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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또는 AI)이 대두되면

서 여러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교육 분야

에서의 AI에 대한 관심 역시 높다. 교육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로 최근 활용되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나 딥러

닝(deep learning)방법을 이용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

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것들이 교육에 활용될 수 있

는 방법과 인공지능교육을 위하여 수학교육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위

한 기초교육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교육현장에서 대두되는 수

학교육을 어떻게 인공지능교육에 연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슈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한계

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한 요구분석을 살펴보면, 매스

워크(MathWorks)사의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AI기술 

인재확보에 대한 문제 제기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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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력양성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데이터 과학자가 

많이 부족하거나 전문가들 간 기술력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둘째, 관련 분야의 데이터가 아주 부족하거나 있더라도 적절

한 데이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AI 구현에 맞는 툴이 없거나 툴이 있더라도 통합하지 

못하는 실정에 처해 있다. 

넷째, 산업현장의 실제 문제를 AI로 해결하고자 하고자 할 때, 

AI와 적용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문제를 해결

하기에는 ROI(Return of Investment)가 낮아 결국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기술 수준과 AI기술을 구현하는 수준에

는 아직 큰 격차가 있다고 하겠다. 본 설문 매스워크(MathWorks)

에서 도출된 부정적 요소들을 인공지능의 기초 소양 교육 체계적 

강화를 통해 데이터과학자들의 기술력 격차를 줄이도록 알고리즘

과 수학적 지식교육의 질 제고를 모색하고자 한다. 

교육현장에서도 학습자들이 인공지능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수학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육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의 역량과 능력의 수준을 진단하

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대학에서 AI의 체계적인 내실교육을 

위해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학습성향과 역량을 분

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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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he mathematics education process in AI education is a very important issue, little cases are reported in developing effective 
methods on AI and mathematics education at the university level. The universities cover all fields of mathematics in their curriculums, 
but they lack in connecting and applying the math knowledge to AI in an efficient manner. Students are hardly interested in taking 
many math courses and it gets worse for the students in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arts. But university education is very slow 
in adapting to rapidly changing new technologies in the real world. AI is a technology that is changing the paradigm of the century, 
so every one should be familiar with this technology but it requires fundamental math knowledge. It is not fair for the students to study 
all math subjects and ride on the AI train. We recognize that three key elements, SW knowledge, mathematical knowledge, and domain 
knowledge, are required in applying AI technology to the real world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a modular approach of studying 
mathematics knowledge while connecting the math to different domain problems using AI techniques. We also show a modular curriculum 
that is developed for using math for AI-driven autonomous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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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할 필요가 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교육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의 자료(교육통계자료[7], 2015. 7)

를 참고하였다. Fig. 1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내용

이 어려운가’에 대한 질문에 초등학생 27.0%, 중학생 50.5%, 

고등학생의 73.5%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Fig. 2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의 양 적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초등학

생 71%, 중학생 85.5%, 고등학생의 89.3%가 ‘아니다’라고 응답

했다. 많은 시간을 통해 배우는데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러한 설문결과에서 수학을 포기하는 근거를 유추할 수 있다.

Fig. 1 Survey 1 on Math Education (Difficulty)

Fig. 2 Survey 2 on Math Education (Learning Amount)

Fig. 3 Survey 3 on Mathematics Education (Sometimes You 
Want to Give Up Mathematics)

Fig. 4 Survey 4 on Mathematics Education (Students who 
gave up mathematics)

Fig. 3은 수학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학생들(‘수포자1)’

성향 내재되어 있음)과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의 현황, Fig. 4는 

(초등학생 36.5%, 중학생 46.2%, 고등학생 59.7%)가 수학을 포

기하고 싶어 하는 경향의 약 90%가 수학을 포기하는 것으로 예

측할 수 있다. 또한,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을 포기하는 결과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 경향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수학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습자

의 성향을 분석하고 도출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학교육과정에 

적용하고자 한다. 수학을 포기하게 된 요소 중 너무 많은 수학

지식의 학습이 수학의 기본 지식 학습과정의 장애로 나타나는 

요소를 소주제 중심으로 영역을 구성함으로 수학의 각 영역으

로 진입의 벽을 낮출 수 있도록 모듈화의 과정으로 부정적 요

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즉 수학교과목 (예시,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대학수학 등)을 모두 이수한 후에 인공

지능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초부터 심화과정을 그 

영역에 필요한 수학모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주제

별 모듈단계로 구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한다. 

인공지능발전을 위한 인력양성에 대한 중요성은 4차 산업혁

명 시대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교육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할 경우의 그 시너지 효과는 더

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맥킨지사에서도 인공지능의 효과

성에 대한 가치를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AI의 경제성 가치는 2030년 글로벌 경제 활동에서 약 

13조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연평균 글로벌 

경제 성장에서 약 1.2%를 기여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발표하였

다(McKinsey & Company, 2018. 4).

AI기술이 경제성에 끼치는 영향은 1800년대 산업혁명 당시 

증기기관의 발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영향과 비교할 때 4배, 

90년대 로봇과 자동화가 기여한 영향과 비교할 때 3배, 현대

적인 IT시스템이 가져온 영향의 2배에 해당한다고 하며, AI기

술은 현재까지 등장한 그 어떤 단일 기술보다 2배 이상의 영

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산업별 영향력 분석에서도 

1)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지칭하여 수포자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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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rowth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Industry

Fig. 6 Profit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Industry

보면, Fig. 5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분야가 가장 낮게 나타난

다. 그러나 산업별 이익 영향력 기준으로 볼 때는 Fig. 6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분야가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현 교육 현장에 AI 기반교육(AI기술을 활용한 교육)과 AI교육

(AI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적용할 때 나타날 성과는 Fig. 5

와 Fig. 6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상당한 영향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대내외적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교육시장의 이익영향력

은 매우 중요하여 본연구의 전략도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적 이해를 돕는 전략으로, 수학적 지식을 보다 실

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교육과정을 모듈화하여 AI 응용교과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하며, AI-X

(융합) 교육 콘텐츠를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는 모듈 시스템으로 

수학과 연계한 새로운 AI 교육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인공지능 수학교육의 방향성  

본 절에서는 인공지능 수학의 교육과정 기본방향을 대내외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수학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자 한다. 인공지능의 기본핵심요소인 수학적 지식, 도메인 지

식, sw 지식을 분석하여 교육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통합적 사

고, 통찰력, 구현역량을 고려하여 기본방향을 설계하고 모듈화 

방향을 Fig. 7에 제시하고자 한다.

수학교육과정 모듈체계의 세부내용은 국내외 고교 수학교육

과정을 비교 분석하고, 대학교육 현장에서 AI교육과 수학교육

의 연계성과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본 모듈들의 콘텐

츠를 개발하였다. 특히, 국가별 고교 수학 과정을 비교하여, 

Fig. 8에서 제시한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한 고교 수학 교과내

용을 비교분석을 하여 국내교육에서 부족한 영역을 인공지능과

Fig. 7 Artificial intelligence math education model based 
on three core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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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High School Mathematics Courses 
by Country

Table 1 Relation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re 
mathematical topics

벡터 행렬 미분 확률

데이터의 표현 인공지능 학습 인공지능의 최적화 판단 추출

연계된 영역을 기초부터 단계별로 구성하였다. 즉, 수학교육과

정과 인공지능기술의 연계성 분석 Table 1을 통해 각 교과과정

의 모듈화 과정으로 학습의 심화정도에 단계별로 구성하였다. 

또한 인공지능과 수학 교과내용의 각 핵심 주제별 특징과 향

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미래 기술 영역(인공지능 융

합 분야)과도 연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각 전공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응용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기

본 개념의 이해와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있는 수학영역의 소주제 

분야를 각 해당 수학 모듈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전공(도메

인)영역과 인공지능기술의 융합을 체계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연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핵심영역의 수학 영역을 재설정하고 각 전공에서 필요한 인공

지능 소주제와 연동하여 세분화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인공지능기술과 수학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기본구조(신경망), 인공지능 학습 방법론, 

인공지능 응용·융합공학, 인공지능 성능 향상 개발 등으로 다양

한 분류를 체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응용·융

합 (AI-X)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 해당 영역을 분류하고 단

계별로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I. 분야별 인공지능수학 모듈화 

1. 인공지능수학모듈과 AI-X 융합교육모델 

본 연구의 교육모델은 교육과정의 각 수학영역을 분류하여 

각 요소들의 단계별 적용과 실습과정과 산업현장에서 도출되

는 문제사례를 분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통찰력, 구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모듈별 영역별 단계별과정으로 설계하였다. 

모듈은 3단계로 기초, 중급, 고급단계의 내용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각 분야의 응용 사례 즉 AI-X 구현 교육모

델에서 각 모듈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 

Fig. 9는 AI-X 교육과정 모델로 적용되는 개념을 보인다. 

Fig. 9 Module-based AI-X curriculum model of AI mathematics 
by subject area

Fig. 9에서 제시한 인공지능 수학의 교육과정개발 3단계는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수학학습량이 많은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각 영역에서 응용할 수 있는 맞춤

형 콘텐츠로 제시될 수 있는 강점이기도 하다. 해당 영역에서 

필요한 수학을 모듈화하여 학습하고 단계별로 적용하며 그에 

맞는 SW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다. 세부 3단계의 

모듈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단계(M1:모듈 1): 인공지능 기초수학

  - M(1,1) 집합과 응용, M(1,2) 통계와 확률, 

M(1,3) 함수그래프, M(1,4) 행렬 기초

  - 인공지능기술 진입을 위한 기초 4영역 모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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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M2:모듈 2): 인공지능 응용수학

  - M(2,1) 미적분, M(2,2) 행렬응용, 

M(2,3) 통계기반 데이터분석,

M(2,4) 확률분포

  - 인공지능기술을 모델링할 수 있는 4개 영역 모듈 구성

3 단계(M3:모듈 3): 인공지능 심화수학

  - M(3,1) 다변수함수 미적분, 

M(3,2) Gradient Descent Algorithm, 

M(3,3) 주성분 분석 알고리즘, M(3,4) 신경망

  -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4개 영역 모듈 구성

각 영역의 분야별 모듈을 생성하여 통합 모듈시스템을 구축

하여 각 AI융합(AI-X)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AI-X 수학교

육 모델을 3단계로 제시하였다.

Fig. 10은 각 모듈을 기초로 하여 도메인(전공)에 해당이 되는 

수학 영역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융합 분야의 교육과정을 구체적으

로 개발할 수 있는 AI-X의 적용을 위한 수학교육과정 모델이다. 

Fig. 10 Mathematics curriculum model applied with AI-X

2. 인공지능수학에 기반한 AI교과목 개발 

본 절에서는 모듈화된 인공지능 수학교육모델과 인공지능의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 AI’를 연계한 교과목을 개발하여 

‘KMOOC 인공지능 분야 지정분야’에 선정된 예를 통하여 

AI-X 융합교과목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교과목의 특징은 인공

지능 수학에서 각 단계별요소 모듈을 이용하여 ‘자율주행 AI’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인공지능 

교과목의 핵심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교과의 내용에서 구성요소

가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교수법과 교육과정의 주제가 연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교과내용을 산업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하여 팀티칭과 함께 산업현장 전문가들의 사례들을 포함하여 

개발하였다. 아래 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의구성의 요소

들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교과목 세부내용을 개발한다.

Fig. 11 Core components of the curriculum

핵심 구성요소에 따른 인공지능 수학 모듈을 연계한 ‘수학으

로 푸는 자율주행 AI’(KMOOC 인공지능 지정과제(1억 지원), 

계산인식 분야에 선정)의 핵심 구성요소와 교과 세부 내용의 

연계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Table 2 Connection between core componen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mathematics

핵심구성요소 적용 세부 내용 (모듈적용)

문제분해
인공지능 기초수학
- M(1,2) M(1,3),M(1,4)

데이터분석
인공지능 응용수학
- M(1,1), M(2,2) M(2,3)

데이터수집
인공지능 응용/심화수학
- M(2,2) M(3,2)

패턴찾기
인공지능 응용 수학
- M(2,4)

추상화 및 알고리즘개발
인공지능 응용 수학
- M(2,1), M(3,1), M(3,3),M(3,4)

모델구축
산업현장 사례 적용
- M(2,4)

3. 수학으로 푸는 자율주행 AI 교과목 세부내용

본 교과개발은 3.2절에서 제시한 요소 중심으로 교과 세부내

용을 구성하였다. 팀티칭은 교수 2명(컴퓨터공학과, 미래자동

차학부 교수 각 1명)과 산업현장 전문가 2명 (2001년도 ‘수학

올림피아드 천재들’이라는 책에 등장인물이었던 미국적 한국인 

1명과 인공위성 이미지 처리 Start-up 대표 1인)으로 하였다. 

15주 강의로 제공하는데 외국인 학생을 위하여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3개 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매주 1, 2차시 3개의 객관식 퀴즈와 3차시에는 토론이나 주

관식 문제로 학습의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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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utonomous Driving AI Solved with Math’ Curriculum 
Lecture Summary

주 주제명/모듈적용 주차별 학습목표

1

인공지능수학과 
자율주행AI이란?

M(1,4)

인공지능 수학이 무엇인가를 자율주
행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설
명한다.

2
인공지능수학 (1)

M(1,4) M(2,2)  

행렬의 성질을 응용해 자율주행 문제
를 해결한다.

3
인공지능 기초개념

M(1,4)
인공지능의 기본개념을 설명한다.

4 자율주행 기술 (1)
자율주행의 역사와 현재기술을 설명
한다.

5
인공지능수학 (2)

M(1,4) M(2,2)

벡터에 대한 기본개념과 활용을 설명
한다.

6
자율주행 기술 (2)

M(2,2)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기반 보행
자 검출 및 제어기술을 설명한다.

7
인공지능수학 (3)

M(1,2) M(2,3)

데이터처리와 데이터 분석을 설명
한다

8 중간고사
객관식문제와 실습 및 토론을 포함
한다

9
자율주행 기술 (3)

M(2,2)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기반 차선
검출 및 제어기술을 설명한다.

10
인공지능수학 (4)

M(1,2) M(2,3)

선형 회귀 분석을 이해하고 자료기반
한 분석 수행한다

11
자율주행 기술 (4) 

M(2,2)
고밀도 3차원 지도를 생성한다. 

12
자율주행 기술 (5) 

M(2,3)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트레이닝 방
법을 설명한다

13

글로벌 및 첨단 
산업현장사례

M(1,2) M(2,3)

수학으로 푸는 AI사례, 인공위성에서 
사용하는 AI사례를 설명한다

14
수학으로푸는 자율주행 

AI
자율주행 AI현장을 이해한다

15 학기말고사
객관식문제와 실습 및 토론을 포함
한다

제공하는 문제들은 본 교과내용에 대한 학습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

록 파이썬 프로그래밍과 통합적 사고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론과 실습을 아우르는 과정으로 이론 강의 

30%, 문제해결 30%, 실습 25%, 현장사례 15%로 구성하였다.

4. ‘수학으로 푸는 자율주행 AI’ 교과 운영현황  

본 교과목은 2021년 1학기부터 KMOOC 인공지능강좌로 개

설되고 있으며, 호남대학교 교양 선택, 신기술 분야로 사이버

강좌(최고인원 80명 제한)로 개설되었다. 1차 수강 신청 후 수

강인원은 74명이며, 학생들의 전공별과 학년별 현황을 다음과 

같다.(2021.04.20. 현재 227명 수강 중)

Fig. 12 Current status of students by major (1st semester 
of 2021)

본 강좌의 선호도는 Fig. 12에서 보듯 공과대 학 특히 IT학

과의 전기, 전자, 컴퓨터공학과, 미래자동차학과 학생들이 우세

하며 건축학과도 수강하고 있다. 이러한 쏠림현상은 교양과목

에서도 전공과 유사한 전공과 연관되는 교과목을 학생들이 선

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강좌가 포함하는 ‘수학’이라는 키

워드가 수학의 교과목을 회피하고자 하는 비공과대학생들에게

는 선호 교과가 될 수 없으나, 본 교과목은 50% 정도의 비공

과 대학생들이 참여함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골고루 수강

하고 있어, 학생 전반적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Fig. 13 Current status of students by grade (1st semester 
of 2021)

Fig. 13에서는 학년별 수강현황을 살펴보았다. 1학년이 제일 

낮게 나타났으며, 4학년들의 수강인원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신기술 학습에 대하여 저학년이 두려움과 

자신감이 낮은 것에 비하여,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 분석은 결국 취업에 대

한 미래 전망이 높은 교과목 내용을 학생들이 선호한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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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KMOOC Attendance Status Age Distribution Status 
(1st semester in 2021)

해석된다. 본 강좌의 전체 수강생통계를 살펴보면 227명 수강

으로 현황을 분석하면 다양한 연령분포로 형성하고 있다. 25세 

미만 53%와 25세 이상의 수강생들이 약 46%를 구성하고 있

다. 본 교과목은 수학의 모듈화된 강의로 인공지능 교과의 전

공이해도의 장벽을 보다 낮추어 준 것으로 예상이 된다.

5. ‘수학으로 푸는 자율주행 AI’ 콘텐츠 개발

본 강좌의 콘텐츠개발은 인공지능 모듈 과정 중 필요한 주제만을 

추출하여 교과내용을 아래 Fig. 15와 같이 체계도를 구성하였다.

개설 강좌의 온라인 콘텐츠를 Fig. 16, 17, 18에서 각 주마다 

1, 2, 3차시(30분)의 수업세부내용과 학생들의 학습이해도 점검을 

위한 퀴즈 및 실습, 토론 등 다양한 측정도구로 제공하였다.

.

Fig. 15 Course operation contents (module application 
implementation)

Fig. 16 Course operation (module application: Kmooc course 
outline)

Fig. 17 Course operation contents (module application 
implementation)

Fig. 18 How to measure learning outcom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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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향후 발전 방안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수학교육 교과목 개발을 모듈화 기

반으로 접근하여 콘텐츠 개발과 교수법 적용, 팀티칭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인공지능 수학 모듈을 기반

으로 하여 자율주행 AI기술을 가르치는 교과목은 수학의 기초

가 부족하거나 수포자 또는 비공과대 학생들에게도 인공지능

을 기초수학부터 단계별로 해당 주제를 도입함으로 기초부터 

학습(모듈 1, 2, 3) 할 수 있도록 하여 수학에 대한 장벽을 좀 

더 낮출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한다. 모듈화 체계를 이용한 인

공지능 교과목 개발은 국내 첫 시도(2020년 KMOOC 인공지

능지정과제, 계산인식)로서 인공지능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새로운 교육모델 개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인공지

능 모듈 기반 융합 교육체계는 향후에도 새로운 AI-X 교육 모

델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각 교육 분야에서, 경영, 

보건, 인문사회 등 많은 영역에서 수학교과목을 다수 이수하지 

않고서도 각 영역의 전문지식과 수학적 지식, SW지식을 융합 

구현할 수 있는 모듈화 틀이 제시된 것이다. 본 연구자는 향후 

본 모듈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 영역을 확

대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모듈기반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개발할 예정이다.(KMOOC+ “수학으로 푸는 블록체인”으

로 선정됨. 2021.04.28)

이 논문은 2020년도 호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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