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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2016년 3월. 전 세계 바둑기사 중 최고라고 인정받는 이세돌 9단이 구
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에게 패했다는 기사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로 발전한지를 실감하지 못
했던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뼈저리게 알게 되었으며, 인공지능 시
대가 열렸다는 것은 인정하게 되었죠. 이제 인공지능은 단순한 수학계산
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판단과 통찰력의 수준까
지 인간을 능가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신기술이 아닌 산업이나 사회의 커다란 변화를 불
러오는 혁신기술이자 범용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활용
되고 있는 분야도 매우 다양합니다. 국방, 의료 및 헬스케어, 생활, 교육
및 게임, 보안,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전, 번역,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강한 인공지능이 개발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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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승훈, ‘최근 인공지능 개발 트렌드와 미래의 진화방향’, LG경제 연구원, 2017.12.

[그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정과 미래

인공지능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움을 준다는 것은 매우 반가
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고
있어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앞
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으로 변호사, 회
계사 및 세무사, 증권사 애널리스트, 의사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나
마 다행인 것은 인공지능은 고도의 연산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지만 추상적인 개념이나 아이디어, 직관, 사람에
대한 공감을 필요한 영역에서는 10년 안에 인간을 능가하기가 쉽지 않
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때에는 인공지능이
그 일을 대체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과 인공지능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
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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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살아갈 미래는 인공지능과 함께 공존해가는 사회가 될 것입
니다. 인공지능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제대로 알고, 이를 바르
게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도구가 되기도 하고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을 바르게 활용하고 함께 공존하여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인공지능에 대
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 바른 가치관의 확립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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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을 말한다(위키백과). 인공지
능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이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이다.

[이미지 출처: www.pixabay.com]

기계가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여 사람의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해 고안하여 만들어졌으며, 이 생각은 1950년 앨런 튜링의 생각
하는 기계의 구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담긴 논문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는 "생각"을 정의하기 어려움에 주목해, 그 유명한 튜링테스트를 고안
했다. 텔레프린터를 통한 대화에서 기계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대화를 잘 이끌어 간다면, 이것은 기계가 "생각"하고 있다
고 말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었다.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학습의 모든 면 또는 지능의 다른 모든
특성으로 기계를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고 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
다’라는 발제 아래 과학자들이 논의를 하였고, 이 때 AI(Artificial
Intelligent)라는 이름이 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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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작된 초기 인공지능 연구에서는 문제해결과 기호법 등의 주
제를 탐구하였으며, 1960년대로 들어오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추론 방식
을 흉내낼 수 있는 컴퓨터를 훈련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 국방 고등 연
구 기획국(DARPA)이 도로 지도화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2003
년에ms 지능형 개인 비서를 개발하기도 하였으며, Siri(시리), Alexa(알렉
사)와 같은 인공지능이 이어서 개발이 되었다.

[이미지 출처: https://www.sas.com/ko_kr/insights/analytics/what-is-artificial-intelligence.html]

우리가 보는 영화나 공상 과학 소설에서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파괴하
고 인류를 멸망하게 하는 인간형 로봇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은 그렇게 똑똑하거나 위협적이지 않다.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분야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제는 소프트웨어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아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최근 AI의 급격한 발전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대두된 시점에서부터이
다. 2010년도 들어가며 빅 데이터(Big Data)라는 훌륭한 기반이 갖춰지며
5

데이터 풍부해졌으며, 컴퓨터 성능의 발전, 고성능 네트워크 장비를 갖
춘 환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알파고와 왓슨의 탄생은 이 시점과 맞
물려 있다. IBM이 만든 왓슨은 의사와 변호사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으며, 왓슨의 암 진단율은 평균 96%, 미국 내 12개 로펌에서는 왓슨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것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덕분이며, 여기에 사람
의 뇌처럼 생각하도록 알고리즘을 만든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인해 인공지능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머신러닝은 ‘기계가 인간처럼 학
습한다’는 뜻이다. 2012년 ‘이미지넷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토론토
대학교 제프리 힌튼 교수
팀이

만든

‘알렉스넷

(Alexnet)’이

우승하였다.

알렉스넷은 인간의 뇌 신
경망(합성곱 신경망, CNN)
을 인공지능에 적용한 딥
러닝의 결과물이다. 딥러닝
은 사람 뇌 속 1000억 개
에 달하는 뉴런 구조를 본따 만든 인공신경망을 컴퓨터에 적용시킨 결
과이다.
[이미지 출처: www.pixabay.com]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국방, 교육, 행정, 교통(자
율 자동차), 두뇌 인터넷, 생체인터넷(웨어러블), 로봇, 드론, SNS, 증강/
가상현실, 음성개인비서, 핀테크 등 안 들어간 분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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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사람을 도와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주고, 사람이 꿀 수 없는
꿈을 대신 꿔서 비전과 전략을 그려주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개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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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8

학습이란 무엇인가

학습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학습하는 것일까요. 이
해묵은 주제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다시금 의문으로 떠올랐습니다.
인간이 지식을 제공하던 과거의 인공지능에서는 학습한 결과를 컴퓨터
에게 입력했던 것에 비해 최근의 딥러닝은 스스로 학습하도록 설계되었
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학자들은 학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
민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일찍이 교육학자 데이빗 콜브(David Kolb)는 ‘학습이란 인간이 연속
된 경험을 통해 배워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태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모든 것을 학습으로 본 것이죠. 그 중
학습에 중요한 요소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perceiving)과 정보를 처리
하는 것(transforming)을 가리켰다. 바로 이러한 정보의 입력과 처리 과
정을 학습으로 보았습니다.
최근의 인공지능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양의 데이터를 보
고 인공지능은 이를 데이터로써 받아들이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
습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존재를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물을 지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물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죠. 이번 과정에서는
인공지능이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어떻게 다른 사물을 다르게 인식하는
지 그 과정을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누어 천천히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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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란 무엇인가

활동

1차시

1

특징 찾아 분류하기

◆ 두 사진을 보고 채소인지 과일인지 적어봅시다.

(

)

(

)

1. 위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를 써 봅시다.
2. 과일과 채소의 분류기준을 새롭게 배워봅시다.
식물학적으로는 작물의 ‘뿌리’를 따진다. 어려운 말로 목본성(木本性)인지 초본성(草本性)인
지가 주된 기준이다. 나무에서 나는 열매 중 먹을 수 있는 것은 과일로 보고, 풀로 재배되는 것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걸 채소라 한다.

3. 위의 분류 기준을 고쳐봅시다.

4. 분류를 다시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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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란 무엇인가

1차시

2

활동

특징 찾아 분류하기 2

◆ 다음 사진을 보고 둘의 차이점을 생각해봅시다.

(

)

(

)

1. 두 동물은 각각 무엇인지 써 봅시다.
2. 두 동물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얼굴

3. 보여주는 두 사진을 보고 치타인지 표범인지 써 보도록 합시다.
1

2

3

4

5

6

7

4. 구분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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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란 무엇인가

활동

3

1차시

컴퓨터의 눈으로 구분하기(A형)

◆ 다음 사진을 한 점만 보이는 친구에게 보여주고 무엇인지 맞춰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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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란 무엇인가

활동

3

1차시

컴퓨터의 눈으로 구분하기(B형)

◆ 다음 사진을 한 점만 보이는 친구에게 보여주고 무엇인지 맞춰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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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학문적 정의

연습이나 경험의 결과 일어나는 행동의 지속적인 변화.
학습이란 ① 행동의 변화이며, ② 이러한 변화는 연습·훈련, 또는 경험
에 의한 변화로서 성숙에 의한 변화 학습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③ 이러
한 변화는 비교적 영속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동기·피로·감각적 순응
또는 유기체의 감수성의 변화 등은 제외된다. ④ 한편 순수 심리학적인
견해는 진보적 또는 퇴보적인 행동의 변화를 모두 학습으로 간주하나,
교육적인 견해로는 바람직한, 진보적인 행동의 변화만을 학습으로 간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학습 [學習, learning] (교육학용어사전, 1995. 6. 29.,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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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15

컴퓨터의 눈으로 보기

지금까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
서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러나 컴퓨터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지 못한다.
컴퓨터 카메라 앞에 당장 수박과 호박을 가져다 놔도 컴퓨터는 구분하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해냈던 일들이 컴퓨터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 과학자들은 끊임
없이 노력해왔고 2020년 현재, 말라뮤트와 시베
리안 허스키를 구분하는 수준까지 발전해왔다.
이는 모두 인간이 학습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밝혀낸 덕분이다.
갓 태어난 아기가 새로운 것을 구분하는 방식은 인공지능의 발전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를 새롭게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마음의
일을 다시금 체험해보고, 학습이란 무엇인지, 컴퓨터의 눈으로 세상을 학습시켜주
는 방식(지도학습)을 알아보도록 하자.

16

학습이란 무엇인가

활동

2차시

4

자두와 사과 분류하기

◆ 다음은 일정한 비율로 줄인 사과와 자두의 그림입니다. 각각의 그림을 보고
그래프에 알맞게 표시해보세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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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그림을 보고 그래프에 알맞게 기호로 표시해보세요.

<그래프에 나타내기>

K J

I

D M L

N

O A

B C

G F E H

(각자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표시해보도록 한다.)

(

크기

)

◆ 나타난 그래프에 적당한 부분을 찾아 둘을 나누는 선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 나누어진 부분의 좌측과 우측은 각각 무엇일 것 같습니까?
좌측 :

자두

우측 :

사과

◆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정한 비율로 줄인 사진에서 사과의 크기가 자두보다 크다.
<사진출처>
https://fav76.tistory.com/1573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958719&memberNo=31543648
http://www.farmisclassic.co.kr/m2/goods/view.php?category=001&goodsno=29
https://kr.123rf.com/photo_32305712_%ED%95%98%EB%82%98-%EC%82%AC%EA%B3%BC.html
http://www.ohfarmstory.co.kr/Oz/9339 https://midolic.tistory.com/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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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5

2차시

수박과 호박의 분류 기준 찾기

◆ 다음은 수박과 호박의 사진입니다. 분류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맞게 정리하
여 보세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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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진을 보고 그래프의 축에 들어갈 내용을 정하여 봅시다.
<그래프에 나타내기>
(

초록

K

)

B
C
J

O

L
A

F

G

D
E
P
M

H

I
(

주황

)
(

납작하다

)

(

길다

)

◆ 정한 축을 토대로 자료를 정리하여 분류하여 봅시다.
◆ 수직선이 아닌 그래프에 나타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직선에서는 한가지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자료가 분류한 기준에 맞게 잘 들어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인
지 이유를 써 봅시다.
분류에 맞게 잘 들어갔다.

◆ 컴퓨터에게 학습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데이터로 받아들인다. 모든 것을 수치화 한다.
20

3차시

21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은 제공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여 하나의 식을 만
들어내는 인공지능의 방법 중 하나이다. 인간은 무언가를 배울 때 규칙을 배운 후
사례를 알아보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많은 것들은 경험을 통해 자신만
의 규칙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봄철에는 황사가 심할 것을 예측한다든지,
단 것을 자꾸 먹으면 피곤해진다는 것 같은 것들이다. 이는 계속적인 경험 속에서
스스로 깨우치는 것으로 앞서 배웠던 학습의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컴퓨터에서 이
런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정답인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해주어야 한
다. 고양이 사진을 수십만 장을 주고 이것을 고양이라고 학습시키는 것이다.
지도학습은 크게 분류와 회귀로 나눈다. 먼저 분류를 알아보도록 하자. 분류는 두
가지(Yes/No)로 나뉘거나 여러 개 중 하나로 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수십만 건
의 사례 학습 후에 컴퓨터는 이정도의 대답이 가능하다.
Q. 이것은 고양이 입니까?

Q. 이것은 어떤 동물입니까?

A. 고양이가 아닙니다.

A. 이것은 강아지입니다.

회귀는 주어진 데이터들을 학습하여 값을 예측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마찬가지로 위치와 집값, 기타 등등의 데이터를 학습한 후에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Q. 서울 ○○ 지역의 24평 아파트는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비지도학습은 사용자가 데이터의 정답을 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다만 고양이와
사람의 사진을 수십만 장을 제공하여 주면, 컴퓨터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분류하여
각 사진을 군집화 해주는 것이다. 다리가 두 개인 물체와 네 개인 물체로 나눌 수
도, 털이 많은 물체와 털이 없는 물체로 나눌 수도, 큰 물체와 작은 물체로 나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 결과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잘 군집화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
렇지 않은 사례들도 많이 존재하게 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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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차시

6

지도학습 : 색 구분하기

◆ 다음은 다양한 색의 종류입니다. 색을 보고 이를 구분하여 봅시다.
DimGray

DarkGray

LightGray

Gainsboro

WhiteSmoke

◆ 색을 보고 아래 칸에 써 봅시다.

DimGray

Black

WhiteSmoke

LightGray

DarkGray

Gainsboro

White

WhiteSmoke

◆ 몇 개나 맞추었습니까?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 지도학습이란 무엇입니까?
사용자가 자료와 답을 제공하여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 비지도학습이란 무엇입니까?
사용자가 자료와 답을 제공하지 않고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23

학습이란 무엇인가

활동

3차시

7

스무고개로 정보 확인하기

◆ 스무고개를 하면서 정보를 확인하여 봅시다.
◆ 내가 낼 문제는 무엇입니까?
◆ 상대방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 대답하여 봅시다.
◆ 상대에게 질문하여 얻은 정보를 간략하게 써 봅시다.

24

학습이란 무엇인가

활동

3차시

8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 지도학습 사례로 할 것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자유, 코알라 나무늘보 등

◆ 지도학습 사례로 제시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비슷한 사진을 제공하도록 한다. 답이 명확해야 한다. 등

◆ 비지도 학습으로 제시할 것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자유, 풍경 등

◆ 비지도 학습 사례로 제시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헷갈릴 수 있는 사진은 오류를 일으킨다. 등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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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차시

9

지도학습 자료 모으기

◆ 지도학습 사례 사진을 모아보도록 합시다.

다양한 사진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다. 공유 문서 등을 이용한다.

◆ 어떤 힌트를 줄 예정입니까? (동물마다 다름)
털의 모양입니다. 색깔입니다.

◆ 친구들의 문제를 맞춰보도록 합시다.
이름

1

2

3

4

5

6

7

8

9

◆ 지도 학습이란 무엇인지 원리를 정리하여 봅시다.
훈련 데이터를 만들어 이로부터 분류 기준을 만들어 학습시키는 것을 이야기한다.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6

10

학습이란 무엇인가

활동

10

3차시

비지도학습 분류하기

◆ 사진을 보고 컴퓨터는 어떻게 나눌 것 같은지 생각해봅시다.

◆ 컴퓨터는 무엇과 무엇을 함께 분류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색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펼쳐진 모양이 비슷합니다. 등

◆ 컴퓨터가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비슷하게 생긴 다른 물체입니다. 빗과 머리카락입니다.

◆ 비지도 학습이란 무엇인지 원리를 정리하여 봅시다.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비슷한 것끼리 군집화하는 것을 뜻한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비슷한 것끼리 군집화한다.

27

지도학습이란?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은 훈련 데이터(Training Data)로부터 하나
의 함수를 유추해내기 위한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의 한 방법이다. 훈
련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입력 객체에 대한 속성을 벡터 형태로 포함하고 있
으며 각각의 벡터에 대해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유
추된 함수 중 연속적인 값을 출력하는 것을 회귀분석(Regression)이라 하고
주어진 입력 벡터가 어떤 종류의 값인지 표식하는 것을 분류(Classification)라
한다. 지도 학습기(Supervised Learner)가 하는 작업은 훈련 데이터로부터 주
어진 데이터에 대해 예측하고자 하는 값을 올바로 추측해내는 것이다. 이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기가 "알맞은" 방법을 통하여 기존의 훈련 데
이터로부터 나타나지 않던 상황까지도 일반화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과 동물에 대응하는 심리학으로는 개념 학습(Concept Learning)을 예로
들 수 있다.

- 지도학습의 종류 ◇ 서포트 벡터 머신 (support vector machine)
◇ 은닉 마르코프 모델 (Hidden Markov model)
◇ 회귀 분석 (Regression)
◇ 신경망 (Neural network)
◇ 나이브 베이즈 분류 (Naive Bayes Classification)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EC%A7%80%EB%8F%84_%ED%95%99%EC%8A%B5)

28

4차시

29

분류 알고리즘

비지도학습에서 분류를 위한 알고리즘은 수십 가지의 종류가 있다. 대표적인 비
지도학습 중 하나는 군집화이다. 비슷한 자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방법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K-평균 알고리즘이다. K-평균 알고리즘은 여러 개의 자료를 적당
하게 분할하는 것이다. 분할된 것들은 각각의 구획으로 나눠진다. 이 알고리즘의 단
계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점 K개를 무작위의 데이터 위에 배치한다. 그리고 이를 구역의 중심으로 설
정한다.
2. 각 데이터들의 오브젝트에서 K 점에 각각 거리를 구하고 어떤 데이터가 K와
가까운지를 알아낸다.
3. 2에서 재할당된 구역을 기준으로 중심점 K의 위치를 다시 계산한다.
4. 2, 3 과정을 반복한다.
알고리즘은 간단한 단계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을 몇 단계만 거치면 해당 중심
점을 중심으로 군집화가 완료되고 비지도학습 중 한 종류인 K-평균(K-Means)알고
리즘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이다. 이번 차시에서는 K-평균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체험해보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다.

30

학습이란 무엇인가

활동

4차시

11

K-평균 알고리즘

◆ 아래의 SNS 이용시각 데이터를 살펴보고 각각의 데이터는 어떤 사용자를
의미하는지 추측하여 봅시다.

출근시간대 직장

직장인, 학생 등

인이 SNS를 주

저녁 시간에 주

로 사용하는 것

로 이용하는 것

같다.

같다.

일정한 휴식시간을 가지지 않는 대학생, 무직
등의 SNS 사용 시각이다.

◆ 다음의 데이터를 적절하게 군집화 해 봅시다.

◆ K-평균 알고리즘에서 K가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의 개수(군집화할 개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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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12

K-평균 알고리즘 실험해보기

◆ 1. 트레이싱지에 순서쌍의 좌표를 그려봅시다.
점
A
B
C
D
E
F
G

좌표
(1, 8)
(2, 9)
(1, 11)
(1, 10)
(3, 8)
(3, 7)
(4, 9)

점
H
I
J
K
L
M
N

좌표
(8, 1)
(9, 2)
(11, 2)
(10, 2)
(8, 4)
(7, 4)
(9, 3)

◆ 2. 트레이싱지를 겹쳐 놓아 봅시다.
◆ 3. 아무 곳에 점을 하나 찍어봅시다.
◆ 4. 두 번째 트레이지에 해당 점에서 좌표까지 거리 중 가까운 것 7개에 점
을 각각 찍어봅시다. 그리고 난 후 이어진 7개의 순서쌍의 가운데에 점
을 찍습니다.
◆ 5. 세 번째 트레이지에 새로운 점에서 다시 7개의 순서쌍 가운데에 점을 찍
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7개의 순서쌍의 가운데에 점을 찍습니다.
◆ 6. 점의 위치를 친구와 비교합니다.
◆ 7. 점의 위치가 친구와 비슷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점들의 가운데를 계속 찾기 때문입니다. 등
◆ 8. 점의 위치가 친구와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 선정한 곳의 순서쌍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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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학습이란 무엇인가

활동

13

K-평균 적용하기

◆ 제시된 자료 중 선정할 자료는 무엇입니까?
부동산 공시지가
◆ 선정한 자료의 종류를 아래에 가공하여 봅시다. 가공한 후 적절하게 군집화
하여 봅시다.

주택가 주거지역
으로 오피스텔이

상가들이
가로 축(가격), 세로 축(거래량)

밀접

해 있고 인구수

밀집해 있다.

가 많다.

오래된 집들이 , 세대수가 많지 않다.

◆ 군집화한 자료는 무엇을 추측할 수 있는지 써 봅시다.
특성

내용

가격이 낮고 거래량이 많다.

단기 오피스텔 임대 등이 있을 것이다.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낮다.

시골의 오래된 집들이 모여있을 것이다.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높다.

상가와 유동 인구가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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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ans 알고리즘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K-%ED%8F%89%EA%B7%A0_%EC%95%8C%EA%B3%A0%EB%A6%A
C%EC%A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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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35

실생활에서 분류 알고리즘 실현하기

오늘날의 AI 는 사람과 컴퓨터를 연결하고, 사람과 지식을 연결하고, 사람과 물
리적 세계를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새로운 방법에 관한 것이다.
(Patrick Winston, 1997)
인공지능은 결코 인간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우리 삶의 전
반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산업을 송두리째 바꿀 새로운 물결이다. 이를 반증하기
라도 하듯 수많은 기업들이 이를 앞다투어 준비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이 산업
에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새로운 산업의 기회이자 시작이다. 인
공지능의 발전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때, 관련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이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이다. K-평균 자체는 개발된 지
50년도 넘은 알고리즘이지만, 새로운 산업에의 적용은 다른 이야기이다. 앞으로 알
게 될 인공지능의 원리를 다른 분야로의 전이시켜 이를 새로운 기회로 삼는 연습을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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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란 무엇인가

활동

5차시

14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

◆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봅시다.
택배 거리 계산 프로그램, 시 권역 설정 등

◆ 실제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을 생각하여 선택하여 봅시다.
택배 거리 계산 프로그램

◆ 사용했을 때의 장점과 효용성을 써 봅시다.
택배 기사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거리를 짧게 써서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다.

◆ 서비스 이름을 생각하여 봅시다.
K택배 서비스
◆ 예상 질문을 떠올리고 답변을 준비하여 봅시다.
예상질문
이 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이동거리를 효율적으로 계산하여 비용과 시간
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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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포스터를 간단하게 제작하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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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ANS를 이용한 서비스

1. 가짜뉴스 판별
실제 가짜뉴스에서는 미끼단어라고 불리는 특정 단어가 일반적으로 더 발
견된다.
2. 스팸메일 필터
발신자와 내용을 함께 확인한 후 필터링 하면 97% 정도의 정확성을 보인다.
3. 마케팅
특정 사람의 특성을 보고 사람들을 군집화한 후 그들을 겨누어 광고를 추천
한다.
4. 네트워크 트래픽 분류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트래픽을 비슷한 종류의 트래픽과 군집화하여 차단
한다.
5. 택시 사기 운전 식별
GPS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적이지 않은 그룹의 택시를 잡는다.
6. 문서 분석
수십만 개의 문서를 군집화하기 위해서 비지도학습을 사용하기도 한다.
7. 선수 선발
비슷한 종류의 선수를 가려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
고 유사한 플레이어를 찾을 수 있다.

(참고:https://datafloq.com/read/7-innovative-uses-of-clustering-algorithms/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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