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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소양교육을 위해, 딥러닝 인공신경망 교육 사례

를 연구하였다. 또한, 제안한 교육 사례를 통해, 초중고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 원리교육 콘텐츠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2종 이미지를 인식하는 인공신경망의 동작 원리 교육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공신경망 확장 응용 교육 사례로, 3종 이미지를 인식하는 인공신경망 교육 사례를 제시하였다. 인공신

경망에 인식시키고자 하는 이미지 개수에 따라 출력층의 개수를 변경하여 스프레드시트로 구현한 사례를 구분하
여 설명하였다. 또한, 인공신경망 동작 결과를 체험하기 위해, 지도학습 방식의 인공신경망에 필요한 학습데이터

를 직접 작성해보는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신경망의 구현과 인식 테스트 결과를 스프레드

시트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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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a case of deep learn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education was studied for artificial intelligence
literacy education for preservice teachers and incumbent teachers. In addition, through the proposed educational
case, we tried to explore the contents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principle education tha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can experience. To this end, first, an example of training on the principle of operation of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that recognizes two types of images is presented. And as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ex-
tension application education case,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education case for recognizing three types of im-
ages was presented. The number of output layers was chang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images to be recog-
nized by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and the cases implemented in a spreadsheet were divided and explained. In
addition, in order to experience the operation results of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we presented the educational
contents to directly write the learning data necessary for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of the supervised learning
method. In this paper, the implementation of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and the recognition test results are visu-
ally presented using a spread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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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딥 러닝은 머신러닝의 부분 집합이다. 일반적으로 딥

러닝 용어를 사용할 때, 심층 인공 신경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심층 인공 신경망(Deep artificial neural

networks)은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추천 시스템 및

자연어 처리 문제들에 대한 정확도에 새로운 기록을 세

운 알고리즘이다. 여기에서 Deep이란 신경망에서 레이

어의 수를 일컫는 기술 용어이다. Shallow 네트워크는

하나의 은닉층를 가지고 있고, Deep 네트워크는 한 개

이상의 은닉층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은닉층은 심층 신

경망이 데이터의 특징과 패턴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준

다. 이러한 머신러닝과 딥러닝 알고리즘은 기계가 수집

한 데이터를 통해, 기계가 스스로 예측, 식별 그리고 분

류하는 기능을 갖게 한다. AI 기반 사회에서 인공 신경

망의 활용은 전 분야에 확산되고 있으며, AI교육에 대

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다[1-7].

한편, 2020년도 교육부의 인공지능 교육 내용 기준에

따르면, 인공지능 원리와 활용 영역에 대해 기계 학습과

딥러닝 부문은 “인공지능이 적용된 교육용 도구를 통해

기계가 학습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교육 목

표를 정의하고 있다[3].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소양 교육을 위해,

딥러닝 인공신경망 교육 사례를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인공지능 원리 교육의 핵심 절

차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이미지 인식 인공신경망을

어떤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결

정하는 것이다. 즉, 인공신경망이 인간 대신에 판정한

결과를, 어떠한 상황에서 귀중하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번째로, 사용목적에 맞게 인공

신경망을 훈련하기 위해, 적합한 양의 훈련데이터를 정

답을 포함하여 만드는 것이다. 본 예제에서는 ‘O X +’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74개 훈련데이터를 제시하여 설명

하고자 한다. 세번째로, 이미지 인식 인공신경망을 완성

하는 것이다. 입력층에서 사용되는 화소 수를 결정하고,

2개 이상의 은닉층 뉴런 개수를 결정한다. 인식시키고자

하는 이미지의 개수에 맞춰 2개 이상의 출력층 뉴런 개

수를 결정한다. 끝으로 입력층 뉴런 수에 따른 전체 매

개변수(가중치, 임계값) 해를 찾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이미지인식 인공신경망 원리 교육을 스프레

드시트를 통해 실시한 교육 사례를 제시하였다.

2. 인공신경망 원리 교육

2.1 2종 이미지 판정 원리

(Fig. 1) 인공신경망의 ‘O‘ 이미지 판정 원리

(Fig. 1)은 ‘O X’이미지를 판정하는 지도학습 인공신

경망에서 ‘O‘ 판정 원리를 나타낸다. (Fig. 2)는 동일한

인공신경망에서 ‘X’ 이미지 판정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Fig. 1)과 (Fig. 2)에서, 입력층 뉴런 x들은 1번~12번

화소의 커짐/꺼짐 (1, 0) 정보를 전달만하는 12개 인공

뉴런이다. 은닉층 3개 뉴런은 인공 신경망이 학습하면서

특정 패턴에 대한 함유율을 산출해내는 인공 뉴런이다.

하나의 은닉층 뉴런은 13개 매개변수, 즉, 입력층 12개

입력값에 곱해지는 가중치 12개와 하나의 임계값을 갖

고 있다. 따라서 본 인공신경망에서 계산이 필요한 은닉

층 매개변수 총 개수는 39개이다[8-10].

출력층 1번 뉴런은 ‘O’이미지 판정 확률을 0과 1사이

의 값으로 판정한다. 출력층 2번 뉴런은 ‘X’이미지 판정

확률을 0과 1사이의 값으로 판정한다. ‘O’이미지 판정

확률과 ‘X’이미지 판정 확률 간 대소 비교를 통해 이미

지를 판정한다. 하나의 출력층 뉴런은 4개 매개변수, 즉,

은닉층 3개 입력값에 곱해지는 가중치 3개와 하나의 임

계값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인공신경망에서 계산이 필

요한 출력층 매개변수 총 개수는 8개이다[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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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인공신경망의 ‘ X ‘ 이미지 판정 원리

2.2 2종 이미지 판정 인공신경망 매개변수 계산 원리

(Fig. 3)은 ‘O X’ 이미지를 판정하는 47개 매개변수를

계산하는 원리를 나타낸다. 본 인공신경망에 필요한 지

도학습 방식의 학습데이터는 64개가 사용되었다. 64개

지도학습데이터 중 ‘O‘ 이미지에는 2개 출력층 뉴런에

대한 정답 출력값 (1, 0)이 함께 포함된다. ‘X‘ 이미지는

2개 출력층 뉴런에 대한 정답 출력값 (0, 1)을 포함한다

[13-15].

(Fig. 3) ‘O X’ 2종 이미지를 판정하는 47개 매개변수
계산 원리

각 학습데이터에 대해 출력층 뉴런이 판정한 확률과

정답 간 오차제곱 값 Q를 구하고, 64개 Q값을 모두 합

한 오차제곱 총합을 최소화하는 47개 매개변수 값들(은

닉층 39개, 출력층 8개)을 찾는 것이 매개변수 최적화

해찾기 과정이다. (Fig. 3)은 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3 지도학습 2종 이미지 학습데이터 작성

(Fig. 4)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지도학습 2종 이미지

데이터 작성 사례이다[15]. (Fig. 4)는 ‘O X‘이미지에 대

한 지도학습 훈련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로 3개,

세로 4개, 12개 화소로 해당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Fig. 4)에서 회색은 1번~12번 화소의 켜짐/꺼짐 (1, 0)

상태 중 ‘1’로 켜진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본 지도학습

방식의 학습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핵심

작성 기준은 ‘인식시키려는 이미지의 특징을 학습시키는

데이터를 정답과 함께 만든다’는 것이다. 먼저 완전한

형태의 원본 이미지 데이터를 표현하고 ‘O X’ 또는 (1,

0) (0, 1) 정답을 함께 표시한다.

(Fig. 4) ‘O X‘이미지에 대한 지도학습 훈련데이터

그 후, 원본에서 화소 1개씩 빠진 데이터를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현하려는 원본 이미지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원본에서 화소 2개씩 빠진 학습데이터도 생성하였다. 또

한, 크기가 작은 원본 이미지도 학습데이터로 작성하였

다. ‘O’ 이미지의 경우, 화소가 3개 빠지면 해당 이미지

의 특징을 표현할 수 없기에 화소 2개가 빠진 경우까지

만 고려하였다. ‘X’ 이미지의 경우, 화소가 2개 빠지면

해당 이미지의 특징을 표현할 수 없기에 화소 1개가 빠

진 경우까지만 고려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이미지의 특

징을 담고 있는 학습 데이터만 생성하였고, 비슷한 형태

의 학습데이터들이 여러 이미지로 인식되지 않도록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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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다. (Fig. 4)는 ‘O’ 32개(1~32번), ‘X’ 32개(33번~64

번)로 전체 64개 지도학습 훈련데이터를 나타낸다.

2.4 2종 이미지 판정 인공신경망 구현 및 테스트

(Fig. 5)는 (Fig. 1에 나타낸 ‘O X’인공신경망을 스프

레드시트로 구현한 결과를 나타낸다[15]. (Fig. 4)의 1번

2번 학습데이터를 ‘1’과 ‘0’으로 나타내고, 이 값들은

(Fig. 1)의 12개 입력층 뉴런의 출력결과가 된다. (Fig.

5)에 은닉층 3개 인공뉴런(신경세포)에 필요한 39개 매

개변수, 즉, 가중치와 임계값이 표시되었다. 이 39개 값

들은 12개 입력층 출력값과 최적화 연산에 사용된다. 이

후 은닉층 출력결과 y가 3개 발생한다. 한편, (Fig. 5)에

출력층 2개 뉴런에 필요한 8개 매개변수, 즉, 가중치와

임계값이 표시되었다. 이 값들은 3개 은닉층 출력 결과

값 y와 최적화 연산에 사용된다[15].

(Fig. 5) ‘O X’ 인식 인공신경망 스프레드시트 구현

(Fig. 6) ‘O X’ 인식 인공신경망 테스트 결과

결과적으로, 출력층 출력결과 값 z가 2개 발생한다.

‘O X‘이미지 판정확률이 각 z값으로 나타나고, 각 z값과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정답z변수값들과 비교한다. 모든

학습데이터에 대한 오차제곱값이 산출된후, 이 값들을

64개 학습데이터에 대해 모두 더한 오차제곱총합값이

로 표시되었다. 오차제곱총합 를 최소화하는 47개 매개

변수 값들을 구한 후, 오차제곱총합값 가 0.00으로 감소

했고, 64개 학습데이터에 대해 정답 예측률은 100%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Fig. 6)은 (Fig. 5)에서 최적화

된 47개 매개변수 값을 갖고, ‘O X’ 인식 인공신경망을

테스트한 결과를 나타낸다. 기존 64개 학습데이터에 포

함된 이미지에 대해 출력층 2개 뉴런이 ‘O X‘이미지에

대한 판정확률을 계산하였고, 이중 크기가 큰 확률값에

따라, ‘O’과 ‘X‘이미지를 올바르게 판정하고 있다[15].

3. 인공신경망 확장 응용 교육

본 논문에서는 인공신경망 확장 응용 교육 사례로 2

장에서 설명한 ‘O X’ 인식 인공신경망에 출력층 뉴런을

하나 추가한 사례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O X +’이미

지를 판정하는 지도학습 인공신경망을 구현하였다.

3.1 3종 이미지 판정 원리

(Fig. 7)은 ‘O X +’이미지를 판정하는 지도학습 인공

신경망에서 ‘+‘ 판정 원리를 나타낸다. (Fig. 7)에서 출력

층 1번 뉴런은 ‘O’이미지 판정 확률을 0과 1사이의 값으

로 판정한다. 출력층 2번 뉴런은 ‘X’이미지 판정 확률을

0과 1사이의 값으로 판정한다. 출력층 3번 뉴런은 ‘+’이

미지 판정 확률을 0과 1사이의 값으로 판정한다. ‘O X

+’ 이미지 판정 확률을 비교하여 가장 큰 값을 나타낸

이미지로 ‘+’를 판정하는 것을 나타낸다. 하나의 출력층

뉴런은 4개 매개변수, 즉, 은닉층 3개 입력값에 곱해지

는 가중치 3개와 하나의 임계값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인공신경망에서 계산이 필요한 출력층 매개변수 총 개

수는 1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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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인공신경망의 ‘O X +‘ 3종 이미지 판정 원리

3.2 3종 이미지 판정 인공신경망 매개변수 계산 원리

(Fig. 8)은 ‘O X +’ 이미지를 판정하는 51개 매개변수

를 계산하는 원리를 나타낸다. 본 인공신경망에 필요한

지도학습 방식의 학습데이터는 74개가 사용되었다. 74

개 지도학습데이터 중 ‘O‘ 이미지에는 3개 출력층 뉴런

에 대한 정답 출력값 (1, 0, 0)이 함께 포함된다. ‘X‘ 이

미지는 3개 출력층 뉴런에 대한 정답 출력값 (0, 1, 0)을

포함한다. 그리고 ‘+‘ 이미지는 3개 출력층 뉴런에 대한

정답 출력값 (0, 0, 1)을 포함한다. 각 학습데이터에 대

해 출력층 뉴런이 판정한 확률과 정답 간 오차제곱 값

Q를 구하고, 74개 Q값을 모두 합한 오차제곱 총합을 최

소화하는 51개 매개변수 값들(은닉층 39개, 출력층 12

개)을 찾는 것이 매개변수 최적화 해찾기 과정이다.

(Fig. 8)은 이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Fig. 8) ‘O X +’ 3종 이미지를 판정하는 51개 매개변수
계산 원리

3.3 지도학습 3종 이미지 학습 데이터 작성

[그림 9]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지도학습 3종 이미지

데이터 작성 사례이다. [그림 9]는 ‘O X +‘이미지에 대

한 지도학습 훈련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로 3개,

세로 4개, 12개 화소로 해당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본 지도학습 방식의 3종 이미지 학습데이터는 (Fig. 4)

의 ‘O X’ 64개 학습데이터에 ‘+’이미지의 특징을 학습시

키는 10개 데이터가 정답과 함께 추가되어 작성되었다.

‘+’ 이미지의 경우도 화소가 2개 빠지면 해당 이미지의

특징을 표현할 수 없기에 화소 1개가 빠진 경우까지 만

작성하였다. 그러나 ‘+’ 학습데이터가 10개에 그친 이유

는, 12개 화소를 이용하여 ‘+’ 이미지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더 적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학습데이

터 작성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은 이미지 인식 AI SW를

활용할 때, 동일한 대상체에 대해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특징을 담은 사진을 찾아 학습시키려 할 것이다.

동일한 사진 수, 더 나아가 더 적은 사진 수를 가지고도

더 효과적으로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

다는 것이다.

(Fig. 9) ‘O X +‘ 3종 이미지에 대한 지도학습
훈련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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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종 이미지 판정 인공신경망 구현 및 테스트

(Fig. 10)은 (Fig. 7)에 나타낸 ‘O X +’ 인식 인공신경

망을 스프레드시트로 구현한 결과를 나타낸다. (Fig. 9)

의 1번 2번 학습데이터를 ‘1’과 ‘0’으로 나타내고, 이 값

들은 (Fig. 7)의 12개 입력층 뉴런의 출력결과가 된다.

(Fig. 10)에 은닉층 3개 인공뉴런에 필요한 39개 매개변

수, 즉, 가중치와 임계값이 표시되었다.

(Fig. 10) ‘O X +’ 인식 인공신경망 스프레드시트 구현

(Fig. 5)와 달리, 출력층 뉴런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새로 추가된 출력층 뉴런은 3개 은닉층

뉴런 출력결과 y와 연결되어 있다. (Fig. 10)에는 출력

층 3개 뉴런에 필요한 12개 매개변수, 즉, 가중치와 임

계값이 표시되었다. 이 값들은 3개 은닉층 출력 결과값

y와 최적화 연산에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출력층 출력결과 값 z가 3개 발생한다.

‘O X +‘이미지 판정확률이 각 z값으로 나타나고, 각 z값

과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정답 z변수값들과 비교한다. 모

든 학습데이터에 대한 오차제곱값이 산출된후, 이 값들

을 74개 학습데이터에 대해 모두 더한 오차제곱총합값

이 로 표시되었다. 오차제곱총합값 를 최소화하는 51개

매개변수 값들을 구한 후, 오차제곱총합값 가 9.73으로

감소했고, 74개 학습데이터에 대해 정답 예측률은 99%

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Fig. 11). ‘O X +’ 인식 인공신경망 테스트 결과

(Fig. 11)은 (Fig. 10)에서 최적화된 51개 매개변수 값

을 갖고, ‘O X +’ 인식 인공신경망을 테스트한 결과를

나타낸다. 기존 74개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이미지에 대

해 출력층 3개 뉴런이 ‘O X +‘이미지에 대한 판정확률

을 계산하였고, 이중 크기가 가장 큰 확률값에 따라, ‘+‘

이미지를 올바르게 판정하고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인공신경망 교육 사례를 통해,

이미지인식 인공신경망 원리 교육의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이미지 인식 인공신경망을 어떤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사용목적에 맞게 인공신경망을 훈련

하기 위해, 적합한 양의 훈련데이터를 정답을 포함하여

만드는 것이다. 세번째로, 이미지 인식 인공신경망을 완

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인식 인공신경망 원리 교

육이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가능하며, 본 교육 사례는 예

비교사 및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공신경망 원리 소

양 교육 사례로서 적합하며, 초중고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 원리교육 콘텐츠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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