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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STEAM

인공지능 로봇팔과 함께 춤을
인공지능 X 로보틱아트

학습 개요
주제 개요
최근 우리 삶의 많은 영역 속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첨단기술은 다양한 형태로 스며들고 있
다.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는 금융, 의료, 교육 분야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등에 있어서도 인
공지능이라는 주제를 빼고 접근하는 것이 어려울 만큼 현재의 삶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지각하고, 미래의 인재들을 위한 교육 주제로서의 필요성
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학습과 작동 원리는 그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모호함과 막연함,
심지어는 인공 지능 기술에 대한 두려움까지 양산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다양한 인공지능 중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패턴 인식과 로보틱아트를 핵심
주제로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은 우선 인공지능 데모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며 사람의 지능과
인공 지능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다음으로 중학교 과학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뉴런과 신경계
구조 단원과 연계하여 인공신경망 구조를 학습하고 간단한 게임을 통해 인공신경망의 기본
구조인 유닛의 작동원리를 학습한다. 나아가 인공신경망 기술을 활용한 패턴 인식 프로그램
을 활용해보고 이러한 기술이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해보며 로봇 기술에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그 방법으로 우선 로봇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의 한 분야인 로보틱아트 예술 작품들을
감상해보고 로봇 기술과 인간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다음으로 기존 생각의
틀을 깨고 창의적 사고를 더해 학생들이 스스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로보틱아트 작품을
기획∙제작해보고 발표해본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로봇팔과 협업을 통해 느낀 점을 공유해
보고 미래에 더욱 발전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상상해보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새롭게 생길 직업을 탐구해본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활용해 예술 작품을 창작해보며 PBL 기반의 학
습 경험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이해와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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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컴퓨터가 이미지를 표현하는 원리에 대해 학습해보고 픽셀에 대해 설명할 수
내용 목표
(인지적 영역)

있다.
- 인공지능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
다.

경험 목표
(탐구적 영역)

- 로봇 팔 제작을 통해 로봇의 기본 구조를 학습할 수 있다.
-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로보틱아트 작품을 감사・ 창작해보고 미래 직업 변
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인공지능 로보틱아트 작품을 계획해보며 동료 학생과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과정 목표
(정의적 영역)

본다.
- 인공지능 로보틱아트 작품을 창작해보며 로봇과 사람의 협업에 대해 창의적
으로 생각해보고 표현해본다.

관련 교과 성취 기준
[9과06-02] 물체의 색이 빛의 삼원색으로 합성됨을 관찰하고, 영상 장치에서 색이
표현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과학

[9과07-01] 과학과 관련된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을 조사하고, 그 직업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기술·

[9기가05-01]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가정, 직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 기술

가정

활용 및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한다.

정보

미술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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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미01-04]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9미02-02] 주제에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9수03-01] 순서쌍과 좌표를 이해한다.

- 2 -

학습지도 및 평가
STEAM 단계 요소
! 인공지능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할까?
!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상황 제시

! 컴퓨터는 어떻게 이미지를 인식하고 처리할까?
! 예술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창의적 설계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로보틱아트 작품을 기획한다.
!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발달한 미래의 직업 영역에 대해 상상해본다.
!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감성적 체험

! 설계한 로보틱아트 작품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로보틱아트 작품을 제작한다.

차시별 지도 내용
단계

학습 자료(★) 및

교수 학습 활동
1. 목표
-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가진 가능성

유의점(※)

★ 활동지
★ PPT

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2. 수업 내용
" WONDER + ENGAGE
‣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미래
- 바이센티니얼 맨 영화 리뷰 감상하기
-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 INVESTIGATE + CREATE
‣ 읽어보기.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

인공지
능은
무엇일
까?

- 인공지능 활용 사례

(45분)
(1차시)

- 인공지능을 먼저 체험해보자

- 로봇에 적용이 어떻게 될까
- 수업 목표 : 인공지능과 로봇팔을 활용해보고 미디어 아트
의 한 분야인 로보틱아트를 창작해보기
‣ 활동1. Teachable Machine 활용하기
- Teachable Machine 활용 영상 감상 및 사용법 정리하기
- 어플리케이션 사용법 정리해보기(Green, Purple, Orange- 레
이블or 클래스 / Confidence – 인풋과 학습된 클래스와 비교
해서 어떤 클래스로 분류되는지 확신도)

★ 참고영상
https:/ /youtu.be/hJMSF_mcdUo
(바이센티니얼 맨 영화 리뷰, 3
분 15 초까지 감상)

-Teachable Machine 링크
https://teachablemachine.withg
oogl e.com/v1
※스마트폰의 Chrome 브라우저
를 사용한다
★ 참고영상
https:/ /youtu.be/ 3BhkeY974Rg
(Teachable Machine 설명 영
상)

‣ 활동2. 사물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탐구하기

★ 참고영상

- 사물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어디에 활용되는지 탐구

-기술 활용 예시

해보기
- 탐구한 인공지능 활용 사례 공유하기
" SHARE + REFLECT
- 다음 차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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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s://www.youtube.com/watc
h?v=Gm4ryPa 2DSA
(Seeing AI by Microsoft)

★ 활동지
★ PPT
★ 참고영상(교사용)
- 우리는 어떻게 컴퓨터가 사
진을 이해하도록 가르쳤나
https://youtu.be/40riCqvRoMs
- 신경망이란 무엇인가?
https://youtu.be/aircAruvnKk
※영상의 한국어 자막을 설정한
후, 감상한다.

1. 목표
- 컴퓨터가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해본다
- 빛의 삼원색과 픽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수업 내용
" WONDER + ENGAGE
‣ Teachable Machine 복습하기

인공지능
해부하기
:
컴퓨터가
이미지를
보는
방법
(45분)
(2차시)

- 입력
- 학습
- 분류(출력)
★ 참고영상
- Images, Pixel s and RGB

" INVESTIGATE + CREATE
‣ 활동1.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픽셀
- 픽셀 설명 영상을 보고 질문에 답해보기
‣ 읽어보기. 컴퓨터가 보는 이미지
- 픽셀?(Picture + Element)
- 컴퓨터가 이미지를 보는(처리하는) 법
‣ 활동2. 이미지 데이터 해독 게임

http s://youtu.be/15aqFQQ VBW
U?t=44
※4분 15초까지 감상한다.
- What are Pixels and how
do they work?
https:/ /youtu.be/m 8c1CAT2zEI
※ 영상의 한국어 자막을

- 이미지 데이터 만들기

설정한 후, 감상한다.

- 이미지 데이터 해독하기
" SHARE + REFLECT
- 다음 시간 수업 내용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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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
★ PPT

1. 목표
- 인공지능의 학습과 분류 방법을 탐구해본다.
- 인공지능 분류 방법을 체험해볼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해본다.
2. 수업 내용
" WONDER + ENGAGE
‣ 복습하기
- 픽셀

인공지능
해부하기
:
인공지능
의
학습과
분류
(45분)
(3차시)

- 이미지 데이터
‣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
- 영상을 보고 답해보기

★ 참고영상

" INVESTIGATE + CREATE

-심층인공신경망으로 고양이

‣ 읽어보기. 인공지능은 어떻게 학습하고 분류할까?
-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하고 분류할까 읽어보기

를 ‘딥러닝’
https:/ /youtu.be/ S2hvUoJMqhA

‣ 활동1. 이미지 데이터의 출력값 패턴 관찰해보기

★ 참고자료

- 이미지 데이터 출력값 패턴 관찰 노트북을 사용해 출력값

- 이미지 데이터 출력값 패턴

패턴 관찰하기
‣ 읽어보기. 인공지능은 새로운 패턴을 어떻게 학습하고 분류
할까?

관찰 노트북
https:/ /observablehq.com /@m
ommocmoc/ 3

-

-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하고 분류할까 읽어보기
‣ 활동2. 학습된 패턴을 통해 새로 입력된 패턴을 분류하는

https:/ /observablehq.com /@m
ommocmoc/ 3/2

방법, - 최근접이웃 알고리즘(-nearest neighbors)
- k-NN 설명 영상 감상하기
- k-NN 작동원리를 체험해보기

★ 참고영상

-kNN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 SHARE + REFLECT

https://youtu.be/CyuI2F_wJ

- 다음 시간 수업 내용 공지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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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
★ PPT

1. 목표
- 미디어 아트의 한 분야인 로보틱아트 분야의 작품을 감상해보고
로보틱아트가 무엇인지 이해해본다.
- 로보틱아트 사례를 통해 로봇과 사람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 상
상해본다.

★ 참고영상

- 로봇의 종류 중 로봇팔의 구조를 살펴보고 서보모터와 마이크로

- Heart And Lung

비트를 활용해 간단한 구조의 로봇팔을 제작해본다.

https:/ /vim eo.com/306766397
- SILK C ie & SILF Fluegge –
Underbody 1.0

2. 수업 내용

로보틱
아트
해부하기
: 로보틱
아트,
예술가와
로봇의
협업
(45분)
(4차시)

https:/ /vim eo.com/362346149

" WONDER + ENGAGE
‣ 로보틱아트란 무엇일까?

★ 참고영상

- 인간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로봇

-EBS 지식체널e 나는 로봇

- 인간과 함께 춤추는 로봇

https://youtu. be/4 Dnu4WM
bjPw

" INVESTIGATE + CREATE
‣ 활동1. 예술가와 로봇의 협업
- 로봇팔과 예술가가 협업하는 장면을 보며 무엇을 느꼈나요?
- 내가 로봇과 협업해 예술 작품을 만든다면?
‣ 읽어보기. 로봇의 한 종류, 로봇팔
- 로봇팔의 기본 구성 : 머니퓰레이터, 말단장치, 동력공급장치, 제
어기

★ 참고영상

- 로봇팔 만들기 키트 활용
영상
로봇팔 만들기:
https://youtu.be/E51d05ni7
bM

‣ 활동2. 로봇팔 만들기
- 영상을 보고 간단한 구조의 로봇팔을 만들어 보기
- 로봇팔 작동 확인 코드로 작동 테스트하기
" SHARE + REFLECT

로봇팔 제어 보드 연결하기:
https://youtu.be/8 nlJE Xcolv
c
로봇팔 테스트 코드 업로드

- 다음 시간 수업 내용 공지

하기
https://youtu.be/BMi-LDqX0
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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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 로봇팔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로봇 팔의 움직임을 프로그래밍한다.
-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팔과 협업하여 만들 로보틱아트 작품을
설계해본다.

★ 활동지
★ PPT

★ 참고영상
- 로봇팔 만들기 키트 활용
영상

2. 수업 내용
" WONDER + ENGAGE

로보틱아
트
해부하기
: 로보틱
아트
설계하기
(45분)
(5차시)

‣ 전시 학습 복습하기
- 로봇팔 작동 확인
" INVESTIGATE + CREATE
‣ 활동1. 로봇팔 제어하기
- 로봇팔 올리고 내리는 동작, 손을 좌/우 돌리는 동작 만들기
‣ 활동2. 인공지능 로보틱아트 계획하기
- 로봇팔 동작 패턴으로 자신만의 로보틱아트 패턴을 만들어보기
- 패턴에 따라 코드를 만들고 업로드하기
" SHARE + REFLECT
- 다음 시간 수업 내용 공지

1. 목표
- Teachable Arm 프로그램을 활용해 나만의 로보틱아트를 제작해
본다.
-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보틱아트를 공연해보고 인공지능, 로봇 기
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본다.
2. 수업 내용
" INVESTIGATE + CREATE

인공지능
로봇팔과
함께
춤을
(45분)
(6차시)

‣ 활동1. Teachable Arm 활용하기
- 나의 세가지 동작 패턴 학습시키기
- 인공지능 로보틱아트 테스트하기
" SHARE + REFLECT
‣ 활동2. 인공지능 로보틱아트 발표회
- 모둠/ 개인이 제작한 로보틱아트 발표하기
‣ 생각해보기.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
- 인공지능 로봇기술과 사람의 협업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기

★ 참고영상

-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할 미래에 대해 상상해보고 어

- 로봇, 미래의 도우미, Robot

떤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
-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미래의 직업을 상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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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youtu.b e/DyMXNTs06q
Y

평가 계획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잘함(A)

보통(B)

노력요함(C)

픽셀
이해하기

빛의 삼원색과 연관 지
어 픽셀의 개념에 대해
서 이해하고 컴퓨터 장
치가 어떻게 이미지 데
이터를 처리하는지 설명
할 수 있음

빛의 삼원색과 연관 지
어 픽셀의 개념에 대해
서 설명할 수 있으나
컴퓨터 장치가 어떻게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
하는지 설명하기 어려
워함

픽셀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컴퓨터 장치
가 어떻게 이미지 데이
터를 처리하는지 설명
하려 노력함

인공지능
학습 원리
이해하기

인공지능 앱을 활용해
이미지 데이터 패턴을
관찰하여 공통점을 발견
하고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를 발견한 패턴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
음

인공지능 앱을 활용해
이미지 데이터 패턴을
관찰하여 공통점을 발
견하려 노력하고 인공
지능의 학습 원리를 발
견한 패턴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음

인공지능 앱을 활용해
이미지 데이터 패턴을
관찰하여 공통점을 발
견하기
어려워하였고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
를 발견한 패턴과 연관
지어 설명하려 노력함

로봇팔
만들기

주어진 재료와 만들기
설명 영상을 활용해 동
료 학생과 함께 협력하
여 로봇팔 만들기를 수
행함

주어진 재료와 만들기
설명 영상을 바탕으로
로봇팔 만들기를 수행
함

주어진 재료와 만들기
설명 영상을 바탕으로
로봇팔 만들기를 수행
하려 노력함

로보틱아트
발표하기

동료 학생과 협력하여
만든 로보틱아트 작품
기획을 바탕으로 로보틱
아트 작품 발표를 잘 수
행함

동료 학생과 협력하여
만든 로보틱아트 작품
기획을 잘 수행했으나
로보틱아트 작품 발표
를 어려워함

동료 학생과 협력하여
만든 로보틱아트 작품
기획과 로보틱아트 작
품 발표를 어려워함

흥미와
참여도

로보틱아트 작품 발표 활
동을 위해 팔 만들기, 기
획하기, 발표하기 모든 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로보틱아트 작품 발표
활동을 위해 팔 만들
기, 기획하기, 발표하
기 활동에 대체적으로
잘 참여함

로보틱아트 작품 발표
를 위한 팔 만들기, 기
획하기, 발표하기 활동
에 참여하려고 노력함

협업

로봇팔 제작, 로보틱아트
설계 과정을 동료 학생과
의견을 나누며 협력하여
수행함

로봇팔 제작, 로보틱아트
설계 과정을 동료 학생
과 협력하여 수행하기
위해노력함

로봇팔 제작, 로보틱아트
설계 과정을 동료 학생
과 협력하여 수행하기
어려워함

사고력

문제해결력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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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평가 기록지
평가 영역
이름 or 모둠

사고력
픽셀
이해하기

인공지능
학습
원리
이해하기

문제해결력
로봇팔
만들기

로보틱아트
발표하기

태도
흥미와
참여도

총평
협업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평가

평가

방법

영역

사고력
자기
평가

문제
해결력

태도

동료
평가

태도

평가기준

빛의 삼원색과 컴퓨터 장치의 픽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미지 데이터 패턴을 활용해 학습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로봇팔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고 로봇팔 만들기를 잘 수
행하였다.
로보틱아트 기획 및 작품 발표를 잘 수행하였다.
로봇팔 만들기, 기획하기, 발표하기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
적으로 참여하였다.
친구와 함께 협력하여 로보틱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친구는 흥미를 가지고 프로그램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친구는 나와 함께 협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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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기

○○○○○
○○○○○
○○○○○
○○○○○
○○○○○
○○○○○
○○○○○
○○○○○

세부 학습내용
1차시 인공지능은 무엇일까?
인공지능은 무엇일까?

주제
관련

차시
대상

과학, 기술·가정

교과
과학

관련

학년

1/6
중학교 1~3학년

[9과07-02]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교과의
성취기준

기술

[9기가05-01]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가정, 직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 기술 활용
및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한다.

학습 목표

-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가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준비물

학생용 활동지, 필기도구, 스마트폰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학습 자료(★)
및 지도사항()
★ 활동지
★ PPT
★ 참고영상

" WONDER + ENGAGE
도입
(10분)

‣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
- 바이센티니얼 맨 영화 리뷰 감상하기
-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https://yo utu.be/hJMS
F_m cdUo
(바이센티니얼 맨 영화
리뷰)

※3분 15초까지 감상
한다.

‣ 읽어보기.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를 준비하기

-Teachable Machine
링크
https://teachablemach
ine.withgoogle.com/v1
※스마트폰의 Chrome

-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될지 읽어보기

브라우저를 사용한다

‣ 활동1. Teachable Machine 활용하기

★ 참고영상

" INVESTIGATE + CREATE

전개
(35분)

- Teachable Machine 활용 영상 감상하기
-

Teachable Machine 입력/출력 데이터 정리해보기

http s:// you tu.be/3Bhk
eY974 Rg
(Teachable

Machine

설명 영상)

‣ 활동2. 사물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탐구하기
- 컴퓨터가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이 어디에 활용되는지 탐구해보
기

★ 참고영상
-기술 활용 예시
https://www.yo utube.c
om/watch?v=G m4ryPa

- 탐구한 인공지능 활용 사례 공유하기

2DSA
(Seeing
Microsof t)

정리

" SHARE + REFLECT

(5분)

- 다음 차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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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by

[WONDER + ENGAGE]
▶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
영화 바이센티니얼 맨

줄거리
한 남자가 가족을 위해 가사도우미 로봇 ‘NRD-114’을 구입한다. 가족들은 이 로봇에
‘앤드류’라는 애칭을 붙여주고 함께 생활한다. 앤드류는 가사, 청소 등 모든 집안일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하지만 앤드류는 다른 로봇들과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 읽어보기.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를 준비하기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앞서 영화에서 본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 하는
미래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사람의 언어를 인식하는 인공지능 스피
커, 채팅창에 음식을 주문하거나 질문을 입력하면 적합한 응답을 해주는 챗봇, 스마트폰 카
메라를 활용해 사물이나 얼굴을 구별하는 어플리케이션 등 언어 및 대화 처리, 음성지능,
시각 지능 분야의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공항에서 길 안내를 해주는 로봇, 식당
에서 요리를 하는 로봇, 집 청소를 도와주는 로봇 청소기 등 산업 영역에서만 활용되던 로
봇이 점차 일상생활 속에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팔과 함께 춤을> 프로그램은 이러한 미래 변화에 발맞추어 인공지능과 로
봇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보틱아트를 계획하고
창작해보는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고 분류하는지 배워보고 로봇의
한 종류인 로봇팔의 구조와 제어하는 방법을 배워볼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와 진로에 대해서 탐구해보자.
그럼 먼저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을 체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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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 + CREATE]
활동1. 티처블 머신(Teachable Machine) 활용하기
티처블 머신(Teachable Machine) 설명

학습(Learning)
- Train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클래스에 입력
이미지를 학습한다.
- 초록, 보라, 주황색 총 세
클래스를 학습시킬 수

입력(Input)

있다.

- 나의 카메라 이미지를

- 분류 결과에 따라 해당

분류(Classification)

보여줍니다.

- 학습한 이후에 입력

- 입력 이미지는 학습,

이미지를 초록, 보라,

분류에 활용된다.

출력(Output)

주황색 클래스로 분류한다.

클래스의 GIF 이미지,
Sound, Speech를 출력한다.
- 자신만의 GIF, Sound,
Speech 를 설정할 수 있다.

- 확정도(Confidence)는
입력(Input) 이미지와
클래스를 비교해 어느
클래스에 가까운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낸다.
티처블 머신(Teachable Machine)을 활용해봅시다

클래스

초록

보라

나의
입력
나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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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

활동2. 사물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탐구하기

사물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리 주변의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 FaceID, 자율주행차, 시각장애인을 위한 Seeing AI앱 /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보기

사물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 미래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 사진에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적인 요소나 사진 속 사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돌보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자동차는 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 로봇이 사람과 재난지역에서 갇히고 부상당한 사람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기계가 우리를 더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며 협력할 수 있다.

[SHARE + REFLECT]
▶ 정리

- 인공지능 로봇팔과 함께 춤을 프로그램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보틱아트 작품 제작을 해보며
사물을 분류하는 인공지능과 로봇팔에 대해서 배워보는 과정이다.
- 다음 시간부터 2차시에 걸쳐 입력, 학습, 분류에 대해 배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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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인공지능의 학습에는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Machine Learning(머신러닝)과 그
하위 요소인 Deep Learning(딥러닝)으로 구
분할 수 있다.
▶ Machine Learning(머신러닝)
머신러닝은 기계러닝이라고도 불려진다.
이는 사람이 컴퓨터에 직접 로직(Logic)을
지시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통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 즉, 인간이 A 부터 Z까지 기계를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스스로 학습
하는 개념이다.

[그림1] 인공지능과 학습

▶ Deep Learning(딥러닝)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데 인공지능을 구성하기 위한 인공신
경망을 기반으로 컴퓨터에게 사람의 사고
방식을 가르치는 방법이다. 한마디로 사람
처럼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참고영상
- How we teach computers to understand pictures
by Fei Fei Li
(https://youtu.be/40riCqvRoMs)
- 딥러닝에 관하여 | 1장. 신경망이란 무엇인가?
(https://youtu.be/aircAruvnKk)
- 딥러닝에 관하여 | 2장. 경사 하강, 신경 네트워크가 학습하는
방법
(https://youtu.be/IHZwWFHW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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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인공지능 해부하기 :
컴퓨터가 이미지를 보는 방법
주제
관련 교과

인공지능 X 로보틱아트 :
과학

관련
교과의

과학

성취기준

학습 목표

차시

2/6

대상 학년

중학교 1~3학년

인공지능 로봇팔과 함께 춤을

[9과06-02] 물체의 색이 빛의 삼원색으로 합성됨을 관찰하고, 영상 장치에서 색이
표현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컴퓨터가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해본다
- 빛의 삼원색과 픽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준비물

학생용 활동지, 필기도구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학습 자료(★)
및 유의점(※)

" WONDER + ENGAGE
도입
(15분)

‣ Teachable Machine 복습

★ 활동지
★ PPT

- 입력
- 학습
- 분류(출력)

★ 활동지
★ 참고영상
- Images,
and RGB

" INVESTIGATE + CREATE
‣ 활동1.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픽셀
- 픽셀 설명 영상을 보고 질문에 답해보기
전개
(25분)

‣ 읽어보기. 컴퓨터가 보는 이미지
- 픽셀(Picture + Element)의 개념 학습하기
- 컴퓨터가 이미지를 보는(처리하는) 법을 탐구해보기
‣ 활동2. 이미지 데이터 해독 게임

Pixels

https:// youtu.be/ 15
aqFQQVBWU?t=44
※4 분 15초까지
감상한다.
- What are Pixels
and

how

do

they work?

- 이미지 데이터 만들기

https://youtu.be/ m

- 이미지 데이터 해독하기

8c1C AT2zEI
※ 영상의 한국어
자막을 설정한 후,
감상한다.

정리

" SHARE + REFLECT

(5분)

- 다음 시간 수업 내용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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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DER + ENGAGE]
▶ 티처블 머신(Teachable Machine) 복습하기
티처블 머신(Teachable Machine) 설명

학습(Learning)
- Train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클래스에 입력
이미지를 학습한다.
- 초록, 보라, 주황색 총 세

입력(Input)
- 나의 카메라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 입력 이미지는 학습,
분류에 활용된다.

클래스를 학습시킬 수
있다.

분류(Classification)
- 학습한 이후에 입력
이미지를 초록, 보라,
주황색 클래스로 분류한다.

출력(Output)
- 분류 결과에 따라 해당
클래스의 GIF 이미지,
Sound, Speech를 출력한다.
- 자신만의 GIF, Sound,
Speech를 설정할 수 있다.

- 확정도(Confidence)는
입력(Inpu t) 이미지와
클래스를 비교해 어느
클래스에 가까운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낸다.
티처블 머신은 입력된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해서 분류하는 인공지능이 사용된다. 이번 차시
에서는 컴퓨터가 입력되는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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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 + CREATE]
활동1.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픽셀(Pixel)
영상을 보고 질문에 답해보자.
픽셀(Pixel)은 무엇인가?

- 픽셀은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해 조정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를 의미한다.

픽셀은 어떤 색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각 색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 빨강, 초록, 파랑색 빛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각각 0~255 값을 가지며, 0일 때 가장 어둡고 255 일 때 가장 밝다.

픽셀로 어떻게 색상과 이미지를 표현할까?

- 각 색의 밝기를 조정해 색을 표현한다.
- 갖가지 색의 여러 픽셀이 모여서 이미지를 표현한다.

이미지 파일에 픽셀 값을 어떻게 저장할까?

-픽셀의 RGB값을 묶어서 저장한다. 예를 들어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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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색 픽셀은 (255,0,0)으로

▶ 읽어보기. 컴퓨터가 보는 이미지
컴퓨터는 모든 것을 숫자 데이터(0, 1)로 받아들이고 처리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스크린에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해 사람들은 이미지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숫자 데이터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이를 표시하기 위해 이미지 표시를 위한 가장 작은 단위인 ‘픽셀’이
탄생했다.
픽셀은 그림을 뜻하는 Picture와 요소를 뜻하는 Element를 합친 단어이다. 픽셀은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색의 밝기를 0~255 로 나누어 각 색의 밝기 값을 저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순수한 빨강색은 (255, 0, 0)으로 값을 저장하고 빨강색과 초록색을 섞으면
나타나는 노랑색은 (255, 255, 0)과 같이 저장한다. 이미지는 이러한 픽셀의 묶음이다.

=>
(255, 0, 0)

=>
빨강색 픽셀

(255, 255, 0)

=>
(0, 0, 0)

노랑색 픽셀

=>
검정 픽셀

(255, 255, 255)

흰 픽셀

이미지 데이터는 이미지의 가로 세로가 몇 개의 픽셀로 되어있는지, 어떤 카메라로
찍었는지 등 여러 정보와 함께 픽셀값 묶음을 저장하고 있다. 다음 이미지 데이터를
이미지로 표시해보자.
이미지의 크기 :
가로 - 5 픽셀
세로 - 5 픽셀
픽셀 데이터 :
[(255,255,255),(0,0,0),(0,0,0),(255,255,255),(255,255,255),(255,255,255)
(255,255,255),(0,0,0),(255,255,255),(255,255,255),(255,255,255),
(255,255,255),(0,0,0),(0,0,0),(0,0,0),(255,255,255)
(255,255,255),(0,0,0),(255,255,255),(0,0,0),(255,255,255),
(255,255,255),(0,0,0),(0,0,0),(0,0,0),(255,255,255)]
첫 번 째 줄부터 표현해보자.
가로가 5픽셀이다. (255,255,255) 는 흰색, (0,0,0)은 검정색 픽셀이다.
첫 줄의 픽셀 데이터는
(255,255,255),(0,0,0),(0,0,0),(255,255,255),(255,255,255),(255,255,255)이다.
이것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이와 같은 원리로 가로, 세로 5개 픽셀을 주어진 픽셀 데이터로 채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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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잔! 숫자 6 이 표시된다.
컴퓨터는 이미지를 숫자로 처리한다. 티처블 머신은 우리의 카메라를 통해 입력되는
이미지의 픽셀값 묶음을 입력값으로 받는다. 그리고 그러한 입력값의 패턴을 학습한 후에
입력값을 학습한 패턴과 비교하여 분류합니다. 학습과 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차시에 다룰 예정이다. 이번 차시에서는 픽셀 비밀번호 해독 게임을 해보면서 픽셀에
대해서 학습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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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2. 이미지 데이터 해독 게임
이미지 만들기 방법
1. 팀원 4명이 각각 3*3 픽셀판 4 장을 이용해 글자나 이미지를 만든다.
*이미지는 검은색(0,0,0)과 흰색(255,255,255)만을 사용한다.
2. 만든 이미지를 데이터로 변환한다.
3. 다른 팀원과 교환한다.
플레이어 1

플레이어 3

이미지 만들기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기

- 이미지 데이터 1 :

- 이미지 데이터 2 :

- 이미지 데이터 3 :

- 이미지 데이터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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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 2

플레이어 4
(

) 조

이미지 데이터 해독하기
1. 모둠별로 받은 이미지 데이터 파일을 이미지로 변환시킨다.
2. 이미지를 자른다.
3. 모둠원의 4 가지 이미지를 조합해 원래 이미지를 찾는다.
4. 가장 먼저 이미지 데이터를 해석한 팀이 우승한다.
해독판
플레이어(

)

[SHARE + REFLECT]
▶ 정리

-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가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했다.
- 컴퓨터는 이미지를 숫자 데이터로 처리한다.
-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입력받은 이미지를 어떻게 학습하고 분류하는지에 대해 배워보자.

- 21 -

3차시 인공지능 해부하기 : 인공지능의 학습과 분류
주제
관련 교과
관련

인공지능 X 로보틱아트 :
인공지능 로봇팔과 함께 춤을
과학, 수학

학습 목표

3/6

대상 학년

중학교 1~3학년

과학

[9과06-02] 물체의 색이 빛의 삼원색으로 합성됨을 관찰하고, 영상 장치에서 색이
표현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수학

[9수03-01] 순서쌍과 좌표를 이해한다.

교과의
성취기준

차시

- 인공지능의 학습과 분류 방법을 탐구해본다.
- 인공지능 분류 방법을 체험해볼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본다.

준비물

학생용 활동지, 스마트폰, 필기도구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 WONDER + ENGAGE

학습 자료(★)
및 유의점(※)

★ 참고영상

‣ 복습하기

- 심층인공신경망

도입

- 픽셀

으로

(5분)

- 이미지 데이터

고양이를

‘딥러닝’

‣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

https:// youtu.be/ S2

- 영상을 보고 답해보기

hvUoJMqhA

★ 활동지
★ 참고자료

" INVESTIGATE + CREATE
‣ 읽어보기. 인공지능은 어떻게 학습하고 분류할까?
-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하고 분류할까 읽어보기
‣ 활동1. 이미지 데이터의 출력값 패턴 관찰해보기
- 이미지 데이터 출력값 패턴 관찰 노트북을 사용해 출력값 패턴
전개
(35분)

관찰하기
‣ 읽어보기. 인공지능은 새로운 패턴을 어떻게 학습하고 분류할
까?
-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하고 분류할까 읽어보기
‣ 활동2. 학습된 패턴을 통해 새로 입력된 패턴을 분류하는 방법,
-최근접이웃 알고리즘(-nearest neighbors)

- 이미지 데이터 출
력값 패턴
노트북

관찰

https://observableh
q.c om/ @mo mmoc
moc/3
- k-nn 설명 노트북
https://observableh
q.c om/ @mo mmoc
moc/3/ 2
★ 참고영상

-kNN 최근접 이

- k-NN 설명 영상 감상하기

웃 알고리즘

- k-NN 작동원리를 체험해보기

https://youtu.be/
CyuI2F_wJWw

정리

" SHARE + REFLECT

(5분)

- 다음 시간 수업 내용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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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DER + ENGAGE]
▶ 복습하기
픽셀과 이미지 데이터

- 픽셀 :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한 최소 단위.
-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빨강, 초록, 파랑 빛의 밝기 값 묶음을 0~255 사이 값으로
표시한다.
- 이미지는 이러한 픽셀 데이터 묶음을 스크린에 표시한다.
이번 시간에는 티처블 머신과 같은 인공지능이 이미지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하고 분류하는
지 배워보자.
▶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
영상을 보고 질문에 답해봅시다.

인공지능은 이미지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할까?

- 입력 이미지와 출력 결과의 오차를 줄여나가면서 학습한다.

인공지능에 다른 고양이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 무엇으로 분류할까?

-다른 고양이 이미지를 입력해도 고양이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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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 + CREATE]
▶ 읽어보기. 인공지능은 이미지를 어떻게 학습하고 분류할까?

위 사진에서 어느 쪽이 고양이고 어느 쪽이 개일까?
우리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단숨에 왼쪽이 개, 오른쪽이 고양이라고 생각한다.
인공지능도 고양이와 개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인공지능은 어떻게 할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컴퓨터가 이미지를 숫자 값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배웠다.
개, 고양이 이미지 모두 컴퓨터는 숫자 데이터로 처리한다. 앞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인공지능은 이러한 숫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력 이미지에 대한 예측값을 출력하고 이
출력된 예측값의 결과가 실제 입력값과 오차가 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간다. 아주 많은 개,
고양이, 과일 등 다양한 이미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이미지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게
된다.
학습된 인공지능은 개 이미지 데이터의 패턴과 고양이 이미지 데이터의 패턴을 구별하여
우리가 입력한 이미지가 개인지 고양이인지 분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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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이미지 데이터의 출력값 패턴>

<고양이 이미지 데이터의 출력값 패턴 >
앞서 본 이미지를 학습된 인공지능에 입력했을 때 나오는 출력값을 비교해보면 고양이와 개
이미지에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출력값 패턴이 한편으로는
이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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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이미지 데이터의 출력값 패턴 관찰해보기
<이미지 데이터 출력값 패턴 관찰 노트북> 사용법

https://observablehq.com/@mommocmoc/3

1)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한다.
2) 이미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 주소 복사’를 누른다.
3) 복사한 주소를 노트북의 주소1,주소2,주소3 작은따옴표 사이에 붙여넣기 한다.
4)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재생 버튼을 클릭하여 붙여넣기 한 이미지 주소가 설정될 수 있게
한다.
5) 주소1, 주소2, 주소3을 모두 변경한 후 출력값 패턴을 확인해보자!
개 이미지 출력값 패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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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2. 학습된 패턴을 통해 새로 입력된 패턴을 분류하는 방법, k-최근접이웃알고리즘(k-NN)
<k-최근접이웃 알고리즘 설명 노트북> 사용법

https://observabl ehq.com/@mommocmoc/3/ 2

1)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 입력값이 표시된다.

2) 결정 경계 보기 체크 박스에 체크하면 경계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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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 값을 변경하며 그래프와 결정 경계의 변화를 관찰해보자.

[SHARE + REFLECT]
▶ 정리
-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이미지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하고 분류하는지 배워보았다.
- Teachable Machine은 클래스별 데이터 패턴 학습을 통해 ‘패턴 지도’를 만들고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통해 입력 데이터의 패턴이 어느 클래스에 가장 가까운지 분석하여 분류한다.
- 다음 시간에는 미디어 아트의 한 분야인 로보틱아트 작품을 감상해보고 로봇과 사람의 협업에 대해
생각해보자.
- 다음 시간에는 로봇의 한 종류인 로봇팔의 구조를 살펴보고 직접 로봇팔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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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로보틱아트 해부하기
: 로보틱아트, 예술가와 로봇의 협업
주제
관련
교과
관련

인공지능 X 로보틱아트 :

대상

과학, 미술

학년

4/6
중학교 1~3학년

과학

[9과07-02]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미술

[9미01-04]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교과의
성취기준

차시

인공지능 로봇팔과 함께 춤을

- 미디어 아트의 한 분야인 로보틱아트 분야의 작품을 감상해보고 로보틱아트가 무엇인지 이
해해본다.
학습 목표

- 로보틱아트 사례를 통해 로봇과 사람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 상상해본다.
- 로봇의 종류 중 로봇팔의 구조를 살펴보고 서보모터와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해 간단한 구조
의 로봇팔을 제작해본다.

준비물

학생용 활동지, 필기도구, 로보틱아트 만들기 키트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학습 자료(★)
및 유의점(※)
★ 활동지
★ 참고영상
- Heart And Lung

" WONDER + ENGAGE
도입
(10분)

‣ 로보틱아트란 무엇일까?
- 인간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로봇
- 인간과 함께 춤추는 로봇

https: //vim eo.com/
306766397
- SILK Cie & SILF
Fluegge

–

Underbody 1.0
https: //vim eo.com/
362346149
★ 활동지
★ 참고영상
- 로봇팔 만들기 키

" INVESTIGATE + CREATE

트 활용 영상

‣ 활동1. 예술가와 로봇의 협업
- 로봇팔과 예술가가 협업하는 장면을 보며 느낀점
- 내가 로봇과 협업해 예술 작품을 만든다면?
전개
(25분)

‣ 읽어보기. 로봇팔 해부해보기
- 로봇팔의 기본 구성 : 머니퓰레이터, 말단장치, 동력공급 장치, 제어
기
‣ 활동2. 로봇팔 만들기

로봇팔 만들기:
https:/ /youtu.be/E5
1d05ni 7bM
로봇팔

제어

보드

연결하기:
https:// youtu.be/8n
lJEXcolvc

- 영상을 보고 간단한 구조의 로봇팔을 만들어 보기
- 로봇팔 작동 확인 코드로 작동 테스트하기

로봇팔 테스트 코드
업로드하기
http s: // youtu.b e/ B
Mi-LDqX08s

정리

" SHARE + REFLECT

(5분)

- 다음 시간 수업 내용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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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DER + ENGAGE]
▶ 로보틱아트란 무엇일까?
1

Heart and Lung

2

박현호 화가와 Team Void의 로봇팔이 협력하여 함께 심장과 폐를 그린다.
Underbody 1.0

로봇과 함께 음악에 맞추어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미디어 아트의 한 분야, 로보틱아트
’로봇‘ 하면 자동차 공장이나 물건을 생산하는 조립 라인이 떠오르지는 않는가? 하지만 로
봇을 활용해 예술을 창작하는 미디어 아트의 한 분야가 있다. 바로 로보틱아트 분야이다.
로보틱아트란 로봇이나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는 예술 작품을 의미한다. Heart and Lung은
로봇팔과 화가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한 사례이고 SILK Cie & SILK Fluegge의
Underbody 1.0 은 로봇팔과 함께 음악에 맞추어 퍼포먼스를 한 사례이다. 이처럼 로봇 기술
은 산업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가들의 표현 도구이자 협업 도구로 활용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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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 + CREATE]
활동1. 예술가와 로봇의 협업에 대해 생각해보자
로봇과 예술가가 협업하는 장면을 보며 느낀 점을 적어보자!

내가 로봇과 협업해 예술 작품을 만든다면?

▶ 읽어보기. 로봇의 한 종류, 로봇팔
로봇이란?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모습과 기능을 가진 기계, 또는 무엇인가 스스로 작업하는 능력을
가진 기계를 말한다.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로봇,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지능형 로봇 등이 있다. 우리는 산업 현장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고 점차
일상생활 속에 사용이 확장될 로봇팔의 구조를 학습해보고 만들어 보자.
로봇팔의 구조

- 흔히 있는 로봇팔은 사람의 팔을 본뜬 것이다.
- 그림처럼 베이스, 어깨, 손목 등 6 축을 가진 로봇팔이 대표적이다.
- 로봇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로봇팔의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출처 : http://www.aistudy.co .kr/robot/tech_kerama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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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2. 로봇팔 만들기
하드웨어 만들기

제어보드 연결하기

https://youtu.be/8nlJEXcolvc
제어보드 연결하기 영상

https://youtu. be/E51d05ni7 bM
하드웨어 만들기 설명 영상
준비물
- 서보모터 3개
- 마이크로비트
- 제어 보드(마이크로비트 로봇 쉴드)
- 십자드라이버
- 전원 장치
- 양면테이프
- 가위
- 로봇팔 만들기 부품 4종 (베이스, 링크1, 링크2, 링크3)

1

코딩하기
스마트폰에 microbit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페어링한다.

https://youtu.be/9Bmp91uT674
2

https://youtu.be/2uFuW8kA_lw

안드로이드 폰 페어링
아이폰 페어링
로봇팔 테스트 코드를 나의 마이크로비트에 업로드한다.

https://youtu.be/BMi-LDqX08s
테스트 코드 업로드 설명 영상

https://makecode.microbit.org/93223-5066
9-09171-02150
로봇팔 테스트 코드

- 32 -

5차시 로보틱아트 해부하기 : 로보틱아트 설계하기
주제
관련
교과

인공지능 X 로보틱아트 :

미술

교과의
성취기준

정보

5/6

대상

과학, 미술, 정보
과학

관련

차시

인공지능 로봇팔과 함께 춤을

중학교 1~3학년
학년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9미01-04]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9미02-02] 주제에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9정04-02]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입력받아 처리하고 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 로봇팔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로봇 팔의 움직임을 프로
학습 목표

그래밍한다.
-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팔과 협업하여 만들 로보틱아트 작품을 설계해본다.

준비물

학생용 활동지, 로보틱아트 만들기 키트, 스마트폰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학습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분)

" WONDER + ENGAGE
‣ 전시 학습 복습하기
- 지난 시간에 제작한 로봇팔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 INVESTIGATE + CREATE
‣ 활동1. 로봇팔 제어하기
- 로봇팔 올리고 내리는 동작, 좌/우 돌리는 동작, 팔꿈치 위/아래 이
전개

동 각도 찾기
‣ 활동2. 인공지능 로보틱아트 계획하기
- 로봇팔 동작 패턴으로 자신만의 로보틱아트 패턴을 만들어보기
- 패턴에 따라 코드를 만들고 업로드하기

" SHARE + REFLECT

(5분)

- 다음 시간 수업 내용 공지

★ 로보틱아트 만
들기 키트

(35분)

정리

★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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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 + CREATE]
활동1. 나를 흉내내는 로봇팔 만들기 : 각도 찾기
1. 마이크로 비트 어플리케이션에서 마이크로:비트와 페어링을 한다.

h ttps://you tu.be/u1Uv iQoSu8I
관절 제어 각도 찾기 설명 영상
2. 제어 테스트 코드를 불러온다.

https://makecode.microbit.org/21938-31793-14114-38563
관절 제어 각도찾기 코드

3. 코드를 수정해보며 다음과 같은 동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각도 값을 찾아본다.

버튼 A를 누르면 밑판의
각도가 5도씩 변하고
버튼을 떼면 각도가
표시된다.
관절 1
왼쪽
각도 :

관절 1
오른쪽
각도 :

버튼 B를 누르면
관절1의 각도가 5 도씩
변하고 버튼을 떼면 각도가
표시된다.
관절 2
위
각도 :

관절 2
아래
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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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A+B를 누르면 관절2의
각도가 5 도씩 변하고
버튼을 떼면 각도가
표시된다.
관절 3
팔꿈치 위
각도 :

관절 3
팔꿈치 아래
각도 :

활동2. 인공지능 로보틱아트 계획하기
작품 계획
1)
2)
3)
●

앞서 발견한 각도 값을 코드에 입력한다.
동작1, 동작2, 동작3을 계획하고 코드에 입력한다.
코드를 업로드해서 동작1,2,3을 테스트한다.
테스트 코드는 각 동작을 2번씩 반복하도록 설계되어있다.
동작1

나의 동작
동작2

동작3

왼쪽

오른쪽

위

오른쪽

왼쪽

아래

위

오른쪽

위

팔꿈치 아래

왼쪽

팔꿈치 위

아래

팔꿈치 위

아래

팔꿈치 위

팔꿈치 아래

오른쪽

코드 업로드

https://makecode.microbit.org/66888-12513-77621-64852
로보틱아트설계 코드
나의 작품 설명서
- 작품명 :
- 참여자 :
- 작품 설명 :
- 인공지능 로봇팔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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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시 인공지능 로봇팔과 함께 춤을
주제
관련
교과

인공지능 X 로보틱아트 :

차시

인공지능 로봇팔과 함께 춤을

대상

과학, 기술·가정, 미술

학년

6/6
중학교 1~3학년

[9과07-01]과학과 관련된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을 조사하고, 그 직업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과학

[9과07-02]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관련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교과의
성취기준

[9기가05-01]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가정, 직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

기술

기술 활용 및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한다.

미술

[9미01-04]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Teachable Arm 프로그램을 활용해 나만의 로보틱아트를 제작해본다.
학습 목표

-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보틱아트를 제작해보며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모
색해본다.

준비물

학생용 활동지, 로보틱아트 만들기 키트, 랩탑(혹은 웹캠이 있는 컴퓨터)
학습 자료(★)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및
유의점(※)

도입
(5분)

" WONDER + ENGAGE
‣ 전시 학습 복습하기
- 지난 시간에 제작한 로봇팔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INVESTIGATE + CREATE
전개
(20분)

‣ 활동1. Teachable Arm 활용하기

★ 활동지

- 나의 세 가지 동작 패턴 학습시키기
- 각 동작별 로봇팔의 동작 매칭시키기
- 로보틱아트 제작하기

" SHARE + REFLECT
‣ 활동2. 로보틱아트 발표회
- 모둠/ 개인이 제작한 로보틱아트를 발표한다.
정리
(20분)

- 세 가지 패턴과 로봇팔 매칭시킨 이유, 결과물
‣ 생각해보기.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
- 인공지능과 로봇기술과 사람의 협업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기
-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할 미래에 대해 상상해보고 어떤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
-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미래의 직업을 상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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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

[INVESTIGATE + CREATE]
활동1. Teachable Arm 활용하기
동작1

나의 동작
동작2

동작3

왼쪽

오른쪽

위

오른쪽

왼쪽

아래

위

오른쪽

위

팔꿈치 아래

왼쪽

팔꿈치 위

아래

팔꿈치 위

아래

팔꿈치 위

팔꿈치 아래

오른쪽

Teachable Arm 활용하기

https://m ommocmoc.github.io/teachable-arm/
Teachable Arm 접속 링크

활동2. 로보틱아트 발표회
다른 작품 감상하기
작품명
참여자
인공지능 로봇팔의
역할
감상평

[SHARE + REFLECT]
▶ 생각해보기.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다가올 미래
- 인공지능 로봇팔과 함께 로보틱아트를 만들어보면서 느낀 점

- 발전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 영역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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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https://youtu.be/hJMSF_mcdUo
바이센티니얼 맨 영화 리뷰, 3분 15초까지 감상

Teachable Machine QR코드

https://teachablemachine.withgoogle.com/v1/

입력 -> 학습 및 분류-> 출력

주변 사례 찾아보기!

https://youtu.be/Gm4ryPa2DSA
Seeing AI 프로젝트

- 인공지능 로봇팔과 함께 춤을 프로그램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보틱아트

작품 제작을 해보며 사물을 분류하는 인공지능과 로봇팔에 대해서
배워보는 과정입니다.

- 다음 시간부터 2차시에 걸쳐 입력, 학습, 분류에 대해 배워봅니다.

- 나의 카메라 이미지를 보여

- 각 클래스에 입력 이미지를

학습(Learning)

입력(Input)
줍니다.

- 입력 이미지는 학습, 분류에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활용됩니다.

분류(Classification)

- 입력 이미지가 학습 된 이미

지 중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

지 분류합니다.

https://youtu.be/15aqFQQVBWU?t=44
Images, Pixels and RGB
※44초부터 4분 15초까지 감상한다.

픽셀(Pixel)
-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해
조정 가능한 가장 작은 단
위

(255,255,255)
컴퓨터가 보는
이미지 (데이터)

픽셀의 구성
-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255, 0, 0)

(255, 255, 0)

>

=

>

모니터에
표시되는 픽셀

빨강색 픽셀

모니터에
표시되는 픽셀

노랑색 픽셀

이미지 데이터 저장

- 노랑색 픽셀 (255, 255,0)

파랑색으로 구성되어 있음 - 빨강색 픽셀 (255, 0, 0)
- 0일때 가장 어둡고 255일
때 가장 밝다

모니터에 표시되는 픽셀
컴퓨터가 보는 이미지(데이터)
(0, 0, 0)

>

검정 픽셀

(255, 255, 255)

컴퓨터가 보는 이미지 =이미지 데이터 : 이미지의 크기와 픽셀 데이터 묶음
이미지의 크기 :

가로 - 5 픽셀
세로 - 5 픽셀
픽셀 데이터 :

>

[(255,255,255),(0,0,0),(0,0,0),(255,255,255),(255,255,255),(255,255,255)
(255,255,255),(0,0,0),(255,255,255),(255,255,255),(255,255,255),
(255,255,255),(0,0,0),(0,0,0),(0,0,0),(255,255,255)
(255,255,255),(0,0,0),(255,255,255),(0,0,0),(255,255,255),
(255,255,255),(0,0,0),(0,0,0),(0,0,0),(255,255,255)]

위의 데이터를 이미지로 변경하면?

흰 픽셀

플레이어3

플레이어 1

플레이어4

플레이어 2

예시 데이터

플레이어3

플레이어 1

플레이어4

플레이어 2

예시 데이터 – 플레이어 별 이미지 데이터 생성

플레이어 1

- 이미지 데이터

4:

*원래 이미지 데이터 위치를 알 수 없게 순서를 바꿔서 작성
(0,0,0) , (0,0,0) , (0,0,0),
(255,255,255), (255,255,255), (255,255,255),
(255,255,255), (0,0,0), (255,255,255),
(255,255,255), (255,255,255), (0,0,0),
(0,0,0), (255,255,255), (255,255,255)

1:

(255,255,255), (0,0,0), (255,255,255),

(0,0,0), (255,255,255), (255,255,255),

(255,255,255), (255,255,255), (255,255,255),

(255,255,255), (255,255,255), (0,0,0),

*원래 이미지 데이터 위치를 알 수 없게 순서를 바꿔서 작성

- 이미지 데이터

예시 데이터 – 플레이어 별 이미지 데이터 생성

플레이어4

(255,255,255), (255,255,255), (0,0,0)

2:

(255,255,255), (0,0,0), (255,255,255),

(255,255,255), (255,255,255), (0,0,0),

(255,255,255), (255,255,255), (255,255,255),

(0,0,0), (255,255,255), (255,255,255),

*원래 이미지 데이터 위치를 알 수 없게 순서를 바꿔서 작성

- 이미지 데이터

예시 데이터 – 플레이어 별 이미지 데이터 생성

플레이어3

(0,0,0), (255,255,255), (255,255,255)

예시 데이터 – 플레이어 별 이미지 데이터 생성

플레이어 2

- 이미지 데이터

3:

*원래 이미지 데이터 위치를 알 수 없게 순서를 바꿔서 작성
(0,0,0), (0,0,0), (0,0,0),
(255,255,255), (255,255,255), (255,255,255),
(255,255,255), (0,0,0), (255,255,255),
(0,0,0), (255,255,255), (255,255,255),
(255,255,255), (255,255,255), (0,0,0)

- 다른 모둠의 데이터와 교환하고 4개의 데이터를 하나씩 골라
자신의 픽셀판에 해독해본다.
- 해독된 이미지를 조합해 원래 이미지를 찾아본다.

-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가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 컴퓨터는 이미지를 숫자 데이터로 처리합니다.

-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입력 받은 이미지를 어떻게 학습하고
분류하는지에 대해 배워봅니다.

픽셀(Pixel)
-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해
조정 가능한 가장 작은 단
위

(255,255,255)
컴퓨터가 보는
이미지 (데이터)

픽셀의 구성
-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255, 0, 0)

(255, 255, 0)

>

=

>

모니터에
표시되는 픽셀

빨강색 픽셀

모니터에
표시되는 픽셀

노랑색 픽셀

이미지 데이터 저장

- 노랑색 픽셀 (255, 255,0)

파랑색으로 구성되어 있음 - 빨강색 픽셀 (255, 0, 0)
- 0일때 가장 어둡고 255일
때 가장 밝다

모니터에 표시되는 픽셀
컴퓨터가 보는 이미지(데이터)
(0, 0, 0)

>

검정 픽셀

(255, 255, 255)

컴퓨터가 보는 이미지 =이미지 데이터 : 이미지의 크기와 픽셀 데이터 묶음
이미지의 크기 :

가로 - 5 픽셀
세로 - 5 픽셀
픽셀 데이터 :

>

[(255,255,255),(0,0,0),(0,0,0),(255,255,255),(255,255,255),(255,255,255)
(255,255,255),(0,0,0),(255,255,255),(255,255,255),(255,255,255),
(255,255,255),(0,0,0),(0,0,0),(0,0,0),(255,255,255)
(255,255,255),(0,0,0),(255,255,255),(0,0,0),(255,255,255),
(255,255,255),(0,0,0),(0,0,0),(0,0,0),(255,255,255)]

위의 데이터를 이미지로 변경하면?

흰 픽셀

https://youtu.be/S2hvUoJMqhA

심층인공신경망으로 고양이를 ‘딥러닝'

학습 전
인공지능
(인공신경망)

고양이 83%
강아지 17%

학습 전에는 분류를 잘하지 못함

강아지 이미지 데이터1 [(237,138,20),(140,240,13)…....]

학습 전
인공지능
(인공신경망)

점점 예측값이 정확해지도록
입력데이터 패턴을 학습

강아지 이미지 데이터1 [(237,138,20),(140,240,13)…....]
강아지 이미지 데이터2 [(210,189,212),(148,40,143)…….]

고양이 43%
강아지 57%

강아지 이미지 데이터1 [(237,138,20),(140,240,13)…....]
강아지 이미지 데이터2 [(210,189,212),(148,40,143)…….]
강아지 이미지 데이터3 [(23,238,230),(240,140,113)…….]
……. 실제로 수 천장 이상의 데이터 사용

학습 된
인공지능
(인공신경망)

고양이 2%
강아지 98%

학습 된
인공지능
(인공신경망)

고양이 98%
강아지 2%

학습 된 인공지능을 통과한
이미지 데이터의 출력값의 패턴이 구별된다.
(이미지의 지문 역할)

이미지 데이터 출력 패턴 살펴보기
https://observablehq.com/@mommocmoc/3

1)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합니다.

2) 이미지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이미지 주소 복사'를 누릅니다.

3) 복사한 주소를 adress1, adress2, adress3에 ' ' (작은 따옴표) 사이에 붙여넣기 합니다

4)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재생 버튼을 클릭하여 붙여넣기한 이미지 주소가 설정될 수
있게 합니다.(단축키 Shift + Enter)

5) 주소1, 주소2, 주소3을 모두 변경한 후, 아래로 내려서 출력값 패턴을 관찰해봅시다!

Purple Class

Orange Class

Green Class

입력 -> 학습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패턴에 라벨링을
해서 분류해 놓음

Purple Class

Orange Class

Green Class

어디에 더 가깝지?

입력 이미지가 어디에 가까운지 수학적으로 계산!
=>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K-최근접이웃 알고리즘 체험하기
https://observablehq.com/@mommocmoc/3/2

-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류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 이미지 데이터의 패턴을 분류한 ‘패턴 지도＇를 만들고 k-최근접이웃

알고리즘을 통해 입력 이미지의 패턴이 어디에 가까운지 분석하여
분류합니다.

- 다음 시간에는 로보틱아트 작품을 감상해보고 로봇과 사람의 협업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 다음 시간에는 로봇의 한 종류인 로봇팔의 구조를 살펴보고 직접
로봇팔을 만들어 봅니다.

https://vimeo.com/306766397
Heart And Lung

https://vimeo.com/362346149
Underbody 1.0

로봇과 예술가의 협업

내가 로봇과 함께 예술
작품을 만든다면?

로봇팔 만들기 설명 영상
https://youtu.be/E51d05ni7bM

로봇팔 제어보드 연결하기
https://youtu.be/8nlJEXcolvc

테스트 코드 업로드 설명
https://youtu.be/BMi-LDqX08s

93223-50669-09171-02150

https://makecode.microbit.org/93223-50669-09171-02150
로봇팔 테스트 코드

관절 제어 각도 찾기 설명 영상
https://youtu.be/u1UviQoSu8I

21938-31793-14114-38563

https://makecode.microbit.org/21938-31793-14114-38563

제어 각도 찾기 코드

인공지능 로보틱아트 설계하기 영상
https://youtu.be/AJq8KPpq6gQ

66888-12513-77621-64852

https://makecode.microbit.org/66888-12513-77621-64852
로보틱아트설계 코드

카메라 인풋

mommocmoc.github.io/teachable-arm

카메라 인풋

마이크로비트 연동하기 > 장치 선택 > 연결

카메라 인풋

학습하기 버튼이 활성화되면 연결 성공!

카메라 인풋

학습하기 버튼을 눌러 세 동작을 학습 시키고
로봇팔이 작동하는지 확인

친구들의 작품을
촬영해주자!

작품 감상평 작성!

로보틱아트를 만들면서
느낀점

발전된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활용되는 미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인공지능 로봇팔과 함께 춤을 : 인공지능 X 로보틱아트 (교사용 지도서)
학문 분야 주제별 융합형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STEAM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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