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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교수학습지도안, 교사용 참고자료, 학생용 활동지)
부록2. 학생 산출물, 사진, 수업 영상, 성찰일지, 교사의견, 자체평가 결과 등
부록3. STEAM 교사연구회 주최, STEAM 확산 실천 사례(행사 및 연수) 자료

1. 요약문
가. 연구 개발 배경 및 목적
1) AI를 주제로 주제 중심의 융합형 프로젝트 활용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
2) 학생들이 AI와 관련된 여러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I 리터러시를 함양해
앞으로의 삶에서 AI를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개발 프로그램 별 내용
차시
(시수)

프로그램명

연계 과목

운영
대상(학년)

1
2
3
4
5
6
7

포스트 코로나, AI와 함께하기
포스트 코로나, AI와 노동시장
고등학교 수학2 미분 STEAM 프로그램
AI 친구는 존재할 수 있을까?
AI리터러시, 어디까지 고민해봤니?
데이터 리터러시를 기르는 기후변화 프로젝트
인공지능과 의료

사회문화 +미술창작
경제+수학2
경제+수학2+지구과학1
영어
과학탐구실험+통합사회+미술
지구과학1+수학2
생명과학2

3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완료 여부
개발
수업적용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다. 연구 범위
1) 수업 적용 기간 : 2021.4.30. ~ 2021.11.30.
2) 적용 대상 : 시흥매화고등학교 전교생 (1-3학년) 600여명
라. 개발 결과 및 활용 계획
1) 고등학교 1-3학년 대상 프로그램 25차시 개발 및 적용
2) 교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발표 및 나눔 진행
3)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배움을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는 ‘STEAM Festival 오픈마켓’운영

2.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1) 미래사회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재보다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소
통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요구한다.
2) 사회는 점점,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고 다른 이들과 원활히 소통하는 융합형 인재를 원한다.
이에 발맞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인문, 사회, 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 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로의 성장을
목표로 제시한다.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AI 기술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우리의 삶 속 다양한 분야에 활
용되며 삶의 여러 부분에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듯 AI의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의 목표
1) 이를 위해 학생들의 AI와 관련된 여러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활용하는 과
정에서 필요한 AI 리터러시를 함양하도록 하며 최근 AI 활용 사례들을 살펴본 후 앞으로의
삶에서 AI를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려 한다.
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 AI를 주제로 주제 중심의 융합형 프로젝
트 활용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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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I & AI(altificial intelligence)

프로그램명
선행
프로그램명
학교급

중심과목

STEAM
프로그램
구분

연계과목

해당 없음
고등학교
수학
경제
지구과학1
생명과학2
사회문화
영어
지구과학1
통합사회
과학탐구실험
과학과제연구
미술창작

1~3학년
전교생(약600명)

[12수학Ⅱ02-02] 미분계수

중심과목
[12수학Ⅱ02-09] 도함수의 활용
성취기준 영역

[12경제02-01] 시장과 경제활동

연계과목
[10과탐03-01] 첨단 과학 탐구
성취기준 영역

1
2
3
4
5
6

차시
(시수)
2
4
2
6
4
5

사회문화 + 과학탐구실험 +미술창작
과학탐구실험 + 통합사회 +미술
경제+수학2
경제+수학2+지구과학1
영어
지구과학1+수학2

7

2

생명과학2

주제 연번

개발계획

대상 학년(군)
목표 수혜학생 수

과목 연계(안)

구분

수행 결과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총 25차시

수업 적용 기간

2021.4.30. ~ 2021.11.30.

(STEAM 수업) 수혜학생 수

시흥매화고등학교 600명(고등학교 1-3학년 전교생)

학생 태도검사

1차(사전) 검사

8월 31일, 24개 전학급(600명) 실시완료

2차(사후) 검사

11월 16일, 24개 전학급(600명) 실시완료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논문 게재
학술대회 참가
특허출원(국외, 국내)

9월 11일, 11월 16일 실시 완료
학회명

-

게재여부

-

행사명

-

일자/장소

-

출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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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1) 프로그램 개발 내용
(가) 포스트 코로나, AI와 함께하기
① 프로그램 연계 내용 : 사회문화 + 과학탐구실험 +미술창작
② 프로그램 소개
과학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삶은 큰 변화를 경험할 것이며,
그 한가운데는 AI가 있다. AI 기술로 인해 많은 편리함과 혜택을 누리게 되겠지만, AI가
인간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영화
‘트랜센던스’를 보며 AI와 인간이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우리 생활 깊숙이 함께하고 있는 AI 기술이 주는 혜택 뿐 아니
라 AI의 위험성을 생각하게 되고, AI와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가치 및 태도를 가질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나) AI리터 러 시, 어 디 까지 고민 해 봤니 ?
① 프로그램 연계 내용 : 과학탐구실험 + 통합사회 +미술
② 프로그램 소개
포스트 코로나 시대, AI기술은 우리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우리의 삶속에서 다양
한 분야에 활용되며 삶의 여러 부분을 대체하기도 한다. AI의 기술은 급격히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을까?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
해야할까?
구글 ‘Quick draw’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을 게임의 형태로 체험한 후 체험 과
정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기술적 발전 현황과 머신러닝 과정에서의 데이터 편향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짚어본다. 이후 ‘nvidia’를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어보고 인공지능 화가의
저작권 문제도 고민한다.
(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AI와 노동시장
① 프로그램 연계 내용 : 경제+수학2
② 프로그램 소개
인공지능의 발달이 우리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인간의 단순한 노동부터 고
도의 지적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부의 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
게 되며, 인간의 노동을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지, 이를 위해 사회는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할 것인지 탐색하여, 앞으로의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학습자 자신의 미래설계
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라) AI 친구는 존재할 수 있을까?
① 프로그램 연계 내용 : 영어
② 프로그램 소개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가 편리함을 누림과 동시에 불편함을 느끼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디지털 활용도에 따라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생기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였으며 이를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AI 기술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직업인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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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한 AI 로봇과 인간의 우정을 그린
도서 ‘클라라와 태양’ 및 영화 ‘고장난 론’을 살펴보며 이를 토대로 미래 AI 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을 짚어볼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살펴보고
타인의 감정 또한 살펴보며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공감하는 공감력을 기를 수 있다.
(마) 고등학교 수학2 미분 STEAM 프로그램
① 프로그램 연계 내용 :수학2+지구과학1
② 프로그램 소개
임진강 사례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의 현재와 미래, 강수량 중심의 기후변화를 통계적으
로 살펴보고 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봄으로써 기후 위기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올바
른 시각을 형성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평균 기온의 상승과 강수량의 증가를 빅데이
터와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데이터 수집, 정리, 해석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핵심 교과 개념인 미분과 관련된 증가율을 평균 기온 상승 및
강수량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실제 우리 삶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함으로써
수학적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바) 데이터 리터러시를 기르는 기후변화 프로젝트
① 프로그램 연계 내용 : 지구과학1+수학2
② 프로그램 소개
4 차산업혁명시대, 떠오르는 이슈는 많지만, AI 와 기후변화가 그중에서도 단연 가장 뜨거
운 이슈들이다. 사물까지 인터넷과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에서 우리는 방대한 데이터의 홍
수 속에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유목화시키고 분류하며 경향성을 찾아 분석하는 행위에
활용되는 것이 바로 AI 이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습자에게는 자료의 단순 암기
보다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자료를 찾고 수집하고 가공하는 데이터 리터러시가 요구된다.
또한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로 불리는 만큼 심각한 기후 문제에 대하여 툰베리와
같은 미국과 유럽등의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 뿐만 아니라 등교를 거부하거나 국
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청소
년들도 ‘청소년기후행동’ 등 직접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현재
에도 많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초례하고 있지만 이대로는 미래에 더욱 큰 문
제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습자들은 기후 문제에 대해 진중히
탐구하고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게더타운에서 진행되는 ‘모의기후변화협의’를 통해 학생들이 국가 단
위로 이루어지는 기후협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협상이 채결되는 과
정에서의 국가의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피해의 정도 차이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이후에 기후 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찾고 이를 워드클라우드를 활용
하여 최신의 경향을 분석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의 현 주소를 파악한다. 이후에 기
후와 관련된 온라인 오픈 소스 데이터를 찾는 방법 그리고 이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과
정을 통해 한반도의 기후 변화 경향성을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데
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모든 활동이 끝나고 위에서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학교의 다른 교우들에게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기후 문제를 해결
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초석을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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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공지능과 의료
① 프로그램 연계 내용 : 생명과학2
② 프로그램 소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정의되고 있다. 특히 3D 프린팅, 로봇, 인공지능(AI) 등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혁명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가속화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을 통
해 인공지능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 경제, 문화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데, 그 변화는 생명과학과 의료계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미 선진국의 많은 인
공지능 전문회사들과 한국 AI 스타트업들은 의료계 인공지능 기술 필요성을 절감하고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노력을 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혁신적인 발달에 대
해서 조사하고 생명과학과 의료계의 변화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프로그램 개발‧적용 결과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차시(시수)

프로그램명

완료 여부

운영
대상(학년)

개발

수업적용

학생수

3학년

완료

완료

100

AI, 인공지능의 등장이 노동시

2학년

완료

완료

100

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실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미분영역을 실제 경제생활
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
는지 경험하고, 이를 AI 적
사고로 분석함으로써 수학,
경제, AI 의 이론과 실제를
이해함.
AF(Artificial Friends)는 공존

2학년

완료

완료

100

2학년

완료

완료

100

1학년

완료

완료

200

프로그램 주제
우리 생활 깊숙이 함께하고
있는 AI 기술이 주는 혜택

1

포스트 코로나, AI와

뿐 아니라 AI의 위험성을 생

함께하기

각하게 되고, AI와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가치 및

2

포스트 코로나, AI와
노동시장

3

고등학교 수학2 미분
STEAM 프로그램

4

AI 친구는 존재할 수
있을까?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인간의 지식 노동을 대체하는

할 수 있을까? 영 소설 클라
라와 태양을 통해 본 AI 와
미래사회의 모습 살펴본다.
구글 ‘Quick draw’를 활용
하여 인공지능의 학습 과
정을 게임의 형태로 체험

5

AI리터러시, 어디까지
고민해봤니?

한 후 인공지능의 기술적
발전 현황과 머신러닝 과
정에서의 데이터 편향성으
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짚어본다. 이후 AI 기능을
활용하여 미술 작품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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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AI의 작품에 대한 저
작권에 대해 논의한다.
한반도 기후와 관련된 온라인

데이터 리터러시를
6

오픈소스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기르는

분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리

기후변화 프로젝트

7

터러시를 기른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계와

생명과학에

완료

완료

100

3학년

완료

완료

100

인한

산업의 변화에 따른 의료

인공지능과 의료

2학년

초래할

변화들에 대해 탐구한다.
합계

700

나. 성과 확산 및 실천
(1)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회차
1차

2차

일시

장소
학교

‘21.9.11.

중앙현관
교내

‘21.12. 22. (예정)

홈베이스

참석대상

주요내용

전교생

- 학생들이 스스로 STEAM과 관련된 체험

및

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지역사회구성원

을 대상으로 운영함.
- 학생들이 스스로 STEAM과 관련된 체험

전교생

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

(2) STEAM 교사연구회 간 상호 네트워크 컨설팅 결과
회차

1차

일시

’21.5.31.(월)
16:30~18:00

장소

참석자

상호 컨설팅 결과
- 각 학년별 등교 상황 및 선택과목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최우연 교사(연구책임자)

계획에서 수정이 필요함.
-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

2차

’21.7.15.(목)
16:30~18:00

온라인

최우연 교사(연구책임자)

영 방향 수정이 필요함.
- 2학기에 운영할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
한 프로그램들의 수정 및 보완

3차

’21.9.14.(화)
16:30~18:00

최우연 교사(연구책임자)
온라인

황유진 교사(참여연구원)

- 우수 프로그램 발표 및 의견 교류

남연성 교사(참여연구원)

다. STEAM 프로그램 적용 성과 분석 및 조사
(1) 수혜학생 태도 조사
(가) 수혜 학생 수 : 시흥매화고등학교 전교생 1-3학년 약 600여명
(나) 검사 시기
① 사전 검사 : 8월 31일

② 사후 검사 : 11월 16일

(다) 대상 선정 이유 :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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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 만족도 조사
(가) 검사 시기 : 11월 16일
(나) 대상 선정 이유 :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연구참여자임.

4. 결론 및 제언
1)

교사연구회의 전체 교사가 협력하여 코로나19 상황에도 1-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프
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해냄.

2)

교사연구회를 통해 참여 교사들의 STEAM 수업 역량이 증가함. 특히 코로나19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블랜디드 형태로 수업을 구성하는 역량이 증가함.

3)

다만 외부 설문 기관에서 분석 결과가 아닌 row data 만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 조차도
해당 기간 이외의 설문 결과는 받을 수 없어 일반 교사가 결과 분석을 하는 것에는 어려
움이 있었음.

4)

교사연구회 참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위기를 기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를 바탕으로 교과를 뛰어 넘는 수업친구들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이러한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활동은 특히 고경력 교사에게는 또 다른 수업을 시도할 수 있는 동력
이 되기도 하고 저경력 교사에게는 수업 멘토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임.

5. 참고문헌
1) 임재현, 박윤기, 권진만, 서정욱. (2016).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기계학습 기술. 한국통신학회지(정보
와통신), 33(5), 48-54.
2) 4차산업혁명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4%EC%B0%A8_%EC%82%B0%EC%97%85_%ED%98%81%EB%AA%85)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6082 )
4) 인공지능 기초, 임희석 외 5명, 비상교육
5) 사이언스 타임즈 (https://url.kr/1mishr)
5) 인공지능은 결국 인류를 위협할까 2021.05.08. 연합뉴스
6) 『영국 STEM 콘텐츠 활용 STEAM 프로그램 개발』사업(2012.12~2013.02) 박성은(수지고) 외 3인

- 7 -

주 의 문
1. 본 연구의 주장이나 제언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
과학창의재단과 사전에 상의하여야 합니다.

[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포스트 코로나, AI와 함께하기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차시

1

1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과학탐구실험)
[10 과탐 03-01] 첨단 과학기술
속의 과학 원리를 찾아내는 탐
(사회문화)
구활동을 통해 과학 지식이 활
[12사문05-02] 세계화 및 정보화로 인한 변화 양상을 용된 사례를 추론할 수 있다.
설명하고 관련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미술창작)
[12 미창 01-06] 아이디어를 스
케치, 모델링 등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2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1-2

포스트 코로나, AI 와 함께하기

Co

포스트 코로나 시대, AI 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ET

AI 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 분석하기

CD

AI 와 인간이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사회문화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3 학년

Ⅴ 현대의 사회변동

중심과목
성취기준

[12사문05-02] 세계화 및 정보화로 인한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관련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2.세계화와 정보화
포스트 코로나, AI 와 함

차시
2 차시
께하기
1.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AI 로 인한 변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학습목표
2. AI 와 인간이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다.
[10 과탐 03-01] 첨단 과학기술 속의 과학 원리를 찾
연계과목
연계과목
과학탐구실험
아내는 탐구활동을 통해 과학 지식이 활용된 사례를
성취기준 영역
추론할 수 있다.
S AI 로 인한 사회 변화 모습 속에 나타난 과학 원리
T AI 로 인한 사회 변화 모습 속에 나타난 과학 기술
STEAM
E
요소
AI 로 변화된(될) 삶의 모습을 문자 언어, 그림으로 표현하여 전달
A
AI 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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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화상 회의와 재택 근무, 원격 수업 등 비대면․ AI를 활용하면서 우리 사
회의 모습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과학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삶은 큰 변화를 경험할 것이며, 그
개발 의도

한가운데는 AI가 있다. AI 기술로 인해 많은 편리함과 혜택을 누리게 되겠지만, AI가 인간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AI와 인간이 더불
어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우리 생활 깊숙이 함께하고 있는 AI 기술이 주는 혜택 뿐 아니라 AI
의 위험성을 생각하게 되고, AI와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가치 및 태도를 가질 수 있으리
라 예상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AI 로 변

1. AI 로 인해 변화될 사회 모습
찾아보기

상
화될 사회모습
황
창의적
STEAM
제
설계 2. AI 와 인간이 더불어 살기 위
학습준거
해 필요한 것 생각하기
2.
AI
가
야기할
수
시
있는 문제점

1. AI 로 인한 사회
변화 모습 사례
분석
2. AI 와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요소 생각 나눔

감성적 체험

● 1차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AI가 변화시킨 삶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1. 영상제시
도입 내용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분산․언택트 대세’ 뉴스
(10 분)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uQhOjEkLlSI
2. 코로나 이후 달라진 다양한 경험 자유롭게 공유

학습자료 및 유의점
‣ 유튜브 영상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AI로 달라질 사회 모습 검색하여 공유하기
‣ 참고자료 및 PPT
- WEB 검색 후 활동지 작성
‣ 학생들이 자료 검색
전개 2. 다양한 사례에서 나타난 AI 기술 및 과학 원리 분석해 보기
(30 분) - 기업, 학교, 은행, 의료계 등 다양한 AI 활용 기술 찾아보기
Tip! AI 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 삶
깊숙이 연관되어 있음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정리 및 차시예고
정리
- AI가 우리 생활 속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
(10 분)
- 차시예고 : AI와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것 생각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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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체험

● 2차시 : AI와 더불어 살기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1. 지난 차시 복습
도입
- AI로 인해 변화된 다양한 삶의 모습
(10 분)
2. AI와 인간의 다른 점 찾아보기

학습자료 및 유의점

‣ 프린트 및 PPT

1. 영화 ‘트랜센던스’ 소개 동영상 시청
2. 활동지 작성하기-영화 결말 상상해 보기, AI의 혜택 및 AI의 위 ‣ 영상
전개
험성, AI와 더불어 살기
‣ 프린트
(30 분)
Tip!
학생들이 영화 감상 후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
정리
(10 분)

AI 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발표해 보기
Tip!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AI 와 더불어 살
기 위해 필요한 가치 및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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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참고자료 및 활동지
1 차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AI가 변화시킬 삶
< 대화형 AI 키오스크, 정보 취약 계층도 편리하

< 기업의 AI 도입 현황 >

게 이용 가능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AI의 경
제적 파급 효과가 큰 5대 산업(▲제조 ▲교통·물류 ▲금
융 ▲공공·안전 ▲의료) 종사자 수 20인 이상 기업체
368개를 대상으로 AI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업
대다수가 AI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AI를 도입한 기업
의 87.0%가 AI 기술 도입이 긍정적이었다고 판단했으
며,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
기업은 단 1.9%에 그쳤다.
AI를 도입한 기업에서 AI가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챗봇(25.9%), 지능형 교통 정보 서비스(16.7%),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9.3%) 순으로 나타났다.

언택트 시대 자동화 수요 증가로 실제 상담원의 역할을
구현하는 ‘AI 키오스크’가 출시되기도 했다. 고령 소비자
들은 키오스크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으로 ‘복잡한 단
계 및 화면 조작’, ‘주문 상품에 대한 문의 불가’ 등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I 키오스크는 기계 조작에 미숙한 고령층 등 정
보 취약 계층은 물론이고, 복잡한 절차와 제한적인 기능
등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키오스크 이용의 불편함을 개
선하였다. 대화형 AI 기술이 적용돼 상담 및 안내 서비
스를 구현하여, 실존하는 모델의 음성과 영상 데이터를
교육하는 고도의 딥러닝 기반 영상 합성 기술을 이용해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한다.

< 안경 골라주는 AI, 가상 안경 피팅 서비스 >
< 금융 범죄 잡아내는 AI >

AI 기술 도입을 위한 은행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안경을 구입하려면 테를 고르고 검안 과정을 거쳐 렌즈

AI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과 고객 상담 서비

를 맞춰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안경사와 고객과의 접촉

스는 이미 보편화됐고 AI 은행원 개발 작업에도 박차를

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 간 접

가하고 있다.

촉이 필요한 외부 활동이 위축되면서 안경원을 찾는 발

구체적으로, 농협은행은 고객들이 금융 서비스를 안전하

길이 줄었다.

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앱을

이에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는 고객이 직원의 개입 없이

선보였고 투자 상품 판매 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

안경테를 고를 수 있도록 한 라운즈 미러를 배치했다.

해 AI 기술을 적용했다.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안경테를 쓰면 라운즈 미러의

보이스피싱 예방 앱인 ‘NH피싱제로’는 지난해 6월부터

카메라와 AI가 얼굴과 안경테를 인식해 디스플레이에 해

STT(Speech To Text)와 TA(Text Analysis), 머신러닝

당 안경테의 가격이 표시된다.

기술을 적용해 고객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또한, AI 비전 기술과 안경테 관련 데이터가 더해져 안

고객이 통화 중 보이스피싱 확률이 높을 경우 위험도를

경테의 크기 수치와 라운즈앱에서 해당 안경테를 구매한

실시간으로 파악해 알려주고 있다.

소비자들의 후기까지 확인할 수 있다. AI 비전은 얼굴

또 지난 2018년부터 고객 및 직원의 상담 업무를 도와

영역을 인식하고, 얼굴과 카메라와의 거리, 방향, 눈·코·

주는 ‘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스마트뱅킹

입의 등 위치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로 대검찰청 수사 도

앱에서 상담톡, AI톡 등을 통해 고객들의 상담 및 이체

구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AI와 AR이 접목된

업무 등 간단한 금융 서비스를 돕고 있다.

라운즈는 가상 착용 기능으로 고객은 AR을 통해 안경테
나 선글라스를 착용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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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AI가 변화시킬 삶 표현하기
(글, 그림, 만화 등으로 표현 가능)

간단한 설명(과학적 원리, 기술)

2 차시

영화 ‘트랜센던스’ 감상문
- 5 -

인간의 두뇌가 업로드된 슈퍼컴 ‘트랜센던스’
당신의 그 어떤 상상도 이 영화를 초월하지 못한다!
인류가 수억 년에 걸쳐 이룬 지적능력을 초월하고 자각능력까지 가
진 슈퍼컴 ‘트랜센던스’의 완성을 목전에 둔 천재 과학자 ‘윌’(조니
뎁)은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멸망이라 주장하는 반(反) 과학단체
‘RIFT’의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는다. 연인 ‘에블린’(레베카 홀)은 윌
의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 시켜 그를 살리는데 성공하지만, 또 다른
힘을 얻은 그는 온라인에 접속해 자신의 영역을 전 세계로 넓혀가기
시작하는데......
1. 자신이 생각하는 영화 결말을 완성해 보자.

2. 영화 속에서 찾은 AI의 혜택
영화 속에서 찾은 AI의 문제점
3. 영화 감상문(AI 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AI 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AI 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등이 포함되게)

5. 학생 활동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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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시

AI 로 변화된 삶

- 7 -

2 차시

영화 ‘트랜센던스’ 감상문

6. 교사 자료

- 8 -

1 차시

생활 속 인공지능 사례 ppt

자료출처

https://www.dbblog.co.kr/1390

5.
2 차시

인공지능은 결국 인류를 위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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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터미네이터 등 음울한 미래를 다룬 창작물에서 흔히 등장하는 설정이 고도로 발달한 '강
(强) 인공지능'이 자신의 창조자인 인류를 위협한다는 플롯이다.
그러나 현실의 인류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얼마 전 유럽연합(EU)에서 등장한 인공지능(AI) 법안
은 한국식으로 하면 '스카이넷(터미네이터 속 만악의 근원) 방지법'으로 불릴 법하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말 마련한 AI 법안은 총 85개 조문으로, AI의 위험 수준을 4단계로 분류해
규제를 각기 다르게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높은 '용납될 수 없는 위험'은 인간의 안전·생계·권리에 위협이 되는 AI 시스템으로, 아예 개발
자체를 금지했다.
신용평가·교통·채용 등에 사용되는 AI는 '고위험'으로 분류해 출시 전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더 낮은 '제한된 위험' 단계에는 투명성 의무를 적용하도록 했고, '최소 위험' 등급에는 규제가 없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는 글로벌 연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물린다. 이는 EU 일반개인정보보호
법(GDPR) 위반 과징금인 연 매출의 최대 4%보다 더 강한 것이다.
규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혁신적인 AI 시스템에는 일정한 조건 아래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
보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등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AI 윤리나 규제와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단계는 아니다.
한때 AI 챗봇 '이루다' 논란이 관련 담론을 촉발하는 듯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넘어가 일단락
된 분위기다.
그러나 AI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당장 대부분 한국인이 뉴스를 접하는 통로인 포털
은 기사 배치를 AI에 맡기고 있다.
민간 영리 업체가 비밀리에 설계한 AI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인 여론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던 셈이다. 그 AI가 편향될 수 있다는 진단은 포털 업체도 인정하는 바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인간중심 AI 연구소(HAI) 페이페이 리 공동소장(오른쪽)과 엔씨소프트 윤송이
최고보안책임자(CSO) [엔씨소프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설명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인간중심 AI 연구소(HAI) 페이페이 리 공동소장(오른쪽)과 엔씨소프트
윤송이 최고보안책임자(CSO) [엔씨소프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인간중심 AI 연구소(HAI) 페이페이 리 공동소장은 엔씨소프트윤송이 최고보안
책임자(CSO)와의 대담에서 "AI 기술은 발전하면 할수록 속도가 붙어 멈출 수 없게 된다"며 "알고리
즘의 편향성, 인류에게 미칠 잠재적 피해,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기술의 상용화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조정할 책임이 있다"며 "기술이 올
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인공지능은 결국 인류를 위협할까 2021.05.0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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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1-2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AI 로 인한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AI 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중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AI 로 인한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AI 로
인해 야기될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AI 로 인한 변화 양상을 설명할 수 있
다.

평가방법

평가도구

발표 자료

포트폴리오

가. 포트폴리오 평가지(2차시)
평가
평가 영역

평가항목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5

모둠별
평가

주제선정

AI와 변화된 삶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였는가?

자료수집

다양한 자료를 수집 및 조사하였는가?

자료정리

수집한 자료를 타당하게 분석하였는가?

발표
질의 응답

4

3

2

1

청중에게 자신의 과제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는가?
교사 및 동료의 관련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하였
는가?
합계

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교과학습발달상황

(사회문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로 변화될 ~~~~ 모습을 찾아
분석하고 발표하였으며,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을 제시함.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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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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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AI와 노동시장 (수학Ⅱ+경제)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1

2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12경제02-01]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등에 적용한다.

수학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2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1~2
차시

인간의 지식 노동을 대체하는 AI, 인공지능의 등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AI 와 부의 재분배)

Co

가전 로봇이 등장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

ET

인공지능 스피커(핸드폰 내장된)로 맛집 찾기

CD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노동의 대체하는 사례 영상 자료 확인하기

S(과학), T(기술), E(공학), A(인문‧예술), M(수학)/ (

Co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연계과목

STEAM
요소

경제

학교급/학년(군)

2 학년

경제

[12경제02-01]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

중심과목
성취기준

노동시장의 변화와 AI

차시

2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등에 적용한다.

1. 시장의 가격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한다.
2 수요과 공급의 원리를 노동시장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미친 변화를 파악하고 노동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여 설명할 수 있다.

수학Ⅱ

연계과목

[12수학Ⅱ02-01] 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성취기준 영역 [12수학Ⅱ02-02]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를 이해한다.

S

탐구, 탐구자로서의 자세

T

문서 제작 프로그램 활용

E

노동시장 변화 분석(그래프 해석)

A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사회에서 인간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 탐색

M

경제적 현상을 수학 공식을 적용하여 그래프로 표현

개발 의도

인공지능의 발달이 우리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인간의 단순한 노동부터 고도의
지적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부의 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인
간의 노동을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지, 이를 위해 사회는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할 것
인지 탐색하여, 앞으로의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학습자 자신의 미래설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인공지능은 정보화 시대에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과도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
해낸다. 생산요소의 수요과 공급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앞으로 미래는 인공지능으로 산업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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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고 부의 재분배 양상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겠지만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점들을 간과하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에서 인공지능이 전문 영역과 교육 및 예술 분야까지 사회 전 분야
를 혁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일할 일자리는 필요한 딜레마에
접어들었고,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때문에 학습자들이 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회, 새로운 세상과 미래를 예측하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꿈을 꾸는 기회를 제공하기 바라는 의도로 제작하게 되었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Google Spreadsheet,
Powerpoint, Web 검색
상 1. 인공지능은
STEAM 황
우리 사회에
학습준거 제
어떤 영향을
시
미칠까?

창의
적
설계

1.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일자리 상상하기
2.
3. 인공지능으로 변화될 생활
모습에 대해 발표 자료
제작하기

1. 가전 로봇에 대한
영상보며 자유로운
생각 나눔
2. 인공지능으로 맛집
찾기

감성적
체험

3.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
자유주제 발표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수-학습 활동
인공지능은 우리 개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 (관련 기사)
- 인공지능으로 벌어지는 빈부격차 (관련 기사)
- 인공지능과 노동 시장

Co

도입
(10 분)

신문기사
요약제시

신문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

Tip!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한 생활상 변화를 영상을 보며 상상하고

ET

미래 생활상 및 산업 변화를 자유롭게 발표 및 공유
전개
(30 분)

ppt 및
동영상자료

- 내용요소
: 수요과 공급, 노동시장 등 혁신 등
Tip!1
11

정리
(10 분)

동영상 강의 확인, 학생 발표 오류 내용 정정 및 세부 내용 설명

CD

신문 기사 내용과 학습 내용을 접목하여 학습 내용에 대한 의문 및 가설 설정
후 발표자료 제작 설계

Tip!

수행평가 예고

4. 학생활동지 / 학생 참고자료

매화
경제

인공지능과 노동시장

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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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이름:

반

번

현대차 생산직은 약 5만명인데 1만5000명이 2025년까지
정년퇴직한다. 생산인력의 30%가 줄어드는 것이지만 현대
차는 이를 매울 추가고용 계획이 없다. 미래 차 변혁에 따
라 인력 구조조정과 재배치가 불가피하다고 봐서다. 자동차
산업이 더는 과거처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황금

철강 분야는 이미 대규모 인력 고용이 불필요한 업종으로
탈바꿈했다. 포스코·현대제철 등 대형 일관 제철소에는 이
미 관리 인력을 제외하면 생산 공정에 사람의 노동력이 필

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의미다.

요하지 않는다. 포스코의 경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
트 공장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해외 업체, 선제 구조조정 나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선제적 인력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은 이미 1만4000명의 인력을 구조조정했
다. 닛산은 2022년까지 글로벌 인력 1만2500명을, 아우디는
2025년까지 독일에서 950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미래 차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생산
현장 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반면 기술 경쟁이 심
화할수록 R&D 부문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
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전통적인 중후장대 제조업 인

전환을 위한 투자 비용 마련이 주목적이다.

력의 필요성은 줄고 ICT 전문가 등 산업 변화에 맞는 인력
의 수요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며 “더 늦기 전에

조선·철강, ‘스마트 공장’으로 변신
자동차 제조업 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업과 철강업 등 전
통적인 중후장대 산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특히 2015년 대

노동력을 어떻게 재배치고 재교육할 것인지 기업과 사회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규모 구조조정으로 중·소형 조선사들의 폐업이 잇따른 조선
김효성·이동현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업계는 과거와 같은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슈 분석] 인공지능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근 들어 경제학자 사이에서도 인공지능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
다. 이들의 연구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비정형화된 업무도
컴퓨터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본 것이 핵심이다. 프레이&오스본의 분석
에 따르면, 미국 노동시장 일자리의 47%가 향후 10~20 년 후에 인공
지능에 의해서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국내 노동시장에 적용해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 위험에 노출된 일
자리 분포와 특성을 분석한 자료>

1-1. 노동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그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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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수요곡선

노동의 공급곡선

1-2. 노동은 다른 생산요소(노동, 토지, 자본)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2. 다음 자료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인공지능(AI)의 개념과 특징
출처: 엄효진, 이명진(2021) 인공지능(AI) 기반 지능정보사회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의 유래는 1956 년 존 맥커시(John
McCarthy)가 미국 다트머스 대학(Dartmouth College)에서 열린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처음 사용. 인공지능이 사회의 각 영역에
폭넓게 도입됨에 따라 개념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인간의 고
차원적인 지적 활동을 모방하는 기술이라는 특징은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보다 고차원적인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인공지능에 대
한 분류도 세분화되었다. 기술적 관점의 분류와는 달리 철학적 관점
에서 인공지능을 분류하면 지적능력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하
는 능력을 기준으로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나뉠
수 있다.
인공지능의 상용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약한 인
공지능”을 활용한 반복적인 인간의 업무 처리를 대신하기 위한 합리
적인 시스템에 기반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최근 들어 빅데이터와 인
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지적 영역을 대체
할 수 있는 “강한 인공지능” 개념으로 발전되었다(Baek, Lim, &
Yu, 2016). 강한 인공지능은 법률, 의료, 창작 등 높은 수준의 지적
활동이 요구되며, 인간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적용되기
사직하였다.
“강한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여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고, 정
해진 패턴과 규칙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고차
원적인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Kim,
2016) 인공지능은 로봇과 결합할 경우 인간과는 달리 쉼 없이 무엇
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 창작물이
나 발명과 유사하다고 본다면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물론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상용
화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한 인공
지능을 활용한 기술 개발과 활용 사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1.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란 무엇입니까?

2-2.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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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명 중 8 명 “AI 시대, 빈부격차 더 벌어질
것” 출처: 세계일보 2020-08-05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2-3. 표와 같이 고위험 직종과 저위험 직종을 나눈 기준은 무엇일까요?

고위험 직종

저위험 직종

<뉴스 출처 : 머니투데이 2017.11.18.>

2-4. 인공지능이 도입된다면 노동시장의 수요곡선와 공급곡선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노동의 수요곡선

노동의 공급곡선

2-5. 인공지능이 생산요소의 하나가 된다면 소득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2-6. 여러분이 정책 최고결정자라면 아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겠습니까?
국회 미래연구원 여영준 박사는 (앞으로의 사회는) “로봇을 가진 자본가의 이윤이 급증하고 노동자의 소득은 감
소하는 소득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면서 “기술에서 동떨어진 사람들의 불평등 문제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확
인이 됐고, 그것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일 대표도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하위 10%의 불행감과
박탈감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교사자료
차시

1~2 차시

- 17 -

[이슈 분석] 인공지능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https://www.hellot.net/mobile/article.html?no=41571
미래 일자리 변화의 의미와 시사점
https://www.saramin.co.kr/zf_user/hr-magazine/series-view?hr_series_idx=39&hr_idx=163
엄효진(2020). 인공지능(AI) 기반 지능정보사회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 경제사회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2020, vol.21, no.2, pp. 1-19 (19 pages), 한국정보사회학회
허재준(2019). 인공지능과 노동의 미래: 우려와 이론과 사실, 한국경제포럼 12 권 3 호, 59-92(34pages)
Ⅰ. 서 론
Ⅱ. 고용안전성 저하
Ⅲ. 일자리 양극화
Ⅳ. 기술적 실업 가능성 증대
Ⅴ. 소득분배 악화
Ⅵ. 노동시장의 미래와 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이는 경제 세계사] 미래 노동시장,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까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1041699431

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생산요소(노동, 토지, 자본)의 관계를 수요과
를 통해 설명하고, 인공지능이 노동 시장에
과 노동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영향력을
거자료를 통해 자료를 제작하고 설득력 있게

중

생산요소 중 노동을 수요과 공급 그래프로 나타날 수 있
으며, 인공지능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자료를 제작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함.

하

노동의 수요공급 그래프를 이해하고, 인공지능이 노동 시
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를 통해 표현함.

2

평가방법

평가도구

발표 자료

포트폴리오

공급 그래프
미치는 영향
구체적인 근
표현함.

가. 포트폴리오 평가지(2차시)
평가
평가 영역

평가항목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5
주제선정 인공지능과 노동시장에 대한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였는가?
자료수집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모둠별 자료정리 수집한 자료를 타당하게 분석하였는가?
평가
발표
청중에게 자신의 과제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는가?
(25)
질의 응답 교사 및 동료의 관련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하였는가?
합계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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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2

1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생산요소(노동, 토지, 자본)의 관계를 수요과 공급 그래프를 통해 설명하고, 인
공지능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영향력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자료를 제작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함.

[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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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 AI 친구는 존재할 수 있을까?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1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12 영 I 01-01]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12 영 I 03-03]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쓸 수 있다.

1/4

2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차시

2~4/4

[12 영 I
의도나
[12 영 I
표현할

01-04]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말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02-03]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수 있다.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4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AI 로 인해 Digital Divide 의 격차가 생겼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AI 의 활약에 대한 영

Co

1/4

AI 와 Digital Divide

어 뉴스(네이버 오디오클립) 제시
ET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Digital Divide(디지털 격차)에 대해 생각 할 수 있음

CD

Digital Divide 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 일 수 있을지에 대한 글을 영어로 써

본다. 그리고 AI 가 실제로 인간에게 이로운 친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영어로 적어
본다.

주제(단원)명

2~4

-영 소설을 통해 본 AI 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자신 들여다보기

AI 기술과 유전공학의 발달로 계급 사회를 이뤄논 가상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소설 작품

Co

/4

AI 친구는 공존할 수 있을까?

의 일부분을 가공하여 제시
ET

소설을 통해 상상력을 기를 수 있으며,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을 기를 수 있음

CD

AI 와 인간의 관계를 그린 소설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대인관계, 진정한 친구의 의미, 미

래사회의 모습 또한 그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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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영어 I

[고등학교]
1. 듣기 2. 말하기 3. 쓰기

주제(단원)명 AI 와 Digital Divide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 2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12영Ⅰ01-01]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정
보를 파악할 수 있다.
[12영Ⅰ01-04]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나 말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12영Ⅰ02-03]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
정을 표현할 수 있다.
[12영Ⅰ03-03]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
정을 쓸 수 있다.

차시

1/4

1. 내용목표
1) AI 와 관련된 내용의 뉴스 기사를 듣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학습목표
2) AI 와 관련된 내용의 뉴스 기사를 듣고 글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3) AI 와 관련된 내용의 뉴스 기사를 듣고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S AI 로봇을 만들기 위해 포함된 기초 과학 원리
T AI 로봇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여러 첨단 과학 기술
STEAM
E
요소
A AI 로봇이 실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기사를 토대로 자신의 생각쓰기
M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가 편리함을 누림과 동시에 불편함을 느끼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디지털 활용도에 따라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생기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상황임.
개발 의도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였으며 이를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AI 기술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직업인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상황 제시
1. 네이버 오디오클립
창의적 설계
(영어뉴스룸)
‘로봇으로 디지털
격차를 줄인다’
1. 영어 뉴스 활용을 통한
자신의 생각 쓰기
2. 신문기사 제공
창
1. AI 의 발전 방향에
감
2. 쓰기 활동을 토대로 자신의
상
STEAM
‘어린이집에 동화 구연 의
대해 생각해봄
성
생각 공유하기 활동
황
학습
로봇... 디지털
적
2. AI 에 대한 인식
적
제
준거
격차를 줄이는 관악 설
재고 및 새로운
체
시
계
미래 방향 모색
험
3. 활동지 제공 및
글쓰기 활동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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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영어 I

[고등학교]
1. 듣기 2. 말하기 3. 쓰기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 2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12영Ⅰ01-01]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정
보를 파악할 수 있다.
[12영Ⅰ01-04]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나 말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12영Ⅰ02-03]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
정을 표현할 수 있다.
[12영Ⅰ03-03]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
정을 쓸 수 있다.

AI 친구는 공존할 수 있을까?
주제(단원)명

-영 소설을 통해 본 AI 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자신

차시

2-4/4 차시

들여다보기
학습목표

1. 소설 작품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다.
2. 소설 작품을 읽고 작가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파악 할 수 있다.
3. 소설 작품을 읽고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글로 쓸 수 있다.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연계과목
S

T AI 로봇이 주요 사회가 되는 사회 환경을 탐색함
STEAM
요소

E
A AI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그린 작품을 탐색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글쓰기 활동
M

개발 의도

현대사회에서 AI 에 대한 관심이 상당함을 최근 신문이나 미디어를 통해 알 수 있었음.
이와 더불어 AI 로봇과 인간의 우정을 그린 영화도 최근 개봉한 상태임. 이를 토대로 AI
로봇과 인간의 공존은 머지 않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학생들과 함께 AI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다룬 소설 작품을 살펴보며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문학 작품의 특
징적인 감정과 감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음.
상황 제시
1. AI 와 친구가 되는
영화 movie trailer
살펴보기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2. 영어로 표현하는 다 창
양한 감정단어 알아 의
보기
적
설
3. 소설 작품 속에 나 계
오는 주인공의 감정
알아보기

창의적 설계
1. 영소설 장면읽기를 통한 배경
묘사하기
2. 영소설을 읽고 자신의 감정표
현하고 나타내기
3. 영소설을 읽고 친구의 감정을
이해하고 격려하기

4. 자신의 감정,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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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장면을 통해
자신이해, 타인이해,
자신의 감정 돌아보기
활동할 수 있음

감
성
적
체
험

의 감정 살펴보기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AI 의 변화과정에 대한 이해력 향상을 위한 PPT 자료 제시
도입 Co AI 로봇과의 우정을 그린 영화(Ron’s Gone Wrong)의 예고 영상 시청하
( 7 분) 고 내용에 대한 감상 나누기
Co

Tip!

영화 예고 영상 제시하고 캐치한 내용 공유하기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영어 표현으로 알아보기
CD
AI 기술과 유전공학의 발달로 계급 사회를 이뤄논 가상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소설 작품의 일부분을 가공하여 제시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https://youtu.b
e/8I8nMtzN05s
PPT 및 동영상
자료

CD

전개
( 40 분)

Co 등장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등장 인물이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해 학습
지를 통해 파악 할 수 있도록 제시

구글 사진자료
및 학습지

ET 문제를 통해 자신이 느낀 감정 공유하고 타인에게 힘이되는 문구 선정하
정리
여 제공하기
학습지, 카드
( 3 분)
ET 장면 만화로 표현하기 활동을 통해 머릿속에 있는 내용 인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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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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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2/4

차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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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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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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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자료
차시

1 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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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를 토대로 학생들의 듣기 능력 향상을 도모 할 수 있었으며, 사회 이슈 문제로의 확대도
가능하였음. 진로 활동(자신의 진로)과 연계하여 진로 방향으로의 세부능력 특기사항 기재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

자료출처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4129/clips/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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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2/4 차시

AI 에 대한 관심이 기업, 교육 분야에서도 매우 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AI 관련된
컨텐츠(영화)의 변화과정을 소개하였고, 아이들이 흥미로워 하였음.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알고있고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 AI 기술의 변화과정에 대해 알려주는게 이해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하였음.

자료출처
차시

2/4 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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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I 와 우정을 그린 영화가 개봉되었고, 이 영화의 공식 예고편을 다루어 영화가 담고있는
내용에 대해 추론해 보고, 영어 표현, 감정 표현이 어떻게 쓰여있었는지 나누어 보며 관심을
유도하였음. 기말고사 이후 수업시간을 통해 영화 감상문 쓰기 활동등을 하여 소설과 영화를 함께
비평하는 시간을 가지려함.
자료출처

https://youtu.be/8I8nMtzN05s

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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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일반적
의도나
상
친숙한
감정을

일반적
의도나
하
친숙한
감정을

평가도구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말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일반적 주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나 말의 목적을 다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중
있으며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다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1-4/4

평가방법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말의 목적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일반적 주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부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가. 자기/동료평가지(1~4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자기평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모둠 내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동료평가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모둠 간

자기 모둠에서 한 활동을 잘 표현하였나요?

동료평가

타 모둠에서의 활동을 잘 파악하여 왔나요?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영어) 과학은 어디에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수업 중 읽었으며, 읽은 내용을
토대로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됨. 이어진 소설 장면 읽기 활동을 통해 AI
교과학습발달상황
로봇과 인간의 우정을 그린 소설 작품을 감상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감정을 솔직하게 살펴보고 타인의 감정 또한 살펴보며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공감하는 공감력을 갖추게 됨. 모둠활동으로 이어진 쓰기 활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설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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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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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 AI 리터러시 어디까지 고민해봤니?
1.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5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1/5

Co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구글 퀵드로우)

ET

해당 플랫폼을 활용한 협동게임 실시

CD

협동게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겪은 인공지능의 문제들 공유

주제(단원)명

2/5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 공유

ET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 실시 (제시어 그리고 결과 공유)

CD

인공지능의 학습유형 및 한계점 학습

첨단과학

Co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여러 예술 플랫폼 체험 (엔비디아, 아트 앤 컬쳐)

ET

각 플랫폼에서의 여러 예술 체험 실시

CD

각 플랫폼에서의 여러 예술 작품 활동 실시 및 발표

CD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품의 저작권 문제 논의

주제(단원)명

5/5

첨단과학

Co

주제(단원)명

3-4/5

첨단과학

첨단과학

Co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의견공유

ET

인공지능의 현상황 조사 및 관련 논의 실시 및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한 의견 공유

CD

인공지능을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 또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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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과학탐구실험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1 학년

[10과탐02-06] 과학 관련 현상 및 사회
적 이슈에서 과학 탐구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첨단과학기술

중심과목
성취기준

[10과탐03-01] 첨단 과학기술 속의 과학
원리를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
지식이 활용된 사례를 추론할 수 있다.
[10과탐03-02] 첨단 과학기술 및 과학 원리
가 적용된 과학 탐구 활동의 산출물을 공유
하고 확산하기 위해발표 및 홍보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첨단과학

차시

1~5/5

1.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여러 예술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작품을 표현할 수 있다.
2. 인공지능의 학습유형 및 한계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한 작품의 저작권에 관련된 논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10통사04-01] 근대 시민 혁명
등을 통해 확립되어 온 인권의
연계과목

통합사회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의미와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 주거,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인권이 확
장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한다.

S
STEAM
요소

T

인공지능 머신러닝

E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러 사이트 (구글 아트 앤 컬쳐, 퀵드로우, 딥 드림 제너레이터)

A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사회에 준 영향

M
개발 의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사회 구성원인 학생들이 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태도와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AI기술은 우리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우리의 삶속에서 다양
한 분야에 활용되며 삶의 여러 부분을 대체하기도 한다. AI의 기술은 급격히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을까?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
해야할까? AI 기술의 발전은 삶의 편의와 동시에 우리에게 여러 고민을 함께 준다. 이 활동을
통해 우리는 그 중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윤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학습에 제공하는 자료들에는
우리의 차별적인 시각을 그대로 반영되어있고, 편향적인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를 검열할 수
없는 AI는 차별적인 시각을 그대로 답습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가?
두 번째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AI는 인간의 창의성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 여겨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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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AI는 기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하여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고, 작곡도 하며,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AI의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을 비롯하여 AI가 생산해내는 작
품들의 저작권은 인정해야하는가? 위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하기 위해 프로그램에서는 다음
과 같은 활동을 기획하였다.
구글 ‘Quick draw’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을 게임의 형태로 체험한 후 체험 과정
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기술적 발전 현황과 머신러닝 과정에서의 데이터 편향성으로 인해 발
생한 문제들을 짚어본다. 이후 ‘nvidia’를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어보고 인공지능 화가의 저작
권 문제도 고민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1.다양한 기법 감상

1. 엔 비 디 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2 구글 아트 앤 컬쳐
3 제시어 그리기 활동

창
1. 흥미로운 기법 찾아 구상
의 2.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기법 표현
적 3.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에서의 체험
설
4. 인공지능의 학습유형 및
계
한계점 학습

4 구글 퀵 드로우

2.다양한 기법 탐구
3.예술 플랫폼 체험
4. 퀵 드로우를 활용
한 협동

감
성
적
체
험

감성적 체험

가. 1차시-2차시 (블럭수업)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구글 퀵드로우)

Co

- [질문 1] 인공지능의 원리는 무엇일까?
도입
(5 분)

- [질문 2] 인공지능은 객관적일까?

노트북

- [질문 3]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 구글 퀵 드로우 플랫폼 소개 및 협동게임 팀 구성
Tip!

팀은 5 명 이내로 구성하고, 팀원 구성원이 모두 한 번 씩은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

ET

(1 차시) 구글 퀵 드로우 플랫폼을 활용한 협동게임 실시

- 승리 조건 : 1. 정답 수 2. 소요된 시간
Tip!

제시어에 적절한 그림을 그려도 퀵 드로우가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학생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고민해보도록 지도한다.
전개
(40 분)

1) 본래 영단어를 번역하여 제시어를 제공하기에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의미의 차이
2) 영어 문화권에 익숙한 제시어, 데이터 베이스의 차이 등
CD

(2 차시) 인공지능의 학습유형 및 한계점 학습

- 이전 차시의 게임 활동을 상기시키고, 인공지능의 원리를 직접 그림을 그려보고
친구들의 그림과 비교하며 학습한다. (고양이, 신발)
- 해당 제시어들의 각 나라별 그림 데이터 베이스와 자신의 그림을 비교한다.
- 데이터의 편향으로 인해 나타는 사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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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구

[사례 1] 여성은 물리학자로 인지하지 않은 사례
[사례 2] 흑인의 사진을 고릴라로 분류한 사례
[사례 3] 백인 남성에게 유리한 조건들로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 아마존의 채용 AI
1 차시에서 진행한 퀵 드로우에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사례들을 연결지을
수 있도록 지도

Tip!

정리
(5 분)

활동 정리 및 차시예고

나. 3차시-4차시 (블럭수업)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여러 예술 플랫폼 (엔비디아. 아트 앤 컬쳐)

Co

인간화가 vs 인공지능의 그림 그리기 대결 https://www.youtube.com/watch?v=Nou2jvqM-bY
도입
( 5 분)

인공지능 예술. AI Art https://www.youtube.com/watch?v=AstVS085mKQ
- [질문 1]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노트북

- [질문 2]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Tip!

질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근거 또는 이유를 바탕으로 제시 할 수 있도록 지도

CD

(3 차시) 각 플랫폼에서의 여러 예술 체험 실시

노트북
및
휴대폰

전개
( 40 분)
- 엔비디아 사이트를 활용한 예술 작품 제작
- 구글 아트 앤 컬쳐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신만의 초상화 탐색
(4 차시) 각 플랫폼에서의 여러 예술 작품 활동 실시 및 발표 및 논의

ET

- 자신이 각 플랫폼에서 제작한 예술작품 제출 및 발표
-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품의 저작권 문제 논의
[질문 2] 인공지능이 제작한 작품의 저작권은 인정해야하는가?
학생들이 작품 활동을 할 때 작품의 제목을 정하도록 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명확히 하여 의미있는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Tip!

정리
( 5 분)

활동 정리 및 차시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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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차시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앞서 살펴본 인공지능의 현 상황

Co

- [질문 1]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도입
( 5 분)

한계가 존재한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노트북

- [질문 2] 인공지능을 우리가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가?
Tp!

질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근거 또는 이유를 바탕으로 제시 할 수 있도록 지도

CD

구글 클래스룸을 통한 자료제작 및 의견공유

-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실제 사례 및 발생한 문제들을 조사하고 정리한다.
-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공지능을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 또는
역량이 필요한지 논의한다.

전개
( 40 분)

정리
( 5 분)

노트북

활동 정리 및 차시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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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3~5/5

가. 3~4 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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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 차시 (구글 드로잉 기능을 활용하여 만든 학생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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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사자료
차시

1~2/5

1. 구글 퀵드로우 (https://quickdraw.withgoogle.com/)
우리는 물리적인 현실 세계와 디지털의 가상 세계에서 매일 끊임없이 데이터를 양산해내고 있다. 구글,
아마존, MS, IBM등의 유수 기업들은 이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특정 사용자나 불특정 다수에
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대규모 기계 학습 시스템, 텐서
플로우 (Tensorflow)는 2015 년 11 월에 구글(Google, 미)이 오픈 소스로 공개 한 기계 학습 인공지
능 소프트웨어이다. 구글 브레인 팀(GoogleBrain Team)은 구글이 가진 대용량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글 서비스 사용자가 더욱 사용하기 쉽도록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내 소프트웨어 라이브
러리를 개발했다. 구글브레인 팀은 2011년에 릴리즈하였으며 그 이름을 한 디스트빌리프(DistBelief)라
고 하였다. 구글의 디스트빌리프는 기계학습 연구 개발 및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 제품에 적용을 목적
으로 하였다. 인공 지능 연구자는 텐서플로우를 사용하여 인공 신경망 구조를 설계하고, 분산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딥러닝 학습을 통해서 암과 같은 질병을 진단하거나 사람처럼 회화를 할 수 있는 인
공지능 서비스를 할 수 있다.

《Quick, Draw!》(퀵, 드로!)는 구글이 개발한 온라인 게임의 하나로서, 플레이어가 사물이나 개념에 대
한 그림을 그리면 인공신경망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해당 낙서가 표현한 바를 추측하게 된다. AI는 각
낙서에서 학습하여 미래에 정확히 맞추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그림을 그리는
시간에 제한(20초)이 있다는 면에서 Pictionary와 비슷하다. 추측하는 콘셉트는 "발"처럼 단순할 수 있
으며 "동물의 이주"와 같이 더 복잡할 수도 있다. 이 게임은 'A.I. Experiments'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서 AI 기반으로 구글이 만든 수많은 단순한 게임들 가운데 하나이다.

2. 수업 ppt

- 43 -

- 44 -

자료출처

임재현, 박윤기, 권진만, 서정욱. (2016).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기계학습 기술. 한국통신
학회지(정보와통신), 33(5), 48-54.

차시

3~4/5

1..NVIDIA (http://nvidia-research-mingyuliu.com/gaugan/)
- 그림판의 형태로 쉽게 풍경화를 제작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아래는 사용 매뉴얼 영상 링크이다.
- 활동전에 학생들에게 위의 설명 매뉴얼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 휴대폰에서도 구동이 가능하지만 호환성이 낮아 컴퓨터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uNv7XBngmLY
- 학생 예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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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http://nvidia-research-mingyuliu.com/gaugan/

5.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1~4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예술 플랫폼들을 활용하여
본인만의 작품을 제작하고 인공지능의 학습유형 및
인공지능의 한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중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예술 플랫폼들을 활용하여
본인만의 작품을 제작하였으나 인공지능의 학습유형
및 인공지능의 한계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예술 플랫폼들을 활용하여
본인만의 작품을 제작하지 않고 인공지능의 학습유
형 및 인공지능의 한계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평가방법

평가도구

관찰평가

관찰평가지
및
활동결과물

인공지능의 발달과 의료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1

차시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1~2

(생명과학Ⅱ)
[12생과Ⅱ06-05] 생명공학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태학적, 윤
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점을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발표할 수 있다.

-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8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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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1-2

생명공학기술

Co

미래사회의 변화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CD

4 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고, 의료계의 변화된 모습을 예측한다.

ET

인공지능에 의한 의료계의 변화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공유한다.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생명과학Ⅱ

학교급/학년(군)

생명공학기술

중심과목
성취기준

고등학교/3 학년
[12생과Ⅱ06-05] 생명공학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태학적,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점을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발표할 수 있다.
2 차시

첨단과학
차시
1. 내용목표
1) 4 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생명과학과 의료계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2. 과정목표
1) 4 차산업 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생명과학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3)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의료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12진로02-01]
연계과목
연계과목
진로와 직업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과 인재상을
성취기준 영역
탐색할 수 있다.
S 4 차산업 혁명과 인공지능
T 인공지능과 관련된 첨단기술
STEAM
E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생명공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변화
요소
A
M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

로 정의되고 있다. 특히 3D 프린팅, 로봇, 인공지능(AI) 등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혁명으로 예
측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가속화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인공지능의 기
개발 의도

술이 발달하면서 사회, 경제, 문화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는 생명과학
과 의료계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미 선진국의 많은 인공지능 전문회사들과 한국
AI 스타트업들은 의료계 인공지능 기술 필요성을 절감하고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노력을
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혁신적인 발달에 대해서 조사하고 생명과학과 의료계의
변화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상
STEAM 황
학습준거 제
시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산업의 변화

창의적
설계

1. 4 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조사하기
2.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생명공학기술의 변화 예측
3.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의료계의 변화 예측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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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변화에 대한
생각 나눔

감성적
체험

● 1-2차시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1. 도입영상제시
내용: 딥페이크 영상 제시
[영상1] https://www.youtube.com/watch?v=T1hevqBTudg
→ 영상을 보고 느낌을 말해보자. 진짜인지 가까인지 판별할 수 있을까?
→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방법과 인공지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도입
‣ 유튜브 영상
(10 분) 2. 학습 목표 제시
‣ 프린트 및 PPT
1)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생명과학과 의료계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 설명
할 수 있다.
Tip! 주제에 대해서 학습지 위주의 조사 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과 관련

된 자료를 제시하여 주위를 환기시킨다.

1.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조사하기
-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일까?
- 인공지능은 무엇일까? 인공지능의 특성을 찾아보자.
2. 인공지능이 생명과학에 미치는 영향 생각하기
- 생명과학의 발달에서 인공지능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찾아본다.

전개
(80 분)

3. 인공지능이 의료에 미치는 영향 생각하기
- 영상을 참고하여 인공지능이 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참고영상1] https://www.youtube.com/watch?v=wn4hWLUH-7g
[참고영상2] https://www.youtube.com/watch?v=OZo5TPLXmwo

‣ 유튜브 영상
‣ 프린트 및 PPT
※수시로 피드백을 줄 필요가 있음.

Tip! 과학기사 분석이나 독서 연계 활동으로 진행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사, 도서 등을 읽고

작성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좋음.

4. 미래사회와 직업 고민하기
- 인공지능 기술의 인해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사회, 삶 직업은 어떻게 변화할
지 예측하는 글을 작성해보자. 특히 나의 진로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변화에
대해 기술해보자.
Tip! 진로와 직업 교과에서 진행했던 내용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음.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미래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특히 인공지능에 의해 변화될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학 및 진로를 선택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함.

1. 정리
정리 → 미래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이 적용
되어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팀원끼리 생각을 나눈다.
(10 분)
Tip! 자신의 진로와 연관지어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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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의 위치를 정확히 짚
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대
략적인 위치로 기준을 정함

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1-2 차시

인공지능과 의료

[도입]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방법과 인공지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영상을 보고 말해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T1hevqBTudg

[전개]
1. 4차 산업명이란 무엇일까?
D(데이터), N(네트워크), A(Ai)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ICT 산업뿐 아니라 제조, 의료, 농업 등 다
양한 산업 분야가 혁신되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출처: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6700

2.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관리하는 핵심 소프트웨어
최근 널리 회자되는 4차 산업혁명은 사람과 사물, 공간을 초(超)연결해 산업 구조와 사회 체계에
혁신을 일으키는 게 골자다. 이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와 경제인구 고령화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경계를 지속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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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우리가 쉽다고 느끼는 일은 대부분 매우 복잡하다. 쉽게 보이는 건 오랜 진화 과정을 거치
며 최적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큰 수의 곱셈이나 체스 등은 진화 과정 중 겪어보지 못한, 생소한
일이다. 인공지능이 어려운 건 그게 기술인 동시에 풀어야 할 문제이고,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다양
한 기술을 일컫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인공지능은 고유명사라기보다 보통명사에 가까우며, 그 때문에
접근하기가 더 까다롭다.
오늘날 관련 기술 발달로 예전에 비해 정확도가 매우 높으면서 가격이 대폭 저렴해진 센서를 다양
한 지점에 부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자동 생산과 지능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소기술도 완비됐다. 사물인터넷(IoT)은 이 같은 센서와 네트워크를 활용, 각종
빅데이터를 쏟아낸다. 결국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분석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인공
지능이다.
인공지능 하면 대부분 막연하게 공상과학 영화를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제조 현장에서 쏟아지는 빅데이터를 지능적으로 처리, 제조업 분야의 효율성과 서비스업 분야의 편
의성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이때 쓰이는 인공지능 기술은 대부분 고도의 계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대변되는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활용이 필수다. 그렇게 되면 마치 컨트롤 타
워처럼 빅데이터를 분석,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필요에
따라 상황을 해석하고 스스로 자동 갱신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산업혁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출처: https://url.kr/q4981y
▶ 인공지능의 특성을 찾아보자.

3. 인공지능이 생명과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각자 생각하는 것을 말해보자.
글래드스톤 연구소의 핑크바이너 박사팀은 약 10년 전 개별 세포들을 몇 시간이나 며칠 혹은 몇 달
씩 추적할 수 있는 완전자동 로봇 현미경을 개발한 바 있다. 이 로봇 현미경이 하루에 3~5테라바이
트 용량의 데이터를 생산해 내자 연구팀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통계 및 전산
방법도 개발했다.
핑크바이너 박사는 수집된 데이터의 크기와 복잡성을 감안해 연구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한 방법으로

- 50 -

심층 구조 학습 활용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방법은 인간이 수행할 수 없는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는 이 분야 인공지능의 선두주자인 구글과 접촉했다. 구글의 인공지능은
상호 연결된 많은 뉴런 층을 통해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 두뇌를 느슨하게 모방한 인공 신경망을 기
초로 했다.
구글 가속 과학(Google Accelerated Science) 팀의 엔지니어링 이사인 필립 넬슨(Philip Nelson) 박사
는 “대형 문제 해결을 위해 기계 학습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활용하고 싶었다”며, “글래드스톤과의
협력은 확장되는 인공지능 지식을 응용해 다른 분야의 과학자들이 실제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일은 완벽하게 궁합이 맞았다. 핑크바이너 박사는 첨단 컴퓨터 과학지식이 필요했고, 구글은 심층
구조 학습이 가능한 충분한 양의 자료를 생성해 낼 수 있는 생의학 연구 프로젝트가 필요했다.
핑크바이너 박사는 처음에는 기성품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사용해 제한적인 성공을 거뒀다. 이때 구
글은 구글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대중적인 심층 구조 학습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텐서플
로(TensorFlow)로 맞춤 모델을 제공했다.
출처: https://url.kr/rly7cm

4. 인공지능은 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영상을 보고 말해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wn4hWLUH-7g
https://www.youtube.com/watch?v=OZo5TPLXmwo
▶ 인공지능이 의료 분야에서 어떠한 영향 미치고 있는지 설명해보자.

▶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의료 분야에 인간과 인공지능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인간의 역할

인공지능의 역할

▶ 인체의 의료적 문제를 진단하고 판단하여 치료(수술)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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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 현재 인간이 하는 일상에서 불가능해지는 것은 없
일까?

을까?

기술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문제와 올바른 사용 방법은 무엇일까?

5. 미래사회와 일자리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으로 초생산성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내구재에 비하여
의료, 법률 등 고급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은 크게 밑돌았다. 서비스 생산성의 한계는 이제 인공지능
혁명으로 돌파되어 초생산성 사회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생산은 증가시키나
소비를 만들지는 않으므로 결국 소비시장 붕괴로 대공황의 재도래를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 미래사
회의 일자리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3LlxTJ-o-CI

https://brunch.co.kr/@jsksoft/60
▶ 인공지능 기술의 인해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사회, 삶 직업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는 글을 작
성해보자. 특히 나의 진로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변화에 대해 기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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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자료
1-2 차시

4 차 산업 혁명 참고 자료

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第四次 産業革命,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 혁명이다. 18세기 초기 산업혁명 이후 네 번째로 중요한 산업 시대이다. 이
혁명의 핵심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무인 항공기, 무인 자
동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과 같은 7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가 의장으로 있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주창된 용어이다. 《제3차 산업혁명》(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을
저술한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ikin)은 "현재 제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 세계를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통합시키고 경제 및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로 설명될 수 있다. 물리적인 세계와 디지털적인 세계
의 통합은 O2O를 통해 수행되고, 생물학적 세계에서는 인체의 정보를 디지털 세계에 접목하는 기술
인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밴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헬스 케어를 구현할 수 있다. 가상현실(VR)과 증강
현실(AR)도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접목에 해당할 수 있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4%EC%B0%A8_%EC%82%B0%EC%97%85_%ED%98%81%EB%AA%85

4차 산업 혁명이 가져올 미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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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6082

- 위키백과
자료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4%EC%B0%A8_%EC%82%B0%EC%97%85_%ED%98%81%EB%AA%8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6082

1-2 차시

인공지능의 특성과 의료의 변화

인공지능의 특성은 무엇일까?
인공지능은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학습하고 진화한다. 또 학습 결과로 미래를 예측
하거나 스스로 판단하고, 개인별 특징을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특성이 있다.
하지만 이들 특성을 모두 가져야 인공지능인 것은 아니며, 목적에 따라 이 중 일부의 특성만 갖기도
한다.
① 상황 인식 및 이해 인간이 여러 가지 감각 기관으로 정보를 인식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다양한 센
서로 주변 상황이나 환경 정보를 인식하고 이해한다.
② 학습 인공지능이 어떤 상황에서 판단·행동하려면 사전에 학습이 된 상태여야 한다. 인간이 직접 경

- 54 -

험이나 독서, 영상 시청과 같은 간접 경험을 통해 학습하듯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한다.
③ 지식 표현 및 예측 인공지능은 학습한 결과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상황을 예측하며 행동한다. 이것은 인간이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상황에 대해 판단하
고 행동하는 것과 유사하다.
④ 자율성 인공지능은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인간의 개입 없이 대응 및 행동 방법을 스스로 결정한다.
대량의 데이터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을 도출하고,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알맞게 그것을 활용함으
로써 환경과 좀 더 지능적으로 상호작용한다.
⑤ 개인 맞춤화 인공지능은 개인의 데이터를 토대로 상황, 행동, 취향 등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출처: 인공지능 기초, 임희석 외 5명, 비상교육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의 의료
2021.05.21 09:00 김지혜 객원기자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이세돌의 패배 소식으로 인간들은 멀게
만 느껴졌던 인공지능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느끼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미래를 상상하며 불안
해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지켜본 사회 곳곳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미래사회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특히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들에 이목이 쏠린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대신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중에는 대표적으로 헬스케어가 있다. 미래에
는 의사 대신 인공지능이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의사라는 직업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미래 의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현재 어
느 수준까지 와있을까. 또 논란의 여지는 없을까.
IBM과 구글, 인공지능 의료의 선두 주자
먼저, 세계적인 기업들이 뛰어든 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와있는지 알아본다. 인
공지능 기술을 헬스케어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의료
분야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미 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은 활용되고 있다. 헬스케어 분
야 중에서는 IBM이 만든 닥터 왓슨과 구글의 베릴리 등이 대표적이다.
IBM이 만든 닥터 왓슨은 환자의 암 진단 등에 활용된다. 암 진단 뿐 아니라 다른 질병의 진단, 유전
정보 분석, 임상시험을 도와주는 등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고, 암 진단의 경우 인공지능이 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해 병리학자의 역할을 하는 디지털 병리학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 암 조직 검사를 수행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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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이 헬스케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미래 의료가 어떻게 바뀔지.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닥터 왓슨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의학 정보를 학습해 암 진단의 정확성을 높였
다. 실제로 2014년 미국 종양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메모리얼슬로언케터링 암센터의 연구결과
전문의들과의 진단일치율이 대장암 98%, 직장암 96%, 자궁경부암 100% 등의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IBM과 유수의 대형 암 전문병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의학저널과 전문의사들의 기존 처방기록을
내재화해 암 적중률 99.9%의 치료법을 닥터 왓슨이 제시하도록 만든 것이다.
IBM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헬스 사업부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기술 개발
에 집중하고 있다. 왓슨 헬스 그룹을 독립시킨 후 환자 데이터 관리, 데이터 분석, 영상의료데이터와
분석기술을 보유한 회사 등을 인수하는 등 기술력 확대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알파고를 만들어 인공지능이 세계적 화두가 되게 만든 구글도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구글은 이번 알파고와 이세돌의 첫 대국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머신러닝이 적용될 분야로 헬스케어와
로보틱스를 꼽을 정도로 헬스케어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확대하는 것에 적극적이다.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계열사인 베릴리는 개발 중인 수술 로봇에 기계학습 기술을 더해 이전 수
술의 영상 라이브러리 분석을 통해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절개 부위를 보여주는 등의 기술을 더할
계획이다. 또 눈 사진만 보고 당뇨를 예측하는 프로그램, 암세포를 탐지하는 나노입자가 든 알약, 혈액
속의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손목 부착형 기기 등 구글의 헬스케어 분야 기술은 인간의 질병을 정복
하고 의사의 영역을 흔들만한 기술들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헬스케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에릭 슈미트 회장은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해 “앞으로 머신러닝 기술이
더 발달 할 것이다. 현재는 방사선 촬영 등의 해독을 사람이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이미지 해독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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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한 명의 의사가 5만명분을 해독한다면 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컴퓨터가 더
많은 양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단 부분에서는 의사보다도 더 잘해낼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구글이 현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인공지능 기술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의사를 대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래에는 의사란 직업 사라질 거라는 우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의 헬스케어 분야 적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의료계와 사회 곳곳에서는 미래에 의
사라는 직업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질병을 정복하고자 하는 인간에게 인공지능의 의료 영역 확대는 희소식일지 모르나 논란의 여지가 남
아있다. 인공지능이 의료행위를 하는데 따른 윤리적 문제와 의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의료. 인공지능이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를 놓고 윤리적 문
제가 거론된다. 또 임상 시험을 하듯이 인공지능 의사와 인간 의사의 이중 검사 등도 논란거리다. 인공
지능의 기술이 개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라질 직업이다. 의사
또한 마찬가지다. 기계가 인간의 영역에 진출하면서 의사라는 직업도 점차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가 나온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비노드 코슬라는 몇 년 전 “80%의 의사가 기술로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전문가들은 걱정을 하기보다 변화에 발 맞
춰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공지능 의사의 의사 역할 대체는 기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인간과의 대결구도가 아니
라 협력구도로 나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 또 인간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가 각자 자기의 역할
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소 최윤섭 소장은 “인공지능과 인간 의사의 우위를 결정하는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군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가능하지 않다.”며 “결국은 인공지능과
인간 의사의 대결구도가 아니라 서로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인공지능이 특정한 의료 분야에서 인간과 비슷하거나 더 정확해지는 수준으로 발전한다고 하더라
도 인공지능이 내놓은 치료법들 중에 무엇을 실행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인간 의사의 몫”이라
며 인공지능 때문에 의사의 역할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의사의 역할은 현재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의사의 숫자는 줄어들 수
있다.”며 “현재 의사들이 하는 역할들 중에 미래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때문에 사라지는 역할,
새롭게 생겨나는 역할, 여전히 유지되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사라질 역할보다는 앞으로도 유지될 역할
과 새롭게 생겨날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출처: https://url.kr/1mishr

자료출처

- 인공지능 기초, 임희석 외 5명, 비상교육
- 사이언스 타임즈https://url.kr/1mis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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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1-2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4 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성실히 조사하고, 수업 활
동의 진행 과정에 맞추어 인공지능이 생명과학과 의료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함.

중

4 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사하고, 인공지능이 의
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함.

하

4 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함.

평가방법

평가도구

관찰평가

관찰평가지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생부 기재 예시
(생명과학Ⅱ)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 과정과 이를 통한 미래사회의 변화 과
정을 인공지능으로 대두되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서 생명과학과 의료 산
업의 변화를 이해하는 STEAM 프로젝트를 수행함.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에 대해서 조사하고,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생명과학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오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임했으며, 특히 인공지능에 의한
의료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또한 자신
의 진로와 연계하여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활
동지에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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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 고등학교 수학 (2) 미분 수업용 STEAM 프로그램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번

차시

1

1~3/6

[12 수학Ⅱ02-01] 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12수학Ⅱ02-02]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를 이해한다.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1~3학년] (4) 미분

[12수학Ⅱ02-05] 함수의 실수배, 합, 차, 곱의 미분법을 알고, 다항함수의 도함

2

4~6/6

수를 구할 수 있다.

[고등학교
[12수학Ⅱ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 1~3학년] (4) 미분
다.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6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1~3/6

데이터로 살펴본 기후와 강수량 변화 관계

임진강에서의 남북한의 홍수로 인한 갈등 기사를 살펴보기.
갈등 상황의 원인을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기.
ET 남과 북의 각각의 문제가 아닌 협력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한반도의 위기이며, 협력적으
로 해결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 모색.
Co

CD

주제(단원)명
4~6

미분과 극대, 극소를 통한 AI 판단 원리의 이해 및 모델 구성

CD

지오지브라를 활용해 AI 의 사고 모델을 수학적으로 알아보고 기본 모델을 구성함.

Co

추세선, 손실함수와 미분의 개념을 학습하고 AI 적 판단의 기본모델의 구성 요소를 알아봄.

ET

스스로 수학적 모델을 구성해보는 활동을 통해 기후 문제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

/6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수학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2 학년
[12수학Ⅱ02-01] 미분계수의

[고등학교] (2) 미분

중심과목
성취기준

뜻을

알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12수학Ⅱ02-02]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
를 이해한다.

주제(단원)명 미분계수

학습목표

차시

1~3/6

1. 임진강 사례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의 현재와 미래, 강수량 중심의 기후변화를 통계적으
로 살펴보고 해결 방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평균 기온의 상승과 강수량의 증가를 빅데이터와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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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3. 평균 기온, 강수량의 증가율을 미분 개념과 관련해서 이해하고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역사,사회,과학

연계과목
[고등학교 1~3학년] 대기와해양의 상호작용
성취기준 영역

S 기후변화와 강수량 사이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이해 및 활용.
T 빅데이터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정리하는 모형을 이해하고 활용.
STEAM
요소

E
A
M 두 변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실생활 자료에 기반하여 이를 활용.

개발 의도

미분 개념을 단순히 문제풀이식으로 배움으로써 미분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지
못함. 환경 문제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미분 개념을 이해하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프로그램을 설계함.

임진강 사례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의 현재와 미래, 강수량 중심의 기후변화를 통계적으로 살펴보고
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봄으로써 기후 위기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형성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평균 기온의 상승과 강수량의 증가를 빅데이터와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데이터 수집, 정리, 해석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핵심 교과 개념인 미분과
관련된 증가율을 평균 기온 상승 및 강수량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실제 우리 삶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함으로써 수학적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실제 임진강에서
일어나는 한반도의
갈등상황을
뉴스기사를 통해
알아보기

1.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창
남북한의 갈등 상황
의
살펴보기
적 2. 빅데이터 기반 기후변화
설
상황을 미분의 도입
계
배경과 함께 논리적으로
파악하기

데이터 기반으로
한반도의 갈등
상황의 원인을
기후변화 관점에서
수학적으로
시각화하고
해석하기.

감
성
적
체
험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도입
( 10 분)

교수-학습 활동
Co

임진강에서 남북한의 홍수로 인한 갈등 기사를 살펴보기.

학습자료
및 유의점
신문기사

상관관계는
원인과 결
전개 CD 갈등 상황의 원인을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기.
과 관계가
(30 분) ET 남과 북의 각각의 문제가 아닌 협력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한반도의 위기이며,
아님을 강
협력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방법 모색.
조하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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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실제 연평균기온의 변화와 연 강수량 변화의 빅데이터를 찾아보고, 상관관계
개념을 갖
를 나타내고 분석하기.
지 않도록
ET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두 변량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 설명과 함께 발표.
한다.
CD

정리 ET 가까운 미래의 기온을 예상해보고 그에 따른 강수량의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
(10 분) 면 좋을지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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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3

[이슈 분석] 폭우로 인한 남북한 임진강 갈등
<관련기사> 출처: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4540

<논의의 필요성>
예시)
전 지구적으로 폭우가 내리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
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폭우가 내리는 경우를 살펴
본다. 그중 남북한이 연결 되어 있는 임진강을 둘러
싼 갈등을 신문 기사로 살펴보고 문제의 근본 원인
과 해결책을 협력적, 종합적 관점에서 알아본다.
<현재 상황>
예시)
-기후 위기로 가뭄, 홍수의 피해가 증가하는 임진강
-임진강을 둘러싼 남북의 갈등 심화
<대책>
예시)
-공유 하천 관리에 남북의 협력이 필요
-공유 하천 관리를 위한 공동관리체계 구성

<열린 토크>
1. 연간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 관계
2.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율
<출처: 국립기상과학원>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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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목

수학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2 학년
[12수학Ⅱ02-05] 함수의 실수배, 합, 차,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중심과목
성취기준

[고등학교] (2) 미분

곱의 미분법을 알고,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12수학Ⅱ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
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미분법, 함수의 극대 극소

차시

4~6/6

학습목표

1. 극대 극소를 이용하여 AI 의 판단 방법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2. 지오지브라를 활용하여 경사 하강법의 원리와 미분을 통한 극값의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지오지브라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연계과목

과학, 기술, 공학, 미술

연계과목
[고등학교 1~3학년] 공학
성취기준 영역

S 기온상승과 강수량증가의 상관관계를 수학적으로 시각화 및 분석
T 지오지브라 공학프로그램을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및 모델링
STEAM
요소

E
A 데이터 정리를 통한 시각화 및 경향성 파악
M 함수의 극대, 극소 개념

개발 의도

최근 AI 에 대한 관심과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수학 개념이
인공지능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함, 수학적 모델을 구성함으로써 미분 개념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AI 의 본질적 사고 과정을 습득함.

극대 극소를 이용하여 AI 의 판단 방법을 이해하며 AI 적 사고 과정을 모델링하고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오지브라를 활용하여 예상한 모델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경사하강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극대 극소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나아가 지오지브라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지오지브라의 기초
기능과 모델링
방법을 소개하고,
AI 판단 모델의
예시를 제시함.

창
의
적
설
계

데이터 구성->좌표로 나타내기
->추세선 만들기->손실함수 만
들기->미분을 통한 극값 구하기
->합리적
판단
모델
구성
->2030 년 강수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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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를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AI 의 판단과정을
모델링 함으로써 그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감
성
적
체
험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도입
( 5 분)

교수-학습 활동

Co

AI 는 어떻게 질병을 예측하고 날씨를 예측할까?

ET

학습자료
및 유의점
AI
사고판단
영상
Tip!

지오지브라를 활용해 AI 의 사고 모델을 수학적으로 알아보고 기본 모델을 구 지오지브라
를 활용한
성함.
모델 구성
및 추세선
Co 추세선, 손실함수와 미분의 개념을 학습하고 AI 판단의 기본모델의 구성 요소
을 만드는
를 알아봄.
것에 어려
전개 ET 스스로 수학적 모델을 구성해보는 활동을 통해 실생활 문제를 합리적으로 추
움을 겪는
(30 분) 론하고 해결.
학생이 있
CD 데이터 구성->좌표로 나타내기->추세선 만들기->손실함수 만들기->미분을 통
을 수 있으
한 극값구하기->합리적 판단 모델 구성.
므로 반복
ET 전시 학습에서 기온변화와 강수량변화 데이터를 간단한 조작적 데이터로 구성
적 지도와
하고 미래에 다가올 강수량의 변화를 AI 적 사고로 판단하고 예측함.
피 드 백 을
동반한다.
CD

정리
(10 분)

ET

최적의 AI 판단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조건들을 정리하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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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3/6

<조사자료와 AI 적 사고를 바탕으로 다가올 미래의 기온상승과 강수량 사이의 관계 모형 순서 예시>
모델링 순서: 기온의 증가와 강수량의 증가 모형-> 좌표로 나타내기->추세선으로 예상하기
->손실함수 나타내기->극값 구하기

(1)기온의 증가와 강수량의 증가 모형

(3) 추세선으로 예상하기

(2)산점도 나타내기

(4) 손실함수 나타내기

<정리하기>
1. 정교화된 추세선 모델에 기초한 2030 년의 강수량은 얼마나 될까?
2. 예측한 변화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정치적/학문적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3. 폭우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는 어떠한 부정적/긍정적 영향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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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자료
차시

1~3/6

<추세선과 손실함수를 이용한 기온상승과 강수량 증가 모형 모델>

강조사항: 미분을 통한 손실함수의 극값을 구해보며 실제 AI 의 학습모델의 실제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중요사항>
1. 추세선 구성의 자신만의 아이디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안내함.
2. 자신의 구성한 추세선이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모델인지 확인해보도록 안내.
3. 오차함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
4. 손실함수(오차함수)를 미분하여 최솟값이 0 에 근접하게 되는 x 값을 찾아보도록 안내
5. 다른 친구들이 구성한 수학적 모델을 비교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정교한 수학적 모델이
될 수 있을지 토론해 보고 발표해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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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관찰평가/자기평가

관찰평가지/자기
평가지

관찰 및 산출물
평가

관찰평가지

관찰평가

관찰평가지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관계
상 를 데이터 를 기반으로 논리적 근거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1~3
/6

중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관계
를 설명할 수 있다.

하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지오지브라를 통해 기온과 강수량 자료를 좌표평면에
상 나타내고 추세선을 구성한 후 추세선의 의미와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4~6
/6

지오지브라를 통해 기온과 강수량 자료를 좌표평면에
중
나타내고 추세선을 구성할 수 있다.
하

지오지브라를 통해 기온과 강수량 자료를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 있다.

오차함수를 만든 후, 미분과 극솟값 개념을 활용해 정교
상 화된 모델 을 구성하고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변
화를 예측한다.
4~6
/6

오차함수를 만든 후, 미분과 극값 개념을 활용해 정교화
중
된 모델 을 구성할 수 있다.
하 오차함수를 만들 수 있다.

가. 자기/동료평가지(1~3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자기평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활동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이 있나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통해 개선된 대안을 모색했나요?
다른 모둠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교류했나요?
자기 모둠에서 한 활동을 잘 표현하였나요?

모둠 간
동료평가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나요?
모둠원 모두가 적절한 역할분배를 통해 모둠활동이 이뤄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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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상

중

하

나. 관찰평가지(4~6차시)

번호

이름

지식

태도

지오지브라를 통해 추세선을

정교한 수학적 모델링을 구성

구성하고 오차함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자신이 만든 것의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보완점을 찾으려 한다.

상

중

하

상

중

배움과 성장의 기록

하
자신이 구성한 추세
선을 주어진 자료를
대표할

7

최OO

0

수

있는지

오차 함수의 미분을

0

통해 확인해보고 추
세선의 수정을 통해
보다 수학적 모델을
정교화 함.
기온과 강수량의 평
균을 통해 추세선을
구성하고 그 의미를

8

권OO

0

0

자신의 논리를 바탕
으로 합리적으로 설
명하고 다른 친구들
과 공유함.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기온과 강수량의 평균을 통해 추세선을 구성하고 그 의미를 자신의 논리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다른 친구들과 공유함. 자신이 구성한 추세선
을 주어진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지 오차 함수의 미분을 통해 확인해 보고
추세선의 수정을 통해 보다 수학적 모델을 정교화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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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 데이터 리터러시를 기르는 기후변화탐구 프로젝트!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1

1/6

2

2-3/6

3

4-5/6

4

6/6

(중심과목)
(연계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성취기준 영역
[12 지과Ⅰ04-04]기후 변화의 원인을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의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과 기후 변화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12 지과Ⅰ04-04]기후 변화의 원인을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의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
경제적 영향과 기후 변화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시장과 경제활동
토의할 수 있다.
[12 지과Ⅰ04-04]기후 변화의 원인을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의 환경적, 사회적 및
[수학2] 해석
경제적 영향과 기후 변화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12 지과Ⅰ04-04]기후 변화의 원인을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의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과 기후 변화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6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Co

1/6

CD
ET

상황 제시 : 스스로 각 나라의 대표가 되어 기후변화협의를 진행하는 게임을 진행함.
창의적 설계 :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서 기후변화협의 게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함.
감성적 체험 :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국가 단위의 협상이 채결되는 과정에서의 국가의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피해의 정도 차이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2~3

Co

/6

CD
ET

2021 모의기후변화협정게임 in 게더타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이슈 조사 및 분석

상황 제시 : 올해 기후변화로 인해 겪은 경험들 또는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나눔
창의적 설계 : 빅카인즈 사이트를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뉴스를 분석함.
감성적 체험 :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각 분야(경제, 사회, 환경) 문제들을 보며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험함.

주제(단원)명

기후 관련 온라인 오픈소스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4~5
/6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각 지역별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양상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찾
아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경향성을 분석함.
한반도 기후와 관련된 온라인 오픈소스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리터러시를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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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주요내용
Co
CD
ET

상황 제시 : 우리가 기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창의적 설계 :기후와 관련된 온라인 오픈소스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각화하고 경향성을 분석함.
감성적 체험 : 각 지역별 기후 변화 양상을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주제(단원)명
Co

6/6

CD
ET

기후위기, 어디까지 알고있니?

상황 제시 : 우리 학교 친구들에게 기후 문제 현황 알리기
창의적 설계 : 1~5 차시 동안 정리하고 분석한 자료를 전달하는 포스터를 제작한다.
감성적 체험 :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상황을 또래 친구들에게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기후 문제 해결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에 참여함.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데이터 리터러시를 기르는
기후변화 탐구 프로젝트!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2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2) 대기와 해양

중심과목
성취기준

[12 지과Ⅰ04-04]기후 변화의 원인을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
하여 설명하고,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의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
과 기후 변화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
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차시

6 차시

내용목표
1. 기후 변화의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2. 실측 자료와 사례를 활용하여 현재 한반도 기후 변화 경향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연계과목

S

STEAM
요소

과정목표
1. 실측 자료와 사례를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시각화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2.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수학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2학년] 수학2 해석 – 미분, 적분

- 기후 변화의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온라인 오픈 소스 데이터를 직접 찾아 원하는 형태로 시각화 할 수 있다.

T

- 빅카인즈 사이트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기반 기사 분석을 할 수 있다. (워드클라우드)
- 게더타운을 통해 메타버스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

E

-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하여 온라인 오픈소스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A

-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포스터를 제작한다.

M

-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현한 그래프의 경향성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다.

개발 의도

최근 한반도의 기후 변화 양상을 실측 자료 및 기사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이를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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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AI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리터러시를 기른다.
4 차산업혁명시대, 떠오르는 이슈는 많지만, AI 와 기후변화가 그중에서도 단연 가장 뜨거운 이슈들이
다. 사물까지 인터넷과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에서 우리는 방대한 데이터의 홍수 속에 있다. 이러한 데
이터를 유목화시키고 분류하며 경향성을 찾아 분석하는 행위에 활용되는 것이 바로 AI 이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습자에게는 자료의 단순 암기보다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자료를 찾고 수집하고
가공하는 데이터 리터러시가 요구된다.
또한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로 불리는 만큼 심각한 기후 문제에 대하여 툰베리와 같은 미국과
유럽등의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 뿐만 아니라 등교를 거부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하는 등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도 ‘청소년기후행동’ 등 직접 행동
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현재에도 많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초례하고 있
지만 이대로는 미래에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습자들은 기후
문제에 대해 진중히 탐구하고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게더타운에서 진행되는 ‘모의기후변화협의’를 통해 학생들이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기후협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협상이 채결되는 과정에서의 국가의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피해의 정도 차이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이후에 기후 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찾고 이를 워드클라우
드를 활용하여 최신의 경향을 분석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의 현 주소를 파악한다. 이후에 기후와
관련된 온라인 오픈 소스 데이터를 찾는 방법 그리고 이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한반도
의 기후 변화 경향성을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능
력을 기를 수 있다. 모든 활동이 끝나고 위에서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학교의 다른 교우들에게 알
리는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기후 문제를 해결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초석을 다진다.
상황 제시
<1 차시>
스스로 각 나라의 대표가
되어 기후변화협의를 진행
하는 게임을 진행함.
<2~3 차시>
올해 기후변화로 인해 겪은
경험들 또는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나눔

STEAM
학습
준거

상 <4~5 차시>
기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황
내기 위해 필요한 역량
제
에 대한 논의
시

<6 차시>
우리 학교 친구들에게 기후
문제 현황 알리기

창의적 설계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서 기후변화
협의 게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함.

빅카인즈 사이트를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뉴스를 분석함.
창
의 기후와 관련된 온라인 오픈소스 데이터를
적
수집하여 시각화하고 경향성을 분석함.
설
계

1~5 차시 동안 정리하고 분석한 자료를
전달하는 포스터를 제작한다.

협상이 채결되는 과정에서
의 국가의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 그리고 선
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피해
의 정도 차이 등을 이해함.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문제들
을 보며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깨달음.

감
성
적
체
각 지역별 기후 변화 양상을 실 험
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하
는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발생
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
도를 높임.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상황을 또래 친구들에게 알리
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기후
문제 해결 참여를 독려하는
초석을 다짐.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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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시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모의기후변화게임 규칙 설명 (별첨 참고)
( 5 분) ET 각 국가별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들을 알 수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서 기후변화협의 게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함.
- 학생들을 미리 환경이 조성된 게더타운에 코드를 활용해 초대한다.
- 학생이 24 명 이상인 학급은 2 개로 나누어 진행해야한다. (초과시 비용발생)
- 학생들이 게더타운에서 질서 있게 행동하도록 안내가 필요함.

CD

전개
( 40 분)

Tip!

학생들이 수업전 미리 게더타운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

Tip!

게더타운은 휴대폰으로 접속은 가능하나 기능활용이 제한적임

스스로 각 나라의 대표가 되어 기후변화협의를 진행하는 게임을 진행함.
ET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국가 단위의 협상이 채결되는 과정에서의 국가의 이해관
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피해의 정도 차이 등을 이해할 수 있다.
Co

Tip!

정리
( 5 분)

게더타운
참여코드
컴퓨터
또는
휴대폰

게임이 끝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

- 게임이 종료된 후 게임의 과정에서 각 팀별로 느낀점을 나눈다.
ET 각 국가의 발달 정도에 따라 기후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정도가 다르
고, 각자의 이해 관계가 국가 단위의 협약에 주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2) 2차시-3차시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올해 기후 변화로 인해 겪은 경험들 또는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나눔
- 각자 기후 변화로 인해 겪은 경험 또는 기억에 남는 사건을 얘기한다.
- 위의 내용을 환경, 사회, 경제 분야 중 어떤 분야의 사건인지 분류해본다.
ET 환경, 사회, 경제 분야에서 최근의 기후 문제를 발생한 이해할 수 있다.
<2 차시>
CD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 문제 관련 뉴스를 찾고 정리함.
구글
- 빅카인즈 사이트를 활용하여 환경, 사화, 경제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기후 변화로
클래스룸
인해 발생한 사건들을 각각 1 개씩 찾아 정리한다.
- 조사한 기사의 핵심 키워드를 3 가지를 선정하여 기록한다.
빅카인즈
ET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각 분야(경제, 사회, 환경) 문제들을 보며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험함.
컴퓨터
Co

도입
( 5 분)

전개 <3 차시>
( 40 분) CD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 문제 관련 뉴스를 분석함.
- 빅카인즈 사이트의 ‘워드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하여 앞서 조사한 기사에서 발췌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연관된 기사들을 찾고 관련 핵심 내용을 워드클라우드로 나타냄.
Tip!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점들을 예시를 바탕으로 설명함.

Tip!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고 어려워 하는 학생은 개별적으로
지도함.
ET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각 분야(경제, 사회, 환경) 문제들을의 최신 경향과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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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휴대폰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랜드를 알 수 있음.
정리
( 5 분)

-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여러 기후 문제들 중 주요 사건을 발표함.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각 분야(경제, 사회, 환경) 문제들을의 최신 경향과
트랜드를 알 수 있음.
ET

3) 4차시-5차시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우리가 기후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점을 생각해본다.
- 기후 문제의 현황을 파악이 필요함. (2-3 차시)
-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필요함. (4-5 차시)
질문) 교과서에 소개된 한반도의 기후 변화 경향성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
-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하고 이를 분석해보자!

Co

도입
( 5 분)

<4 차시>
CD 기후와 관련된 온라인 오픈소스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각화하고 경향성을 분석함. (지역)
- 기상자료개방포털 : https://data.kma.go.kr/cmmn/main.do 에서
기후통계분석>통계분석>기온분석, 강수량 분석 등...> 검색조건> CSV 자료 다운로드
- 이때 자료를 수집할 지역을 정한다. (경기도 수원, 파주 등,,.)
Tip!

이때 되도록 30 년 이상의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도한다. (기후의 변화 경향성 파악)

Tip!

색은 1904 년도의 자료부터 가능하지만, 자료의 종류와 지역별로 수집시기가 다르다.
- 자료의 종류(기온, 강수량 등)를 2 종 선택하여 특정 지역의 수치를 CSV 로 받는다.
-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표로 나타낸다.
- 표를 활용하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추세선을 표시하여 경향성을 분석한다.
Tip!

자료의 종류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연관이 있는 자료의 종류 2 개를 고르도록 한다.

Tip!

실제로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본인이 생각한 경향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구글
클래스룸
구글
스프레드시트

Tip!

전개
( 40 분)

각 지역별로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다른 보조 자료들이 필요
하고, 이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ET 각 지역별 기후 변화 양상을 실측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반
도에서 발생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5 차시>
CD 기후와 관련된 온라인 오픈소스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각화하고 경향성을 분석함. (한반도)
- 4 차시에 찾은 자료의 종류(기온, 강수량 등) 는 같게, 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하여 찾는다.
-기상자료개방포털 : https://data.kma.go.kr/cmmn/main.do 에서
기후통계분석>통계분석>기온분석, 강수량 분석 등...> 검색조건> CSV 자료 다운로드
- 이때 자료를 수집할 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Tip!

이때 되도록 30 년 이상의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도한다. (기후의 변화 경향성 파악)

Tip!

4 차시 활동과 달리 ‘전국’과 같이 지역별(수도권 등) 평균 자료는 1973 년 이후의 자료만
이 존재한다.
- 자료의 종류(평균기온, 강수량 등)를 2 종 선택하여 특정 지역의 수치를 CSV 로 받는다.
-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표로 나타낸다.
- 표를 활용하여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추세선을 표시하여 경향성을 분석한다.
- 위 결과를 4 차시 내용과 비교하여 서술한다.
ET 각 지역별 기후 변화 양상을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반도에서 발생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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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또는
휴대폰

학습
과정

정리
( 5 분)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각자 조사한 지역의 기후 변화 경향성을 발표하고 각 지역간 차이를 비교한다.

3) 6차시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또래 청소년들이 기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례 제시
도입
- 청소년기후행동 : https://www.youtube.com/watch?v=AgdIfisq-gg
( 5 분) ET 또래 청소년들에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학생들의 기후 문제에 대해 알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동기를 느낌.
Co

우리 학교 친구들에게 기후 문제 현황 알리기
1~5 차시 동안 정리하고 분석한 자료를 전달하는 포스터를 제작한다.
전개
-미리캔버스, 망고보드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
( 40 분) ET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 상황을 또래 친구들에게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하
여 기후 문제에 대하여 최신의 관련 사례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결 참
여를 독려하는 활동의 초석을 다짐.
CD
Co

- 1~6 차시 활동 전반을 정리하고 흐름을 잡음.
- 자신이 제작한 포스터를 자율적으로 또래 친구들에게 홍보함.
정리
ET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 상황을 또래 친구들에게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하
( 5 분)
여 기후 문제에 대하여 최신의 관련 사례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결 참
여를 독려하는 활동의 초석을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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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6

1. 모의기후변화협의 게임 규칙 설명 자료

- 75 -

- 76 -

5. 교사자료
차시

1/6

1. 게더타운 활용 방법
- https://www.youtube.com/watch?v=riG4ZGQEHR4
- 게더타운으로 수업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f36InguRFtE&list=PLWmK2uSC_3SVW1vljOabhtqNRT6886XPf
2. 게더타운 맵 구성 모습

3. 모의기후변화협의 게임 자료 (출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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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영국 STEM 콘텐츠 활용 STEAM 프로그램 개발』사업(2012.12~2013.02) 박성은(수지고),
한혜진(보평고), 김영관(충의중), 배중연(진접고)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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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2~3/6

- 79 -

- 80 -

- 81 -

- 82 -

차시

4~5/6

1. 4 차시 예시 페이지

2. 4 차시 과제 페이지

3. 5 차시 과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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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자료
차시

2~5/6

1.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챠트 그리기 : https://www.youtube.com/watch?v=XFms7M7y7dY
2. 수업에서 활용한 구글 스프레드 시트 양식
4차시

5차시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KVZeYaG9Wc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L-1gGbnJc0H

JKRBxf-0XFM7-1JDzK2aLo6cmtZLCo1js/edit#gid=0

DZhHuAt1ZVQnNosf4Fpuzl75lOoiBCs0/edit#gid=0

3. 빅카인즈 사이트 : https://www.bigkinds.or.kr/
주요 기능 : 기사 검색 및 분석 (빅데이터 기반 뉴스 기사 분석 플랫폼)

4. 워드클라우드 예시 (검색어: 기후 변화, 2021. 11.1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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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2~3
/6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기후 변화로 인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각 분야별로 적절
히 분류하였으며 워드클라우드를 활용하여 기사를 분석함.

중

기후 변화로 인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각 분야별로 적절
히 분류하였으나 분석하지 못함.

하

기후 변화로 인한 사례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각 분야별로
적절히 분류하지 못함.

상

기후 변화 자료를 적절히 수집하였고 이를 표와 그래프로 적절히 표
현하였으며 분석하여 경향성을 제시함.

중

기후 변화 자료를 적절히 수집하였고 이를 표와 그래프로 적절히 표
현하지 못함.

하

기후 변화 자료를 적절히 수집하지 못함.

4~5
/6

6/6

상

최신의 한반도 기후 변화 경향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시각
화하고 과학적 오류가 없게 제작함.

중

최신의 한반도 기후 변화 경향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하였으나 내용을 단순 나열하거나 과학적 오류가 있음

하

최신의 한반도 기후 변화 경향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하지 못함.

평가방법

평가도구

보고서평가

활동지

산출물평가

포스터

가. 보고서평가(2~5)
영역
(만점)

등급

평가 척도

∘
∘
평가
∘
요소
∘
∘
과정 평가1
(8)

우리나라 기후 변화 자료를 적절히 수집하였는가?
수집한 한반도 기후 변화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적절히 표현하였는가?
자료를 바탕으로 한반도 기후변화 경향성을 적절히 설명하였는가?
세계 기후변화 경향성을 적절히 설명하였는가?
세계와 한반도의 기후변화 경향성을 적절히 비교하여 분석하였는가?

A

위의 평가요소 5가지 모두를 만족한 경우

8

B
C
D
E

위의
위의
위의
위의

7
6
5
4

F

학습에는 참여하였으나 위의 평가요소를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경우 (기본점수)

∘
평가 ∘
요소 ∘
∘
과정 평가2
(5)

배점

평가요소
평가요소
평가요소
평가요소

중
중
중
중

4가지를
3가지를
2가지를
1가지를

만족하는
만족하는
만족하는
만족하는

경우
경우
경우
경우

3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한 사례들을 적절히 조사하였는가?
조사한 사례들을 환경, 사회, 경제 분야로 적절히 분류하였는가?
기후 변화와 관련한 최근 뉴스 기사를 적절히 조사하였는가?
기후 변화와 관련한 최근 뉴스 기사를 적절히 분석하였는가?

A
B
C

위의 평가요소 4가지 모두를 만족한 경우
위의 평가요소 중 3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위의 평가요소 중 2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5
4
3

D

위의 평가요소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2

E

학습에는 참여하였으나 위의 평가요소를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경우 (기본점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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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출물평가(6)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과학적 오류가 없는가?
∘ 내용 구성이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현황을 알리는데 기여하는가?
요소
∘ 내용 구성이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현황을 이해하도록 구성되었는가?
A
위의 평가요소 중 3가지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
B
위의 평가요소 중 2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C
위의 평가요소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평가
발표자료 평가
(4)

D

학습에는 참여하였으나 위의 평가요소를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경우 (기본점수)

4
3
2
1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지구과학 1) 모의기후변화협약 게임 과정에서 ~~대표로 토의에 참여함. 이 과정
에서 각 국의 대표들이 환경우선발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협상을 펼치는 모습이
인상적임.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일수록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교과학습발달상황
크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발표함. 기후자료개방포털에서 한반도와 여러 지역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후 변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표와 그래프로 시각화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향성을 분석함.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사회적, 경
제적 문제를 다룬 기사를 찾아 분석하여 워드클라우드로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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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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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1. 학생이 만들어가는 STEAM Festival 오픈마켓 운영 모습

2. 홍보 자료 및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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