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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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히는데에만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사회를 살아
가야 하는 학생들이 지녀야 할 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수업안을 구성하였습니
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발달은 매우 빠르기에 기술을 쫓다보면 수동적인 사용자가
되어 무분별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인 사용자의 관
점에서 옳고 그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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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사용은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차시별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세안으로 제시하고,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학습활동 장면을 추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과정안
이나 수업 활동 내용에 유의점과 사용할 자료를 제시하여 수업 적용 시 어려움이 없
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학생용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수업대체용 교수·학습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제공된 학습지는 교사 재량에 맞추어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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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연계
관련교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내용 요소 및 성취수준)
[9정01-01] 정보기술의 발달과 소프트웨어가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친 영향과
가치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한다.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9정03-01] 실생활 문제 상황에서 문제의 현재 상태, 목표 상태를 이해하고 목
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작업을 분석한다.
정보

[9정03-02]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와 불필요한 요소를 분류한다.
[9정03-03] 논리적인 문제 해결 절차인 알고리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생활 문제의 해결과정을 알고리즘으로 구상한다.

[9정03-04]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탐색하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9정04-02]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입력 받아 처리하고 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
을 작성한다.

[9정04-05]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협력하여 설계, 개발, 비교･
분석한다.

[9도04-02] 과학 기술이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가치를 설명하
도덕

고, 동시에 과학 기술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열거하며, 과학 기술
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국어
과학

기가

사회

[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9과24-02] 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
안하고 그 유용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9기가04-12] 수송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
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9기가04-18]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
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9사(일사)12-03] 현대의 주요한 사회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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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가능한
AI

1

주제개요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사람이
미처 고려할 수 없는 많은 조건과 사례를 검토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결
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블랙박스와 같이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공지능 사
용자는 물론 인공지능 개발자도 어떠한 조건과 판단에 의해 결론이 내려졌는지
알기 어렵다. 또한 인공지능이 판단 오류를 일으켰을 때, 인공지능의 잘못된
알고리즘을 수정하기 어렵다. 인공지능의 판단과정을 알 수 없다면 중요한 결
정을 내릴 때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신뢰하며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인공지능이 오류를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편견을 학습하지는 않았는지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Machine Learning 4 Kids 프로그램을 활용해 불쾌지수 판별
모델을 개발해 보고 의사결정트리 분류기를 이용해 인공지능 모델의 판단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ML4K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계학습을 통해 인공지능의 탐색과
문제해결, 인식과 정보처리, 지능화에 대한 이해도 더불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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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AM 단계요소

1

상황 제시

인공지능을 생활에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며 인공지능이 주는 도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본다. 또한 인공지능이 오류를 일으킨 예를 살펴보고 인공지능이 학습되
는 과정을 살펴본다.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본다.

2

창의적 설계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에는 무엇이 있을지 아이디어를 떠올려본다. 떠오른 아이
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디자인사고 툴킷을 활용하여 설계서를 작성한다.
ML4K를 이용하여 기계학습 과정을 거쳐 설명가능한 AI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테스트 과정을 거쳐 수정 및 보완을 한다.

3

감성적 체험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개념과 오류가 생긴 예를 분석한다. 언플러그드 활동
으로 역할을 나누어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설계를 해보면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
정해나간다.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의 개발이 필수적인 분야에 대해 토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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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계획

3

○ 수행, 관찰 평가 기준표

평가영역

감성적

평가항목

도달

노력하여 도달

미도달

집중과 끈기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며 문제를 해결할 때 어
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간
의 흥미가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때 어려워하지만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
가 거의 없으며 문제를 해
결할 때 어려워하고 참여하
지 않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
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정교성이 가끔씩 나
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정교성이 거의 나타
나지 않음

설명가능한 AI 개발의 계
설명가능한 AI 개발의 단계 획과 규칙에 대한 이해가
와 규칙 설계가 명확함
다소 부족하여 설계가 미
흡함

설명가능한 AI 개발의 계
획과 규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설계를 세우지
못함

호기심과
자신감

체험

창의성

해결방안 및
계획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
를 실제 프로그램 개발 과 어는 제시하였으나 개발 어를 산출물로 연결시키
정으로 연결하여 산출해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함
지 못함

창의적
설계
문제해결 과정 문제해결과정에
및
으로
참여하며
산출물 도출 이 우수함.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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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문제해결과정에
적극 문제결과정에
소극적
산출물 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으로 참여하였으며 산
산출물이 보통임.
출물이 미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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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학년 (
월

)반

이름 :

일 : ~ :

성별 :
면접교사

·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 불쾌지수 판별 모델 프로그램이 창의적이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이 중요한 결정에 더 널리 쓰이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가?

면접 내용

·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의 특징과 필요성을 말할 수 있는가?

(면접 과제 질문과

· 불쾌지수 판별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는가?

잡변 학생 특성)

평가 결과

·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이 중요한 결정에 더 널리 쓰이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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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의 활용되는 분야에 대해 알고 있는가?
융합적 사고

◆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
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 인공지능적 사고의 과정이 나타나는가?

창의적 설계
◆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단계와 규칙을 창의적
으로 설계하였는가?
◆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다른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
는 방안을 생각해내는가?
감성적 체험
◆ 자신이 설계한 활동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는가?
◆ 느낀 점 발표 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비판적으로
의사소통

수용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발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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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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단계와 규칙을 창의
적인 설계과정으로 이루어졌는가?

자기
평가

창의적
설계

◆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
는가?
◆ 개발한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다른 문제 해결
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동료

감성적

평가

체험

◆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하고 배려하며 활
동이 이루어졌는가?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교과

정보

도덕

기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자료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필요성
에 대해 이해하고, 인공지능이 중요한 결정에 더 널리 쓰이
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할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음. 또한 데이터를 입력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테스트 해
보고 AI가 판단을 내린 기준을 설명함. 그리고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인공지능을 도입
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이 현대인의 삶의 미치는 긍정적인 영
향과 가치를 이해하고 인공지능기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점과 한계를 설명할 수 있음. 인공지능 관련된 윤리
문제를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을 통하여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이 필요한 까닭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사례
를 찾고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음.

기재 상황 예시
인공지능 기술의 원리 이
해 및 적용과정에서의 모
습과 모둠 활동에서의 모
습을 관찰하여 기술하는
경우
인공지능의 문제점과 한
계를 설명하고 설명가능
한 인공지능과 연관지어
적용 분야를 제시한 경우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이
필요한 까닭을 설명하고
주변에서 설명가능한 인
공지능이 필요한 사례를
찾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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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설명가능한

AI
9

10

1차시 프로그램 지도안

4
프로그램명

설명 가능한 AI

학교급

중학교

차시

학습목표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자료

활동지, PC, 영상, 학습지, 전지, 사인펜웹캠, 마이크 또는 노트북, 스마트기기

1 / 3 차시

[9정01-01] 정보기술의 발달과 소프트웨어가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친 영향과 가치를
정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한다.
[9도04-02] 과학 기술이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가치를 설명하고, 동시

도덕

에 과학 기술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열거하며, 과학 기술의 바람직한 활
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9기가04-12] 수송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

성취기준
기가

현하며 평가한다.
[9기가04-18]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사회

[9사(일사)12-03] 현대의 주요한 사회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
한다.

차시

교수·학습 내용

1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분야에 대해 알아보기

학습자료(
유의점(

)
)

차시

- 인공지능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 동기유발, 욕구, 호기

상황

(사람을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심, 몰입

제시

-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분야는 어떠한 것들이 더 있을까요?

개별
학습

(자율주행차와 금융, 의료 분야, 교육, 가사, 안전, 정보 제공, 취미 생활
등이 있다.)
• 테슬라 자율주행차 영상 살펴보기
- 이렇게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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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차 영상

그러면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예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의 모습을

https://youtu.be/ORe

영상을 통해 확인해볼까요?

uYiLrKkM

모둠
학습

-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을 대신하여 차를 운행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줍니다.)
-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방법으로 움직입니까?
(장애물이 나타나면 피하고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속도를 조절하여
운행합니다.)

• 테슬라 자율주행차 사고 영상 살펴보기
테슬라 자율주행차
사고 영상
https://youtu.be/TZK
hI2SybGw
상황제시에서부터
영상자료를 활용하는 이
유는 아직 경험을 해보
지 못했을 수도 있을 기
-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후 사고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굳이 영상자

(인공지능의 사고 시 법적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

료 없이 주변에서 인공

제가 발생한다. )

지능 활용의 사례를 찾

-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왜 필요할까요?

아 이야기를 나누어 보

(AI가 의사 결정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질병 진단과 금융거래, 조사

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고서 등에서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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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관찰-사용자
<출처:DARPA>
-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인공지능이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왜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와 실제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변에서 문제를 찾도록
한다.

- 설명이 배제된 인공지능의 모습 상상해보기
의사가 놓친 암세

•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기 1

포AI가 잡아내는 영상
https://youtu.be/HzY
HBgZyPJQ

- 의료와 관련된 인공지능이 어떠한 역할을 했나요?
(숨겨진

암세포를

찾아내고

어떤

치료법이

적합한지

상

했습니다.)
- 의사가 치료법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좋을 것 같습니다.)
•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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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x
e91iLLxSQ

필요할까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CCTV영

판단을

판정이유를

설명하면

- 인공지능CCTV가 범죄의 위험을 예측하는 경우에 사용이 된다
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범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공지능의 오류영
상
•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기 3

https://youtu.be/k_
qWsTL9glU

• 몰입 및 탐색하기
전지, 네임펜

-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키기
- 의료분야, 제조업, 자율주행, 금융, 국방, 법률등 신뢰를 얻어
야 하는 분야에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생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

각해보기

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

- 모둠별로 인공지능의 다양한 분야 중 한 분야를 선택한 후 선
택한 분야에서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적

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다.

어본다.
-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이 사용된다면 그 분야에서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지 다양한 예시를 생각해본다.
- 전지를 모둠별로 나누어 가져가서 분석하기
• 분석하여 의미짓기
- 모둠별 분석 후 발표 및 공유하기
• 공감하기
- 우리반 친구들에 대한 문제 상황(맥락)을 파악하고 공감하기
-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 학습목표 확인
- Machine Learning for KIDS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고 인
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인공지능의 판단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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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설명가능한 인공지능 알아보기 1
설명 가능한 AI

※ 자율주행차에는 인공지능이 활용됩니다. 다음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https://youtu.be/OReuYiLrKkM

1. 인공지능이 활용된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주변의 인공지능이 활용된 예를 찾
아봅시다.
로봇청소기, 인공지능 스피커, 자율주행차, 세탁기

2. 인공지능이 활용된 자율주행차에서 사고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https://youtu.be/TZKhI2SybGw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고 자율주행차를 신뢰할 수 없게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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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설명가능한 인공지능 알아보기 2
설명 가능한 AI

1. 인공지능CCTV가 범죄의 위험을 예측하는 경우에 사용이 된다면, 설명 가능한 인공지
능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범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
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https://youtu.be/Bxe91iLLxSQ

2. 인공지능이 활용된 곳 중에 오류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공지능 시스템의 어떤 부분으로 인해 오류
가 발생하였는지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https://youtu.be/k_qWsTL9glU

3.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사용자가 인공지능 시스템의 의사결정을 이해하고 결과를 신뢰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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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찾아보기
설명 가능한 AI

1.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이 필요한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의료분야, 제조업, 자율주행, 금융, 국방, 법률등

2. 그 중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이 가장 필요한 분야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법률

3.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피고인의 유무죄의 이유를 설명한다.
피고인의 처벌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4.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이 그 분야에 활용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피고인의 죄와 선고된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이 바르게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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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 바이어스(Machine Bias)

Brisha Borden(흑인)

Vernon Prater(백인)

41세, 백인 남성

18세, 흑인 소녀

사전조항

사전조항

Ÿ

가게에서 공구를 훔친 혐의로 체포

Ÿ

물품 절도와 좀도둑질한 혐의로 기소

Ÿ 무장 강도 미수 죄로 5년간 복역 전과
3 (저위험)
이후 위반사항

(청소년비행)
8 (고위험)
이후 위반사항

전자제품을 훔쳐 8년 징역형

없음

흑인 소녀 Borden은 친구와 함께 밖에 앉아 있는 어린이용 자전거와 스쿠터를 절
도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미 무장 강도 미수죄로 복역전과가 있는 백인 남성
Prater는 공구를 훔친 혐의로 체험되었다. 이 둘의 미래 범죄에 대한 평가는
Borden(흑인)이 Prater(백인)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4년 당시 에릭 홀더 법무 장관은 위험 점수가 법원에 편향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판결 위원회에 그것들의 사용을 연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 조치들이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낸 것이지만 개별화되고 평등한 정
의를 보장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무심코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 된다"며 "이 조치
들은 우리의 사법 제도와 우리 사회에서 이미 너무 흔한 부당하고 불공평한 불균형
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과 2014년 동안 플로리다 주 브로워드 카
운티에서 체포된 7000명의 범죄자들에게 부여된
위험 점수를 얻어 향후 2년간 새로운 범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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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 확인해보니 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 중 오직 20퍼센트만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 재범 가
능성이 높은 사람들 중 61퍼센트가 2년 이내에 후속 범죄
로 체포되었다.
홀더가 우려했던 것처럼 상당한 인종 차별을 발견했다. 누가 재범일지 예측할 때, 알
고리즘은 흑인과 백인 피고들과 거의 같은 비율이지만 매우 다른 방식으로 실수를
했다.
이 공식은 특히 흑인 피고들을 백인 피고들보다 거의 두 배나 분류하면서 미래의 범
죄자들로 위장할 가능성이 높았다. 백인 피고들은 흑인 피고들보다 더 자주 낮은 위
험으로 잘못 분류되었다.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가두는 데, 이들 중 상당수는 흑
인이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혼전 석방부터 판결, 가석방에 이르기까지, 법적 절
차의 핵심 결정은 본능과 개인적인 편견에 의해 인도된 인간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만약 컴퓨터가 어떤 피고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형사 사법 제도는 누가 수감되어 있고 얼마나 오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더
공정하고 선택적일 수 있다. 물론 비결은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
이다. 어느 한쪽이 잘못되면 위험한 범죄자가 풀려날 수 있다. 만약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누군가 부당하게 더 가혹한 형벌을 받거나 적절한 것보다 더 오래
가석방을 기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propublica.org/article/machine-bias-risk-assessments-in-criminal-sent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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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설명가능한

AI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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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프로그램 지도안

5
프로그램명

설명 가능한 AI

학교급

중학교

차시

2 / 3 차시

학습목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학습자료

멀티미디어, 학습지, 교수용 PPT, 데이터셋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
집하고 관리한다.

[9정03-04]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탐색하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정보

[9정04-02]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입력 받아 처리하고 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9정04-05]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협력하여 설계, 개발, 비교･분
석한다.

성취기준
기술
가정
국어

과학

차시

모둠
학습

창의

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9과24-02] 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안하
고 그 유용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교수·학습 내용

3
차시

[9기가04-18]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

[활동1] ML4Kids를 이용하여 숫자 데이터 인공지능 모델

학습자료(

)

유의점(
)
ML4KIDS사이트 :

만들기

machinelearningfor

• Machine Learning for Kids 살펴보기

kids.co.uk

- ML4Kids는 초보자들도 쉽게 기계학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
용할 수 있게 돕는 교육 서비스이다.

적

ML4KIDS는 온라인
기계학습 교육서비스로,
PC, 스마트폰, 태블릿에

설계

서 모델 만들기가 가능
하다.
소개페이지참고
https://machinelearning
forkids.co.uk/?lang=ko
#!/about
- 지도학습으로 다양한 모델을 직접 만들고, 이 모델을 이용하여
스크래치, 파이썬, 앱인벤터 등으로 코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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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계정만들기

- 학생용아이디만들기
• 머신러닝 중 지도학습 동영상으로 알아보기

※ 현 차시에서는 숫자
데이터 학습만 할 것이
므로 API 만들기 필요없
음.
지도학습영상
소프트웨어야 놀자
▸머신러닝

-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의 하나로 정답이 있는 데이터로 학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도학습)

https://bit.ly/37kzxYj
▸지도학습
https://bit.ly/3jsQ7Ic

- 사과와 바나나 학습과정에서 데이터와 레이블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모양의 사과와 다양한 모양의 바나나는 데이터가 되며, 각
데이터에 사과와 바나나라는 이름을 레이블이라고 한다.)

데이터, 레이블, 모
델에 대한 의미를 어린

• ML4KIDS로 지도학습의 과정 이해하기

아이가 학습할때의 과정

▶타이타닉 샘플을 이용하여 지도학습과정을 이해

과 비교해가며 이해시킨

- [훈련] 데이터와 레이블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다.

- [학습&평가] 실제 학습을 실시하고 평가하는 단계입
니다. 인식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훈련 단계로돌아
가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 [만들기] 해당 모델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샘플 프로젝트 불
오는 방법 : 프로젝트
-> 템플릿 복사 -> 타
이타닉 가져오기
인공지능에서

음성

- 타이타닉에서는 레이블을 어떻게 정했나요?

인식의 경우 마이크가

(살아남음과 살아남지 못함으로 정했습니다.)

필요하고, 문자인식, 이

- 인공지능은 어떻게 판단을 내렸을까요?

미지인식 등의 경우에는

(성별, 객실, 나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카메라가 필요하다. 하지
만 숫자 데이터의 경우

• 나만의 판별 모델 만들기 계획하기

는 마이크나 카메라가

-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판별 모델을 만들어

필요하지 않다.

보려고 합니다 어떤 판별 모델을 만들고 싶나요?
(불쾌지수 판별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 선택한 모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온도, 습도 등이 있습니다.)
- 해당 모델 판별기의 수집되어야 할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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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습도, 불쾌지수단계입니다)
불쾌지수이해하기
• 나만의 판별 모델 데이터 조사하기

https://news.hmgjourna

- 선택한 데이터와 관련된 요소를 찾아 샘플 데이터를 모둠원끼리

l.com/TALK/?p=15961

만들기

7

(기상청 불쾌지수 산출 계산기를 이용하여 불쾌지수단계를 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기.)

- 훈련 단계에서 레이블과 데이터 입력하기
불쾌지수산출계산기
https://www.kma.go.kr/
HELP/basic/help_01_0
5.jsp

•

정리 엑셀파일

판별 모델을 테스트하기

https://bit.ly/2QBdN
Or
다운로드하여

엑셀로

바꾸어 사용하세요.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모델을 생성한다.
-생성된 모델에 테스트데이터를 넣어 정확도를 확
인한다.
-정확도가 떨어지면 훈련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데
이터를 추가한다.

[활동2] 인공지능 모델이 판단을 내린 기준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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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트리(위키)
https://ko.wikipedia.
org/wiki/%EA%B2%
B0%EC%A0%95_%
ED%8 A%B8%EB%A
6 % A C_ % E D% 9 5 % 9
9 % E C% 8 A %B 5 %E B
%B2%95
의사결정트리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패턴을 예측가
능한 규칙들로 나타내는데 그 모양이 나무와 비슷
하다. 질문을 던져서 대상을 좁혀나가는 ‘스무고
개’ 놀이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한 데이터를 불쾌지수 판별 의사결정트리
분류방식을 이용하여 설명해 봅시다.
-온도25, 습도 50 인 테스트 데이터를 기준으로 알아봅시다. 첫
번째 분류기에서 어느쪽으로 갑니까?
(온도가 27.7도 이하이므로 왼쪽으로 갑니다.)
-두 번째 분류기에서 어느쪽으로 갑니까?
(온도가 22.6도 초과이므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세 번째 분류기에서 어느쪽으로 갑니까?
(온도가 25.85도 이하이므로 왼쪽으로 갑니다.)
-네 번째 분류기에서 어느쪽으로 갑니까?
(습도가 89.35% 이하이므로 왼쪽으로 갑니다.)
-네 번째 분류기에서 어느쪽으로 갑니까?
(습도가 85.8% 이하이므로 왼쪽으로 갑니다.)
-최종 결과는 무엇입니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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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판별 모델 만들기 계획서
설명 가능한 AI

프로젝트이름은 영문으로 적어주세요

프로젝트이름

DiscomfortIndex
텍스트,

이미지, 숫자, 소리 중 선택하세요.

인식방법

숫자
산출에 필요한 필수 요소

필요한 데이터

온도, 습도

레이블명

low(낮음), moderate(보통), high(높음), very_high(매우 높음)

1.데이터 수집하기
2. 수집된 데이터를 엑셀로 정리하기

ML4KIDS
[1]훈련단계
(참고사이트 : https://www.kma.go.kr/HELP/basic/help_01_05.jsp)
3. 정리한 데이터를 ML4KID 훈련데이터로 입력하기
(레이블추가, 데이터추가)

[2]학습&평가

테스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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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머신러닝모델을 훈련시켜보세요.” 를 클릭하여 학습 시키기
2.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하여 정확도 평가하기
온도

습도

불쾌지수

30

80

very_high(매우높음)

30

50

high(높음)

25

50

moderate(보통)

20

50

low(낮음)

05인공지능 모델이 판단 내린 기준 설명하기
설명 가능한 AI

판별 모델 이해하기

1. 의사결정트리 분류기를 이용하여 테스트 데이터의 결과값을 설명하시오.
(예시)테스트 데이터 : 온도 25 / 습도 50, 결과 : 불쾌지수 moderate(보통)
위의 데이터를 의사결정트리 분류기에 넣어서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하면
(1)T(25) <= 27.7 참(True)이므로 왼쪽으로 이동한다.
(2)T(25) <= 22.6 거짓(False)이므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3)T(25) <= 25.85 참(True)이므로 왼쪽으로 이동한다.
(4)RH(50) <= 80.35 참(True)이므로 왼쪽으로 이동한다.
(5)RH(50) <=85.8 참(True)이므로 왼쪽으로 이동한다.
(6)결과는 moderate(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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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트리
의사 결정 트리 학습은 통계 , 데이터 마이닝 및 기계
학습에 사용되는 예측 모델링 접근 방식 중 하나입니다 .
그것은 사용하는 의사 결정 트리 (A와 예측 모델을 (잎으
로 표현) 항목의 목표 값에 대한 결론에 (가지로 표시) 항
목에 대한 관찰에서 이동). 대상 변수가 개별 값 집합을
가질 수 있는 트리 모델을 분류 트리 라고 합니다 . (위
키피디아)
아키네이터라는 게임을 아나요? 요술 램프 지니하는 질문
에 답변을 바탕으로 실제 또는 가상 인물을 추측하여 맞추는 게임입니다. 20개 정도의 간단
한 질문만으로 인물의 이름을 맞출 수 있지요.
이 게임은 사뭇 의사결정트리와 비슷합니다. 의사결정트리는 일종의 분류기인데 트리를 내
려 가면서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응
답에 따라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를 결론을 내려줍니다. 의사
결정트리의 장점은 분류 결과를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트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과정
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죠.
만약 이상형 월드컵을 한다면 자기의 이상형에 맞는지 물을
것이고 질문과 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내 이상형이 결정을 내
리게 된다. 그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왼쪽 그림이다. 그
림을 보았을 때 어떠한 과정으로 분류를 해나가는지를 알 수
있다.
의사결정트리의 단점은 과적합이 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과적합은 훈련 데이터 내에서는 완
전 딱 들어맞는 형태를 보여주지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 결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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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아타닉 호에 탑승한 승객의 생존을 보여주는 트리
(sibsp : 탑승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의 수)
1912년 4월 북대서양 횡단 여객선 타이타닉호는 영국의 사우샘프턴을 떠나 미국의 뉴욕으
로 향하던 첫 항해 중 4월15일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하였다. 타이타닉의 침몰로 1514명이
사망하였다.
내가 만약 타이타닉 호에 승선했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타이타닉에서의 생존 확률을 결정하는 요소는 객실의 등급, 나이, 성별, 총 자산등 여러가
지가 있는데 그림에서 나온 성별, 나이, 탑승자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수로 생각해 보자.
위의 타이타닉 탑승객의 생존 가능성을 살펴보면, 여성이고 나이가 9.5세이하이며 탑승자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의수가 3미만인 경우 생존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다.
여러분은 생존하였나요?
참고 :
https://towardsdatascience.com/decision-trees-in-machine-learning-641b9c4e8052
https://en.wikipedia.org/wiki/Decision_tree_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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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Learning for
Kids
1. 가입하기
1) ‘로그인’을 클릭한다.

2)‘계정 만들기’를 클릭한다.

3) ‘계정만들기’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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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L4K로 지도학습모델 만들기
1) ‘프로젝트로 이동’ 클릭한다. ‘프로젝트 추가’를 선택한다.

2) ‘프로젝트 이름’, ‘인식방법’, ‘속성과 유형’을 설정한 후, ‘만들기’를 클릭한다.

3) ‘훈련’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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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레이블 추가’를 선택하여 low(낮음), moderate(보통), high(높음), very_high(매우
높음)레이블을 추가한다.

5) ‘데이터추가’를 클릭하려 각 레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한다.

6)‘학습&평가’를 클릭하고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보세요.’를 클릭한다.

7) 훈련이 완료되면,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 모델을 테스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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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설명가능한

AI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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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프로그램 지도안

6
프로그램명

설명 가능한 AI

학교급

중학교

차시

학습목표

설명가능한 AI 체험을 통해 설명가능한 AI의 적용분야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자료

활동지, PC, 웹캠, 마이크 또는 노트북, 스마트기기

3 / 3 차시

[9도04-02] 과학 기술이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가치를 설명
도덕

하고, 동시에 과학 기술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열거하며, 과학
기술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생활 문제의 해결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구상한다.

과학
성취기준

사회

[9과24-02] 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안하
고 그 유용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9사(일사)12-03] 현대의 주요한 사회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을 탐구한다.

[9정03-01] 실생활 문제 상황에서 문제의 현재 상태, 목표 상태를 이해하고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작업을 분석한다.
정보

[9정03-02]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와 불필요한 요소를 분류한다.
[9정03-03] 논리적인 문제 해결 절차인 알고리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생활 문제의 해결과정을 알고리즘으로 구상한다

차시

교수·학습 내용

3
차시
개별
학습

감성

[활동 1]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의 개념과 오류 알기
•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알기

유의점(
)
★ 동기유발, 욕구, 호기
심, 몰입

(판단에 대한 이유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인공지능
입니다.)
인공지능 오류 예 1
• 인공지능의 오류를 일으킨 예 조사
지난해 12월 아시아계 뉴질랜드인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
했다가 사진 인식 오류로 여권발급이 거부당한 일이 발생했
다. 눈이 작은 아시아계 신청인의 눈이 감겨진 것으로 인식해
발급을 거부했지만 실제로는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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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요?

적
체험

학습자료(

(눈이 작은 사람을 눈
을 감고 있다고 잘못
인식한 예)
http://www.irobotn
ews.com/news/artic
leView.html?idxno=
9732

모둠
학습

- 위의 사람은 왜 여권 발급을 받지 못했을까요?
( 눈을 감은 사진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인공지능은 왜 눈을 감고 있다고 판단하였을까요?
(인공지능이 상대적으로 눈이 큰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
눈이 작은 사람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 어떻게 수정해 주면 좋을까요?
(눈이 작은 사람도 학습하도록 데이터를 입력해줍니다. )
미국 뉴욕에서 일하는 흑인 프로그래머 재키 앨신은 지난달
28일 트위터에 자신의 구글포토스 캡처 화면과 함께 “구글
사진, 내 친구는 고릴라가 아니야”라는 글을 올렸다.
공개된 캡처 화면에는 앨신이 흑인 여성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묶음의 표지에 ‘고릴라들’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구
글포토스 서비스가 흑인 두 명을 고릴라로 인식한 것이다.

인공지능 오류 예 2
(사람을 고릴라로 잘못
인식한 예)
http://www.viva100.
com/main/view.php?
key=201507020100
00337

- 인공지능은 왜 사람을 고릴라로 판단하였을까요?
(인공지능이 상대적으로 피부가 하얀 백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
피부색이 진한 흑인은 고릴라로 판단하였습니다. )
- 어떻게 수정해 주면 좋을까요?
(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의 데
이터를 입력해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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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인공지능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알
아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판단 오류의 횟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왜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는지 설명한다면 이러한 오
류의 원인을 알고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인공지능역할을 맡
은 학생이 어떤 개념을

[활동 2]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되어보기
1단계: 역할 나누기

학습하는지 미리 알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 인공지능 설계자 3~4명, 인공지능 1명
2단계: 인공지능에게 필요한 개념 정의하기
- 설계자: ㅇㅇㅇ 생김새의 특징 말로 표현하기
3단계: 인공지능을 시험하기
① 설계자: 인공지능의 개념을 평가할 사진을 준비한다. 사진
뒤에 정답을 기록한다. 대표적인 이미지 뿐 아니라 애매한 사
진도 함께 제공한다.
② 인공지능은 2단계에서 정의한 특징에 따라 사진을 분류한
다. 이때 사진을 이유를 말하면서 사진을 분류한다. 사진의
뒷면은 보지 않는다.
4단계: 오류 수정하기
① 설계자: 인공지능이 분류한 사진의 뒷면을 확인하며 오판

사진, 종이, 펜

한 사진을 찾아 이유를 분석한다.
② 설계자: 다시 개념을 수정하고 사진을 추가로 제공한다.
5단계: 인공지능 동작하기
① 인공지능은 4단계에서 수정한 특징에 따라 사진을 분류한
다. 이때 사진을 이유를 말하면서 사진을 분류한다.
② 인공지능이 분류한 사진의 뒷면을 확인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
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활동3]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해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인공지능을 도입하
기 어려운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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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한다.

06설명가능한 인공지능 오류 알기 1
설명 가능한 AI

※ 다음은 인공지능이 오류를 일으킨 예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지난해 12월 아시아계 뉴질랜드인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했다가 사진 인식 오류로 여권발급이
거부당한 일이 발생했다. 눈이 작은 아시아계 신
청인의 눈이 감겨진 것으로 인식해 발급을 거부했
지만 실제로는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이다.
출처: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
w.html?idxno=9732

1) 위의 사람은 왜 여권 발급을 받지 못했을까요?

눈을 감은 사진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

2) 인공지능은 왜 눈을 감고 있다고 판단하였을까요?
인공지능이 상대적으로 눈이 큰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 눈이 작은 사람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

3) 어떻게 수정해 주면 좋을까요?

눈이 작은 사람도 학습하도록 데이터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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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설명가능한 인공지능 오류 알기 2
설명 가능한 AI

※ 다음은 인공지능이 오류를 일으킨 예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미국 뉴욕에서 일하는 흑인 프로그래머 재
키 앨신은 지난달 28일 트위터에 자신의 구
글포토스 캡처 화면과 함께 “구글 사진, 내
친구는 고릴라가 아니야”라는 글을 올렸다.
공개된 캡처 화면에는 앨신이 흑인 여성 친
구와 함께 찍은 사진 묶음의 표지에 ‘고릴
라들’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구글포토스
서비스가 흑인 두 명을 고릴라로 인식한 것
이다.
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
p?key=20150702010000337

1) 인공지능은 왜 사람을 고릴라로 판단하였을까요?

인공지능이 상대적으로 피부가 하얀 백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 피부색이 진한 흑
인은 고릴라로 판단

2) 어떻게 수정해 주면 좋을까요?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의 데이터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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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설명가능한 인공지능 만들어보기
설명 가능한 AI

1. 내가 인공지능을 만든다면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학습시키고 싶은가요?

예) 고양이

2. 1에서 학습시키고 싶은 개념의 특징을 적어봅시다.

1.귀의 모양이 삼각형이다.
2. 털로 둘러쌓여 있다.
3. 긴 수염이 있다.
4. 발톱이 있다.

3. 설계한 인공지능이 왜 오류를 일으켰나요? 오류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어떻게 특징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오류를 일으킨
까닭

강아지 중에 귀의 모양이 삼각형이고 긴 수염과 발톱이 있고 털로 둘러쌓
여 있는 경우가 있었다.

1.귀의 모양이 삼각형이다.
인공지능의

2. 털로 둘러쌓여 있다.

수정된 개념

3. 긴 수염이 있다.
4. 발톱이 있다.
5. 눈의 모양이 가는 세로동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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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블랙박스(AI Black Box)

음악 추천부터 대출 심사, 직원 평가, 암 진단까지 현대 사회는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에 둘러싸여 있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 내린 의사결정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상적인 것부터 사람의 목숨이 걸린 중대한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우
리는 머신러닝 모델에 수많은 질문을 던진다.
이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측 모델’이 결정한다. 데이터 과학자들은 종종 각 모델이 실제
어떻게 예측했는지에 대한 이해보다는 개별 예측의 정확성에 더 중점을 둔다. 그렇지만 과학
과 기술의 진보에 있어 머신러닝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머신러닝 모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모델이 복잡할수록 더욱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일부 머신러닝 모델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
다. 입력 값을 변경하면 예측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각 예측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머신러닝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복잡한 DNN(Deep
Neural Network)의 형태나 다양한 모델들이 조합되는 등 모델이 매우 복잡해졌다. 이와 같
이 복잡한 머신러닝 모델을 블랙박스(black-box) 모델이라고 부른다.
블랙박스는 컴퓨팅, 엔지니어링 및 일반적인 과학 분야에서 내부 구조를 구분하는 다양한 방
식 중 하나이다.

보통 블랙박스(Black Box), 화이트 박스(White Box), 회색 박스(grey box)로 구분 하는
데 블랙박스는 내부 설계, 구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다시 말해 비공개를 의미하며,
화이트 박스는 완전히 노출한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블랙박스는 시스템이 내놓은 답변이나 결론의 과정 혹은 방법에 대해 적
절한 설명이 없을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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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공지능 분야 중 딥러닝(Deep Learning)이 발전하면서 은닉층(hidden layer)의
복잡한 구조, 다시 말해 학습 신경망 내의 수많은 관계와 연결을 사람이 이해하거나 추적하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인공지능 블랙박스는 다른 말로 불투명성이라고도 하는데 인공지능이 결정을 추론하는 방법
과 과정을 이용자는 물로 개발, 설계자조차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의사결정 방식과 과정을 모른다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실패의 가능성이 커지거나 실
패 확률은 적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막대할 수 있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또한 누군가 악의적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편향성을 보일 경우 인공
지능 기술 자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블랙박스가 모든 인공지능 관련 문제의 원인은 아니지만 결과에 대한 과정, 이유를 알 수 없
다는 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참고 :
https://www.sas.com/ko_kr/solutions/ai-mic/blog/interpretation-power.html
https://www.slideshare.net/jino/2019-report-vo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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