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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수업대체용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특징
- 본 프로그램은 학생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 중심 학문분야 융합형 탐구 활동 프로그램입니
다. 특히 실생활 맥락에서 학생들이 마주하는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경험하는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발견의 즐거움, 탐구의 기쁨 등 과학의 즐거움과 유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 인공지능(AI)과 Big Data와 관련된 생활 주변의 소재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
고,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하며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 속에서 과학의 중요성과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여, 참
여와 평생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교과서 과학 탐구는 실험실 환경에서 이루어져 학생들이 과학이 실제 삶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주제를 다각도로 지속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는 기회 또한 부족합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과 창의성’이라는 대주제
로 구성되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창의적 산출물의 실생활과의 관련성을 탐구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AI)과 창의성을 대주제로 하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
공지능과 생체 인식’, ‘인공지능(AI)과 얼굴 인식’, ‘인공지능(AI)과 창의성’을 소재로 실생활의 문
제를 탐구해 보고, 실제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인공지능(AI)과 창의성에 대한 융합
적 사고와 문제해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방법
- 본 프로그램은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교사용은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안내하였습니다. 각 주제별로 앞쪽에 학교급별로 연계된 과목별 교육과정과 ‘차시별 활동
흐름’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차시별로 교수・학습 과
정안을 제시하여 수업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정안이나 수
업 활동 내용에

을 제시하여 수업 적용 시 주의할 점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학생용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수업대체용 교수・학습 자료라는 점을 고려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학교의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전체 또는 차시(부분) 등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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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차시

관련

2009 개정 교육과정 연계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교과

(내용 요소 및 성취수준)

(내용 요소 및 성취수준)

기술가정
(내용요소) 미래 기술과 사회
(성취기준) [기가0222-1] 미래 기술과 우리 사회
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미래 기술이 개
인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 미치는 영
향을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다.

기술⋅가정
(내용요소) 창의공학설계
(성취기준) [12기가05-04] 기술 혁신을 위한 창
의 공학 설계를 이해하고, 제품을 구
상하고 설계한다.

기술
⋅
가정
1

정보
국어
과학

정보
(내용요소) 정렬과 탐색 알고리즘의 구현
(성취기준) [정보3432-2] 탐색 알고리즘의 종류
별 특징을 비교⋅설명할 수 있다.
[정보3432-3] 탐색 알고리즘을 프로
그램으로 작성할 수 있다.
국어Ⅰ
(내용요소) 화법
(성취기준) [31012-3]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과학
(내용요소) 정보 정장과 활용
(성취기준) [과1242-1]정보를 수신하고 인식하는
여러 가지 센서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수학Ⅰ
(내용요소) 여러 가지 방정식
(성취기준) [수학1231]간단한 삼차방정식과 사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정보
(내용요소) 정렬과 탐색 알고리즘의 구현
(성취기준) [정보3432-2] 탐색 알고리즘의 종류
별 특징을 비교⋅설명할 수 있다.
[정보3432-3] 탐색 알고리즘을 프로
그램으로 작성할 수 있다.
2

수학
정보

기술⋅가정
(내용요소) 미래 기술과 사회
(성취기준) [기가0222-1] 미래 기술과 우리 사회
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미래 기술이 개
인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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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내용요소) 알고리즘 설계
(성취기준) [12정보03-05] 다양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수행시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교한다.

국어
(내용요소) 듣기・말하기
(성취기준) [10국01-01]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의 방법이 다양함을 이
해하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통합과학
(내용요소) 전자기적 성질
(성취기준) [10통과02-03] 물질의 다양한 물리
적 성질을 변화시켜 신소재를 개발한
사례를 찾아 그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다.
수학
(내용요소)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성취기준) [10수학01-16] 이차부등식과 이차함
수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차부등식과
연립이차부등식을 풀 수 있다.
정보
(내용요소) 알고리즘 설계
(성취기준) [12정보03-05] 다양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수행시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교한다.
기술⋅가정
(내용요소) 창의공학설계
(성취기준) [12기가05-04] 기술 혁신을 위한 창
의 공학 설계를 이해하고, 제품을 구

차시

관련

2009 개정 교육과정 연계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교과

(내용 요소 및 성취수준)

(내용 요소 및 성취수준)

향을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다.

기술
가정
미술
국어

미술문화
(내용요소) 미술과 생활
(성취기준) [미문122]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
는 조형물이나 디자인을 계획하고 제작
할 수 있다.
국어Ⅰ
(내용요소) 화법
(성취기준) [31012-3]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술가정
(내용요소) 미래 기술과 사회
(성취기준) [기가0222-1] 미래 기술과 우리 사회
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미래 기술이 개
인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 미치는 영
향을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다.
수학Ⅰ
(내용요소) 여러 가지 방정식
(성취기준) [수학1231] 간단한 삼차방정식과 사
차방정식을 풀 수 있다.
미술문화
(내용요소) 미술과 생활
(성취기준)
미문122.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형물이
나 디자인을 계획하고 제작할 수 있다.
기술
⋅
가정
3

수학
국어
과학
미술

국어Ⅰ
(내용요소) 화법
(성취기준) [31012-3]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과학
(내용요소) 정보 정장과 활용
(성취기준) [과1242-1] 정보를 수신하고 인식하
는 여러 가지 센서의 구조와 작동 원리
를 설명할 수 있다.

상하고 설계한다.
미술
(내용요소) 조형 요소와 원리의 응용
(성취기준) [12미02-02] 조형 요소와 원리를 다
양하게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국어
(내용요소) 듣기・말하기
(성취기준) [10국01-01]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의 방법이 다양함을 이
해하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기술가정
(내용요소) 창의공학설계
(성취기준) [12기가05-04] 기술 혁신을 위한 창
의 공학 설계를 이해하고, 제품을 구
상하고 설계한다.
수학
(내용요소)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성취기준) [10수학01-16]이차부등식과 이차함
수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차부등식과
연립이차부등식을 풀 수 있다.
미술
(내용요소) 조형 요소와 원리의 응용
(성취기준) [12미02-02] 조형 요소와 원리를 다
양하게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국어
(내용요소) 듣기・말하기
(성취기준) [10국01-01]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의 방법이 다양함을 이
해하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통합과학
(내용요소) 전자기적 성질
(성취기준) [10통과02-03] 물질의 다양한 물리
적 성질을 변화시켜 신소재를 개발한
사례를 찾아 그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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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용

STEAM

인공지능(AI)과 창의성

주제 개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용 프로그램인 ‘인공지능(AI)과 창의성’은 실생활과 관련해서 인공지
능(AI)이 예술세계와 창의성에 미칠 영향을 탐색하고, 이들을 과학적으로 탐색해보는 활동으
로 구성되었다. 해당 학년군의 수학(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미술(조형 요소와 원리의 응
용), 국어(듣기･말하기), 정보(알고리즘 설계), 기술(창의공학설계) 단원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인
공지능(AI)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의미를 인식하고 탐구하도록 하였다. 인공지능(AI)에 대한
개념 이해 및 예술작품과 창의성 발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에 의해 만들어지
는 창의적 산출물을 경험해보는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이 작동하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나만의 창의적 작품 활동을 경험해보는 활동을 수행한다.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AI)
에 의해 만들어지는 창의적 산출물이 과연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도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정밀성과 탐구력, 문제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습목표
1) 다양한 생체인식(Biometrics)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걸음걸이 인식을 통해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
3) 얼굴 인식에 인공지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4) 들로네 삼각분할법으로 얼굴을 표현할 수 있다.
5) 예술 작품에서의 창의성을 설명할 수 있다.
6) 인공지능을 통한 예술 작품의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STEAM 과목 요소
S : 생체인식(Biometrics)에서 사용되는 과학적 요소에 대한 원리 학습

T/E：얼굴 인식에 사용되는 기술적 원리 학습, 삼차원 3D 프린팅의 공학적 작동 원리 학습
A：인공지능에 의한 만들어진 창의적 산출물에 대한 예술적 요소 학습
M：들로네 삼각분할법으로 사람 얼굴을 분석할 때의 수학적 원리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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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 준거
상황제시
본 프로그램에서는 인공지능(AI) 및 창의성에 대한 개념 이해 및 예술작품에 나타난 창의성 이
해를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서 인공지능(AI)에 의해 나타난 창의적 산출물에 대한 예를 경험해보
는 활동들을 제공하였다. ‘인공지능(AI)에 의한 창의성’을 체험하고 도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과학적 정밀성과 탐구력, 문제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다. 끝으로 우리 생활에서 실제로 사용되
는 사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과 창의성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차시별 활
동은 다음과 같다.
- 1차시에서는 사람을 확인하는 과정인 생체 인식(Biometrics)의 다양한 사례를 탐색한다.
- 2차시에서는 NHN의 <SNOW>, 페이스 북의 <딥페이스>, Google의 <Facenet> 자료를
소개하고 이들 자료에서 얼굴 인식을 위한 기술이 사용되었음을 소개하는 과정을 통하여
상황 제시를 한다.
- 3차시에서는 인상파 화가 에두아르 마네(Edouard Manet)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과 동
일 작품명의 피카소의 작품을 비교해보고 창의성에 대해서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창의적 설계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인공지능(AI)과 창의성과 관련된 실생활과 관련 활동에서 학생들
의 창의적 설계를 주로 하는 활동으로 구안하였다. 각 활동별 자세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차시에서는 사람의 걸음걸이 형태를 분석해서 특징을 추출한 다음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인 걸음걸이 인식(Gait recognition)을 학생들이 참여하는 실험을 통해 구현해 보는
창의적 설계 활동을 수행한다.
- 2차시에서는 친구의 사진을 보고 얼굴을 분석한 다음 들로네 삼각분할법으로 얼굴을 표
현하는 창의적 설계, 얼굴 인식을 통해 사람 검색 및 인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
한 창의적 설계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 3차시에서는 자신의 사진을 반 고흐의 화풍처럼 그려보는 창의적 설계를 수행한다.
감성적 체험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예술, 문학, 영화에서 시간을 다룬 여러 작품들을 접하고, 인공지
능(AI)에 나타난 예술적 특서에 대한 창의성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 1차시에서는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정맥 인식, 손 모양 인식, 걸음걸이 인식, 안면 인식
의 장단점 확인을 통해 생체 인식에 대한 감성적 체험을 한다.
- 2차시에서는 얼굴 인식 스마트폰 앱 사용을 통해 우리 생활에서 얼굴 인식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상황을 경험한다.
- 3차시에서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다양한 창작 사례를 알아보는 과정을 통하여 인공지
능(AI)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창의적 산출물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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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 활동 안내
차시

차시명

지식 UP 실전 UP
 생체 인식에 대한 뉴스 시청 및 질문하기
 학생들의 답변을 정리하여 생체인식(Biometrics)에 대해 간단한 소개하기
 최근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많이 논의되는 인증 방식인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정맥 인

인공지능
1

식, 손 모양 인식, 걸음걸이 인식, 얼굴 인식과 같은 다양한 인증방식에 대한 질문하기

(AI)과 생체  다양한 생체 인식 인증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을 정리하기
인식

 생체인식 방식 중 걸음걸이 인식에 대한 소개하기
 걸음걸이 인식(Gait recognition)에 대한 창의적 설계하기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정맥 인식, 손 모양 인식, 걸음걸이 인식, 안면 인식의 장단점 질
문하기

 새로운 얼굴 인식 기술을 보여주는 동영상 시청 및 질문하기
 학생들의 답변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기
 NHN의 <SNOW>, 페이스 북의 <딥페이스>, Google의 <Facenet> 자료를 소개하고 이
인공지능
2

(AI)과 얼굴
인식

들 자료에서 얼굴 인식을 위한 기술이 사용되었음을 소개하기
 관상에 대한 질문과 학생들의 답변을 듣고 관상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기
 몽타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후 지도하기
 학습 활동지에 얼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특성 정리하기
 친구 사진을 보고 사진 속 얼굴을 들로네 삼각분할법으로 그려 보기
 얼굴 인식 스마트폰 앱에 대한 질문하기
 학생들이 답변을 정리해서 얼굴인식에 대해 정리하기

 피카소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의 창작품 여부 질문 후 종합 정리하기
 창의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하기
 인공지능(AI)과 우리 뇌의 창의성에 대한 질문하기
인공지능
3

(AI)과
창의성

 학생들의 답변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기
 인공지능(AI)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의 예술 작품으로서의 여부 질문하기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진을 아래 반 고흐의 화풍처럼 제작해보는
창의적 설계 과정 안내하기
- NEXT Rembrandt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바탕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창의적 산출물
제작과정 경험하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창작 사례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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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활동 흐름
차시

차시명

학습목표

주요내용
 생체 인식에 대한 뉴스 시청 및 질문한다.
 학생들의 답변을 정리하여 생체인식(Biometrics)에 대
해 간단한 소개한다.
 최근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많이 논의되는 인증 방식

인공지능
1

(AI)과 생체
인식

 다양한

생체인식(Biometrics)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걸음걸이 인식을 통해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

인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정맥 인식, 손 모양 인식,
걸음걸이 인식, 얼굴 인식과 같은 다양한 인증방식에
대한 질문한다.
 다양한 생체 인식 인증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을 정리
한다.
 생체인식 방식 중 걸음걸이 인식에 대한 소개한다.
 걸음걸이 인식에 대한 창의적 설계를 한다.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정맥 인식, 손 모양 인식, 걸음
걸이 인식, 안면 인식의 장단점을 질문한다.
 새로운 얼굴 인식 기술을 보여주는 동영상 시청 및
질문한다.
 학생들의 답변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정리한다.

 얼굴
인공지능
2

(AI)과 얼굴
인식

인식에

인공지능(AI)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
다.

 NHN의 <SNOW>, 페이스 북의 <딥페이스>, Google
의 <Facenet> 자료를 소개하고 이들 자료에서 얼굴
인식을 위한 기술이 사용되었음을 소개한다.
 질문을 통해 간단히 관상에 대해 소개한다.

 들로네 삼각분할법으로 얼굴  몽타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후 지도한다.
 얼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을 정리한다.
을 표현할 수 있다.

 친구 사진을 보고 사진 속 얼굴을 들로네 삼각분할법
으로 그려본다.
 얼굴 인식 스마트폰 앱에 대해 질문한다.
 학생들의 답변을 정리해서 얼굴인식에 대해 정리한다.

 피카소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의 창작품 여부를 질
문한다.
 학생들의 답변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정리한다.
 창의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인공지능(AI)과 우리 뇌의 창의성에 대해 질문한다.

인공지능
3

(AI)과
창의성

 예술 작품에서의 창의성을 설  학생들의 답변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정리한다.
명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이용해 만든 작품의 예술 작품으로서의
 인공지능(AI)을 통한 예술 작

여부를 질문한다.

품의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진을 아
래 반 고흐의 화풍처럼 제작해보는 창의적 설계를 진
있다.
행한다.
 NEXT Rembrandt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에 의한 창의적 산출물 제작과정을 경험
한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창작 사례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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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계획
수행⋅관찰 평가 계획
평가영역

평가 척도

평가항목

상
인공지능(AI)과

산출물 설계

중
창의성에

담긴 과학 원리를 이해하
여 과학적이고 정밀한 방
법으로 시계를 설계함

창의적
설계

인공지능(AI)과
도전 과제
해결

집중과 끈기

흥미와
참여도

감성적
체험

창의성

창의성에

인공지능(AI)과

하
창의성에

인공지능(AI)과

창의성에

담긴 과학 원리를 이해하

담긴 과학 원리를 명확히

지 못하거나 과학적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과학적

정밀한 방법으로 시계를

이고 정밀한 방법으로 시

설계하는 능력이 부족함

계를 설계하지 못함

인공지능(AI)과

인공지능(AI)과

창의성에

창의성에

관련된 도전 과제를 해결

관련된 도전 과제를 해결

관련된 도전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과학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과학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과학

적이고

적 방법으로 수행하는데 어

적 방법으로 수행하지 못

수행함

려움이 있음

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며

과제에 대한 집중력은 있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끈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함

으나 끈기가 부족함

기가 부족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간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

의 흥미가 있으며 도전

가 거의 없으며 도전 과제

과제 해결 과정에

해결 과정에 거의 참여하

정밀한

방법으로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며 도전 과제 해결을 위
해 적극적으로 참여함

어려

지 않음

워하지만 참여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

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교성이 가끔씩 나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정교성이 거의 나타나
지 않음

수행⋅관찰 평가 기록지
평가
영역

번호

이름

창의적 설계
인공지능(AI)과
창의성에 관련된 과제
수행에서의 창의적
설계

인공지능(AI)과
예술작품에 관련된
과제 수행에서의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집중과 끈기

흥미와 참여도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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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평가

평가

방법

영역

감성적
체험
자기
평가
창의적
설계
동료

창의적

평가

설계

평가기준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흥미, 참여도)
모둠별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
(성취감, 보람)
여러 가지 시계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잘 이해하여 창의적으로 설계하였는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 정밀한 시계 제작 탐구 활동을 수
행하였는가?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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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척도
상

중

하

인공지능(AI)과 창의성

1차시

인공지능(AI)과 생체 인식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인공지능(AI)과 생체 인식

차시

1/3

• 다양한 생체인식(Biometrics)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 걸음걸이 인식을 통해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 제시

융합
준거

교수학습
자료

생체 인식에 대한 뉴스 시청을 통해 수업 몰입하기

창의적 설계

걸음걸이 인식 실험을 통해 개인 구분 탐색하기

감성적 체험

다양한 생체 인식 방법 체험하기

학습 동영상, 스마트폰, 노트북, 프린터, 모눈종이, 펜, 자, 각도기. 학생용 활동지

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상황 제시>

생체 인식에 대한 뉴스를 시청한다.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5‘

 상황제시를 통
해 학생들이 수
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며 생
체 인식에 대한
문제를 내면화시
킬 수 있도록 한
다.

도입

준비물 : 학습 동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BaiKsYUdvg
▣ 교사 활동 : 최근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물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
양한 분야에서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
보안에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인이 가진
고유한 정보인 생체 정보를 바탕으로 생체인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요. 생체인식(Biometrics)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요?
- 학생들의 답변을 정리하여 생체인식(Biometrics)에 대해 간단한 소개한다.

▣ 교사 활동 : 최근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많이 논의되는 인증 방식인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정맥 인식, 손 모양 인식, 걸음걸이 인식, 얼

전개

5‘

굴 인식과 같은 다양한 인증방식에는 인공지능(AI)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 학생들의 답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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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창의적 설계>

▣ 교사 활동 : 생체인식 방식 중 걸음걸이 인식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35‘

 준비물 : 스마트
폰, 노트북, 프린

- 걸음걸이 인식(Gait recognition)은 사람의 걸음걸이 형태를 분석해 특징을

터, 모눈종이, 펜,

추출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으로 신경이나 근육, 뼈 등에 이상이 있으면

자, 각도기. 학생

비정상적인 걸음걸이가 나타난다는 데서 착안되었다고 소개한다.

용 활동지

걸음걸이 인식(Gait recognition)의 경우 신체에서 다양한 지점의 시간
에 따른 변화 data가 필요함으로 학생 개인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
더라도 결과 보다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지도한다.
■ 걸음걸이 인식(Gait recognition)

1. 모둠별로 2명을 선정하여 교실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걸어간다.
2. 걸어가는 사람의 앞쪽에서 오른쪽 방향 45도 각도에서 스마트폰으로 걸어
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
3.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읽어 들인 후 1초 간격으로 이미지를 Capture한 후
Capture 이미지를 프린트한다.
4. 이미지 상에서 다음 표를 작성한다.
시간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①~②~③

③~④~⑤

⑥~⑦~⑧

⑨~⑩~⑪

각도

각도

각도

각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5. 표를 그래프화 하여 다른 학생들의 그래프와 비교한다.
학생 개인의 그래프를 비교하여 걸음걸이 인증이 생체 인식의 한 방법
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학생 스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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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감성적 체험>

▣ 교사 활동 :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정맥 인식, 손 모양 인식, 걸음걸이 인식,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5‘

 준비물 : 학생
활동지

안면 인식의 장단점에는 무엇일 있을까요?
생체 인식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세밀하게 지도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장단점에 대해서 학생들의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❶ 지문 인식

❷ 홍채 인식

❸ 정맥 인식

http://google.com
❹ 손 모양 인식

❺ 걸음걸이 인식

❻ 안면 인식

정리

http://google.com
생체 인식 방법

장 점

단 점

❶ 지문 인식

편리하고 안전, 위조 불
가능

땀 등에 의한 인식률
저하

❷ 홍채 인식

낮은 오인식률, 고도의
보안성, 위조 불가능

불편(눈을 계속
있어야 함)

❸ 정맥 인식

편리, 복제 불가능

구축비용 높음

❹ 손 모양 인식

편리, 복제 불가능

구축비용 높음

❺ 걸음걸이 인식

편리, 복제 불가능

다리 부상 시 인식률
저하

❻ 안면 인식

편리, 시스템 비용 저렴

빛의 세기, 촬영 각도,
자세 등으로 인식률 저하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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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활동지

1차시: 인공지능(AI)과 생체 인식

이 활동을 하면
¦ 사람을 확인하는 과정인 생체인식(Biometrics)에서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 들로네 삼각분할법으로 사람 얼굴을 분석할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 스마트폰, tablet PC, 모눈종이, 펜, 자, 각도기. 학생용 활동지
어떻게 할까
생각 열기
◆ 우리는 하루에 한번 이상은 거울을 보게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무엇은 묻어있지
않은지, 몸 컨디션이 얼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얼
굴은 기본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환경적인 요인에 더해서 최종 완성되는
데 일란성쌍둥이의 경우도 100% 일치하는 경우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이 다르다는 것은 개인을 식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걸음
걸이가 사람을 식별하는데 어떻게 사용될까요?
■ 걸음걸이 인식(Gait recognition)
- 걸음걸이 인식(Gait recognition)은 사람의 걸음걸이 형태를 분석해 특징을 추출해 사용자를 인증
하는 방법으로 신경이나 근육, 뼈 등에 이상이 있으면 비정상적인 걸음걸이가 나타난다는 데서 착
안 되었습니다. 사람의 걸음걸이를 통해 개인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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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둠별로 2명을 선정하여 교실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걸어간다.
2. 걸어가는 사람의 앞쪽에서 오른쪽 방향 45도 각도에서 스마트폰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
로 촬영한다.
3.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읽어 들인 후 1초 간격으로 이미지를 Capture한 후 Capture 이미지를
프린트한다.
4. 이미지 상에서 다음 표를 작성한다.
시간

①~②~③ 각도

③~④~⑤ 각도

1초 후
2초 후
3초 후
4초 후
5초 후
6초 후
7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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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⑦~⑧ 각도

⑨~⑩~⑪ 각도

5. 표를 그래프화 하여 다른 학생들의 그래프와 비교한다.

생각 키우기
◆ 최근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많이 이야기되는 인증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
다. 이들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토의하고 발표해 보세요.
❶ 지문 인식

❷ 홍채 인식

❸ 정맥 인식

❹ 손 모양 인식

❺ 걸음걸이 인식

❻ 안면 인식

http://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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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인식 방법

장 점

단 점

❶ 지문 인식

편리하고 안전, 위조 불가능

땀 등에 의한 인식률 저하

❷ 홍채 인식

낮은 오인식률, 고도의 보안성, 위조 불가능

불편(눈을 계속 뜨고 있어야 함)

❸ 정맥 인식

편리, 복제 불가능

구축비용 높음

❹ 손 모양 인식

편리, 복제 불가능

구축비용 높음

❺ 걸음걸이 인식

편리, 복제 불가능

다리 부상 시 인식률 저하

❻ 안면 인식

편리, 시스템 비용 저렴

빛의 세기, 촬영 각도, 자세 등으로 인식률 저하

생각 다지기
♠ 생체 인식은 무엇일까요?

개인마다 다른 지문, 홍채, 땀샘 구조, 혈관 등 개인의 독특한 생체 정보를 추출하여 정보화시키
는 인증 방식입니다.

♠ 생체 인식과 관련된 산업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체 인식 기술은 개인 식별을 요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금융, 편의점, 유통산업,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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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사물

교 사 용 자 료
■ 생체 인식
https://news.samsung.com/kr/%EC%8B%AC%E2%88%99%EC%B8%B5%E2%88%99%EB%B6%84%E2%88%99%EC%84%9D-%EA%B
0%A4%EB%9F%AD%EC%8B%9C-%EB%85%B8%ED%8A%B87-%E2%91%A2%EA%B6%81%EA%B8%88%ED%95%B4-%ED%99%8D%
EC%B1%84-%EC%9D%B8%EC%8B%9D-%EB%B3%B4

1. 지문
지문은 손가락 끝마디에 있는 곡선이 만드는 무늬를 말합니다. 손가락
의 끝마디를 물체에 대고 누르면 표면에 이 곡선 무늬가 남는데 이러한
흔적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무늬는 평생 변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각
기 다른 모양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문은 유전자가 동일한 일
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릅니다. 이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
다. 작은 상처도 지문의 구조를 바꾸지 못하며, 새로운 세포가 자라면서
다시 이전과 동일한 지문을 형성합니다.
2. 홍채
홍채는 동공 주위에 위치한 조직입니다. 수축과 이완을 거듭하며 눈
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마치 카메라 조리개처럼 밝은 환
경에서는 동공을 작게, 어두운 환경에서는 동공을 크게 만듭니다. 홍채
정보는 어릴 때 형성되어 평생 변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홍채라도 좌우 눈의 것이 서로 다를 정도로 고유한 형태를 갖
고 있습니다. 홍채 인식 기술이 보안 분야에서 일찌감치 주목 받아온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홍채 인식 기술은 지금도 공항이나 연구소,
정부기관 등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곳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 있는 성인의 눈높이를 맞
춘 키오스크(Kiosk)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홍채 인식
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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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홍채 인식은 어떻게 이용될까요? 먼저 카메라를 통해 홍채 영상을 촬영한 후 다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독립적으로 형성된 홍채 코드와 각 개인의 아이디 데이터를 비교하여 인증
합니다.

■ 걸음걸이 인식(Gait Recognition)
지문, 홍채 등 사람의 신체적 특징을 이용한 바이오 인증기술은 분별력이 뛰어나고 편리하다는 장점
이 있지만, 한번 유출되면 바꾸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걸음걸이나 제스처, 키보드 입력패
턴 등을 통한 바이오인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체 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지문, 홍채, 얼굴 등 사람의 신체적 특징을 이용하는 방법과 사인이나 음성, 걸음걸이, 몸짓
등 사람의 행위적 특징을 이용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적 특징은 지문, 홍채 등 정적인 정
보와는 달리 일정시간 동안의 정보로, 몸짓 등은 유출 시 변경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높습
니다. 또한, 무자각으로 인증을 진행할 수 있어 사용자의 거부감이 적고 좀 더 편의적으로 인증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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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걸이 인식(Gait Recognition)은 사람의 걸음걸이 형태를 분석해 특징을 추출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으로 의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연구해본 기법입니다. 신경이나 근육, 뼈 등에 이상이 있으면 비정상적
인 걸음걸이가 나타난다는 데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걸음걸이 인식은 3 단계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카메
라를 통해 사용자의 걸음걸이를 정보를 저장합니다. 카메라는 사용자를 직각으로 촬영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옆모습이 걸음걸이의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걸음걸이 인식의 첫 단계는 획득된 영
상에서 배경을 삭제하는 과정이며 두 번째는 추출 과정입니다. 특징은 공간, 시간, 시공간, 주파수 영역
등 다양하게 추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DB 내 특징과 비교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이
뒤따릅니다. 걸음걸이 인식을 위한 특징 추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중 하나는 실루엣의 윤곽
선 정보를 많이 사용합니다. 실루엣의 너비(width), 실루엣의 세로 및 가로, 각도 변환 등을 이용합니다.
모델 기반 방법에서는 키, 머리와 골반 사이 길이, 골반과 발 사이의 최대 길이, 발 사이 거리 등을 이
용합니다.

키스트록 다이나믹스(Keystrock Dynamics)기술은 사용자의 키패드 입력 패턴과 리듬을 분석해 사용자
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컴퓨터는 어떤 키가 눌려졌는
지, 언제 눌려졌는지를 기록합니다. 또한, 그 키가 다시 해제되는 시간과 눌려진 시간 또한 기록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단어를 여러 번 키 입력해서 등록하고 추후 사용자 인증 시 같은 단어를 입력하게
한 후 그 타이핑 패턴을 특징으로 추출하며, 단어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정적(Static or Structured Text)
방법과 동적(Dynamic or Free Text) 방법으로 구분합니다. 정적 방법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사용자
의 입력 특징을 구분하는 기술로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순간에 특징을 분석해 사용자를 인식하거나
또는 특정 문구를 입력하게 하여 이에 대한 특징으로 사용자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뱅킹
(Banking) 시스템 등에서 적법 사용자를 확인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동적 방법은 일정한 단어에
국한하지 않고 일정시간 동안의 키보드 입력 패턴 등 계속적으로 입력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용
자가 로그인했을 경우 일차적으로 로그인 ID/PW 에 대한 입력 패턴을 분석하고 또한 자주 방문하는 사
이트 리스트와 키보드 타이핑 패턴 등도 특징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동적 방법의 경우 일정시간 동안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특정 문자나 자주 방문하는 특정 사이트를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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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인식(Signature recognition) 방법은 사용자의 사인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뱅
킹 등에서 오프라인 기반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인식 방법입니다. 사인 이외에도 사용자의 글씨체
(writing style)를 인식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이를 작가 인식(writer recognition)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노트나 태블릿 PC 등 펜을 지원하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많이 보급되면서 이를 구현하
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인의 너비나 높이, 종횡비, 기울기 등을 판별하며 펜을 잡는 각도라
던가 압력, 위치, 속도 가속도 등의 특징을 추출해 활용합니다.
제스처 인식(Gesture recognition)은 제스처 기반 사용자 인증은 사람의 얼굴이나 손, 몸짓 등의 일정
동작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기술로 현재는 연구 초기로 주로 손(hand)과 얼굴(face)
제스처 인식 기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인증 측면에서는 주로 손 제스처
(hand gesture)를 이용한 기술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손의 크기, 손가락 위치 및 관절각도 등이 많이
사용되며 검출된 손 모양으로부터 특징을 추출해냅니다.
■ 홍채 인식 기술
홍채 인식 기술은 지금도 공항이나 연구소, 정부기관 등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곳에서 부분적으로 사
용되고 있습니다. 서 있는 성인의 눈높이를 맞춘 키오스크(kiosk)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최근엔 모바일
기기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에선 꽤 보급된 기술이지만 스마트폰 같은 소형기기에 홍채 인식 기술을 채택, 상용화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홍채 인식 기능을 담기 위해 기기 상단에 홍채 인식 전용 카메라와 적
외선(IR) LED를 탑재합니다. 일반적인 가시광선 환경에선 홍채의 색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인식할 수 있
는 정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에 탑재된 홍채 인식 전용 카메라는 이미
지 센서의 색상 필터나 렌즈 디자인이 일반 카메라와 다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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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IR LED에서 나오는 적색 근적외선을 광원으로 활용, 홍채 인식 전용 카메라로 사용자의
눈을 촬영합니다. 그런 다음, △눈꺼풀∙홍채∙동공을 구분하고 △그중 홍채 영역만 정확히 찾아내 △관련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바꾼 후 암호화합니다. 암호화된 홍채 정보는 녹스 보안 영역인 트러스트 존
(Trust Zone)에 저장됩니다. 이후 사용자가 보여주는 홍채 정보를 이미 등록된 홍채 정보와 비교해 인증
(혹은 거절)하게 됩니다. 홍채 정보가 인식, 처리되는 과정 일체는 녹스로 보호되며 등록 가능한 홍채
정보는 기기당 오로지 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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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사용자의 홍채 정보를 인식하는 원리는 위 그림에서처럼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하지만
실제 홍채 정보 등록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손가락 지문을 여러 차례 입력해야 하는 지문 정보
등록 과정과 비교하면 특히 그렇습니다. 홍채 정보를 한 번 등록해두면 이후부턴 기기 상단을 바라보는
행위만으로 인증이 이뤄집니다. 손을 대지 않는 비접촉 방식이라 유용한 경우도 많습니다. 지문보다 더
복잡한 정보가 담긴 홍채를 활용, 보안성을 강화하면서도 편의성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LED 등 인증 과
정에서 활용되는 광원은 인체 유해성 평가 국제 기준(IEC 62471) 인증을 획득했으므로 안심해도 됩니다.
민감한 정보 접근, 웹 사이트 로그인도 홍채 인증으로 간편하게 스마트폰에선 홍채 인식 기능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가 기능도 선보입니다. 보안 폴더(Secure Folder) 기능도 그중 하나입니다. 신분증
이나 은행 보안카드 같은 민감한 정보를 비롯하여, 사진∙동영상∙앱 등을 별도 공간에 손쉽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앱이라도 기본으로 설치한 버전과 보안 폴더에 저장된
버전은 달리 사용됩니다. 보안 폴더 내 갤러리에 저장해둔 사진은 제3자에게 스마트폰을 건네더라도 유
출될 우려가 없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이나 모바일 메신저를 설치, 사용할 때도 보안 폴
더 기능은 유용합니다. 보안 폴더 안팎에 각각 설치, 하나의 기기 안에서 개인용 계정과 대외용 계정을
따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폴더는 패턴∙비밀번호∙지문 등 기존 방식은 물론, 홍채 인증으로도 열 수
있습니다.
아이디(ID)와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생체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능도 스마트폰에 함께 탑재됩니
다. 스마트폰에서 패스 기능을 활용하면 매회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홍채 인증만으로도 웹
사이트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패스 기능은 향후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실제1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생성기나 공인인증서 대체 등 모바일 뱅킹
분야에서 (홍채 인증 기반) 패스 기능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홍채 인증 방식은 기업용 보안 솔루션으로
널리 쓰이는 녹스 워크스페이스(Knox Workspace)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데이터
접근 권한도 허가 받은 사용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홍채 인증 기술의 보안성과 사용 편
의성은 향후 금융 외에도 각종 서비스와 B2B 솔루션 등으로 확장,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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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PredPol VS Crush

#1 “앞으로 15분 뒤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프
리크라임 시대는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국경시청만 범죄 예측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인
건 아닙니다. IBM은 날씨 패턴과 범죄 기록, 모니
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
로 범죄를 예측하는 시스템 크러시(Crush)를 개발
하고 있습니다. IBM은 이 시스템을 마이너리티리
포트의 무대였던 워싱턴DC와 멤피스에 제공해 테

https://realizethelies.files.wordpress.com/2013/05/predpol.jpg

영국 런던경시청은 범죄를 일으킬 것 같은 사
람이나 범죄단체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
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Minority Report)처럼 가
까운 장래에 범죄를 일으킬 것 같은 인물을 사전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소프트웨어에는 지난
4년 동안 런던에서 발생한 범죄 데이터가 수집되
어 있을 뿐 아니라 갱 조직원이나 구성원이 저지
른 개인 범죄 데이터도 담겨 있습니다. 날짜나 장
소, 범인 이름이나 심지어 범인의 행동과 SNS 게
시물에 남긴 말, 조직 내 다른 멤버를 욕하는 듯
한 발언까지 세세하게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범죄
예측 소프트웨어는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
로 누가 가까운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지 예측합
니다. 마이너리티리포트에 등장하던 첨단 예측 시
스템인 ‘프리크라임’ 시대가 다가온 것입니다.

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도
입한 이후 범죄 발생률은 30% 가량 줄었다고 합
니다.
프레드폴(PredPol)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프레
트폴은 UCLA 인류학자인 제프 브랜팅엄 교수가
개발한 범죄 예측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레드폴은
예측 치안(Predictive Policing)의 줄임말로 마이너
리티리포트에 등장하는 프리크라임 시스템처럼
10~12시간 뒤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브랜팅엄 교수가 이런 범죄 예측 시스템을 개
발하게 된 이유는 범죄자의 행동과 심리를 연구
하던 도중 일정 패턴이 몇 가지 발견됐기 때문입
니다. 장소나 시간, 재범률 등 다양한 요인이 패
턴화 된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지진 예측 알고리즘에 적용했습니다. 지진
역시 일정 패턴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때
문입니다.

<LA 경찰의 빅데이터 기반 범죄예측시스템>
http://www.predpol.com/wp-content/uploads/2015/11/clarity.png

http://www.predpol.com/wp-content/uploads/2012/06/
AP-story-predpol-380x2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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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계절이나 시간별 범죄 발생 패턴을

니다. 프레드폴은 이미 시애틀과 오렌지카운티,

보면 미국 시카고의 경우 시간대별로는 절도나

영국 켄트주, 몬테비데오 등 다양한 도시가 도입,

도난은 하루 종일 꾸준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매 검거는 아침이 많습니다. 방화는 밤, 마약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CG

범죄는 11시경부터 빠르게 늘어납니다. 도박은 새

로 만든 가상 10세 소녀인 스위티가 전 세계 71

벽에서 정오까지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일

개국에서 1,000명이 넘는 소아성애자를 적발하기

별로는 다른 범죄와 달리 강도나 성매매는 주말

도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어린이 지원 단체가

보다는 주중이 더 높습니다.

만든 이 가상 소녀는 소아성애증, 사춘기 이전 아

또 시카고에서 14년간 일어난 범죄를 분석해보면

이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사람을 잡기 위해 만

크리스마스 전후에는 범죄 발생률이 눈에 띄게

든 것입니다. 스위티를 퍼트리고 웹캠을 통해 아

떨어지고 설날을 기점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마

동 매춘을 하는 사람을 잡아낸 것입니다. 온라인

찬가지로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이나 할로윈

을 통한 아동 성범죄가 심각해지자 아이디어를

에도 범죄율이 떨어집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1

낸 것이었습니다.

월 1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

실제로 스위티를 통해 적발한 1,000명 중 1명

분석으로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시간대나 계절

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스위티가 실제

등을 파악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인간이 아니라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판결

나왔습니다.

을 내린 영국 법원 측은 상대방이 컴퓨터 이미지

프레드폴은 정확한 예측을 위해 범죄 유형이나

였더라도 10살 아이라고 믿고 한 짓 자체가 법률

발생 시간, 장소 등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였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티가 적발한 사람의

습니다. 물론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기

데이터베이스는 국제 집행 기관인 인터폴에 전달

반시설이나 범죄 발생 장소에 배치됐던 경찰 수

됐습니다.

까지 데이터를 넣어 미래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시애틀은 CCTV 데이터를 곁들여 프레드폴을 이
용했습니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
/06/2016100601224.html

브랜팅엄 교수는 프레드폴이 수학 공식과 같다
고 말합니다. 예측 알고리즘에 따라 미래 범죄 발
생률이 높은 곳을 예측하면 경찰은 발생률이 높
은 지점을 연결한 일명 레드박스를 집중 순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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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창의성

2차시

인공지능(AI)과 얼굴 인식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인공지능(AI)과 얼굴 인식

• 들로네 삼각분할법으로 얼굴을 표현할 수 있다.
상황 제시

융합
준거

교수학습
자료

단계

2/3

• 얼굴 인식에 인공지능(AI)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학습

차시

새로운 얼굴 인식 기술을 보여주는 동영상 시청을 통한 수업 몰입하기

창의적 설계

들로네 삼각분할법으로 얼굴 표현하기

감성적 체험

얼굴인식 앱 경험하기

학습 동영상, 학생용 활동지, 트레싱지(거름종이), 네임펜 세트, 자, 각도기, 스마트폰, 얼굴인식 앱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새로운 얼굴 인식 기술을 보여주는 동영상 시청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5‘

 상황제시를 통
하여
수업에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과 얼굴
인식에 대한 문
제를 내면화시킬

도입

수 있도록 한다.
 준비물 : 학습

http://blog.fujixerox.co.kr/wp-content/uploads/1/cfile27.uf.220E374155D2F594079FBA.png
▣ 교사 활동 : 얼굴 인식 기술이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될까요?

동영상

- 학생들의 답변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정리한다.
- NHN의 <SNOW>, 페이스 북의 <딥페이스>, Google의 <Facenet> 자료를
소개하고 이들 자료에서 얼굴 인식을 위한 기술이 사용되었음을 소개한다.
▣ 교사 활동 : 우리 조상들은 사람을 볼 때 관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관상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도 보인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
다. 왜 그랬을까요?

5‘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

전개

http://img.mbn.co.kr/filewww/news/other/2013/07/05/50727715202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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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10‘

 준비물 : 학생용

- 학생들의 답변을 듣고 관상에 대한 간단하게 소개한다.
▣ 교사 활동 : 얼굴인식을 하려면 사람 얼굴에 나타난 다양한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미지의 범인을 잡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 몽타
주를 만들기 위해 사람 얼굴의 특징을 알아보는 방법을 설계
해 보도록 할게요.
- 몽타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후 지도한다.
▣ 학생 활동 : 학습 활동지에 얼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특성 정리
시간 관계상 얼굴 부위 모두를 논의할 시간이 없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다.

활동지

◆ WANTED !
범죄 현장이 있습니다. 범죄를 입증할 만한 아무
런 증거물은 없고 오로지 목격자의 기억만이 유
일하게 범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범
죄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범인의
몽타주(Montage)를 그려야 범인을 잡을 수 있습
니다. 몽타주를 만들기 전에 사람 얼굴의 특징을
알아보세요. 모둠별로 토의를 통해 아래 표를 작성
해 보세요.

번호

얼굴부위

특징수

특징의 종류

1

눈 모양

10

타원 눈, 동그란 눈, 각진 눈, 상승 눈, 하강
눈, 가는 눈, 벌어진 눈, 모인 눈, 짝눈, 반달눈

2

눈동자 색

3

검은색, 갈색, 옅은 갈색

3

눈동자 모양

7

보통, 사백안, 원형, 벌어진, 모아진, 사시, 상
하반쯤감긴

4

쌍꺼풀 형태

8

쌍꺼풀유무, 왼쪽쌍꺼풀, 오른쪽쌍꺼풀, 내폐,
외폐, 양폐, 양개

5

눈두덩

3

두툼, 평평, 오목

6

눈썹

15

거의 없는, 끝이 퍼진, 끊어진, 삼각형, 일자,
짙은 일자, 가늘고 흐린 꺾인, 진한 꺾인, 숱
이 많은, 아치형, 짧은, 내린, 갈매기, 넓게
퍼진, 치켜 올라간

7

콧방울

3

작은, 중간, 큰

8

코 길이

3

짧은, 중간, 긴
보통, 내려간 코끝, 둥근 코끝, 옆으로 넓은
콧구멍, 들창, 주먹, 둥근 코끝과 콧구멍, 매
부리, 납작, 콧방울이 내려간, 휜 코
두툼한 상순, 두툼한 하순, 두툼한 상하순,
얇은, M형, 언청이, 모아진, 삐뚤
어진, 튀어나온, 하향, 상향, 활, 보통, 크고
긴 입술

9

코 모양

11

10

입술 모양

14

11

귓볼

3

소, 중, 대

12

귀 모양

10

뾰쪽, 오목, 볼록, 누운, 퍼진, 접힌, 부처, 역
전, 작은, 보통

13

턱 모양

10

뾰족, 타원, 둥근, 사각, 오각, 육각, 주걱, 이
중, 넓은 하관, 갈라진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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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

펜,

자,

각도기, 친구사진

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14

볼

3

야윈, 평평, 살찐 볼

15

광대뼈

4

평평, 앞돌출, 옆돌출, 위돌출

16

이마 돌출

3

평평, 돌출 , 누운 이마

17

이마 모양

9

넓은, 상하 좁은, 좌우 좁은, 아치형, 주름진,
M형, 발제선이 복잡, 대머리, 제비꼬리이마

18

수염 모양

7

짧은 콧수염, 긴 콧수염, 분리형 콧수염, 적
은 턱수염, 연결된 턱수염, 분리된 턱수염,
구렛나루

19

머리 모양

16

샤키 컷, 옆 가르마, 내림, 올림, 긴 단발, 짧은
스포츠, 짧은, 곱슬, 긴 생머리, 앞대머리, 대머
리, 묶음, 퍼머, 백발, 내림가름, 돌린 머리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준비물 : 본인
사진,

트레싱지

(거름종이),

네임

펜 세트
<창의적 설계>
▣ 교사 활동 : 자신의 사진을 이용해 자기 얼굴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해 보세요.
(1) 사진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트레싱지(거름종이)를 올려놓습니다.
(2) 아래 그림과 같이 얼굴의 주요 부위에 점을 찍습니다.

(3) 아래 그림과 같이 각 점들을 이어서 삼각형으로 얼굴을 채웁니다.

(4) 삼각형 내부를 음영을 고려하여 적당한 색으로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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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https://bench.li/images/4213
https://74fdc.files.wordpress.com/2012/03/hommage_acc80_jonathan_puckey_002.png
http://bfu3.web.engr.illinois.edu/cs445/final/
http://bfu3.web.engr.illinois.edu/cs445/final/
▣ 교사 활동 : 얼굴 표현에 사용된 삼각형에서 어떤 수학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얼굴 사진을 다 그린 후 얼굴에 그려진 삼각형의 특징을 모둠별로 토의
하게 한 후 들로네 삼각분할법 설명한다.

<감성적 체험>
▣ 교사 활동 : 최근 유행하는 스마트폰 앱 중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올리면 닮은꼴 연예인을 매칭을 시켜 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런
데 재미있는 것은 때론 엉뚱한 연예인을 매칭을 시켜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리

http://blog.naver.com/seungyeon050408/220966680696
- 학생들이 답변을 정리해서 얼굴인식에 대해 정리한다.
사전에 스마트폰을 통해 얼굴인식 앱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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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스마

트폰,
앱

얼굴인식

학생용 활동지

2차시 : 인공지능(AI)과 얼굴 인식

이 활동을 하면
¦ 얼굴 인식에 인공지능(AI)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들로네 삼각분할법으로 얼굴을 표현할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 스마트폰, tablet PC, 모눈종이, 펜, 자, 각도기. 학생용 활동지
어떻게 할까
생각 열기

◆ WANTED !
범죄 현장이 있습니다. 범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물은 없고 오로지 목격자의
기억만이 유일하게 범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범죄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범인의 몽타주(Montage)를 그려야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각 부위별 특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눈의 모양은 타원 눈, 동그란 눈, 각진 눈,
상승 눈, 하강 눈, 가는 눈, 벌어진 눈, 모인 눈, 짝눈, 반달눈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몽
타주를 만들기 전에 먼저 사람 얼굴의 특징을 알아보세요. 모둠별로 토의를 통해 아래 표
를 작성해 보고 발표해보세요
번호

얼굴부위

특징 수

특징의 종류

1

눈 모양

10

타원 눈, 동그란 눈, 각진 눈, 상승 눈, 하강 눈, 가는 눈, 벌어진 눈, 모인 눈, 짝눈, 반달눈

2

눈동자 색

3

검은색, 갈색, 옅은 갈색

3

눈동자 모양

7

보통, 사백안, 원형, 벌어진, 모아진, 사시, 상하반쯤감긴

4

쌍꺼풀 형태

8

쌍꺼풀유무, 왼쪽쌍꺼풀, 오른쪽쌍꺼풀, 내폐, 외폐, 양폐, 양개

5

눈두덩

3

두툼, 평평, 오목

6

눈썹

15

거의 없는, 끝이 퍼진, 끊어진, 삼각형, 일자, 짙은 일자, 가늘고 흐린 꺾인, 진한 꺾인, 숱
이 많은, 아치형, 짧은, 내린, 갈매기, 넓게 퍼진, 치켜 올라간

7

콧방울

3

작은, 중간, 큰

8

코 길이

3

짧은, 중간, 긴

9

코 모양

11

보통, 내려간 코끝, 둥근 코끝, 옆으로 넓은 콧구멍, 들창, 주먹, 둥근 코끝과 콧구멍, 매부
리, 납작, 콧방울이 내려간, 휜 코

10

입술 모양

14

두툼한 상순, 두툼한 하순, 두툼한 상하순, 얇은, M형, 언청이, 모아진, 삐뚤
어진, 튀어나온, 하향, 상향, 활, 보통, 크고 긴 입술

11

귓볼

3

소, 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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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귀 모양

10

뾰쪽, 오목, 볼록, 누운, 퍼진, 접힌, 부처, 역전, 작은, 보통

13

턱 모양

10

뾰족, 타원, 둥근, 사각, 오각, 육각, 주걱, 이중, 넓은 하관, 갈라진 턱

14

볼

3

야윈, 평평, 살찐 볼

15

광대뼈

4

평평, 앞돌출, 옆돌출, 위돌출

16

이마 돌출

3

평평, 돌출 , 누운 이마

17

이마 모양

9

넓은, 상하 좁은, 좌우 좁은, 아치형, 주름진, M형, 발제선이 복잡, 대머리, 제비꼬리이마

18

수염 모양

7

짧은 콧수염, 긴 콧수염, 분리형 콧수염, 적은 턱수염, 연결된 턱수염, 분리된 턱수염, 구레
나룻

16

샤기컷, 옆 가르마, 내림, 올림, 긴 단발, 짧은 스포츠, 짧은, 곱슬, 긴 생머리, 앞대머리, 대
머리, 묶음, 퍼머, 백발, 내림가름, 돌린 머리

19

머리 모양

생각 키우기
◆ 우리 조상들은 사람을 볼 때 관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관상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도 보
인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관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
겠지요. 관상을 현대화 한 것이 얼굴 인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자신의 사진을 보고 얼굴을 분석
한 다음 주어진 방법대로 자신을 그려 봅니다.

http://img.mbn.co.kr/filewww/news/other/2013/07/05/507277152027.jpg
(1) 사진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트레싱지(거름종이)를 올려놓습니다.
(2) 아래 그림과 같이 얼굴의 주요 부위에 점을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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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 그림과 같이 각 점들을 이어서 삼각형으로 얼굴을 채웁니다.

https://bench.li/images/4213
https://74fdc.files.wordpress.com/2012/03/hommage_acc80_jonathan_puckey_002.png
(4) 삼각형 내부를 음영을 고려하여 적당한 색으로 채웁니다.

http://bfu3.web.engr.illinois.edu/cs445/final/
http://bfu3.web.engr.illinois.edu/cs445/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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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자신의 얼굴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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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 최근 유행하는 스마트폰 앱 중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올리면 닮은꼴 연예인을 매칭 시켜
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때론 엉뚱한 연예인을 매칭을 시켜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토의해 보세요.

http://blog.naver.com/seungyeon050408/22096668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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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사 용 자 료
■ NHN의 SNOW
NHN의 자회사인 캠프모바일이 출시한 SNOW는 사진은
물론 동영상도 이용할 수 있는 카메라 앱입니다. 한국뿐만 아
니라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본 Google 플
레이에서는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신작 앱
순위에서 LINE을 앞설 정도니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
할 수 있습니다. SNOW의 가장 큰 특징은 ‘얼굴 인식 스티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얼굴을 인식하
여 다양한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얼굴을
강아지로 바꾸거나, 우스꽝스러운 변장 효과를 넣어 사진을
보다 재미있게 찍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효과를 넣은 동영상
을 친구나 가족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셀카 세대’의 젊은
층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http://newsroom.etomato.com/userfiles/snow-horz.jpg

■ Google 페이스 넷
Google의 페이스 넷은 지금까지 나온 얼굴인식 시스템 가운데 가장 정확한 99.96%의 얼굴 인식률을
실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만 3천명의 데이터 이미지를 사용한 결과 에서 100%에 이르는 얼굴 인
식률을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신경망에 얼굴인식 능력을 갖게 하기위해 온라인에서 데이터 마이닝 방
식으로 본인과 일치되거나 일치되지 않는 얼굴사진을 가져와 무작위로 배열해 놓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Google의 접근방식은 얼굴 당 128바이트만 사용하고도 기존 방식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얼
굴인식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Google의 페이스 넷은 얼굴의 반 정도가 그늘질 정도로 빛이 약한 곳
에서도 얼굴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얼굴인식률은 99.96%로 거의 100%에 이릅니다.

http://i2.cdn.turner.com/money/dam/assets/140401132817-faebook-face-recognition-1024x57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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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딥 페이스’ : https://i.pinimg.com/originals/0e/2e/d6/0e2ed67d2b4f0ad3bf54f1ab9f675b48.jpg
여러분은 페이스 북에 사진을 포스트 하였을 때 ‘인물 태
그’ 추천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진에서 얼굴을 인식
해 내는 페이스 북의 기술을 ‘딥 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딥
페이스’ 역시 딥 러닝을 적용한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북을 이용하는 전 세계 이용자들의
얼굴을 인식하여, 사진 이미지가 페이스북에 올라왔을 때
어떤 이용자인지 판별하고 태그를 추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딥 페이스의 정확도는 무려 97.25%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이 눈으로 식별하는 것인 97.5%와 거의 동일한 수치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딥 페이스’는 자동
태깅 능력을 바탕으로 좀 더 개인화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관상 : http://dimg.donga.com/egc/CDB/WEEKLY/Article/20/09/04/29/200904290500056_1.jpg
관상은 서로 자세히 본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의 얼굴, 손, 발등의 신체부위를 보고 그 사람의 재수나
운명 등을 판단하는 일을 관상이라 합니다. 우연히 길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스치며 지
나가게 되는데 비록 순간순간 이지만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의 기분이 어떠하다 혹은 무슨 좋지 않은 일
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아무리 전문적으로 관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말입니
다. 사람의 관상은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 그리고 미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만화가 허영만의 관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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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로네 삼각분할(Delaunay triangulation) : http://darkpgmr.tistory.com/96
들로네 삼각분할법은 들로네 삼각망, 들로네 삼각형 등으로 불립니다. 들로네 삼각분할은 평면위의 점
들을 삼각형으로 연결하여 공간을 분할할 때, 이 삼각형들의 내각의 최솟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분할
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 그림 (a)와 같이 점들이 있을 때 이 점들을 연결하여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b), (c)와
같이 다양합니다. 들로네 삼각분할은 이러한 여러 삼각분할 중에서 (b)와 같이 각각의 삼각형들이 최대
한 정삼각형에 가까운 즉, (c)와 같이 길쭉하고 홀쭉한 삼각형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들로네 삼각분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삼각형의 외접원도 그 삼각형의 세 꼭짓점을
제외한 다른 어떤 점도 포함하지 않는다."입니다 (이를 empty circumcircle property라고 부릅니다). 삼각
형이 홀쭉하고 길수록 외접원도 커짐을 생각하면 됩니다. 위 그림에서 (b)는 이 조건을 만족하고 (c)는
만족하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로네 삼각분할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
니다.
[데이터 클러스터링]
주어진 데이터 분포에서 유의미한 클러스터(cluster)를 뽑아내는 것은 Data Mining, classification 등에
서 매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클러스터의 개수를 모르고 있을 때).

그림 출처 : "an adaptive spatial clustering algorithm based on delaunay triangulation", CEUS 2011.
들로네 삼각분할을 이용하면 이러한 클러스터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먼저 데이터 점들을 들
로네 삼각분할법으로 연결한 후에 일정한 길이 이상의 긴 변들을 제거하고 남은 연결된 성분들을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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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포 밀도]
평면에 흩뿌려진 점들의 밀도를 수치화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림 출처 : 위키피디아
그 방법은 어떤 점 p에서의 밀도를 점 p를 꼭짓점으로 하는 주변 Delaunay 삼각형들의 면적의 합의
역수(밀도 = c/(s1+s2+...+sk))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들 점에서의 밀도값을 보간(interpolation)함으로
써 또한 공간 전체에서 밀도를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포 밀도 수치화 방법을 Delaunay
tessellation field estimator (DTFE)라고 하며, 주 응용은 우주 천체를 분석하는 용도입니다.
[도로망 설계]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설계할 때, Delaunay triangulation이 하나의 참조모델로 활용될 수 있습
니다.

그림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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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n개의 도시가 있을 때 모든 도시와 도시를 직접 직선도로로 연결할 경우에는 총 nC2 =
n(n-1)/2개의 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도시를 서로서로 직접 연결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부 도로만을 연결하여 전체 도시들이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도시 A
에서 도시 B로 이동할 때 직접 연결된 도로가 없다면 다른 도시들을 우회해서 이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 중요한 점은 도시 A에서 도시 B로 이동하기 위해 이동한(우회한) 총 이동거리가 A-B 사
이의 직선거리에 비해 최소화되도록 도로망을 설계하는 것일 것입니다. 만일 삼각분할 형태로 도로망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 들로네 삼각화를 이용하여 도로를 연결하면 우회에 따른 이동거리의 증가를 최소
화할 수 있습니다.
[Minimum Spanning Tree(MST)]
Minimum Spanning Tree (MST)는 n개의 지점을 모든 점들이 서로 도달 가능하면서 전체 거리의 합
이 최소가 되도록 연결한 트리 구조의 그래프입니다. MST는 주어진 지점들을 연결하는 최소 비용의 네
트워크 회선망이나 파이프 망을 찾을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잘 알려진 TSP (Traveling Salesman
Problem 즉, n개의 도시를 최단 거리로 순회할 수 있는 방문 경로를 찾는 문제)도 MST를 활용하면 최
적해 길이의 2배 이내에서의 근사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 출처: 위키피디아
MST를

구하는데 들로네

Triangulation을

활용하는

방법은,

먼저

주어진

점들에

대한

들로네

Triangulation을 구하고 그 결과 그래프를 MST 구하는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Fully Linked Graph에서 직접 MST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MST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는 들로네 Triangulation이 항상 MST를 포함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증명은 위키피디아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Reconstruction]
포인트 클라우드(Point Cloud)로부터 물체의 3D 입체를 모델링하여 복원할 때에도 들로네 삼각분할법
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삼각형은 사면체로, 원은 구로 확장된 버전의 Delaunay
Triangulation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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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에 대한 polygon mesh 생성]
3D 입체 물체의 표면을 폴리곤으로 모델링할 때 들로네 Triangulation을 이용하면 표면위의 점들의
집합으로부터 좋은 폴리곤 메쉬를 얻을 수 있습니다. 3D 입체 표면을 폴리곤으로 모델링하는 이유는 빠
른 랜더링(Rendering)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림 출처 : N. Aghdaii et. al., "5-6-7 Meshes," Proc. of Graphics Interface, 2012.
[3D 일러스트레이션]
Jonathan Puckey라는 사람이 2008년도에 개발한 방법으로 Delaunay Raster라는 그래픽 툴이 있습니
다. 이 기법은 Delaunay Triangulation을 이용하여 입력 사진으로부터 입체감을 갖는 3D 일러스트를 생
성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사진위에 입력한 점들로부터 들로네 삼각분할을 이용한 폴리곤 메쉬를 생성하고
그 색상값을 삼각형 내의 평균 색상으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관련 URL: http://jonathanpuckey.com/projects
/delaunay-r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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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 http://jonathanpuckey.com/projects/delaunay-raster/
[로봇 내비게이션]
로봇이 길을 찾고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주변 장애물과 부딪히지 않고 안전한 길을 찾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합니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이동경로를 생성하면 공간의 가장 빈 곳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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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9/2016121901384.html

천경자 작가의 미인도 위작 논란

검찰이 25년간 위작 논란이 일었던 천경자 화
백 작품 ‘미인도’ 진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
울중앙지검은 천 화백의 차녀가 “천 화백이 그리
지 않은 미인도를 천 화백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며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미술계 인사 6명을 사자
(死者) 명예훼손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약 5개월간 조사한 결과, 해당 작품을 진
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전시회에서 이 작품이 천 화백 작품이라
며 처음 공개했지만, 작품을 직접 본 천 화백은
“내가 그린 것이 아니다”며 위작이라고 주장했습
니다. 당시 화랑협회 등 미술계는 자체 감정을 벌
여 ‘천 화백 작품이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1999
년엔 다른 위작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
자가 “미인도는 내가 그린 위작”이라고 했지만,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천 화백 작품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천 화백이 별세하면서 미인도 위작
논란이 다시 일었고, 천 화백 차녀 김 씨는 지난
5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미인도와 천
화백이 그린 진품13점, 권 씨가 그린 모작 1점
등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과 국
립과학수사연구원, 카이스트 등에서 X선·적외선·투
과광사진·3D촬영, 디지털·컴퓨터 영상 분석, 미인
도·김씨·위작주장자 DNA분석, 필적 감정 등이 이
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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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우선 미인도가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

되었습니다. 검찰은 “미인도 화관 풀잎 밑층에서

작 방법과 동일하게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천

다른 형태의 풀잎선, 입술 밑층에서 다른 위치·형

화백은 ‘D화랑’ 화선지를 배접(종이나 헝겊 등을

태의 입술 모양, 머리카락 밑층에서 숨겨진 꽃그

여러 겹 포개어 붙임)한 다음, 그 위에 백반·아교·

림 등이 발견되었습니다.”며 “위작의 경우 원작을

호분으로 바탕 작업을 하고 수없는 ‘덧칠’ 작업을

보고 그대로 베끼거나 약간의 변형을 가한 스케

거쳐 ‘석채’ 안료로 채색을 완성하는데 미인도에

치 위에 단시간 내 채색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방식이 그대로 적요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

다른 밑그림이 발견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은 또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 안입선(날카로운

검찰은 미인도 밑그림이 천 화백의 미공개 작

필기구 등으로 사물의 외곽선을 그린 자국)이 미

품 ‘차녀 스케치’와도 고도로 유사하다고 설명했

인도와 다른 진품에서 공통으로 발견된다고 밝혔

습니다. ‘차녀 스케치’는 1976년 천 화백이 차녀

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제작 방식은 위작에서 볼

김 씨를 모델로 스케치한 것으로 2016년에 처음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됐습니다. 미인도는 1977년에 제작됐습니다.
검찰은 “위작자는 원작 없이 소재와 구도를 만들
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작은 원작이 있게
마련인데, 미인도의 원작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
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미인도 스케치 이미
지를 차녀 스케치 이미지와 겹쳐 보면 세부 표현
방식이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다음으로 미인도 그림 밑층에 숨겨진
다른 밑그림이 존재하는 것도 진품 판단의 근거
라고 밝혔습니다. 천 화백은 수정과 덧칠을 수없
이 반복해 작품 밀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
로 채색하는데, 이 때문에 그림 밑층에 ‘다른 밑
그림’이 존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천 화
백의 진품 ‘청춘의 문’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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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창의성

3차시

인공지능(AI)과 창의성

3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인공지능(AI)과 창의성

• 인공지능(AI)을 통한 예술 작품의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상황 제시

융합
준거

교수학습
자료

단계

3/3

• 예술 작품에서의 창의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학습

차시

마네와 피카소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 작품 감상을 통한 수업 몰입하기

창의적 설계

자신의 초상화를 고흐의 작품처럼 만들어보기

감성적 체험

인공지능(AI)이 맞든 미술작품 및 음악 감상하기

작품 설명 PPT, 학생용 활동지, 캔버스, 연필, 파레트, 유화물감, 붓, 학생 사진, 인터넷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마네와 피카소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 작품 자료 PPT로 제시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5‘

 상황제시를 통

아래 그림은 <풀밭 위의 점심식사>란 제목을 가진 피카소의 1960년도

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80세) 작품입니다. 왠지 제목이 낯익지 않은가요? 그림 구도 또한 그

몰입할

수 있도록 하여

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작품은 1863년 발표된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인공지능과 창의

에두아르 마네(Edouard Manet)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란 작품을 피

성에 대한 문제

카소가 재해석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를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준비물 : 작품
설명 PPT

도입

https://t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t1.daumcdn.net/
brunch/service/user/17c8/image/-86T4gRg4H61UKu-FDDJa9A-TPw.jpg
http://cfs6.tistory.com/image/20/tistory/2008/03/17/14/28/47de018bcff43

▣ 교사 활동 : 피카소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는 창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학생들의 답변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정리한다.
- 인간의 창의성이 왜 필요한지, 인공지능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한다.

전개

▣ 교사 활동 : 인공지능(AI)도 우리 뇌와 같이 창의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음 문제에 대해 모둠별로 논의하고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5‘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

NEXT Rembrandt 프로젝트 간단하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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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아래 인물화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8점의 작품
중에서 7개의 작품은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이고 1개의 작품
은 인공지능(AI)이 그린 작품입니다.
옷깃이 있는 검은 의복에 모자를 쓰고 오른쪽을 응시하는 얼굴에
털이 나 있는 30~40세의 코카서스 남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그린 작품은 몇 번 작품일까요? 그렇게 생각한
http://thenextrembrandt.pr.co/130454-the-next-rembrandt
이유를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해 보세요.
- 학생들의 답변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정리.
▣ 교사 활동 : 인공지능(AI)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기본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전 조사해서 모둠별 발표를 지도한다.
◆ Tübingen Starry Night
독일 튀빙겐대 연구팀은 Deep Learning 알고리즘을 이용해 튀빙겐의 풍
경사진을 고흐의 화풍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 그림은 고흐의 유명 작품
인 별이 빛나는 밤이 연상되는 작품입니다.

https://petapixel.com/assets/uploads/2015/08/neuralartwork.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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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

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창의적 설계>

▣ 교사 활동 : 이제 여러분이 인공지능(AI)에 의한 창의적 산출물 제작과정을

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30‘

 준비물 : 캔버
스, 연필, 파레트,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유화물감, 붓, 자

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진을 아래 반 고흐의 화풍처럼 그려 보

신의 사진

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창작품을 모방하여 새로운 창의적 산출
물을 제작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NEXT Rembrandt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창
의적 산출물 제작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우리는 인공지능(AI)이 예술 분야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공부했습니
다. 아래 그림들은 반 고흐가 그린 인물화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지
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진을 아래 사진과 참고 사
항을 바탕으로 반 고흐의 화풍처럼 그려보세요.
< 인물화를 그릴 때의 참고 사항 >
인물화의 구도, 얼굴의 형태, 얼굴 표정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 상태,
눈동자의 모양, 수염의 위치, 붓 터치의 특징, 사용한 색조, 몽타주를
그릴 때 고려해야할 얼굴 윤곽

http://google.com
사전 학습 과제를 통해 반 고흐의 인물을 충분히 보고 올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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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교수·학습 활동

단계
<감성적 체험>

▣ 교사 활동 : 인공지능(AI)은 음악도 창작할 수 있을까요?
Google은 MAGENTA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인
공지능(AI)이 만든 음악을 들어보세요.

정리

https://www.youtube.com/watch?v=lht-emTioLw
-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창작 사례 알아보기를 안내한다.
인공지능(AI)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창의적 산출물에 대해 생각해 보
는 시간을 갖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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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분)

자료 및 유의점

5‘

 준비물 : 인터넷

학생용 활동지

3차시 : 인공지능(AI)과 창의성

이 활동을 하면
¦ 예술 작품에서의 창의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인공지능(AI)을 통한 예술 작품의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 작품 설명 PPT, 학생용 활동지, 캔버스, 연필, 팔레트, 유화물감, 붓, 학생 사진, 인터넷
어떻게 할까
생각 열기
◆ 아래 그림은 <풀밭 위의 점심식사>란 제목을 가진 피카소의 1960년도(80세) 작품입니다.
왠지 제목이 낯익지 않은가요? 그림 구도 또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작품은 1863년
발표된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에두아르 마네(Edouard Manet)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
란 작품을 피카소가 재해석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https://t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t1.daumcdn.net/brunch/service/user/17c8/imag
e/-86T4gRg4H61UKu-FDDJa9A-TPw.jpg
http://cfs6.tistory.com/image/20/tistory/2008/03/17/14/28/47de018bcff43

피카소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는 창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간만이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창의성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펼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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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소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는 엄연한 창작품입니다. 창의성에 대한 생각은 학자마다
다르게 설명될 수 있지만 한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 맥락 하에서 새롭고 동시에 적절한 사고 혹
은 행동을 하게끔 해주는 기본적 인지 처리, 핵심적 분야 지식, 그리고 환경적 개인적, 동기적
요소들의 결집 결과라는 어려운 말로 설명됩니다. 즉,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
입니다. 학생들의 창의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창의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생각 펼치기
◆아래 인물화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8점의 작품 중에서 7개의 작품은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이고 1개의 작품은 인공지능(AI)이 그린 작품입니다.

옷깃이 있는 검은 의복에 모자를 쓰고 오른쪽을 응시하는 얼굴에 털이
나 있는 30~40세의 코카서스 남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http://thenextrembrandt.pr.co/130454-the-next-rembrandt

그렇다면 인공지능(AI)이 그린 작품은 몇 번 작품일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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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그린 The Next Rembrandt 는 ⑥번입니다.
학생들이 ⑥번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렘브란트의 화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생각 키우기
◆ 우리는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창의적인 분야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아래 그림들은 반 고흐가 그린 인물화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
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나 가족의 사진을 아래 사진과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반 고흐의 화풍처럼 그려보세요.
< 인물화를 그릴 때의 참고 사항 >
인물화의 구도, 얼굴의 형태, 얼굴 표정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 상태, 눈동자의 모양, 수염의 위치, 붓
터치의 특징, 사용한 색조, 몽타주를 그릴 때 고려해야할 얼굴 윤곽

http://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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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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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 현대 미술에서는 그림 그리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 미술에서는 물질적인 측면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이런 미술을 개념미술이
라고 합니다. 개념미술에서는 생각이나 관념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작
품을 제작할 때 좋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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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사 용 자 료
■ The Next Rembrandt Project
아래 작품은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의 황금기를 주도했던 대표적 화가 렘브란트(Rembrandt
Van Rijn, 1606~1669)의 ‘2016년’ 최신작입니다. 이 작품은 인공지능이 렘브란트의 화풍, 습관,
기술, 선호도, 기호 등을 거의 완벽하게 습득하며 만들어낸 새로운 창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http://thenextrembrandt.pr.co/130454-the-next-rembrandt

이를 위해 모든 렘브란트의 작품을 3D 스캔 기술로 디지털화하여 컴퓨터에 입력한 후 인공
지능을 통해 분석, 렘브란트 그림의 모든 것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학습시켰다고
합니다. 이 학습을 위해 무려 2년의 기간, 150G 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가 활용되었다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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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네덜란드 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은 2년 전부터 인공지능을 통해 렘브란
트의 그림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넥스트 렘브란트(The Next
Rembrandt)’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프로젝트팀은 인공지능에게 <카라가 있는 검은 의
복에 모자를 쓰고 오른쪽을 응시하는 얼굴에 털이 나 있는 30~40세의 코카서스 남성>이란 조
건에 최종적으로 ‘렘브란트 화풍’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지시를 받은 인
공지능은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세상에 없던 렘브란트의 작품 하나를 더 탄생시킨 것
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최종 완성된 이 그림은 붓 터치는 물론 유화의 질감까지 기존
렘브란트의 작품과 동일하게 재현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은 3D 스캐닝 장비를 이용해 3D
스캐닝을 하는 장면과 3D 스캐닝을 통해 실제 사람을 스캐닝 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The
Next Rembrandt Project에 3D 스캐닝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 Google Books Library : https://images.fastcompany.com/upload/alibrarybig.jpg
기원전 3세기부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세계의 모든 지식을 담는 도서관을 생각했다고 합니
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담아두는 한곳, 꿈
같은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Google에 의해서 진행되
고 있습니다. Google Books Library 프로젝트가 기술
적으로 구현 가능하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Google Books Library는 전 세계 도서관
의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화 된 책들을 전 세계적으로 무료로 공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인공지능
과 연계되면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가 처리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예정
입니다.
■ 인공지능이 쓴 문학 작품 <현인강림(賢人降臨)>
최근 일본에서는 ‘제로(零)’라는 인공지능이 쓴 <현인강림(賢人降臨)>이란 소설이 출간되었습
니다. 앞서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공모전에 출품되어 1차 심사까지 통과한 적은 있었는데, 상
업적인 목적으로 유통시장에 등장한 것은 <현인강림>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로(零)’ 인공지
능은 19세기 중후반 일본의 학자이자 사상가로 활동했었던 ‘후쿠자와 유키치'와 '니토베 이나
조’의 저서와 자료들을 교과서 삼아 Deep Learning으로 학습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젊은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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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통한 입신’, ‘세계를 제패하다’, ‘성공이란’, ‘인간이란
무엇을 말 하는가’라는 다섯 가지 주제로 <현인강림>을
썼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쓴 만큼 내용상 아직 완벽하
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출판사에서는 이를 교정 없이 출
간함으로써 현재 인공지능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
지 독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http://thumbnail.egloos.net/700x0/http://pds26.egloos.com/pds/201608
/25/49/b0012149_57be4e63d626c.jpg

■ 현대 미술가의 인물화
1. 렘브란트 : http://google.com
(1606년 7월 15일~1669년 10월 4일, 네덜란드)
렘브란트는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유럽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
가이자 판화가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며 네덜란드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이기
도 합니다. 예술 분야에서 그의 기여를 통해 네덜란드 황금시대라고 부르는 시대를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2. 마네 : http://google.com
(1832년 1월 23일~1883년 4월 30일, 프랑스)
마네는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입니다. 19세기 현대적인 삶의 모습에 접근하려 했던
화가들 중의 하나로 시대적 화풍이 사실주의에서 인상파로 전환되는 데 중추적 역할
을 하였습니다. 그의 초기작인 <풀밭위의 점심식사>와 <올랭피아>는 엄청난 비난을
불러 일으켰으나 반면에 수많은 젊은 화가들을 주변에 불러 모으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인상주의를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이 그림들은 오늘날 현대미술을 창시
한 분수령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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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르느와르 : http://google.com
(1841년 2월 25일~1919년 12월 3일, 프랑스)
르누아르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로써, 여성의 육체를 묘사하는 데 특수
한 표현을 보였으며 풍경화에도 뛰어s나 재능을 보였습니다. 인상파 중에서 세잔의 엄
격에 대하여, 가장 아름답고 뛰어나게 화려한 멋을 보인 것은 르누아르입니다. 세잔이
풍경 속에 자연의 정신을 품듯이 르누아르는 여인을 그려서 미의 도취를 자아내는 그
림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4. 베르메르 :http://google.com
(1632년 10월 31일~1675년 12월 15일, 네덜란드)
베르메르의 전체 작품 편수는 아주 적은 편입니다. 베르메르의 첫 번째 작품들은 역사화였습
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장르화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
진 작품은 〈델프트 시의 전경〉과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입니다. 알려진 그림의 숫자가 적었
던 관계로 19세기에 다른 미술가의 작품을 잘못해서 그의 작품이라고 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
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는 화가로서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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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http://www.thepipetteer.com/intelligent-robots-participate-in-the-worlds-first-robot-art-competition/

RobotArt
인공지능의 시대가 올지라도 화가들은 여전히 예
술가로서의 자리를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위의 그림은 RobotArt.org란 곳에서 10만 달러
의 상금을 걸고 진행한 제1회 세계 로봇 아트 대
회에서 1등을 차지한 작품으로, 대만 국립 대학교
로봇 연구팀 타이다(Taida)가 만든 것입니다. 이
대회에는 총 7개국 15개 팀이 참여하였는데, 로
봇이 그린 작품을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로 로봇이 참여하여 대회장에서 직접 그림을 그
려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프린트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붓 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로봇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
습니다.

1등의 영예와 함께 3만 달러의 상금까지 수상
한 대만 국립 대학교 타이다 팀의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캔버스에 붓을 이용하여 다양한 톤
의 색상을 혼합하며 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에서 끝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구글
에서도 인공지능을 통해 빈센트 반 고흐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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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화가의 작품을 따라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들
을 가지고 전시회가 열리는 것은 물론, 돈까지 받
고 팔린다고 합니다. 지난 2월 구글과 공동으로
비영리재단인

그레이에리어

파운데이션(Grey

Area Foundation)은 인공지능 미술작품 전시회,
Deep Dream : The Art of neutral networks에서
무려 10만 달러에 달하는 판매수익을 올렸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은 8,000달러였
다고 합니다. 전시회 제목으로 쓰인 Deep Dream
의 의미는 딥 러닝을 활용하는 인공지능의 이름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개된 작품들은 상당히
환상적, 몽환적 느낌을 풍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이미 미술계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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