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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자유학기제용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특징
- 본 프로그램은 학생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 중심 학문분야 융합형 탐구 활동 프로그
램입니다. 일상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미디어로부터 다양한 문제를 뽑아내어 학생들이
과학적, 논리적으로 탐구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문제 발견의 중요성과
비판적 사고 과정의 가치 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영상 매체 감상을 통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직접적
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학생 개개인과 모둠별로 주어진 문제를 인식하고 관
련 자료를 수집하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및 토의 과정을 통해 다가올 사회 속에서
인공지능(AI)이 가져올 가치와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세워보게
하여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영
화를 대상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지,
각 영화에서 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들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학생들에게
관련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좋을 것입니다.
- 본 프로그램의 최종 교육적 목적은 인공지능(AI)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로
봇과 그 이전의 산업용 로봇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으며, 이상적인 인공지능(AI) 로봇이
갖추어야할 윤리적인 기준을 제작하여, 이를 통해 학생들이 윤리적 기준이 만들어지는 과
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사용 방법
- 본 프로그램은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교사용은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안내하였습니다. 각 주제별로 앞쪽에 학교급별로 연계된 과목별 교육과정과 ‘차시별 활동
흐름’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차시별로 교수・학습 과
정안을 제시하여 수업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정안이나 수
업 활동 내용에

을 제시하여 수업 적용 시 주의할 점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학생용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자유학기제용 교수・학습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학교의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전체 또는 차시(부분) 등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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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육과정 연계
차시 관련교과

1

기술
・
가정

2

과학

3

4

국어
미술

2009 개정 교육과정 연계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

기술⋅가정
(내용요소) 정보와 통신기술
(성취기준) [기9231-1]정보 통신 기술 발달 과
정의 특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전
통 통신 기술의 우수한 사례를 설명
할 수 있다.
[기9231-3]정보 미디어 및 이동 통
신 기기를 개인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기9232-2]정보 통신 기술과 관련
된 직업을 설명하고, 정보 통신 윤리,
개인 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다.

기술・가정
(내용요소) 기술활용
(성취기준) [9기가05-01]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가정, 직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 기술활용 및 사회의 변화에 대
하여 예측한다. [9기가05-02]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안전 사항에 대
하여 조사하고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하여 이해한다.
미술
(내용요소) 표현
(성취기준) [9미02-04]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
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
색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과학
(내용요소) 자극과 반응
(성취기준) [과9141-1]눈의 구조와 기능을 설
명할 수 있다. [과9141-2]귀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과9141-3]
코, 혀, 피부 감각기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과9142-1]뉴런의 구
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과
9142-2]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과9142-3]자극에 대
한 반응 실험을 통하여 자극의 전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내용요소) 유전과 진화
(성취기준) [과9203]생물 진화에 대한 다양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과9205]여러 가지 생물을 분류의
목적과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과학
(내용요소) 생물의 다양성
(성취기준) [9과03-01]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
고, 변이의 관점에서 환경과 생물다
양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9과03-02]생물 종의 개념과 분류
체계를 이해하고 생물을 계 수준에서
분류할 수 있다.
(내용요소) 생식과 진화
(성취기준) [9과21-04]멘델의 유전실험의 원리
를 이해하고, 원리가 적용되는 유전
현상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9과21-05]사람의 유전형질과 유전
연구 방법을 알고, 사람의 유전 현상
을 가계도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
다.

미술
미술
(내용표현) 표현 영역
(내용요소) 표현
(성취기준) [미9212]주제의 특징, 의도, 목적을 (성취기준) [9미02-02]주제에 적합한 표현 과
정을 계획할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법을 탐색하
[9미02-03]표현 재료와 용구, 방법
여 표현할 수 있다.
의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 과정을 점
검할 수 있다.
[9미02-04]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
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
색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국어
(내용요소) 듣기⋅말하기
(성취기준) [9국01-04]토의에서 의견을 교환
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9국01-08]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
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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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용

STEAM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어떤 윤리 기준이 필요할까?

주제 개요
중학교 2학년 자유학기제용 프로그램인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어떤 윤리 기준이 필요할까?’
는 가까운 미래에 사람과 더불어 살게 될 생명체 유사 기계 장치인 인공지능(AI) 로봇이 등장
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다양한 갈등 상황을 생각해 보고 이를 가
능한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기준을 탐색해 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학년의
기술⋅가정(정보와 통신기술), 생명과학(생물의 다양성, 생식과 진화), 미술(표현), 국어(듣기⋅말
하기) 단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어떤 윤리 기준을 정해야 하는지 탐구하도록 하
였다. 인공지능(AI)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로봇과 산업용 로봇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로봇이 갖출 능력과 가져야 할 성품을 생각해 보고 이와 같이 생각하
는 이유를 과학적, 인문학적으로 살펴보고 인공지능(AI) 로봇이 갖추어야 할 윤리적인 기준을
제작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인공지능(AI) 로봇이란 무엇일까?, 영화 속 인공지능(AI) 로봇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윤리적 기준이 필요할까? 인공지능(AI) 로봇의 윤리
기준을 만들어 보자‘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토의 과정을 통해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AI) 로봇이 가져올 가치를 바
탕으로 인공지능(AI) 로봇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세워보게 하여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습목표
1) 인공지능(AI) 로봇과 일반 자동화 로봇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2) 인공지능(AI) 로봇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새로운 특성을 가지는 인공지능(AI) 로봇을 묘사할 수 있다.
4) 로봇의 발전 역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5) 인공지능(AI) 로봇이 보여주는 다양한 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6) 인공지능(AI) 로봇과 인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7) 다양한 자료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해결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8)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윤리의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9) 인간의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올바른 인공지능(AI)의 윤리 기준을 만들 수 있다.
10)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올바른 자료 수집 능력, 과학지
식 활용 능력, 융합적인 사고력, 창의적인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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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과목 요소
S : 생명 현상과 생명의 특성을 이해하고, 생명체와 윤리 의식의 관계를 이해하기
T : 인공지능(AI) 로봇 제작과 로봇 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공학적 요소 학습하기
E : 윤리적 기준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고려하기
A :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미학적인 방법 익히기
M :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로봇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 준거
상황제시
본 프로그램에서는 다가올 인공지능의 시대에 새로운 갈등 환경에 대한 새로운 윤리 의식
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다양한 갈등 상황들을 생각해 보고 이
를 가능한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기준을 창의 융합적으로 탐색해 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차시별 활동은 다음과 같다.
- 1차시에는 인공지능(AI)이 아닌 로봇과 인공지능(AI) 로봇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다.
- 2차시에는 모둠별로 세계 최초의 로봇들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발표하게 한다.
- 3차시에는 모둠별로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갈등 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화에서 볼 수는 없지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갈등 상황들에 대해 토론한다.
- 4차시에는 모둠별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로봇들을 좋은 편과 나쁜 편으로 나누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발표하게 한다.
창의적 설계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로봇과 인공지능(AI) 로봇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앞으로 인공지능(AI) 로봇이 갖출 능력과 가져야 할 성품을 생각해 보고 이와 같이 생각하
는 이유를 과학적, 인문학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창의적 설계 과정이 이뤄지도록 구성하였다.
각 활동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시에는 일반 로봇과 인공지능(AI) 로봇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생각한다.
- 2차시에는 인공지능(AI) 로봇은 일반적인 로봇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우리 생활 속
에서 현재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사용될지 상상해본다.
- 3차시에는 현재 개발된 인공지능(AI) 로봇의 종류와 기능을 이해하고, 미래에 등장할 인
공지능(AI) 로봇을 예측해 본다.
- 4차시에는 인공지능(AI) 로봇이 가져야할 성품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윤리적
으로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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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체험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주어진 갈등 상황에 최적의 윤리 기준을 제작하고 이것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발표 내용을 준비하면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시각적 표현력을 기른다.
- 1차시 인공지능(AI) 로봇과 인간의 닮은 면을 찾는다.
- 2차시 인간 같은 인공지능(AI) 로봇에 대해 생각해본다.
- 3차시 인간과 인공지능(AI) 로봇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탐색한다.
- 4차시 산출물의 제작, 산출물의 시연 방법 결정 및 시연물 제작, 발표 과정을 통해 창의
적인 문제 해결력과 표현력, 그리고 쓰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을 배운다.

융합인재교육(STEAM) 활동 안내
차시

차시명

인공지능(인
1

공지능(AI))
로봇이란
무엇일까?

영화 속의
인공지능(인
2

공지능(AI))
로봇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인공지능(인
공지능(AI))

3

로봇에게
윤리 의식이
필요할까?
인공지능(인
공지능(AI))

4

로봇의 윤리

지식 UP 실전 UP
 모둠별로 조사한 인공지능(AI) 로봇의 특성을 표현한 그림, 조각, 동영상을 준비하기
 전체 모둠에서 발견한 혹은 찾은 인공지능(AI) 로봇의 특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공지
능(AI) 로봇 개념을 만들어 보기
 인공지능(AI)의 사전적 정의를 학생 개개인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자신만의 정의로
바꾸어 보기

 모둠별로 감상한 영화(아이로봇, A.I, 트랜스포머 등)에 등장하는 인공지능(AI) 로봇으
로부터 인공지능(AI)의 특성을 뽑아보기
 일반적인 로봇에 대한 자료와 인공지능(AI) 로봇으로 소개되는 자료를 인터넷에서 검
색하게 한 다음, 두 로봇의 차이점을 표로 작성하기
 인공지능(AI) 로봇과 인간(생명체)의 경계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토의하기
 과제를 통해 인공지능(AI) 로봇과 인간의 갈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영화,
도서, 유튜브, 웹툰 자료)를 보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윤리의식이란 무엇인지 위에서 조사한 자료에 적합한 내용을
조사하기
※ ‘윤리의식’이란 용어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생의 수준에 따라 이 용어를 대신
할 다른 단어를 찾을 수 있음.
 아이작 아시모프가 고안한 로봇 관련 3원칙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러한 원칙을 만
든 이유에 대해 토론하기
 위의 로봇 관련 3원칙을 토대로 로봇의 성품을 작성해 보기

기준(로性)을  각 모둠에서 로봇의 성품을 작성할 때, 기준은 무엇인지 토의하기
만들어
보자.

 위의 기준을 대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지 토의하기
 인공지능(AI) 로봇의 윤리 헌장을 전지에 작성하여 모둠별로 발표하기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어떤 윤리 기준이 필요할까? ￭ 5

차시별 활동 흐름
차시

차시명

학습목표

주요내용

 인공지능(AI) 로봇과 인공
지능(AI)이 아닌 로봇의
인공지능(AI)
1

로봇이란
무엇일까?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로봇의 특
성을 설명할 수 있다.
 새로운

특성을

가지는

인공지능(AI) 로봇을 생
각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로봇과 산업용 로봇을 조사하여, 두 로봇의
차이를 정리한다.
 모둠별로 인공지능(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로봇의 특성
을 조사한다.
 모둠별로 조사한 인공지능(AI) 로봇을 바탕으로 미래에
필요한 인공지능(AI) 로봇을 그림으로 작성하고, 그 이유
를 논리적으로 표현한다.

 로봇의 발전 역사 과정
영화 속의
인공지능(AI)
2

로봇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을 이해할 수 있다.

 배부한 로봇의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로봇의 발전 역사

 인공지능(AI) 로봇이 보
여주는

다양한

와 인간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관련지어 생각하게 한다.

기술을  다양한 매체에서 등장하는 인공지능(AI) 로봇의 기술들을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하게 한다.

설명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로봇과 인  인공지능(AI) 로봇과 생명체로서의 인간과의 경계는 어떻
간과의

차이를

구별할

게 나눌지 토의 한다.

수 있다.

 윤리의식의 필요성을 이
인공지능(AI)
3

로봇에게
윤리 의식이
필요할까?

해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윤리의식이 필요한 이유
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윤리의식이란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한다.
 모둠별로 서로 다른 미디어(영화, 도서, 유튜브, 웹튠 자
료)를 감상하면서 인공지능(AI) 로봇과 인간의 갈등을 탐
색한다.
 모둠별로 조사한 갈등 요소들을 통해 인공지능(AI) 로봇
에게 윤리의식이 왜 필요한지 토의한다.

 인간의 윤리 기준을 바  모둠별로 아이작 아시모프가 고안한 로봇 관련 3원칙이
탕으로 올바른 인공지능

무엇인지 조사한 후에 토의한다.

(AI) 의 윤리 기준을 만  모둠별로 3원칙 이외에 더 필요한 원칙들이 있는지 생각
인공지능(AI)

들 수 있다.

로봇의 윤리  문제를
4

해결하기

해보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위한  위에서 모둠별로 만든 원칙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로봇의

기준을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

만들어

디어 및 올바른 자료 수  작성한 로봇의 성품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토의

보자.

성품을 작성한다.

집 능력, 과학지식 활용

하고, 그 기준이 옳은지 혹은 그른지를 어떻게 판단할지

능력, 융합적인 사고력,

에 대해 토의한다.

창의적인 프로젝트 수행  모둠별로 인공지능(AI) 로봇의 윤리 헌장을 작성하고 발
능력을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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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다.

평가 계획
수행⋅관찰 평가 계획
평가영역

평가 척도

평가항목

상

중

하
인공지능(AI) 로봇에 대해

인공지능(AI)

인공지능(AI) 로봇에 대해

인공지능(AI) 로봇에 대해

올바른 정의를 내리지 못함

로봇

창의적인 개념으로 정의를

기존 정의 내용을 가지고

인공지능(AI) 로봇과 기존

정의 영역

내림

정의를 내림

산업용 로봇의 차이를 구별
하지 못함

창의적
설계
인공지능(AI)
로봇
인성 영역

인공지능(AI) 로봇이

인공지능(AI) 로봇에 대해

인공지능(AI) 로봇에 대해

갖추어야 할 인성

제시한 인성 영역이 아시모

제시한 인성 영역이 아시모

영역으로 제시한 내용이

프 박사가 제시한 ‘휴노드

프 박사가 제시한 ‘휴노드

수칙에
’ 속함

수칙에도
’
못 미침

창의적임

해당 주제에 대한 집중력이
집중

좋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최
선을 다함

감성적

흥미와
참여도

체험

상식적인
공감도

해당 주제에 대한 집중
력은 있지만 문제 해결
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음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며 도전 과제 해결을 위
해 적극적으로 참여함

해당 주제에 대한 집중
력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

간의 흥미가 있으며 도

가 거의 없으며 도전 과

전

제 해결 과정에 거의 참

과제

해결

과정에

어려워하지만 참여함

여하지 않음

주어진 주제가 내포하는 문

주어진 주제가 내포하는 문

주어진 주제가 내포하는 문

제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

제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

제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

식하고 공감함

느 정도 인식하고 공감함

식하지 못함

수행⋅관찰 평가 기록지
평가
영역
번호

이름

창의적 설계
1차시
인공지능(AI) 로봇
정의

4차시
인공지능(AI) 로봇
인성 만들기

감성적 체험
3차시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윤리 의식이
필요할까?

2차시
영화에서 등장한
인공지능(AI)을 갖고
있는 로봇들의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어떤 윤리 기준이 필요할까? ￭ 7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평가

평가

방법

영역

감성적
체험

평가 척도
평가기준
상
소개된 인공지능(AI) 자료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공감하고 있는가? (흥미, 참
여도)
해당 주제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성취감, 보람)

자기
평가
창의적

인공지능(AI) 로봇에 대해 창의적인 개념으로 정의를 내렸는가?

설계
인공지능(AI) 로봇이 갖추어야 할 인성 영역으로 제시한 내용이 창의적인가?
동료

창의적

평가

설계

전체 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기발하고 생각지 못한 내용을 제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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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어떤 윤리 기준이 필요할까?

1차시

인공지능(AI) 로봇이란
무엇일까?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인공지능(AI) 로봇이란 무엇일까?

주제

• 인공지능(AI) 로봇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목표

• 새로운 특성을 가지는 인공지능(AI) 로봇을 묘사할 수 있다.
상황 제시

융합
준거

교수학습

인공지능(AI)이 아닌 로봇과 인공지능(AI) 로봇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다.

창의적 설계

일반 로봇과 인공지능(AI) 로봇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생각한다.

감성적 체험

인공지능(AI) 로봇과 인간의 닮은 면을 찾는다.

빔프로젝트(혹은 디지털 TV), 태블릿PC, 동영상, 사진 , 학습지

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시간(분)

<상황제시> 일반적인 상업용 로봇과 인공지능(AI) 로봇 동영상 소개

일반 로봇 :
https://youtu.be/4TOotC_Q3sU

도입

1/4

• 인공지능(AI) 로봇과 일반 자동화 로봇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자료

차시

10‘

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자료

인공지능(AI) 로봇 :
https://youtu.be/rVlhMGQgDkY

사전에 학생들이 일반 로봇과 인공지능(AI) 로봇에 대한 다양한 자료
를 조사하게 한다. (예)

 두 로봇의 차이
점에 대해 지나

▣ 교사 활동 : 로봇에 관한 두 영상을 봤어요. 두 로봇은 어떤 차이가 있나

치게 많이 조사

요? 모둠별로 정리해 봅시다.

하면 흥미가 떨

-학생들은 모둠별로 방금 시청한 두 로봇 종류의 차이점에 대해 조사한다.

어지기

-각 모둠별로 2~3개 정도의 차이점만 조사하게 한다.

쉽다는

점을 고려한다.

<창의적 설계>
▣ 교사 활동 : 그럼, 모둠별로 정리된 차이점을 발표해 봅시다.
-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기가 느끼거나 생각한 것을 이야기한다.
▣ 교사활동 : 인공지능(AI) 로봇의 특성을 조사해 봅시다.

전개

15‘

- 각 모둠별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인공지능(AI) 로봇 종류를 찾아보고, 특
성을 조사한다.
각 모둠별로 노트북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산업용 로봇과 인공
지능(AI) 로봇을 검색하게 한다.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어떤 윤리 기준이 필요할까? ￭ 11

학습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 교사 활동 : 모둠별로 정리된 인공지능(AI) 로봇의 특성을 발표해 봅시다.

15‘

 웨어러블 장치

단계

- 모둠별로 인공지능(AI) 로봇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본다.

고안은 사전 과

- 탐색한 인공지능(AI) 로봇의 특성을 발표한다.

제로 줌

<감성적 체험>
▣ 교사활동 : 그렇다면 인공지능(AI) 로봇과 우리 인간의 닮은 면은 무엇
일까요?
- 학생들은 지금까지의 활동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다.
▣ 교사 활동 : 이제, 모둠별로 새로운 기능 혹은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
는 웨어러블 장치를 고안해 보도록 하죠.
- 최근에는 웨어러블 스마트 장치들이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웨어러블 스마트 장치를 상상해서 그려보자.

▣ 교사 활동 : 새로 고안한 웨어러블 장치가 인공지능(AI) 로봇에 속하는지
판단해 보기로 해요.

4‘

학생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정리

▣ 교사 활동 : 모둠별로 로봇의 역사를 조사해옵니다.
▣ 교사 활동 : 모둠별로 (아이로봇, 트랜스포머, 어벤져스, 에이아이) 영화 중
1편을 선택해서 감상하도록 해요.
모둠별로 서로 다른 영화를 선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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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용 활동지

1차시: 인공지능(AI) 로봇이란 무엇일까?

이 활동을 하면
¦ 인공지능(AI) 로봇과 인공지능(AI)가 아닌 로봇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인공지능(AI) 로봇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새로운 특성을 가지는 인공지능(AI) 로봇을 생각할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 빔프로젝트(혹은 디지털 TV), 태블릿PC, 비디오, 사진 자료, 학습지

어떻게 할까
생각 열기

1. 일반적인 산업용 자동 로봇과 인공지능(AI) 로봇은 어떻게 다른가요?
◆ 유튜브를 통해 두 종류의 로봇이 작업하는 모습을 볼 겁니다.

일반 로봇: https://youtu.be/4TOotC_Q3sU,

인공지능(AI) 로봇: https://youtu.be/rVlhMGQgDkY

두 로봇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전에 준비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모둠별로 차이점을 정리
해 봅시다.
일반 로봇

인공지능(AI) 로봇

일반 로봇은 이미 프로그램화된 명령을 단순하게
수행한다. 어떤 특정 조건들을 합하거나, 조건의
변화에 적합한 반응을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
에 미리 준비된 반응만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단순하거나 복잡하여도 순서에 따라 이루
어지는 작업에 사용되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 로봇과 달리 인공지능(AI) 로봇은 어떤 자극
을 인식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인식한 자극을
종합 분석하여 독립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AI) 로봇은 일반 로봇
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감각 센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감각 센서를 통해 입력한 자극의 변화를
종합 분석하기 위한 ‘사고’가 가능한 신경 회로
같은 장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사고에 대한 종
합 분석을 위한 러닝(학습)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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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키우기

2. 어떤 기능을 가져야 인공지능(AI) 로봇이라고 할 수 있을까?
◆ 모둠별로 인공지능(AI) 로봇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들을 찾아보자.
1. 감각 센서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냄새를 맡거나,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센
서가 각 로봇의 기능에 따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AI) 로봇이 감각 센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외부 정보를 입력받기 위해서이다. 그래야 특정 상황에서 적합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고가 가능해야 한다. 정보만 입력되는 것으로 끝나면 단순한 센서이다. 들어온 정보를 종합적으
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독립적인
학습을 통해 정보 분석 기준이 훨씬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딥 러닝 방식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물이 알파고의 바둑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구글 딥마인드 팀이 10. 19일(한국시간) 과학 학술
지 '네이처'를 통해 공개한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 제로'는 인공지능이 인간 도움 없이 인간을 까마
득하게 초월할 수 있는 잠재력을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이번
연구가 단순히 바둑을 조금 더 잘 두는 프로그램이 나왔다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서, 과학계와 산업
계의 비상한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때문이다.
3. 분석된 정보에 최적한 행동이 가능해야 한다. 물건을 제작하거나, 이동하거나 등 쓰임새에 맡게 입
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알맞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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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 최근에는 웨어러블 스마트 장치들이 유행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웨어러블 스마트 장치를 상상해서 그려보자.
한 가지 예로 ‘skin 웨어러블’을 만들고 싶다. 이 장치는 개폐가 가능한 나노 섬유와 연결
되어 있다. skin 웨어러블의 정보 입력 장치는 기본적으로 심박수, 온도, 습도, 혹은 건조 정
도, 아주 심화적으로는 피부의 색깔 정보를 모니터 할 수 있다. 입력한 신체 정보를 분석하
여 나노 섬유의 통기성 등을 조절하게 하여 항상 쾌적한 상태로 생활할 수 있다.

http://www.talk2myshirt.com/blog/wp-content/uploads/2015/07/ecg-smart-shirt.jpg

생각 다지기
[선택 활동]
◆ <생각 펼치기>에서 생각한 웨어러블 스마트 장치가 인공지능(AI) 로봇에 속하는지 판단해 보자.
<생각 펼치기>에서 제시한 웨어러블 스마트 장치는 인공지능(AI) 로봇이 갖추어야 할, 정
보 입력 장치, 정보에 대한 종합 분석 기능, 분석된 결과에 최적한 반응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AI) 로봇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어떤 윤리 기준이 필요할까? ￭ 15

참 고 자 료

1. 자동화
자동화는 물건을 만드는 공장 등에서 생산 과정을 자동화시키면서 시작되었다. 공장 자동화, 사무 자
동화, 무인 자동화, 가정 자동화, 주민등록등본 무인 자동화 발급 기계 등이 있다.
〈자동화의 종류〉
ㆍ사무 자동화 : 정확한 판단 하에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해 사무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은행 고객
계좌의 잔고와 이자 계산을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자동화시켜 하는 것 등을 말한다.
ㆍ공장 자동화 : 공장의 생산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으로 컴퓨터와 각종 계측 장비를 이용한다. 좁게는
제품을 만드는 생산 과정을 자동화 하는 것과 넓게는 제품을 주문받고 출하하는 전 과정을 자동화 하
는 것 모두를 말한다.
ㆍ가정 자동화 : 전화로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과 전열 기구를 비롯해 각 방의 창문이
나 현관의 문까지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집 안의 가전제품, 조명 기기,
음향기기 등을 전화로 켜고 끌 수 있는 원격 제어 기능과 가스 누출, 화재, 도난 시에 경고음을 울려
주는 방범·방재 자동 감지 기능, 현관이나 대문의 상황을 알려 주는 비디오 전화 기능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2. 로봇(Robot)
일반적으로 로봇을 상상할 때에는 사람의 모습을 한 구조 내부에 기계장치를 조립해 넣고, 손발과 그
밖의 부분을 본래의 사람과 비슷하게 동작하는 자동기계를 가리켰다. 외모가 사람과 유사한 경우에는
인조인간이라고도 불렀다. 로봇이라는 말은 체코어의 ‘일한다(Robota)’는 뜻으로, 1920년 체코슬로바키아
의 작가 K.차페크가 희곡 《로섬의 인조인간：Rossum’s Universal Robots》을 발표한 이래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인조인간을 만들려는 시도는 고대부터 있었으며, 그리스・로마 시대 및 기원전에는 종교의식의 한 도
구로 만들어졌다. 중세 때에는 건물의 문을 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자동인형을 만들었다. 이들 자동인
형은 장식용이었거나 또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또는 신과 결부시켜 지배자의 권위를 과시하는 데 이
용되었다. 한편으로는 기계기술자들의 장난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자동인형의 제작은 과학기술의
진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자동인형의 제작은 여러 가지로 시도되
었고, 과학이나 기술이 진보되어 전보다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것은 상품 전시용이었거나 박
람회의 관객 유치용이었으며 실용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런 로봇 가운데 유명한 것은 1927년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전기회사의 기사 R. J. 웬즐리가 만든 텔레복스(Televox)나 영국의 리처즈가 만든 에릭(Eric)
등인데, 모두 기계기술이나 전기기술을 응용하였으며 전화의 응답도 할 수 있는 정교한 것이었다.
로봇개발 초창기에는 무선에 의한 원격조종에 의하여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로봇들이 제
작되어 방위산업에 많이 응용되기도 하였다. 최근 음성인식과 자동발성 기술 등을 조합하여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기도 하며, 손과 발을 교묘히 움직여 커피 잔을 옮기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로봇이 개발
되고 있다. 그러나 동작이 정교하게 만들어졌어도 아직까지는 동작에 한계가 있고 그다지 실용적이지
못하지만 현재의 기술개발 속도에 비추어 가까운 미래에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하여 실
용 면에서 사람의 모습을 닮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동작과 같은 동작을 하는 로봇이 점차 개발되고, 여
러 방면에서 로봇을 응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원래 기계는 생산수단으로 산업구조에 배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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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사회 환경의 다극화에 대응하여 로봇을 여러 가지 이상 환경에 적응하는 기계로 등장시키게 되었
다. 또한 자동제어기술이나 원격조종기술의 진보에 따라 우주나 해저, 고온이나 저온 등의 위험한 환경
에서의 작업 또는 아주 단조로운 작업 등은 모두 인간에게는 부적합한 것인데, 현재는 이런 이상 환경
에서 로봇의 응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로봇의 응용분야는 대체로, 산업용・의료용・우주용・해저용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 생산과
같은 기계가공 공업에서는 사람의 팔이 하는 작업을 한 번만 가르쳐 주면 몇 시간이든 같은 동작을 반
복하는 산업로봇이 이미 많이 가동되고 있다. 의료용 분야에서는 팔이 없는 사람의 명령을 이용하여 모
터를 구동시키는 의수가 실용화되어 있다. 우주개발에 있어서도 현재 러시아의 자동월면차 루노호트
(Lunokhod)와 같은 원격조종형 로봇이 개발되어 있다.
인간은 자신의 손과 발의 상태를 눈을 감아도 알 수 있다. 그것은 피부감각이나 관절감각, 근이나 건
으로부터의 감각 등이 중추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또 외계의 상황은 눈이나 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율형 로봇에는 이런 것에 필적하는 감각장치가 필요하다. 최근 제작된 로봇 가운데는 인간
형 손발을 가지고 텔레비전 카메라의 눈, 인공의 귀 ·입, 촉각, 관절감각 등을 갖추고, 2∼3세 유아 정도
의 능력을 가진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방에 있는 물건을 찾으라고 말로 명령하면 실내를 돌아보고 찾아
내서 말로 대답하고, 두 발로 걸어가서 손으로 집어 온다. 이렇게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한다는
것은 기계가 지능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런 로봇을 지능 로봇이라고 한다. 특히 시각의 기
능만을 가진 로봇을 시각로봇이라고 한다. 산업용으로서는 조립로봇이나 검사 로봇 등의 개발이 추진되
고 있다. 물건을 조립할 경우에 치수나 모양 등이 고르지 않은 수많은 대상물 가운데서 필요한 2개의
물건을 인식, 선택하여 그것을 요구된 형태로 조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급 지능에 속한다. 이러한 지능
로봇의 연구를 쌓아간다고 해도 이상적인 로봇의 실현은 아직 미지수이다. 인간의 뇌의 기능이나 구조
가 아직 생리학적으로 완전히 해명되어 있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가 원리상 인간의 뇌와 다르기
때문이다. 미래에는 인간과 로봇이 조화를 이루어 공존하리라 보고 있다.

3. 웨어러블 컴퓨터(Wearable Computer)
웨어러블 컴퓨터는 입는(착용) 컴퓨터로서 컴퓨터의 기본적인 입출력 장치를 사람의 체형에 맞게 만
들었으며 HMD(Head Mounted Display), 즉 머리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보행 중에도 시야를 확
보함과 동시에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컴퓨터를 착용할 수 있도록 고
안된 옷을 말하기도 하며 스마트웨어(Smart Wear), 인텔리전트 의복(Intelligent Garment)이라고도 불린
다.
웨어러블 컴퓨터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97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미디어 연구실이 ‘뷰티 앤 비트(Beauty & Bits)’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본격으로 패션과 기술의 만남을
시도했다.
외국의 경우 군사용 웨어러블 컴퓨터가 많이 발달했다. 의료용으로 나온 메디컬 재킷이나 바이오셔츠
도 있다. 맥박이나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의료기관으로 계속 정보를 보내고, 문제가 있으면 자동으로 구
급차를 불러 주기도 한다. 도면이나 필요한 기술을 의복에 담는 형태로 항공사나 미국항공우주국(NASA)
에서 작업용으로 쓰기도 한다. 가장 대중적인 것은 MP3 등 음악·영상 기기를 넣은 재킷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어떤 윤리 기준이 필요할까? ￭ 17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어떤 윤리 기준이 필요할까?

2차시

영화 속 인공지능(AI)
로봇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영화 속 인공지능(AI) 로봇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차시

2/4

• 로봇의 발전 역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목표

• 인공지능(AI) 로봇이 보여주는 다양한 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 인공지능(AI) 로봇과 인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상황 제시

융합
준거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교수학습
자료

모둠별로 세계 최초의 로봇들을 조사하고 이를 발표한다.
로봇은 일반적인 로봇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우리 생활 속에서 현재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사용될지 상상해본다.
인간 같은 인공지능(AI) 로봇에 대해 생각해본다.

빔프로젝트(혹은 디지털 TV), 태블릿 PC, 미디어, 학습지

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시간(분)

<상황제시> 모둠별로 세계 최초의 로봇들을 조사하고 이를 발표한다.

자료 및 유의점

10‘

▣ 교사 활동 :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는 어떤 능력을 가진 로봇이 만들어질까요?
- 모둠별로 조사한 로봇의 역사를 발표하게 한다.
- 모둠별로 세계 최초의 로봇으로 어떤 것을 조사했는지 발표하게 한다.

도입
학생들이 제시한 사례가 부정적인 용도의 로봇일 경우 공동체 사회
속에서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하게 한다. 또한 학
생이 불쾌하지 않게 상호문답을 통해 로봇의 역할을 논리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5‘

<창의적 설계>
▣ 교사 활동 : 과제로 주어진 영화에 등장한 인공지능(AI) 로봇들을 참고하여

 빔프로젝트

인공지능(AI) 로봇과 인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모둠별

 소재 비디오 파

로 토의해 봅시다.

일

- 인공지능(AI) 로봇과 인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록해 본다.

전개

 태블릿PC

 기록용 학습지
20‘

 태블릿 PC

영화에 등장한 인공지능(AI) 로봇을 생물체 혹은 인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기
머리 이식 관련 윤리 문제(머리이식 과정) - 4분
(https://www.youtube.com/watch?v=JYvYWDKi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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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시간(분)

<감성적 체험>
▣ 교사 활동 : 영화에서 등장한 인공지능(AI) 로봇 특성과 생물체의 특성을
비교해 봅시다.
- 생명체의 특성은 무엇인지 이야기 해봅시다.
- 모둠별로 선택한 인공지능(AI) 로봇을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봅시다.

▣ 교사 활동 : 인공지능(AI) 로봇과 인간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 모둠별로

4‘

토의해 봅시다. 인공지능(AI) 로봇과 인간과의 경계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타당한가요?

정리

▣ 교사 활동 : 인공지능(AI) 로봇과 인간과의 경계를 나누는 기준을 정하기에
앞서 윤리 의식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인지 조사해 오도록 합
니다.
▣ 교사 활동 : 모둠별로 감상한 영화에서 나타난 인간과 인공지능(AI) 로봇
사이의 갈등 상황을 조사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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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및 유의점

학생용 활동지

2차시: 영화 속 인공지능(AI) 로봇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 활동을 하면
¦ 로봇의 발전 역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인공지능(AI) 로봇이 보여주는 다양한 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 인공지능(AI) 로봇과 인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 빔프로젝트(혹은 디지털 TV), 태블릿PC, 미디어, 학습지

어떻게 할까
생각 열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로스의 날개 : 이카로스 또는 이카루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
물로 다이달로스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만든 날개를 달고 크레타 섬을 탈출할 때 떨어져 죽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형설계도 : 1495년 경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을 닮은 로봇(휴머노이드)을
설계했다. 이 설계도는 1950년대에 발견되었는데 머리와 턱을 움직이고, 팔을 흔들며 앉았다 일어
섰다 할 수 있는 무사가 그려져 있다.
▸프랑스 보캉송의 기계오리 : 1935년 보캉송이 공개한 자동 기계 오리이다. 동물을 모방할 수 있
을 정도로 정교한 행동 체계를 갖춘 메커니즘을 구축한 많은 사례 중 가장 유명하다. 이 기계 오
리는 머리와 꼬리, 날개를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삼킬 수 있었다. 비록 자기-재생산
할 수 없어 인공생명이라 불릴 순 없지만, 이를 통해 다양한 메커니즘이 발전했으며, 자동기계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 사례이다.
http://cfs12.blog.daum.net/image/32/blog/2008/06/26/09/38/4862e4e0d3f8e
▸장영실의 물시계 자격루 : 자격루는 조선 세종 때의 물시계로, 자동으로 시간마다 종이 울리도록
한 국가 표준시계이다. 장영실과 김조 등이 2년 간 제작하여 세종 16년(1434년) 8월 5일(음력 7월
1일) 완성·발표하였다. 위에는 물을 흘려보내는 파수호를 놓고, 아래에는 물을 받는 수수호를 놓는
다. 단지 중간에 길이 3.5m, 너비 18 cm, 깊이 12cm의 네모진 나무를 꽂아 물이 흘러가게 한다.
왼쪽에는 동판을 설치하여, 판면에는 구멍 12개를 뚫어서 탄환만한 구리구슬을 받도록 한다. 오른
쪽에도 동판을 설치하고, 판면에는 25개의 구멍을 뚫어, 계란만한 큰 구리 구슬을 왼쪽과 같이 받
게 한다. 판은 모두 12판인데, 절기에 따라 맞춰 쓴다.
http://cafefiles.naver.net/MjAxNzAxMjVfMjk4/MDAxNDg1MzA3OTk5NjA3.FlerFQtZOk0JdbWCzHu7E
DoEkOSSoAAtOo5uMZPcrq0g.1HTtL_UXG0TZhA3i8ewDqqujijf6goGypooNB4cQVaAg.JPEG.goino1/vaucanson_2.jpg
파수호에서 흘러내린 물이 수수호에 내려서 모이면, 떠 있던 살대(가 점점 올라와서
시간에 따라, 왼쪽 동판 구멍의 기계를 건드려, 작은 구리 구슬이 떨어져 내려서 구리
통에 굴러 들어가게 된다. 구멍을 따라 떨어져서 그 기계를 건드리면, 기계가 열리고,
큰 구슬이 떨어져 자리 밑에 달린 짧은 통에 굴러 들어가서 떨어지면서 숟가락 같은
기계를 움직인다. 그러면 기계의 한 끝이 통 안으로부터 자동으로 시간을 맡은 십이지
신의 팔을 쳐 종이 울리게 된다. 경점도 원리는 동일하며, 종이 아니라 북을 올리고,
초점은 징을 울리게 된다.
지금 남아 있는 물시계는 쇠구슬이 굴러 조화를 이루던 부분이 없어진 채, 물통 부
분들만 남아 있다. 청동으로 된 파수호는 지름 93.5cm, 높이 70.0cm이며, 수수호는 지
름 46.0cm, 높이 40.5cm이다. 수수호가 놓였던 돌 받침대는 창경궁 명정전 뒤에 2개
가 남아 있다고 한다.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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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둠별로 세계 최초의 로봇으로 어떤 것을 조사했는지 발표해 보자.

◆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는 어떤 능력을 가진 로봇이 만들어질까요?
미래에 등장하는 인공지능(AI)로봇은 다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 일상적인 자연어를 사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2. 외형과 피부 등이 실제 생물체의 것과 거의 동일하게 되어 생물체와의 구별이 어려워질 것이다.
3. 인공지능이 매우 발달하여 사람의 표정·기분을 인식하여 대화 및 감정소통이 가능해 질 것이다.
4. 위와 같은 특성을 지닌 인공지능(AI) 로봇이 등장하면 현재 인간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인공지
능(AI)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 부부 역할, 반려 동물의 역할 등등. 그러면서 인간 집단의 관계에 혁
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를 대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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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키우기

1. 모둠별로 감상한 영화에서 등장한 인공지능(AI) 로봇들을 참고하여 인공지능(AI)
로봇과 인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토의해 보자.
◆ 인공지능(AI) 로봇과 인간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록해 볼까요?
모둠

비디오 클립

공통점

차이점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
A

못함

아이로봇
인간과 100% 동일하다.

B

C

신체를 구성하는 성분 물질이 다르
다

트랜스포머

어벤져스

도덕적 기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어벤져스에 나오는 마블들은 원래

인간의 다양한 육체적, 운동 능력의

인간, 혹은 인간에서 유래되었기 때

한계를 넘고 있다.

문에 인간과 거의 동일하다.
D

에이아이(A.I.)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시샘

계획된 프로그램의 기준을 벗어난

과 애정을 느끼는 감정

경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

생각 펼치기

2. 모둠별과 감상한 영화에서 등장한 인공지능(AI) 로봇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에 대해 토의해 보자.
◆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또는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볼까요?
감상한 인공지능(AI) 로봇을 인간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1. 대화가 가능하다.
2. 생각을 한다.
3.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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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또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감상한 인공지능(AI) 로봇을 인간과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1. 생물의 특성 관련(자라지 않는다.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낳을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늙지 않는다 등)
2. 말, 표정이 아닌 상황 판단에 따른 공감 소통이 어렵다.
3. 감정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입력된 내용을 표현하는 것 같다.
4. 상처를 입어도 고통을 느끼지 않거나, 쉽게 고쳐서 정상처럼 행동할 수 있다.

생각 다지기

3. 인공지능(AI) 로봇과 생명체로서의 인간과의 경계는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모둠별
토의해 보자
◆ 인공지능(AI) 로봇과 인간의 경계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기준은 타당한가
요?
로봇과 인간의 경계를 나누는 기준과 타당성은 다음과 같다.
1. 몸을 구성하는 성분 물질이 기준인 경우 – 다른 행성의 생명체는 다른 성분 물질로 이루어질 확률
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생명체의 정의가 달라져야 하며 경계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
다.
2. 자손 번식이 기준이 경우 – 번식의 정의가 자연 임신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공장에서 생산되
는 활동도 광범위한 기준으로 볼 때 번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기준으로 경계를 나누는 것은 적
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 미묘한 감정 표현과 공감이 기준이 되는 경우 –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딥 러닝 등 인
공지능(AI) 기술이 극단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이러한 미묘한 감정 표현과 공감이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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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1. 아이로봇(2004.07.30. 개봉, 알렉스 프로야스 감독, 윌 스미스 주연, 12세 관람가)
가까운 미래인 2035년, 인간은 지능을 갖춘 로봇에게 생활의 모든 편의를 제공
받으며 편리하게 살아가게 된다.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로봇 3원칙'이
내장된 로봇은 인간을 위해 요리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신뢰 받는 동반자로 여겨진다.
NS-4에 이어 더 높은 지능과 많은 기능을 가진 로봇 NS-5의 출시를 하루 앞둔
어느 날, NS-5의 창시자인 래닝 박사가 미스터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시카고 경찰 델 스프너(윌 스미스)
는 자살이 아니라는데 확신을 갖고 사건 조사에 착수한다. 끔찍한 사고 이후로 로
봇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던 그는 이 사건 역시 로봇과 관련이 있다고 믿고 이
뒤에 숨은 음모를 파헤치려고 한다.
로봇 심리학자인 수잔 캘빈 박사(브리짓 모나한)의 도움으로 로봇 "써니"를 조사하기 시작한 스프너
형사는 로봇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된다. 하지만 래닝 박사의 죽음은 자살로 종결되고, 은밀
하게 사건을 추적해 들어가던 스프너는 급기야 로봇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
2. 트랜스포머(2007.06.28. 개봉, 마이클 베이 감독, 샤이아 라보프 주연, 12세 관람가)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61521#
인류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능과 파워를 지닌 외계 생명체 ‘트랜스포머’. 정의를
수호하는 ‘오토봇’ 군단과 악을 대변하는 ‘디셉티콘’ 군단으로 나뉘는 ‘트랜스포머’
는 궁극의 에너지원인 ‘큐브’를 차지하기 위해 오랜 전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행성
폭발로 우주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큐브’. 그들은 오랜 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큐브’를 찾아 전 우주를 떠돈다.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에너지원인 ‘큐브’는 우주를 떠돌다 지구에 떨어지고 디
셉티콘 군단의 끈질긴 추적 끝에 ‘큐브’가 지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들은
최후의 전쟁의 무대로 지구를 택하고, 아무도 모르게 지구로 잠입한다. 어떤 행성
이든지 침입해 그 곳에 존재하는 기계로 변신,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있는 트랜
스포머는 자동차, 헬기, 전투기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신해 인류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한다. 그리고 그
들은 큐브의 위치를 찾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지닌 주인공 ‘샘’의 존재를 알게 된다.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던 ‘샘’은 어느 날 밤, 자신의 낡은 자동차가 거대한 로봇으로 변
신하는 놀라운 현장을 목격한다. 그의 자동차는 ‘트랜스포머’ 중 정의를 수호하는 ‘오토봇’ 군단의 ‘범블
비’로 큐브를 차지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디셉티콘’ 군단에 맞서 샘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트랜스
포머. 우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샘을 지켜야만 하는 범블비는 자신이 형제들인 ‘오토봇’ 군
단을 지구로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데..
거대 에너지원 ‘큐브’가 디셉티콘의 손에 들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샘을 찾아내 큐브를 손에 쥐
어 지구를 지배하려는 악의 ‘디셉티콘’ 군단과 지구를 지키려는 정의의 ‘오토봇’ 군단의 인류의 운명을
건 숨 막히는 대결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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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터미네이터(1984.12.22. 개봉, 제임스 카메론 감독, 아놀드 슈왈제네거 주연, 청소년 관람불가)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0028#
1997년,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 전략 방어 네트워크가 스스로의 지능을
갖추고는 인류를 핵전쟁의 참화를 일으켜 30억이라는 인류를 잿더미 속에 묻어버
린다. 그리고 남은 인간들은 기계의 지배를 받아 시체를 처리하는 일 등에 동원된
다. 이때 비상한 지휘력과 작전으로 인간들을 이끌던 사령관 존 코너는 반기계 연
합을 구성, 기계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반전된다. 이에 기계는 존 코너의
탄생

자체를

막기

위해,

2029년의

어느

날,

타임머신에

터미네이터(The

Terminator: 아놀드 슈왈제네거 분)를 태워서 1984년의 L.A. 로 보내게 된다.
이 터미네이터는 총으로는 끄떡도 않는 신형 모델 101로서 인간과 똑같이 만든 유기적인 침투용 사
이보그였다. 이 정보를 입수한 존 역시 카일 리스(Kyle Reese: 마이클 빈 분)라는 젊은 용사를 보내 그
녀를 보호하게 한다. 직장인 식당에서 일을 하던 사라 코너(Sarah Connor: 린다 헤밀턴 분)는 터미네이
터에게 쫓기기 시작하는데…….
[스포일러] 리스와 쫓기던 사라는 모든 상황을 설명 받는다. 미래에 자신이 낳은 아이가 핵전쟁 생존
자인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터미네이터가 그녀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다. 리스와
터미네이터의 아슬아슬한 결투로 기계조직이 노출될 때까지 터미네이터는 집요하고 끈질기게 추적 해온
다. 리스와 사라는 함께 도망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리스는 자신을 희생하는 대폭발을
유도하지만 터미네이터의 추적은 계속된다. 위기일발의 사라는 압축기로 터미네이터의 자취를 사라지게
한다. 몇 달 후 사라는 지구의 인간성을 회복해 줄 리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
4. A.I.(2001.08.10. 개봉,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할리 조엘 오스먼트 주연, 12세 관람가)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31268#
과학문명은 천문학적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극지방의 해빙으로 도시들은 물에
잠기고 천연자원은 고갈되어 가던 미래의 지구. 모든 생활을 감시받고, 먹는 음식
조차 통제되는 그 세계에서 인간들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을 가진 인
조인간들의 봉사를 받으며 살아간다. 정원 가꾸기, 집안 일, 말동무 등 로봇이 인
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무한하다. 단 한 가지 '사랑'만 빼고...
로봇에게 '감정'을 주입시키는 것은 로봇공학 발전의 마지막 관문이자, 논란의 쟁
점이기도 했다. 인간들은 로봇을 정교한 가재도구로 여길 뿐, 그 이상의 것을 용납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부부가 자식을 가질 수 없게 되면서 인간들은 로봇에게
서 가재도구 이상의 가치를 찾게 된다.
어느 날 하비 박사는 감정이 있는 로봇을 만들겠다고 선언한다. 하비 박사의 계
획에 따라 로봇 회사 Cybertronics Manufacturing을 통해 감정을 가진 최초의 인조인간 데이빗이 탄생
하고, 데이빗은 Cybertronics사의 한 직원, 헨리 스윈튼의 집에 입양된다.
인간을 사랑하게끔 프로그래밍된 최초의 로봇 소년 데이빗. 스윈튼 부부의 친아들 마틴은 불치병에
걸려 치료약이 개발될 때까지 냉동된 상태다. 데이빗은 그들 부부의 아들 역할을 하며 인간사회에 적응
해간다. 스윈튼 부부를 부모로 여기던 데이빗은 마틴이 퇴원하면서 버려지고 만다.
엄마가 들려준 피노키오 동화를 떠올리며 진짜 인간이 되어 잃어버린 엄마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이빗은 자신의 장난감이자 친구이며 보호자인 테디 베어를 데리고 여행을 떠난다. 도중에 만
난 남창 로봇 지골로 조가 데이빗과 동행하고 두 사이보그는 힘겨운 여정을 거치며 수몰된 맨해튼까지
찾아간다.
[영화 소개-Naver 영화 참고] :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3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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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로봇에게 어떤 윤리 기준이 필요할까?

3차시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윤리의식이 필요할까?

3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윤리 의식이 필요할까?

차시

3/4

• 다양한 자료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해결할 문제를 찾을 수 있다.

학습
목표

•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윤리의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모둠별로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갈등 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
상황 제시

융합
준거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교수학습
자료

로 토론을 통해 영화에서 볼 수는 없지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갈등 상
황들을 준비한다.
현재 개발된 인공지능(AI) 로봇의 종류와 기능을 이해하고, 앞으로 등장할
인공지능(AI) 로봇을 예측해 본다.
인간과 인공지능(AI) 로봇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탐색한다.

빔프로젝트(혹은 디지털 TV), 태블릿PC, 미디어, 학습지

학습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상황 제시> 모둠별로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갈등 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을 통해 영화에서 볼 수는 없지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갈등 상황들을 준비한다.
▣ 교사 활동 : 주변에서 인공지능(AI)으로로 생각되는 기구나 물건을 본 적이

5‘

 사진 자료

5‘

 태블릿PC

단계

자료 및 유의점

있나요?

도입

- 자유롭게 자기가 경험한, 혹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인
공지능(AI)에 대해 이야기한다.
학생들이 제시한 사례가 인공지능(AI) 기구(장치)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다른 사례를 들 수 있게 도와준다. 아울러 인공지
능(AI)가 아닌 사례에 대해서는 제시한 학생이 불쾌하지 않게 상호문답
을 통해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인공지능(AI)의 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교사 활동 : 우리 주변에 사용되는 인공지능(AI) 로봇들은 어떤 경우에 위
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빔프로젝트

- 모둠별로 상황을 모아서 정리한 후 발표하게 한다.

 소재 비디오 파일
 기록용 학습지

인간과 인공지능(AI) 로봇 사이의 갈등 요소를 파악하게 한다.

전개

▣ 교사 활동 : 과제로 준비해온 모둠별 갈등 사례를 발표해 봅시다.
- 모둠별로 준비한 양식을 빔프로젝트로 띄워서 함께 보면서 토론한다.

 검색용 스마트폰
20‘

▣ 교사활동 : 모둠별 발표 내용 중 다른 의견이 있는지 토론해 봅시다.
상대 모둠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의견 사이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
에 대해 토론을 벌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어떤 윤리 기준이 필요할까? ￭ 31

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 교사 활동 : 왜 아시모프 박사는 로봇 3원칙을 만들었을까?

시간(분)
12‘

- 모둠별로 정리해서 발표한다.
▣ 교사 활동 : 인공지능(AI) 로봇이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

정리

까?
- 모둠별로 의견을 종합해서 발표한다.
3‘
모둠별로 배정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공지능(AI) 로봇들의 성격(성품
에 대해 사전에 조사해 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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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유의점

학생용 활동지

3차시: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윤리의식이 필요할까?

이 활동을 하면
¦ 윤리의식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윤리의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 빔프로젝트(혹은 디지털 TV), 태블릿PC, 미디어, 학습지

어떻게 할까

생각 열기

1. 주변에서 인공지능(AI) 로봇이라고 생각되는 장치나 물건을 본 적이 있나요?
▸로봇 청소기
▸음성인식이 가능한 스마트폰 – 시리, 빅스비 등등
▸자동 주행 자동차
▸알파고

생각 키우기

2. 주변의 인공지능(AI) 로봇들이 어떤 경우에 위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인공지능(AI) 로봇들이 위험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나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경우
2.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
3. 입력된 정보에 대한 전후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보에 대한 종합 분석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만을 옳은 의견으로 판단하는 경우. 즉, 소수의 옳은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다.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어떤 윤리 기준이 필요할까? ￭ 33

생각 펼치기

3. 2차시 때 감상한 영화에서 나타난 인간과 인공지능(AI) 로봇 사이의 갈등 상황을
찾아봅시다.
◆ 각 모둠에서 준비한 갈등 상황을 듣고 기록해봅시다.
모둠

비디오 종류

갈등 상황
다른 목적을 가지는 사람이 심어놓은 프로그램에 의해 인간 집단

A

아이로봇

을 위해한다.
전형적인 좋은 편과 나쁜 편이 존재하고 좋은 편은 인간과의 공

B

트랜스포머

감을 통해 인간을 보호해주려 한다.
인공지능(AI) 로봇의 생존과 인간의 생존이 대립되는 경우로 한

C

터미네이터

쪽의 멸종을 목적으로 충돌한다.
인간과의 감정 소통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진 상태에서 보여주

D

A.I.

는 상황. 사랑이라는 감정을 지키기 위한 혹은 얻기 위한 맹목적
인 행동에서 비롯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 각 모둠의 발표 내용 중에서 다른 의견이 있는지 토론해 봅시다.
모둠

비디오 종류

다른 의견
로봇 자체가 자신의 처지를 지각하게 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A

아이로봇

행동을 당연히 한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행동할 것이다. 우리도 멸종 위기 상태가 되면
B

트랜스포머

종의 보존을 위해 다른 생명체 등을 멸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트랜스포머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각자의 생명을 지키려는 것은
C

터미네이터

생물체의 본능이다. 터미네이터에 등장하는 기계들은 자신들을 생
명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인간들을 파
괴하려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도 시샘하고 질투하고 나에게 쏠려있던 관심을 빼앗

D

A.I.

기면 다시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하물며 엄마에 대한
것이라면 더 강한 애착을 가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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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4. 인공지능(AI) 로봇에도 윤리의식이 필요할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다음은 유명한 SF 작가인 아이작 아시모프1)가 1950년에 출판한 ‘아이 로봇(I Robot)이라
는 책에서 제시한 로봇 3원칙이다.
(http://blogfiles.naver.net/20150202_187/celeniti_142288875315060BBo_JPEG/isaac-asimov.jpg)
첫 번째 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위해를 가해선 안 되며 위험에
처한 인간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두 번째 원칙은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이 명령이 1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예외다.
세 번째 원칙은 로봇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지만 1원칙과 2원칙
에 위배되는 경우는 예외다.

왜 아시모프 박사는 로봇에게 이러한 원칙을 만들었을까요?
다분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활동을 도
와주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 위해를 가하면 안 된다. 그 이외의 활동에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 인공지능(AI) 로봇이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도로 발달된 인공지능(AI) 로봇이 나타나게 되면, 거의 생명체와 구별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단
순하게 인간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개체로 생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단순하게 아시모프 박사가 제안한 로봇 수칙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인간사회에 적용되는 엄청남 규율이 로봇들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생길 것
이다.

1) 아이작 아시모프(1920~1992) 미국의 SF 작가이자 화학자, 소설 파운데이션으로 데뷔한 과학 대중화에 기여한 SF 거장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어떤 윤리 기준이 필요할까? ￭ 35

참 고 자 료

1. 윤리의식
윤리의식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깨닫는 것을 말한다. 어떤 집단, 직업이건 간에 그 단체에 특별히
지켜야 할 규칙이나 제도가 있게 된다. 직업의 경우에는 직업윤리라는 것이 있고,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생물체 관련 과학 분야에서는 생명 윤리 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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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로봇에게 어떤 윤리 기준이 필요할까?

4차시

인공지능(AI) 로봇의
윤리 기준을 만들어 보자

4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인공지능(AI) 로봇의 윤리 기준을 만들어 보자

차시

4/4

• 인간의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올바른 인공지능(AI)의 윤리 기준을 만들 수 있다.

학습
목표

• 문제 해결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올바른 자료 수집 능력, 과학지식 활용 능
력, 융합적인 사고력, 창의적인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기를 수 있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융합
준거

감성적 체험

모둠별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로봇들은 좋은 편과 나쁜 편으로 나누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발표하게 한다.
인공지능(AI) 로봇이 가져야할 성품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윤
리적으로 제시해본다.
산출물의 제작, 산출물의 시연 방법 결정 및 시연물 제작, 발표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과 표현력, 그리고 쓰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을
배운다.

교수학습
자료

빔프로젝트(혹은 디지털 TV), 태블릿PC, 미디어, 학습지

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시간(분)

<상황 제시>
모둠별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로봇들은 좋은 편과 나쁜 편으로 나누게

자료 및 유의점

10‘

 영상 자료

5‘

 태블릿PC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발표하게 한다.

도입

▣ 교사 활동 : 사전에 과제로 조사한 미디어 속의 다양한 성품의 로봇 사례
를 찾아서 좋은 편과 나쁜 편으로 나누어 봅시다.
- 좋은 편과 나쁜 편을 나눈 기준에 대해 토론한다.
서로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교사 활동 : 아이작 아시모프가 제시한 로봇 3원칙에 대해 조사하여 기
록해봅시다.

 빔프로젝트

- 모둠별로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소재 비디오 파일
 기록용 학습지

▣ 교사 활동 : 로봇 3원칙을 고안한 이유를 인간의 입장과 인공지능(AI) 로봇

전개

 검색용 스마트폰

의 입장에서 모둠별로 생각하여 기록합시다.
- 로봇 3원칙을 고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토의하고, 더 필요한 원칙들이
있다면 논리적 이유를 생각하여 기록하게 한다.
-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에 설정된 인간과 로봇의 주종 관계에 대해 다
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
에 대해 충분히 함께 토의하게 한다.
모둠별로 3원칙 모두 조사하기 보다는 하나의 원칙을 다르게 조사하는
것이 시간 관리 상 좋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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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시간(분)
25‘

<창의적 설계>
▣ 교사 활동 : 모둠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올바른 로봇의 윤리 기준을 작성해
봅시다.
- 모둠별로 만든 원칙을 바탕으로 올바른 로봇의 성품을 작성한다.
- 작성한 로봇의 성품을 만든 기준은 무엇인지, 그 기준이 올바른지 토
의한다.
산출물 작업 시 각 모둠에서 학생들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둠
원 개개인에게 역할 분담이 이뤄지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감성적 체험>
▣ 교사 활동 : 모둠별로 작성한 인공지능(AI) 로봇의 윤리기준을 교실이나 복
도에 전시하겠습니다.
- 인공지능(AI) 로봇의 윤리기준을 전지에 작성하고 교실이나 복도에 전
시하게 한다.
- 모둠별로 작성한 윤리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기입하게 하
여, 일정기간 전시하게 한다.
전시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지양한다.

▣ 교사 활동 : 인간 세상에서 로봇과 공존하기 위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

정리

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 국한되지 않고 인공지능(AI) 로봇의 정체성과 함
께 고려해 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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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및 유의점

학생용 활동지

4차시: 인공지능(AI) 로봇의 윤리 기준을 만들어 보자.

이 활동을 하면
¦ 인간의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올바른 인공지능(AI)의 윤리 기준을 만들 수 있다.
¦ 문제 해결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올바른 자료 수집 능력, 과학지식 활용 능
력, 융합적인 사고력, 창의적인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기를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 빔프로젝트(혹은 디지털 TV), 태블릿PC, 학습지

어떻게 할까
생각 열기

1. 미디어 속의 다양한 성품의 로봇 사례를 찾아서 좋은 편과 나쁜 편으로 나누어
보자.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61521#
좋은 편이라고 생각되는 로봇들
영화 제목
트랜스포머

로봇 이름
제트 프라임, 범블비,
아이언 하이드

나쁜 편이라고 생각되는 로봇들
영화 제목

로봇 이름

트랜스포머

메가트론, 스타스크림
나쁜 로봇은 없음

인공지능(AI)

데이빗, 지골로 조

인공지능(AI)

터미네이터

좋은 편 로봇은 없음

터미네이터

아이로봇

좋은 편 로봇은 없음

아이로봇

터미네이터
(이름이 따로 없음)
NS-4. N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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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활동에서 좋은 편과 나쁜 편을 나눈 기준에 대해 모둠별로 정리해서 발표해 볼까요?
좋은 편과 나쁜 편을 나누는 기준으로 인간을 해치는지의 여부로 나누었다. 이러한 기준은 인간 중
심적인 관점에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AI) 로봇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른 기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 키우기

2. 로봇의 3원칙을 조사하고 이를 고안한 이유에 대해 토의해 보자.
◆ 로봇의 3원칙을 조사하여 기록해 볼까요? https://www.naver.com
법칙 1. 로봇은 인간을 다치게 해선 안 되며,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이 다치도록 방관해서도 안 된다.
법칙 2. 법칙 1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법칙 3. 법칙 1, 2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한다.

◆ 모둠별로 로봇의 3원칙을 고안한 이유를 인간의 입장과 인공지능(AI) 로봇의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인공지능(AI) 로봇 입장

인간 입장

인공지능(AI) 로봇은 기계 장치가 아니다.

인공지능(AI) 로봇은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

인공지능(AI) 로봇도 아프고 상처를 받고, 나름 생

간이 느끼는 감정들을 로봇에게까지 고려할 필요

명도 소중하다.

가 없다.

최소 인간만큼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생명의 개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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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3. 올바른 로봇의 윤리기준(Robot性)에 대해 토의해 보자.
◆ 모둠별로 올바른 로봇의 윤리기준을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해 볼까요?

생각 다지기

4. 인간 세상에서 로봇이 인간과 공존하기 위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먼 미래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존재 자체에 대한 존엄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
2. 인공지능(AI) 로봇과 인간 서로 간에 상대방의 약점을 인식하고 약점을 공략하는 일을 삼가야 한
다.
3. 전쟁용 로봇과 같은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로봇 자체의 개발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
촌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계 평화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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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로봇공학의 3원칙(Three Laws of Robotics)
법칙 1. 로봇은 인간을 다치게 해선 안 되며,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이 다치도록 방관해서도 안
된다.
(Law I. A robot may not injure a human being or, through inaction, allow a human being to
come to harm.)
법칙 2. 법칙 1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Law II. A robot must obey the orders given it by human beings except where such orders
would conflict with the First Law)
법칙 3. 법칙 1, 2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한다.
(Law III. A robot must protect its own existence as long as such protection does not conflict
with the First or Second Laws)
[위키백과] 로봇공학의 3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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