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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본 프로그램은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융합교육으로 학생들에게 과학, 수학, 기술, 공학
그리고 인문학을 바탕으로 하여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
다.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기능을 익히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사회를 살
아가야 하는 학생들이 지녀야 할 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수업안을 구성하였습
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발달은 매우 빠르기에 기술을 쫓다 보면 수동적인 사용자가 되
어 무분별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사용자의 관점에서 옳고 그
름을 판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안된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이라는 주제의 적시교육을 실천하여 학생들이 겪어가
야 할 실생활 문제를 고민해 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바른 가치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프로그램 사용방법
본 프로그램의 교재는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교사용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고 쉽
게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차시별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세안으로 제시하고,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학습활동 장면을 추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과정안이나 수업 활
동 내용에 유의점과 사용할 자료를 제시하여 수업 적용 시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하였습
니다.
학생용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수업대체용 교수・학습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
성하였습니다. 제공된 학습지는 교사 재량에 맞추어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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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연계
관련교과

기술
가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내용 요소 및 성취수준)
기술 활용
[9기가05-02]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안전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하여 이해한다.
[9기가05-03]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자료와 정보
[9정02-01] 디지털 정보의 속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 형태
로 표현한다.
정보

프로그래밍
[9정04-02]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입력 받아 처리하고 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9정04-05]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협력하여 설계, 개
발, 비교･분석한다.

법의 의미와 역할
[9도04-02] 과학 기술이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가치를
도덕

설명하고, 동시에 과학 기술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열거하
며, 과학 기술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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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AI

1

주제개요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서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실제 현실이 생
각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시스템 역시 불확실하고 변동이 심한 세
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인간만큼 대응 가능한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
드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도 안전한 인공지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가 계속
되고 있고 설명 가능과 같은 인공지능의 다른 원칙들과도 함께 발전해가고 있다.
본 수업에서는 안전한AI를 신뢰성 있는 AI와 더불어 AI의 안전을 위한 사례를
통해 실제 현실에서 실현하는 여러 방법들 중 한가지인 이상 탐지(Fraud
Detection System, Abnormaly detection)에 대한 개념을 통해 인공지능이 복
잡한 현실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와 함께 피지컬 컴퓨팅으로 물리적 현실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연결해 보도록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간략하게
모델화된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배우고 이러한 이상거래탐지가 다양한 곳에서 활용
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학생들마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를 다양한 곳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볼 것이다. 엔트리를 통해 지도학습을 시도하며, 마이크로비트
또는 아두이노를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모듈을 만들기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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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AM 단계요소
1

상황 제시

AI가 발달하였으나 여전히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체할만큼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
이 아직 있으므로 해당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공지능을 통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이는 이상탐지(anomaly detection,
이상감지)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적용해본다. 먼저 이상탐지의 개념과 방법(지도
학습)을 알아보고 지도학습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엔트리를 간단히 사용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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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머신러닝이 가능한 플랫폼과 물리적 기기(아두이노, 마이크로비트 등)를 이용하
여 센서와 물리적 구동에 대해 익힌다. 그 후 머신러닝 플랫폼을 이용하여 학습을
시도한다. 학습을 통해 익힌 값을 통해 인공지능 이상탐지를 적용하여 이상이 아
닌 것을 학습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형태의 보안 방법을 익히고 이를
새롭게 적용하여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이상탐지를 실현해본다. 이러한 이상탐지
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피지컬과 결합하여 제시한다.

3

감성적 체험

‘제품 설명회’를 열어 자신이 생각한 이상탐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제품, 상
품,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세상에 보안의 위협
이 존재하고 이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는다. 또한 이를 인공지능의 방법
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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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계획

3

○ 수행, 관찰 평가 기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도달

노력하여 도달

미도달

과제에 대한 집중력은 있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끈

으나 끈기가 부족함

기가 부족함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간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

호기심과

하며 문제를 해결할 때 어

의 흥미가 있으며 문제를

가 거의 없으며 문제를 해

자신감

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때 어려워하지만

결할 때 어려워하고 참여

참여함

참여함

하지 않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정교성이 가끔씩 나타남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
집중과 끈기

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
함

감성적
체험

창의성

해결방안 및
계획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안전한 AI를 위한 창작

안전한 AI를 위한 창작

안전한 AI를 통한 창작 방

방법에 대한 이해가 다소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

법과 계획 설계가 명확함

부족하여 계획 설계가 미

하여 계획 설계를 세우지

흡함

못함

안전한 AI를 과정이 명확

안전한 AI를 협력 방법을

하지 못하고 독창적인 작

적용하지 못해 독창적인

품의 구현이 미흡함

작품을 구현하지 못함

창의적
설계
문제해결 과정
및
산출물 도출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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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AI를 통해 독창적인
작품을 구현해냄

○ 수행, 관찰 평가 기록지
평가
영역

감성적 체험
집중과
끈기

이름

창의적 설계

호기심과
자신감

창의성

해결방안
및 계획

문제해결
과정

총평

산출물
도출

○ 면접기록지

면접기록지
면접대상

(

일시
면접계획
(면접 목적 면접
진행 계획 등)
면접 내용
(면접 과제 질문과
잡변 학생 특성)

평가 결과

2021년

)학년 (
월

)반

이름 :

성별 :

일 : ~ :

면접교사

· 안전한 AI의 특징과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는가?
· 안전한 AI를 통한 예술 작품 창작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안전한 AI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가?
· 안전한 AI의 특징과 필요성을 말할 수 있는가?
· 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 과정과 안전한 AI의 창작 과정을 설명하는가?
· 안전한 AI를 적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제시하는가?
평
가
영
역

융합적 사고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교
사
총
평
면접 후 학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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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술 평가에 대한 평가 요소 체크리스트
요소
이름

융합적 사고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의사소통

○ 구술 평가 기준표

평가영역

평가기준

◆ 인공지능에 신뢰가 중요함을 이해하고 있는가?
융합적 사고

◆ 이상 탐지와 같은 알고리즘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
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 이상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과 과정을 창의적으로 설계
하였는가?

창의적 설계
◆ 이상 탐지를 다른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내는가?
◆ 자신이 설계한 활동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는가?
감성적 체험

◆ 느낀 점 발표 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
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발표하는가?

의사소통
◆ 경청 및 발표 태도는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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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척도
상

중

하

○ 학생 동료 평가 계획
평가
방법

평가영역
감성적
체험

평 가

평가기준

상

중

하

◆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 이상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과 과정을 창의적으로 설
계하였는가?

자기
평가

창의적
설계

◆ 인공지능의 보안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 이상 탐지 시스템을 다른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하고 배려하며 활동

동료

감성적

평가

체험

이 이루어졌는가?
※ 개인별로 진행할 경우 작품 제작의 과정에서 인공지능 학습
의 과정과 피지컬 컴퓨팅에 관한 기준을 세워 평가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교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자료

안전한 AI의 중요성을 알고 이상 탐지 시스템을 이해하여 이를 적용함으
로써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냄. 또, 문제해결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
그램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줌.
이상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사례를 창의
정보

적으로 제시함

동기유발에서는 매우 호기심 있어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단계별 활동에
서 이해가 좀 부족하여 힘들어하기는 하였지만 모둠 친구들과의 계속적
인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완수해냄

기재 상황 예시

컴퓨터과학 기술의 원리 이해
및 적용과정에서의 모습과 모
둠 활동에서의 모습을 관찰하
여 기술하는 경우

성장과정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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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안전한AI

9

10

1차시 프로그램 지도안

4
프로그램명

안전한 AI

학교급

중학교

학습목표

안전한 AI가 무엇인지 알고 이상 탐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학습자료

활동지, PC, 웹캠, 마이크 또는 노트북, 스마트기기
기술
가정

성취기준

(내용요소) 기술 시스템
(성취기준) [9기가05-02]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안전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예
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하여 이해한다.

(성취기준) [9정02-01] 디지털 정보의 속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
지 다른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다.

차시

차시
상황
제시

교수·학습 내용

안전한 AI 알아보기
• 영상 보며 안전한 AI 알아보기
- 사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실수로 아기를 쳤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운행
첫날 사고가 났습니다.)
- 인공지능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과 달리 인공지능은 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
다./ 인공지능은 판단 능력이 사람과 달리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 AI를 신뢰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개별
학습

(인공지능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주고 상황별 대처 방법을
학습시킵니다./ 인공지능에게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입력합니다.)

전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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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차시

(내용요소) 컴퓨팅 시스템
정보

1

차시

• 학습문제 확인
- 안전한 AI를 위한 이상 탐지를 알아봅시다.

학습자료(

)

유의점(
)
'안전 지키미' 로봇
이 2살배기 치어...AI의
잇따른 실수 / '완전 무
인' 자율주행차, 운행 첫
날 사고
https://www.youtube.com/
watch?v=Z-S48KXWaDU
https://www.youtube.com/
watch?v=MQh87luGq-0

AI로 안전을 위한

안전을 위한 AI의 사례들 알아보기
• 안전을 위한 AI 기술들 알아보기
- 기사의 공통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인공지능 관련 안전한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한 사례들
속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어떤 분야들에 AI를 통한 안전이 적용됩니까?
(금융 분야, 건설 분야입니다./ 소방 분야도 있습니다.)

사례
신문기사, 블로그
인공지능, 건설현장 안전 책임
진다(공학저널)
http://www.engjournal.co.k
r/news/articleView.html?idx
no=784
안전도 첨단 시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 기술

개별
학습

• 이상 탐지 사례 알아보기
- 금융 거래 등에서 이상한 거래를 탐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객이 해킹 등을 당해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 이상 거래란 무엇이고 탐지는 무엇입니까?

개별
학습

이상 탐지(anomaly detection)란 자료에서 예상과
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개체 또는 자료를 찾는 것
을 일컫는데, 이상값은 신용카드 사기, 사이버 침
입, 테러 행위 같은 악의적 행동이나 시스템의 고
장, 비정상적인상황 등과 같은 이유로 발생하기 때
문에, 실생활에서 이러한 위협 또는 고장으로 발생
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상 탐지는 필수적으
로 해결 해야 할 문제이다(기계학습 기반 이상탐지 기법
연구, 오미애, 박아연, 김용대, 진재현, 연구보고서, 2018).

https://m.post.naver.com/vi
ewer/postView.nhn?volume
No=15756244&memberNo=
7441963
금감원, 빅데이터 분석 통해
금융사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 벅차
https://www.fntimes.com/h
tml/view.php?ud=20200810
124315649ee0209bd21_18
지능형 화재감지기
http://www.engjournal.co.k
r/news/articleView.html?idx
no=245

- 이상 거래 탐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 탐지를 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
니다./ 인공지능이 이상 거래를 탐지하여 자동으로 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 이상탐지 알고리즘 알아보기

웹캠, 엔트리

- 이상탐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인공지능이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탐지합니다./ 인공지능이 평
소와 다른 것을 알고리즘에서 찾아냅니다.)
- 인공지능이 사용자에게 이상 탐지한 내용을 알려주어
인공지능을 신뢰 할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하여 봅시다.
(지능형 화재감지기의 경우 감지기에 열이나 연기가 5초 이상
탐지되는 경우 경보를 발생합니다./ AIOps는 과거의 패턴을
학습해 신뢰구간을 설정하고 이를 벗어나는 이상 패턴이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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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알람을 발생시킵니다.)
- 인공지능을 통한 이상 탐지의 편리함은 무엇입니까?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상 탐지를 하여 시스템이 돌아가게 합니
다./ 사람이 매번 이상 탐지를 할 필요가 없어 편합니다.)

• 이상탐지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기 위한 구동 방법 익히기
- 이상탐지 알고리즘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고 이를 실제로
보이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 엔트리에서 AI 블록을 사용하여 봅시다.
(확장-기계학습-모델생성(카메라사용)-물체인식)
- 한 클래스에 이름을 붙이고 물체 하나를 학습합니다.
- 다른 두 클래스에는 다양한 사물의 물체를 학습합니다.
-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는지 확인하여 봅시다.
• 정리하기
- 이상 탐지(abnormaly detection) 어느 경우에 사용합니까?
(신용카드 사기, 사이버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지
능형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해 경보를 발생할 때
사용합니다.)
- 이상 탐지에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학습시킵니까?
(인공지능에게 보편적인 패턴에서 벗어나거나 벗어나려는
패턴을 찾도록 합니다./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를
구분해서 학습시킵니다.)

• 차시예고
-다음 시간에는 이상 탐지를 물리적으로 연결해보고 나만의 AI
안전 제품을 설계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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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안전한 AI

◆ 안전한 AI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안전 지키미' 로봇이 2살배기 치어...AI의 잇따른 실수 https://www.youtube.com/watch?v=Z-S48KXWaDU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 첫날 사고 https://www.youtube.com/watch?v=MQh87luGq-0

-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공지능은 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
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위험 상황에 대한 알고리즘을 아직 학습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
다./ 사람과 다르게 인공지능은 판단 능력이 부족해 문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 AI를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AI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주고 상황별 대처 방법을 학습시킵니다./ 인공지능이 판단을
못했을 때를 대비해 사람이 수동적으로 인공지능을 작동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듭니다./
인공지능이 위험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알고리즘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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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AI 기술을 알아봅시다.
- 안전한 AI 기술들을 표에 정리하기
AI기술 이름
건설장비의 자동화
안전 기술

설명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카메라, 레이더, 라이드 등을
융합해 건설장비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을 자동으로 탐지,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조건에서 장비를 정지시킴
비정상적인 소리 감지 후 경찰에게 사고상황 전파, 얼굴

인공지능 CCTV

을 인식해 인파 속 특정 인물 추적, 화재 감지해 물대포
원격 조정

인공지능 상담사

상담 문자를 분석해 위급 상황 파악, 사람의 표정, 행동,
언어패턴을 포착해 대응
정확한 화재감지부터 신속한 상황전파까지 365일 무중단

지능형 화재감지기

화재감지를 지원하는 국내최초 IoT 통신 기반 소방안전
시스템

- 안전한 AI 기술을 사용했을 때 장점
(사람이 일일이 감독하지 않아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신속하게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AI가 신뢰성 있어야 하는 이유
(사람을 대신해 안전함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위험한 상황을 판단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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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AI의 의미

지난 봄,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토론회’가 열렸다. 세
계 각국의 법학자들이 모여 급속
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
술에 대한 윤리와 프라이버시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한 열
띤 논의가 펼쳐졌다.
제시카 필드(하버드대 로스쿨 교
수)에 따르면 인공지능 윤리가 인
공지능의 다른 분야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했는데, 그녀는 우리 삶의 필수불가결
한 요소가 될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인 ‘표준’과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필드 교수가 제시한 AI의 윤리 주제는 ① 개인정보, ② 책임, ③ 안전·보안
④ 투명성과 설명성 ⑤ 공정성과 차별금지 ⑥ 인간의 기술 통제 ⑦ 전문적인 책임
이다.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결국 인공지능을 다루는 전문가들 뿐 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AI윤리가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 조직적 맥락을 이해하여 다르게 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AI학습 데이터에 사람의 편견이 반영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인
간을 위협하거나 AI 포비아를 형성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안전한 AI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서는 AI 윤리의 기준과 표준을 알맞게 세워 편향이 일어나는 결함을 보완해야 한
다.
결국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와 문화권별로
다른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686536
https://www.youtube.com/watch?v=YsZcAW8xDHI (거버넌스 토론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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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이상탐지 알고리즘
안전한 AI

◆ 이상 탐지에 대해 알아보기
- 이상 탐지란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패턴에서 벗어나거나 벗어나려는 패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를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 이상 탐지 사용 사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상 거래 탐지: 신용, 카드, 보험과 같은 금융계에서 불법 및 악용 사례를 탐지/ 침입 탐지 시
스템: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원치 않는 조작을 탐지/ 설비 예지 보전: 설비가 고
장나기 전 이상 신호 탐지/ 고객 이탈: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구매와 사용을 중지하는 고객을
분석하는 분야)

- 이상 탐지 사용 사례 중 하나를 골라 해당 사례에서 이를 활용하는 이유를 생각해봅시다.
서비스 이름
이유
기대 효과

다크트레이스(침입 탐지 시스템)
모든 사용자 및 디바이스의 이상 징후를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하고 이상 여부를 판별
보안 시스템이 구축되어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 있음

◆ 이상 탐지 알고리즘 알아보기
- 인공지능의 이상 탐지 알고리즘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인공지능이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찾습니다./ 인공지능이 평소와 다른 것이 있을 때 알릴 것 같
습니다.)

- 인공지능이 이상 탐지한 내용을 실제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이나 방지하여 우리가 인공지
능을 신뢰할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능형 화재감지기의 경우 감지기에 열이나 연기가 5초 이상 탐지되는 경우 경보를 발생합니
다./ AIOps는 과거의 패턴을 학습해 신뢰구간을 설정하고 이를 벗어나는 이상 패턴이 감지되
면 알람을 발생시킵니다.)
참고:
https://velog.io/@vvakki_/Anomaly-Detection%EC%9D%B4%EC%83%81%EC%B9%98-%ED%83%90%EC%A7%80%EB%9E%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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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탐지 알고리즘

이상탐지 알고리즘은 영어로는 ‘anomaly detection’ 이라고 하며 ‘이상 탐지’
또는 ‘이상징후감지’라고 읽고 쓴다. 데이터마이닝의 일부로 데이터 분석의 관점에
서 정의한 용어이다. 이것은 빅데이터와 더불어 함께 최근 재조명 받고있는 용어이
다. 그 이유는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이상 데이터를 찾기가 어렵고, 많은 데이터
안에서 매우 적은 이상 데이터를 찾아야하기 때문이다. 이상 탐지는 기계학습 알고
리즘을 사용할 수도 있고, 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
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계학습으로 이상 탐지를 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
다.
1. 지도학습 기반의 기계학습으로 이상 탐지를 접근하는 방법
① 이상한 것으로 태깅한 데이터(Training set)를 만든다.
② 기존에 발견된 이상 사례와 정상 사례를 적절히 섞어서 학습데이터셋을 만든다.
③ 회귀, 서포트 벡터 머신, 결정트리, 딥러닝 등의 알고리즘으로 판별하는 모델을
만든다.
2. 비지도학습 기반의 기계학습으로 이상 탐지를 접근하는 방법
정답을 주고 비슷한 것을 찾는 문제를 비지도학습으로 해결하기는 일반적으로 부적
합하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따로 묶인 군집을 분류하여 제시를 해 주면 그것을 구
분해내면 되는데, 군집들 중에서 이성한 것들만 모으도록 모델링하는 것은 매우 어
렵다.
3. 반지도학습을 통한 이상 탐지
기계학습을 이용한 방법중에 가장 유용한 것으로, 소량의 정답 데이터를 이용해 비
슷한 것을 찾아내거나, 학습데이터를 확장 시키는 방법이다. 매우 어려운 기법이고
좋은 모델을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다.
참고 : https://intothedata.com/02.scholar_category/anomaly_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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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탐지 알고리즘의 사용 예

이상탐지 알고리즘 시스템 운영, 보안 관련 시스템, 제조업과 같은 공정에서 많
이 활용되며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1. 비즈니스 분석
① 매출이 이전에 비해 떨어진 판매 채널
② 주문량이 이전에 비해서 증가한 거래처
③ 구매량이 이전에 비해서 증가 또는 감소한 품목
④ 다른 경쟁사로 이탈할 징후가 보이는 쇼핑몰 또는 서비스의 고객
⑤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상품의 판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제품
2. 컴퓨터 시스템 관리
① 자원 사용량(메모리, 디스크IO, 네트워크IO 등)이 이전에 비해서 증가한 시스템
② 접속이 없었던 IP주소들로부터의 시스템 접근량의 증가 (DDOS의 징후)
③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틀림없이 다운될 것 같은 시스템
3. 온라인 서비스 관리
① 이전에 비해서 증가한 로그인 실패 기록
②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에러코드의 기록 또는 더 빈발해진 기록
③ 다른 사용자와 다른 이동패턴이나 접근 패턴을 보이는 사용자
4. 공정 관리
① 불량품이 늘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 공정
② 현재 불량률은 차이가 없지만 후에 불량품이 대량 발생되어 리콜 될 것 같은
제품 라인
③ 큰 고장이 발생할 것 같은 설비
https://intothedata.com/02.scholar_category/anomaly_detection/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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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상탐지 알고리즘 학습
안전한 AI

◆ 이상탐지 알고리즘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봅시다.
- 엔트리에서 아래와 같이 학습합니다.

① 왼쪽의 스프라이트를 선택 후 명령어 블록 하단의 ‘인공지능’을 클릭하여 ‘모델 학습하
기’에 들어간 후 ‘이미지’를 선택한다.
② ‘모델 이름’과 ‘클래스 1’, ‘클래스 2’의 이름을 입력한다.
각각 ‘이상 탐지’, ‘정상’, ‘비정상’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③ 각 클래스(정상)를 눌러 [촬영]으로 바꾼 뒤 정상 값을 촬
영합니다. 최소 15개 이상을 학습합니다.
(너무 적을 경우 학습이 잘 되지 않으며 너무 많을 경우
학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④ 다른 클래스(비정상) 값도 촬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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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모델 학습하기]를 한 후 잠시 기다립니다.

⑥ 결과 탭에서 [촬영]으로 변경한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결과가 잘 나오면 [추가하기]를 통해 모델을 사용합니다.

⑦ 아래와 같이 코드를 짜서 학습한 결과가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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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학습

지도학습이란, 정답을 알려주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배와 사과를
양손에 들고 사과를 들어올리며 ‘이것은 사과’라고 가리키는 것과 배를 들어올리고 ‘이것은
배’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도학습은 분류(Classification)와 회귀
(Regression)로 나눌 수 있다.
1. 분류
① 이진 분류 : 데이터를 두 가지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는 것
예) 이 메일은 스팸메일인가? Yes/No
② 다중 분류 : 어떤 데이터에 대해 여러 값 중 하나
로 분류할 수 있는 것
예) 이 동물은 뭐야? 토끼
2. 회귀
어떤 데이터들의 특징(Feature)을 바탕으로 예측하는 것
예) 옆 동네와 우리 동네의 32평 아파트는 집값이 어느 정
도일까? 평형 당 시세를 고려하면 우리 동네는 얼마, 옆
동네는 얼마 정도일 것이다.
출처 : https://marobiana.tistory.com/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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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안전한AI

25

26

2차시 프로그램 지도안

5
프로그램명

안전한 AI

학교급

중학교

차시

학습목표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신뢰감 있는 AI 안전 제품을 설계할 수 있다.

학습자료

활동지, PC, 웹캠, 마이크 또는 노트북, 스마트기기

2 / 3 차시

(내용요소) 프로그래밍
정보
성취기준

(성취기준) [9정04-02]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입력 받아 처리하고 출력하기 위한 프로
그램을 작성한다.
(성취기준) [9정04-05]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협력하여 설계, 개발,
비교·분석한다.
(내용요소) 컴퓨팅 시스템

정보

(성취기준) [9정02-01] 디지털 정보의 속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
지 다른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다.

차시

교수·학습 내용

2
차시

지난 시간의 작품 떠올려보기
• 인공지능 학습 상기하기
- 지난시간에 이상탐지는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입니까?

전체

학습자료(
유의점(

)
)

엔트리, 피지컬
컴퓨팅 보드, 관련 센
서들(확장보드 또는 아

(인공지능이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찾아내도록 학습하는 것입니 두이노 센서)

학습

다.)
- 이상탐지 알고리즘을 엔트리에서 이용한 결과는 어떠하였습니
까?

https://www.youtube.co
m/watch?v=AOqBM5-JPa
M (목표장치)

(인공지능이 비정상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를 구분하여 학습하였
습니다.)
-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에 양질의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
개별
학습

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 오늘 함께 만들어볼 목표 장치를 확인하여 봅시다.
• 학습문제 확인
- AI를 이용한 물리적 이상 탐지 시스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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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리 하드웨
어 설치

활동 4 학습지
허용적 분위기

[활동1] 물리적 이상 탐지 시스템 만들기
인공지능 탐지 시스템 만들기
• 마이크로비트와 모터 연결하기
- 마이크로비트와 모터를 아래 방법에 따라 연결하여 봅시다.
1. 마이크로비트와 확장보드 연결하기
2. 확장보드 0번에 연결하기(+, -, 전력)

• 엔트리로 마이크로비트 확장보드 연결하고 학습하기

활동 4 학습지

- 엔트리 사이트에서 마이크로비트 확장보드를 연결합니다.
- 이미지 또는 음성을 학습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봅시다.

모터 연결은 정
해져 있으나 모터를

- 블록을 결합하여 인공지능 인식에 따라 모터가 구동하는 작품 통해 다양한 장치를
을 만들어봅시다.
- 작품이 일관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여 봅시다.
[활동2] 나만의 이상 탐지 시스템 만들기

생각해보도록 한다.
예) 도어락, 주차장도
어, 스위처

나만의 AI 제품 설계하기
• 나만의 이상 탐지 시스템 만들기
- 목표 장치의 인공지능 인식과 모터를 이용하여 어떤 AI 제품을

활동 5, 6 학습
지

만들 수 있습니까?
(도로에 움푹 파인 부분이 있을 때 돌아가라는 안내가 나오도
록 하는 제품입니다./ 미세먼지 양이 많을 때 창문을 닫게 하
는것
- 해당 분야가 적용이 가능한지 데이터 수집, 학습 가능성 등 아
래 분류에 맞추어 확인해봅니다.
[확인할 내용]
- 데이터 수집 가능성
- 데이터 학습 가능성
- 물리적 방지 대책

• 해당 작품의 설계도 그리기
- 해당작품을 실제 사례에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와
설명을 적어봅시다. (스케치)
- 해당 작품의 설계도를 그려봅시다.
- 해당 작품이 일관성 있게 동작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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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기
- 이번시간에 어려웠던 점, 더 보완할 점 등을 이야기해 봅시다.

일찍 끝난 친구
는 설명자료 제작(활

(모터를 어느 부분에 사용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 동 7 학습지)
다./ 어떤 센서로 사용하면 이상 탐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찾기 어려웠습니다.)
- 해당 제품이 더 안정성 있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지 생각하여 봅시다.
(이상 탐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 내가 만든 제품이 일관성 있게 동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
어날지 이야기하여 봅시다.
(인공지능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인공지능을 신
뢰할 수 없습니다.)
• 차시 예고
- 본인이 만든 AI 박람회를 통해 제품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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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물리적 연결하기
안전한 AI

◆ 이상 탐지 값을 현실 세계로 전달하여 봅시다.
-(

모터

)를 이용하여 전달합니다.

- 교안에 따라 다르게 준비합니다. DC모터를 사용하거나 아두이노 등 다른 종류의
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물리적인 힘을 구동하기 위한 실제 연결 방법을 알아봅시다.

① 마이크로비트를 확장보드와 연결합니다.
② 서보모터를 핀에 연결합니다.
③ 보조배터리 또는 건전지를 연결합니다.
④ 엔트리에서 장치(마이크로빗 확장)를 추가합니다.
⑤ 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학습결과에 따라 마이크로비트를 움직입니다.

※ 구동장치 또는 사용 장비에 따라 확장보드가 필요 없을 수 있음.
※ [마이크로빗 확장] 사용시 연결되지 않을 경우 펌웨어 업데이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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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나만의 AI 제품 설계 - 아이디어
안전한 AI

◆ 인공지능과 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전 제품을 생각해봅시다.
예) 문제의 예 – 미세먼지, 졸음운전, 자율주행 등 인간과 닿은 모든 문제
미세먼지 양이 많을 때 창문을 닫게 함.
졸음 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알람을 울려 깨게 함.
도로에 움푹 파인 부분이 있을 때 돌아가라는 안내가 나오도록 함.

◆ 위의 아이디어 중 하나를 고르고 아래 기준에 표시하여 봅시다. (◎, ○, △)
AI 안전 제품

미세먼지 양이 많을 때 창문을 닫게 하는 기계

기준1.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형태인가?

◎

기준2.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가?

◎

기준3. 물리적 방지 대책이 있는가?

◎

◆ 선택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마인드맵으로 표현해봅시다.

미세먼지 센서
미세먼지 양 지도학습으로 학습하기
미세먼지 양이
많을 때 창문을

미세먼지 양이 많으면
모터가 돌아가

닫게 하는 기계

창문 닫게 함

센서와 닫게 하는
기계는 블루투스로 연결
창문 뒤에 둬서 문을 닫도록

◆ 이상인 상태와 이상이 아닌 상태를 구분하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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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미세먼지량이 보통 이하일 때

이상

미세먼지량이 보통 초과일 때

피지컬 컴퓨팅을 통한 문제 해결 사례들

① 슈퍼 앵그리버드
피지컬로 만질 수 있는 컨트롤러를 통해 방아쇠를 당
겨 공을 쏘면 PC화면으로 발사되어 목표물을 맞힐
수 있는 게임이다. Max/msp라는 프로그램으로 프로
그래밍을 한 뒤 방아쇠의 힘을 시뮬레이트 한다.
(https://vimeo.com/46975682)

② 신발을 이용한 비트 삽입 및 연주
운동화를 피지컬 컴퓨팅과 결합하여 연주하는 프
로그램이다. 운동화를 신고 바닥을 치거나

구부

리면서 드럼과 같은 비트를 연주하거나 다양한
전자음을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6&v=uS1exujG3cY
&feature=emb_logo)

③ 맞춤형 무선 조명
집에 있는 조명을 사물인터넷으로 결합하여 조
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상황과 분위기에 따
라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긴장을
풀거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서부터
완벽한 일몰을 떠올리게 하는 것, 잠자리에 들
기전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조명 변화까지도
구현해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93&v=7TOsFqqJgj4&feature=emb_logo)

출처 :
https://sites.google.com/site/honeyfunnyboard/reference/dayanghan-pijikeol-keompyuting-sal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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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업(mock-ups)

목업(Mock-up)이란, 실제품을 만들어보기 전에 디자인의 검토를 위해 실물과 비슷하게 시
제품을 제작하는 작업의 프로세스와 결과물을 아울러 칭하는 말이다.
오늘날의 목업은 디자인을 양식에 맞게 입력했을 때 실제 책처럼 보이게 해주는 포토샵 파
일을 가리킨다. 목업은 와이어프레임(간단한 모양만으로 인터페이스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하이파이 디자인(완성도가 높은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아날로그 종이 프로토타입,
실제 소프트웨어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양과 크기가 다양함)을 모두 포함하는 디자인 클래
스이다.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할 때에도 모니터, 랩탑, 스마트폰의 프레임을 덧씌워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디자인한 것도 목업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https://namu.wiki/w/%EB%AA%A9%EC%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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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나만의 AI 제품 설계 - 스케치
안전한 AI

◆ 자신이 생각한 실제 제품을 스케치하고, 각 부분에 대해 설명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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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Prototyping(빠른

프로토타이핑)

빠른 프로토타이핑 또는 신속한 프로토타이핑은 제품 개
발 방식 중의 하나로 개발 프로세스 초기에 시제품 개발
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테스트
할 수 있을 만큼 제품을 구현’해야 한다. 깔끔하고 신속한
프로토 타입은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에 집
중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관련된 기술로는 3D컴퓨팅, 클
라우드 컴퓨팅이 있다. 신속한 프로토타이핑의 단계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
1.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여 개념으로 묶은 후 가장 유망한 몇 가지를 선택하여 테스
트한다. 무엇을 프로토타이핑할지 결정하여 개념을 선택하고 배워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한다.
2. 프로토타입을 결정한 후에는 구축 및 실행활동을 통해 테스트를 수행하는 빠르고 간단
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3. 한 번에 여러 프로토타입을 테스트 하는 과정으로 프로토타입 리포트 카드(Prototyping
report card)로 무엇이 작동하는지 알아보고 반복하거나 진행할 항목을 결정하려면 결과를
정리하여 캡처해야 한다.
4. 프로토타이핑은 반복적인 프로세스이므로, 시퀀스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 피드백을
통합하고 솔루션을 반복하여 개선한다. 그리고 개선할 때마다 새로운 테스트를 통해 앞으
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목표에 집중한다.
출처 :
https://idevkang.tistory.com/10 , https://www.designkit.org/method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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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나의 작품 설명하기(선택)
안전한 AI

◆ 자신의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홍보물 또는 프레젠테이션 등을 만들어봅시다.
- 미리캔버스(miricanvas.co.kr), 프레젠테이션(PT) 등을 이용하여 홍보물을 만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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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안전한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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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프로그램 지도안

6
프로그램명

안전한 AI

학교급

학습목표

안전한 AI 제품을 공유하여 봅시다.

학습자료

활동지, PC, 웹캠, 마이크 또는 노트북, 스마트기기
기술
가정

성취기준

전체
학습

3 / 3 차시

(내용요소) 기술 활용
(성취기준) [9기가05-03]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성취기준) [9도04-02] 과학 기술이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가치를 설
명하고, 동시에 과학 기술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열거하며, 과학 기술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차시

차시

차시

(내용요소) 법의 의미와 역할
도덕

3

중학교

교수·학습 내용

시제품 발표회 알아보기
• 시제품을 발표하는 영상 보기
-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완제품을 만들면 수정 및 보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습자료(
유의점(

)
)

지난 시간 작품,
스케치, 설계도 등
프로토타입 발표
영상(youtube)

- 발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상 탐지 알고리즘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입니다./ 피지컬 도
구와 연동한 방법입니다.)

• 학습목표 확인
- 안전한 AI와 함께 만든 아이디어를 공유·수정 하고 작품에 대
전체
학습

한 자신의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아이디어 발표회
• 안전한 AI 아이디어 발표하기
- 수정해야 할 부분을 잘 보완하였나요?
(수정하여 적절히 센서를 잘 활용했습니다.)
- 학급 친구들이 만든 창작물을 감상하고 감상평을 남겨봅시다.
- 친구들의 작품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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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9 학습지
지난 시간 작품,
감상 활동지

(졸음 운전을 알람해주는 작품에서 피지컬 도구를 사용한 방법
이 신기합니다./ 홍수라는 이상을 탐지해 전류 흐름을 막는 콘

생각 활동지

센트라는 아이디어가 인상 깊었습니다.)
- 안전한 AI 제품을 만든 느낌은 어떠하였습니까?

PPT

(실제 제품을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보니 실생활에서 이상 탐지
알고리즘이 많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
공지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작품 중 이상탐지가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만지면 울리는 경보 장치는 핸드폰 전체
에 센서가 있어야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졸음 운전 알림의
경우 눈이 아파 깜빡이는 것과 인공지능이 헷갈려 이상탐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전한 AI 이야기하기
• 이상탐지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알아보기
- 다음 화면에서 이상탐지(이상한 점 찾기)를 해 봅시다.

- 사이트 피싱을 당한 경험이 있나요?
(네.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려 했는데 막상 검색해보니 다른 사
이트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이상탐지를 위해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의 조건을 알고리즘에 입력해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이면 경보를 울리는 기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미래의 이상탐지 서비스
- 미래에는 어떤 이상탐지 서비스가 등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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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출근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탐지하는 서비스가 생길 것
같습니다./
- 제품들이 더 안전하고 신뢰 있게 동작하려면 무엇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까?
(정밀한 센서를 추가합니다./ 유형별 데이터를 잘 학습한 이상
탐지 알고리즘을 추가합니다.)

• 정리하기
- 이번 시간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점, 재미있던 점 등에
관해 다양하게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이상 탐지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의 사용이 확대되면 더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의 작품을 살펴보며 많이 배
운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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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친구들의 작품 평가하기
안전한 AI

◆ 친구들의 작품을 골라 평가하여 봅시다.
- 평가 기준을 함께 세워봅시다. ※ 모둠 활동일 경우 동료 협동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1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을 적절하게 시켰는가?

기준2

적절한 센서를 사용했는가?

기준3

피지컬 도구와의 연동을 적절히 했는가?

- 친구들 작품을 평가하여 봅시다. (잘함◎, 보통○, 노력이 필요함△)
※ 모둠 활동일 경우 동료 협동 활동에 대한 평가
이름

작품명

기준1

기준2

기준3

김우주

졸음 운전자 알람

◎

○

○

신나리

넘어질 위험 감지해 치는 종

○

◎

○

박인아

평소와 다른 은행거래 시 빛나는 등

◎

◎

◎

유주하

홍수 시 전류 흐름을 막는 콘센트

◎

○

◎

◎

○

○

◎

○

◎

강진수
이민훈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만지면
울리는 경보 장치
1분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잠기는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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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AI를 위한 논의

구글 브레인의 다리오 아 모데, 크리스 올라, 스탠포드 대학의 제이콥 스타 인 하
르트, UC 버클리의 폴 크리스티 노가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
해 설명하고 , AI 사고위험과 관련된 실제 연구목록을 제시하였다. AI사고는 대부분
공학적인 규율이지만 특히 AI시스템을 구축할 때 중요할 수 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안전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은, 환경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
는 에이전트가 있는 강화학습에 대한 협상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AI시스템의 자율
성도 점점 높아져가고 있어 자율적인 판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
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이 주로 언급한 부분들은 사무실 청소를 위해 훈련시
킨 로봇의 예와 함께 부정적인 부작용 방지, 해킹 보상, 확장 가능한 감독, 안전한
탐색 및 배포 변화에 대한 견고성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다른 모든 관련 작업과 검
토하여 분류된 AI 안전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정보 보호 : 의료 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 소스에 기계 학습을 적용할
때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2. 보안 : 기계학습 시스템에 악의적 공격하거나 해를 끼치는 해커들을 어떻게 방지
할 수 있을까?
3. 남용 :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기계학습 시스템을 어떻게 예방
할 수 있을까?
4. 투명성 : 복잡한 기계 학습 시스템이 수행하는 작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5. 정책 : 기계학습의 경제적, 사회적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을까?
AI기술이 미칠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윤리적인 주제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주제들은 연구가 시급하고 AI에 대한 인식을 바꿀 큰 잠재적
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출처: Concrete Problems in AI Safety, 25 ju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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