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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새로운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형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기계학습, 딥러닝

• 많은 분야들이 주목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 하고 있지만, 각자가 바라보는
상이 달라(또는 명확하지 못한 이해로) 제자리 걸음 중이다.

연구 문제
1.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새로운 교육에 대해 어떠한 논의들이 이

루어지고 있는가?
2.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어떠한 형태의 과학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하는가? – 과학교육 제안

새로운 물결과 혼란: 용어의 혼동
• 컴퓨터 과학 분야의 여러 용어들이 유
행처럼 번지고 있다.
• 얼마전 까지는 빅데이터에 주목을 하
다가, 지금은 인공지능이 대세이다.

• 인공 지능 분야에서도 머신 러닝을 이
야기 하다가 요즘은 딥러닝을 얘기한
다.
Hall et al. (2014)

• 데이터 사이언스를 키워야 한다면서
인공지능 대학원을 세운다.

새로운 물결과 혼란: 목표의 혼동
• 변화하는 시대(인공지능 시대)에 맞추어 교육을 변화시켜야 한다.
• 변화하는 직업시대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개편

• 새로운 사회에 살아남기 위한 기초 소양으로서의 SW교육 실시

• 지능정보사회에 요구되는 기술 자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위한 SW교육
• 빅데이터, 인공지능 전문대학원 설립

•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교수학습이나 정책결정에 이용
• 개인 맞춤형 학습, 인공지능 튜터, 부적응 교사/학생 발견

당면한 위기 : 기술 발전의 반작용
• IMF 이후, 신자유주의의 팽배
•
•
•
•
•

모든 가치가 정량적, 경제적으로 환산
인간의 자원화 (인적자원)
가습기살균제 : 이익을 위해서라면…
세월호 : 목숨이 돈과 비교되는…
trump

• 글로벌 위험의 등장 – 신자유주의가 답을 주지 못한다. (공유지의 비극)
• 기후 변화
• 미세 먼지
• 난민

교육이 이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한다.

앎에서 실천으로
• Activism의 대두?

미래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한 명의 시민
≠ 행동 (behavior)
≠ 실천 (practice)

STEPWISE : RiNA Projects
RiNA (Research-informed and negotiated action)
Activism
•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학
생들이 직접 나선다는 점에서 의
의
• 교사의 가이드 하에 자발적 실천
능력을 터득하고, 독립적 실천까
지 나아간다.

Student-led Research
• 계측장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직
접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존재
Bencze (2017)

시민 과학 (Citizen Science)
Since 1995,

현재는,

시민과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왔다.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 전통적으로 무지하다고 여겨졌던 군중들 속의 전
문가 (Irwin, 1995)

• 지역 환경에 대한 지식

• 과학 데이터를 얻기 위해 대중들에게 도움을 구
하는 연구 방법 (Bonney et al., 2009b)
• 과학에서의 자원봉사 참여 (Roy et al., 2012)

• 경험을 통해 획득된 지식
• 많은 수의 온라인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과학 데이터 수집
(European Commision, 2015)

시민과학의 분류

Haklay (2013)

테크놀로지와 시민 과학
• Technology generating a new wave of citizen science projects
(European Commision, 2015)

• 시민과학의 발전에 있어 테크놀로지가 혁신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Haklay,
2018)
유럽 위원회(EC, 2015)는 다음 3가지를 제시하였다.
• Internet
• Smartphone sensors
• Online or phone-based games

우리는 확장하고자 한다.
• SW Programming
• Physical Computing
• 3D Printers

과학과 컴퓨터의 실천(Action)
• Action competence
• The action competence approach in environmental education (Jensen, 1997)
• capability – based on critical thinking and incomplete knowledge – to involve yourself as
a person with other persons in responsible actions and counter-actions for a more
humane world (Schnack, 2000)

• STS 교육, SSI 교육  Scientific Action
• STEPWISE (Bencze, 2017)

• Maker Education, 창의성, 혁신  Computational Action
• From computational thinking to computational action (Tissenbaum, 2019)

낮아진 장벽

목표
과학 지식

• Action Competence
• Computational Thinking

프로그래밍 언어

• Scientific Inquiry

한국과학창의재단 (2019)

Technology-based Citizen Science Activity
• 주요 특징
• Technology

• Citizen science
• Activism

Technology
using Arduino

Citizen
Science
as citizen, in science

Activism
by ourselves
for more humane world

Curriculum
• Arduino와 C코딩에 대한 기초 이해
• 주요 센서의 활용법
• 다양한 Arduino Coding을 위한 웹서핑
• Wikimedia를 통한 지식공유 및 축적
• 실제 관측데이터들에 대한 공유, 분석
• 실제 사회 문제 해결

연결주의 (Connectivism)

사회적 구성주의 (Social Constructivism)

실천주의 (Activism)

Wiki-based collaborative learning
• 협업 도구로서의 위키 (Parker et al., 2019)
• "Wikis add powerful collaborative dimensions to the classroom by actively
involving learners in their own construction of knowledge" (Boulos et al, 2006).
• "They offer information sharing and collaboration features, acting as cognitive
reflection and intensification tools and aiding the construction of meaning through
the self-design of knowledge repositories" (Jonassen et al, 1999).
• "Wikis are known for their ease of use and deployment, making both information
sharing and straightforward collaboration possible" (Boulos et al, 2006)

Wiki-based collaborative learning

결론
1.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새로운 교육에 대해 어떠한 논의들이 이루어
지고 있는가?
• 지능정보사회의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교육
• 지능정보사회 기술 자체에 대한 교육
• 지능정보사회 기술을 교실 환경이나 교육 정책 결정에 이용

2.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어떠한 형태의 과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 technology, citizen science, activism  Technology-based Citizen
Scienc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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