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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에 싱가포르의 체육교육: 지원과 전략
Singapore's Physical Education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Supports and Strategies
정호진1
Ho Jin Chung1
요 약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 분야의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발한 노력
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에 싱가포르의 체육교육에 대해 정부의 지원과 전략을 살
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미래 교육의 변화와 흐름을 빠르게 읽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하여 각급 학교의 모든 교과에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교육 분야의 디지털화를 가속화 시키는 폭
넓은 지원을 하고 있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교사는 각 반의 ICT 전문가로 과학 기술을 활용한 도구
들을 체육 교과에 접목하면서 재택 수업 실행의 성공적 국가 교육 플랫폼 전환에 큰 기여를 했다. 정
부와 학교는 계속해서 인공지능을 교육에 적용하는 새로운 트랜드와 기회에 집중하고 학교 현장의
반응 및 피드백을 반영해야 하며 그것들이 미래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정부가 교육의 미래를 예측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지원의 제공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학생의 미래와 핵심 역량 강화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어 : 인공지능, 미래교육, 체육교육, 지원, 전략

Abstract
A high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AI) worldwide and a proactive effort is being made to develop
technologies in this fiel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government's supports and strategies for physical
education in Singapore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Singapore government is rapidly reading
changes and trends in the future of education and investing a considerable budget in providing extensive
support for accelerating the digitization of the education sector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 in Education) in schools for subjects at all levels. As ICT in Education experts, teachers
have made a remarkable contribution to the successful transi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platform for
Home-Based Learning by incorporating the technology tools into physical education. Governments and
schools are required to continue to focus on new trends and opportunities in applying AI in education,
reflect responses and feedback from schools and evaluate the impact of these applications in the future of
educ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e significance of the impact on student's future and the
development of key competencies that government could create by forward-looking the future of education
and providing necessary support to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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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4차 산업 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도래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발전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관
점으로 자신의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넘어 다른 분야의 경계에 걸쳐있는 점들을 연결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CNBC [1]는 우리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 보다는 민첩한 판단력과 사고의 유연성을 도구로 소유한 사람들이 모호하고
예측이 쉽지 않은 불확실성이 만연한 사회에서 더 큰 경쟁력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인공
지능의 출현은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보이지 않는 경계를 허물었으며 현재보
다 더 높은 수준의 지능 사회로 전환을 가속화시켰다 [2][3]. 이처럼 인공지능은 다른 분야와의 융
합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교육 분야에서도 컴퓨팅 및 정보 처리 기술의
발전을 통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교육 로봇, 학습 분석 대시보드, 적응 학습 시스템, 인간-컴퓨
터 상호작용 등이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4]. 다시 말해, 교육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은 전통
적인 교육 실천의 관행을 넘어 더 많은 잠재력을 발견하게 했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길
이 열렸으며 도리어 새로운 기회를 갖게 해준 것이다 [5].
주지하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활발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2020년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간한 “미래의 학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 모델 정의” 에서는 미래의 학습 내용 변화와 관련하여 (1)
글로벌 시민 기술, (2) 혁신 및 창의성 기술, (3) 과학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4) 대인 관계
기술, (5) 학습 경험 변화와 관련된 개인 맞춤형 및 자기 주도 학습, (6) 접근 가능한 통합적 학습,
(7) 문제 기반 및 협업 학습, (8) 평생 및 학생 주도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고, 4차 산업혁명에서 정
의되는 8가지 중요한 특성을 글로벌 프레임워크로 제시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교
육 시스템을 보다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영감을 주기 위한 것이다 [6].
이러한 학습 내용 및 경험의 변화에는 검증된 혁신적 교육학(Innovative Pedagogy), 다시 말해, 학
습을 뒷받침하는 교수 원칙과 전략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의 5가지 핵심 수업 방식을 통
해 교육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 [6]. 첫째는 놀이 기반 수업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능동적인 사고
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즐거운 경험을 만드는 접근 방식이다
[7]. 둘째는 경험 기반 수업이다. 이것은 콘텐츠를 실제 세계에 통합하는 접근 방식으로 프로젝트
및 질문 기반 학습이 포함된다 [8]. 셋째는 컴퓨터 기반 수업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컴퓨터가 어떻
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접근 방식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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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신체 기반 수업이다.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학습에 접목시키는 접근 방식이다 [9]. 다섯째
는 멀티 리터러시 기반 수업이다. 이것은 다양성과 언어가 사용되고 공유되는 다양한 방식에 초점
을 맞추고 학습을 문화적 인식에 연결하는 접근 방식이다 [9].
학생들의 전인 발달을 목표로 하는 필수 교과인 체육교육(Physical Education) [10]은 신체의 움직
임을 기본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다양한 놀이 기반 게임 그리고 스포츠 활동을 경
험하게 하며, 세계 경제 포럼이 제시한 혁신적 교육학에서의 5가지 핵심 수업 방식 중 3가지와 맞
닿아 있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 시대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수업에서 일
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인식,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분석, 피드백, 평가 및 활용도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어 체육교육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와 같은 세
계 교육의 변화와 흐름을 빠르게 읽고 공공 부문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보 통신 기술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ICT) 분야에 약 38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입하여 각급
학교와 교과를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11]. 따라서, 이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에 싱가
포르의 체육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정부가 4
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 출현에 대한 사회 변화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학교의 미래와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에 싱가포르의 교육 분야
에 대하여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인공지능 시대에 싱가포르의 체육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교에서 어떤 강화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2.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에 싱가포르의 교육 분야에 대하여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 보고서, 학술 논문 자료들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인공지능 시대에 싱가포르의 체육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교에
서 어떤 강화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 문서, 신문 보도 자료들을 바탕으
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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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 시대에 싱가포르의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
3.1 교육 분야에 정보 통신 기술의 지원을 위한 마스터플랜
싱가포르 교육부 (이하, MOE)는 1997년부터 교육 분야에서 정보 통신 기술(이하, ICT in
Education)의 지원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이 마스터플랜은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 경험들을 전환시키는 ICT 기반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4단계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12]. 첫째, 마스터플랜 1단계(1997-2002)는 싱가포르의 각
급 학교가 ICT를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했다. 학교에 ICT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MOE
는 교사들에게 기본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갖추게 하여 교육에서 ICT가 널리 사용되도록 지원을
하였다. 둘째, 마스터플랜 2단계(2003-2008)는 교육에서 ICT의 사용이 더 효과적이고 잘 보급되기
위해 마스터플랜 1단계의 기초 위에 구축되었다. 마스터플랜 2단계의 주요 우선순위는 모든 학교
가 기본 수준의 ICT 사용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더하여 더 높은 수준의 ICT 사용 목표를 달성할
준비가 된 학교에 좀 더 나은 지원을 하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교육 과정과 평가에서 ICT의 통합
적 활용 강화를 목표로 했다. 셋째, 마스터플랜 3단계(2009-2014)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풍부하게
전환시키고 지식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역량(Critical Competencies)과 기질(Dispositions)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마스터플랜 3단계에서는 특히, 역량 중심 자기 주도 학습
(Self-Directed Learning)과 협력 학습(Collaborative Learning) 및 ICT의 책임 있는 사용에 중점을 두었
다. 넷째, 마스터플랜 4단계(2015-2019)에서 MOE는 학생 중심 및 가치 중심 교육에 대한 질 높은
학습에 중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각 교과목을 통해 지식을 얻고 21세기 사
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21st Century Competencies)을 습득하며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이 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Hung과 Huang [13]은 ICT in Education의 지원을 위한 정부의 마스터플랜 전
략이었던 ‘인프라 구축 먼저’ 정책은 교육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었고 교사와 학교가 구현
하는 ICT 매개 학습은 중앙 집중식 하향식 지원과 분산된 상향식 정책이 상호 보완되고 동시에
활성화되어 지원되는 노력의 핵심이라고 보고있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향식 상호작
용을 가시적으로 만드는 것은 하향식 정책을 보다 적절한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한다 [12].

3.2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에서 과학 기술의 활용
MOE의 ICT in Education의 지원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과학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하여 더 잘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하여 2019년부터 교육 과학
기술(Educational Technology, EdTech) 플랜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현재의 EdTech 플랜은 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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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위한 과학 기술 기반 학교 교육 환경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이것은 MOE가 과학 기술 및 상
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EdTech의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질
높은 교수-학습을 위한 접근 방식과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14]. EdTech 플랜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 직전 교육 기관까지 학습을 위한 과학 기술 생태계 및 핵심 플랫폼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학습을 위한 과학 기술은 연구와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설계 및 개발을 하고 대면 및 온라인 수업
에서 활용되어야 하며 관리 및 평가를 위한 체계적 지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MOE는 ICT in
Education의 기반 위에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개년 비전을 유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과학 기술의
빠른 변화를 인식하여 EdTech 플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및 업데이트가 가능할 수 있도록 민첩
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EdTech 플랜의 특징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에서 MOE는 다음의 4가지 학습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에서 과학 기술의 활용이 어떤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지를 보여준다. 첫째는 자기 주도 학습(Self-Directed Learning)으로 교사는 교수법, 수업 도구 및 새
로운 수업 구조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한다.
Garrision [15]은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접근 방식을 반영하기 위해 상황을
통제하는 자기 관리(Self-Management), 인지적 책임과 관련된 자기 모니터링(Self-Monitoring) 및 학
습의 진입 및 과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동기 부여(Motivation) 차원을 통합한다. 둘째는 개인 맞춤형
학습(Personalised Learning)으로 각 학생의 요구에 맞는 속도와 경로를 맞춤화하는 학습 경험을 갖
게 한다. 이 학습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학습 환경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투명하고 실행 가
능한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를 갖을 수 있으며, 학생의 목소리와 피드백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구
조를 갖고 있다 [16]. 셋째는 연결된 학습(Connected Learning)으로 협력 학습 경험을 발전시키고 학
생의 학습을 지역 사회 및 세계와 연결하게 한다. 학생은 개인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물
론 자신이 습득한 좋은 기술과 높은 지식의 공유를 통해 지역 사회에 가치를 더하게 된다 [17]. 넷
째는 인간 중심 학습(Human-Centred Learning)으로 학생의 관심, 태도 및 동기가 학습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데이터 기반 이해를 활용한다. 이 학습은 학생의 내재적 가치와 웰빙을 존중
하는 것은 물론 호기심, 보살핌, 연민, 관계 및 책임을 포함한 자질 배양에 중점을 둔다 [18].

4. 인공지능 시대에 싱가포르의 체육교육 강화 전략
4.1 학생들의 체육 교과 성과 달성을 위한 전략
4.1.1 체육교육에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강조
새로운 개인 학습 기기(The Personal Learning Device, PLD) 계획은 학생들의 개인 맞춤형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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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위해 모든 수준의 학생에게 PLD를 제공한다 [11]. 각급 학교는 PLD 사용을 체육 교과에
도 통합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체육 교과 학습이 가능할 수 있
도록 온라인 평가 및 피드백 도구, 활동 데이터 수집 애플리케이션, 이미지 및 목소리 분석 카메라
와 같은 과학 기술이 강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 수업의 핵심 기능으로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방법을 활용하여 체육 수업의 재택 학습(Home-Based Learning) 시 학생들에
게 자기 주도성(Self-Directedness)과 자기 관리(Self-Management)를 적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19]. 그
리고 학생들의 관심에 기반한 체육 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학생 주도 학습(Student-Initiated Learning)을 통해 체육 교과의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와
열정을 개발하게 한다.

4.1.2 학생들의 개인 맞춤형 체육 교과 학습 경험 강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체육 교과 교수-학습 향상은 모든 학생들을 위해 2018년 7월 MOE에 의해
구축된 AI 지원 학생 학습 공간(Student Learning Space, 이하 SLS)를 통해 가능하다. SLS 플랫폼은
2017년 62개 학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후 2018년과 2019년에는 특수 학교들을 포함한 전
체 학교들로 확대 운영했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질 높은 학습의 연속성을 유지하
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교육과정에 맞춘 디지털 체육 수업 도구와 자료를 제공하는 이 플랫폼은 모
든 학생이 자신의 진도에 맞춰 개별 및 공동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14]. 학생들은 SLS를
통해 학습에 대해 더 큰 주인의식을 갖고 평생 학습을 준비하는 기술과 습관을 습득할 수 있으며,
교사는 SLS를 활용하여 수업을 질을 향상시키고 학습을 보완한다. 또한 이 플랫폼은 학생들의 학
습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학습 성과를 가시화하는 분석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기 주
도 학습을 지원하는 체육 디지털 교과서를 제공한다 [20].

4.1.3 학습자 중심 체육교육 평가를 위한 과학 기술의 활용
학습자 중심 체육교육 평가에서 e-형성 평가(e-Formative Assessments)는 과학 기술의 활용을 통해
더 넓은 범위에서 학생들의 운동 수행 기술과 역량을 평가한다. 체육 교과의 학습 과정에서 수행
되는 이 평가 방법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e-학교
기반 평가(e-School-Based Assessments)는 총괄 평가(Summative Assessments)를 모델로 하지만 학생들
의 체육 교과 학습 결과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과학 기술 기반 평가이다.
체육교육에서 시뮬레이션 및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통해 실제 체육 수업 평가를 수행하는 데 사용
되는 과학 기술의 활용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국가 e-시험(National e-Examinations)은 국가 시험에서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정확성과 쌍방향
식 상호 작용성을 향상시킨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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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사들의 체육 교과의 성과 달성을 위한 전략
4.2.1 체육교육에서 교사의 과학 기술 활용 능력 개발
교육부는 교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평생 학습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사를 위한 전
문성 개발 로드맵인 ‘SkillsFuture for Educators(SFEd)’를 도입하였다 [21]. 학생을 수업 설계의 중심
에 두고 있는 e-교육학(e-Pedagogy)은 SFEd에 맞춰 과학 기술 설계, 제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체육
교육 및 학습 가이드, 디지털 체육 교수-학습 자료, 체육 수업 설계 및 계획들을 대면 및 온라인
수업에서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을 구축한다. 또한 모든 교사의 데이터
활용 능력(Data Literacy for All Teachers) 향상을 중점에 두고 교사는 체육 교과 수행시 수집되는
데이터 사이의 맥락을 읽어내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설계하며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 및 평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개발한다.

4.2.2 온라인 체육 수업 시 담임 교사와 학생의 디지털 안전, 보안 및 책임 강화
사이버 웰니스 및 보안 교육은 체육 교과를 포함한 모든 교과에서 온라인 수업이 더욱 강화되
면서 그 중요성과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성 및 시민의식 교육(Character and Citizenship
Education, CCE)에 포함되어 있는 사이버 웰니스 및 보안 교육은 일반적으로 교과 과정, 워크숍, 대
화 및 활동과 같은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된다 [22]. 이 교육은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디지털
학습자가 되도록 돕고 사이버 공간을 탐색할 때의 웰빙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
은 체육 교과의 학습 과정에서 ICT가 가지고 있는 힘을 긍정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며, 사이버 공간
에서의 타인 존중은 물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ICT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14]. 또한 담임 교사는 학생들의 사이버 웰니
스 및 보안 교육의 책임을 갖고 담임교사 지도 기간 동안 14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며, 체육 교과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모아 학생들을 교육한다.

4.2.3 체육 교과 학습 지원을 위한 학부모 및 이해 관계자와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구축
체육 교과의 성과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부모 참여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MOE는 학부모의
디지털 이해 활용과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
고 있다 [23]. 이러한 MOE의 노력은 자녀가 가정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안전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료와 제안 사항들을 제공하는 것이며, 부모를 학생들의 학습에 있
어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지원하는 것이다. 과학 기술 기반 학교 교육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이
제 학교의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과 함께 과학 기술을 활용한 미래 교육을 추
구하고 있으며 개인 맞춤형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연결된 디지털 통합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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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은 EdTech의 핵심 사항이다.

5. 결론
교육 분야의 ICT 기반 환경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1997년에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체육교
육에서 ICT의 활용은 학계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체육 교과를 포함한 전 교과목에서 ICT의 활용이 보편화 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
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라는 국가 대위기를 지나면서 정부는 EdTech 플랜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민첩하고 적응력 있는 대응을 지원하였고, 교사는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각 반의 ICT 전문가로 과학 기술을 활용한 영상 편집 및 자료들을 체육 교과 학습에 반영하면서
온라인 수업 실행의 성공적 국가 교육 플랫폼 전환에 큰 기여를 했다. ICT의 활용은 학생들이 스
포츠, 건강 및 체력, 운동 관련 교육 학습 자료 및 정보에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습 자료 및 정보에 빠르고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과학 기술의
확산이 더 현저한 수준의 비활동성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긴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학교는 계속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추적하고 현장의 반응
및 피드백을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것들이 미래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평
가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인공지능 교육이 교육 목적의 본질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 내 인공지능 기술은 활용 범위를 정교하게 구분하고 수반되는 문제들을 파악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미래 교육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체육교육은 상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체육교육의 시너지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계 교육의 흐름 및 미래 교육의 변화를 읽어내고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예비 교사 및 현직 교사 그리고 학교 리더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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