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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차시.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AI는 없을까?
학생활동지
이 활동을 하면

1) 세균과 바이러스에 알아보고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 AI가 일반 로봇과 다른 점을 이해하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3)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AI로봇을 상상하여 그리고 그 기능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필기도구, 영상 시청

어떻게 할까

활동1 |

세균과 바이러스, 넌 누구니? (사진출처 : I-Scream)
그런데 세균은 입 속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곳곳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 어느 곳에 어떤 세균이 살까요?
세균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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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차시.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AI는 없을까?

학생활동지
세균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세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표, 알맞지 않은 것은 ×표를 하여 봅시다.
(1) 크기는 작지만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 ……………………………………………………………………………………… (

)

(2)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복잡한 구조이다.……………………………………………………………………………… (

)

(3) 살기에 알맞은 조건이 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로 늘어난다.… …………………………………………………………… (

)

(4) 종류가 매우 많고 원통 모양이나 공 모양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

)

바이러스의 특징을 정리해봅시다.
- 살아있는 동식물의 (
- 여러 가지 (
-(

)에 기생하며 (

)이 아닙니다.

)을 일으킵니다.
)이 없는 바이러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 구글이미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떠올려봅시다.

마스크 미착용자를 찾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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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활동2 |

AI, 넌 누구니?

인공지능 로봇이란 무엇일까요?
지능형 로봇(Intelligent Robots)은
외부환경을 인식(Perception)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Cognition)하여,
자율적으로 동작(Manipulation)하는 로봇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로봇과 차별화되는 것은 상황판단 기능과 자율동작 기능이
추가된 것입니다.

출처 :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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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차시.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AI는 없을까?

학생활동지
활동3 |
문제상황_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AI 로봇 상상하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 로봇은 없을까?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도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공장소에서는 종종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대충 착용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차단을 위해, 우리의 건강을 위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검사하는 로봇을 개발할 수는 없을까요? 바이러스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 로봇을 발명할 수는 없을까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인공지능 로봇을 디자인하고, 나만의 로봇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상상하여 적어봅시다.

<그림 그리기>

<기능 소개하기>

마스크 미착용자를 찾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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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읽기자료

인공지능 더 자세히 알아보기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1. 인공지능(AI)이란?

출처 : 구글 이미지

인공지능 인간의 지능을 갖고 있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시스템이며,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시연(구현)한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지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를 지칭하기도 한다. (출처 : 나무위키)

2. 인공지능 핵심 요소

인공지능 : 스스로 판단하는 소프트웨어

3.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관계
- 빅데이터란 기존의 데이터 베이스로는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
- 데이터는 AI가 인간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학습 속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 함
-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수록 더 많이 배워 궁극적으로는 더 정확해지는 것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인공지능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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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차시.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AI를 만들어볼까?
학생활동지
이 활동을 하면

1) 퀵 드로우와 티처블 머신을 통해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티처블 머신의 정확한 판별을 위한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필기도구, 컴퓨터

어떻게 할까

동기유발 |

퀵 드로우 체험하기

퀵 드로우는 어떻게 내 낙서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퀵 드로우는 어떻게 내 낙서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퀵 드로우를 사용한 소감을 간단히 적어봅시다.

활동1 |

Teachable machine에 대해 알아보기

Teachable machine에 대해 알아보기

- 마스크 착용을 판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지
분석 AI가 필요합니다.
- Class란, Teachable machine이 판단을 내리는 경우의
수에 해당하며 다양한 이미지를 입력할수록 정확한 판별이
가능합니다.
- 각 Class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지 정한 후 그 이름을
정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 Training이란,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마스크 미착용자를 찾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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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활동2 |

창의적 설계_

마스크 미착용자 판별 AI 설계하기

마스크 미착용자를 찾는 AI를 만들어보자!

바이러스의 차단을 위해, 우리의 건강을 위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검사하는
로봇을 Teachable machine을 이용하여 만들어봅시다. 어떻게 CLASS를 나누면 AI가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잘 검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더 똑똑한 AI가 될까요?

우리 모둠이 만들 마스크 미착용자 판별 AI를 계획하고 만들어봅시다.
- 마스크 미착용자를 찾는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1) CLASS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최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떠올려봅시다.

(2) 티처블 머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였는지 아래의 빈칸을 채워봅시다.
총 Class의 개수
각 Class에 입력한 데이터 개수
마스크를 착용한 방법
마스크의 종류 및 색깔
마스크 대신 다른 것으로 입을 가릴 경우
기타

(3) 모둠원의 역할을 정해봅시다.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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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역할

❷ 차시.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AI를 만들어볼까?

학생활동지
(4) 우리 모둠이 만든 AI를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
우리 모둠의 AI 이름

특징 및 장점

보완할 점

마스크 미착용자를 찾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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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읽기자료

+ 이미지를 구분하는 AI, 티처블 머신

티처블 머신이란 무엇일까요?

 티처블 머신을 이용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면 이미지를 구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구글에서 개발한 머신 러닝의 툴로 PC 사용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특히 머신 러닝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경험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미지, 오디오, 포즈 등의 데이터 패턴이 다양한 방법과 용로의 학습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티처블 머신으로 이미지 학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번호

사진

설명

구글에 티처블 머신을 검색함.
1

티처블 머신은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 없음.
이미지 프로젝트 선택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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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미지를 등록하는 방법은 녹화(Webcam)과 업로드
(Upload) 파일을 올리는 방법으로 나눠짐. 이미 녹화된
파일이 있다면 업로드를 선택하고 바로 녹화를 한다면
Webcam을 클릭하면 됨.

❷ 차시.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AI를 만들어볼까?

학생활동지
번호

사진

설명
② Class 1 옆의 연필 모양을 눌러 업로드할 사진들의
공통점을 입력하기

3

③ 웹캠으로 사진을 찍을 경우, Record 5 Seconds를
누르면 연속으로 5초 동안 사진이 자동으로 찍혀
Class에 입력됨.
④ 여러 개의 Class를 만들어 웹캠으로 사진을 찍거나,
기존에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기

4

5

6

⑤ Training을 눌러 지금까지 업로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학습시키기

⑥ Preview 화면에서 웹캠에 입력되는 영상에 대한
Teachable machine의 Output을 확인할 수 있음.
⑦ 웹캠 대신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을 제시하여
Teachable machine의 Output을 확인할 수 있음.

⑧ Class를 추가하고, Training을 시켜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Output을 확인해봅시다.

마스크 미착용자를 찾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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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차시. AI의 판별 결과를 가능성의 말로 표현해 볼까?
학생활동지
이 활동을 하면

1) 티처블 머신 판별 결과에 대한 특징이 드러나도록 가능성의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발표 시 친구들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말하고 친구들의 발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들을 수
있습니다.
3) 티쳐블 머신이 이미지를 구분하는 확률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컴퓨터(웹캠, 포함), 활동지

어떻게 할까

활동1 |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로 표현하기

(1)  안에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알맞게 써넣으세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아닐 것 같다
전혀 아니다

~ 일 것 같다
반반이다

확실하다

(2)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하여 알맞게 선으로 이어 보세요.

노란색 공만 들어 있는
상자에서 노란색 공을 꺼낼
가능성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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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를 한 번 굴렸을 때
7의 눈이 나올 가능성

반반이다

빨간색, 초록색 2개의
신호가 켜지는 신호등에
초록색 신호가 켜질 가능성

확실하다

❸ 차시. AI의 판별 결과를 가능성의 말로 표현해 볼까?

학생활동지
활동2 |

모둠에서 만든 AI 발표하기

- 자신의 모둠이 만든 AI를 소개하고, 서로 다른 모둠의 AI를 자유롭게 체험해봅시다.
모둠 이름

AI의 좋은 점과 보완할 점

활동3 |

모둠 이름

AI의 판별 결과 예상하고 해석하기

내가 한 행동

정리 |

AI의 판별 결과를 가능성의 수나 말을 이용하여 해석하기

AI와 관련된 진로 탐색하기

(1) 우리가 만든 마스크 미착용자를 구별하는 AI는 현재 어떤 직업을 사라지게 만들까요?

(2) 미래의 AI와 관련된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스크 미착용자를 찾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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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읽기자료

+ 미래의 유망한 직업 알아보기

10년 후에 더 잘나가는 직업에는 무엇이 있을까?

앞으로 1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할 유망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직업 중에 미래의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직업을 소개합니다.

1. 소프트웨어 개발자
Software Developer |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문가가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나 로봇, 스마트폰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어느 순간 멈춰 설거예요. 이처럼 인터넷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기계에 인공지능이 탑재되면서 공학계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몸값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 개발자는 없어서 모셔오지 못할 만큼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2. 데이터 분석가
Data Analyst |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양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수많은 데이터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조합해 내는 데이터 분석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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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보안 분석가
Information Security Analyst | 컴퓨터와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필수 요소가 되면서, 컴퓨터 보안을 책임지는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 분석가는 나쁜 해커들의 공격으로부터 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주는 사람입니다.
향후 10년간 10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Computer Systems Analyst | 컴퓨터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컴퓨터 시스템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을 만들어내려면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뤄야 하는데, 이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시스템을 분석하고 만들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의 일자리는 10년간 45만
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5. 로봇 서비스 기술자
Robotics Service Technician | 앞으로 단순 노동을 로봇이 도맡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들 하지요.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서 로봇은 점점 더 친숙한 존재가 돼 갈 것입니다. 그런데 로봇의 치명적 단점은 해킹과 고장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로봇이 늘어날수록 로봇이 해킹을 당하거나 고장 났을 때 빨리 달려가 수리해 주거나 프로그래밍을 다시 해주는 로봇
서비스 전문가 수요도 늘겠지요. 자동차 정비사, 전기 기사처럼 숙련된 기술만 갖추고 있다면 대학 졸업장 없이도 이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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