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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역량 함양을 위한 고등학교 수학 내용 구성에 관한 소고1)

고호경2)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우리 삶에 깊숙이 관여되고 있고 미래 교육은
이러한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역량 함양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은 인공지능 역량과 가장 밀접한 교과인 수학에서 다루어야 하는 인공지능 관련 교육 내용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인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원리를 수학기반으로 학습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과를 수학과의 과목으로 신설할 것과,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을 위한 수학'
교과에서 다루어야 하는 주요 수학 내용들을 제안하였다.

주요용어 : 인공지능, 인공지능 수학 교과, 인공지능 수학 내용

Ⅰ. 들어가며

근래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4차 산
업혁명은 경제나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VR/AR,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교육 현장 및 교수학습방법에도 광범하게 적용돼 이른바
‘에듀테크(Edu Tech)’로도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8).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여
러 가지 기술 중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기계로 구현하는 과학기술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웹진, 2020).
인공지능은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추리나 판단과 같은 것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언어나 행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계 혹은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선규, 2019). 인공지능 기술이
딥러닝, 머신러닝 방식으로 군사, 마케팅, 의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
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적 차원을 넘어 인문사회 등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우리나라 정부도 국가 사회 전반의 준비가 필요함을 필두로 하여, 인공지능이 미래 사회의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과 함께 인공지능의 바탕인 SW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과 SW 친화적 교육 문화 확산하고 교육체계를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과학기술정
보통신부, 2019). 또한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서 관련된 정부부처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우수한 미
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약 5천 명 정도의 인공지능 교사를 만들거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대학원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이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분야인 인공지능 교육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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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교육은 아직은 시작단계로 학교교육에서 필수
교육으로 SW 인공지능 학습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 융합교육 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원리는 딥러닝으로 대표되는데, 딥러닝은 빅데이터, 알고리즘 개발, 하드웨어의 발전으

로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기계학습 중 한 분야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두뇌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한 뒤 사물을 구분하는 정보처리 방식을 모방하는 것과 비슷한 인공 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의 원리에,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을 기반으로 복잡한 비선
형 문제를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 나가며, 사람이 모든 판단 기준을 정해주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인지, 추론,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융합된 교육의 그림은 어떤 것일까?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학습 지도 및 평가 등 개인 맞춤 교육이 증진되고, 학생들은 챗봇에게 질문하고 챗봇과 함께 자
기주도학습을 한다(최민영, 이태옥, 2019). 원격교육 인프라가 확충되고 최첨단 에듀테크가 실현되어
인공지능에 의한 온라인 수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정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듯 인공지능
의 출현은 인공지능을 교수・학습에 도입하여 기존에 해결하기 어려웠던 맞춤형 수업과 학습태도 분
석을 실시하고 이에 더하여 학사 행정부담 완화 등의 다각도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교육 내용이나 인재 양성의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근래에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미래 사회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대두하며, 인
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인재 양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반 사회에서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원리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교육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신승기, 2019). 국내 SW인재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코딩 교육, SW인공지능 조교서비스 개발 등
도 제안되고 있다(이승환, 김용성, 2017).
이와 같이 교육계에서의 당면 과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 못지않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이다(이상욱, 고영미, 2017). 그러
나 현실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을 어떻게 하면 수업에 활용할지와 같은 교육공학적인 차원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신승기, 2019). 즉 인공지능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교육
내용이나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연구가 아닌 인공지능을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바
라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며 인공지능 역
량 함양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사실, 인공지능의 원리와 가장 밀접하게 결부지어야 할 교과가 바로 수학이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

서 시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수학 교과는 이러한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는 있지 못
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수학 교과의 경우 이전에 배우고 있었던 교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영역 및 내
용을 학습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에는 적합한
교과목 및 내용인가를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교육 내용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할 시
점이라 할 수 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습의 질과 경험, 자기 성장,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 강
조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기는 하나 이와 더불어 수학 교육의 내용이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
다는 주장이다(남호성, 2020).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선형대
수라 할 수 있다(이상구 외, 2019). 대표적으로 행렬의 분해, 대칭행렬, 고유값, 고유벡터, 벡터공간, 노
름 등이 광범위하게 쓰인다. 또한 확률론 및 통계 영역 역시 조합 분산과 기댓값 조건부확률, 확률분
포 등이 쓰인다. 그 이외에도 복소해석학, 알고리즘, 복잡도, 최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수학이 사용된
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더 잘 알기 위해 또는 더 잘 사용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수학은 무엇이며
현재 중고등학교 수학 내용 중 이에 부합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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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현재 수학 교육과정 내용에서 더 확장해서 향후 어떠한 내용을 도입해야 학생들의 인공지능
관련 소양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는 시대적으로 너무나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에 이에 대한 원리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

기 위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경험해야 하는 수학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중고등학교 수학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 교육계의 움직임

인공지능을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연구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인공지능을 교육에 직, 간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와 인공지능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거나
인공지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인공지능
을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 후, 인공지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학 내용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근래 들어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이 데이터 분석 및 추론 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많은 학자들이 인공지능이 교육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고 있다.
[그림 Ⅱ-1]과 같이 기계 학습, 언어 시각 청각 등 인지, 해석 상황이해 등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은
타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해 내고 있는 현상을 교육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Roll, &
Wylie, 2016).
이로 인하여 학년, 교육과정 등 교육의 전통 개념은 크게 변화될 것이고, 미래학교는 완전히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될 것이라고 예측한다(예, 정제영, 2018, 김진숙, 2018).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특성
은 ‘학생과 인공지능의 관계 중심’,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 교육과정 교육의 증가’, ‘교육의 시간 공간적
제약의 해소’라는 것이다. 이는 소위 교육에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최근 코로
나19로 세계 각국에 휴교령이 내려짐에 따라 각국 정부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
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바3),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및 에듀테크(Edutech)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3)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 49개국에서 휴교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29개국은 전국적인 휴교령을 내려 3억
9,150만 명의 학생들이 영향을 받고 있음.

[그림 Ⅱ-1] 다양한 상황에 적용한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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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에듀테크로 인하여, 종이 교과서는 디지털 교과서, 모바일 북으로 대체
되고, 교실에서의 오프라인 집합교육은 집단지성, 협업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으로 바뀔 것이며, 미래
교실은 스마트 교실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자칠판은 물론이고 AR/VR, 홀로그램,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들이 도입되는 미래 교실은 학생들에게 정말 새로운 학습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
의 효과를 증진 시킬 것이라는 기대하여 다양한 교과에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어
교과에서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현존하는 음성인식 기술력을 바탕으로 학습자와
음성봇이 직접 대화하며 상호작용하는 영어 말하기 학습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스템 주도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학습자 주도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는 검색 플랫폼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이동한, 2019).
이는 챗봇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들로 이어지는데, "인공지능 기반의 봇" 이 출현하여 스마트폰 사용
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인 메가 메신저 위에서 온라인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광고/홍보, 판매, 할
인, 예약, 배달, 결제, 세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연, 2017), 챗봇은 기
본적으로 챗봇 API를 제공하는 서버와 서로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요청과 응답
(Request-Response)’ 구조를 따른다. 사용자가 메신저 대화창에 특정 메시지를 입력하면, 메신저 사업
자의 챗봇 API 서버는 해당 메시지에 적합한 응답을 해달라고 해당 서버에 자동응답을 요청하는 식
이다(박현길, 2017). 챗봇 시스템은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고 답변을 출력하는 사용자 UI, 사용자 질
문의 의도를 파악하여 답변을 생성하는 챗봇 엔진, 사용자 UI와 챗봇 엔진 사이에서 중계 역할을 담
당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다(이대근, 2019).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학생들에게 적절한 멘토링,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며 다양하

고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이 학생들에게 더 다양하고 적합한 환경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민영,
2019). 수학 교과 역시 기술의 발달로 축적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개
별화되고 최적화된 교육기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미령, 정경영, 노지화, 2019).
또한 인공지능과의 관계성은 ‘사회’ 또는 ‘사회적인 것’, 그리고 ‘사회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 체계

의 전반적인 조정이 요구됨을 시사한다(윤상균, 2018). 즉, 교육 분야에서 인공 지능의 도입과 활용에
따르는 미래 인간의 교육적 삶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학교 중심의 도구적 관점을 탈피하여 분야별 교
육의 동형성을 살린 분야-통합적 교육관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전주현, 2019). 교육을
실천원리로 삼는 공동체에서 기술공동체에 ‘교육의 가치’를 설명하고 인공지능에 ‘교육의 가치’가 탑재
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 이전에 교육공동체 내에서 ‘교육의 가치’를 이해하고 밝히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김신애, 2019). 특히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전자적 인간 지위 부여 등을
결의한 보고서와 그 발전 추세를 고려하면,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성과 인
성교육의 개념과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조정호, 2019). 예를 들면,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다양한 외국어의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으나, 외국어의 실용적 가치보다는 인성·
교육적 가치와 창의성 계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신형욱, 2018).
이와 같이 인공지능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급속도로 커지는 이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교육에 활용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이라는 주장이
있다. 즉, 교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 또는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예, 김진수, 박제남, 2018). 이에 가장 앞서 준비하고 있는 교과는 정보 교과인데,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각 학교급에 맞게 인공지능의 경험할 수 있는 데이터의 활용, 인공지능
모델인 인공신경망이나 SVM(Support Vector Machine), 클러스터링 방법 등을 파이썬과 함께 가르쳐
야 한다는 것이다(이승철, 김태영, 2019).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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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며, 정보 교과 못지않게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는 수학 교과 역시 인공지능의 원리와 인공지능
과 관련이 있는 수학 내용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허난, 이지
혜, 2018; 남호성, 2020; 이은경, 2020).

Ⅲ. 인공 지능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

1. 인공지능(AI)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엄밀하게 정의하지는 쉽지 않지만 컴퓨터가 사람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구형일, 2018).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어떻게 기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분야이다 보니, 인공지능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고 연결된 다수의 기법과
기술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2000년대 들어 컴퓨팅 파워가 성장하고 다양한 알고리즘이
등장,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양 및 분석이 급속도로 진보하면서 상황을 인지하고 이성적, 논리
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기능까지 수행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웹진, 2020)

양희태 외(2019)에서 제시한 인공지능의 주요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인공지능의 가장 잘 알
려져 있는 두 기술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며,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
능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 기계학습(머신러닝)인데, 기계학습(머신러닝)에는 세 가지 방법
이 있다. 먼저, 지도학습으로써 데이터와 함께 '정답'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즉 정답을 가지고 있는 훈
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의 정답을 예측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정답'을 주지 않고, 학습용
데이터 집합만을 주는 방법인 비지도학습이다. 이는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여 유사한 특징을 가진
데이터끼리 묶는 군집화 알고리즘이다. 마지막으로 강화학습과 딥러닝의 인공신경망이 있는데, 기계학
습의 강화학습 방법은 잘했을 때 상을 주고, 못했을 때 벌을 주는 인간의 학습 형태를 모방한 알고리
즘으로써, 반복을 통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해 나가는 것으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도 학습
이 가능하다. 또한 특정일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면 인간의 뇌의 특정 부분의 뉴런 사이 전기 신호가
강해지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수학 모델로 만든 알고리즘인 인공신경망이 있다(양희태 외, 2019).
이와 같은 인공지능의 딥러닝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머신러닝에서 한 단계 나아간 심

[그림 Ⅲ-1] 인공지능 기술의 성장(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웹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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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학습 단계이며, 시스템이 다양한 출처의 디지털 정보를 분류하고 가려내고, 학습 프로세스가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 모음을 사용함으로써 학습한 내용을 분류
하고 파악하는 목표를 달성한다. 예를 들면, 컴퓨팅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DNN(Deep Neural
Network)의 예가 있는데, 이는 데이터 세트를 분류하고 데이터간 상관관계를 찾아내어, 새로운 사실
의 발견과 예측이 더욱 정확해지게 되었다. 수많은 오류를 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딥러닝 시스템은 정
확도를 더욱 높이게 되고 목적달성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딥러닝(Deep learning)을 활용함으로써, 예전에 주로 하던 방법은 통계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하여 가설을 세우고 분석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요즈음은 사회 각계 각 분야에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딥러닝 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McInnes, Healy, Nathaniel, & Lukas,
2018).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세하고 맞춤화된 가설을 세우는 대신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을 조
사하여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듯 인공지능은 텍스트나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에 적합하게 클러스터링, 신

경망, 비지도학습, 최적화 등을 통해 판단(decision)이나 예측(prediction)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여
기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은 주로 통계적 컴퓨팅을 위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R 프로그래밍 언어
나 파이썬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R과 파이썬은 활용 영역의 다양성과 신뢰성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와
데이터 마이닝 전문가가 사용했으며 과학, 금융,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 큰 데이
터를 분석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이다(Diez et al, 2015; Field et al., 2012; Hothorn
et al., 2014; Kerns, 2012, R Core Team, 2015, Schumacker & Tomek, 2013).

2. 인공지능(AI) 관련 수학

다다샤토시(2017)의 제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원리뿐
만 아니라 가중치와 최적해 탐색을 위한 선형 문제와 비선형 문제, 회귀분석, 유사도, 그래프 이론을
학습해야 하며, 통계 기반 머신러닝을 위해서 베이즈 통계학과 베이즈 추론을 포함한 확률분포와 모
델링을 학습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시카와(2018)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에 쓰이는 수학을 미분, 선
형대수, 확률과 통계를 제안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선형회귀 모델, 최소
제곱법 등을 학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아카이시(2018) 역시 딥러닝을 위한 수학으로
고등학교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미분과 적분 영역에서는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포함한 함수
와 극한과 미분, 극대와 극소, 다항식의 미분, 곱의 미분,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미분 포함 다변수 함수
의 미분, 벡터와 행렬 영역으로 코사인 유사도를 그리고 확률과 통계 및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학습
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상구 외(2020)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쓰이는 수학의 내용은 선형대수(데이
터 분석과 관련된 행렬을 이해하기 위하여 벡터, 선형연립방정식, 행렬과 행렬식, 일차독립과 기저
(basis) 및 차원(Dimension), 선형변환), 수치해석(numerical linear algebra over the real fields) 등에
대한 내용과 연계되며, 마지막으로 확률과 통계의 확률변수, 기대값, 확률분포, 통계적 추정 및 확률모
형 및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적 방법론의 기본개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에 적용되는 확률과
통계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 들 중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학 내용을 추출하기 위하여 인공 지능에 관련된 수학

내용 중 대수, 확률과 통계, 해석의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을 추출하여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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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공지능과 관련된 핵심 수학 내용을 추출하면 행렬, 벡터, 기하, 함수, 확률, 네트워크, 상관관계, 기술
통계, 회귀분석, 베이즈 통계, 다변수 함수, 미분, 최적화, 알고리즘 등이 핵심 내용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이
에 더 나아가 인공지능과 연계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인공신경망, 클러스터링)에 대
한 기본적인 원리 및 인공지능의 관계망에 대한 그래프 모델을 위하여 유향/무향 그래프 모델링과 네트워크,
그래프, 행렬을, 데이터 사이의 관계성 찾기 위해서는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확률과 예측을 위해서는 확률과
조건부 확률, 최적화를 위해서는 1변수, 2변수 함수 최적화, 경사하강법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
후 인공지능의 원리를 수학과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원리나 기능에 따른 관련 주요 수학 내용을
연결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Ⅲ-2>).

아카이시(2018) 이시카와(2018) 이상구 외(2019)

대수

벡터(정의, 성질 연산 )
내적(절댓값, 정의, 벡터
성분), 행렬(정의, 연산,
내적표현, 행렬곱)

집합과 원소, 절대값과 유클
리드거리, 벡터(연산 유향성분
노름), 내적, 직교조건 법선벡
터, 행렬(연산 역행렬 선형변
환 고윳값 고유벡터)

벡터, 정사영, 최단거리, 선
형연립방정식, 행렬과 행렬
식, 기저, 차원, 최소제곱해,
QR분해, 선형변환, 고윳값,
고유벡터, 행렬의 대각화,
특이값분해(SVD), 이차형식

확률과
통계

확률변수, 확률분포
확률밀도함수, 확률분포함
수, 가능도함수(최대가능
도추정)

확률,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결합확률, 조건부확률
기댓값 평균 분산 공분산
상관계수, 대가능도추정

통계학과 R, 순열, 조합, 확
률, 확률변수,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 공분산과
상관계수, 데이터 활용의
실제

해석

함수(합성함수, 역함수)
미적분(극한, 미분 극대극
소, 미분법, 적분)
삼각함수(삼각비, 그래프)
다변수함수미분(편미분,
전미분), 지수함수, 로그
함수

함수(최대값,최솟값)
거듭제곱 거듭제곱근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극한
미분(상미분, 편미분 여러 가
지함수미분, 곱의법칙)

극한과 도함수, 미분의 응
용, 적분, 다변수함수, 편도
함수와 그래디언트, 함수의
극대·극소, 경사하강법, 중
적분

<표 Ⅲ-1> 선행연구 제안된 인공지능 관련 수학 내용

인공지능 기능 관련 수학 내용

데이터 표현 행렬의 연산, 행렬식, 벡터, 내적

데이터 분석 확률, 조건부 확률, 베이즈 법칙, 상관계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텍스트 마이닝 상대도수, 평균, 표준편차

클러스터링, 신경망
유향/무향그래프, 중심성, 인접행렬, 일차함수, 지수함수, 시그모이드(로지스
틱)함수, 유클리드 거리, 3차원 좌표계

비지도학습, 신경망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결정계수, 로지스틱 회귀분석, 코사인 유사도

예측 베이지안 의사 결정, 사전/사후 확률

최적화
2변수 함수, 2변수 함수의 그래프, 미분, 편미분, 일차함수, 손실함수, 경사
하강법

<표 Ⅲ-2> 인공지능 기능에 따른 관련 주요 수학 내용



고호경

230

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 교과 내용 중에서 이러한 인공지능과 관련성이 있는 성취기준(교육
부, 2015)들을 제시하면 <표 Ⅲ-3>과 같다.

교과 영역 성취기준

[중학
교
수학]

수와
연산

[9수01-07] 제곱근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문자와
식

[9수02-01]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9수02-05] 일차방정식을 풀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9수02-11] 미지수가 2개인 연립일차방정식을 풀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함수 [9수03-04] 함수의 개념을 이해한다.

확률과
통계

[9수05-04]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9수05-05] 확률의 개념과 그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9수05-06] 중앙값, 최빈값, 평균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9수05-07] 분산과 표준편차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9수05-08] 자료를 산점도로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말할 수 있다.

[수학]

기하
[10수학02-01]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10수학02-05]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10수학02-06]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수와
연산

[10수학03-01] 집합의 개념을 이해하고, 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
[10수학03-02]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이해한다.
[10수학03-03] 집합의 연산을 할 수 있다.

함수
[10수학04-01]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10수학04-02] 함수의 합성을 이해하고, 합성함수를 구할 수 있다.
[10수학04-03] 역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수학
Ⅰ]

해석

[12수학Ⅰ01-01]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12수학Ⅰ01-02] 지수가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12수학Ⅰ01-03] 지수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
다.
[12수학Ⅰ01-04] 로그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12수학Ⅰ01-05] 상용로그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2수학Ⅰ01-06]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뜻을 안다.
[12수학Ⅰ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
프를 그릴 수 있다.

대수

[12수학Ⅰ03-01] 수열의 뜻을 안다.
[12수학Ⅰ03-02] 등차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항까지의 합을 구
할 수 있다.
[12수학Ⅰ03-03] 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항까지의 합을 구
할 수 있다.
[12수학Ⅰ03-04] ∑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2수학Ⅰ03-05] 여러 가지 수열의 첫째항부터 제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수학
Ⅱ]

해석
[12수학Ⅱ01-01] 함수의 극한의 뜻을 안다.
[12수학Ⅱ01-02]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표 Ⅲ-3> 인공지능과 연관된 중고등학교 수학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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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수학Ⅱ02-01] 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12수학Ⅱ02-02]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를 이해한다.

[12수학Ⅱ02-04] 함수   (은 양의 정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12수학Ⅱ02-05] 함수의 실수배, 합, 차, 곱의 미분법을 알고,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12수학Ⅱ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12수학Ⅱ02-09]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미적
분]

해석

[12미적02-0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을 구할 수 있다.
[12미적02-02]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12미적02-03]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해한다.
[12미적02-04] 삼각함수의 극한을 구할 수 있다.
[12미적02-05]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12미적02-06] 함수의 몫을 미분할 수 있다.
[12미적02-07]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12미적02-08]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12미적02-09] 음함수와 역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12미적02-10] 이계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12미적02-12]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확률
과
통계]

확률과
통계

[12확통02-01]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의미를 이해한다.
[12확통02-02] 확률의 기본 성질을 이해한다.
[12확통02-03] 확률의 덧셈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2확통02-04] 여사건의 확률의 뜻을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2확통02-05] 조건부확률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12확통02-06] 사건의 독립과 종속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12확통02-07] 확률의 곱셈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2확통03-0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뜻을 안다.
[12확통03-0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12확통03-03] 이항분포의 뜻을 알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12확통03-04] 정규분포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기하] 기하

[12기하02-01] 벡터의 뜻을 안다.
[12기하02-02]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를 할 수 있다.
[12기하02-03] 위치벡터의 뜻을 알고, 평면벡터와 좌표의 대응을 이해한다.
[12기하02-04] 두 평면벡터의 내적의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다.
[12기하02-05] 좌표평면에서 벡터를 이용하여 직선과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12기하03-04] 좌표공간에서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12기하03-05] 좌표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실용
수학]

통계

[12실수03-01]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절차와 방법을 이해한다.
[12실수03-02] 실생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림, 표,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12실수03-03]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12실수03-04] 목적에 맞게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해석하여 산출물을 만들 수
있다.

[경제
수학]

해석
[12경수04-01] 미분의 의미를 이해한다.
[12경수04-02] 미분을 이용하여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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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공지능 관련 수학 내용(이상구, 2019; 다다샤토시, 2017; 아카이시, 2018; 이시카와, 2018) 중
에서 현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나 고등학교 심화 수학 또는 대학 기초수학에서 다
루어야 할 내용들을 추리면 <표 Ⅲ-4>와 같다. 이 중에서 행렬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전의 수학과 교육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으며, 또한 그래프 이론의 일부 내용 역시 기존의 <이산수학>이라는 교과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이다.

Ⅳ. 나가는 말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소양 함양을 반
영하고자하는 교육 분야의 논의는 시작되었다. 2030년의 미래 모습으로 변동성(Volatile), 불확실성
(Uncert인공지능n), 복잡성(Complex), 모호성(Ambiguous)으로 상정한 OECD(2016)나 UNESCO의 미
래교육 전망에서 모두 사회변화의 흐름을 예측하고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역량에 정보, 미디어 및 테
크놀로지 기능(Information, Media and Technology Skills)이 포함되었다. 특히 수학교과는 이러한 새
로운 기술과 가장 가까운 교과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수학교과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소양을
키우는 것은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일 중 가장 큰 두 줄기는 자연어처리(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와 영

상분석(computer vision)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대부분의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은 두 분야와 관
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학 내용을 가르친다고 하면 현 교
육과정과는 전혀 무관한 새로운 내용을 새로 도입해야 하거나 혹은 너무 난이도가 높은 내용을 도입
해야 해서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도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 '정보 검색'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해 보는 경
험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고호경 외, 2015)와 같이 현 교육과정에서 다루
고 있지 않는 새로운 내용을 거의 도입하지 않고도 인공지능 원리와 활용을 현재 수학 내용과 연계지
어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

능 원리와 활용을 소개할 교과목의 개발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 및 역량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해
진 현 시점에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는 교과의 필요성이
다. 인공지능 전체를 이해하는데 필수 개념인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은 인공지능의 한 종류이지
만, 그 특성상 수학기반으로 학습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를 다루는 가칭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을 위한 (기초)수학’ 과목을 신설하여 수학 교육과정에서 이 과목을 다룰 수

영역 내용
미적분학 편미분, 특수함수의 미분

선형대수
행렬의 덧셈, 뺄셈, 행렬의 곱셈, 역행렬, 선형변환, 고윳값과 고유벡터,
벡터의 노름, 상관계수, 선형회귀, 공분산

이산수학 연결그래프, 무향그래프, 유향그래프, 그래프의 행렬표현, 트리

확률과 통계
음이항분포, 포아송분포, 카이제곱분포, 초기하분포, 코시분포, 로지스틱분포, 베
이불분포, 베이즈정리

해석학 푸리에 변환

<표 Ⅲ-4> 교육과정 외의 인공지능 관련 수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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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가급적 <표 Ⅲ-2>에서 제안한 현 교육과정의 수학 내용을 토대로 인
공지능에서 다루는 ‘데이터(텍스트 데이터 및 영상 데이터)의 이해’과 ‘데이터 분석의 원리’ 그리고 ‘실
생활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것이다.
두 번째, 인공지능의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수학 내용의 개발이다. 기계학습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기본적인 선형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내용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
을 위한 (기초)수학'과 연계해서 학습할 수학 내용을 새로이 개발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한 교과는 ‘선형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의 필요한 내용

중 현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원리와 융합하여 수학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는 인공지능원리나 데이터 분석 개념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
울 수 있으며 전문적인 인공지능 역량을 함양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써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을 위한 수학'에서 조금 더 현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수
학 내용을 추가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연결하여 학습할 수학 내용은 어느 정도 분량과 수준을 갖추어야 할까? 인공

지능의 원리와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수학교육이 목적이라면, 일단은 현 교육과정에 없는 '선형
대수', '수치해석', '확률과 통계'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앞의
<표 Ⅲ-3>에서 제시한 행렬의 덧셈, 뺄셈, 행렬의 곱셈, 역행렬, 선형변환, 고윳값과 고유벡터, 벡터의
노름, 상관계수, 선형회귀, 공분산과 같은 내용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새롭게 개발하는 수학
내용은 수학 내용에 대한 깊은 지식과 문제해결을 위한 교과로 개발하기보다는 인공지능라는 큰 틀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만일 현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수학 내용을 기존의 수학 교과 교육과정과 같이 다루게 된다면, 이를 이해하고 관련 기
능을 익히기 위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오히려 인공지능 관련 내용에 초점을 맞추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을 위한 수학’만 들어도 기본적인 인공지능관련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관련 진로를 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심화 과목으
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을 위한 (심화)수학'을 들을 수 있도록 <표 Ⅲ-3>의 내용을 더 확장, 적
용함으로써 교과목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 관련 수학교과가 신설될 경우 반드시 인공지능 시스템 설계 이해의 내용이

프로젝트 활동과 통합되어 '합리적 의사결정’ 단원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미래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가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등이 결합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한채린 외,
2018; 김창일, 전영주, 2017; 김정란, 김응환, 2017).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것 역시, 인간과 컴퓨터가 목
적과 의도를 통해 의사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물을 인식, 문자언어, 음성언어, 그래픽, 수학
식, 프로그래밍 언어 등으로 표현하는 모델링 과정을 경험하고, 개념들 간의 관계와 원리를 표현하고
확장하는 단계에서 창의성을 발현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관련 수학 교과는 수학 내용의 분량과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의사결
정 영역을 설정하여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소통하고,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항이라 한다(김홍겸 외,

2019). 따라서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한 교육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
여 학생들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수학 학습을 하면서도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며 문제를 찾고 이를 창
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동시에 구안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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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velopment of School Mathematics Content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I) Capability

Ko, Ho Kyoung4)

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hich represents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now deeply involved in our lives, and future education places great
emphasis on building students' capabilities for the principles and us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contents of AI related
education in mathematics, which the relationship is closely connected to each other. To
this end, I propose establishing two novel AI-related contents in mathematics education.
One subject is related to learning the principle of machine learning based on mathematics
foundation. In addition, I draw the core math contents dealt in following subject called
‘Basic Mathematics for AI and Data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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