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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를 위한 인공지능 소양 교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
를 위해, 이미지를 인식하는 인공신경망의 동작 원리를 교육하는 사례를 제안하였다. 본 교육 사례는 인공신경망
동작 및 구현의 기초 원리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인공신경망 구현에 필요한 매개변수 최적화 해들을 스프레드
시트로 찾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도학습 방식의 인공신경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 번째로, 인
공신경망 원리 교육 사례로서 2종 이미지를 인식하는 인공신경망 교육 사례를 제안하였다. 두번째로 인공신경망
확장 교육 사례로서 3종 이미지를 인식하는 인공신경망 교육 사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공신경망 교육
사례를 분석한 결과와 교육 만족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안한 교육 사례를 통해, 인공신경망 동작 원리,
학습 데이터 작성 방법, 학습 데이터양에 따라 실행되는 매개변수 계산 회수 그리고 매개변수 최적화에 대해 학
습할 수 있다.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에 대한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는 각 조사 항목에 대해 모두 70%이상 긍정적
인 응답 결과를 나타내어, 높은 수업 적용 적합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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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n educational case that can be applied as artificial intelligence literacy education for preservice
teachers and incumbent teachers was studied. To this end, a case of educating the operating principle of an artifi-
cial neural network that recognizes images is proposed. This training case focuses on the basic principles of arti-
ficial neural network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and applies the method of finding parameter optimization sol-
utions required for artificial neural network implementation in a spreadsheet. In this paper, we focused on the ar-
tificial neural network of supervised learning method. First, as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principle education case,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education case for recognizing two types of images was proposed. Second, as an arti-
ficial neural network extension education case,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education case for recognizing three
types of images was proposed. Finally, the results of analyz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training cases and train-
ing satisfaction analysis results are presented. Through the proposed training case, it is possible to learn about
the operation principle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the method of writing training data, the number of parameter
calculations executed according to the amount of training data, and parameter optimization. The results of the ed-
ucation satisfaction survey for preservice teachers and incumbent teachers showed a positive response result of
over 70% for each survey item, indicating high class application su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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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딥 러닝은 머신러닝의 부분 집합이다. 일반적으로 딥

러닝은 심층인공신경망을 의미한다. 심층인공신경망

(Deep artificial neural networks)은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추천 시스템 및 자연어 처리 문제들에 대한 정확

도에 새로운 기록을 세운 알고리즘이며, 한 개 이상의

은닉층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은닉층은 심층인공신경

망이 데이터의 특징과 패턴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인공지능(AI) 기반 사회에서 인공신경망의 활용은 전

분야에 확산되고 있으며, AI교육에 대한 수요 또한 높

아지고 있다[1-7].

교육부는 정보교육 추진 계획(2020)을 통해 기초 소

양으로서 초중고 학생의 인공지능 역량을 기르기 위해,

AI 교육을 학교급별 수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I교육 기

준안을 마련하고 체험과 실습을 통해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방향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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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교사 대상 인공지능 소양 교육에 적용할 수 있

는 지도학습 인공신경망 이미지인식원리 교육 사례를

연구하였다. 지도학습 인공신경망에는 정답이 포함된

학습데이터를 사용하여,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킨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미지인식 인공신경망 원리

교육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이미지 인식 인공신

경망을 어떤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것인

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인공신경망이 인간 대신에

판정한 결과를, 어떠한 상황에서 귀중하게 활용할 것인

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번째로, 사용 목적에

맞게 이미지인식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기 위해, 적합한

양의 학습데이터를 정답을 포함하여 만드는 것이다. 본

지도학습 인공신경망에서는 ‘O X +’ 이미지를 인식시키

기 위해, 정답이 포함된 74개 학습데이터를 제시하여 설

명하고자 한다. 세번째로, 이미지 인식 인공신경망을 완

성하는 것이다. 입력층에서 사용되는 화소 수를 결정하

고, 2개 이상의 은닉층 인공신경세포, 즉, 뉴런 개수를

결정한다. 인식시키고자 하는 이미지의 개수에 맞춰 2개

이상의 출력층 뉴런 개수를 결정한다. 끝으로 전체 매개

변수(가중치, 임계값) 해를 찾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미지인식 인공신경망 원리 교육을 스프레드시

트를 통해 실시한 교육 사례를 제안하였다.

2. 선행연구분석

한국과학창의재단(2020)은 ‘AI 교육의 핵심역량은 인

공지능 기술에 대한 지식을 소양하고 인공지능을 활용

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력으로, 구성원과

의 협력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한다’라고 제시하였다[16]. 학습된 인공지능을 활

용하는 경우는, A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특정 영

역에서 학습된 인공지능을 불러와서 자신만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학습시킨 인

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는 실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 AI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시

킨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프로그

램을 만드는 활동이다[16]. 따라서, 인공신경망을 만들고

동작하는 원리에 대한 교육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신진선(2021)은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는 인공지능 교

육 내용과 방법을 선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으로 변화된 사회를 인식하는 ‘AI 사회인

식’, 인공지능을 체험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AI 이해하

기’,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AI

활용하기’에 해당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

을 분석하였다[17]. 손원성(2021)은 ‘분리수거 도우미 인

공지능 만들기’라는 사례를 제시하고 프로젝트 기반의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SW교육 수업안을 개발하였다[4].

전인성(2020)은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교육역량 강

화를 위한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

과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교사들의 요구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에

서는 인공지능 원리 교육을 위한 언플러그드 활동과 기

초 인공지능 체험을, 중학교에서는 블록형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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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피지컬 컴퓨팅 활동이 포함된 SW교육 기반 인

공지능 교육 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김수환(2020)은 인공지능 사용자, 활용자, 개발자의 3

단계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의 방

향을 제안하였다.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에서는 사용자

와 활용자 단계가 적합하고, 사용자 교육에는 인공지능

원리 이해를 포함한 AI 리터리시가 필요함을 제시하였

다. 활용자 교육은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하여 인공

지능의 기능을 적용한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

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19]. 류미영(2019)은

초등학생의 딥러닝 개념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의 주제는 인공지능의 이

미지 인식 CNN알고리즘으로 정하고, 9차시 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타당도를 분석하였다[20].

김갑수(2020)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SW교육의 확

대 및 차기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중‧고의 일관성 있는

SW교육 적용 체계를 갖추고, 이후 고등교육 및 산업분

야에 연계가능한 차세대 SW교육 표준 모델을 개발하였

다. 본 차세대 SW교육 표준 모델에서도 ‘내가 직접 만

드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라는 내용이 선정되어 있다[21].

따라서, 인공신경망을 만들고 동작하는 원리에 대한 교

육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교사 대

상 인공지능 원리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공신경망의 이미지인식 동작 원리에 대한 교사 교육

실시를 통해, 초등 및 중등에서 인공신경망에 대한 이해

와 체험을 돕는 언플러그드 교육 내용과 프로그래밍 교

육 내용이 개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인공신경망 원리 교육

3.1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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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Principle of ‘O’ image determination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Fig. 2) Principle of ‘X’ image judgment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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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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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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parameter calculation principle for judging
two types of ‘O X’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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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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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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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vised learning learning data for ‘O X’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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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하였다.

‘O’ 이미지의 경우, 화소가 3개 빠지면 해당 이미지의

특징을 표현할 수 없기에 화소 2개가 빠진 경우까지 만

고려하였다. ‘X’ 이미지의 경우, 화소가 2개 빠지면 해당

이미지의 특징을 표현할 수 없기에 화소 1개가 빠진 경

우까지 만 고려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이미지의 특징을

담고 있는 학습 데이터만 생성하였고, 비슷한 형태의 학습

데이터들이 여러 이미지로 인식되지 않도록 작성하였다.

(Fig. 4)는 ‘O’ 32개(1~32번), ‘X’ 32개(33번~64번)로 전체

64개 지도학습 학습데이터를 나타낸다.

3.4 2종 이미지 판정 인공신경망 구현 및 테스트

(Fig. 5)는 (Fig.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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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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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층 2개 뉴런에 필요한 8개 매개변수, 즉, 가중치와

임계값이 표시되었다. 이 값들은 3개 은닉층 출력 결과

값 y와 최적화 연산에 사용된다[15].

(Fig. 5) Implementation of ‘O X’ image recognition
artificial neural network spreadsheets

(Fig. 6) ‘O X’ image recognition artificial neural network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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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차제곱총합값이로 표시되었다. 오차제곱총합 를 최소화하는 47개
매개변수 값들을 구한 후, 오차제곱총합값 가 0.00으
로 감소했고, 64개 학습데이터에 대해 정답 예측률은

100%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Fig. 6)은 (Fig. 5)에

서 최적화된 47개 매개변수 값을 갖고, ‘O X’ 인식 인

공신경망을 테스트한 결과를 나타낸다. 기존 64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이미지에 대해 출력층 2개 뉴런이 ‘O

X‘이미지에 대한 판정확률을 계산하였고, 이중 크기가

큰 확률값에 따라, ‘O’과‘X‘ 이미지를 올바르게 판정하고

있다[15].

4. 인공신경망 확장 응용 교육

본 논문에서는 인공신경망 확장 응용 교육 사례로 3

장에서 설명한 ‘O X’ 인식 인공신경망에 출력층 뉴런을

하나 추가한 사례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O X +’이미

지를 판정하는 지도학습 인공신경망을 구현하였다.

4.1 3종 이미지 판정 원리

(Fig. 7) 'O X +' 3 types of image judgment principle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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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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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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parameter calculation principle for
judging three types of images

4.3 지도학습 3종 이미지 학습 데이터 작성

(Fig. 9)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지도학습 3종 이미지

데이터 작성 사례이다. (Fig. 9)는 ‘O X +‘이미지에 대한

지도학습 학습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로 3개, 세

로 4개, 12개 화소로 해당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본

지도학습 방식의 3종 이미지 학습데이터는 (Fig. 4)의

‘O X’ 64개 학습데이터에 ‘+’이미지의 특징을 학습시키

는 10개 데이터가 정답과 함께 추가되어 작성되었다. ‘+’

이미지의 경우도 화소가 2개 빠지면 해당 이미지의 특

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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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vised learning data for ‘O X +’ 3 types
of images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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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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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층 3개 뉴런에 필요한

12개 매개변수, 즉, 가중치와 임계값이 표시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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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들은 3개 은닉층 출력 결과값 y와 최적화 연산에 사

용된다.

(Fig. 10) Implementation of ‘O X +’ image recognition
artificial neural network spreadsheets

(Fig. 11) ‘O X +’ image recognition artificial neural
network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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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률은 99%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Fig. 11)은 (Fig.

10]에서 최적화된 51개 매개변수 값을 갖고, ‘O X +’

인식 인공신경망을 테스트한 결과를 나타낸다. 기존 74

개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이미지에 대해 출력층 3개 뉴

런이 ‘O X +‘이미지에 대한 판정확률을 계산하였고, 이

중 크기가 가장 큰 확률값에 따라, ‘+‘ 이미지를 올바르

게 판정하고 있다.

5. 인공신경망 교육 사례 분석 및 만족도 분석

3장과 4장에서 제시한 지도학습 인공신경망 사례를

관찰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도학습 방식의

인공신경망에서 정답 변수의 개수는 출력층 뉴런의 개

수와 동일해야 제곱오차 값들을 구할 수 있다. ’O, X’ 2

종 이미지인식 인공신경망에서는 인식하려는 하나의 이

미지에 대해 32개 학습데이터로 제곱오차의 합을 0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제곱오차 총합 값은 최소값으

로 구해지는 것으로, 해당 가중치와 임계값들을 구하여

도 제곱오차 총합 값이 항상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

식하려는 타겟 이미지 개수(O, X, +) 만큼 출력층 뉴런

들이 필요하다. 신경망이 하나의 이미지를 인식하려면,

해당 이미지가 아닌 경우도 학습시켜주어야 한다. 즉,

출력층 뉴런은 꼭 2개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은닉층

뉴런도 2개 이상이어야 한다. 즉, 각 화소 값이 모두 0

인 이미지가 인공신경망에 입력되었을 때, 비어있는

Nothing 이미지라고 판정할 수 있도록 해당 학습데이터

가 필요하다.

(Fig. 12)는 ‘O’ 이미지 하나를 인공신경망이 인식하

는 데 필요한 ‘O’ 이미지 지도학습데이터와 아무것도 없

는 ‘Nothing’ 이미지 지도학습데이터를 나타낸다. 아무

것도 없는 ‘Nothing’ 이미지, 즉, ‘N’ 상태를 판정할 수

있도록 12개 화소에서 완전 빈 이미지에 화소 1개만 켜

진 12가지 경우를 먼저 학습데이터로 작성하였다. 그

후, 완전 빈 이미지에 화소 2개만 켜진 20가지 경우를

학습데이터로 작성하였다. 완전 빈 이미지에 화소 3개가

켜진 경우부터는 ‘Nothing’ 이미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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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학습데이터에 포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이미지의 특징을 담고 있는 학

습 데이터만 생성하였다. (Fig. 12)는 ‘O’ 32개(1~32번),

‘N’ 32개(33번~64번)로 전체 64개 지도학습 학습데이터

를 나타낸다. 이 학습데이터를 사용하여, ‘O’ 이미지를

판정하는 출력층 뉴런과 Nothing 이미지 여부를 판정하

는 출력층 뉴런을 포함한 인공신경망을 완성한다. 완성

된 인공신경망은 입력된 12화소 이미지에 대해, ‘O’ 이

미지 여부를 판정한다.

(Fig. 12) Supervised learning data for ‘O Nothing’ 2
types of images

(Fig. 13) Supervised learning data for ‘X Nothing’ 2
types of images

한편, (Fig. 13)은 ‘X’ 이미지 하나를 인공신경망이 인

식하는 데 필요한 ‘X’ 이미지 지도학습데이터와 아무것

도 없는 ‘Nothing’ 이미지 지도학습데이터를 나타낸다.

(Fig. 13)은 ‘N’ 32개(1~32번), ‘X’ 32개(33번~64번)로 전

체 64개 지도학습 학습데이터를 나타낸다. 이 학습데이

터를 사용하여, ‘X’ 이미지를 판정하는 출력층 뉴런과

Nothing 이미지 여부를 판정하는 출력층 뉴런을 포함한

인공신경망을 완성한다. 완성된 인공신경망은 입력된 12

화소 이미지에 대해, ‘X’ 이미지 여부를 판정한다. 이러

한 학습데이터를 만들고, 만든 학습데이터에 따라 학습

하고 이미지를 인식하는 인공신경망을 만들고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학습한다.

’O, X’ 2종 이미지인식 인공신경망 창작 사례에서 관

찰된 수치값들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본 인

공신경망의 이미지 인식에 사용된 화소 수는 12개이었

다. 이에 따라 입력층에 사용된 인공 뉴런의 개수는 12

개, 은닉층에 사용된 인공 뉴런의 개수는 3개 그리고

‘O’, ‘X’ 2종류 이미지 판정에 필요한 출력층 뉴런의 개

수는 2개이었다. ‘O’ 이미지 학습에 사용한 학습데이터

(정답포함) 개수는 32개, ‘X’ 이미지 학습에 사용한 학습

데이터(정답포함) 개수는 32개이었다. 은닉층과 출력층

에 필요한 가중치 계산 개수는 3x12+2x3로 계산되어 42

개이었고, 은닉층과 출력층에 필요한 임계값 계산 개수

는 뉴런마다 하나씩, 즉, 3+2로 5개이었다. 이로부터 스프

레드시트에서 계산한 전체 매개변수 개수는 47개이었다.

이 47개 매개변수 계산 업데이트 회수는 ’O, X’ 2종 이

미지 학습데이터 개수, 즉, 32+32로 64회와 같다. 64개

학습데이터에 대한 오차제곱 총합값을 최소화하는 총

계산회수는 47x64로 약 3000회 계산이 실행된다. 이러

한 원리로부터, 실제 고화질 이미지에 대해 본 인공신경

망을 확장하여 고화질 이미지를 판정하는 소요되는 계

산회수를 예시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강아지와 고양이 이미지 인식을 위해 인공신경망을

만든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강아지와 고양이 이미지에

사용된 화소 수는 1만 화소(100x100)로 한다. 이에 따라,

입력층에 필요한 인공 뉴런의 개수는 1만개가 된다. 은

닉층에 사용된 인공 뉴런의 개수를 10개로 정한다. 강아

지, 고양이 2종류 이미지를 판정하므로 본 인공신경망에

필요한 출력층 뉴런의 개수는 2개가 된다. ‘강아지’ 이미

지 학습에 사용한 학습데이터(정답포함) 개수는 100개,

‘고양이’ 이미지 학습에 사용한 학습데이터(정답포함) 개

수도 100개로 정한다. 이로부터 은닉층과 출력층에 필요

한 가중치 계산 개수는 10x1만+2x10으로 10만20개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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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은닉층과 출력층에 필요한 임계값 계산 개수는

뉴런마다 하나씩, 즉, 10+2로 12개가 된다. 본 인공신경망

이 계산해야할 매개변수 총 개수는 10만32개가 된다. 10

만32개 매개변수 계산 업데이트 회수는 ’강아지, 고양이’

2종 이미지 학습데이터 개수, 즉, 총 100+100으로 200회

가 된다. 200개 학습데이터에 대한 오차제곱 총합값을

최소화하는 총 매개변수 계산회수는 10만32x200으로 약

2000만회 계산이 실행된다. 약 2000만회 계산이 실행된

후 ’강아지, 고양이’ 2종 이미지를 판정하는 인공신경망

이 완성된다. 이러한 사례 설명을 통해, 인공신경망 SW

가 얼마나 많은 계산을 단시간에 실행해야하는지 알 수

있고, 컴퓨팅을 수행하는 하드웨어 성능이 인공지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 컴퓨팅 하

드웨어 성능이 발전하여, 인공신경망 기술이 상용화된

것을 학습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본 교육 사례를 통해

실제 고화질 이미지를 학습하고 판정하는 여러 AI교육

플랫폼의 동작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Satisfaction
evaluation area

Not very
satisfied

Not
satisfied

Average Satisfied
Very
satisfied

Create supervised
learning data

0% 10%(4) 15%(6) 30%(12) 45%(18)

Artificial Neural
Network Principle

0% 10%(4) 20%(8) 25%(10) 45%(18)

Parameter
optimization

0% 10%(4) 20%(8) 25%(10) 45%(18)

Number of
calculations for
artificial neural
network

0% 5%(2) 20%(8) 30%(12) 45%(18)

Spreadsheet
implementation

0% 0% 15%(6) 30%(12) 55%(22)

Non-face-to-face
training suitability

0% 0% 15%(6) 50%(20) 35%(14)

<Table 1> Results of satisfaction survey for pre-
service-teachers

<Table 1>과 <Table 2>는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이미지 인식 인공신경망 교육 사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1>은 20년도 2학기와 21년도 1

학기 40명 예비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이며, <Table

2>는 동일 학기 40명 현직교사 대상 만족도 결과이다.

이미지 인식 인공신경망 교육 사례에 대한 만족도 평가

문항은 ‘지도 학습 데이터 작성’, ‘인공신경망 원리’, ‘매개

변수 최적화’, ‘인공신경망 계산회수’, ‘스프레드시트 구현’

그리고 ‘비대면 교육 적합성’ 6개로 구성하였다.

Satisfaction
evaluation area

Not very
satisfied

Not
satisfied

Average Satisfied
Very
satisfied

Create supervised
learning data

0% 0% 15%(6) 35%(14) 50%(20)

Artificial Neural
Network Principle

0% 0% 20%(8) 30%(12) 50%(20)

Parameter
optimization

0% 0% 10%(4) 40%(16) 50%(20)

Number of
calculations for
artificial neural
network

0% 0% 15%(6) 30%(12) 55%(22)

Spreadsheet
implementation

0% 0% 15%(6) 25%(10) 60%(24)

Non-face-to-face
training suitability

0% 0% 10%(4) 40%(16) 50%(20)

<Table 2> Results of satisfaction survey for in-
cumbent-teachers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높은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인공지능 교육대학원 초중고 현직교사들은 본 교육 사

례에 대해, 고성능 컴퓨터가 없어도 인공신경망의 동작

결과를 가정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

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현직교사들은 본 인공신경망

교육 사례에 대해 80%이상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예

비교사 학부생들은 70%이상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또한, 각 가정에서 학습하는 비대면 교육 시에도 큰 장

점을 갖고 있어, 본 이미지인식 인공신경망 교육 사례의

효과성을 이해한 현직 교사들이 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

타내었다. <Table 1>과 <Table 2>의 만족도 결과로부

터, 본 교육 사례가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공신경망 소양 교육 사례로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결론

교사 교육을 위한 지도학습 방식의 인공신경망 원리

교육의 목적은, 데이터를 입력받는 SW를 만들어 출력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하

듯, 어떤 데이터 집합을 정답과 함께 입력 및 학습시켜

창작한 인공신경망의 판정 출력 결과를, 어떤 문제를 해

결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를 교육하는 것이다. 이에 대

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인공신경망 원리교육 방법은 스

프레드시트를 이용한 2종 3종 이미지 인식 인공신경망

교육 방법 사례이며, 지도학습 방식 인공신경망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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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필요한 학습데이터, 인공 뉴런들의 가중치와 임

계값들을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본 인공신경

망 원리교육 사례의 적용 결과로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

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고, 만족도

조사결과는 각 조사 항목에 대해 모두 70%이상 긍정적

인 응답 결과를 나타내어, 높은 수업 적용 적합성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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