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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정보의 주관성과 편향성 교육을 받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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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 디지털 정보 판단 능력 중 최하위인 한국

 만 15살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어진 문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 평가에서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를 기록함



OECD회원국들의 평균 식별률은 47%인데, 


한국 학생들은 25.6%밖에 안됨

< 2018년 보고서, OE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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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정의1



심심한 사과?

금일?

연패?

고지식?

Problem
한국 학생의 약 75%는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역량이 부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초등학교 국어 수업 시간 

34시간으로 확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

"주어진 문장에서 사실과 의
견을 식별하는 능력" 평가에
서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를 기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COVID 19 이후 숏폼의 영향

디지털 환경은

일방향 시청각


콘텐츠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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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정의1



Solution

시각적 문해력이란? 

정보를 이미지의 형태로 해석하고 협의하고 의미를 만드는 능력

유/아동기 때 언어 습득은 중요하다

시각적

문해력

향상

<박윤미, ‘미술’과 ‘언어’ 활동 융합형의 아동 발달지원 교육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텍스트 마이닝을 중심으로, 2021>

시각적 접근은 언어 학습에 매우 효과적인 주요 매개체

시각 및 언어의 

융복합적 발달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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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습득을 위한 시각적 접근2



초등 교과와 연계해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동화, 시, 수필, 설명문, 논설문 등의 글을 읽고, 
통합 교과적 문제를 풀면서 서술·논술 능력을 키워주는 학습서


2022년 9월엔 판매량도 전월 동기 대비 53.9% 증가함

NE 능률 ‘세 마리 토끼 잡는 독서 논술’

그림책을 통해 이야기를 상상하며 문장력과 표현력을 기르도록 돕는 4~6세 유아 대상 창
작그림책 전집 및 스마트 콘텐츠. 의성어·의태어 등 반복 어휘로 문해력 발달이 가장 두드
러지는 유아기에 필요한 언어를 자극함. '친구에게 공감하기', '더불어 살기', '환경 보호' 등 
누리과정 필수 내용과 연계함



웅진씽크빅 ‘상상몰랑’

언어표현 교육 업계 수요 증가

5

교육 산업 업계 수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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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F 빅데이터는 


최고의 시각적 문해력 재료!

언론을 통한 교육 사례4

EBS 문해력 유치원 “온세상이 다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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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설명
CMF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AI 기반


AR 문해력 교육 서비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EfficientNet B7]

분류한 CMF데이터를 EfficientNet b7 특징 추출기 사용하여 Image Embedding

타겟  사용자 연령대가 구분 가능한 색 기준으로 를 타겟 CMF로 사용 기본 색상(14) x 채도(3)
빨강  노랑  검정  흰색  주황  보라  녹색  파랑  연두  자주  청록  남색  분홍  회색{ {

진한 / 연한 / 보통{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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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소개: Image Embedding5



타겟 CMF(기본 색상 x 채도)에 대한  감정, 질감, 마감에 대한 언어 표현으로 텍스트 임베딩

KoBert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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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언어로 CMF 표현 데이터세트 구축

기술 소개: Text Embedding5



[예시 : 타겟 CMF와 유사한 CMF셋 분류 및 텍스트 임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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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1 Network2 Loss3

기술 소개: Text-Image Embeddin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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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소개: CMF 추천 시스템5

Text-Image Embedding Model Output CMF DataKoSpeech Model

0.9665

0.9132

0.9788

0.9543

Speech to Text AI 모듈기반 
 
음성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이미지(텍스쳐) 검색 및 추천

어떻게 표현하고 싶니?

부드러운 나무로 만들고 싶어!



기초미션

색깔 맞추기 문제 - 정답 화면

색깔 맞추기 문제

질감 맞추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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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입: CMF 인지 교육 - 색깔&질감 맞추기 문제6

1단계 : 시각적 기본 인지요소인 색상 맞추기


2단계 : 표현력 향상을 위한 질감 맞추기 

(아동발달심리학에 근거한 시각적 요소 인지 순서에 따라 교육 단계를 설정)



Step1 Step2 Step3

필요한 색깔 찾기 색깔 꺼내기 필요한 질감 찾기
표시된 색상을 드래그하여 


도형 이미지에 색깔을 적용시킨다.
필요한 색깔 찾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 질감을 말하고, 해당 질감을 적용시킨다.
보기 이미지를 관찰 후


이미지에 적용된 색상을 말하게 되면,

하단에 해당 색상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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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을 꺼내서 여기로 이동시켜보세요"

프로토타입: CMF 인지 교육 - 함께 만들어봐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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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입: CMF 인지 교육 - 자유롭게 만들어봐요!6

나는 이걸로 로봇이 사는 집을 만들거야!
난 로봇이 제일 좋아!

태영아~ 뭐 만들고 있는거야?

우와~  정말 멋진데?

여기는 나무 부분은 로봇이 밥을 먹는 곳이고~


여기 파란색 부분은 로봇 집의 문이야~


그리고 여기는~ 

파란색이 나타났어요

자유롭게 움직여보세요!

파란색이 네모 블럭이 필요해!



CMF 데이터

NERF(실제 객체를 3D로 모델로 복원하는 기술)에 Semantic Segmentation을

적용하여 어떤 사물이든 CMF 데이터로 텍스처를 변경하여 AR 가상 오브젝트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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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F와 Semantic segmentation을 사용한 우리집 사물을 AR 오브젝트화 하기 

[NeRF-Tex]

프로토타입: CMF 인지 교육 - 자유롭게 만들어봐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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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입: CMF 인지 교육 - 자유롭게 만들어봐요!6

어떤 사물이든 CMF 데이터를 사용하여 표현놀이가 가능!

우와~


태영이가 고른 색으로 바꾸니까


오리 인형이 훨씬 멋있어졌다~

이제 무슨 색으로 바꿔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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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7

16만장 이상으로 구축된 CMF 빅데이터가  직접적인 학습 도구로 활용되어


아이들의 문해력과 표현력 상승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색채 교육이 아이들의 감수성 발달과 정서순환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서지능 발달 교육도 포괄함

그림책에 국한되었던 시각적 문해력 교육에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가능성 제시

with CMF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