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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라지는
동물 친구를 지켜줘!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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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차시. 지구촌 동물 친구들이 사라져요
학생활동지
이 활동을 하면

1) 멸종위기 동물의 사례와 동물들이 사라져가는 원인을 알아보고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2)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과 생활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예를 알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스마트폰 or 태블릿PC

어떻게 할까
<전체 프로젝트 안내>

프롤로그 |

AI, 사라지는 동물친구를 지켜줘!

코로나 팬데믹이 인간의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포획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기사와 5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지구의 척추동물 개체수가 70% 가까이 급감했다는 ‘지구생명보고서’는 발표는 충격적입니다. 인간의 삶을 위해 다른
생물을 멸종시킨다면 결국 인류에게도 재앙으로 되돌아 오지 않을까요? 동물이 사라지는 원인을 알아보고 생명과
환경보호의 소중함을 깨달아 멸종동물 보호를 알리는 실천을 한다면 지구촌 생태계를 지키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AI(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높은 작품으로 재창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위한
환경문제를 알리는 달력을 AI(인공지능)와 콜라보하여 만들어 볼까요?

출처: https://deepdreamgenerator.com/

출처: 연합뉴스

▶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멸종위기 동물의 사례와 원인을 알아보고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다.
· 생태계의 평형과 중요성을 알고, 멸종위기 동물 보호 스토리 보드 작성하여 역할극을 할 수 있다.
·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토론하고,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알리는 방법을 탐색할 수 있다.
·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관련 분야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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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차시. AI, 사라지는 동물 친구를 지켜줘!

학생활동지
상황제시

1 지구촌 동물 친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문제상황_ 지구촌

동물 친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수족관에 갇혀 살던 벨루가가 수족관에 머리를 박는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결국 폐사했다는 뉴스를 들었다.
바다 속 700m까지 잠수를 하며 자유롭게 물속을 누비는 벨루가에게 7m의 좁은 수족관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쿠아리움에서 재롱을 피우며 인기있던 벨루가가 죽어서야 자유를 얻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세계자연기금(WWF)이 발표한 '지구 생명 보고서 2020'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6년 사이 4392종 이상의
포유류와 새, 어류, 파충류 개체 수를 추적한 결과, 개체수가 68% 감소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지구촌
동물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될까?
멸종위기의 생물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구 환경을 가꾸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실천해 봅시다.

출처: 칸 국제광고제 한국 공식 사이트

출처: YouTube 크랩 KLAB

다음 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무엇을 나타내는 공익광고인가요?

② 벨루가 폐사 기사를 보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③ 멸종위기로 사라져가는 동물에 대해 듣거나 아는 것이 있으면 발표해 봅시다.?

AI, 사라지는 동물 친구를 지켜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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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지구에서 사라져가는 멸종위기 동물들을 분류하여 조사해 보자.

출처: YouTube 스튜디오 허프 STUDIO HUFF

출처: YouTube 나다움교육

 영상과 조사 자료를 보고 멸종위기 동물 이름을 표에 정리하고 같은 종류끼리 색칠하기.

국립 공원 생태 이야기를 보고 먹이피라미드를 만들어 보자.

출처: YouTube 포크포크

■ 국립 공원 생태 이야기를 보고 먹이 연쇄를 찾아 먹이피라미드를 완성해 보자

■ 늑대 14마리가 준 기적의 변화는 무엇인지 쓰고, 느낀점을 말해보자

6 | 2020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 학생용

❶ 차시. AI, 사라지는 동물 친구를 지켜줘!

학생활동지
멸종 위기 동물의 입장이 되어 인터뷰를 하고 동물이 사라지는 원인 알아보기

출처: forbear.tistory.com

출처: 동아일보

기자의 입장에서 질문

출처: 한겨레 애니멀 피플

동물의 입장에서 대답

멸종 위기 동물이 보내는 SOS 신호 탐색하기
동물이 사라지는 원인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대책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활용되는 인공지능 사례 조사하고 실천 방법 토의하기
인공지능(AI)

활용 및 역할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

AI, 사라지는 동물 친구를 지켜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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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인공지능
●●● 1. 생태계 보전도 스마트하게~국립공원에도 인공지능 기술 도입
국립공원에서도 기후변화로 고사한 아고산생태계의 구상나무를 찾아내는 등 국립공원 생태계 조사·연구에도 인공지능(딥러닝)
기술을 활용함.

※ 딥러닝 머신러닝의 일종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고도의 연산기술

■ 인공지능 기술 활용으로 얻는 장점 및 효과
- 딥러닝 기술 활용할 경우 육안판독에 소요되는 시간, 노동력
절감 뿐만 아니라 대규모 면적에 단시간 적용이 가능함
- 입체영상을 직접 판독하면 3개월인데 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수 초안에 검출이 가능하며 인공지능 학습시간을
감안해도 1개월로 감소됨
* 입체영상판독: 입체항공영상판독시스템을 이용하여 10cm급
항공영상에서 조사자가 육안으로 구상나무 등 고사목을 추출

- 국립공원공단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후변화 연구, 생태자원 조사, 보전·
관리정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출처 https://blog.naver.com/iloveknp/22185005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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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차시. AI, 사라지는 동물 친구를 지켜줘!

참고자료
●●● 2. 산호초 생태계, 인공지능(AI) 기술로 지킨다.
인텔, 액센츄어 및 술루바이 환경재단(Sulubaa
Environmental Foundation)은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산호초 복원력을 관찰·식별·분석하는
인공지능(AI) 솔루션 '코레일 프로젝트(Project:
CORaiL)'의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코레일 프로젝트는 지난해 5월 필리핀 판가탈란 섬을
둘러싼 산호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약
4만 장의 사진 자료를 수집해 연구진이 실시간으로
산호초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 산호초 생태계의 이로움 및 멸종위기
지구 해양 생물에 서식지와 은신처를 제공한다. 산호초는 인간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산호초는 열대 폭풍으로부터 해안선을
보호하고, 10억명 인구에 식량은 물론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관광 및 휴양업계는 산호초를 통해 매년 96억 달러(11조8368
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환경 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 따르면, 남획, 저인망
어업, 수온 상승, 지속 불가능한 해안 개발 등으로 인해 산호초 생태계가 악화되고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

■ 기존의 산호초 관찰 작업
수중 물고기 개체수 및 종류는 산호초의 건강의 척도다. 기존의 산호초 관찰 작업은 수중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추후 분석할
산호초의 영상과 사진을 수동으로 확보하는 것에 의존했다. 이러한 방법은 널리 사용되고 신뢰성이 높지만 다이버들이 해양 생물의
행동을 방해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사진 및 비디오 수중 촬영이 약 30분으로 제한된다.

■ 코레일 프로젝트
인텔, 액센츄어 및 술루바이 환경재단의 엔지니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코레일 프로젝트에 융합해 필리핀의 퇴화된 산호초를
복원하고 보완한다. 먼저 이들은 불안정한 산호 조각을 단단하게 지지하기 위해 술루바이가 설계한 콘크리트 수중 플랫폼인 술루리프(Sulu-Reef) 보형물을 만들었다. 술루-리프 보형물은 그 안에서 서식할 산호 조각들과 결합해 물고기와 해양생물을 위한 혼합
서식지를 제공한다. 그 후 엔지니어들은 액센츄어 응용 지능형 비디오 분석 서비스 플랫폼(VASP)을 탑재한 지능형 수중 비디오
카메라를 배치해 물고기가 지나가는 모습을 탐지하고 촬영했다. VASP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해양 생물의 수를 계산하고 분류한다.
연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분석과 추이를 제공하는 지표면 대시보드로 전송된 데이터로 연구자들은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로즈 스쿨러(Rose Schooler) 인텔 세일즈 및 마케팅 그룹 부사장(CVP)은 “코레일 프로젝트는 인공지능과 엣지 기술이 산호초를
관찰하고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진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액센츄어와 술루바이 환경 재단과 협력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kipost.net/news/articleView.html?idxno=203807

AI, 사라지는 동물 친구를 지켜줘! |

9

❷-❸ 차시. AI로 멸종위기 동물을 그려요
학생활동지
이 활동을 하면	인공지능 화가(딥드림, 고갱)의 기능과 사용 밥법을 알고, 자신의 의도가 드러나도록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인공지능 화가 플랫폼(딥드림, 고갱)

어떻게 할까

상황제시

1 진짜 화가가 그린 그림을 찾아라!

<문제상황> 진짜 화가가 그린 그림을 찾아라!
미술관에서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음날 그림을 훔쳐간 일당이 잡혔지만 비슷한 그림이 너무
많아 어떤 그림이 진품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었다. 어떻게 하루만에 진품과 비슷한 그림이 이토록 많이 만들 수 있었을까?
오랜 시간이 걸려 완성되는 미술작품이 짧은 시간동안 조금씩 이미지를 변형하여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고민
끝에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우리 생활 주변에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 화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만든 작품과 사람이 그린
그림을 찾아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출처: https://deepdreamgenerator.com

출처: https://alliesband.tistory.com/137

■ 원본과 인공지능(AI)이 만든 작품을 비교하고 차이점을 찾아 느낀점을 발표해 봅시다.

■ 우리 생활주변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 화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정리해 봅시다.

10 | 2020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 학생용

❷-❸ 차시. AI로 멸종위기 동물을 그려요

학생활동지
바다 속 쓰레기 분류 작업 게임으로 인공지능 이해하기

1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OeU5m6vRyCk

인공지능(AI)이란?

‘바다 속 쓰레기 청소하는 로봇’ 게임 안내

1) 상단의 URL주소를 클릭합니다.
출처: https://studio.code.org/s/oceans/stage/1/puzzle/2

2) 상단의 2번째 동그라미를 눌러 AI가 물고기와
쓰레기를 구별하도록 학습시킨후 3번째 동그라미
클릭후 학습 결과를 학인합니다.

2

3) 상단 4번째 동그라미 눌러 바닷속에 있는게 맞는지
학습시키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4) 상단 6,8번째 동그라미는 AI에게 새로운 패턴과 단어를
학습시키는 활동입니다.
출처: https://studio.code.org/s/oceans/stage/1/puzzle/2

3

이 게임에서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I, 사라지는 동물 친구를 지켜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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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구글 인공지능 화가 딥드림 제너레이터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출처: https://deepdreamgenerator.com/

딥드림의 기능은?

딥드림의 사용방법 안내

1) 상단의 ‘LOG IN’ 버튼을 눌러 로그인 해줍니다.

3) ‘Upload Image’ 버튼을 눌러 기본이 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2

4) 여러 질감이 적용된 기존의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원하는
질감의 이미지를 업로드 합니다.
5) ‘Generate’ 버튼을 눌러줍니다.
2) 상단의 ‘Generate’ 버튼을 눌러줍니다.

출처: https://araarajo.tistory.com/3

6)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동안 잠시 기다려 줍니다.

3

7) 완성!

인공지능 딥드림을 활용하여 멸종위기 동물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드는 연습을 해 봅시다. 만든 이미지는 e학습터
과제게시판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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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❸ 차시. AI로 멸종위기 동물을 그려요

학생활동지
NDIVIA 인공지능 화가 고갱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출처: http://nvidia-research-mingyuliu.com/gaugan

고갱의 기능은?

고갱의 사용방법 알기

1) 하단의 체크박스에 체크하기

2) 원하는 재질을 클릭하고 왼쪽 사각형에 원하는 풍경
그리고 원하는 필터를 선택하여 전환하기

3) 원하는 재질을 추가하여 그리고 필터를 바꿔가며
풍경이미지 만들기

4) 인공지능(고갱)의 작품과 필터 비교하기

2

3

출처 : blog.naver.com/time_2019

인공지능 고갱을 활용하여 멸종위기 동물이 살기좋은 환경의 이미지를 만드는 실습을 해 봅시다.
만든 이미지는 e학습터 과제게시판에 올립니다.

AI, 사라지는 동물 친구를 지켜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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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인공지능 화가
●●● 1. ‘고흐가 그린 광화문?’ 인공지능의 그림(구글 딥드림)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딥드림(Deepdream)은 일상의 사진을 고흐, 뭉크, 피카소, 칸딘스키의 그림처럼 그려낸다. 딥드림은
화가의 스타일 즉, 붓자국이 만들어낸 질감을 Neural network 알고리즘이라는 딥러닝을 통해 학습해 일상사진의 형상을 그대로
살리면서 새로운 스타일로 만들어낸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과 광화문풍격을 찍은 사진을 딥드림이 인공지능으로 재창조함
[출처] [Design] 고흐가 그린 광화문?!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작성자 0199 캠퍼스

●●● 2. 가짜를 진짜같이 창조하는 AI 아티스트 고갱(GauGAN)
후기 인상주의 화가 폴 고갱의 이름을 딴 고갱은 장면의 레이아웃을 묘사하는 레이블이 지정된 스케치인 분할 지도(segmentation
map)로부터 포토리얼리스틱 이미지를 제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사람들은 페인트브러쉬와 페인트 버킷 툴을 통해 강, 풀, 바위,
구름을 포함한 라벨로 자신만의 풍경을 디자인할 수 있다. 스타일 트렌스퍼(style transfer) 알고리즘은 크리에이터들이 필터를
적용하거나 생성된 이미지의 색상 구성을 수정하거나 포토리얼리스틱 장면을 그림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출처] https://blogs.nvidia.co.kr/2019/08/02/gaugan-siggraph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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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차시. AI로 달력을 만들어요

❶ 차시. AI, 사라지는 동물 친구를 지켜줘!

학생활동지
이 활동을 하면

멸종위기 동물에 관한 달력 영상을 협력하여 만들고,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할까

멸종위기 동물과 환경 이미지, 인공지능(딥드림, 고갱), 컴퓨터 등

어떻게 할까

상황제시

1 멸종위기 동물을 알리는 광고 및 생활소품

<문제상황> 제품과 광고에 담긴 아이디어를 찾아라!
평소 즐겨 먹는 참치가 엄청난 포획량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는 기사를 보고 참치통조림 먹는 횟수를 조금 줄여야 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처음에 애니메이션 광고인 줄만 알고 봤던 포스터에 귀여운 판다가 참치들과 헤엄치는 모습은
충격적으로 느껴지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우리 생활 주변에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알리는 광고와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내가 멸종위기 동물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합시다.

출처: sshwarang.net

출처: http://www.bbc.co.uk/wild/>

출처: http://cargocollective.com

출처: https://blog.naver.com/squirrel_5/100195549461

■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알리는 광고를 보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메시지를 찾아 발표해보자.

■멸
 종위기 동물 보호 캠페인을 위해 제작한 다양한 제품 사례를 찾아 보고, 우리가 실천 할 수 있는 캠페인 방법을 모둠별로
협의하여 정리해보자.

AI, 사라지는 동물 친구를 지켜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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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창의적 설계

1 <사라지는 동물 친구 보호> 홍보 달력 만들기

 친구들과 협력하여 멸종위기 동물과 관련된 이미지를 수집하고 AI로 새로운 이미지를 제작하여 아이디어 보드를
작성해보자.
표현하고 싶은 내용

이미지

설명

달력의 계절별 색깔을 조사하고 계절별로 어울리는 색과 느낌을 적어보자.
계절

봄

그림
자료

쓰이는
색깔
느낌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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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❹차시. AI로 달력을 만들어요

학생활동지
멸종동물 이미지와 AI로 만든 이미지를 편집하여 윈도우무비메이커로 달력 영상을 만들어 보자.

■ 링크된 동영상을 보고 윈도우 무비메이커를 활용하여 동영상 편집을 실습해 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I8AimT_0fwQ.

인공 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고, 내가 관심있는 직업을 자세히 소개하기
1.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신문기사 스크랩하기
기사내용 요약하기

2. 인공지능과 관련해 사라질 직업과 새롭게 생길 직업 조사하기
사라질 직업

새롭게 생겨날 직업

3. 내가 관심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AI, 사라지는 동물 친구를 지켜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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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차시. AI로 달력을 만들어요

참고자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과 직업
●●● 1.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
1~3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가 증기기관, 전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이라고 볼 수 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정보가 상호 소통 가능한 서비스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방대한 정보

기계 스스로 생각, 추론,
이해가 가능한 정보기술

●●● 2. 인공지능 전문가의 일과 활동분야가 하는 일
인공지능 전문가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와 로봇 등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는 로봇 설계뿐 아니라 게임, 재생에너지, 검색엔진, 빅데이터, 영상 및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한데요. 컴퓨터공학, 정보공학, 정보시스템,
데이터프로그래밍이나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최소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의 연구소나 기업체의 인공지능 개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 3. 인공지능과 관련된 직업

[출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과 직업|작성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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