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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구성 |
이 교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인공지능(A.I)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의 개발 원리와 시스템을 이해함으로써 더욱 발전하게 될 미해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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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개요

학습 목표

STEAM 과목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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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안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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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내용

수업 자료(첨부)

학생용 자료 예시

1단계 주제 개요에서는 융합적 사고의 중요성과 각 차시별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2단계
학습목표에서는 내용과 과정별로 성취해야 할 목표를 기술하였으며 3단계에서 과학(S), 기술(T), 공학(E),
인문학(A), 수학(M)의 과목요소를 분석하였다. 4단계 STEAM 단계별 내용에서는 구성틀에 따른 상황제시(Co),
창의적 설계(Cd), 감성적 체험(ET) 내용을 제시하였다. 5단계에서는 프로그램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과정
목표를 다루었다. 6단계는 교사들의 수업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차시별 지도안을 기술하였으며 7단계는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평가계획을 다루었다. 그리고 8단계와 9단계에서는 수업을 지도할 때 제공할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0단계에서는 학생용 자료 예시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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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어디까지 알고 있니?
이런 내용으로 공부해요!
● 고등학교군 1학년/3차시

차시

소주제

학습 내용

관련 교과 및 활동
<과학>

21세기와 인공지능

1

21세기와
인공지능

Co
- 인공지능의 개념 이해하기
-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 조사하기
- 인공지능의 원리 이해하기

[10과탐02-06] 과학 관련 현상 및 사회적 이슈에서 과학 탐구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10과탐02-09] 과학의 핵심 개념을 적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거나, 탐구에 필요한 도구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10과탐03-01] 첨단 과학기술 속의 과학 원리를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 지식이 활용된 사례를 추론할 수 있다.
[10과탐03-02] 첨단 과학기술 및 과학 원리가 적용된 과학
탐구 활동의 산출물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발표 및 홍보할
수 있다.
<정보>
[12정보02-02] 컴퓨팅 환경에서 생산되는 방대하고
종류의 자료들을 수집, 분석, 활용하기 위한 컴퓨팅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한다.
[12정보02-03]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12정보02-04] 정보를 관리하는 데 적합한 컴퓨팅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복잡한
기술의
도구를
도구를

<과학>
[10과탐02-06] 과학 관련 현상 및 사회적 이슈에서 과학 탐구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Python 프로그램 학습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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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체험하기

Cd
- Python 코딩 기초 학습
- Python 인공지능 도구 학습

<수학>
<정보>
[12정보02-02] 컴퓨팅 환경에서 생산되는 방대하고 복잡한
종류의 자료들을 수집, 분석, 활용하기 위한 컴퓨팅 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한다.
[12정보02-03]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차시

소주제

2

Pytohn
체험하기

학습 내용

관련 교과 및 활동
[12정보02-04] 정보를 관리하는 데 적합한 컴퓨팅 도구를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2정보04-01]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발 환경 및
특성을 이해한다.
<과학>

3

Python for
AI


Python을
활용한 인공지능
체험
ET
- 숫자분류 딥러닝
- Python for AI 활용방안 찾아보기

[10통과05-03] 생명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을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10통과03-01] 자유 낙하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이용하여 중력의 작용에 의한 역학적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다.
[10통과02-01]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광물과 탄소
화합물은 특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되어 만들어진다는 것을
논증할 수 있다.
[10통과02-02]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기본적인 단위체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형성됨을 단백질과 핵산의 예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수학>
[9수05-03]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
<정보>
[12정보03-01]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의 현재 상태, 목표
상태를 이해하고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작업을 분석한다.
[12정보03-02]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요소를 추출한다.
[12정보03-03]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 가능한 작은
단위의 문제로 분해하고 모델링 한다.
[12정보04-09]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협력하여 설계한다.

Science 과학,

Technology 기술,

Engineering 공학,

Art 예술,

Math 수학

Co Context 상황 제시
Cd Creative Design 창의적 설계
ET Emotional Touch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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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군 1학년 STEAM

인공지능! 어디까지 알고 있니?
1. 주제 개요
2016년 3월 9일, 알파고 VS 이세돌
어느날 갑자기 듣게 된 이름 ‘알파고’. ‘알파고’와 함께 같이 따라 다닌 연관 검색어는 ‘인공지능’, ‘딥 마인드’, ‘머신러닝’
이다. ‘알파고=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고, 인공지능하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딥 마인드’, ‘머신러닝’은 무엇일까?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또 인공지능을 구동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인공지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학습하면서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인공지능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는 [그림 1]과 같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21세기와 인공지능

Python 체험하기

Python for을 활용한
인공지능 체험

[그림 1] 프로그램의 구성

이 프로그램은 최근 가장 큰 화두인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고, Python 코딩교육을 통해 실제 인공지능결과물을
구현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을 학습함으로써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는 물론, 인공지능을 이용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Python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실사용 가능한 인공지능결과물을 구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코딩능력, 논리력 및 문제해결력도 함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학적 사고력 및 창의적 사고력 또한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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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 고등학교군

2. 학습 목표
▶ 인공지능에 대해 이해한다.
▶ Python 프로그래밍에 대해 이해한다.
▶ Python과 인공지능에 대해 이해한다.
▶ 인공지능을 이용한 다양한 사례들을 이해한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과학 관련 현상에서 탐구 문제 선정
▶ T : Python 프로그래밍
▶ E ：과학 + Python + 인공지능을 아우르는, 문제해결을 위한 융복합 기술
▶ A ：인공지능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방안 수립 및 구현
▶ M : 수학/통계 및 최적화 알고리즘

4. STEAM 단계별 내용
차시

STEAM
준거틀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중심
교과

STEAM
요소

-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사례들을 찾아본다. (CoE)
-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공지능을 찾아 소개한다.(CoCB)

1

상황
제시
(Co)

-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CoE)

과학,

-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용어에 대해 찾아보도록 한다.(CoE)

정보

S,T

-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복, 인공지능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들을 알아 봅시다.(CoE)

2

3

창의적설계
(Cd)

감성적 체험
(Et)

- 인공지능의 개발도구인 Ptrhon 코딩 기초에 대해 학습한다. (CdB)

과학,

- Python 인공지능 도구들에 대해 학습한다. (CdB)

정보

- Python 인공지능 도구들을 활용해 숫자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체험한다. (CdB)

과학,

- Python 인공지능 도구들의 활용 방안을 교과 내용에서 찾아 적용 방법을 모둠별로
토의해봅시다. (EtDI)

기술,

- 모둠별로 생각한 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평가한다.(EtI)

미술

수학,

S,T

S,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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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어디까지 알고 있니?

5. 지도안 총괄표
프로그램명

인공지능! 어디까지 알고 있니?

학교급

중학교

차시

총 3차시

교육목표

태양의 활동이 지구에 다양한 재해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고 다양한 태양 및 지구 관측 자료를 활용한 우주환경예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다.

관련교과

과학, 정보, 수학, 미술

<과학>
[10과탐02-06] 과학 관련 현상 및 사회적 이슈에서 과학 탐구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10과탐02-09] 과학의 핵심 개념을 적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거나, 탐구에 필요한 도구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10과탐03-01] 첨단

과학기술 속의 과학 원리를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 지식이 활용된 사례를 추론할
수 있다.
[10과탐03-02] 첨단

과학기술 및 과학 원리가 적용된 과학 탐구 활동의 산출물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발표
및 홍보할 수 있다.

<정보>
교육과정
목표

[12정보02-02] 컴퓨팅

환경에서 생산되는 방대하고 복잡한 종류의 자료들을 수집, 분석, 활용하기 위한 컴퓨팅
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한다.
[12정보02-03]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12정보02-04] 정보를 관리하는 데 적합한 컴퓨팅 도구를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2정보04-01]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발 환경 및 특성을 이해한다.
[12정보03-01]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의 현재 상태, 목표 상태를 이해하고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작업을 분석한다.
[12정보03-02]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요소를 추출한다.
[12정보03-03]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 가능한 작은 단위의 문제로 분해하고 모델링 한다.
[12정보04-09]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협력하여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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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도안
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인공지능 개념 살펴보기
-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공지능을 소개하고,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토의하면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 다양한 검색 기준 제시
- 영화나 드라마, 혹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인공지능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상황 제시>
21세기와
인공지능
(50분)
(1/3차시)

-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등
▶ 학습활동지

일상 생활,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사례 찾아보기
- 역할을 나누어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사례 검색한다. (예:
알파고, 영상분류 등)
-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용어에 대해 찾아보도록 한다.
-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사례 검색한다.
- 검색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인공지능 원리 이해하기
- 그 동안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인공지능에 의해 해결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예: 영상분류, 음성인식 등)
-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예: 수학, 통계, 프로그래밍 등)
-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법과 같은 기술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 학습활동지
Python 코딩 기초 학습
- Python 코딩 기초에 대해 체험한다. (예: Python, Numpy, Matplotlib 등)
Python 인공지능 도구 학습

<창의적 설계> - Python 인공지능 도구들에 대해 체험한다. (예: Scikit-Learn 등)
Python
체험하기
(50분)
(2/3차시)

- Python 및 기타 도구들이 미리 설치되어있는 컴퓨터가 필요하다.
학교에 컴퓨터실이 있다면 가장 좋다. 개인별 컴퓨터 사용보다는, 서로
간의 토의와 협의를 통한 실습이 가능하도록, 2~3인 1조로 그룹을
구성한다.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고 같은 결과를 반복
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한 후, 반복문을 학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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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문제제시 & 제작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 학습활동지

숫자분류 딥러닝
- Python 인공지능 도구들을 활용해 숫자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체험한다.

<감성적 체험>

Python for AI 활용방안 찾아보기
- Python 인공지능 도구인 Scikit-Learn과 PyTorch를 이해한다.

Python을
- Scikit-Learn과 PyTorch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과내용에서 찾아
활용한
적용시켜 봅시다.
인공지능 체험 - Python 인공지능 도구들의 활용 방안을 교과 내용에서 찾아 적용
방법을 모둠별로 토의해봅시다. (EtDI)
- 모둠별로 생각한 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평가한다.(EtI)

(50분)
(3/3차시)

- 다소간의 프로그래밍 능력이 요구되는 시간이므로, 각 그룹에 프로
그래밍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고루 배치한다.

※예시를 통해 토의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한다.

7. 평가 계획
▶ 수행ㆍ관찰 평가 계획
평가 영역

평가항목

우수(A)

보통(B)

미흡(C)

상황
제시

인공지능
이해하기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
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구현할 수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함.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
하고 있으나, 이를 활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리가 다소 미흡함.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정리가 미흡함.

창의적
설계

python
코딩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 python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코딩을 함.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 python을
활용하여 코딩을 함.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 python을
활용하여 부분적으로 코딩을 함.

집중과
끈기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은 있으나
끈기가 부족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끈기가
부족함

호기심과
자신감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간의 흥미가
있으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지만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가 거의
없으며 융합적 과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고 참여하지 않음

창의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가끔씩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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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적
체험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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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록지
평가
영역
팀명

창의적 설계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어 제안서

스토리보드

감성적 체험
집중과 끈기

호기심과
자신감

총평

창의성

▶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평가
방법

평가
영역

평가기준

평가
상

중

하

◆ 구현 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가?

창의적
설계

◆ 기능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정하였는가?

◆ 목적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였는가?

자기
평가

◆ 사용자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어플 다지안을 구성하였는가?

감성적
체험

◆ 모둠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을 발휘하여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하였는가?

◆ 우주환경예보의 필요성을 깨달았는가?

◆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동료
평가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 구현 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가?

◆ 기능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정하였는가?
◆ 모둠원으로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이며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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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습내용

• 관련영상
- 이세돌 VS 알파고
- 인공지능 활용 예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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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상 과 자 료 를
인공지능이
생활에 전반에
활용되고 있
이해한다.

통해
우리
걸쳐
음을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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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수업전개]
들어가기 (5분)
↓
영화속 인공 지능 (5분)
↓
인공지능 기본 개념
학습하기 (15분)
↓
인공지능이 있다면?
(5분)
↓
인공지능 활용 발표하기
(15분)
↓
정리하기(5분)

• 영화 ‘아이언맨’ - 자비스
• 영화 ‘인터스텔라’ - 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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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 양이 방대하
므로 적절하게 조절하여
적용한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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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파이썬으로 간단한 연산
작업을 실행할 수 있다.
[수업전개]
파이썬 설치(10분)
↓
파이썬 기본 언어
익히기(30분)
↓
반복문으로 원하는
도형 그리기(5분)
↓
정리(5분)

MEMO

16_교사용

학교급 : 고등학교군

• 파이썬을 설치 방법은
설명만하고, 미리 설치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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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단 한 작 업 을 실 행
하고, 반복문을 익힌다.
• 반 복 문 을 사 용 하 지
않고 같은 결과를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한 후, 반복문을
학습한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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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형 그 리 는 작 업 은
상당한 흥미를 느낄
만한 작업으로 학생
들이 다양하게 실습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한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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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파이썬으로 인공지능을
구현하여 숫자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다.
[수업전개]
쥬피터 실행(5분)
↓
miniconda, jupyter
설명 및 실습(20분)
↓
결과물 확인(5분)
↓
활용방안 토의하기
(15분)
↓
정리(5분)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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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타 로 인 한 오 류 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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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업 자료
인공지능이란?
1.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정의된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때는 1956년에 미국 다트머스에서 마빈 민스키, 클로드 섀넌 등 인공지능 및
정보 처리 이론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 개최한 학회에서 존 매카시가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자체는 훨씬 예전부터 있었다. 예를 들면, 앨런 튜링이 ‘생각하는 기계’의 구현 가능성과 튜링
테스트를 제안한 것은 1950년의 일이며, 최초의 신경망 모델은 1943년에 제안되었다.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존매카시는 ‘지능형 기계를 만드는 과학 및 공학‘이라고 얘기했다.
간혹 인공지능=로봇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미디어나 영화에서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생긴 오개념이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면 머신러닝(기계학습), 딥러닝과 같이 따라오는 연관어들이 있다.

2. 머신러닝(기계학습)
머신 러닝은 인공 지능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를 말한다.
가령, 기계 학습을 통해서 수신한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다. 머신 러닝의 핵심은
표현과 일반화에 있다. 표현이란 데이터의 평가이며, 일반화란 아직 알 수 없는 데이터에 대한 처리이다. 이를 활용하면
다양한 곳에 응용이 가능한데, 문자 인식 같은 경우가 가장 잘 알려진 사례이다.
머신 러닝은 인공지능의 부분 집합이다. 즉, 모든 머신 러닝은 인공지능으로 간주되지만, 모든 인공지능이 머신
러닝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머신 러닝을 지식 그래프 및 전문가 시스템과 구분하는 특징 중 하나는 더 많은 데이터를
접했을 때 스스로를 수정하는 능력이다.
머신 러닝의 핵심요소로는 데이터, 러닝모델(+러닝 알고리즘), 요인추출이 있다.

3. 딥러닝=심층학습
딥러닝은 사람의 사고방식을 컴퓨터에 가르치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Deep이란 신경망에서
레이어의 수를 일컫는 기술 용어이다. 이 레이어(인공신경망)에 빅데이터를 결합한 것을 보통 딥러닝이라고 부른다.
이런 딥러닝을 이용한 사례로 자동음성인식, 영상인식, 자연어처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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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Python) 설치하기
파이썬 싸이트(https://www.python.org/downloads/) 에 들어가서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후 설치합니다.

miniconda 설치하기
https://docs.conda.io/en/latest/miniconda.html 에 들어가서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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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pyter 설치하기
1. 실행창에서 Anaconda powershell Prompt(Miniconda3)를 실행합니다.

2. 아래 그림과 같이 터미널 창이 새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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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 열린 터미널 창에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conda install jupyter scikit-learn matplotlib

4. 설치가 완료되면 ‘jupyter notebook’를 입력해서 쥬피터를 실행합니다.
jupyter not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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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인터넷 브라우저가 다음과 같이 열리면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6. 오른쪽 상단에서 “New”-> “Python3”를 차례대로 클릭하여 새로운 jupyter 문서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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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Python for AI
→ 한 블록씩 입력하고, 실행시키면서 변화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1. Python 라이브러리 불러오기
# 필요 라이브러리 불러오기.
%matplotlib inline
import sklearn
import pylab as pl

2. Digits 자료 읽어오기
다음으로는 Random Forests 모델학습에 사용할 Digits 자료를 읽어들입니다. Digits 자료는 0~9 까지의 숫자그림
1797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그림은 8x8 크기입니다 (즉 64 픽셀).

from sklearn.datasets import load_digits
# Digits 자료 읽기.
digits = load_digits()

→ 여기까지는 실행해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류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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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gits 자료셋의 일부를 화면에 출력하기

# 자료 화면에 출력해보기.
images_and_labels = list(zip(digits.images, digits.target))
pl.figure(figsize=(10, 4))
for index, (image, label) in enumerate(images_and_labels[:30]):
pl.subplot(3, 10, index + 1)
pl.axis('off')
pl.imshow(image, cmap=pl.cm.gray_r)
pl.title('Label: {0}'.format(label))
pl.tight_layout()

[실행결과]

출력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숫자는 필기체로 입력된 숫자로, 같은 숫자더라도 약간씩 다른 모양을 띕니다.
우리는 위에 보이는 그림만 보고도, 각각의 그림이 숫자 몇에 해당하는지 답을 쉽게 맞출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림만
보고서는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답을 알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컴퓨터 (이 예제에서는 Random Forests)를
학습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림만 보고도 어떤 숫자인지 바로 알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숫자에 대해 배웠기
(즉, 학습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직 학습이 안 된 컴퓨터는 어떤 그림이 어떤 숫자인지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Machine learning에서는 알고 있는 답을 보통 label이라 부르기도 하며, 학습에 사용할 자료를 training set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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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andom Forests 모델 학습하기
이제 위에서 확인한 Digits 자료를 이용해서 Random Forests 모델을 학습시켜 봅니다.
# Random Forests 라이브러리 불러오기.
from sklearn.ensemble import RandomForestClassifier
# 학습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불러오기.
from sklearn.model_selection import train_test_split
from sklearn.metrics import classification_report
# Random Forests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자료 변환하기.
n_samples = len(digits.images)
X = digits.images.reshape((n_samples, -1))
y = digits.target
# Digits 자료를 학습용 자료와 실험용 자료로 나누기.
# Digits 자료의 90%를 학습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실험용으로 사용함.
X_train, X_test, y_train, y_test = train_test_split(
X, y, test_size=0.1, random_state=1024)

# 모델학습을 위한 모델변수들 설정하기.
n_estimators = 1
max_features = 2

# Random Forests 학습하기.
clf = RandomForestClassifier(n_estimators=n_estimators,
max_features=max_features,
random_state=1024)
clf.fit(X_train, y_train)

# 실험용 자료의 숫자 예측해보기.
y_true, y_pred = y_test, clf.predict(X_test)

# 실험용자료로 예측된 결과를 기반으로 한 학습성능 출력하기.
print(classification_report(y_true, y_pred, digit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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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결과]

위에 보이는 표는, 학습된 Random Forests 모델이 각각의 숫자 (0~1)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맞추는지 보여줍니다.
precision, recall, f1-score가 높을수록 좋은 모델입니다. precision, recall, f1-score 각각에 대한 설명은 이 예제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므로 생략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0~1 각각의 분류성능의 평균값을 보여주는, 가장 마지막 줄의 f1-score을 기준으로 모델성능을
측정하기로 합니다. 즉 마지막 줄의 f1-score가 높을수록 학습이 잘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 모델의 f1-score 는 0.684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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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측결과 확인해보기
학습된 Random Forests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된 결과들을 확인해봅시다.
mages_and_predictions = list(zip(X_test, y_pred, y_test))
pl.figure(figsize=(10, 10))
for index, (image, pred, label) in enumerate(images_and_predictions[:25]):
pl.subplot(5, 5, index + 1)
pl.axis('off')
pl.imshow(image.reshape(8, 8), cmap=pl.cm.gray_r)
pl.title('Label: {0}, predicted: {1}'.format(label, pred))
pl.tight_layout()

[실행결과]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는 맞게 예측되었으나 일부는 틀리게 예측이 되었습니다. 이는 학습된 Random Forests
모델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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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습성능 향상시켜보기
Random Forests 모델 학습하기로 돌아가서 아래 두 변수를 다른 값으로 설정한 후 다시 학습을 해봅시다.
n_estimators = 1
max_features = 2

n_estimators는 Decision Tree의 갯수를 의미하며, max_features는 숫자그림에서 몇개의 픽셀을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예상 가능하듯이, n_estimators는 1 보다 큰 숫자이면 되며, max_features는 1 에서 64
사이의 값이어야 합니다 (그림이 64 픽셀이므로).
두 변수를 적절한 값으로 바꾸어보고 가장 높은 f1-score를 주는 값을 찾아봅시다. 단, f1-score의 최대값은 1.0 입니다.
f1-score가 1.0이라는 것은 예측 성공률이 100%라는 의미입니다.

7. 결과 토의해보기
아래와 같이 변수를 바꿔보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생각해봅시다.
가. n_estimators 값을 크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나. max_features 값을 크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다. 가장 높은 f1-score를 주는 n_estimators와 max_features의 값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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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python 실습 사진

교사용_33

| 2019 융합인재교육[STEAM]프로그램 |

인공지능! 어디까지 알고 있니?

10. 학생용 자료 예시

생 | 각 | 열 | 기

1/3차시

21세기와 인공지능
영화 ‘아이언맨’을 보면서 갖고 싶은 것을 뽑으라고 하면, 당연 토니 스타크가 입고 있는 아이언맨 수트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주인공이 부르면 언제든지 대답하고, 비서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는
‘자비스’이다.
나에게 ‘자비스’가 있다면 자비스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들어가기 1 – 나에게 ‘자비스’가 생긴다면
1) 영화 속 인공지능 비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아이언맨 ‘자비스’

인터스텔라 ‘타스’

2) 어떤 물체를 회전운동하도록 한 적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 과제를 할 때 자료를 찾아 분류하는 작업을 시킬 수 있을 것디ㅏ.
- 반복적으로 많이 해야되는 계산을 시키는 작업, 사람은 연산 과정만 알려주고 반복 계산이나 정밀한 수치계산을
- 시험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

34_교사용

학교급 : 고등학교군

들어가기 2 – 인공지능이란?
1)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문제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구현한 시스템이다.

2) 어떤 물체를 회전운동하도록 한 적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들어가기 3 –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 준비학.
1) Python 설치
2) miniconda 설치
3) jupyter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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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펼|치|기

2~3차시

Python 체험하기
파이썬(Python) 설치하기
파이썬 싸이트(https://www.python.org/downloads/) 에 들어가서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후 설치합니다.

miniconda 설치하기
https://docs.conda.io/en/latest/miniconda.html 에 들어가서 설치합니다.

miniconda 설치하기
1. 실행창에서 Anaconda powershell Prompt(Miniconda3)를 실행합니다.
2. 터미널 창에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conda install jupyter scikit-learn matplotlib
3. 설치가 완료되면 ‘jupyter notebook’를 입력해서 쥬피터를 실행합니다.
jupyter notebook
4. 새로운 인터넷 브라우저가 다음과 같이 열리면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5. 오른쪽 상단에서 “New”-> “Python3”를 차례대로 클릭하여 새로운 jupyter 문서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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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실습
1. “Hello Wlrld” 출력하기
- 다음과 같이 입력한 후 “Run”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Shift + Enter”를 누르면 실행됩니다.
print(“Hello World”)

2. 반복문으로 Hello World 10번 출력하기
for x in range(10):
print(“Hello World”)

3. 사각형 그리기
import turtle as t
t.forward(200)
t.right(90)
t.forward(200)
t.right(90)
t.forward(200)
t.right(90)
t.forward(200)
t.right(90)

4. 반복문으로 사각형 그리기
import turtle as t
for x in range(4):
t.forward(200)
t.right(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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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각형을 그려봅시다.
1)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고, 작성해 봅시다.
2) 반복문을 사용하여, 삼각형을 그려봅시다.

6. 반복문을 사용할 때 좋은 점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7. 반복문을 사용할 때 좋은 점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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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펼|치|기

3/3차시

Python을 활용한 인공지능 체험하기
Machine Learning을 이용한 숫자 분류
이 예제는 0부터 9까지의 숫자그림을 Machine Learning (기계학습) 기법 중에 하나인 Random Forests를 이용하여
분류해보는 예제입니다.
Machine Learning은 역사 깊은 분야이자 동시에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높은 수준의 수학지식은 물론,
프로그래밍 능력 및 자료에 대한 통찰력과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창의성 등 매우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 예제 하나로 Machine Learning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제에 나오는 Python 프로그래밍
코드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이 예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보며, Machine Learning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 Random Forests
Random Forests는 과학계는 물론 산업계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으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Random Forests는 많은 수의 Decision Tree (의사결정나무)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름에 Forests (숲)가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많은 나무 (Tree)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ecision Tree는 나무형태의 구조를 따라가며 분류하는 Machine Learning 기법입니다. 아래 그림에 보이듯, Decision
Tree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무고개와 비슷한 형태의 기법으로, 각각의 단계마다 적절한 질문을 던져 결정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교사용_39

| 2019 융합인재교육[STEAM]프로그램 |

인공지능! 어디까지 알고 있니?

Machine Learning을 이용한 숫자 분류 따라하기
아래 Python 코드부터는, 직접 수행해보며 결과를 확인해봅시다. (# 이 붙은 것은 설명문입니다.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1. Python 라이브러리 불러오기
# 필요 라이브러리 불러오기.
%matplotlib inline
import sklearn
import pylab as pl
2. Digits 자료 읽어오기
from sklearn.datasets import load_digits
# Digits 자료 읽기.
digits = load_digits()
3. Digits 자료셋의 일부를 화면에 출력하기
# 자료 화면에 출력해보기.
images_and_labels = list(zip(digits.images, digits.target))
pl.figure(figsize=(10, 4))
for index, (image, label) in enumerate(images_and_labels[:30]):
pl.subplot(3, 10, index + 1)
pl.axis('off')
pl.imshow(image, cmap=pl.cm.gray_r)
pl.title('Label: {0}'.format(label))
pl.tight_layout()
4. Random Forests 모델 학습하기
# Random Forests 라이브러리 불러오기.
from sklearn.ensemble import RandomForestClassifier
# 학습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불러오기.
from sklearn.model_selection import train_test_split
from sklearn.metrics import classification_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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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andom Forests 모델 학습하기
# Random Forests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자료 변환하기.
n_samples = len(digits.images)
X = digits.images.reshape((n_samples, -1))
y = digits.target
# Digits 자료를 학습용 자료와 실험용 자료로 나누기.
# Digits 자료의 90%를 학습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실험용으로 사용함.
X_train, X_test, y_train, y_test = train_test_split(
X, y, test_size=0.1, random_state=1024)
# 모델학습을 위한 모델변수들 설정하기.
n_estimators = 1
max_features = 2
# Random Forests 학습하기.
clf = RandomForestClassifier(n_estimators=n_estimators,
max_features=max_features,
random_state=1024)
clf.fit(X_train, y_train)
# 실험용 자료의 숫자 예측해보기.
y_true, y_pred = y_test, clf.predict(X_test)
# 실험용자료로 예측된 결과를 기반으로 한 학습성능 출력하기.
print(classification_report(y_true, y_pred, digits=4))

5. 예측결과 확인해보기
학습된 Random Forests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된 결과들을 확인해봅시다.
mages_and_predictions = list(zip(X_test, y_pred, y_test))
pl.figure(figsize=(10, 10))
for index, (image, pred, label) in enumerate(images_and_predictions[:25]):
pl.subplot(5, 5, index + 1)
pl.axis('off')
pl.imshow(image.reshape(8, 8), cmap=pl.cm.gray_r)
pl.title('Label: {0}, predicted: {1}'.format(label, pred))
pl.tight_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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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습성능 향상시켜보기
Random Forests 모델 학습하기로 돌아가서 아래 두 변수를 다른 값으로 설정한 후 다시 학습을 해봅시다.
n_estimators = 1
max_features = 2
7. 결과 토의해보기
아래와 같이 변수를 바꿔보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생각해봅시다.
가. n_estimators 값을 크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나. max_features 값을 크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다. 가장 높은 f1-score를 주는 n_estimators와 max_features의 값은 무엇인가요?

Machine Learning을 이용한 숫자 분류 통합 구문
# This code is copied from https://scikit-learn.org
%matplotlib inline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from sklearn import datasets, svm, metrics
digits = datasets.load_digits()
images_and_labels = list(zip(digits.images, digits.target))
for index, (image, label) in enumerate(images_and_labels[:4]):
plt.subplot(2, 4, index + 1)
plt.axis('off')
plt.imshow(image, cmap=plt.cm.gray_r, interpolation='nearest')
plt.title('Training: %i' % label)
n_samples = len(digits.images)
data = digits.images.reshape((n_samples, -1))
classifier = svm.SVC(gamma=0.01)
classifier.fit(data[:n_samples // 2], digits.target[:n_samples // 2])
expected = digits.target[n_samples // 2:]
predicted = classifier.predict(data[n_samples // 2:])
images_and_predictions = list(zip(digits.images[n_samples // 2:], predicted))
for index, (image, prediction) in enumerate(images_and_predictions[:4]):
plt.subplot(2, 4, index + 5)
plt.axis('off')
plt.imshow(image, cmap=plt.cm.gray_r, interpolation='nearest')
plt.title('Prediction: %i' %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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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Learning의 활용 예_인공지능과 천문학
우리는 위 예제를 통해, Machine Learning이 어떻게 자료분류에 이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연구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1. 변광성이란?
밤 하늘에는 수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천문학은 밤 하늘을 관측하여 별과 은하, 그리고 우리 우주의 생성과 진화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 중, 천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물체 중의 하나가 바로 변광성입니다. 변광성이란 밝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별을 말합니다. 밝기가 변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이 예제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생략합니다.
이러한 변광성들은, 그 종류에 따라 밝기변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래 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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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이는 각각의 그림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변광성입니다. X 축은 시간이며, Y축은 별의 밝기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듯, 종류에 따라 밝기의 변화양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밝기변화양상을
판별하여 어떠한 변광성인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아래는 그런 연구들 중 Random Forests를 이용한 연구
결과입니다.

위 표에서 가장 왼쪽 열은 변광성 종류를, 두번째 열은 하위 종류를, 세번째 및 네번째 열은 성능을 보여주는 recall과
precision 입니다. 두 수치가 높을수록 성능이 좋습니다. 위 표에서 보이듯이, 어떤 변광성에서는 수치가 높지만 어떤
변광성에서는 낮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자면, 1) Machine Learning 모델이 모든 경우에 대해 항상
100% 완벽할 수는 없다, 2) 관측 자료에 잡음이 많이 섞여있다, 3) 근본적으로 분류가 힘든 자료다, 4) 기타 등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광성 분류 외에도, Machine Learning은 천문학에서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하분류는 물론 물리값들의 예측 (예: 속도, 밀도, 중력 등) 등 에도 사용됩니다.
참고: 위 연구자료는 출판된 논문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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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을 활용한 인공지능 체험하기

• 과학 단원 : 1. 물질과 규칙성
• 활용내용 : 스펙트럼을 관찰하여 알아낸 우주의 원소 분포
• 필요한 데이터 : 다양한 원소들의 스펙트럼 사진
• 과정 : 다양한 원소들의 스펙트럼 사진을 데이터로 활용하여, 인공지능에게 기계학습을 시킨 후 별을 관측한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별에 구성원소를 알아내도록 한다.

• 과학 단원 : 2. 시스템과 상호 작용
• 활용내용 : 힘이 작용한 시간에 따른 충격의 정도
• 필요한 데이터 : 운동하는 공의 사진 데이터(속도별)
• 과정 : 속도별로

정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날아가는 공의 속도를 측정하게 한 후, 이를 토대로 공의 운동량을
계산하여 나중 속도가 0이 되었을 때의 충격량의 크기를 알려 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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