하나의 혁신체계’와 ‘다층적 교육 체계’라는 전형적인 정층설계(顶层设计,
Top Level Design)의 개념과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의 첨단 기술
을 보유한 기업이나 대학이 정부의 지원 하에 인공지능 과학 보급과 확산의
주체가 되어 기초교육과 공공교육에 연계할 것을 독려하는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교육의 주체와 대상, 내용과 형식이 서로
연결되고 인공지능의 이론과 기술, 인재와 플랫폼이 상호 작동하는 산업-연구교육-응용이 한데 어우러진 새로운 혁신적 교육시스템의 모델이 마련되었다.
3장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의 인공
지능 교육은 비단 국가 전략으로서 ‘차세대 인공지능’의 맥락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 전략인 ‘교육 현대화’의 맥락 속에서도 존재한다. 중국의 미래 교육
로드맵은 2019년 4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행한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와 같은 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발행한 ｢교육 현대화 추진 가속화 실시방안(2018-2022)｣에 잘 드러나 있다.
교육 현대화의 발전 목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심대한 세대간, 지역간, 계층
간 ‘교육 격차’의 해소에 방점이 찍혀있다. 중국은 이 같은 교육 현대화 실현
의 유력한 경로로 ‘교육 정보화 2.0’ 정책을 채택하는데, 이는 2022년까지
‘전체 교사의 교학 응용프로그램 활용, 전체 학생의 학습 응용프로그램 활용,
전체 학교의 디지털 캠퍼스 건설’을 목표로, ‘3통 2플랫폼’ 즉 ‘학교마다 광대
역, 학급마다 디지털 자원, 학생마다 네트워크 학습공간’의 개통과 교육 서비스
및 관리를 위한 빅플랫폼 건설을 주요 임무로 한다. 결과적으로 교육 정보화
2.0은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이 그 주요 내용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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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인공지능의 시급한 과제가 인공지능 인재의 배양이고 교육 현대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공지능을 통한 교육의 개혁과 혁신이라고 할 때, 중국의
‘인공지능+교육’의 함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서부터 교육 자체
의 내용과 방식, 평가와 체제,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그 포괄하는 범위가 상
당히 넓다. 따라서 그 추진 전략에 있어서도 융합, 플랫폼, 연동, 최적화 등의
개념이 주요한 방법론으로 등장하는데, 기존 분과 체계와 제도, 인프라 하에
서 작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교육을 생각할 때 쉽지 않은 도전과 한계가 예
상된다.
인공지능은 하나의 기술이자 매체로서의 ‘이중 속성’ 즉 ‘기술 속성’과 ‘사회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기술 속성이 그 발전을 주도하
지만 그것이 점차 사회 각 분야와 접목돼 들어갈수록 사회 속성이 기술 속성을
결정하고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역시 아직까지
는 ‘기술 주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점차 사회 속성이 강화되며, 그
융합이 자연스럽게 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미래 교육을 만들어갈 것이다. 인공
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그 안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정작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양
과 자질이 무엇이고 그것의 체계적인 교육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어
야 할 것이다.
4장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중국 인공지능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인공지능 교과서를 분석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주도 인공지능 교육과 지역 주도 인공지능 교육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과서는 교육부의 2003년 ｢일반고등학교 기술 교육과정표
준(실험)｣에 따른 인공지능 초보 에서 시작된다. 인공지능 초보 교과서는
총 5개의 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 이후 2017년 개정된 ｢일반고등학교 정보
기술 교육과정표준｣에 따라 2019년 총 2개의 출판사에서 인공지능 초보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이밖에 인공지능의 역사·미래·기술 등을 핵심 주제로 삼은 교과서가 2018년
4월에 출판된 인공지능 기초(고등학생용) 를 기점으로 대거 출현한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1질이 출판되었는데, 이 중 10질은 센스타임,
아이플라이텍, 바이두와 같은 ICT 기업이나 호학지혜교육과기유한공사, 선전
러즈로봇유한공사와 같은 에듀테크 기업과 사범대학 교수들의 협력 하에 집
필되었고, 상하이교육출판사의 인공지능 은 지역 관계자를 중심으로 편찬되
었다. 이들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협력 기업이나 출판사에서 플랫폼을 제공하
므로 이 플랫폼을 통해 교육 자료를 시청하거나 프로그래밍이나 관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또 기업 협력 교과서는 내용상 협력 기업의 특징을 반영하거
나 기업에서 제작한 교구인 로봇이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학습하도록
기획되었다.
교과서가 기업이나 지역 관계자에 의해 출판된 것처럼 교육 현황도 실행
주체인 기업과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기업과 연관된 교육 현
황은 센스타임과 칭화대 대학기업인 베이징칭촹미래교육과기유한공사를 실
례로 들어 살펴보았다. 센스타임은 중고등학생용 인공지능 입문 을 출판했
고, 본 교과서와 자사의 인공지능 교구를 이용해서 전국의 실험학교에서 선도
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또 베이징칭촹미래교육과기유한공사
는 칭화대 MOOC 아래 초중등 인공지능교육 전문 MOOC인 ‘쉐탕커촹’을
개발해 인공지능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쉐탕커촹의 특징은 특유의 온
라인 인공지능 교육과정과 오프라인의 인공지능 랩인 ‘AI 혁신공간’을 함께
운영한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교육은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 지역 수요에
맞춘 교육 방식과 목표를 추구한다. 지역(시급) 주도 인공지능 교육은 주로
‘교육정보화’, ‘스마트교육 시범구 건설’ 등 중국의 교육정책에 발 빠르게 호응
하며 이루어진다. 특히 전국에서 8개의 스마트교육 시범구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 상하이시 민항구와 산시성 윈청시를 살펴보았다. 발달도시인 상하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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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항구의 경우 앞선 기술과 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축적과 학생
개인별 학습에 중점을 두는 반면, 산시성 윈청시의 경우 랜선 망 확충, 1인
1디바이스 등 망 접근권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닝샤회족자치구는
2018년 ‘인터넷+교육 시범구’, 2019년 ‘인공지능 교사대오건설 시범구’로
선정되었는데, 비교적 낙후하고 광대한 영토를 가진 닝샤회족자치구의 경우
인공지능 교육 사업의 중심은 인터넷 인프라의 보급, 교육의 디지털화, 교육
단말기 보급 및 활용 등에 두어진다.
5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한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을 살펴보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2030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미래교육 청사진’을 발표하여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시안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2019년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통해 교육대학원에 인공지능 융합교육 과정을 개설하
여 AI 교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범정부 차원에서 제시하였고, 교육 분야에서는 SW 및 AI 교육을 초·중등 필
수교육으로 확대하고 교원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 지원, 교육
대학원 AI 융합교육 전공 신설을 통해 교사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
육부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초·중·고 단계별 AI 교육 내용 기준(안), 고
등학교에 AI 선택 과목 신설 등을 통해 AI 교육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20년도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 운
영고’를 선정하여 인공지능, 정보, 정보과학 등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0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2,011개교를 선정하면서, 이 중
247개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시범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과학·수학·정
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을 통해 학생들이 정보·AI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 교사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다른 한편, 인공지능 교육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정보 과목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와 중국의 교육과정을 비교하였다. 우리나라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목 명칭을 ‘정보’로 변경하였고, 단순 응용 프로그램 기능 교육에 대한 비
중을 축소하고 컴퓨터 과학의 원리와 이해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도입하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
내용의 위계성을 갖추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컴퓨팅 사고력 부분
이 강화되었고, 초등학교 5~6학년 실과에 17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하고, 중학교는 기존의 선택과목이던 정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34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기존의 심화선택에서 일반
선택 과목으로 전환하여 학습기회를 확대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정보
과목은 정보문화, 자료와 정보,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컴퓨팅 시스템으로
동일한 내용 체계를 제시하여 연계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중국은 2000년 「초중등 정보기술 교육과정 지도요강(시행)」을 통하여 초
등학교 68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70~140시간의 정보
기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초·중학교는 종합실천활동을 통해 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정보기술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학교의
정보기술 교육과정 내용체계는 정보기술 기초, 멀티미디어 기술 응용 초보,
데이터 처리, 인터넷 활용으로 이루어져있다. 2017년 개정 일반고 정보기술
교육과정은 필수, 선택형 필수, 선택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선택형
필수 과정 6가지 모듈 중 ‘인공지능 초보’ 과목이 있어 인공지능의 개념을 익
히고 구현 원리, 응용 방법 등을 학습하면서 인공지능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지만, 향후 연구가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후속 과제를 세 가지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초중등 전 교과에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지능, 초연결 시대의 미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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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본격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은 전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시대 전환적 기술이므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 사회 기술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시급하다. 특히 이를 역량
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고민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6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로 다음 네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
공지능 교육 생태계 조성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는
인공지능 교육은 특정 분야 혹은 특정 분과에서 다루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민간 기업, 대학 및 연구소, 교육계 각 분야의 전문가 혹은 집단이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에는 인공지능 교육 실습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민간 기업,
대학 및 연구소, 정부 기관, 교사 등의 다양한 구성원이 협업하여 교육 콘텐
츠를 지속적으로 탑재 및 관리하여 학습자들이 개별 학습 차원에서 접근하여
학습하거나, 단위 학교에서 교사의 지원 및 참여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공
지능 교육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중등 교육에서
정보 과목의 이수 단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인공지능 교육을 좀 더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범교과 학습 주제(crosscurricular themes)’
로 다루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소양 강화를 위한 연수를 추진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관리자 연수를 강화하고,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강
화한다. 넷째, 국가 층위에서 미래 교육을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중국 정책
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정층설계(顶层设计, Top Level Design)’이다. 정
층설계는 중국공산당이 유일한 집권당인 중국에서 당-국(党国) 체제의 집중
과 위계 메커니즘을 투영해 중국식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과 연결을 최적화
하려는 방법론으로,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지만,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에서 나타난 정층설계의 장단점이 비교적 뚜렷한
만큼 장점을 우리 체제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단점을 살펴 적용하면 훨씬 선
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공지능 교육이 실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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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인공지능의 인류에 대한 파급력과 미래세대: 인공지능(人工智能,
Artificial Intelligence)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의 힘을 현실의 여러 문제
에 응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언어를 판독하고, 문서를 번역하고, 이
미지를 인식하고, 고객 행동을 예측하고, 가짜를 식별하고, 대출 승인 여
부를 결정하고, 로봇이 진찰하도록 도와주고, 심지어 차를 운전할 수도
있는 인공지능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현실이 되었다.1) 삶의 일상에서부
터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학습능력을 모방한 인공지능은 인간
이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이미 세상을 이끄는 핵심적인 기술이 되었다.
특히 미래세대는 인생의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기술의 적극적인 이용자
이자 수혜자가 될 것이므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범정부차원에서 AI 시대 미래 비전과 전략을 담은 ‘AI 국
가전략’을 발표하여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재밌고 쉽게 소프트웨어와
AI를 학습하고,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2)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학교 교육에 도입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초 원리, 이제 거점형 일반고에서 배운다.’3)는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
고,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4)을 발표하여 지능정

1) 리카이푸(2019), p. 29.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pp. 4~7.
3) 교육부(2020a), pp. 1~2.
4) 교육부(2020b),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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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행의 시대, 데이터의 시대에 중국의 기술 굴기(屈起): 인공지능의 딥
러닝 덕분에 세상은 두 가지 시대적 변화를 맞이했다. 즉 발견의 시대
(age of discovery)에서 실행의 시대(age of implementation)로 바뀌
었고, 전문지식의 시대(age of expertise)에서 데이터의 시대(age of
data)로 바뀐 것이다.5) 이러한 두 가지 변화는 중국의 약점을 최소화하
고 강점을 증폭시키며 중국이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로 ‘굴기’하게 만들고
있다. 발견의 시대에서 실행의 시대로 이동하면서 중국 정부의 추진력과
기업가의 생존력이 힘을 얻어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고 있고, 데이터의 시
대가 되면서 중국의 풍부한 데이터가 딥러닝을 더욱 발전시키는 선순환
의 고리를 만들어내었다.6)
국가전략으로서 인공지능: 2016년 구글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전을
계기로 인공지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중국은 2016년
｢‘인터넷+인공지능’ 3년 행동 실시방안(“互联网+”人工智能三年行动实施
方案)｣을 발표하면서 2020년 과학기술 혁신형 국가 대열 진입 목표의 주

된 추동력을 인공지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을 발표한 이후에, 국무원 산하 공업
정보화부와 교육부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앞다투어 발표하였듯이 중국
은 인공지능을 국가 비전의 실현 및 국정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기술로 간
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
인공지능과 교육: 공업정보화부의 정책이 인공지능 관련 산업 활성화

5) 리카이푸(2019), p. 33.
6) 리카이푸(2019), pp. 37~45.
7) 허윤정(2018).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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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8)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高等学校人工智能创新行动计劃)｣은 과학기술 혁신 강국의 꿈
을 직접 실행할 미래세대의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9) 2018년 4월에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교과서를 발간해 시범학교에 적용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인공지능 교육을 발 빠르게 도입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스타트
업 기업이 선도하는 AI 관련 교육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도 정책적 지원
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장차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10)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공
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인공지
능 분야에서 국가적으로 인재 양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의 현황을 살
펴봄으로써 우리도 구체적인 인공지능 교육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 목적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시대를 맞아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
공지능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교육과 이를 통한 인재 육성에 박
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동향을 교육 정책과 교육 현
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인재 육

8)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促进新一代人工智能产业发展三年行动计划(2018-2020年)｣. 201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20).
9) 교육부(2018).
10) “인공지능 분야는 인재의 불균형이 심각하여 인재 유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전 세계 AI 분야 인
재는 약 30만 명이지만 시장 수요는 밀리언 급이다. 이 중 대학에 약 10만 명, 산업계에 약 20만 명 있다.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AI) 연구 방향을 가진 대학은 모두 367개교이고, 매년 AI 분야를 졸업하는 학생은 약 2만
명으로, 인재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腾讯研究院 & BOSS 直聘(2017), 2017
全球人工智能人才白皮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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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공지능 교육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과 개념을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왜
인공지능 교육에 주목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
회주의 정책 중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과 기술 헤게모니를 두고 펼치는 중국의 정책 배경을 분석하고, 전
세계 인공지능 관련 인력 경쟁이 치열한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인공지능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중국이 진행하는 인공지능 교
육을 살펴보기 위하여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교육의 주체와 대상, 교육의 체계와 구조를 짚어보았다.
둘째,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선 중
국의 미래교육 로드맵인 ‘교육현대화 2035’ 정책을 분석하고 ‘교육 정보
화 2.0’을 비롯한 주요 이슈와 과제를 분석하였다. 차세대 인공지능의 시
급한 과제가 인공지능 인재의 배양이고 교육 현대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공지능을 통한 교육의 개혁과 혁신이라고 할 때, 중국의 ‘인공지능+교육’
의 함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서부터 교육 자체의 내용과
방식, 평가와 체제,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그 포괄하는 범위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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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다. 이에 ‘인공지능+교육’의 내용과 범위, 에듀테크, 교사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마지막에 인공지능 교육의 향후 과제에 대하여
짚어보았다.
셋째,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크게 두 가지 방면으
로 나누어 인공지능 교과서를 분석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공
지능 교육을 기업 주도 교육과 지역 주도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03년 개정 기술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인공지능이 다루어지기는 하
였으나, 지금의 진일보한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을 다루기는 명백한 한계
가 있었다. 2018년 센스타임과 같은 AI 기업 주도로 인공지능 교재가 발
간됨에 따라 전문적인 인공지능 교육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에 인공지
능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이 얼마나 신속하고 통합
적으로 인공지능 내용을 정리하였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학교 현장
에 적용하는 방식에서 민간 기업 주도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과 지역 주도
의 인공지능 교육을 살펴봄으로써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
현황을 파악하였다.
넷째, 한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앞선 중국 연구 결
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교과서 및 학교 수업의 지침이
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중에서 인공지능과 가장 관련이 큰 한국의 정보
교육과정과 중국의 정보기술 교육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과
정 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이루
어지는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 교육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사례와 비
교하여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필요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다섯째, 최종적으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고
후속 과제를 제안하였으며,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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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여섯째, 부록으로 중국의 인공지능 교과서의 목차를 수록하고, 지역
주도 인공지능 교육 사업의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본 연구가 인공지능 연
구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연구 방법
첫째, 문헌·자료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연구는 주로 중국 정부, 특히
교육부 발표 자료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서 발간한 연구보고
서 등 자료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교육 관련 각종 웹사이트를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문헌·자료 연구를 통해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
정책, 교재, 사례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11) 부록으로 제공한 인공
지능 교과서 목차와 지역 주도 인공지능 교육 사업의 내용은 거의 문헌·
자료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둘째,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내용 파악과 시사점 도출 등에 활용하였다. 급속하게 바뀌는 인공지
능 관련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를 통해 자
문을 듣고 관련 내용을 학습하였으며, 중국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전문
가를 통하여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관련 논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
며 한중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셋째, 정책협의회와 교사 워크숍, 정보 교사 세미나를 통해 국내 인공
지능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제언을 모색하였다. 부산의 학교 사례를

11)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사례 조사를 전혀 진행할 수 없었기에 이번 과제 진행은 문헌·자료 연구에 전
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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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하고 교사 및 교육 관련 전문가, 정책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과 교육 현황을 소개하였고,12) 이에 대한 의견을 교
류하여 시사점 및 정책 제언 도출에 반영하였다.

그림 1-1

서론

⚫ 문헌·자료
연구
⚫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
⚫ 정책협의회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인공지능
+ 교육의 배경과 +
개념

⚫ 문헌·자료
연구
⚫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
정책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의
인공지능 교육 +
한중 비교
현황

⚫ 문헌·자료
연구
⚫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포럼
및 교사
워크숍

⚫ 문헌·자료
연구
⚫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포럼
및 교사
워크숍

⚫ 문헌·자료
연구
⚫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
⚫ 정책협의회
⚫ 전문가 포럼
및 교사
워크숍
⚫ 교사 세미나

정책 제언

⚫ 문헌·자료
연구
⚫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
⚫ 정책협의회
⚫ 교사 세미나

12) ‘한중 인공지능 교육 정책 및 동향 비교 정책협의회’와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정보 교사 세미나’에서 본 연
구의 중간 결과를 일부 소개하였는데, 이 내용은 손민정 외(2020a)와 손민정 외(2020b)에 수록되었다. 이
자료집의 내용은 원래 본 보고서의 내용인데, 단지 자료집이 보고서보다 먼저 발행되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
내용에 자료집을 인용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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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표 1-1

번호

1

주요 선행연구
구분

내용

과제명

주형미 외(2016). 미래 사회 대비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비전 연구(Ⅰ): 초･중등학교
교과 교육의 방향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 주요 미래교육 관련 문헌에 제시 된 21세기 필수 과목 또는 기술 관련 내용 분석을 통한 미래
교과 교육 전망 탐색
∙ 2030년 한국 사회 변화 추세에 따른 학교 교육의 방향 탐색
∙ 2030년 초･중등학교 교과 교육의 방향 및 과제 제시

연구방법론

과제명

2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론

3

홍선주 외(2016). 지능정보사회 대비 학교 교육의 방향 탐색

∙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개념 탐색
∙ 인공지능기술의 개념과 매커니즘에 대한 고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교육 사례 탐색
∙ 기술 발달에 따른 학교 교육의 변화 고찰
∙ 학교 교육의 변화 방향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문헌연구
∙ 전문가 협의회

과제명

한국정보화진흥원(2017). 중국의 인공지능(AI) 전략: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新一代人工
智能发展规划)’을 중심으로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 AI 발전의 최대 잠재력을 지닌 ‘중국’의 2017년 글로벌 AI 위상과 연구‧특허‧기술 현황을 개괄
∙ 중국 AI 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국무원 2017.7.8.)
이 나오기까지 관련 정책 및 추진 상황을 소개
∙ 상기 문서 분석 소개 ① 중국 AI 발전 상태에 대한 진단 ② 3단계 전략목표 ③ 6대 중점과제
④ 기본원칙 및 방안으로 구분해 상세히 분석소개

연구방법론
과제명

4

∙ 문헌연구
∙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Working Group 운영 ∙ 델파이 조사
∙ 심포지엄
∙ 국외 출장 면담 조사
∙ 세미나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론

∙ 문헌연구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2016).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동향

∙ AI가 중국의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2016년 기 진행 중인 관련 정책과 산학연
의 주요 활동 소개
∙ R&D 수준 분석
∙ 문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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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번호

계속
구분

과제명

5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론
과제명

6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론
과제명

7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론

8

내용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2017).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동향(2)

∙ ‘인터넷+인공지능 3년 행동실시 방안(“互联网+”人工智能三年行动实施方案, 국가발전개
혁위 등, 2016.5.18)’과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국무원, 2017.7.8)’ 발행 후,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로 인공지능 강국을 꿈꾸는 중국의 AI 육성정책 및 프로그램과 산학연의 주요
활동 소개
∙ AI 경쟁력 수준 분석
∙ 문헌연구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2018).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현황 및 시사점

∙ 탄탄한 AI 기술력을 갖추고 무서운 속도로 발전 중인 중국의 AI 현황을 ① 과기산출과 인재투입
② 산업발전과 시장응용 ③ 발전전략과 정책환경 등 측면에서 분석
∙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도출
∙ 문헌연구
류펑이(刘凤义). 중국 AI를 활용한 교육 현황과 향후 전망

∙ 최근 중국의 AI 관련 교육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소개한 거의 유일한 보고서
∙ 현 중국 교육의 변화와 정책 지원 방향, 이 과정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개괄적
소개
∙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이 선도하는 AI 활용 교육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
∙ 문헌연구

과제명

허윤정(2018). 중국 인공지능의 국가적 수용과 그 의미:2015-2017 공문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 2015년에서 2017년에 발표한 중국 국무원 및 공산당에서 발표한 공식 문건에 대한 세심한
독해와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의 위상과 그 의미의 변화를 추적하여 고찰
∙ 인공지능이란 키워드가 국가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국가 ‘문건’에 진입하여 그것이 국가
비전과 결합되는 과정 분석

연구방법론

∙ 문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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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
표 1-2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및
내용의 차별성

기타 차별성

내용

∙ 지금까지 국내의 중국 AI 관련 선행 연구는 거의 대부분 정책과 산업, 기술연구 분야에 국한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AI가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교육임.
∙ 국무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2017.7.8)’이 발표된 이후, 부처 단위에서 실행 계획이 나온
곳은 공업정보화부(‘차세대 인공지능 산업발전 촉진 3년 계획’ 2017.12.14.)와 교육부였음.
∙ 중국 교육부는 ‘고등교육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2018.4.2.)을 통해 대학 내 AI 테크놀로지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
∙ 아울러 2018년 4월 세계 최초로 AI 교과서 『인공지능기초』를 발간하고, AI 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학교 현장에 인공지능 교육 실시
∙ 또한 스타트업 기업이 선도하는 AI 활용 교육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AI 관련 중국의 미래 교육 동향을 탐색하고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우리나라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중국이 세계 최초로 초중등과정 AI 교과서를 발간한 만큼, 그 교과서에 대한 분석과 한중 정보기술
교육과정 비교를 통해 단순히 교육 상황, 산업 현황에 대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정 및 교과
서에 구체적으로 구현된 AI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함.
∙ 중국의 인공지능 교과서 목차를 부록에 수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인공지능 교과서 편찬의
참고자료 제공
∙ 지역 주도의 인공지능 교육 사업의 내용도 부록으로 수록하여 향후 인공지능 교육을 계획하는
교육청 및 학교의 참고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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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과 개념
1.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
: 왜 인공지능 교육인가
2.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개념
: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1.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 왜 인공지능 교육인가
가. ‘인터넷 플러스’에서 ‘인공지능 플러스’로
1)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2017)의 배경과 의미
중국은 2018년 이후 ‘인공지능 교육’ 관련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었다. 그 배경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문건은 2017년 7월 8일 국무원
명의로 발행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이하
｢발전규획｣)13)이다.
이 문건이 나오기 전, 중국에서 ‘인공지능’은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정책의 한 영역으로 다뤄졌다. ‘인터넷 플러스’란 용어와 개념은 이관 인
터내셔널 그룹(易观国际集团)14)의 창업자이자 CEO인 위양(于扬)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15) 그는 2012년 11월 14일 이관 제5회 모빌리티인터
넷 박람회 개막식에서 ‘인터넷+’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세상의 모든 전
통과 서비스는 인터넷에 의해 바뀔 것”이며 “미래 사회에 인터넷 플러스
는 하나의 공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16)
이후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인터넷 플러스’ 정책에 시동을 걸기 시
작한 것은 2014년 11월 저장성(浙江省) 자싱시(嘉兴市) 퉁샹시(桐乡市)
우전진(乌镇镇)에서 세계인터넷대회17)를 개최하면서이다. 리커창(李克强)

13)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201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13). 이 문건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소개와 분석은 한국정보화진흥원(2017).
14) 이관 인터내셔널 그룹은 2000년 미국 Gartner사의 중국 합작파트너사로 출발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빅데
이터 기업으로, 대량의 디지털 사용자 자산과 알고리즘 모형을 핵심으로 한 빅데이터 제품과 플랫폼 및 솔
루션을 제공한다. 이관 인터내셔널 그룹 홈페이지(www.analysys.cn 검색일: 2020. 6. 14).
15) 허윤정(2018), p. 105.
16) ｢于揚：所有传统和服务应该被互联网改变｣(2012. 11.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14).
17) 세계인터넷대회(World Internet Conference, WIC)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과 저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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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총리는 제1회 세계인터넷대회(2014. 11. 19 ~ 11. 21) 국내외 대
표 좌담회에 참석해 “인터넷은 대중이 창업하고 만인이 혁신하는 새로운
도구”라고 선언했다18)
그리고 이듬해인 2015년 3월 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을 정식으로 제기하며19),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을 제정해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과 현대 제조업의 결합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산업
인터넷, 인터넷금융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인터넷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이끌 것”이라고 보고했다.20)
이후 국무원은 2015년 7월 4일 ｢‘인터넷 플러스’ 행동 적극추진에 관
한 지도의견(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이하 ｢지도의견｣)
을 발행한바21), 이 문건에서 제시한 ‘인터넷 플러스’의 주요 11개 행동
영역은 [표 2-1]과 같다.

인민정부가 공동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이다. 2014년 11월 제1회 대회가 열린 이래 2019년 10월 제6회
대회가 열렸다. WIC 공식 홈페이지(www.wicwuzhen.cn, 검색일: 2020. 6. 14).
18) ｢李克强同世界互联网大会中外代表座谈时强调, 促进互联网共享共治, 推动大众创业万众创新｣(2014. 11.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14).
19) 2015년 3월 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 당시, 텐센트의 창업자이자 CEO인 마화텅(马化腾)은 광둥성 전국인
민대표로서 ｢‘인터넷 플러스’를 구동해 중국 경제사회 혁신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건의｣를 제출한 것
으로 알려져있다. 허윤정(2018), p. 105. 이 같은 위양과 마화텅 등의 행보로 미뤄볼 때 당시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는 중국을 대표하는 ICT 기업들의 제안에 대한 화답으로도 볼 수 있다. 마화텅의 건의안은 당
시 온라인 매체를 통해 공개되었다. ｢关于以“互联网+”为驱动, 推进我国经济社会创新发展的建议｣(2015.
3.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15).
20)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政府工作报告｣, 2015(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13).
21) ｢国务院印发《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2015. 7.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15).

제2장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과 개념❙ 35

표 2-1

‘인터넷 플러스’ 11개 중점 행동(2015)과 관련 후속 정책
‘인터넷+’ 11개 중점행동

관련 후속 정책(발표일)

1. 인터넷+창업혁신
2. 인터넷+협동제조
3. 인터넷+현대농업

인터넷+현대농업 3년 행동 실시방안(2016. 4. 22)

4. 인터넷+스마트에너지
5. 인터넷+보편혜택금융
6. 인터넷+인민편익서비스
7. 인터넷+고효율물류

인터넷+고효율물류 실시의견(2016. 7. 29)

8. 인터넷+전자상거래
9. 인터넷+편리하고 빠른 교통

인터넷+편리하고 빠른 교통 추진으로 스마트교통 발전 촉진
실시방안(2016. 7. 30)

10. 인터넷+녹색생태

인터넷+녹색생태 3년 행동 실시방안(2016. 1. 11)

11. 인터넷+인공지능

인터넷+인공지능 3년 행동 실시방안(2016. 5. 18)

자료: 자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리

｢지도의견｣에 나타난 ‘인터넷 플러스’의 11번째 행동 영역으로서 인공
지능은 인터넷 플랫폼에 기댄 기술 산업의 한 영역으로 규정돼 있다. ‘인
터넷+인공지능’ 중점 행동의 내용을 보면, “인터넷 플랫폼에 의지해 인공
지능의 공공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의 핵심기술 돌파를 가속
화한다. 스마트홈, 인공지능 단말기, 스마트자동차, 로봇 등 영역에서 인
공지능의 응용 확산을 촉진하고 세계 인공지능 발전을 선도하는 몇 개의
골간 기업과 혁신 그룹을 육성해 혁신 활력과 개방 협력, 협동 발전의 산
업 생태계를 형성한다.”고 되어 있다.22)
｢지도의견｣의 ‘인터넷+인공지능’ 행동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 5월
1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중공중앙 네트워

22)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国务院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 2015(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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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 등 4개 부처는 합동으로 ｢인터넷+인공지능
3년 행동 실시방안(“互联网+”人工智能三年行动实施方案)｣(이하 ｢실시방
안｣)을 발행한바, ｢실시방안｣의 인공지능 개념도 ｢지도의견｣의 것에서
크게 확장되지 않는다. ｢실시방안｣은 ｢지도의견｣에서 명시한 ‘인터넷+인
공지능’의 3가지 행동 목표23)를 명확히 하고, 각 목표의 주요 임무를 구
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그것의 실행을 위한 자금 지원, 표준 체계, 지식
재산권, 인재 양성, 국제 협력, 조직 실시 등 방면에서 정부의 보장 조치
를 밝혀놓았다.24)
표 2-2

‘인터넷+인공지능’의 행동 목표와 주요 임무
행동 목표
인공지능 신흥 산업의 육성

주요 임무
1.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프로젝트
2. 기초자원 공공서비스 플랫폼 프로젝트
3. 스마트홈 시범프로젝트

중점 영역 스마트 제품의 혁신

4. 스마트자동차 연구개발과 산업화 프로젝트
5. 스마트무인시스템 응용 프로젝트
6. 스마트안전방범 확대보급 프로젝트
7. 인공지능 단말기 응용능력 향상 프로젝트

단말기 제품의 지능화 수준 향상

8. 인공지능 웨어러블 디바이스 발전 프로젝트
9. 인공지능 로봇 연구개발과 응용 프로젝트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2016), ｢“互联网+”人工智能三年行动实施方案｣ 내용에 근거해 정리

23) ｢지도의견｣은 ‘인터넷+인공지능’ 중점 행동에 대한 개요 설명 아래 다음 3가지 행동 목표를 명시했다. “1. 인
공지능 신흥산업을 육성한다. 2. 중점 영역 스마트 제품의 혁신을 추진한다. 3. 단말기 제품의 지능화 수준
을 높인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国务院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
2015(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15).
24)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홈페이지, ｢互联网+”人工智能三年行动实施方案｣, 2016(온라인 자료, 검
색일: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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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2017년에 발표된 ｢발전규획｣을 살펴보면 그 ‘총체 요
구’([그림 2-1]) 상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바, ｢발전규획｣의 인공지능은
더 이상 인터넷 기반 기술 산업의 하나가 아니라 과학 기술, 경제, 사회
발전과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고 견인하는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 격상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발전규획｣의 2장 ‘총체 요구’의 첫 번째 항
목인 ‘지도 사상’에는 인공지능이 “경제·사회·국방과 심층적으로 결합해
지능 경제, 지능 사회의 발전과 국가 안전 수호”에 혁신을 이루고, 사회
생산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여 “혁신형 국가와 세계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
함으로써 ‘두 개의 백년’의 분투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
하기 위한 강력한 지지대”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25)

그림 2-1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 ‘총체 요구’의 내용과 구조

25)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201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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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계속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2017),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내용에 근거해 제작, 손민정 외(2020a), p.9에서 인용하여
수정; 손민정 외(2020b), p.3에서 인용하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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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2017)과 인공지능 교육
중국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인터넷+인공지능’(국무원, 2015)
에서 국가 전략으로서 ‘차세대 인공지능’(국무원, 2017)으로 진화하면서
인공지능 교육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먼저 ｢발전규획｣ 3장 ‘중점 임무’의 각 항목을 살펴보면, 첫째 개방과
협동의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체계의 구축, 둘째 첨단 고효율 지능 경제
의 육성, 셋째 안전하고 편리한 지능 사회의 건설, 넷째 인공지능 영역의
군-민 융합 강화, 다섯째 유비쿼터스 지능화 인프라 체계의 구축, 여섯째
차세대 인공지능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선도 배치이다. 이것을 2장
‘총체 요구’([그림 2-1])의 설계를 바탕으로 재배치해 각 ‘중점 임무’ 간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 ‘6대 중점 임무’의 내용과 구조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2017),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내용에 근거해 제작, 손민정 외(2020a), p. 9에서 인용하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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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의 실질적인 추진체라 할 수 있는 ‘개
방과 협동의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체계’는 ‘하나의 체계’로서 이론, 기
술, 플랫폼, 인력의 통합체이다([그림 2-3]). 그것은 유비쿼터스 지능화
인프라 체계 구축과 인공지능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26) 선도 배치를 통
해 인공지능이 뒷받침하고 견인하는 4대 영역, 즉 과학 기술, 지능 경제,
지능 사회, 국가 안전의 발전을 이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중점 임무’의 첫 번째 항목인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차세대 인공지능 기초이론 체계
의 건립, 둘째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공통기술 체계의 건립, 셋째 인공지
능 혁신 플랫폼의 배치, 넷째 인공지능 고급 인재 그룹 양성으로 요약된
다. 여기서 ‘교육’의 문제가 부각되는바, ｢발전규획｣은 “고급 인재 그룹
양성을 인공지능 발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하면서 “인재 유치와
배양을 결합해 인공지능 교육 체계를 완비하고 인재풀의 건설을 강화”할
것을 명시했다.27)

26) 중국의 ‘차세대 인공지능 중대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2018), p. 20.
27)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201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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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체계’의 내용과 구조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2017),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내용에 근거해 제작, 손민정 외(2020a), p. 11에서 인용하여
수정; 손민정 외(2020b), p. 4에서 인용하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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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규획｣에서 언급한 인공지능 교육은 ‘차세대 인공지능’의 과학기
술 혁신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하고 구동시키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고급
인재의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인재 육성과 함께 그 인재 육
성을 가능하게 할 인재 유치가 함께 강조되었는데 특히 “신경인지, 기계
학습, 자율주행, 지능로봇 등 분야의 글로벌 첨단인재 및 혁신팀의 중점
유치”가 명시되었다.28)
이 같은 인공지능 교육체계 건립에 관한 논의는 ｢발전규획｣의 실행을
돕기 위한 후속 정책으로 교육부가 2018년 4월 2일 발행한 ｢고등교육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高等学校人工智能创新行动计划)｣(이하 ｢행동계
획｣)에 의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행동계획｣에서는 “과학기술의 제1
생산력, 인재의 제1자원, 혁신의 제1동력이 결합된 곳이 바로 대학”이라
고 지목하면서29) 혁신 행동의 중점 임무로 3개 분야 18개 항목을 명시했
다([표 2-3]).
표 2-3

｢고등교육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의 18개항 중점 임무
3개 분야

18개 항목
1) 차세대 인공지능 기초이론 연구 강화
2)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기술 혁신 추동

1. 대학 인공지능 영역
과학기술 혁신체계 최적화

3)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기지 건설
4) 일류 인재그룹과 높은 수준의 혁신팀 건설
5)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싱크탱크 건설
6) 국제 학술교류와 협력 확대

28)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201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13).
29)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홈페이지, ｢高等学校人工智能创新行动计划｣, 2018(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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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3개 분야

18개 항목
7) 학과 배치: ‘쌍일류’ 건설에 AI관련 학과 투입, AI영역 1급학과 건설
8) 전공 설립: ｢탁월한 엔지니어 양성계획2.0｣30), AI+X 모듈
9) 교재 건설: 과학기술 성과를 교육ㆍ교학으로, 교재+온라인 개방교실

2. 인공지능 영역
인재 양성 체계 완비

10) 인재 양성 역량 강화: 산학 협력, 산-학-연 연맹
11) 교육 보급: 대학이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AI과학보급, 교사 교육
12) 혁신기업 지원
13) 국제 교류와 협력 강화
14) 중점 영역 응용 강화
15) 지능교육 발전

3. 대학 인공지능 영역
과학기술 성과변환과 시범응용

16) 군-민 심층 융합 추동
17) 혁신연맹 건설과 오픈소스 공유
18) 지방과 구역의 혁신 발전 지원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2018b), ｢高等学校人工智能创新行动计划｣ 내용에 근거해 정리

본고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11번째 항목의 인공지능 교육 보급으
로 ｢행동계획｣에서는 이와 관련, ‘특별란’을 할애해 ‘인공지능의 다층적
교육 체계’에 관한 설명을 부연했다.
인공지능의 다층적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① 초중등 학교에 인공지능
보급 교육을 도입한다. ② 전공 및 학과 건설을 최적화해 인공지능 전
문교육, 직업교육, 대학 기초교육이 하나된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한
다. ③ 대학이 관련 교학 및 과학 연구 자원을 대외에 개방해 청소년
과 사회 일반인에 대한 인공지능 과학 보급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건립
하고 과학 보급사업에 적극 참여한다.31)

30)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홈페이지, ｢教育部 工业和信息化部 中国工程院 关于加快建设发展新工科实施卓
越工程师教育培养计划2.0的意见｣, 2018(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21).
31)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홈페이지, ｢高等学校人工智能创新行动计划｣, 2018(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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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학’이 인공지능의 이론, 기술, 플랫폼, 인재를 갖춘 하나의 ‘인
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체계’가 되어 인공지능 과학 보급 및 확산의 주체가
된다는 정층설계(顶层设计, Top Level Design)의 하나로, ｢발전규획｣에
서 보여준바 ‘하나의 혁신체계’([그림 2-2]와 [그림 2-3]) 개념이 ‘대학’에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인공지능 과학 보급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발전규획｣에서 언급된바, 5장 ‘보장 조치’의 한 항목으로
명시되었다([그림 2-4] 참조).
그림 2-4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 속 ‘인공지능 과학 보급 활동’ 보장 조치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2017),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내용에 근거해 제작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당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5개항의 ‘인공지능
과학 보급 활동’에 대한 장려가 명시되어 있다.

① 다양한 형식의 인공지능 과학 보급 활동을 지지하고, 많은 과학기
술 종사자들이 인공지능 과학 보급과 확산에 투신해 전 사회의 인공지
능에 대한 인식과 응용 수준을 높여줄 것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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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 인민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초중등 학교에 인공지
능 관련 교육과정을 설치해 프로그래밍 교육을 점차 확산하고, 누구나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와 게임의 개발 및 확산에
민간 역량의 참여를 장려한다.
③ 인공지능 과학 보급 인프라를 건설 및 완비하고 여러 종류의 인공
지능 혁신기지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인공지능 기업과 과학
연구 기관이 오픈소스 플랫폼을 만들고 일반인들에게 인공지능 연구
개발 플랫폼과 생산시설 혹은 전시장을 개방할 것을 장려한다.
④ 인공지능 콘테스트 개최를 지원하고 다양한 형식의 인공지능 과학
보급 창작을 장려한다.
⑤ 과학자의 인공지능 과학보급 참여를 장려한다.32)

이로 보건대 ｢발전규획｣ 이후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인공지능
교육은 전문 영역의 고급 인재 양성과 보급 영역의 대중화 확산 교육이
존재하며, 이 두 영역이 ‘개방과 협동의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체계’라
는 정층설계 안에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미중 관계와 기술 헤게모니
중국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국무원, 2017)의 등장은 기존
의 ‘인터넷 플러스’ 정책의 하위 개념이었던 인공지능을 소위 ‘4차 산업
혁명’ 내지 ‘디지털 혁명’의 핵심 개념으로 전면화하고 국가 장기 비전의

32)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201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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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방법론으로 격상하는 계기를 가져왔다. 허윤정(2018)에 따르면,
중국에서 ‘인공지능’이 정책 문건의 표제어로 등장한 것은 2016년 5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4개 부처가 공동 발행한 ｢‘인터넷+인공지능’ 3년
행동 실시방안｣이 처음이다.33) 그러나 이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플러스’ 행동 적극추진에 관한 지도의견｣(국무원, 2015)의 연장
선 상에 있는 후속 문건으로 여전히 ‘인터넷 플러스’에 방점이 찍혀 있어
‘인공지능’을 전면에 세운 ｢발전규획｣ 이후의 문건과는 구별된다 하겠다.
허윤정(2018)은 중국에서 ‘인공지능’이 하나의 산업 영역을 벗어나 차
세대 국가 전략의 중요한 기술로 채택되며 그 위상이 격상되는 과정에서
바이두(百度)의 창업자이자 CEO인 리옌훙(李彦宏)의 역할에 주목한다.
중국전국상공업연합회 부주석인 그는 2015년 3월 2일 개막한 전국정치
협상회의 제12기 3차 회의에서 ｢‘중국 대뇌’ 계획을 세워 인공지능의 새
로운 단계 발전을 추동하자(设立“中国大脑”计划 推动人工智能跨越发展)｣
는 연설34)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발전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
을 대내외 관점에서 강조했다.35)
그러나 2015년 양회(两会) 기간 마화텅(马化腾)의 ‘인터넷 플러스’36)
제안이 그해 7월 국무원의 ｢지도의견｣으로 화답된 데 반해, 리옌훙의 ‘중국
대뇌’ 제안은 곧바로 수용되지 못하고 2년 여가 지난 2017년 ｢발전규획｣
의 아이디어로 이어지는데, 이는 중국이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국가
전략의 하나로 인공지능을 전면화하고 대규모 자본과 자원의 투입을 결

33) 허윤정(2018), p. 102.
34) ｢李彦宏：设“中国大脑”计划 推动人工智能跨越发展｣(2015. 3.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5).
35) 허윤정(2018), pp. 105~107.
36) 허윤정(2018),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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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까지 좀 더 분명한 기술적 확신과 비전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짐
작해볼 수 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기 국가 전략 및 이니셔티브로서 인공지능의
위상을 세우고 정책을 수립한 것은 비단 중국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림 2-5]에서 보듯이 2017~2018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앞다투어 인
공지능 전략을 발표한다. Tim Dutton(2018)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전략을 발표한 나라는 캐나다이다. 캐나다 정
부는 2017년 3월, 향후 5년간 1억 2,500만 캐나다달러를 인공지능 연구 및
인재에 지원하는 ｢범 캐나다 인공지능 전략(Pan-Canadian AI Strategy)｣
계획을 발표한다.37)
그림 2-5 2017~2018년 세계 각국의 인공지능 전략

자료: Tim Dutton(2018) 인용 제작

37) Tim Dutton(2018), “An Overview of National AI Strategi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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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2017년 이후 각국이 이 같은 인공지능 전략 레이스를 펼
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하는 점인데, 그것은 2016년에 있었던 두 개의
큰 이벤트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은 ‘4차 산업
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주제
를 채택해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
으로 요약되는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를 전 세계에 유행시켰다. 그리고
그 해 3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 프
로그램인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이 열리고 알파고가 4대1 압승을
거두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머신러닝, 딥러닝이란 용어와 ‘언젠가는 인
간의 지력을 뛰어넘어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미지
가 강하게 각인되었다.
그 해 10월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인공지능에 관한 두 개의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하나는 대통령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명의의 10월
12일자 ｢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한 준비(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38)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C)와 그 산하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연구개발(NITRD) 명의의 10월
13일자 ｢국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략계획(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39)이다.
두 보고서는 하나의 짝을 이루며 동시에 발행된 것으로, 전자가 인공
지능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공지능의 현 상황과 이미 사용

38)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 홈페이지,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16(온라
인 자료, 검색일: 2020. 9. 5). 이에 대한 전문 번역은 카카오정책산업연구 브런치, ｢미 백악관 ‘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한 준비’ 보고서｣, 2016(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5).
39)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 홈페이지,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 2016(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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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향후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에서 제기되는 사회 및 공공 정책의 문제들”을 정리해 미국 내 각각
의 기관들이 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권고한
내용이라면, 후자는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대한 연방의 지원을 조정하기
위해 현재 어떤 TF팀과 소위원회가 꾸려졌는지, 연방 자금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연구개발의 전반적인 방향을 안내하고 그에 관한 전략적 계획
을 그리는 내용의 보고서이다.40)
오바마 행정부는 다시 그 해 12월 20일 대통령실 명의의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41)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이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그에 관한 정책적 대응을 권고함으로써, 앞의 두
건에 이어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사회에 미국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를 제안한 보고서 시리즈를 마무리한다.42)
결과적으로 이 같은 오바마 행정부의 ‘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한 준비’
는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미국보다 미국
외 국가들의 ‘국가 인공지능 전략’ 수립을 촉진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에 와서야 본격적인 인공지
능 관련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는데 백악관은 5월 10일 ‘미국 산업을 위
한 인공지능 서밋(Summit on Artificial Intelligence for American

40)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 홈페이지, “The Administration’s Report on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16(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5).
41)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 홈페이지,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2016(온
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7). 이에 대한 일부 번역은 카카오정책산업연구 브런치, ｢미 백악관 ‘AI와 자동
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2016(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7).
42)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 홈페이지, “The Administration’s Repor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2016(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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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을 개최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산하에 ‘인공지능 특별
위원회(Select Committee on Artificial Intelligence)’를 창설한다.43)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던 국면에서 2019년 2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인공지능 리더십 유지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에
서명하고 국가 전략으로서 ‘아메리칸 AI 이니셔티브(the American AI
Initiative)’를 선언한다.44)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행동
들은 더욱 빨라지고 적극화된 경향을 보이는데 그 타임라인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2-6]).

43) 백악관 홈페이지, “Summary of the 2018 White House Summit on Aritficial Intelligence for
American Industry.” 2018(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7). 이 서밋에는 총 100명 이상의 고위 공무원과
학술기관 전문가, 산업연구기관 수장과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들이 참석해 AI 연구 및 개발, 인력 개발, AI
혁신에 대한 규제 장벽, AI의 부문별 응용 프로그램에 관한 각 세션에 참여했다.
44) 백악관 홈페이지, “Executive Order on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2019(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7). 이 행정명령은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담고 있는 미국의 인공지능 전략으로, ‘전략적 경쟁자 및 적대국(strategic competitors and
adversarial nations)’으로부터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 기반을 보호하겠다는 전략 목표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바마 행정부 당시 보고서들과는 그 취지와 내용이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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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미국의 인공지능 행동 타임라인(2016~2020)

자료: 백악관(2020), “American AI Initiative: Year One Annual Report.” p. 3 그림에 근거해 제작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국가 전략으로서 인공지능은 2016년 4차
산업혁명의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한 시점에 인공지능이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선도 내지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중국이 먼저 국가 전략으로서
인공지능을 선점하자, 2018년 이후 트럼프가 G2의 기술 헤게모니 전쟁
을 주도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경쟁이 가열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기존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아예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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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으로 전환시키고 국가 혁신과 2050년 사
회주의현대화 강국 건설의 주요한 동력으로 삼아 그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가속화하고 전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45)

다. 인공지능 인력 현황
중국의 인공지능 전략에서 주목할 점은 그 후속 정책의 추진이 산업과
교육 양 부문에서 견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17년 7월 국무원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이 발행된 후, 그 해 12월 공업정보화부 명
의의 ｢차세대 인공지능 산업발전 촉진 3년 행동계획(促进新一代人工智
能产业发展三年行动计划(2018-2020)｣46)이 나오고, 바로 그 이듬해 4월

교육부 명의의 ｢고등교육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이 나온 것에서도 짐
작해볼 수 있다.
새로운 산업의 성장에서 인재 양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지만, 중국의
인공지능 전략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 요소를
‘최고급 인재’의 선도 역할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12월 텐센
트연구원(Tencent Research Institute)에서 발간한 ｢2017년 글로벌 인
공지능 인재 백서(2017年全球人工智能人才白皮书)｣47)는 이듬해 나온
교육부의 ｢행동계획｣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인공

45) ｢中国人工智能发展报告2018｣(清华大学中国科技政策研究中心, 2018. 7)에 의하면, 중국의 인공지능 정
책은 발표시기에 따라 다음 5개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단계(2009~2013) 잠재발전 단계, 2단계
(2013~2015) 발전초기 단계, 3단계(2015~2016) 비약발전 단계, 4단계(2016~2017) 안정발전 단계, 5단
계(2017~현재) 본격 확산발전 단계.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2018, pp. 18~19 재인용).
46)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홈페이지,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促进新一代人工智能产业发展三年
行动计划(2018-2020年)》的通知｣, 2018(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8).
47) 중문인터넷데이터자료망 199IT 홈페이지, ｢腾讯研究院：2017年全球人工智能人才白皮书｣, 201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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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인재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인공지능 경쟁은 최고급 인재가 근본이다. 국가의 미래 발전 방향으로
서 AI 기술은 경제 발전과 산업 패러다임 전환, 과학기술의 진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 기술 개발은 그 시작과 확산에서 각 분야 최
고급 인재들의 힘을 합쳐야 가능하다. AI 산업이 일어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AI 최고급 인재의 선도적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그들은 인공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핵심적 요소이다.48)

따라서 인공지능 전략은 무엇보다 이 같은 인재 현황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바탕 위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체계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텐센트의 보고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제
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AI 인재의 성장과 발전은 전적으로 미국 주도 하에 놓여
있다. 그 폭발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2017년 현재 전 세계 AI 인재의 수
는 약 30만 명이다. 그 중 산업계의 인재가 약 20만 명으로 대부분 각
국의 AI 창업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분포되어 있다. 학술계의 전
문가 및 예비 인력은 약 10만 명으로 전 세계 367개 대학에 분포되어 있다.
둘째, AI 연구 방향을 갖춘 전 세계 367개 대학에는 6천여 명의 AI 분야
학자와 7만여 명의 관련 전공 석·박사 과정생이 있다. 석·박사 졸업생은
매년 약 2만 명이 배출된다. 미국은 전체 367개 대학 중 45.7%에 해당하는
168개 대학을 갖고 있다.

48) 텐센트연구원 홈페이지, ｢《2017全球人工智能人才白皮书》发布丨解读世界顶级AI牛人的秘密｣, 2017(온
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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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2017년 기준 글로벌 367개 인공지능 대학 분포도

자료: 腾讯研究院(2017), ｢《2017全球人工智能人才白皮书》发布｣ 그림 인용 제작

셋째, 산업계 인재 분포를 보면 미국은 AI 기초기술 분야에서 절대 우
위를 점하고, 중국은 응용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그
림 2-9] 참조). 텐센트연구원의 ｢중미 양국의 AI 산업 발전 본격 해독(中
美两国人工智能产业发展全面解读)｣ 통계에 의하면 2017년 6월 기준 전

세계 AI 기업은 2,617개이다. 이 중 미국은 1,078개 기업에 약 78,700
명의 직원이 있고, 2위인 중국은 592개 기업에 약 39,200명의 직원이
있어 미국의 약 50%에 해당한다.

그림 2-8 인공지능 기업 보유 수량 세계 TOP5 국가

자료: 腾讯研究院(2017), ｢《2017全球人工智能人才白皮书》发布｣ 그림 인용 제작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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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2017년 기준 중국과 미국의 인공지능 영역별 기업 규모 대비도

자료: 손민정 외(2020a), p. 8에서 인용하여 수정; 손민정 외(2020b), p. 3에서 인용하여 수정

넷째, 주로 대학과 AI 창업 기업,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분포되어 있는
인공지능 인재 중 AI 발전을 이끄는 ‘최고급 인재’는 1천 명이 채 되지
못한다. 이들은 주로 북미 지역에 분포해 있으며, 학자의 경우 거의 대부
분이 컴퓨터공학 또는 전기공학 박사이다. 창업은 1980년대생들이 주도
하며, 선도 기업의 수 역시 미국과 중국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나 미국의
우세가 명확하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팀을 이끄는 최고급 인
재들의 국적은 중국이 미국에 밀리지 않는다
다섯째, 중국의 인공지능 인재는 1980년대생들이 주력군으로 베이징
(北京),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항저우(杭州), 광저우(广州)에 과반 이
상이 분포한다.50) 중국은 592개 기업에 약 39,200명의 직원이 있으나

49) 원문 그림의 중국 수치 오류를 원문 내용에 의거해 바로 잡음.
50) ｢中国人工智能发展报告2018｣(清华大学中国科技政策研究中心, 2018. 7)에 의하면, 중국의 인공지능 인
재 보유 TOP5 대학은 칭화대학, 상하이교통대학, 베이징항공항천대학, 저장대학, 화중과기대학이다. 한
중과학기술협력센터(2018, p. 7 재인용). 인공지능 인재 육성 규모 기준 TOP5 대학은 저장대학, 하얼빈공
업대학, 상하이교통대학, 시베이공업대학, 칭화대학이다.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2018, p. 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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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에 대한 수요는 이미 백만 명을 돌파했다. 인재의 심각한 부족으
로 중소기업은 초빙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정작 기업들의 AI 인재 문턱
은 높은 편이다. 과반이 석사 이상이고 ‘쌍일류(双一流)’51) 대학의 졸업
생을 선호한다.
여섯째, 심각한 수요공급의 불균형 속에 중국 정부는 AI를 국가 전략
으로 승격하고 3단계 전략 목표를 제시한바, 국가는 정부, 기업, 대학, 협
회의 4가지 경로를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먼저 정부는 대학 정
원을 확대하고 해외파 고급 인재를 귀국하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규 및 법률과 산업 표준을 갖추는 정책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정확한 발전 방향을 세워 산-학 협동으로 AI 인재를 양성하
고 장기적인 인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오픈 강의 등을 열어 중소기
업의 발전을 도와야 한다. 대학은 개방 정책을 도입해 기업과 협력하고
교차 학문을 발전시켜야 한다. 협회는 산-학-연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
하고 상호 교류 플랫폼과 성과 변환 시스템(Achievement Transformation
System)을 갖춰야 한다.52)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2018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은 비단 정부의 정책 추진이라는 일방향의 탑다운
(Top-Down) 방식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민간의 요구를 수용해 2018년 4월 ｢고등교육 인공지능

51) ‘쌍일류’란 세계 일류대학과 세계 일류학과를 의미한다. 2015년 10월 국무원 명의로 ｢세계 일류대학 및 일
류학과 건설을 통괄 추진하기 위한 총체방안(统筹推进世界一流大学和一流学科建设总体方案)｣이 발행된
후, 2017년 9월 교육부 등 부처 합동 명의로 ｢세계 일류대학 및 일류학과 건설 대학 및 학과 명단｣이 발표되
었다.
52) 이상의 인공지능 인재 관련 제언은 중문인터넷데이터자료망 199IT 홈페이지, ｢腾讯研究院：2017年全球
人工智能人才白皮书｣, 201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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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최적화함으로써 고등교육에서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 체계를
완비하는 동시에, 그것을 다시 ‘다층적 교육체계’라는 틀로 초중등 기초
교육과 사회 일반의 공공교육으로 확산해 보급하는 정책 지원을 적극 펼
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개념: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
치는가
가. 교육의 주체와 대상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의 문제
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국무원, 2017)과
｢고등교육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교육부, 2018)에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이 나와 있다. 인공지능이 단순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떠오른 새로
운 과학이론 내지 기술에 불과하다면, 각국이 앞다퉈 인공지능에 관한 국
가 전략을 내놓거나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개념이 ‘인공지능 플러스’ 개
념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각국이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미국과 중국이
기술 헤게모니 경쟁에서 특히 인공지능에 집중한 이유는 인공지능이 다른
일반적인 기술들과 달리, 강한 사회적 특성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규획｣에서는 이를 인공지능의 ‘이중 속성’이라 명명([그림 2-1])하고
“기술적 속성과 사회적 속성이 고도로 융합된 인공지능의 특징을 잘 파
악해서” 인공지능의 잠재력은 최대한 발휘하고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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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험은 최대한 방비해야 한다고 기술했다.53)
이에 대해 리런한(李仁涵)(2020)은 인공지능의 기술 속성과 사회 속성의
‘관계’([그림 2-10])에 주목하면서,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초기에는 기술
속성이 그 발전을 주도하지만 그것이 대규모로 사회와 경제 영역에 들어
가는 시점에는 사회 속성이 그 응용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분석했다.54)
그림 2-10

인공지능의 기술 속성과 사회 속성

자료: 李仁涵(2020), ｢人工智能技术属性及其社会属性｣ 그림 인용 제작

이렇듯 인공지능의 ‘사회적 속성’이 강조되는 맥락에서는 인공지능 교
육이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는 전문 교육에 머물지 않고 근대 교육이 근대
시민을 키우듯 AI 시대 AI 교육이 AI 시민을 키우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전문 교육 못지않은 보급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앞서 살펴본바, ｢발
전규획｣과 ｢행동계획｣에는 이 같은 컨센서스와 그에 따른 보급 교육의
설계가 내포되어 있으며, 그런 까닭에 2018년 4월 고등교육의 혁신 계획

53)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201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13).
54) 李仁涵(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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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한 ｢행동계획｣이 발표됨과 거의 동시에 중국에서 이른바 ‘세계 최
초’라는 고등학생용 인공지능 교과서인 인공지능 기초

55)가

출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인공지능의 사회화 발전 초입기에 아직 관련 학문과 고등교육의 체계
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교육의 인공지능 교육을 누가 담당할 것인
가는 매우 고민스럽고 민감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발전규획｣과 ｢행동
계획｣은 이와 관련해 ‘하나의 혁신체계’와 ‘다층적 교육 체계’라는 정층
설계로 인공지능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과학 보급 활동과 참여를 적극 장
려함으로써 초중등 과정 인공지능 교육의 주체로 대학과 기업이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바, 2018년 이후 본격화된 중국 초중등 과
정의 인공지능 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끈 두 집단은 앞서 인공지능 기초
를 펴낸 센스타임(SenceTime, 商汤)56)이나 아이플라이텍(iFLYTEK, 科
大讯飞)57)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업과 칭화대학(清华大学)

같은 첨단 인공지능 관련 연구기관을 보유한 대학이었다.58)
중국 정부는 2018년 7월 ｢발전규획｣을 발행한 후, 과학기술부 등 15개
부처 및 관계 기관이 5개 분야의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형 혁신 플

55) 汤晓鸥 외(2018).
56) 2014년 10월에 설립된 센스타임은 안면인식 기술로 유명한 중국의 유니콘 기업으로 홍콩중문대학 정보공
학과 교수인 탕샤오어우(汤晓鸥)가 창업했다. 1968년 랴오닝성(辽宁省) 안산시(鞍山市)에서 태어난 탕샤
오어우는 1990년 중국과기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1996년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57) 음성식별 기술로 유명한 아이플라이텍의 전신은 1999년 설립된 안후이중커다쉰페이 정보과기유한공사
(安徽中科大讯飞信息科技有限公司)이다. 2014년 4월 아이플라이텍으로 변경했다. 창업자는 류칭펑(刘庆
峰)으로 1973년 안후이성(安徽省) 쉬안청시(宣城市) 징현(泾县)에서 태어났다. 1990년 중국과기대학에 입
학해 1998년 석사학위, 2003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과기대학 겸직교수로 박사과정생을 지도한다. 현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다(10기 이후 연임).
58) 중국 대학이 보유한 인공지능 관련 랩과 연구센터에 대해서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2017)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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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을 1차로 지정하는데, 그것은 자율주행 분야에 바이두(百度), 시티
브레인(city brain) 분야에 알리바바클라우드(阿里云), 의료영상 분야에
텐센트(腾讯), 음성AI 분야에 아이플라이텍, 시각AI 분야에 센스타임이었
다.59) 이렇게 국가 개방형 플랫폼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인공지능 교재를
제작하고 오픈소스를 제공하며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초중
등 인공지능 교육에 적극 나섰다는 것은 중국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보급
교육이 기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와 기초 지식의 습득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센스타임의 창업자인 탕샤오어우(汤晓鸥)와 아이플라이텍의 창업
자인 류칭펑(刘庆峰)은 모두 공학박사 출신의 학자이자 교수이며 탕샤오
어우는 인공지능 기초 의 주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공지능 교육의 기
본 방향은 기업과 대학에 존재하는 ‘최고급 인재’의 전문 지식이 기층의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각기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전달되고 공유되는
보급과 확산의 과정으로 설계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에서의 본격적인
직업 교육 또는 전문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한 사다리를 놓는 한편, 인공지
능을 통한 사회와 국가의 혁신에 동참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하겠다.
이 과정에서 실제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초중등 학교의 교사들은 매우
독특한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들은 인공지능 교육의 대상이자 주체가
된다. 이들이 인공지능 교육의 새로운 내용과 방법을 익히고 구현하면서
인공지능 교육은 점차 이들이 중심이 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게 될 것
이다. 이것이 인공지능의 이중 속성으로 ‘인공지능+교육’의 영역 역시,

59) ｢智能视觉国家新一代人工智能开放创新平台正式亮相｣(2018. 9.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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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그 기술 속성이 발전을 주도하지만 점차 그것의 사회 속성이
기술 속성을 결정하고 그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
을까 생각한다.

나. 교육의 체계와 구조
지금까지 살펴본 ｢발전규획｣과 ｢행동계획｣에 나타난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개념과 요소를 구조화해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2-11]). 먼저 인공지능의 ‘다층적 교육 체계’는 고등교육과 보급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둘 사이는 개방과 수용의 관계로 연결된다. 고등교육
은 다시 전문교육, 직업교육, 대학 기초교육으로 다층화되며 보급교육은
교육의 대상이자 주체인 교사를 매개로 한 기초교육 영역과 사회 일반인
을 대상으로 한 공공교육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11

인공지능 교육의 다층적 체계

자료: 손민정 외(2020a), p. 10에서 인용하여 수정

이 같은 수직적인 ‘다층적 교육 체계’를 교육의 주체와 대상,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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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구분해 수평적인 플랫폼으로서 ‘하나의 체계’ 즉 인공지능 과학
기술 혁신체계와 연결하면 [그림 2-12]가 된다.
그림 2-12

‘하나의 혁신체계’ 속에 인공지능 교육

자료: 손민정 외(2020a), p. 10에서 인용하여 수정

수평화된 [그림 2-12]에 [그림 2-3]에서 도형화한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체계의 내용과 구조를 융합하면 최종적으로 [그림 2-13]이 된다. 이
그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혁신체계’ 속에 교육의 주체와 대상, 내용과
형식이 서로 연결되고 인공지능의 기술과 이론, 인재와 플랫폼이 서로 연
결돼 작동하는 산업-연구-교육-응용이 한데 어우러진 새로운 혁신적 교
육시스템의 한 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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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체계와 인공지능 교육

자료: 손민정 외(2020a), p. 10에서 인용하여 수정; 손민정 외(2020b), p. 4에서 인용하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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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

1. 중국의 미래교육 로드맵
2. 인공지능과 교육 현대화
3.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향후 과제

1. 중국의 미래교육 로드맵
가. 교육 현대화 2035
앞 장에서는 국가 ‘인공지능 발전’ 전략의 차원에서 인공지능 교육의
개념과 의미를 살펴봤다면, 이번 장에서는 국가 ‘교육 현대화’ 전략의 차
원에서 인공지능 교육의 의미와 이슈들을 살펴보겠다.
신화사는 2019년 2월 23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중국
교육 현대화 2035(中国教育现代化2035)｣(이하 ｢교육 2035｣)를 발행했
다는 통지문을 보도했다.60) 아울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
무원 판공청이 발행한 ｢교육 현대화 추진 가속화 실시방안(2018~2022)
(加快推进教育现代化实施方案)｣(이하 ｢실시방안｣)과61) 두 문건에 관한
교육부 관계자의 기자회견62)을 함께 보도했다.
｢교육 2035｣는 ‘교육 현대화’를 주제로 한 중국 최초의 중장기 전략 계획이
다. 중국은 ‘두 개의 백년’63) 목표, 즉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
설에 이어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는 분투 목표를 갖고
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앞에 15년의 중간 단계로 설정된 것이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인데, ｢교육 2035｣는 이 단계에 조응하는 중국의

60) ｢中共中央、国务院印发《中国教育现代化2035》｣(2019. 2.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22). 중앙인민
정부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다. 이로써 ｢중국교육현대화 2035｣는 2019년 2월 23일 ‘통지’
버전이 공개된 이후 아직까지 정식 문건이 발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통지’ 버전을 대상으
로 분석을 진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2019(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22).
61) ｢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印发《加快推进教育现代化实施方案(2018~2022年)》｣(2019. 2. 23), 온라
인 기사(검색일: 2020. 6. 22).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중화인민공
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2019(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22).
62) ｢教育部负责人就《中国教育现代化2035》和《가쾌추진교육현대화실시방안(2018~2022年)》答记者问｣
(2019. 2.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22).
63) ‘두 개의 백년’이란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인 2021년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인 2049년을 가리
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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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교육 2035｣가 밝힌 ‘8대 기본 이념’과
‘총체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

｢중국 교육 현대화 2035｣ ‘8대 기본 이념’과 ‘총체 목표’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2019a), ｢中共中央、国务院印发《中国教育现代化2035》｣ 내용에 근거해 제작

그리고 2035년까지 주요 발전 목표를 제시했는데 주목할 점은 그 8개
항목의 내용이 현 단계 중국 교육이 안고 있는 시급한 문제와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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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중국 교육 현대화 2035｣ ‘주요 발전 목표’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2019a), ｢中共中央、国务院印发《中国教育现代化2035》｣ 내용에 근거해 제작

[그림 3-2]에서도 드러나는바, 향후 15년 교육 현대화 추진의 주요 발
전 목표가 향하는 지점은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교육 격차’이다.64) 주
요 발전 목표의 앞부분에 배치된 평생학습 교육 체계 구축과 기초교육 강
화에 관련된 항목들은 중국의 교육 현대화 추진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
결하려 하는 전략인지를 잘 보여준다. 평생학습은 산업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빠른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동 가능 연한과 생산성을
높여주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교육 체계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 10년을 포괄하는 현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과 취
학 전 교육 및 고등학교 단계 교육의 확대는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의
동-서 간 지역 격차와 도시-향촌 간 도농 격차를 생각할 때, 2050년 중
국이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있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문제들을 돌파해 2035년 교육 현대화를 이루고

64) 중국의 교육 현대화 추진에 담긴 ‘교육 격차’의 문제를 분석한 글로는 박지현(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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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현대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전략적 방
법과 경로를 선택할 것인가인데, 이는 통지본 ｢교육 2035｣와 같은 날 발
표된 ｢실시방안｣에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우선 두 문건의 10대
목표 임무를 각기 비교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와 ｢실시방안｣의 ‘목표 임무’
교육 2035

실시방안(2018~2022)

10대 전략임무

10대 중점임무

1)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학습
2) 세계 선진수준의 중국특색 우수품질 교육을 발전
3) 각급 교육의 높은 수준, 높은 품질의 보급을 추동
4) 기본 공공교육 서비스 균등화를 실현
5) 전 인민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
6) 일류인재 양성 및 혁신능력을 향상
7) 높은 자질의 전문화된 혁신형 교사 대오를 건설
8) 정보화 시대 교육 변혁을 가속화
9) 교육 대외개방의 새로운 구조를 창설
10) 교육거버넌스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

1) 신시대 ‘입덕수인(立德树人) 프로젝트를 실시
2) 견고한 기초교육 향상을 추진
3) 직업교육의 산-교 융합을 심화
4) 고등교육의 내용 발전을 추진
5) 신시대 교사 대오 건설을 전면 강화
6) 교육 정보화를 힘껏 추진
7) 중서부 교육진흥 발전계획을 실시
8) 교육현대화 구역의 혁신실험을 추진
9) ‘일대일로’ 교육행동 공동건설을 추진
10) 교육 중점영역의 종합개혁을 심화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2019a), ｢中共中央、国务院印发《中国教育现代化2035》｣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2019b),
｢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印发《加快推进教育现代化实施方案(2018~2022年)》｣ 내용에 근거해 작성

이 두 문건의 차이는 ｢교육 2035｣가 향후 15년에 걸쳐 전개될 교육
현대화의 사상 배경, 총체 사고, 전략 임무, 실시 경로, 보장 조치 등을
거시적으로 밝혀 놓은 것이라면, ｢실시방안｣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실시될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 임무를 밝혀 놓은 것이다.65)
이 같은 차이는 각기 ‘전략 임무’와 ‘중점 임무’의 내용에서도 드러나는
바, ｢교육 2035｣가 현재에 입각해 궁극으로 나아갈 방향의 목표점을 큰
걸음으로 짚어준 것이라면, ｢실시방안｣에서는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

65) 박지현(2020)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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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의 내용들을 알 수 있다.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해 눈에 띄는 항목은 ｢실시방안｣의 ‘중점 임무’
제6항과 ｢교육 2035｣의 ‘전략 임무’ 제8항의 내용이다. 특히 ｢실시방안｣
의 해당 항목은 중국 교육부가 2018년 4월 13일 발행한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教育信息化2.0行动计划)｣66)(이하 ｢정보화 2.0｣)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교육 정보화 2.0
｢정보화 2.0｣은 2022년까지 ‘삼전·양고·일대(三全两高一大)’라는 발전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해 교육 정보화 1.0 시대에서 2.0 시대로 진입하
기 위해 제출되었다. 이 문건을 통해 처음 등장한 ‘교육 정보화 2.0’이란
개념은 이후에 전개될 교육 정보화 사업의 내용과 성격이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교육 정보화 사업67)의 연장선 상에 있으면서도 단계
적으로 구분됨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지식 정보’에서 ‘지능 정보’ 시대로
의 변화, 즉 ‘인터넷 플러스’에서 ‘인공지능 플러스’로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68)

66)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教育部关于印发《教育信息化2.0行动计划》的通知｣, 2018(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3).
67) 중국의 본격적인 교육 정보화 정책은 ｢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2010~2020年)｣, ｢国家教育
事业发展“十三五”规划｣, ｢教育信息化十年发展规划(2011~2020年)｣, ｢教育信息化“十三五”规划｣ 등을 통해
추진되었다.
68) 당시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교육부 부부장인 두잔위안(杜占元)은 교육 정보화 1.0에서 2.0으로 변화를 외
생 변수에서 내생 변수로의 변화, 전용 자원에서 빅(big)자원으로의 변화, 정보기술 응용능력에서 정보기술
소양으로의 변화, 응용 융합발전에서 혁신 융합 발전의 변화로 설명한바 있다. 또 시안전자과기대학 총장
양쭝카이(杨宗凯)는 2018년 1월에 발표한 글에서 중국의 교육 정보화 발전 10년의 과정 및 성과를
2012~2015년과 2016~2020년 두 단계로 구분한바 있다. 2018년 4월 17일 중국교육학회가 주최한 ‘신기
술 지원 미래 교육 전시 참관’ 활동에서 상하이시 시청각교육관 관장인 장즈(张治)는 “과거 우리는 지식 자
원을 디지털화하고, 평면적 자원을 입체화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제는 인터넷에 기반한 빅(big)자원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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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그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발전 목표인 ‘삼전·양고·일대’에
서 ‘삼전(三全)’은 ‘세 개의 전체’란 뜻으로 첫째 ‘전체 교사’의 교학 응용
프로그램 활용, 둘째 ‘전체 학생’의 학습 응용프로그램 활용, 셋째 ‘전체
학교’의 디지털 캠퍼스 건설을 말한다. ‘양고(两高)’는 ‘두 개의 높임’이란
뜻으로 첫째 정보화 응용 수준의 제고, 둘째 교사 및 학생의 정보화 소양
제고를 말한다. 마지막 ‘일대(一大)’ 즉 ‘한 개의 큼’이란 ‘인터넷+교육’의
빅플랫폼 건설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임무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
째 ‘삼전’의 실현을 위한 ‘3통·2플랫폼(三通两平台)’의 추진, 둘째 ‘양고’
의 실현을 위한 정보기술과 교육의 심층 융합, 셋째 ‘일대’의 실현을 위한
‘플랫폼+교육’의 서비스모델 도입과 일체화 빅플랫폼의 구축이다.
이 중 첫 번째 주요 임무인 ‘3통·2플랫폼’에서 ‘3통’은 ‘학교마다 광대
역 네트워크 개통’, ‘학급마다 우수한 품질의 디지털 교육 자원 개통’, ‘학
생마다 네트워크 학습공간 개통’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원을
‘교실에서 사용하고 일상에서 사용하고 누구나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다. ‘2플랫폼’은 교육 자원 공공서비스 플랫폼과 교육 관리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의미한다.69)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 정보화 2.0 시대에는 기술의 응용능력보다 정보의 소양능력이 중시되고, 기술이
학습 환경에 머물지 않고 학습 시스템에 작동하며 교육 거버넌스의 수준이 높아져 도구형 사고에서 인공지
능형 사고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一张图看懂《教育信息化2.0行动计划》｣(2018. 4. 23),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0. 9. 13).
69) 이상 ‘교육 정보화 2.0’의 목표 임무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教育部关于印发
《教育信息化2.0行动计划》的通知｣, 2018(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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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 ‘목표와 임무’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2018), ｢教育部关于印发《教育信息化2.0行动计划》的通知｣ 내용에 근거해 제작

그리고 [그림 3-3]의 목표 임무를 위한 ‘실시 행동’으로 다음의 8개 항
목이 제시되었다.
그림 3-4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 ‘실시 행동’

자료: 손민정 외(2020a), p. 11에서 인용하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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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 광대역 네트워크를 깔고 교육의 균등화,
일체화, 표준화를 위한 빅플랫폼을 구축해 교육 자원과 교육 관리가 융합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는 것인데, 이 같은 ‘교육 정보화 2.0’의 방향은 심각한 ‘교육 격차’의 현
실을 극복하고 교육 현대화의 목표 임무를 달성하는 데 유력한 방법론이
아닐 수 없다. 해당 문건에서도 그 중요 의의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기
술했다.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은 교육 현대화 실현을 가속화하는 유효한
경로이다. 정보화 없이 현대화도 없다. 교육 정보화는 교육 현대화의
기본적 함의이자 뚜렷한 특징으로 ｢교육 현대화 2035｣의 중점 내용
이자 중요한 표지가 된다.70)

다. 주요 이슈와 과제
‘교육 정보화 2.0’은 2020년 상반기 중국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서 그 정책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다. 1월 23일 우한시(武汉市)가
봉쇄되면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락다운(Lockdown)이 시행된 중국은 2
월 전국 학교의 등교 개학을 늦추는 대신, ‘수업은 멈춰도 학업은 멈출
수 없다(停课不停学)’는 기치 아래 2월 17일 교육부가 ‘국가 초·중·고교
네트워크 클라우드 플랫폼(ykt.eduyun.cn)’을 정식 개통하면서 학생들의
재택학습을 돕기 시작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코로나19 전염병 방역
상시화 체제에 대비한 새 학기 랜선 수업 준비에 들어갔는데 베이징시의

70)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教育部关于印发《教育信息化2.0行动计划》的通知｣, 2018(온라
인 자료, 검색일: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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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랜선 수업은 4월 13일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이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현장이 크게 동요하지
않고 ‘공중교실(空中课堂)’이라 불리는 랜선 수업을 통해 대규모 비대면
교육을 전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
진된 ‘교육 정보화’ 정책, 특히 2018년 업그레이드된 ｢정보화 2.0｣의 실
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불거진 중국의 심대한 ‘교육 격
차’의 현실인데, 정보통신 기술과 인프라에 기반해 격차 해소를 가져오겠
다는 ｢정보화 2.0｣의 ‘일체화’ 정책이 ‘공중교실’ 수업을 듣는 한 어린 소
녀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후베
이성(湖北省) 서남부에 위치한 인구 약 4만 6천 명의 소성진(小城镇)인
우펑위양관진(五峰渔洋关镇)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커언야(柯恩
雅)는 부모가 운영하는 반찬가게 가판대 아래 작은 공간에서 엄마의 핸드

폰 스팟을 이용해 ‘공중교실’ 수업을 들어야만 했다. 대도시의 중산층 아
이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랜선 수업을 듣는 모습과 대비를 이루면서 커언
야의 소식은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71)
마침내 현지의 통신회사가 커언야를 위해 광대역을 개통해줬다는 ‘훈
훈한’ 후속보도로 마무리된 이 에피소드는 중국에서 ‘교육 정보화 2.0’의
사업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왜 교육 현대화의 기본 함의이자 중요한 표
지인지를 설명해준다. ‘인터넷+교육’에 기반한 ‘교육 정보화 2.0’은 ‘인공
지능+교육’에 필요한 절대적인 인프라이자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다.

71)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랜선 수업 실시 상황과 커언야(柯恩雅)의 에피소드는 박지현(2020)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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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과 교육 현대화
가. ‘인공지능+교육’의 내용과 범위
지금까지 살펴본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은 국가 전략으로서 차세대
인공지능과 또다른 국가 전략으로서 교육 현대화의 접점이 만들어낸 다
양한 층위의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인공지능’
의 관점에서 시급한 문제는 인공지능 인재의 배양이고, ‘교육 현대화’의
관점에서 시급한 문제는 인공지능을 통한 교육의 개혁과 혁신이다.
인공지능과 교육의 만남 내지 융합을 직관적으로 드러내주는 ‘인공지
능+교육’이란 개념은 흔히 인공지능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구분할 때 사
용하는 ‘AI Education(교육 내용으로서 AI 리터러시 교육)’, ‘AI in
Education(교육 방법으로서 AI를 활용하는 교육) 같은 개념이나 이 둘을
융합한 한국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인공지능 기반 교육’72) 같은 개념보다
도 그 포괄하는 범위가 훨씬 넓은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중국의 ‘인공지능+교육’이 단순히 기존 교육의 체제와 영역 안
에서 교과목 내지 교학 방식의 하나로서 인공지능을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혁신적 교육·교학 모델을 탐색하고 교육 서비스의 공급과
교육 거버넌스에서의 신모델을 구축하는 데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겠다
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교육 2035｣의 10대 전략
임무([표3-1]) 중 제8항목 ‘정보화 시대 교육 변혁을 가속화한다’의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2)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0a) pp.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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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 교육 변혁을 가속화한다: ① 지능화 캠퍼스를 건설해 인
공지능 교학과 관리, 서비스를 위한 일체화 플랫폼을 건설한다. ② 현
대 기술을 이용해 인재 양성 모델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규모화 교육과
개성화 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실현한다. ③ 교육 서비스 업무방식을
혁신해 디지털 교육자원에 대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이익배분 메커니즘과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및 신형 교육
서비스 감독관리 제도를 완비한다. ④ 교육 거버넌스 방식의 변혁을
추진해 현대화된 교육 관리와 모니터링 체계를 형성하고 관리의 정밀
성과 정책결정의 과학성을 높인다.73)

이런 분위기 속에 교육계도 ‘인공지능+교육’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들
을 빠르게 흡수하며 ‘인공지능+교육’의 개념을 수립하고 그 내용과 범위
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데, 예컨대 리하이펑(李海峰)·왕웨이
(王炜)(2019)는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을 이용해 2018년
4월 23일 기준 ‘인공지능’과 ‘교육’을 검색어로 얻은 842편의 학술논문
을 대상으로, ‘CiteSpace’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공지능+교육’ 관련 연
구 주제를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다음 네 가지의 주요한 연구 방향이 있
다는 것을 도출해냈다.74) 그것은 첫째 사회화 학습 시스템, 둘째 스마트
학습 모형, 셋째 인공지능 지도교사 시스템, 넷째 로봇 학습 시스템이다
([그림3-5]).

73)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中共中央、国务院印发《中国教育现代化2035》｣, 2019(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22).
74) 李海峰 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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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인공지능+교육’ 관련 연구 주제

자료: 李海峰 외(2019), ｢国际领域“人工智能+教育”的研究进展与前沿热点-兼论我国“人工智能+教育”的发展策略｣, 图3 인용
제작

나. ‘인공지능+교육’과 에듀테크
‘인공지능+교육’이 교육의 내용과 방식, 평가와 거버넌스에 이르기까
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인공지능과 교육의 융합을 논하면서,인공지능
교육이 산업으로서 에듀테크와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생겨났다.
2019년 10월 27일 시안(西安)에서 중국인공지능학회(CAAI) 주최로 열린
‘2019 전국 초중등 인공지능교육 대회’는 중국인공지능학회 초중등학교
사업위원회가 베이징퉁청퉁메이과기유한공사(北京童程童美科技有限公司),
선전뎬마오과기유한공사(深圳点猫科技有限公司)와 합동으로 주관하고
베이징미래유전자교육과기유한공사(北京未来基因教育科技有限公司)가
협찬하면서 전국의 인공지능 전문 학자와 교육 전문가, 초중등학교 교장,

제3장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 77

일선 교사 및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관련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 대회는 현장에서 300여 명이 참석하고 왕이뉴스(网易新
闻)의 실시간 중계에 90여만 명이 접속하는 등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 일

으켰다.75)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이 같은 사회와 매체의 관심은 일정 부분 에듀
테크 기업이 이끄는 측면이 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 교육을 에듀테크와
동일시하고 기술이 가져다주는 교육의 효능에 주목한다. 예컨대 2019년
10월 이슈가 됐던 저장성(浙江省) 진화시(金华市) 진화샤오순초등학교(金
华孝顺小学)의 ‘포커스 헤드밴드’ (Focus1, 赋思头环) 에피소드는 현 단

계 에듀테크의 발전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포커스 헤드밴드는 2019년 10월 1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중국은 교실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가(How China I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Classrooms)”라는 제목의 동영상 보도76)를
내보내면서 널리 알려졌다. 해당 제품은 미국 스타트업 기업인 브레인코
(BrainCo, 脑强科技)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이 기업의 투자자인 항저우자
인투자회사(杭州嘉银投资有限公司) 이사장인 쿵샤오센(孔小仙)이 2018
년 12월 25일 자신의 모교에 50대를 기증하면서 교실에서 사용되었다.
브레인코 설립자 겸 CEO인 한비청(韩璧丞)은 하버드대 뇌과학센터에
서 박사과정을 밟던 중 2015년 동료들과 함께 브레인코를 설립해 두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포
커스 원’은 양쪽 귀 뒤와 이마에 총 세 개의 전극을 둬 뇌의 뉴런에서 보

75) ｢2019全国中小学人工智能教育大会成功举办｣(2019. 10.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20).
76) “How China I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Classrooms”(2019. 10.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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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전자 신호를 포착하는 원리로 이마에 붙은 센서등에서 집중 시에는
붉은 색, 딴 생각을 하면 파란색, 접촉 불량이나 와이파이 이탈 시에는
흰색 불이 들어오는 제품이다. 교실에서는 이 신경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교사 컴퓨터에 전송돼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누가 집중을
하고 있는지 누가 지도가 필요한지 바로 알 수 있다. 또 학생이 수업을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는지 보여주는 보고서가 생성돼 학부모가 받아볼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인터뷰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
응을 보였지만, 이 제품에 대한 논란은 확산되기 시작했다. 첫째, 효과 자
체에 대한 의구심으로 기계 오작동과 데이터 오독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
되었다. 둘째, 상업성 논란으로 고가인 제품 가격에 대해 “어느 ‘하버드
박사’의 천억 달러대 비즈니스”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셋째, 어린 학생들
에게 수업 시간 내내 주의력 점수를 매기며 집중을 요구하는 것은 비인도
적 처사라는 것이다. 넷째, 인권 침해 논란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논란이 커지자 저장성 진화시 교육국은 2019년 10월 31일 헤드밴드
의 사용을 잠정 중단시킨다. 그러나 11월 11일 중국 최대 쇼핑 축제가
벌어지는 광군제(光棍节) 때 ‘포커스 원 헤드밴드’는 특별 할인 판매 광고
가 도는 등 중국 학부모들의 관심은 사그러들지 않았다.77)
교육 산업과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학습의 품질과 효율을 높여
주는 최첨단 기술의 제품들은 소비자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동인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연구 개발의 원동력인 것도 사실

77) 이상 ‘포커스 헤드밴드’에 관한 내용은 최종현학술원 김민정 전문가포럼 자문의견서(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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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제 막 발전 초입에 들어선 인공지능 시대에 교육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할 때, 이들 에
듀테크 기업과의 동반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긴 여정에서 교육이 계속
끌려가기만 한다면 에듀테크의 발전은 있을지언정 인공지능 교육의 발전
은 없을 것이다. 어떤 에듀테크와 동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이
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기술과 기술 응용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
고,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이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인공지능+교육’ 시대의 교사
인공지능 시대에 직면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곤혹스럽다. 미래 교육
의 방향만 정해졌을 뿐 새로운 표준과 메커니즘이 명확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본인 자신도 적응해야 할 뿐만 아
니라 학생들을 지도해야하기 때문이다. ｢교육 2035｣와 ｢실시방안｣에서
‘교육 정보화’에 관한 임무 앞에 ‘교사 대오 건설’의 임무가 놓여 있는 것
([표 3-1])도 결국 교육 변혁의 주체는 교사이고, 그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그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2018년 인공지능 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과학 창
의 교육의 일환으로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 스팀(STEAM) 교육78), 메이
커(Maker, 创客) 교육79) 등을 적극 권장하고 도입해왔다. 로봇 교육은

78) STEAM 교육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을
나타내는 약자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내용을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으로 경험함으로써 그 융합적 지
식, 과정,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백윤수 외(2012), p. 37.
79) 메이커 교육은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제품을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만들기 중심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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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는데, 2001년 중국과학기술협회가 광저우
난사과학기술관(广州南沙科技馆)에서 제1회 전국 청소년 로봇 대회를 개
최한 것을 계기로, 2003년 교육부가 일부 성(省)·시(市) 고등학교에서 로
봇 교육 시범 시행을 확정하고, 2004년에는 교육부와 중앙시청각교육관
(中央电化教育馆)이 전국 초중고교 컴퓨터 작품 제작 활동의 경쟁 프로그
램으로 ‘컴퓨터 로봇’을 포함시키면서 본격화되었다. 2003년 일반 고등
학교 교과 교육과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통용기술 과목에 선택 모듈로
‘간단한 로봇 제작’이 들어가고 정보기술 과목에 ‘인공지능 초보’가 들어
간 것은 이러한 배경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2014년까지는 대부분 방과후, 동아리, 특별양성반 등의 형식
으로만 교육 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로봇 교육의 보급은 여전히 제한적
이었다.80) 2015년은 소위 ‘메이커 원년’이라 불리는 해로, 리커창(李克
强) 총리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 경제를 이끌

‘쌍엔진(双引擎)’의 하나로 ‘대중 창업, 만인 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81)
을 제창하면서 주요 도시에서 ‘솽촹(双创, 창업과 혁신을 가리킴)’ 활동이
전개되고 다양한 메이커 공간들이 만들어졌다. 이 같은 국가 주도의 창업
혁신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창의융합 교육으로서 메이커
교육 및 STEAM 교육이 적극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이로써 기존의 로봇
교육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베이징시는 2015년부터 세계로봇대

윤지현 외(2018), p. 650.
80) 이상 ‘로봇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人工智能教育如何进校园｣(2018. 5.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20); 안양대학교 이화진 전문가포럼 자문의견서(2020. 7. 9).
81) ‘大众创业、万众创新’은 리커창 총리가 2014년 9월 톈진(天津)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제기한
말이다. 그는 2015년 1월 선전(深圳) 시찰에서 차이훠메이커스페이스(柴火创客空间)을 방문해 ‘双创’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李克强总理在深圳考察｣(2015. 1.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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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World Robot Conference, WRC)를 개최해 로봇 붐 조성에 앞장서
고, 상하이시는 2018년부터 세계 유일의 상하이국제STEAM교육박람회
를 개최해 교육 산업의 성장을 도왔다.
중국에서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전략이 발표된 후 바로 이듬해인
2018년 봇물처럼 초중등 인공지능 교재가 쏟아져 나오고 기초교육 단계
에서 인공지능 교육의 전면적 보급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
었던 것도 이 같은 기존의 배경이 일종의 경로를 형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교과 중심, 교재 중심
의 교학 방식에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흐름들이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교육 변화가 요구된 셈이다. 이런
까닭에 왕전창(王振强)(2019)은 ‘인공지능 교육’이라 명명된 교육 활동과
‘로봇 교육’, ‘STEAM 교육’, ‘메이커 교육’이라 명명된 교육 활동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82)
그러나 미래 교육인 인공지능 교육이 앞서 제기된 로봇 교육이나
STEAM 교육, 메이커 교육 등과 의미가 명확히 구분되는 어떤 특정 영역
혹은 특정 방식의 교육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인공
지능 교육은 그 무엇과도 만나고 융합될 수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한국
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이 메이커 교육이나 STEAM 교육과 연계했을 때,
보다 나은 교육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보고들도 있다.83)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관련 이슈와 담론들을 보건대, 지금은 과도기의
백가쟁명처럼 미래 교육의 방법과 모델, 새로운 틀과 체계를 찾기 위해

82) 王振强(2019).
83) 박정호(2020); 양환근 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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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나서서 의견을 말하고 힘을 기울이는 때인 것처럼 보인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교육계만의 일이 아니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의 일이고 중요한 국가 전략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학
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의 담당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교사들은 기술
속성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발전 초입기에 익숙하지 않은 기술 환경과 응
용 앞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과도기의 혼란은 어쩔 수 없는 것이
다. 과거의 컴퓨터가, 그리고 인터넷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그러했듯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인공지능이 접목된 미래 교육의 모습도 어느 순간 익숙
한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서 현실의 미래 교육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현장의 교사들이고, 그들의 실천 속에서 바로 그 미래
교육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3.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향후 과제
가. 인공지능 교육의 현실과 도전
‘차세대 인공지능’ 전략과 ‘교육 현대화’ 전략에 관한 정책 문건을 통해
살펴본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은 2022년까지 ‘교육 정보화 2.0’에 의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 바탕 위에 어떤 발전 책략과 추진 방법을 쓸 것인
가에 대한 고민도 잘 나타나 있다. 리하이펑(李海峰)·왕웨이(王炜)(2019)는
중국의 ‘인공지능+교육’ 발전에 필요한 책략으로 ‘지식 융합’, ‘연구 플랫
폼 형성’, ‘학교-기업-정부의 연동’, ‘인재양성 체계의 최적화’ 등 4개항을
제안했는데([그림 3-6])84), 관련 문건들에는 모두 이 같은 융합, 플랫폼,

84) 李海峰 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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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최적화 등의 개념들이 추진의 주요 방법론으로 등장해 있다.
그림 3-6

‘인공지능+교육’의 발전 책략

자료: 李海峰 외(2019), ｢国际领域“人工智能+教育”的研究进展与前沿热点-兼论我国“人工智能+教育”的发展策略｣, 图5 인용
제작

문제는 기존 학문 체계와 제도, 인프라 하에서 작동하는 교육의 현실
이 이 같은 인공지능 교육의 융합 혁신 비전을 구현하는 데 적지 않은 도
전과 한계를 안겨준다는 것인데, 그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왕팅팅
(王婷婷)·런유췬(任友群)(2018)의 구분에 따라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살
펴보도록 하겠다.85)
첫째, 융합과 연결의 측면이다. 예컨대 ｢발전규획｣에서 보여준 ‘하나의
체계’로서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체계는 전형적인 정층설계의 예이다.
[그림 2-13]에서 보듯이 그것은 인공지능의 ‘다층적 교육 체계’를 끌어안
을 수 있는데 이는 이론적 구도 안에서 가능한 그림일 뿐이고, 실제 교육

85) 王婷婷 외(2018)는 ‘현재 중국 인공지능 교육 인재 양성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을 첫째 융합과 연결, 둘째
투입과 공평, 셋째 교사와 인재, 넷째 표준과 메커니즘이란 측면에서 간단히 기술하였다. 본고는 이 구분이
매우 유효하다는 판단 하에 차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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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탑레벨의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의 각 급 단계에 어떻게 연계되
느냐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라 하겠다. 왕전창(王振强)(2019)
이 지적하고 있듯이,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포함하는 내용은 매우 광범위
하고 통일된 원리나 범례가 없어 많은 이슈에서 논쟁이 진행중이다.86)
고등교육에서조차 인공지능 전공의 내용과 범위, 지식 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초교육의 교과목을 설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
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바, 2018년 이후 쏟아져 나온 중국의 초
중등 학생용 인공지능 교재들은 대부분 정교한 커리큘럼의 체계를 갖추
고 있다기보다 현행 최첨단의 인공지능 기술 영역을 모아 소개하는 형식
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기초 이론 혹은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가르칠 것
인지, 아니면 기술 자체를 체험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둘을 연계할
것인지, 연계한다면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사이에 여전히 모호한 흔들림
이 존재하고, 내용의 난이도에 적지 않은 편차가 존재했다.
정층설계의 연계 문제 외에 또 다른 융합과 연결의 문제는 분과 학문
체제에서 제기될 수 있다. 인공지능의 코어 개념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다.
그러나 그것의 바탕이 되는 관련 학문을 열거하면 수학, 물리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뇌과학, 인지과학, 심리학, 언어학 등으로 확장되고, 여기에
다시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이란 관점을 갖고 보면, 인공지능은 이 세상
에서 연계되지 않을 분야가 없을 정도로 융합적이다. 이 같은 융합 본질
의 인공지능을 학문의 한 분과 내지 교육의 한 과목으로 세운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하거나 의미 없는 일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기초교육 과정
에서 인공지능은 고등학교 과정 정보기술 교과의 한 과목으로 편입되어

86) 王振强(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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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같은 현행 체제로는 인공지능에 대한 전면적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투입과 공평의 측면이다. 인공지능의 융합적 본질을 생각할 때,
인공지능 교육을 내용 또는 콘텐츠로만 접근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 담론에서 주목할 부분은 ‘인공지능+교
육’인데, 이는 인공지능을 교육의 내용 또는 방법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
혁신의 매개이자 동력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개념이다. 중요한 것은 ‘인
공지능+교육’의 전제 조건이 빅플랫폼, 스마트교실, 스마트캠퍼스 같은
인프라 구축이란 점이다. 중국은 ‘교육 정보화 2.0’ 정책을 통해 전국의
교육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가
는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인공지능+교육’의 인프라 설비가 기본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입 요소의 업그
레이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이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자본 투입을 전제로 진행되는 인공지능 교육의
실시는 근본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학교냐에 따른 투입과 공평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교사와 인재의 측면이다. 2019년 7월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통
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수는 161,811개이고 중학교
는 51,982개, 일반 고등학교는 13,737개(10,200여 개 중등직업교육학
교 제외)이다.87) ‘교육 정보화 2.0’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중국의 모든
학교에 광대역이 설치되고 ‘3통 2플랫폼’을 갖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87)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홈페이지, ｢2018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1]｣, 2018(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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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교육의 실시 여부는 그 운용 능력을 갖춘 교사 인력이 얼마만큼
확보돼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첨단 기업에서조차 인재 유치에 어
려움을 겪고, 고등교육 현장에서도 교수 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
서 인공지능 전문 교사를 초빙해 관련 기초교육을 전담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런 까닭에 ｢발전규획｣과 ｢행동계획｣에서는 ‘하나
의 혁신 체계’에 대한 정층설계를 통해 ‘기업-학교-정부(지역)’의 연동과
과학 보급의 메커니즘을 강조한 것인데, 이 역시도 탑레벨 인공지능 기술
과 기초교육을 연결할 실질적인 주체로서 교사의 능동적인 역할과 작용
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넷째, 표준과 메커니즘의 측면이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은 기존
의 교육 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2022년까지 시행되는
‘교육정보화 2.0’의 기본 목표와 임무([그림 3-3])는 2020년 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육 현대화’의 더욱 확고한 내용과 방향이 되었다.
그리고 향후 ‘인공지능+교육’으로 나아갈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측면의 한계들로 인해 그 추진의 전면
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49년
신중국 수립 이후 중국의 모든 개혁이 그래왔듯, 시범구 내지 시범학교를
통한 선도적 혁신 실험이 이미 여러 곳에서 가동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
래 교육의 새로운 표준과 메커니즘을 세우기 위한 국가 차원의 경주는 이
미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중국의 한 발 앞선 혁신 실험에 주목
하고 그 과정에서 산생되는 여러 이슈와 시행착오를 관찰하면서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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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과 미래
지금까지 관련 정책과 담론을 통해 살펴본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은 아
직까지 ‘기술 주도’ 내지 ‘기술 우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리런한(李仁涵)(2020)이 지적한바, 인공지능 연구개발 초기의
특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그림 2-10] 참조). 인공지능은 기계와 인간
의 영역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분리돼 있다고 믿던 시대에 그 경계를 훅
무너뜨리고, 오히려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
고 있음을 증명하며 강력하게 등장했다. 사람들은 그 압도적 효능감에 두
려워하거나 환호하면서 인공지능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바꿔놓
을지를 찾는 데 몰두했다.
‘인공지능+교육’은 지금의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고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고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습득해야 할 절대적인 무엇이 된
다. 하지만 인공지능 교육은 교육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가르
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진화해야 한다. 기술이 있으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런한(李仁
涵)(2020)의 표현을 빌자면 기술 속성의 주도에서 사회 속성의 주도로 가

는 것인데, 쉬예(徐晔)(2018)는 ‘인공지능+교육’이 인공지능과 교육의 초
급 단계 융합이라면, ‘교육+인공지능’은 심층 융합이라고 주장하면서 융
합의 방향점을 ‘교육 본질의 부각’, ‘교육 구조의 재편’, ‘교육 자원의 균
형’, ‘교육 기회의 증대’, ‘교육 생태계의 개방’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88)
88) 徐晔(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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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심층 융합의 경로를 다음과 같은 ‘교육+인공지능’의 생태시
스템 구축으로 제시했는데([그림 3-7]), 이 역시도 융합의 주도성이 기술
이 아닌 교육에 있어야 한다는 선언적 주장에 그치고 있을 뿐, 인공지능
교육의 실질적 내용에 있어 한 단계 진화된 차별성 있는 제안으로 나아가
지는 못했다.
그림 3-7

인공지능과 교육의 심층 융합 생태시스템

자료: 徐晔(2018), ｢从“人工智能+教育”到“教育+人工智能”-人工智能与教育深度融合的路径探析｣, 图1 인용 제작

이런 맥락에서 다음 몇몇 전문가들의 인터뷰 발언은 오히려 그 시사하
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① 교육부 교육정보화전문가팀 비서장이자 화둥사범대학 교수인 런유
췬(任友群): “기존 노동의 일부를 대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은 인재의 양성 유형과 양성 내용 그리고 수요 및
공급 등의 방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아울러 교육 체제의 개혁
심화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필수 내용에 포함
시켜야 한다. 목표는 소양 배양이고, 착수점은 프로그래밍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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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국 기초교육품질모니터링 협동혁신센터 네트워크플랫폼부 주임
장성(张生):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은 주로 인류 자신
에 대한 관심에 기초한다. 인류가 로봇으로 대체될까? 인류가 인공지
능의 노예가 될까? 이 문제들의 본질은 인간지능과 인공지능, 혹은 사
람과 로봇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것인가에 있다. 교육은 사고방식
을 변화시키는 임무뿐만 아니라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대한
임무 또한 지니고 있다.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공
지능의 윤리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중략) 학생들은 실질적 문
제 상황에서 비판적 사고를 발전시키고 과학주의와 인본주의를 결합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③ 중국교육과학연구원 치위안(齐媛) 박사: “인공지능 커리큘럼은 어
린이의 컴퓨팅 사고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최근에는 ‘컴퓨팅 사
고’가 교육에서 이미 핫한 어휘가 되었으며, 더 많은 조직에서 컴퓨팅
사고를 읽기, 쓰기, 셈하기와 함께 네 번째 기초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팅 사고의 물질적 외피이며 과학기술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그리고 그 실질은 일종의 사고 및 이해 방식이다.
이러한 언어를 마스터하는 재능을 갖추어야만 인공지능이라는 도구와
더욱 잘 소통할 수 있다.”89)

기초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미래 사회를 주도하고 살아갈 아
이들의 소양과 자질을 길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
능 교육은 불가피한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 교육이 무엇이냐를 논함에 있
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가장

89) ｢人工智能教育如何进校园｣(2018. 5.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20); 안양대학교 이화진 전문가포럼
자문의견서(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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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소양과 자질이 무엇이고 그것의 체계적인 교육 방식이 무엇인
가에 대한 고민이어야지, 기술의 추종 혹은 교육의 혁신이 그 자체로 논
의의 출발점 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그 발달과
함께 기술 속성보다 사회 속성이 점차 강화될 것이다. 교육의 혁신 또한
그것의 결과물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미래 교육의 성패는 ‘인공지
능+교육’이냐 ‘교육+인공지능’이냐와 같은 주도권 이슈보다도 모두가 그
필요를 공감해 능동적으로 참여한 지식 융합의 기반 하에서 정교하게 설
계된 올바른 방향의 커리큘럼 실행과 정착이 좀 더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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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

1. 인공지능 교과서의 출판과 내용
2. 기업 주도 인공지능 교육
3. 지역 주도 인공지능 교육

1. 인공지능 교과서의 출판과 내용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 대상을 크게 인공
지능 교과서와 인공지능 학교 교육의 두 가지로 나누고, 우선 교과서 출
판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는 학교 수업에서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즉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과 형식을 담은 기본 교구이다. 인공
지능 교과서가 출판되었다는 것은 인공지능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구체
적으로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교과서의 내용과 특
징을 통해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수준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개요 및 현황
1) 개요
중국의 초중등 대상 인공지능 교과서는 ｢발전규획｣ 발표 1년 후 2018년
4월에 발행된 인공지능 기초(고등학생용)

90)을

시작으로 2020년 6월

까지 총 18질이 출판되었다. 본 절은 이 교과서 18질을 대상으로 제작
과정, 구성, 내용, 특징을 살펴보고, 고등학생용 교과서의 ‘컴퓨터 비전’
관련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인공지능 교육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
펴볼 예정이다.
본 연구는 원활한 연구를 목적으로 이와 같이 18질의 인공지능 교과서
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나, 초중등 대상 인공지능 관련 교육 도서는 이 밖
에도 지금까지 상당한 숫자가 출판되었다. 최근 중국의 온라인 서점에서

90) 汤晓鸥 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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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초중등(中小学)을 키워드로 검색하였을 때 약 3천 여 권의 도
서가 쏟아졌다.91) 이는 2015년 이래로 중국 교육계를 강타한 코딩, 프로
그래밍, STEAM 및 메이커 교육 관련 도서가 인공지능 교육 도서로 탈바
꿈하였기 때문이다.92) 과학 창의 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된 코딩, 프로그
래밍, STEAM 및 메이커 교육은 ｢발전규획｣ 발표 이전부터 이미 상당히
자리 잡고 있었다.93) 메이커 교육의 ‘메이커’는 2015년 3월15일 리커창
(李克强)의 ｢정부업무보고서｣에서 새로운 산업의 동력으로써 언급되었
고,94) 그 해에 교육부는 ｢‘13차 5개년’ 기간 교육정보화 업무의 전면 심
화 추진과 관련된 지도의견(의견수렴고)(关于“十三五”期间全面深入推进
教育信息化工作的指导意见(征求意见稿)｣를 발표하여 STEAM 및 메이커

교육을 통한 새로운 교육 모델 탐색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95) 다시 말
해,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교육계의 화두로 대두되기 이전부터 인공지
능과 깊은 연관이 있는 코딩, STEAM, 메이커와 관련한 초중등 대상 도
서가 상당수 있었고, 그러한 도서가 2017년 이후 인공지능이란 제목을 달
91) 중국의 온라인서점 당당왕(当当网，http://www.dangdang.com/)에서 2020년 9월 27일에 초중등과 인
공지능을 키워드로 넣을 때 총 3240개의 검색 결과가 나왔다. 중복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라도 상당수의 양
이다.
92) 2018년 이후 출판된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메이커 교육 초중등 대상 도서는 인공지능을 제목으로 내세우
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인공지능의 Mixly 취미 프로그래밍(人工智能之Mixly趣味编程) (2018), 인공지
능의 Scratch 프로그래밍(人工智能之Scratch编程) (2018), 인공지능 기초교육 코스: 파이썬편(청소년
판)(人工智能基础教程：Python篇(青少版)) , 인공지능 취미 입문: Halocode 프로그램 설계(人工知能趣
味入门: 光环板程序设计) (2020) 등이다. 그런데 같은 코딩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을 전면으로 내
세우지 않는 도서도 상당수이다. 디지털 이야기 창작: Scratch 취미 프로그래밍(数字故事创作: Scratch
趣味编程) (2016), MIXLY에 기반한 아두이노 창의로봇 입문 (ARDUINO创意机器人入门基于MIXLY)
(2017), 어린 천재 Python을 배우다(小天才学Python) (2019) 등이다. 秦志强(2018a) ; 秦志强(2018b) ;
丁亮 외(2019) ; 刘育红(2020) ; 张立新(2016) ; 谢作如 외(2017) ; 刘思成 외(2019)
93) 본 보고서의 3장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였다. 品玩 홈페이지, ｢从计算机到人工智能，都“从娃娃抓起｣(온
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1). 재인용: 양환근(2020), p. 32.
94) 中国网 홈페이지, ｢2015年政府工作报告｣(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1).
95)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홈페이지, ｢教育部办公厅关于征求对 ｢关于“十三五”期间全面深入推进教育信息
化工作的指导意见(征求意见稿)｣ 意见的通知｣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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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출판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많은 인공지능 도서 가운데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
해 중국의 모든 도서에 실리는 출판예정도서목록(圖書在版編目, CIP)96)
의 주제어를 이용하였다.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서 가운데 ‘인공지
능(AI)’이 제목에 포함되어 있고, 주제어에서 ‘교과서(教材)’로 분류된 것
을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97) 그 결과 앞에서 제시한 18질의 교과
서가 선정된 것이다.

2) 과정과 현황
인공지능 교과서가 학교 교육과정에 처음 도입된 것은 2003년 교육부
에서 제정한 일반 고등학교 기술 교육과정 표준(실험)(普通高中技术课
程标准(实验)) (이하 2003년 교육과정 표준 )이 발표된 후이다. 2003년

교육과정 표준 은 하위에 다섯 개 선택과목(选修)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인공지능 초보(人工知能初步)’를 다섯 번째로 두었다.98) 여기에서는 각
교과서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99) 그
리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다섯 군데의 출판사에서 2003년 교육
과정 표준 에 근거한 교과서 인공지능 초보(人工智能初步) 가 발행되었

96) 출판예정도서목록(圖書在版編目)은 ISBN뿐만 아니라 도서 분류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Ⅰ. 서명 Ⅱ.
저자 Ⅲ. 주제어 Ⅳ. 분류번호’의 형식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앞에서 제시한 인공지능 기초(고등학생용) 은
주제어로 ‘인공지능-고등학교-교과서’라고 쓰여 있다. 汤晓鸥 외(2018).
97) 인공지능 교육 도서는 출판예정도서목록의 주제어에 교과서(教材)뿐만 아니라 교학 참고서적(教学参考书
籍)(예를 들면 熊友军 외(2018)), 도서(讀物)(예를 들면 秦建军 외(2019)), 연구(硏究)(예를 들면 尚俊杰
(2019)), 기본지식(基本知識)(예를 들면 林达华 외(2019)) 등의 주제어로 분류되어 있다. 그간 한국에서
소개된 인공지능 교과서는 주제어에서 교학 참고서적, 도서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도 포괄하였다. (김도경
외(2020), p. 4.)
98)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03), p. 7.
99) 위의 책, pp.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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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0) 위 다섯 권은 모두 공통적으로 표지에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표
준 실험교과서(普通高中技术课程标准实验教科书)’, ‘전국초중등과정교과
서심정위원회(全国中小学教材审定委员会)’ 등의 정보를 싣고 있다.101)
｢발전규획｣이 발표된 2017년에 2003년 교육과정 표준 을 개정한
일반고등학교 정보기술 교육과정 표준(普通高中信息技术课程标准) (이하
2017년 교육과정 표준 )이 교육부에서 공시되었다. 2017년 교육과정
표준 은 ‘인공지능 초보’를 선택형 필수(选择性必修) 과목으로 제시하였
다.102) 2019년에 2017년 교육과정 표준 의 지침에 근거해 정보기술
(信息技术)·선택형 필수과목4(选择性必修4)·인공지능 초보 (이하 인공
지능 초보 )가 광둥교육출판사와 저장교육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위 두
권의 인공지능 초보 는 표지에 ‘국가교재위원회전문가위원회(国家教材
委员会专家委员会) 검정 통과’, ‘일반고등학교 교과서’라는 정보를 싣고

있다.103) 이처럼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일곱 권의 고등학교 교과
서 인공지능 초보 가 발행되었고, 2004년에서 2019년 사이에 인공지
능 초보 는 ‘실험교과서’에서 ‘교과서’로 변모하였다.
국가의 검정을 거친 인공지능 초보 와 달리 ｢발전규획｣ 발표 이후 발
행된 11질의 교과서는 민간 기업이나 지역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제작되었다.104) 또 인공지능 초보 와 같이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100) 이때 발행된 인공지능 초보 는 각 책의 제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자세한 것은 부록1과 참고문헌에서
소개한다. 李艺 외(2004) ; 祝智庭(2005) ; 应吉康(2005) ; 广东基础教育课程资源研究开发中心信息技术
教材编写组 외(2005) ; 陶增乐(2006).
101) 应吉康이 주편한 인공지능 초보 는 유일하게 검정에 통과하였다는 정보가 없다.
102)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18), p. 17 ; 손민정 외(2020b), p. 16 참고.
103) 徐福荫(2019) ; 闫寒冰(2019).
104) 김도경 외(2020)도 인공지능 교육에 민간 기업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실제 교과서
제작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김도경 외(2020),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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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아동에서 직업학교 학생까지 대학생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학령층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나. 구성 및 특징, 평가
1) 고등학교 교과서 인공지능 초보
다음은 인공지능 초보 의 서지사항 및 저자 정보이다.

표 4-1

인공지능 초보 발행 현황

번호 발행년도

교육과정

제목

출판사

저자 정보

1

2004

교육과학

李艺: 난징사범대 교육과학대학 교수
董玉琦: 둥베이사범대 교육과학대학 교수

2

2005a

중국지도

祝智庭: 화둥사범대 네트워크교육대학 교수

2005b

상하이
과기교육

应吉康: 화둥사범대 정보과기대학 교수

광둥교육

广东基础教育课程资源研究开发中心信息技术教
材编写组
徐福荫: 화난사범대 교육정보기술대학 교수
李文郁: 불명

저장교육

陶增乐: 교육부초중등컴퓨터교육연구센터 상하이부
주임, 교수

광둥교육

徐福荫: 상동

저장교육

闫寒冰: 화둥사범대 개방교육대학 교수

3

2003
4

2005c

5

2006

6

2019a

7

2019b

인공지능 초보
(人工智能初步)

2017

자료: 손민정 외(2020b), p. 5에서 인용하여 수정.

가) 2003년 교육과정 표준 에 따른 교과서
2003년 교육과정 표준 은 ‘인공지능 초보’ 교과목의 내용으로 ‘지식과
표현 (知识及其表达)’, ‘추리와 전문가시스템(推理与专家系统统)’, ‘인공
지능 언어와 문제의 해 구하기(人工智能语言与问题求解)’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105) 또한 ‘활동 건의’를 두어 교과목의 전체적인 지침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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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아래에서는 현재 구하기 어려운 중국지도교육출판사(2005)와 상
하이과기교육출판사(2005)를 제외한 5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① 교육과학출판사(2004): 본 교과서는 2003년 교육과정 표준 이 발
표된 이후에 최초로 출판된 것이다. 2016년 개정판이 발행되었고, 본 개
정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도입부에서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전을 화두로 삼으며, 자연어 처리·생체인식·기계학습 등을 최신의 기
술을 간략히 소개한다. 기타 내용은 2003년 교육과정 표준 에서 규정
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인공지능의 발전과 미래를 별도의 장으
로 두어, 스마트 로봇, 스마트 컴퓨터, 스마트 제어시스템 등 인공지능의
기반의 미래 기술을 소개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
로 다루고 있다. ‘wolfram’나 ‘InterModeller’과 같은 서구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관련 기술을 체험케 한다.

② 광둥교육출판사(2005): 본 교과서의 전언(前言)에 따르면 CD와 학
습자원 사이트(学习资源网站)를 직접 지원하고, 실제로 CD를 활용한 체
험형 학습이 이루어진다.106) 또 프로젝트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관련 기
술을 실제적으로 활용해 결과물을 완성하게 하는데, 이러한 교학 방식은
여타 인공지능 초보 보다 더욱 발전된 점이다.107) 주요 내용은 2003년

105) 인공지능 언어로는 Prolog 사용을 권장한다. 中国人民共和国教育部(2003), pp. 34-37.
106) CD는 광동교육출판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학습지원 사이트는 어떠한 사이트를 가리키는지 불
분명하다. 广东基础教育课程资源研究开发中心信息技术教材编写组 외(2005), 전언 ; 广东教育出版社
홈페이지, 2011 ｢电子课本 : 信息技术（5)人工智能初步 学生配套光盘｣(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8).
107) 본 교과서의 2장과 3장에 ‘지식표현법 운영’과 ‘식물분류 전문가시스템의 구축’이란 주제로 종합 활동란을
마련하여 학생의 총체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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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표준 이 규정한 위 3가지 주제에, 인공지능의 역사와 전망 등
이 추가되었다.

③ 저장교육출판사(2006)108): 주요 내용은 2003년 교육과정 표준 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서구나 중국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관련 기술을
체험하게 하고, 중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험 학습을 유도한다.

위 2003년 교육과정 표준 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Prolog 언어나
전문가시스템 등의 주제가 ‘교육’의 목적으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109) 그러나 교과서 출판 당시의 인공지능 발전 수준에서도 상당
히 시대에 뒤처지는 내용이라는 비판적인 견해도 제시하였다.110) 또 김
도경·김연수(2020)는 2003년 교육과정 표준 에 기반한 인공지능 교육
이 제반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
었다고 주장한다.111)

나) 2017년 교육과정 표준 에 따른 교과서
2017년 교육과정 표준 에서 ‘인공지능 초보’ 교과목은 ‘인공지능의
기초’, ‘간단한 인공지능 응용 모듈 개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응용’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내용에 대한 요구’와 ‘교육 방식’을
따로 제시하여 교육과정이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내용에 대한 요구’는

108) 본 인공지능 초보 는 2006년 최초 발행되었고, 2017년에 12차 인쇄되었다.
109) 머니브레인 채경수 전문가포럼 자문의견서(2020. 8. 4).
110) 노스벳 노규형 전문가포럼 자문의견서(2020. 8. 4).
111) 김도경 외(2020),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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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가지 항목으로 나뉘고, 아래와 같다. ① 인공지능의 개념·기본특징·
발전과정·응용·추세. ② 구체적인 사례분석에서 핵심 알고리즘, 스마트
기술 응용의 기본 과정과 구현 원리. ③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기계학습
과 특정 영역의 시스템 개발 도구와 개발 플랫폼. ④ 오픈소스를 이용한
모듈의 구축. ⑤ 사회의 스마트화의 사회적 영향과 윤리, 보안, 책임의식
에 대한 학습. ⑥ 인공지능의 미래 인류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의
인식, 규범 및 법규의 필요성 등이다.112)

① 광둥교육출판사(2019): 본 교과서는 목차 상 인공지능 개술·인공지
능의 기본 알고리즘·기계학습·인공지능 응용 시스템의 개발·안전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각 장의 서두에서 먼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하
고, 학습자를 소집단으로 묶어 함께 풀어보게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
례를 통한 학습은 국내 전문가들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만약 실제로 학생들이 프로젝트 성격의 사례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면
고등학생 수준에서 인공지능을 접근하는 데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113) 국가 개방형 인공지능 혁신 플랫폼을 소개하거나 교과서와 세트
로 묶인 디지털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는 점이 특별하다. 예를 들어 교과서의 ‘탐구활동’란에서 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안면인식 대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등이다.114) 같은 주편 같은 출판사에 의해 발행된 2005년에 교과서도
자체적으로 제작한 CD와 학습자원 사이트를 이용하게 한다는 것을 보았

112)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18), pp. 26~27 ; 손민정 외(2020b), pp. 10~11 참고.
113) 노스벳 노규형 전문가포럼 자문의견서(2020. 8. 4).
114) 徐福荫(2019),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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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주편 쉬푸인은 중국에서 자체 제작한 것을 비교적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 개방형 인공지능 혁신 플랫폼을 통해 사용하는
언어나 활용 오픈소스가 서구에서 개발된 파이썬이나 TensorFlow 등이
라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② 저장교육출판사(2019): 본 검정 교과서는 목차를 인공지능의 ‘길
(路)·원천(源)·힘(力)·쓰임(用)·기초(基)’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빌려 장 제
목으로 삼고, 위 제목의 순서대로 역사와 발전·알고리즘과 모형·기술 및
능력·서비스 사회·윤리와 안전 등을 부제목으로 달아, 학습자의 인공지
능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각 장의 마지막에 간단한 ‘프로젝
트 도전’을 두어 그를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본 교과서는 광둥교육출판사
(2019)에 비해 알고리즘 등 인공지능 기초이론을 수학을 활용하여 더욱
깊이 있게 소개하는 반면 그에 대한 실제 실습이나 활동은 적은 편이다.
광둥교육출판사(2019)와 같이 국가 개방형 인공지능 혁신 플랫폼을 소개
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용할 것을 유도하지는 않으며, 파이썬과
Keras 등을 학습자가 직접 설치해 관련 활동을 체험케 한다.115)

2) 인공지능 교과서
아래에서 소개할 11질의 ｢발전규획｣ 이후 발행된 인공지능 교과서의
저자는 기본적으로 전국의 사범대학 교수가 주요 편찬자로 참여하고,
민간 기업이나 지역 관계자의 협력 하에 발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참
여한 저자나 제작에 협력한 기업 등의 성격을 기준으로 ICT 기업 협력,
115) 闫寒冰(2019), p. 15, pp. 104~105,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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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기업 협력, 지역 주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ICT 기업 협력 제작 교과서
다음은 ICT 기업 협력 제작 인공지능 교과서의 서지사항 및 저자 정보
이다.
표 4-2

ICT 기업 협력 제작 인공지능 교과서 현황
제목

대상
(권수)

발행
년도

인공지능 기초
(人工智能基础)

고등학생
(1권)

2018

2

인공지능 입문
(人工智能入门)

중고등학생
(4권)

2019

3

인공지능
(중학생판)
(人工智能
(初中版))

중학생
(1권)

번호

관련
기업

1
센스
타임

아이
플라
이텍
4

인공지능
(고등학생판)
(人工智能
(高中版))

출판사

汤晓鸥: 홍콩중문대학 정보공학과 교수.
센스타임 창립자 및 회장
陈玉琨: 화둥사범대학 공공관리대학 교수,
교육부 소속 위원
林达华: 교수, 홍콩중문대학 교수, 딥러닝
및 컴퓨터 전문가
顾建军: 난징사범대학 교육과학대학 교수,
교육부 소속 조장

화둥사범대학,
상무인서관

상무인서관

郭邵青: 서북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수,
교육부 소속 위원
蔡耘: 중앙시청각교육관 부관장

2019
고등학생
(1권)

저자 정보

中央电化教育馆: 교육부 소속 시청각교육
전문기구
顾建军: 난징사범대학 교육과학대학 교수,
교육부 소속 조장

베이징사범대학

자료: 손민정 외(2020b), p. 5에서 인용하여 수정.

① 인공지능 기초(고등학생용) : 본 교과서는 센스타임이 주도적으로
화둥사범대학이 협력한 결과물이다.116) 센스타임과 화둥사범대학 관계자
뿐만 아니라 상하이시 6개 중점 고등학교117) 교사가 집필에 참여하였다.
116) 본 교과서는 센스타임이 상하이시정부와 전략적 합작 협의를 맺고 진행된 결과물로, 센스타임이 주도적
으로 화둥사범대학 무크센터와 합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汤晓鸥 외(2018), 친애하는 학생들에게.(‘친애
하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본 교과서에서는 페이지를 넣지 않아, ‘친애하
는 학생들에게’로 대체하였음, 이하 각주 116~117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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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센스타임이 주도적으로 관련 실험플랫폼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과학
자의 아들인 가상의 인물 ‘밍밍(铭铭)’을 등장인물로 설정하고, 그가 겪는
생활을 화두로 삼아 관련 인공지능 기술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서술되었
고, 고등수학을 활용하여 알고리즘이나 도표로 관련 기술을 설명한다. 서
문에 해당하는 ‘친애하는 학생들에게’에서 밝히고 있듯이 본 교과서의 일
부 수학은 고등학생의 수준을 벗어날 정도로 어렵다.118) 국내 전문가도
컴퓨터 및 프로그래밍의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학생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소화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119)

② 인공지능 입문

120):

본 교과서는 인공지능 기초 와 달리 중등 과

정 전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논리연산과 같은 프로그래밍 기
초지식이나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이론,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로봇이나 궤
도차의 운영, 자연어 처리·이미지 처리 등을 다뤄, 학습자가 다양한 방식
으로 인공지능을 접근하게 한다. 수식이나 물리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인공지능 기술을 설명하며, 수식은 인공지능 기초 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쉽다.

117) 화둥사범대학제2부속고등학교(华东师范大学第二附属中学), 상하이교통대학부속고등학교(上海交通大
学附属中学), 상하이치바오고등학교(上海市七宝中学), 상하이거즈고등학교(上海市格致中学), 상하이시
스시고등학교(上海市市西中学), 상하이시진위안고등학교(上海市晋元高级中学) 등이다. 汤晓鸥 외(2018),
친애하는 학생들에게.
118) 汤晓鸥 외(2018), 친애하는 학생들에게.
119) 디지털교육공동체 소요 이재포 전문가협의회 자문의견서(2020. 5. 20).
120) 인공지능 입문 은 서문이나 후기가 없어, 본 교과서가 센스타임의 협력 하에 제작되었다는 언급은 찾을
수 없지만, 센스타임의 홈페이지에서 이를 소개하고 집행주편인 林达华의 소속을 보았을 때 센스타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센스타임(商汤) 홈페이지, ｢AI 基础教育｣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2) ; 또 본 교과서는 총 4권 가운데 앞 2권이 중·고등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과서1 라
는 서명으로 한국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천위쿤 책임편집, 사이언스주니어인공지능연구회 옮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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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공지능 : 아이플라이텍이 제작에 협력한 인공지능 은 총서 ‘초
중등인공지능교육시리즈(中小学人工智能教育系列)’ 하위에 중학생판과
고등학생판이 각각 발행되었고, 공통적으로 아이플라이텍에서 개발한 인
공지능교육 플랫폼 창옌즈AI(畅言智AI)121)를 통해 각종 실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인공지능(중학생판) 은122) 아이플라이텍에
서 만든 ‘샤오페이(小飞)’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학습을 유
도한다.123) 중고등학생판 모두 각 장에 빅데이터나 개별 인공지능 최신
기술을 독립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인공지능(중학생판) 은 여러 영역의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 지식, 실
현 방법을 설명하고, 가상의 학생인 ‘창창(畅畅)’과 ‘옌옌(言言)’에게 각
영역과 상관된 프로젝트를 부여해 그를 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획되
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본 교과서의 추천사에서는 중학생들이 인
공지능의 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찬하였다고 하는
데,124) 국내 전문가 역시 기본 개념·체험·실습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인공지능에 접근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125)
인공지능(고등학생판) 은 아이플라이텍과 난징사범대학(南京师范大
学)의 긴밀한 협력 아래 저술되었다. 이러한 협력으로 본 교과서가 인공

121) 창옌즈AI의 플랫폼 주소는 https://ai.changyan.com/이다.
122) 인공지능·중학생판 은 인공지능·고등학생판 과 달리 직접 아이플라이텍의 관계자가 집필진으로 언
급되지는 않지만, 아이플라이텍의 플랫폼이나 교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협력 관계 아래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집필진으로 중국과학원의 전문가, 인공지능 영역의 전문가, 전국 일류대학의 학장, 유명 교수,
인공지능 기업의 일선 엔지니어 등을 제시한다. 郭邵青 외(2019), p. 1.
123) 창옌즈AI 플랫폼에는 인공지능 로봇 샤오페이를 시연한다. 畅言智AI 홈페이지, ｢中小学人工智能教学平台｣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3)
124) 郭邵青 외(2019), p. 2.
125) 머니브레인 채경수 전문가포럼 자문의견서(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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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의 최신 이론과 업계에서의 응용 현황, 생활 속 실제 체험과 긴밀히
연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126) 본 교과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이나
지식을 설명함과 동시에 플랫폼을 방문하여 단계별로 학습자가 관련 기
술을 실습하게 참여하며 이해하도록 구성되었다. 이외에도 감각 체험·실
천 탐구·사고와 교류 등의 란을 만들어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또 확장 읽기 및 연습 문제를 각 절의 마무리에 두어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이해를 평가하고 흥미를 잃지 않게 한 교육학적 안
배가 눈에 띈다. 다만 중학생판과 같은 프로젝트 과제는 제시하지 않는다.

나) 에듀테크 기업 협력 제작 교과서
다음은 에듀테크 기업 협력 제작 인공지능 교과서의 서지사항 및 저자
정보이다.

표 4-3

번
호

에듀테크 기업 협력 제작 인공지능 교과서 현황
관련기업

대상
(권수)

제목

1

유치원생(6권)

2

초등학생(12권)

3
4

호학지혜교육
인공지능
과기(베이징)
실험 교재
유한공사
(人工智能实验教材)

5

6

중학생(6권)

발행
년도

저자 정보

출판사

2018

覃祖军: 베이징네트워크
정보센터 연구원,
박사.

허난인민

2019

范瑞峰: 선전러즈로봇
유한공사 CEO
顾小青: 화둥사범대학
교육학부 교수

기계공업

고등학생(6권)
직업학교 학생(6권)

선전러즈로봇
유한공사

인공지능입문
(초급판)
(人工智能(初级版))

자료: 손민정 외(2020b), p. 5에서 인용하여 수정.

126) 中央电化教育馆 외(2019), 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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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1권)

[표 4-3]에서 보는 것처럼 인공지능 교과서 제작에 참여한 기업으로는
호학지혜교육과기(베이징)유한공사(好学智慧教育科技(北京)有限公司)127),
선전러즈로봇유한공사(深圳乐智机器人有限公司)128)가 있으며, 전자는
교육현대화의 차원에서, 후자는 STEAM 교육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에듀테크 기업이다.
① 인공지능 실험 교재 : 본 교과서는 유치원생부터 직업학교 학생까
지 여러 교과서 가운데 가장 넓은 범위로 다양한 학령을 포괄한 33권이
2018년 8월 한꺼번에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본 교과서는 인공지능에 한정하지 않고, 지렛대와 같은 일상적 기계장치의
원리를 익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아두이노와 같은 메이커 교육, 프로그래밍,
인공지능의 개념과 각종 기술, 로봇, 뇌과학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지식을 담고 있다.
본 교과서의 중요한 특징은 유네스코의 여성어린이국제문화센터(妇女
儿童教育国际文化中心)의 지도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으로129), 집필진으로

중국과 서구를 각기 대표한다 할 수 있는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과 구글
의 AI전문가가 참석하였다.130) 본 교과서의 현재 플랫폼은 인공지능런런

127) 본 기업은 2011년 설립되었고, 교수학습 규율 및 교육과학기술의 개발과 연구, 중고등학교 수능시험의
문제 출제 연구, 명문 학교의 규획과 설계, 우수 교사의 설계와 선전, 인터넷+교육 플랫폼의 연구 개발 등에
매진한다. 好学智慧网络学习空间人人通生态云平台, ｢好学智慧教育科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27).
128) 본 기업은 2013년 STEAM 교육 서비스를 목적으로 창립된 회사이다. 北京大学创业训练营 홈페이지, ｢范
瑞峰——小创客硬件编程营地｣(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3).
129) 본 교과서를 만든 허난인민출판사 인공지능런런퉁클라우트플랫폼에 따르면, 본 교과서가 유네스코의 여
성어린이국제문화센터(妇女儿童教育国际文化中心)의 지도 아래 관련 프로젝트가 발기되고 교과서 편찬
위원회가 성립되었다고 한다. 교과서 관련 좌담회에 유네스코의 여성어린이국제문화센터(妇女儿童教育
国际文化中心) 집행주석 탕서(唐社)가 참석하였다. 人工智能人人通云平台 홈페이지, ｢智龙X计划及《人
工智能实验教材》座谈会在北京成功举办！｣(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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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생태클라우드플랫폼(人工智能人人通生态云平台)이다.131) 본 교과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인공지능 교육 체계를 갖추고 일상의 물리 기구
에 대한 원리 이해부터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과 사례까지 두루 포함하였
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학령에 따른 적절한 난이도
조절과 학습 내용의 안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132)
유치원생 대상 교과서는 이야기나 노래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며, 레고형 블록으로 일상도구, 기구, 구조물, 자동화기계, 로봇 등을
제작할 수 있다. 그를 통해 다양한 과학과 물리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초
점을 두고 있다.
초등학생 1, 2학년 교과서는 로봇이라는 주제를 통해 단순한 기계 장
치의 원리와 제어 등의 기초적인 개념을 익힐 수 있게 되어 있고, 초등학교
3, 4학년 교과서는 스크래치 등의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고, 신호등·자동
차·가로등 등을 만들고 제어하는 피지컬 컴퓨팅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5학년은 논리 연산을 배우고, 모터나 센서 등의 컴퓨터 하드웨어를
다루는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6학년은 파이썬, 리눅스 등 본격적인 컴
퓨터 시스템과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수 있다.133) 본 교과서는 기존의

130) 교과서를 편찬한 주요 집필진은 아래와 같다. 총주편을 맡은 친쭈쥔(覃祖军)은 베이징사범대학 박사학위
를 받고, 현재 중국베이징교육네트워크정보센터(北京教育网络和信息中心) 주임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모든 학령의 교과서 부주편을 맡은 판쯔창(范自强)은 호학지혜교육과기(베이징)유한공사의 사장이며, 중
국과학원에 소속된 편집위원 리스(李实), 고등학생용 교과서의 부주편인 구글AI전문가 류다펑(刘大鹏)
등이 있다. 覃祖军(2018).
131) 서문에 따르면, 온라인에 ‘취AI인공지능클라우드교실(趣AI人工智能云课堂)’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재
하지 않고, 현 플랫폼은 인공지능런런통클라우드플랫폼(http://www.rgzn18.com/)으로, 허난인민출판
사와 허난신속네트워크과기유한공사(河南迅捷网络科技有限公司)에서 함께 개발하였다. 覃祖军(2018), p. 2.
132) 디지털교육공동체 소요 이재포 전문가협의회 자문의견서(2020. 5. 20) ; 머니브레인 채경수 전문가포럼
자문의견서(2020. 8. 4).
133) 디지털교육공동체 소요 이재포 전문가협의회 자문의견서(2020. 5. 20) ; 머니브레인 채경수 전문가포럼
자문의견서(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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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이나 메이커교육의 방법론을 대부분 차용하였고,134) 이에 일부
내용이 인공지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135)
중학교 교과서는 1~3학년에 걸쳐 아두이노, 정렬·재귀 등의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시작하여 회귀분석·신경망·토픽모델링과
같은 기계학습 등, 본격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학습하게끔 되어 있
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중학교 교과서의 심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신의 인공신경망 기술을 다루고 있다. 또 뇌파 등 인간-컴퓨터 상호작
용을 다루고 있으며, 3학년 내용 가운데 전문가시스템이 등장한다.136)
② 인공지능 입문(초급판) : 본 교과서의 저자 중 한 사람인 판루이펑
(范瑞峰)은 선전러즈로봇유한공사의 CEO이며,137) 이에 본 교과서는 선
전러즈로봇유한공사와 바이두윈즈학원(百度云智学院)138)에서 공동 개발
한 두러러(度乐乐)실험플랫폼에 접속하여, 블록형 코딩 프로그래밍 두러
러(度乐乐)를 디바이스에 직접 설치해, 그를 이용하여 인공지능의 개념
및 기술을 먼저 학습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었다. 본 교과서의 전
언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초중등의 도서가 적지 않게 출판되었지만 그에
비해 학생들의 심리와 부합하는 교재가 적다는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교과서의 디자인이나 편집이 전체적으로 설명보다는 생각하고, 쓰고, 해

134) 노스벳 노규형 전문가포럼 자문의견서(2020. 8. 4).
135) 우리나라 인공지능 교육 사례 조사 및 교사 간담회 자문의견서(2020. 7. 21).
136) 전문가 시스템은 주제 안배 상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머니브레인 채경수 전문가포럼 자문의견서
(2020. 8. 4).한편 직업학교 학생 대상 교과서에는 파이썬, 로봇, 피처공학을 다루는데, 본 교과서 내용은
실무에 바로 투여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스벳 노규형 전문가포럼
자문의견서(2020. 8. 4).
137) 저자 판루이펑은 본 교과서 외에도 초등학생 인공지능을 배우다(小学生学人工智能) (2019)를 출판하였다.
138) 본 기업은 중국 대표적인 ICT 기업의 하나인 바이두에 소속되어, AI 인재 육성을 목표로 설립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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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를 권유하며, 그림이나 공백이 많다. 또 바이두(百度)의 인공지능 번
역기, 음성인식기, 검색 기능 등을 직접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바이두윈즈학원과의 연관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지역 주도 제작 교과서
다음은 지역 주도로 만들어진 교과서의 서지사항 및 저자 정보이다.

표 4-4

번
호

지역 주도 인공지능 교과서 출판 현황

관련 지역

제목

상하이시

(중학생판)
(人工智能(初中版))

인공지능
1

대상
(권수)
중학
1~2학년생
(1권)

발행
년도

저자 정보

출판사

任友群: 화둥사범대학 교육과학
2020 대학 교수, 현 교육부 教师工作

상하이교육

司 司长

자료: 손민정 외(2020b), p. 5에서 인용하여 수정.

본 교과서는 화둥사범대학 교수이자 교육부의 현 교사공작사(教师工
作司) 사장(司长)인 런유췬이 주편하고, 상하이시청각교육관(上海电化教
育馆)의 관장 장즈(张治)와 상하이교육출판사의 사장인 먀오훙차이(缪宏
才)가 부주편으로 참여하였다. 이처럼 본 교과서의 집필진은 상하이시와

관련한 인사이며, 본 교과서 마지막장 ‘설명’에 ｢발전규획｣의 정신에 의
거해 상하이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과정과 교학의 탐색
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말한다.139) 본 교과서는 크게 세 장으로 나뉘
며, 각 장마다 하위 절을 두었다. 1장은 인공지능의 역사·개념·영향을 설
명하고, 2장은 인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능

139) 任友群(2020),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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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비유하여 인공지능의 기술을 나누어 설명하고, 학습자가 직접 관련
기술을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3장은 앱 인벤터(App Inventor)140)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제로 디지털 사진첩 등의 제품을 설계하는 등 실
습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인간의 고유한 능력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접근하여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인공지능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어, 본 교과서가 인공지능의
이론이나 관련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술적인 내용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141)
또 여타 교과서와 다르게 중국의 국내 기업과 협력하지 않아, 앱 인벤터
등 국제적인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습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책 표지에 관련 플랫폼을 QR코드로 소개하지만, 현재
는 초등학생 대상 동영상이나 게임 등의 디지털자원만 활성화돼 있어 기
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 주도 제작 교과서의 한계를 보여준다.142)

3) 소결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은 2천 년대 초반 중국에서 로봇 교육의 붐이 일
어나기 시작한 때부터 이미 맹아가 보였다.143) 2003년 교육과정 표준
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서 인공지능 초보 가 발행되었다는 사실은, 국가

140) 본 책에서 실제로 시연하는 것은 서구권의 앱 인벤터가 아니라, 중국 화난이공대학(华南理工大学)의 양다
오취안(杨道全)이 앱 인벤터에 기반하여 2차 개발한 WxBit 중국어증강판이다. 학생들에게 기타 파이썬
이나 스크래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라고 권유한다. 任友群(2020), p. 122.
141) 머니브레인 채경수 전문가포럼 자문의견서(2020. 8. 4).
142) 위 교과서 속지에 QR코드가 있고, 본 QR코드를 따라가면 http://sh.ai-courses.com/에 접속한다. 任友
群(2020), 속지.
143) 중국 과학 및 정보통신 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3장 2절 다. ‘인공지능+교육’ 시대의 교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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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정보기술 교과목을 통해
기초교육 단계에서 그 내용을 포함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약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한 코딩, 프로그래밍, STEAM
및 메이커 교육은 인공지능 교육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2018년 8월
에 33권의 인공지능 실험 교재 가 전 학령을 아우르며 대거 발행될 수
있었던 것은 2015년부터 누적된 소위 과학 창의 교육의 도움이 컸다. 앞
서 살핀 것처럼

인공지능 실험 교재 의 내용은 코딩, 프로그래밍,

STEAM 및 메이커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한
다는 점이 그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17년 ｢발전규획｣ 이후 발행된 교과
서는 에듀테크 기반의 인공지능 실험 교재 로부터 ICT 기업이 발행한
인공지능 교과서로 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실험 교재
외에 ICT·에듀테크 기업과의 협력 교과서나 지역 제작 교과서 모두 자연
어 처리·컴퓨터 비전·음성 인식 등 인공지능의 핵심 최신기술을 중심으
로 관련 지식과 실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시 말해, 대부
분의 교과서 내용이 이미 산업계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
능 핵심의 최신기술을 중심으로 주제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천 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약 20여 년의 세월 동안 교과서를 통해 인
공지능 교육을 살펴본다면, 2003년 교육과정 표준 에 근거한 고등학교
교과서 인공지능 초보 , 2015년의 과학 창의 교육의 결과물이라 간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험 교재 , ｢발전규획｣의 시대정신을 담은 다양
한 ICT 및 에듀테크 기업 등에서 출판된 ‘인공지능’을 제목으로 삼은 대
동소이한 제목의 교과서가 각각의 시대적 변천을 대변한다.
위에서 살펴본 시대적 변화를 교과서의 저자 및 출판사를 중심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표 4-1]에서 보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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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과서 인공지능 초보 는 사범대학 소속 교수들에 의해 제작
되었다. 인공지능 초보 의 저자 및 출판사 정보를 중국의 지도에서 표
시하면 다음과 같다.144)

그림 4-1

인공지능 초보 저자 및 출판사 분포 현황

자료: 자체 제작.

[그림 4-1]에서 보는 것처럼 인공지능 초보 와 연관된 저자나 출판사
는 중국 동쪽에 치우쳐 남북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다음 [그림 4-2]는
｢발전규획｣ 이후에 발행된 인공지능 교과서에 대한 관련기업, 출판사 및
저자 정보를 중국 지도 위에 표시한 것이다.145)

144) [그림 4-1]의 숫자는 발행연도로 자세한 것은 [표 4-1]의 ‘ 인공지능 초보 발행 현황’의 발행연도 참고.
145) 인공지능 교과서의 제목은 대동소이한 것이 많기 때문에 출판사의 이름으로 각 교과서의 제목을 대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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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인공지능 교과서 저자 및 출판사 분포 현황

자료: 자체 제작.

｢발전규획｣ 이후 인공지능 교과서 저자의 직업은 사범대학에 소속된
교수 외에도, 교육부 소속 관리, 연구원, 중등학교 교사, 기업 CEO, AI
전문가 및 엔지니어 등 다양하다. 또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 등 서구
기업의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위 [그림 4-2]에서 보는
것처럼 인공지능 교과서의 저자나 출판사는 인공지능 초보 에 비해서는
더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베이징, 상하이, 홍콩과 같은 대도시에 2
개 이상의 출판사가 연관되는데, 이는 교과서 출판이 인공지능 산업 밀집
지역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플랫폼이나 프로그래밍 활용 양상의 관점에
서 본 교과서의 특징이다. 2003년 교육과정 표준 에 근거한 인공지능
초보 에서부터 지역 주도로 제작한 2020년 인공지능 까지 모두 관련된
웹사이트, 플랫폼,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실제 체
험이 이루어진다. 그 활용의 자원이 주로 중국의 것인지 서구의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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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교과서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다.146) 첫째, 중국의 자원을 주로 활
용하려는 경우이다. 같은 주편에 의해 2005년과 2019년에 광둥교육출판
사에서 발행한 인공지능 초보 에서부터 ｢발전규획｣ 이후 ICT 기업 및
선전러즈로봇유한공사와 같은 에듀테크 기업에서 발행한 것이다. 둘째,
서구의 것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2004년 중국지도출판사와 2019년
저장교육출판사에서 발행한 인공지능 초보 , 지역 주도 제작 교과서 등
이다. 보다시피 서구의 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산-학 협력 체제
아래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다. 셋째, 서구와 중국의 것을 모
두 활용한 경우이다. 인공지능 실험 교재 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플랫폼
을 제공하지만, 그를 보완하여 서구의 파이썬, 스크래치 등 다양한 코딩
언어나 오픈소스형 웹사이트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
케 한다. ｢발전규획｣ 이후 국가 검정 교과서나 지역 주도 교과서보다는
산-학 협력 체제 아래 제작된 교과서가 훨씬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처럼,
동시에 플랫폼이나 프로그래밍도 서구보다는 중국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
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사용되는 인공지능
의 언어가 서구에서 개발한 파이썬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에147) 순수한 중국 기술을 원천으로 하는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6) 엄밀하게 말했을 때, 중국이든 서구이든 완벽하게 한쪽의 것만을 활용하지는 않는다.
147) 국내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 언어로 파이썬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관련 통계도 그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노규형·채경수 전문가포럼(2020. 8. 4); github 홈페이지, ｢PYPL PopularitY of
Programming Languag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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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례 분석: 고등학생용 교과서의 ‘컴퓨터 비전’ 내용을 중심으로
본 절은 각 고등학생용 교과서에서 인공지능 기술 가운데 컴퓨터 비전
교육 내용의 범위와 깊이, 방법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
교를 통해서 각 교과서의 주안점과 특징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비전은 미취학 아동의 인공지능 교육용 도서에서 주요한
주제로 삼을 정도로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기술이면서,148) 동시에 안면이
나 사물 인식 등의 컴퓨터 비전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 가운데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현재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모든 고등학생
용 교과서에서 컴퓨터 비전과 관련된 내용을 싣고 있다.149)

1) ‘컴퓨터 비전’ 초기 단계
교육과학출판사(2004)·광둥교육출판사(2005)·저장교육출판사(2006)의
인공지능 초보 에서 컴퓨터 비전과 관련한 내용은 인공지능의 응용과
관련한 부분에서 ‘패턴 인식(pattern recognition, 模式识别)’으로 관련
지식을 소개하며150), 광둥교육출판사(2005)는 교과서에 덧붙여진 CD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장교육출판사(2006)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각기 지
문인식을 해보는 과정을 직접 실현해 보게 한다.

148) 宋飞(2019).
149) 중국지도출판사(2005)와 상하이과기교육출판사(2005)의 인공지능 초보 는 현재 구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역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된 인공지능 입문 도 제외하였다.
150) 본래 패턴인식은 단순히 컴퓨터 비전과 연관된 것은 아니며, 실제로도 2004년에 발행된 교육과학출판사의
인공지능 초보 는 패턴 인식 아래 말소리 인식·지문 인식·기계 연동 수기 입력·광학 문자 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을 소개하고 있어, (李艺 외(2004), pp. 12~15.) 오늘날의 컴퓨터 비전과 직접적
으로 연관이 없는 것도 있다. 2005년에 발행된 광둥교육출판사의 인공지능 초보 역시 ‘패턴 인식’을 시
각·청각·촉각·냄새를 느끼는 감각·기타 감각 등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광둥기초교육과정자원연구개발
센터정보기술교과서집필조 외(2005), pp.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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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 핵심이론의 소재로써 활용된 ‘컴퓨터 비전’
저장교육출판사(2019)의 인공지능 초보 는 인공지능의 기계학습과
딥러닝에 대한 학습을 목적으로 컴퓨터 비전과 관련한 내용을 도입하고
있다.151) 컴퓨터 비전이 독립적인 장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152), 기
계학습과 딥러닝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소재로써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교과서는 실습보다는 이론 중심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153) 컴퓨터 비
전에 대한 관련 지식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기존의 여
러 인공지능 초보 교과서들 가운데 컴퓨터 비전에 대해 자세하고 심도
깊은 설명 및 그와 연계된 실습이 일부 다뤄지고 있다.

3) ‘컴퓨터 비전’ 이론과 체험의 연계
‘컴퓨터 비전’ 이론과 체험을 연계하여 ‘컴퓨터 비전’을 소개하는 것은
광둥교육출판사(2019)의 인공지능 초보 와 인공지능 , 인공지능 실험
교재 이다. 다만 각 교과서에 제시하는 이론의 깊이나 체험의 연계 방식
에서 각기 차이가 있다.
광둥교육출판사(2019)의 인공지능 초보 는 먼저 제1장 인공지능의
개요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컴퓨터 비전을 인공지능의 주요한 최신 기술
가운데 하나로, 간단하게 그 개념을 소개한다.154) 제2장 알고리즘 및 관련
151) 아래에서 제시할 인공지능 기초 과 인공지능 에서도 컴퓨터 비전과 관련한 내용을 통해서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을 학습하도록 하며, 동시에 독립적인 장을 두고 심화 학습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할 예정이다. 汤晓鸥 외(2018), 2장·3장; 中央电化教育馆 외(2019), 2장.
152) 컴퓨터 비전에 대한 개념을 특별히 자세하게 다루지 않으며, 다만 제1장 인공지능의 주요 연구 내용을 설
명하면서, 컴퓨터 비전이 인공지능의 외부 정보를 식별하고 이해하는 주요한 능력이라고 말하며, 학습자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 있는 수준에서 언급된다. 闫寒冰(2019), pp. 12~13.
153) 闫寒冰(2019), pp. 12~13.
154) 徐福荫(2019),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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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에 대해 소개하는 부분에서 컴퓨터 비전의 하위 영역인 안면 인식 시
스템을 소개하고 학습자가 관련 활동을 실제 체험을 연계하고 있다.155)
다만 안면 인식이 아니라, 생체 인식(biometrics)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
다. 소개하는 내용도 교과서 반 페이지 분량에 그쳐 심도 깊은 내용은 아
니며, 플랫폼을 이용한 실제 체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이플라이텍 협력 하에 제작된 인공지능 은 먼저 ‘제2장 기계 학습:
기계가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장에서 인공지능의 핵심기술인 기계
학습 이론을 공부하는 데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다. 다음으로 ‘제4장 컴퓨
터 비전: 기계가 보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별도의 단원을 구성하고, 하위
절에 컴퓨터 비전의 이해, 이미지 분류, 텍스트 인식, 얼굴 인식 등을 다
루고 있다. 컴퓨터 비전 지식의 개념과 이론부터 실제 활용 양상까지 비
교적 자세하다. 또 학습 단계 별로 플랫폼이나 프로젝트를 통한 체험과 긴
밀하게 연계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인공지능 실험 교재 는 고등학교 2학년 대상 상·하책에서 컴퓨터 비
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인공지능 와 달리 컴퓨터 비전의 개념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2학년 상책 제24과는 ‘이미지 처리’와 관련
해, 제25과는 ‘동영상 처리’와 관련해 모바일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위챗 미니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인공지능 기술
에 대한 맛보기 체험을 한다. 그리고 2학년 하책에서 컴퓨터 비전에 관한
전체적인 설명과 함께 주요 쟁점에 관해 소개하는 귀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교과서의 제목과 같이 ‘실험 교재’로서 실습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론적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 이나 인공지능 기초 에 비해

155) 徐福荫(2019),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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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등은 배제하고 그림이나 관련 에피소드 등을 중심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관련 기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낸다.

4) 고등수학의 융합을 통한 ‘컴퓨터 비전’ 이론과 체험의 연계
센스타임의 협력 하에 제작된 인공지능 기초 는 컴퓨터 비전과 관련
한 학습 분량이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전체 9장의 구성 가운데 2장·3장·5장·6장·8장이 모두 컴퓨터 비전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교과서의 절반을 넘는 분량이다. 2장은 인공지능 이나
2019년에 발행된 저장교육출판사의 인공지능 초보 와 같이 인공지능의
핵심기술인 기계학습의 이론적 접근을 위해서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다.
3장은 딥러닝을 통한 이미지 속 사물의 구분법, 5장은 동영상에서의 이
미지 인식, 6장은 K-평균 알고리즘을 활용한 얼굴의 인식, 8장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 알고리즘 이용한 새로운 이미지 생성 기술을 다루고 있다.
또 본 교과서는 딥러닝 학습에 필요한 함수를 활용하여 컴퓨터 비전
기술에 접근하게 한다. [그림 4-3]은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그래프로 나
타낸 것으로, 왼쪽부터 각각 로지스틱 함수·하이퍼볼릭 탄젠트 함
수·ReLU 함수이다.

그림 4-3

비선형 활성화 함수와 그래프

자료: 汤晓鸥 외(2018), 인공지능 기초 , p. 57 인용하여 수정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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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공지능 기초 는 고등 수학과 융합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관
련 이론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 본 교과서는 이론뿐만 아니라 학습
자가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실험을 제시하여 이해의 심화를 꾀한다. 3장
에서는 딥러닝을 이용해 이미지를 분류하는 실험을 전개하는데, 센스타임
교학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패키지를 이용하여서 RsNet18·Alex Net 등
신경망의 차이점을 체험하게 하는 등이다.156)

2. 기업 주도 인공지능 교육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크게 인공지능 교과서
와 인공지능 학교 교육의 두 가지로 나누고, 인공지능 학교 교육은 교육
주체에 따라 다시 기업 주도 교육과 지역 주도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우선 기업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교육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으
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각종 온라인 자료를 통하여157) 살펴보겠다.

가. 개요 및 현황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중요한 주체는 대학, 기업, 지역이다. 대학 및
기업은 자체 보유한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교구 및 교재, 강의, 인공
지능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더 나아가 인공지능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인공지능 교육 컨텐츠 개발에 집중한다.

156) 汤晓鸥 외(2018), p. 60.
157) 본 연구는 본래 인공지능 교육을 시행하는 중국의 시범학교를 참관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 출장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해외 사례 조사는 온라인 자료 분석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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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지역은 일개 기업이나 대학의 규모로는 할 수 없는 역내 랜선
망 확충, 클라우드 건설, 인공지능 체험 센터 건립 등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학교 현장은 이렇게
지역과 기업(대학 기업 포함)에서 확보된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육 내
용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교육의 경험을 축적한다.
중국의 경우, 인공지능 교육에 있어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교육은 지역 상황에 맞춘 교육(因地施教) 방식과 목표
를 추구하는데, 이를 통해 지역과 도농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158)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7년 국무원이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을 통해 초중등 과정에
인공지능 교육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 이후 인공지능 기술이 기초 교육과
접목하기 시작했고, 2년 여 만에 교육 서비스에서 시작해서 교수·학습의
모든 방면까지 침투했다.159) 李晓晓의 보고서 ｢AI 전문 인재의 육성, 인공
지능 기초교육의 책임이 크다 – 인공지능 기초교육 업계 연구 보고(培养
专业AI人才,

人工智能基础教育任重道远-人工智能基础教育行业研究报

告)｣에 따르면, 현 단계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은 교학용 보조 도구, 인공

지능 교육과정, 스마트 캠퍼스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그림 4-4]).160)

158) 박지현(2020), pp. 63~64.
159) ｢华为、联想、BAT都在进军“AI+教育｣(2019. 12.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15).
160) 李晓晓(2019),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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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인공지능 교육 발전 모델 현황

자료: 李晓晓(2019), ｢培养专业AI人才，人工智能基础教育任重道远-人工智能基础教育行业研究报告｣, 그림 인용 제작
손민정 외(2020b), p. 6에서 인용하여 수정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교학용 보조 도구로 광범위하
게 응용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협의의 인공지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수학, 컴퓨
터과학,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등의 전문 분야와 융합, 교차하는 종합적
인 교육과정을 가리킨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스마트 캠퍼스 단계로, 안
면 인식, 음성 인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학교에 교수·학습 및 교
육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말한다.
전문 연구기관 FirstInsight(极致洞察)가 2020년 낸 보고서 ｢2020
‘AI+교육’업계 발전 및 투자 보고서(“AI+教育”行业发展及投资报告)｣에
따르면, 인공지능 교학용 보조 도구는 샤오미의 영어 학습기 ‘샤오아이
선생님’(2019), 신둥팡의 영어 학습 플랫폼 ‘AI 담임교사’(2018), 아이플
라이텍의 번역기 앱(2018) 등이 대표적이다. 또 중국의 거대 IT 기업인
BAT를 필두로 다양한 IT 기업과 전자기업이 속속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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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기 시작했다. 바이두의 ‘스마트 강의실’, 화웨이의 ‘클라우드 강의
솔루션’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 인공지능 교육과정과
학습-교수·학습-생활 관리를 일체화하는 스마트 캠퍼스를 개발하는 방향
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화웨이 ‘스마트 캠퍼스’, 알리바바의
‘딩딩 미래 캠퍼스’, 텐센트의 스마트 캠퍼스 등을 들 수 있다.161)

표 4-5

교육기업 및 IT 기업의 ‘AI+교육’ 현황

기업명

인공지능 교육 기술 개발 내용

샤오미

AI 영어학습기 ‘샤오아이 선생님’

아이플라이텍

번역기 앱, 학습기 앱

신둥팡

N-Brain 인공지능교육 학습플랫폼, AI+교육 하드웨어 ‘AI 담임교사’

텐센트

‘텅쉰 스마트 캠퍼스’(QQ), 이동 단말기용 캠퍼스 스마트 솔루션

알리바바

‘딩딩 미래 캠퍼스’

바이두

‘바이두 스마트 강의실’, 강의, 문제은행, AI 교육, 평가, 교무 등 종합 서비스

화웨이

‘스마트 캠퍼스’, ‘클라우드 강의 솔루션’(K12용 인공지능 교육 제품)

롄샹

롄샹 혁신 교실, 스마트 교육 클라우드 플랫폼, 인공지능 실험실 등

하오웨이라이

AI 오픈 플랫폼 정식 발표, WISROOM2.0, 교학연구 클라우드, T-Box 등

자료: 极致洞察(2019), [“AI+教育”行业发展及投资报告], p. 7 내용에 근거해 정리.

인공지능 교육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공지능+교육’ 분야에 대한 자
본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투자 연구기관인 iResearch(艾瑞咨询)의
2020년 보고서 ｢2019년 중국 ‘AI+교육’ 업계 발전 연구 보고서(2019年
中国AI+教育行业发展研究报告)｣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9년까지

‘AI+교육’ 영역에 총 274건의 융자가 있었으며, 총 융자 금액은 145억
위안(한화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한다. 그 중 K12(초중등 교육)와 교육

161) 极致洞察(2020),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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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영역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하다.162)
중국 AI+교육의 세부영역 누적 융자 상황

그림 4-5

K12

78.0

교육정보화

19.8

아동교육

11.7

직업 훈련

10.5
융자 규모(억원)

소질 개발

9.1

언어 학습

7.6

해외 유학
종합교육 서비스
고등교육

6.6
2.1
0.3

자료: 艾瑞咨询(2020), ｢2019年中国AI+教育行业发展研究报告｣, p. 10. 그림 인용 제작; 손민정 외(2020b), p. 6에서 인용

K12(초중등 교육) 분야는 주로 사교육에 집중되는데, 온라인 교육기관
과 적응시스템 혹은 데이터 기반 학습과정을 적용한 교육 기업이 주요 융
자 대상이다.163) K12(초중등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의 증가는 K12(초
중등 교육) 인공지능 교육 분야의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런 상황에서 ‘AI+교육’ 업계의 시장 규모는 2019년 400억 위안(한화 약
6조 8천억 원)을 넘어섰다.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을 통해 초중등교육에서 인공지
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2018년 발표된 ｢초중등교육 단계 인공

162) 艾瑞咨询(2020), p. 10.
163) 极致洞察(2020),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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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보급 및 교육 현황 연구 보고서(中小学阶段人工智能普及教育现状调
研报告)｣에 따르면 각 단계를 관통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미비, 교사

의 자질이나 훈련 메커니즘의 미성숙, 수요와 자원의 연결 부족 등이 문
제점으로 대두되었다.164)
2018년 이후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연구와
정책들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인공지능 교육과정 개발에서 특히 민간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 비교적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한
기업으로는 센스타임(Sense Time)과 쉐탕커촹(学堂科创)이 대표적이다.
두 기업 모두 초중등학교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강의를 제
공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수ㆍ학습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
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센스타임은 교재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쉐탕커촹은 온라인 MOOC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
인다.

나. 센스타임(Sense Time) 사례
Sense Time(商汤科技开发有限公司, 이하 ‘센스타임’으로 약칭)은 컴
퓨터 비전과 딥러닝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중국 유니콘 기업이
다. 센스타임은 2014년 10월 설립 이후, 자체 안면 인식 알고리즘인
DeepID를 개발한 이래, 이미지 인식, 텍스트 인식, 의료영상 인식, 동영
상 판독, 자율주행 등 자체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 개발했으며, 최근엔 딥
러닝 플랫폼과 수퍼 컴퓨터 센터를 건립했다. 또 2018년 9월엔 중국
과학기술부가 제정한 ‘시각 AI 분야의 차세대 국가 개방형 인공지능 혁신
164) 中国青少年科技辅导员协会人工智能普及教育专业委员会(2018), pp.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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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智能视觉国家新一代人工智能开放创新平台)’으로 선정되었다.165)

1) 센스타임의 교육 서비스 및 프로그램
센스타임의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인공지능 기초교육, 온라
인 교학 플랫폼인 ‘스마트 캠퍼스’, 인공지능 직업교육 등 세 분야로 나뉜
다. 여기에선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해 센스타임의 인공지능 기초
교육과 스마트 캠퍼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6

센스타임 인공지능 교육 개념도

자료: 센스타임 공식 홈페이지(https://www.sensetime.com/cn))에 근거해 제작, 손민정 외(2020a), p. 13에서 인용하여 수정;
손민정 외(2020b), p. 6에서 인용하여 수정

센스타임의 인공지능 교육은 교재, 교구, 교사양성 및 인증, 교학 실험
플랫폼, 인공지능 실험실, 전국 인공지능대회 등 6개 모듈을 기초로 한다.

165) ｢商汤继BAT、科大讯飞后成第五个国家人工智能开放创新平台｣(2018. 9.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15). 손민정 외(2020a), p.16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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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재 및 교구 기반 중등 AI 교육
센스타임은 2018년 고등학교용 인공지능 기초 와 2019년 중고등학
교용 인공지능 입문 을 연이어 출판한 이래, 전국 100개가 넘는 학교와
연합해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센스타임은 자신이 보유한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 의료, 스마트 금융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인공지능 교육 컨텐츠로 전환해, 학생들이 실제 생활과 공부에서
인공지능을 응용하고 이해하도록 했다.166)
고등학교용 인공지능 기초 에는 이미지 인식, 안면 인식, 음성 인식, 문자
인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고등학교용 인공지능입문 에는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영상 인식, 안면 인식, 자연언어 처리, 강화학습
등에 대한 이론 지식이 포함167)되어 있는 등, 이 두 교재는 현재 인공지능
영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술을 총망라하고 있다([그림 4-7] 참조).

그림 4-7

센스타임 인공지능 교재 인공지능기초 와 인공지능입문

자료: 센스타임 공식 홈페이지(https://www.sensetime.com/cn) 캡쳐 인용, 손민정 외(2020a), p. 17에서 인용

166) 손민정 외(2020a), pp. 16~17에서 인용.
167) 센스타임이 발간한 인공지능 기초 와 인공지능 입문 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 4장 1절과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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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타임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수뇌통합(手腦結合)’ 학습방식이
다. 이는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머리’ 즉 이론과 ‘손’ 즉 실험을 함께
학습하는 방식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기본 지식을 제공한 후 학생의 상상
력과 창조력을 실험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수뇌통합 학습방식
에서 센스타임의 교재는 이론적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센스타임의 인
공지능 교구는 실험, 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168) 예를 들면, 센서
가 장착된 미니카 ‘SenseRover Mini’를 통해서 학생들은 Python 언어,
센서 사용, 기계 오작동 컨트롤 등을 학습할 수 있으며, 미니카 제어를
통해 복잡한 경주로에서 임무를 수행하거나 레이싱을 할 수 있다. 또 자
율주행 미니카 ‘SenseRover Pro’는 SenseStudy AI 실험 플랫폼과 결합
해 차선 식별, 신호등 표시판 식별 등 임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그림
4-8] 참조).

그림 4-8

센스타임의 인공지능 교구

● SenseRover Mini(미니 프로그램 자동차)

168) 손민정 외(2020a), p. 17에서 인용.

128 ❙ 중국의 인공지능(AI) 교육 동향 탐색

그림 4-8

계속
● SenseRover Pro(자율주행 자동차)

● SenseStorm(스마트비전 로봇 세트)

자료: 센스타임 공식 홈페이지(https://www.sensetime.com/cn) 캡쳐 인용

나) 교학 플랫폼
센스타임은 교학 및 학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온라인 교학 플랫폼
‘스마트 캠퍼스’를 건립 중이다. 이 ‘스마트 캠퍼스’는 특히 센스타임의
안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해, 교실을 옮겨 다닐 때 안면 인식으로 출석
체크를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안면 인식 프로그램은 학교 수업
외에도 고사장, 회의장, 훈련 센터 등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한 안면 인식을 통해 모바일 앱에서 학생들이 만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학교 통지를 발표하거나 교훈 등을 전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 학교 내에 인공지능 실험실을 마련해 많은 인공지능 기술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 129

센스타임의 ‘스마트 캠퍼스’는 아직 개발 단계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로는 주로 학생 관리에 편중된 경향을 보인다.

다) 인공지능 교육 교사 양성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인공지능 교재 및 교구 개발 외에, 센스타임은 인공지
능 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스타임이 학교에
제공하는 교사 양성 서비스는 인공지능 기초과정 교사 양성, 인공지능 실
험실 교사 양성, 스마트 로봇 교사 양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교사 양
성 프로그램을 통해 2년이 안 되는 시간 안에 765개 학교의 1,482명의
교사를 양성했다.169) 최근에는 최초로 선정된 ‘스마트교육 시범구’ 중 하
나인 베이징시 둥청구(东城区)의 52명의 핵심 교사를 대상으로 5개월의
인공지능 특별 훈련을 마쳤다.170)

2) 실험학교 운영
센스타임은 2018년 인공지능 기초 의 출판과 동시에 전국 40개의
실험학교와 협력해 2018년 2학기부터 체계적인 인공지능 기초 교육을
실시했다. 40개의 실험학교는 화둥사범대학제2부속중학(华东师范大学第
二附属中学)을 비롯한 상하이의 6개 학교와 중앙민족대학부속중학(中央
民族大学附属中学)을 비롯한 베이징의 3개 학교 외에, 산시성펀양중학

(山西省汾阳中学) 등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표 4-6] 참조).

169) ｢走近中国第一批人工智能教师｣(2020. 1.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15).
170) ｢走近中国第一批人工智能教师｣(2020. 1.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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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센스타임 1기 40개 실험학교

N0

학교명

소재지

도시등급

1

화둥사범대학 제2부속중학(华东师范大学第二附属中学)

상하이시

1선

2

상하이 교통대학 부속중학(上海交通大学附属中学)

상하이시

1선

3

상하이시 거즈중학(上海市格致中学)

상하이시

1선

4

상하이시 치바오중학(上海市七宝中学)

상하이시

1선

5

상하이시 시서중학(上海市市西中学)

상하이시

1선

6

상하이시 진위안중학(上海市晋元中学)

상하이시

1선

7

칭화대학 부속중학(清华大学附属中学)

베이징시

1선

8

중앙민족대학 부속중학(中央民族大学附属中学)

베이징시

1선

9

베이징시 제35중학(北京市第三十五中学)

베이징시

1선

10

장쑤성 창저우고급중학(江苏省常州高级中学)

장쑤성 창저우시

2선

11

장쑤성 한 장중학(江苏省邗江中学)

장쑤성 양저우시

2선

12

광저우시 즈신중학(广州市执信中学)

광둥성 광저우시

1선

13

광둥 광야중학(广东广雅中学)

광둥성 광저우시

1선

14

선전 외국어학교(深圳外国语学校)

선전시

1선

15

중산기념중학(中山纪念中学)

광둥성 중산시

2선

16

캉제중학(康杰中学)

산시(山西)성 윈청시

4선

17

진청시제1중학(晋城市第一中学)

산시(山西)성 진청시

4선

18

산시성펀양중학(山西省汾阳中学)

산시(山西)성 펀양시

5선

19

신장농업대학부속중학(新疆农业大学附属中学)

신장 우루무치시

3선

20

저장성 전하이중학(浙江省镇海中学)

저장성 닝보시

신1선

21

저장성수이창위차이고급중학(浙江省遂昌育才高级中学)

저장성 수이창현

4선

22

저장성 원링중학(浙江省温岭中学)

저장성 타이저우시

2선

23

둥베이 사범대학 부속중학(东北师范大学附属中学)

지린성 창춘시

2선

24

둥베이 위차이학교(东北育才学校)

랴오닝성 선양시

신1선

25

랴오닝성 실험중학(辽宁省实验中学)

랴오닝성 선양시

신1선

26

쿤밍 제1중학(昆明第一中学)

윈난성 쿤밍시

신1선

27

정저우 제2중학(郑州第二中学)

허난성 정저우시

신1선

28

허난대학 부속중학(河南大学附属中学)

허난성 카이펑시

4선

29

허페이시 제1중학(合肥市第一中学)

안후이성 허페이시

2선

30

허페이시 제6중학(合肥市第六中学)

안후이성 허페이시

2선
2선

31

장시사범대학 부속중학(江西师范大学附属中学)

장시성 난창시

32

장시성 상라오시 제1중학(江西省上饶市第一中学)

장시성 상라오시

3선

33

쓰촨성 청두시 제7중학(四川省成都市第七中学)

쓰촨성 청두시

신1선

34

시안교통대학 부속중학(西安交通大学附属中学)

쓰촨성 시안시

신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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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계속

N0

학교명

소재지

도시등급

35

간쑤성 란저우 제1중학(甘肃省兰州第一中学)

간쑤성 란저우시

2선

36

산둥성 칭다오 제2중학(山东省青岛第二中学)

산둥성 칭다오시

신1선

37

시베이사범대학 부속중학(西北师范大学附属中学)

간쑤성 란저우시

2선

38

한중시 룽강학교(汉中市龙岗学校)

산시(陕西)성 한중시

5선

39

구이양시 제1중학(贵阳市第一中学)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2선

40

구이양시 제2중학(贵阳市第二中学)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2선

자료: ｢商汤科技与政府共同出版AI教材，全国40所高中为试点｣(2018) 내용에 근거해 제작.
손민정 외(2020a), pp. 18~19에서 인용

센스타임은 실험학교 외에도 전국의 학교에서 센스타임의 인공지능
기초교육과정을 진행했다.171) 또 2020년 COVID-19가 확산되는 상황
에서 센스타임은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인공지능 기초지식을 학습하도
록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했다.172)

다. 쉐탕커촹(学堂科创) 사례
‘쉐탕커촹’173)은 칭화대가 제작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전문 MOOC
이다. 본래 칭화대 대학기업인 무화청즈교육과기유한공사(慕华成志教育
科技有限公司, 이하 ‘무화청즈’)는 교육부 온라인교육 연구센터(教育部在
线教育研究中心)와 협력하여 대학 교육 MOOC ‘쉐탕X(学堂在线)’를 개

171) ｢共克时艰, 商汤科技为百区千校提供AI基础教育教与学服务｣(2020. 2.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15). 이 기사는 2019~2020년 1학기까지 상하이, 칭다오, 홍콩, 마카오, 청두 등 11개 도시의 249개 초
중등학교 약 14만 명의 학생이 센스타임 인공지능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172) ｢共克时艰, 商汤科技为百区千校提供AI基础教育教与学服务｣(2020. 2.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15).
173) 쉐탕커촹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ck.aixuetang.com/ck.html 이다. 쉐탕커촹의 교육 이념 및 교
육 설계, 시범학교 현황에 대해서는 师雪霖 외(2019), 中小学人工智能教育课程体系与教学模式研究应
用成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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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했는데, 이 무화청즈가 2019년 자본을 출자해 베이징칭촹미래교육과
기유한공사(北京清创未来教育科技有限公司, 이하 ‘베이징칭촹’)를 만들
었고, 이 ‘베이징칭촹’이 쉐탕X 아래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전문 MOOC인
‘쉐탕커촹’을 만들었다.174)

그림 4-9

쉐탕커촹 기업 개념도

칭화대학
발기 성립

투자 성립

대학 MOOC
학술 자원

교육부 온라인 교육
연구센터

무화교육투자유한공사

성과 공유
참여 연구

시장 자원

자원 공유

합작기구

초중등 인공지능 전문MOOC

지분 투자 설립

교육과정 제공

제작

베이징칭촹미래교육
과기유한공사

쉐탕커촹

자료: 师雪霖 외(2019), 中小学人工智能教育课程体系与教学模式研究应用成果 내용에 근거해 제작

쉐탕커촹은 초중등과정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 ‘큰’ AI 교육개념을 제
안한다. 이는 협의의 인공지능 교육을 포함해, 프로그래밍 교육, 로봇 교
육, 메이커 및 STEAM 교육 등을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또한
쉐탕커촹은 처음부터 중국 학생을 위한 핵심 소양 및 사유 능력의 육성이
라는 교육 이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이념에 기반한 PBL 교육 방법을
설계한다.175)

174) 손민정 외(2020a), p. 20에서 인용.
175) 손민정 외(2020a), p. 20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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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쉐탕커촹의 교육 서비스 및 프로그램
센스타임이 교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진행한다면, 쉐탕커촹은
MOOC 형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
인 MOOC 강의 중심의 이론 수업과 오프라인 AI 혁신공간에서의 실험
활동을 결합시킨 블렌디드 러닝이 쉐탕커촹의 주요한 교육 방식이다.

가) 무크 기반 AI 초중등 교육
쉐탕커촹의 인공지능 교육은 ‘AI 문화와 능력’, ‘AI 설계와 창의성’,
‘AI 지능하드웨어와 로봇’, ‘AI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AI 학과 혁신’
등 5대 과정으로 나뉜다.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AI 문화와 능력’
인데, 이는 입문 과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네 개 과정과융합하는 기본 원
칙이기도 하다.
그림 4-10

쉐탕커촹 인공지능 교육 1+4 모듈

자료: 师雪霖 외(2019), 中小学人工智能教育课程体系与教学模式研究应用成果 내용에 근거해 제작, 손민정 외(2020a), p. 13에서
인용, 손민정 외(2020b), p. 7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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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정은 기초 – 심화 - 탁월의 3단계 체계로 이루어지며, 전체 과
정은 Arduino 지능하드웨어, 파이썬, 3D 모델링, 로봇 제작, 사물인터
넷, 알고리즘, 클라우드컴퓨팅, 어떻게 과학논문을 쓸 것인가 등 64개 강
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 5대 과정은 초중등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표 4-7

계열

AI 문화와
능력

AI 설계와
창의성

AI
지능하드웨
어와 로봇

쉐탕커촹의 인공지능 중등 교육과정
교과목

영역

분야

시수

기술혁신 간사

문화적 능력

기초

18

과학기술 혁신 윤리(공정 윤리)

문화적 능력

기초

18

청소년 과학기술 대회 입문

문화적 능력

기초

18

과학기술 문헌 검색(정보소양 – 학술연구의 필수과목)

문화적 능력

심화

18

혁신과 직업 발전(직업 탐색과 선택)

문화적 능력

심화

18

특허권 신청

문화적 능력

심화

18

어떻게 과학 논문을 쓸 것인가

문화적 능력

심화

18

영어 과학논문 쓰기와 학술보고

문화적 능력

심화

18

과학기술 연설 기술(중국어로 교류)

문화적 능력

심화

18

영어 과학기술 연설 기술(영어 연설)

문화적 능력

심화

18

창의적 디자인사고 입문

디자인 사고

기초

36

과학기술과 창의성

디자인 사고

기초

36

3D 프린터 모델링

3D프린터

기초

36

메이커 육성: AutoCAD설계와 레이저커팅

레이저커팅

기초

36

VR/AR 원리 및 응용

가상현실

기초

36

영화 설계 및 제작

멀티미디어

기초

36

멀티미디어 설계와 창의성

멀티미디어

기초

36

창의적 디자인사고의 함양

디자인 사고

심화

36

제품개발 설계

디자인 사고

심화

36

창의적 레이저 커팅설계

레이저커팅

심화

36

2D애니메이션 설계와 개발

멀티미디어

심화

36

VR/AR 설계와 개발

가상현실

탁월

36

3D 모델링(SolidWorks)

3D프린터

탁월

36

제품 개발 설계

디자인 사고

기초

36

3D 애니메이션 설계와 개발(3DMax)

3D프린터

탁월

36

Arduino 지능하드웨어(C언어 프로그래밍)

지능하드웨어

기초

36

Arduino 지능하드웨어 제작(도형화 프로그래밍)

지능하드웨어

기초

36

Python 오픈소스 하드웨어

지능하드웨어

기초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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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계속

계열

교과목

영역

분야

시수

ESP32 지능하드웨어

지능하드웨어

심화

36

AI Lab 취미생활

로봇과 인공지능

심화

36

지능 로봇: 로봇손 설계와 개발

로봇

심화

36

지능 사물인터넷 설계와 개발

사물인터넷

심화

36

지능가구 실천 종합훈련

사물인터넷

심화

36

지능차 제작: 임베디드 시스템

로봇

탁월

36

ARM 마이크로콘트롤러와 임베디드 시스템

로봇

AI
지능하드웨
어와 로봇

탁월

36

Scratch 창의적 프로그래밍

기초

18

C언어 창의적 프로그래밍

기초

36

Python 창의적 프로그래밍

기초

36

심화

36

C++언어 프로세스 설계(기초)

심화

36

C++언어 프로세스 설계(심화)

심화

36

프로세스 설계 기초(C언어)

AI
프로그래밍
과 알고리즘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인공지능 알고리즘 설계(Tensorflow)

인공지능

심화

36

Python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심화

36

클라우드컴퓨팅 원리 및 응용

클라우드컴퓨팅

심화

36

전자게임 설계와 개발

소프트웨어응용

심화

36

APP 설계와 개발

소프트웨어응용

심화

36
36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탁월
탁월

36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실전

인공지능

탁월

36

인공지능 최첨단 응용

인공지능

탁월

36

AI 大 인문

학과융합

심화

18

AI 大 이과

학과융합

심화

18

AI 大 예술

학과융합

심화

18

AI 大 공정

학과융합

심화

18

알고리즘 설계 심화

AI 학과 혁신

자료: 师雪霖 외(2019), 中小学人工智能教育课程体系与教学模式研究应用成果 , pp. 8~9. 표 인용 제작.
손민정 외(2020a), pp. 21~22에서 인용

쉐탕커촹이 설계한 교육과정 체계는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결합
으로 이루어진다. 오프라인에서 ‘AI 혁신공간’을 만들어 인공지능 지식을
실험할 수 있게 했고,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론 지식의 학습 및 전시와
교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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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I 혁신공간176)
쉐탕커촹의 초중등 AI 혁신공간은 칭화대 교육전문가와 칭화대 미대
예술과 디자인 전문가가 공동 설계한 AI 실험 랩이다. 이 공간에서는 컴
퓨터 프로그래밍 및 알고리즘과 스마트 하드웨어(로봇, 드론 등), 3D, 레
이저 절단, 가상현실,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을 학습,
실험할 수 있다.
그림 4-11

쉐탕커촹의 AI 혁신공간

자료: 师雪霖 외(2019). 中小学人工智能教育课程体系与教学模式研究应用成果 , p. 5에서 캡쳐 인용.

쉐탕커촹은 이 혁신공간이 ‘가르치고(教) 학습하고(学) 실험하고(做) 창
조하고(创) 공유하고(分享) 전시하는(展示)’ 육위일체(六位一體)의 교육
이념을 체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176) 손민정 외(2020a), p. 20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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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쉐탕커촹은 스마트 하드웨어 교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Arduino 세트,
스마트카, 드론, 로봇 세트 등 스마트 조립용 하드웨어 교구와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등을 제공한다.
그림 4-12

쉐탕커촹이 제공하는 AI교구
* Arduino 세트

* 3D 프린터

* 레이저 커팅기 및 AutoCAD 설비

자료: 师雪霖 외(2019), 中小学人工智能教育课程体系与教学模式研究应用成果 , pp.13~14에서 캡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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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마트 클라우드
쉐탕커촹은 인공지능 교육 강의를 제공하는 외에, 스마트 클라우드(智
慧云)에 기반한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온라인 교학 데이터베이스를 제

공한다. 쉐탕커촹이 제공하는 스마트 클라우드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Contents Delivery Network, CDN으로 약칭)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
에 학교는 하드웨어에 투자할 필요 없이 직접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메이커 교육을 할 수 있다. 쉐탕커촹의 스마트 클라우드 플랫폼은 교사의
교학 시스템, 학생의 학습 시스템, 실제 프로그래밍 시스템, 학생 작업 공
유 커뮤니티, 온라인 평가시스템, 학생관리 시스템 등 6대 시스템을 제공
한다.

그림 4-13

쉐탕커촹의 온라인 플랫폼 스마트 클라우드 구성도

자료: 师雪霖 외(2019), 中小学人工智能教育课程体系与教学模式研究应用成果 , p. 16. 인용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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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범학교177)
쉐탕커촹은 2018년부터 정저우외국어학교, 베이징시 소재 광취먼중학,
선전뤄후외국어학교, 칭화대부속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서 쉐탕커촹의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 정저우외국어학교 핑위안 캠퍼스(허난성 핑위안신구 소재)
정저우외국어학교(핑위안 캠퍼스)는 허난성 핑위안신구(平原新区)에
있는 혁신학교이다. 정저우외국어학교는 2018년 쉐탕커촹의 초중등 인
공지능 교육과정을 도입해 면적 930㎡의 AI 혁신공간을 만들고 전교생
에게 AI 보급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그림 4-14

정저우외국어학교의 인공지능교육 성과

정저우외국어학교(핑위안 캠퍼스)의 AI 혁신공간

2019년 전국청소년전자정보지능
혁신대회 허난성 컨테스트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부문 1등상 수상

자료: 师雪霖 외(2019), 中小学人工智能教育课程体系与教学模式研究应用成果 , p. 19에서 캡쳐 인용.
손민정 외(2020a), p. 23 인용

177) 손민정 외(2020a), pp.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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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저우외국어학교는 쉐탕커촹을 도입해 전교생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한
이후, 2019년 전국청소년전자정보지능혁신대회 허난성 지역 대회에서
중학교팀, 고등학교팀이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광취먼고등학교(베이징시 소재)
광취먼고등학교는 베이징시 둥청구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립 학교
로 베이징시 둥청구의 명문고등학교로 불린다. 2005년 베이징시 시범 고
등학교로 선정된 이래, 2020년 5월 베이징시 초중등 과학테크놀로지 교
육 시범학교에 선정됐고,178) 2020년 6월 17일에는 ‘전국 청소년 인공지
능활동 특색 단위’의 칭호를 수여받았다.179)
광취먼고등학교는 2018년 말 쉐탕커촹의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과정
을 도입해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2019년에 AI 혁신공간을 건설
하기 시작했다.
그림 4-15

광취먼고등학교의 인공지능교육 성과

자료: 师雪霖 외(2019), 中小学人工智能教育课程体系与教学模式研究应用成果 , p. 20에서 캡쳐 인용.
손민정 외(2020a), p. 23 인용

178) ｢北京市中小学科技教育示范学校名单出炉！222所学校入选！｣(2020. 5.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12).
179) ｢北京43所学校入选2020年度“全国青少年人工智能活动特色单位”！｣(2020. 7.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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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시뤄후외국어학교(선전시 소재)
선전시뤄후외국어학교(深圳市罗湖外语学校)는 1999년에 설립된 외국
어교육 전문 공립학교이다. 선전시뤄후외국어학교는 일찍부터 쉐탕커촹
을 도입해 인공지능 혁신교육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 특히 이 학교 인
공지능 교육의 특징은 처음부터 보급식 인공지능 교육과 과학 우수 학생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인공지능 교육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그림 4-16

선전시뤄후외국어학교의 인공지능교육 성과

2019년 전국청소년전자정보지능혁신
대회 광둥성 컨테스트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부문 3등상 수상

자료: 师雪霖 외(2019), 中小学人工智能教育课程体系与教学模式研究应用成果 , p. 21에서 캡쳐 인용.
손민정 외(2020a), p. 24 인용

❍ 칭화대학부속초등학교(베이징시 소재)
칭화대부속초등학교는 특유의 ‘1 + X’ 교육 프로그램으로 여러 차례
국가급, 성부급(省部级) 교육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1 + X’ 프로그램은
국가 공인 기초 교육과정 ‘1’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개성적인 확장 교육
‘X’를 적절한 비율로 배합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1 + X’는 두 가지 교육
과정을 배합해 ‘품덕과 건강’, ‘언어와 독해’, ‘수학과 과학기술’, ‘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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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 등 통합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초
중등 인공지능 교육이 ‘1 + X’ 프로그램의 중요한 방향이 되었고, 쉐탕커
촹은 칭화대부속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인공지능 관련 혁신
캠프, 공익 수업, X수업 활동 등을 전개했다.
그림 4-17

칭화대부속초등학교의 인공지능교육 성과

자료: 师雪霖 외(2019), 中小学人工智能教育课程体系与教学模式研究应用成果 , p. 22. 캡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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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주도 인공지능 교육
여기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 중 지역 주도의 인공지능 교육
의 특징 및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개요 및 현황
지역 주도 인공지능 교육은 주로 ‘교육 정보화’, ‘스마트 교육 시범구
건설’ 등 중국의 교육 정책에 발 빠르게 호응하며 이루어진다. 민간 기업
이 인공지능 교육 중 교육과정, 교재, 교구 개발 등 인공지능 교육 컨텐
츠 개발에 집중한다면, 지역 주도의 인공지능 교육 사업은 교육 정책 제
정을 비롯해, 인공지능 체험센터 건설, 랜선망 확충, 클라우드 건설 등 인
공지능 교육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 집중한다.
2018년 4월 13일 중국 교육부의 ｢교육정보화 2.0 행동계획에 관한
통지｣가 발표된 이래, 닝샤, 후난, 간쑤, 장시, 산시(陕西), 산둥, 구이양,
칭다오, 허난 등 성시급(省市級) 정부에서 속속 인공지능 기초교육을 위
한 정책을 마련했다. 주로 지역 교육 클라우드 건설, 교육 랜선망 구축,
교육자원 공공서비스 확충, 교사 양성 등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2018년 4월 13일 교육부는 ‘인터넷+교육’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교육
의 현대화와 교육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보화 2.0｣을 제정했
다. 이어 2019년 1월 교육부는 ｢정보화 2.0｣에 근거해 여러 방면의 연구
를 거쳐 일부 조건을 갖춘 지역을 선정해 ‘스마트교육 시범구’를 건설하
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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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스마트교육 시범구 명단

자료: 상하이시 민항구 인민정부 판공실, ｢민항구 스마트교육 실시방안｣(2019) 내용에 근거해 제작. 손민정 외(2020a), p. 14에서
인용하여 수정; 손민정 외(2020b), p. 7에서 인용하여 수정

2019년 4월 4일 교육부는 2019년도 스마트교육 시범구 건설 프로젝
트 명단을 공시했다. 첫 스마트교육 시범구는 모두 여덟 곳으로 베이징시
둥청구(北京市东城区), 산시성 윈청시(山西省运城市), 상하이시 민항구
(上海市闵行区), 후베이성 우한시(湖北省武汉市), 후난성 창샤시(湖南省
长沙市), 광둥성 광저우시(广东省广州市), 쓰촨성 청두시 우허우구(四川
省成都市武侯区), 허베이성 슝안신구(河北省雄安新区)이며, 스마트교육

시범구 건설 육성 구역으로 장쑤성 쑤저우시(江苏省苏州市), 산둥성 칭다
오시(山东省青岛市)를 선정했다.
‘인터넷+교육’은 과학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 기술과
교육 영역이 상호 결합한 새로운 교육 형식을 일컫는다. ‘인터넷+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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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은 첫째 교육의 공정화를 위해 기여한다는 점, 둘째 인터넷이라는 새
로운 기술과 혁신을 통해서 개인의 성장에 더 관심을 둔다는 점, 셋째,
정보 인프라의 확충이 전제되어 정보화를 앞당긴다는 점 등이 중요한 의
의로 꼽힌다.
2018년 7월 교육부는 닝샤를 ‘인터넷+교육’ 건설 시범구로 선정했다.
닝샤는 이에 시범구 건설을 위해 ｢닝샤 ‘인터넷+교육’ 시범구 건설 규획
(2018~2022)｣을 발표했다.

나. 스마트교육 시범구 사례
1) 상하이시 민항구
상하이시 민항구는 2019년 9월 26일 ｢민항구 ‘전국 스마트교육 시범구’
건설 실시방안(闵行区创建“全国智慧教育示范区”实施方案), 이하 ‘민항구
실시방안’｣을 발표해 스마트교육 시범구 건설 사업의 총체적인 윤곽을
확정했다.
민항구 실시방안은 ‘데이터를 동력으로 학생 개별 능력에 맞는 대규모
의 교학 실천’과 ‘개방과 융합, 다원공생 발전, 정부 주도, 대학 연구, 기
업 서비스, 학교 실천’, ‘인터넷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개성화, 평생 교
육의 구역 교육 체계 건립’이라는 총체적 요구 아래 하나의 교육 클라우
드 플랫폼 건립, 두 종류의 응용 보조 제작, 5대 계정 서비스 등을 구체적
목표로 설정했다.

146 ❙ 중국의 인공지능(AI) 교육 동향 탐색

그림 4-19

민항구 전국 스마트 교육 시범구 건설 실시방안

총체적 요구

구체적 목표

다섯 가지 임무

자료: 상하이시 민항구 인민정부 판공실, ｢민항구 스마트교육 실시방안｣(2019) 내용에 근거해 제작.

민항구 실시방안은 스마트캠퍼스 건설의 목표에 근거해 5가지의 주요
임무를 설정했다. 첫째, 교실에 인공지능 학습기술 적용, 둘째, 개성화 학
습 실천, 셋째, 교육 거버넌스의 현대화 촉진, 넷째 교육 클라우드 서비스
체계 건립, 다섯 번째 디지털 캠퍼스의 전면적 건설이다. 그 내용을 간단
하게 정리하면 [표 4-8]과 같다.

표 4-8

상하이 민항구 스마트캠퍼스 건설의 주요 임무
주요 임무

내용
1. 디지털화된 교학을 초중등 전 과정 전 과목에 적용.

교실에 인공지능 학습기술
적용

2. ‘디지털 가방’, 학생의 학습 과정 데이터를 모두 기록.
3. 데이터 실증에 기반한 학생 능력 맞춤 교학
4. 차별화된 교학 실천 전개
5. 학업과정 맞춤화 추진.

개성화 학습 실천

6. 학습과정 데이터에 기반해 학습자 특징 묘사와 종합 소질 평가 전개
7.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와 적응형 학습 실천을 전개
8. 개성화된 학습 지도와 서비스 전개. 개성화 교학이론과 실천 방면의 훈련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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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계속
주요 임무

내용
9. 교육응용시스템의 클라우드 개조와 응용 융합 전개
10. 교육의 ‘인터넷 정무서비스’ 전개

교육 거버넌스의 현대화

11. 데이터 기반 교육 정책결정으로 서비스의 정밀화 촉진
12. 교내외의 교육 자원, 응용시스템과 교육서비스를 통합해 정보서비스 시스템(교사
클라우드, 학생 클라우드, 학부모 클라우드) 제공

교육 클라우드 서비스 체계
건립

13. 구역 교육업계 클라우드 플랫폼 건설
14. 교육 데이터 건설, 데이터의 개방과 융합 강화
15. 구역 교육망 업그레이드해 구역 교육 클라우드의 안전보장체계 구축
16. 초중등 지능화 교학환경건설과 응용 추진

디지털 캠퍼스의
전면적 건설

17. 캠퍼스 지능응용장의 건설과 응용 전개
18. 미래학교의 건설 탐색

자료: 상하이시 민항구 인민정부 판공실, ｢민항구 스마트교육 실시방안｣(2019) 내용에 근거해 정리.

민항구 실시방안을 살펴보면, 민항구가 설정한 주요 임무에서 가장 두드
러지는 것은 ‘능력별 교육(因材施教)’이다. 발달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학생의 능력에 맞춘 교육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한다. 예를 들면, [표 4-8]
의 ‘3. 데이터 실증에 기반한 학생 능력 맞춤 교학’에 있어서, 자원의 배치,
짝꿍 선택, 숙제 안배, 스마트한 피드백 등 ‘학습자 능력에 맞는 교학’ 형식
을 계획하며, 교육과정을 단위로 학생을 모아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2) 산시성(山西省) 윈청시
윈청시의 스마트 교육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윈청시는 2015년부터
스마트 교육을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에 포함시켜, 4,935만 위안을 투입
해 시내 초중등학교에서 스마트 교육 시범교육을 실시했다. 2015년 이후
4년 동안 지방 정부는 6억 5천만 위안의 재정 투자를 해서 시 전체에 스
마트 교육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에 집중했다. 그리고 2019년 ‘전국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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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교육 시범구’ 중 하나로 지정됐다.
윈청시는 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먼저 83만 명의 학생을
포괄할 수 있는 클라우드 건설을 기획하고 있다. 이른바 ‘클라우드 개학,
클라우드 교육, 클라우드 교실, 클라우드 회의, 클라우드 독서, 클라우드
체육, 클라우드 노동의 전개(‘云’开学, ‘云’课程, ‘云’课堂, ‘云’班会, ‘云’读书,
‘云’体育, ‘云’劳动蓬勃开展)’를 목표로 한다. 윈청시는 이를 위해 알리바
바와 협력해, 알리바바의 딩딩(钉钉) 플랫폼에 기반해 윈청시 스마트 교육
전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 서비스를 통해 시급 학교와 현급
학교를 잇고, 기술진 및 교사 교육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180)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은 ‘능력별 교육(因材施教)’, ‘지역 상황에 맞춘
교육(因地施教)’을 원칙으로 한다. 윈청시는 인터넷을 통한 지역 일체화,
즉 ‘원(one) 인터넷, 원 플랫폼, 원 리소스, 원 계정, 원 클릭’ 실현을 목
표로 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건설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
습을 융합한 블렌디드 러닝을 전개할 계획에 있다.

다. ‘인터넷+교육’ 닝샤회족자치구 시범구 사례
1) 인터넷 인프라 건설
닝샤회족자치구는 2018년 11월 최초로 ‘인터넷+교육’ 건설 시범구로
지정되었다. 닝샤회족자치구 인민정부는 2018년 11월 20일 ｢‘인터넷+
교육’ 시범구 건설 규획(2018~2022)｣을 발행해,181) 향후 5년의 사업에

180) ｢山西运城打造区域智慧教育新样态｣(2020. 6.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13).
181) 닝샤회족자치구 인민정부, ｢自治区人民政府关于印发宁夏“互联网+教育”示范区建设规划(2018年-2022年)
通知｣(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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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닝샤는 우선 교육자원 공유, 혁신 소
양 교육, 교사 대오 건설, 교내 당 건설 및 사상정치(学校党建思政), 현대
교육 거버넌스 등 5개 방면의 건설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각 목표에
맞는 30개의 주요 임무를 설정했다([표 4-9]).
표 4-9

닝샤회족자치구 ‘인터넷+교육’ 시범구 건설의 주요 임무
주요 임무

내용
1. ‘인터넷+교육’ 플랫폼 개선

성급 교육 클라우드 플랫폼 업그레이드

2. 플랫폼의 서비스 능력 업그레이드
3. 교육자원 공유 계획 실시
4. 인터넷 학습 공간 응용과 보급 추진

전 성에 인터넷 학습공간 응용 건설

5. 개인용 인터넷 학습공간(人人通) 특별 훈련 강화
6. 평생 학습 시스템 개선
7. 혁신 소양 교육 환경 건설

혁신 소양 교육 추진

8. 교실 교학의 변혁 추진
9. 교학 평가 시스템 개선
10. 학생의 정보화 소양 제고
11. 학교, 교실의 디지털 교학 설비(‘班班通’,‘校校通’) 수준 제고

디지털 캠퍼스 규범 건설

12. 초중고교와 대학교에 디지털 캠퍼스 전면 보급
13. 대학교, 직업학교의 디지털 캠퍼스 서비스 능력 제고
14. 교사 빅데이터 관리 메커니즘 건립

인공지능으로 교사대오 건설 강화

15. 교사를 위한 스마트 조수 연구개발 과 응용 추진
16. 미래 교사 육성 모델의 혁신
17. 스마트 연수 전개해 교사 지지
18. ‘스마트 당 건설’의 담지체 혁신

학교에 ‘스마트 당 건설’ 계획

19. 인터넷 전투 보루 건설
20. 인터넷 ‘당원의 집’ 건설
21. 인터넷에 교사와 학생을 위한 ‘정신의 집’ 건설

인터넷 사상정치사업 행동

22. 인터넷 인재 육성의 실효성 강화
23. 인터넷 사상정치사업 대오 건설 강화
24. 교육 거버넌스 빅데이터 통합 응용 심화

교육 거버넌스 능력 최적화

25. 교육 괌리 감독 지능화 수준의 제고
26. 교육 정무서비스 효능의 제고

인터넷을 통한 교육 보조
인터넷 안전 종합 거버넌스 행동

27. 빈곤지역의 교육정보화 발전 지지
28. 성 간 학교 결연 전개
29. 인터넷 안전감측경보 전개
30. 인터넷 안전 관리 규범화

자료: ｢自治区人民政府关于印发宁夏 “互联网+教育”示范区建设规划(2018年-2022年)通知｣ 내용에 근거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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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지만 낙후한 지역인 닝샤에서 ‘인터넷+교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임
무는 인터넷 인프라의 전면적 보급이다. 닝샤회족자치구는 전국 ‘인터넷
+교육’ 건설 시범구 선정을 계기로, ‘클라우드-인터넷-단말기(云—网—
端)’ 서비스 프레임을 일차적으로 건설하고, 자치구 전체 3,456개 학교에

인터넷을 보급하며 65%의 학교에 랜선 100M 이상 확보, 85% 학교 교실
에 디지털화 교학 설비 설치, 교육 클라우드의 초보적 설치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닝샤회족자치구 교육 클라우드인 닝샤교육자원공공서비스플랫폼(宁夏
教育资源公共服务平台)의 경우, 2020년 9월 기준, 닝샤자치구의 각 시와

현, 구의 교육 행정 부문들이 이미 닝샤 교육 클라우드에 응용 공간을 개
통했고, 자치구 내 1,092개의 학교가 교육 클라우드에 등록했다. 또 교사
의 공간 개통률은 100%, 교사의 공간 활용률은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182)

2) 인공지능 교사 대오 건설
닝샤회족자치구의 ‘인터넷+교육’ 건설 사업 중 ‘인공지능으로 교사대오
건설 강화’의 임무는 이후 중국 교육부의 ‘인공지능 교사대오 건설’ 사업
시범성으로 지정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닝샤회족자치구는 2019년 1월 ‘인공지능으로 교사대오 건설 행동’ 시
범성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닝샤회족자치구가 스쭈이산시(石嘴山市)를
‘교육부 인공지능 교사대오 건설행동 시범 도시(教育部人工智能助推教师
队伍建设行动试点城市)’로 지정한 뒤, 스쭈이산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혁

182) 닝샤교육자원공공서비스플랫폼(宁夏教育资源公共服务平台) 홈페이지 내용에 근거해 정리.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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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추진했다. 2019년 7월, 스쭈이산 교육부문은 스쭈이산시에서 ‘인공
지능 교사 대오 건설을 위한 현장 추진회’를 개최했다. 스쭈이산 교육부
문은 유명 대학, 인공지능 교육 기업가와 협력해, 교사 육성 혁신, 교사
스마트 교육 소양 제고, 교사를 위한 교육 보조 앱, 인공지능 교사 교육
개혁 추진, 교육 교학 혁신 추진 등의 목표를 제정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스쭈이산 교체국(教体局)은 아이플라이텍, 양파 아카데미(洋葱数学)183)
등과 MOU를 체결했다.184)
그림 4-20

인공지능 교사대오 건설 행동 닝샤 시범사업 방안

자료: 닝샤회족자치구, ｢人工智能助推教师队伍建设行动宁夏试点工作方案｣ 내용에 근거해 정리.

183) 양파 아카데미는 2013년 말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양린펑(杨临风), 듀크대학을 졸업한 주뤄전(朱若辰), 전
혁신공장 ‘덴신点心OS’의 기술관 리눠(李诺)가 공동 설립한 초중등 단계 인터넷 보급 교육 회사이다.
100% 인간-기계 상호 학습 교학 모델을 채용해 양질의 동영상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양파 아카데미
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부터 5-8분 길이의 애니메이션 강의를 채택해 학생들의 집중력과 자발성을 끌어냈
다는 데에 있다. 현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학, 어문, 물리, 화학 등 전 과목을 아우르고 있다.
184) ｢宁夏石嘴山 “人工智能助推教师队伍建设行动试点” 初具成效｣(2019. 7.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13). 손민정 외(2020a), p. 26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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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구와 실험학교 추진
먼저 인프라가 비교적 잘 깔린 스쭈이산시, 우중시(吴忠市), 인촨시샤
구(银川西夏区), 허란현(贺兰县) 등을 실험 지구로 지정하고, 닝샤대학과
닝샤사범대학을 교사 배양 실험 학교로 지정하며, 인촨1중(银川一中), 인
촨2중(银川二中), 우중시 차오양소학(吴忠市朝阳小学), 인촨시제1유아원
(银川市第一幼儿园) 등 15개 학교를 실험학교로 지정, 운영한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지식의 응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재를 제작
함으로써 교사가 교육 보조 앱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스마트 교
학을 시작하고, 일정한 수업을 개설해 시스템적인 인공지능 교육을 전개
한다.

❍ 인공지능 인프라 업그레이드
각지에 건설된 교사관리 데이터 시스템을 닝샤교육클라우드와 닝샤교
사인터넷연수 플랫폼에 합류시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전
자치구 교사의 교육의 질 검사 클라우드 플랫폼을 건설함으로써 지역과
학교 교육의 질적 평가, 교사 관리, 교사 직업 발전 평가와 학생의 학습
상황에 대한 스마트한 분석 평가를 실현한다.
또 각 학교마다 빅데이터와 정보화,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인공지능
교실과 VR 교실 등을 최소 1개 이상 건설한다.

❍ 교사를 위한 교육 보조 앱 활용
실험학교에 학습자 중심의 스마트 교실 건설 외에, 교수·학습 관리, 교
구, 교육 보조 앱, 부대 교육 자원 등을 도입해 교사를 위해 스마트한 교
수·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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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교사 거버넌스 빅데이터로 교사 관리 지지
자치구의 모든 교사가 닝샤교육클라우드와 닝샤교사인터넷연수플랫폼
에 등록하고 개인 학습 공간을 개통함으로써 각지에 건설된 교육 플랫폼
데이터와 완전히 연결하고 원 클릭 등록을 실현한다.

❍ 인공지능으로 교육 및 교학의 개혁을 추진
자치구 전체의 교육의 질 평가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을 건설해, 교학
의 과정에서 생긴 교사와 학생의 각종 데이터에 대해 종합적인 통계와 데
이터 분석을 진행한다. 이로써 교학과 학습의 내용, 학습 자원, 교학 행위
등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시스템적인 분석을 하고, 모든 학생과 교사
의 관계, 친구 관계, 부모의 지지, 학습 전략, 정서와 지적 능력, 인지 능
력, 학습 동기 및 학업 부담과 태도 등에 대해 지표적인 평가와 분석을
진행한다.

❍ 전체 교사를 위한 스마트 연수 추진
닝샤교사인터넷연수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해서, 교사의 지식, 능력, 심
리상황, 업무 발전을 위한 요구 등 각종 측면에서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
하고, 교사의 연수 요구를 접수한다. 교사의 발전 현황과 진도에 근거해
서 자치구급, 시급, 현급 교사 훈련 연수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정밀 설
계한다. 훈련 방식을 개혁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한 혼합형 연수
모델을 실행한다.

❍ 인공지능 핵심인재가 인재 배양을 견인
인공지능 핵심인재가 일반 인재를 배양하는 강도를 강화하고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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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위한 특별 연수반을 열고, 정보화 관리 능력이 비교적 강한 우수
한 학교의 교장과 핵심 교사를 선정해 참여하도록 한다.

❍ 인공지능+교육의 질적 균형의 전면화
전 자치구의 이민촌과 농촌의 열악한 학교의 교사에 대해 카드를 작성
하고 전문 스마트 교육 훈련과 위탁 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또 자치구 내
사범대와 비교적 수준이 높은 중고등학교를 이민촌 학교와 농촌의 열악한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어 원거리 동시 스마트 교실을 건설하도록 한다.

❍ 당의 건설과 교사의 덕성과 학풍 관리의 스마트화
닝샤교육클라우드플랫폼을 이용해 전 자치구 교육 스마트 당조직건설
(黨建) 시스템을 건설해, 당의 건설과 교사의 덕성과 학풍 관리 특별란을
만들고, 온라인 학습, 온라인 시험, 선봉 당원 비평, 당조직 건설 및 전시,
교사의 자질과 학풍 감독 등 기능을 설치한다.

이와 같이 닝샤회족자치구는 2019년 1월 ‘인공지능 교사대오 건설 행동’
시범 성으로 지정된 이래, 시와 현의 행정 간부, 교육 연구, 전산 교원,
교사 등에 대해 여러 주제의 ‘인터넷+교육’과 인공지능 교사대오 건설을
위한 특별 강좌, 연수 등을 실시했고, 누적 참가자가 5천 명을 넘어섰
다.185)

185) ｢加速教师观念进化 促进教师角色转变 宁夏石嘴山：人工智能助推教师队伍建设｣(2019. 7.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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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정책 비교
2. 교육과정 비교
3. 학교 교육 사례 비교

1. 교육 정책 비교
가. 한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
최근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강조되면서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2016년 ‘2030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미
래교육 청사진’을 발표하여 학생 수업 선택권 확대,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자율성 강화, 첨단 미래학교 육성 프로젝트 추진,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
심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
의 방향과 전략’ 시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
를 기르는 교육을 중장기 교육방향과 전략으로 채택하여, 초·중·고 및 대
학의 SW 교육 활성화, 지능정보기술 학과 및 대학원 집중지원, 지능정보
분야 연수기회 및 연구비 지원을 통한 지능정보기술 분야 저변 확대 및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186)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AI 시대 미래
비전과 전략을 담은 ‘AI 국가전략’을 발표하여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재밌고 쉽게 소프트웨어와 AI를 학습하고,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
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및 AI 교육을
초·중등 필수교육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교원의 양성·임용과정
부터 소프트웨어·AI 과목 이수를 지원하여, 교대에서 AI 관련 내용을 필
수로 이수토록 교사 자격 취득 기준을 개정하고, 사범대의 경우 교직과목

186) 교육부(2016), p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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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련 전공과목에 SW·AI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교육대학원에는 AI
융합교육 관련 전공을 신설하여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다.187)

그림 5-1

인공지능 국가전략 인포그래픽

자료: 과학기술통신부(2019)에서 인용

1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pp. 4~7.

제5장 인공지능 교육의 한중 비교❙ 159

특히 교육부는 2019년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
안’을 발표하여 AI 교사 5천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대학
원에 인공지능 융합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연간 1천명 씩 5년간 5천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전국의 교육대학원에 인공
지능 융합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초중등 교원을 선발하고, 4학기 동안 빅
데이터,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중점적으로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사들의 AI 활용 역량을 배양하고 실제 수업에서도 인공지능이
나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
획이다.188)
교육부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AI·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 기반 조성 및 대학 혁신을 추진을 발표하였다. 2020년은 모든 초·
중학교에 SW 교육 의무화가 완료되는 시점이며, 이와 동시에 AI 교육으
로의 전환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 단계별 AI 교육 내용 기준(안)
을 마련하고, 고등학교에서는 AI 기초·융합 선택 과목을 신설하여 2021년
부터 적용하고, 시범학교 운영, 전문 교육 인력 양성 등을 통해 AI 교육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 교육 종합방안’을 수립하여 전 국민이
AI 시대에 필요한 소양을 기르고, AI 교육 등을 위해 2024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실에 무선망을 설치할 계획이다.189)
그리고 교육부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
작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도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 운영고
(34개교)’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 운영고에 선

188) 교육부(2019), pp. 1~2.
189) 교육부(2020a),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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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소인수 선택 과목 개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수강을 희망하는 인
근 학교 학생에게도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거점 학교 역할을
맡는다. 거점형 일반 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여, [그림 5-2]와 같이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전체 교과 수업의 15% 내외를 인공지능, 정보,
정보과학 등 다양한 과목으로 편성·운영한다. 또한, 4단위 이상의 과목을
공동 교육과정으로 개설하여 인근의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인
공지능 융합 과목에 대한 교사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름·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인공지능 관련 과목 심화 연수를 추진한다.190)

그림 5-2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 운영 계획 (예)

◼ (인천) 인천 연성고

학교 교육과정
1 ~ 2학년 공통 과목

2 ~ 3학년 선택 과목

정보, 프로그래밍

정보과학, 인공지능,
인공지능 수학 등

공동 교육과정
(인근 학교 학생 이수 가능)
+

인공지능, 데이터과학 등

◼ (충북) 주성고

학교 교육과정
1학년 공통 과목

2 ~ 3학년 선택 과목

정보

정보과학,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빅데이터 분석 등

공동 교육과정
(인근 학교 학생 이수 가능)
+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등

자료: 교육부(2020b), p. 2.

190) 교육부(2020b),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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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초등학교 및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가 2020년 완료됨
에 따라 인공지능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초·중고 단계별 인공지능 교
육 내용 기준(안)’을 마련하고, 2021년 적용할 고등학교 인공지능 기초·
융합 선택 과목을 만들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보
조 교재도 개발한다.191)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2020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
학교’ 2,011개교를 선정하면서, 이 중 247개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시
범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2015년부터 SW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SW 교육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SW
교육 선도학교는 2015년 228교를 시작으로 2019년 1,834개교로 매년
확대 운영하며, 교과(초등 실과, 중등 정보)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
학기, 학생동아리 등에서 다양한 SW 교육을 시행하고, 수업 공개, 교원
및 학부모 대상 특강 등을 통해 SW 교육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였다. 특히 2020년에는 인공지능 교육 시범운영 학교를 지정하여 그동안
조성된 SW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현장에 적합한 인공지능 교육
을 실시한다. 이러한 인공지능 교육 시범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연수
를 실시하고 교사연구회를 지원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인공지능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인공지능 교육 기반을 마
련할 계획이다.192)
그리고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을 통해 미래

191) 교육부(2020b), p. 3.
192) 교육부(2020d),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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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갈 과학·수학·정보 핵심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
한 체계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
계획은 독립적으로 각각 시기를 달리하여 수립 및 추진되어 정책의 연계
성 및 효과성이 부족하였다. 이를 보완하여 교과간의 연계와 융합을 바탕
으로 4개 영역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다. 특히 ‘정보
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학생들이 정보·AI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 교사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먼저 초등학
교 1∼4학년은 ICT 활용교육, 5∼6학년은 정보·AI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정보 수업 시간을 확대하여 체계적인 정
보·AI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기초’, ‘데
이터 과학’ 등 다양한 과목을 신설하여 학생의 진로·진학 설계에 따라 심
화 학습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여 체계적인 정보·AI 역량을 기를 수 있
도록 정보 교육과정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AI 인재
육성을 위해 기존 영재학교 중에서 역량 있는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고,
영재학교 및 과학고 학생 선발 시에 정보 및 AI 관련 분야를 별도 선발하
여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AI 융합교육 거점
고 운영, SW 교육 선도학교 중 역량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AI 교육 선
도·시범 학교 운영을 통해 우수 교육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을 지원한다.
그리고 현직 교사의 정보·AI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연수 기회,
학습 연구년제, 특별 연수 과정, AI 융합 교육대학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AI 교육 기준안을 마련하여 학교급별 수준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는 놀
이·체험 중심으로, 중학교는 AI의 원리 이해와 실생활 적용, 고등학교는
AI 원리 습득과 교과 융합의 방향으로 AI 교육 내용 및 범위를 마련할 예
정이다.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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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비교를 통한 시사점
중국의 교육 정책은 본 연구의 2장과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앙 정부
가 주도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정층설계(顶层设计, Top Level Design)’의
특징을 강하게 띄고 있다. ｢발전규획｣과 ｢행동계획｣은 ‘하나의 혁신체계’
와 ‘다층적 교육 체계’라는 정층설계로 인공지능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참
여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의 주체로 대학과 기업이
나설 수 있는 길을 보장하였다. 그 일례로 4장에서 보았듯이 인공지능 교
재를 센스타임(SenceTime, 商汤)이나 아이플라이텍(iFLYTEK, 科大讯飞)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업과 칭화대학(清华大学) 같은 첨단
인공지능 관련 연구기관을 보유한 대학이 발빠르게 편찬함으로써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층설계’의 장점은 각 정
부 부처를 통합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민간, 기업, 학교 등 각계 각
처를 두루 아울러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총괄성’이 있다는 것
이다.
정층설계(顶层设计)의 구조에서 인공지능의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
이나 대학이 인공지능 교육 보급의 주체가 되어 공교육을 주도하게 된다.
이 때 주목할 점은 인공지능 발전 정책을 국가 주도하에 수립하였지만,
국가는 계획을 수립할 뿐 실제 이를 추진하는 주체는 기업이나 학교 등
민간이라는 점이다. 특히 인공지능은 최첨단 분야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의 첨단 기술을 보유한 쪽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 정
책이 비록 교육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국가는 교육부라는 정부 부처에 국
한시키지 않고 민간이나 학계 등 다양한 분야를 주체로 세우는 것이다.
193) 교육부(2020b), p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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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개방형 플랫폼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인공지능 교재를 제작하고 오
픈소스를 제공하며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에 적극 나섰기 때문에 인공지능 교육의 주체와 대상, 내용과 형식이
서로 연결되고 인공지능의 이론과 기술, 인재와 플랫폼이 상호 작동하는
산업-연구-교육-응용이 한데 어우러진 새로운 혁신적 교육시스템의 모
델이 마련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은 교육부가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전략은 ‘AI 국가전략’이라고 하여 범정부 차
원에서 발표하였으나 중국처럼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였다기보다는 미래
청사진만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편이
라 ‘AI 국가전략’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한 인공지능의 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교육부에서 최근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교육은 교육 체계 내부의 솔루션을 마련하
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교육 정
책이 ‘AI 국가전략’과의 연계성 하에 어떤 부분을 구체화하고 있는지 찾
아보기 어렵다보니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은 교육부 소관의 정
책이 되어 중국과 비교할 때 정책의 위상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가령 우
리나라의 인공지능 교육은 교육 당국과 교사들의 협의에 의한 교육과정
개정과 교사 연수 프로그램, 선도학교 또는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다보니 정층설계에 의한 산-학-연 연계 시스템을 추진하는 중국과
비교할 때 규모나 체계 면에서 미흡한 점이 보이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각국이 국가 전략의 차원에서 기술 헤게모니 경쟁에서 우
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최첨단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부 단독으
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 부처가 모두 합심하여 구체적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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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전략의 시행 주체이자 주도권은 인공
지능 기술을 담보한 기업과 학계에 있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차세대 인
공지능’ 전략은 국무원, ‘교육 현대화’ 전략은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발표
함으로써 AI를 국가 전략으로 승격하고 국가는 정부, 기업, 대학, 협회의
4가지 경로를 통해 3단계 전략 목표([그림 2-1] 참조)를 달성하고자 하였
다. 가령 정부는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해외파 고급 인재를 귀국하게 하
는 등 인재 유치 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규 및 법률과 산업 표준을 갖추
는 정책 지원을 제공하면, 기업은 정확한 발전 방향을 세워 산-학 협동으
로 AI 인재를 양성하고 장기적인 인재 대책을 수립하고 오픈 강의 등을
열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돕는다. 대학은 개방 정책을 도입해 기업과 협력
하고 관련 학문을 발전시키고, 협회는 산-학-연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구
축하고 상호 교류 플랫폼과 성과 변환 시스템을 갖추는 식이다.194) 인공
지능 정책의 국가 주도성을 분명히 하되, 인공지능의 발전은 기업과 학계
등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교육 체계를 넘어서는 상위의 정층설계를 통해 국가
각 부문과 역량을 통합하고 총괄적 조정과 배치를 추구하는 점을 주목하
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 역시 교육이나 인재 육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여 교육부의 정책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으로서 국가
주도성을 분명히 하되,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과 발전 전략 수립은 인공지
능 기술을 담보한 기업과 학계 등 민간에게 과감히 넘겨 이들이 인공지능
정책을 주도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194) 이상의 인공지능 인재 관련 제언은 중문인터넷데이터자료망 199IT 홈페이지, ｢腾讯研究院：2017年全
球人工智能人才白皮书｣, 201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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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교육’ 측면에 주목하여 인공지능 교육 정책으로 국한하여
생각해 보더라도 중국의 ‘인공지능+교육’의 거시성을 본받아 인공지능
교육 정책이 미래 교육, 장기적 전망의 일환으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은 국가 전략으로서 ‘차세대 인공지능’과
또 다른 국가 전략으로서 ‘교육 현대화’의 접점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층
위의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어 훨씬 거시적이다. ‘차세대 인공지능’의 관
점에서 시급한 일은 인재의 배양이지만, 중국은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의
임무를 인공지능 관련 고급인재 양성에 국한하지 않고 보편 교육의 입장
에서도 고민을 진행하고 있다. 단, 그 고민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가르칠
까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혁신적 교육 모델을 탐색하고 교육 서비스의 공
급과 교육 거버넌스에서의 신모델을 구축하는 데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고민이 거시적이고 장기적이며 미래 지향적
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인공지능의 전체 산업 분야 도입, 그
리고 최근의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상태에서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은 교육 자체가 인공지능 기술로 거듭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묵직하다.

2. 교육과정 비교
가. 한국 ‘정보’ 교육과정
우리나라의 컴퓨터 교육은 1969년에 문교부령 제251호로 부분 개정·
고시에 따라 컴퓨터에 관한 내용이 고등학교의 ‘산업 일반’ 과목에 일부
포함되면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반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교육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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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은 제3차 교육과정부터이며, 제4차 교육과정을 통해 고등학교의 산
업 기술과 수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초·중
학교 단계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문 계열 고등
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일반 교육으로의 컴퓨터 교육의 방향성을 갖게 되
었다.195).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는 컴퓨터 교육이 응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
여 실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 해결에 컴퓨터를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일반 보통 교육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응용 프로그
램을 활용한 문제 해결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으로 과도기적 성격
을 지니고 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어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컴퓨터 교육 체제로 전환하였다.196)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 컴퓨터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교
과의 목표를 컴퓨터를 생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내용으로 강
조하며, 다양한 교과의 학습 활동에 정보 기술을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였
다.197)
우리나라의 정보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기존의 ICT 활용 중심의 교육을 탈피하고, 컴퓨터과학 원리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컴퓨팅 사고력을 도입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시작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정보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95) 전문가 협의회(2020).
196) 교육부(1992), pp. 193~199.
197) 교육부(1997), pp. 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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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 개정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07년 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 - 79 호로 공포되었으며,
중학교는 2010년 1학년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각각 2011년 2학년,
2012년에는 3학년까지 적용된다.198)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컴퓨터 관련 과목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과목의 목표, 성격, 교과 내용의 단계별 연계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과목
명칭을 ‘정보’로 변경하였다.199)
정보 기술의 도구적 활용뿐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지식·정보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력 및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기 위
해 단순 응용 프로그램 기능 교육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컴퓨터 과학
의 원리와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 정보 윤리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였다. 초등학교에서의 선행 학습한 내용은 가급적 피하고,
선택 과목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선수 내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 학습 및 자율 학습을 통해 보강하도록
하였다. 영역별 내용 요소는 3개 학년에 걸쳐 지도할 수 있도록 3개의 단
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200)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중학교 정보
과목의 내용은 [표 5-1]과 같다.

198) 교육인적자원부부(2007a), p. 3.
199) 교육인적자원부부(2007b), p. 15.
200) 교육인적자원부(2007c), pp. 2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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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영역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정보 과목의 내용
내 용 요소
1단계

2단계

3단계

⚪ 컴퓨터의 구성과 동작
ㆍ컴퓨터의 구성요소
ㆍ컴퓨터의 동작원리

⚪ 운영체제의 이해
ㆍ운영체제의 원리
ㆍ운영체제의 기능
ㆍ운영체제의 종류와 활용

⚪ 네트워크의 이해
ㆍ네트워크의 개념
ㆍ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와 동작 방식
ㆍ네트워크 서비스

정보의
표현과
관리

⚪ 정보와 자료구조
ㆍ정보와 자료의 개념
ㆍ정보의 유형과 표현
ㆍ자료구조의 유형
⚪ 자료의 표현과 연산
ㆍ이진수와 이진연산
ㆍ이진코드

⚪ 선형 구조
ㆍ선형 구조의 개념
ㆍ배열의 개념
⚪ 멀티미디어 정보의 표현
ㆍ그림 및 사진의 표현
ㆍ소리의 표현

⚪ 선형 구조
ㆍ스택의 개념과 연산
ㆍ큐의 개념과 연산
ㆍ리스트의 개념
⚪ 멀티미디어 정보의 표현
ㆍ동영상의 표현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

⚪ 문제와 문제 해결 과정
ㆍ문제의 분석과 표현
ㆍ문제 해결 과정
⚪ 프로그래밍의 기초
ㆍ변수의 개념과 활용
ㆍ자료의 입력과 출력
ㆍ제어문의 이해

⚪ 알고리즘의 개요
ㆍ알고리즘의 이해
ㆍ알고리즘의 표현
⚪ 알고리즘의 실제
ㆍ알고리즘의 설계
ㆍ알고리즘의 분석
ㆍ알고리즘의 구현

⚪ 자료의 정렬
ㆍ자료의 정렬 방법
ㆍ정렬 알고리즘의 구현
⚪ 자료의 탐색
ㆍ자료의 탐색 방법
ㆍ탐색 알고리즘의 구현

⚪ 정보 사회와 윤리
ㆍ정보 사회의 역기능과 대책
ㆍ개인 정보 보호
⚪ 정보의 수집과 전달
ㆍ정보의 수집과 가공
ㆍ정보의 전달

⚪ 정보의 공유와 보호
ㆍ정보의 공유와 관리
ㆍ정보 보호 기술과
지적 재산권
⚪ 웹 문서의 작성
ㆍ웹 문서의 이해
ㆍ웹 문서의 편집

⚪ 정보 기술과 산업
ㆍ정보 기술의 변화
ㆍ정보 산업의 미래
⚪ 멀티미디어 정보의 가공
ㆍ애니메이션의 제작
ㆍ동영상의 가공

정보
기기의
구성과
동작

정보
사회와
정보
기술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b, p.17

2)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 12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 - 41 호로 공포되었으며, 중학교는 2011년 1학년부터 시작하여 연
차적으로 2012년 2학년, 2013년에는 3학년까지 각각 적용된다.201)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 및 학년군 도입을 위해 교육 내용
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였고, 국가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201) 교육과학기술부(2009),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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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내용을 대폭 추가하였다. 특히 정보 보안 및 정보윤리 교육에
대한 국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윤리 교육 내용을 세분화하고 학
교급별로 체계성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효율적
문제해결을 위한 컴퓨팅 사고력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 내용을 강화하여
정보 과학 교육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교육내용의 적절성을 고려
하여, 중학교의 3단계를 하나의 단계로 통합하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의 교육내용은 위계성을 갖추도록 구성하여 단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는 독립된 교과가 아니며, 5∼6학년군의 실과에서 기술
의 세계 영역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중학교는 선택 과목으로
정보가 있고, 고등학교는 생활·교양 영역에서 심화 과목으로 정보를 편성
할 수 있도록 하였다.202)
중학교의 교육 내용은 [표 5-2]와 같이 정보과학과 정보윤리, 정보기
기의 구성과 동작, 정보의 표현과 관리, 문제해결 방법과 절차로 이루어
져 있다.203)
표 5-2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정보 과목의 내용
학년군

중학교 1~3학년군

영역

정보 과학과
정보 윤리

◦ 정보 과학과 정보 사회
- 정보 과학 기술의 역사
- 새로운 정보 기술의 윤리적 활용
◦ 정보의 윤리적 활용
- 개인 정보의 침해와 대응 방안
- 지적재산의 보호와 정보 공유
◦ 정보 사회의 역기능과 대처
- 인터넷 중독과 예방
- 악성 프로그램과 대응방안
- 정보 기기의 보호

202) 김경훈 외( 2012), pp. 11~15.
203) 교육과학기술부(2011),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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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속
학년군

중학교 1~3학년군

영역

정보 기기의
구성과 동작

◦ 컴퓨터의 구성과 동작
- 컴퓨터의 구성 요소
- 컴퓨터의 동작 원리
- 컴퓨터의 종류와 활용
◦ 운영체제의 이해
- 운영체제의 개념
- 운영체제의 동작 및 기능
- 운영체제의 종류와 활용
◦ 네트워크의 이해
- 네트워크의 개념
- 네트워크의 동작 및 기능
- 네트워크의 종류와 활용

정보의
표현과 관리

◦ 자료와 정보
- 자료와 정보의 개념
- 다양한 표현 방법
- 디지털 정보
◦ 정보의 이진 표현
- 수치 정보
- 문자 정보
- 멀티미디어 정보
◦ 정보의 구조화
- 정보 구조의 개념
- 정보의 구조화 방법 및 사례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

◦ 문제 해결 방법
- 문제의 분석과 표현
- 문제 해결 과정
◦ 문제 해결 절차
- 알고리즘의 이해와 표현
- 알고리즘의 설계와 작성
- 정렬과 탐색 방법의 이해
◦ 프로그래밍의 기초
-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해
- 변수의 개념과 활용
- 자료의 입력과 출력
- 제어문의 이해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pp. 4~5.

3)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5년 9월 23일 교육부 고시 제 2015 - 74
호로 공포되었으며, 중학교는 2018년 1학년부터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2019년 2학년, 2020년에는 3학년까지 각각 적용된다.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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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실과에 17시간 이상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도입하여, 놀이 및 체험 중심의 알고리즘 교육
과 교육용 도구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체험을 통해 재밌고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학교는 기존의 선택과목이던 ‘정보’를,『과학/기술ㆍ가
정/정보』교과군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34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
록 하여, 컴퓨팅 사고력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였다. 고등학교
는 ‘정보’ 과목을 소프트웨어 교육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기존의 심화
선택에서 일반선택 과목으로 전환하였다.205)
2015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으로 정보문화소양, 컴퓨팅
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선정하였다. 컴퓨팅 사고력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계산적 사고력을 보다 발전시켰고, 정보문화소양은
정보 윤리적 소양을 확대하여 정보보호능력 및 정보기술활용능력을 포괄
하는 방향으로 재정의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협력적 문제 해결,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제시하였다.206)
2015 개정 정보 교육과정의 중요한 변화는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 중
심으로 확대 및 개편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영
역을 강화하였으며, 컴퓨팅 사고력을 위한 핵심 개념으로 ‘추상화(abstraction)’
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문제 해결 과정을 추상화,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으로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컴퓨팅 사고력의 핵심
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별도의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여
내용과 수준을 강화하였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 해결 방법과

204) 교육부(2015b), p. 142.
205) 교육부(2015c), pp. 8~9.
206) 교육부(2015d), pp. 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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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영역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영역
으로 전환하였고, 세부 단계를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한 내용으로 구체
화하였다.207)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는 [표 5-3]과 같이 실과의 일부 영
역으로, 중·고등학교는 정보 과목을 통해 [표 5-4], [표 5-5]와 같이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5-3

영역

2015 개정 초등학교 실과에서의 정보 교육 내용 및 성취기준
핵심
개념

인간
발달과
가족

발달

가정
생활과
안전

생활
문화

자원
관리와
자립

관리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성취기준

관계

안전

생애
설계
창조
효율

기술
시스템

기능

∙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
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 절차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생각하고 적용한다.
통신 기술은 정보를 생산, ∙ 소프트웨어의 이해
∙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여 기초
가공하여 다양한 수단과 ∙ 절차적 문제해결
소통
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체험한다.
장치를 통하여 송수신하여 ∙ 프로그래밍 요소
∙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처리를 수
공유한다.
와 구조
행한 후 결과를 출력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
는 과정에서 순차, 선택, 반복 등의
구조를 이해한다.

207) 김경훈 외(2015),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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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색하기
∙ 계획하기
∙ 실천하기
∙ 조작하기
∙ 활용하기
∙ 적용하기
∙ 종합하기
∙ 평가하기
∙ 제안하기
∙ 설계하기
∙ 제작하기
∙ 실행하기
∙ 판단하기
∙ 조사하기
∙ 추론하기

표 5-3

계속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성취기준

기능

적응

기술 활용 혁신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 발명과 문제해결
발명과 기술 개발에서의
표준은 국가와 사회의
∙ 개인 정보와 지식 ∙ 사이버 중독 예방, 개인 정보 보호
혁신과 발전에 기여한다.
재산 보호
및 지식 재산 보호의 의미를 알고
∙ 로봇의 기능과 구조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 생활 속에서 로봇 활용 사례를 통
해 작동 원리와 활용 분야를 이해
한다.
∙ 여러 가지 센서를 장착한 로봇을
제작한다.

지속
가능
자료: 교육부(2015d), pp. 5~14 일부 수정.

표 5-4

영역

2015 개정 중학교 정보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핵심 개념

내용 요소

성취기준

기능

정보
사회

정보
윤리

∙ 탐색하기
∙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정보와 저
∙ 분석하기
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
∙ 실천하기
보
보호,
저작권
보호
방법을
실천한다.
정보윤리는 정보사회에서
∙ 계획하기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올바
∙ 정보사회에서 개인이 지켜야 하는 사이
른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다.
버 윤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사이버 폭
∙ 사이버 윤리
력 방지와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의 예방법을 실천한다.
∙ 개인정보와
저작권 보호

정보
문화

자료와
정보

일반화된 지식

정보사회는 정보의 생산과
∙ 정보기술의 발달과 소프트웨어가 개인
의 삶과 사회에 미친 영향과 가치를 분석
활용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 ∙ 정보사회의
하고 그에 따른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여
며, 정보와 관련된 새로운 특성과 진로
직업이 등장하고 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한다.

숫자, 문자, 그림, 소리 등 아
∙ 디지털 정보의 속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자료와
날로그 자료는 디지털로 변 ∙ 자료의 유형과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표
정보의
환되어 컴퓨터 내부에서 처 디지털 표현 현되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 형태
표현
∙ 분석하기
리된다.
로 표현한다.
∙ 표현하기
∙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 ∙ 자료의 수집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 ∙ 수집하기
자료와
∙ 관리하기
료와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한다.
정보의
검색, 분류, 처리, 구조화 등
분석
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정보의 구조화 ∙ 실생활의 정보를 표, 다이어그램 등 다양
한 형태로 구조화하여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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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영역

계속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성취기준

기능

∙ 실생활 문제 상황에서 문제의 현재 상태,
추상화는 문제를 이해하고
목표 상태를 이해하고 목표 상태에 도달
분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 문제 이해
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작업을 분석한다.
추상화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거
나 작은 문제로 나누는 과정
∙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와 불필요한 요
∙ 핵심요소 추출
이다.
소를 분류한다.
∙ 논리적인 문제 해결 절차인 알고리즘의
∙
알고리즘
이해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생활 문제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을
의 해결과정을 알고리즘으로 구상한다. ∙ 비교하기
알고리즘 위한 효율적인 방법과 절차
∙ 분석하기
이다.
∙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 핵심요소
∙ 알고리즘 표현
문제
탐색하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추출하기
해결과
∙ 표현하기
∙
사용할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발
환경
및
프로
∙ 프로그래밍
특성을 이해한다.
그래밍
∙ 입력과 출력
∙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입력 받아 처리하 하기
∙ 구현하기
고 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 협력하기
프로그래밍은 문제의 해결
∙ 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변수와 연산자
∙ 변수와 연산
프로 책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그래밍 구현하여 자동화하는 과정
∙ 순차, 선택, 반복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
이다.
하고 세 가지 구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 제어 구조
작성한다.
∙ 프로그래밍
응용

∙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협력하여 설계, 개발, 비교･분석한다.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
컴퓨팅 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 컴퓨팅 기기 ∙ 컴퓨팅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시스템의 컴퓨팅 시스템은 외부로부 의 구성과 동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이해하고 유기적
동작 원리 터 자료를 입력받아 효율적 작 원리
인 상호 관계를 분석한다.
컴퓨팅
으로 처리하여 출력한다.
시스템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다양
피지컬 한 입･출력 장치로 피지컬 컴 ∙ 센서 기반 프 ∙ 센서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및 동작 제어 프
컴퓨팅 퓨팅 시스템을 구성하고 프 로그램 구현 로그램을 구현한다.
로그래밍을 통해 제어한다.
자료: 교육부(2015d), pp.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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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하기
∙ 설계하기
∙ 프로그래밍
하기
∙ 구현하기
∙ 협력하기

표 5-5

영역

2015 개정 고등학교 정보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핵심
개념
정보
사회

정보
문화
정보
윤리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성취 기준

정보사회는 정보의 생산과 활
∙ 정보사회에서 정보과학의 지식과 기술
용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며, ∙ 정보과학과 이 활용되는 분야를 탐색하고 영향력을
정보와 관련된 새로운 직업이 진로
평가한다.
∙ 정보과학 분야의 직업과 진로를 탐색한다.
등장하고 있다.

∙ 정보보호 제도 및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 탐색하기
∙ 정보보호와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실천한다.
보안
∙ 정보보안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암호 설정, ∙ 평가하기
접근 권한 관리 등 정보보안을 실천한다. ∙ 실천하기
정보윤리는 정보사회에서 구
∙ 계획하기
성원이 지켜야 하는 올바른 가
∙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제도 및 방법을
∙ 저작권 활용
치관과 행동 양식이다.
알고 올바르게 활용한다.
∙ 사이버 윤리

∙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이해하고 사이
버 윤리를 실천한다.

자료와 숫자, 문자, 그림, 소리 등 아날
∙ 효율적인
정보의 로그 자료는 디지털로 변환되
디지털 표현
표현 어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된다.

∙ 동일한 정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디지털
로 변환되어 표현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정보 활용 목적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방
법을 선택한다.

∙ 컴퓨팅 환경에서 생산되는 방대하고 복
잡한 종류의 자료들을 수집, 분석, 활용
하기 위한 컴퓨팅 기술의 역할과 중요성
자료와
정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 ∙ 자료의 분석 을 이해한다.
자료와
∙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 도구
와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검
정보의
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
색, 분류, 처리, 구조화 등의 방
분석
집하고 분석한다.
법으로 이루어진다.
∙ 정보의 관리

문제
해결과
프로
그래밍

추상화는 문제를 이해하고 분
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필
추상화
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작은
문제로 나누는 과정이다.

알고
리즘

기능

다양한 제어 구조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수행
시간의 관점에서 알고리즘을
분석한다.

∙ 분석하기
∙ 선택하기
∙ 수집하기
∙ 관리하기
∙ 협력하기

∙ 정보를 관리하는 데 적합한 컴퓨팅 도구
를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보를 체계
적으로 관리한다.

∙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의 현재 상태,
목표 상태를 이해하고 목표 상태에 도달
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작업을 분석한다. ∙ 비교하기
∙ 문제 분석
∙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불필 ∙ 분석하기
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요소를 ∙ 핵심요소
추출하기
추출한다.
∙ 분해하기
∙ 문제 분해와 ∙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 가능한 작 ∙ 설계하기
모델링
은 단위의 문제로 분해하고 모델링 한다. ∙ 표현하기
∙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등의 제 ∙ 프로그래밍
∙ 알고리즘
어 구조를 활용하여 논리적이고 효율적 하기
설계
∙ 구현하기
인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 협력하기
∙ 알고리즘 ∙ 다양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수행시간의
분석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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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영역

계속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성취 기준

∙ 프로그램
개발 환경

∙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발 환
경 및 특성을 이해한다.

∙ 변수와
자료형

∙ 자료형에 적합한 변수를 정의하고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 연산자

∙ 다양한 연산자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작
성한다.

∙ 표준입출
력과 파일
입출력
문제
프로그래밍은 문제의 해결책
해결과 프로
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 ∙ 중첩 제어
프로 그래밍
구조
여 자동화하는 과정이다.
그래밍

∙ 배열
∙ 함수

기능

∙ 비교하기
∙ 표준입출력과 파일입출력을 활용한 프 ∙ 분석하기
로그램을 작성한다.
∙ 핵심요소
추출하기
∙ 순차, 선택, 반복 구조를 활용한 프로그 ∙ 분해하기
램을 작성한다.
∙ 설계하기
∙ 중첩 제어 구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작 ∙ 표현하기
성한다.
∙ 프로그래밍
∙ 배열의 개념을 이해하고 배열을 활용한 하기
∙ 구현하기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 협력하기
∙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함수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알
고리즘을 협력하여 설계한다.
∙ 프로그래밍
∙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설
응용
계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
고 효율성을 비교･분석한다.
∙ 운영체제의 개념과 기능을 이해하고 운
영체제를 활용하여 컴퓨팅 시스템의 자
∙ 활용하기
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 관리하기
∙ 유무선 네트워크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
∙ 설계하기
용하는 컴퓨팅 시스템의 네트워크 환경
∙ 프로그래밍
을 설정한다.
하기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다양한
∙ 문제 해결에 적합한 하드웨어를 선택하 ∙ 구현하기
피지컬 입･출력 장치로 피지컬 컴퓨 ∙ 피지컬
여 컴퓨팅 장치를 구성한다.
∙ 협력하기
컴퓨팅 팅 시스템을 구성하고 프로그 컴퓨팅 구현 ∙ 피지컬 컴퓨팅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기
래밍을 통해 제어한다.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컴퓨팅
시스템
의 동작
컴퓨팅 원리
시스템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 운영체제
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컴퓨 역할
팅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자료
를 입력받아 효율적으로 처리 ∙ 네트워크
하여 출력한다.
환경 설정

자료: 교육부(2015d), pp.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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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정보기술’ 교육과정
1) 중국 교육과정 총론 체계 및 개정
중국의 학제는 9개년 의무교육(초등학교 및 중학교) 기간과 3개년 고
등학교 과정으로 나뉘어 있다.
중국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국가 수준에
서208) 2001년 기초교육 교육과정 개혁을 시작하였는데, 개혁 범위에는
유아 교육, 의무 교육,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해당한다.209)
중국은 개정 교육과정을 동시에 전국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개정안210)을 먼저 발표한 뒤, 이 개정안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
영한 뒤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과정을 거친다. 2001년에 총론 편제표 실
험방안을 발표하고,211) 의무교육 단계의 교과 교육과정 표준 개정안을
발표하였다.212) 일반 고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표준은 2003년에 개정안
을 발표하였다.213)

208) 교육부가 발표한 《기초교육 교육과정개혁 요강(시행)》에서 “교육부는 《교육개혁 심화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 국무원의 전인교육 추진 결정》과 《기초교육 개혁과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기
초교육의 교육과정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기초교육의 교육과정 체계, 구성, 내용을 조정 및 개혁
하고, 전인교육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초교육 교육과정 체제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하였
는데, 이는 교육과정을 국가 수준에서 결정함을 알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1999), 中共中央国
务院关于深化教育改革全面推进素质教育的决定(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15); 중화인민공화국 교
육부(2001a), 教育部关于印发《基础教育课程改革纲要(试行)》的通知(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15)
209)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2001a), 教育部关于印发《基础教育课程改革纲要(试行)》的通知(온라인 자료, 검
색일:2020. 4. 7.)
210) 개정안은 실험(实验), 실험방안(实验方案), 실험판(实验版), 실험고(实验稿) 등의 부제가 교육과정에 붙는다.
211)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2001b), 教育部关于印发《义务教育课程设置实验方案》的通知(온라인 자료, 검
색일: 2020. 5. 24)
212) ‘전일제 의무교육 ○○ 교육과정 표준(실험안)《全日制义务教育○○课程标准(实验稿)》’이라는 이름으로
2001년 7월에 발표되었다.
213)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2003), 教育部关于印发《普通高中课程方案(实验)》和语文等十五个学科课程标
准(实验)的通知(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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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계획요강(2010~2020년)’에 따라
10년간의 실험과 수정 단계를 거쳐 의무교육 단계의 어문(语文), 영어,
수학 등 교과 교육과정 표준(2011년판)을 개정하여 2012년 가을부터 시
행하고,214) 일반 고등학교의 개정 교과 교육과정 표준(2017년판)은
2018년 1월에 공시하고 2018년 가을부터 시행하였다.215)
또한 2020년 5월 11일에 중국공산당의 19기 4중전회(四中全会) 정신
과 전국교육대회 정신을 깊이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표준을 수정 고시하였다.216)

2) 중학교 정보기술 교육과정 표준
가) 초중등 정보기술 교육과정 지도요강(시행)
1984년 덩샤오핑이 “컴퓨터 보급은 어린이부터!”라고 말하자 「중국공산당

중앙 국무원의 교육 개혁 심화 및 소양 교육 전면 추진에 관한 결정」에서
“고등학교와 여건이 되는 중학교, 초등학교에 컴퓨터 활용 및 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2000년 교육부는 「초중등 정보기술 교육과정 지도요강
(시행)」을 반포하여 전국 초중고에 정보기술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도하

였다.217) 이 지도요강에서 학교급별 수업 시간은 [표 5-6]과 같이 정하고 있다.

214)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2011), 教育部关于印发义务教育语文等学科课程标准(2011年版)的通知(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4. 7)
215)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2018c), 教育部关于印发《普通高中课程方案和语文等学科课程标准(2017年版)》的
通知(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5. 24)
216)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2020a), 教育部关于印发普通高中课程方案和语文等学科课程标准(2017年版
2020年修订)的通知, 教材(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4) 이번 개정 교과교육과정은 ‘2017년판 2020년
수정’으로 부른다.
217)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2000), 教育部关于印发《中小学信息技术课程指导纲要(试行)》的通知(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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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정보기술 교육과정 수업 시간 안배
학교급

수업 시간

초등학교

68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

고등학교

70~140 시간

학년 총 수업 시간
910 (1~2학년)
1050 (3~6학년)
1190 (1~2학년)
1122 (3학년)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2000), 教育部关于印发《中小学信息技术课程指导纲要(试行)》的通知에 의거해 제작

또한 이 지도요강에서 학교급별 정보기술 교육과정 내용은 [표 5-7]과
같이 정하고 있다.
표 5-7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별 정보기술 교육과정 내용
교육과정 내용
1. 정보기술 활용 환경 및 일부 정보 표현 형식을 이해한다.
2. 컴퓨터에 대한 감성적 인식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정보기술이 활용된다는 것을 이해해 학생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사용하는데 흥미와 인식을 갖도록 한다.
3. 정보기술을 사용할 때 타인과의 협력을 배우고 연령에 맞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사용해 학습하는 것을 배운다.
4. 타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을 사용해 정보를 얻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취미 등을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다.
5.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정보기술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컴퓨터 사용과 관련된
좋은 습관을 기르고 책임의식을 갖도록 한다.
1. 학생들의 정보의식을 강화하고, 정보기술의 발전이 업무와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한다.
2. 컴퓨터의 기본적인 일처리 원리를 대체로 이해하고, 실제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구와 소프트웨어
사용을 익힌다.
3. 멀티미디어 도구, 관련 설비, 기술 등을 응용해 다른 교육과정 학습에 활용하는 것을 배워 그것을 바탕으로
타인과 협력하거나 독립적으로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과제를 수행한다.
4. 타인의 도움을 받아 전자정보 출처의 진실성, 정확성, 관련성을 평가하고 식별하는 것을 배운다.
5. 지적재산권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해 법률과 정보 관련 에티켓에 따라 정보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비교적 강한 정보의식을 갖추고 정보기술이 발전이 업무와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한다.
2. 컴퓨터의 기본적인 일처리 원리 및 네트워크의 기본 지식을 이해한다. 인터넷 정보를 능숙하게 사용해 정보를
획득, 전송, 처리, 활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익힌다.
3. 정보기술을 운용해 다른 교육과정을 배우는 방법을 터득한다.
4. 학생들이 정보기술 도구를 선택하고 사용해 스스로 배우고 탐구하는 능력을 키우며, 실제 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키운다.
5. 프로그램 설계의 기본적인 구상을 이해해 논리적인 사고능력을 키운다.
6.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기술을 능숙하게 운용해 정보를 편집, 종합, 제작, 전송하고 멀티미디어 작품을
창의적으로 제작한다.
7. 전자정보 자원의 진실성, 정확성,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다.
8. 정확한 과학적 태도를 갖추고 법률과 정보 관련 에티켓에 근거해 정보기술을 사용하고 정보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2000), 教育部关于印发《中小学信息技术课程指导纲要(试行)》的通知 번역하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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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개정된 의무교육 교과 편제표에서 정보기술 교과는 전체 교과
편제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종합실천활동에 포함되어 있다. 즉 “종합
실천활동을 증설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기술교육, 연구성학습, 지역
봉사 및 사회실천, 노동과 기술 교육 등이 포함된다.”218)라고 되어 있다.
표 5-8

교육과정
구분

의무교육 시기 교육과정 편제표 및 비중(2001년 개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품덕과
생활

품덕과
생활

품덕과
사회

품덕과
사회

품덕과
사회

품덕과
사회

과학

과학

과학

과학

7학년

8학년

9학년

9년
수업시간
총계(비율)

사상품덕 사상품덕 사상품덕

7~9%

역사와사회
(또는 역사, 지리 선택)

3~4%

과학
(또는 생물, 물리, 화학 선택)

7~9%

어문

어문

어문

어문

어문

어문

어문

어문

어문

20~22%

수학

수학

수학

수학

수학

수학

수학

수학

수학

13~15%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6~8%

체육

체육

체육

체육

체육과
건강

체육과
건강

체육과
건강

10~11%

체육

체육

예술(또는 음악, 미술 선택)

9~11%

종합실천활동
16~20%
지방 및 학교 교육과정
주당 총
수업시간

26

26

30

30

30

30

34

34

34

274

학년 총
수업시간

910

910

1050

1050

1050

1050

1190

1190

1122

9522

자료: 중국교육부(2001b), 教育部关于印发《义务教育课程设置实验方案》的通知」 번역하여 제작

218)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2001b), 教育部关于印发《义务教育课程设置实验方案》的通知(온라인 자료, 검
색일: 2020.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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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학교 정보기술 교육과정219)
중학교 정보기술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정보기술 기초, 멀티미디어
기술 응용 초보, 데이터 처리, 인터넷 활용의 4개 모듈로 구성된다([그림
5-3] 참조).

그림 5-3

중학교 정보기술 교육과정 내용체계
중학교 정보기술 교육과정

정보기술 기초

멀티미디어 기술 응용 초보

인터넷 활용

데이터 처리

자료: 人民教育出版社课程教材研究所信息技术课程教材研究开发中心(2013), p. 4 인용 번역.

이러한 내용 체계를 토대로 교실 수업에서 교사가 수업 내용을 설계하고
교육 목표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성취도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표 5-9],
[표 5-10], [표 5-11], [표 5-12] 참조).

① 정보기술 기초
정보기술 기초 모듈은 정보와 정보기술, 정보기술의 활용과 발전, 컴
퓨터 초급지식과 기본 원리, 컴퓨터의 기본 조작, 정보기술과 사회를 중
심으로 학습내용과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표 5-9] 참조).

219) 이 내용은 인민교육출판사 교육과정교재연구센터 정보기술교육과정교재연구개발센터(人民教育出版社
课程教材研究所信息技术课程教材研究开发中心)에서 편찬한 중학교 정보기술 학업성취도 평가기준
(실험안)(初中信息技术学业评价标准(实验稿)) 의 일부를 번역하여 작성함(한국외대 이나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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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정보기술 기초 모듈의 평가기준

학습내용

평가기준
자신이 정보에 대해 이해한 바를 간략하게 말할 수 있다

정보의 개념

인류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사회 발전에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

정보의 특징

실제 생활에서의 예를 들어 정보의 중요한 특징을 기술할 수 있다
주어진 사례에 드러난 정보 특징을 추출해낼 수 있다
정보의 출처, 정보의 집결지, 정보의 경로 등의 관련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정보의 전달

정보의 전달과정을 실례를 들어 기술할 수 있다
자신이 참여한 정보 전달 행위를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다

정보의 처리

정보 처리의 함의를 말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 처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정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정보에 대한 인식

주변 정보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수많은 정보에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
정보 기술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갖추길 희망한다
정보 기술이 어떠한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정보 기술 및 용도

사회생활에서 활용되는 정보 기술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정보 기술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 소개할 수 있다

정보 기술의 발전

정보 기술 발전 과정 중 중요한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말할 수 있다
정보 기술 발전 동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보기술이 인류 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고 있다

정보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보 기술은 국가의 핵심 무기임을 알고 있다
정보에 대한 소양 제고가 개인의 발전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있다
정보 기술의 발전 동향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정보 기술에 대한 학습과 숙련도 제고에 대한 신념과 결심이 확고하다

정보 기술과 컴퓨터
컴퓨터 정보 처리의
특징과 활용

정보기술과 컴퓨터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
컴퓨터 관련 지식과 기술에 대한 숙련도 제고가 정보 기술 학습에 핵심 요소임을 알고 있다
자신의 경험과 이해를 근거로 컴퓨터의 특성을 간략하게 개괄할 수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컴퓨터가 활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컴퓨터 발전 역사 과정에서 일련의 중요한 사건을 말할 수 있다

컴퓨터 발전 역사

컴퓨터 발전 단계를 개괄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 컴퓨터의 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을 말할 수 있다
컴퓨터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한 과학자들의 업적을 알고 있다

컴퓨터 지식 학습에
대한 바람

컴퓨터 분야 관련 지식과 기술을 심도 있게 학습하길 원한다
컴퓨터가 향후 정보화 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인정한다
정보 기술 관련 분야의 과학자 가운데 자신의 롤모델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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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계속

학습내용

평가기준
컴퓨터와 연결된 상용 장치의 명칭과 기능을 말할 수 있다

컴퓨터 외부 구성

컴퓨터와 주요 장치를 연결할 수 있다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를 구분할 수 있다
컴퓨터 집적회로의 개념과 그것이 정보 기술 발전을 이끌었던 역할을 알고 있다

컴퓨터 내부 구성

CPU, 램, 하드디스크 등 주요 부품의 기능을 말할 수 있다
서킷보드에서 일부 부품의 위치를 말할 수 있다
부품에 제시된 상관 수치 지표에 근거하여 성능의 고저를 판단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부분을 간략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역할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최소한 두 개 이상 운영 체제의 명칭을 말할 수 있다
최소한 4개 이상 상용 소프트웨어 명칭과 그 기능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 상황을 말할 수 있다

컴퓨터 구성

자신의 필요에 따라 컴퓨터 부품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제거할 수 있다

상용 컴퓨터
외부 장치

외부 장치(스캐너, 필기 입력판, 카메라, 휴대폰 등)의 사용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상용 외부 장치와 컴퓨터 간 데이터 입출력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컴퓨터의 강력한 정보 처리 기능을 인정한다
컴퓨터 정보 처리에 있어서 2진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2진법, 10진법, 16진법의 상호 변환을 할 수 있다

정보 인코딩

‘비트(bit)’와 ‘바이트(byte)’의 개념을 알고 있다
한자 부호 문자 세트를 이해하고 있다
한자 처리에 있어서 한자 코드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B, KB, MB, TB 등 단위의 환산 공식을 쓸 수 있다

저장 용량

파일 압축하기와
압축 풀기

컴퓨터의
작업 과정

주어진 저장 용량에 근거하여 저장 가능한 수량을 계산해낼 수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각종 저장 장치의 용량을 상호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구매에 조언을 할 수 있다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압축과 압축 풀기 도구의 용법을 숙지하고 있다
자료 압축이 데이터 전송에서 갖는 의의를 예를 들어 말할 수 있다
대용량 자료의 전송 시에 데이터 압축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컴퓨터의 문제 해결 과정을 묘사할 수 있다(문제는 교사가 제시)
컴퓨터의 저장 원리를 간략하게 기술할 수 있다
폰노이만 원리의 대략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다
컴퓨터를 낯설어하거나 막연한 신비감을 느끼지 않는다

컴퓨터 지식 학습에
대한 의지의 강인성

학습 상 부딪치는 실제 문제를 컴퓨터를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다른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컴퓨터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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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계속

학습내용

평가기준
오픈소스 문화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있다

오픈소스 문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주요 특징을 이해하고 있다
이미지 처리와 AV 재생 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잘 알고 있다
중국에서 공표한 소프트웨어 보호관련 저작권법 명칭을 말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저작권법 반포의 목적과 의의를 알고 있다
저작권법 중 핵심 규정을 간략하게 말할 수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존중과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인식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를 비난한다
나부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학습 동기를 고취하여 후에 중국 소프트웨어 개발에 공헌할 것이다
정보 보안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중국에서 정보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을 말할 수 있다

정보 보안

중국이 정보 보안을 위해 마련한 일련의 법적인 장치에 대해 알고 있다
정보 보안과 관련된 가장 일상적인 위협을 말할 수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와 정보 보안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
정보 보안이 사회 전체 정보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어떠한 행동이 비도덕적인 정보 행위인지 판단할 수 있다

정보에 관련된 건전한
도덕적 행위

부도덕한 정보 행위를 지적할 수 있다
심신 건강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퍼뜨리지 않는다
부모와 교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정보 교류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

최소 3개 이상의 컴퓨터 바이러스 명칭과 위험성을 말할 수 있다
역사상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실의 예를 알고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컴퓨터 바이러스의 명칭을 말할 수 있다

백신 프로그램의
사용

자신이 필요한 적합한 백신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다
컴퓨터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다
바이러스 백신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바이러스를 검색하고 치료할 수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위해성을 비난한다

스스로 보호하려는
마인드와 관련 행위

바이러스를 다른 컴퓨터에 퍼트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바이러스를 검색하고 치료한다

자료: 人民教育出版社课程教材研究所信息技术课程教材研究开发中心(2013), pp. 12~16 인용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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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멀티미디어 기술 응용 초보
멀티미디어 기술 응용 초보 모듈은 멀티미디어 기술 초보, 텍스트 정보
처리, 음성과 동영상 정보 처리, 간단한 애니메이션 제작, 멀티미디어 PPT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학습내용과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표 5-10] 참조).

표 5-10

멀티미디어 기술 응용 초보 모듈의 평가기준

학습내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평가기준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알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분류하여 보관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와 멀티미디어 기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다

멀티미디어와
멀티미디어 기술

멀티미디어 기술의 활용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기술의 함의와 활용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 동향을 이해하고 있다

텍스트 데이터의
획득
워드 프로세서의
사용

텍스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주요 방법과 경로를 알고 있다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적절한 경로를 통해 텍스트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
상용되는 워드프로세서의 명칭과 기능을 알고 있다
워드프로세서의 기본적인 조작법을 잘 알고 있다
워드프로세서를 활용한 문서 편집의 장점을 알고 있다
찾기와 바꾸기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

문서의 편집과 수정

맞춤법 검사와 영중 상호 번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미주, 각주, 페이지를 삽입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수정 기능으로 문서를 수정할 수 있다

전자 출판의
기획 및 설계

전자 출판 제작 과정을 알고 있다
상용되는 지면 레이아웃에 대해알고 있다
전자 출판 지면 배치와 기획을 할 수 있다
요구에 맞춰 전자 출판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다

전자 출판물 제작

이미지와 예술체 글자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표제어를 제작할 수 있다
전자 출판의 표지와 목차 등을 능숙하게 제작할 수 있다
이미지, 폰트, 그림 삽입 등을 자신이 선택해 상황에 맞는 전자 출판을 할 수 있다

판권에 대한 인식

타인의 자료를 가져왔을 때 출처를 밝혀야한다
타인의 자료를 사용할 때 출처를 밝혀 제작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전자 출판 평가 기준을 알고 있다

전자 출판에
대한 평가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자신과 타인의 전자 출판물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
타인의 건의 사항과 의견을 편견 없이 받아들여 전자 문서를 완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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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계속

학습내용

평가기준
상용되는 텍스트 문서의 형식을 알고 있다

텍스트 문서의
형식

요구에 맞춰 문서를 필요한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적절한 리더 소프트웨어를 선택해 전자 문서를 읽을 수 있다
PPT 문서 제작 과정을 알고 있다

PPT 기획 및 설계

PPT 문서의 구성을 알고 있다
PPT 문서의 주제에 근거하여 PPT 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
PPT슬라이드 쇼 구성을 설계할 수 있다
적당한 템플릿을 선택하여 슬라이드 쇼를 제작할 수 있다
주제에 맞게 슬라이드에 사진, 음성, 동영상 등을 삽입할 수 있다

PPT 문서의 제작

PPT 문서에 폰트, 사진, 예술체 글자 등의 설정을 할 수 있다
PPT 문서에 애니메이션 효과와 슬라이드 전환 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요구에 맞춰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수 있다
PPT 문서 평가 기준을 알고 있다

PPT 문서 평가

자신과 타인의 PPT문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편견 없이 받아들여 PPT 문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색상 사용 원칙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색상 관련 지식

색상의 온도 관련 지식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작품(과제 결과물)에 색을 조화롭게 설정할 수 있다

그래픽 이미지 자료의
취득
이미지 파일 형식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

그래픽 이미지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주용 방법과 경로를 알고 있다
실제 상황에 맞게 그래픽 자료를 적절한 경로를 통해 선택할 수 있다
이미지 파일의 형식을 알고 있다
이미지 파일 형식을 조건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상용되는 그래픽 처리 프로그램의 명칭을 알고 있다
요구에 맞게 적당한 그래픽 처리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그래픽을 가공 처리할 수 있다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 메뉴의 주요 기능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

이미지
편집 및 가공

이미지의 밝기, 대비도, 색상을 요구에 맞게 바꿀 수 있다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특수 효과를 첨가할 수 있다
주제에 맞춰 이미지를 적절하게 자르고, 이미지의 형태와 크기를 변환할 수 있다
이미지 제작의 기본 절차와 마인드를 이해하고 있다

이미지 제작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 메뉴에 제공되는 도구를 사용하여 능숙하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특색 있고 주제를 포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그릴 수 있다
제작 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음성 자료 취득

음성 자료 취득의 주요 방법과 경로를 알고 있다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음성 자료를 적절한 경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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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계속

학습내용
음성 자료
재생과 편집
소프트웨어

평가기준
상용되는 음성 자료 재생과 편집 소프트웨어를 알고 있다
상용되는 음성 파일 형식을 알고 있다
상용되는 음성 파일을 재생할 수 있다
음성 편집 소프트웨어로 음성을 녹음할 수 있다

음성 자료
편집 가공

주제에 맞게 음성의 일부분을 편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르기, 붙이기, 음성 합성 등을 할 수 있다
요구에 맞춰 적절한 음성 편집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다
음성 자료 작품에 대한 평가 방법을 이해하고 있다

동영상 자료의 취득

동영상 재생과
편집 소프트웨어

동영상 자료
편집 가공

동영상 자료를 취득하는 주요 방법과 경로를 알고 있다
실제 상황에 맞게 동영상을 적절한 경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상용되는 동영상 재생 및 편집 소프트웨어를 알고 있다
상용되는 동영상 파일 형식을 알고 있다
상용되는 동영상 파일을 재생할 수 있다
동영상 자료의 부분 잘라내기, 나누기, 붙이기 등의 조작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동영상을 요구에 맞춰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동영상 작품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에 대해 알고 있다
간단한 동영상 제작 절차에 대해 알고 있다

간단한
동영상 제작

간단한 동영상의 인트로와 엔딩을 제작할 수 있다
자막, 음성, 동영상 효과를 삽입할 수 있다
제작한 동영상 가져오기, 내보내기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의 기본 유형을 알고 있다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 제작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생성 원리를 알고 있다
컴퓨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의 기본 원리에 대해 알고 있다
상용되는 애니메이션 제작 소프트웨어를 알고 있다

애니메이션
프레임(frame)과 키
프레임(key-frame)

애니메이션 프레임의 개념을 알고 있다
애니메이션 키 프레임의 개념을 알고 있다
프레임과 키 프레임의 역할에 대해 알고 있다
애니메이션 문서를 열어서 재생할 수 있다
프레임을 삽입하고, 화면에 글자를 삽입하며 글자 형식을 설계하는 것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간단한
애니메이션 제작

글자에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다
사진의 전환 효과와 일련의 특수효과에 대해 알고 있다
주제에 맞게 사진에 적절한 전환 효과와 특수 효과를 줄 수 있다
애니메이션 최적화 팁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
프레임을 편집하여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편집 가공

키 프레임 중 대상의 속성을 변경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다
복수의 동적인 대상을 담은 애니메이션 과정을 이해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작품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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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계속

학습내용
협력 마인드
정보의 게시와 교류에
관한 주요 방식

평가기준
모둠 구성원이 협력하여 멀티미디어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동료들을 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보의 게시와 교류의 주요 방식을 알고 있다
정보의 게시와 교류를 위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전체 조작 과정을 요약할 수 있다
학습한 지식을 일상 학습과 생활에 응용할 수 있다

문제 해결

생동감 있고 정확한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낼 수 있다
적절한 신체 언어(바디 랭귀지)을 곁들여서 자신의 작업 과정과 결과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최적화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료: 人民教育出版社课程教材研究所信息技术课程教材研究开发中心(2013), pp.16~20 인용 번역.

③ 데이터 처리
데이터 처리 모듈은 데이터처리 소프트웨어 이해, 데이터 조사와 입력,
데이터 통계와 계산, 데이터 분석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학습내용과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표 5-11] 참조).
표 5-11

데이터 처리 모듈의 평가기준

학습내용

평가기준
실제 생활에서 데이터 처리의 예를 최소 3개 말할 수 있다

데이터 처리 이해

수작업을 통한 데이터 처리와 컴퓨터를 활용한 데이터 처리의 차이를 말할 수 있다
컴퓨터를 활용한 데이터 처리에 흥미를 느끼고, 이에 대한 학습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워크시트의 행과 열을 이해하고 있다

워크북과
워크시트 이해

워크북과 워크시트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
현재 열려있는 워크시트와 셀이 어떤 것인지 구분할 수 있다
행 번호와 열 번호에 근거하여 셀 주소를 특정할 수 있다
지정한 셀을 현재 작업 활성화된 셀로 설정할 수 있다

데이터 입력

데이터를 능숙하게 입력할 수 있다
데이터를 편집 수정할 수 있다

셀 주소

셀의 절대적인 주소와 상대적인 주소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정확한 격식에 맞춰 셀의 절대적주소와 상대적 주소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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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계속

학습내용

평가기준
엑셀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공식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공식의 의미와 역할

수식 입력줄의 기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소프트웨어에서 규정한 격식에 맞게 공식을 적을 수 있다
각종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말할 수 있다
셀에 공식을 입력할 수 있다
셀에 잘못 입력된 수치와 공식을 수정할 수 있다

간단한 데이터의
통계 처리

채우기 핸들을 사용하여 일련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공식을 복사하는 방법을 통해 지정한 셀의 데이터를 계산한다
자동합계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간단한 데이터를 통계 처리할 수 있다
요구에 맞춰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다

데이터의
필터링과 정렬

사용자 지정 목록 정렬 함의를 말할 수 있다
각 지정 목록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요구에 맞게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다
컴퓨터로 데이터를 처리하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컴퓨터 데이터 처리의
장점 인정

자신의 학습과 생활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데이터를 컴퓨터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자 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
더욱 다양한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능숙해지길 원한다
컴퓨터를 활용한 데이터 갱신의 편리함을 알고 있다
향후 데이터 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습하고자 한다.

데이터의 증감

개별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할 수 있다
지정한 위치에서 전체 행과 열을 삽입하고 삭제할 수 있다
동일한 워크북에 워크시트를 복사할 수 있다

워크시트 조작

워크시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워크시트에 특정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워크시트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상용되는 데이터 형식 몇 가지를 말할 수 있다

데이터 형식

일반적인 규칙, 수치, 화폐, 날짜, 기호 등 형식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지정 셀 데이터 형식을 설정할 수 있다
형식이 정확하지 않아 발생한 데이터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범위를 지정해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할 수 있다

워크시트 꾸미기

셀 병합을 할 수 있다
셀 또는 셀 범위를 설정해 색을 채울 수 있다
셀 또는 셀 범위를 설정해 윤곽선 테두리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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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계속

학습내용

평가기준
데이터 서식을 적절하게 꾸며 데이터 서식의 시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

여러 장의 워크북에 페이지 번호를 붙일 수 있다
워크북의 여러 개 워크시트를 효과적으로 배열하고 명명하여 데이터 검색을 편리하게 한다
복사 혹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원본 파일을 보호할 수 있다
길고 가로로 넒은 워크시트를 출력할 수 있다

워크시트의 출력

요구에 맞게 스프레드시트를 출력할 수 있다
엑셀 머리글을 요구에 맞게 출력해낼 수 있다
엑셀프로그램에서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함수에 대한 이해

소프트웨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함수의 명칭과 기능을 말할 수 있다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여 수치 데이터를 계산해낼 수 있다

함수 기능 체험

함수와 공식의 관계를 알고 있다
함수를 이용한 계산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고 생각한다
간단한 통계 도표를 만들 수 있다

통계 도표 작성

분석 요구에 따라 정확한 도표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도표의 세로축과 가로축을 구별하여 말할 수 있다
통계 도표의 함의를 이해하고 있다

데이터 통계 도표에
대한 이해

상용되는 통계 도표의 역할과 사용처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주어진 통계 도표가 담고 있는 현상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주어진 통계 도표를 보고 수치에 숨어 있는 현상을 말할 수 있다
도표를 종합하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통계 도표에 적합한 표제를 붙일 수 있다

통계 도표 꾸미기

가로축과 세로축에 적당한 표제를 붙일 수 있다
도표의 각 항목의 글자 형식을 설정할 수 있다
도표의 위치와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통계 도표로 인한 데이터 분석의 편리함을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인식과 관련 행위

통계 도표에 담겨져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 후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데이터 조사와 데이터 분석은 실사구시의 행위이다.

자료: 人民教育出版社课程教材研究所信息技术课程教材研究开发中心(2013), pp. 20~23 인용 번역.

④ 인터넷 활용
인터넷 활용 모듈은 인터넷의 활용, 네트워크 구성과 관리, 웹사이트
구축을 중심으로 학습내용과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표 5-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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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인터넷 활용 모듈의 평가기준

학습 내용
분류 목록 검색

평가기준
분류 목록 검색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
분류 목록을 사용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조작 방법에 능숙하다
키워드를 선택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능숙하다

키워드 검색

키워드 조합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키워드와 관련 논리 관계를 적절하게 설정해 검색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검색 도구를 사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권위 있는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획득의 습관

네트워크에는 가짜뉴스도 혼재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정부 기관 등 권위 있는 웹사이트에서 획득한 정보가 신뢰도가 높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
권위적인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취득하려는 자세를 갖추고, 다른 방식을 통해 이에 대해 검증을 할
수 있다
음성,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에 능숙하다

정보 검색

요구에 맞춰 특정한 형식의 문서를 검색할 수 있다
적합한 검색 도구를 사용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맞춤형 검색 기능에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를 열 수 있다

맞춤형 검색

검색 조건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으며, 요구에 맞춰 맞춤형 검색을 할 수 있다
요구에 맞춰 비교적 복잡한 검색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검색 엔진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에
대한 태도

검색 엔진이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생활 중 많은 문제를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다운로드 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소프트웨어는 바이러스나 트로이 목마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시스템
의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함부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타인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이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기 전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구하려고 한다
네트워크 보안의 개념을 알고 있다
네트워크 보안의 위협 요소를 알고 있다
방화벽의 개념을 알고 있다

네트워크 보안

상용 백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안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악성 소프트웨어를 제거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발생한 보안상 허점을 보완할 수 있다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시스템 방어상 허점을 보완할 수 있다
시스템 중 의심되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다
시스템의 진단 결과 보고서를 능숙하게 생성시킬 수 있다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시스템 허점 등이 시시각각 시스템의 보안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정보 보안 의식

컴퓨터 안전을 보호하는 조작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우수한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 도구가 시스템
안전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있다
시스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어려운 작업임을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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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계속

학습 내용

평가기준
컴퓨터 네트워크가 사회생활에서담당 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있다
HTTP, WWW 등이 나타내는 의미를 알고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조합을 이해하고 있다
컴퓨터 간 네트워크 통신의 기본 원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생활 중에서 근거리 통신망과 광역 통신망에 관한 예를 들 수 있다
상용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몇 가지 알고 있다
IP주소와 도메인의 형식에 대해 익숙하게 알고 있다

IP주소와 도메인

IP주소와 도메인의 관계를 알고 있다
IP주소와 도메인 분할 관리 체계를 이해하고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
이해

컴퓨터 네트워크 구성이 개인과 사회에 끼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인정 한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필수적인 것이며, 관련된 기능적인 면을 학습하는 것은 필수다
전자우편의 주소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전자 우편 주소 각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다

E-MAIL 사용

전자 우편함 설치를 신청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전자 우편을 보내고 받는 것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SMTP서버와 POP3서버 설치를 적절하게 할 수 있다
전자 우편의 신속함을 알고 있지만 스팸메일로 인한 곤란함도 알고 있다
인스턴트 메신저 계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스턴트 메신저

메신저에 친구 등록을 추가할 수 있다
메신저 친구와 정보 주고받기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
메신저 친구와 음성 통화,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다

인스턴트 메신저에
대한 태도

인스턴트 메신저의 매력을 알고 있으며, 메신저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원한다
과도한 메신저를 통한 대화의 유해성을 알고 있으며, 스스로 자제할 수 있다
네트워크 예절을 지키며, 이에 관련된 의식 있는 대처를 스스로 할 수 있다
타인의 블로그/SNS를 능숙하게 방문할 수 있으며, 블로그 내용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블로그/SNS(웨이
보)의 개통과 사용

블로그/SNS를 개통할 수 있다
블로그/SNS에 글을 올릴 수 있다
요구에 맞춰 블로그/SNS 스타일이 드러나게 적절한 설정을 할 수 있다
블로그/SNS 사용에 느껴야할 책임감에 대해 알고 있으며, 기본적인 사용 원칙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대하는 태도

웹사이트에
대한 이해

네트워크 기술이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과 현실 세계 간 연결과 차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사이버 세계의 매력을 체험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유해한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
웹사이트, 웹페이지, 메인 페이지와 관계를 알고 있다
개인 웹사이트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
웹사이트의 기본 유형을 열거할 수 있다

194 ❙ 중국의 인공지능(AI) 교육 동향 탐색

표 5-12

계속

학습 내용

평가기준
웹사이트의 내용이 주제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웹사이트
평가기준 마련

웹사이트의 기본 구조를 묘사할 수 있다
웹사이트 스타일의 기본 유형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 스타일이 웹사이트의 주제에 적합한 판단할 수 있다
상용 웹사이트 제작 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기타 요소가 웹사이트에 영향을 끼치며, 그에 상응하는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
웹사이트 주제 선정 출처와 선정 원칙을 알고 있다

웹사이트 주제 확정

일상 학습과 생활에서 웹사이트의 주제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
유용성, 가능성, 익숙한 정도 등 측면에서 선택된 주제에 대해 논증할 수 있다
웹사이트의 메뉴얼 간 관계를 설계할 수 있다

웹사이트 구조 기획

주제에 맞춰 내비게이션 메뉴바를 적절하게 분류할 수 있다
웹사이트 구조와 웹페이지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웹페이지
레이아웃 설계

사용되는 레이아웃 유형을 알고 있다
웹사이트의 각 단계별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설계할 수 있다
웹사이트 개설을 절차에 맞춰 할 수 있다

웹사이트 개설

웹사이트와 폴더 간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
요구에 맞는 적절한 템플릿을 선택해서 웹사이트를 생성할 수 있다
웹페이지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다

웹페이지 제작

음성,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정보를 삽입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품을 활용하여 웹페이지를 나누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템플릿을 사용하여 웹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다

간단한
동적 효과 주기
웹페이지 꾸미기

웹페이지에 상용되는 동적 효과를 알고 있다
호버 버튼(HOVER BUTTON), 다이나믹 자막 등 동적 효과를 줄 수 있다
간단한 조작을 더해 동적 웹페이지 효과를 줄 수 있다
웹페이지의 배경 색깔과 배경 음악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다
몇 단락의 텍스트 배경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하이퍼링크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다

하이퍼링크 첨가

하이퍼링크를 첨가하여 웹페이지 연결할 수 있다
전자메일 주소를 하이퍼링크로 추가할 수 있다
웹페이지 여는 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열리지 않는 하이퍼링크를 점검할 수 있다

웹사이트
테스트와 오픈

필요 없는 자료를 점검할 수 있다
상용되는 웹사이트 오픈 방식을 알고 있다
파일 폴더 공유 방식으로 네트워크에서 웹사이트를 오픈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웹사이트를 오픈할 수 있다

웹사이트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웹사이트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에 포함된 작업 내용을 알고 있다
웹사이트 업데이트와 유지보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구축한 웹사이트를 일정 기간 내에 유지보수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

자료: 人民教育出版社课程教材研究所信息技术课程教材研究开发中心(2013), pp. 23~27 인용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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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학교 ‘정보기술’ 교육과정 표준220)
중국의 고등학교 정보기술 교과목의 핵심 소양은 ‘정보의식’, ‘컴퓨팅
사고력’, ‘디지털화 학습과 창의성’, ‘정보 사회 책임 의식’의 네 가지로
구성되었다.
‘정보 의식’이란 정보에 대한 개인의 민감도와 정보 가치에 대한 판단
력을 의미한다. 정보 의식을 갖춘 학생은 문제 해결 수요에 근거해 스스
로 능동적이고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정보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해 데이터 속에 내재된 정보를 분석해 효과
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정보 출처의 신뢰성, 내용의 정확성, 지향하는 목
적성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정보로 인한 영향을 미리
분석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또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 단체 구성원과 정보를 공유해 정보의 더 큰 가치를 실현
하고자 한다.221)
‘컴퓨팅 사고력’은 개인이 컴퓨터 과학 분야의 사고방식을 운용해 문
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사고 활동을 의미한
다. 컴퓨팅 사고력을 갖춘 학생은 정보활동 과정에서 컴퓨터가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해 문제를 규정하고, 특징을 파악하며, 모델링을 하고 합리적
인 데이터를 구축한다. 또한 여러 정보자원을 판단, 분석, 종합해 합리적
인 알고리즘을 운용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

220) 이 내용은 중국 교육부 제정 ‘普通高中信息技术课程标准(2017年版 2020年修订)’을 번역하여 작성한 것
임(한국외대 이나현 번역).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정보 교사 세미나 자료집』(2020. 8. 18)에 본 보고서 성
과 발표 성격으로 보고서 내용을 일부 수록하였기에 이 부분은 손민정 외(2020b) pp. 13~43에서 재인용
하게 됨.
221) 손민정 외(2020b) p. 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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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는 과정과 방법을 종합해 그와 관련된 기타 문제 해결에도 적용
한다.222)
‘디지털화 학습과 창의성’이란 개인이 상용되는 디지털화 자원과 도구
를 평가해 선택한 뒤 학습 과정과 학습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문
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학습 과제를 완성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능력을 의미한다. 디지털화 학습과 창의성을 갖춘 학생은 디지털화 학습
환경의 강점과 한계를 인식하며 디지털화 학습 환경에 적응해 디지털화
학습과 창의성에 관한 습관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디지털화 학습 시스템,
학습 자원, 학습 도구 관련 조작 기능을 파악해 자기주도 학습, 협력 작업,
지식 공유, 창의적 작업에 활용해 평생 학습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223)
‘정보 사회 책임 의식’은 정보 사회에서 개인이 문화 교양, 도덕규범,
자기관리 등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 사회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일정한 정보 보안 의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
보법률을 준수하고 정보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현실 공간과 사이
버 공간에서 공공 규범을 준수하며, 정보활동 중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과 공공 정보 보안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정보기술 혁명으로 인한 환경 문제와
인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정보기술 혁신이 가지고 온 새로운 관념과
문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224)
네 가지 핵심 소양은 고등학생이 정보기술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점진

222) 손민정 외(2020b) p. 14에서 재인용
223) 손민정 외(2020b) p. 14에서 재인용
224) 손민정 외(2020b) p. 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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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형성되는 정보기술 지식과 기능, 과정과 방법, 감성·태도·가치관
의 종합적인 표현이며, 상호 보완적으로 학생들의 정보 소양을 함양한다.
이러한 핵심 소양을 토대로 중국의 고등학교 정보기술 교육과정은 필수,
선택형 필수, 선택의 세 가지 유형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5-13] 참조).

표 5-13

고등학교 정보기술 교육과정 구조

유형
필수

선택형 필수

선택

모듈 구성
모듈1: 데이터와 계산
모듈2: 정보 시스템과 사회
모듈3: 데이터와 데이터 구조
모듈4: 네트워크 기초
모듈5: 데이터 관리와 분석
모듈6: 인공지능 초보
모듈7: 3D 설계와 혁신 의식
모듈8: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프로젝트 설계
모듈9: 알고리즘 초보
모듈10: 모바일 앱 설계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18a), p. 9, 재인용: 손민정 외(2020b), p. 16.

고등학교 정보기술 필수 교육과정은 고등학생 정보 소양 기초를 전면
적으로 향상시키고 정보기술 교과목의 핵심 소양 교육을 강화해 교과목
의 기초 지식과 기능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한다. 정보기술의 필수 교육과
정은 모든 고등학생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과정이며 선택형 필수와
선택 교육과정 학습의 기초이다. 고등학교 정보기술 필수 교육과정은 ‘데
이터와 계산’, ‘정보 시스템과 사회’ 두 개의 모듈로 구성된다.225)
고등학교 정보기술 선택형 필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진학과 다양한

225) 손민정 외(2020b) p. 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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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구성해 진학 시험 유형 교육과정과 개별적 발전 유형의 교육
과정으로 나뉜다. 즉, 필수 교육과정의 확장 및 심화 과정으로 볼 수 있
다. 선택형 필수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앞으로 대학교에 진학해 정보기술
과 관련된 방향으로 공부하거나 정보기술을 응용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데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의의가 있다. 선택형 필수 교육과정은
정보기술 ‘데이터와 데이터 구조’, ‘네트워크 기초’, ‘데이터 관리와 분
석’, ‘인공지능 초보’, ‘3D 설계와 혁신 의식’, ‘오픈소스 하드웨어 프로젝
트 설계’ 등 6개 모듈로 구성되었다. 그 중 ‘데이터와 데이터 구조’, ‘네트
워크 기초’, ‘데이터 관리와 분석’ 등 3개 모듈은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
구성한 교육과정으로 세 개 모듈의 내용은 상호 병렬적이다. ‘인공지능
초보’, ‘3D 설계와 혁신 의식’, ‘오픈소스 하드웨어 프로젝트 설계’ 등 3
개 모듈은 학생들의 개별적 발전을 위해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226)
고등학교 정보기술 선택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흥미, 학업 발전, 직업
선택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성한 자유 선택 교육과정으로 학교가 정보기
술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 교육과정은 ‘알고리즘 초보’,
‘모바일 앱 설계’ 및 고등학교별로 개설한 정보기술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227)
필수 교육과정, 선택형 필수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중
국의 고등학교 정보기술 교육과정의 10가지 모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226) 손민정 외(2020b) pp. 16~17에서 재인용
227) 손민정 외(2020b) p. 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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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데이터와 계산
데이터와 계산 모듈은 데이터(빅 데이터 포함)가 정보 사회에서 차지
하는 중요한 가치에 중점을 두고 데이터와 정보의 관계를 분석하며 데이
터 처리의 기본적인 방법과 기능을 강조해 학생들이 정보기술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본 모듈은 정보기술 교육
과정 후속 학습의 기초가 되며, ‘데이터와 정보’, ‘데이터 처리와 활용’,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구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228)

표 5-14

고등학교 정보기술 필수 : 데이터와 계산

영역

데이터와 정보

내용에 대한 요구
1.1 데이터와 정보를 구체적으로 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와 정보의 특징을 설명하며 데이터
코딩의 기본 방식을 안다.
1.2 디지털화 도구를 운용해 학습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정보, 지식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미치는 데이터의 영향을 인식한다.
1.3 구체적인 학습 과제를 하면서 디지털화 학습 과정을 체험하고 디지털화 도구와 자원 이용의 우월성
을 느낀다.

데이터 처리와
활용

1.4 전형적인 활용 실례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시각화해서 표현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이해
한다.
1.5 과제의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소프트웨어 또는 플랫폼을 선택해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 보고서를
완성하며 데이터를 보호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한다.
1.6 생활 속의 실제 사례에서 출발해 알고리즘의 개념과 특징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적절한 표현
방법과 제어구조를 운용해 간단한 알고리즘을 표현한다.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구현

1.7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지식을 배워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간단한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프로그램 설계의 기본 과정을 체험하고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느끼며,
프로그램 디버그와 실행 방법을 파악한다.
1.8 인공지능의 전형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스마트 정보 처리의 거대한 발전과 응용 잠재력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이 정보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한다.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18a), p. 13, 재구성. 재인용: 손민정 외(2020b), pp. 18~19, 재구성.

228) 손민정 외(2020b) p. 1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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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 시스템과 사회
정보 시스템과 사회 모듈은 정보 사회의 생존과 발전 수요에 맞춰 정
보 시스템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방법을 강조해 학생들의 정
보 보안과 사회 책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필수 모듈이다. 본 모듈은
‘정보 사회 특징’, ‘정보 시스템 구성과 활용’, ‘정보 보안과 정보 사회의
책임 의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229)

표 5-15

고등학교 정보기술 필수 : 정보 시스템과 사회

영역

내용에 대한 요구

정보 사회 특징

2.1 사회 발전, 과학기술 진보, 인류의 생활과 일, 학습에 정보기술이 미친 영향을 탐구해 정보 사회의
특징을 설명하고 정보기술의 발전 추세를 이해한다.
2.2 전형적인 정보 시스템 분석을 통해 정보 시스템의 구성과 기능을 알고 컴퓨터, 모바일이 정보 시스
템에서 하는 역학을 이해하며 컴퓨터와 모바일의 기본 작동 원리를 설명한다.
2.3 사물인터넷 활용 사례 분석을 통해 정보 시스템과 외부 세계의 연결 방식을 알고, 상용되는 변환기
와 제어 메커니즘을 이해한다.

정보 시스템
구성과 활용

2.4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시스템을 관찰해 정보 시스템에서 컴퓨터 네트워크가 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소형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용되는 네트워크 장비의 기능을 이해하고 접속 방식, 광대역
등 요소가 정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안다.
2.5 상용되는 정보 시스템 분석을 통해 정보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이해하고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이용해 네트워크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2.6 일상생활과 학습 과정에서 정보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사용해 정보를 책임감 있게 게시, 사용, 전달
하고 정보 사회에서의 도덕규범과 법률을 스스로 준수한다.

정보 보안과
정보 사회의
책임 의식

2,7 정보 시스템 응용 과정에서 존재하는 위험을 인식하고 정보 시스템 보안을 위한 상용 기술을 습득
해 규범적 정보 시스템 조작 습관을 기르며 정보 보안 의식을 갖춘다.
2.8 소형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합적인 활동을 통해 정보 시스템의 작업 과정을 체험하고 정보
시스템을 사회에 응용할 때 보이는 우월성과 한계를 인식한다.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18a), p.16, 재구성. 재인용: 손민정 외(2020b), pp. 21~22, 재구성.

229) 손민정 외(2020b) p. 2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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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데이터와 데이터 구조
디지털화 시대에 데이터는 과학의 발견, 과학기술의 진보, 경제 발전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갈수록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데이터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이 정보 사회에 적응하고 디지털화
시대에서 생존을 배우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모듈 을 통해
학생들은 데이터(빅데이터 포함)의 역할을 한층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상용되는 데이터 구조 개념, 특징, 조작, 프로그래밍 구현 방법 등의 기초
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간단한 데이터 관련 문제를 분석하고 적합
한 데이터 구조를 선택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프로그래밍 할 수 있
다. 본 모듈은 ‘정보 및 그 가치’, ‘데이터 구조’, ‘데이터 구조 응용’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230)
표 5-16

고등학교 정보기술 선택형 필수 : 데이터와 데이터 구조

영역

내용에 대한 요구

정보 및 그 가치

1.1 실제 사례를 열거해 데이터와 사회 각 영역의 관계를 분석하고 디지털, 수치, 데이터의 기본 함의를
이해한다.
1.2 실제 사례를 통해 새로운 원재료, 생산 자료, 기초 시스템으로써의 데이터 가치와 의미를 인식한다.
1.3 생활 속의 실제 상황을 결합해 데이터 구조의 개념을 이해하고 데이터 구조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한다.

데이터 구조

1.4 사례 분석을 통해 배열, 연결 리스트 등 기본 데이터 구조의 개념을 이해하고 프로그래밍 해서
관련 조작을 한다. 배열과 연결 리스트를 구분해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 저장에서 상술한 두
가지 데이터 구조의 응용을 명확히 한다.
1.5 문제 해결을 통해 문자열, 큐, 스택을 포함한 선형 리스트의 개념과 기본 조작을 이해하고 프로그래밍
한다.

데이터 구조
응용

1.6 실제 사례 열거를 통해서 추상 자료형(ADT)이 데이터 처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상
자료형의 개념을 이해하며 이진트리의 개념 및 그 기본 조작 방법을 이해한다.
1.7 데이터 배열과 검색을 통해 반복과 재귀의 방법을 체험하고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의 관계를
이해한다.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18a), p. 19, 재구성. 재인용: 손민정 외(2020b), pp. 24~25, 재구성.

230) 손민정 외(2020b) p. 2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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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네트워크 기초
네트워크 기초 모듈은 네트워크 기본 지식과 실전 활용을 위해 만든
선택형 필수 모듈이다. 학생들은 컴퓨터 네트워크 핵심 개념과 발전 과정을
이해해야 하며, 상용 네트워크 장비의 기능을 파악해 네트워크 명령어를
통해 네트워크 및 설비의 업무 상태를 검색하고 고장을 발견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이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전형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해 생활과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
며 정보 기술을 이용해 네트워크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활용 보안 의
식을 갖춘다. 본 모듈은 ‘네트워크 기본 개념’,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보안’,
‘사물인터넷’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231)
표 5-17

고등학교 정보기술 선택형 필수 : 네트워크 기초

영역
네트워크 기본
개념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보안

사물인터넷

내용에 대한 요구
2.1 컴퓨터 네트워크 발전을 이해하고 네트워크의 구조, 유형, 특징, 변천 과정을 안다.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이 현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의의를 이해한다.
2.2 상용되는 네트워크 전송 매개의 특성을 인식하고 네트워크 전송 품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물리 요소
를 이해한다. 네트워크 토폴로지 및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 주요 특징을 설명한다.
2.3 TCP/IP 프로토콜 (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숙지하고 랜카드,
스위치, 라우터 등 기본 네트워크 장비의 역할과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
2.4 네트워크 조작 시스템의 기능을 이해해 기본적인 네트워크 명령어를 사용해 네트워킹 상태와 배치
상황을 검색하고 고장을 발견할 수 있다.
2.5 상용되는 네트워크 서비스 활용 상황을 숙지해 네트워크 자원 유형을 식별할 수 있고,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 컴퓨터와 모바일에서 네트워크 자원을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다.
2.6 네트워크 활용 과정에서 정보 보안과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SSL protocol(보안 소켓
계층 프로토콜), IPsec(아이피 보안 프로토콜) 등 상용되는 인터넷 보안 프로토콜의 역할을 이해한다.
간단한 방화벽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 데이터와 단말기에 대한 보안을
진행할 수 있다.
2.7 사물인터넷의 개념 및 발전 과정을 파악하고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장비 및 기능을 이해하며 작업
원리를 설명한다.
2.8 사물인터넷, ‘인터넷+’, 기타 관련 네트워크가 일상생활과 학습에서 응용(블루투스, NFC 등)되는
것을 체험하고, 혁신 네트워크 서비스가 인류의 미래 생활과 업무 그리고 학습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
토론한다.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18a), p. 21, 재구성. 재인용: 손민정 외(2020b), pp. 26~27, 재구성.

231) 손민정 외(2020b) p. 2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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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데이터 관리와 분석
데이터 관리와 분석 모듈은 데이터 관리 기술과 데이터 분석 방법의
응용을 위한 선택형 필수 모듈이다. 학생들은 데이터 관리와 분석 기술을
이해해야 하고 수요 분석에 근거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데이터
베이스를 선택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고, 주어진 데이터 중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한다. 학생들은 활동 과정에
서 데이터 특징, 데이터 가치, 데이터 관리 관념과 분석 방법에 대한 인
식을 형성한다. 본 모듈은 ‘데이터 수요 분석’, ‘데이터 관리’, ‘데이터 분
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232)
표 5-18

고등학교 정보기술 선택형 필수 : 데이터 관리와 분석

영역

데이터 수요
분석

데이터 관리

데이터 분석

내용에 대한 요구
3.1 일상생활 속의 실질적인 상황을 결합해 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데이터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와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와 분석
기술의 중요성을 느낀다.
3.2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업무 수요 분석, 데이터 관리, 문제 분석, 전체 해결 방안 수립의 기본적인
과정을 대체적으로 이해한다. 기존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 평가하고 문제를 발견해 해결 방안을
개선하는 것을 시도한다.
3.3 사례를 통해 데이터 수집 경로의 다양성을 알고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할
수 있다. 데이터에 잡음이 생기는 현상과 원인을 인식한다. 구조화 정도가 다른 데이터(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포함)를 구별하고 관리 및 응용 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3.4 사례를 통해 관계 데이터 모델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간단한 관계 데이터베이스 논리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을 파악한다.
3.5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데이터 검색 방법(예: 셀렉션, 프로젝션, 배열, 통계 등)을 이해해서 SQL(구조화 질의어)을 사용해
간단한 데이터 검색을 할 수 있다.
3.6 사례를 통해 데이터 유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실시간 백업, 주기적 백업, 전체 백업, 증분 백업,
차등 백업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데이터를 백업한다.
3.7 상용되는 데이터 분석 방법(예: 비교 분석법, 그룹 분석법, 평균 분석법, 상관 분석법 등)을 이해한다.
실전 과정에서 적절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선택해 데이터를 분석, 시각화하고 해석한다.
3.8 디지털화 학습 방식을 운용해 데이터 관리와 분석 기술에 관한 새로운 발전 상황을 이해한다. 적절
한 사례 분석을 통해 데이터 발굴이 정보 사회의 문제 해결과 과학적 의사 결정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한다.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18a), p. 24, 재구성, 재인용: 손민정 외(2020b), p. 30, 재구성.

232) 손민정 외(2020b) p. 2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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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공지능 초보
인공지능 초보 모듈은 인공지능의 발전 특징에 맞춰 기초 지식과 응
용, 간단한 인공지능 응용 모듈 구축 및 개발 등의 부분을 다룬 선택형
필수 모듈이다. 본 모듈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인공지능의 발전 역사와
개념을 알아야 하며 전형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구현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간단한 인공지능 응용 모듈 구축을 통해 간단한 스마트
시스템의 기본적인 과정과 방법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을 경험해 스마
트 기술을 이용해 인류 발전에 공헌한다는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 본
모듈은 ‘인공지능 기초’, ‘간단한 인공지능 응용 모듈 개발’, ‘인공지능 기
술의 발전과 응용’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233)

표 5-19

고등학교 정보기술 선택형 필수 : 인공지능 초보

영역

내용에 대한 요구
4.1 인공지능의 개념과 기본 특징을 설명한다.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과 전형적인 응용 및 추세를 안다.

인공지능 기초

간단한 인공지능
응용 모듈 개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응용

4.2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의 핵심 알고리즘(예: 휴리스틱 탐색, 의사결정 나무 등)을
이해하고, 스마트 기술 응용의 기본적인 과정과 구현 원리를 숙지한다.
4.3 특정 영역(예를 들면 기계 학습)의 인공지능 응용 시스템 개발 도구와 개발 플랫폼을 알고, 구체적
인 사례를 통해 이들 도구의 특징과 응용 모델 및 한계를 이해한다.
4.4 오픈소스 인공지능 응용 틀을 이용해 간단한 인공지능 응용 모듈을 구축하고 실제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환경, 파라미터, 자연 상호작용 기술 등을 갖춘다.
4.5 스마트 시스템의 응용 관련 체험을 통해 사회의 스마트화가 직면한 윤리 및 보안에 대한 도전을
이해하고 정보 시스템 보안의 기본 방법과 조치를 알아 보안 의식과 책임감을 강화한다.
4.6 인공지능이 인류 사회의 미래 발전에 거대한 가치와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변증적으로
인식하고 인공지능 사회화 응용의 규범과 법규를 보호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18a), p. 27, 재구성. 재인용: 손민정 외(2020b), p. 33, 재구성.

233) 손민정 외(2020b) p. 3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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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3D 설계와 혁신 의식
3D 설계와 혁신 의식 모듈은 3D 그래프 창작과 편집, 3D 애니메이션
혁신 방법에 맞춰 개설한 선택형 필수 모듈이다. 본 모듈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 해 3D 그래프와 애니메이션 설계의 기본
사고와 방법을 이해할 수 있고 학습과 생활의 실제 사례를 결합해 3D 작
품을 설계 및 발표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3D 혁신 설계의 기본 과정과
방법을 체험할 수 있다. 본 모듈은 ‘3D 설계의 사회적 영향’, ‘3D 작품
설계 및 혁신’, ‘3D 작품 발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234)
표 5-20

고등학교 정보기술 선택형 필수 : 3D 설계와 혁신 의식

영역

3D 설계의
사회적 영향

내용에 대한 요구
5.1 조사와 사례 분석을 통해 3D 설계 및 관련 기술의 현황과 발전 추세를 설명하고, 3D 설계 및 관련
기술이 사람들의 생활과 일 그리고 학습에 가지고 오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5.2 3D 설계 및 관련 기술이 디지털 환경에서 가진 보편성을 인식하고 3D 설계 및 관련 기술을 서로
다른 분야에 실제로 응용하는 것을 이해한다.
5.3 3D 작품 샘플에 대한 분석과 모방을 통해 3D 설계의 기본 방법을 파악하고 자신만의 창의성을
첨가하고 구현한다.

3D 작품 설계 및
혁신

5.4 3D 설계 중 모델링의 의미를 이해하고 모델링의 사고에서 출발해 합리적으로 모듈을 만들어 3D
작품 설계를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획하고 완성한다.
5.5 생활과 학습의 필요성에서 출발해 3D 설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3D 작품을 창작하고 적절한
효과를 첨가해 설계 요구에 부합하도록 한다.
5.6 교류 또는 창작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형식을 선택해 3D 작품을 발표하고 표현 의도를 실현한다.

3D 작품 발표

5.7 타인의 작품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감상해 작품이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 의도를 느끼고 작품에
내포되어 있는 창의성을 이해할 수 있다.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18a), p. 29, 재구성. 재인용: 손민정 외(2020b), p. 35, 재구성.

234) 손민정 외(2020b) pp. 34~3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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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오픈소스 하드웨어 프로젝트 설계
오픈소스 하드웨어 프로젝트 설계 모듈은 학생들의 개별적 발전 수요
에 맞춰 오픈소스 하드웨어 프로젝트 설계 과정에 따라 개설한 선택형 필
수 모듈이다. 본 모듈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오픈소스 하드웨어 및 관
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작품 아이디어, 설계, 제작, 테스트, 운용의
완전한 과정을 체험해 정보기술 교과목의 방법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이 대체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컴퓨팅 사고
와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모듈은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특징’, ‘오
픈소스 하드웨어 프로젝트 공정’,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기반 한 작품 설
계 및 제작’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235)
표 5-21

고등학교 정보기술 선택형 필수 : 오픈소스 하드웨어 프로젝트 설계

영역

내용에 대한 요구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특징

6.1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특징과 발전을 이해하고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이용해
정보기술 혁신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한다.

오픈소스
하드웨어
프로젝트 공정

6.2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사용해 작품을 완성한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기반
한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과정을 체험하고 상용되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기능과 특징을 안다.
6.3 사물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기반 한 작품 개발 방안을 설계하고 작품의
각 구성 부분 및 기능과 역할을 설명해 각 구성 부분의 간의 호출 관계를 명확히 한다.
6.4 설계 방안에 근거해 적합한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선택하고 관련된 사용 설명 자료를 검색해 작품
설계 방안을 심사하고 고도화한다.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기반
한 작품 설계 및
제작

6.5 작품 제작 과정에서 각각의 장비와 부품의 안전한 사용 규칙 및 방법을 이해하고, 설계 방안에
따라 오픈소스 하드웨어, 관련 부품과 재료를 이용해 작품을 제작한다.
6.6 설계 방안에 따라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설계 도구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작품의 각종
기능 모듈을 구현한다.
6.7 설계 방안에 따라 작품의 데이터 수집, 연산 처리, 데이터 전송, 제어 실행 등 각종 기능을 테스트하
고 운용해서 설계 방안을 고도화한다.
6.8 프로젝트 작품의 설계 방안을 완벽하게 하고, 오픈소스와 지식 공유 정신을 실천하며, 지적재산권
보호의 의미를 이해한다.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18a), pp. 31~32, 재구성. 재인용: 손민정 외(2020b), pp. 37~38, 재구성.

235) 손민정 외(2020b) p. 3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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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알고리즘 초보
알고리즘 초보 모듈은 알고리즘 및 알고리즘의 초보적인 응용에 맞춰
개설된 선택 모듈이다. 학생들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기
본적인 사고와 방법 그리고 과정을 이해해야 하며, 알고리즘 설계의 일반
적인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알고리즘을 설명할 수 있고, 알고리즘의 효
율성과 효율을 분석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프로그래밍 하고 알
고리즘을 표현할 수 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상용되는 몇 가지 알고리
즘을 스스로 운용할 수 있다. 본 모듈은 ‘알고리즘 기초’, ‘상용되는 알고
리즘 및 프로그램 구현’, ‘알고리즘 응용’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236)

표 5-22

고등학교 정보기술 선택 : 알고리즘 초보

영역

내용에 대한 요구

알고리즘 기초

1.1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를 설명하고 기호 언어를 사용해 그것을 형식화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에 대한 설명이며, 알고리즘의 기초는 형식화 설명임을 이해
한다.
1.2 문제 해결 방법을 일련의 분명하고 정확한 절차의 과정으로 귀결하는 것을 경험해 알고리즘의
개념과 기본적인 요소 그리고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1.3 유클리드, Liu Hui's, 호너의 법칙 등 고전적인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자연언어, 의사코드, 순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알고리즘을 설명할 수 있다.

상용되는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 구현

1.4 사례 분석을 통해 이진트리의 개념 및 이진트리의 순회 방법을 이해하고, 이진트리의 검색 알고리
즘에서의 응용을 대체적으로 파악한다.
1.5 문제 해결을 통해 탐욕, 분할정복, 동적프로그래밍, 백트래킹 등 자주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파악
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적용해 프로그래밍을 진행한다.

알고리즘 응용

1.6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에 대한 비교를 통해 알고리즘 효율성의 차이를 체험하고
알고리즘의 정확성, 가독성, 견고성을 이해한다. 알고리즘 분석의 일반적인 방법과 과정을 파악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계산할 수 있다.
1.7 의식적으로 알고리즘 및 알고리즘 사고를 실제 생활과 학습에 응용할 수 있고 알고리즘의 강점과
한계를 분석할 수 있다.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18a), pp. 34~35, 재구성. 재인용: 손민정 외(2020b), pp. 40~41, 재구성.

236) 손민정 외(2020b) p. 4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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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모바일 앱 설계
모바일 앱 설계 모듈은 모바일 앱 설계에 맞춰 학생들의 개성적 발전
을 만족시키기 위해 개설된 선택 모듈이다. 학생들은 상용되는 모바일 기
기의 기능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고 모바일 학습에 대한 의식이 생기며,
모바일 앱 설계와 개발에 관한 사고 방법을 파악한다. 필요에 따라 적절
한 모바일 앱을 설계해 일상생활과 학습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본 모듈은 ‘모바일 기술의 사회적 영향’, ‘모바일
앱의 기능 설계와 개발’, ‘모바일 앱의 정보 보안’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237)
표 5-23

고등학교 정보기술 선택 : 모바일 앱 설계

영역
모바일 기술의
사회적 영향

내용에 대한 요구
2.1 모바일 기기에 기반 한 일상적인 앱을 체험하고 모바일 앱의 전형적인 사례와 결합해 모바일 기술
이 인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한다.
2.2 자주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의 유형과 기능을 이해하고 모바일 기기의 특성과 구성을 설명하며
다른 종류의 모바일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특징을 인식한다.
2.3 구체적인 모바일 앱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앱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GUI(graphical
user interface) 개발 툴 기반으로 모바일 앱 설계와 개발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이해하며, 시뮬
레이터를 사용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테스트할 수 있다.
2.4 모바일 기기 중 자주 사용하는 변환기의 종류 및 기능을 이해하고, 그 데이터 수집 방식을 이해해
모바일 앱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 입력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의
기능 설계와
개발

2.5 모바일 기기에서 정보가 어떻게 보여 지는지 특징을 분석하고, 모바일 기기의 여러 가지 정보 출력
방식을 이해해 모바일 앱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 출력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2.6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모바일 앱 중 로컬 데이터 저장과 패치의 기본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한
API(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데이터를 대체적으로 읽고 쓸 수 있다.
2.7 네트워크 데이터 수신과 발신 관련 실제 예시를 분석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네트워크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모바일 앱 설계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해 간단한 데이터 수신
및 발신을 진행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의
정보 보안

2.8 모바일 앱에서 정보 보안 및 개인 데이터 보호 방법을 이해하고 모바일 앱 정보 유출 등 위험을
방지하는 기본적인 사고와 기술 방법을 이해한다.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18a), pp. 36~37, 재구성. 재인용: 손민정 외(2020b), pp. 42~43, 재구성.

237) 손민정 외(2020b) p. 4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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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과정 비교를 통한 시사점
여기에서는 2017년에 개정된 중국의 고등학교 정보기술 교육과정과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고등학교 정보 교육과정 비교를 통해 도출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정보 교과역량은 정보문화소양, 컴퓨팅 사고력, 협력적 문
제해결력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중국의 정보기술 핵심 소양은 정보의식,
컴퓨팅 사고력, 디지털화 학습과 창의성, 정보 사회 책임 의식의 네 가지
로 구성되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협력적 문제해결력이 없는 대신
디지털화 학습과 창의성이 포함되어 있다([표 5-24] 참조). 그리고 우리
나라에 있는 정보문화소양을 정보 의식과 정보 사회 책임 의식으로 구별
하여 보다 세분하였다. 특히, 정보 의식 소양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 정확
성, 목적성에 따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디지털화 학습과 창의성 부분은
우리나라의 2015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역량으로 온라인 및 언택
트 교육을 대비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5-24

우리나라 교과역량과 중국 핵심 소양 비교
우리나라 정보 교과역량
정보문화소양
컴퓨팅 사고력

중국 정보기술 핵심 소양
정보 의식
정보 사회 책임 의식
컴퓨팅 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력
디지털화 학습과 창의성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정보 교육과정과 중국의 정보기술 교육과정의
교과목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활ㆍ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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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영역의 기술·가정 교과(군)에 일반 선택 과목으로 ‘정보’가 편제되어
있다.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이며, 정보 교과(군)이 없어서 심화된 연계
과목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즉,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정보’를 이수한
후 심화학습으로 배울 수 있는 진로 선택에서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이 없
는 상황이다. 또한,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정보가 선택과목으로 편제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정보에 관한 소양 및 학문적 탐구의 기회를 가질 수 없
는 구조이다([표 5-25] 참조).
표 5-25

교과
영역

기초

탐구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보통 교과
교과(군)

생활
·
교양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수학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사회(역사/
도덕포함)

통합사회

과학
체육
·
예술

선택 과목

공통 과목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통합과학 물리학Ⅰ, 화학Ⅰ,
과학탐구실험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재산일반

제2외국어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

한문Ⅰ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독일어Ⅱ
프랑스어Ⅱ
스페인어Ⅱ
중국어Ⅱ

일본어Ⅱ
러시아어Ⅱ
아랍어Ⅱ
베트남어Ⅱ

한문Ⅱ

자료: 교육부(2018), p. 16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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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중국은 모듈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수, 선택형 필
수, 선택의 세 가지 유형의 교육과정 구성으로 진로와 연계한 학생의 선
택적 학습의 폭이 유연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중국의 고등학교 정
보기술 교육과정에서 필수로 2개 모듈, 선택형 필수로 6개 모듈, 선택형
으로 2개 모듈로 구성된 것은 학습자의 선택 폭을 넓혀 다양한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보 교육과정 개선 방향에 의미 있는 시
사점을 준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학점제 도입으로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고등학교 정보기술 교육과정 구조는 우리나라 정보 교육과정에서
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순한 필수, 선택 구조
가 아니고 필수, 선택형 필수, 선택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정보 교육과정
에서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역량을 제시하면서도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교육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은 ‘모듈 4. 인공지능 초보’를
선택형 필수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모듈 1. 데이터와 계산’, ‘모듈 3.
데이터와 데이터 구조’, ‘모듈 5. 데이터 관리와 분석’을 통해 자료구조,
데이터 분석 내용에 대한 학습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
듈 4. 인공지능 초보’를 통해 인공지능의 개념을 익히고 구현 원리, 응용
방법 등을 습득하면서 기능(skills)을 함양하는 형태이다. 또한, 보안과 윤
리를 포함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도 갖추도록 하
고 있다([표 5-13], [표 5-19] 참조). 이러한 정보기술 교육과정을 통해
정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적 인프라와 환경을 마련하고 진취적으로 인
공지능 분야를 교육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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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정보 과목에 인공지능 내용은 명시
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의 비중은 매우 적은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의 고등학교 정보기술 교육과정과 같이 적극적이
고 유연한 교육과정 구조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에 정보 교과 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빅데
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분석 및 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선택 과목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
하면서 인공지능 시대 필수 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3. 학교 교육 사례 비교
가. 한국의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AI 시대 미래
비전과 전략을 담은 ‘AI 국가전략’을 발표하였고, 교육부는 2020 업무
계획 중 ‘AI 교육 종합방안 수립’에서 “AI 교육의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
고, 전 국민의 AI 기본소양 함양, AI 기술개발 인력 및 분야별 전문인력
등 양성방안 모색”과 “빅데이터, AI 등 에듀테크(Edu-Tech)를 활용한 교
수·학습 혁신 추진”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238)
교육부는 AI 교육 이전에도 ICT 교육, SW 교육을 추진해왔으며, 교육
청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 SW 교육이나 AI 교육을 도입하였다. 그
중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가장 선도적으로 AI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9년에 『인공지능 기반 교육 가이드북』을 발행하여 AI 교육의 기본

238) 교육부(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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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제공하였고, AI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지정하는 등 AI 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림 5-4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AI 교육 활동 사례

자료: 손민정 외(2020a), p. 62에서 인용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AI 교육은 ‘인공지능 기반 교육’이라고
하여 “교육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체
제의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고도의 기술 발달로 인한 인공
지능 기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는 역량 있는 인재를 길러 내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39) ‘인공지능 기반 교육’은 ‘AI Education’
즉 ‘교육내용으로서 AI 리터러시 교육’과 ‘AI in Education’ 즉 ‘교육방
법으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240) 이러한 부산의 ‘인공지능 기반 교육’의 구체적인 현황은 부산의
인공지능 기반 교육 선도학교 사례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부산의 연포초등학교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별 맞춤형 교과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하
여 교실 전체에 무선 AP망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체험존을 만들고 학생들
239) 손민정 외(2020a), p. 59.
240) 손민정 외(2020a), pp.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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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크롬북을 제공하는 등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교사, 학부
모가 함께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AI 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공동체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인공지능 교육 역량을 강화
하였다. 또한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교과 시수를 확보하고 창
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수ㆍ학습과 인공지
능 기초 교육을 진행하였다.241) AI를 활용한 교과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창의적 체험활동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5-26

연포초 AI 활용 교육과정 재구성 예시

학년 교과

주차

시수

국어

9월
2주

10. 문학의
1차시
향기

수학

7월
1주

1차시 4. 곱셈

사회

6월
3주

1차시

디지털 영상 지도로 ∙ Google Assistant 활용 우리 고장 주요 장소 검색
우리 고장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 하고 찾아보기
의 모습
∙ Google Earth 활용 우리 고장 모습 살펴보기
살펴보기

과학

6월
2주

1차시

5. 지구의
모습

3
학
년

음악

9월
1주

1차시

단원

2. 느낌을
담아

학습문제

재구성 교육 내용

∙ Google Classroom으로 의견 공유하기 (한 권읽
이야기를 읽고 재미나
기 도서로 선정함)
감동을 느낀 부분을
∙ 학급 전체 카카오톡 챗봇(책 내용 소개, 대화하는
찾을 수 있다.
인공지능) 만들기

(몇십몇)×(몇)을
구해볼까요(4)

∙ 모둠토의 탐구수학 문제 해결하기
∙ (몇십몇)×(몇) 문제 만들기
∙ 콴다 또는 Photomath (AI Vision 인식기술 적용)
활용 정답 확인하기
∙ 내가 낸 문제를 모둠 친구들과 돌려가며 해결하기

지구와 달의 모습
알아보기

∙ solAR 또는 태양계-증강현실(QR코드 활용)로 지
구와 달의 모습 증강 현실로 살펴보기

숨은 소리 찾기

∙ 주변의 소리를 다양한 방법(그림)으로 표현하기
-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다시 Chrome MusicLab
활용 음악으로 만들기
∙ 주변의 소리를 다양한 방법(악기, 목소리)으로 표
현하기
(1) 음계를 모르는 학생 : HumOn(허밍, 목소리) 활용
악기로 표현하기
(2) 음계를 아는 학생 : Doodle Bach 활용 - 주선율
입력 후 악기로 표현하기 또는 Piano Genie 활용
- 인공지능과 함께 연주

241) 손민정 외(2020a), pp. 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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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6

계속

학년 교과

주차

시수

미술

6월
5주

2. 나는 캐
1차시 릭터 디자
이너

3
학
년
체육

7월
5주

1차시

단원

학습문제

1. 다양한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
해요

재구성 교육 내용

캐릭터 디자인하기

∙ 나만의 캐릭터 디자인 구상하기
∙ Auto Draw 활용 캐릭터 디자인 완성하기
∙ Itself 활용 나만의 웹툰 제작하기

다양한 이동 움직임
표현하기

∙ 여러 가지 동물의 움직임 생각하기
∙ 동물의 움직임을 발표하기
∙ 준비운동하기
∙ ‘Monster Park’앱을 활용하여 공룡의 모습 관찰하기
∙ 공룡의 움직임을 따라해 보기
∙ 공룡 움직임의 특징 발표해보기
∙ 정리운동하기

자료: 손민정 외(2021a), p. 114에서 인용

표 5-27

학년

연포초 AI 활용 창의적 체험활동 구성 예시

AI 중점
내용요소
이해하기
(소양)

시수
2차시
2차시

바로서기
(인성)
준비하기
(진로)

2차시
2차시
2차시

1
학
년

2차시
1차시
나아가기
(활용)

1차시

1차시
2차시
1차시

학습주제

학습활동

∙ ‘인공지능 산타로봇’ 책 살펴보기
∙ ‘인공지능 산타로봇’ 내용 예상하기
∙ ‘인공지능 산타로봇’ 읽고 친구들과 질문 주고 받기
∙ 산타 로봇이 테오에게 준 선물 상상하기
테오가 받은 선물 상상하기
∙ 산타 로봇이 테오에게 준 선물 그리기
∙ 내가 받고 싶은 선물 생각하기
‘인공지능 산타로봇’에게 편지쓰기
∙ 인공지능 산타 로봇에게 편지쓰기
∙ 내가 산타로봇을 만든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
산타 로봇 상상하기
∙ 내가 만드는 산타로봇 그리기
∙ 인공지능 스피커와 인사하기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하기(1)
∙ 인공지능 스피커와 간단한 대화하기
∙ 인공지능 스피커로 음악 듣기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하기(2)
∙ 인공지능 스피커와 노래 부르기
인공지능
∙ 점선 이어 그림 완성하기
언플러그드 놀이하기(1)
∙ 그림 색칠하기
- 점선잇기
∙ 점선 잇기 후 느낀 점 나누기
인공지능
∙ 규칙 찾기
언플러그드 놀이하기(2)
∙ 규칙 찾기 놀이하기
∙ 규칙 찾기 놀이 후 느낀 점 나누기
- 규칙 찾기
인공지능
∙ 0과 1로 픽셀아트 색칠하기
언플러그드 놀이하기(3)
∙ 다양한 픽셀아트 색칠하기
- 픽셀아트
인공지능 놀이하기(1)
∙ 언플러그드 Quick draw 놀이하기(그림 퀴즈 맞추기)
- Quick Draw 활용
∙ 모둠별로 Quick draw 놀이하기
인공지능 놀이하기(2)
∙ 간단한 AR 어플 체험하기
- AR 체험하기
∙ AR 어플 체험 후 느낀 점 나누기
‘인공지능 산타로봇’
읽고 질문 주고 받기

자료: 손민정 외(2021a), p. 126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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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고등학교도 인공지능 연구학교로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인공지능 기반 교육을 위해 우선 LMS(학습관리시스템)를 구축하여
인공지능 기반 교육의 준비를 하였으며, 교실에 AP를 설치하고 학생용
크롬북을 구비하였다. 마침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을 하게 되자 LMS를
통하여 수업뿐만 아니라 학부모 공지사항 공유 등 업무 네트워크까지 구
축하게 되었다. 양운고등학교는 정규 교과에서 인공지능 앱이나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교수ㆍ학습에 적용하였으며, 정보 수업에서는 EASY
DEEP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공지능 수업을 진행하였고, 2학년 전체 학생
들은 진로 시간에 인공지능 관련 독서활동을 진행하였으며, AI 관련 동아리
를 운영하는 등 인공지능 기반 교육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였다.242)
표 5-28

양운고 교과별 AI 활용 예시

구분

프로그램
국어과 : speach to text 활용 수업, 지역신문 제작
수학과 : EBSi 단추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 학습 실시
Power BI를 활용한 통계 수업 실시
영어과 : AI 스피커 활용 말하기 수업, 음성입력 활용 말하기 평가

교과별
활용 예

사회과 : 통계 활용 사회 문제 탐구, 구글어스와 VR 활용 지역탐구
과학과 : VR(증강현실) 활용하여 해부 실험, 지구 내부 관찰
정보과 : AI 스피커 제작, 스마트 하우스 제작
음악과 : 작곡 앱 활용하여 작곡, 음악추천 알고리즘 개발
미술과 : 인터넷 미술관, 증강현실 활용하여 미술작품 감상

수업-평가
일체화

- 각 교과 교사별 구글 클래스룸 활용 및 수업 방식 모델 수집
학생참여도와 수업-평가의 일체화 정도 조사
- 전체 교사에게 다양한 형식의 수업 방식 공유

통합
프로젝트

교과 융합 : 각 교과에서 통합가능 주제 선정 및 교육과정 재구성
주제 융합 : 공공의 선을 위한 주제 선정 후, 각 교과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

체험학습 연계

1학년 수련회, 2학년 현장체험 학습 (2020. 10. 예정) 전, 후 활동

자료: 손민정 외(2020a), pp. 71~72에서 인용

242) 손민정 외(2020a), pp. 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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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과학고의 경우 인공지능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진 정보 교사가 정
보 수업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 교육과정에서 정보 교과
가 인공지능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은 거의 정보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교사도 인공지
능 교육을 두 가지, 즉 AI를 활용한 교육과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AI 기반의 문제해결교육으로 나누고 있다.
AI 기반의 문제해결교육에서 특히 데이터가 중요하므로 기존 수업을 데이
터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243)
그림 5-5

AI 기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데이터 교육 7단계

자료: 손민정 외(2021b), p.57에서 인용

인텔은 2018년부터 13세~19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시대
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기술(Life skill)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AI For Youth’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4단계로

243) 손민정 외(2020b), pp. 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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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며, 참여 학생은 AI 프로젝트 사이클에 따라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AI For Youth’ 프로그램은 “인공지능을 전혀 모르는 청소년들도 인공
지능 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며(테크 스킬 향상), 이를 활용하여
주변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솔루션 구현 스킬
향상)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형성하고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이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등과 같은 사회적 역량(소셜 스킬)을 기르게 된
다.”244)
표 5-29

인텔 AI For Youth 모듈별 주요 활동

단계

1. 영감 갖기
(12시간)

모듈(시간)

주요활동

1

관심(2)

게임을 통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갖기,
구글 teachable machine, 인공지능 드론 체험,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 쓰기

2

연결(2)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 생활과 연결해 보기,
드림 하우스, 구슬 스토리 스피커

3

목적(2)

SDGs 보드 게임을 통해서 문제 의식 갖기,
시스템 맵, 레버리지 포인트

4

기능성(3)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미치는 가능성 생각하기,
2030년 구인광고 만들기

5

위험성(3)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미치는 위험성 고려하기,
MIT AI 윤리 게임 3대3 디베이트

6

AI 프로젝트 사이클 소개(2)

문제정의 데이터 획득, 데이터 탐색, 데이터 모델
링, 모델 평가, 정리 및 배포

7

데이터 획득 및 탐색(2)

다양한 획득 및 데이터 시각화 방법

8

데이터 모델링(2)

결정 트리 알고리즘, 손글 분류 활동

9

신경망 이해(2)

HNN(Human Neural Network), 신경망 작동 방법

10

파이썬 소개(4)

변수, 간단한 연산, 리스트 사용

11

파이썬 함수 및 패키지(4) 함수 사용, 패키지 불러오기 및 사용, 제어문

12

넘파이(라이브러리)(4)

AI 학습시간
(8시간)
2. 기초 다지기
(32~44시간)
파이썬 기초
(12시간)

넘파이 배열, 넘파이 배열 기본 연산, 넘파이 배열
조작

244) 인텔(2020),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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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9

계속

단계

2. 기초 다지기
(32~44시간)

모듈(시간)

AI 주요 영역 기초
개념
(24시간)

Dadt
(24)

AI 주요
CV
영역별
3. 능력 키우기 응용 실습 (24)
(24~80시간)

NLP
(24)

데이터 수집

4. 소설임팩트
창출하기
(35시간)

AI 프로젝트
사이클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

자료: 인텔(2020), pp. 34~3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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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13

데이터(8)

기초 통계, 리스트, 가능성, 지도학습-비지도학습,
분류-회귀-군집

14

컴퓨터 비전(8)

컴퓨터 비전 실생활 활용, 이미지 처리,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 Support
Vector Machine

15

자연어 처리(8)

자연어 처리의 실생활 활용, 자연어 처리 데이터
처리과정, Bag of words,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
되는 알고리즘 이해

16

데이터 처리(8)

공공데이터 및 오픈 데이터 활용, 데이터 모델링을
위한 정제, 데이터 시각화

17

머신러닝과 딥러닝(8)

기계학습 알고리즘, 인공신경망, 데이터 모델링
및 모델링 평가

18

데이터 활용(8)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붓꽃 종 예측 프로젝트

19

컴퓨터 비전 기초 기술(8)

컴퓨터 비전 기초 개념, 규칙 기반 컴퓨터 비전 적용,
이미지 특징 추출, 마스크

20

컴퓨터 비전 활용(8)

이미지 전처리, K-NN(Nearest Neighbor) 알고
리즘, 카드 색 분류 프로젝트

21

추론 모델(7)

CNN, OpenVINO, NCS2, Pre-trained 모델 사용,
얼굴 인식 프로젝트

22

데이터 수집 및 처리(8)

자연어 처리를 위안 인터넷 수집, 언어 인식 적용을
위한 데이터 처리

23

자연어 처리를 위한 분류(8) A bag of words, TFIDF.

24

챗봇 만들기(8)

25

스마트폰을 이용한 데이터 스마트폰 센서 종류, 작동 방법, Science Journal
수집(8)
APP 사용 센서 데이터 수집

26

AI 프로젝트 예제(4)

사회 문제 제시, 시스템 맵, AI 프로젝트 사이클
이용하여 Review

27

문제 정의(4)

본질적 문제 찾기, 프로젝트 범위 설정,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28

데이터 획득(4)

오픈 데이터 또는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 획득

29

데이터 탐색(4)

데이터 조사, 패턴 발견, 이상 징후 발견, 가설 검정
및 가정 확인

30

데이터 모델링 및모델 평가(4) 적정 모델 선택, 모델 정확성 효율성 향상

31

정리 및 배포(4)

프로젝트 추진 과정 및 결과 주피터 노트북으로
작성 배포, 피드백 평가 모으기

32

개별 프로젝트 위험성 검토(4)

개발 프로젝트의 윤리적 이슈 점검, 잠재적 영향과
위험성 논의

33

발표 및 공유(7)

프로젝트 개발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분명하고 자
신감 있는 발표 및 공유

챗봇 적용 사례, 코사인 유사도, 챗봇에 기본 기능
추가

인텔의 ‘AI For Youth’ 프로그램은 2019년 상반기 한국, 인도, 폴란
드 3개국에서 시범 운영이 이루어졌다. 2019년 2월에 3개국의 글로벌
코치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시행한 후, 여기에 참가한 한국 코
치들이 전국 15개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핵심 코치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시행하고, 여기에 참가한 교사들이 각자의 학교에서 인공지능 수업을 시
범적으로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1단계 ‘영감 갖기’ 활동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보 또는 진로 수업 시간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2단계부터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 또
는 동아리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245)

나. 중국 비교를 통한 시사점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육 사례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중국의 경우 인공지능의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 및 학계 주도로 인공지
능 교육 보급을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국가 개방형 플랫폼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인공지능 교재를 제작하고 오픈소스를 제공하며 시범학교를 운
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공지능 교육의 주도권을 잡고 교육 사업을 펼치
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인공지능 교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이 있어 인공지능과 관련한 교육을 플랫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
다. 2018년 중국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인공지능 교재들은 교과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교육 플랫폼과 연계한다. 센스타임에서 편찬한 인
공지능 교재나 무크 인터넷 강의를 기반으로 하는 쉐탕커촹 등이 모두 자
245) 인텔(2020), p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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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인터넷 교육 플랫폼과 긴밀히 연계한다. 인공지능 초보 교과서를
사용하는 일부 학교와 지역 주도 인공지능 시범 교육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서구 기업의 플랫폼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한다. 우리나
라의 경우는 구글이나 인텔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하는데, 서구 기업의 플
랫폼을 이용할 경우 선진 기술의 교육적 활용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교육
의 주도성, 체계성, 완결성, 집단성, 규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국의 플
랫폼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빅플랫폼을 구축함에 있
어 교육계와 학교의 역량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기업과 지역이 앞장서서 이러한 플랫폼을 구
축하거나 플랫폼을 활용할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교육 정보화 2.0’ 정책에서 ‘3통 2플랫폼’은 학교마다 광대역,
학급마다 디지털 자원, 학생마다 네트워크 학습공간의 개통과 교육 서비
스 및 관리를 위한 빅플랫폼 건설을 주요 임무로 한다. 결과적으로 교육
정보화 2.0은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이
그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없이 현대화 없다’는 인식에서 잘 표현되듯이, 중국은 인공지
능 교육의 성패를 ‘교육 정보화 2.0’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서 찾는다. 반
면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고, 그동안 ICT 활용 교육이나 SW 교육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각 학교의 관련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
어져 중국처럼 교육 격차의 현실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
나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학교를 보면 교육청이 지원한 예산을 우선적으
로 LMS와 교실 AP 구축, 크롬북 같은 개인 디바이스 구입에 사용하는
등 인공지능 수업 환경이 생각보다 갖춰져 있지 않다. 학교 또는 지역 교
육청은 개인의 격차를 균등화시킬 수 있는 보편 교육의 장소로서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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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행할 필요
가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인공지능 교육의 기술 환경과 인프라를 갖추
는 문제에 있어 인식과 열의가 다소 부족한 것 같다. 오로지 일부 인공지
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자각한 교사들의 ‘열정’만이 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이나 이마저도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인프라
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렵다. 인공지능 교육은 교육계만의
임무와 과제가 아니다. 과거 우리 삶에 컴퓨터가 들어오고, 인터넷이 들
어왔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인공지능은 전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시대 전환적 기술이다. 인공지능 교육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아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양과 자질이 무엇이고 그것의 체계적인 교육 방
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하고, 이것은 비단 일부 열정적
인 교사들만의 몫이 아니라 전 사회가 같이 혁신하고 고민하고 지원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열정에만 기대어 인공지능 교육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한 교육이 되기 위한
구체적 절차와 환경을 보다 전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이에 따라 국가가
주도하여 움직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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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1. 결론
본 장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AI) 교육 동향에 대한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요약하고자 한다.

가.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은 2017년 7월 국무원이 발행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이 문건을 통해 인공지
능을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인공지능이 경제·사회·국방과
심층적으로 결합되어 혁신형 국가와 과학 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데 근간
이 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
한 강력한 지지대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로써 ‘13차 5개년 계
획(2016~2020)’의 주요 방향이었던 ‘인터넷 플러스’ 정책은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으로 업그레이드되고, 특히 산업과 교육의 양 부문에서 후속
정책이 나오면서 2018년 이후 인공지능 교육이 적극 추진되었다.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과 3월 알파고 이벤트가 일으킨 인공지능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환기의 결과, 2017년 이후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12월 인공
지능에 관한 중요한 세 개의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보다 미국 외 국가들의 ‘국가 인공지능 전략’
수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먼저
국가 전략으로서 인공지능을 선점하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미국을 뒤
쫓으며 강력한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에 들어가자, 2019년 2월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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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공지능 리더십 유지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아메리칸
AI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며 기술 헤게모니 전쟁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은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가열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배경 하에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개념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
전규획｣과 그 후속 조치로 2018년 4월 교육부가 발행한 ｢고등교육 인공
지능 혁신 행동계획｣에서 제시된바, ‘하나의 혁신체계’와 ‘다층적 교육
체계’라는 전형적인 정층설계(顶层设计, Top Level Design)의 개념과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의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대학
이 정부의 지원 하에 인공지능 과학 보급과 확산의 주체가 되어 기초교육과
공공교육에 연계할 것을 독려하는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적어
도 이론적으로는 교육의 주체와 대상, 내용과 형식이 서로 연결되고 인공
지능의 이론과 기술, 인재와 플랫폼이 상호 작동하는 산업 -연구 - 교육
- 응용이 한데 어우러진 새로운 혁신적 교육시스템의 모델이 마련되었다.

나.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과 향후 과제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은 비단 국가 전략으로서 ‘차세대 인공지능’의
맥락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국가 전략인 ‘교육
현대화’의 맥락 속에서도 존재한다. 중국의 미래 교육 로드맵은 2019년
4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행한 ｢중국 교육 현대화 2035｣
와 같은 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발행한
｢교육 현대화 추진 가속화 실시방안(2018~2022)｣에 잘 드러나 있다.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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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인데, 향후 15년 교육 현대화
의 발전 목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교육 격차’의
해소에 방점이 찍혀있다. 중국은 이 같은 교육 현대화 실현의 유력한 경
로로 ‘교육 정보화 2.0’ 정책을 채택하는데, 이는 2022년까지 ‘전체 교사
의 교학 응용프로그램 활용, 전체 학생의 학습 응용프로그램 활용, 전체
학교의 디지털 캠퍼스 건설’을 목표로, ‘3통 2플랫폼’ 즉 ‘학교마다 광대
역, 학급마다 디지털 자원, 학생마다 네트워크 학습공간’의 개통과 교육
서비스 및 관리를 위한 빅플랫폼 건설을 주요 임무로 한다. 결과적으로
교육 정보화 2.0은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
축이 그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차세대 인공지능의 시급한 과제가 인공지능 인재의 배양이고 교육 현
대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공지능을 통한 교육의 개혁과 혁신이라고 할
때, 중국의 ‘인공지능+교육’의 함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서부터 교육 자체의 내용과 방식, 평가와 체제,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그 포괄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 따라서 그 추진 전략에 있어서도 융합,
플랫폼, 연동, 최적화 등의 개념이 주요한 방법론으로 등장하는데, 기존
분과 체계와 제도, 인프라 하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교육을 생
각할 때 쉽지 않은 도전과 한계가 예상된다.
인공지능은 하나의 기술이자 매체로서의 ‘이중 속성’ 즉 ‘기술 속성’과
‘사회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기술 속성이 그 발전
을 주도하지만 그것이 점차 사회 각 분야와 접목돼 들어갈수록 사회 속성
이 기술 속성을 결정하고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역시 아직까지는 ‘기술 주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점차 사
회 속성이 강화되며, 그 융합이 자연스럽게 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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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만들어갈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그 안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정작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양과 자질이 무엇이고 그것의 체계적
인 교육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어야 할 것이다.

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상을 인공지능 교과
서와 인공지능 학교 교육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었고, 학교 교육 사례는
교육 주체에 따라 기업 주도 교육 현황과 지역 주도 교육 현황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과서는 교육부의 2003년 ｢일반고등학교 기술 교육
과정 표준(실험)｣에 근거해 제작된 인공지능 초보 에서 시작된다. 2003년
기술 교육과정에 따른

인공지능 초보

교과서는 검정 과정을 거쳐

2004년~2006년에 총 5개의 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 이후 ｢발전규획｣이
발표된 2017년에 ｢일반고등학교 정보기술 교육과정 표준｣이 교육부에서
공시되고, 201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9년 총 2개의 출판사에서
인공지능 초보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발전규획｣에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의 적극적인
보급을 권고한 이래, 인공지능의 역사·미래·기술 등을 핵심 주제로 삼은
교과서가 2018년 4월에 출판된 인공지능 기초(고등학생용) 를 기점으
로 대거 출현한다. 또한 기존의 STEAM, 메이커, 프로그래밍, 코딩 교육
관련 교재가 ‘인공지능’을 부제로 달아 많이 출판되었다. 본 연구는 이 중
에서 ‘인공지능’을 표제어로 한 교과서(‘敎材’)로 분류되는 도서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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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1질이 검색되었다.
국가 검정교과서인 인공지능 초보 와 달리 이 11질의 교과서는 기업체
나 지역 관계자가 편찬에 참여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 가운데 10질은 센
스타임, 아이플라이텍, 바이두와 같은 ICT 기업이나 호학지혜교육과기유
한공사, 선전러즈로봇유한공사와 같은 에듀테크 기업과 사범대학 교수들의
협력 하에 집필이 이루어졌고, 상하이교육출판사의 인공지능 은 지역
관계자를 중심으로 편찬되었다. 이 11질의 교과서는 단순히 인공지능의
개념이나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협력 기업이나 출
판사에서 자체 제작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들 플랫폼을 통해 교육 자료
를 시청하거나 프로그래밍이나 관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다만 지역
관계자 중심으로 편찬된 상하이교육출판사의 인공지능 은 국제적인 오
픈소스형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도 한다. 10질의 기업 협력 교과서는
내용상 협력 기업의 특징을 반영하거나 기업에서 자체 제작한 교구인 로
봇이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학습하도록 기획되었다.
교과서가 기업이나 지역 관계자에 의해 출판된 것처럼 교육 현황도 실
행 주체인 기업과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기업과 연관된
교육 현황은 센스타임과 칭화대 대학기업인 베이징칭촹미래교육과기유
한공사를 실례로 들어 살펴보았다. 센스타임은 중고등학생용 인공지능
입문 을 출판하여, 이 교과서와 자사의 인공지능 교구를 이용해서 전국
의 실험학교에서 선도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또 베이징
칭촹미래교육과기유한공사는 칭화대 MOOC 아래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전문 MOOC인 ‘쉐탕커촹’을 개발해 인공지능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쉐탕커촹의 특징은 특유의 온라인 인공지능 교육과정과 오프라인
의 인공지능 랩인 ‘AI 혁신공간’을 함께 운영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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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지역과 도농의 격차에 따라 교육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
기 때문에, 인공지능 교육에 있어 지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상
황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교육은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 지역의
수요에 맞춘 교육 방식과 목표를 추구한다. 지역(市級) 주도 인공지능 교
육은 중국의 교육정책에 발 빠르게 호응하며 이루어지는데, 특히 ‘교육정
보화 2.0 행동계획’의 배치 아래 ‘스마트교육 시범구 건설’ 사업이 시행
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그 결과 여건을 갖춘 전국의 8개의
시범구가 선정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상하이시 민항구와 산시성
윈청시를 살펴보았다. 발달도시인 상하이시 민항구의 경우 앞선 기술과
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축적과 학생 개인별 학습에 중점을 두
는 반면, 산시성 윈청시의 경우 랜선 망 확충, 1인 1디바이스 등 망 접근
권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닝샤회족자치구는 2018년 ‘인터넷+교육
시범구’, 2019년 ‘인공지능 교사대오건설 시범구’로 선정되었는데, 비교
적 낙후하고 광대한 영토를 가진 닝샤회족자치구의 경우 인공지능 교육
사업의 중심은 인터넷 인프라의 보급, 교육과 교학의 디지털화, 교육 단
말기 보급 및 활용 등에 두어진다.

라. 한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
최근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2030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미래교육 청사진’을 발표
하여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시안을 통
해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
시하였다. 2019년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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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교육대학원에 인공지능 융합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AI 교사를 양성하
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범정부 차원에서
제시하였고, 교육 분야에서는 SW 및 AI 교육을 초·중등 필수교육으로
확대하고 교원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 지원, 교육대학원
AI 융합교육 전공 신설을 통해 교사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
부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초·중·고 단계별 AI 교육 내용 기준(안),
고등학교에 AI 선택 과목 신설 등을 통해 AI 교육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20년도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 운영고(34개교)’를 선정하여 인공지능, 정보, 정보과학 등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0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2,011개
교를 선정하면서, 이 중 247개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시범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과학ㆍ수학ㆍ정보ㆍ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을 통해
학생들이 정보·AI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 교사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AI 분야의 영재학교 및 과학고 학생
선발, AI 융합교육 거점고 운영, AI 교육 선도·시범 학교 운영, AI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연수, AI 융합 교육대학원 지원 방안, AI 교육 기준안
마련 등 AI 교육의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다.

마. 한중 정보·정보기술 교육과정 비교
인공지능 교육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정보 과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와 중국의 교육과정을 비교하였다. 우리나라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목 명칭을 ‘정보’로 변경하였고, 단순 응용 프로그램 기능 교육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컴퓨터 과학의 원리와 이해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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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도입하였고, 중학교와 고등학
교의 교육 내용이 위계성을 갖추도록 구성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서는 컴퓨팅 사고력 부분이 강화되었고, 초등학교 5~6학년 실과에 17시
간 이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하고, 중학교는 기존의 선택과목이던 정
보를 『과학/기술ㆍ가정/정보』 교과군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34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기존의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
과목으로 전환하여 학습기회를 확대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정보
과목은 정보문화, 자료와 정보,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컴퓨팅 시스템으로
동일한 내용 체계를 제시하여 연계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중국은 2000년 「초중등 정보기술 교육과정 지도요강(시행)」을 통하여
초등학교 68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70~140시간의
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초·중학교는 종합실천활동을 통해
정보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정보기술’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
어진다. 중학교의 정보기술 교육과정 내용체계는 정보기술 기초, 멀티미
디어 기술 응용 초보, 데이터 처리, 인터넷 활용으로 이루어져있다. 2017
개정 일반고 정보기술 교육과정은 필수 과정, 선택형 필수 과정, 선택 과
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 과정에는 데이터와 계산, 정보 시스템과 사
회로 총 2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형 필수 과정에는 데이터와 데
이터 구조, 네트워크 기초, 데이터 관리와 분석, 인공지능 초보, 3D 설계
와 혁신의식,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프로젝트 설계로 총 6가지 모듈로 구
성되었다. 선택 과정에는 알고리즘 초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설계로 총
2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은 필수, 선택형 필수, 선택의 세 가지
유형의 교육과정 구성으로 진로와 연계한 학습자 선택의 폭이 유연한 교
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인공지능 교육 측면에서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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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공지능 초보를 선택형 필수로 구성하여 인공지능의 개념을 익히고
구현 원리, 응용 방법 등을 학습하면서 인공지능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
록 교육과정에 선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바. 후속 과제 제안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지만, 향후 연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후속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과 평가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 인공지능 시범학교 사례 조사를 직접 중국에 가서 수행하지 못하고
주로 온라인 자료에 의존하여 분석하였기에 실제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구체적인 사례와 현황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 인공지
능 교육 시범학교나 메이커 교육 현장 등을 방문하여 실제 현황을 살펴보
면서 인공지능 교재 및 교구의 활용도와 교사 연수 현황,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학교 교육 지원 현황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다면 훨씬 구체적
인 중국 인공지능 교육 현황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2017년
「발전규획」이후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이 3년차에 이르므로 이에 대한 평
가 작업도 필요하다. 그런데 평가를 온라인 자료나 문헌에 의존하다보면
중국 입장에서 작성된 자료 위주로 보게 되어 평가의 객관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중국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현지 조사
를 할 필요가 있다. 현지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중국 인공지능 발전 수준
과 현황을 짚어보고, 이에 기반한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득실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국 인공지능 교육 성과에 대한
평가를 내림으로써 우리나라에 보다 현실착근적인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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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둘째, 초중등 전 교과에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할 방안을 연구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인공지능 교육 사례를 탐색하면서 정보 교
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 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정보
교과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교과 내용적 측면에서는 빠른 길이나, 인공지
능 교육을 보편 교육 입장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전체 교과에 도
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이후 발전된 IT 기술을 경
험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IT 기술력을 구비하여 누리는 국가 국민
과 그렇지 못한 국민의 격차가 매우 커지는 이 때, 신기술과 신문명은 경
험한 자가 더욱 발전시키고 누리게 되어 있어 경험에 따른 교육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교육을 무조건 체험해보고, 활용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보편 교육적 보급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인공지능
분야를 잘 아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학생이라면 누구
나 나이와 지역을 막론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해보고 인공지능과 관
련된 경험을 축적하여 인공지능이 주가 되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을 익히게 하는 보편 교육도 시급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 격차의 문제
도 함께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인공지능 교
육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교
육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몇 개 교과에 국한하지 말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수학습 도구를 활용하
여 전체 교과에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때 유의할 점
은 이러한 시행의 초점을 인프라 구축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
공지능 교육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지만, 그동안 각종 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으므로 인공지능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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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방향이 교사와 학생한테 맞춰져 있어야 한다. 즉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본 내용을 교사들이 연수와 각종 교사회 활동을 통하여 학습하고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인공지능
과 관련된 경험을 다양하게 해 볼 수 있도록 인공지능 체험 기회를 학교
에 다양하게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초지능, 초연결 시대의 미래 교육 방안을 본격적으로 탐색할 필
요가 있다. 인공지능은 전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시대 전환적
기술이므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 사회 기술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시급하다. 제4차 산업혁명 이후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하여 살펴보
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급격하여 이전의 예측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교육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하여 후속 세대들에게 필요한 역량, 지식, 태도 등을 학습시
키는 것이라고 할 때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은 비록 그 변화의 흐름을 쫓아
가기 어렵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미래
세대가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이 때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활용하면 적합할 것이다. 미래의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안을 구성하면 미래 교육
의 내용과 형식으로 적합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교육현대화 2035’를 통해 청사진을 제시하며 ‘인공지능 + 교육’ 정
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핵심소양을 중시하고 있다.
중국의 교육현대화 정책과 핵심소양 중시 교육과정을 참조한다면 역량
중심 미래 교육 방안으로서 내실 있는 사례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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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동향을 인공지능 교육 배경과 교
육 정책, 교육 현황, 한중 비교 등을 중심으로 탐색하였으며, 이러한 내용
을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1

연구 내용과 제언 관계도

Ⅱ.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과 개념
연
구
내
용

제언

Ⅲ.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

Ⅳ.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

Ⅴ. 인공지능 교육의
한중 비교

•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2017)
• ｢고등교육 인공지능 혁
신 행동계획｣(2018)
• 인공지능의 기술 속성과
사회 속성

• 교육 현대화 2035
• 교육 정보화 2.0
• ‘인공지능 + 교육’

• 인공지능 교과서의
출판과 내용
• 기업 주도 인공지능
교육
• 지역 주도 인공지능
교육

• 교육 정책 비교
• 한국 정보 교육과정과
중국 정보기술 교육과정
비교
• 학교 교육 사례 비교

⇓

⇓

라. 국가 층위 미래 교육의
설계

가. 인공지능 교육
생태계 조성

⇓

⇓

다. 인공지능 교육을 위
한 교사 역량 강화

나. 인공지능 교육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가. 인공지능 교육 생태계 조성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의 큰 특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공지능
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 연구, 교육계가 함께 협력하며 이루어진
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통해 이러한 연
계가 보편 교육과 함께 핵심 인재 양성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
다. 중국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국무원, 2017)과 ｢고등교육 인
공지능 혁신 행동계획｣(교육부, 2018)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대표적
인 기업들을 국가 개방형 플랫폼으로 선정하고 인공지능 교재 개발 및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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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소스를 활용한 시범학교 운영 등의 방식으로 기업이 인공지능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센스타임 및 쉐탕커
촹 같은 기업은 인공지능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고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을 통해 각종 인공지능 관련 실험 및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인공지능 관련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머신러닝 및 딥러
닝과 같은 컴퓨터 과학뿐만이 아니라 수학, 물리학, 통계학, 뇌과학, 인지
과학, 심리학, 언어학 등이 융합되어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는 인공지능 교육은 특정 분야 혹은 특정 분과
에서 다루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민간 기업, 대학 및 연구소, 교육계 각
분야의 전문가 혹은 집단이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생태
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발표하면서, ‘세계를 선도
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비전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데이터·컴퓨
팅자원 등 AI 산업의 핵심인프라 확충, 글로벌 선도국과 대등한 기술·산
업 경쟁력 확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누
구나 창업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공
지능 역량 및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
라서 인공지능 교육과 접목하여 인공지능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교육 생태계
를 구성하는 각각의 민간기업, 대학 및 연구소, 정부 기관, 교사, 학교 등
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및 공간으로서 인공지능 교육 플
랫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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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구성(안)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에는 인공지능 교육 실습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민간 기업, 대학 및 연구소, 정부 기관, 교사 등의 다양한 구성
원이 협업하여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탑재 및 관리하여 학습자들이
개별 학습 차원에서 접근하여 학습하거나, 단위 학교에서 교사의 지원 및
참여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교사는 이러한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통해 인
공지능 관련 민간 기업, 대학 및 연구소의 교수·학습 자료 및 연수 자료
에 접근하여 교사의 역량 및 인공지능 소양을 강화하고, 교수·학습 측면
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재구성하여 이를 다시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에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 자료의 지속적인 개발 및 수정·보완
이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통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사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교육 생태계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 기관에
서는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인공지능 교육 생태계가 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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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보완하여 보편 교육으로서의 인공지능 교육과 핵심 인재 양성으로
서의 인공지능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기업에서는
일반 교사 및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보다 심화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 및 응용할 수 있는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빅데이터 및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웹기반의 학습 플랫폼을 개발하여 인공지능 교
육 플랫폼과 연동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제해결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민간 기업이 인공지능 교육 교재 및 교
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교사 연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
요가 있다. 대학 및 연구소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과 다양한 교과
및 학문과 연계한 인공지능 교육 방안을 연구 개발하여, 인공지능 교육
생태계 구성원과 공유하고 협력하여 학습자 수준에 맞는 맞춤형 인공지
능 교육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 인공지능 교육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AI 시대 미래
비전과 전략을 담은 ‘AI 국가전략’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교육과 관련하
여 ‘전 국민 AI 교육체계 구축’을 제창하였다.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
게 SW와 AI를 배우고 모든 연령·직군에 걸쳐 전 국민이 AI 기초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세계 최고의 AI 인재가 성장
하는 토양을 조성”246)한다는 것이다. ‘AI 국가전략’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2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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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이를 추진할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2020 업무 계획에서 ‘미래 변화를 선도할 AI·첨단분야 인
재양성’을 목표로 ‘초·중·고 AI 교육 기반 조성’, ‘AI·첨단분야 전문인재
집중 양성’, ‘스마트 학교환경 조성’의 세 가지를 실천하겠다고 보고하였
다.247)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 운영고’ 34개교를 선정하여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전체 교과 수업의 15% 내외를 인공지능, 정보,
정보과학 등 다양한 과목으로 편성·운영하고, 4단위 이상의 과목을 공동
교육과정으로 개설하여 인근의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
였다.248) 그리고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을 통
해 교과간의 연계와 융합을 바탕으로 4개 영역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체
계적으로 수립하였다.249)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은 초중등 교육에서 인공지능 역량 및 소양
을 키우고, 고등교육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두 갈래로 역할 분담이
된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문명은 이를 경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문명을 주도한다고 할 때, 공교육에서는 적어도 학생 누구나 이를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초중등
교육에서는 인공지능의 내용에 대한 진입 장벽이 있다고 생각되어 인공
지능에 대한 교육보다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즉 스마트 학교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교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을 실행하는
식의 교육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인공지능 교육 보급의 확대를 위한 방안은 우선 교육과정에서 인공지

247) 교육부(2020a), pp. 9~10.
248) 교육부(2020b), pp. 1~3.
249) 교육부(2020b), p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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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이 학교교육의 기본
법령이자 지침이므로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교육이 보장되어야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첫째, 중등 교육에서 정보 과목의 이수 단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초
중등 교육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내용에 대
한 교육도 가능한데, 주로 정보 과목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실과에 17시간 이상의 소
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도입하여, 놀이 및 체험 중심의 알고리즘 교육과
교육용 도구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학교는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34시간 이상 이수하면서 컴퓨팅 사고
력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였다. 고등학교는 정보 과목을 소프
트웨어 교육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기존의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 과
목으로 전환하였다.
중국의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중학교에 필수과목으로 지
정된 점이 교육의 연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이수 단위에서 중국보
다 훨씬 적어 인공지능 내용을 실효성 있게 배우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중국의 교육과정이 필수와 선택형 필수, 선택과목으로
분류되어 총 10개 과목 모듈이 제공되고 있고, 그 중 ‘인공지능 초보’라
는 인공지능을 전문으로 다루는 과목 모듈도 있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
문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인공지능
초보’ 과목의 교과서도 발행됨으로써 전문적인 인공지능 교육을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경우를 참조하여 중등학교 정보 과목에 인공
지능 관련 내용을 보강하고, 이를 충분히 교육할 수 있도록 시수를 늘려
공교육에서 인공지능 고급인재를 위한 기초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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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는 2020년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을 발표
하여 그 중 ‘정보교육 종합계획’에서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등 다양한 과목을 신설하여 학생의 진로·진학 설계에 따라
심화 학습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여 체계적인 정보·AI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정보 교육과정을 강화한 바 있지만, 정보 과목 시수가 확보되지
않은 채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칫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과학이
나 수학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 내
용이 교과 내용의 위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정보 과목에서 시수를
확보하고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과목을 신설하여 중등교육 단계에서도
전문적인 인공지능 교육이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초중등 교육에서 보편교육으로서 교수학습 차원을 넘어 인공지
능 교육을 좀 더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범교과 학습 주제
(crosscurricular themes)’로 다루는 방안이 있다. 범교과 학습 주제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존 교과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시급히 강조
하여 교과에서 수용하여 지도하거나 별도의 시간을 내어 지도할 주제들
로 제시되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범
교과 학습 주제가 있는데, 2009 개정에 비해 축소되었다.

표 6-1

2009 및 2015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학습주제 중 정보화 관련 내용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
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지침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
(초등학교)
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10)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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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계속
2009 개정 교육과정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
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범교과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학습주제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중략> (39가지)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10가지)

자료: 교육부(2009), p. 9, 교육부(2015a), pp. 8~10.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9 개정에서 있었던 정보화 교육 주제
가 삭제되었다. 그러나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 등은 범교과 학습 주제
로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교과(군)에서 충실하게 다뤄지도록 하였
다.”250)라고 하여 정보화 교육이 범교과 학습 주제가 아닌 관련 교과 즉
실과(초등학교), 정보(중·고등학교)에서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또 범교과
학습 주제 10가지에서는 빠졌으나 다음과 같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동
사례로 교육과정 해설서에 포함되어 있다.

표 6-2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활동의 사례

활동
학술
문화
활동

활동목표

활동 내용(예시)

다양한 학술 분야와 문화에 대해 관심을
∙ <중략>
가지고 체험 위주의 활동을 통하여 지적
∙ 정보활동 - 컴퓨터, 인터넷, 소프트웨어, 신문 활용 등
탐구력과 문화적 소양을 기른다.

자료: 교육부(2015e), p. 28

이와 같이 범교과 학습 주제로 인공지능을 포함할 때 유의할 점은 정
보화나 SW 교육으로 포괄하기보다는 인공지능으로 초점을 맞추어 인공
지능의 내용과 방법이 모두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50) 교육부(2015),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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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최근 우리나라는 SW 교육과 함께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인
공지능 교육 시범학교 운영, 인공지능 교육 내용 기준(안) 마련, 인공지능
교재 개발, 인공지능 기초 과목 개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를 통해 이러한 인
공지능 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
다. 인공지능 교육이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필수화된 과목은 아니지만, 미
래 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학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교육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
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
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소양 강화를 위한 연수를 추진한다.
인공지능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AI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AI를 교과 내용으로 가르치는 것과 다양한 교과에서 AI 기술을
도구적으로 활용하여 교수·학습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뉠 수 있다. 즉, 인
공지능을 교육 내용으로 다루며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원리 및 핵심 개념
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한 문제해결 교육과 AI 기술이 접목된 도구를 활
용하여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측면의
인공지능 교육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분류의 인공지능 교육을 모든 교
과 교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교과 특성을 반영한 교사 연수
가 필요하다. 먼저, 인공지능 교육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보 교
사를 대상으로 하여 AI의 기본 원리와 개념 그리고 AI에서 활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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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수를 통해 정보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AI의 주요
원리를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이러한 인공지능의 원리를 활용
하여 문제해결 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AI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
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교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 활용 방법에 대한 연수가 필
요하다. AI의 도구적 활용은 궁극적으로 교사가 좀 더 교수·학습의 핵심
적인 역할에 집중하여 학습자의 개별 요구에 따라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
거나, 출석 관리, 채점 관리, 학습 분석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 교사의 교
수·학습을 보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교과별 특성에 따라 교과
의 학습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활용
하거나 AI 기술 및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를 모니터링 하거나 평가 및
채점 도구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 중요하다. 단순히 AI 기술의 활용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AI 기
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학생들의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
공지능 활용 교사 연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관리자 연수를 강화한다. 인
공지능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를 대상
으로 인공지능 교육 연수가 필요하다.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공
지능 교육 연수는 주로 인공지능 교육 인식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 결정자 및 책임자 수
준에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인식에 따라 학교 현장에 인공지능 교육이
확산되고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학
교에서 정보 교과뿐 아니라 다양한 교과를 통해 인공지능 교육이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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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비전과 인식
을 긍정적으로 함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공
지능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학교 단위에서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연
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교육
이 정보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능정보 사회를 대
비하여 인공지능 교육이 범교과 측면에서도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교과를 통해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 및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를 효과
적으로 해결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교사에 대한 연수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원 양성 단계에서부터 체
계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대학교 및 사범대학교의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소양을 함
양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본 교육과정에는 소프트웨어 교육
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컴퓨터·정보 소양도 함께 필요로 한다. 따
라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컴퓨터·정보 소양부터 시작하여, 기
본적인 컴퓨터 과학의 원리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원리
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예비교사의 인공지능 소양
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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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 층위 미래 교육의 설계
중국 정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정층설계(顶层设计, Top Level
Design)’이다. 본래 정층설계란 어느 항목의 각 층차와 요소를 종합적으
로 살펴 근원을 밝히고 전체를 통괄한 후 가장 높은 층위에서 문제의 솔
루션을 찾는 공학 용어로, ‘12차 5개년(2011~2015)’ 규획 문건에 처음
등장한 이후 중앙 정부의 중요한 정책 수립 이론이 되었다.
정층설계는 중국공산당이 유일한 집권당인 중국에서 당-국(党国) 체제
의 집중과 위계 메커니즘을 투영해 중국식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과 연결
을 최적화하려는 방법론으로,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바, 적어도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에서 나타난 정층설계의 장단점이 비교적 뚜렷한 만큼 장점을 우리
체제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단점을 살펴 적용하면 훨씬 선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공지능 교육이 실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그것이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과 ‘교육 현대화’라는 두 개의 중요한 국가 전략의
접점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전략은 최상위 중앙 정부의 설계에
따라 국가 및 사회의 각 지역 또는 부문의 영역과 경계를 뛰어 넘어 상호
융합과 연동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물적 토대와 동력을 얻게 되는
바, 예컨대 ‘차세대 인공지능’ 전략은 ‘하나의 혁신 체계’로서 ‘산업(기술)
- 연구(이론) - 교육(인재) - 응용(플랫폼)’의 융합·연동 시스템을 구축하
고 ‘과학 보급’과 ‘다층적 교육 체계’ 개념으로 고등교육과 기초교육, 전
문교육과 공공교육을 연결함으로써 인공지능 교육의 수직적·수평적 연계
추진이 가능해졌다. 인공지능 교육의 또 다른 축인 ‘교육 현대화’ 전략 역시
중앙의 총괄적 설계에 의해 교육이 다양한 산업과 과학 기술, 혹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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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 전략과 융합·연동해 혁신하는 시스템이 그려졌기 때문에, ‘인공
지능 + 교육’ 또는 ‘교육 + 인공지능’ 같은 개념들이 등장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두 전략의 정층설계 효과에 따라, 2018년 이후 중국의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트랙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정보기
술 교과 교육, 둘째 주요 혁신 테크기업 및 대학기업 협력 시범학교 운영
교육, 셋째 지역 주도 시범구 운영 교육이 그것이다. 이 세 개의 트랙에
서 전개되는 인공지능 교육은 각기 그 역할과 지향점이 다르다.
첫째, 정보기술 교과 교육은 학교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으로 나머지 두
개의 트랙보다 선도성과 이슈성이 떨어지지만, 향후 중국의 초중등 인공
지능 교육의 표준과 메커니즘을 건립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
다. 둘째, 기업 협력 시범학교 운영 교육은 협력 기업의 오픈소스 플랫폼
또는 혁신공간을 중심으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중학교를 비롯해 유
치원 과정까지 프로그램들이 연동돼 있어 비록 그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제한적이지만 중국에서 현행 최첨단 분야 인공지능 기술의 리터러시 교
육(기술을 체험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교육)이 선도적으로 행해
지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역 주도 시범구 운영 교육은 기본
적으로 ‘교육 정보화 2.0’ 정책에 기반한 인프라 중심 인공지능 교육으로
교수ㆍ학습 응용프로그램 적용, 교육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교육 거버넌
스 혁신 등 궁극적으로 디지털 캠퍼스 건설, 나아가 스마트시티 건설과도
연계되는 ‘인공지능 + 교육’의 혁신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정층설계의 장점은 기존의 틀과 제도를 일정 부분 허
물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융합·연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하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단점은 본질적으로 인위적인 국가 주
도 정책의 특성상 정교하기보다는 방만하고, 효율적이기보다는 과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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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달아 ‘좋은’ 사례보다 ‘좋지 않은’ 사례를 더 많이 만든다는 것이다. 따
라서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이 어떤 성과로 귀결될지는 추후 사례별로 면
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 비해 조금 늦었지만, 2019년 12월 문재인 대
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AI) 국
가전략｣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교육부가 2020년 AI·첨단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교육 기반 조성 및 대학 혁신을 추진한다는 업
무계획을 발표하고, ‘AI 융합교육 거점고’를 선정하는 등 잇달아 인공지
능 교육 관련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같
은 관련 부서의 후속 조치들이 새로운 혁신의 융합·연동 기제를 만들기
보다 기존의 틀과 제도 안에서 단순히 하위 단위에 대한 내부 지원책으로
기능하는 느낌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같은 정층설계 없는 하
향적 지원 정책은 고갈된 내부 동력을 소모시키고 정책의 효능감을 떨어
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은 학교 내
부만의 역량으로 구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것은 실제 에듀테크 산업, 혁신 테크기업들의 첨단 기술, 디지
털 캠퍼스나 스마트시티 건설 같은 인프라 구축이나 지역 발전 전략 등,
훨씬 더 거시적인 영역의 변화와 동반될 때 비로소 명확한 로드맵을 갖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유행이 아닌, 실제 인공지
능 시대를 준비하는 인공지능 교육의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청이나 교육부가 아닌 보다 정층의 논의와 모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비단 인공지능 교육뿐만이 중국의 ‘교육 현대화’ 전략처럼 보다 거시
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의 미래 교육 로드맵이 국가적 층위에서 논의되고
모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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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구조식 표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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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컴퓨터로 추론하다
4.1 무엇이 전문가 시스템인가
4.1.1 전문가 시스템 인식
4.1.2 전문가 시스템의 작용 및 유형
4.1.3 전문가 시스템의 구성
4.2 전문가 시스템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4.2.1 무엇이 정향 추리인가?
4.2.2 무엇이 반향 추리인가?
4.2.3 무엇이 부정확 추리인가?
4.2.4 전문가 시스템의 해석 기능
4.3 어떻게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할 것인가
4.3.1 전문가 시스템
4.3.2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 절차
제5장 스마트 검색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5.1 검색을 통한 해 구하기
5.1.1 무엇이 검색인가
5.1.2 상태공간으로 해 구하기
5.2 블라인드 검색
5.2.1 너비 우선 검색
5.2.2 깊이 우선 검색
5.3 계발식 검색 및 게임
5.3.1 계발식 검색
5.3.2 어떻게 계발식 검색을 진행하는가
5.3.3 게임문제에서의 계발식 검색
제6장 인공지능의 발전과 미래
6.1 인공지능의 발전
6.1.1 스마트 로봇
6.1.2 스마트 컴퓨터
6.1.3 스마트 제어시스템
6.1.4 기계 증명
6.2 인공지능의 미래
6.2.1 인공지능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
6.2.2 인공지능 전망

주즈팅(祝智庭) 주편, 정보기술·선택과목5·인공지능 초보 , 중국지도출판사(2005)
제1단원 인공지능의 매력을 느끼다
1절 인공지능의 문을 두드리다
2절 인공지능 세계에서 맘껏 헤엄치다
3절 지식 및 지식 표현
4절 기계 지능에 대한 사고(선택 학습)
제2단원 기계의 도움으로 ‘전문가’가 되다
1절 처음 알아보는 전문가 시스템
2절 전문가 시스템의 기초
3절 전문가 시스템의 추론 메커니즘
4절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 도구
5절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

제3단원 기계도 난제를 풀 수 있다
1절 Prolog 언어 기초
2절 스도쿠
3절 스도쿠의 재해결
4절 피보나치 함수
5절 하노이의 탑
6절 8퀸 문제
7절 전문가 시스템 설계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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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기초교육과정자원연구개발센터정보기술교과서집필조(广东基础教育课程资源研究开发中
心信息技术教材编写组) 편저 ; 쉬푸인(徐福荫)·리원위(李文郁) 주편,
정보기술·선택과목5·인공지능 초보 , 광둥교육출판사(2005)
제1장 인공지능 첫 탐색
1.1 무엇이 인공지능인가
1.1.1 무엇이 지능인가
1.1.2 인공지능 및 그 특징
1.1.3 인공지능을 왜 배워야 하나
1.2 인공지능의 기본 내용
1.2.1 기계 감지
1.2.2 기계 사고
1.2.3 기계 학습
1.2.4 기계 행위
1.2.5 로봇은 축구를 할 수 있는가
1.3 인공지능의 주요 응용 분야
1.3.1 패턴 인식
1.3.2 기계 증명
1.3.3 자연어 이해
1.3.4 전문가 시스템
1.3.5 자동 프로그래밍 설계
1.3.6 인공 신경 네트워크
1.3.7 지능형 에이전트
2장 지식 표현 및 Prolog언어
2.1 지식
2.1.1 지식 및 그 분류
2.1.2 왜 지식 표현을 배워야 하는가?
2.1.3 지식의 도식화 표현 방법
2.2 프레임 표현법
2.2.1 프레임의 기본 구조
2.2.2 프레임 표현 지식 실례
2.3 AND/OR 그림 표현법
2.3.1 AND/OR 그림 표현법
2.3.2 AND/OR 그림 표현 실례
2.4 상태공간 표현법
2.4.1 상태 및 조작
2.4.2 상태공간 표현 지식 실례
2.5 생성식 규칙 표현법
2.5.1 생성식의 기본 형식
2.5.2 동물 식별 시스템의 생성식 규칙
2.6 Prolog 언어
2.6.1 처음 알아보는 Prolog
2.6.2 Prolog 언어의 세 가지 기본 어구
2.6.3 Prolog 프로세스의 기본 구조
2.6.4 Prolog 언어 내부 술어
2.6.5 정합 및 귀납 방법
2.6.6 Prolog 언어 특징
2.7 종합 활동: 지식 표현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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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문가 시스템
3.1 전문가 시스템 인식
3.1.1 무엇이 전문가 시스템인가
3.1.2 전문가 시스템의 구성
3.1.3 전문가 시스템의 분류
3.2 전문가 시스템의 지식 획득
3.2.1 전문가 지식
3.2.2 지식 표현법으로 전문가 지식의 표현
3.2.3 Prolog 언어로 전문가 지식의 표현 실례
3.2.4 지식 획득 방법
3.3 전문가 시스템의 추론 과정
3.3.1 정방향 추론와 역방향 추론
3.3.2 부정확한 추론
3.4 전문가 시스템의 해석 기능
3.4.1 해석의 개념과 역할
3.4.2 해석의 내용
3.5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
3.5.1 언어 및 도구
3.5.2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 과정
3.6 종합활동: 식물분류 전문 시스템 만들기
3.6.1 활동 목적
3.6.2 활동 임무
3.6.3 활동 과정
3.6.4 활동 결과
3.6.5 활동 평가
제4장 해 구하기 문제
4.1 스도쿠 문제의 재배열 및 트리 표현법
4.1.1 스도쿠 문제의 재배열
4.1.2 스도쿠 문제 재배열의 트리 표현
4.1.3 트리의 여러 가지 용어
4.2 기본 검색 방법
4.2.1 너비 우선 검색 방법
4.2.2 깊이 우선 검색 방법4.3 계발식 검색
4.3.1 계발 함수의 역할
4.3.2 스도쿠 문제의 계발식 검색 과정
4.3.3 계발 함수의 선택
4.4 게임 문제 해 구하기
4.4.1 게임 문제
4.4.2 우물 모양 바둑판 문제
4.5 기계 증명
4.5.1 지식 표현
4.5.2 귀결원리 및 그 응용 방법 약술
5장 인공지능의 회고와 전망
5.1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

광둥기초교육과정자원연구개발센터정보기술교과서집필조(广东基础教育课程资源研究开发中
心信息技术教材编写组) 편저 ; 쉬푸인(徐福荫)·리원위(李文郁) 주편,
정보기술·선택과목5·인공지능 초보 , 광둥교육출판사(2005)
2.7.1 활동 목적
2.7.2 활동 임무
2.7.3 활동 과정
2.7.4 활동 결과
2.7.5 활동 평가

5.1.1 인공지능의 형성과 발전
5.1.2 인공지능의 성과
5.1.3 국내 인공지능 발전 현황
5.2 인공지능의 전망
5.2.1 기계의 스마트화
5.2.2 스마트 로봇
5.2.3 지식 발견 및 데이터마이닝
5.2.4 사회의 스마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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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쩡러(陶增乐) 주편, 인공지능 초보 , 저장교육출판사(2006)
제1장 인공지능 소개
1.1 지능과 인공지능
1.2 인공지능의 몇 가지 응용 분야
제2장 지식 및 지식 표현
2.1 지식
2.2 지식의 표현 방법
2.3 부정확 지식

제4장 전문가 시스템
4.1 전문가 시스템 개설
4.2 전문가 시스템 프레임워크
4.3 간단한 전문가 시스템 두 개의 예
4.4 규칙에 기반한 전문가 시스템의 지식 및 그 표현
4.5 전문가 시스템은 지식을 어떻게 응용하나
4.6 전문가 시스템의 해석 메커니즘
4.7 간단한 전문가 시스템 쉘(shell)의 사용

제3장 Prolog 입문
3.1 Prolog 프로그램 실례
3.2 Prolog 작업 메커니즘
3.3 Turbo Prolog 프로그래밍 설계
3.4 Prolog로 해 구하기

제5장 검색 기술
5.1 상태공간의 개념과 표현 방법
5.2 블라인드 검색
5.3 계발식 검색
5.4 게임 문제
부록 1 학생 학업 성장기 기록
부록 2 Turbo Prolog 사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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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푸인(徐福荫) 주편, 정보기술·선택형 필수과목4·인공지능 초보 , 광둥교육출판사(2019)
제1장 인공지능 개설
프로젝트 모범사례: 중영자동번역기 인공지능 발전과정
조사
1.1 인공지능 및 그 특징
1.1.1 인공지능
1.1.2 인공지능의 기본 특징
1.2 인공지능 발전 과정과 추세
1.2.1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
1.2.2 차세대 인공지능의 흥기
1.2.3 인공지능 발전의 연구 추세
1.3 인공지능의 응용
1.3.1 인공지능의 경제 분야 응용
1.3.2 인공지능의 사회 분야 응용
제2장 인공지능 기초 알고리즘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모범 사례: 자동차 자동 내비게이션 시스템
해부
2.1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언어 및 개발 플랫폼
2.1.1 상용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언어
2.1.2 파이썬의 인공지능에서의 운용
2.1.3 전형적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
2.2 계발식 검색
2.2.1 계발식 검색 원리
2.2.2 계발식 검색의 분류
2.2.3 계발식 검색의 응용
2.3.4 스마트 검색 엔진
2.3 자연어 처리
2.3.1 감정 분석
2.3.2 기계 번역
2.3.3 기계 독해
2.4 생체 인식
2.4.1 지문 인식 시스템
2.4.2 안면 인식 시스템
2.4.3 홍채 인식 시스템
2.4.4 지정맥 인식 시스템
제3장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의 핵심 알고리즘
프로젝트 모범 사례: 스팸 메시지 인공지능 분류 시스템
3.1 기계학습 요약
3.1.1 기계학습의 기본 원리
3.1.2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주요 유형
3.2 베이즈 정리 분류기
3.2.1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
3.2.2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의 유형
3.2.3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의 응용

3.4 의사결정 나무
3.4.1 의사결정 나무와 그 유형
3.4.2 의사결정 나무의 생성
3.4.3 의사결정 나무의 응용
3.5 인공신경망
3.5.1 인공신경망의 기본 원리
3.5.2 인공신경망의 응용
제4장 인공지능 응용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모범 사례: 이미지인식 스마트완구 시스템의
개발
4.1 인공지능 응용시스템 프로젝트 분석
4.1.1 프로젝트 기술
4.1.2 수요 분석
4.2 인공지능 응용시스템 프로젝트 설계
4.2.1 전체 설계
4.2.2 하드웨어 시스템 설계
4.2.3 소프트웨어 모듈 설계
4.3 인공지능 응용시스템 프로젝트 실행
4.3.1 프로그램 설계
4.3.2 이미지 인식 모듈 개발,
4.3.3 시스템 통합
5장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
프로젝트 모범 사례: ‘자율운행자동차 상해 사건’으로 인
간과 기계의 공존 위험관리 및 윤리적 도전에 대한 분석
5.1 인공지능 응용시스템의 위험관리 및 윤리적 도전
5.1.1 일반적 인공지능 응용시스템의 기본 구성
5.1.2 인공지능 응용시스템의 위험관리
5.1.3 인공지능 응용시스템의 윤리적 도전
5.2 인공지능 응용시스템 안전의 기본 방법
5.2.1 위험관리 분석 및 감사 추적
5.2.2 백업과 응급 처리
5.2.3 안전관리 교육과 제도 건설
5.3 인공지능의 사회적 응용의 규범과 법규
5.3.1 인공지능 응용의 도덕적 규범과 행동 수칙
5.3.2 인공지능 응용의 민형사상 법규
부록 1 일부 용어· 줄임말에서 영문 대조표
부록 2 프로젝트 활동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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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한빙(闫寒冰) 주편, 정보기술·선택형 필수과목4·인공지능 초보 , 저장교육출판사(2019)
제1장 인공지능의 길: 역사와 발전
1.1 인공지능의 기원
1.2 인공지능의 현황과 발전
제2장 인공지능의 원천: 알고리즘과 모델
2.1 뉴로모픽 컴퓨팅
2.2 논리 추리
2.3 검색에 기반한 문제에서 해 구하기
2.4 의사결정 나무
2.5 회귀 분석
2.6 베이즈 분석
2.7 신경망 학습
2.8 혼합 증강지능

제3장 인공지능의 힘: 잠재적 기술
3.1 데이터에서의 발굴: 지식 발굴
3.2 데이터에서의 학습: 패턴 발굴
3.3 데이터에서의 합성: 혁신 지능
제4장 인공지능의 쓰임: 사회에 서비스하다
4.1 ‘인공지능+Ⅹ’가 사회 진보를 추진하다
4.2 자연어 처리: 기계번역
4.3 지능 시뮬레이션: 인간과 기계의 게임
4.4 지능 통제: 무인자동차 시스템
4.5 혼합 지능: 두뇌와 기계의 인터페이스
4.6 인공지능 발전의 사회에 대한 잠재적 영향
제5장 인공지능의 기초: 윤리와 안전
5.1 개론
5.2 인공지능 윤리
5.3 인공지능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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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공지능 교과서
탕샤오어우(汤晓鸥)·천위쿤(陈玉琨) 주편, 화둥사범대학출판사·상무인서관(2018), 센스타임
인공지능 기초(고등학생용)
제1장 인공지능: 새 시대의 개막
1.1 시공을 뛰어넘다: 밍밍(铭铭)의 하루
1.2 빛나는 세월: 인공지능 약사
1.3 백화제방: 인공지능의 산업 응용
1.4 진면모를 처음 드러내다: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1.5 본 장 소결
제2장 소 잡는 칼 쓰다: 차이 관찰해 꽃 판별하기
2.1 처음 배워 잠깐 연습하다: 분류의 임무
2.2 꽃잎을 물고 곱씹다: 특징 추출
2.3 부문별로 나누다: 분류기
2.4 실천으로 진리를 드러내다: 테스트와 응용
2.5 형형색색: 여러 유형의 분류
2.6 크게 솜씨를 떨치다: 이분법의 생활 속 응용
2.7 본 장 소결
제3장 혜안 갖추다: 이미지와 사물 알아보기
3.1 온고지신: 수공특징에 기반한 이미지 분류
3.2 새로운 길을 개척하다: 딥러닝 신경망에 기반한 이미지
분류
3.3 ‘신경망’의 깊이를 싫어하지 않다: 딥러닝 신경망의 발
전과 도전
3.4 홀연 한밤에 봄바람이 불어오다: 이미지 분류의 일상 생
활 속 활용
3.5 본 장 소결
제4장 귀로 팔방 듣다: 음 분석하고 음악 감상하기
4.1 귀를 씻어 공손히 감상하다: 소리를 듣는 예술
4.2 관악기 현악기: 음악 풍격의 분류
4.3 말과 계책을 따르다: 말소리 인식 기술
4.4 소리를 듣고 곡을 판별하다: 악곡 검색 기술
4.5 본 장 소결

제5장 대단히 총명하다: 동영상 이해하기
5.1 정(静)에서 동(动)으로: 이미지에서 동영상까지
5.2 날카롭게 터럭까지 살피다: 동영상 행위 인식
5.3 딥러닝에 기반한 동영상 행위 인식
5.4 본 장 소결
제6장 스승 없이 스스로 통하다: 부문별로 나누기
6.1 인공지능이 이름 못 들어본 꽃을 만났을 때
6.2 사물 군집화: 붓꽃의 k-평균 군집화
6.3 인물 군집화: 사진첩 속의 안면 군집화
6.4 층차 군집화와 생물 군집화
6.5 본 장 소결
제7장 글을 알다: 텍스트 이해
7.1 임무의 특징
7.2 텍스트의 특징
7.3 지붕에서 병 안의 물을 쏟다: 텍스트에서 잠재적 주제
를 발굴하다
7.4 남이 좋아하는 바에 맞추다: 주제에 기반 텍스트 검색
과 추천
7.5 본 장 소결
제8장 신들린 것 같은 붓: 그림 창작하기
8.1 구층의 대 흙 쌓는 데서 시작하다: 데이터 공간과 데이
터 분포
8.2 진부한 데에서 신기한 창작가가 되다: 생성 신경망
8.3 예리한 안목의 예술가: 판별 신경망
8.4 적대 속에서 협력과 진보: 생성식 적대 신경망
8.5 자유자재의 창작: 조건 생성식 적대 신경망
8.6 본 장 소결
제9장 장막 안에서 산가지를 놀리다: 바둑 고수
9.1 처음 실마리를 살피다: 알파고의 바둑 두는 신경망
9.2 선견지명: 알파고의 큰 그림
9.3 비범한 성취: 알파고 제로
9.4 본 장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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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위쿤(陈玉琨) 주편, 상무인서관(2019), 센스타임
인공지능 입문 (제1권)
제1장 인공지능 개요
태어나 인간이 되다: 인류 지능에서 인공지능까지
굉장한 신통력: 인공지능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길 끝없고 멀다: 인공지능에 대한 사고와 토론
희미한 빛 이미 드러나다: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
기대할 만한 미래: 만약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는 미래에
살게 된다면
제2장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프로그램으로 자동차와 대화
2.1 옹알거리며 배우다: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기초
파이썬에서의 변수
파이썬에서 자주 보이는 연산 부호
파이썬에서의 주석
2.2 비틀비틀 걸음 배우기: 자동차의 기본 운동
명령을 통한 자동차와의 상호작용
후진 구현
자동차의 방향 바꾸기
자동차를 직각으로 방향 바꾸기
2.3 온고지신: 새로운 함수의 정의
함수의 인식
함수의 사용
프로그램 흐름도
2.4 귀와 눈이 밝다: 센서와 기본 응용
터치 센서
초음파 센서
색깔 센서
센서를 이용해 장애물 피하기
2.5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 분기 구조와 조건문
if문: 단 분기 구조
if/else문: 이중 분기 구조
if/elif.../else문: 다중 분기 구조
2.6 돌아서 다시 시작: 순환 구조
for 어구
while 어구
2.7 흔적을 따라 돌다: 순환차의 원리
순환차의 원리
원리의 프로그램 구현
순환 구조의 응용
본 장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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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다센서의 거리 측정
3.1 한 치 사이: 로봇의 위치와 좌표의 표시
속도와 거리
평균 속도
위치 예측
평면 직각 좌표계
3.2 털끝만큼 차이: 오차는 어떻게 생기나
오차 발생의 예측
오차의 표시
오차를 줄이는 방법
3.3 진주가 모이고 옥이 합쳐지다: 직선 표시와 속도
맞춤
직선 표시
더욱 정확히 평균 속도를 예측하다
대수로 해 구하기
기하로 해 구하기
3.4 필마단창: 단일 센서 거리 측정
3.5 백가쟁명: 다중 센서 융합
평균화
최적 선택
3.6 화살 헛되게 쏘지 않는다: 로빈 후드의 과녁 쏘기
로빈 후드의 전설
실험 개요
실험 조작
실험 평가
본 장 소결

인공지능 입문 (제2권)
제4장 이미지 처리의 기초
4.1 하늘의 빛과 구름 그림자: 이미지 형성 시스템의 탐색
핀홀의 이미지 형성
카메라의 원리

제5장 기계학습 기초
5.1 하나 듣고 열 알기: 예측이란 무엇인가
디지털화: 기계와 현실 세계 연결
예측 함수: 관찰에서 결론으로 매핑
일차 함수

4.2 점에서 면으로 확대: 이미지 표시

5.2 능력별 채용: 예측 함수 평가(Test)

화소(pixel)와 2차원 배열
해상도

5.3 만권의 시서: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하기

4.3 눈을 밟아 매화를 찾다: 이미지 읽기

지도학습 개요
평가와 수정: 간단한 학습 전략

컴퓨터로 이미지를 읽기
컴퓨터로 이미지 수정하기

5.4 발을 들어 세력 우세를 결정하다: 데이터가 성능에 미치는

4.4 휘황찬란: 컬러 이미지의 표시

영향

RGB

5.5 하나를 보고 열을 알다: 회귀에서 분류까지

3차원 배열로 컬러 이미지 표시

5.6 옥척으로 재주를 평가하다: 분류 예측 함수의 평가
5.7 천 번 두드리고 백번 단련하다: 분류 함수의 훈련(확장

4.5 누에고치에서 명주실 뽑기: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

이미지 처리
얼굴 키포인트 추출
이미지 변환

소절)
5.8 총망라: 분류기의 패키지 및 호출

4.6 단원 프로젝트: 움직이는 이모티콘 만들기

본 장 소결

이모티콘을 만드는 과정

본 장 소결

인공지능 입문 (제3권)
제6장 자연어 처리: 스마트 영어문장의 분석
6.1 한 글자 한 글자 주옥같다: 컴퓨터는 어떻게 텍스트를
표현하나
6.2 장구를 다듬다: 텍스트의 입력과 처리
텍스트의 입력
단어로 나누기
리스트
6.3 연이어 나타나다: 어떻게 단어 빈도 자전을 만드는가?

단어 빈도
자전의 유형
자동 통계 단어 빈도
6.3 사물 군집화: 텍스트 특징과 분류

텍스트 특징
분류

본 장 소결

제7장 딥러닝 이미지 이해
7.1 무리 중 그를 찾다: 보는 것에서 이해하는 것까지
7 .2 무늬 하나로 표범을 보다: 특징을 이용해 이미지 인식을
완성하다
윤곽 특징 추출
7.3 주도면밀한 계획: 딥러닝 처음 알아보기

합성곱 신경망
종단 간 학습(End-to-end Learning)
7.4 잎으로 가을을 알다: 안면의 속성-딥러닝의 특징에 대한

진일보한 체험
7.5 돌연 고개를 돌리다: 사진기는 어떻게 당신을 찾는가?

전체 이미지에서의 안면 검측(확장 선택학습)
7.6 기대할 만한 미래: 딥러닝 학습 응용

동영상 감시
무인 운전
자율 운전의 등급
강화학습

본 장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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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입문 (제4권)
제8장 말소리 인식과 인간과 기계의 상호 작용
8.1 금석사죽: 소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소리의 특성
컴퓨터의 소리
8.2 소리소리마다 들리다: 청각과 말소리 인식
발성의 원리
청각의 원리
자동 언어 인식
8.3 노래하고 화답하다: 간단한 말소리 제어
인간과 기계의 상호 작용 초탐
간단한 말소리 제어
8.4 도원에서 길을 잃다: 경로 계획의 원리
8.5 안개에서 꽃을 보다: 모호한 정합
8.6 산이 울면 골짜기가 응하다: 인간과 기계의 상호 작용의
단계
최종 도전
본 장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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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보석의 채집: 결책과 계획
9.1 장막에서 산가지를 놀리다: 결책 문제의 인식
9.2 흰 구름 검은 개: 확률 세계에 들어가다
무작위 시험
무작위 사건
확률
확률 평가
9.3 부지런히 탐구하다: 무엇이 수학 예상인가
무작위 변수
수학 예상의 계산
수학 예상의 평가
9.4 신기한 기계와 계산: 보석 채집의 결책 알고리즘
보석의 채집: 초심자 코스
결책의 두 개 절차: 탐색과 이용
ɛ-greedy 알고리즘 및 실전
개선 후의 ɛ-greedy 알고리즘
이동하는 보석 채집
알고리즘 및 실전
본 장 소결

친쭈쥔(覃祖军) 주편, 허난인민출판사(2018), 호학지혜교육과기(베이징)유한공사
인공지능 실험 교재(유치원 소반)
상
1. 활동1 표정 노래
2. 활동2 기상 노래
3. 활동3 옷 입기 노래
4. 활동4 작은 거울
5. 활동5 따르릉
6. 활동6 화보 보기
7. 활동7 공원 거닐기
8. 활동8 의자
9. 활동9 책상
10. 활동10 텔레비전
11. 활동11 엄마의 소파
12. 활동12 내 작은 옷장
13. 활동13 검
14. 활동14 작은 다리
15. 활동15 나는 기타를 사랑해
16. 활동16 작은 양
17. 활동17 여우
18. 활동18 원숭이
19. 활동19 삼륜차
20. 활동20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21. 활동21 욕심쟁이 곰 바비
22. 활동22 어린 여우의 등교

하
1. 활동1 자동차
2. 활동2 작은 거위 깃털
3. 활동3 식사노래
4. 활동4 붓꽃
5. 활동5 나란히 앉다
6. 활동6 나는 작은 손이 있어요
7. 활동7 작은 배
8. 활동8 우리집
9. 활동9 강아지
10. 활동10 시소
11. 활동11 미끄럼틀
12. 활동12 그네
13. 활동13 코끼리
14. 활동14 게
15. 활동15 기린
16. 활동16 타조
17. 활동17 풍차
18. 활동18 화성 탐사차
19. 활동19 풍력 발전기
20. 활동20 발레
21. 활동21 착한 아기 잠자려 하네
22. 활동22 큰 사자와 작은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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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실험 교재(유치원 중반)
상
1. 활동1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2. 활동2 트러스 구조 알아보기
3. 활동3 백사장 의자
4. 활동4 책장
5. 활동5 아기돼지 삼 형제
6. 활동6 단단한 집
7. 활동7 턴테이블 로봇
8. 활동8 무엇이 지렛대의 원리일까?
9. 활동9 천칭
10. 활동10 수차
11. 활동11 투석기
12. 활동12 시소
13. 활동13 무엇이 톱니바퀴의 원리일까?
14. 활동14 휘핑기
15 .활동15 꼬리로 낚시하는 호랑이
16. 활동16 영리한 토끼
17. 활동17 낚싯대
18. 활동18 과학기술관 참관
19. 활동19 상어 세우기
20. 활동20 무엇이 도르래의 원리일까?
21. 활동21 기중기
22. 활동22 기말 성과 고찰

하
1. 활동1 크레인
2. 활동2 게
3. 활동3 엘리베이터
4. 활동4 내가 널 도울게
5. 활동5 해적선
6. 활동6 회전하는 비행기
7. 활동7 함께 범퍼카 타고 놀자
8. 활동8 바퀴와 축
9. 활동9 유모차
10. 활동10 삼륜 오토바이
11. 활동11 레이싱 카
12. 활동12 방 정리
13. 활동13 춤추는 로봇
14. 활동14 굴삭기
15. 활동15 기차
16. 활동16 복엽 비행기
17. 활동17 자동차 엘리베이터
18. 활동18 로드 롤러
19. 활동19 청소차
20. 활동20 지게차
21. 활동21 로봇경연대회 참관
22. 활동22 기말 성과 고찰

인공지능 실험 교재(초등학교 1학년)
상

하

필수 부분
1. 인공지능 로봇
2. 스마트 조명
3. 난쟁이 로봇
4. 오토바이 로봇
5. 신호등 로봇

필수 부분
1. 스마트 운전
2. 삐삐 로봇
3. 턴테이블 로봇
4. 스마트 가구
5. 선풍기 로봇

선택 부분
1. 세 친구
2. 배경과 캐릭터
3. 자리로 돌아가기
4. 회전할 수 있는 사과
5. 반짝이는 별
6. 자기소개
7. 동물들의 달리기 경주
8. 작은 고양이의 슛

선택 부분
1. 나비 잡기
2. 이어달리기
3. 사계절 변화
4. 도시를 가로지르는 자동차
5. 작은 배
6. 고양이와 쥐
7. 같이 문제를 풀어보자

부록
1. 난쟁이 로봇 설계도
2. 오토바이 로봇 설계도
3. 신호등 로봇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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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삐삐 로봇 설계도
2. 턴테이블 로봇 설계도
3. 선풍기 로봇 설계도

인공지능 실험 교재(초등학교 2학년)
상
필수 부분
1. 음성 제어 및 음성 식별
2. 사마귀 로봇
3. 지문 잠금 및 안면인식 결제
4. 야구 로봇
5. 비행기 로봇

필수 부분
1. 거인 로봇
2. 펑펑 로봇
3. 원격제어 로봇
4. 음성 합성

하

선택 부분
1. Kodu 알아보기
2. 우리들의 세계 만들기
3. 종합 조작 훈련
4. 먹보 녀석(상)
5. 먹보 녀석(하)
6. 게임 득점 및 생명치

선택 부분
1. 강 건너기 모험1
2. 강 건너기 모험2
3. 강 건너기 모험3
4. 2인용 자동차 경기
5. 외계인 침입 첫 번째 관문
6. 외계인 침입 두 번째 관문
7. 외계인 침입 세 번째 관문
8. 게임 만들기

부록
1. 사마귀 로봇 설계도
2. 야구 로봇 설계도
3. 비행기 로봇 설계도

부록
1. 거대 로봇 설계도
2. 펑펑 로봇 설계도
3. 원격제어 로봇 설계도
3. 비행기 로봇 설계도

인공지능 실험 교재(유치원 대반)
상
1. 활동1 조립할 로봇 알아보기
2. 활동2 메인보드 및 카드 리더기의 사용
3. 활동3 천칭 지렛대 원리 알아보기
4. 활동4 천칭 처음 만들기
5. 활동5 천칭 온전히 만들기
6. 활동6 지렛대로 천칭 조립
7. 활동7 투석기 지렛대 원리 알아보기
8. 활동8 투석기 지렛대 처음 만들기
9. 활동9 투석기 지렛대 온전히 만들기
10. 활동10 지렛대 원리로 투석기 조립
11. 활동11 수차 지렛대 원리 알아보기
12. 활동12 수차 처음 만들기
13. 활동13 수차 온전히 만들기
14. 활동14 지렛대 원리로 수차 조립
15. 활동15 턴테이블 지렛대 원리 알아보기
16. 활동16 턴테이블 처음 만들기
17. 활동17 턴테이블 온전히 만들기
18. 활동18 지렛대 원리로 턴테이블 조립
19. 활동19 청개구리 지렛대 원리 알아보기
20. 활동20 청개구리 처음 만들기
21. 활동21 청개구리 온전히 만들기
22. 활동22 지렛대 원리로 청개구리 조립

하
1. 활동1 메인보드 및 카드 리더기의 사용 복습
2. 활동2 믹서기 톱니바퀴 원리 알아보기
3. 활동3 믹서기 처음 만들기
4. 활동4 믹서기 온전히 만들기
5. 활동5 톱니바퀴 원리로 믹서기 조립
6. 활동6 개틀링기관총1
7. 활동7 개틀링기관총2
8. 활동8 개틀링기관총 온전히 만들기
9. 활동9 기계팔 톱니바퀴 원리 알아보기
10. 활동10 기계팔 처음 만들기
11. 활동11 기계팔 온전히 만들기
12. 활동12 톱니바퀴 원리로 기계팔 조립
13. 활동13 자동차센서기 원리 알아보기
14. 활동14 자동차센서기 처음 만들기
15. 활동15 자동차센서기 온전히 만들기
16. 활동16 센서기로 자동차 조립
17. 활동17 회전목마센서기 원리 알아보기
18. 활동18 회전목마 처음 만들기
19. 활동19 회전목마 온전히 만들기
20. 활동20 센서기로 자동차 조립
21. 활동21 기말 성과 고찰
22. 활동22 과학기술관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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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실험 교재(초등학교 3학년)
상
필수 부분
1. Scratch 처음 알아보기
2. Scratch 비밀 캐보기
3. 모듈 알아보기
4. 전향 모듈 알아보기
5. 순서 구조 알아보기
6. 배경과 캐릭터의 변경
7. 무대의 좌표 알아보기
8. 반복실행 모듈의 사용
9. 순환 구조 알아보기
10. 캐릭터 모습의 변환
11. 펜 모듈 알아보기
12. 음성 모듈 알아보기
13. 난수 알아보기
14. 무대극 제작
15. 방송 및 접수 모듈 알아보기
16. 선택 구조 알아보기
선택 부분
17. mBot로봇 알아보기
18. 아름다운 무지개 제작
19. 응급 구조
20. 엄마 생일 축하해
21. 전자 애완동물
22. 이모티콘 퍼즐 맞추기
23. 돌고 도는 행운
24. 측량 기술자
25. 자율 주행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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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필수 부분
1. 변수 사용하기
2. 수박 받기 게임
3. 과일 따기 게임
4. 캐릭터의 충돌과 거리의 감지
5. 게임 설계 방안의 확정
6. 무대와 캐릭터의 제작
7. 프로그램 스크립트의 편집
8. 디버깅 프로그램의 완비
9. 댄스파티
10. 응급구조
11. 전자 애완동물
12. 자율주행 운전의 기술
선택 부분
13. 온도실험실
14. 스마트 냉각기
15. 똑똑한 조명
16. 날쌔게 피하는 음성제어 자동차
17. 숫자 맞추기 게임
18. 스마트 차단기
19. 꼬마 선로순경
20. 안전 차단기

인공지능 실험 교재(초등학교 4학년)
상
필수 부분
1. 개학식
2. 모듈 이해하기
3. 신호등1 만들기
4. 신호등2
5. 신호등3
6. 작은 자동차1
7. 작은 자동차2
8. 작은 자동차 배선3
9. 선풍기1
10. 선풍기2
11. 선풍기3
12. 신호등+자동차1
13. 종합연습
선택 부분
14. 개학식
15. 우주 탐험
16. AIphal 암호
17. 알파 재생
18. 신호등4
19. 가로등1
20. 가로등2
21. 빛센서 자동차1
22. 빛센서 자동차2
23. 오르골1 만들기
24. 오르골2
25. ｢반짝반짝 작은 별｣
26. ｢호랑이 두 마리｣
27. ｢작은 토끼 귀여워｣
28. 종합 연습

하
필수 부분
1. 개학 첫 수업
2. 작은 예술가1
3. 작은 예술가2
4. 신호등과 작은 자동차
5. 레이싱 카의 원격조정1
6. 레이싱 카의 원격조정2
7. 자동 승강문1
8. 자동 승강문2
9. 메트로놈1
10. 메트로놈2
11. 브레이크댄스 대회
12. 춤으로 깨우다
13. 넌 왼쪽 난 오른쪽
14. 기억창고 찾기
15. 금고1
16. 종합 연습
선택 부분
17. 금고2
18. 가로등3
19. 메트로놈3
20. 지프차
21. 빛센서 자동차
22. 가수
23. 종합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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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실험 교재(초등학교 5학년)
상
필수 부분
1. 개학 첫 날
2. 코딩보드(Coding Board) 소개
3. LED 신호등 배경 편집
4. LED로 신호등 제작
5. 발레리나에게 선물 주는 배경 편집
6. 기울기센서기로 발레리나에게 선물 주기
7. 초인종 제작 배경
8. 버저로 초인종 만들기
9. ‘날아라 나비야’ 배경 제작
10. 스위치로 ‘날아라 나비야’ 게임 제작
11. 로켓 발사 배경 제작
12. 자석센서기로 로켓 발사
13. 가로등 배경 제작
14. 빛센서로 어두워지면 빛나는 가로등의 제작
15. ‘열과 냉’의 배경 제작
16. 종합 연습
선택 부분
17. ‘N차 반복’ 논리 프로그래밍
18. ‘만약 ~라면’ 논리 프로그래밍
19. ‘만약 ~가 아니라면’ 논리 프로그래밍
20. ‘~를 만족한다면 ~을 반복’ 논리 프로그래밍
21. ‘~까지 기다리기’ 논리 프로그래밍
22. Arduino 개발 도구의 설치
23. LED 교통신호등 제작
24. 성탄트리 제작
25. 문을 열면 알려주는 보안시스템
26. 전자회로로 연주하는 음악
27. 종합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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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필수 부분
1. 개학 첫 날
2. 나비가 나는 배경 편집
3. 온도센서기로 나비 날게 하기
4. 도넛 먹는 배경 편집
5. 가변저항으로 도넛 먹기
6. 상어와 물고기 배경 제작
7. 수위센서기로 제작하는 상어와 물고기의 대결
8. 수위계 배경 제작
9. 수위센서기로 수위계 만들기
10. 무대 배경 프로그래밍 제작
11. 버저로 음악 연주하기
12. 마녀 비행 배경 프로그래밍 제작
13. 마녀 비행 게임 제작
14. 서보모터 곤충 퇴치 배경 제작
15. 서보모터로 곤충 퇴치하기
16. 종합 연습
선택 부분
17. ‘~까지 반복’ 논리 프로그래밍
18. ‘복합 어구1’ 논리 프로그래밍
19. ‘복합 어구2’ 논리 프로그래밍
20. 거리센서기 배경 제작
21. 초음파센서기로 거리감응기 제작
22. 빛센서기로 자동 가로등 제작
23. LCD 상에 실내온도 나타내기
24. 서보모터 프로그래밍의 이해
25. 초음파센서기와 장애물탐지기
26. 온도센세거리로 경보시스템 제작
27. 종합 연습

인공지능 실험 교재(초등학교 6학년)
상
필수 부분
1. 개학 첫 날
2. 내 세계에서 내가 주인이 되다
3. 안녕, 나의 세계
4. 나의 세계 로봇 귀염둥이
5. 나의 세계 첫 날
6. 네 세계를 나눠 줘
7. 인공지능 기초: 파이썬(Python)
8. 안녕, 파이썬
9. 파이썬으로 하는 수학
10. 파이썬으로 하는 게임
11. 파이썬으로 하는 구구단
12. 내 곁의 세계는 어디인가
13. 세계의 각 좌표 탐색하기
14. 전속 영역
15. 도약 전송
16. 종합 연습
선택 부분
17. 나의 세계 성 만들기(상)
18. 리눅스(Linux) 처음 알아보기
19. 무엇이 쉘(Shell)인가
20. 파일 및 디렉터리의 조작
21. 파일권한 관리
22. 유저권한 관리
23. Shell의 변수
24. 파일 찾기
25. 압축과 파일 풀기
26. Vim편집기 알아보기
27. Vim 문서 편집
28. (“Hello world!”)의 프린트
29. hello class!
30. if 조건
31. 리스트와 튜플
32. 종합 연습

하
필수 부분
1. 개학 첫 날
2. 나의 세계 성 만들기(하)
3. 우리들의 거리 구축하기
4. 우리들의 도시 만들기
5. 신비한 나의 세계 블록
6. 데이터 미궁
7. 3D 블록프린터 만들기
8. 3D 블록스캐너 만들기
9. 세계시계 만들기
10. 나의 블록 친구
선택 부분
11. 파이썬 프로그래밍 복습1
12. 파이썬 프로그래밍 복습2
13. while 순환
14. 함수
15. 파이썬의 내장 함수
16. 부류와 실례
17. 파이썬의 모듈
18. 스네이크 게임1
19. 스네이크 게임2
20. 종합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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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실험 교재(중학교 1학년)
상
1. 스마트 개요
2. 인공지능 개요
3. 인공지능 처음 알아보기: Arduino와 Mixly 알아보
기
4. Mixly의 사용
5. 상용 모듈
6. Hello World: 세계를 향해 인사하다
7. S. O. S 및 신기한 버튼
8. 간단한 침입 탐측기 및 조절등
9. 스마트등
10. 혁신형 초인종과 소음계
11. 원격조정등과 색다른 디지털피아노
12. 초음파 거리탐지기 및 공원인원수 계산 시스템
13. 초음파 경보기
14. 적황록 신호등의 설계
15. 목소리의 마력
16. 초음파센서기
17. 빛센서등 제작 교안
18. 두더지잡기 커리큘럼
19. 주정차 위치 계산 시스템
20. 비밀번호 상자

하
1. 프로그래밍 설계 및 스마트제어 개요
2. 자동 프로그래밍 설계
3. Arduino 하드웨어 구조
4. Arduino 소프트웨어 사용
5. Arduino의 첫 번째 프로그래밍
6. LED 발광
7. 칼라 LED등
8. 버튼 제어 LED 등
9. 숨 쉬는 등
10. 빛 제어 등
11. 적외선 원격제어 선풍기
12. 회전 선풍기
13. 자동 추적 선풍기
14. 스마트 소형차의 주행
15. 스마트차의 곡선 운동
16. 장애물 피하는 스마트 소형차
17. 추락 방지 스마트 소형차
18. 선을 따르는 스마트 소형차1
19. 선을 따르는 스마트 소형차2
20. 종합 실천
부록 Arduino 언어

인공지능 실험 교재(중학교 2학년)
상
1. 알고리즘 개요
2. 생활과 알고리즘
3. 삽입 정렬
4. 거품 정렬
5. 선택 정렬
6. 클래식 정렬 알고리즘 비교
7. 재귀 알고리즘
8. 재귀 알고리즘 응용: 하노이의 탑
9. 힙 정렬
10. 이진트리 순회 알고리즘
11. 스마트홈의 개념
12. 주변 스마트홈 시스템
13. Arduino에 기반한 스마트홈 플랫폼
14. Arduino 기초 응용
15. 스마트홈의 온도모니터링 시스템
16. 스마트홈의 온도모니터링 제작
17. 스마트홈 자동관개에서의 센서기1
18. 스마트홈 자동관개에서의 센서기2
19. 스마트홈 자동관개 시스템 제작1
20. 스마트홈 자동관개 시스템 제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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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1. 무엇이 기계학습인가?
2. 기계학습의 주요책략
3. 신경망
4. 파이썬 기계학습의 생태시스템
5. 집값 가격 추산
6. 공유자전거의 수요분포의 평가
7. 중고차 품질 평가
8. 빌딩출입 인원수 추산
9. 영화 추천
10. 토픽모델링으로 텍스트 패턴 인식
11. 음성인식기의 제작
12. 사물인식기의 제작
13. 안면 인식
14. 광학문자인식기의 제작
15. 시각화 데이터
16. 무엇이 전문가시스템인가?
17. 무엇이 지식표현인가?
18. 전문가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
19. 전문가시스템 개발 도구
20. 전문가시스템 쉘을 이용한 전문가시스템 개발

인공지능 실험 교재(중학교 3학년)
상
1. 자동 프로그래밍 설계
2. 프로그래밍 설계
3. 순환 어구
4. 함수
5. 내장 함수의 응용
6. 내장 함수2
7. 파일 읽고 쓰기
8. 파이썬 모듈
9. 그래픽 인터페이스
10. 프로그래밍 종합 애플리케이션
11. 스마트 검색
12. 검색 엔진
13. 검색 엔진의 발전 추세
14. 검색 엔진 최적화
15. 키워드 검색
16. 파일 검색
17. 음성 검색
18. 이미지 검색
19. 인터넷 크롤러
20. 인터넷 크롤러 설계와 구현

하
1. 자연어 처리 NLP 개요
2. 파이썬 기반 텍스트 처리1
3. 파이썬 기반 텍스트 처리2
4. 정규표현식 기반 어휘 분석1
5. 정규표현식 기반 어휘 분석2
6. 어휘빈도 분석결과 시각화제작 도구
7. 어휘빈도 분석결과 단서 및 근거1
8. 어휘빈도 분석결과 단서 및 근거2
9. 어휘빈도 분석결과 단서 및 근거3
10. 통사 분석1
11. 통사 분석2
12. 언어에 대한 컴퓨터 이해
13. 단락에 대한 컴퓨터 이해1
14. 단락에 대한 컴퓨터 이해2
15. 사례 연구1
16. 사례 연구2
17. 음성 식별 개요1
18. 음성 식별 개요2
19. 음성 합성
20. 자연어처리 사례 설계

인공지능 실험 교재(고등학교 1학년)
상
1. 인공지능 알아보기
2. 인공지능의 응용영역
3. 인공지능의 과학적 기초
4. 인공지능의 역사
5.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및 초인공지능
6. 인공지능과 도덕
7. 자연어 처리 소개
8. 인공지능의 언어
9. 단어 나누기 및 품사 주석
10. 자연어 처리의 MxNet 실행
11. 단어 임베딩
12. 구법 분석
13. 정보 추출
14. 지식 지도
15. 문제에서 해 구하기
16. 고전 논리추리
17. 논리추리 확장
18. SOAr과 ACT-R 인지 구조
19. 고전 의사결정 나무 학습
20. 스마트 정보검색 기술
참고자료

하
1. 기호 계산
2. 패턴 인식
3. 기계번역 기초
4. 기계번역 작업 흐름도
5. 로봇 소개
6. 로봇의 구조
7. 자율 로봇
8. 공업 로봇
9. 군사 로봇
10. 로봇 경로계획 기술
11. 에이젠트 소개
12. 로봇 플랫폼과 시뮬레이션 환경 소개
13. 로봇의 발전과 미래 개요
14. 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15. UI/UX 인터페이스 통합소프트-하드웨어
16. 자율 주행 자동차
17. 사물기반 인터넷
18. 서비스형 로봇
19. 인공지능과 예술
20. 인공지능의 미래 발전 방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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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실험 교재(고등학교 2학년)
상
1. 기계학습 소개
2. 기계학습의 발전 과정과 중요성
3. 기계학습의 주요방법
4. 기계식 학습
5. 지도식 학습
6. 귀납 학습
7. 연역 학습
8. 유비 학습
9. 인공지능 신경망
10. 기계 기하증명
11. 후보 제거 알고리즘
12. 베이즈 학습 알고리즘
13. EM 알고리즘
14. 매니폴드 기계학습
15. 반지도 기계학습
16. 다중 인스턴스 기계학습
17. 랭킹 기계학습
18. 빅데이터 스트림 기계학습
19. 그래프모형 기계학습
20. 기계학습 직종의 응용 확장
21. 모바일과 인공지능
22. 문자 처리와 AI의 잠재력

23. 음성과 AI의 잠재력
24. 이미지 처리와 AI의 잠재력
25. 동영상과 AI의 잠재력
26. H5와 AR 기술
참고자료
하
1. 그래픽 책략의 검색
2. 블라인드 검색의 너비 우선 검색
3. 블라인드 검색의 깊이 우선 검색
4. 뉴로모픽 컴퓨팅 개론
5. 뉴로모픽 이념과 실천
6. 컴퓨터 비전 소개
7. 인공지능 및 음악 메이커
8. 인공지능에 기반한 음악교육
9. 스마트 피아노 교실
10. 뇌파의 이해
11. 뇌파 실험
12. 두뇌와 기계의 인터페이스 알아보기
13. 뇌파의 의학적 역할
14. 뇌파의 종합 응용
참고자료

인공지능 실험 교재(고등학교 3학년)
상
1. 무엇이 전문가 시스템인가
2. 전문가 시스템의 구조
3. 전문가 시스템의 주요 분류
4. 해석형 전문가 시스템
5. 진단형 전문가 시스템
6. 예측형 전문가 시스템
7. 설계형 전문가 시스템
8. 계획형 전문가 시스템
9. 제어형 전문가 시스템
10. 감시형 전문가 시스템
11. 조절형 전문가 시스템
12. 교육교학형 전문가 시스템
13. 수리형 전문가 시스템
14. 전문가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
15. 프레임형 개발 도구
16. 범용언어형 개발 도구
17. 보조도구 만들기
18. 무엇이 교육 보조 로봇인가?
19. 교육 보조 로봇 프로그램 응용
20. 교육 보조 로봇 프로그램 및 전문가 시스템의 인공지능
영역에서의 응용
참고자료

288 ❙ 중국의 인공지능(AI) 교육 동향 탐색

하
1. 신경컴퓨팅 소개
2. 신경컴퓨팅 학습 알고리즘
3. 퍼지컴퓨팅 소개
4. 퍼지 집합 및 그 연산
5. 시맨틱 웹 기술
6. 부정확 추리 기술
7. 대뇌피질신경망에 기반한 기계지능
8. 인간과 기계의 지능 인터페이스
9. 인공지능의 특이점
10. 인공지능과 인공생명
11.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컴퓨팅
12. 인공지능의 사회적 플랫폼의 특징
13. 애실로마 인공지능 원칙
14. 인공지능의 미래 교체
15. 인공지능의 지식 획득
16. 인공지능의 제어 기술
17. 인공지능의 모델링 및 인공사유의 모델
18. 인공지능의 강화학습
19. 인공지능의 딥러닝
20. 대학입시 로봇
참고자료

인공지능 실험 교재(직업교육1: 파이썬)
1. 파이썬 소개
2. 파이썬 환경 만들기
3. 파이썬 기본 어법
4. 파이썬 명령행 인수
5. 파이썬 기본 데이터 유형
6. 파이썬 해석기
7. 파이썬 주석
8. 파이썬 연산
9. 파이썬 숫자
10. 파이썬 문자열
11. 파이썬 리스트
12. 파이썬 3-튜플
13. 파이썬 딕셔너리
14. 파이썬 프로그래밍 첫 걸음

15. 파이썬 조건 제어
16. 파이썬 순환 어구
17. 파이썬 반복자 및 생성자
18. 파이썬 함수
19. 파이썬 데이터 구조
20. 파이썬 모듈
21. 파이썬 입력과 출력
22. 파이썬 파일 다루는 법
23. 파이썬 OS 파일/목록 다루는 법
24. 파이썬 오류 및 이상
25. 파이썬 객체 지향
26.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 개요
27. 파이썬 실례

인공지능 실험 교재(직업교육2: 로봇)
1. 로봇 생명의 첫 번째 전환
2. 조타기 역판독 및 연속 동작
3. 소리 전파의 비밀
4. 소음제거를 이해하는 로봇의 청각
5. 마법 같은 적외선 거리센서기
6. 신비한 초음파 거리센서기
7. 예의를 아는 접촉센서기
8. 경중을 아는 압력센서기
9. 색채를 아는 컬러센서기

10. 온도를 아는 온도습도센서기
11. 인공지능의 다채로운 세계
12. 로봇 당신의 말을 이해한다
13. 로봇 말할 줄 아는 좋은 친구 된다
14. 이미지 및 비디오 기록의 신비
15. 로봇 당신의 얼굴을 포착하다
16. 로봇 안면을 인식한다
17. 로봇 그림과 사물을 식별한다

인공지능 실험 교재(직업교육3: 피처 공학)
1. 피처 공학 개요
2. 서포트 벡터 머신(SVM)
3. 나이브 베이즈
4. 의사결정 나무
5. 반감독
6. 가우스 혼합 모델
7. 클러스터링
8. 신기함과 이상치의 검측
9. 피처 추출
10. 데이터 전처리

11. 차원 축소
12. 가우스 과정
13. 확률적 경사하강법
14. 신경망모델(감독)
15. 신경망모델(비감독)
16. 데이터집합 로드도구
17. 교차 검증: 평가견적기의 성능
18. 조정견적기의 하이퍼파라미터
19. 모델 평가: 양적 예측의 품질
20. 검증 곡선: 평점 제작으로 모델을 평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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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샤오칭(郭邵青)·차이윈(蔡耘)주편, 베이징사범대학출판사(2019), 아이플라이텍
인공지능(중학생판)
제1장 인공지능 길잡이
1절 어디에나 있는 인공지능
2절 인공지능 기술의 특징
3절 인공지능의 발전 역사와 응용
4절 인공지능에 대한 사고
제2장 빅데이터 기술
1절 빅데이터에 접근하다
2절 빅데이터 기술의 작업 과정
3절 빅데이터 건강 계획 수립
4절 빅데이터 활용 방안 설계
5절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 및 활용
제3장 기계 학습 기술
1절 기계 학습 애플리케이션 체험
2절 기계 학습 기술의 원리
3절 기계 학습 기술의 애플리케이션 사례
4절 기계 학습 기술의 발전과 응용
제4장 컴퓨터 비전 기술
1절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 체험
2절 컴퓨터 비전 기술의 원리

290 ❙ 중국의 인공지능(AI) 교육 동향 탐색

3절 스마트 출고 로봇
4절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 설계
5절 컴퓨터 비전 기술의 응용과 발전
제5장 스마트 음성 기술
1절 음성 기술 애플리케이션 체험
2절 음성 기술의 기본 원리
3절 음성 제어 테트리스 게임 디자인
4절 음성 기술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5절 음성 기술의 응용
제6장 자연어 처리 기술
1절 자연어 처리 기술의 체험
2절 자연어 처리의 기본 방법
3절 서류 분류 방안의 디자인
4절 자연어 처리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5절 자연어 처리 기술의 응용
7장 인공지능 제품 설계 및 개발
1절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그 설계 방법
2절 인공지능 제품 설계 실례
3절 인공지능 제품 설계 및 개발

중앙시청각교육관(中央电化教育馆)·구젠쥔(顾建军) 주편, 베이징사범대학출판사(2019),
아이플라이텍
인공지능(고등학생판)
제1장 인공지능: 미래를 여는 열쇠
1절 어디에나 있는 인공지능
2절 처음 알아보는 인공지능
3절 인공지능의 힘겨운 탐색
제2장 기계학습: 기계에게 학습을 이해시키기
1절 기계학습 이해
2절 자료 집합: ‘가위, 바위, 보’ 제스쳐 이미지 채집
3절 특징 추출: ‘가위, 바위, 보’ 제스처 특징 추출
4절 분류기: ‘가위, 바위, 보’ 제스처의 기계식별 훈련
5절 딥러닝: ‘가위, 바위, 보’ 제스처의 자동식별 훈련
6절 모델 평가: 평가기계 제스쳐 식별 효과
제3장 스마트 음성: 기계가 듣고 말할 수 있게 하기
1절 스마트 음성의 이해
2절 목소리 식별: 스마트 비서의 사람음성의 구분
3절 음성 인식: 회의록의 자동 생성
4절 음성 합성: 내비게이션의 개성 있는 발성

제5장 자연어 처리: 기계가 이해하고 생각하게 하기
1절 자연어 처리 이해
2절 텍스트 분류: 온라인 쇼핑 평가 분류
3절 질의응답 시스템: 스마트 도우미가 의문을 해결하다
4절 기계 번역: 해외여행에서 즉석으로 번역해주다
제6장 컴퓨터 게임: 기계가 계산하고 의사결정하게 하기
1절 컴퓨터 게임 이해
2절 소요시간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는 학습: 복잡한
미로에서 길을 찾고 보물을 탐색하다
3절 딥러닝의 강화학습: ‘불사조’의 부활
제7장 스마트 시대: 인공지능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다
1절 인공지능, 스마트 시대의 서막을 열다
2절 인공지능,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다

제4장 컴퓨터 비전: 기계가 보고 인식하게 하기
1절 컴퓨터 비전 이해
2절 이미지 분류: 여행 사진의 분류
3절 문자 식별: 주택단지 자동차의 번호판 식별
4절 안면 식별: 출입안전검사 사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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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루이펑(范瑞峰)·구샤오칭(顾小青) 주편, 기계공업출판사(2019), 선전러즈로봇유한공사
인공지능 입문(초급판)
전언
제1과 인공지능이 왔어요
제2과 두러러는 공부를 좋아해
제3과 로봇이 말하는 비밀
제4과 말소리 합성 실험 과정
제5과 두러러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제6과 말소리 식별 실험 과정
제7과 자연어 처리
제8과 자연어 처리 실험 과정
제9과 샤오샤오 번역관
제10과 두러러가 나를 알아보게 하기
제11과 안면인식 실험 과정
제12과 두러러 글자 아는 것을 좋아해
제13과 문자 인식 실험 과정
제14과 인공지능과 미래

런유췬(任友群) 주편, 상하이교육출판사
인공지능(중학생판) (2020)
제1장 인공지능 인식
1절 인공지능의 도래
2절 인공지능으로의 진입
3절 스마트 시대를 품다
제2장 인공지능 이해
1절 ‘보기’: 기계가 인간 세계를 봐요
2절 ‘듣기’: 기계가 사람 말을 알아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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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말하기’: 기계가 말을 해요
4절 “생각하기”: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해요
5절 “움직이기”: 기계가 많은 일을 해요
3장 인공지능 체험
1절 기계와 인간의 상호 작용을 위한 기본 기능의 실현
2절 스마트 프로젝트의 설계 및 제작

부록 2. 지역 주도 인공지능 교육 사업의 내용
일시

지역/
주무부서

제목

내용

2018.4.13

교육부

<교육정보화2.0행동계획>에
관한 통지 발행

‘인터넷+교육’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교육의 현대화와 교육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교육정보화 2.0 행동계획>
을 제정

2018.9.14

기사

슝안신구
인공지능교육실험실에 슝센
바이양덴 고급 중학 낙점

인공지능교육실험실은 바이두 인공지능교육 건설방안
실시 시범 기지. 바이두교육과 베이징사범대학 스마트학
습연구원, 바이양덴 고급중학 3방 공동 건설.
실험실은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뇌과학
등 신기술, 교학플랫폼, 하드웨어 교구, 무크 등 교육과정
자원, 실험 프로젝트 등 일체화된 스마트교육 솔루션에
기반해 슝안신구 미래 AI와 신기술 혁신 인재 육성을 돕
는다.

2018.11.22

교육부

닝샤, 최초 ‘인터넷+교육’ 시범
구역 건설

향후 5년 이내 교육자원공유, 혁신소양교육, 교사대오건설,
학교 당건사정(学校党建思政), 현대교육 거버넌스 등 5개
방면에서 시범 실시
교육부 판공청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과 당의 19대 정신을 관철하고 전국 교육대회정신을 전면적
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정보화 2.0행동계획>의 배치에
근거, 연구를 거쳐, 일부 적극적이고 조건을 갖춘 지방을 선
정, ‘스마트 교육 시범 구역’ 건설을 전개하기로 결정

2019.1.2

교육부

‘스마트교육 시범구’ 건설 전개

2019.1.10

교육부

스마트 교육 시범구 건설
프로젝트 추천 선발 사업에
관한 통지

2019.1.30

닝샤

인터넷+교육의 발전
인공지능이 교사의 도우미가
되다

2019.4.2

교육부

<전국 초중등 교사
정보기술응용능력 향상
프로젝트 2.0 실시에 관한
의견> 발표

닝샤, 최초 2회 연속 인공지능 교사대오건설행동 시범성으
로 지정되다
2013년 전국 초중등교사 정보기술응용능력 향상
프로젝트 개시. 초중등교사 정보기술응용능력 표준 체
계 건설, 2주 교육과정 자원 건설, 전국 초중등교사 정보
기술응용능력 훈련 추진. (2017년 말까지 전국 초중등교
사 1천 만명 훈련, 초중등교사의 정보기술 응용과 교육교
학의 개선 의식과 능력의 보편적 제고가 목표)
2018.1 <중공중앙 국무원의 신시대 교사대오건설 개혁
의 전면적 심화에 관한 의견> 중 교사가 정보화와 인공지
능 등 신기술의 변혁에 주동적으로 적응하고 교육교학을
효과적으로 전개한다는 요구.
2018.4. 교육부, 교육정보화 2.0 행동계획 개시. 교사의
정보소양의 전면적 향상 요구
4개의 임무, 9개의 조치
4개 임무: 교사 응용능력 훈련의 총체적 추진과 교육교학
개혁을 위한 서비스, 도농교사응용능력 격차 축소와 교육
균형 발전 촉진, 정보화 교학 혁신 단체 건설과 미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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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지역/
주무부서

제목

내용
방향 인도, 서비스 체계의 전방위적 업그레이드와 융합
혁신 발전의 보장
이 4대 임무 실현을 위해 혁신 훈련 플랫폼을 만들어 ‘3구
3주(三区三州)’의 가정 지원 서비스 제공, “双师教学”
등 조치

2019.4.4

교육부

2019년도 스마트교육 시범구
건설 프로젝트 명단 공시

2019.7.2

교육부
과기사

스마트교육 시범구 창건
프로젝트 개시회가 슝안
신구에서 거행

2019.7.9

2019.9.12

2019.9.17

닝샤
스주이산

후난

베이징

1. 2019년도 ‘스마트 교육시범구’ 창건구역(8개) - 北京
市东城区、山西省运城市、上海市闵行区、湖北省武
汉市、湖南省长沙市、广东省广州市、四川省成都市
武侯区、河北省雄安新区
2. 2019년도 ‘스마트 교육 시범구’ 창건 육성구역(2개) 江苏省苏州市、山东省青岛市

인공지능이 교사 대오 건설을
돕다

닝샤 스주이산시에서 ‘인공지능 대오건설행동 시범구역
현장추진회’ 개최
스주이산 교육부는 유명 대학과 인공지능교육 기업가와
협력해 교사육성혁신, 교사 스마트교육소양 제고, 교사
스마트 조수 응용, 인공지능교사교육 개혁 추진, 교육교
학혁신 추진 등에 힘씀
현장에서 스주이산 교체국은 아이플라이텍, 어니언 디지
털과 MOU 체결

교육정보화2.0 시대를 향해
매진하다

농촌의 학교 인터넷 연결을 점검, 도시와 향촌의 의무교
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3개의 목표(三个目标) - ‘立德树人、教育均衡、教育未来’
4개의 전환(四个转变) - 교육 정보화의 지위는 ‘기초’에
서 ‘중심’으로 전환, 중심은 ‘건설’에서 ‘응용’으로 전환, 목
표는 ‘융합’에서 ‘인재 육성’으로 전환, 모델은 ‘도움(高
配)’에서 ‘실용’으로 전환
5개 돌파(五个突破) - 1) 전 성 联网学校 건설 , 2) 联网学
校 재구축, 3) 심리건강 생명안전 가정학교 공동 육아 등
특색있는 인터넷 강의 마련, 4) 61개 초중고등에 디지털
캠퍼트, 스마트 교육, 인공지능, 인터넷 학습공간 등 정보
화 혁신 시범구역 조직, 5) ‘후난 교육 클라우드(湘教云)’
건설

교육의 원격 호조 프로그램
‘허톈(和田) 프로젝트’ 개시

‘수도 교육 원격호조 프로그램’ - 베이징과 신장 허톈구,
병단14사와 체결
허톈 지역 100명 교사, 베이징사범대학과 수도사범대학
교사의 도움 아래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2개월 간의 온라
인 오프라인 일체화 연수 개시.
그 중 50명은 국가통영언어문자능력향상 특별 훈련, 50
명은 교육교학능력 특별 훈련에 참가

294 ❙ 중국의 인공지능(AI) 교육 동향 탐색

일시

지역/
주무부서

제목

내용

‘인터넷+교육’을 추진 우수한
교육의 균형 발전 촉진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의 기회를 잡아,
조사와 연구, 혁신 등을 거쳐 스마트교육생태계 건설, 교
육정보화 2.0 행동 실시. 중서부의 실제에 부합하는 교육
정보화 탐색.
후난성, ‘교육정보화2.0 시범 성’ 지정.
인터넷+교육을 통한 탈빈
후난성 지역 무크 건설 - 후난성 인터넷 연합 대강당 “湖
南省网络联校大课堂”
창사 스마트교육 시범구 지정 지지

닝샤 회족
자치구

닝샤 회족자치구
‘인터넷+교육’의 전면화 추진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 건설

닝샤회족자치구 전국 ‘인터넷+교육’ 시범구 건설을 계기
‘클라우드-인터넷-단말기(云—网—端)’ 서비스 프레임
의 초보적 형성. 자치구 전체 3456개 학교 인터넷 보급,
65%의 학교에 랜선 100m 이상, 85% 학교 교실에 디지
털화 교학 설비 설치.
교육 클라우드 초보적 설치

2019.10.14

간쑤성

간쑤성은 ‘인터넷+교육’을
힘차게 추진 교육발전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

교육정보화를 통해 간쑤성 내 교육발전불균형 문제 해
결 노력
그 중 인공지능교육 시범구역 지정, 인공지능교사대오
양성, 본성에 적합한 인공지능교육 경로 적극 탐색 계획

2019.10.19

장시성
난창시

VR이 교실로

장시성 난창시 신젠구 실험초등학교, 자연수업에서 VR
사용

2019.10.19

산시(陕
西)

‘인터넷+’가 힘이 있다

“환경 개선, 응용 개척, 심도 융합”의 3단계식 발전
산시성(陕西省) 스취안현(石泉县) 빈곤현에 속함. 2017년
말, 교육부 ‘1기 교육정보화 시범구역’ 우수단위로 선정.

산둥의 지혜교육이 정보화의
업그레이드를 이끌어내다

산둥성 교육청 반포 <산둥성 교육정보화 2.0 행동계획
(2019~2022>, 스마트 교육 리더십 양성 등 8대 행동계
획 제출
아이플라이텍, 浪潮集团 등과 MOU 체결해 교육현대
화와 상응하는 교육정보화 체계 적극 건설
8대 행동 - 기초환경 제고 행동, 디지털 자원 보급 행동,
거버넌스 능력 최적화 행동, 온라인 교육 보급 행동, 스마
트 교육 리더십 행동, 플랫폼 매트릭스 건설 행동, 혁신
인재 배양 행동, 정보 소양 제고 행동(가장 특색있는 것은
기초환경제고행동, 온라인교육보급행동, 플랫폼 매트
릭스 건설 행동, 혁신인재배양 행동임)
스마트교육 리더십 행동계획은 인공지능기술 응용을 통
해 스마트캠퍼스 패러다임 건설
<스마트 강의실 응용 매뉴얼>과 <스마트 캠퍼스 건설 매
뉴얼> 등 제정, 스마트 교육 건설 시험 행동 전개, 2020년
까지 10개 스마트교육 시범구, 130개 스마트교육시험
학교 건설, 2020년 전 성에 스마트 캠퍼스 보급율 80%
완성으로 개성화 교육을 지지하는 스마트 교육 환경을
일차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목표

2019.9.30

2019.10.9

2019.11.9

후난성

산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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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11.9

2019.11.25

2019.12.17

2020.3.3

지역/
주무부서

구이양

칭다오시

허난성

산둥성
웨이팡시

제목

내용

인공지능 교육의 보급 현재형

구이양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교육과정 건설’ 사업
구이양 각 구(현,시)의 중등학교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
터’ 수업 운영
11월 현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공개수업 진행
특색: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지방교재 개발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발전규획에 관한 통지>의 정신
을 이어받아, 구이양시의 ‘중국 디지털밸리 中国数谷’라
는 전략적 목표와 결합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교육과
정 프로그램 개발 시작
2018년 상하이과학기술출판사 출판 발행한 <“人工智
能与大数据”小初高（试用本）>을 2018년 가을부터
전시 6개 구 3개 현 1개 시 1073개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
구이양시 교육국 <국가와 성 교육과정 통일 집행 계획에
관한 보충 통지> 발표, 초4, 중2에 지방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에 20학점, 고2 机动课에 20학점을 ‘인공지능
과 빅데이터’ 지방 교육과정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시내
3개 기지학교와 1개 실험학교 건립, 전업 교원 배치

100개의 초중등 학교에
인공지능 교육과정 개설

2019년 9월부터 칭다오시 100개 초중등학교 2만 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 교육과정 실시
‘1+4+100’ 행동방안 - 崂山区, 城阳区, 西海岸新区,胶
州市를 시범구역으로 삼아 100개 실험학교의 발전 계획.
투입해 교사와 학생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 수퍼컴퓨터 센
터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체험 설비를 마련.

500개 인공지능 교육
실험학교 건설

허난성 교육청, 전 성에서 10개현(시,구)에서 초중등 인
공지능교육 실험구와 500개 초중등인공지능 교육실험
학교 선정
‘실험, 시범, 응용, 보급’의 원칙에 따라
허난성은 매년 2000명 배양 목표. 배양 프로그램은 국장,
학교장 리더십 훈련과 골간 교사 전문지식과 기술 배양으
로 나뉨.
‘초중등인공지능 교육 센터’와 ‘인공지능 실험실’을 핵심
기지로. 응용컨텐츠와 부대자원 및 환경설비 건설 등에
대규모 투자해, 인공지능교육 교학과정 자원, 실험 하드
웨어, 인터넷 플랫폼의 3위1체 자원 체계 건설

미래교육 체험센터 건설,
교육과정 개발, 컨테스트 조직

미래교육체험센터는 정보기술을 이용해, 인터넷, 빅데
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에 기반, 교육과 긴밀히 융합
해서 나온 새로운 교육 형태이자 교육 모델
2018년, 웨이팡시는 <웨이팡시 미래교육체험센터 건설
지도 의견> 제출, <현역 미래교육체험센터 건설과 응용
표준> 제정, 미래교육체험센터 학습 관리 플랫폼 개발, 각
현/시/구에서 각자의 상황과 혁신 사유에 따라 미래교육
체험센터를 건설하도록 추진.
현재까지 웨이팡시 전역 16개 현/시/구에 현역미래교육
체험센터 건설, 플랫폼에 등록한 학생수는 24만 여명, 전
업/겸직 교사 232명, 컴퓨터 설계, 인공지능, 3D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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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지역/
주무부서

제목

내용
VR/AR, 드론, STEAM 등 소스 기술, 혁신, 프로그래밍
교육 등 11가지 교육과정 체계 제공, 온라인 학습, 가상
체험 및 시-현-학교 3급의 온라인 프로그램 대회 활동
등 제공

2020.4.10

2020.6.11

충칭시

산시성
윈청시

‘인터넷+교육’ 발전을
가속화해 교육개혁과 혁신을
돕는다

충칭시, 《重庆市教育信息化“十三五”规划》 인쇄발행,
교육정보화 ‘1125 프로젝트’
1 ‘충칭 교육 클라우드(渝教云)’
1 충칭 교육 랜선망 구축
2 시급 교육관리와 교육자원 공공 서비스 플랫폼 건설
5 훈련, 안전, 감독, 시범응용과 메커니즘 개선 등 5개
계획
<충칭시 스마트교육 5개년 사업 방안(2018~2022)> 제정,
충칭 교육 클라우드 건설 심화 등 8개 임무 설정

산시성 윈청시에 구역
스마트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다

2015년 윈청시는 4935만 위안을 들여 시내 초중등 학교
에 스마트 교육 시범 구역 조성. 4년 동안 현정부는 6억
5천만 위안의 재정성 투자, 시 전체에 스마트 교육 인프라
건설에 집중.
83만명의 학생이 클라우드에서 개학하고 교육받고 강의
듣고 회의를 하고 독서하고 체육하고 노동하는 것이 목표.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 학습
지역 일체화, ‘원(one) 인터넷, 원 플랫폼, 원 리소스,
원 계정, 원 클릭’ 실현이 목표.
알리바바와 협력

자료: 중국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 교육부 문건 DB(검색일: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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