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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학교 밖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목표
학습자 주도형
PBL 현장중심의 문제 설계

공학적 기반의 특성에
맞는 융합체제 구축

융합, 협업 교과목
체계 구축 및 운영

융복합 교과
중심의 사고

AI기반의
창의융합
STEAM교육

학습자 환경
중심의 사고

교과별 융합사고
관리체계

문제해결형 협업디자인 설계

교과목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육성

성취 요소 기반
S cience
T echnology
E ngineering
A rt

현장 중심 융합 체계 지원
학교

단과대 중심 지원체계 강화

AI, UX, ART

인공지능
UX디자인 성장

물리적 한계
극복한 프로그램

예술과 과학활동 중심

교육과 산학연계를

해외 선진 융합교육과

정보통신기술과

사용자 기반

AI 기반의 UX 디자인

위한 STEAM

인프라 사례를 통해,

융합한 사용자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

지속가능한 운영

국내 STEAM 교육의

UX 디자인 성장배경

교육의 필요

프로그램 개발

M athematics

AI, 지능형 맞춤 교육

학습자 중심, 융합 협업 체험

인공지능 기반 창의 융합 공감형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 특징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새로운 비대면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 후
개인맞춤 연계 교육으로 발전되는 지능형 개인 교습체제(ITS: Intelligent Tutoring System)
혹은 맞춤학습체제(adaptive learning system)로 발전시키는 New Normal의 영재성
교육특징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새로운 산업의 기술들을 탐구하여 흥미와 집중도를 높여 데이터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려고 한다. 데이터를 수집하여 빅 데이터로 변환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Data Science에 대해서 쉽게 공부하고 탐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통찰력과 직업적 의식을 체험한다. 새로운 실생활의 기술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이해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여러 분야의 융합적 체험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미래 유망직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디딤돌과 징검다리의 단계로 설계된 프로그램으로써 같은 주제에서 차이를 두어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력을 상승하고 2차시(감상적체험), 3차시(창의적 설계)의 표현과 활동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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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인공지능 UX 디자인 센터 소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 이루어내는 인간 친화적인 미래 디자인의 트랜드를 선도하고, 이를 토대로
한양대학교 인공지능 UX디자인 센터의 디자인 브랜드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국내 최고의 산학
관련융합기술 디자인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고있다.
미래의 디자인 고급 기술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며 디자인대학과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ICT
학과의 융합으로 미래 기술 디자인 교육 특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차세대 청소년 육성팀에서는 미래기술 아이디어 디자인 실기대회 지원과 디자인 씽킹을 활용한
문제 해결 및 창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다.

기관정보
기관명

한양대학교 에리카 산학협력단 _ 인공지능UX디자인센터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길 디자인문화관

관련문의

031) 400-5031

홈페이지

www.aiuxdesign.net

|

E.Mail jiyoung@hanyang.ac.kr

03

03

학교 밖 STEAM 교육 프로그램 구성

학교 밖 STEAM 프로그램 : Hi, Ai STEAM
본 프로그램 주제인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AI), 인문학은 우리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실용적인 용도로
활발하게 연구 중이며, 새로운 직업군과 제품 또는 서비스가 창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에 국가적으로 적응하며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아기 시절부터 IT 기계와 무선 인터넷을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들에게 AI 기반의 창의와 융합 STEAM 교육은 점점 더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공학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뿐만 아니라 음악, 문학과 미술 등 창작 예술의 영역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이 만든 창작 룸에 의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에 없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Hi, Ai STEAM은 실생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와 융합이 이루어지고 이용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과학과 인문학의 결합을 주제로 기술이 활용된 개인 맞춤 큐레이션 서비스를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감성적인 교육으로 직접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작하여 기술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상승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01

이미지 검색은 어떻게 해야 할까?

차시

이미지 검색의 원리와 인공지능의 기초를 다지며 디지털 과학기술과
디자인 교육의 마인드맵으로 실제적인 논리 프로세스 능력을 기른다.

프로그램 학습목표

마인드맵으로 실제적인 논리 프로세스를 경험한 다음 내가 만들고 싶은
인공지능 디자인을 알고리즘과 마인드맵으로 표현할 수 있다.
웹 사이트를 활용하여 내가 만들고 싶은 인공지능 이미지 검색 디자인을
설계하고 만들 수 있다.

중학교(디딤돌)
고등학교(징검다리)

프로그램 01

음 ~ 이게 뭘까?
인공지능은 내가 그린 그림을 알아볼 수 있을까?
나에게 필요한 이미지 검색 디자인 설계하기

신기한 알고리즘 세계로 떠나자

1차시
~
3차시

차시

유튜브의 동영상 추천 원리와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기초를 다지며 디지털 과학기술과 디자인 교육의 마인드맵을

프로그램 학습목표

활용하여, 실제적인 논리 프로세스 능력을 기른다.
마인드맵으로 실제적인 논리 프로세스를 경험한 다음 내가 만들고 싶은
인공지능 디자인을 알고리즘과 마인드맵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중학교(디딤돌)
고등학교(징검다리)

04

유튜브 너도 인공지능 이였어?
인공지능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필요한 인공지능 디자인 설계하기

1차시
~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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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STEAM 교육 프로그램 내용

이미지 검색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운영 대상

중학교
프로그램
1차시

음 ~ 이게 뭘까?
1-1. 이미지 검색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1-2. 우리주변에서 인공지능이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까요?
이미지 검색에 대한 원리와 방법 가르치기
인공지능, 디버닝, 머신러닝 이해하기

2차시

인공지능은 내가 그린 그림을 알아볼 수 있을까?
2-1. 인공지능을 경험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실행해봅시다.

세부

2-2.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알고리즘을 알아봅시다.

프로그램

2-3. 알고리즘 예시를 보고 직접 알고리즘을 만들어 볼까요?

내용

퀵드로우 개념을 설명하고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알고리즘의 정의와 다양한 사례,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3차시

마인드맵을 통해 인공지능 디자인을 설계할 수 있을까?
3-1. 필요하고 만들고 싶은 이미지 검색 디자인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3-2. 인공지능 검색 디자인을 마인드맵으로 구체화 시켜봅시다.
3-3. 필기도구를 활용하여 마인드맵을 그려봅시다.
3-4. 티처블머신을 활용한 이미지 검색 디자인 제작을 해봅시다.
마인드맵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7원칙 소개하기
웹사이트를 활용한 다양한 마인드맵을 익히고 사용방법 설명하기

1.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참고사항

2. 수업참여율과 과제제출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아두이노 키트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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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검색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운영 대상

고등학교
프로그램
1차시

음 ~ 이게 뭘까?
1-1. 이미지 검색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1-2. 우리주변에서 인공지능이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까요?
이미지 검색에 대한 원리와 방법 가르치기
인공지능, 디버닝, 머신러닝 이해하기

2차시

인공지능은 내가 그린 그림을 알아볼 수 있을까?
2-1. 인공지능을 경험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실행해봅시다.

세부

2-2.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알고리즘을 알아봅시다.

프로그램

2-3. 알고리즘 예시를 보고 직접 알고리즘을 만들어 볼까요?

내용

퀵드로우 개념을 설명하고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알고리즘의 정의와 다양한 사례,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3차시

마인드맵을 통해 인공지능 디자인을 설계할 수 있을까?
3-1. 필요하고 만들고 싶은 이미지 검색 디자인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3-2. 인공지능 검색 디자인을 마인드맵으로 구체화 시켜봅시다.
3-3. 필기도구를 활용하여 마인드맵을 그려봅시다.
3-4. 티처블머신을 활용한 이미지 검색 디자인 제작을 해봅시다.
3-5.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제작을 해봅시다.
퀵드로우 개념을 설명하고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프로토타입을 위한 다양한 웹사이트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기

1.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참고사항

2. 수업참여율과 과제제출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아두이노 키트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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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STEAM 교육 프로그램 내용

신기한 알고리즘 세계로 떠나자
운영 대상

중학교

프로그램
1차시

유튜브 너도 인공지능이었어?
1-1. 내가 즐겨보는 웹사이트 추천 원리를 알아봅시다.
1-2. 우리 주변에서 인공지능이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까요?
1-3.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알고리즘을 알아봅시다.
1-4. 알고리즘 예시를 보고 직접 알고리즘을 만들어 볼까요?
이미지 검색에 대한 원리와 방법 가르치기
인공지능, 디버닝, 머신러닝 이해하기

세부
프로그램

2차시

인공지능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2-1. 인공지능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내용

2-2.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로고를 만들어 봅시다.
퀵드로우의 원리를 알아보며 실행방법 알리기
알고리즘의 적용과정 설명하기
색상과 이미지의 특징을 찾아보며 이미지 설명하기

3차시

나에게 필요한 인공지능 디자인 설계하기
3-1. 인공지능 디자인을 설계하기 위해 마인드맵을 그려봅시다.
마인드맵에 대해 알아보고 7원칙 소개하기
나에게 필요한 인공지능 디자인은 무엇인지 생각을 지도하기
진로교육 (AI와 관련된 4차 산업 직업군 소개하기)

1.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참고사항

2. 수업참여율과 과제제출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아두이노 키트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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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 알고리즘 세계로 떠나자
운영 대상

고등학교

프로그램
1차시

유튜브 너도 인공지능이었어?
1-1. 내가 즐겨보는 웹사이트 추천 원리를 알아봅시다.
1-2. 우리 주변에서 인공지능이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까요?
1-3.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알고리즘을 알아봅시다.
1-4. 알고리즘 예시를 보고 직접 알고리즘을 만들어 볼까요?
이미지 검색에 대한 원리와 방법 가르치기
인공지능, 디버닝, 머신러닝 이해하기

세부
프로그램

2차시

인공지능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2-1. 인공지능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내용

2-2.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로고를 만들어 봅시다.
퀵드로우의 원리를 알아보며 실행방법 알리기
알고리즘의 적용과정 설명하기
색상과 이미지의 특징을 찾아보며 이미지 설명하기

3차시

나에게 필요한 인공지능 디자인 설계하기
3-1. 인공지능 디자인을 설계하기 위해 마인드맵을 그려봅시다.
3-2.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제작을 해봅시다.
웹사이트의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제작
생각한 것을 논리적으로 마인드맵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

1.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참고사항

2. 수업참여율과 과제제출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아두이노 키트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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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STEAM 프로그램 신청 안내

프로그램 대상정보
프로그램명

대상

소요시간

비고

이미지 검색은
어떻게 해야 할까?

중학생 (1-3학년)

3차시 130분

비대면
온라인 수업

이미지 검색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등학생 (1-2학년)

3차시 150분

비대면
온라인 수업

신기한 알고리즘의
세계로 떠나자

중학생 (1-3학년)

3차시 130분

비대면
온라인 수업

신나는 알고리즘의
세계로 떠나자

고등학생 (1-2학년)

3차시 150분

비대면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 신청 및 운영 절차
단체신청
한양대학교 인공지능 UX 디자인센터 담당자 문의, 참여인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을 개제 후
한양대학교 인공지능 UX 디자인 센터로 E-Mail 발송
한양대학교
인공지능
UX디자인센터로
메일송부

운영일정 협의
(장소, 인원 등)

운영일정
결정

프로그램
운영

개인신청 | QR코드 및 한양대학교 인공지능 UX 디자인센터 문의
전화 | 031) 400 - 0531

FAX | 031) 400 - 5681

Mail | jiyoung@ac.kr

주소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길 55 디자인문화관 102호

개인별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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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고등학생

http://naver.me/FGp6oTYR

http://naver.me/FGp6oTYR

학교 밖 STEAM 프로그램 참가자 개인 정보 동의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소속
학교

학교명
지역
성명

성별

학번

전화번호

학생

본인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후원하고 한양대학교 인공지능 UX디자인센터에서
주관하는 2020년 학교밖 STEAM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생

(인)

학부모

(인)

학교 밖 STEAM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개인 정보 동의서
영상정보 이용 동의서
1. 수집정보

개인의 얼굴 정보를 포함하는 수업 중 활동사진

학년

이름

1. 수집정보

이름, 학년, 반, 성별

학교 밖 STEAM교육 프로그램 연구 보고서 제작

2. 목적

수료증 발급

3. 보유 및

사업 종류 후 1년 보관

3.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류 후 1년 보관

이용기간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

즉시 삭제

학교 밖 STEAM교육 프로그램 홍보

2. 목적

학교 밖 STEAM교육 프로그램 교재 제작

년

월

일
학부모

(인)

한양대학교 학교밖 STEAM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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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인공지능 UX 디자인센터
한양대학교 에리카 산학협력단 | 인공지능 UX디자인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길 디자인문화관 | 031-400-5031
jiyoung@hanyang.ac.kr | www.aiuxdesig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