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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16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최고 수준의 딥러닝 인공신경망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알파고와 인간지능의 대표로 상징되는 바둑 최고수의 대국 분석 및 문헌 연구로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학습자의
역량 교육에 대해 논의했다. 알파고는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바둑의 정석과상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바둑의 패러다
임을보여주는기발한수를두었고, 이세돌은알파고도생각하지못한 ‘신의 한수' 로 인공지능수퍼컴퓨터를이길
수 있었다. 이는 인간의 집념과 도전, 인간 본성의 통찰과 직관의승리였다. 인공지능 시대에 기계를 조정하고 통제
할 수 있는 학습자 역량을 기르기 위한 융합과학 교육은 자연으로부터의 감성적 체험과 토포필리아 교육으로 인공
지능이 갖지 못한 인간 본성의 다채로운 감성과 통찰, 긍정적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 주제어 : 알파고, 이세돌, 인공지능, 학습자 역량, 토포필리아

Abstract In this paper, we discussed learner's capability enhancement education suitable for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using game analysis and archival research based on the 2016 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 between AI that possessed the finest deep neural networks and the master Baduk player
that represented the best of the human minds. AlphaGo was a brilliant move that transcended the
conventional wisdom of Baduk and introduced a new paradigm of Baduk. Lee Sedol defeated AlphaGo via
the 'divine move and Great idea' that even AlphaGo could not have calculated. This was the triumph of
human intuition and insights, which are deeply embedded in human nature as well as human courage and
strength. Convergence science education that cultivates student abilities that can help them control
machines in the age of AI must be in the direction of developing diverse human insights and positive spirits
embedded in human nature not possessed by AI via implementing hearts-on experience and topophilia
education obtained from the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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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가오는미래사회는 24시간실시간으로인터넷에연

결되는 사이버 나우의 인공지능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

된다[1].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계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능가하게 되어 지적인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시대로서

인류 문명사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때에는 사

이버 공간에서 일과 공부, 레저의 구분이 없어지고 인공

지능과 함께 학습이 게임처럼 이루어진다. 인공지능 게

임 교육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일이자 생활이며 동시

에학습이되어적성과취미, 학습자수준에맞는교육을

원하기만하면언제든지받을수있게된다. 사이버공간

에서 개개인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내는집단지성이이루어지고, 이러한집단지성의

작동 방향에 따라 교육의 질, 더 나아가 국가의 질이 결

정될 것으로 예측된다[1].

올림픽이 인간의 신체 능력에 대한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면 바둑은 인간의 지적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바둑은 4,500년 전중국의 ‘요’ 임금과 ‘순’ 임금

이아들을교육하고어리석음을깨우치기위해만들었다

고 전한다. 한자로는 ‘圍棋: Weiqi’, 일본어로는 ‘碁: Go'

라고 하며 영어로는 바둑의 일본어 표현인 'Go'라고 부

른다[2]. 바둑은 두 사람이 흑과 백 돌을 바둑판 위에 번

갈아두면서더많은집을짓는사람이이기는단순한게

임이다. 그렇지만바둑은인간이만든게임중가장복잡

한경우의수를갖고있으며직관과통찰이요구되는매

우고지능적인게임이다[3]. 바둑은고전게임중탐색범

위가 가장 넓고 바둑판의 형세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워

서인공지능의가장큰숙제중하나이다[4]. 인공지능으

로바둑게임을구현하려면경기상황에서다음에둘수

에대한선택확률과바둑의수읽기와같이여러수가진

행되었을때형세가어떻게될것인지를예상할수있는

지능적 게임 시뮬레이션 기능이 필요하다. 알파고는 최

첨단 트리 탐색과 두 개의 딥러닝 인공신경망을 결합해

사람과비슷한방식으로바둑경기를할수있는인공지

능 알고리즘이다[3].

알파고와이세돌 9단의구글딥마인드챌린지매치가

2016년 3월 9-15일 서울에서열렸다. 이번대국이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인간의 가장 고지능적인 바둑 게임

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넘어 섰다는데 있다. 이제

우리는 지적인 전문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인공지능과경쟁하며살아가야한다. 인공지능을조정하

고통제할수있는역량을갖추지못하면인류의생존까

지 위협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오늘날의 청소

년들은인류역사상처음으로인공지능기계와경쟁하며

직업을얻어야하고살아가야하는세대가되었다[4]. 그

런데 현재의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인지교육으로는

기계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도구와 역량을 배우는데

한계가 있어서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청소년들은 '

잃어버린 세대' 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에 적합한 융합과학교육은 어떤 방향이고, 인공지능 기

계를 잘 다룰 수 있는 미래 사회의 학습자 역량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연구는챌린지매치바둑분석과문헌연구를통해

인공지능알파고가보여준교육적의미와미래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학습자 역량을 위한 융합과학 교육에 대

한논의를다루고자한다. 본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바둑 알고리즘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에서 시사

하는인공지능시대의학습자역량을분석한다. 둘째, 인

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융합과

학 교육 방향을 제안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알파고의 게임 탐색 알고리즘과 딥러닝
바둑판은 19줄×19줄로구성되어있어서바둑돌을착

수할수있는지점은 361개이고, 각지점마다 3가지상태

(검은 돌, 흰 돌, 빈 칸)가 있으므로 바둑판의 착수 가능

지점은 3361≈10170 가지이다. 바둑 경기를 진행하는 바둑

판에서의 경로는 10170 가지의 상태가 수순에 따라 중복

될수있으므로, 수순을고려한경로는약 10360 가지가존

재한다. 즉빈바둑판에첫수를둘수있는경우의수는

361개, 두 번째 수는 360개로 마지막 수까지 총 361!

(10360)의 경우의 대국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은 우주에

존재하는모든원자의수보다도더많은경우의수이다

[6]. 그래서바둑은인간의고전적게임에서가장고차원

적인 지능과 직관이 요구되는 게임이다. 바둑은 상대방

돌을 많이 포위할수록 승리한다는 간단한 규칙 때문에

자유도가매우높지만, 4,500년 이상의바둑역사에서상

대에게승리할수있는많은방법이축적되어 ‘정석’이존

재한다. 바둑 기사들은 “수 읽기와 직관적인 형세 판단”

을 통해 게임의 진행이 유리하도록 착수를 결정하는데

알파고는 이 과정을 트리 탐색 분석과 빅데이터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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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Selection Step 2: Expansion Step 3: Evaluation Step 4: Backup

[Fig. 1] The process of AlphaGo's Monte Calro tree search(MCTS) [8]

최적의 수를 예측하도록 했다. 알파고의 트리 탐색 알고

리즘은바둑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몬테카를로트리

탐색(Monte Calro tree search, MCTS) 방식을사용한다

[7]. MCTS는모든경로를탐색하는것이불가능할때효

율적으로사용하는것으로무한대에가까운탐색의폭과

깊이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탐색 범위를 제한

하는 역할을 한다. 알파고는 MCTS와 스스로 대국하는

딥러닝을통해성능을지속적으로향상시켜서기력을프

로기사수준까지끌어올렸다[8]. 알파고의MCTS 알고

리즘에서 최선의 착수 지점을 결정하는 과정은 Fig. 1과

같이 4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Step 1 선택 : 현재 바둑판(t)에서 특정 시점(L)까지

착수를 선택하는 과정으로서 현재 바둑판 상태에서

 값이최대가되는지점을선택한다. 여기서 

값은 MCTS 분석으로 정해진 것으로 값이 높을수록

승리할확률이높다.  값은바둑판상태탐색의폭을

넓히기위해서고안된변수(노드 방문횟수에반비례)

이다.

•Step 2 확장 : 탐색 경로의 마지막 노드(L)를 확장시

켜서 새로운 노드(L+1)를 생성한다.

•Step 3 평가 : 마지막노드(child node, L+1)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바둑판 상태가 아닌 3×3의

국소적인 영역에서 다음 수를 예측해 나가는 페스트

롤아웃을 수행한다.

•Step 4 갱신 : 시작 지점(t)에서 마지막 노드(L or

L+1)까지의 경로에있는노드의  값을갱신하여가

장 많이 방문한 노드를 결정하여 최선의 착수점을 찾

는다.

2.2 알파고의 딥러닝과 이세돌 9단
딥러닝은사물이나데이터를분류하거나군집하는데

사용하는 인공신경망 기술을 말한다. 사람의 두뇌와 비

슷한방식으로정보를처리하는알고리즘으로사물의면

이나형상등여러요소의데이터를합치고구분하는과

정을반복해정보를학습하고사물을분류하도록훈련시

키는 기법이다[9]. 즉 인간의 사고방식을 컴퓨터에게 가

르치는 기계학습의 한 방법으로서 빅데이터, 얼굴 인식,

이미지분류등신산업의곳곳에서응용되고있다[7]. 딥

러닝의핵심은인간처럼학습하는것으로빅데이터를이

용하여 프로 기사들의 착수 전략을 학습하는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 방식과 스스로 경기하여 형세 파

악 등 학습된 전략을 보강하는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방식을적용하고있다[8]. 알파고는지도학습으

로실제대국기보로부터 3,000만 가지바둑판상태를추

출하여 이 중 약 2,900만 개를 학습에 이용하고, 나머지

100만 가지바둑판상태를시험에적용하여정확도 57%

를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알파고는 프로기사들이 다음

수를두는경향과패턴을모델링할수있었다[8]. 강화학

습의 핵심은 정책망 간에 경기를 자체 진행하고, 이로부

터도출된경기 결과(승패)를 바탕으로이기는방향으로

가도록네트워크의가중치를개선하는것이다. 강화학습

후에 알파고는 기존 바둑 프로그램인 패치와 대결하여

85%의 승률을 이루었다[8].

이세돌 9단은 파격적인전술로상대방을공략하는것

을 좋아하는 바둑 천재다. 그는 12세의 나이에 입단하여

2000년에 32연승을기록하고, 국제기전에서 12회 우승한

세계최고수준의프로바둑기사이다[2]. 이번챌린지매

치에서 이세돌과 알파고는 우리에게 당혹감과 안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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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AlphaGo's black No. 13 of the second game from the match between AlphaGo(black) and Lee 
Sedol(white)

예기치 못한 반전들을 만들어 냈다. 알파고는 예상치 못

한 기묘한 수들을 두면서 바둑 전문가들을 의아하게 만

들더니,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하며 승리를 이끌어 내었

다. 이세돌은좋은수들을놓았지만, 알파고는최선의수

를 두었다.

바둑을 두는 동안 전문가들은 “이건 명백히 알파고의

실수다”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실수가 아

니라 의미 있는 기발한 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알파고는인간이두었던수많은기보를통해학습했지만,

그것을뛰어넘는새로운바둑의패러다임을만들어내면

서 승리할 수 있었다.

2.3 토포필리아 사이언스 교육
장소는 기억을 구성하는 가장 광범위하고 본질적인

요인이다[10]. 장소는그자체만으로도기억의주된초점

이 될 수 있지만, 기억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인 인물이나

사건 등의 배경적 토대와 함께 추억으로 존재한다. 과거

에경험했던어떤장소가기억속에주된초점으로떠오

르고 긍정적 정서로 남을 수 있는 것은 그 장소가 강한

애착과 그리움을 갖추고 있을 때이다. 이것을 토포필리

아라고한다[11]. 토포필리아는자연에대한어린시절의

좋은 경험이 기억과 학습, 의미부여 등을 통하여 형성된

하나의경관이미지, 즉장소애를의미한다. 일상에서반

복되는 행동 패턴인 리추얼은 과거에 경험한 구체물에

대한 기억들이 일정한 정서적 반응과 의미부여 과정이

동반되어성인이되어서도긍정적인정서로의식되는것

이다[12].

우리 고장의 장소와 구체물들을 교수-학습의 장으로

끌어들여서의미와가치를찾고스토리를만들면서오랫

동안 기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감각의체험활동의기회와교육이토포필리아사이언

스 교육이다[12]. 토포필리아 사이언스 교육은 학생들이

살고 있는 터전으로서의 장소에 대한 소속감과 애향심,

자부심을갖게하고과학학습을통해우리것에대한가

치를재인식하면서학습자의새로운내적동기역할을갖

게 한다.

3. 연구 결과 및 논의
3.1 알파고 바둑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세돌의 

창의성
이번 대국에서 인공지능 알파고는 새로운 바둑의 세

계를 열었다. 챌린지 매치 제 2국의 시작은 알파고가 흑

으로 선수를 두었다. 12번까지 진행되자 알파고는 상변

의흑 13에착수를했다(Fig 2a). 백 12를 두었을때흑은

(b)의 1 또는 그 부근에 두는 수가 인간이 4,500년 동안

바둑을두면서발전시켜왔던정석에서가르치는수이다.

그 이유는 (c)에서 백 1이 오는 순간, 우하귀 쪽에 있는

흑 세 점의 운신이 무척 곤란해지며, 동시에 백 집은 좌

하귀부터 하변까지 세력권이 크게 형성된다. 흑과 백 중

누가 (b)와 (c)의 1 자리를먼저차지하느냐에따라하변

의 집을 갖게 되고, 돌들의 생사가 달려 있는 중요한 자

리이다. 그러므로알파고의 (a) 13 자리는지금까지인간

이 발전시켜 온 정합적인 바둑의 상식을 크게 벗어나는

수이다. 그러나결과적으로 (a) 13은좋은수였다[13].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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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AlphaGo's black No. 37 of the second game from the match between AlphaGo(black) and Lee 
Sedol(white)

의 13자리는 프로 기사들이 시도하기 힘든 창의적인 수

로서고정관념을벗어나새로운바둑의패러다임을제안

하고있는것이다[13]. 이세돌의스승권갑용 8단은알파

고의 바둑 스타일에 대해 ‘불가사의’라며 알파고로부터

바둑의 새로운 수를 배워야 한다고 했다[14].

프로 기사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수를 두는

알파고가판후이유럽챔피언을이겼던 1년 전의실력은

프로 2단 정도였다[8]. 그런데불과 1년 만에프로 9단을

능가하는 실력으로 향상 되었다. 알파고는 구조화된 규

칙을통해 ‘지능’을만들어내는것을넘어딥러닝을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계 스스로가 학습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 빠른 속도이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될 무

렵에는 그들의 가장 큰 경쟁자는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인간 수준의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 시대에는 현재 존재

하는직업의 47%가사라질수있다고한다[1]. 학생들에

게미래의기계와경쟁에서이길수있는역량을키울수

있는 교육을 준비시켜야 한다. 통찰과 직관, 내적동기와

같은인간본성의능력을키울수있는교육으로인공지

능을 통제-조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직업까지도 만들어

낼 수 있는 학습자 역량이 필요하다.

알파고가두었던 [Fig. 3(a)]의흑 37은바둑전문가들

이 매우 의심스러워하고 당황했던 수이다. 흑 37을 두는

순간 (b)에서백 1로 받으면우변의커다란백집을형성

하도록 흑을 돕는 악수 중의 악수이다. 만약 흑 37의 자

리에 (c)의 흑1과 같이 두었다면 우변의 백 집을 없애는

것은물론우상변의백에대해은근한압박을가할수도

있어서 정석으로 알려져 있다[13]. 알파고가 두었던 흑

37은 프로 기사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수, 전통적으로 두

어서는 안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기는

수였다. 알파고가 13, 37과 같은 수들을 두고 이겼다면,

해당수들이결국 ‘잘두어진’ 수들이고, 우리가상식으로

알고 정석으로 사용했던 방법 이상으로 더 새로운 바둑

의 수였던 것이다.

이세돌은제 4국에서수퍼컴으로구성된인공지능알

파고를 상대로 드라마 같은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 냈다.

3연패의 충격으로 이세돌 9단은 회피하거나 무기력해질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는 연패의 스트레스를 알파고

에 대한 도전의 열정으로 삼아서 호기심과 집념, 내적동

기로승화했다. 그결과알파고는 180수 만에 '알파고불

계패(AlphaGo Resign)'라는 팝업창을 띄우며패배를인

정했다. 알파고는 'I Resign'이 아니라 'AlphaGo Resign'

으로 아직자아의식이없는알파고가패배를인정한것

이다(Fig. 4a). 결정적인신의한수였던 (b)의백 78에대

해서이세돌은 ‘그장면에서는다른수가없었다. 어쩔수

없는한수로번뜩떠올랐다’고말했다[14]. 백 78은정상

적으로수가나올수없는상황에서프로기사들도생각

할수없는수였다. 바둑해설을맞았던이다해 4단도 ‘이

세돌이 극적으로 신의 한 수를 찾아냈다. 기존의 데이터

에 없는 창의적이고 기발한 수이기 때문에 알파고가 대

응수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다[15].

3.2 인공지능 시대의 토포필리아 융합과학 교육
섬 마을의 바닷가와 자연에서 뛰놀던 이세돌의 어린

시절추억과고향에서의행복했던기억들이긍정적인정

서로서리추얼로작용하여토포필리아로형성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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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AlphaGo Resigns. The result 'W+Resign' was added to the game information(a). In the fourth match, 
Lee Sedol defeated AlphaGo via the 'divine move and Great idea, No. 78(white stone)' that even 
AlphaGo could not have imagined. Picture source: Baduk TV.

어린 시절에 자연에서 경험하는 감성적 체험과 행복한

긍정적정서의토포필리아는인생전체에걸쳐지속적인

내재적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16].

이세돌은 한국 바둑의 이단아였다. 한국 기원의 운영

체계를거부해한국리그를떠나기도했었다. ‘수가보이

는데 어쩌란 말이예요’ ‘대충 두었는데 이겼네요’라고 말

하는자유분방함이있었다[17]. 이세돌의바둑은기존질

서에순응하지않고자유롭고창의적이어서항상격렬했

다. 이세돌의 이러한 바둑 스타일은 어린 시절에 바닷가

에서 뛰놀며 얻은 리추얼과 자연에서 얻은 긍정적 정서

의 토포필리아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세돌은 남해

안의작은섬비금도에서막내로태어나해변과바다, 들

판에서뛰놀며자연과함께하는어린시절을보냈다[17].

어린 아동들은 정신과 마음이 열려 있어서 지식이나 관

습등공인된미적규범에얽매이지않기때문에자신만

의 감각과 직관이 작동될 수 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속

에투영된비금도에서의추억은이세돌에게행복한낙원

의형태로강렬한애착과그리움을불러일으키는토포필

리아를 형성한다.

토포필리아는 유년 시절의 어떤 장소와 공간(자연)에

서 경험한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과 애착이나 그리움의

정서적유대감으로서학생들의학습동기및삶의원동력

이될수있다[16]. 12세소년이세돌은고향비금도를떠

나서울생활을하면서실어증에걸릴정도로극심한스

트레스를 받았다[18].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돌의토포필리아가현대의창업자정주영과음악가드

보르작의사례와같이고향을일찍떠났을때더강렬한

정서적인 유대 및 결속을 함축하여 더욱 강한 내적동기

를갖게하는사례에해당한다[16]. 고향을떠나많은시

련과연단을극복하는과정에서어린시절에비금도에서

뛰놀며 자연 속에서 형성된 토포필리아가 큰 힘이 되었

다. 바닷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세돌의 토포필리

아는 인공지능 알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도전정신과 통

찰, 기발한아이디어를가능하게할수있었을것이다. 긍

정적 정서의 내적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립적인

기분과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협력적이고, 실

패를더잘 견디어내며[19], 더창의적이고합리적인의

사결정을한다[20]. 학습과관련하여긍정적인정서는새

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증가시키고[21], 장기적으로

학습역량과 지적 자원을 형성하여 창의력과 사고 패턴

및 뇌의 발달을 촉진하며 문제해결 능력, 창조적인 정보

처리 능력을 보인다[20][22].

이세돌은 알파고에게 3연패를 당하고 나서도 끝까지

포기하지않고오히려재미있다고하면서알파고의단점

을 집중 분석하여 제 4국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챌린지

매치에서 인공지능 알파고로부터 형식을 깨트리는 혁신

적인 아이디어와 바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을 수 있

었다면이세돌에게서는끝까지포기하지않은불굴의도

전정신과새로운세계에대한개척정신을배울수있었

다. 인간이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시대가 오면 인간의 가

치 지향적인 활동들이 더욱 피폐해지고, 인간의 존엄성

은점차잃어갈것이다. 그래서인간의가치와존엄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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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으로부터 배우는 인간 본성의 토포필리아를 함양하는

교육은 인공지능 기계를 다루고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교육의 방향이 될 수 있다. 1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을 것을 불안해 하면서 기계와 공

장을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흐름을 막을 수 없었고, 오히려 인간은 육체적 노동으로

부터 벗어나 지적인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며 더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었다. 새로운 인공지능 시

대가 시작되면서 인간의 지적 노동이 자동화되고, 인공

지능은딥러닝기술을통해스스로업그레이드하면서인

간의지적능력을더많은영역에서초월하게될것이다.

인공지능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역

량은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인공지

능과 빅데이터를 넘어서는 자유롭고 유연한 창의성, 대

응수를찾지못하게하는기발한아이디어와도전정신이

다. 이것은인공지능이가질수없는인간의마음으로할

수있는분야이다. 인간의마음은통찰과직관, 희로애락,

집념, 도전정신과같은감성을갖는데, 이 감성은마음을

다채로운 색으로 채색하여 풍부하게 만든다. 즉 인간의

본성과감성을키우는자연에서의토포필리아함양교육

이 21세기새로운산업혁명인인공지능시대를준비하는

학습자 역량 교육이다.

4. 결론 및 제언 
인간 최고의 지적 게임인 바둑의 챌린지 매치에서 딥

러닝 학습방법을 갖춘 바둑 알고리즘 알파고가 세계 프

로바둑최고수이세돌을 4:1로이겼다. 본연구는챌린지

매치의바둑분석과문헌연구를통해다음과같은결론

을 도출했다.

첫째, 바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의 수는 우주의 모든

원자수보다도더많아서슈퍼컴퓨터조차도짧은시간

에 모든 수읽기를 계산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알파고는MCTS 기법과인공신경망딥러닝기술의강화

학습으로 수읽기 계산 능력을 이루어 내어 바둑 최고수

를 능가하게 되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초

월하게 되는 특이점 이후의 인류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힘들어진다. 인공지능시대에는인간이인공지능으로부

터 배워야 하고, 또 인공지능을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인공지능이 생각할 수 없는 직관과 통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세

돌은 1,202개 CPU와 176개 GPU를 갖춘 슈퍼 컴퓨터의

바둑 알고리즘 알파고를 상대로 3연패 끝에 1승을 이루

었다. 알파고는인간바둑의정석과상식을뛰어넘는새

로운 바둑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면서 바둑 최고수 이

세돌을 상대로 연승을 이루어 냈는데, 이세돌은 이에 포

기하지 않고 오히려 재미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알파고를뛰어넘는직관과통찰로 1승을이룰수있었다.

둘째, 미래 인공지능의 사이버 나우 시대에는 장소성

이약화된문화적조건속에서장소감각이나공간정서

가 점차 적어지면서 인간의 존엄과 자아 개념을 잃어갈

것이다. 그래서학교에서는사이버공간에서신유목민적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전형화된 고향이나 장소,

자연에서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제공하여 토포

필리아 융합과학교육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야 한

다. 자연에서 뛰놀고 친구들과 소꿉놀이를 하면서 인간

의 본성을 찾아가고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직

관과통찰, 다채로운감성을배울수있다. 즉, 미래 사회

를준비하는청소년들에게어떤장소나자연의구체물이

기억 속에 주된 초점으로 떠오르고 긍정적 정서로 남을

수 있는 토포필리아 함양을 교육해야 한다. 어린 아동들

은정신과마음이열려있어서다른사람에게주의를기

울이지않고공인된미적규범에관심이없기때문에자

연에서의 활동은 매력적인 자신 만의 감각과 직관, 통찰

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셋째, 청소년기의 자연에 대한 미학적인 쾌감과 감성

적인체험은격렬하지만순간적이어서과학학습과이해

감 증진 교육을 통해 오랫동안 지속되며 긍정적인 정서

로자리잡을수있게된다. 특히학생시절에갖는자유

시간, 자신만의 여가시간을 갖을 때 비로소 자신의 잠재

력을 깨달을 수 있다. 인간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의 과정에서 자연으로부터 배운 인간의 본성과 직관의

도움을받아빠른속도로올바른판단을할수있는의사

결정의지름길을갖고있다. 이러한인지적지름길, 휴러

스틱은 무의식적인 통찰과 어림짐작에 의해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다[24]. 인간 본성의 역량과 다채로운 감성의

휴러스틱교육을이루기위해서는자연에서의감성적체

험과 토포필리아 함양, 여유 교육이 필요하다. 즉 ‘학교,

school’은 여가를뜻하는그리스어 ‘scholea’에서 나온것

처럼자유롭게생각할수있는여유의시간을가장잘활

용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교의 나아갈 길이다. 학생

들에게마른풀위에서한가하게누워파란하늘과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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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시간과 공간, 생각의 여유를 갖고

여러 냄새와 대지의 따스함, 견고하면서도 부드러운 자

연의윤곽선, 자갈과바위위에흐르는물소리, 해변의파

도소리등이감성적으로융합되어있는자연에서의감성

적체험학습의장을제공해주어야한다. 이러한환경은

듣기 좋은 음조와 미학의 공식적 규칙에는 부합되지 않

지만, 세월이지나어른이되었을때아득한추억과긍정

적인정서, 다채로운감성의리추얼로자리잡게되어삶

의 내적동기로서 토포필리아를 형성하게 된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여 둥지가 있는 새가 더 멀리

날 수 있는 것처럼 자연에서 인간 본성의 감각과 직관,

통찰의 긍정적 정서를 배울 수 있도록 청소년기에 토포

필리아 함양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토포필리아를 기를

수 있는 융합교육의 실천적 사례로서 지역의 자연과 장

소, 구체물을 교육자원또는과학학습장으로하여교수-

학습 프로그램[25-26]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그 지역

의 자연과 구체물을 활용한 토포필리아 과학 교육을 통

해 창의와 인성을 키우는 과학 수업으로 미래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학습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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