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AI 윤리규약서 만들기
중학교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 탐색하기-

착한 AI 윤리규약서 만들기( 국어, 사회, 도덕, 기가, 정보)

주제 개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적 전반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사
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이 주는 편리
함과 유익함과 같은 장점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그림자 역시 지금 사회에 그늘을 지우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세상은 인공지능과 공존하여 더불어 살아가야 하므로 이
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가치에 대한 윤리적인 요소도 함께 탐색해보고 알아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본 수업에서는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필요한 AI윤리적 규범을 웨
비나 형식으로 진행하여 필요한 규범을 의사결정 짓고, 만들어진 AI윤리 규범 서약서를 많은 사람
들과 공유하며 그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창의 협력 지능의 목표와 고려할 자원

협력자: 반 친구들
교사
AI관련 종사자

협력도구: 패들렛, 줌
구글문서도구
인공지능 관련 이슈 통계
데이터
AI에 윤리적 요소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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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결정

CCI(Creative Collaboration Intelligence) 수업 계획
단계

내용



문제
이해

수업형태(◆) 및

창의협력지능 툴킷(:)

문제 제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며 우리 생활에 불러 일으키고 있는 변화
살펴보기
 문제 인식과 공감
인공지능의 사회적 이슈와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윤리 규범의
필요성 공감하기
 목표 확인

◆H-H 협력

(데이터 활용)

:협력지능사고력 툴킷

사람과 인공지능이 서로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는 윤리적인 규범을
만들어 실천하기


해결
탐구

해결책 탐색

인공지능이 미치는 사회적 이슈와 기술적인 윤리 문제의 상황을
분야별로 살펴보기
 데이터와 협력자원
발생한 사안별로 필요한 데이터와 협력 자원 분석하기


결정
실행

다양한 해결책들 중 최선의 안 결정하기
 웨비나로 의사결정하기
팀별로 AI윤리 규범 토론하고 1~2개로 규범 정하기


학습
적용

2

해결책 결정



협력 결과 공유
우리 반에서 만든 ’착한 AI윤리 규약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
협력지성 업데이트
’착한 AI윤리 규약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참여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며 수정, 보완, 확대하기

◆H-M-H 협력
(디지털도구)

:협력지능사고력 툴킷

◆H-AI 협력
(AI활용)

:협력지능사고력 툴킷

◆H-H 협력
(데이터 활용)

:협력지능사고력 툴킷

착한 AI 윤리규약서 만들기( 국어, 사회, 도덕, 기가, 정보)

프로그램 총괄 지도안
프로그램명

착한 AI 윤리 규약서 만들기

학교급

중학교

교육목표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를 탐색하여 ‘착한 AI윤리 규약서’를 만들 수 있다.

관련교과

국어, 사회, 도덕, 기술가정, 정보

차시

총 3차시

[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9국01-08]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9사(일사)12-03]현대의 주요한 사회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9도02-05]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도덕적 자세와 책임의 도덕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타인 존중의 태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9기가04-17] 다양한 통신 매체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교육과정
목표

[9정01-02]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정보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보호 방법을 실천한다.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한
다.
[9정02-03] 실생활의 정보를 표,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하여 표현한다.
[9정03-01] 실생활 문제 상황에서 문제의 현재 상태, 목표 상태를 이해하고 목표 상태에 도달하
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작업을 분석한다.
[9정04-02]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입력 받아 처리하고 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9정04-05]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협력하여 설계, 개발, 비교·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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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결정

문제 이해 (1차시)
흐름

교수·학습 내용

문제 이해
(1차시)

▶ 문제 제시하기(스토리텔링)
-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며 우리 생활에 불러일으키고 있는 변화 살펴보기

□학습자료 ※유의점
(

협력지능 툴킷)
H-H 협력

□인공지능 기술로 인
한 발전과 그에 따른
문제점이 제시된 자료

※문제 상황을 제시하
고 학생들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영상 시청하기]

인 의견보다는 객관적
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문
제 이해 단계에서는
교사가 이러한 자료들
을 제공해 줌으로 인
해 객관적 사실을 바
탕으로 학생들이 문제
를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원격수업시 이학습터 활용]

-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이야기 나누기

· 인공지능을 사용한 경험을 토대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기

4

착한 AI 윤리규약서 만들기( 국어, 사회, 도덕, 기가, 정보)

□AI 윤리적 알고리즘
관련 문제 기사
(https://1boon.kakao
.com/interbiz/5bac4
31aed94d20001940c
b0
http://www.irobotne

ws.com/news/articl
eView.html?idxno=8
109

https://www.huffing
tonpost.kr/entry/brit
ains-school-exam-c
- 인공지능 관련 기사를 찾아서 공유하기
· 패들렛을 이용하여 찾은 기사 주소를 올리고, 반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유 공간 만들기

haos_kr_5f4326e6c5
b6305f32594c50?ut
m_hp_ref=kr-world)

패들렛
※조사한 자료들은 패
들렛에 기록하며 한눈
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패들렛 사용 예시자료]
▶ 문제 인식과 공감
· 인공지능의 사회적 이슈와 기술 자체의 윤리적 문제가 우리들의 생

활을 위협하고 있음을 인식하기
· 인공지능의 윤리 규범의 필요성 공감하기

▶ 목표 확인하기
· 사람과 인공지능이 서로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는 윤리적인 규범을
만들어 실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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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해결 탐구 (2차시)
흐름
해결 탐구
(2차시)

교수·학습 내용
▶ 해결책 탐색하기

·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 탐색하기
· CC(협력지능) 플레이북 해결책 요약과 해결책 맵핑을 활용하기
* CC툴킷을 아래와 같이 수업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

[해결책 요약 툴킷 수정 예시]

[해결책 맵핑 툴킷 수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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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유의점
(

협력지능 툴킷)
H-M-H 협력

창의협력지능

사고력 툴킷
- 해결책 요약,
해결책 맵핑

착한 AI 윤리규약서 만들기( 국어, 사회, 도덕, 기가, 정보)

- 인공지능이 미치는 사회적 이슈와 기술적인 윤리 문제의 상황을 분야별

로 살펴보기
· 기업과 학회에서 만든 AI윤리헌장 살펴보기
· 팀별로 분야를 선택하고, 각 분야별로 발생하는 윤리적인 이슈와
문제 탐색하기

▶ 데이터와 협력자원 파악하기
· 발생한 사안별로 필요한 데이터와 협력 자원 분석하기

창의협력지능

· CC(협력지능) 플레이북을 활용하여 데이터와 협력 자원 설계하기

사고력 툴킷
- 협력지능 프로젝트
디자인 캔버스

[주제 예시]
AI기술 윤리

세부 내용

공정성

편견, 차별, 양극화, 트롤리

투명성

설명 가능, 사용투명성

책임성

개발자-사용자 윤리, 책임 주체

인간성

인간중심, 인간 무용성,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오·남용성
AI사회적 이슈
데이터 확보
및 활용
일자리와
사회적 양극화
책임 소재
설정 이슈

공포심, 살상 무기, 남용, 도박 등
세부 내용
데이터 3법과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직업, 경제적 풍요, 일과 놀이
책임 소재, 책임감, 책무성, 공정성, 공개성,
정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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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구글 프리젠테이션

[구글 프리젠테이션으로 이슈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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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AI 윤리규약서 만들기( 국어, 사회, 도덕, 기가, 정보)

결정 실행 (2~3차시)
흐름
결정 실행
(2~3차시)

□학습자료 ※유의점

교수·학습 내용

(

▶ AI 윤리 규범의 출현 의의와 기업 및 학회의 AI규범 살펴보기
- 국내 기업(카카오)이 AI윤리 헌장 살펴보기

협력지능 툴킷)

□ 카카오 AI윤리 헌장

https://www.kakaoc
orp.com/page/respo
nsible/detail/algorith

m
□ACM에서 개발 SW
개발자를 위한 윤리강령
https://www.spri.kr/
posts/view/22663?c
ode=industry_trend

□AI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가이드라인
https://www.thesco

▶ AI 윤리 규범을 만들고 싶은 분야 선택하기
- 팀별로 논의하여 선택하기

▶ 웨비나로 의사결정하기
- 팀별로 AI윤리 규범 토론하고 1~2개로 규범 정하기

op.co.kr/news/article
View.html?idxno=365
50

줌이나 구글 미트
를 활용한 웨비나 실
시

※줌을 이용할 경우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
하여 팀별로 참여하여
토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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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사결정

- · 팀별로 논의하면서 구글 문서를 활용하여 공동으로 동시에 참여하여
작업하기

구글 문서

구글 프리젠테이션

[구글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하여 해결책 모색하기]
▶팀별로 결정한 윤리 규범 모으기
- 착한 AI윤리 규범 체크리스트로 항목 확인하며 점검하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설계하였는가? 오류를 책임질 수 있는가? 판단 결과에 대
한 설명이 가능한가? 안전하고 믿을 만한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가? 지식재산권을 명확히 정하였는가? 등)

- 결정한 윤리 규범을 모아 ‘착한 AI윤리 규약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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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AI 윤리규약서 만들기( 국어, 사회, 도덕, 기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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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사결정

[AI윤리 규범 만들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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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AI 윤리규약서 만들기( 국어, 사회, 도덕, 기가, 정보)

학습 적용 (3차시)
흐름
학습 적용
(3차시)

□학습자료 ※유의점

교수·학습 내용

(

▶ 협력 결과 공유하기

- 우리 반에서 만든 ’착한 AI윤리 규약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
· 우리가 이 규약서를 함께 공유하는 이유 생각해보기
· 누구와 함께 공유할까
· 어떤 매체를 이용하여 공유하면 좋을까

협력지능 툴킷)
게더타운

(https://gather.tow
n/)
- 협업을 위해 개발된
메타버스 서비스로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
리 영상과 소리를 이
용해 소통할 수 있다.
※게더타운의 사용은
13- 18세 이용을 제
한하고 있다. 2022년
에는 13-18세 이용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하
니 게더타운을 사용하
고자 할 시에는 게더

[게더타운 활용하기]
▶ 협력지성 업데이트

타운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도록 한다.

- ’착한 AI윤리 규약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참여자들의 요구사항을 반
영하며 수정, 보완, 확대하기
· 사용한 사람들의 의견은 어떻게 피드백 받으면 좋을까

· 지속적인 개선은 누가, 어떻게 실시하면 좋을까

https://support.gat
her.town/help/agere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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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게더타운 내 피드백용 패들렛을 연동하여
모둠별로 피드백 주고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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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AI 윤리규약서 만들기( 국어, 사회, 도덕, 기가, 정보)

수업에서 사용한 협력 지능 사고 툴킷

해결책 요약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한 질문을 통해
문제해결의 최종
목표를 확인합니다.

그룹
10분
※ 주의사항
목표의 확인은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할 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입니다.
해결책에 대해
예측하고, 의미있게
쓰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 때
동기부여가 되며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돋아나며 참여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창의교육거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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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수업에서 사용한 협력 지능 사고 툴킷

해결책 맵핑
과제와 관련된 기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룹
15-20분
※ 주의사항
질문을 검토하고
문제와 관련된 기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곳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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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AI 윤리규약서 만들기( 국어, 사회, 도덕, 기가, 정보)

수업에서 사용한 디지털 협력도구
협력 지능 프로젝트 디지털 도구 활용1 : 패들렛

사이트
https://ko.padlet.com/dashboard, 패들렛 앱
소개
하나의 작업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접착식 메모지를 붙여 놓는 작업이 가능한
웹 애플리케이션이다. 교실수업에서 칠판에 붙이는 메모지를 웹상에서 함께 한다고 보면 된다.
메모지를 가지고 수업시간에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활동이 가능하다.
활용법
교사 - 패들렛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패들렛 만들기를 클릭한다. 다
양한 형태의 게시판을 만들 수
있음
학생 - 오른쪽 하단의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 파일 첨부, 이미지 첨부
등 다양한 파일을 업로드하여
공유할 수 있다.
경인교육대학교 창의교육거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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