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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은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이론,
기술, 응용 등 인공지능의 전 분야에 걸쳐 세계 선두로 도약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2018년 인공지능 실험교재(교과서)를 개발하여 유치원부터 초·
중·고, 직업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보편적 인공지능 교육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2001년 코딩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을 의무화한 이후 신기술 인재를 대규모로 양성하는 데 성공하
였다. 따라서 인공지능 교과서 개발은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 전략이 정보기술
교육을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분야를 중심
으로 인재양성 정책과 추진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여기서는 중국의 신기술 인재
양성에 있어서 중앙정부, 시·성 지방정부,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정보기술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적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제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중국의 인공지능 인재양성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전면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션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교육 방법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을 요
청하고 있다. 이에 중국에서는 단순한 지식의 암기에서 벗어나 ‘만들기 체험
학습’(learning-by-making)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육
방법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여기서는 이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중국의 신기술 인재의 개념과 신기술의 범위 등에 대해서 제시하고,
중국의 신기술 인공지능 인재양성의 3대 주체인 중앙정부, 성급 지방정부, 학교

현장 등 3층위 사이의 역할 분담 방식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을 분석하였다. 여
기서는 특히 중앙정부와 시·성 지방정부에서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계획요강(2010~20년),’ 세부 인재양성 정책,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등 인공지능 관련 인재양성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으로는 주요 시·성의 신기술 인재양성
및 유치 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이나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등은 모두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우수인재들을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인공
지능 인재로 육성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계획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정보기술 교육의 핵심은 코딩 교육이고, 인공지능 교육은 코딩 교육
을 통해 성장한 인재들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양성하려는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정보기술 교육은 인공지능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가능하게 한 기초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첨단기술 분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 이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종합실천활동의 일환으
로 정보기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기본 지침에
입각해 각 시·성은 지역 특성에 맞도록 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6개 시·성의 교사 등 전문가들에 대한 이메일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중국 중앙정부의 정보기술 교육 정책
과 시·성 내 각급 학교의 정책 집행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중국의
정보기술 교육이 정부 주도의 보편교육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중국 교육부는 2001년부터 종합실천활동이라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내
에 정보기술 교육을 포함시켜 초등학교 68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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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70~140시간 등으로 지침을 하달하였다. 정보기술 교육이 의무화된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 속에서 중국의 신기술 역량이 무서운 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경이나 상해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중앙
정부의 지침과 별도로 방과후과정도 운영하는 등 정보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
가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다만 중국은 동서 간, 도농 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저발전 지역에 대해서는 교사의 지원 및 인프라의 확충 등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의 초·중등 정보기술 교육에서는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저학년일수록 정보기술 교육을 흥미 위주로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어릴수록 게임 등의 방식을 통한 학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초·중등 학생들은 코딩 프로그램들을 어
려서부터 게임을 통해 익히기 때문에 지루한 줄을 모르며, 스스로 미친 듯이
학습하여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영재들이 조기에 창업을 하는 경우조차 발
생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2018년에 들어서 새롭게 제작한 인공지능 교과
서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
고 있으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내용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북경, 상해, 사천, 섬서, 운남, 귀주 등 6개 시·성의
정보기술 교육 관련 전문가들에게 이메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공지능 교육
으로의 전환에 대해 학생들이나 교사 모두 수용할만한 변화로 받아들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인공지능 교육 과정이 더욱 고급화되고 내용이
깊은 기술적인 이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아울러 학생
들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과서 개발은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
성의 새로운 대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중국에서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중국의 청소년들을 인공지능 강국의

전사로 내몰고 있다.
제6장에서는 이상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등에 의거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
요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형 초·중·고 인공지능 교과서 편찬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중
국은 2001년 정보기술 교육을 의무화한 이후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2018년 인공지능 실험교재를 편찬하였다. 그리고 유치원 3년, 초·
중·고 12년 동안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2019년
부터 중국 교육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범 학교를 운영하면서 전국적 확산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중국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한국형 인공지능 교과서를 시급히 편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특정 정부 부처가 아닌 대통령의 관점에서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보편교육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교과
서를 개발할 ‘인공지능 교과서 편찬 TF’를 신속히 구성하여 정부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교과서를 편찬해 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이나 대학원 이전 초·중·고 인공지능 인재양성이 시급하다는 사실
이다. 정부에서는 2019년 12월 18일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여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강국 로드맵을 실행 중에 있다. 그런데 로드맵에 인공지능 인
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2020년 11월 20일 교육부를 중심으로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유·초·중·고 인공지능 교육 도입’을 새롭게 추
진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이 도
입되면 2025년부터는 모든 초·중·고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전이라도 2021년부터 초등학교 2종, 중학교 1종, 고등학교 1종
등 4종의 인공지능 관련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천명한 상태이다
(교육부, 20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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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공지능 교원의 양성 및 재훈련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재직교사 재
훈련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신규 교사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정보기술 자격 교사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현직 교
사를 향후 5년간 매년 1천 명씩 재교육하여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 교사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교사 양성 과정’이 아닌,
현직 교사의 재교육 과정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핵심이다(교육부, 2020. 8.).
그런데 이 연구에서 중국 각 시·성의 정보기술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
시한 조사 결과 인공지능 분야를 전공한 교사가 학생들의 정보기술에 대한
흥미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중
국의 각 시·성에서는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
으로 알려졌다. 북경이나 상해 등 대도시에서는 인공지능 교사를 충분하게 확
보하고 있는 반면, 서부 내륙 지역의 여러 성들에서는 아직도 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신규 채용은 중등 정보컴
퓨터 교사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즉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충원 계획을 세워 교원을 임용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앞으로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정보컴퓨터 교사의 수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국의 초등학교 6,087개, 중학교 3,214개, 고등학교 2,356개를 감안하
면 학교당 1명을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약 1만여 명의 신규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9). 그런데 신규 교사 1만 명을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양성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1명이 학교 전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재교육 교사, 보조 교사 등을 동시에 확충해 나가야만 한다.
향후 10년간 전국의 학교에 인공지능 교사를 충분히 갖추도록 하려면 법적
기반을 갖고 이를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 국민적 합의하에 정
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도록 해

야 한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스템(STEM) 교사 10만 명을 양성하
는 과정에서 의회에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스
템 교육에서만큼은 정책적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려면 소프트웨어 교육 시수와 실시 시기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2020년 11월 20일 발
표한 ‘유·초·중·고 인공지능 교육 도입’ 방안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다만 인공지능 교육을 새롭게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소
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재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에 중학교 1학년부터 34시간 동안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2020년 현재 초등학교 5~6학년
17시간, 중학교 1, 2, 3학년 34시간 등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2001년부터 초등학교 68시간, 중학교 68시간 등을 최저
기준으로 삼아 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인공지능 실험교재(교
과서)를 개발하여 유치원 3년으로까지 교육 시간을 늘렸으며, 초등학교 1, 2
학년도 인공지능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교육부는 ‘교육
정보화 2,0 전략’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정보기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개발하였다.
중국보다 훨씬 적은 인구를 보유한 한국이 중국보다 16~17년 뒤늦게 소프
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루 빨리 초등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시간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약 180시
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북경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초등학교 6년 동안
최소 100시간 이상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학교는 70시간 이상, 고등학교 1학년 34시간 등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 트랙과 인공지능 트랙(특성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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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 등)으로 나누어 대학 진학 트랙의 경우 최소 34시간을 이수하도
록 하고, 인공지능 트랙은 100시간 이상을 교육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공지능 교육은 쉽고, 재미있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실시
하는 일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사례는 인공지능 교육 분야
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게임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
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중국의 정보기술 교육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 결과,
주요 시·성들의 초·중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게임 등 실습 위주로
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 교육
또한 무엇보다 쉽고 재미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 소프트웨어공학과 또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 중에는 코딩
포기자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 언어에 대해 접촉할 기회를 갖
지 못한 학생들에게 고급 컴퓨터 언어를 가르치려고 해 학생들이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의 얼마 안 되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흥미 위주로 접근해야 인공지능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는 바둑과 같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학습을 실시해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코딩 등 컴퓨터 언어는 외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재미가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공지능은 학습자가 스스로 흥미를 갖고 고도로 집중해야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흥미를 갖도록 게임 위
주의 전달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교육은 교과서가 개발되더라도 교사 양성이 뒷받
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무크(MOOC) 교재를 개발하고, EBS 등
공중파를 통해서도 학년별 교과 내용을 방영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커리어넷을 통해 오픈소스
형태로 교재를 상시적으로 보급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학생 대상의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언제든지 접속하여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컴퓨터를 활용해 새로운 것을 만
드는 창작가(Maker)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또는 지역사회 내 창작공
간(Maker Space)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초·중·고 인공지능 인재를 보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와 교육청이 주축이 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가칭)인공지능 인재양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동 법률에는 초·중·고 인공지능 인재양성
5개년 계획 수립, 교사양성, 교육과정 관련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국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부가 보편교육 차원에서 각종 지침을 각 시·성 정부와 학교에
하달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인재양성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중요한
지침들을 수시로 개발하고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개발된 수많은 인공지능 인재양성 관련 정책들은 중국 교
육부가 수립하여 지침으로 내놓은 것들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부, 중소벤처부 등이 제 각각 정책을 추진
해왔으며, 지방의 교육청들도 모두 개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0년 11월 20일 교육부가 중심이 된 ‘유·초·중·고 인공지능 교육’ 실시
방안이 발표되면서 드디어 인공지능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는 인공지능 교육 컨트롤 타워 구축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진전이며, 앞
으로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인
공지능 교육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고, 정책도 힘있게 추진될 수 있다. 결국 초·중·고 인
공지능 인재양성은 특수교육이 아니라 보편교육의 차원에서, 그리고 10년 대
계의 중·장기 관점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일관되게 추
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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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연구 범위와 한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국 정부는 2015년 양회(兩會)에서 ‘중국제조 2025’ 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인터넷+’ 전략 등을 통해 인공지능을 통한 본격적인 ‘기술굴기’
(技術屈起)를 천명하고 나섰다. 2017년에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을 통해 2030년까지 인공지능의 전 분야에 걸쳐 세계 선두주자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신기술
분야에서 본격적인 세계시장 석권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그 결과 미
국과 심각한 무역 분쟁에 휘말리고 미·중 간 갈등이 세계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사실 중국은 1979년 등소평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에 입각해 개
혁개방을 본격 추진한 이후 단 한 번도 미국과 직접적인 대결을 벌인 적
이 없다. 그야말로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회피하면서 낮은 자세로 힘을
비축하는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을 지속해 왔던 것이다. 당시에는 전통
제조업에 의존하는 수출주도 정책을 견지하였기 때문에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서 신기술을 익힌 기술관료들이 중국에
복귀한 이후 중앙정부에 전면 포진하여 2001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인
공지능 구구단에 해당하는 정보기술(코딩) 교육을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2015년은 중국이 신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한
지 15년째 되는 해로서 2001년 초등학교 3학년이 대학원에 진학한 해이
다. 따라서 신기술 인재가 본격 양성되는 시점을 기해 신기술을 통한 중
국의 본격적 세계시장 장악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중국은 신기술로 무장한 청년들이 대도시들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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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만 6,500여 개의 신생 기업이 창업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다
2013년부터 2018년 말까지 전 세계 유니콘 기업 313개 중 중국이 88개
를 차지해 151개의 미국을 바짝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恒大硏究院,
2019). 아울러 바이두(百度), 알리바바(阿里巴巴), 텐센트(腾讯), 징동(京东)
등 세계적 디지털 기업들이 등장하여 세계 시장의 판도를 뒤바꾸어 놓았다.
선전은 도시 전체가 창쿼(Maker)로 가득차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창
업 열기를 뿜어내는 곳으로 변모했다. 이에 반해 실리콘밸리에서는 혁신
을 주도하던 테크숍(Techshop)이 문을 닫은지 오래이고, 구글이나 애플
등만이 혁신 활동을 지속하고, 수많은 혁신기업들이 문을 닫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인공지능 신기술 분야에서의 급부상은 중국을 거쳐 세
계시장으로의 수출을 추진해 오던 한국에 매우 심각한 도전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더 이상 중국이 한국의 하위 파트너로서 역할하지 않고 오히
려 한국이 중국의 하위 파트너로 역전되는 상황조차 벌어지고 있기 때문
이다. 중국은 그동안 보편적 정보기술 교육의 성공에 힙입어 2018년 유
치원, 초·중·고, 직업교육의 5개 부문에 걸쳐 33권의 인공지능 실험교재
를 개발하여 이제 체계적인 인공지능 인재양성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신기술 인재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면
성급 지방정부별로 구체적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성급 지방정부에서 천인계획, 만인계획 등 치열한 인재전
쟁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각급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가 보유한 인프
라 자원과 각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가 제시한 최소기준을 따라
잡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중국의 신기술 인재
양성 모델은 국가 차원에서 인재양성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현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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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만을 담당하는 국가주도형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신기술 인재들의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선전에서는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보다 더욱 활발하게 창업 붐이 일어나
고 있으며, 신기술 창업의 성공 사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롤모델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각지에서의 신기술에 입각한 신생 기업
창업 붐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여 미국 정부는 중국과
전면적 무역 분쟁에 돌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주장은 중국이 미
국 기업들의 신기술을 탈취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 중국의 신생기
업들이 14억이라는 인구에 기반한 엄청난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무
역 분쟁은 미·중 양국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문제
는 중국이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창출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룸
에 따라 제조업 의존도, 하이테크 의존도 측면 등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우리는 중국의 신기술 분야에서의 성장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도 단기 위주의 전략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은 중국에서 창업이 활성화되는 원인을 전자 상거래의 빠른 증가,
창업 생태계 구축,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 막연하고 추상적인 요인들만
거론하고 있다(한국은행, 2018. 1.). 한마디로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피상적 분석에 의존하다 보니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을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신기술 분야에서 선진국을 따라잡는 정도
가 아니라 미국까지도 추격하는 수준까지 부상하게 된 근본 원인, 즉 중국
기술굴기의 미시적 기초를 탐색하는 일이 매우 긴요한 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술굴기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분야 신기술 인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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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양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중국의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정책과 추진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가.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에 있어서 중앙정부, 시·성 지방정부,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정보기술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적 대
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제1장에서는 이 연구를 수행하는 기본적 필요성과 목적, 연
구내용과 방법, 연구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중국의 신기술 인재 관련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전면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교육 방법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중국에서는 단순한 지식의 암기에서 벗어나 ‘만들기
체험 학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육방법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여기서는 이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중
국의 신기술 인재의 개념과 신기술의 범위 등에 대해서 제시하고, 신기
술 인재양성의 3대 주체인 중앙정부, 성급 지방정부, 학교 현장 등 3층위
사이의 역할 분담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해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중앙정부와 시·성 지방정부에서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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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
부가 추진해 온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계획요강(2010~20년),’ 세부 인
재양성 정책,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등 인공지능 관련 인재양성 정
책의 주요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
책으로는 주요 시·성의 신기술 인재양성 및 유치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정부의 인재양성 정책 추진이 갖는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보기술 교육의 핵심은 코딩 교육이고, 인공지능 교육은 코
딩 교육을 통해 성장한 인재들을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끌어 올리려는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정보기술 교육은 인공지능 교육
으로의 대전환을 가능하게 한 기초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인공
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 이후 초
등학교 3학년부터 종합실천활동의 일환으로 정보기술 교육을 의무적으
로 실시해 왔다. 2000년 공표된 “초등학교와 중학교 정보기술 과정 지침
(시행)”[교기(敎基)(2000)35호]을 통해 정보기술 수업 시간을 초등학교
68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 고등학교 70~140시간으로 정하여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발전 추세에 맞추어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
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기본 지침에 입각해 각 시·성은 지역
특성에 맞도록 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6개
시·성의 교사 등 전문가들에 대한 이메일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2018년에 들어서 새롭게 제작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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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인공지능 교과서 개발은 중국의 신기술 인
재양성의 새로운 대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인공지능
교과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등에
의거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나.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그림
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헌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중국의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전문가 이메일 인터뷰 조사, 인공지능 교과서 분석, 세미나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림 1-1

연구 수행의 흐름도

문헌 분석

중국 인재양성 정책 연구의 의의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의 현황과 시사점

↓
↓

전문가 자문회의

중국의 인공지능 실태 관련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
중국의 정보기술 인재양성 관련 전문가 이메일 인터뷰 조사

↓

중국의 중앙 및 성급
지방정부 사례 분석

중국 중앙정부 및 성급 지방정부,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의 정보기술 교육 현황 분석
중국의 인공지능 정책 및 교과서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각종 분석의 결과에 대한 해석, 정책제언 도출 등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

↓

정책 제언

중국의 신기술 인재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대응 방안

↓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
한 세미나 개최

세미나 개최를 통한 최종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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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현지 연구자를 공동연구진으로 초빙하여 연구
이 연구는 국내 연구진만이 아니라 중국의 안휘유아사범대학교와 임
기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두 분을 공동연구진으로 하여 연구를 수
행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현지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 현지 방문이나 중국 현지 전문가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동연구진의 도움이 컸다.

2) 문헌 분석
이 연구는 중국의 중앙정부, 성급 지방정부, 학교 현장 등 3층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신기술 개발 정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여러 가지
문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바이두(https://baike.baidu.com)
검색을 통해 각종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3) 전문가 자문회의
이 연구는 2020년 2월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 사태가 장기 지속
됨에 따라 중국 출장을 취소하였고, 이를 전문가의 원고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중국 전문가 및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전
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전문가 자문회
의는 중국의 신기술 산업 실태 및 신기술 인재양성 등에 대한 전문적 의
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이 연구에서 수행한 각종 분석 결과와 정책 제언
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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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일시

연구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황
장소

회의명

참여자

내용

2020.
4. 7.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회의실

중국의 초·중·고 신기술 현황 ∙ 연구진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 실태
관련 자문회의
∙ 인공지능 관련 국내 전문가 논의

2020.
4. 29.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회의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관련 ∙ 연구진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 청취
전문가 자문회의
∙ 인공지능 관련 국내 전문가

2020.
5. 15.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회의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재개발 관련 ∙ 연구진
중국의 인공지능 교재 내용에
자문회의
∙ 인공지능 관련 국내 전문가 대한 검토

2020.
6. 24.

∙ 연구진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의 인공지능 교재개발 관련
한국의 인공지능 교육 실태와
∙ 국내의 인공지능 산업체 및
회의실
전문가 자문회의
교재개발 방안 협의
전문가

2020.
7. 30.

한국생산성본부 한·중 인공지능 교육 실태 관련 ∙ 연구진
회의실
자문회의
∙ 국내의 인공지능 전문가

한·중 인공지능 교육실태와 대응
방안 협의

2020.
10. 20.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회의실

중국의 AI 인재양성 대응방안 ∙ 연구진
자문회의
∙ 국내의 인공지능 전문가

중국의 AI 인재양성 관련 정책
제언 협의

4) 중국의 초·중·고 정보기술 현황 이메일 인터뷰 조사
여기서는 중국의 북경시, 상해시, 사천성, 섬서성, 운남성, 귀주성 등 6개
시·성의 교사 등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천성의 경우에는 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서로 응답
내용이 얼마나 상이한지 살펴보았다. 이들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중국이
동서 간 그리고 도농 간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대도시와 내륙의 성급 지방
정부를 상호 비교해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비교 결과 시·성 내에서
는 정보기술 교육이 거의 동일하게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세미나 개최 및 언론 홍보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최종 결과물을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
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산업 발전 현황, 한국
의 인공지능 로봇 알버트를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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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와 한계
가.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중국의 중앙정부나 시·성 지방정부의 인재양성 정책에 의
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초·중·고에서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교육으로
한정하였다. 대학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등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제한적
으로 살펴보았으나 어디까지나 이 연구의 초점은 초·중·고에서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교육에 두었다.
2001년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보기술 교육을 의무화한 이후 16년
이 지난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발표하여 대학(원)생들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정보기술 교
육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토대가 일정한 정도로 갖추어진 이후
고등교육의 개혁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8년에 들어서서 중학교 1학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여 현재 대학 신입생들 중에는 초·중·고에서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없으므로 대학의 인공지능 교육에 관해
서는 이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여기서는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및 인공
지능 교과서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울러 신기술의 범위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중 물리학 기술이나 생
물학 기술은 제외하고 디지털 기술의 핵심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교육분
야에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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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신기술 산업의 발전 추세라든가 창업 현황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제한적으로만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구진
의 중국 방문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현장 전문가들과의 면대면 접촉과 토
론 등을 통한 연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들은
국내의 중국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원고 의뢰, 중국 현지 전문가 이메일
인터뷰 조사 등의 방법으로 일정 부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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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 산업혁명의 개념
가. 4차 산업혁명의 개념 정의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2016년 1월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4차 산업혁
명을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되면서 전 세계적 용어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와 연결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정의되었
다. 즉 세계는 자동화 측면에서 초자동화(extreme automation) 시대에
접어들었고, 연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초연결성(extreme connectivity)
시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자료에 따르면 경제주
체들의 활동에 있어서 로봇과 인공지능의 활용이 전례 없이 확대되었고,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소통 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WEF, 2016a;
WEF, 2016b).
4차 산업혁명은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이 출현
하고 점차 그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클라우스 슈밥(2016)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 물리학 기술, 생물학 기술
등의 범주에서 과거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신기술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
지능 등의 신기술이 확산되었고, 물리학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으로 대표되는 무인운송수단, 첨단 로봇공학, 사이버 물리기술(CPS), 신
소재, 3D 프린팅 등의 신기술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생물학
분야에서는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등의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존 제조업의 진화가 아니라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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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기기가 각종 센서를 통해 스스로 정보를 모으고, 이를 분석하며, 기
계 스스로가 취합된 정보에 입각해 스스로 의사결정까지 수행하는 전면
적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신기술 변화

자료: 박동 외(2016)에서 재인용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그 이전 단계의 여러 산업혁명과 다른 점은 크
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과거 시대와 달리 단순히 속도가 증가하
거나 생산능력이 증대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
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산업 시스템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받고 있다. 둘째,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즉 창작
가(Maker)의 대규모 양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졌다는 사실이다.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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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가
리키는 창작가(Maker)는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실질적 주체라고 말
할 수 있다([그림 2-2] 참조).1) 과거에는 고급인재의 양성이 과학기술이
라는 특수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의미한다면, 이제는 특정한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편교육을 통해 창작가를 양성하는 일이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
그림 2-2

4차 산업혁명과 창작(Maker) 운동

자료: 박동 외(2016)에서 재인용

창작가(Maker)는 컴퓨터적 사고 능력(computational thinking)에
기반해 스스로가 보유한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여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이러한
창작가(Maker) 또는 창쿼(创客)가 대규모로 양성되고 있다. 미국에서
2005년 이래로 창작문화와 창작운동을 고취하고 있는 아트멜은 2013년
미국 성인 중에서 1억 3,500만 명이 자신을 창작가(Maker)라고 생각하

1) 이 연구에서는 코딩을 비롯한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전문가를 가르키는 메이커
(Maker)를 ‘창작가’로 부르도록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를 창쿼(创客)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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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밝혔으며(Atmel Team, 2014. 9.), 중국은 2015년 양회 이후
중창공간이 널리 확산되면서 중국판 메이커인 창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중국 선전의 경우 도시 전체가 창쿼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나. 교육 방법의 대전환
인공지능과 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창작가가 주역인 4차 산
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 방법에서
탈피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 정부는 지난 60년 동안의 교육 방법
이 산업 시대에는 잘 작동하였으나 인공지능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게 되
었다며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수의 전문가나 과학기술자들이 혁신을 주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혁신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보장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에
서는 2015년 양회에서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을 주창
하고 나섰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교육 방법이 바
로 ‘만들기 체험 학습’(learning-by-making)이다. 이는 교과서에 의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전 체험을 중시하는 학습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
여 구성주의(constructionism) 학습 이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이해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실행하는 학습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성주의 학습법에서는 학생들
이 수동적 객체로서 학습내용을 전수받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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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만들기 활동을 통해 스스로 사물의 이치를 터득해가는 과정을
중시한다(Harel & Papert, 1991; Kafai, 2006).
구성주의 학습 방법에서 학생과 교육자의 역할은 크게 변화된다. 학습
자의 강의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만들기 활동이 주가 되며,
교사는 학생들의 만들기 활동을 촉진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학생들은 스스로 사물을 만져보고 그것을 자신이 설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게 된다. 이러한 ‘만들기를 통한 학습’은 중국의
초·중·고 교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창공간 등에서도 이제 일반화되
고 있다.

2. 중국의 신기술 인재의 개념과 범위
가. 신기술 인재의 개념
중국이 4차 산업혁명 또는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 가장 기
본으로 삼고 있는 요소는 바로 인재이다. 인재가 없이는 아무리 신기술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 대응수단을 가질 수 없다. 예를 들
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을 제대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10여 년을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 신기술
인재양성은 최소한 10년 대계에 입각해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인재양성은 제조업의 용접공을 양성하
는 것과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2050년에 과학기술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까지 기본적 산업화를 달성한 이후 2030년까지 고도의 산업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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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며, 2050년까지 세계 제조강국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 ‘중국제조 2025’, ‘인터넷+’ 전략 등 신기술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고급인재를 발굴하고, 고급 기술인재를 양성
하며, 인재 스스로의 창의력 향상 등을 목표로 삼는 ‘신기술 인재강국 전
략’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해 문·이과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인
공지능 교과서를 보급하여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교
육개혁은 지난 60년 이상 시행되어 온 대학입시 제도로는 변화하는 시대
의 수요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중국의 신기술 인재강국 전략은 “고차원의 지속가능한 창의인재 개발
체계” 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2) 이를 통해 우리는 중국 정부가 지향
하는 신기술 인재가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지속가
능하다’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인공지능을 필두로 하는 신기술
분야에서 대응력을 갖추고 문제해결에 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
어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은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나 주입식
교육으로는 장기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둘째, ‘고차원의 창의적 인
재’라는 말은 ‘수준 높은 창의력과 융·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가리
킨다고 말할 수 있다. 창의성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길러지는 역량이다.
창의력은 천부의 재능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킴
으로써 얻어지는 개발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각급 학

2) 중국의 인재강국전략에 대해서는 다음의 바이두 자료를 참조하였다. https://baike.baidu.com/item/%E4
%BA%BA%E6%89%8D%E5%BC%BA%E5%9B%BD%E6%88%98%E7%95%A5(검색일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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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중창공간을 설치하여 만들기 활동을 통해 창
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였다. 미국에서 4차 산업혁
명을 주도하는 신기술 인재는 창작가(Maker)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이들을 창쿼라고 부른다. 창작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에 능통한 전
문가를 가르키는 말이다. 창작가는 초급(zero to maker), 중급(maker
to maker), 고급(maker to market) 수준으로 나뉜다.
중국 정부는 다양한 영역에서 고수준·고차원의 창의적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자체 양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외 고급인재와 시급히 필요로 하는
전문인재를 유치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천인계획’, ‘백인계획’,
‘만인계획’, ‘청년영재 개발계획’, ‘백천만 인재공정’, ‘장강학자 격려계획’
등은 모두 고급 과학기술 인재양성 및 해외 고급 인재의 유치를 핵심 내용
으로 하고 있다.

나. 신기술의 범위
4차 산업혁명 또는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는 신기술은 다양한데, 이
를 구분해 보면 크게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 등으로 나
눌 수 있다. 먼저, 물리학 기술은 자율주행차와 드론, 첨단 로봇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드론이 날아다닐 뿐만 아니라 기어 다니기도 하고 달
리기도 하는 등 로봇기술과 그 영역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기술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의 분야에서는 우리가 중
국을 뒤쫓아 가기 어려울 정도로 매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이 확산되었다. 인공지능 기술은 앞으로 모든 기술 분야를 제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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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감제고지(瞰制高地)라는 인식하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통해 인공지능 고급인재 육성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 중국
은 2030년에 인공지능 세계 1위를 차지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인재의 지속적 양성을 위해 2001년부터 인공지능
의 구구단에 해당하는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였고, 2018년에는 33권의
인공지능 교과서를 개발하여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 직업교육 분야에
서 인공지능 교육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양성 전략에 힘입
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안면인식 기술 등 인공지능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대 약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끝으로, 생물학 분야에서도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등을 중심으로 신기
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특히 합성생물학과 후성유전학,
그리고 구조생물학 등에서 획기적 발전을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도에는 중국 과학기술 10대 성과 중 생물학 분야가 6건을 차지하여 물리학
기술이나 디지털 분야를 능가하는 기술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중국의 수많은 신기술 분야의 발전 중에서
디지털 분야의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는
인재양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여기서는 디지털 분야 중에서도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
지능 분야의 인재양성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실태 분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중국의
자체 분석 결과([표 3-6] 참조),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들이 일대 약진을
거듭하여 세계 20대 인공지능 기업 중 7개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9개로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중국 인공지능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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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은 놀랄 만할 정도이다.
대표적으로 바이두(Baidu)는 중국의 공식적인 국가 AI 플랫폼으로 불
리우는데, 세계 4위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선전에 소재한 DJI는 글로
벌 드론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데, 교육용 지상로봇 ‘로보마스터EP
코어’를 출시하여 학생들의 스팀(STEAM)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센스타임이라는 기업이 등장하여 세계 안면인식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
는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에게 필요한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인공지능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의 추진 체계
중국에서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은 중앙정부가 전체적인 계획과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면 성급 지방정부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다. 물론 그보다 하위의 지역 학교 현장의 실정에 맞게 정책이 변용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은
국가 수준에서의 정책 수립, 성급 지방 수준에서의 집행, 지역 학교 단위
에서의 구체적 실행 등 세 가지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정책에 국한해 살펴보면, 중국의 각종 교육 정책은 교
육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23개의 성(省), 4개 직할시, 5개 자치
구, 2개의 행정구역 등 총 34개의 성급 지방정부, 그리고 그에 속하는 각
급 학교 등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먼저, 중국 중앙정부는 인재양성과 관련된 법과 제도, 지침 등을 전반적
으로 규정한다. 아래의 [그림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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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부는 국무원 등의 다양한 결정에 입각하여 중앙 차원의 각종 법
률과 제도, 지침 등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 각지의 성급 행정구역에 하달
한다.

그림 2-3

중앙정부와 시·성 그리고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시스템 개요

국가 교육과정

시·성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제반 법률과 제도, 지침 등을 규정

국가 차원의 최저기준을 충족하면서 보다 세부적인 과정
편성 지침 규정

중앙과 시·성의 각종 법률, 제도 지침 등에 입각해 학교
현장에 맞는 수업계획 수립

자료: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작성함.

그리고 시·성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준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각 시·성
의 특성에 걸맞은 보다 세부적인 교육과정 편성 지침을 만들게 된다. 중
국의 교육과정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므로 중앙정부가 이를 총괄해야
하지만 지역별로 인프라 및 재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법과 제도만 제정‧정비하고 운영 및 관리
는 성급 지방정부가 담당한다. 따라서 중국의 교육 정책은 모든 시와 성
이 같지 않으며 다양한 편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각종 법률과 제도, 지침 등에 입각해 개별 학교
에서는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구체적인 수업계획을 수립한다. 각 시·성의
교육과정은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성되기 때문에 시·성 내의 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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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들은 대체로 유사한 수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성 사
이에는 교사를 비롯한 교육자의 수준과 규모, 교육시설, 산업 발전, 지역의
재원 등에 있어서 다양한 편차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지역 간 교육수준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9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므로 각종 교육 정책을 의무적으로 추
진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명문 대학 입학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각종 교육 정책에서 고등학교는 대체로 대학입
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들을 감
안하여 중국에서 정보기술(코딩) 교육을 포함하는 종합실천활동의 추진
현황을 중앙정부와 시·성 정부, 학교 현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중앙정부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중국 헌법에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
기관이고, 그것은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자리한다.”고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중앙정부가 교육 정책
을 비롯한 각종 정책들을 민주집중제의 원칙하에 중앙에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에 대한 해석은 우리나라 국회 격인 ‘중국 전국인민
대표대회’의 전문위원회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사실상 대
부분의 정책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강일규 외, 2018).
중국의 과학기술 및 인재양성 정책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
치협상회의 등 양회(兩會)에 최종 보고되고 결정되는 절차를 밟는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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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중국의 신기술 인재와 관련된 정책들은 양회에 보고되기 때문에 양
회에서 제시되는 각종 정책들을 통해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분야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수행한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기술 교육을 위해 2001년에 종합실천활동을 필수과정으로
설치하였다. 정보기술 교육은 종합실천활동 중 설계제작 내에 배정되어
있다. 정보기술 교육의 핵심은 코딩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교육은 코딩 교육을 받은 인재들을 고차원의 인재로 양성하려는 정책이
다. 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한지 16년이 지난 2017년 중국 국무부는 ‘차세
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각종 정
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나. 성급 지방정부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중국 정부는 최근 인재양성 정책에 있어서 성급 지방정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강일규 외(2018)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방 차
원의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각 성급 지방정부는 세계적 명
문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성급 지방정부들이 신
기술 분야 우수인재를 유치하거나 창업가를 양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재유치 정책 중 천인계획의 경
우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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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 현장에서의 인재양성 정책
국가 수준에서 신기술 관련 교육 정책이 수립되면 학교 현장에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방향과 관련한 지침들이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 담겨져 일선 학교에 전달된다. 학교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교육은 이러한 지침에 의거하여 초·중·고 학교 현장의 개별 교실 수업에
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모두 관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더라
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이를 제대로 실행하기 어려운 난점이 존
재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엄청난 인구와 광대한 영토로 인해 교육 영역
에서도 수많은 다양성과 차별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앙 수준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모든 학교급 수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은
국가적 최소기준이라고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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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분석
1. 중앙정부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분석
2. 지방정부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1. 중앙정부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분석3)
가.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개요
중국은 2050년에 과학기술강국으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미
국 등 선진국에 대한 빠른 추격을 위해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 발표한 ‘중국제조 2025’, ‘인터넷+’ 등의 새로운 정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세계 과학기술 혁신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1단계로 2020년까지 기본적 산업화를
실현하여 제조업 대국의 지위를 공고화하고, 2단계인 2035년까지 제조
업 전체의 글로벌 혁신 선도력을 형성하여 산업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
며, 신중국 건국 100년이 되는 2050년에 세계 제조강국의 선두에 오른
다는 3단계 전략을 통한 과학굴기를 도모하고 있다.4)
개혁개방5)을 단행한 이후 30여 년 동안 중국은 고급인재를 발굴하고,
고차원 고기능 인재를 양성하며, 인재 스스로의 창의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재강국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1년 발표된
제10차 5개년 계획요강(2001년 ~ 2005년)에서는 최초로 인재전략을 국
가전략으로 정립하여 중국의 인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의 중요한 부분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2003년 12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첫 중앙인재공작회의를
통해 ‘인재강국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회의에서 채택한 인재강국

3) 여기서는 중국의 신기술 인재 양성 및 유치 등 인적자원개발 전반에 걸쳐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제4장과 제5장에서 초·중·고에 초점을 맞춘 정보기술 교육과 AI 실험교재 편찬 정책을 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이에 대해서는 国务院关于印发中国制造2025的通知文号国发〔2015〕28号를 참조하였다.
5) 중국의 개혁 및 개방 정책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회에서 최초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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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강령적(纲领性) 문건6)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인재강국 전략의
핵심은 나라와 산업의 흥성이 인재에 달려있다는 “인재흥국(人才兴国)”
이다. 이는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会)7)의 건설과 현대화된 강국 건설
을 위해 ‘자주적 혁신 역량을 갖춘 지도자, 경영관리 인재 및 전문기술
인재를 육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아울러 인재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국 전 사회 내에 인재를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재의 합
리적 이동을 허용하며, 유학생들의 귀국 시 취업을 지원하는 등 인사제
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였다.8)
이 같은 ‘인재강국 전략’은 “고차원의 지속가능한 창의인재 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인재양성, 인재유치, 인재평가, 인재격려, 인재유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1> 참조).
표 3-1

중국의 ‘인재강국 전략’ 구성

구분

내용

인재양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각 분야·업종에 부합되는 전문성 있는 인재를 교육하여 양성

인재유치

중국에 필요한 인재를 각 나라에서 유치

인재평가

과학 ·사회 분야 인재를 도덕 및 능력 등 관련 성과지표를 통해 평가

인재격려

업무 및 사람을 중심으로 사상, 행동, 목표, 교육, 경쟁, 성과, 임금 등으로 격려

인재유동

공평한 시장경제의 유지,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가 채용, 겸직 및 강의 등의 목적하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

자료: 김승균·임상우·김홍영(2019)에서 재인용

6) 강령적 문건이란 중국 사회주의 가치관과 주장이 반영된, 즉 ‘이상적인 인재는 이러 저러한 사람이다’라고
정의한 문건을 말한다.
7) 소강사회는 중국의 모든 인민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이상사회를 가리킨다. 1979년 등소평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이후 부유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로 소강사회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2002년 강
택민은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6천 달러에 이르는 사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8) https://baike.baidu.com/item/%E4%BA%BA%E6%89%8D%E5%BC%BA%E5%9B%BD%E6%88%98%E7
%95%A5(검색일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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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계획요강(2010~20년)
2010년 6월 국무원에서는 최초의 중·장기 인재발전계획으로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계획요강(2010~20년)」(「國家中長期人才發展規劃綱要
(2010~20年)」)을 발표하였다.9)
인재계획요강은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에서 인재를 경제사회 발전의
제1자원으로 삼도록 하고 인재계획요강에 따른 조직 리더십을 강화할 것
을 요구했다. 이는 인재, 혁신, 노동, 지식을 존중하는 등 인재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경제발전 추진 방법의
전환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재계획요강에 기초한 인재
정책은 국내·외의 고기능 및 고차원 인재들을 양성하고 유치하여 궁극적
으로 인재대오를 건설하고자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를 확대하여 노동자
의 질적 역량 제고, 인재유치 및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3-2

중국의 인재양성 관련 3대 발전계획
구분

추진 목표

주요 내용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계획요강(2006-2020)

- 우수 유학생 인재 귀국 및 중국 내 근무 독려
○ 2020년 혁신국가 진입
관련 계획 실시
- 사회 R&D 투자 GDP 비율 2.5% 이상
- 고급인재·중국 내 필요인재 유치 및 유치
- 과학기술 진보 기여도 60% 이상
방안 마련
- 대외 기술 의존도 감소 비율 30% 이하
- 자금 지원 강화
- 자국민 발명특허 수 세계 5위권 진입
- 창업단지 개설
- 국제과학논문 인용 수 세계 5위권 진입
- 고급 혁신인재 공채 강화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발전
계획요강(2010-2020)

○ 2020년 교육 현대화 실현
- 교육형 사회 기반 구축
- 인력자원강국 진입

- 우수 교육자원 도입
- 교수 수준 제고
- 국제 교류 등 프로젝트 실시

9) 이에 대해서는 바이두 자료를 참조하였다(https://baike.baidu.com, 2020년 8월 2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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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구분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
계획요강(2010-2020)

추진 목표

주요 내용

○ 2020년 세계 인재강국 진입
- 인재자원 1.8억 명 달성
- 인력자원 내 인재자원 비율 16% 달성
- 인력자본 투자 GDP 비율 15% 달성
- 인력자본 경제성장 기여 비율 33% 달성
- 총 연구인력 수 380만 명/연 달성
- 혁신형 고급 과학기술인재 4만 명 달성

- 해외 고차원인재 유치계획
- 청년영재 개발계획
- 혁신인재 추진계획
- 백인계획
- 장강학자 장려계획
- 만인계획
- 백.천만 인재공정

자료: 김홍영 외(2018). 2018년도 글로벌 R&D 투자 동향 분석, KISTEP.

인재계획요강에서는 ‘서비스 발전, 인재 우선, 실용화 본위, 혁신 메커
니즘, 첨단 유도, 총체적인 개발’ 등의 지도 방침을 제시하였다(중국 과학
기술부, 2017). 인재강국 건설의 전략적 목표는 방대한 규모와 최적화된
구조, 합리적 배치 등에 입각해 자질이 우수한 인재집단을 양성하고, 국
가 인재 경쟁의 비교우위를 확립하며, 세계 인재강국 대열에 진입하여
21세기 중엽에 중국 현대화 실현을 위한 단단한 인재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재 투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며, 인재 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영역에서
고수준 인재집단을 육성하고, 인재 발전 체계와 메커니즘을 개혁하며, 해
외 고급인재와 시급히 필요로 하는 전문인재 유치를 강화하고, 인재 법
제 사업을 활성화하며, 중앙정부의 인재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 및 개
선하는 등 8개 분야에서 인재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세부 인재양성 정책
세부적 인재양성 및 유치를 위한 정책으로는 정책 목표와 지원 내용에
따라 ‘백인계획’, ‘백천만 인재공정’, ‘장강학자 장려계획’, ‘전문기술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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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갱신공정’, ‘해외 고차원인재 유입계획’ 등 다양한 계획들이 존재한다
(<표 3-3> 참조). 이 계획들은 다수의 “고급과학기술 인재 육성” 및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연경남, 2017; 김홍영 외, 2018).

표 3-3

중국의 인재양성 관련 추진계획(종합)
구분

추진 시기

주요 내용

백인계획

1994년 - 현재

100여 명의 우수한 해외 연구리더의 중국 유치 및 양성

백천만 인재공정

1995년 - 현재

각 학술 및 기술 영역에서 우수한 연구 능력을 갖춘 잠재
력 있는 우수 청년인재 양성

장강학자 장려계획

1998년 - 현재

정부 지정 중점학과에 초빙교수 자리를 마련하여 우수한 학
자를 유치하는 계획

비고

전문기술인재 지식갱신공정 2005년 - 현재

교육을 통한 고급 전문인재 양성

해외 고차원인재 유입계획

2008년 - 현재

각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과 산업구조 조정에 필요한 해외
천인계획10)
고급인재 유치

혁신인재 추진계획

2011년 - 현재

과학연구 분야 지원을 통한 세계 일류 수준의 과학자 양성

현대농업인재 지원계획

2011년 - 현재

농업 관련 전문인재 육성

청년영재 개발계획

2011- 2020년

기초과학 특화 학생 및 중학생 영재 등 우수 청년의 선발
및 지원

만인계획

2012년 - 현재

1만 명의 자연과학, 생산기술, 철학·사회과학 인재의 선
발 및 지원

고등교육 일류인재 대열 건설 2017년 - 현재

중국 명문 대학과 연계한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자료: 김홍영 외(2018). 2018년도 글로벌 R&D 투자 동향 분석, KISTEP.

여기서 신기술 인재양성과 관련성이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천인계획은 중국의 해외 인재유치 전략을 가리킨다. 천인계획을 통해 해외 인재유치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각국의 반발이 강화되고 있다. 천인계획이 분쟁의 대상이 되면서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정책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서는 시·성 차원에서의 천인계획을 통한 인재영입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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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천만 인재 프로젝트
‘백천만 인재 프로젝트’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 계획과 경제사회 발전
의 필요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세기를 뛰어넘는 중국의 우수한 청년
인재 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1994년 7월 국가인사부가 제출하여
1995년 말 인사부, 과학부, 교육부, 재정부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수
립한 국가 중요인재 양성계획이다. 이를 통해 20세기 말까지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차원이 다른
세기의 학술·기술 지도자 및 후속 세대 양성을 도모하였다(<표 3-4> 참조).
또한 동 프로젝트는 2010년까지 세계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과학
자와 기술자들을 양성하며, 학술과 기술 영역에서 뛰어난 학술·기술 역
량을 갖춘 잠재력이 높은 우수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백천만 인재 프로젝트’는 2010년 계획이 종료되었는데, 그
후속으로 ‘신세기 백천만 인재 프로젝트’로 개칭하였다가 2012년 ‘만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만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

표 3-4

백천만 인재 프로젝트의 단계별 추진 목표

구분

내용

1단계

수백 명의 세계적인 리더급 학술인재와 기술인재 발굴

2단계

수천 명의 국내 최고의 수준 및 학술 역량을 보유한 45세 이하 학술인재와 기술인재 발굴

3단계

수만 명의 높은 학술수준 및 성과를 보유한 30세 이상 45세 이하 핵심 인물 발굴

자료: 김홍영 외(2018). 2018년도 글로벌 R&D 투자 동향 분석, KISTEP.

‘백천만 인재 프로젝트’를 실시한 초기에는 30~40세 사이의 뛰어난
인재 5,000명을 선발하여 중점적인 양성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2000년까지 인민경제와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칠 50개 정도의 일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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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 500개 정도의 학과를 선정하고, 해당 학과의 인재들을 선발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전국의 뛰어난 청년층 학술·기술인재의 성장을 촉진하
기 위해 고차원의 기술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고 있다.

2) 전문 기술인재 지식갱신 프로젝트
‘전문 기술인재 지식갱신 프로젝트’는 653프로젝트라고도 하는데,
중국 인사부가 2005년부터 혁신적 전문 기술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현대농업, 현대제조, 정보기술, 에너지기술, 현대관리의 5대 중점
분야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앞장서고 창의력이 뛰어난 중급 전문기술인력
300만 명을 양성하는 ‘653공정’을 본격 가동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 신소재, 생물, 해양, 생태환경, 에너지, 교통 및 금융 등의 영역에서
매년 100만 명의 고급 전문인재를 교육함으로써 2020년까지 1,000만
명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혁신인재 추진계획(创新人才推进计划)
‘혁신인재 추진계획’은 혁신 체제 구축, 정책 환경 최적화, 보장 조치
강화,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 수준 높은 과학기술 지도자, 엔지니어, 뛰
어난 혁신팀과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혁신인재 양성 시범 기지를 조성하
며, 고차원의 창조적 과학기술 인재팀 건설을 강화하고, 각종 과학기술
인재의 발전을 이끌며, 자주적인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창조적 국가를
건설하는 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계획요강(2010-2020년)을 관철하기 위해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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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과학기술부, 인력사회보장부, 재정부, 교육부, 중국과학원, 중국공
정원,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중국과학기술협회 등이 협력하여 혁신인력
추진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과학자들을 위한 작업실 설치, 청년 과학기술혁신 주도 인재 양성,
과학기술 혁신 창업인력 육성, 중점 분야 혁신팀 건설, 혁신인력 양성 시
범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
이는 과학연구 분야에 100개의 과학자 작업실을 설치하여 탐색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과학 기술 거장을 키우는 데 주력하였다.

4) 청년영재 개발계획
‘청년영재 개발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걸출한 학생을 선발
하기 위해 고교 및 대학, 중국과학연구원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혁신인재
양성시험’을 지원하고, 기초과학 분야에 특화된 학생과 중학생 영재를 양
성하는 등 뛰어난 청년인재를 키우기 위한 정책을 가리킨다. 국가 중·장
기 인재발전계획요강(2010~2020년)의 12대 인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청년인재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인재의 기초적 육성과 전략
개발에 착안해 중국의 미래 인재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주요 세부계획으로 ‘특출계획’이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뛰어난 학생
을 선발하고, 능력에 입각한 교육을 실행하며, 각종 학술행사에 대한 참
여를 통해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 등이 있다.

5) 국가 고차원인재 특수 지원계획(만인계획)
‘국가 고차원인재 특수 지원계획’은 통상적으로 국가 ‘만인계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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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우기도 하는데 중국 내에서 고차원의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다. 2012년 8월 중국 당 중앙, 국무원 지도부의 승인을 거쳐 중앙조직
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등 11개 부서와 단위가 연합하여 수립하였다.
중국의 국가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 지원계획으로서 향후 10년 동안
자연과학, 공학기술, 철학·사회과학 분야의 걸출한 인재, 리더인재, 청년
인재 등 1만 명 정도를 선발하여 특수 지원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 ‘만인계획’ 체계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차원은
100명의 걸출한 인재를 말하고, 제2차원은 8,000명의 영군인재, 과학기
술 혁신 영군인재, 과학기술 창업 영군인재, 철학·사회과학 영군인재, 교
학명사 등이다. 그리고 제3차원은 2천 명의 청년 발군인재를 가리킨다.
‘만인계획’에 선정되면 ‘국가 특수지원 인재’가 되어 천인계획 상의 전문
가급 수준의 ‘중요 지원금’이 제공된다. 천인계획이 주로 해외인재 유치
를 목적으로 한다면, 만인계획은 국내 인재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표 3-5> 참조).

표 3-5

만인계획의 차원별 선발 내용

구분

내용

1차원

세계적 수준의 걸출한 인재 100명을 지원

2차원

영군인재, 과학기술혁신 영군인재, 과학기술창업 영군인재, 철학·사회과학 영군인재, 교학명사 등 인재
8,000명을 지원

3차원

35세 이하의 성장 잠재력이 큰 청년 발군인재 2,000명을 지원

자료: https://baike.baidu.com에서 ‘万人计划’으로 검색. 검색일 2020년 9월 17일.

6) 고등교육 일류인재 대열 건설
‘고등교육 일류인재 대열 건설’은 2017년부터 중국 명문 대학,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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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11) 및 ‘985공정’12) 등 관련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일류 인재조직 구
축 및 혁신단체 수립 등의 성과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다. 북경대
학의 경우 인재특구를 설립한 이후 저명한 국제학자와 전문가들을 영입
하여 특구 내에서 다학제적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수많은 혁신 성과를 도
출하기도 하였다. 상해교통대학은 인재금자탑을 구축하여 대규모의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기존의 학내 교수들을 초빙교수, 강연교수, 특별 연구원,
청년학자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남경대학은 대사(大师)+단체
(团队) 대열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요한 과학기술 문제와 국가적 요
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혁신단체를 만들어 주요한 혁신을 일구어 냈다.

라. 인공지능(AI) 관련 인재양성 정책
1) 추진 배경 및 경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신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시대를 이끌어 갈 기술로 인공지능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인
공지능은 이제 더 이상 과학기술 전문가들이나 소프트웨어 기업의 전유
물이 아니라 누구나 배워야 하는 기본 소양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중국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웨덴 등에서는 초등학교 이전 단계에서
부터 각종 흥미있는 놀이 게임을 통해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
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현장만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부터 커다란 영

11) 211공정은 21세기를 겨냥해 100개 안팎의 대학과 일부 중점학과를 설립하려는 사업을 가리킨다. 1995년
11월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정식 가동되었다( https://baike.baidu.com, 2020년 8월 27일 검색).
12) 985공정은 1998년 5월 4일 강택민 국가주석이 북경대학 개교 100주년 기념 대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일류대학을 만들기 위해 내린 결정을 가리킨다( https://baike.baidu.com, 2020년 8월 2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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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한
나라는 다른 나라가 만들어낸 인공지능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인공지능은 교육 현장에서 더 나은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한 교육산업으로서, 더 낫고, 더 재미있는 학습 방법 등을 활용한
인재양성 전쟁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의 교육
계에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급증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인지, 추론, 판단, 학습 능력 등을 컴퓨터의 소프트
웨어 기술로 구현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가리
킨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 현재 전 세계 모든 산업으로 그 활용 분야
가 확대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울러 미래의 지능형 서
비스 시대를 견인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인공지능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기술을 선제적
으로 개발하고, 인공지능 인재 확보와 양성에 전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인공지능의 파급력과 확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PwC)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이 창출할 경제적 가치를 약 15.7조
달러(약 18.84경 원)로 전망했다(PwC, 2017). 동 보고서에서 PwC는 이
러한 경제적 이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보았는데,
2030년 중국의 GDP는 26%나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반해 북미
는 14% 성장할 것으로 보았다. PwC만이 아니라 맥킨지의 경우에도 인
공지능이 글로벌 경제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중국
이 인공지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했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17).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을 받아 급속도로

56 ❙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연구

성장하고 있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 분야 세계 선도국가를 목표로
2017년 11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위원회를 설립하고 3년간 1,000억
위안 규모의 투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
은 산업 발전과 인재양성을 추진하는 국가주도형 정책을 바이두, DJI, 센
스타임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여 추진한다는 점
에서 구글, 애플 등 순수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미국과 차별화되고 있다.
아래의 <표 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글로벌 인공지능 20대 기업에 중국
기업은 7개 기업이 포진하여 9개 기업을 보유한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표 3-6

글로벌 인공지능 20대 기업 현황

순위

기업명

주력분야

주요 현황과 특징

1

MS
(미국)

검색, 자연어 처리

- 순환센터(AI를 활용한 서버 부품 재활용)의 전 세계 구축
-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 및 윈도를 개발한 소프트웨어 기업

2

Google
(미국)

검색, 자연어 처리

- 구글X, 웨이모, 딥마인드 등의 자회사 운영
-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 기업

3

Facebook
(미국)

안면인식, 딥러닝

- 페이스북 파이낸셜(F2, 이커머스와 디지털결제 분야, 가상화폐) 출범.
-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

4

Baidu
(중국)

검색, 지식도감,
자연어 처리

- 기계학습, 무인자동차, 이미지인식 기술 등 인공지능 기반 연구
- 중국 3대 IT기업(BAT) 중 하나로 중국 최대의 검색엔진 기업

5

DJI
(중국)

이미지 인식,
지능형 엔진

- 교육용 AI로봇 출시, 드론 인명구조 맵 공개
- 글로벌 일반 상업용 드론 시장 70% 점유 기업

6

SenseTime
(중국)

딥러닝, 컴퓨터 비전

- 안면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모바일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
한 분야에서 관련 시장 선도
-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면인식 세계 1위(선도) 기업

7

Megvii
(중국)

컴퓨터 비전

- 자동차 공유 기업, 스마트폰 기업, 결제 솔루션 기업 등에 안면인식 기술
적용. 이미지 인식과 딥러닝 소프트웨어 설계 기업

8

iFLYTEK
(중국)

인공지능 음성인식

- CES 2019에서 50여개 국 언어 동시통역기 소개
- 중국 점유율 70%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 기업

9

Automation
Anywhere
(미국)

자연어 및 비정형
데이터 처리

- RPA 업계 최초 보안 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 봇 보안 표준화)
-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 글로벌 1위 기업

10

IBM Watson 딥러닝, 인공지능
(미국)
학습

- IBM Watson AIOps 및 Watson Works 도입. 인간의 자연어를 이해하
고 판단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슈퍼컴퓨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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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계속

순위

기업명

주력분야

주요 현황과 특징

11

松鼠 AI: 1:1
(중국)

기계학습

12

ByteDance
(중국)

딥러닝, 이미지 인식, - 틱톡(글로벌 숏 비디오 플랫폼), 진르터우탸오(맞춤형 뉴스 서비스 앱)
분석, 추론, 자연어 처리 출시. 인공지능, 콘텐츠 기반의 세계 최대 유니콘 기업

13

NETFLIX
(미국)

14

- AAAI、CSEDU、AREA, ACM SIGKDD、IJCAI、 NeurIPS 등의 정상급
학술지에 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연구력 입증(2019)
- 특징 : AI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기업

맞춤형 동영상 추천

- ‘시네매치’라는 독자적 영화 추천 알고리즘 업그레이드를 위한 상금 공
모전 개최. 세계 최대의 유료 동영상 서비스 기업

Graphcore
(영국)

인공지능 칩,
기계학습

- 2세대 IPU(IPU-Machine M2000) 출시
-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특화된 반도체 기업

15

NVIDIA
(미국)

인공지능 칩

- 테슬라, 벤츠, 아우디 등에 자율주행차 GPU 공급. 독립형 GPU 리테일
및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세계 1위인 GPU 설계 기업

16

BrainCo
(미국)

뇌-컴퓨터 연계 인터페 - 주요 현황 : 뇌파와 근육 신호로 작동하는 AI 기반 의수 개발
이스
- 특징 : 뇌파와 근육 신호를 인식하여 동작하는 로봇 개발 기업

17

Waymo
(미국)

자율주행

- 미국 텍사스 피닉스에서 로보택시(Waymo one) 시범 운영
- 알파벳(구글 모기업)의 자회사로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

18

ABB
Robotics
(스위스)

로봇

- YuMi를 활용한 노동자와 로봇의 협업 애플리케이션 안전 표준 설정.
로봇 자동화 전문 기업

19

FANUC
(일본)

로봇

- 기술연구조합 설립(로봇 기초기술 공동연구, 6개 일본 대표 산업용 로
봇제조업체). 산업용 로봇 제조 기업

20

Preferred
Networks
(일본)

기계학습, 딥러닝

- 토요타와 HSR 로봇 플랫폼 공동연구 및 개발. 딥러닝을 활용한 자동차
및 산업용 로봇 대상 지능형 하드웨어 개발 기업

자료: 중국과학원, “2019 인공지능 개발(발전) 백서”(中国科学院发表, “2019人工智能发展白皮书”)

이처럼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체들이 급속히 성장한 데에는 중국 정부
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마디로 중국의 인공지능 정책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을 미래 선도산업으
로 파악하고 국가전략 차원에서 인공지능 발전 정책을 실행해 왔다.
2015년 5월 양회에서 제기된 「중국제조 2025」에서 처음 인공지능에 대
해 언급한 이후, 2015년 7월 인공지능을 「국무원 ‘인터넷+’ 행동 추진
지도의견」에 포함시키고, 이를 11가지 ‘인터넷+’ 전략의 한 부문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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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여기에는 인터넷을 통해 AI 공공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핵심 기술 개발을 독려하며,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단말기, 로보틱스 등의
분야에 AI 기술을 확산시키고, 세계적 AI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과
연구진의 육성 및 관련 산업생태계를 형성하는 등의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2016년 5월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등이 「‘인터넷+’인공지능 3개년
행동실시방안(“互联网+”人工智能三年行动实施方案)」을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13) 이에 따라
2019년까지 중국의 인공지능 시장을 1천억 위안(약 17조 원) 규모로 확
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국제표준 제정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을 수립·실행하였
다(디지털 타임스, 2017. 7. 6.).
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엔젤투자와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스마트 홈,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무인 시스템,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로봇 등 인공지능 기술에 기초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표준화, 인력 양성, 글로벌 협력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말 「과학기술창신 2030」과 「지능형 하드웨어 산업의 혁신 및
개발에 대한 특별조치(2016~2018)」에 인공지능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킨
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2017년 3월 5일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 전국인민
대표회의 업무보고에서 ‘전략적 산업발전계획 실시, 인공지능, 신소재,
5G, 집적회로, 바이오제약 등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강조하면서 처

13) 이와 관련해서는 바이두의 자료를 참조하였다(https://baike.baidu.com, 2020년 8월 2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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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인공지능이 정부사업보고에 등장하기 시작한다(<표 3-7> 참조).
2017년 3월 과학기술부가 기획한 ‘과학기술 혁신 2030-중대 프로젝트’
중에 ‘인공지능 2.0’이 새로 추가되면서 인공지능이 국가전략으로 급부
상하게 된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중국은 인공지능 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고 AI 관련 기술 개발, 응용, 생태계 형성 등에 엄청난 노력을 기
울였다.

표 3-7

중국의 정부주도 인공지능 정책 추진 현황
구분

과기혁신 2030(2016)*

주요 내용
-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AI 시장을 2018년까지 1000억 위안(18조 원) 규모로 육성
할 계획을 발표.
- 2030년까지 추진하는 15개의 주요 프로젝트에 인공지능을 추가

- 인공지능산업발전연맹(AI) 프레임워크에 지능형 하드웨어 워킹그룹 운영
지능형 하드웨어 산업의 혁신과 -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도하여 국가 연구소 및 19개 국가 공정실험실
추진.
발전을 위한 특별조치
(2016~2018)**
- 성(省)급 지능형 하드웨어 창업혁신 플랫폼 건설.
* 주요 민간기업과 대학, 연구소, 국책연구기관 참여하는 공동연구 개발 플랫폼 구축

국무원 전국인민대표회의
업무보고 (2017)***

-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인민대표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AI를 차세대
신흥 산업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발표함.
- 신소재, 신에너지, 인공지능, 집적회로, 바이오 제약, 5G 이동통신 등을 신흥 산업에
포함시킴.
- 이는 중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천명한 최초의 정부 업무
보고임.

자료: * https://www.sciping.com/majorproject.html(접속일 2020.7.8.).
** http://www.fdi.gov.cn/1800000121_23_73351_0_7.html(접속일 2020.7.8.)
*** http://www.china.com.cn/lianghui/news/2019-02/28/content_74505911.shtml(접속일 2020.7.8.)

그리고 중국 국무원은 2017년 7월 8일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이 경제 변화의 핵심 추진력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본 계획에서 2030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1천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야
심찬 계획도 발표하였다.14) 이 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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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예산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만이 아니라
법률과 제도 확립, 인재의 양성 및 유치 등에도 활용된다.
또,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17년 12월 「차세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한 3개년 행동계획(促进新一代人工智能产业发展三年行动计划
（2018-2020年))」을 발표했는데, 여기서는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위
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행할 구체적 실천 방향을 제시하였다.15)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연구개발과 산업
화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구체적인 인재양성 규모 및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빠르게 실행하고 있다.
최근 초·중·고에서 인공지능 교육이 강화되고 있으며, 전공 개설 대학도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8년 초를 기준으로 인공지능 관련 전공학
과가 개설된 대학교는 북경대학, 칭화대학 등 총 3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ZDNet Korea, 2018).

2) 세부적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
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2017. 7.)은 인
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이 인류 사회의 생활을 심대하게 변화시키고 세계

14) 이에 대해서는 바이두 자료를 참조하였다(https://baike.baidu.com, 2020년 8월 27일 검색).
15) 공업정보화부의 3개년 행동계획은 인공지능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산업 클러스터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관련 분야의 제조업 혁신 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중점 실험실을 설치하여 업
계의 합리적인 데이터 개방을 장려하며, 중점 업종과 핵심 분야에 응용력을 높이고, 인공지능 산업의 돌파
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인공지능 중점 제품의 규모화 발전을 이루고,
인공지능 전체의 핵심 기반 능력을 현저히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자료를
참조하였다(http://www.cac.gov.cn/2017-12/15/c_1122114496.htm, 2020. 8. 2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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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뒤바꿀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하에 중국 당 중앙과 국무원이 요구하여
제정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발전 중·장기 계획이다. 혁신적인 인공지능
국가 및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고, 2030년까지
인공지능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3단계 전략 목표와 6대 중점 과제
를 제시하고 있다(<표 3-8> 참조).

표 3-8

중국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상 3단계 전략

단계

전략 목표

1단계 전략
(~ 2020년)

- 2020년까지 AI 총체기술과 응용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여 AI로 민생개선
- 세계 최고의 AI 중견기업 육성 및 AI 핵심 산업 규모 1,500억 위안 이상 및 연관 산업 규모 1조
위안 이상 달성

2단계 전략
(~ 2025년)

- 2025년까지 AI 기반 이론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일부 기술과 응용의 세계 최고 달성
- AI가 중국 산업의 향상과 경제 전환의 원동력으로 작용
- AI 핵심 산업규모 4,000억 위안 이상, 연관 산업 규모 5조 위안 이상 달성

3단계 전략
(~ 2030년)

- 2030년에는 AI 이론, 기술, 응용이 총체적으로 세계 선두로 도약
- AI 핵심산업의 규모 1조 위안 이상, 연관 산업의 규모 10조 위안 이상 달성
- 글로벌 선도적 AI 과학기술 혁신 및 인재양성 기지 구축

자료: “중국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상 3단계 전략”https://baike.baidu.com, 2020년 8월 21일 검색

3단계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인공지능 과
학기술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성이 높은 스마트 경제를 육성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사회를 건설하고, 인공지능 분야 군민 융합을
강화하는 것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중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의 중점 과제인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 체계
구축’의 세부 전략에는 ‘고급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및 확보 추진’이 망라
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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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의 인재양성 방안

수준 높은 AI
혁신인력과 팀 양성

고급 AI 인재 유치

- AI 분야 교육체계 개선, AI 학과 및 단과대학 신설, AI 전공 석·박사 정원 확대,
- 대학 AI 전문 교육의 내용 확대. AI와 수학, 컴퓨터과학, 생물학, 물리학, 사회학, 심리학, 법학
등 여러 학문 분야와 융합된 ‘AI + X’ 복합 전공
-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대학, 과학연구원, 기업의 협력 강화
- 세계 최고 인재와 청년인재 유치 가속화로 AI 인재고지 형성
- 신경인지, 기계학습,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등 분야 국제 전문가 영입
- ‘천인계획’과 같은 기존 인재유치 프로그램들도 AI 인재 영입에 활용
- AI 인재 영입을 위한 기업체 및 연구기관 지원 정책 개선

자료: 中华人民共和国 国务院(2017. 7.).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https://baike.baidu.com, 2020. 8. 21 검색)

여기서는 고급 인공지능 인재의 육성과 유치를 꾸준히 실행하여 인공
지능 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재 확충과 인공지능 산업 건설을 강화
하며, 특히 글로벌 우수인재와 청년인재 유입을 가속화하여 인공지능 인
재 확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 이론,
방법, 기술, 제품과 응용 등을 관통하는 수직복합적 인재를 양성하며,
‘인공지능+’ 경제사회관리표준법률 등을 장악할 수 있는 수평적 복합형
인재를 중점 육성하도록 하였다. 또, 중대한 연구개발 임무와 기지 플랫
폼 건설을 통해 인공지능 고급 인재를 한데 모아 AI 중점 분야에서 수준
높은 혁신팀을 형성하고 세계 최고의 AI 연구기관과 협력하도록 하여 상
호작용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경인지, 기계학습,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등 세계 최고 수준
의 과학자를 중점 영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프로
젝트 협력, 기술 자문 등의 유연성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 AI인재를 유치
하도록 장려하였다. 이와 더불어 ‘천인계획’ 등 기존 인재들을 활용해 AI
분야 우수인재, 특히 우수 청년인재 유치 사업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
었다. 또, 기업의 인적자본 원가 산정에 관한 정책을 보완하여 기업의 과
학연구기관이 AI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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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AI 전문 교육을 위한 콘텐츠 확대를 권장하고 AI 학과 신설을
추진하며, 조속히 AI 단과대학을 시범적으로 설립하고 AI 관련 석.박사
정원을 늘리기로 하였다. ‘인공지능 + X’ 복합 전공 육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AI와 수학, 컴퓨터, 과학,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등 학과 교육의 교차 융합을 모색하였다. 특히, 산·학·연 협력을 강
화하고, 대학, 과학연구원과 기업 등이 협력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상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전
략과 더불어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에서는 국가지식교육프로그램(全
民智能教育项目)을 도입하여 유·초·중·고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

도록 하였으며, 2018년 7월 총 3년의 편집기간을 거쳐 유치원부터 초·중·
고, 직업교육의 생애 전 주기에 맞춰 인공지능 실험교재를 발간하였다.16)
중국 과학기술부에서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연구센터 등과 공동으로
2019년 5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0개 이상
의 대학교가 인공지능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75개 대학교가 89개의 인
공지능 관련 학과를 개설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교재 개발을 할 계획이
다. 또한 유치원, 초·중·고, 직업교육에서는 기 편찬된 인공지능 교과서
를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 대학 AI 혁신 행동계획
대학 AI 혁신 행동계획(高等学校人工智能创新行动计划, 2018. 4.)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상의 고등교육 분야 인재양성을 구체화하기

16) 국가지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https://www.sohu.com/a/202846430_611659 참조. 2020.12.10.일
검색. 인공지능 실험교재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직업교육까지 총 33개 교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내·외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총집결하여 실험과 검증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이에 대해
서는 제5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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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교육부의 세부계획으로서, 대학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 혁신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토대로
아래의 <표 3-10>과 <표 3-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3단계 목표를 설정
하여 학과목을 개선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등 대학교 7가지 역할을
제시하였다.
표 3-10

대학 AI 혁신 행동계획의 목표

단계

목표

1단계(~ 2020년)

대학의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과 AI 발전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

2단계(~ 2025년)

대학의 AI 과학기술 혁신 능력과 인력 양성의 질의 최대한 개선, 국제적 성과 달성

3단계(~ 2030년)

대학은 세계 최고의 AI 혁신센터 구성 및 새로운 AI 개발의 핵심 역할 수행

자료: 김용민(2019). 주요 국가별 인공지능(AI) 인력 양성 정책 및 시사점. 미래산업기획단.

‘대학 AI 혁신 행동계획’의 인력 양성 방안으로 대학 학과목 개선, 전
문 역량 강화, 강의 교재 개발 강화, 인재양성 강화, 보편교육 강화, 혁신
과 창업 지원, 글로벌 교류 및 협력 강화 등이 있다.
표 3-11

‘대학 AI 혁신 행동계획’의 인력 양성 방안

대학 학과목 개선

- AI와 컴퓨터, 양자, 수학, 신경과학, 경제학, 사회학 등 융합 강화
- 컴퓨터 공학 및 기술 교과목 내에 인공지능 교과목 신설

전문역량 강화

- 우수 공학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행 가속화, 최고급 수준의 전문가, 대학생 인재 구성 촉진
- AI와 여타 학문과의 융합을 위한 ‘AI + X’모델 추진(2020년까지 100개 복합전공 신설)

강의 교재 개발 강화

- AI 분야의 성과와 자료들을 교육 및 강의에 활용
- AI 핵심 내용을 교재, 온라인 강의로 개발(2020년까지 세계 수준의 교재와 온라인 강의 교재 개발)

인력 양성 강화

- 복수 기관 협력 교육 시스템 개선, 대학 교수와 산업 전문가 간 협력 강화
- AI 단과대학, 연구소 설립 등 지원(2020년까지 50개)

보편적 교육 강화

- 대중을 위한 인공지능 공공 서비스 플랫폼 개발, 대학 내 비학위 AI 프로그램 개설
- 교수의 초등학교 인공지능 교육 지원, 초·중·고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인공지능 수업 개설

혁신과 창업 지원

- 대학 및 산업체들의 인공지능 혁신 및 창업 프로젝트, 학생 창업 장려
- 인터넷 플러스 대학생 혁신 및 창업 경진대회에 인공지능 추가 등 다양한 대회 개최

국제 교류 및 협력
강화

- AI 분야의 선진국 유학을 장려하고 국가 장학금을 지원
- ‘유네스코 중국 창업정신 연맹’을 통해 글로벌 교육 및 협력 강화

자료: 中华人民共和国 教育部(2018. 4.). 高校人工智能人才国际培养计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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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 인공지능 인재 국제양성계획
대학 AI 인재 국제양성계획(中国高校人工智能人才国际培养计划, 2018.
4.)은 인공지능 첨단인재 양성을 가속화하고 미국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이를 통해 5년 내에
인공지능 교수 500명과 5,000명의 학생 양성을 목표(2018년 교수 100명,
학생 300명 확보)로 삼고 있다. 2018년 4월부터 북경대학교, 중국과학
원대학, 국방과기대학 등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대학 내 인공지능 교수 및 강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세계적 권위자들을 멘토로 영입하여 ‘교수 인공지능 육성반’을 구성하고,
디캠프(Dee Camp) 프로그램을 통해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 자연어 처리
등 과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교수 및 인재의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미국 대학 인공지능 인재 협력훈련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미국과의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지방정부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분석17)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중앙정부의 ‘천인계획’에 부응하여 지역별로 첨단기술 산업 수요 및
산업 발전 전략 목표에 근거하여 중점 발전 산업 분야 및 인재 모집요건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김홍영 외, 2018). 이와 더불어 2009년부터는
여러 지역에서 잇달아 자체의 해외인재 영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17) 여기서는 해외 고급인재의 유치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인재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도록 할 것이다. 초·
중·고 인재양성은 제4장과 제5장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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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북경시의 ‘해외인재 유치 프로젝트,’ 동북 요녕성 대련시의 ‘해외인
재 창업 프로젝트,’ 중부 호북성 우한시와 서부 영하(寧夏) 회족자치구의
‘백인계획(百人計劃)’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해외 고급인재 유치는 창업을
통해 지역의 첨단산업과 신흥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국가 차원의 계획인 ‘만인계획’ 목표하에 각 시·성에서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인재 정책을 수립해 왔다. 만인계획을 기반으로 한 지역 인재 정책
으로는 북경의 ‘고창계획(高创计划)’, 상해의 ‘포강인재계획(浦江人才计划)’,
복건의 ‘해나백천계획(海纳百川计划)’, 섬서의 ‘삼진학자계획(三秦学者计划)’
등이 있다.
그리고 중국 각 지역은 ‘백천만 인재 프로젝트’의 목표에 입각해 각 성
급의 공정인재 선정 및 양성을 책임지며, 선정된 인재에 대해 지원을 한
다. 그 밖에 다른 성(구, 시)에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앙정
부의 관련 정책에 부응하거나 독자적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
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주요 성(시, 구)의 인재양성 정책
1) 북경시
2010년 8월 2일, 북경시는 고급인재 양성 및 유치와 징진지(京津冀) 경제
권18) 형성을 위한 「수도 중·장기 인재발전계획요강(2010~20년)」(「首都中長
期人才發展規劃綱要(2010~20年)」)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18) 징진지(京津冀) 경제권은 북경(北京)시, 톈진(天津)시 및 허베이(河北)성을 아우르는 경제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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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북경을 세계 일류인재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인문북경
명가대사 양성사업, 과학기술북경 100인 영군인력양성사업, 녹색북경 인재
지원사업, 북경 해외인재집결사업, 수도 명사 교육가 발전사업, 수도 고위 위
생인재 건설사업, 우수인재 육성사업 등 12건의 중점 사업을 제창하였다.19)
이 계획에 따르면 북경시는 2020년까지 노동연령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 42%, 노동인구 1만 명당 연구개발 인력 260명, 인구 1백만
명당 특허출원 건수 3,000건, 경제성장에 대한 인적자원 공헌도 45%,
인재 공헌도 60% 등 다섯 가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20)
인재양성과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북경시 당국은 북경대학, 칭화대학
등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학에 시립 학원 또는 연구소를 설립하여 필요한
인재를 기획·양성하기로 하였으며, 중관춘 등을 인재특구로 지정하여 해
외 고급인재의 유치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 급여, 사회보장 등 근
로조건들을 국제표준에 맞도록 정비할 계획이며, 인재양성과 유치를 위해
12대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표 3-12> 참조).

표 3-12

북경시의 12대 중점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칭

프로젝트 주요 내용(목표)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 양성 사업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 500명 양성

과학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

100명의 세계적 과학인재 양성, 글로벌 수준의 실험실과 인재양성 시범기지의 건설

녹색산업 분야 인재양성 사업

새로운 에너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그린농업 등 친환경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인재양성

해외인재 유치 사업

10여 개의 해외인재 창업단지 건설, 1천여 명의 해외 고급인력이 사업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

유명 교육자 양성 사업

우수 교육인재 1천 명 양성, 북경의 교육에 중대 공헌을 한 ‘수도 교육자’ 100명 양성

19) 이에 대해서는 http://fazhan.ncut.edu.cn/info/1090/2099.htm(검색일 2020. 9. 20.)를 참조하였다.
20) 중국의 특허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발명특허가 우리나라의 특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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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계속
프로젝트 명칭

프로젝트 주요 내용(목표)

의료 전문가 양성 사업

의료 분야 전문가 500명 양성 및 유치, 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혁신 플랫폼 구축

우수 기업가 유치 및 양성 사업

국제적 명성을 가진 글로벌 최고경영자급 인재 10~20여 명, 우수 기업가 100여 명,
경영인재 1천여 명 양성 및 유치

첨단기술 인재 양성 사업

첨단인재 120명을 양성하여 기술직 중 첨단기술 인재 비율을 30%로 확대

북경 근교 농촌 실용인재 양성 사업

농촌 실용인재 5만 명과 고급 농촌 실용인재 2,000명 양성

사회사업 인재 양성 사업

사회사업 인재 총수 8만 명, 사회사업 관련 전문가 4만 명, 고급 인재 1천여 명 양성

당정 인사 자질 향상 사업

대규모 간부 교육으로 지도자의 종합 자질과 국제화 자질 제고

청년인재 양성 사업

매년 중점 학과와 중점 산업 관련 1천여 명의 청년 우수인재 양성

자료: 수도 중장기 인재발전 계획요강(2010~2020년).

북경시에서 2009년 4월부터 ‘해외인재 유치 프로젝트’를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해외의 고급인재 88명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북경시에 안착하
였다. 이 인재들은 첨단기술 산업 발전에 일조하고 있어 북경시 산업 고
도화와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경의 ‘고창계획’은 국가 차원의 ‘만인계획’을 구체화하고, “수도 중
장기 인재발전계획요강(2010-2020)”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이다.
고창계획은 ‘당관인재(党管人才)21)의 원칙하에 수립되었으며, 수도 인재
계획 총괄 및 구조화된 고급 인재대오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동 계획을
10년간 수행한 결과 다수의 전문인재를 선발·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상해시
상해시는 ‘천인계획’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전자정보, 생물의학, 소프
트웨어 산업, 자동차, 항공, 해양설비, 신소재 등 중점 발전 산업 분야에

21) 당관인재는 중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인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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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연령 제한 없이 글로벌 대도시들에서 중국 현대화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인재의 안정 비용으로 생활 및 업무 편의
를 위해 필요한 일정한 규모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보조금으로
자가 거주용 주택의 구매를 위한 비용 중 일부를 고용 기관에서 지원하
고 있다. 또한, 유치한 인재를 고용한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자
금 및 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과학연구 비용을 지원하고, 고용 기관 자
체의 사정에 따라 중간급 이상 관리직이나 고급 전문 기술직으로 직접
채용해야 할 경우 직무를 특설하여 채용하기도 한다.

표 3-13

상해시의 인재유치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칭

프로그램 주요 내용

동방학자 일자리계획
(东方学者岗位计划)

2007년 말부터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교과 연구 최일선에서 일할 해외 학자를 유치해 지원.
연간 50명을 3년간 초빙. 2008년까지 48명이 취업해 24개 대학에 임용됨. 시교위에서 40~60
만 위안 지원하고, 대학에서도 지원. 자연과학 분야 70~100만 위안, 사회과학 분야 30~50만
위안 수준

포강인재계획
(浦江人才计划)

해외 우수유학자의 상해 근무와 창업을 지원 장려하기 위한 ‘해외인재 유치 프로젝트 2.0’ 행동
방안에 입각. 해외 유학 후 귀국한 인재를 지원하여 과학기술 등의 연구활성화를 촉진

추응귀소계획
(雏鹰归巢计划)

해외 유학자를 상해에 초빙하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로 상해 외국전문가국과 상해 국제인재
교류협회에서 주관.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수학과학, 공학, 금융, 회계 관리, 사회과학 분야 등

걸출청년과학기금
(杰出靑年科学基金)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을 촉진하고 해외학자들의 귀국을 장려하고자 설립한 과학기금. 기
초연구 분야의 걸출한 청년학자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상해로 끌어들이기 위한 프로젝트.

상해과학기술영재
(上海科学技术英才)

상해시 과학기술협회에서 상해과학기술발전재단을 설립하여 과학기술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함

자료: 上海市中长期人才发展规划纲要(2010—2020年), https://baike.baidu.com, 2020년 8월 27일 검색.

지난 5~10년 동안 상해시의 핵심 업종과 분야에 해외인재 2천여 명을
집중 영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방학자 일자리계획은 상해시 소재
대학들이 해외특별 초빙교수를 채용하도록 한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만인
계획’을 기반으로 한 상해시의 ‘포강인재계획(浦江人才计划)’은 귀국인재
양성 및 과학연구의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포강인재계획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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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원 원사, 국가천인계획 대상자, 국가 973계획 및 기초연구 중대
계획 수석과학자, 국가걸출청년 등 다수의 인재를 배출하였다.

3) 광주시
광주시는 ‘천인계획’에서 신소재, 전자정보, 생물의학, 자동차, 디지털
제어 장비, 물류, 중공업 및 기술 장비 제조 등의 중점 발전 산업 분야에
대해 업계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및 학자, 특수전문기능인 등 긴급히 필
요한 인재를 영입해왔다. 고용한 기관은 대략 5,000만 원 ~ 1억 6,400
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고용한 기관과 동일한 액수 수준에서 광주
시에서 보조금 및 안정 비용을 지급한다. 또한, 시립 대학교, 시립 과학
연구원, 문화예술단체, 의료기관 등 고용 기관에서는 전문 기술 직무 및
고급 관리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4) 귀양시
귀양시는 ‘백천만 인재공정’ 실행계획에서 백인리더 인재계획 대상자
에게 지원 첫 해에 약 1억 6,400만 원을 지원하며, 2~3년 이후에는 계
획의 실현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또, 근무 장소와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고, 과학연구를 위한 자금도 지원하며, 자녀의 의무
교육 입학시험 면제, 양원(两院) 원사(院士)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지원
보장,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추진 시 3년 이내 약 5억 원의 대출지
원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천인 혁신창업 인재계획’에서는 전자기술, 신소재, 생물의학 등 신흥
전략산업과 서비스업, 농업 등 핵심 산업에서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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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하여 관련 분야의 창업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

3. 정책적 시사점
이 장에서 우리는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들을
초·중·고만이 아니라 대학을 포함하는 고급인재의 양성과 유치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중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인재를 우선시하면
서 인재양성 및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은 관련 분야의 인재양성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산업 및 과학기
술 정책과 교육 정책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동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정책은 대부분 인재양성 정책과 연관되어 추진되고 있다. ‘차세
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이나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등은 모두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우수인재들을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로 육성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계획에 기초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필두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정책은 인재양성과 밀
접히 연관되어 추진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인공지능 정책은 관련
분야 인재를 꾸준히 양성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수
한 교사 및 교수 등 인재 확보 전쟁과 결부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설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큰 틀에서 제시되면 각 시·성 지방별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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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맞춤 정책이 집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폭적인 권한과 재정의 지방
이양(下方)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중국은 1당 독재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비효율적인 정책
이 만들어지면 국가 전반에 걸친 정책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분야는 중
국 공산당의 기술관료적 시스템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
다. 즉, 중앙정부의 계획과 주도하에 인재양성 및 유치 정책이 시행되고,
지방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고임금이나 주택 제공 그리고 자녀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후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 커다란
성공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해 기존 정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 인재양성 대책을 구체화하는 데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을 국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중앙 차
원에서 정책이 수립되면 지방 차원에서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
재를 영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간 정책
혼선이 거의 빚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천인계획 등 기존 인재양성 및 유치 방안을 활용해 인공지능 분
야의 우수인재를 유치함과 동시에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수준
높은 인공지능 혁신인력과 팀을 양성하기 위해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의 기초 위에 대학 내에 인공지능 학과와 단과대학 등을 설립하고, 인공
지능 기초연구, 응용연구, 운영 유지 분야 등의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
고 있다. 아울러 고급 인공지능 인재의 영입을 위해 지방정부와 기업들
에게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학, 과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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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등과 산업체 사이의 협력이 강화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2017년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발표한 이후 고급인
재의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
해야 하는 것은 2017년은 2001년 이후 정보기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
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원 등에 진출하는 시점이라는 사실이
다. 정보기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입학하기 시
작한 것을 계기로 각종 인공지능 학과 및 단과대학을 설립하도록 조치하
고,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하도록 각종 정책들을 입안하게 된 것이
다. 이러한 정책들은 철저히 정보기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성장과정에
맞추어 정밀하게 기획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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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실태 분석
1. 중앙정부의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정책
2. 시·성별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현황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중국에서 정보기술 교육은 코딩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
기서는 중국의 정보기술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는지에 대해 구
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정보기술 교육과 인
공지능 교육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정보기술 교육의 핵심이 코
딩 교육이고, 인공지능 교육은 코딩 교육을 통해 성장한 인재들을 고차
원의 인공지능 분야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보기
술 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1. 중앙정부의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정책
중국 정부는 일찍부터 첨단기술 분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부터 종합실천활동을 필수과정으로 운영해왔다. 중국 교육부는
1999년 『중국 공산당 중앙국무원 교육개혁 심화를 위한 소양교육의 전
면 추진 결정』(中发[1999] 9호)과 2001년 『국무원 기초교육 개혁과 발
전에 관한 결정』(国发[2001] 21호)에 입각하여 『기초교육과정 개혁요강
(시행)』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유아교육, 의무교육(초·중등),
일반 고등학교 교육의 새로운 수업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것이 바로 종
합실천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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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중국의 종합실천활동과 정보기술 교육의 기본구조

자료: “초·중등학교의 종합실천활동을 위한 지침 요강”(교육부 공지 교재 [2017] 4호)에 근거하여 필자가 그림

종합실천활동은 교육부가 발간한 『기초교육과정개혁요강(시행)』(교기
(敎基)(2001) 제17호)에 입각해 2001년부터 의무화되었다. 이후 종합실
천활동의 기본 틀은 위의 [그림 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실천활동의 주요 방식은 크게
고찰탐구, 설계제작, 사회봉사, 직업체험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우리
가 살펴보고자 하는 정보기술 교육은 설계제작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정보기술 교육과 노동기술 교육 등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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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초·중등학교 종합실천활동 중 설계제작 활동의 추천 주제 일람(2017년 기준)
설계제작 활동

활동 방식
학년 단계

정보기술

1-2학년

3-6학년

7-9학년

노동기술
1. 나는 작은 손이 있어- 수제 공예, 도예
2. 나는 작은 손이 있어 – 오뚝이, 낙하산, 팽이 만들기

1. 난 정보사회의 “원주민”
2. 타이핑 숙련가에 도전
3. 난 컴퓨터 아티스트
4. 네트워크 정보 인증
5. 파일의 효과적 관리
6. 프리젠테이션 전람회 성과
7. 정보 교류와 안전
8. 나의 전자신문
9. 렌즈에 펼쳐진 아름다운 세상
10. 디지털 음성과 생활
11. 입체적인 재미있는 디자인
12. 재미있는 프로그래밍 입문
13. 프로그래밍 세계의 화려한 정원
14.간결한 대화식 미디어 디자인
15.수공제작과 디지털 가공

1. 간단한 가정식 식사를 배우자
2. 장인 워크샵
3. 매력적인 도예세계
4. 창의적 목공 워크샵
5. 가전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지
6. 멋진 매듭
7. 생활 속의 공구
8. 축 모델 설계 및 제작
9. 창의적 디자인 및 제작 (장난감, 수레, 책가방, 쓰레기
통 등)

1. 내 컴퓨터를 조립하자
2. 홈 LAN 형성
3. 데이터 분석과 처리
4. 난 그래픽 디자이너
5. 2D 및 3D의 임의 변환
6. 동영상을 만들자
7. 프로그래밍 세계로
8. 과학 실험에 컴퓨터를 사용하자
9. 사물 인터넷 체험
10. 오픈소스 로봇 체험

1. 영양과 요리 탐구
2. 화려한 옷감 세계
3. 나는 패션 디자이너 - 종이 금형 의류 디자인 및 생산
4. 마법의 금속 재료 만들기
5. 개성적인 전자 작품 디자인 및 제작
6. 단일칩 마이크로컴퓨터 세계의 지능적 두뇌
7. 모델 프로젝트의 설계 및 생산
8. 사진 기술 및 전자 사진앨범 제작
9. 3D 설계와 인쇄 기술 응용
10. 현대 단순 금속 목재 전기 도구와 설비의 인식과 사용
11. 레이저 절단 및 조각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디자인
12. 입체 종이아트의 디자인과 제작
13. “창업기지(创客)”공간
14. 생활 속의 생체공학 디자인
15. 생활 속 공구의 변화와 혁신

10-12 학년
자료: https://wenku.baidu.com/view/029e06193d1ec5da50e2524de518964bcf84d2b5.html(검색일 2020.8.20.).

위의 <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중등학교 종합실천활동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정보기술 교
육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고등학교는 추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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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교육
부는 정보기술 교육의 의무화 이전인 2000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정보
기술 과정 지침(시행)”[교기(敎基)(2000)35호]을 공표한 바 있다.22) 이를
통해 각급 학교 단계의 정보기술 수업 시간을 초등학교 68시간 이상, 중
학교 68시간 이상, 고등학교 70~140시간으로 정하여 발표하였고 각급
학교에서 준비해야 할 교육과정 내용 또한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신기술의 도래와 함께 새
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0월 28일 “기
초교육 단계에서의 정보교육 강화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며, 그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 형식으로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23)
첫째, 교사의 정보기술 소양을 배가하기 위한 훈련의 강도를 제고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교사가 인터넷,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
변혁에 적응하여 교육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다. 중국에서는 2018년 인공지능 지원 교사 팀 구성을 위한 시범 프로
젝트를 영하(宁夏)와 북경의 외국어대학교에서 시작하였으며, 2019년에는
교사들이 인터넷,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 변화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초등 및 중등 학교 교사의 정보기술
응용 능력 제고 2.0 프로젝트’를 배포 및 구현하였다.
둘째, 기초교육 커리큘럼 시스템 구축을 안내하는 일이다. 이는 정보

22) 이에 대해서는 중국 교육부의 다음 자료를 참조하였다(http://old.moe.gov.cn/publicfiles/business/
htmlfiles/moe/moe_445/200503/6319.html, 2020년 8월 20일 검색).
23) 이는 중국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v.cn/jyb_xxgk/xxgk_jyta/jyta_kjs/202002/t202002
11_420018.html, 2020년 9월 2일 검색) 자료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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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관련 지식의 학습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정보기술 교육을 종합
실천활동 과정에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안배하며, 학생들의 정보기술 의
식 및 학습 흥미를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7년 9월에는 “초
등 및 중등 학교를 위한 종합실천활동 과정 지도요강”이 발간되고(교재
[2017] 4호) 25개의 정보기술 교육 테마 활동이 설계되었다. 이와 관련
하여 2017년에 “의무교육 초등학교 과학 과정 표준”을 발간하여 기술 및
공학 분야에서 학생들이 과학과 기술을 체험하도록 하였다. 2017년에
새로 개정된 ‘일반 고등학교 정보기술 과정 표준’을 통해서는 학생들의
정보기술 인식, 컴퓨터적 사고, 디지털 학습 및 혁신, 정보기술 사회의
책임 등의 소양을 배양하고자 하였다.
셋째,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정보기술 소양을 배양하는 일이
다. 이를 위해 학제 간 지식의 융합을 지원하는 스템(STEM) 교육, 그리
고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창조하는 데 치중하는 창쿼(创客) 교육을 강화
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현재 전국 각 지역에 중국 특색의 스템 교육, 창
쿼 교육과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넷째, 학생들의 정보기술 소양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중국 교육부는 교육 정보화 전략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정보기
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재학생들의 정보
기술 활용 능력에 관한 연구와 평가를 통해 중국 각지의 다양한 학생들
의 정보기술 활용 능력 소양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정
보기술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권역의 대학입시에서 정보기술 능력을 반영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는 현재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의 구현을 통해 초등 및
중등학교 학생들의 정보기술 활용 능력 평가를 시작하였고, 초등 및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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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에서 인공지능 및 기타 관련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점차적으로 프
로그래밍 교육을 홍보하고, 전국 초등 및 중학생을 위한 컴퓨터 생산 응
용 프로그램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2. 시·성별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현황 분석
중국 중앙정부의 정보기술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 교육부 홈페이지와
바이두 검색을 통해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각
시·성의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시수는 시·성별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성 단위에서의 정보기술 현황은 북경, 상해 등과
같은 대도시와 사천성, 운남성, 섬서성, 귀주성 등 서부 지역의 대규모
성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시·성별 정보기술 현황은 해당
시·성의 정보기술 전문가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가. 초등학교의 정보기술 교육 내용과 시수 분석
초등학교 정보기술 교육은 종합실천활동의 일환으로 2001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중국 교육부는 의무교육과정(9년)
중 정보기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아래 <표 4-3>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이
는 대부분의 시·성에서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
련된 세부 사항에 대해 북경시, 상해시, 사천성, 운남성, 섬서성, 귀주성
등 6개 시·성에 거주하는 7명의 정보기술 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8
월~9월에 걸쳐 이메일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중국
전문가들의 이력은 아래의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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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중국의 초·중·고 정보기술 실태 인터뷰 참여 전문가 현황

이름

M. Que

X. Wen

Z. Qin

H. Wang

T. Yang

C. Kou

X. Han

나이

20대

50대

50대

30대

20대

30대

50대

성별

여성

여성

남성

남성

남성

여성

남성

거주지

상해

사천

사천

섬서

운남

북경

귀주

학력

4년제 대졸

4년제 대졸

4년제 대졸

4년제 대졸

4년제 대졸

4년제 대졸

4년제 대졸

직업

상품계획관리

교사

교사

기술 고문

테크 매니저

초급 강사

초급 교사

기술력

중간

중간

중간

높음

높음

중간

기초

전문 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교

초중고

초·중

초중고

이메일 인터뷰 조사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성의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시수는?
- 정보기술 교육은 이론 위주로 하는지 아니면 실습 위주인지?
- 학교에 컴퓨터가 잘 보급되어 있는지? 컴퓨터실이 따로 있는지?
- 정보기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숫자가 충분한지?
- 수업 진행에서 사용되는 교재나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 학생들이 느끼기에 얼마나 어렵다고 보는지? 학생들이 정보기술
교육에 대해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먼저, 이론과 실습의 비중은 북경시나 상해시의 경우 모두 이론 20%,
실습 80%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4개 성의 경우 사천성 30% : 70%, 운
남성 50% : 50%, 섬서성 5% : 95%, 귀주성 20% : 80% 등으로 다양한
편차를 보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규모 시들의 경우 이론보다 실습
중심으로 교과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조사대상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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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론 수업보다 게임화된 실습 교육을 훨씬 더 선호한
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표 4-3

초등학교 정보기술 교육과정 내용 안배(2005년 기준)
모듈(模块)

교육과정 내용

1. 정보기술 초보

- 컴퓨터, 레이더, 텔레비전, 전화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 기술 도구의 역할
이해
- 컴퓨터의 다양한 부분의 역할을 이해하고 키보드와 마우스의 기본 동작을
습득
- 멀티미디어 인식 및 여타 과목에서 활용되는 컴퓨터의 일부 응용 프로
그램 이해
- 정보기술과 관련된 문화, 윤리 및 책임 인식

2. 운영체제 기초 소개

- 한자 입력
- 운영체제 활용 기초 습득
- 파일과 폴더(디렉토리)의 기본 조작 학습

3. 컴퓨터 활용 그림 그리기

- 그리기 도구 사용
- 그래픽 제작
- 그래픽 채색
- 그래픽 수정, 복사 및 조합 등을 처리

4. 컴퓨터 활용 문서 작성

- 워드 프로세싱 기본 작업
- 문서의 편집과 인쇄 및 저장(보존)

5. 네트워크의 기초 응용프로그램 활용

-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자료 수집
- 이메일 사용하기

- 멀티미디어 작품의 간략한 소개
6. 컴퓨터를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작품 만들기 - 멀티미디어 작품 편집
- 멀티미디어 작품 전시
자료: http://old.moe.gov.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445/200503/6319.html(검색일: 2020. 9. 2)

그리고 학교 내의 컴퓨터 등 교육시설의 구비 정도에 대해서는 북경시
와 상해시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완전히 준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
타 성들의 경우 섬서성과 귀주성이 대부분의 학교가 완전히 준비된 것을
제외하고 사천성, 운남성의 경우에는 50% 정도만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성별로 교육 시설의 준비 정도에서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상해시의 경우 초등학교 각 학급이 40명 이하이며, 20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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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당 1개의 컴퓨터실, 25학급 이상의 경우 2개의 컴퓨터실을 구비하도
록 하고 있었다. 현재 중국의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
로 모두 자체 컴퓨터실을 보유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컴퓨터 구비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기술 교육 담당 교사의 숫자는 북경시와 상해시는 모두 충분한 것
으로 조사되었고, 여타 성들의 경우 귀주성과 사천성의 경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운남성과 섬서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수업
진행 준비 정도에 대해서는 북경시와 상해시 모두 5점 척도에 4점이라고
응답한 반면 귀주성 4점, 운남성 2점, 섬서성 3점, 사천성 5점 등으로 나
타났다. 사천성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정보기술 교육 현황은 가
장 열악한 지역이어서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스스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나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의 경우 스크래치
를 비롯한 오픈소스와 무료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
육부가 제작한 교과서와 PC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끝으로 학생들의 정보기술 교육의 난이도와 흥미도에 대해 살펴본 결
과, 북경에서는 교과 난이도가 5점으로 매우 높았고, 흥미도는 4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상해시는 교과 난이도가 2점으로 낮은 반면, 흥미도는 4
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천성의 경우에도 교과 난이도는 3점으로 중간
정도인 반면, 흥미도는 5점으로 매우 높았다. 섬서성의 학생들은 교과 난
이도는 4점으로 높았고, 흥미도는 3점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운남
성은 교과 난이도가 1점으로 매우 낮았으나 흥미도도 2점으로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귀주성은 교과 난이도는 3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나 흥미
도는 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학생들의 정보기술 교육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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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흥미도에는 역량 있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
다. 이는 교사의 역량이 높을수록 학생들이 정보기술 교육에 대해 더욱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대부분 초·중·고에는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조
건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정보기술 교사의 수와 컴퓨터의 보급 수 모두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나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
급 지방정부에는 대부분 교사나 교육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반면, 성
급 지방정부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
와 농촌 간, 동서 간 차이가 매우 뚜렷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초등학교의 정보기술 교육 시수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의
<표 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성별로 천차만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
다. 중국 교육부에서는 2000년에 공표한 지침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정
보기술 수업 시간을 68시간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표 4-4

초등학교 정보기술 교육 시간
시·성

북경

상해

사천①

사천②

섬서

운남

귀주

1

22

0(35)

0

0

45

0

0

2

22

0(35)

0

0

45

0

0

3

22

35

0

0

45

48

0

4

22

0(52.5)

0

0

45

48

20

5

22

0(52.5)

40

40

45

48

20

6

22

40

40

45

48

0

학년

학교급별
정보기술 교과
의무 교육 시간

지역 내 방과후수업 운영
여부 및 시수

2

73.5

없음

없음

1.5

없음

20

방과후수업 참여율

30%

5-10%

없음

없음

10% 미만

없음

50%

주: 상해시의 괄호 안은 시범학교
사천성의 경우 크로스 체크를 위해 2명의 전문가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함
자료: 중국의 해당 시·성에서 정보기술 전문가로 활동하는 교사 등에 대해 2020년 8~9월 사이에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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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6개 시·성의 정보기술 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제 교육
시간을 파악한 결과 다양한 차이점이 드러났다. 북경시의 경우 초등학교
6년 동안 13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과 후에
도 지역 내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밝혀져 정보기술 교육이 강도높
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반해 상해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 5년제인데, 일반 학교는 3학년에 35시간만 진행하며, 시범학교로 지
정된 학교들은 210시간 교육을 진행하고 방과 후에도 별도로 73.5시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여타의 성들의 경우 사천성은 80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과
후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섬서성은 정보기술 교육 시간은 조사 대
상 시·성 중 가장 높은 270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과후과정도 운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남성은 192시간의 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과후과정은 없다. 귀주성은 40시간으로 중국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에 미달하는데 방과 후에 20시간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약
50%의 학생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정보기술 교육 과정은 종합실천활동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로 3학년에서 6학년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상해시의 경우 초등학교
교육 과정이 5학년으로 마무리되고 6학년부터 중등 교육 과정이 시작되
는데, 6학년에 편성된 정보기술 교육은 초등학교 과정의 정보기술 교육
이 아니라 중등 교육 과정의 정보기술 교육이다.

나. 중학교의 정보기술 교육 내용과 시수 분석
중국 교육부는 지침을 통해 중등 교육과정의 정보기술 교육이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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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 마찬가지로 68시간 이상 편성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는 절대
적인 규정이 아니고 시·성 지방정부와 그 내부 학교들의 자율적인 판단
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초등학교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학교의 정보기술 교육의 주요 내용과 시수에 대
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중학교의 정보기술 교육은 아래의 <표 4-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와 달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오픈소스나
무료 제품 등을 활용하여 스크래치 등에 치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중학
교에서는 컴퓨터의 기본구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 운영체제의 기
본 개념과 작동 원리,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처리,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
한 이해 및 웹페이지 제작, 컴퓨터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작품 만들기, 컴
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해 등 컴퓨터 시스템과 활용 방
법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표 4-5

중학교 정보기술 교육과정 내용 안배(2005년 기준)
모듈(模块)

교육과정 내용

1. 정보기술 입문

- 정보 및 정보사회, 정보기술의 기초 응용
- 정보기술의 발전 추세(현황)
- 정보기술 관련 문화적, 윤리적, 법적 문제
- 정보사회에서 컴퓨터의 지위와 역할
- 컴퓨터의 기본 구조와 소프트웨어 소개

2. 운영체제 소개

- 한자 입력, OS(운영체제)의 기본 개념과 발전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본 개념과 동작
- 파일 및 폴더(디렉토리)의 조직 구조 및 기본 작업
- 운영체제의 기초적인 작동 원리

3. 워드 프로세싱의 기본 방법

- 문서의 편집 및 수정
- 문서 양식(레이아웃)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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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계속
모듈(模块)

교육과정 내용

4. 컴퓨터를 활용한 데이터 처리

- 전자 양식(스프레드시트)의 기초 지식
- 테이블 데이터의 입력 및 편집
- 테이블 데이터 처리, 데이터 도표(chart) 생성

5. 네트워크의 기초와 응용

-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
- 인터넷과 인터넷이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 인터넷에서의 정보 검색(browsing), 수집 및 다운로드
- 이메일 사용, 웹페이지 제작

6. 컴퓨터를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작품 만들기

- 멀티미디어 소개, 멀티미디어 작품의 텍스트(text) 편집
- 다양한 미디어 자료 활용, 멀티미디어 작품의 구성 및 전시

7.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H/W, S/W)

- 컴퓨터의 데이터 표시, 컴퓨터 하드웨어 및 기본 작동 원리
-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컴퓨터 보안
- 컴퓨터 사용 윤리, 컴퓨터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

자료: http://old.moe.gov.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445/200503/6319.html(검색일: 2020. 9. 2)

중학교의 정보기술 교육과정에 대해 6개 시·성 전문가들의 이메일 조
사를 통해 취합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과 실습의 비중은 북경시의 경우 이론 30%, 실습 70%로 구
성된 반면 상해시의 경우 초등학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20% : 80%로 구
성되어 있다. 사천성은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이론 30%, 실습 70%로 이
루어져 있고, 섬서성은 이론 20%, 실습 80%이며, 귀주성은 이론 40%,
실습 60%로 이론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남성은
초·중·고 모두 50% 대 50%이다.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이론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실습의 비중이 매
우 높은 편이며, 실전 활동을 중심으로 혁신적 사고와 실용적 능력을 배
양하기 위한 교과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중학교 내의 컴퓨터 등 교육시설의 구비 정도는 초등학교에
비해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는 프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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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의 모의 시험을 치를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경시의 경
우 비교적 완벽한 교육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각 학교마
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컴퓨터실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가 갖
추어져 있다. 운남성과 같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컴퓨터 교과에 대해서
대체로 1인당 1대의 PC와 네트워크, 프로젝터 등이 갖추어진 컴퓨터실
이 구비되어 있다.
또한 정보기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숫자는 북경시나 상해시, 귀주
성의 경우 충분한 편인데 반해 사천성이나 섬서성, 운남성 등은 교사 부
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정보기술 교육은 매우 불균
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동부 해안 지역에 위치한 북경시
나 상해시 등의 발전한 지역에는 교육자원이 충분하고 교사 역량도 두텁
지만, 서부의 저발전 지역에서는 스스로의 발전 역량과 경제 수준이 모
두 한계가 있어 인위적으로 의무교육 시간의 할당 등을 통해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
전히 교사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나 교육 프로그램은 중학교에서도 대부분 오픈
소스나 무료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나 북경시나 상해시의 경우에는 수준
높은 교구재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시는 교과서와 전자키
트를 사용하고 레노버, HP 등 경쟁입찰을 통해 교구재를 구매하며, 북경
시는 교과서와 PC 등을 사용하고, 교구재는 스크래치 등 오픈소스 또는
무료 제품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남성에서는 교과서와 PC를
기본으로 하여 HP, Dell, 화웨이 등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섬서성의
경우 교과서와 전자키트를 활용하는데, 오픈소스나 무료 제품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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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천성이나 귀주성에서도 교과서나 PC를 기본으로 하여 오픈소스나
무료 제품을 활용하는 실정이다. 중학교 정보기술 교재나 교육 프로그램
은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여 오픈소스나 무료 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학생들의 정보기술 교육의 난이도와 흥미도는 북경시나 상해
시의 경우 난이도도 높고 학생들의 흥미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공지능 배경을 가진 교사가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보기
술 관련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실행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서부의 성급 지방정부들에서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흥미를
갖고 정보기술 교육에 임하는 데 있어서 대도시들보다 뒤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6

중학교 정보기술 교육 시간
시·성

북경

상해

사천 ①

사천 ②

섬서

운남

귀주

1

22

45

40

40

22

22

40

2

15

45

40

40

22

22

40

3

8

0

0

0

22

0

0

학년
학교급별
정보기술 교과
의무교육 시간

4

0

지역 내 방과후수업
운영 여부 및 시수

1

40

없음

없음

없음

없음

80

방과후수업 참여율

30-40%

5-10%

없음

없음

없음

없음

80%

주: 상해시의 괄호 안은 시범학교
사천성의 경우 크로스 첵크를 위해 2명의 전문가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함
자료: 중국의 해당 시·성에서 정보기술 전문가로 활동하는 교사 등에 대해 2020년 8~9월 사이에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함.

중국 중학교의 지역별 정보기술 시수는 천차만별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역별로 교육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각 시·성 지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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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개별적으로 의무교육 시수를 정하고, 세부 운영지침을 매우 다
르게 가져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중·고에서 매시간의 수업 진행 시간
도 30~50분으로 지역별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한 학기당 주차 수도 상이하다. 이는 각 지역의 교육제도가 유연하
고 지역 현실에 맞게 운영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위의 <표 4-6>에 따르면 중학교의 정보기술 교육 시수는 북경시의 경우
45시간이다. 초등학교에서 192시간의 교육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중학교
부터는 교육 시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반해 상해시는 90시간
의 정보기술 의무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도 40시간을 별도
로 진행하고 있다. 기타 사천성은 80시간, 섬서성 66시간, 운남성 44시
간 등이다. 귀주성에서는 80시간을 교육하는데, 방과 후에 80%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별도로 80시간의 교육을 하고 있다.

다. 고등학교의 정보기술 교육 내용과 시수 분석
중국 교육부는 고등학교 단계의 정보기술 수업 시간을 70~140시간으
로 정하여 발표하였으나 이는 종합실천활동의 정보기술 교육에 구체적으
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등학교의 정보기술 교육은 시·성이나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각 시·성들이
고교 단계에서의 정보기술 교육 의무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이
유는 학부모들이 여전히 명문 대학 진학을 원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정보기술 교육의 시수가 대부분의 시·성에서 급격하게 줄어드
는 이유는 바로 대학입시 때문이다.
이메일 인터뷰 조사에 응답한 중국의 정보기술 전문가들도 시·성별로

제4장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실태 분석 ❙ 91

정보기술 시수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대학입시
를 지목했다. 중국에서는 권역별(지역 특성에 따라 중국 전토를 4개 권역
으로 분할)로 대학입학 시험 출제 내용이 서로 다르며, 권역별 시험 외에
도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과목도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또
한 지역에 따라 매우 자율적이며, 특히 상해시의 경우 ‘기초(의무)과정’과
별도로 ‘확장과정’ 및 ‘연구과정’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북경시나 상해시
처럼 기술이 발전한 지역에서는 정보기술 교육 및 인공지능 교육과 같은
신성장 분야에 대해 매우 유연하고 동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학교와
가정 모두가 개별적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시·성별로 정보기
술 교육 시수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중국 교육부는 정보기술 교육을 대학입시에 반영할 수 있도
록 평가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각 시·성에 제시
하고 있다. 어찌 보면 대학입시 단계에서 정보기술 교육이 주춤하는 양
상을 보이는 것이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의 고민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 교육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진
행되어 일부에서는 대입에 이미 반영하고 있고, 조만간 전국의 모든 구
역에서 정보기술 교육이 대입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학교 정보기술 교육은 정보기술의 기본과 응용, 운영체제의 개념과
작동 원리, 워드 프로세싱의 기본 방법, 인터넷에서의 정보 검색, 수집,
다운로드, 웹페이지 제작,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운영, 프로그래밍 방법
으로서 알고리즘 구현, 컴퓨터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작품 만들기, 정보를
디지털로 표현하는 등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익히도록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표 4-7> 참조).
특히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관리, 프로그래밍을 위한 알고리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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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처리 관련 기술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고교에서 정보기술 기초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교육받고, 알
고리즘이나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응용, 멀티미디어 응용, 데이터 관리,
인공지능 등의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교육받고 있다.
파이썬, 자바, C++ 등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기 때문에 북
경시에서도 이론과 실습의 비중이 50% 대 50%로 같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천성도 고교 단계에서 이론과 실습의 비중은 40% 대 60%에 달한다.
섬서성과 운남성도 이론과 실습을 각각 50%씩 교육하고 있다. 북경시의
경우에는 정보기술 교육을 위해 웹 프로그램, 태블릿 앱, 언플러그드 키
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6개 시·성의 전문가들에 대한 이메
일 인터뷰 조사 결과 저발전 지역에서 정보기술 교육이 활성화되려면 대
학입시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표 4-7

고등학교 정보기술 교육과정 내용 안배(2005년 기준)
모듈(模块)

교육과정 내용

1. 정보기술 기본

- 정보 및 정보처리, 정보기술의 응용(활용)
- 정보기술의 발전 전망, 컴퓨터 및 정보기술
- 정보기술 관련 문화적, 윤리적, 법적 문제
-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 구조

2. 운영체제 소개

- 운영체제의 개념 및 개발, 한자 입력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본 개념 및 동작
- 파일 및 폴더(디렉토리)의 조직 구조 및 기본 작업
- 운영체제의 기초적인 작동 원리
-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리소스 관리 및 유지

3. 워드 프로세싱의 기본 방법

- 텍스트의 편집, 기타 대상(object) 삽입
- 특수효과 처리, 문서 양식(레이아웃) 디자인

4. 네트워크 기본 및 응용 프로그램

- 네트워크 통신 기본
- 인터넷과 인터넷이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 인터넷에서의 정보 검색(browsing), 수집 및 다운로드
- 이메일 사용, 인터넷의 기타 응용 프로그램 활용
- 웹페이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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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계속
모듈(模块)

교육과정 내용

5. 데이터베이스 기본

-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
-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 및 운영, 데이터 구성 및 활용

6. 프로그래밍 방법

- 알고리즘으로 표현,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구현
- 프로그램 설계 아이디어 및 방법

7. 컴퓨터를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작품 만들기

- 멀티미디어 제작 도구 및 특성
- 다양한 미디어 자료의 처리 및 활용
- 멀티미디어 작품 제작, 멀티미디어 작품 발표

- 정보를 디지털로 표현
8. 컴퓨터 하드웨어(H/W) 구조(architecture) 및 - 컴퓨터 하드웨어(H/W)와 기본 작동 원리
- 소프트웨어(S/W) 시스템 소개, 컴퓨터 보안
소프트웨어(S/W) 시스템
- 컴퓨터 사용 윤리, 컴퓨터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
자료: http://old.moe.gov.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445/200503/6319.html(검색일: 2020. 9. 2)

중국 교육부는 2003년 위의 <표 4-7>에 제시된 고등학교 정보기술
교육과정 내용에 입각하여 ‘일반고 과정방안 및 과정표준 실험고’를 발행
하였다. 그리고 이를 10년간 실행해 왔다. 그러나 2013년에 중국 교육부
는 시대 변화에 따라 정보기술 교과과정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면
서 일반고 정보기술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하게 된다. 새로운 정보기술
과정에서는 전체 고등학생의 정보 소양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정보기술 과목의 핵심소양
으로 정보 의식, 컴퓨팅 사고, 디지털 학습 및 혁신, 정보사회의 책임 등
네 가지로 규정하였다(中國敎育部(2017年版2020年修訂) 普通高中信息
技術課程標準).

정보 의식은 학생들의 정보에 대한 민감도와 정보 가치에 대한 판단력을
가리킨다. 즉 정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데이터에 담긴 정보를 제대
로 분석하고, 정보가 가져올 영향을 예측함과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컴퓨팅 사고는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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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규정하고 추상화하며, 구조모
형을 만들어 합리적으로 데이터를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디지털
학습 및 혁신은 디지털 학습 시스템, 학습 자원, 그리고 학습 도구를 활용
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끝으로 정보사
회 책임은 정보 안전 관련 의식 및 능력이 있고, 정보 관련 법률과 정보사
회의 도덕과 윤리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정보기술 교과 구조를 아래의 <표 4-8>과 같이 개정하였다.
고등학교 정보기술 필수교과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로서 ‘데이터 및 컴퓨팅’과 ‘정보 시스템과 사회’라는 두 개의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선택적 필수교과는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여 지속
적으로 정보기술 관련 분야를 학습하고, 정보기술을 응용하여 새로운 혁
신과 창조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표 4-8>에 제시
된 모듈 1~3은 학생의 진학을 염두에 둔 교과이고, 모듈 4~6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택 교
과는 학생의 취미와 학업 발전 그리고 직업 선택을 위해 학생 스스로 선
택할 수 있는 교과를 말한다.

표 4-8

고등학교 정보기술 교과 구조 개정(2017년 기준)
유형

모듈 설계

필수

모듈1: 데이터와 컴퓨팅
모듈2: 정보 시스템과 사회

선택적 필수

모듈1: 데이터 및 자료 구조
모듈2: 네트워크 기초
모듈3: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선택

모듈4: 초급 인공지능
모듈5: 3차원 설계 및 창의
모듈6: 오픈소스 하드웨어 프로젝트 설계

모듈1: 초보 알고리즘
모듈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설계

자료: 中國敎育部(2017年版2020年修订) 普通高中信息技术课程标准.

제4장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 실태 분석 ❙ 95

고등학교 정보기술 필수교과의 학점은 3학점이고, 매 학점당 18수업
시간, 총 54수업시간을 차지한다. 학생들은 필수교과를 이수해야 고등학
교 정보기술 학업수준적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선택적 필수교과와 선
택교과의 각 모듈은 2학점이고, 매 학점당 18수업시간, 총 36수업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선택적 필수교과는 학생의 능력과 발전 필요에 따라 선
택하여 학습할 수 있다.
고등학교 정보기술 교과의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중국 6개 시·성 전
문가들을 대상으로 각 시·성별 고등학교 정보기술 시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교 정보기술 시수는 지역별로 매우 큰 편차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수가 초·중등학교에 비해 급감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예를 들어 북경시의 경우 정보기술 의무교육 시간은 24시간에 불과
하다. 그리고 상해시나 사천성은 고교 1학년만 40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섬서성도 고교 1학년만 16시간 교육을 하고, 운남성과 귀주성도 고등학교
1~2학년만 각각 44시간, 144시간의 교육을 하고 있다(<표 4-9> 참조).

표 4-9

고등학교 정보기술 교육 시간
시·성

북경

상해

사천 ①

사천 ②

섬서

운남

귀주

1

8

40

40

40

16

22

72

2

8

0

0

0

10

22

72

3

8

0

0

0

0

0

0

지역 내 방과후수업 운영
여부 및 시수

없음

20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44

방과후수업 참여율

없음

5-10%

없음

없음

없음

없음

60%

학년
학교급별 I T 교과
의무교육 시간

주: 상해시의 괄호 안은 시범학교
사천성의 경우 크로스 첵크를 위해 2명의 전문가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함
자료: 중국의 해당 시·성에서 정보기술 전문가로 활동하는 교사 등에 대해 2020년 8~9월 사이에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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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근 중국 정보기술 교육의 변화
최근 중경시교육위원회(重庆市教育局)는 “초·중등학교 정보기술 교육
강화 관련 통지”를 발표하였다(重庆加强中小学编程教育, 2018.10.12.).
그 주요 내용은 각 초·중등학교에서 정보기술 교과목을 충분히 개설하
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누적 36교과시간 이상, 중등학교
교육 과정 동안 누적 36 교과시간 이상을 정보기술 교과목에 할애하도록
요구하였다.
중국 초등학교 정보기술 교육은 체험 위주로 진행되며, 게임식 교육,
프로젝트식 교육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블록코딩 프로그래밍(积木
式编程工具) 공구를 통해 대상, 모듈, 컨트롤, 실행 등의 개념들과 그것

들의 효과를 직관적으로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기초 프로그램 구조의 디자인 및 실현을 시
도하여 실제 문제해결과 알고리즘식 사고방식이 결합될 수 있도록 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한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간단한 알고리즘을 실현시켜 실제 문제를 해결
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전형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
능정보처리의 진전과 응용 잠재력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이 정보화 사회에
서 갖는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도록 한다.
한편 중국 절강성 정부는 컴퓨터 언어인 파이썬(Python)을 수능 과목
에 추가하였고, 중국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듯 교육개혁을 통해 전국 고
등학교 필수과목 기준에 정보기술을 추가하였다.24)

2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인터넷 자료(https://www.jianshu.com/p/86eb22d9dfe3, 2020. 9.6. 검색)를 참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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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정보기술 교육에 대한 일련의 정책적 변화 혹은 진전을
살펴보면,25) 2014년 9월에 절강성은 정보기술 교과를 수능에 포함시켰
고, 2016년 6월에 중국 교육부는 정보화 교육 능력을 학교 평가 체계에
포함시켰다. 더불어 중국 정부는 여건이 되는 곳은 정보기술이 해커 스
페이스, 스팀(STEAM) 교육, 창작문화(Maker culture) 교육 등에 응용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탐색하도록 하였다. 2017년 1월에 교육부
는 초등학교 과학 수업 개설 시기를 당겨서 1학년부터 과학 수업을 하도
록 하였고, 매주 교과시간 한 시간 이상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7년 7월에 국무원은 인공지능을 국가발전전략으로 격상시켰
다. 즉 전 국민 지능 교육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인공지능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점차적으로 정보기술 교육을 보급하고,
사회적 역량(사회 구성원 혹은 기업)이 정보기술 교육 소프트웨어와 게임
의 개발 및 보편화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였다. 산동성은 2017년 12월
에 새로 출시된 초등학교 6학년 정보기술 교재에 정보기술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파이썬 정보기술 기초를 정보기술 교과와 수능 시험
범위 안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어서 중국 교육부는 2018년 4월에 정보기술을 중·고등학교 학업수
준평가(수능X)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톈진의 다수 중학교가 정보학올림
피아드, 정보기술, 인공지능을 입시 범위에 포함시켰다. 2018년 11월,
중국의 첫 초등학교 인공지능 교과서가 편찬되었고, 상해시 일부 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9년 3월, 중국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들
의 정보 소양 평가를 시작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관련 과

25) 이에 대해서는 少儿编程教育网(https://www.kidscoding8.com/82260.html, 2020. 9. 2. 검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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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개설을 추진하여 정보기술 교육을 점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동시에 빅데이터,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교육에서 심층
적으로 응용될 수 있도록 촉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최근 중국 언론 보도(人民网-教育频道 2019. 12. 18)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러한 신기술 교육을 유아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인식하
에 조기교육 인프라 구축에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국부
녀연합서기처(全国妇联书记处)’의 차이슈민(蔡淑敏) 서기는 최근 북경에
‘중국아동센터 아동인공지능교육연구원’을 설립하면서 “어린이는 미래
국가 인공지능 과학과 기술 발전의 주역으로 어린이들의 인공지능 교육이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같은 보도에서 위안리신(苑立新) 중국아동센터장은 “국가 수준의 종
합적인 교육기관인 중국아동센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역사적 관문의 산
증인이자 탐구자로서 인공지능과 아동교육의 융합을 촉진할 역사적 사명
을 띠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중국아동센터 아동인공지능교육연구원에
전문가 자원과 사회 자원을 한데 모아 다학문, 다분야에 걸쳐 아동 인공
지능 교육 응용과 실천 연구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0~12세 아동 인
공지능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기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그는 동 연구원이 앞으로 세 가지 일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째, 과학기술 발전의 선두에 서서 발전 방향을 파악하여 중심이 되는 대
안을 제시하고, 아동 인공지능의 발전 경로를 탐구한다. 둘째, 전문가와
학교 외 교육기관 및 기업과 함께 상호 교차 협력을 통해 아동 인공지능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린이 인공지능 교육 제품과 프로그램 공동
개발, 교육과정 설립, 제품 표준화를 추진한다. 셋째, 전국 어린이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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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교육사업 관계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며,
이는 아동 인공지능 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
다(人民网-教育频道 2019. 12. 18).
인공지능 교육의 조기화라는 새로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교과서를 개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인공지능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3. 정책적 시사점
중국 중앙정부의 정보기술 교육 정책과 시·성 내 각급 학교의 정책 집
행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아래와 같은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중국의 정보기술 교육은 정부 주도의 보편교육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 교육부는 2001년부터 종합실천활동이라는 새로운 교육 프로
그램을 도입하였고, 그 내부에 정보기술 교육을 포함시켜 초·중등학교에
서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68시간 이
상, 중학교 68시간 이상, 고등학교 70~140시간 등으로 지침을 하달하였
는데[교기(敎基)(2000)35호], 의무교육 기관인 초·중등학교에서는 중국
서부의 일부 저발전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는 자율이어서 정부 목표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부가 각종 교육개혁 관련 지침 하달, 교과서 편찬 등을
주도하면 각 시·성에서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보편적 정보기술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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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01년부터 정보기술 교육을 의무화한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
재 중국은 정보기술 인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성별로 격차가 크
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신기술
역량이 무서운 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경이나 상해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별도로 방과후과정도 운영하는
등 정보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다만 중국은 동서 간, 도농 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저발전 지역에 대
해서는 교사의 지원 및 인프라의 확충 등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알
려졌다.
셋째, 우수한 교사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대도시 지역에는 교사가 충분하지만 서부의 여러 성들에
서는 여전히 역량을 갖춘 정보기술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유능한 교
사가 많을수록 학생들의 정보기술 교육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보편적 정보기술 교육에 있어서 자격증을 가진
정보기술 교사의 충분한 확충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중국의 초·중등 정보기술 교육에서는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
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는 저학년일수록 정보기술 교육을 흥미 위주로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어릴수록 게임 등의 방식을
통한 학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초·중등 학생들은 코딩 프로그램들을 어려서부터 게임을 통해
익히기 때문에 지루한 줄을 모르며, 스스로 미친 듯이 학습하여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영재들이 조기에 창업을 하는 경우조차 존재한다. 정보
기술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학습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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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섯째, 중국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명문대 선호로 인해 정보기술 교육
이 다소 부진한 양상을 보여 왔다. 실제로 정보기술 수업 시수는 초·중등
학교에 비해 고등학교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교육부나 일부 시·성에서는 이미 정보
기술 교과를 대학입시에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전면적 확대를 위해
평가 방법을 마련한 후 이를 필요로 하는 시·성에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신기술 시대의 도래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은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정보기술 소양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
을 심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정보 의식 및 흥미를 배양할 수 있는 기초
교육 커리큘럼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들의 정보 인식, 컴퓨팅 사고, 디지털 학습 및 혁신, 정보기술 사회의 책
임 등의 소양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
제 간 지식의 융합을 지원하는 스템 교육, 그리고 아이디어의 실행과 창
업 활동을 지원하는 창쿼(创客)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정보기술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전국의 모든 권역
의 대학입시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기술 교육의 조기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유치원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방안을 모
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노력이 바로 인공지능 교과서의 개발이다. 인
공지능 교과서를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치원 단계에서는 인공지능과
의 친화력을 높이는 데 교육의 기본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
국의 유치원에 키코(Keeko)라는 인공지능 로봇 선생님을 보급하여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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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과 같이 대화하고 노는 과정에서 저절로 인공지능과의 친화력을 강
화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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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국의 인공지능(AI)

개발 수준 및 AI 교과서 분석
1.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 수준 현황
2. 중국의 인공지능 실험교재(교과서) 내용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1.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 수준 현황
중국에서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의 핵심은 디지털 기기의 활용과 초
급 코딩 교육이고, 인공지능 교육은 초급 코딩 교육을 포함하여 각종 고
급 인공지능 언어, 인공지능 원리와 적용, 기계학습과 딥러닝 등을 총망
라하는 신기술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그림 5-1] 참조). 이에 따라
4장에서는 초급 코딩 교육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중국의 정보기술 교육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고, 제5장에서는 초급 코딩을 포함하여 상
당한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을 망라한 새로운 커리큘럼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한국적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할 것이다.

그림 5-1

중국의 정보기술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의 관계 개념도

자료: 연구진이 내용 파악하여 자체적으로 그린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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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2018년 중국의 인공지능 실험교재(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
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것이다. 그에 앞서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 수준
이 어느 정도인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원천기술이 매우 부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도하는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만이 아니라 센스타임
(商汤), Face++, 윈충커지, 디파이테크, 핑안테크 등 인공지능 신생기업
이 설립되어 세계 인공지능 산업 분야의 프론티어로 부상하고 있다. 중
국 정부는 그동안 도광양회 정책 기조에 따라 미국과 가급적이면 정면
대결을 벌이지 않으려 했으나 이제는 자국의 야심을 가감 없이 드러냈
다. 그만큼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인공지능 인재양성에 주력해 왔고, 이
제 자신들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자신감은 잘 교육받은 대규모 인공지능 인재의
배출, 막대한 인구와 IT 인프라 등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장점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장기적 계획에 의
거한 보편적 인공지능 인재양성, 그리고 14억 인구가 쏟아내는 막대한
정보의 양은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의 핵심인 데이터 생성 및 패턴 확보
에서 월등한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인력이 중국보다 경력이 많지만 최근 특허건수에서 중국이 약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 장강MBA(CKGSB) 인공지능 및 제도
연구센터가 2019년 3월에 발표한 ‘2018 중국 인공지능 지수’에 따르면
논문의 양은 중국이 폭증하고 있으나 그 질은 여전히 미국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长杠商学院北京校区, 201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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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림 5-2]에 따르면 인공지능 전문가 인재 총수는 미국이 83만
명에 달하는데 반해 중국은 5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Linkedin
領英, 2017: 5).

그림 5-2

전 세계 인공지능 영역 기술인재 분포지도

자료: Linkedin領英(2017: 5).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인가? 그것은 중국이 2001년부터 초·중·고 보편교육을 통해
정보기술 인재를 대규모로 양성해 왔고, 이들 중 일부만 박사과정에 진
입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수만 명의 박사급 인공지능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기업인 바이두의 장야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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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2018년 4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컨퍼런
스’에서 “바이두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기관인 윈즈 아카데미를 통해 3년
간 10만 명의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과학저
널 사이언스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의 인공지능 투자는 12억달러
수준인데 반해 중국은 55억 달러를 투자26)하고 있어 중국이 조만간 미
국을 추월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국의 컨설팅 기업들은 아래의 [표 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1위로 부상할 수 있는 인적 역량과 시장
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때문에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진핑 주석
은 연설 때마다 인공지능을 화두로 던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10
월 31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에서 시진핑 주석은 “인공지능
이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 변혁을 이끄는 중요한 구동 역량”이라면
서 “차세대 인공지능의 핵심 공통 기술 체계를 신속히 만들어 인공지능
의 관건적인 핵심 기술을 수중에 확실히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5-1

세계 주요 컨설팅 회사의 중국 AI에 대한 평가

컨설팅 회사

평가 내용

액센츄어
(Accenture)

∙ 중국은 2035년까지 연평균 6.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AI를 통해 7.9%(약 7.1조 달러,
한화, 8,135조 원)까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BCG

∙ 중국의 AI는 ‘기술 드라이버형’으로서 중국의 AI 기술이 미국에 근접함.
∙ 중국의 인터넷·AI는 시장규모가 압도적이고, 고속 발전의 잠재력이 크며, 변화의 폭이 매우
넓은 3가지 특징을 보유

26) 한국경제매거진, 2019.1.25. ‘미국은 AI 분야에 매년 12억 달러, 중국은 55억 달러 투자(4.6배)’ 한국은
2016년 엑소브레인 프로젝트를 포함해 AI관련 분야에 매년 380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하였다(내외신문.
201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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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컨설팅 회사

평가 내용

골드만삭스
(Goldman Sachs)

∙ 중국은 대규모 인터넷 사용 인구의 행동과 소비 패턴,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 생성을 통한 인공지
능 훈련·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력을 오픈소스로 강화할 수 있음

포브스
(Forbes)

∙ 중국은 정부가 AI 국가계획을 수립하여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BAT이 민간 분야에서 AI
산업을 선도하여 조만간 미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

IDC

∙ 전 세계 AI 시장 규모는 ‘16년 80억 달러에서 연평균 55.1% 성장, ’20년에는 470억 달러로
전망, 그중 중국의 AI시장은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iResearch

∙ 2020년 중국의 AI 시장 규모는 91억 위안까지 성장하며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전망
∙ AI 기반의 음성인식, 시각 식별, 이미지 처리 및 기계학습 등의 분야는 각각 60%, 12.5%,
2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맥킨지
(McKinsey)

∙ 중국의 AI 적용으로 인한 산업 자동화를 통해, 중국 전체 GDP는 연간 1% 이상씩 상승 가능

PwC

∙ 경제, 사회, 공공 등의 분야에서 AI를 도입함으로써 2030년까지 중국의 GDP는 약 26.1%
증가(7조 달러, 한화 7,954억 원) 예상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7.9.29.) 자료를 재구성

중국에서는 개인, 기업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를 제재를 받지 않고 마
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패턴을 확보
한다는 것은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27)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용 국가로서 2019년 6월 기
준, 14억 인구 중 61%인 8억 5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28) 중국 경제는
2035년까지 연평균 6.3%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인공지능을 적극 활
용하면 평균 7.9%(약 7.1조 달러, 한화 8,13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9) 위의 <표 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계 주요 컨설팅
회사들은 중국을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 최적의 조건을 갖춘

27) Goldman Sachs(2017), China’s AI Sector is Catching Up to the U.S.
한국정보화진흥원(2017), 중국의 인공지능 전략, 재인용.
28) www.boannews.com(2019. 9. 18).
29) Accenture(2017), How Artificial Intelligence Can Drive China’s Growth
한국정보화진흥원(2017), 중국의 인공지능 전략,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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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 칭화대학 중국과기정책연구센터에서 2018년 7월에 발표한 「중국
인공지능발전보고2018」에 따르면 중국의 인공지능 논문 발표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였는데, 1997년 1천여 편(4.26%)에 불과하던 것이 2017년
에는 3만 7천여 편(세계 27.68%)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인공지능 전문
인력은 중국이 18,232명(세계 8.9%)으로 미국의 28,536명(세계 13.9%)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많다. 아울러 2018년 6월 현재 전 세계 인공
지능기업 4,925개 중 2028개가 미국에 있고, 1,011개가 중국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중국 기업의 인공지능 특허출원
건수가 대폭 증가세를 보이면서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0) AI 관련 특허 영역에서 중국 회사는 전자상거
래, 데이터 검색 및 언어처리 등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년간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 건수 상위 50개 기업 중 중국 기
업이 미국 동종업종 기업을 크게 앞서 세계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입지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처리기술 관련 AI 특허출원 건수는
16,000건인데 이는 미국 회사의 거의 4배 이상이다. 현재 중국의 안면인
식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영상 속의 얼굴 이미지로부터 그에 매칭이
되는 사람의 신분을 단 몇 초 만에 인식할 수 있다.31)
연구 및 교육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10여 년 전부터 인공지능 기초 연
구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과학원 산하 자동화연구소, 컴퓨팅기
술연구소, 심천 선진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인공지능 기초연구를

30) Magazine.hankyung.com, 2019. 1. 25.
31) magazine.hankyung.com/apps/news, 2019. 1. 25, 중국 정부는 세계 최대의 영상 감시네트워크인 天
網(하늘의 그물)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전역에 설치한 CCTV 카메라숫자는 1억 7000만 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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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학원은 ‘뇌과학과 지능기술 탁월 연구
센터’(CEBSIT: Centre for Excellence in Brain Science and Intelligence
Technology)를 2014년 1월에 설립하고, 중국 전역의 24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뇌과학과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원을 통합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주요 대학들도 인공지능 R&D 관련 부서를
만들어 활발하게 교육 및 R&D를 수행하고 있다(<표 5-2> 참조).

표 5-2

중국 주요 대학과 연구소의 인공지능 실험실 및 연구센터 현황
기관

기관

대학 명

연구실

중국과학원

∙ 뇌과학 지능기술탁월혁신센터(CEBSIT)
∙ 자동화연구소(패턴인식 등)
∙ 컴퓨팅 기술연구소(컴퓨터 체계 구조 국가
중점실험실 등)
∙ 심천선진기술연구원(멀티미디어 집성기술
연구센터)

대학 명

칭화대학

연구실

∙ 뇌모방 컴퓨팅 연구센터
∙ 정보과학 및 기술 국가 중점 연구실
∙ 자동화대학 정보처리연구소
∙ 인공지능 연구센터

북경대학

∙ 기계감지와 지능 교육부 중점 실험실

서안교통대

∙ 인공지능과 로봇연구소

남경대학

∙ 컴퓨터 SW 신기술 국가 중점 실험실
∙ 머신러닝과 데이터마이닝연구소

하얼빈공대

∙ 로봇 연구소

상해교통대학 ∙ 뇌모방 컴퓨팅과 기계지능 연구센터

하문대학교

∙ 복건성 뇌모방 지능시스템 중점실험실

중국전매대학 ∙ 뇌과학과 지능매체연구원

사천대학

∙ 뇌모방 컴퓨팅 연구센터

자료: KOSTEC(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2017: 8~9쪽) 자료를 인용하여 재구성

이러한 전반적 상황 속에서 중국은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정보기술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2016년 초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2년
반에 걸쳐 인공지능실험교재 33권을 발간하였다. 중국 인공지능 실험교
재(교과서)의 공통서문에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본 철학이 다음과 같
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인류의 미래는 앞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천지개벽하는 변화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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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게 될 것이다. 둘째, 교육과 인공지능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으며,
이미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셋째, 교육 정보화가 교육의 현대화
를 이끌게 되면서 인공지능이 모든 기술 부분을 통솔하는 감제고지(瞰制
高地)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넷째, 인공지능 교육은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반드시 유치원과 초·중학교 수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과정 신설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상과 같은 인공지능 기본 철학에 입각해 중국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
능 실험교재(교과서)를 개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중국은 2001년부터 정
보기술(코딩) 교육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의 인공지능 교과서
개발은 크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정보기
술 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하였는데, 인공지능 교육은 이제 유
치원 3년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을 모두 포함하게 되어 교육의 조기
화를 이루어냈다. 둘째, 각 학년별로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인
공지능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
교에서도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직업교육 과정에
3권을 발간하여 기존 기업들을 위한 기능인력들도 인공지능을 학습하도
록 하고 있다.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려면 최소한 10~1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인
공지능 기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전문인력이 없으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할 교
사나 전문가도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인재양성은 교사가 부족하더라도 각종 교구재 등을 활용해 쉽고 재미있
게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 표준교과서를 개발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미래 진로의 방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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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설정하고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
다. 학생들을 교육하고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기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시스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인공지능 교과서 개발, 교육과정 개발, 교사 확보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인공지능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
국의 인공지능 실험교재(교과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시도하도록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생, 그리고 직업교육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공지능 교과서 33권(4,410쪽)을 320여 명의 전문
가들이 약 2년 반 동안 집필해서 2018년 8월부터 보급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교과서 33권의 공통서문, 머리말, 내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 수준별로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한국형 인공지능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정책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중국의 인공지능 실험교재(교과서) 내용 분석32)
가. 인공지능 실험교재(교과서) 개요
중국의 인공지능 실험교재(교과서)는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 그리고
직업교육에 걸쳐 총 3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이한 것은 대학과정이

32) 제5장의 실험교재(교과서) 분석은 과학기술연합대학교(UST)의 교수인 이성국 박사에게 의뢰한 원고를 기
초로 연구진이 재작성하였다. 이성국 박사를 비롯한 국내 AI전문가들과의 회의, 바이두 검색을 통한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중국에서 인공지능 실험교재가 편찬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여 최종 원고 작
성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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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대학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각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 인공지
능을 교육한다. 대학교육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
으므로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은 유치원에서부터 직업세계에 이르기
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쳐 인공지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들도 인공
지능 교육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인공지능 교육의 조기화가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유치부는 소·중·대 반으로 구분하고 각각 상권과 하권으로 되어 있다.
초등부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상·하권으로 분리되어 있다.
중등부는 7학년~9학년까지 각각 상·하권으로 편찬되어 있다. 고등부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상·하권으로 되어 있다. 직업교육 분
야는 1/2/3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급별로 단권으로 되어 있다. 교과서
편찬은 2016년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2018년 8월까지 약 2년 6개월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교과서에 대한 편찬 기획기간 등을 포함하면 3년 이
상이 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투입 예산은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지만 기간과 인원을 고려한다면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
된다.
교과서 집필진은 총 324명이며 분야별로 중국 내부와 해외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다. 총괄 편집위원회는 주임 1명, 부주임 1명 그리고 편찬위
원 40여 명이 있으며, 각 권별로 별도의 편집위원이 평균 10여 명 정도
추가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참여 기관은 중국과학원, 북경대학교, 북경
사범대학교, 북경 항공우주대학교, 수도 사범대학교, 중국자동화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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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중국 인공지능 교과서 33권의 공통서문을 읽어보면 중국의 인공지
능 교육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인공지능 교과서를
통해 교육을 바로 세우고 국가 백년대계를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야망
즉, ‘인공지능 굴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공통서문은 유치부, 초등
부, 중등부, 고등부, 직업교육 모두 내용이 동일하며, 머리말만 다르다.
머리말에서는 해당 교과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성 체계를 설명하면서
집필한 목적, 특징, 사용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나. 공통서문 내용 요약 및 분석
공통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의 인공지능 교과서 출간의 기
본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미래 에너지인 스마트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인공지능과 인
간의 일상생활과의 연계가 갈수록 긴밀해져 가고 있다. 그 결과 “인류의
미래에 인공지능이 천지개벽하는 변화를 이루어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려면 인공지능 교육에 집중해야 하
고 그것을 통해 인류 미래를 뒤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이 여타 기술 분야를 모두 통솔하는 감제고지(瞰制高
地)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장

악할 경우 다른 기술 분야를 자연스럽게 장악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 그만큼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인공지능 기술이 결정적인 기술로 등장한 만큼 견실한 교육 기
반을 다지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과학기술의 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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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를 장악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교육을 유치원부터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이 그동안 실시해 온 정보기술 교육과 인공지능 교과서가 다른 가장 중
요한 점은 기술 교육의 조기화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이다. 바둑 천재를
조기에 양성하듯이 인공지능 천재들을 아주 어린 단계에서부터 발굴하고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치원 단계는 물론이고 초·중·고의 모든
수업에 인공지능 교육이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넷째,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새로운 5년의 교육을 추가적으로 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과정 설계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
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신기술’의 변혁을 추진하는 데 전력
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변혁에서 중국은 2001년부터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투자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인공
지능(AI)이 교육을 이끌고, 인공지능을 수업 차원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인공지능 교과서의 출간으로 이제 교사들도 교육 정보화에 더
욱 능동적으로 나서고, 인공지능 교육을 교과과정에 적극적이고 효과적
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받게 되었다. 인공지능 강
의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인공지능-교사진 구축’ 행동을 시작하였으며,
인공지능 보조 교사가 교실을 관리하고, 교실 수업을 진행하며, 스마트하
게 숙제를 고치고, 정확하게 질문에 답하며, 교육 수업 효과를 적시에 피
드백하는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기본 철학에 입각하여 중국 정부는 중국 교육기술협회 스
마트학습 업무위원회 전문가 싱크탱크의 역량과 수년간의 초·중학교와
유치원에서의 인공지능 수업 실천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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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교재’ 총서를 집필하기에 이르렀다. 이 총서는 중국은 물론 세계 최초
로 인공지능과 실천 실험을 결합한 실험교재로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 및 직업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 교재의 편찬에는 세계
인공지능 최고 전문가, 실험학교 교수 그리고 중국 유명 대학교의 전문
가, 학자, 인공지능 분야 기술자들이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교
재의 편찬은 이론과 실천의 결합은 물론 산·학·연의 연계를 이루어낸 중
요한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교재는 교사들이 ‘잘 가르친다’는 차원에서 어려운 내용을 보다 쉽게
설명함으로써 교사들이 전문성과 체계성, 흥미성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 교재는 학습 자원 도구 세트를
갖춤과 동시에, 학생들이 ‘잘 배운다’는 차원에서 체험식 학습을 실시하
고, 스마트 학습 사이트(‘Fun AI,’ 인공지능 클라우드 수업)를 구축하여
교사와 학생의 양호한 상호 작용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실현하여 인공지
능이 교육 전 과정에 융합되도록 하고, 교육과 학습 스마트 수준이 전면
적으로 향상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공지능 실험교재’의 집필은 2016년부터 2018년 8월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차원과 범위에서 수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교재의 내용과 형식을 끊임
없이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학원자동화연구소, 북경대학
교, 북경사범대학교, 북경 항공우주대학교, 수도 사범대학교 등의 기관에
서 여러 전문가들이 총서 집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인공
지능 실험교재’의 협력 기관으로서 하오쉬에 스마트 교육과학기술(북경)
유한회사는 여러 방면의 전문 역량을 확보하고 조율하여 교재를 개발하
고 실험하였으며 ‘인공지능 실험교재’ 보급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교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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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河南)인민출판사에서 최종 출판되었다.

다. 유치부 교과 내용 분석
1) 유치부 교과서 머리말 내용 요약
유치부 교재의 머리말에서는 왜 유치원생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취학 이전 유치원기는 협력 의식, 규칙
의식, 유연한 동작, 제어 능력이 점차 강화되고, 논리적 사고 능력이 싹
트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유치원생들의 심리적 육체적 특성에 맞
추어 단계별로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아이들이
평생학습의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하고, 전면적이고 개성적인 발전이 서
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치부 교과서는 어린이들을
흥미 중심으로 이끌기 위해 로봇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 교과 내용 분석
유치원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론이나 강의
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면서 재미있게 배우도록 한다는 점이다. 로봇과
함께 배우는 유치원생 교재는 유치원 소반, 중반, 대반 등 3학년으로 구
성되어 있다(<표 5-3> 참조).
먼저, 유치원 1학년(소반)은 전화, 의자, 책상, TV, 옷장, 소파 등 일상
생활의 기기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이 전반부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
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는 주로 동물들을 관찰하게 하고 이를 모형으로
만들게 한다. 아울러 삼륜차, 자동차, 배, 시소, 미끄럼틀, 그네, 풍차,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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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탐사차, 풍력 발전기 등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이끈다.
다음으로, 유치원 2학년(중반)은 여전히 동물들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비치의자, 책장, 단단한 집, 트러스 구조, 천칭, 워터힐, 시소, 도르래, 기
어, 크레인, 엘리베이터, 해적선, 회전하는 항공기, 바퀴와 굴대, 삼륜 오
토바이, 유모차, 굴삭기, 기차, 지게차, 기계 등 공학적 구조물을 만들도
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의 구조를 스스로 체득하도록 유도한다.
끝으로, 유치원 3학년(대반)은 센서와 모터를 작동하게 하여 더 복잡
한 구조물을 만들도록 한다. 로봇 조립, 지렛대로 균형 잡기, 레버 원리
이해, 수차 설정, 수차를 만드는 지렛대 원리, 턴테이블 형성 지렛대 원
리, 개구리 형성 지렛대 원리, 믹서, 기어, 기관총 조립, 로봇팔 원리, 자
동차 센서 이해, 캐러셀 센서 제작, 센서 조립 회전 장치 등 유치원생들
의 공간감각 능력에 맞추어 다양한 원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보면 키코(Keeko)라는 인공지능 로봇과 같이 수
업하게 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친화력을 갖도록 하고 있
다. 키코는 키 60cm, 무게 45kg의 로봇으로 2018년 8월 말 현재 중국
전역의 약 6백여 개 유치원에 보급되어 있다. 키코는 이야기를 들려 주
기도 하고, 함께 문제 풀이도 하는 등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학습할 수
있는 로봇 선생님이다.
특히 키코를 통해 얼굴 감정에 초점을 두어 감정인식을 체험하게 하며,
사물의 특징을 찾아내는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을 연습시키고,
때로는 텍스트 스토리를 넣어서 언어지능 훈련을 암시하도록 설계하였
다. 얼굴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로봇과 친해지도록 로봇과 대
화하기, 로봇과 함께 노래 부르기, 로봇에게 이미지를 검색하도록 명령하
기 등을 학습하도록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규칙을 자연스럽게 따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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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며,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키우고, 교통 규칙을 왜 지켜야
하는지도 보여준다.

표 5-3

중국 유치원 인공지능 교과서의 주요 구성 내용
주요 내용

주요 내용

- 균형 잡기 이해하기
- 전화기, 의자, 책상, TV, 쇼파, 옷장 이해
- 지렛대 원리 이해하기
- 양, 여우, 원숭이, 곰, 여우 등 동물 이해
- 이야기 읽고 이치 깨닫기
- 자동차, 배, 시소, 미끄럼틀, 그네 구조물
- 인공지능 제품 관찰하기
- 로봇과 함께 노래 부르기
- 자동차의 기본 구조 관찰
- 로봇에게 이미지 검색시키기
- 믹서 원리 이해하기
- 트러스 구조 이해하기
- 개틀링 기관총 조립하기
- 집, 천칭, 워터힐, 크레인, 엘리베이터 등 구조물 이해하기
- 로봇팔의 특징, 로봇팔 만들기
- 항공기, 유모차, 삼륜 오토바이, 레이싱 카, 기차, 굴삭기, 지게차
- 기어 원리 조립 로봇팔
기계 등 원리 이해하기
- 자동차 센서의 원리 이해하기
자료: 중국인공지능실험교재(2018)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함

라. 초등부 교과 내용 분석
1) 초등부 교과서 머리말 및 학년별 교과 내용 분석
초등학교 교재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인해 향후 모든 분야에
걸쳐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인재에
대한 요구도 바뀌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
조한다. 2017년 중국 국무원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에 따라 초·
중학교 단계에서 인공지능 관련 교육 과정을 설치해 프로그래밍 교육을
점차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과를 설치해서 복합형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인공지능 교재를 개발·보급함으로
써 각 학교가 중국 정부의 요구를 신속히 실행하고, 인공지능 교육 과정
을 개설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
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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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은 유치원 단계에서 초등학교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로서, 습관
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서는 ‘인공지능 찾기’에
주요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흥미를 북돋우고, 학습 과정에서
파트너와 교류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나눔과 협력을 학습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과 내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으로 이루어져 있다.
필수과목 부분은 카드식 프로그래밍 등 간단하고 배우기 쉬우며, 교실
과 기자재에 대한 요구는 높지 않고, 놀이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선택과목으로는 스크
래치 주니어(ScratchJr)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애플의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한 학교에서만 이를 선택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2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재의 학습 목표는 ‘인공지능 느끼기’이다. 즉,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기르는 데 주력하고, 성공적인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고무한다. 필수과목 부분은 카드식 프로그래밍을 계속 학습하고,
센서 및 프로그래밍 논리 구조를 더 잘 이해시켜 3학년 시스템 학습 프
로그래밍을 위한 기반을 닦도록 하고 있다. 선택과목 부분은 마이크로소
프트사의 쿨빈(Cool Bean) 게임을 선택하도록 하고, 다소 복잡하지만
프로그래밍 난이도가 높지 않고 하드웨어 요구사항도 낮은 일반 컴퓨터
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주로 게임을 통해 프로그래밍 의식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3학년 교재에서 주요 목표는 ‘인공지능 사용하기’이다. 학생들에게 체
계적인 프로그래밍 훈련을 실시하여 도형화된 프로그래밍을 습득하고 초
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필수과목은 스크래치 그래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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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이며, 2학기부터 소량의 하드웨어 프로그래밍을 넣어 학생들
이 프로그래밍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택과목은 엠봇
(Mbot) 프로그래밍이다. 이는 간단한 HW를 사용하며, 주변 인공지능
장비에 대한 프로그래밍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선안을 제시하고 아이디어
를 개척하도록 한다.
4학년 교재의 주요 목표는 ‘인공지능 혁신’이다. 학생들은 학습을 거쳐
센서 사용 능력을 갖출 수 있다. 4학년 교재 디자인의 주요 목적은 학생
들이 더 많은 종류의 센서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 중 가변 저항 센서와
광센서는 모두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다. 필수과목 부분은
아두이노(Arduino) 프로그래밍이다. 이를 통해 생활 속의 몇몇 스마트
전기 사례를 결합하고, 이에 상응하는 로봇을 설계하여 가정생활에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흥미로운 편집 프로그램 학
습도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선택과목은 필수과
목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의 난이도와 다양화를 심화시켜 청소
년들의 프로그래밍을 생활의 모든 면에 더욱 깊게 접목시키도록 한다.
5학년 교육과정은 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게임, 교실 실험 등을 포함
하는데, 여기서 주된 목표는 ‘인공지능 제작’이다. 이 교육과정에서 학생
들은 간단한 게임과 음악을 디자인하는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
간의 센서를 이용하여 환경적인 데이터를 얻고, 이 데이터에 따라 흥미
로운 실험을 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5학년에 학습한 다양한 센서를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선택과목 부분은 간단한 코드 프로그래밍으
로 업그레이드 되어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논리를 파악하는 기초에서 간
단한 코드 프로그래밍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프로그래밍 능력과 성취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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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교재의 주요 목표는 ‘인공지능의 확장’이다. 내용적으로 그래픽
프로그래밍에서 코드 프로그래밍으로 전환되는 것은 주로 리눅스와 파이
썬의 두 가지이다. 파이썬 언어는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이다. 이는 특히 언어가 우아하고, 명확하며, 간단하고, 입
문이 쉽고, 매우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다. 리눅스의 활용은
지극히 다양하다. 현재 태블릿과 모바일 하부 아키텍처는 대부분 리눅스
시스템이며 스마트 홈 제품도 리눅스와 분리할 수 없다. 필수과목 부분
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파악해야 할 내용이 주를 이루며, 선택 과목 부분
의 난이도가 약간 높아 학습 여력이 있는 학생에게 적합하다.

2) 특징 분석
중국의 초등학교 인공지능 교재가 갖는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크
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프로그래밍 및 알고리즘을 중시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핵심은
프로그래밍이고, 프로그래밍의 핵심은 알고리즘이다. 프로그래밍은 인간
과 기계 사이의 대화를 위한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다가오는 미래에 프
로그래밍은 현재의 읽기와 쓰기처럼 사람이 생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역량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초등학교 인공지능 교
재에서는 1학년부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담고 있다. 학생들은 6년 간의
학습을 통해 프로그래밍의 기본 기술을 습득하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
본 사고를 갖추어 프로그래밍의 기본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둘째는 스트림(STREAM)을 기본으로 한다. 교재에서는 디자인에 있어
학생들의 종합적 지식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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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협동 능력을 양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 이에 따라 핵심 질문으
로 수업을 관통하도록 하여 각 학과의 지식을 융합하도록 하고 있다. 아
울러 임무를 구동하여 학생의 적극성을 이끌어냄으로써 학생들이 학습
활동 중에도 관련 지식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생들의 창
조적 사고를 중시하고, 학생들이 문제를 발견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문
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로, 수업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만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초등
학교 인공지능 교과서는 각 지역, 각 학교마다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설정하고 있다, 선택과목 부분은 필수 과
목 교육과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학교
는 수업 시간, 교사, 장비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이상과 같은 초등학교 인공지능 교육 내용 설계를 살펴보면 교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공지능 언어에 대한 직접적 교
육보다는 스크래치나 만들기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6학년 교재에서만
파이썬, 리눅스 등 컴퓨터 언어 과목이 등장한다. 5학년까지는 스크래치
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서 스크래치는 순수한 스크래치가 아니라 오
픈소스 HW가 연결되어 스크래치에서 배경과 캐릭터가 움직이도록 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때로는 코두(Kodu), MRT 두이노(duino), MRT 스크
래치(scratch), 코딩보(CodingBo) 키트 등을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피지컬 컴퓨팅 교육을 기반으로 스마트 기기를 통해 로봇을 제작하는 것
에 목표를 두고 있다.
초등학교 교재에서는 다양한 로봇을 소개한다. 의료용 로봇, 화성 탐사
로봇, 초밥 로봇, 애완견 로봇, 군용 폭발물 제거 로봇 그리고 수중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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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 빛을 제어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만들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 자율운전 개념 설명, 지문
인식 및 얼굴 결제 원리, 로봇에서 터치센서 이해하기 등도 교과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표 5-4> 참조).

표 5-4

중국 초등학교 인공지능 교과서의 주요 구성 내용
주요 내용

- 다양한 로봇을 소개(AI 로봇, 난쟁이 로봇, 신호등 로봇, 디디
로봇, 스마트 홈, 음성인식, 지문인식 및 얼굴인식, 의료용
로봇, 우주 탐사 로봇, 초밥 로봇, 애완견, 군용 폭발물 제거,
무인기 등)
- 빛을 제어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밤낮, 근접, 분위기로서 색
상과 밝기 조절)/스마트 램프
- CPU기능과 카드 판독기 이용
- 전후 주행 로봇/ DC모터
- 신호등 제어
- 스크래치(Scratch Jr) 소개, 실행, 모듈 등 스마트 운전 개념
- 우리 미래의 집(스마트 홈)
- 스스로 만든 응용문제 풀기
- 로봇, 선풍기 조립도
- 음성 제어 및 음성 인식/mBot 로봇

주요 내용
- 소리 센서로 박수 듣고 움직이는 사마귀 로봇
- 음성 합성
- 지문인식 및 얼굴 결제의 원리
- 터치 센서로 야구방망이 움직이기
- 리모컨으로 원격제어되는 항공기 로봇
- 코두(kodu) 이해, 편집하기, 작동법
- 코두 게임에서 게임 맵 그리기
- 코두에서 경로 계획, 임수 완성
- 코두에서 경주용 트랙 설계 스크래치 난수, 변수
- 스크래치 무대 공연 만들기
- MRT듀이노(duino) /MRT스크래치(Scratch)
- 각종 만들기 교육(신호등, 초인종, 가로등)
- 홈오토메이션 시스템 이해
- 인공지능 기초 파이썬, 리눅스 기초 학습

자료: 중국인공지능실험교재(2018)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함.

마. 중등부 교과 내용 분석
1) 중등부 교과서 머리말 분석
중등부 교재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알기’로부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약 60년의 축적된 기술과 발전의 역사가 존재하지만 그 영향
력은 최근에야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딥러닝, 인간-기계 협업
및 집단 지능 등 모든 방면에서 새롭고 놀랄 만한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은 인터넷 검색, 빅데이터 분석, 생체정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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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스마트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으로 과학기술계와 기업계의 전문가, 혁신형
기업과 청년 기업가 등이 인공지능 혁신과 개발을 촉진시켜 나간다면 상
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는 2017년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산업 육성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
공지능’이 처음으로 정부 업무보고에 포함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교육이 중국 공산당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국무원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
획’을 기획하고, 초·중학생들에게 인공지능 교육과정과 프로그래밍 교육
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교육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처리를 새로운 교과과정 개혁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인공지능의 발달이 어린 아기로부터 시작
하는 등 조기에 보급하고 습득해야 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중요한
일꾼을 키워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머지
않아, 인공지능을 모르면 지금 컴퓨터 조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사회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교육과정의 학
습을 통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정세를 만들어 중국이 세계 초강국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특징 및 학년별 교과 내용 분석
중등부 교과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인공지능의 개념을 이해하고, 인공
지능의 전문 지식을 학습하며, 청소년들이 신기한 인공지능의 세계를

제5장 중국의 인공지능(AI) 개발 수준 및 AI 교과서 분석❙ 127

여행하도록 이끄는 데 주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중등부는
인공지능 개념과 소프트웨어 공학을 주로 다루고 있다. 중등부 8학년 상
권과 중등부 9학년 상권은 전형적으로 컴퓨터공학과에서 다루는 SW공
학 내용 위주로 집필되어 있다. 중등부 7학년 하권은 지능형 제어, 중등
부 8학년 하권은 기계학습, 중등부 9학년 하권은 자연어 처리(NLP:
National Language Processing)를 다루는 인공지능 요소를 추가했다.
대학교 교재처럼 이론만 다룬 것이 아니고 자동관개 시스템, 스마트카
만들기 등 실험실습을 추가하여 창작가(Maker)적 요소를 삽입했다. 이
에 따라 이를 “창작가 + AI”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표 5-5> 참
조). 이를 학년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등부 7학년 교과 내용은 인공지능 알기를 위한 아두이노와 믹스리
(Mixly)의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각종 센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각종 조명기의 제어, 스마트 카, 지능형 낙하
차량 등의 원리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는 아두이노 언어를 사용
한다.
중등부 8학년 교과서에서는 알고리즘과 스마트 홈, 아두이노 기본 응용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계학습의 개념,
파이썬 기계학습, 얼굴인식 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등부 9학년 교과서의 내용은 자동 프로그래밍, 각종 검색(키워드,
문서, 음성, 이미지)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자연
언어처리. 단어 빈도 분석, 구문 분석 등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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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중국 중등부(7~9학년) 인공지능 교과서의 주요 구성 내용
주요 내용

- 인공지능 개념 알기
- 아두이노와 믹스리 이해
- 지능형 램프, 소음 측정 등
- 초음파 거리 측정 및 공원 계산 시스템 등
- 신호등 디자인
- 초음파 센서, 광센서 등의 만들기
- 자동 프로그래밍
- 아두이노 HW와 SW 사용법
- 각종 조명기 제어
- 스마트 카
- 지능형 낙하차량 등
- 아두이노 언어
- 알고리즘
- 스마트 홈
- 아두이노 기본 응용 프로그램
- 자동 가정 관개 시스템
- 기계학습
- 신경망
- 파이썬 기계학습
- 얼굴인식

주요 내용

- 비주얼 데이터
- 전문가 시스템 개발
- 자동 프로그래밍
- 검색엔진 최적화
- 각종 키워드 검색
- 문서, 음성, 이미지 검색 등
- 전반적으로 중학교부터 수준이 높아짐
- AI 지식을 수준별로 나열한 것으로 분석
- 오픈소스를 배우는 식으로 예제 나열, 차례로 실습을 하도록 함
- 전문가 시스템을 잘 요약하고 있음
- 전통적인 컴퓨터공학에서 나오는 파이썬, 검색(엔진 종류, 키워드,
파일, 음성) 일체가 나옴
- 언어 처리, 음성인식을 다루고 있음
- 파이썬으로 텍스트 처리, 어휘분석, 빈도분석, 구문분석 등을 다룸
- 매커트로닉스에서 다루는 지능형 제어가 포함되어 있음
- 실습은 주로 아두이노를 활용하고 있음

자료: 중국인공지능실험교재(2018)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함.

바. 고등부 교과 내용 분석
1) 고등부 교과서 머리말 분석
고등학교 인공지능 교재의 머리말은 2016년 3월 초 구글의 알파고와
이세돌 간 세기의 바둑 대결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대중화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한다. 전 세계 각국의 저명한 과학
기술자들이 너도 나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략을 펼쳐 놓기 시작함으로
써 주변의 각종 생활기기들이 인공지능을 장착하게 되었고, 휴대전화, 시
계, TV, 스피커 등이 모두 지능을 갖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매일 TV
뉴스 등에서 각종 지능형 기술의 개발과 출시, 자율주행, 스마트 금융,
로봇 고객 서비스 등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깊숙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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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들고 있다. 인공지능은 거의 만능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작게는 우
리 삶의 훌륭한 도우미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크게는 인류를 위협하고
지구를 파괴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거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지닌 혁명적인 기술로서 우리의 삶, 일, 학습,
발견과 소통의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인터넷에 이
은 새로운 기술혁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중국에서는 정부부터
기업까지 인공지능의 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누가
이 과학기술혁명의 핵심 기술을 손에 넣느냐에 따라 다음 수십 년 동안
세계 과학기술의 주도국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인공지능 개발 전략에 대해 설
명하고 있다. 즉,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6년 10월 ‘미국 국가 인
공지능 연구 및 발전전략계획’을 발표하고 미국이 인공지능 기술혁명을 이
끌 수 있도록 7대 연구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3가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먼저
2020년까지 인공지능 연구개발비로 200억 유로를 투자하고, 둘째, 교육
훈련체계의 향상을 촉진하며, 셋째, 인공지능의 새로운 도덕 기준을 연구
하고 제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을 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보고, 국가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완전한 연구 개
발 촉진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인공지능을 대대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자동
차, 로봇 등 분야의 기술적 이점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중국에서는 2017년 7월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발표했
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전략적 상황, 일반적인 요구 사항, 자원 배치, 입
법 및 조직 등 다방면에서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설명하고 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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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제안했다. 2020년까지 중국의 인공지능에 대
한 전체적인 기술 개발과 응용 기술 수준은 세계의 선진 수준과 보조를
맞추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때까지 인공지능의 기본 이론들은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기술과 응용 부분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인공지능 이론,
기술과 응용은 전반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중국은 글
로벌 인공지능 혁신 센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인공지능 분야에서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대량의 인공지능 인재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주요 국가 계획에서 전 국민 스마트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 및 중
학교에서 인공지능 관련 수업을 신설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고
등학교 인공지능 교재는 국가 계획의 요청에 따라 학생 개개인이 인공지
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기본적인 인공지능의 원리와 기술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 특징 및 학년별 교과 내용 분석
기술적으로 볼 때 인공지능의 문턱은 매우 높다. 확률론, 수리논리, 데
이터 분석 방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등 기초 지식을 갖춰야만 인공
지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교육과정은 일
반적으로 대학 학부와 대학원 단계에서만 개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런데 중국의 인공지능 교재는 고등학생들도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첫째, 고교 교재는 인공지능 배후의 수학적 원리와 엄격한 이론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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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보다는 인공지능 기술의 기본 원리 소개와 구체적인 실제 조작에 중점
을 두고 있다. 고등학생들은 기본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기만 하면 실제
조작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으로 방법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게 되고 배운
것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동 교재는 텍스트를 이해하기 쉽게 쓰고, 가능한 한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교재는 어려운 전문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교재의
가독성을 높여서 전문용어가 나오는 곳에서는 매우 상세한 해석을 덧붙
여 학생들이 읽으면서 이해하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교재에서는 패키지화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한 온라인 학습 교육 플랫폼도 국가계획에서 명확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문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개발한 것이
다. 플랫폼은 학생들에게 동영상, 테스트, 수업 인터랙티브 등 다양한 학
습 활동 방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언어의 온라인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
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 플랫폼은 또한 교사에게 온라인 배치 작업, 테스트 성적
보기, 강의안 협동 작성 등을 포함한 온라인 학습 도구를 제공하여 학생
들의 학습 효율성과 교사의 수업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상권에서는 인공지능, 2학년 상권에서는 기계학습,
3학년 하권에서는 딥러닝을 다루고 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 확장 영역
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율주행차, 예술, 뇌파, 인공생명,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술들을 다루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상권에서는
전문가 시스템을 깊이 다루고 있으며, 2학년 상권에서는 미디어별(이미지,
비디오, 음성) 처리 분야인 실용적 측면을 다룬 것이 특징적이다. 이를
학년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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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등학교 1학년 상권에서는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
공지능의 기본 개념, 응용 분야, 개략적 역사, 인공지능의 종류, 인공지
능과 윤리, 인공지능 언어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 언어
처리, 구문 분석, 문제 해결, 지능형 정보 검색 기술 등을 다루고 있다.
1학년 하권에서는 기계 번역, 각종 로봇(자율 로봇, 산업용 로봇, 군용
로봇 등), 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율주행차량, 사물인터넷, 서비스 로
봇, 인공지능의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배우도록 하였다.
둘째, 고등학교 2학년 상권에서는 기계학습, 지도식 학습, 유추학습
등 각종 인공지능 학습에 대해 다루고 있다. 아울러 알고리즘, 핸드폰과
인공지능, 음성 및 인공지능 능력 향상, 이미지 처리 및 인공지능 성능
향상, H5 및 AR 기술 등 다양한 응용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2학년 하권
에서는 두뇌와 같은 컴퓨터 개념 및 실습, 인공지능과 음악, 뇌파 이해
등을 다루고 있다.
셋째, 고등학교 3학년 상권에서는 전문가 시스템의 개념, 구성, 주요
분류, 전문가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발 도구,
교육 보조 로봇의 프로그램 응용 등을 다루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하
권에서는 신경 컴퓨팅, 퍼지 컴퓨팅, 기계 지능. 인공지능과 인공생명,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의 지식 습득 및 제어
기술 등을 배우도록 하였다(<표 5-6> 참조).

표 5-6

중국 고등학교 인공지능 교과서의 주요 구성 내용
주요 내용

- 인공지능의 개념과 역사 등
- 자연언어 처리 등 자연지능의 근본부터 다룸
- 각종 로봇의 구조와 종류 등 로봇에 상당한 시간을 배정.
로봇에 들어가는 AI를 다룸

주요 내용
- 그래프 전략
- 블라인드 검색을 통한 폭, 깊이 우선 검색
- 두뇌와 같은 컴퓨터 개념 및 실습
- 인공지능에 기반한 음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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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계속
주요 내용

주요 내용

- AI 응용사례를 중국 기업 중심으로 기술
- AI 철학, 뇌과학, 심리학을 다룸
- 약·강·수퍼 AI, 윤리 등을 다룸.
- 자연어 처리를 시각인식보다 많이 다룸
- 시각인식 중에서도 얼굴인식에 초점
- 스마트폰 강좌도 포함됨
- 구글의 오픈소스들은 모두 배제
- 특정 프레임워크보다는 아파치맥스넷을 다룸
- 삶의 문제를 수학/공학적 문제로 풀게 함
- 기계학습 소개, 역사와 중요성을 다룸
- 텍스트 처리법, 음성처리법, 이미지 처리법, 비디오 처리법
등 미디어별 데이터 처리방법을 상세하게 다룸. 4가지 방법
을 비교
- HTML 5, AR 기술을 다루고 sightup 사이트를 통해 실습

- 뇌파의 이해도 다룸
- 10여 가지의 전문가 시스템의 개념과 구성, 분류, 전문가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 방법 제시
- 각종 개발 도구 제시
- 패턴 인식을 깊이 있게 다룸
- 교육 보조 로봇의 프로그래밍 응용 등
- 신경 컴퓨팅 학습 알고리즘
- 퍼지 컴퓨팅 소개
- AI의 인문학적 의미도 깊이 있게 다룸. 인공생명, 특이성,
소셜 플랫폼 등
-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리, 로마 인공지능 원리 등 제시
- 인공지능의 향후 업그레이드 방안
- 인공지능의 지식 습득
- 인공지능의 제어 기술
- 인공지능의 집중학습
- 인공지능의 심도있는 학습 등 제시

자료: 중국인공지능실험교재(2018)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함.

사. 직업교육의 교과 내용 분석
1) 직업교육 교과서 머리말 분석
직업교육 분야 인공지능 교과서는 모두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업
교육 분야의 교재는 주로 기존 기업을 위한 기능인들의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직업교육 분야 머리말에는 세계 각
국이 인공지능 전략을 중심으로 천하를 다투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교육
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국무원에서 2015년부
터 “인터넷+” 행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지도 방침을 발표하고, ‘인터넷
+인공지능’을 11개의 국가 중점 행동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는 점을 상기
시키고 있다.
또한 2016년 5월, 국가개발 및 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중앙 인터넷 정보국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인터넷+” 인공지능 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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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대한 구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2017년에 국무원은 인
공지능을 국가계획화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러한 각종 계획들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고급인재 집단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
지능 인재와 청년 지도자급 인재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약
하는 복합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 인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업학교
는 국가를 위한 기술이 뛰어난 기능형 인재를 육성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직업교육 분야의 인공지능 인재 육성은 인공지능 응용형 인재
육성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로봇, 스마트 제조, 스마트 익스프레스, 스마트 물류, 스마트
농업, 스마트 홈, 스마트 교육, 스마트 금융, 스마트 상거래, 스마트 의
료, 스마트 정부 업무, 스마트 도시, 스마트 교통 및 공공 안전 등 인공지
능과 관련된 많은 전통 산업과 신흥 산업을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기능형
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직업교육에서 인공지능 기능형 인
재 육성에 적합한 일련의 교재 및 실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교육 교재는 직업학교의 학생, 교사들에게 충분한
기능 실천을 제공하고, 넓은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편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특징
직업교육 분야의 3권의 책은 일반적인 인공지능 관련 서적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1권은 인공지능의 가장 초보이자 대표적 언어인 파이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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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 2권은 사물인터넷에 대한 시민기술인 창작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다양한 센서(소음, 초음파, 압력, 컬러
등)를 이용하여 로봇을 만드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자율
자동차, 드론, 대화형 로봇 등에 접근하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로봇
이라고 주제를 잡고 있지만, 모터를 많이 다루지 않고, 사물인터넷 기술의
부품인 센서, 프로세서, 액추에이터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3권은 기계
학습에 대한 수학 모델이다. 각종 수학적 모델을 모아서 설명하고 있다.
기계학습 모델, 딥러닝 모델 등을 한 군데로 모았다(<표 5-7 참조).

표 5-7

중국 직업교육 인공지능 교과서의 주요 구성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

- 파이썬을 인공지능의 대표언어로 학습하도록 함

2

- 다양한 센서(소음, 초음파, 압력, 컬러, 온도 등)를 통해서 로봇을 만드는 방법 제시
- 인공지능의 다채로운 세계를 체험하도록 함. 대화형 로봇 만들기, 로붓이 얼굴 식별하게 하기 등

3

- 인공지능 수학 모델 제시. 전문 인공지능 콘텐츠로서 각종 수학적이고 공학적인 모델을 제시
- 머신러닝 모델, 딥러닝 모델을 집대성

자료: 중국인공지능실험교재(2018)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함.

3. 정책적 시사점
현재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나
가고 있다. 2001년 정보기술 교육을 보편교육으로 추진한 이후 그 성과
를 바탕으로 2018년 말 유치원, 초·중·고, 직업교육 등 생애 전주기에
걸쳐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실험교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2019년 북
경에서 전국 초·중등 인공지능 교사 교육회를 개최하는 등 인공지능 교
육의 보급을 위한 본격적 준비를 하고 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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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간 무역전쟁은 조만간 인재전쟁으로 확산
되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박사급 전문
인력을 대량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되어 기술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과서 개발은 그동안의
정보기술 교육을 더욱 체계화하고 조기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이 인공지능에 국가적 역량을 총집중하는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이 조만간 전 세계의 세력 판도를 뒤흔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인공지능 분야는 미국의 지식재산권 방어막이 가장 약한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술이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있다. 따
라서 중국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하나의 붐을 조성하면서
중국 사회 전반에 자신감이 충만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중
국에서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중
국의 청소년들을 인공지능 강국을 위한 전사로 키우고 있다.
특히, 중국은 신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기술, 인재 등을 토대로 정부가
주도하여 인공지능 분야에서 조만간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이 산업에서 활용되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역량이 축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과
비교해 첨단 분야 원천기술과 제조기술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따라서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등 선진국을 추월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신기술 인재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처럼 중국이 유치원부터 초·중·고, 직업교육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인공지능 교육이 체계화될 경우 중국은 조만간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33) http://www.xxjsedu.com/Article/xxjj/201907/Article_2795.html(2020년 7월 2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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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전문가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
국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인공지능 분야에
서 매년 수만 명의 신규 전문인력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
로 2030년이 되기 이전에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보
유한 국가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사례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서 인공지능 교육은 2019년부터 시범교육이 실시되기 시
작하였다. 현재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고 있으나 중학교에서 고등
학교로 넘어가면서 내용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북경, 상해, 사천, 섬서, 운남, 귀주 등 6개 시·성의 정보기술 교육 관련
전문가들에게 이메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공지능 교육으로의 전환에
대해 학생들이나 교사 모두 수용할만한 변화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교사들은 인공지능 교육 과정이 더욱 고급화되고 내용이 깊
은 기술적인 이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아울러 학
생들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둘째, 인공지능 교육이 성공하려면 인공지능 10년 대계를 세워야 한
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산업은 단순히 인공지능 국가전략 등 실효성이
낮은 정책을 통해 저절로 육성될 수 없다. 초·중·고에서 인공지능과 관련
된 기초적 지식들을 충분히 접해야만 인공지능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전문인력 분야이고, 더 많은 인재가 있을수록 그 시
너지 효과도 클 수밖에 없다. 중국은 엄청난 인구에도 불구하고 33권의
인공지능 교과서를 개발하여 전체 학령인구에게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의
무적으로 정보기술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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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공지능 교육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중국이 인공지능 교과서를 개발한 가장 큰 이유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실행해 온 정보기술 교육을 유치원 3년과 초등학교 1, 2학년 등으로 5년
을 조기화하는 등 인공지능 교육으로 체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
을 얻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스웨덴 등에서도
유치원생들에게 인공지능과 친화력을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초·중·고 교육과정에 인공지능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인공지능 교과서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재미있고, 접근이 보다
쉬워야 하며, 학습자가 많은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과서는 일단 게임화되어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유치원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인 키코(Keeko)를 선생님으로
활용하여 아이들과 로봇과의 친화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스크래치 등 재미있는 게임 방식으로 코딩에 접
근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에 가서야 초보적인 컴퓨터 언어인
파이썬에 접하게 된다. 일단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해야 나중에
코포자가 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중학교부터는 그 내용이 점차 심화되는 방식으로 교과서가 짜여
있다. 인공지능 교육에서 로봇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교구재들은 학생
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중국 산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을 활용한다.
끝으로, 중국의 인공지능 교재는 구글 등 미국의 오픈소스를 배제하는
등 철저히 미국 의존에서 탈피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인공지능
분야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철저하게 서로를 견제하면서 경쟁하는 분
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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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미국의 인공지능 오픈소스들이 빠짐에 따라 교과서의 질적 수준이 다
소 뒤처진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 틈바구니
에서 중국의 인공지능 교과서 경험을 활용하고, 미국의 다양한 선진 오
픈소스 등을 활용하여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보다 우수한 교재를 개발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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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형 초·중·고 인공지능(AI) 교과서 편찬
세계 각국은 현재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치열한 전쟁을 진행 중이
다. 특히 중국은 2018년 정부가 주도하여 유치원부터 초·중·고, 직업교
육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인공지능 교과서를 개발하여 체계
적으로 인공지능 교육 시작하는 중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중·고 인
공지능 교재도 없고, 인공지능 교사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2018년부터 중학교 34시간, 초등학교 5~6학년 동안 17시간의 소프트웨
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중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얼마
나 형식적인가를 잘 알 수 있다.
중국 교육부는 2001년 이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정보기술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68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 고등학교 70~140시간을 정보기술 교육에 할애하도록 지
침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모든 시·성과 학교들은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게 이러한 지침을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가르치고 있
다. 중국에서 가장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북경의 초등학생들은 1학년부
터 6학년까지 총 132시간의 정보기술 교육을 받고 있다. 중국 대도시의
초·중·고 학생들은 거의 모든 학생이 정보기술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고교 단계에서는 정보기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하여 이제 대학입시에도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
어공학과 등 컴퓨터 관련 학과에서 코딩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인
공지능 관련 인력의 양성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
어 분야 경쟁력은 동유럽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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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외, 2015).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우리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인공지
능 등 미래 신기술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는 나라가 되었다.
중국 정부가 2017년 제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 중국은 이론, 기술, 응용 등 인공지능의 총체적 분야에 걸쳐
미국을 따돌리고 세계 선두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기술굴기
는 글로벌 인공지능 20대 기업 중 7개 기업이 중국 기업이라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현재는 미국이 9개 기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
국의 기업들이 대부분 신생 기업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중국
의 1위 등극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중국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
하여 한국형 인공지능 교과서를 시급히 편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가 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미국과 중국, 특히 중국에 기술적으로
종속될 가능성조차 존재한다.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 교과서에서 예측하
였듯이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을 잘 모르면 현재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
하는 사람처럼 사회의 하층으로 떨어질 것이며, 국가 전체가 커다란 어
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조차 중국의
안면인식 분야 신생 유니콘 기업인 센스타임의 기술을 수입하고 있는 실
정이다.
박동 외(2016)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인재양성에 대해서는 대학과 산업체 전문가
의 83.8%가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추진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82.8%에 달하였다. 지난 정부에서의 조사
결과이지만 아직도 새로운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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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발상과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2001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이 정보기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당시 의무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이제 30세가 되었다. 즉, 지금 현
재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석·박사 학위를 받을 나이가 된 것이다. 2019년
기준으로 코딩 등 컴퓨터 교육으로 무장한 대학생들이 약 830만여 명이
졸업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컴퓨터·통신 분야 입학
정원이 21,109명이고, 전체 재적학생은 136,006명에 머물고 있다. 그리
고 졸업자는 18,747명에 불과하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9). 소프
트웨어 전문가들은 졸업자 중 코딩을 충분히 학습한 학생은 이보다 훨씬
더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2019년 12월 18일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과제를 각
부처에서 분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동 전략은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를 달성”하고,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 효과를 최대 455
조 원 창출”하는 것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
용하는 나라” 등의 전략을 설정하고, “전 국민 AI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세계 최고의 AI 인재가 성장하는 토양을 조성”한다는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12.).
그런데 인공지능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재양성 측면에서 살
펴보면 인재양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누가, 어떻게, 어
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인공지능 교육
은 바둑 교육과 유사해서 어린 나이에 배울수록 그 효과가 높다고 한다.
그럼에도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강국 로드맵에는 대학원 과정 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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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이다. 어려서부터 코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과 등에서 코딩포기자(소위 코포자)가 얼마나 많은지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실시해야 할 정도이다.
초·중·고에서 보편적으로 인공지능을 교육하지도 않고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야 뒤늦게 인공지능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코딩을 학습하는 현재
의 환경에서 위와 같은 국가전략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중국이 최근 편찬한 인공지능 교과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01년 정보기술 교육을 의무화한 이후 그 성과와
한게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2018년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 직업교
육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공지능 실험교재(교과서)를 편찬하였
다. 그리고 유치원 3년, 초·중·고 12년 동안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
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2019년부터 중국 교육부는 대도시를 중심으
로 시범 학교를 운영하면서 전국적 확산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
은 중국의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한국형 인공지
능 교과서를 시급히 편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특정 정부 부처가 아닌 대통령의 관점에서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보편교육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교과서를 개발할 ‘인공지능 교과서 편찬 TF’를 신속히 구성하
여 정부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교과서를 편찬해 내야 한다. 초·중·고
인공지능 교과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방식으로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과서 33권을 분석한 결과 교사나 인프라 등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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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부족 등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할 경우 초·중·고
인공지능 교과서는 유치원 1권, 초,중,고 각 3권 등 10권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로봇, 드론, 가상현실·증강현실·혼
합현실 등 전문 교구제작 업체의 제품들을 활용하여 쉽고 재미있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과서는 2년 반 동안 324명이 참여해 100억 원 이상
을 투입하여 추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내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후발주자의 이점을 살려 중국의 인공지능 교재 33권
(4,410쪽)을 분석하고, 중국의 인공지능 교재에서 제외한 구글 등 미국
의 오픈소스를 추가할 경우 중국보다 더 좋은 교재를 더 빨리(1년 이내)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의 [부록 2]에서는 이상과 같은
사항 등을 반영한 ‘한국형 인공지능 커리큘럼을 적용한 교과서 기획안(예
시)’을 제시하였다.

2. 대학이나 대학원 이전 초·중·고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정부에서는 2019년 12월 18일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여 범정
부 차원의 인공지능강국 로드맵을 실행 중에 있다. 그런데 로드맵에 인
공지능 인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우리의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살펴보면 인재양성과 관
련하여 인공지능 관련 대학 학과 신·증설,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 확
대·다양화, 초·중등 교육시간 등 필수교육 확대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통해 어떤 인재를 양성하겠
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초·중등교육 시간 등 필수교육 확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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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2022년까지로 미루어져 있다. 결국 초·중·고
에서 인공지능 교육 또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행하지 않고 현행 상태를
유지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양성과 전 국민 AI 교육을 선언한
셈이다. 현재에도 대학에 컴퓨터공학과와 소프트웨어공학과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학과는 이들 학과와 어떻게 차별화된다는 것인가? 또,
기존의 대학 컴퓨터 교육을 통해 AI 인재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
였는데, 인공지능학과를 신·증설하고 대학원을 증설·확대하면 AI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정
부의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통해 실질적으로 바뀌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
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다. 결국 정부 차원의 보편적 인재양성 없
이 시장에서 저절로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신기술 및 신산업 관련 국가전략은 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을 먼저 추진한 이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 및 과학기
술 정책과 교육 정책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
공지능 정책은 인재양성 정책과 결부시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이나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등은 모두 초·
중·고 정보기술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우수인재들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2020년 11월 20일 교육부를
중심으로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에서 ‘유·초·중·고 인공지능 교육’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이 도입되면 2025년부터는
모든 초·중·고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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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2021년부터 초등학교 2종, 중학교 1종, 고등학교 1종 등 4종의 인
공지능 관련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천명한 상태이다(교육부,
2020. 11.).
중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려면
정교한 인재양성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은 산업이기 이전에
교육이다. 인공지능은 전통산업과 달리 그 역량이 사람 내부에 내재되므
로 사람이 확보되지 않으면 산업도 존재할 수 없다. 이 연구의 제3장에
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단순히 인재양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인
계획 등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공지능 핵심기술 인재의 확보는 인
공지능 분야 신기술 기업의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초·중·고에서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대학 단계에서 컴퓨터 언어를 배우려면 무엇보다 흥미를 가질
수 없고 목표의식도 분명하게 찾기 어렵게 된다. 그 결과 수많은 코딩포
기자(코포자)가 양상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당면
한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또는 유치
원 등에서 각종 오픈소스나 무료 교재 등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친화성 및 흥미도를 제고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
도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길
이 인공지능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교육은 최소한 10년의 준비를 거쳐 차분하고 진
정성 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인공지능 인재양성 10년 대계’
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는 최소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 10년간 인공지능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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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겨져야 한다. 대학이나 대학원 인재 양성은 그 이후에 검토할 사안이
다. 기존의 대학 컴퓨터공학과나 소프트웨어공학과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려면 초·중·고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친화적 세대를 새롭게 양성하
기 위해서는 보편교육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지역산업 친화적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인공지능 특화 초·중·고를 집중적으로 지
정 및 육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명문대 입학에 대한 학부모
들의 선호가 여전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 트랙과 인공지능 트랙으로 이원
화하여 인공지능 전문인재를 어려서부터 점진적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강
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각 트랙의 선택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맡기면 된
다. 아울러 교육방법도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아나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현재 오픈소스 또는 무료로 보급되고 있는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의 엔트리(playentry.com)와 미국의 www.code.org 등에 접속
하면 언택트 방식으로 블록코딩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
교 5~6학년의 경우 각종 유튜브 강의 자료에 접속하여 파이썬, 리눅스
등의 기본 원리를 익히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공식적 인공지능 교재에
서 제공하는 콘텐츠들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초·중·고 교육은 어디까지나 쉽고 재미있게 비용을 적게 들여
인공지능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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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직 교사 재훈련과 더불어 인공지능 신규 교사 양성 추진
2020년 8월 교육부에서는 정보기술 자격 교사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현직 교사를 향후 5년간 매년 1천 명씩 재교육하여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 교사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교사
양성 과정’이 아닌, 현직 교사의 재교육 과정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핵심
이다(교육부, 2020. 8).
그런데 이 연구에서 중국 각 시·성의 정보기술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인공지능 분야를 전공한 교사가 학생들의 정보기술에
대한 흥미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중국의 각 시·성에서는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경이나 상해 등 대도시에서는 인공지능
교사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는 반면, 서부 내륙 지역의 여러 성들에서
는 아직도 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교사 그 자체가 아
니라 얼마나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중국은 2001년부터 교사 부족 문제에 대응해 왔기 때문에 대도시 지
역은 어느 정도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리고 무엇보다 중국은 보편교육을 통해 정보기술 교육 등 인공지능 교육
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자격을 갖춘 우수한 교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마
당에 인공지능 교사를 신규로 채용하기보다 기존 교사들을 재교육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족한 인원을 신
규로 채용하기보다 기존의 교사를 재교육하더라도 얼마든지 인공지능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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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수요를 지나치게 적게 잡고 있고, 재교육 방식만으로는 초·중·고 전체
학생들에 대해 보편적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할 수조차 없다.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신규 채용은 중등 정보
컴퓨터 교사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즉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충원 계획을 세워 교원을 임용하
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정보컴퓨터 교
사의 수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국의 초등학교 6,087개, 중학교 3,214개, 고등학교 2,356개를 감안
하면 학교당 1명씩만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약 1만여 명의 신규교사가 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9). 그런데 신규
교사 1만 명을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양성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1명이
학교 전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재교육 교사, 보조 교사 등을 동시에
확충해 나가야만 한다.
향후 10년간 전국의 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사를 충분히 갖추도록 하려
면 법적 기반을 갖고 이를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 국민적
합의하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스템(STEM) 교사
10만 명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2015년
에 『스템 교육법』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스템 교
육에서만큼은 정책적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공지능 교사는 신기술 분야 전문가로서 그 자체가 지속가능한 괜찮은
일자리이고, 특히 다른 나라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유망한 일자
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기존 교사의 재교육이라는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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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식만으로는 학생들의 흥미도를 제고할 수 있는 우수한 교사를 확보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교사는 국내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는다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산업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산업이기 때문에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일은 인공지능 교육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소프트웨어 교육 시수와 실시 시기의 확대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려면 소프트웨어 교육 시수와 실시
시기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2020년 11월
20일 발표한 ‘유·초·중·고 인공지능 교육 도입’ 방안에는 이에 대한 구체
적인 내용이 없다. 다만 인공지능 교육을 새롭게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재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
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에 중학교 1학년부터 34시간 동안 소프
트웨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2020년 현재 초등학교
5~6학년 17시간, 중학교 1, 2, 3학년 34시간 등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2001년부터 초등학교 68시간, 중학교
68시간 등을 최저 기준으로 삼아 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리고 2018년에
는 인공지능 실험교재(교과서)를 개발하여 유치원 3년으로까지 교육 시
간을 늘렸으며, 초등학교 1, 2학년도 인공지능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교육 정보화 2,0 전략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정
보기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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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중국의 일부 시·성들에서는 대학입시에 정보기술 시험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정보기
술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해야만 명문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은 인공지능이 미래 사회를 지배할 핵심 기술이라는 인식하
에 인재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보다 훨씬 적은 인구를 보유한 한국이 중국보다 16~17년 뒤늦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초등학교 5~6
학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루 빨리 초등학교 1학년까
지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시간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
학년까지 약 18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북경시의 사례를 벤치마
킹하여 초등학교 6년 동안 최소 100시간 이상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
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학교는 70시간 이상, 고등학교 1학년
34시간 등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 트랙과 인공지능 트랙(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으로 나누어
대학 진학 트랙의 경우 최소 34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트랙은
100시간 이상을 교육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쉽고, 재미있고, 비용이 적게 드는 인공지능 교육 실시
중국의 사례는 인공지능 분야의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게임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정보기술 교육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 결과, 주요 시·성들의
초·중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게임 등 실습 위주로 정보기술 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 교육 또한 무

제6장 정책 제언❙ 153

엇보다 쉽고 재미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 소프트웨어공학과 또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 중에는
코딩포기자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 언어에 대해 접촉할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에게 고급 컴퓨터 언어를 가르치려고 해 학생들
이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의 얼마 안 되는 인공
지능 전문가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흥미 위주로 접근해야 인공지능 전문
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공
지능 분야는 바둑과 같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학습을 실시해야 최고 수준
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코딩 등 컴퓨터 언어는 외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재미가 없
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공지능은 학습자가 스스로 흥미를 갖고 고도
로 집중해야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흥미
를 갖도록 게임 위주의 전달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코딩을 고액과외를 통해 익히는 학생들이 존재
하기도 한다. 그런데 코딩을 비롯한 컴퓨터 언어는 다양한 방식의 오픈
소스가 제공되고 있고, 무료 사이트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비
용을 들여서 학습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인터넷에 접속
할 수 있는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
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교육은 교과서가 개발되더라도 교사 양성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무크(MOOC) 교재를 개발하고,
EBS 등 공중파를 통해서도 학년별 교과 내용을 방영하여 비대면 방식으
로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커리어넷
을 통해 오픈소스 형태로 교재를 상시적으로 보급하고, 여기서 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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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 대상의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언제든지 접속하여 학
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컴퓨터를 활용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작가(Maker)들이 활동할 수 있
도록 학교 내 또는 지역사회 내 창작공간(Maker Space) 등을 지속적으
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및 법률 제정
중국은 국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정
책을 수립하고 교육부가 보편교육 차원에서 각종 지침을 각 시·성 정부와
학교에 하달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인재양성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중요한 지침들을 수시로 개발하고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개발된 수많은 인공지능 인재양성 관
련 정책들은 중국 교육부가 수립하여 지침으로 내놓은 것들이다. 이처럼
중국 교육부가 인공지능 인재양성에 컨트롤 타워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
에 최소한 정책적 측면에서 혼선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부, 중소벤처부 등이 제 각각 정책
을 추진해왔으며, 지방의 교육청들도 모두 개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전문인재 또는 영재양성
차원에서 인공지능 인재양성 문제를 접근하면서 보편적 인공지능 교육
및 과학기술의 대중화가 지체되어 왔다.
그러나 2020년 11월 20일 교육부가 중심이 된 ‘유·초·중·고 인공지
능 교육’실시 방안이 발표되면서 인공지능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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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되었다. 이는 인공지능 교육 컨트롤 타워 구축과 관련하여 매우 중
대한 진전이며, 앞으로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
규 교과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
야만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고, 정책도 힘있게 추
진될 수 있다. 결국 초·중·고 인공지능 인재양성은 특수교육이 아니라 보
편교육의 차원에서, 그리고 10년 대계의 중·장기 관점에서 교육부와 교
육청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인재를 보편적으로 양성하려면 ‘(가칭) 인공지능 인재양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제도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국무원의 결정이나 교육부의 지침 등은 사실상 법
적 효력을 갖는다. 아울러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이나 ‘대학 인공지
능 혁신 행동계획’ 등은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오
바마 정부 초기부터 스템(STEM) 교사 10만명 양성 정책을 추진함과 동
시에 2015년에 『스템 교육법』을 제정하여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을 본
격화했다. 따라서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은 필수적이다.
‘(가칭) 인공지능 인재양성에 관한 법률’에는 초·중·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 5개년계획 수립, 인공지능 교사 양성 및 재훈련, 인공지능 교육과정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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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020 중국 시·성별 정보기술 교육 현황 조사지

1. 인적 사항

1. 귀하의 연령은? (

)세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

3. 귀하가 거주하는 시나 성은 어디입니까? (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2. 정보기술 교육 시수 관련
5. 귀하가 거주하는 시나 성의 초등학교 학년별 정보기술 교과의 의무 교육 시간은?
(단위 : 시간)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6. 귀하가 거주하는 시나 성의 중학교 학년별 정보기술 교과 의무교육 시간은?
(단위 : 시간)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7. 귀하가 거주하는 시나 성의 고등학교 학년별 정보기술 교과 의무교육 시간은?
(단위 : 시간)

1학년 :

2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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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8. 귀하가 거주하는 시나 성의 방과후수업 운영 여부 및 시수에 대해 적어 주십시오.
(단위 : 시간, 시수는 ①운영 표기자만 작성 )

- 운영 여부 :

① 운영

② 미운영

- 시수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9. 귀하가 거주하는 시나 성의 방과 후 수업 참여율 대해 적어주십시오.(단위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10. 귀하는 기존에 조사된 지역별 의무교육 시수와 현재 의무교육 시수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

11. 귀하는 기존에 조사된 지역별 의무교육 시수와 실제 의무교육 시수의 차이가
있다면 차이의 정도를 기술해주십시오.
(

)

12. 귀하는 기존에 조사된 지역별 의무교육 시수와 현재 의무교육 시수의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까? ( ① 알고 있었음

② 몰랐음 )

13. 귀하는 기존에 조사된 지역별 의무교육 시수와 실제 의무교육 시수의 차이가
있다면 차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부 록 ❙ 163

3. 정보기술 교육 내용과 방법 관련
14. 귀하가 거주하는 시나 성의 교육시설 구비 상태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

)

15. 귀하가 거주하는 시나 성에서 사용하는 교육 도구의 유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

)

17. 귀하가 거주하는 시나 성에서 사용하는 교육 도구와 교육 난이도의 적합도를
표기해 주십시오.(만점
① 1점

: 5점)

② 2점

③ 3점

④ 4점

⑤ 5점

18. 귀하가 거주하는 시나 성의 교사의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분

② 불충분 )

19. 귀하가 거주하는 시나 성의 교사의 수업 진행 준비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만점 : 5점)

① 1점

② 2점

③ 3점

④ 4점

⑤ 5점

20. 귀하가 거주하는 시나 성의 외부인력 수업 진행 가능 여부(허용 정도)에 대해
표기해 주십시오.
① 허용

② 허용하지 않음

③ 조건부 허용

21. 귀하가 거주하는 시나 성의 외부인력의 수업 진행 상 역할 수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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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귀하가 거주하는 시나 성의 정규 교과의 이론/실습 비중에 대해 적어주십시오.
(단위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23. 귀하가 거주하는 시나 성의 자율 편성 교과의 이론/실습 비중에 대해 적어주십시오.
(단위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24. 귀하가 거주하는 시나 성의 학생들이 느끼는 교과 난이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만점 : 5점)

① 1점

② 2점

③ 3점

④ 4점

⑤ 5점

25. 귀하가 거주하는 시나 성의 학생들이 느끼는 교과 흥미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만점 : 5점)

① 1점

② 2점

③ 3점

④ 4점

⑤ 5점

25-1. 학생들의 정보기술 교육에 대한 흥미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26. 귀하가 생각하는 중국 내 정보기술 교육의 주요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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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귀하가 생각하는 중국 내 학교 급별 교육 목적의 주된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

28. 귀하는 정규 IT 교과 과정을 통해 자신의 기술 이해 효용감이 변화하였다고 생각
하십니까? 변화가 있었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상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

)

29. 귀하는 개정된 AI 커리큘럼과 과거 정보기술 교육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30. 귀하가 느낀 인공지능 교육 강화에 따른 사회 반응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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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한국형 AI 커리큘럼을 적용한 교과서 기획(예시)34)
1) 교육 단계별 교과서 제목 및 구성 개요 (총 10권)
단계

권명

교육 목표 항목별 콘텐츠 구성
정보기술 체험

유치원

AI와 친구되기

AI 친화성

∙ 보드형 교구 및 로봇 교구를 활용한 언플러그드 놀이
∙ 자연어를 이해하는 AI와의 대화 체험
∙ AI의 안면인식 기능 체험
∙ AI 교구가 제공하는 시청각자료의 감상 등

정보기술 친숙성 ∙ 컬러코딩과 시퀀스 코딩 형태의 논리적 사고 유도 활동

AI 친화성

초등학교

1~2학년 : 놀이 속에서 배우
는 컴퓨터적 사고

초등학교 3~4학년: 직접 만든 게임으
(계속) 로 즐기는 로봇코딩

∙ AI 캐릭터 꾸미기
∙ AI 캐릭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한 학습
∙ AI 캐릭터와 함께 게임 즐기기

∙ 블록코딩 프로그램 입문
정보기술과
∙ 로봇 교구를 활용한 제어 및 코딩 입문
컴퓨터적 사고를
∙ 블록코딩 프로그램 및 로봇교구를 활용한 미션 해결형
통한 문제해결
게임학습
메이킹 입문

∙ 종이, 블록 등을 활용한 기초적인 만들기
∙ 상상력을 통한 만들기 목표 작성하기

AI 친화성

∙ AI와 함께하는 일상생활 시나리오를 통해 AI와 나의
관계 이야기해보기
∙ AI 캐릭터와 함께 수업 듣고 AI와 질문 주고받기

∙ 초급 수준의 제어문을 포함한 블록코딩 실습
∙ 실습한 블록코딩 내용을 내 계정에 관리하기
∙ 기본적 블록코딩을 활용해 게임 만들고 친구와 서로
정보기술과
교환하며 즐기기
컴퓨터적 사고를
∙ 직접 만든 게임에 대해 친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그
통한 문제해결
의견을 반영해 코드 수정하기
∙ 친구들이 만든 코드를 수정하거나 여러 가지 코드를
결합해 새로운 게임 만들어보기
메이킹 기초

∙ 모듈형 로봇 교구로 조립 예제 따라 만들기
∙ 로봇 코딩을 활용한 융합적 메이킹 주제 도출하기

멀티미디어
감상과 제작

∙ 문서와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포스터 만들기
방 꾸미기 등 다양한 주제의 미디어 제작 활동

34) [부록 2]는 한국메이커스협회의 박병준 연구원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작성된 것이다. 원고작성 과정에서 연
구진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세부 내용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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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권명

초등학교 5~6학년 : 직접 만든 게임으
(계속) 로 즐기는 프로그래밍

중학교

1학년: 놀이 속에서 배우는
컴퓨터의 원리

교육 목표 항목별 콘텐츠 구성

AI 친화성

∙ AI와의 소통과 의견 나누기: 안면인식, 감정분석, 통역
등 AI의 특수 기능을 중심으로 AI와 소통 후 교사 및 친
구들과 토론하기
∙ AI 프로그래밍 입문: AI를 블록코딩으로 제어하는 AI
프로그래밍 실습

정보기술과
컴퓨터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

∙ 블록코딩으로 본격적 게임 만들기: 회원가입과 퀴즈 등
이 포함된 게임을 제작하고 즐기기
∙ 로봇 코딩 교구 미션 게임: 알고리즘을 활용해 난이도가
높아진 로봇 교구 기반 게임 미션 해결하기
∙ 온라인 회원가입 예제 체험: 암호화 및 하드웨어를 활용
한 보안 방법이 적용된 서비스 사례를 통해 네트워크와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방법에 대해 실습하기

멀티미디어
감상과 제작

∙ 미디어 편집 도구 사용: 사운드 및 영상편집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해 간단한 콘텐츠 제작해보기
∙ 미디어 편집 도구 활용 심화: 다양한 효과가 적용된 사운
드 및 영상을 감상하고 편집 소프트웨어에서 해당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찾아 실습해보기

메이킹 초급

∙ 메이킹 교구 활용: 입체적 창작과 소프트웨어 융합 프로
그래밍으로 직접 설정한 주제에 필요한 기능을 구현해
보기
∙ 오픈소스 교구 입문: 오픈소스 교구를 접하고 예제를
통해 파이썬 등 텍스트 코딩 적용해보기

정보사회
윤리와
정보교류

∙ 이론 수업 및 의견 발표: 회원정보 관리 등의 프로그래밍
실습 후 보안,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 토론하기
∙ 온라인 예제 코드 활용: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예제 코드
를 사용할 때 출처를 기록하고 코드 공유자에게 감사표
시 등의 피드백 남기기

AI 이해

∙ 머신러닝 개념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 머신러닝 체험용 교보재로 간단한 머신러닝 구현하기

정보기술과
데이터 처리
프로그래밍

∙ 암호화와 인코딩 실습
∙ 데이터 수집 및 변형하기: 변수와 데이터 타입 자유자
재로 다루기
∙ 프로그램 개발 과정 표현하기: 프로그램 개발 중 이루
어진 의사결정을 코드상의 주석, 프레젠테이션, 데모
등으로 표현

메이킹 중급
프로젝트

∙ 오픈소스 하드웨어로 실생활 소품 구현
∙ 프로젝트 팀 결성: 교사 지도 아래 주제 협의 및 역할
분배하기
∙ 적합한 난이도의 프로젝트 주제 설정: 센서 입출력 기
능을 포함한 프로젝트 주제를 설정해 메이킹 수행

168 ❙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연구

단계

중학교
(계속)

중학교
(계속)

권명

2학년: 컴퓨터의 원리를 이
용한 메이킹 학습

3학년: 즐거운 메이킹으로
기술역량 강화

교육 목표 항목별 콘텐츠 구성

알고리즘적 사고

∙ 대표유형 알고리즘 이해: 간단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
표 유형 알고리즘 접하기
∙ 순서도 입문: 알고리즘 순서도 작성법을 배우고 직접
작성해보기

AI와 사회

∙ AI와 사회 혁신: AI를 통한 혁신 분야에 대한 소개와
토론

AI 이해

∙ AI의 알고리즘적 원리를 오픈소스 교육 도구로 실습
∙ 교구를 활용한 초급 수준의 머신러닝 프로그래밍 실습

정보기술과
데이터 처리
프로그래밍

∙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웹 프로그래밍 실습 :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이해와 라이브러리 및 코드, 미디어 자료
의 소스 출처 공개 등
∙ 프로그램 문서화: 프로그램을 읽기, 테스트, 디버그에용
이하도록 문서

메이킹 중급
프로젝트

∙ 메이킹 프로젝트 고도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공유된
실제 사례 등을 통해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안전성, 편리
성, 내구성, 정확성 등을 개선
∙ 자체 프로젝트에 통신기능 적용: 직접 설정한 메이킹
주제에 대하여 센서와 통신기능 적용, 본격적인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설계 및 개발

알고리즘적 사고

∙ 복잡한 알고리즘 해석: 비교적 복잡한 문제 해결에 필
요한 알고리즘의 순서도 또는 (유사)코드를 보고 해석
∙ AI의 알고리즘적 원리 이해: AI 알고리즘의 기본적 워
리와 학습과정 이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차이 이해

AI와 사회

∙ AI와 문제해결: 일상 생활 또는 사회적 문제 중 AI를
적용해 문제 해결의 편리성, 효율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구

AI 이해

∙ AI 사례 학습: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AI 모델의 원리
와 학습되는 데이터의 종류와 원리 알아보기

정보기술과
데이터 처리
프로그래밍

∙ 정보 시스템 구성요소 설계: 데이터의 수집과 교환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결합되어 구
성된 프로그램 설계
∙ 디지털 데이터 변환: 문자, 숫자, 그림과 같은 실생활의
현상을 비트형태의 데이터 표현으로 변환
∙ 복잡한 제어구조 프로그래밍 실습: 중첩 반복문과 다
중 조건문을 포함한 복잡한 제어구조를 가진 프로그램
을 설계하고 개발하며 반복적 고도화 수행
∙ 범주화된 테스트 케이스 사용: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
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시스템적으로 테스트하고 수정

메이킹 중급
프로젝트

∙ 협업 프로젝트 설계: 다양한 역할의 협업이 필요한 프
로젝트 설계 및 수행
∙ 융합적 메이킹 활동: 직접 설정한 메이킹 주제에 대하
여 레이저 커팅 3D프린팅 등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제
작 방법을 활용해 융합적 메이킹 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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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권명

교육 목표 항목별 콘텐츠 구성

∙ 실생활의 문제를 알고리즘으로 표현: 문제해결의 사
례를 알고리즘적으로 해석하고 문제해결의 성공 또는
알고리즘적 사고 실패 원인 분석
∙ 복잡한 알고리즘 작성: 복잡한 문제 해결 조건이 결부
되는 사례를 찾아 해당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해석 발표

고등학교

AI와 사회

∙ AI의 양면성 이해: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문제를 비교하고 토론

AI 활용

∙ AI 제작 프로젝트 설계: AI의 구현에 필요한 시스템 구
성 요소 및 데이터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고급
데이터 처리
프로그래밍

∙ 관계형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이해
∙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 활용 실습
∙ 데이터 저장 및 관리 구조, 버전 관리의 이해
∙ 프로그램 트러블 슈팅 구조화 실습: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트러블슈팅 과정을 정의하고 이를 타인이 오류
수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
∙ 제어구조의 효율성 개선 및 최적화: 여러가지 제어 구조
를 비교하여 실행결과, 가독성, 프로그램 성능을 고려한
설명을 통해 특정 제어 구조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다.

메이킹
프로젝트

∙ 팀 프로젝트 수행: 다양한 역할 구성원을 필요로 하는
팀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 및 역할 수행
∙ 프로젝트 기획, 설계와 진로 연결: 프로젝트의 기획과
설계, 팀 빌딩과 개발, 결과물의 도출 및 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본인의 흥미 방향과 역할을 고려해 학업
과 진로계획 수립

알고리즘적 사고

∙ 알고리즘 테스트 응시 및 연습: 프로그래밍 기반의 알
고리즘 테스트를 응시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난이도의
문제로 문제해결적 사고능력 강화

AI시대의 진로
발달

∙ AI 사회와 기술 트렌드: 기술 발전의 역사적 흐름 속
트렌드의 중심점 변화를 이해하고 토론을 통해 미래에
대한 다양한 관점 습득

AI 활용

∙ AI 학습 데이터 수집: AI 모델의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의 요건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 수행
∙ AI 성능 개선: 알고리즘 및 세부 처리 기법에 따라 AI
모델의 속도 및 정확도 등 성능이 달라지는 것을 이해
하고 실습

고급
데이터 처리
프로그래밍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입문: 데이터 정규화를 적용해
관계형 데이터의 구조를 직접 정의하고 구현하는 실습
∙ 이벤트 구조 적용 프로그래밍: 이벤트 구조를 사용하
여 외부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
그램 개발 및 반복적 고도화

메이킹
프로젝트

∙ 실생활 알고리즘의 프로그램 구현: 현실 세계에 존재
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알고리즘을 컴퓨터적으로 구
현한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개발

1학년: AI와 머신러닝 알고
리즘 체험 및 활용

고등학교 2학년: AI와 머신러닝 알고
(계속) 리즘 원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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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권명

교육 목표 항목별 콘텐츠 구성

∙ 사용자 피드백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사람의
피드백을 통합해 다수의 사용자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
알고리즘적 사고

∙ 머신러닝 알고리즘 심층 이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발전 역사와 고도화 과정을 각각의 알고리즘이 가진
원리에 기반하여 심층적으로 이해

AI시대의 진로
발달

∙ AI와 지역사회의 미래: 지역사회가 처한 미래 산업생
태계 전망 속 상황과 기업의 구성 및 AI를 비롯한 기술
의 역할을 이해하고 토론

AI 활용

∙ AI 데모 프로젝트 수행: 오픈소스 도구를 활용해 본인
이 설정한 주제에 따라 설계된 AI 기능을 데이터의 수
집, 학습된 모델 도출 등 전 과정을 통해 완성하고 데모
실행

고급
데이터 처리
프로그래밍

∙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용자 서비스 제공,
백업, 분석 등의 목적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특
성을 이해하고 적용
∙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객체지향의 장점을 살려 반복
고도화 프로젝트 형태로 실시되는 프로그래밍을 효과
적으로 수행
∙ 프로그램 다큐멘테이션을 통한 유지관리성 확보: 복
잡한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텍스트, 그래픽, 프레젠테
이션, 데모 등을 활용해 프로그램 설계와 개발 내용 문
서화

메이킹
프로젝트

∙ 프로젝트 자체평가: 메이킹 프로젝트의 결과를 계획한
기준에 맞게 평가하고 구성 요소별 고도화 목표 수립
∙ 프로젝트 결과물 배포 및 공개: 직접 설계한 메이킹 프
로젝트를 통해 완성된 결과물을 도출하고 대회 출품 또
는 프로그램의 배포를 통해 대중에 공개할 수 있다.

알고리즘적 사고

∙ 알고리즘 성능 평가: 알고리즘 성능에 대한 이론과 방
법을 이해하고 알고리즘 성능 개선 실습

AI시대의 진로
발달

∙ AI와 산업: AI와의 공존 시대에 변화할 산업구조 전망
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정보기술과 AI 기술의 발달을
중심으로 자신의 희망 직업과 미래 직업의 전망을 고
려하며 대화할 수 있다.
∙ AI와 진로: 본인이 당면한 입시 또는 희망 직업 등 진로
계획에 맞추어 준비 로드맵을 그리고 주도적으로 리서
치할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오픈소스로 직접 AI
(계속)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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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중 교구 및 콘텐츠를 활용한 교과서 개발 예시
□ 유치원 (전 1권)
□ 유치원 제 1권 : AI와 친구되기
- 목차 및 콘텐츠 구성
내용

활용 교구
및 콘텐츠

시수 편성
및 기대 효과

정보기술
체험

∙ 보드형 교구 및 로봇 교구를 활용한 언플
러그드 놀이

코드메이즈

∙ 15시간
∙ 30여 단계의 난이도로 구성된 미션을 수
행하며 논리력과 문제 해결력 배양

AI
친화성

∙ 자연어를 이해하는 AI와의 대화 체험
∙ AI의 안면인식 기능 체험
∙ AI 교구가 제공하는 시청각자료의 감상 등

알파미니
알버트

∙ 10시간
(교육 상황에 맞추어 조절)
∙ AI에 친근한 감정을 느끼고 AI와 보내는
시간에 익숙해지는 효과

정보기술
친숙성

∙ 컬러코딩과 시퀀스 코딩 형태의 논리적
사고 유도 활동

뚜루뚜루

∙ 15시간
∙ 로봇 제어 게임을 통한 논리적 사고력의
자연스런 향상

- 콘텐츠 예시
(1) 언플러그드 컴퓨팅 체험: 코드메이즈 미로 미션게임

172 ❙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연구

▶ 미로찾기 구조 속에서 장애물과 아이템 등을 활용하는 미션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의 원리를 학습하고 문제해결 사고력을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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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과 친구 되기 : 알파미니와 전용 앱

알파 미니 전용 앱으로 AI에 이름을 지어
주고 안면인식 모드를 통해 인사합니다.

자연어 인식을 통한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
쓰다듬기, 때리기 등 감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합니다.

알파미니가 제공하는 음악과 라디오, 춤
등의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즐깁니다.
(알파미니에 탑재된 카메라로 영상통화
및 사진앨범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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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컬러코딩과 시퀀스 코딩 : 뚜루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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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전 3권)
□ 초등학교 제 1권(1-2학년) : 놀이 속에서 배우는 컴퓨터적 사고
- 목차 및 콘텐츠 구성
내용

활용 교구
및 콘텐츠

시수 편성
및 기대효과

∙ AI 캐릭터 꾸미기
∙ AI 캐릭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한 학습
∙ AI 캐릭터와 함께 게임 즐기기

∙ 알버트
∙ 키코

20시간

정보기술과
컴퓨터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

∙ 블록코딩 프로그램 입문
∙ 로봇 교구를 활용한 제어 및 코딩 입문
∙ 블록코딩 프로그램 및 로봇교구를 활용한 미션
해결형 게임학습

∙ 엔트리
∙ 스크래치
∙ 핑퐁로봇
∙ 마이크로비트
∙ 팅카모
∙ 킹콩블럭
∙ 레고

20시간

메이킹 입문

∙ 종이, 블록 등을 활용한 기초적인 만들기
∙ 상상력을 통한 만들기 목표 작성하기

∙ 자유로운 만들기 도구
∙ 레고 블록 등

20시간

AI 친화성

- 콘텐츠 예시 자료
(1) 블록코딩 로봇 제어 : 핑퐁로봇과 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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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제어와 블록코딩을 통한 알고리즘적 사고를 결합한 기본적 기능을 배운 후 다양한 놀이와 결합한 활동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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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제 2권(3-4학년) : 직접 만든 게임으로 즐기는 로봇코딩
- 목차 및 콘텐츠 구성
활용 교구
및 콘텐츠

시수 편성
및 기대효과

∙ 알파 미니, 키코, 나오 등

수업 상황에 따라 조절

내용
AI 친화성

∙ AI와 함께하는 일상 이야기
∙ AI와 수업 질문 주고받기

∙ 블록코딩 실습 심화
정보기술과
∙ 스크래치
∙ 블록코딩을 활용해 게임 만들기
∙ 엔트리
컴퓨터적 사고를 통한
∙ 친구들과 함께 게임과 코드를 교환
∙ 마이크로비트
문제해결
하며 즐기기

메이킹 기초

멀티미디어 감상과
제작

∙모듈형 로봇 교구로 조립 예제 따라
만들기
∙ 로봇 코딩을 활용한 융합적 메이킹
주제 도출하기

∙ 뉴런
∙ 레고
∙ 모디
∙ 비트브릭

∙ 문서와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포스터 만들기 방 꾸미기 등 ∙ 편집용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주제의 미디어 제작 활동

- 콘텐츠 예시 자료
(1) 블록코딩으로 게임 만들기 : 스크래치

▶ 스크래치 사이트에 접속해 블록코딩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게임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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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30시간

5시간

▶ 만들어보고 싶은 게임의 소스를 열어 코드를 확인하고 따라 만들어 보기

(2) 모듈형 로봇을 활용한 메이킹 : 모디

▶ 모듈형 로봇을 활용해 주어진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코딩활동을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활용 역량을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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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제 3권(5-6학년) : 직접 만든 게임으로 즐기는 프로그래밍
- 목차 및 콘텐츠 구성
내용

활용 교구
및 콘텐츠

시수 편성
및 기대효과

∙ AI와의 소통 후 친구들과 의견 나누기
∙ AI 프로그래밍 입문

∙ 알버트
∙ 아티보

10시간

∙ 블록코딩으로 본격적 게임 만들기
∙ 로봇 코딩 교구 미션 게임
∙ 온라인 회원가입 예제 체험

∙ 스크래치
∙ 블록클리
∙ 지무로봇
∙ 레고
∙ 프로보

20시간

메이킹 초급

∙ 메이킹 교구 활용
∙ 오픈소스 교구 입문

∙ 마이크로비트
∙ 아두이노
∙ 에듀메이커보드
∙ E센서보드

30시간

멀티미디어
감상과 제작

∙ 미디어 편집 도구 사용
∙ 미디어 편집 도구 활용 심화

∙ 편집용 소프트웨어 등

5시간

AI 친화성

정보기술과
컴퓨터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

- 콘텐츠 예시 자료
(1) AI 프로그래밍 입문 : 아티보와 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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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보에서는 아티보의 인공지능을 제어할 수 있는 AI 전용 블록을 포함한 블록코딩 소프트웨어를 제공

▶ 아티보 로봇 제어와 인공지능 작동이 결합된 다양한 미션을 통해 AI와 결합한 프로그래밍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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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픈소스 교구 입문 : 아두이노

▶ 아두이노를 통해 오픈소스, MCU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오픈소스 보드의 각종 부품과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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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학교(전 3권)
□ 중학교 1권 : 놀이 속에서 배우는 컴퓨터의 원리
- 목차 및 콘텐츠 구성
활용 교구
및 콘텐츠

내용

시수 편성
및 기대효과

∙ 머신러닝 개념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 머신러닝 체험용 교보재로 간단한 머신러닝
구현하기

∙ 주미 로봇
∙ KT AI 메이커스 킷

5시간

정보기술과
데이터 처리
프로그래밍

∙ 암호화와 인코딩 실습
∙ 데이터 수집 및 변형하기
∙ 프로그램 개발 과정 표현하기

∙ 스크래치
∙ 파이썬

15시간

메이킹 중급
프로젝트

∙ 오픈소스 하드웨어로 실생활 소품 구현
∙ 프로젝트 팀 결성
∙ 적합한 난이도의 프로젝트 주제 설정

∙ 마이크로비트
∙ 아두이노
∙ 비트브릭
∙ 레고
∙ 에듀메이커보드
∙ 초코파이보드

20시간

∙ 대표유형 알고리즘 이해
∙ 순서도 입문

∙ 파이썬
∙ 순서도

5시간

∙ AI와 사회 혁신

-

3시간

AI 이해

알고리즘적 사고
AI와 사회

- 콘텐츠 예시 자료
(1) 머신러닝 자율주행 구현 체험 : 주미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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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제 2권 : 컴퓨터의 원리를 이용한 메이킹 학습
- 목차 및 콘텐츠 구성
활용 교구
및 콘텐츠

내용

시수 편성
및 기대효과

AI 이해

∙ AI의 알고리즘적 원리를 오픈소스 교육 도구
로 실습
∙ 교구를 활용한 초급 수준의 머신러닝 프로그
래밍 실습

∙ 구글 티처블 머신
∙ KT AI 메이커스킷

5시간

정보기술과
데이터 처리
프로그래밍

∙ 웹 개발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웹 프로그래밍
실습
∙ 프로그램 문서화

∙ 파이썬
∙ 자바
∙ 웹 개발 프레임워크

15시간

메이킹 중급
프로젝트

∙ 메이킹 프로젝트 고도화
∙ 자체 프로젝트에 통신기능 적용

∙ 아두이노
∙ 라즈베리파이
∙ 파이탑

15시간

∙ 복잡한 알고리즘 해석
∙ AI의 알고리즘적 원리 이해

∙ 파이썬
∙ 순서도

5시간

∙ AI와 문제해결

-

3시간

알고리즘적 사고
AI와 사회

- 콘텐츠 예시 자료
(1) AI 오픈소스 교육도구 : 구글 티처블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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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티처블 머신이 제공하는 튜토리얼과 예제를 따라하며 데이터와 학습, 인공지능의 판단 결과의 시각적 표현을 통해 쉽게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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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캠을 이용한 연속촬영으로 구
분하고 싶은 각각의 특성을 가진
이미지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하
고 학습된 모델 도출하는 단계

배경의 색상이나 형태를 바꾸어
학습된 모델이 새로운 상황에 대
해 얼마나 잘 판단하는지 테스트

고의 또는 속임수로 유효하지 않
은 데이터를 입력해 오류를 유발
하고자 시도할 경우 학습된 모델
이 얼마나 잘 견디는지 테스트

▶ 구글 티처블 머신으로 카메라와 클릭, 드래그앤 드롭 등의 쉬운 조작을 통해 AI에 원하는 데이터를 넣고 즉각적인 결과를 확인하는
즐거운 학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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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제 3권 : 즐거운 메이킹으로 기술역량 강화
- 목차 및 콘텐츠 구성
활용 교구
및 콘텐츠

내용

AI 이해

∙ AI 사례 학습

-

시수 편성
및 기대효과

3시간

정보기술과
데이터 처리
프로그래밍

∙ 정보 시스템 구성요소 설계
∙ 파이썬
∙ 디지털 데이터 변환
∙ 자바
∙ 복잡한 제어구조 프로그래밍 실습
∙ 웹 개발 프레임워크
∙ 범주화된 테스트 케이스 사용

메이킹 중급
프로젝트

∙ 협업 프로젝트 설계
∙ 융합적 메이킹 활동

∙ 아두이노
∙ 라즈베리파이
∙ 파이탑
∙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융합적
메이킹 도구

20시간

∙ 실생활의 문제를 알고리즘으로
표현
∙ 복잡한 알고리즘 작성

∙ 파이썬
∙ 순서도

5시간

∙ AI의 장단점 양면성 이해

-

3시간

알고리즘적 사고

AI와 사회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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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예시 자료
(1) 융합 메이킹 활동 : 3D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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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합 메이킹 활동 : pi-top

▶ 라즈베리파이와 파이썬 프로그래밍, 호환 프로그래밍 툴까지 제공하는 융합 메이킹 툴 pi-top을 활용해 드론 등 네트워크 기능과
센서 입출력을 탑재한 로봇 시스템을 만들며 프로그래밍적 상상력을 강화하고 다방면의 기술적 역량 발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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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학교 (전 3권)
□ 고등학교 제 1권 : AI와 알고리즘의 활용 체험
- 목차 및 콘텐츠 구성
활용 교구
및 콘텐츠

내용

AI 활용

고급
데이터 처리
프로그래밍

메이킹
프로젝트

알고리즘적 사고

시수 편성
및 기대효과

∙ AI 제작 프로젝트 설계

∙ Easy Deep
∙ 알고리마

5시간

∙ 관계형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이해
∙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 실습
∙ 데이터 저장 및 관리 구조, 버전 관리의
이해
∙ 프로그램 트러블 슈팅 구조화 실습
∙ 제어구조의 효율성 개선 및 최적화

∙ 데이터베이스 및 SQL언어
∙ 파이썬
∙ 자바
∙ 웹 개발 프레임워크

20시간

∙ 팀 프로젝트 수행
∙ 프로젝트 기획, 설계와 진로 연결

∙ 아두이노
∙ 라즈베리파이
∙ 파이탑
∙ 진로 개발 활동

20시간

∙ 알고리즘 테스트 응시 및 연습

∙ 알고리즘 테스트 도구

5시간

-

3시간

AI시대의 진로 발달 ∙ AI 사회와 기술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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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예시 자료
(1) AI와 딥러닝 원리의 쉬운 학습 : 이지딥

▶ 이지딥으로 AI의 원리를 그림과 영상, 재미있는 예제로 접하고 자연스럽게 AI와 머신러닝, 딥러닝의 활용 방법을 익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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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의 원리를 담은 다양한 학습 활동 콘텐츠로 배경지식 없이도 쉽게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알고리즘적 이해를 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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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제 2권 : AI와 알고리즘의 원리 이해
- 목차 및 콘텐츠 구성
활용 교구
및 콘텐츠

내용

AI 활용

고급
데이터 처리
프로그래밍

메이킹
프로젝트

알고리즘적 사고

AI시대의 진로 발달

시수 편성
및 기대효과

∙ AI 학습 데이터 수집
∙ AI 성능 개선

∙ KT AI 메이커스킷
∙ 구글 AI 보이스킷
∙ 비전킷

15시간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입문
∙ 이벤트 구조 적용 프로그래밍

∙ 데이터베이스 및 SQL언어
∙ 파이썬
∙ 자바
∙ 웹 개발 프레임워크

20시간

∙ 실생활 알고리즘의 프로그램 구현
∙ 사용자 피드백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 아두이노
∙ 라즈베리파이
∙ 파이탑

20시간

∙ 머신러닝 알고리즘 심층 이해

-

5시간

∙ AI와 지역사회의 미래

-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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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예시 자료
(1) AI 학습 데이터 수집 및 성능 개선 : KT AI 메이커스 킷

▶ KT AI 메이커스 킷으로 하드웨어와 처리장치, 인터넷으로 연결된 원격 서버, 소프트웨어적 처리의 상세한 구조를 이해하는
실습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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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AI 메이커스 킷으로 음성 인식(STT)과 음성 합성(TTS)을 위한 머신러닝의 구체적 코드를 다루며 머신러닝 프로그래밍
경험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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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제 3권 : 오픈소스로 직접 AI 만들기
- 목차 및 콘텐츠 구성
활용 교구
및 콘텐츠

내용

시수 편성
및 기대효과

∙ AI 데모 프로젝트 수행

∙ KT AI 메이커 스킷
∙ 구글 AIY 보이스킷
∙ 비전킷

15시간

고급
데이터 처리
프로그래밍

∙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 프로그램 다큐멘테이션을 통한
유지관리성 확보

∙ 데이터베이스 및 SQL언어
∙ 파이썬
∙ 자바
∙ 웹 개발 프레임워크

20시간

메이킹
프로젝트

∙ 프로젝트 자체평가
∙ 프로젝트 결과물 배포 및 공개

∙ 아두이노
∙ 라즈베리파이
∙ 파이탑

20시간

∙ 알고리즘 성능 평가

-

5시간

∙ AI와 산업
∙ AI와 진로

-

5시간

AI 활용

알고리즘적 사고

AI시대의 진로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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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예시 자료
(1) AI 직접 만들기 : 구글 AIY 보이스킷 및 비전킷

▶ 구글 AIY 킷은 부품과 라즈베리파이 리눅스 운영체제에서부터 AI시스템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고 구축하는 경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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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Assistant와의 연동을 제공해 실용성 있는 시스템 개발 실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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