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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인공지능 관련 수학 교과의 개발을 위

해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수학> 교육과정

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문

헌 분석과 고찰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삼고, 먼저 인공지능의 역

사,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의미, 인공신경망의 역사를 중심으로 인

공지능 이론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핵심 이론적 배경인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McCulloch-Pitts 뉴런’으로부터 ‘다층퍼셉트론’까지 체계적으

로 연구하여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를 정립하였다. 또한 인공

신경망 학습의 수학적 원리인 경사하강법과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수학>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고, 교육과정 분

석 결과와 교과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 재

구조화 방안을 본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인공신경망이 수학적으로 갖는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변수함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선형대수’가

인공신경망을 수학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수단임을 이해할 수 있도

록 ‘벡터’와 ‘행렬’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 요소를 적절히 다루어야

하며, 큰 차원의 데이터를 벡터 또는 행렬로 나타내어보고 내적이

나 행렬곱 등과 같은 연산을 해보는 경험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

다. 셋째, ‘확률적 경사하강법’이 현대 딥러닝을 위한 주요 최적화

알고리즘임을 알 수 있도록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도입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확률분포’ 위주로 ‘확률과 통계’에 대한 지식을 적

절히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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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이 화두인 사회적 배경 하에 학교

수학에서 딥러닝의 수학적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

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현대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딥러닝은 그 내용이 매우 전문적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인공

신경망의 기초가 되는 퍼셉트론의 수학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립

하였으며, 이를 학교수학에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관련 수학 교과를 개발하는

데에 본 연구가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주요어 : 인공지능 수학,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 인공신경망,

경사하강법, 교육과정 재구조화, 교과서 분석

학 번 : 2020-2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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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6년 3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행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의

바둑 대결로, 당시 ‘인간 최고의 바둑 전문가와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프

로그램 사이의 대결’이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으며, 그 결과가

알파고의 승리로 끝나자 전 세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복 불가능

하다고 생각되었던 바둑의 영역마저 결국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국이 열리기 전 에릭 슈미트 알파벳 회장은 “대국

결과와 상관없이 승자는 인류”라는 인상적인 말을 남기며 인공지능의 발

전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암시하였다. 이 행사를 기점으로 인공지능은

물론 알파고의 작동 원리인 딥러닝에 대한 관심이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

하였고,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각국은 하나같이 ‘인공지능 인

재 양성’의 기치를 내걸고 교육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 중에서도 ‘수학’

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교육과

정에서도 최근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교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신

설되었다”(한서현, 2022, p. 3). <인공지능 수학>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수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교육부, 2020, p. 163)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

를 해결할 때 수학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해하며, 수학의 가치를 인식

하고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p. 164)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수학> 교과의 실제 내용적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 2 -

<인공지능 수학>은 인공지능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거기에 사용되는 수

학적인 내용들을 모아놓은 과목이다. 영역 중심이 아닌 주제 중심이라는 측면에
서 수학에서는 전혀 새로운 성격의 과목이며 인공지능에서 수학이 어떻게 활용

되는지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극히 실용적인 과목이다. (중략) 기존 수학 과목의
교과서는 대부분 개념설명, 예제 문제 풀이, 예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 제시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인공지능 수학>은 다른 수학 과목과 성격이 다른 만큼 교과
서의 형태도 달라져야 한다. 수학적인 개념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활용한 문제

를 해결하는 형태가 아닌 해결해야 할 상황 과제를 먼저 제시하고, 그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면서 수학적인 개념을 도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

렇게 되어야만 학생들이 인공지능에서 수학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
을 것이고,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수학이 아닌 상황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수학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이상구, 고호경, 김영록, 박정숙, 송석리, 오
세준 외, 2020, p. 135).

실제로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수학 교

과와는 다르게 전체적인 교과 흐름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내

용의 전개 과정에서 필요한 수학적 지식을 자연스럽게 도입하고 있으며,

그 수준은 개념을 정의하고 기초적인 연산을 해보는 정도를 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인공지능 수학>은 수학 그 자체를 깊이 있

게 배우는 과목이라기보다는 수학의 실용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수학적

내용은 최소화하고, 수학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과정을 부각함

으로써 수학의 유용성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교과로 볼 수 있

다.

한편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필두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전면 시행이 예고되어 있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학생들 스스로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선택 과목 구조는 고교학점제

의 핵심으로서 “고등학교 수학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김화경, 송창근, 이화영, 임해미,

정종식, 최인용 외, 2021, p. 292). 본 연구자는 고교학점제로의 교육적

대전환이 이루어지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에 친숙하고, 필연적으로 인

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미래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관련 수학 교과가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의 학생들은 학교에

서 인공지능에 대해 배우길 희망하고 있으며, 진로를 고려하고 흥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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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반영한 과목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교육부,

2021). 그런데 현 <인공지능 수학>의 교과 개발 취지와 실제 교과 구성

내용을 고려할 때, 본 연구자는 <인공지능 수학>이 인공지능 관련 진로

를 선택하려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수학의 유용성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즉, <인공지능 수학>은 최소한의

수학 내용만으로 구성된 과목으로, 이를 “학습한 이후 이에 대한 심화학

습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이상구 외,

2020, p. 101). 이때, “<인공지능 수학>이 인공지능에서 수학을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를 이해함으로써 인공지능과 수학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수학

의 유용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과목이었다면 <인공지능 수학>의 후

속 과목은 인공지능이 어떤 수학적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데 필

요한 수학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설계되어야 한

다”(pp. 100-101). 하지만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수학교육에 대한 연구와 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이상구 외,

2020). 전술한 맥락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자는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인

공지능 관련 수학 교과의 내용과 구조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시의적절하며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는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인공지능 관련 수학 교과

의 개발을 위해 현 <인공지능 수학>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때, 앞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고려하여 “인공

지능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를 수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

발할 수 있는가”를 연구 문제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자는 새로운

인공지능 관련 수학 교과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끌어가는 주제를 ‘딥러닝

(deep learning)’으로 설정하여 이로부터 새로운 인공지능 관련 수학 교

과의 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사회에서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때 핵심 이론 중

하나인 ‘딥러닝’은 학생들이 인공지능 관련 수학을 학습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딥러닝의 원리인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s)’은 미분, 함수의 합성, 함수의 최대·최소(최적화)를 주요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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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주요 내용

이라는 점에서 다른 수학 교과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인공

신경망의 구조는 그 깊이(은닉층의 개수)와 너비(뉴런의 개수), 활성화함

수 등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중등교육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면서도, 현 <인공지능 수학>보다 심화된 과목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난도로 설정될 수 있는 소재라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교육과

정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중심 소재로 선택하였다.

제 2 절 연구 문제

앞의 절에서 언급한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딥러닝의 수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인공지

능 관련 교과를 개발하기 위해 현 <인공지능 수학> 교육과정의 내용 체

계는 어떻게 재구조화되어야 하는가?

둘째, 재구조화된 내용 체계와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기준으로 보았

을 때,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에서 어떠한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연구 문제는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로서, 본 연구는 딥러닝의

원리인 인공신경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방향을 모색할 것이

다. 이를 위해 먼저 딥러닝 관련 연구와 전문 서적들을 고찰하여 인공신

경망의 수학적 구조와 인공신경망 학습의 수학적 원리를 확립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수학의 핵심 개념들을 추출하고, 그 개

념들이 딥러닝 전문 서적들에서 실제로 딥러닝을 위한 수학적 도구의 역

할을 하는가를 조사하여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의

핵심 개념들을 제안할 것이다. 또한 각 핵심 개념에 해당하는 수학적 지

식들 중 고등학교 수준에 맞게 변환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구체적인 내용

요소들을 추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분석하여 추출된 내용 요소들 중 현 교육과정이 다루고 있는 것

과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상의 논의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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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과정 내용 체계 재구

조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교과서에 대한 연구로서, 시중에 출판된 5종의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에 대하여 첫 번째 연구 문제를 통해 도출된 교

육과정 내용 체계와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기준으로 5종의 교과서들이

그러한 내용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출판사

별 교과서 간 차이점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비교·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연구 문제를 해결한 결과를 종합하여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수학>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연

구의 결론으로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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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인공지능 개괄

본 절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개괄한다. 인공지능의 모든 측면

을 개괄하는 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역사, 머신러닝과 이의 하위 분야인 딥러닝의 개념, 본 연구의 주제

인 인공신경망에 대한 역사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1. 인공지능의 역사

현대인들에게 인공지능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시대의 화두이다. 인공

지능이란 “인간의 지적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과학기술이다”(과학기

술정보통신부, 2020). 즉, 용어에서 나타나는 의미 그대로 인지·학습·추론

등과 같은 인간의 지능을 인위적으로 구현해내는 기술 또는 구현된 실체

이다(한서현, 2022).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개인 비서 서비스, 고객 응대를 위한 챗봇 서비스, 인공지능 스피커, 자

율 주행 자동차 등이 모두 인공지능이다. 여기서는 오늘날 인공지능이

이토록 각광받고 상용화되기 까지 어떠한 발전 과정을 거쳐 왔는지

Crevier (1993), McCorduck (2004), Russell & Norvig (2021)을 중심으

로 인공지능의 역사를 살펴본다1).

1) 인공지능의 역사를 심도 있게 논하는 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

기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건을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본문에 제시한 세 가지 주요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지만 부분적으로 다

른 문헌도 참고하였다. 또한 문헌을 그대로 인용하기보다 문헌에 제시된 역

사적 사건들의 실제 관련 자료(보고서, 논문 등)들을 찾아서 사실 관계를 직

접 확인하고자 노력하였고,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의 판단 하에

적절히 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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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역사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사건들과 인공지능 연구에 대

한 자금 지원 및 투자 여부 등을 기준으로 크게 태동기(1943-1955), 발

전기(1956-1973), 1차 암흑기(1974-1980), 1차 부흥기(1981-1987), 2차 암

흑기(1988-1989), 2차 부흥기(1990-2011), 황금기(2012-현재)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2). 인공지능의 기원은 관점에 따라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늘날 인공지능으로 간주되는 최초의 연구 결과

는 1943년 McCulloch3)과 Pitts4)에 의해 제시된 ‘인공 뉴런’으로 본다

(Russell & Norvig, 2021). 1943년 McCulloch과 Pitts는 최초로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원리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인공 뉴런을 제시함으로써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탄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었다. 그들의 연

구 분야는 당시 ‘인공두뇌학(cybernetics)’이라 불렸던 것으로, 딥러닝의

시초에 해당한다(Goodfellow, Bengio, & Courville, 2016).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개념인 ‘지능을 가진 기계’는

1950년 Turing5)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Turing (1950)은 “기계는 생각

할 수 있는가?”(p. 433)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흉내내기 게임(imitation game)’을 제안하였다. 이는 훗날 우리가 ‘튜링

테스트(Turing test)’라 부르는 것으로, 기계가 인간을 모방하여 사람과

대화했을 때, 사람을 얼마나 잘 속일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기계에게 생

각하는 능력이 있다고 판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Turing은 생각하는

기계의 구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했고, “약 50년 후에는 약 109의

저장 용량을 가진 컴퓨터를 흉내내기 게임을 잘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

했을 때, 평범한 심문자가 5분간 질문한 뒤 기계를 올바르게 식별할 확

률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p. 442)이라 예측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인 문서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55년에

2) 이러한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합의된 인공지능 역사의

구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본문에서 제시된 구분은 연구자가 문헌들을

고찰하고 직접 판단하여 내린 결론이다.
3) Warren Sturgis McCulloch, 1898-1969, 미국의 신경생리학자, 인공두뇌학자.
4) Walter Harry Pitts, 1923-1969, 미국의 논리학자.
5) Alan Mathison Turing, 1912-1954, 영국의 수학자, 컴퓨터 과학자, 논리학자,

암호학자, 철학자, 이론생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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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arthy6), Minsky7), Rochester8), Shannon9)에 의해 작성된 ‘인공지능

에 관한 다트머스 여름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제안서(A Proposal for

the Dartmouth Summer Research Project on Artificial Intelligence)’로

알려져 있다(Russell & Norvig, 2021)10). 이 제안은 “기계가 어떻게 언어

를 사용하고, 어떻게 추상화와 개념을 형성하며, 현재 인류의 여러 문제

들을 어떻게 해결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계 자신을 스스

로 개선시키도록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는 시도”(McCarthy,

Minsky, Rochester, & Shannon, 1955, p. 2)를 하기 위해 ‘록펠러 재단

(Rockefeller foundation)’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1956년 다트머스 대학에서 수학자, 엔지니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이 모여 2개월간 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

한 ‘다트머스 회의(Dartmouth conference)’이다. 다트머스 회의에서 연구

자들은 인공지능 문제의 몇 가지 측면을 ‘자동계산기(automatic

computers)’, ‘컴퓨터가 언어를 사용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방법(how

can a computer be programmed to use a language)’, ‘신경망(neuron

nets)’, ‘계산 크기 이론(theory of the size of a calculation)’, ‘자기 개선

(self-improvement)’, ‘추상화(abstractions)’, ‘무작위성과 창의성

(randomness and creativity)’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지

능을 가진 기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McCarthy et al.,

1955). 이로써 인공지능은 하나의 학분 분야로 인정받아 본격적으로 발

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후대 사람들은 1956년을 인공지능의 탄생일

로 기억하게 되었다.

1956년 오늘날 강화학습으로 불리는 방법을 이용하여 체커(Checkers)

게임을 학습한 Samuel11)의 프로그램이 방송에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6) John McCarthy, 1927-2011,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인지 과학자.
7) Marvin Lee Minsky, 1927-2016,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인지 과학자.
8) Nathaniel Rochester, 1919-2001,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9) Claude Elwood Shannon, 1916-2001, 미국의 수학자, 전기 공학자, 암호학자.
10) 다음의 McCarthy의 스탠퍼드 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http://jmc.stanford.edu/articles/dartmouth.html.
11) Arthur Lee Samuel, 1901-1990,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http://jmc.stanford.edu/articles/dartmout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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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인상을 주었다(Russell & Norvig, 2021).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

는 인공지능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퍼셉트

론(perceptron)’이다(Russell & Norvig, 2021). 1958년 Rosenblatt12)는

McCulloch과 Pitts의 연구를 발전시켜 뇌에서 일어나는 인지, 사고, 일반

화 등과 같은 여러 생물학적 기능들을 기계로 구현하기 위한 수학적 모

델인 퍼셉트론을 제안하였고, 이는 인공신경망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

었다. 또한 당시 미 국방부 신설기관인 ARPA(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13)는 MIT의 인공지능 관련 연구인 ‘MAC 프로젝트’에

1963년 222만 달러를 시작으로 매년 300만 달러를 여러 해 동안 지원하

였고, 영국정부 또한 인공지능 관련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재정적

인 부분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Crevier, 1993).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던 인공지능 연구에서 1970년 전후로 위기가 감

지되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퍼셉트론에 대한 비판이다. 1969년 Minsky

와 Papert14)는 Rosenblatt가 제안한 퍼셉트론이 논리곱과 논리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배타적 논리합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수학적으

로 증명하면서 신경망 연구는 큰 타격을 입었다(Crevier, 1993; Russell

& Norvig, 2021; Skansi, 2018). 즉, Rosenblatt의 퍼셉트론은 선형분리

가능한(linearly separable) 패턴만 학습할 수 있으므로 그 활용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임을 밝힌 것이다. 만약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은닉층을

추가하면 선형분리 가능하지 않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한 다층

구조를 가진 기계를 학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비관했다

(Minsky & Papert, 1969). 1973년 Lighthill15)은 영국 의회의 요청으로

AI 연구 현황을 평가한 보고서16)에서 당시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전반

적인 사항을 비판하였는데, Lighthill이 제시한 의견에는 인공지능 연구

12) Frank Rosenblatt, 1928-1971, 미국의 심리학자.
13) 1972년에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4) Seymour Aubrey Papert, 1928-2016, 미국의 수학자, 컴퓨터 과학자, 교육자.
15) Michael James Lighthill, 1924-1998, 영국의 응용수학자.
16) ‘Lighthill report’라고 종종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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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봉착한 ‘조합적 폭발(combinatorial explosion)’ 문제도 있었다

(Lighthill, 1973), 이처럼 당시에는 인공지능 연구를 뒷받침하기에 하드

웨어적인 성능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결국 Lighthill 보고서는 영국에서

인공지능 연구의 사실상의 중단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Crevier, 1993;

Russell & Norvig, 2021), 미국의 경우도 여러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대

했던 성과를 얻지 못하자 DARPA의 지원이 끊기는 등 인공지능 연구의

상당 부분은 자연스럽게 침체기에 접어들었다(Crevier 1993).

인공지능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특정 영역의 전문 지식을 프로그래

밍하여 인간 전문가를 모방하도록 만들어진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의 상업적 성공으로 부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1978년

McDermott는 규칙기반으로 컴퓨터 시스템의 주문을 돕는 전문가 시스

템인 R1의 개발에 착수하였고, 1980년 당시 컴퓨터 기업이었던

DEC(Digital Equipment Corporation)이 처음으로 이를 운용하기 시작하

였다(McDermott, 1980). DEC은 R1 덕에 1986년까지 연간 약 4,000만 달

러를 절감할 수 있었다(Crevier, 1993; Russell & Norvig, 2021).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80년대 산업계 전반에서 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투

자 규모가 매우 커지는 등 인공지능의 위상은 실로 대단했다(Crevier,

1993; McCorduck, 2004; Russell & Norvig, 2021). 물론 정부나 기업 차

원의 지원도 다시 시작되었는데 일본 정부가 1981년 일명 ‘5세대 프로젝

트’를 먼저 발표하였고, 이에 질세라 미국의 경우 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1982년 연구 컨소시엄 ‘MCC(Microelectronics and Computer

Technology Corporation)’을 구성하였으며(Crevier, 1993; McCorduck,

2004; Russell & Norvig, 2021), 늦게나마 영국 또한 1984년 ‘Alvey 프로

젝트’를 시작하였다(Russell & Norvig, 2021).

1980년대 인공지능 분야에서 또 하나의 주요 사건은 신경망 연구의 부

활이다. 1982년 Hopfield17)는 연상 메모리(associative memory)에 패턴을

저장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을 제안하였는데(Hopfield,

17) John Joseph Hopfield, 1933년 출생, 미국의 물리학자, 분자생물학자, 신경과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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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이는 당시 신경망의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오창석,

2018; Crevier, 1993; Russell & Norvig, 2021). 특히 1986년 Rumelhart와

Hinton, 그리고 Williams가 신경망의 학습에 ‘오류 역전파(error

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을 적용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였는데

(Rumelhart, Hinton, & Williams, 1986), 이는 인공신경망 연구가 크게

성장하는데 기여하였다(Crevier, 1993; Russell & Norvig, 2021).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하는 것처럼 보였던 인공지능은 1980년대 후반에

다시 한 번 암흑기를 맞게 되는데, 인공지능 역사에서 이 시기를 특별히

‘인공지능 겨울(AI Winter)’이라 부른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논할 때 자

주 등장하는 이 용어는 1984년 전미인공지능학회 AAAI(American

Associ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18))의 연례 회의에서 연구 자금 지

원 중단과 같은 악재를 ‘핵겨울(nuclear winter)19)’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등장하였다(McDermott, Waldrop, Schank, Chandrasekaran, &

McDermott, 1985). 인공지능 겨울에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이러니하게

도 전문가 시스템에 있었다. 전문가 시스템은 그 시스템을 처음 개발할

때 구축해놓은 ‘지식 베이스(knowledge base)’에 의존하는데, 이는 기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면 지식 베이스를 수정해

야 함을 의미한다. 즉, 전문가 시스템은 그 속성상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요구한다. 또한 인간의 모든 지식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하고 명

시적인 형태의 지식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이를 지식

습득의 ‘병목현상(bottleneck)’이라고 부른다(Crevier, 1993; McCorduck,

2004). 이러한 결점들은 자연스럽게 전문가 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 문제와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 지출로 귀결되었다(Crevier, 1993;

Russell & Norvig, 2021). 결국 1988년 수십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한

전문가 시스템, 컴퓨터 비전 시스템, 로봇 관련 기업들을 비롯하여 이러

한 분야에 특화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업체들의 상당수가 얼마 안 가

서 허망하게 문을 닫았다(Russell & Norvig, 2021). 또한 비슷한 시기에

18) 2007년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로 명칭

을 변경하였다.
19) 핵폭탄이 터졌을 때 초래되는 기후적 재앙을 의미한다.



- 12 -

미국 정부의 컴퓨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지원 프로젝트였던 ‘전략적

컴퓨팅 계획(Strategic Computing Initiative)’은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고, 인공지능 연구는 소위 ‘인공지능 겨울’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McCorduck, 2004).

1990년대로 접어들어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지능적인 행동(intelligent

behavior)’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인공지능 겨울의 구름은 걷혀가

고 있었다(McCorduck, 2004). 연구자들이 지능적인 행동을 ‘협동적

(collaborative)’이고 ‘단일 에이전트(single-agent)’로 인식함에 따라 인공

지능 연구에 전환점이 온 것이다(McCorduck, 2004). 인공지능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있었고, 마침내 1997년 IBM에서 개발한 인

공지능 ‘딥블루(Deep Blue)’가 체스(chess) 게임에서 인간 세계 챔피언인

Kasparov를 이기면서 인공지능 역사에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

(McCorduck, 2004). 1997년은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 연구를 발전시키

기 위한 대회인 ‘로봇컵(RoboCup)20)’이 일본에서 처음 열린 해이기도 하

다(Kitano, Asada, Kuniyoshi, Noda, & Osawa, 1995).

2001년 이후 컴퓨팅 능력의 눈부신 발전과 웹(World Wide Web ;

WWW)의 등장은 수조 개의 텍스트 단어, 수십억 개의 이미지, 수십억

시간 분량의 음성과 영상 등 거대한 데이터를 생성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데, 이러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빅데이터(big data)’라 한다

(Russell & Norvig, 2021). 빅데이터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 연구의 초점

이 머신러닝으로 이동하였고, 이는 인공지능이 다시 한 번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Halevy, Norvig, & Pereira, 2009). 2006

년에 인공지능 역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캐나다 고

등연구소 ‘CIFAR(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소속 연

구원이었던 Hinton21)이 “탐욕적 층별 사전훈련(greedy layer-wise

pretraining)이라 불리는 전략을 이용하여 심층신뢰신경망(deep belief

networks)을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음”(Goodfellow et al., 2016, p. 18)

20) 로봇 간의 축구 대회를 의미한다.
21) Geoffrey Everest Hinton, 1947년 출생, 캐나다의 인지심리학자, 컴퓨터 과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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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인 것이다. 이는 오랜 세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인공신경망 연

구가 ‘딥러닝’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발판

을 만들어준 중요한 사건이었다(Goodfellow et al., 2016). 2011년 또 한

번의 인공지능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있었는데, IBM에서 개발한 인

공지능 ‘왓슨(Watson)’이 퀴즈 게임 쇼 ‘제퍼디!(Jeopardy!)’에서 인간 챔

피언을 이긴 것이다. 왓슨을 승리로 이끈 핵심 요소가 바로 빅데이터이

며, 왓슨은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공지

능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Russell & Norvig, 2021).

2012년에는 인공지능의 황금기를 연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인공지

능의 사물 인식 능력을 판가름하는 대회인 ILSVRC22)에서 Hinton이 이

끄는 Supervision팀이 AlexNet이라 불리는 합성곱신경망을 이용하여 압

도적인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한 일이다. 이로써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이

드디어 산업계 전반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2016년 3월에 열린

인공지능 알파고와 인간 이세돌의 바둑 대결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인들

에게도 딥러닝이 알려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후 딥러닝은 이

글을 쓰는 오늘날까지 실세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술로 인정

받고 있다.

요즈음은 딥러닝이 매우 짧은 주기로 새로운 성과를 계속해서 보임에

따라 새로운 인공지능 겨울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종종 제기되기도

한다(Russell & Norvig, 2021). 본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로는 현대의 많

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인공지능의 위력을 몸소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정부와 기업들이 사회적 문제 혹은 인류적 문제의 상당 부분을 인

공지능을 이용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과거와 같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감소되거나 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의 인

공지능 겨울이 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2017년 화제가 되었던

‘딥페이크(deepfake)23)’ 문제와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지혜롭

22)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의 약자로, 영상 속의

사물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과제를 통해 컴퓨터 비전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측정하고 우열을 가리는 대회이다.
23) 심층신경망의 일종인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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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용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

러 가지 위험 요소들은 분명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하는 주제이자 인공

지능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2.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의미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기술)으로,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계학습’이라고 부른다. 다시 ‘기계학습’을 풀어 쓰

면 ‘기계의 학습’, 즉 ‘기계가 학습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기계’는 보

통 ‘컴퓨터’를 가리키는데, 따라서 기계학습은 ‘컴퓨터가 학습하는 것’이

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쓰면 ‘컴퓨터가 학습을 통해 특정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간이) 프로그래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계학습의 개념은 1950년대 체커 게임 인공지능을 연구한 Samuel에 의

해 고안되었다(Crevier, 1993; McCorduck, 2004). Samuel에 따르면 머신

러닝이란 “명시적인 프로그래밍(explicit programming)을 하지 않고 컴

퓨터가 학습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만드는 연구 분야”(Géron, 2019, p. 2)

이다. 여기서 ‘명시적인 프로그래밍’은 컴퓨터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

록 사람이 직접 코드를 짜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보다 머신러닝으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예컨대 스팸 메일을 걸러내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사람이 직접 프로

그래밍하는 경우, 사람이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메일이 특징 A를

가지면 정상 메일, 특징 B를 가지면 스팸 메일’과 같이 메일을 구분하도

록 코드를 짤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스팸 판독기는 새로운

스팸 메일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이 매번 코드를 수정하거나 추가해주어

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Samuel은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일일이

프로그래밍하기보다 인간이 기존 경험과 학습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응하듯 컴퓨터도 학습을 통해 스스로 규칙을 찾아낸 뒤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도록 만들 수 있는가라는 흥미로운 발상

을 이용하여 만들어내는 매우 사실적인 가짜 사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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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하였는데, 이것이 머신러닝 개념의 시작점이다. 앞의 예를 이어서

설명해보면 만약 특징 C를 가진 새로운 스팸 메일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상황의 경우, 머신러닝으로 만들어진 스팸 판독기라면 사람이 개입할 필

요 없이 스팸 판독기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새로운 정보를 스스로

학습하여 특징 C를 가진 메일을 스팸 메일로 분류해준다.

인간이 학습을 하려면 자료가 필요하듯 기계도 학습을 하려면 특정한

자료가 필요한데, 기계학습을 시키기 위해 컴퓨터에 제공되는 자료를 ‘데

이터(data)’라고 부른다. 또한 사람이 얻고자 하는 능력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학습 방법이 있듯 컴퓨터도 기계학습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능력(인공지능)의 종류, 즉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기계학습을 크게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도학습이란 기계에 문제와 정답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주고 문제를

정답에 대응시키는 함수를 찾는 학습 방법(Russell & Norvig, 2021)으로,

‘분류(classification)’, ‘회귀(regression)’, ‘예측(prediction)’ 등과 같은 기

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Géron, 2019). 지도학습

은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줄 때,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정답을 함께 제공

하는 상황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supervision)’에 비유함으로써 생

긴 용어다. 즉, 문제를 , 정답을 라고 한다면 컴퓨터에  와 같

은 형태의 데이터24)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학적으로 지도학습이

란 주어진 점  들에 대하여 를 에 가장 잘 대응시키는 함수를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도학습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강아지

또는 고양이 사진을 넣고 사진 속 동물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알아맞

히는 ‘분류’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경우이다. ‘고양이 사진

24) 지도학습에 사용되는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에서 정답을 보통 ‘레이블(label)’

이라고 부른다(Géron, 2019; Russell & Norvig, 2021). 또한 여기서 간단하

게 설명했지만 실제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가 수학적으로 단

순히 2차원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차원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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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을 줄 때, ‘해당 사진은 고양이(정답 )’라는 정보도 함께 줌으

로써 ‘고양이’라고 분류되어야 하는 사진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를 학습

하도록 한다. 강아지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제공한 뒤 강아

지 사진이 갖는 특징을 학습시킨다. 오늘날 충분한 학습을 거친 인공지

능은 사진을 넣었을 때, 그것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인간보다 높은

확률로 알아맞힌다. 이러한 지도학습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인공신경망’이다.

한편 비지도학습이란 정답이 없는 문제만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주고

데이터들 사이의 패턴을 찾는 학습 방법(Russell & Norvig, 2021)으로,

‘군집화(clustering)’, ‘시각화(visualization)’, ‘이상값 감지(anomaly

detection)’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다(Géron, 2019). 또한 강화학습이란 기계에게 기대하는 특정 행동을 기

계가 실제로 수행하면 기계에게 보상을 줌으로써 기대하는 행동을 강화

하도록 학습하는 방법이다(Géron, 2019). 강화학습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게임 인공지능을 만드는 경우이다. 예컨대, 체스 게임 인공지능은

게임 종료 후 이기면 보상을, 지면 벌칙을 받는다. 매번 이전 결과를 분

석한 후 다음번에는 보상을 받기 위한 행동을 강화한다(Russell &

Norvig, 2021).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즉 실제로 머신러닝을 구현

하는 방법을 ‘머신러닝 알고리즘(algorithm)’이라고 한다. 지도학습을 구

현하는 방법은 ‘k-최근접 이웃(k-Nearest Neighbors)’, ‘선형 회귀(Linear

Regression)’,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서포트 벡터 머신

(Support Vector Machines)’, ‘결정 트리(Decision Trees)’, ‘랜덤 포레스

트(Random Forest)’ 등이 있다(Géron, 2019). 비지도학습을 구현하는 방

법은 ‘k-평균(k-Means)’,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어프라이어리(Apriori)’ 등이 있다(Géron, 2019). 강화학습을 구현하는 방

법은 ‘마르코프 결정(Markov decision)’, ‘시간차 학습(temporal

difference learning)’, ‘Q-학습(Q-learning)’, ‘액터-크리틱(Actor-Critic)’,

‘PPO(Proximal Policy Optimization)’, ‘호기심 기반 탐색(Curiosity-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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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ation)’ 등이 있다(Géron, 2019). 또한 ‘인공신경망’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의 학습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도 있다.

인공신경망은 신경망의 깊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신경망의 깊이는 신경망을 구성하는 은닉층의 개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은닉층의 개수가 적은 신경망을 ‘얕은신경망(shallow neural networks)’,

은닉층의 개수가 많은 신경망을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s)’이라

한다. 이때,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기계학습을 특별히 ‘심층학습’ 즉, ‘딥러

닝(deep learning)’이라 하고(Skansi, 2018), 이에 상대하여 얕은신경망을

이용한 기계학습을 ‘얕은학습(shallow learning)’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란 컴퓨터가 심층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인 심층신경망에 대하여 ‘심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

와 심층신경망 학습의 수학적 원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심층신경망의 수

학적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얕은신경망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라는 표현은 둘을 모두 포함하는 ‘인공

신경망의 수학적 구조와 인공신경망 학습의 수학적 원리’를 의미하는 것

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은 지도학습·비지도학습·강화학습 모

두에 사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이지만 본 연구는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학교수학에서 가르치기 위한 첫 시도이므로 가장 널리 알려진 딥러닝의

사례인 ‘인공신경망을 지도학습에 적용하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여 논

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는 [그림

Ⅱ-1]과 같이 인공지능에 머신러닝이 포함되고, 머신러닝에 딥러닝이 포

함되는 하위 영역 관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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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인공지능의 여러 분야들 간의 관계와 대표적인 예 (Goodfellow et

al., 2016, p. 9)

참고로 [그림 Ⅱ-2]는 인공지능의 몇 개의 분야에서 어떠한 원리로 인

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인지를 나타낸 논리 흐름도로, 그림에서 음영 처리

된 부분이 데이터로부터 학습이 가능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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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인공지능 분야별 구현 원리 (Goodfellow et al., 2016,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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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신경망의 역사

여기서는 Goodfellow et al. (2016)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주제인 인공

신경망의 역사에 대해 정리한다25). 인공신경망이란 인간의 두뇌의 구조

와 작동 원리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인공신경

망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1940년

대에서 1960년대로, 이 시기의 인공신경망 연구는 ‘인공두뇌학

(cybernetics)’이라고 불렸다(Goodfellow et al., 2016). 인공신경망의 역사

는 1943년 McCulloch과 Pitts의 논문 ≪A Logical Calculus of Ideas

Immanent in Nervous Activity≫으로부터 시작된다(Skansi, 2018).

McCulloch과 Pitts는 “생물학적 뉴런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논리연산

(logical calculus)을 이용하여 추론과정을 포착하는 아이디어”(Skansi,

2018, p. 3)에 대해 연구하였고, 그 결과 인공신경망의 시초로 알려진

‘McCulloch-Pitts 뉴런’을 개발할 수 있었다. McCulloch-Pitts 뉴런은 뉴

런으로 들어오는 개의 입력값 x   ⋯  에 개의 ‘가중치

(weight)’ w   ⋯  을 곱하여 얻은 x w  ⋯

의 부호를 판정하여 두 범주로 분류하는 선형함수로 볼 수 있다

25) Goodfellow et al. (2016)에 대하여 Russell & Norvig (2021)은 딥러닝에 관

한 현대의 주요 교과서 중 하나로 언급하였고, Skansi (2018)은 딥러닝 분

야의 가장 뛰어난 전문가들에 의해 쓰인 위대한 책으로 소개하였다. 실제로

Goodfellow et al. (2016)은 딥러닝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서적으로 널리 알

려져 있으며,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Bengio, Y. (1964년 출생, 캐나다의

컴퓨터 과학자)는 앞서 언급한 Hinton, 그리고 LeCun, Y. A. (1960년 출생,

프랑스의 컴퓨터 과학자)와 함께 2018년 튜링상을 수상한 딥러닝의 대가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Goodfellow et al. (2016)을 중

심으로 인공신경망의 역사를 개괄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오창석 (2018),

Russell & Norvig (2021), Skansi (2018)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인공지능

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인공신경망의 역사를 심도 있게 논하는 것은 이 논

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건을

위주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인공신경망의 역사는 인공지능 역사의 일부이므

로 일부 내용은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다룬 것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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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fellow et al., 2016). 이때, 범주를 올바르게 분류하려면 가중치를

적절히 설정해야 하는데, 이는 사람의 몫이었다(Goodfellow et al., 2016).

1958년에 Rosenblatt에 의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서의 최초의 인공

신경망인 ‘퍼셉트론’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1960년에 Widrow26)와 Hoff27)

는 퍼셉트론과 유사한 단층신경망 모델인 ‘ADALINE(ADAptive LINear

Element)’을 제안하였으며, 확률적 경사하강법의 일종을 학습 알고리즘

으로 사용하였다(Goodfellow et al., 2016). 퍼셉트론과 ADALINE과 같이

x w  ⋯에 기초한 모델을 ‘선형 모델(linear model)’이라

하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자주 이용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하나이다

(Goodfellow et al., 2016). 또한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1961년 ‘감바 퍼

셉트론(Gamba perceptrons)’, 1962년 ‘MADALINE(Many ADALINE)’과

같은 다층신경망에 대한 초기 연구의 성과도 등장했다.

신경망 연구는 1960년대에 들어서 기호와 논리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

능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위기가 감지되었다. “문제는 신경망이 어떠한

결과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이미지 분류와 같이 신경망

이 준 결과물들이 정리를 증명하거나 체스를 하는 것과 같은 인간 지능

의 주요한 측면을 제공하는 기호 시스템(symbolic systems)에 비하면

지능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Skansi, 2018, p. 6). 신경망 연구

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사건은 1969년 Minsky와 Papert에 의해 발생

했다. 이들은 당시 신경망의 주류였던 단층신경망이 ‘XOR(exclusive or;

배타적 논리합)’ 함수를 학습할 수 없다는 사실28)을 수학적으로 증명함

과 동시에 다층신경망은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로

써 상당 기간 신경망 연구는 사실상 중단되었다(Crevier, 1993; Russell

& Norvig, 2021; Skansi, 2018).

인공신경망 연구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연결주의

26) Bernard Widrow, 1929년 출생, 미국의 전기공학자.
27) Marcian Hoff, 1937년 출생, 미국의 전기공학 엔지니어.
28) 선형 모델 x w   ⋯ 에 대하여   w  이고

  w  이지만   w  이고   w  을 만족하는

w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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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ism)’라 불린 움직임을 통해 두 번째 국면을 맞는다. 연결주

의는 ‘단순 계산 단위’들을 대량으로 모아 네트워크로 만들면 지능적인

행동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로, 심층신경망 훈련에 역

전파를 성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역전파 알고리즘을 대중화 시켰다는 점

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Goodfellow et al., 2016). 또한 이 시기에는

다양한 심층신경망들이 등장했는데, “1980년에 Fukushima는 시각 자극

을 받아들이는 시각피질을 모방한 신경망으로 필기체 숫자를 인식하는

Neocognitron을 발표하였다”(오창석, 2018, p. 16). “Neocognitron은 복잡

한 신경망 구조로 인해 당시에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였지만”(오창

석, 2018, pp. 16-17) “훗날 현대의 ‘합성곱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의 기초가 되었다”(Goodfellow et al., 2016, p. 15). “1982년에

Kohonen은 자율 신경망인 SOM(Self Organizing Map)을 개발하여 음성

인식, 음성 합성 등의 분야에 응용하였다”(오창석, 2018, p. 17). 1990년대

는 신경망으로 ‘순차열(sequence)’을 모델링하는 데에 중요한 진전을 보

였고, 이 과정에서 ‘장단기기억(long short-term memory; LSTM) 신경

망’이 등장하여 오늘날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Goodfellow et al., 2016).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신경망 연구는 다시 한 번 위기를 맞게 된

다. 산업 분야에서 신경망 기반 인공지능이 보여준 성과가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커널 기계(kernel machine)와 그래프 모

델(graphical model)과 같은 다른 머신러닝 분야들이 발전하여 중요한

문제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Goodfellow et

al., 2016; Russell & Norvig, 2021).

2006년이 돼서야 비로소 인공신경망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딥러닝’이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국면을 맞게 된다. 앞서 인공지능 역사

에서 밝혔듯, 캐나다 고등연구소 소속 연구원이었던 Hinton은 “탐욕적

층별 사전훈련이라 불리는 전략을 이용하여 심층신뢰신경망을 효율적으

로 훈련할 수 있음을 보였다”(Goodfellow et al., 2016, p. 18). 이어서 다

른 연구원들도 많은 여러 심층신경망이 같은 전략으로 훈련될 수 있음을

증명했고, 이는 신경망의 깊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용어인 ‘심층학습(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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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Goodfellow et al., 2016). 이 시기의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인공지능은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반 인공지능을

포함한 많은 인공지능들 보다 높은 성능을 자랑했음에도(Goodfellow et

al., 2016) 실제 응용에는 좀처럼 쓰이지 못하다가, 2012년 ILSVRC29)에

서 Hinton이 이끄는 Supervision팀이 AlexNet이라 불리는 합성곱신경망

을 이용하여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드디어 딥러닝이

산업계 전반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2016년 3월에 열린 인공지

능 알파고와 인간 이세돌의 바둑 대결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인들에게도

딥러닝이 알려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후 딥러닝은 오늘날까지

실세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제 2 절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

앞서 언급하였듯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란 컴퓨

터가 딥러닝(심층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를 의미한다. 본 절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이론적 배경으로,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측면에 대

해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1. 생물학적 신경망

인공신경망은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신경계를

모델링한 것이므로 인공신경망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생물학적

신경망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신경계의 작동 원리가

완벽하게 밝혀진 것은 아닐뿐더러, 오늘날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사용

되는 인공신경망이 생물학적 신경망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정확히 구현

29)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의 약자로, 영상 속의

사물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과제를 통해 컴퓨터 비전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측정하고 우열을 가리는 대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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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생물학적 신경망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아

야만 인공신경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Bear,

Connors, & Paradiso (2015)와 Kandel, Koester, Mack, & Siegelbaum

(2021)을 중심으로 생물학적 신경망에 대해 인공신경망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만 간략히 정리할 것이다.

‘신경계(nervous system)’란 자극의 수용과 전달, 이에 대한 판단과 명

령, 그로 인한 반응 등을 함으로써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

는 기관이다. Cajal30)에 따르면 신경계는 어떠한 연속적인 구조가 아니

라 ‘뉴런’이라 불리는 개별적인 세포들의 ‘연결망(networks)’이며, 따라서

뉴런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자 신호 요소(signaling elements)

이다(Kandel et al., 2021). 이로부터 ‘신경망(neural networks)’이란 ‘특정

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뉴런들이 상호 연결된 구조’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뉴런은 [그림 Ⅱ-3]과 같이 형태학적으로 크게 ‘세포체(cell

body)’, ‘수상돌기(dendrites)’, ‘축삭돌기(axon)’, ‘시냅스 전 말단(presynaptic

terminals)’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Kandel et al., 2021).

‘세포체’는 세포 대사의 중심으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핵을 가지고

있으며 수상돌기와 축삭돌기라는 두 종류의 ‘세포 돌기(cell process)’를

생성시킨다. ‘수상돌기’는 다른 뉴런으로부터 ‘신호(signal)’를 수용하며

‘축삭돌기’는 다른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한다. 신호를 실제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축삭돌기의 한 부분을 ‘시냅스 전 말단’이라 하고, 신호 전

달이 일어나는 두 뉴런 사이의 영역을 ‘시냅스(synapse)’라고 한다.

안정된 상태의 뉴런에 자극을 가했을 때, 자극이 ‘역치(threshold)’를

넘게 되면 해당 뉴런에서는 다음 뉴런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신호가 발생

한다. 여기서 신호란 ‘전기신호(electrical signal)’로서 ‘활동전위(action

potential)’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뇌가 정보를 수용하고 분석하며 전달하

는 뉴런 간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매개체이다(Kandel et al., 2021).

이로부터 생물학적 신경망의 작동 원리는 ‘뉴런에 자극이 입력되고, 자극

들의 합이 역치를 넘으면 다른 뉴런에 영향을 미치는 신호를 출력하는 것’

30) Santiago Ramón y Cajal, 1852-1934, 스페인의 신경과학자, 병리학자, 조직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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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뉴런의 구조 (Kandel et al., 2021,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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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을 모델링하기 위한 기초 원리

가 된다.

한편 시냅스는 기능적으로 ‘흥분성 시냅스(excitatory synapse)’와 ‘억

제성 시냅스(inhibitory synapse)’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홍분성

시냅스는 ‘시냅스 전 뉴런(presynaptic neuron)’이 ‘시냅스 후 뉴런

(postsynaptic neuron)’의 활성을 증가시키도록 작용하며 주요 신경전달

물질로 ‘글루타메이트(glutamate)’를 사용하는 반면, 억제성 시냅스는 활

성을 감소시키도록 작용하며 신경전달물질로 ‘가바(GABA)’를 사용한다

(Bear et al., 2016). 이러한 시냅스의 흥분과 억제라는 두 가지 기능을

모델링 한 개념이 인공신경망의 가중치이다.

2.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

여기서는 본 연구의 핵심 근거인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를 정립하

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인공신경망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따라 가장

간단한 형태인 McCulloch-Pitts 뉴런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를 확립할 것이다.

수학적 구조 확립을 위해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은 문헌은 오창석

(2018), 천인국 (2021), Aggarwal (2018), Alpaydin (2020), Bishop

(1995), Charniak (2018), Dawani (2020), Géron (2019), Goodfellow et

al. (2016), Hebb (2002), Kelleher (2019), McCulloch & Pitts (1943),

Rosenblatt (1958), Russell & Norvig (2021), Skansi (2018)이며, 뒤의 4

장에서 추가적인 전문 서적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자가 확립한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의 대부분이 그러한 서적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1. McCulloch-Pitts 뉴런과 퍼셉트론

인공신경망의 시초는 생물학적 뉴런의 최초의 수학적 모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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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ulloch-Pitts 뉴런(이하 MP 뉴런)’ 모델이다(Alpaydin, 2020;

Dawani, 2020). McCulloch & Pitts (1943)은 “뉴런은 활성화되거나 또는

활성화되지 않는 과정(all-or-none process)을 통해 활동한다”(p. 118)고

가정하고, “명제의 논리 연산의 관점에서 뉴런의 활동을 수학적으로 묘

사하고자 했다”(Kelleher, 2019, p. 104). 즉, MP 뉴런에서 입력과 출력은

모두 이진값(binary value)인  또는 이다(Dawani, 2020; Kelleher,

2019). 또한 뉴런은 시냅스를 통해 자극을 받아들이는데, 뉴런으로 들어

오는 자극은 뉴런을 흥분하게 만들거나 억제하게 만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징을 구현하기 위해 MP 뉴런은 흥분성(excitatory) 입력

에 (양수), 억제성(inhibitory) 입력에 (음수)을 곱하는 형태로 모델

링되었다(Kelleher, 2019).

MP 뉴런을 개발할 때 적용된 핵심 아이디어는 입력값(input value)들

을 모두 더한 값을 ‘임계치31) 함수(threshold function)’라고 불리는 함수

에 대입하여 결과를 출력하는 것이다(Kelleher, 2019). 즉, 입력값들의 합

이 사전에 설정된 임계치보다 크면 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을 출

력한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MP 뉴런을 구체적인 수식으로 나타내기 위

해 입력을 , , ⋯, , 흥분성 입력과 억제성 입력을 나타내는 상수

를 , , ⋯, , 임계치를 , 출력을 라 하면 MP 뉴런은 ‘Heaviside

계단 함수(Heaviside step function)’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Bishop, 1995; Dawani, 2020).

   if    
  ≥

 otherwise

(단, 각 는  또는 )

그리고 이를 ‘유향 그래프(directed graph)’를 이용하여 도식화 하면

[그림 Ⅱ-4]와 같다.

31) ‘임계치’는 ‘역치’라고도 한다.



- 28 -

[그림 Ⅱ-4] McCulloch-Pitts 뉴런의 시각적 모델

MP 뉴런을 생물학적 뉴런과 비교해보면 입력 , , ⋯, 은 ‘수상

돌기(또는 수상돌기로 들어오는 자극)’, 입력들의 합    
 는 ‘세포

체’, 출력 는 ‘축색돌기(또는 축색돌기를 통해 나가는 자극)’에 대응된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입력의 합을 Heaviside 계단 함수에 적용하여  또

는 을 출력하는 것은 생물학적 뉴런이 받아들인 자극의 합이 역치를

넘으면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공신경망에서 입력값을 대입하여 출력값을 결

정하는 함수를 ‘활성화함수(activation function)’라고 부른다. 결론적으로

앞서 살펴본 생물학적 뉴런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비추어볼 때, MP 뉴

런은 생물학적 뉴런을 합리적으로 모델링했다고 할 수 있다.

MP 뉴런으로 논리 연산을 구현하고자 할 때, 값의 조정이 필요한 부

분은 가중치와 임계치이다. 그런데 MP 뉴런은 머신러닝의 관점에서 기

계 스스로가 학습하도록 고안된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 값을

사전에 직접 결정해야 한다. 가중치와 임계치를 적절히 설정하면 MP 뉴

런은 [그림 Ⅱ-5]와 같이 논리합(OR), 논리곱(AND), 논리부정(NOT)과

같은 논리 연산을 구현할 수 있다.

       

     
 

     
     

 
     

논리합 논리곱 논리부정

[그림 Ⅱ-5] MP 뉴런으로 구현 가능한 논리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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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 뉴런으로 구현 가능한 논리연산은 입력들의 순서쌍을 좌표평면에

나타냈을 때 [그림 Ⅱ-6]의 좌측 경우와 같이 하나의 직선만을 이용하여

분리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성질을 가진 문제를 ‘선형분리

가능한(linearly separable) 문제’라고 한다.

선형분리 가능 선형분리 불가능

[그림 Ⅱ-6] 두 개의 클래스로 선형분리 가능한 자료와 불가능한 자료의 예

(Aggarwal, 2018, p. 8)

하지만 MP 뉴런은 배타적 논리합 연산을 구현할 수 없는데, 이는 배

타적 논리합이 [그림 Ⅱ-6]의 우측 경우와 같이 선형분리 가능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MP 뉴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퍼셉트론

(Perceptron)’이다. 1958년 Rosenblatt는 Hebb32)의 학습 이론을 MP 뉴런

에 적용한 퍼셉트론을 제안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머신러닝을 하는 최초의

인공지능인 MARK Ⅰ PERCEPTRON을 개발하였다. 즉, 퍼셉트론이 일

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서의 최초의 인공신경망이다.

Rosenblatt (1958)의 연구에서 제시된 퍼셉트론의 구조는 [그림 Ⅱ-7]

의 좌측 그림과 같은데, 이는 우측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2) Donald Olding Hebb, 1904-1985, 캐나다의 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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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 (Rosenblatt, 1958, p. 389) 개작 (오창석, 2018, p. 134)

[그림 Ⅱ-7] Rosenblatt의 퍼셉트론의 구조

[그림 Ⅱ-7]의 우측 그림에서 “수용층은 외부의 입력을 받아들여서 연

합층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연합층은 수용층으로부터의 입력을 반응

층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며, 반응층은 입력 가중합을 구하여 최종 출력

을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오창석, 2018, p. 134). 현대에 와서는 일반적

으로 수용층, 연합층, 반응층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림 Ⅱ-8]과 같이 나

타낸 것을 퍼셉트론이라고 부른다(오창석, 2018).

[그림 Ⅱ-8] 현대의 퍼셉트론의 구조 (오창석, 2018, p. 135)

퍼셉트론은 MP 뉴런에서 흥분성 입력에 , 억제성 입력에 을 곱

하는 개념을 일반화하여 각 입력이 출력에 미치는 영향, 즉 입력의 중요

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입력의 중요도를 ‘가중치’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갖는 퍼셉트론의 구체적인 수식 표현은 MP

뉴런에서 각 를  또는 로 고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if    
  ≥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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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같이 각 입력값에 가중치를 곱한 것들의 합을 ‘가

중합(weighted sum)’이라 한다(Aggarwal, 2018; Alpaydin, 2020; Russell

& Norvig, 2021; Skansi, 2018). 또한 위의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도 있다(Charniak, 2018; Dawani, 2020; Skansi, 2018).

   if    
  ≥

 otherwise

(단,    )

이와 같이 나타냈을 때, 를 ‘편향(bias)33)’이라 하고, 종종 로 표기

한다. 편향의 개념을 사용하여 퍼셉트론을 나타내면 임계치를 사람이 직

접 조정해야 하는 값이 아닌 학습 가능한 변수로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다(Dawani, 2020). 즉, 임계치를 입력 에 대응하는 가중치로 취급할

수 있어 계산할 때 편리하다(천인국, 2021). 가중치와 편향과 같이 학습

가능한 변수를 ‘파라미터(parameter)’라고 부른다(Charniak, 2018).

MP 뉴런과 퍼셉트론의 결정적인 차이는 입력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를 사람이 직접 하나의 특정한 값으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

뉴런이 스스로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 여기에 적용된 개념이 ‘Hebb의 학습 이론(Hebbian learning)’이

다.

33) 인공신경망에서 편향의 개념을 사용하는 배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

명이 참고할 만하다: “뉴런의 활성화에는 외부 자극뿐만 아니라 편견도 관

여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주어진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편견에 좌우되어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거

짓말을 자주 하여 신뢰감이 떨어진 사람이 설혹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람의 말을

선뜻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진실한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한다

면 우리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게 된다. 이처럼 인간은 동일한 자극에 대해

서도 편견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편견도 역시 뉴런의 활

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오창석, 2018,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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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bb은 신경심리학(neuropsychology) 분야의 저명한 학자로서 학습과

같은 심리학적 과정에 뉴런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하여 많

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1949년 제시된 Hebb의 학습 이론의 기본 전제는

인간의 행동이 뉴런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이다(Hebb,

2002). 즉, Hebb은 다음과 같이 뉴런들 사이의 연결의 변화 과정에 근거

하여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Hebb의 공리(Hebb’s postulate)’

라고 한다.

세포 A의 축삭돌기가 세포 B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히 가깝고 반복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세포 B를 자극할 경우, 세포 B를 자극하는 세포들 중 하나로서 세포
A의 효율이 증가하도록 어떤 성장 과정 또는 신진대사의 변화가 한쪽 또는 양쪽

세포에서 발생한다(Hebb, 2002, p. 62).

Hebb의 학습 이론은 “정보가 뉴런 사이의 연결(즉, 신경망의 가중치)

에 저장되고, 특히 반복적인 활성화에 의해 이러한 연결을 변화시킴으로

써 학습이 발생한다고(즉, 신경망의 가중치를 변경함으로써 신경망 내에

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주장한다는 사실 때문에 중요했

다”(Kelleher, 2019, p. 106). 따라서 Hebb의 학습이론은 인공신경망 연구

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퍼셉트론은 기본적으로 MP 뉴런과 같이 2가지 패턴만을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인공지능은 2가지 이상의 패턴

을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숫자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0부터 9까지의 10개의 출력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Ⅱ-9]와 같이 퍼셉트론의 출력층에 여러

개의 뉴런을 배치한 ‘다중 출력 퍼셉트론’을 사용할 수 있다(오창석,

2018).

또한 퍼셉트론은 구조가 매우 간단한 선형 분류기라는 특징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선형(nonlinear)

문제를 풀 수 없다”(Dawani, 2020, p. 168). 이를 해결하기 위해 퍼셉트

론을 하나의 계산 단위(computational unit)로 취급하여 퍼셉트론을 여러

층으로 쌓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었고, 이는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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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다중 출력 퍼셉트론 (오창석, 2018, p. 137)

다 훨씬 더 강력한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다(Aggarwal, 2018). 이러

한 과정을 거치면서 Rosenblatt의 퍼셉트론의 구조는 점점 더 다양하고

정교하게 변화되었으며, 오늘날의 복잡한 심층신경망에 이르게 되었다.

2.2. 단층퍼셉트론

‘단층퍼셉트론(single-layer perceptron)’은 사실 명시적으로 합의된 정

의가 있는 용어는 아니다. 신경망 발전 과정에서 초기의 퍼셉트론을 겹

겹이 쌓는 아이디어를 통해 ‘많은 층을 갖는 퍼셉트론’이라는 의미의 ‘다

층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개념이 생겼고, 다층퍼셉트론에 상대

하여 층이 하나인 퍼셉트론을 단층퍼셉트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따라

서 단층퍼셉트론은 단순히 초기 퍼셉트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

고, 이보다 일반화하여 출력을 한 개 이상으로 늘린 다중 출력 퍼셉트론

을 가리키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 출력 퍼셉트론을 단층퍼셉트론

으로 정의한다. 즉, 단층퍼셉트론이란 ‘하나 이상의 입력을 받아 하나 이

상의 출력에 대응시키는 인공신경망’이다.

단층퍼셉트론은 시각적 구조는 [그림 Ⅱ-10]과 같이 하나 이상의 입력

값과 하나 이상의 출력값을 ‘노드(node)’로 나타내고, 이들을 방향이 있

는 선으로 모두 이어서 나타낸 유향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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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0] 단층퍼셉트론의 그래프

단층퍼셉트론을 구성하는 요소를 지칭하는 용어를 살펴보자34). 먼저

단층퍼셉트론의 그래프에서 각 노드를 ‘뉴런’ 또는 ‘유닛(unit)’(Russell &

Norvig, 2021)이라 하고. 방향선은 한 뉴런에서 다른 한 뉴런으로의 ‘연

결(connection)’이라 한다. 입력값을 받아들여 저장하는 모든 뉴런들의

집합을 ‘입력층(input layer)’이라 하고(Skansi, 2018), 저장된 출력값을

내보내는 모든 뉴런들의 집합을 ‘출력층(output layer)’이라 한다

(Goodfellow et al., 2016; Russell & Norvig, 2021; Skansi, 2018).

입력층에서 출력층으로 입력값이 전달될 때, 각 연결마다 입력값에 곱

해지는 특정한 값들이 존재한다. 이는 이전 층의 뉴런에서 내보내는 값

의 얼마만큼을 다음 층의 뉴런에서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일종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이를 ‘가중치’라고 한다(Aggarwal, 2018; Skansi,

2018). 또한 입력값에 가중치를 곱한 것들의 합을 ‘가중합’이라 한다. 출

력층의 각 뉴런에서는 가중합을 ‘활성화함수’라고 불리는 함수에 대입하

여 계산한 값을 출력으로 내놓는데, 활성화함수란 뉴런이 가중합을 받아

실제 출력값을 결정하는 함수다. 활성화함수는 생물학적 뉴런이 받아들

인 자극의 합을 역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활성화 되는지의 여부를 수학

적으로 모델링한 개념이다.

인공신경망을 설계할 때, 적절한 활성화함수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

요하다(Aggarwal, 2018). 단층퍼셉트론을 형식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34) 단층퍼셉트론은 인공신경망을 구성하기 위한 단위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소개하는 용어들은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에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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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활성화함수는 임의의 함수로 선택될 수 있지만 실제 딥러닝 맥락에서

활성화함수로 사용되는 함수는 다소 한정되어 있는데, <표 Ⅱ-1>는 딥

러닝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활성화함수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표 Ⅱ-1> 대표적인 활성화함수 (Aggarwal, 2018, p. 13)

명칭 그래프 식  도함수  ′ 

시그모이드
(Sigmoid) 






쌍곡탄젠트
(tanh) 

 

 



정류선형단위
(ReLU35))  if  ≤ 

 if     if   
 if   

활성화함수를 적절히 선택하면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로지스틱 회귀 분류기(logistic regression classifier)’를 포함

한 여러 머신러닝 모델을 구현할 수 있고, 머신러닝의 기초 모델들의 대

35) Rectified Linear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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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단순한 신경망을 이용하여 쉽게 표현된다(Aggarwal, 2018). 또한

활성화함수를 정할 때, 각 뉴런마다 서로 다른 함수를 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층을 구성하는 모든 뉴런은 동일한 함수를 사용한다.

이제 단층퍼셉트론의 수학적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입력층의 뉴런이

개이고, 출력층의 뉴런이 개인 단층퍼셉트론을 생각해보자. 입력 뉴런

을 , , ⋯, , 출력 뉴런을 , 각 입력 뉴런과 출력 뉴런의 연결에

대응하는 가중치를  , ⋯, , 활성화함수를 라 하면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이때, 입력 뉴런은 주어진 데이터를 나타내는 정해진 값이므로 , ,

⋯, 은 ‘상수(constant)’이고, 가중치는 머신러닝을 통해 원하는 값을

찾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 ⋯, 는 ‘변수(variable)’이다. 따라서

    ⋯는 개의 변수  , ⋯, 에 대한 ‘다변

수함수(multivariate function)’이다. 그러면 입력층의 뉴런이 개이고, 출

력층의 뉴런이 개인 단층퍼셉트론은 에서 으로의 ‘벡터함수

(vector function)’임을 알 수 있다(Goodfellow et al., 2016).

한편 입력과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차원 열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

x















⋮


, w















⋮


이 경우 가중합   ⋯은 두 벡터 x와 w의 내적

x∘w , 또는 행렬의 관점에서 행렬곱 w⊤x로 나타낼 수 있다. 물론 w를

× 행렬(즉, 행벡터)로 나타내면 wx와 같이 쓸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신경망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차원은 매우 크므로 데이터를 벡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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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렬로 나타내어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2.3. 다층퍼셉트론

‘다층퍼셉트론’은 단층퍼셉트론의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1개 이상의

‘은닉층(hidden layer)’을 넣어서 만든 인공신경망이다. 은닉층이란 이전

층에서 연결을 거쳐 들어온 값들을 활성화함수를 통해 계산하고, 다시

그 값들을 다음 층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중간 계산 층이다

(Aggarwal, 2018). 직접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입력층과 직접 출력값을

내보내는 출력층과는 달리 우리가 계산 과정을 직접 볼 수 없다는 의미

에서 ‘은닉’이라는 용어가 붙었다(Aggarwal, 2018). [그림 Ⅱ-11]는 은닉

층이 1개인 다층퍼셉트론이다.

[그림 Ⅱ-11] 은닉층이 1개인 다층퍼셉트론의 그래프

이전 층에서 다음 층으로 연결을 통해 값이 전달될 때는 가중치가 곱

해진다. 또한 다층퍼셉트론에서 활성화함수가 존재하는 층은 은닉층과

출력층이다. 따라서 최종 출력값은 은닉층의 활성화함수와 출력층의 활

성화함수의 합성함수로 표현된다. 또한 은닉층은 [그림 Ⅱ-12]와 같이

신경망을 설계하는 사람이 의도한 대로 계속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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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2] 은닉층이 다수인 다층퍼셉트론의 그래프

일반적으로 다층퍼셉트론은 출력층이 1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경우 다

음과 같이 동일한 연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복잡한 합성함수의

구조를 띄고, 출력층의 뉴런이 1개 이상이면 그러한 합성함수를 성분으

로 갖는 벡터함수가 된다.

출력층 :   

번째 은닉층의 출력 :       

⋮

두 번째 은닉층의 출력 :  

첫 번째 은닉층의 출력 : 

입력층 : 

(단, ∈
, ∈

, ∈
×, ∈

,  , 는 활성화함수)

이처럼 다층퍼셉트론의 핵심은 많은 단순한 함수들을 합성함으로써 형

성되는 합성함수이다(Goodfellow et al., 2016)36). 이상의 MP 뉴런, 퍼셉

트론, 단층퍼셉트론, 다층퍼셉트론의 구조로부터 결국 ‘인공신경망의 수

36) 실제 딥러닝의 맥락에서 생각하면 함수를 합성하는 것은 입력 데이터의 표

현력(representation)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준다(Goodfellow et al., 2016). 또

한 활성화함수가 선형함수이면 아무리 층을 깊게 쌓아도 선형함수들의 합

성은 선형함수이므로 층을 깊게 쌓은 것의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인공

신경망이 다양한 함수를 나타내기 위해 ‘비선형함수(nonlinear function)’를

활성화함수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Russell & Norvig,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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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구조’란 한 마디로 ‘가중치에 대한 함수’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한편 다층퍼셉트론이 몇 개의 ‘층(layer)’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다층

퍼셉트론의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데, 층의 개수를 ‘깊

이(depth)’라고 한다(Goodfellow et al., 2016). 사실 “이러한 용어로부터

‘딥러닝’이라는 이름이 유래된 것이다”(Goodfellow et al., 2016, p. 164).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입력층을 으로 시작하여 그 다음 층(은닉층 또

는 출력층)이 개 있으면 깊이를 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이때, 입력

층의 바로 다음 층부터 첫 번째 층(first layer), 두 번째 층(second

layer)과 같이 부르고, 깊이가 인 다층퍼셉트론을 ‘계층 다층퍼셉트론’

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깊이 측정 방법은 학습을 통해 갱신되는 가중치

가 있는 부분을 1개의 층으로 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은닉층

이 1개인 다층퍼셉트론은 2계층 다층퍼셉트론이다.

다층퍼셉트론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때, 전통적으로 [그림 Ⅱ-13]의 좌

측과 같이 간단하게 묘사할 수도 있지만, 우측과 같이 신경망에서 일어

나는 전반적인 계산 과정을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를 ‘계산

그래프(computation graph)’ 또는 ‘데이터흐름 그래프(dataflow graph)’라

고 한다(Russell & Norvig, 2021).

참고로 지금까지는 층과 층 사이의 모든 뉴런이 서로 연결된 경우만

살펴보았다. 즉, 이전 층의 뉴런이 개, 다음 층의 뉴런이 개라 하면

두 층 사이의 연결, 즉 가중치는 개다. 하지만 딥러닝에서 인공신경망

을 설계할 때, 효과적인 신경망 학습을 위해 의도적으로 연결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전 층의 뉴런과 다음 층의 뉴런이 모두

연결된 상태를 ‘완전 연결(fully connected)’ 상태라고 한다(Géron, 2019;

Russell & Norvig, 2021). 또한 다층퍼셉트론을 설계할 때 활성화함수를

보통 비선형함수로 택하는데, 그 이유는 활성화함수를 선형함수로 택하

면 아무리 층을 깊게 쌓아서 복잡한 합성함수를 만들더라도 선형함수들

의 합성함수는 선형함수이므로 ‘다층’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즉,

단층퍼셉트론이 된다. 따라서 딥러닝 맥락에서 다층퍼셉트론을 정의할

때에는 보통 ‘활성화함수로 비선형함수를 사용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 40 -

전통적인 신경망 그래프 계산 그래프로 나타낸 신경망

[그림 Ⅱ-13] 전통적인 신경망 그래프와 계산 그래프로 나타낸 신경망의 비교

(Russell & Norvig, 2021, p. 804)

2.4. 인공신경망의 종류

이상에서 생물학적 뉴런의 최초의 수학적 모델인 MP 뉴런을 시작으

로 Rosenblatt의 퍼셉트론과 이를 일반화한 단층퍼셉트론, 다층퍼셉트론

과 같은 인공신경망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딥러닝에서 말하는 인공신경

망은 사실 다층퍼셉트론 외에도 매우 다양한 구조를 가진 인공신경망을

포함한다. 이때, 앞서 살펴본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인공신경

망을 설계하기 위한 기본 단위의 역할을 한다.

인공신경망은 구조적인 특징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종류를 구

분할 수 있다. 먼저 은닉층의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은닉층이

없이 입력층과 출력층으로만 되어 있는 신경망을 ‘단층신경망

(single-layer neural networks)’, 은닉층이 있는 신경망을 ‘다층신경망

(multi-layer neural networks)’이라 한다. 특히 인공신경망을 은닉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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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에 따라 구분할 때, 엄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은닉층

이 2개 이상인 인공신경망을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s)’이라 하

고, 이에 상대하여 은닉층이 1개 이하인 인공신경망을 ‘얕은신경망

(shallow neural networks)’이라 한다(Skansi, 2018)37).

다음으로 인공신경망을 신경망 내의 정보의 흐름에 따라 구분할 때,

다층퍼셉트론과 같이 입력으로 들어온 값이 은닉층을 거쳐 출력층까지

한 방향으로만 전달되는 신경망을 ‘순방향신경망(feedforward neural

networks)38)’이라 한다(Aggarwal, 2018; Goodfellow et al., 2016; Russell

& Norvig, 2021). 수학적으로 보면 순방향신경망의 시각적 구조는 ‘유향

비순환 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으로 나타난다(Goodfellow et al.,

2016; Russell & Norvig, 2021). 반면 중간 계산 값이나 출력값이 이전

값이나 입력값으로 돌아가는 ‘피드백(feedback)’이 있는 신경망을 ‘순환신

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s)’이라 한다(Goodfellow et al., 2016;

Russell & Norvig, 2021).

또한 인공신경망을 층과 층 사이의 연결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다층퍼셉트론과 같이 층과 층 사이의 뉴런들이 모두 서로 연결된 신경망

을 ‘완전연결신경망(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s)’이라 한다. 완전연

결신경망이 아닌 경우, 즉 부분적으로 연결된 신경망의 대표적인 예가

‘합성곱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이다(Charniak, 2018).

한편 앞에서 알아본 퍼셉트론의 수학적 구조는 이전 층의 값에 가중치

를 곱하여 다음 층으로 전달한 후 이를 합하고 활성화함수에 적용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실수의 사칙연산과 함

수의 합성이 다층퍼셉트론에서 일어나는 주요 수학적 연산임을 알 수 있

37) 모델이 얼마나 깊어야 심층학습을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 그 깊이

의 기준에 대해 합의된 바는 없다(Goodfellow et al., 2016). 1990년대에는 2

개 이상의 은닉층을 가진 인공신경망을 심층신경망으로 간주하였으나 오늘

날엔 수십 또는 수백 개의 은닉층을 갖는 경우가 흔하여 ‘깊은[심층](deep)’

이라는 용어의 기준이 다소 불분명하다(Géron, 2019).
38) 보통 순방향신경망과 다층퍼셉트론은 서로 같은 용어로 본다(Goodfellow et

al., 2016).



- 42 -

다. 하지만 이 외에도 실제 딥러닝에서는 ‘합성곱(convolution)’, ‘풀링

(pooling)’, ‘정규화(regularization)’ 등 신경망을 설계하는데 사용되는 다

양한 연산과 기법들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공신경망이

만들어지고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인공신경망들 중에서도 가

장 표준적인 형태의 인공신경망인 단층퍼셉트론 또는 다층퍼셉트론을 학

교수학에서 가르치기 위한 인공신경망으로 선택하였다.

3. 인공신경망 학습의 수학적 원리

여기서는 인공신경망이 학습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 수학적

원리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언급하였듯 본 연구는 딥러닝의 수

학적 구조를 학교수학에서 가르치려는 첫 시도이므로 대표적으로 잘 알

려진 ‘인공신경망을 지도학습에 적용하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할 것이다.

3.1. 경사하강법

인공신경망은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원하는 특정한 결과가 나오

도록 하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도학습을 위한 대표적

인 알고리즘이다. 여기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신경망이 스스로 가

중치를 조정하는 과정을 ‘학습(learning)’, 또는 ‘훈련(training)’이라 한다.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기본적인 수학적 원리는 원하는 결과(참값)와 신경

망이 출력한 결과(예측값)의 차이, 즉 ‘오차(error)39)’를 최소화하도록 가

중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때, 참값은 상수이고 예측값은 가중치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므로 오차 역시 가중치에 대한 함수로 표현된다. 따라서

오차를 최소화하려면 함수가 최솟값을 갖도록 만들어야 하고, 만약 함수

39) 머신러닝에서 오차는 ‘손실(loss)’ 또는 ‘비용(cos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오

차를 나타내는 함수를 ‘오차함수’이라 하며 ‘손실함수’ 또는 ‘비용함수’라고

도 한다.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오차함수는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 ‘교차엔트로피오차(cross entropy error)’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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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분가능하다면 기울기(그래디언트)가 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된다.

보통 활성화함수는 미분가능한 함수를 사용하므로 기울기가 이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 미분방정식을 푸는 것이 결국 인공신경망 학습의 수학

적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견 단순해 보이는 이 아이

디어가 실용적이지 않다는 데에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

하는 데이터는 그 크기가 매우 크므로 신경망 설계에 필요한 변수의 개

수가 너무 많아서 매우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래서 인공신경망 학습은 해석적으로 최솟값을 구하는 방법 대신 ‘경사하

강법(gradient descent method)’이라는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다(Russell

& Norvig, 2021).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경사법(gradient method)’이란 연속미분가능한 함수    → 에 대

하여
∈
min 와 같은 형태의 문제를 푸는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경사하

강법, ‘사영경사법(projected gradient method)’ 등이 있다(Polak, 1997).

이 중 경사하강법은 ‘가장 가파른 하강 알고리즘(the steepest descent

algorithm)’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1847년 Cauchy40)에 의해 제안되었다

(Lemaréchal, 2012; Polak, 1997). 경사하강법은 미분가능한 함수의 극솟

값을 찾기 위해 1계 미분(기울기)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최적화 알고리

즘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Polak, 1997).

초깃값 ∈를 선택하고, 다음 절차를 밟는다.

[단계 0]   으로 설정한다.

[단계 1] ∇를 구하고, 만약 ∇ 이면 과정을 중단한다.

[단계 2] 보폭(step-size)41) ∈
 ≥ 

argmin  ∇을 구한다.

[단계 3]     ∇로 놓고, 를 로 바꾼 뒤 [단계 1]로

돌아간다.

40) Augustin-Louis Cauchy, 1789-1857, 프랑스의 수학자, 공학자, 물리학자.
41) 보폭은 머신러닝에서 ‘학습률(learning rate)’이라고도 하는데(Russell & Norvig,

2021), “한 번에 매개 변수를 변경하는 비율”(천인국, 2021, p. 147)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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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
min 를 위의 경사하강 알고리즘으로 풀 때 얻어진 수열

∈∪이 무한수열이면 ∈∪의 임의의 집적점(accumulation

point) 에 대하여 ∇ 이 성립함이 알려져 있다(Polak, 1997). 이

러한 경사하강법을 설명하는 직관적인 아이디어는 안개가 자욱한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산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이다. 특별한 수단이 없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현재 위치에서 여러 방향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가장 가파른 방향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다. 이 일을 반복하다가 어떤

방향으로 발을 내딛어도 가파른 방향이 없을 때, 즉 현재 지점에서 기울

기가 일 때 사람은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산은 함수(또는 함수의 그래프), 사람의 위치는 함숫값, 가장 가

파른 방향은 현재 지점에서의 함수의 기울기의 반대 방향이다. [그림 Ⅱ

-14]는 일변수함수에서 경사하강법을 적용하여 최솟값을 찾는 예이다.

[그림 Ⅱ-14] 경사하강법의 적용 예 (Goodfellow et al., 2016, p. 80)

경사하강법을 이용하여 함수의 최솟값(global minimum)을 구할 때에

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함수가 최솟값뿐만 아니라 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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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최소인 ‘극솟값(local minimum)’을 갖는 경우에 발생한다. 최적화

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솟값을 구하는 일이다. 그런데 경사하강법

은 최솟값을 찾았을 때 알고리즘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울기가 일

때 종료되므로 종료된 시점에서 찾은 값은 최솟값이 아니라 극솟값일 수

도 있다. 그래서 딥러닝의 맥락에서는 비용함수의 값이 충분히 작다는

가정 하에 경사하강법을 통해 얻은 해가 최솟값이 아닌 극솟값일지라도

보통은 최적의 해로 받아들인다(Bishop, 2006; Goodfellow et al., 2016).

[그림 Ⅱ-15]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예시다.

[그림 Ⅱ-15] 근사 최솟값의 예 (Goodfellow et al., 2016, p. 81)

두 번째, 딥러닝의 맥락에서 보통 학습률 의 값을 상수로 고정하여

사용하는데, 그 값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하는가에 따라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학습률이 작을수록 작은 보폭

으로 많이 움직여야 하고, 학습률이 클수록 큰 보폭으로 이동함에 따라

원하는 최소 지점을 지나쳐 발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적절한 학습

률을 찾는 것은 머신러닝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림 Ⅱ-16]은 학습률

에 따른 경사하강법의 적용 결과에 대한 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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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6] 학습률에 따른 경사하강법의 적용 결과 (천인국, 2021, p. 147)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해석적으로 최솟값을 구하는 일

보다 경사하강법이 컴퓨터가 수행하기에는 적합한 방법이므로 인공신경

망 학습에 경사하강법을 사용한다.

3.2. 확률적 경사하강법

확률적 경사하강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경사하강법을 이용하여 인공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개의 데이터   (단,

 ≤  ≤)가 주어졌다. 각 데이터에 대하여 참값과 예측값의 차인 오차

함수를  (단, ∈는 가중치 벡터)라고 놓자. 그러면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기본 원리는 오차의 합의 평균인 



 



를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다음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
min 



  





그런데 앞서 설명하였듯 딥러닝에서 최적화 문제를 해석적으로 푸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경사하강법을 이용하여 풀게 된다. 그리고 최적화

문제를 경사하강법을 이용하여 푼다는 것은 다음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의 가중치 벡터 ∈를 찾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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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는 초깃값, 는 학습률,    ⋯)

이때, 이 클수록 



  



∇를 계산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딥러닝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하

는 은 굉장히 큰 값이므로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 매

반복    ⋯마다 



  



∇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

다(Russell & Norvig, 2021). 따라서 보통 딥러닝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균등분포를 이용하여 임의로 추출한 데이터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은 ‘확률적 알고리즘(randomized algorithm)’을 적용하는데, 이를

‘확률적 경사하강법(stochastic gradient descent method)’이라고 한다.

∼Uniform  ⋯ 

    ∇ 

(단, ∈는 초깃값, 는 학습률,    ⋯)

일반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이 입력값 뿐만 아니라 ‘난수 생성기

(random number generator)’에 의해 만들어진 수에 영향을 받을 때, 그

러한 알고리즘을 ‘확률적 알고리즘’이라 한다(Cormen, Leiserson, Rivest,

& Stein, 2009). 확률적 알고리즘은 ‘결정론적 알고리즘(deterministic

algorithm)’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일 때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딥러

닝에서 경사하강법 대신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 등

식에서 보는 것처럼 확률적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의 ∇ 에 기댓값을

취하면 경사하강법이 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비록 경사하강

법 알고리즘에 ‘무작위성(randomness)’이 내재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균

등분포를 이용하여 무작위성을 부여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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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 (단, ∼Uniform  ⋯ )

 ∇ 

확률적 경사하강법의 또 다른 이점 하나는 극솟값에서 빠져나올 수 있

도록 돕는다는 것이다(Russell & Norvig, 2021).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현대의 인공신경망은 거의 항상 확률적 경사하강법 또는 확률적 경사하

강법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훈련한다(Russell &

Norvig, 2021).

참고로 신경망의 깊이가 깊어지면 경사하강법 또는 확률적 경사하강법

을 사용할 때, 매우 복잡한 합성함수의 미분을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실

제 심층신경망의 훈련에는 ‘동적 프로그래밍(dynamic programming)’의

일종인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error backpropagation algorithm)’을 이용

한다. 딥러닝에서 미분을 알고리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

야를 ‘자동 미분(automatic differentiation)’이라고 하는데, 역전파 알고리

즘이 자동 미분의 한 예다(Goodfellow et al., 2016).



- 49 -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딥러닝의 원리인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수학>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찾는 연구로, 향후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관련 수학 교과의 개발에 기여하

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하여 학교수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핵심 요소

들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연구 방법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전문 서적을 분석하여

인공지능의 역사,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의미, 인공신경망의 역사를 중심

으로 인공지능 이론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딥러

닝 관련 국내외 전문 서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구의 핵심인 인공신경망

의 수학적 구조와 인공신경망 학습의 수학적 원리를 확립하였다. 셋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

념과 내용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

함으로써 <인공지능 수학> 교육과정 내용 체계 재구조화 방향을 탐색하

였다. 넷째, 이론적 배경과 재구조화된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기준으로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를 분석하고, 이상의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인

공지능 수학>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제 2 절 연구 모형

현재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모형을 <표 Ⅲ-1>

과 같은 구조로 설계하였으며, 문헌 고찰 결과에 연구자의 직관과 통찰

을 결합하여 연구 문제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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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연구 모형

구분 내용

연구 목적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인공지능 관련 수학 교과의 내용
체계 제안

연구 문제

1.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딥러닝의 수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관련 교과를 개발하기 위해 현 <인공지능 수학> 교육과정의 내
용 체계는 어떻게 재구조화되어야 하는가?

2. 재구조화된 내용 체계와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기준으로 보았
을 때,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에서 어떠한 점이 보완되어야 하
는가?

연구 가설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학교수학에서 다룰 수 있는 지식으로 변환
할 수 있다.

연구 방법 문헌 분석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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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인공지능 수학> 교육과정 내용 체계 재구조화

방향 탐색

본 절에서는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딥러닝의 수

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관련 교과를 개발하기 위해 현 <인공지

능 수학>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어떻게 재구조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 결

과를 제시한다. 첫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

와 학습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의 핵심 개념들을 추출하고, 그 개념

들이 딥러닝 전문 서적들에서 실제로 딥러닝을 위한 수학적 도구의 역할

을 하는가를 조사하여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의 핵

심 개념과 내용 요소를 제안한다. 둘째, 추출된 핵심 개념과 내용 요소를

기준으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분석하여 추출된 내

용 요소들 중 현 교육과정이 다루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

지 확인한다. 셋째,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학교수학에서 가르치기 위해

어떻게 교수학적 변환을 시도할 수 있는지 고찰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제

작해봄으로써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실제로 교육과정에 도입할 수 있

는 가능성을 확인한다. 넷째,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수학>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재구조화하

는 방안을 제시한다.

1.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

우리가 보통 딥러닝을 이야기할 때, 딥러닝이 뇌를 모방해서 만들었다

는 설명을 통해 뇌와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커널 기계(kernel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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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베이즈 통계학(Bayesian statistics)과 같은 다른 머신러닝 연구자들보

다 딥러닝 연구자들이 뇌로부터 영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은 사실이지만 딥러닝을 단순히 뇌를 모방하는 분야로 보아서는 안 된

다”(Goodfellow et al., 2016, pp. 15-16). 왜냐하면 현대의 딥러닝은 많은

학문 분야들 중에서도 선형대수, 확률론, 정보론, 수치 최적화와 같은 응

용 수학에서 특히 영감을 받기 때문이다(Dawani, 2020; Deisenroth,

Faisal, & Ong, 2020; Goodfellow et al., 2016; Russell & Norvig, 2021).

따라서 딥러닝을 이해하기 위해 수학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인공지능 인

재 양성이 화두인 오늘날의 교육 현장에서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

을 위해 딥러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 지식이 적절한 형태로 제

공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공신경

망의 구조와 학습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의 핵심 개념들을 추출하

고, 그 개념들이 딥러닝 전문 서적들에서 실제로 딥러닝을 위한 수학적

도구의 역할을 하는가를 조사하여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

한 수학의 핵심 개념과 내용 요소를 제안할 것이다.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는 ‘가중치를 독립변수로 하는 함수’이다. 이

때, 가중치의 개수는 입력되는 데이터의 차원과 신경망의 깊이(층수)에

의해 결정되고, 실제 응용에서 데이터의 차원은 크고 신경망의 층수는

많기 때문에 인공신경망은 ‘다변수함수’가 된다. 그리고 출력층의 뉴런의

개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공신경망은 ‘벡터함수’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층퍼셉트론과 같이 은닉층이 하나라도 있으면 입력

값이 은닉층에 적용된 활성화함수와 출력층에 적용된 활성화함수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인공신경망의 최종 출력값은 활성화함수들의 ‘합성함수’로

나타난다. 따라서 심층신경망은 다루는 변수의 개수와 합성된 함수의 개

수를 고려할 때, 그 형태가 매우 복잡한 함수가 된다.

보통 딥러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구성하는 성분의 개수

가 많고, 가중치의 개수 또한 매우 많기 때문에 데이터와 가중치를 구성

하는 많은 성분들을 ‘수열’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표현하여 다루는 것이

유용하다. 특히 데이터와 가중치 간의 연산을 할 때, 데이터의 값들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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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치의 값들을 ‘벡터’ 또는 ‘행렬’로 나타내면 ‘내적’과 같은 ‘벡터의 연산’

이나 ‘행렬곱’과 같은 ‘행렬의 연산’을 이용하여 복잡한 수식을 처리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머신러닝의 많은 기법들이 손실함수의 함숫값을 최소로 만드는 가중치

를 찾는 방법에 기초하고 있고, 이는 ‘다변수미적분’, ‘선형대수’, ‘최적화’

를 이용하여 다룰 수 있다(Goodfellow et al., 2016). 인공신경망을 이용

한 심층학습의 경우도 학습의 기본 원리는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고, 여기에 ‘경사하강법’이라는 최적화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이때, 인공

신경망은 다변수함수이므로 경사하강법 적용을 위해 기울기를 구하려면

다변수함수를 미분해야 하고, 구체적인 연산과정에서 ‘편미분’, ‘다변수함

수의 연쇄법칙’ 등의 ‘다변수미분’에 관한 지식과 더 나아가 ‘야코비 행렬

(Jacobian matrix)’, ‘헤시안 행렬(Hessian matrix)’과 같은 ‘벡터 미적분’

의 지식도 이용된다. 또한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사용하는 경우 주어진

데이터 전체 집합에서 임의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므로 ‘확률분포’와 같은 ‘확률과 통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경화, 유연주, 탁병주 (2022)는 “경사하강법에서 확률론과 통계학은 기계

학습 자체의 신뢰도를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기술적인 효율성을 고려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p. 99)고 하였다.

한편 인공신경망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때 유향 그래프와 같은 지식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래프이론(graph theory)’도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본 연구는 학교수학에서 다룰 인공신경망을 퍼셉

트론으로 범위를 한정하였고, 퍼셉트론의 시각적 구조는 그래프이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이론은 제외하였다.

이상으로부터 본 연구자는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필

요한 수학의 핵심 개념을 잠정적으로 ‘다변수미분’, ‘선형대수’, ‘최적화’,

‘확률과 통계’의 네 가지로 정의하고, 이 개념들이 딥러닝 전문 서적들에

서 실제로 딥러닝을 위한 수학적 도구의 역할을 하는지 조사하여 연구자

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수행하려는 조사는 각 딥러닝 전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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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들에서 딥러닝 이론을 전개하는 데에 있어 네 가지 수학의 개념이 실

제로 사용되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즉, 책의 저자가 딥러닝

이론을 전개할 때, 위의 네 가지 개념 중 하나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

다면 이는 해당 개념이 딥러닝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

조사의 대상이 되는 ‘딥러닝 전문 서적’이란 기본적으로 딥러닝(인공신

경망42))의 이론적 측면을 다루는 이론서를 가리킨다. 그런데 딥러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 지식만을 다룬 서적들도 있었고, 이는 본 연

구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

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사 대상이 되는 전문 서적은 ‘딥러닝을 위한 수

학’ 또는 ‘딥러닝의 이론’의 두 가지 주제 중 하나를 다루는 서적으로 정

의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 주제에 해당하는 서적 중 실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때에는 특별한 기준을 두지 않고, 가능한 많은 서적을 검토하려

고 노력하였다. 단, 최신 딥러닝 서적들 중에는 Keras 또는 TensorFlow

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딥러닝을 실제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해보

는 책들이 많은데, 이러한 책들은 대부분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험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기본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만 Weidman (2019)와 같이 기초 이론도 함께 잘 정리되어있다고 판단

한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딥러닝을 포괄하는 머신러닝을

다루는 서적은 해당 책에서 딥러닝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다루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시 딥러닝 전문 서적으로 간주하고 조사 대상에 포함

시켰다.

먼저 ‘딥러닝을 위한 수학’이 주제인 서적의 목록은 <표 Ⅳ-1>과 같다.

42) 앞서 언급한 바 있듯, 딥러닝이 이루어지는 기본 구조가 인공신경망이므로

‘딥러닝’과 ‘인공신경망’은 사실상 동의어로 볼 수 있다. 출판 시기가 오래된

것일수록 대부분 ‘신경망(neural networks)’이 서적의 제목으로 사용되었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딥러닝(deep learning)’을 제목으로 사용한 서적이 많

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딥러닝이라는 용어가 2006년을 기점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한 용어임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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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딥러닝을 위한 수학’을 주제로 하는 딥러닝 전문 서적

저자 연도 제목

Aggarwal, C. C. 2020 Linear algebra and optimization for machine learning

Dawani, J. 2020 Hands-on mathematics for deep learning

Deisenroth, M. P.,
Faisal, A. A., & Ong,

C. S.
2020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

Heaton, J. 2012 Introduction to the math of neural networks

Hastie, T., Tibshirani,
R., & Friedman, J.

2008 The elements of statistical learning(2nd)

Kneusel, R. T. 2021
Math for deep learning: What you need to know to

understand neural networks.

Strang, G. 2019 Linear algebra and learning from data

Taylor, M. 2017 Neural networks math

‘딥러닝을 위한 수학’을 주제로 하는 전문 서적들은 제목에서부터 그

의도를 알 수 있듯 딥러닝을 이해하는 데 수학이 필수적임을 주장하고

있고, <표 Ⅳ-1>의 모든 서적들이 연구자가 주장한 네 가지 수학의 개

념들을 모두 다루고 있었다.

다음으로 ‘딥러닝 이론’이 주제인 서적의 목록은 <표 Ⅳ-2>와 같다.

<표 Ⅳ-2> ‘딥러닝의 이론’을 주제로 하는 딥러닝 전문 서적

저자 연도 제목

Aggarwal, C. C. 2018 Neural networks and deep learning

Alpaydin, E. 2020 Introduction to machine learning(4th)

Bishop, C. M. 1995 Neural networks for pattern recognition

Bishop, C. M. 2006 Pattern recognition and machine learning

Buduma, N., &
Locascio, N.

2017
Fundamentals of deep learning: Designing

next-generation machine intelligence algorithms

Charniak, E. 2018 Introduction to deep learning

Di, W., Bhardwaj, A.,
& Wei, J.

2018 Deep learning ess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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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의 모든 전문 서적들은 본 연구자가 주장한 네 가지 수학

의 개념들을 모두 다루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본고에서 주장한 바가 필

수적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Charniak (2018)43)

은 딥러닝을 이해하는데 다변수미분과 선형대수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정리하면 <표 Ⅳ-1>과 <표 Ⅳ-2>에 제시된 32권에 대한 조사 결과,

모든 서적이 본 연구자가 밝힌 네 가지 수학의 개념을 사용하여 딥러닝

43) Russell & Norvig (2021)이 Goodfellow et al. (2016)과 함께 딥러닝에 관한

현대의 주요 교과서로 언급한 서적이다.

Fine, T. L. 1999 Feedforward neural network methodology

Gallant, S. I. 1993 Neural network learning and expert systems

Galushkin, A. I. 2007 Neural network theory

Goodfellow, I., Bengio,
Y., & Courville, A

2016 Deep learning

Harvey, R. L. 1994 Neural network principles

Heaton, J. 2015
Artificial intelligence for humans(Volume 3): Deep

learning and neural networks.

Hu, Y. H., & Hwang,
J. N.

2002 Handbook of neural network signal processing

Kelleher, J. D. 2019 Deep learning

Liu, P., & Li, H. 2004 Fuzzy neural network theory and application

Martin T. H., Howard
B. D., & Mark H. B.

2014 Neural network design(2nd)

Montavon, G., Orr, G.,
& Muller, K. R.

2012 Neural networks: Tricks of the trade.

Rojas, R. 1996 Neural networks: A systematic introduction

Shanmuganathan, S.,
& Samarasinghe, S.

2016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ling

Skansi, S. 2018 Introduction to deep learning

Weidman, S. 2019 Deep learning from scratch

Wilde, P. D. 1995 Neural network models: An analysis

Zeng, Z., & Wang, J. 2010 Advances in neural network research and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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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서술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자는 딥러

닝의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의 핵심 개념을 ‘다변수미분’, ‘선

형대수’, ‘최적화’, ‘확률과 통계’의 네 가지로 제안한다. 그리고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확립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던 수학적 지식 중 고

등학교 수준에 맞게 변환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각 핵심 개념에 대

한 구체적인 내용 요소로 선정하여 딥러닝을 위한 수학의 네 가지 핵심

개념과 그 내용 요소를 <표 Ⅳ-3>과 같이 제시한다.

<표 Ⅳ-3> 딥러닝을 위한 수학의 네 가지 핵심 개념과 그 내용 요소

2.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분석

앞에서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의 핵심 개념으로

‘다변수미분’, ‘선형대수’, ‘최적화’, ‘확률과 통계’의 네 가지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 요소들을 추출하여 <표 Ⅳ-3>과 같이 제시하였다. 여기

서는 <표 Ⅳ-3>을 기준으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분석하여 <표 Ⅳ-3>의 내용 요소들 중 현 교육과정이 다루고 있는 것

과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확인할 것이다. 사실 교육과정의 모든 수

학 교과가 딥러닝을 위한 수학적 기초의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분명하고,

따라서 관점에 따라 모든 수학 교과의 각 내용 요소를 딥러닝을 위한 수

학의 네 가지 핵심 개념을 기준으로 적절히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이론적 배경에서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확립하는

핵심 개념 내용 요소

다변수미분
∙다변수함수
∙이변수함수와 그 그래프
∙이변수함수의 미분

선형대수
∙벡터와 그 연산
∙행렬과 그 연산

최적화
∙손실함수
∙경사하강법
∙확률적 경사하강법

확률과 통계 ∙확률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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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던 수학적 지식이 교육과정에 내용 요소로 제

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위

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교육과정 분석의 대상은 공통 과목인 <수학>, 일반 선택 과목인 <수

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진로 선택 과목인 <기

하>, <인공지능 수학>의 7개 과목이다. 진로 선택 과목 중 <실용 수

학>,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기본 수학>은 교과 성격을 고려

할 때, <인공지능 수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먼저 <표 Ⅳ-4>에 제시된 공통 과목 <수학>의 내용 체계를 보면 수

학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딥러닝을 위한 수학의 네 가지 핵

심 개념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내용 요소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함수’ 영역의 내용 요소는 다변수함수를 위한 함수의 기초적인 측

면들을 학습한다는 점에서 교과간 위계상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교과

임은 분명하다. 특히 앞서 다층퍼셉트론의 구조에서 보았듯이 함수의 합

성은 심층신경망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연산인데, 이러한 ‘합성함수’는

교육과정에서 ‘함수’ 영역의 구체적인 학습 요소로 제시되어 있다.

<표 Ⅳ-4> 공통 과목 <수학>의 내용 체계 (교육부, 2020, p. 47)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문자와
식

다항식
식에 대한 사칙연산과 인수분해는 복잡한
다항식으로 확장되어 적용된다.

∙다항식의 연산
∙나머지정리
∙인수분해

방정식과
부등식

방정식과 부등식은 양 사이의 관계를 나
타내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를 만족시
키는 해를 구할 수 있다.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기하
도형의
방정식

좌표평면에 나타낸 점, 직선, 원과 같은
도형은 대수적으로 표현된다.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수와
연산

집합과
명제

집합은 수학적 대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
고 이해하는 도구이며, 명제는 증명을 통
해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

∙집합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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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 Ⅳ-5>에 제시된 일반 선택 과목 <수학Ⅰ>의 내용 체계

를 보면 수학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딥러닝을 위한 수학의

네 가지 핵심 개념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내용 요소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수’ 영역의 내용 요소 중 ‘수열의 합’은 연관된 것

으로 볼 수도 있는데, 딥러닝에서 다루는 자료는 차원이 크기 때문에 각

뉴런으로 들어오는 입력의 가중합을 합의 기호 ∑(시그마)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Ⅳ-5> 일반 선택 과목 <수학Ⅰ>의 내용 체계 (교육부, 2020, p. 63)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해석

지수함수
와

로그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급격히 증감하는
수량이나 현상을 다루는 유용한 도구로서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표현하고 설
명하는 데 활용된다.

∙지수와 로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삼각함수는 삼각비를 일반화시킨 개념으
로서 주기적인 성질을 가지는 자연 현상
이나 사회 현상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삼각함수

대수 수열
수열은 규칙적으로 나열된 수로 나타낼
수 있는 현상을 탐구하는 데 활용되며 수
열의 극한과 급수의 기초 개념이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수열의 합
∙수학적 귀납법

<표 Ⅳ-6>에 제시된 일반 선택 과목 <수학Ⅱ>의 내용 체계를 보면

다변수미분을 위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딥러닝을 위한 수학

의 네 가지 핵심 개념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내용 요소는 사실상 없다

고 할 수 있다. 다만 다변수미분을 위한 기초 미적분을 학습한다는 점에

서 교과간 위계상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교과임은 분명하다.

함수
함수와
그래프

함수는 대수적 조작이 가능하며,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함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경우의 수를 구
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존재한다.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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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일반 선택 과목 <수학Ⅱ>의 내용 체계 (교육부, 2020, p. 74)

<표 Ⅳ-7>에 제시된 일반 선택 과목 <미적분>의 내용 체계를 보면

다변수미분을 위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딥러닝을 위한 수학

의 네 가지 핵심 개념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 요소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학Ⅱ>와 함께 다변수미분을 위한 기초 미적분을

학습하는 교과라는 점에서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교과임은 분명하다.

특히 내용 요소 중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학습하는 ‘합성함수의 미분법

(연쇄법칙)’은 신경망 학습의 수학적 원리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다

변수함수의 연쇄법칙’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선수학습요소이다.

<표 Ⅳ-7> 일반 선택 과목 <미적분>의 내용 체계 (교육부, 2020, p. 85)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해석

함수의
극한과
연속

함수의 극한과 연속은 함수의 성질을 이
해하는 데 활용되고, 미적분 개념의 기초
가 된다.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미분

미분은 함수의 순간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도구로서 여러 가지 미분법과 함수의 적
분에 대한 기초가 되고 최대, 최소 문제
를 포함하여 변화 현상을 다루는 데 활용
된다.

∙미분계수
∙도함수
∙도함수의 활용

적분
미분과 역관계에 있는 적분은 도형의 넓
이와 부피를 구하는 데 필요한 개념으로,
미분과 함께 변화 현상을 다루는 데 활용된다.

∙부정적분
∙정적분
∙정적분의 활용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해석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은 한없이 가까워지거나 한없
이 작아지고 커지는 현상과 같이 무한을
수학적으로 다루는 도구로서 미분과 적분
의 기초 개념이다.

∙수열의 극한
∙급수

미분법
미분법은 여러 가지 함수의 도함수를 효
율적으로 구하는 방법이며 변화 현상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여러 가지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

적분법

적분법은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법이며 길
이, 넓이, 부피 등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
지 상황을 해석하는 데 활용된다.

∙여러 가지 적분법
∙정적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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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에 제시된 일반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의 내용 체계를

보면 내용 요소 중 ‘확률분포’가 딥러닝을 위한 수학의 네 가지 핵심 개

념 중 ‘확률과 통계’에 포함된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포함시키지는 않았

지만 ‘조건부확률’은 딥러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수학적 개념 중

하나로, “기계학습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

경화 외, 2022, p. 101).

<표 Ⅳ-8> 일반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의 내용 체계 (교육부, 2020, p. 96)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확률
과
통계

경우의
수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경우의 수를 구
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존재한다.

∙순열과 조합
∙이항정리

확률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화한 확률은
의사 결정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확률의 뜻과 활용
∙조건부확률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결과를 분석
하고 추정하는 통계는 현대 정보화 사
회의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
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확률분포
∙통계적 추정

<표 Ⅳ-9>에 제시된 진로 선택 과목 <기하>의 내용 체계를 보면 내

용 요소 중 ‘벡터의 연산’, ‘평면벡터의 성분과 내적’이 딥러닝을 위한 수

학의 네 가지 핵심 개념 중 ‘선형대수’에 포함된다. 하지만 딥러닝에서

다루는 차원의 크기를 고려할 때, 일반화된 -차원 벡터의 개념이 필요

하다. 이를 만약 <기하> 교과에 반영한다면, <기하>의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벡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용 요소

중 ‘공간좌표’는 이변수함수의 그래프를 지도하기 위한 선행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표 Ⅳ-9> 진로 선택 과목 <기하>의 내용 체계 (교육부, 2020, p. 109)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하 이차곡선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원뿔의 절단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곡선으로 좌표평면에서

∙이차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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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표 Ⅳ-10>에 제시된 진로 선택 과목 <인공지능 수학>의

내용 체계를 보면 ‘관련 학습 요소’ 중 ‘자료의 표현’ 영역의 ‘벡터’, ‘행

렬’과 ‘최적화’ 영역의 ‘손실함수’, ‘경사하강법’이 딥러닝을 위한 수학의

네 가지 핵심 개념 중 각각 ‘선형대수’와 ‘최적화’에 포함된다.

<표 Ⅳ-10> 진로 선택 과목 <인공지능 수학>의 내용 체계 (교육부, 2020, p. 165)

그런데 여기서 ‘관련 학습 요소’라는 항목이 갖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관련 학습 요소는 고등학교 공통과목 <수학>까지 학습하지

않은 관련 내용 요소를 제시한 것”(이상구 외, 2020, p. 63)으로, 이에 대

하여 <인공지능 수학> 과목 시안 개발 연구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다른 과목과 달리 ‘관련 학습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핵심 개념별로 활용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평면벡터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을 표현
하고 탐구하는 도구이다.

∙벡터의 연산
∙평면벡터의 성분과 내적

공간도형
과

공간좌표

공간도형의 기본 구성 요소는 점, 직선,
평면이고, 공간좌표는 공간도형을 대수적
으로 다루는 도구이며, 도형의 성질을 탐
구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직선과 평면
∙정사영
∙공간좌표

영역/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관련 학습
요소

인공지능과
수학

수학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인공지능 기술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학

∙진리표
∙순서도

자료의
표현

수와 수학 기호는 자료를 효과적으로 표
현할 수 있는 도구이고, 인공지능이 다루
는 자료는 수학을 이용하여 표현된다.

∙텍스트 자료의
표현
∙이미지 자료의
표현

∙벡터
∙행렬

분류와
예측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자료를 정리, 분석하
고 패턴을 찾아 새로운 대상에 대한 분류
와 예측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확률과 함
수 등이 활용된다.

∙자료의 분류
∙경향성과 예측

∙유사도
∙추세선
∙조건부확률

최적화

인공지능은 자료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기술을 제공하고, 이
때 주어진 자료에 가장 적합한 의사 결
정 모델을 찾기 위해 함수를 만들고 최
적화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최적화와 의사
결정

∙함수의 극한
∙이차함수의
미분계수
∙손실함수
∙경사하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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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관련 수학 내용으로, ‘인공지능에서 수학이 활용될 때 관련되는 주요 수학

적 개념이나 원리를 제시한 것으로, 이러한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자세히 다루
기보다는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유의한다.’ 는

문구를 각주에 넣음으로써, 수학 개념과 원리 학습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도록
의도하였다(이상구 외, 2020, pp. 62-63).

이러한 설명을 고려하면 현 <인공지능 수학>의 교과서에 반영된 ‘벡

터’, ‘행렬’, ‘손실함수’, ‘경사하강법’에 대한 내용이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

를 이해하기 위해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구체적인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교과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에 대하여 다음 절에서 논하

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딥러닝을 위한 수학의 네 가지 핵심 개

념과 그 내용 요소들 중 현 교육과정이 다루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표 Ⅳ-11>과 같이 제시한다.

<표 Ⅳ-11> 딥러닝을 위한 수학의 네 가지 핵심 개념에 포함되는 현 교육과정

의 내용 요소

3.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의 교수학적 변환 예시

앞의 교육과정 분석 결과를 통해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

한 수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다변수미분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학교수학에서 가

르치기 위해 어떻게 교수학적 변환을 시도할 수 있는지 고찰하고 구체적

핵심 개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

다변수미분 (없음)

선형대수
∙<기하>의 ‘벡터의 연산’
∙<기하>의 ‘평면벡터의 성분과 내적’
∙<인공지능 수학>의 ‘벡터’, ‘행렬’

최적화
∙<인공지능 수학>의 ‘손실함수’
∙<인공지능 수학>의 ‘경사하강법’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의 ‘확률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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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예시를 제작해봄으로써 다변수미분을 포함한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실제로 교육과정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다.

인공신경망은 가중치를 독립변수로 하는 다변수함수이다. 이때, 가중치

의 개수는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뉴런의 개수와 층의 개수에 따라 결정

된다. 따라서 변수의 개수를 늘이려면 뉴런의 개수 또는 층의 개수를 늘

이면 되고, 반대로 변수의 개수를 줄이려면 뉴런의 개수 또는 층의 개수

를 줄여야 한다. 인공신경망을 교육과정에서 가르친다면 다변수함수가

처음 도입되는 상황이고,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나친 계산 위주의 교과 내용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즉, 학생들이 주로 다루는 다변수함수의 변수의 개수는 가능

한 적어야 한다. 이로부터 학교수학에서 다룰 인공신경망은 뉴런의 개수

와 층의 개수가 모두 적게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

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다변수함수를 가르치기 위해 먼저 퍼셉트론을

이용하여 다변수함수를 도입하고, 은닉층이 1개인 다층퍼셉트론의 여러

가지 변형을 이용하여 기초 다변수함수인 이변수함수를 지도하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먼저 [그림 Ⅳ-1]은 퍼셉트론을 이용한 다변수함수의 도입 예시다.

신경계의 기본 단위인 뉴런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해보자. 먼저 뉴런이 작동
하는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수상돌기를 통해 들어온 자극이 세포체 내에서 합해지고, 이 자극의 합이
역치를 넘으면 뉴런이 활성화되며, 축삭돌기를 통해 인접한 뉴런으로 자
극을 전달한다.”

수상돌기는 인접 뉴런과의 연결 부위인 시냅스를 통해 자극을 전달받는다.
시냅스는 흥분성 시냅스와 억제성 시냅스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흥분성
시냅스는 전달되는 자극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억제성은 그 반대
이다. 즉, 시냅스는 들어오는 자극의 크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뉴런으로 들어오는 자극(입력)을  ,  , ⋯ ,  , 시냅

스가 자극을 조절하는 정도(가중치)를  ,  , ⋯ ,  , 역치를 , 활성화 여

부를 결정하는 함수(활성화함수)를 , 밖으로 실제 내보낸 자극(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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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면 생물학적 뉴런은 다음 [식 1]과 같이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그림] 뉴런의 수학적 모델 (오창석, 2018, p. 41)

입력 가중치 가중합 역치 활성화함수 출력


 

→ 
  






→ 
  



 → 

단,     ≥ 
   

[식 1] 뉴런의 수학적 모델

여기서 활성화함수 는 입력의 합이 역치를 넘으면 뉴런이 활성화되고,
작으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을 과 이라는 값으로 표현해주는 함수로, ‘계단
함수’라고 부른다. 이처럼 생물학적 뉴런은 수학적으로 보면 ‘함수’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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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퍼셉트론을 이용한 다변수함수의 도입 예시

다음으로 인공신경망을 학습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인공신경망의 학

습이란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적절한 가중치를 경사하강법을 이용하여

찾는 과정이고, 인공신경망은 다변수함수이므로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

기 위해서는 다변수함수에 대한 편미분의 개념이 필요하다. 학교수학에

서 이변수함수의 편미분을 도입하기 위한 방법은 먼저 다층퍼셉트론의

많은 가중치 중 두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상수로 고정하는 것이다. 그

러면 손실함수를 이변수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에 학습을 위해 경

사하강법을 적용하려면 이변수함수를 미분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경사하강법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갱신할 때, 두 개의 가중치 중

하나씩 갱신해야 하므로 어떤 하나의 가중치를 갱신하고자 하면 다른 가

중치는 손실함수의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수 취급을 하게 된다. 따

있고, 이러한 뉴런의 수학적 모델이 바로 인공신경망 개념의 시초이다.
그런데 딥러닝에서는 계단함수 외에도 실제 응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활성화함수를 사용한다. 따라서 위의 [식 1]에서 활성화함수를 계단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를 사용하면 다음 [식 2]와 같이 쓸 수 있는데, 이를 ‘퍼셉트
론’이라 한다.

입력 가중치 가중합 활성화함수 출력


 

→ 
  



 → 
  



 → 

[식 2] 퍼셉트론

퍼셉트론은 인공신경망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 단위로, 수학적으로는 ‘함수’
를 의미한다. 한편 딥러닝은 특정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 적절한 가중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입력값 는 고

정된 상수이고, 찾고자 하는 가중치 는 변수이다. 예컨대, 과 라는 입력

데이터가 있고, 이에 대응하는 가중치를 각각   , 활성화함수를

    , 출력을 라고 하면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출력 는  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므로 는 두 개의 변수 와
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두 개의 변수에 의해 값이 하나로 정
해지는 관계를 ‘이변수함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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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수학Ⅱ> 또는 <미적분>에서 학습한 일반적인 일변수함수에 대한

미분을 하는 상황으로 인지시킬 수 있고, 편미분 개념을 이변수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한 언급 없이도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다. [그림 Ⅳ

-2]는 이변수함수에 대한 편미분의 도입 예시다.

다음 문제를 통해 이변수함수의 편미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문제]
다음과 같이 입력층의 뉴런이 2개( ), 은닉층의 뉴런이 2개( ), 출력

층의 뉴런이 1개()로 구성된 은닉층이 1개인 다층퍼셉트론이 있다.

데이터  을 입력하면 을 출력하도록 신경망을 구현하려고 한다. 이때, 은
닉층과 출력층의 활성화함수는 모두 항등함수이고, 손실함수는 평균제곱오차를
사용하며, 학습률은 이라고 가정하자. 또한 에서 으로 가는 가중치를  ,

에서 으로 가는 가중치를 라 하고, 나머지 가중치는 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가중치를 로 초기화한 뒤 학습을 시작할 때, 손실함수가 최소가 되도
록 하는 두 가중치  , 의 값을 구해보자.

손실함수를 라고 하면 는 가중치  , 에 대한 함수이므로  라
고 나타낼 수 있다. 데이터  을 입력하면 을 출력하는 신경망을 구현
하고자 하므로 손실함수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 ⋅   

  ⋅ ⋅  ⋅ ⋅  

  ⋅ ⋅   ⋅ ⋅    

   


    


  

가중치를 모두 로 초기화하였으므로    ,   이고, 이 경우 손실함수
의 값은    이다. 오차가 이므로 가중치를 로 설정하면 데이터
 을 입력했을 때, 원하는 결과인 을 출력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오차
를 줄이기 위해 학습을 통해 두 가중치  를 갱신시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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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다층퍼셉트론을 이용한 다변수함수의 미분의 도입 예시

본 연구자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예시를 제작해봄으로써 딥러닝의 수

학적 구조를 실제로 교육과정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4. 교육과정 내용 체계 재구조화 방안

이제 앞의 논의를 종합하여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수학과 교육과정에

서 딥러닝의 수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관련 교과를 개발하기 위

해 현 <인공지능 수학>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어떻게 재구조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교육과정 분석 결과로 도출한 <표 Ⅳ-11>을 해석해보면 딥러

닝의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네 가지 수학의 핵심 개념 중 2015

먼저 가중치 를 경사하강법으로 갱신하기 위해 현재의 의 값인 을 

이라고 놓고, 회의 학습을 통해 변경된 가중치를 이라고 놓으면 경사하

강법에 의해 다음 식이 성립한다.

      ⋅


  (단,    ,     ⋯) ⋯㉠

이때, 손실함수    


  는 와 의 영향을 모두 받는 이

변수함수이지만 ㉠은 의 값의 변화에 따른 의 값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
해 학습을 시키는 것이므로 ㉠에서 는 그 값이 고정된 상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에서 


 는  를 에 대한 일변수함수로 보고 미분

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의해 다음이 성립한다.




   


⋅⋅  ⋅    

이처럼 이변수함수  의 두 개의 독립변수 중 를 상수로 취급하여
 를 에 대한 일변수함수로 보고 이변수함수  를 미분하는 것

을 ‘에 대하여 편미분한다’고 말하며, 기호로 


 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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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온전히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확률

과 통계’ 뿐이다. ‘다변수미분’은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이며, ‘선

형대수’와 ‘최적화’의 경우는 관련 학습 요소가 실제 교과서에서 어느 정

도 수준으로 구현되었는지 교과서 분석을 시행한 뒤 판단해야 하지만

<인공지능 수학>의 개발 취지를 고려할 때,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이

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 <인공지능 수학>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앞서

제시한 <표 Ⅳ-3>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재구조화하는 방향을 생각

하였다.

첫째, ‘다변수미분’을 <인공지능 수학>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 중 하나

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 요소로는 <표 Ⅳ-3>과 같이 ‘다변수함

수’, ‘이변수함수와 그 그래프’, ‘이변수함수의 미분’을 다룰 수 있다. 각

내용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요소를 선정하기 위한 제언을 하면 ‘다

변수함수’는 그 정의를 도입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예를

제시하는 정도로만 다룬다. 그래프를 그리고 미분을 하는 등, 직접적인

학습의 대상이 되는 다변수함수는 이변수함수로 제한한다.

둘째, ‘선형대수’에 속하는 ‘벡터’와 ‘행렬’의 경우는 현 <인공지능 수

학>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현 교육과정보다는 수준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만약 교과서에서 두 관련 학습 요소 ‘벡터’와 ‘행렬’

에 대하여 용어에 대한 정의만 하고 기초 연산을 포함하여 이들 개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측면들을 다루지 않도록 개발되었다면 딥러

닝의 수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교과는 그러한 기본적인 측면을 포함하도

록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만약 교과서에서 차원 벡터

나 × 크기의 행렬과 같이 작은 차원에서의 벡터·행렬만 다룬다면 인

공신경망이 처리하는 데이터의 크기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차원 벡터

와 일반적인 × 크기의 행렬을 정의하고, 큰 차원에서의 연산을 경험

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벡터’와 ‘행렬’에 대한

실제 제안은 뒤에서 교과서 분석을 시행한 후에 분석 결과를 근거로 이

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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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최적화’의 경우는 현 <인공지능 수학>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다변수함수가 도입된 만큼 ‘손실함수’가 이변수함수로 주어진 경우를 다

룰 필요가 있다. 또한 이변수함수인 손실함수에 ‘경사하강법’을 적용할

때, 핵심 개념 ‘다변수미분’에서 배운 ‘편미분’ 등의 개념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확률과 통계’의 경우는 현 <확률과 통계>의 내용 중 확률적 경

사하강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확률분포’에 대한 내용 위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확률과 통계>의 학습 요소로 포함되지 않은

‘균등분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 교육과정에서 균등분포는 특정한

맥락 또는 문제에서 그 의미를 접할 수 있지만 그 정의에 대해서 명시적

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인공지능 수학 관련 교과

에서 다루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재구조화 방향을 고려하여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의 내용 체계를 <표 Ⅳ-12>와 같이 제안한다.

<표 Ⅳ-12>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의 내용 체계

핵심 개념 내용 요소 학습 요소

다변수미분

∙다변수함수

∙이변수함수와 그 그래프

∙이변수함수의 미분

∙다변수함수

∙이변수함수 ∙이변수함수의 그래프

∙편미분 ∙연쇄법칙

선형대수

∙벡터와 그 연산

∙벡터 ∙시점 ∙종점 ∙차원 ∙성분

∙벡터의 크기 ∙벡터의 합과 차 ∙내적

∙벡터의 실수배 ∙영벡터 ∙단위벡터

∙행렬과 그 연산

∙행렬 ∙행과 열 ∙행벡터 ∙열벡터 ∙성분

∙행렬의 크기 ∙행렬의 합, 차, 곱

∙행렬의 실수배 ∙영행렬 ∙단위행렬

∙정사각행렬 ∙전치행렬

최적화

∙손실함수

∙경사하강법

∙확률적 경사하강법

∙손실함수 ∙평균제곱오차

∙경사하강법 ∙학습률

∙확률적 경사하강법

확률과 통계 ∙확률분포

∙확률변수 ∙이산확률변수

∙확률분포 ∙연속확률변수

∙이항분포 ∙균등분포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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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 분석

본 절은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재구조화된 내용 체계와 딥러닝의 수학

적 구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에서 어떠한 점

이 보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목표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 교과서가 딥러닝의 수

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적 기초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제공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이전 절의 결과와 본 절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장에서 <인공지능 수학>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을 연구의 결론으로 제

시할 것이다.

분석의 대상은 2022년 4월까지 출판된 모든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

로 선정하였으며, 분석을 시행함에 있어 그 각각을 편의상 <표 Ⅳ-13>

과 같이 A, B, C, D, E로 명명하였다.

<표 Ⅳ-13> 분석의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

1. 교과서 분석 기준 및 방법

교과서 분석을 위한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기준은 앞의 절

에서 교육과정 분석 결과로 도출된 ‘<표 Ⅳ-12>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

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의 내용 체계’이다. 이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하

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교과서

A 오화평, 허석, 조성현, 정영민, & 권상순. (2021). 인공지능 수학. 서울: 금성출판사.

B 황선욱, 권성훈, 정두섭, 박상의, & 홍창섭. (2021). 인공지능 수학. 서울: 미래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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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육과정 분석 결과에서 딥러닝을 위한 수학의 네 가지 핵심 개

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네 가지 관련 학습 요소인 ‘벡터’, ‘행렬’,

‘손실함수’, ‘경사하강법’이 교과서에 구현된 실제 내용은 무엇인가를 확

인하고 교과서 간 차이점을 비교·분석한다. 즉, <인공지능 수학> 교육과

정에 제시된 네 가지 관련 학습 요소를 각 교과서 저자가 구체적으로 어

떠한 내용으로 구현했는가를 확인하고, 교과서 간 차이점을 분석하는 작

업을 시행한다. 타 수학 교과는 교육과정 문서에서 ‘내용 요소’를 구체화

한 ‘학습 요소’를 제시하고, 교과서는 이러한 학습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집필된다. 하지만 <인공지능 수학>의 경우 학습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

이 교육과정 문서상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타 수학 교과의 내용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만 ‘관련 학습 요소’라는 새로운 형태로 제시되었다. 따라

서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를 집필하는 저자가 타 수학 교과의 학습 요

소에 해당하는 실제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인공지능 수학>의 교과 성

격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수준의 내용만 다룰 것임은 짐작

할 수 있지만 교과서 저자마다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

에 따라 실제 구현 양상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이 무엇인

지 교과서별로 확인하고 이들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은 교육과정 재구

조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교과

서마다 관련 학습 요소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비

교하는 작업을 첫 번째 분석 내용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앞의 분석 내용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딥러닝의 수

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 요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교과서가 있는지 고찰한다. 즉, ‘<표 Ⅳ-12>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의 내용 체계’를 기준으로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가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요

소를 제공하고 있는지 판단할 것이다.

교과서 분석을 위한 두 번째 기준은 이론적 배경에서 정립한 ‘인공신

경망의 수학적 구조’이다. 이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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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과서에서 인공신경망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소개되고 다루어

지는지 확인하고, 교과서 간 차이점을 비교·분석한다. 즉, 이론적 배경에

서 정립한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를 교과서가 정확히 언급하고 있는

지, 아니면 구조의 일부만 간단하게 다루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분석하

고 교과서 간 차이점을 비교하는 작업을 시행한다. 다음으로 교과서에서

딥러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교과서 간 차이점을

비교·분석한다. <인공지능 수학>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전개하

는 중심 소재가 ‘인공지능’인데,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하위 분야인 딥

러닝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본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이다.

한편 첫 번째 기준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분석 방법을 다

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네 가지 관련 학습 요소가 교과서에서 실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교과서 본문에 ‘굵은 글씨체로 표기

된 것’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는 타 수학 교과의 교과서가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에 제시된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학습 요소는 교

과서에서 획이 굵은 글씨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네

가지 관련 학습 요소 별로 세부적인 분석 요소를 설정’하여 분석한다. 먼

저 ‘벡터’와 ‘행렬’의 경우는 수학적 지식을 구성하는 요소를 ‘개념의 정

의’, ‘개념과 관련된 연산’, ‘개념에 대한 예’, ‘개념에 대한 연습문제’의 네

가지로 설정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즉, 개념의 정의를 제시하였는지, 개

념과 관련된 연산을 도입하였는지, 개념의 이해를 돕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였는지, 개념을 숙지하기 위한 연습문제를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하

였다. 연습문제의 경우 ‘개념 소개와 함께 본문 내에서 제시되는 경우’와

‘단원 마무리와 같은 형식으로 제시하는 경우’를 모두 조사하여 판단하였

다.

다음으로 ‘손실함수’의 경우는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여러 손실함수 중

각 교과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제시하였는지’, ‘그 외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사하강법’의 경우는 ‘경사하

강법의 알고리즘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습률에 따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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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 특징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는지’, ‘변수가 두 개 이상인 함수(다변

수함수)의 최적화를 위해 경사하강법을 학습하는 의의가 있음을 언급하

고 있는지’, ‘확률적 경사하강법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참

고로 경사하강법의 학습 의의에 대한 언급 여부를 분석 요소로 삼은 이

유는 현재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사하강법의 적

용 대상은 일변수함수(특히 이차함수)이므로 다변수함수에 대한 경사하

강법의 유용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경사하강법이 딥러닝을 위한 중요

한 수단이 되어준다는 사실에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

공지능 수학>이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적 기초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 보완점을 도출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통찰을 얻고자 하였다.

2. 교과서 분석 결과

앞에서 확립한 분석 기준과 방법을 토대로 교과서를 면밀히 분석한 결

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첫 번째 관련 학습 요소인 ‘벡터’에 대

하여 5종의 교과서가 실제로 담고 있는 내용을 ‘개념의 정의’, ‘개념과 관

련된 연산’, ‘개념에 대한 예’, ‘개념에 대한 연습문제’의 네 가지 측면으

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표 Ⅳ-14>에 근거한 교과서 비교·분석 결과, 교과서 C, D가 벡터와

관련된 개념의 정의 및 연산 등 기본적인 측면들을 가장 상세히 논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 즉, 교과서 C, D는 <표 Ⅳ-12>에서 제시된 ‘벡터와 그

연산’에 대한 학습 요소 중 영벡터와 단위벡터만 제외하고 모두 다루고

있었다. 특히, 교과서 D의 경우 벡터를 다루기 위해 별도의 지면을 할애

하여 도입되는 개념에 대하여 모두 예 또는 문제를 함께 제공하였다. 반

면 교과서 B는 벡터가 무엇인지 그 정의만 간단하게 언급하는 수준에서

벡터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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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관련 학습 요소 ‘벡터’에 대한 교과서 분석 결과

한편 벡터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상으로는 ‘자료의 표현’ 영역에서 ‘텍

스트 자료의 표현’을 위한 수학적 수단으로 도입되지만44) ‘분류와 예측’

영역에서 ‘자료의 분류’를 위한 수단으로 다시 등장한다. 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유클리디안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와 같은 ‘유사도’ 개념을 이

44) 교과서에 따라 ‘인공지능과 수학’ 영역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학을 소개

할 때 주요 개념으로 먼저 언급되기도 한다.

구분 정의 연산 예 연습문제

A

∙벡터의 정의
∙벡터의 성분의 정의
∙벡터의 차원의 정의

∙벡터의 덧셈과 뺄셈
∙벡터의 크기
∙벡터의 내적(차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cos 값

∙벡터의 예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기(코사인 유사도
개념과 내적 이용)

B
∙벡터의 정의
∙벡터의 표현 방법
∙벡터의 성분의 정의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cos 값

∙벡터의 예 ∙벡터 구하기
∙벡터의 성분 구하기

C

∙벡터의 정의
∙벡터의 표현 방법
∙벡터의 성분의 정의
∙벡터의 차원의 정의
∙서로 같은 벡터의 정의
∙2차원 벡터의 기하적
표현 방법(좌표평면
위의 평면벡터)

∙벡터의 시점, 종점의 정의
∙위치벡터의 정의

∙벡터의 덧셈과 뺄셈
(차원)

∙벡터의 실수배(차원)
∙벡터의 합에 대한 성질
(교환법칙, 결합법칙,
덧셈에 대한 역원)

∙벡터의 크기
∙벡터의 뺄셈의 기하적
관점

∙벡터의 내적(차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cos 값

∙벡터의 예
∙벡터의 덧셈의 예
∙벡터의 실수배의 예

∙벡터 구하기
∙벡터의 덧셈 계산
∙벡터의 실수배 계산
∙벡터의 기하적 표현

D

∙벡터의 정의
∙벡터의 표현 방법
∙벡터의 차원의 정의
∙벡터의 기하적 표현
(좌표평면 위의 평면벡터)

∙벡터의 시점, 종점의 정의
∙벡터의 기하적 표현 방법
∙2차원 벡터의 성분의
정의

∙3차원 벡터의 성분의
정의

∙벡터의 크기
∙벡터의 덧셈(차원)
∙벡터의 덧셈의 기하적
관점

∙벡터의 실수배
∙벡터의 합, 차, 실수배
(차원)

∙벡터의 내적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cos 값

∙벡터의 예
∙벡터의 성분의 예
∙벡터의 크기의 예
∙벡터의 덧셈의 예
∙벡터의 실수배의 예
∙벡터의 내적의 예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의 예

∙벡터의 성분 구하기
∙2차원 벡터 좌표평면에
나타내기

∙3차원 벡터 좌표공간에
나타내기

∙벡터의 크기 구하기
∙벡터의 덧셈 계산
∙벡터의 덧셈의 결과를
기하적으로 나타내기

∙벡터의 실수배의 결과를
기하적으로 나타내기

∙벡터의 내적 계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기

E

∙벡터의 정의
∙벡터의 표현 방법
∙벡터의 성분의 정의
∙벡터의 크기의 정의
∙두 벡터 사이의 거리의
정의

∙서로 같은 벡터의 정의

∙벡터의 덧셈과 뺄셈
(차원)

∙벡터의 실수배(차원)

∙벡터의 크기의 예
∙두 벡터 사이의 거리의 예
∙서로 같은 벡터의 예
∙벡터의 덧셈과 뺄셈의 예
∙벡터의 실수배의 예

∙벡터의 크기 구하기
∙두 벡터 사이의 거리
구하기

∙서로 같은 벡터 구하기
∙벡터의 덧셈과 뺄셈 계산
∙벡터의 실수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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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방법이 있다. 교과서 A, C, D의 경우, 코사인 유사도를 도입하기

위해 ‘벡터의 내적’을 정의한 반면 교과서 B의 경우, 내적을 정의하지 않

고 코사인 유사도를 도입하였다. 교과서 E의 경우 내적을 정의하지 않았

을 뿐더러 코사인 유사도에 대한 언급은 하였지만 그 내용을 직접 다루

지 않았다. 또한 내적의 정의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교과서 A, C의

경우 ‘두 벡터의 대응하는 성분의 곱들의 합’으로 정의한 반면, D의 경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의 cos 값과 두 벡터의 크기의 곱’으로 정의

하였다.

두 번째 관련 학습 요소인 ‘행렬’에 대하여 5종의 교과서가 실제로 담

고 있는 내용을 ‘개념의 정의’, ‘개념과 관련된 연산’, ‘개념에 대한 예’,

‘개념에 대한 연습문제’의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표 Ⅳ-15>에 근거한 교과서 비교·분석 결과, 교과서 D가 행렬과 관

련된 개념의 정의 및 연산 등 기본적인 측면들을 가장 상세히 논한 것으

로 판단하였다. 즉, 교과서 D는 <표 Ⅳ-12>에서 제시된 ‘행렬과 그 연

산’에 대한 학습 요소 중 단위행렬만 제외하고 모두 다루고 있었다. 그리

고 교과서 D는 벡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렬을 다루기 위해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여 도입되는 개념에 대하여 모두 예 또는 문제를 함께 제

공하였다. 또한 ‘선형연립방정식과 행렬’에 대한 내용을 도입하여 행렬이

선형연립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임을 설명하였고, 선형대수학에 대

하여 “행렬과 벡터를 활용하여 선형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핵심적으

로 하는 분야”(p. 61)라고 설명하였다.

나머지 교과서들도 행렬의 기본적인 측면들을 대부분 다루었다고 볼

수 있지만, 교과서 A의 경우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를 만드는 핵심

연산인 ‘행렬의 곱’을 다루지 않았다. 특히 교과서 D와 E의 경우 인공신

경망에서 행렬의 곱셈이 활용됨을 언급하였고, 실제로 인공신경망의 수

학적 구조를 행렬로 나타낸 예시를 제시하였다. 이는 뒤에서 언급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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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 관련 학습 요소 ‘행렬’에 대한 교과서 분석 결과

세 번째 관련 학습 요소인 ‘손실함수’에 대하여 5종의 교과서가 실제로

담고 있는 내용을 ‘①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여러 손실함수 중 각 교과서

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제시하였는지’, ‘② 그 외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Ⅳ-16>과 같다.

<표 Ⅳ-16> 관련 학습 요소 ‘손실함수’에 대한 교과서 분석 결과

구분 정의 연산 예 연습문제

A

∙행렬의 정의
∙행렬의 성분의 정의
∙행렬의 행과 열의 정의
∙행렬의 표현 방법
∙전치행렬의 정의

∙행렬의 합과 차
∙행렬의 실수배

∙행렬의 예
∙전치행렬의 예
∙행렬의 합과 차의 예
∙행렬의 실수배의 예

∙행렬 구하기
∙행렬의 차 계산
∙행렬의 연산의 활용

B

∙행렬의 정의
∙행렬의 성분의 정의
∙행렬의 행과 열의 정의
∙행렬의 표현 방법

∙행렬의 합과 차
∙행렬의 실수배
∙행렬의 곱
∙행렬의 덧셈의 교환법칙
과 결합법칙

∙행렬의 곱셈의 교환법칙
의 성립 여부

∙행렬의 예
∙행렬의 성분의 예
∙행렬의 합과 차의 예
∙행렬의 실수배의 예
∙행렬의 곱의 예

∙행렬 구하기
∙행렬의 행과 열 구하기
∙행렬의 성분 구하기
∙행렬의 합과 차 계산
∙행렬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의 성립 확인

∙행렬의 실수배 계산
∙행렬의 곱 계산

C

∙행렬의 정의
∙행렬의 성분의 정의
∙행렬의 행과 열의 정의
∙행렬의 표현 방법
∙같은 꼴의 행렬의 정의
∙서로 같은 행렬의 정의

∙행렬의 덧셈과 뺄셈
∙행렬의 실수배
∙행렬의 곱

∙행렬의 예
∙행렬의 행과 열의 예
∙행렬의 덧셈과 뺄셈의 예
∙행렬의 실수배의 예
∙행렬의 곱의 예

∙행렬 구하기
∙행렬의 차 계산
∙행렬의 실수배 계산
∙행렬의 연산의 활용

D

∙행렬의 정의
∙행렬의 성분의 정의
∙행렬의 크기의 정의
∙행렬의 행과 열의 정의
∙행렬의 표현 방법
∙행렬과 벡터의 관계
∙행벡터와 열벡터의 정의
∙정사각행렬의 정의
∙영행렬의 정의
∙계수행렬의 정의

∙행렬의 덧셈과 뺄셈
∙행렬의 실수배
∙행렬의 곱
∙선형연립방정식과 행렬의
관계

∙행렬의 곱의 예
∙연립방정식을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는 예

∙행렬의 크기 구하기
∙행렬의 덧셈과 뺄셈 계산
∙행렬의 실수배 계산
∙행렬의 곱 계산
∙연립방정식을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기

∙행렬의 곱의 활용

E

∙행렬의 정의
∙행렬의 성분의 정의
∙행렬의 행과 열의 정의
∙행렬의 표현 방법
∙서로 같은 행렬의 정의
∙영행렬의 정의

∙행렬의 덧셈과 뺄셈
∙행렬의 실수배
∙행렬의 곱

∙행렬의 예
∙서로 같은 행렬의 예
∙행렬의 덧셈과 뺄셈의 예
∙행렬의 실수배의 예
∙행렬의 곱의 예

∙행렬의 행과 열 구하기
∙행렬 구하기
∙서로 같은 행렬을 이용한
계산

∙행렬의 덧셈과 뺄셈 계산
∙행렬의 실수배 계산
∙행렬의 곱 계산
∙행렬의 성분 구하기

구분 ① ②

A ∙오차의 제곱의 평균
∙“추세선의 방정식은 실수  , 에 대하여 일차함수      꼴이지만 손실
이 최소가 되는 와 의 값을 동시에 변경하면서 찾는 것은 어려우므로 일단
  인 경우만을 생각하기로 한다”(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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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에 근거한 비교·분석 결과, ①에 대하여 모든 교과서가 공

통적으로 손실함수를 ‘오차의 제곱의 평균’, 즉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로 도입하였다. 또한 ②에 대하여 모든 교과서가 이변수

함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절편이 없는 일차함수의 경우에 대한 논의로

한정하였다. 하지만 교과서 C의 경우 [그림 Ⅳ-3]과 같이 손실함수를

 라는 기호로 나타내어 간단한 계산을 해봄으로써 이변수함수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Ⅳ-3] 교과서 C의 이변수함수의 개념이 드러나는 사례 (p. 114)

B ∙오차의 제곱의 평균 (없음)

C ∙오차의 제곱의 평균

∙“매개변수  , 의 값에 따라 정해진 함수      의 오차를 표현하는 함
수를 손실함수라고 하고, 기호로  와 같이 나타낸다”(p. 114).

∙“≠ 인 일차함수      에 대한 손실함수  는 변수가  , 로 두
개여서 계산이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해요”(p. 115).

D ∙오차의 제곱의 평균

∙“이 추세선의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추세선의 방정식이     의 형태로
구해야 할 값이 와  두 개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이 변수가 2개 이상인 추세선
의 식을 계산하는 것은 고등학교 수준을 벗어난다”(p. 107).

∙손실함수를 합의 기호 ∑를 이용하여   

 
  



   
로 나타내었다.

E ∙오차의 제곱의 평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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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과서 D의 경우 ‘수열’이 관련 학습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열의 정의’, ‘수열의 규칙성 추측’, ‘합의 기호 ∑’, ‘∑의 성질’을 도입

하여 손실함수를 합의 기호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네 번째 관련 학습 요소인 ‘경사하강법’에 대하여 5종의 교과서가 실제

로 담고 있는 내용을 ‘① 경사하강법의 알고리즘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습률에 따른 학습의 특징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는지’,

‘② 변수가 두 개 이상인 함수(다변수함수)의 최적화를 위해 경사하강법

을 학습하는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지’, ‘③ 확률적 경사하강법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Ⅳ

-17>과 같다.

<표 Ⅳ-17> 관련 학습 요소 ‘경사하강법’에 대한 교과서 분석 결과

<표 Ⅳ-17>에 근거한 비교·분석 결과, ①에 대하여 교과서 D를 제외

구분 ① ② ③

A

∙학습률에 따른 학습의 특징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다.

∙“실제로 사용하는 예측 모델은
추세선   보다 훨씬 복잡하
고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가 많
다”(p. 119)는 설명을 통해 경사
하강법의 의의를 언급하고 있다.

∙확률적 경사하강법에 대한 언급
은 없다.

B

∙학습률에 따른 학습의 특징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차함수보다 복잡한 손실함수
를 최적화하려면 좀 더 일반적인
최적화 기법을 사용해야 한
다”(p. 116)는 설명을 통해 경사
하강법의 의의를 언급하고 있다.

∙확률적 경사하강법에 대한 언급
은 없다.

C

∙학습률에 따른 학습의 특징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다.

∙지역 최솟값(local minimum) 문
제도 다루고 있다.

∙“실제 인공지능의 학습에는 다양
한 변수가 있고 자료의 양이 방
대하여 손실함수의 정확한 최솟
값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
다”(p. 120)는 설명을 통해 경사
하강법의 의의를 언급하고 있다.

∙확률적 경사하강법에 대한 언급
은 없다.

D

∙학습률에 따른 학습의 특징까지
다루고 있지만 제시하는 방식이
다른 교과서와는 차이가 있다.

∙알고리즘의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고, 예시가 제시되지 않아서
자세히 다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차함수의 최솟값을 구할 때,
왜 경사하강법을 사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다변수함
수의 경우에 대한 경사하강법의
의의를 이해하기 어렵다.

∙확률적 경사하강법에 대한 언급
은 없다.

E

∙학습률에 따른 학습의 특징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다.

∙“손실함수가 이차함수일 때는 경
사하강법과 미분을 이용하지 않
아도 최솟값을 구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에서 다루는 손실함수는
대부분 그렇게 간단하지 않
다”(p. 118)는 설명을 통해 경사
하강법의 의의를 언급하고 있다.

∙확률적 경사하강법에 대한 언급
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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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교과서가 경사하강법의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학습률

에 따른 학습의 특징까지 자세히 다루었다. 교과서 D의 경우도 학습률을

언급하긴 하였으나 경사하강법을 다루는 방식이 다른 교과서와 차이가

있다. 즉, 나머지 교과서들은 경사하강법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소개한

후 학습률에 따른 학습의 특징을 언급한 반면, 교과서 D는 경사하강법의

알고리즘을 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률만을 사용하여 [그림 Ⅳ-4]와

같이 경사하강법을 설명하였다.

[그림 Ⅳ-4] 교과서 D의 학습률에 따른 경사하강법 설명 (p. 116)

그리고 이후에 [그림 Ⅳ-5]와 같이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을 소개하였는

데, 다른 교과서와 달리 알고리즘을 수식으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

니라 구체적인 예시 또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자 입장에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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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법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Ⅳ-5] 교과서 D의 경사하강법 알고리즘 설명 (p. 117)

또한 ②에 대하여, 교과서 D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가 경사하강법은 손

실함수가 이차함수보다 복잡하게 주어질 때 사용하는 의미가 있는 알고

리즘임을 언급하였다. 특히 교과서 C와 E의 경우 [그림 Ⅳ-6]과 같이 경

사하강법의 궤적이 표현된 삼차원 그래프를 제시함으로써 경사하강법이

이차함수보다 복잡한 함수를 다룰 때 실제로 유용한 학습 기법임을 부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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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C (p. 127) 교과서 E (p. 118)

[그림 Ⅳ-6] 경사하강법의 궤적을 표현한 삼차원 그래프

마지막으로 ③에 대하여, 모든 교과서가 확률적 경사하강법에 대한 언

급은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표 Ⅳ-12>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의 내용 체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다섯 가지 교

과서 중 교과서 D가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 요소

를 비교적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수학적 내용을 제

시하는 방식에 있어 교과서 D는 인공지능 맥락 속에서 수학적 개념을

소개한 뒤 이에 대해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여 타 수학 교과와 유사한 방

식으로 교과서를 구성함으로써, 일반적인 수학 교과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사하강법’에 대한 설명은 타 교과서

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제 이론적 배경에서 정립한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를 기준으로

교과서에서 인공신경망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소개되고 다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교과서 간 차이점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Ⅳ-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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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8>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에 대한 교과서 분석 결과

구분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에 대한 교과서 설명

A

(pp. 20-21)
∙퍼셉트론을 인공신경망의 초기 형태로서 ‘다수의 입력으로부터 하나의 결과를 내보내는 수학적 모델’로
소개하였다.

∙활성화함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입력과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이 일정한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출력한다’는 규칙을 언급하고, 다음과 같은 그림을 제시하였다.

B

(p. 74)
∙퍼셉트론을 인공신경망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기본 단위로 소개하고, 활성화함수에 대한 언급과 함께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퍼셉트론으로 입력되는 개의 값 , , ⋯ , 에 가중치 , , ⋯ , 을 각각 곱하여 더한 값
     ⋯ 이 임곗값 보다 작으면 퍼셉트론은 을 출력하고, 임곗값  이상이면 퍼

셉트론은 이 아닌 상수 를 출력한다. 이를 활성화함수   를 이용하여        
  ≥ 

(는

이 아닌 상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그림을 제시하였다.

(pp. 76-77)
∙위의 퍼셉트론을 [그림 1]과 같이 간단히 나타내기로 약속하면서
다층퍼셉트론을 구현하기 위한 단위로서의 퍼셉트론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퍼셉트론 [1번]과 [2번]을 연결하여 다층퍼셉트론 [3번]을
구현하고, 이를 이용하여 XOR문제를 해결하였다.

∙퍼셉트론을 여러 개 연결하여 [그림 4]와 같이 심층신경망을 구현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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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2번] [3번]

[그림 2]

[그림 3]

C

(p. 86)
∙활성화함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퍼셉트론을 ‘입력과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이 어떤 함수 에 의하
여  또는 의 출력값을 내보내는 구조’로 설명하였다.

∙신경망의 구조적 모델과 신경망의 수학적 모델을 각각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

(p. 87)
∙용어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을 소개하고, 은닉층이 2개 이상인 신경망을 심층신경망으로 정의했다.

D
(pp. 77-78)
∙인공신경망에 대한 별도의 절을 만들어 인공신경망과 심층신경망을 소개하였다.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E

(pp. 14-15)
∙입력값이 2개이고 출력값이 1개인 인공 뉴런의 수학적 구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심층신경망을 ‘합성함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p. 24)
∙퍼셉트론을 ‘여러 개의 신호를 입력 받아 0 또는 1이라는 정보를 출력하는 것’으로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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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8>에 근거한 비교·분석 결과, 교과서 A, C는 단층퍼셉트론

수준에서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를 다루었고, 교과서 B, E는 비록 수

식을 사용하여 기술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를 다

층퍼셉트론 수준까지 다루고자 했다고 판단하였다. 교과서 D는 인공신경

망에 대한 별도의 절을 만들어 인공신경망과 심층신경망을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과서와 달리 수학적인 구조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

았다. 한편 특이할만한 점은 교과서 E가 심층신경망의 구조를 ‘합성함수’

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론적 배경에서 확립된 심층신경망의 수학

적 구조와 일치한다. 또한 교과서 D와 E의 경우 [그림 Ⅳ-7], [그림 Ⅳ

-8]와 같이 인공신경망의 계산에 행렬의 곱셈이 활용됨을 예시로 제시함

으로써 행렬의 유용성과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를 함께 보여주었다.

[그림 Ⅳ-7] 교과서 D의 인공신경망에서의 행렬의 곱셈 예시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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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교과서 E의 인공신경망에서의 행렬의 곱셈 예시 (p. 75)

다음으로 교과서에서 인공신경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확

인하고, 교과서 간 차이점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Ⅳ-1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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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 교과서에서 인공신경망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분석 결과

<표 Ⅳ-19>에 근거한 비교·분석 결과, 다섯 교과서 모두 인공신경망

의 역사,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 인공신경망의 적용 사례 등, 인공신

경망의 다양한 측면을 적지 않게 언급하고 있었다.

이상의 교과서 분석 결과로부터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재구조화된 내

용 체계와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인공지능 수

구분 교과서에서 인공신경망이 차지하는 비중

A

∙pp. 13-14 : 인공신경망의 역사
∙pp. 20-21 :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단층퍼셉트론)
∙p. 55 : 인공신경망의 사례(합성곱신경망)
∙pp. 70-71 : 인공신경망의 사례(문서 분류를 위한 인공신경망)
∙pp. 80-81 : 인공신경망의 사례(이미지 분류를 위한 인공신경망)
∙p. 89 : 인공신경망의 사례(언어 모델 GPT)
∙p. 102 : 인공신경망의 사례(번역 기술 NMT)
∙p. 108 : 인공신경망의 사례(MNIST 손 글씨 데이터에 대한 학습과 손실함수)
∙p. 114 : 지도학습을 위한 알고리즘으로서의 인공신경망

B

∙pp. 12-14 : 딥러닝을 위한 알고리즘으로서의 인공신경망
∙p. 15 : 인공신경망의 역사
∙p. 18 : 인공신경망의 사례(번역 시스템)
∙p. 25 : 인공신경망의 사례(딥마인드의 인공지능 - 알파고, 알파고제로, 알파제로, 뮤제로)
∙p. 61 : 인공신경망의 사례(유물 복원)
∙p. 73 : 인공신경망의 이미지 인식 원리
∙p. 74 :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단층퍼셉트론)
∙p. 75 : 인공신경망(단층퍼셉트론)을 이용한 논리합과 논리곱 구현
∙pp. 76-77 : 인공신경망의 구조(다층퍼셉트론)와 이를 이용한 배타적 논리합 구현
∙pp. 81-82 : 인공신경망(퍼셉트론)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
∙p. 89 : 인공신경망의 사례(MNIST 손 글씨 데이터에 대한 학습)
∙p. 99 : 인공신경망의 사례(합성곱신경망을 이용한 지능형 CCTV)

C

∙pp. 10-13 : 인공신경망의 역사
∙p. 14 : 딥러닝을 위한 알고리즘으로서의 인공신경망
∙p. 17 : 인공신경망의 사례(이미지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인공지능)
∙p. 82 : 인공신경망의 사례(이미지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인공지능)
∙p. 85 : 인공신경망의 사례(합성곱신경망 AlexNet)
∙p. 86 :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단층퍼셉트론)
∙p. 87 : 인공신경망의 구조(다층퍼셉트론)

D

∙p. 11 : 딥러닝을 위한 알고리즘으로서의 인공신경망
∙p. 13 : 인공신경망의 역사
∙p. 48 : 인공신경망의 사례(숫자 이미지 인식)
∙pp. 61-62 :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와 행렬
∙p. 75 : 인공신경망의 사례(이미지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인공지능)
∙p. 77 :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단층퍼셉트론)와 완전연결신경망
∙p. 78 : 인공신경망의 구조(심층신경망)와 이를 이용한 숫자 이미지 인식의 원리

E

∙p. 12 : 인공신경망의 역사
∙p. 14 : 딥러닝을 위한 알고리즘으로서의 인공신경망
∙p. 15 :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심층신경망과 합성함수)
∙p. 24 : 인공신경망(퍼셉트론)을 이용한 문제 해결
∙p. 72 : 인공신경망의 사례(이미지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인공지능)와 행렬
∙p. 75 :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와 행렬
∙pp. 76-77 :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
∙p. 118 : 인공신경망과 경사하강법
∙pp. 130-131 : 인공신경망과 프로그래밍 언어(python, C++,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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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과서에서 어떠한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변수함수’ 개념을 도입하여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가 다변

수함수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현재 <인공지능 수

학> 교육과정은 다변수함수를 관련 학습 요소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인공신경망의 출력값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만약 <인공지능 수학>이 딥러닝의 수학적 기초를 제공하

는 교과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교육과정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였듯

다변수함수에 대한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변수함수에 대해 경사하강법을 적용할 때, ‘다변수미분’과 같은

수학적 지식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확인하였

듯 교과서 D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가 경사하강법은 손실함수가 이차함

수보다 복잡하게 주어질 때 사용하는 의미가 있는 알고리즘임을 언급하

였다. 이때, 손실함수가 이차함수보다 복잡하게 주어지는 경우란 다변수

함수로 주어지는 경우를 의미하고, 다변수함수에 경사하강법을 적용하는

경우 편미분과 같은 다변수미분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면 딥러닝

의 수학적 기초를 조금이나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벡터’와 ‘행렬’에 대하여 <표 Ⅳ-12>에 제시한 학습 요소를 기

준으로 각 교과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인공지능 수학>이 딥러닝

의 수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교과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재구조화된

내용 체계에 제시된 학습 요소를 모두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교

과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큰 차원의 데이터를 벡터 또는 행렬로 나타내

고 연산을 해보는 경험을 제공하여 선형대수가 인공신경망을 수학적으로

다루는 중요 수단이 되어 줌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현대의 딥러닝에 주로 쓰이는 최적화 기

법으로서 언급하고, 이에 ‘확률분포’와 같은 확률과 통계의 지식이 중요

한 수단이 됨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이로써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모두 제시하였다. 이

두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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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관련 수학 교과의 내용과 구조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

에서 출발하여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학교수학에서 다룰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수학> 과목

시안 개발 연구팀이 밝힌 <인공지능 수학>의 심화학습을 위한 새로운

과목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제 앞서

도출한 교육과정 연구 결과와 교과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수학> 교육과정을 재구조

화하는 방안을 본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한다.

첫째, 인공신경망이 수학적으로 갖는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

록 ‘다변수함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현행 <인공지능 수학>은 딥러닝

의 알고리즘인 인공신경망에 대한 내용을 적지 않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교육과정에서 다변수함수를 다루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인공신경

망을 단순히 여러 개의 문자로 표현된 복잡한 식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인공신경망의 정확한 수학적 의미를 알기 어렵다. 그리고 다변

수함수를 배우면 다변수함수로 표현된 손실함수에 경사하강법을 적용하

는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현행과 같이 이차함수에만 경사하

강법을 적용해보는 것에 비하여 경사하강법이라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학

습하는 의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변수미분’에

대한 개념도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인공신경망의 맥락과 별개로 <인공

지능 수학> 교과의 실용성을 고려할 때, 다변수함수 개념은 현실 세계의

많은 부분이 단순히 하나의 변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학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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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되어줄 수 있다. 이는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교육에서 필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다변

수함수’와 ‘다변수미분’을 학교수학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

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선형대수’가 인공신경망을 수학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수단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벡터’와 ‘행렬’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 요소를 적절히

다루어야 하며, 큰 차원의 데이터를 벡터 또는 행렬로 나타내어보고 내

적이나 행렬곱 등과 같은 연산을 해보는 경험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현 <인공지능 수학>은 교과서마다 벡터와 행렬에 대해 다루고 있는 실

제 학습 요소가 다르므로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인 학습 요소를 분명하게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벡터와 행렬

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예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확률적 경사하강법’이 현대 딥러닝을 위한 주요 최적화 알고리

즘임을 알 수 있도록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도입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

해 ‘확률분포’ 위주로 ‘확률과 통계’에 대한 지식을 적절히 제시해야 한

다. 특히 ‘균등분포’와 같이 딥러닝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확률과 통계>에서 다루지 않는 확률과 통계에 대한

지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이 화두인 사회적 배경 하에 학교수학에

서 딥러닝의 수학적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

가 있다. 특히 현대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딥러닝은 그 내용

이 매우 전문적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인공신경망의 기초가 되는 퍼

셉트론의 수학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였으며, 이를 학교수학에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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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교과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 본 연구가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 기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는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라는 이론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단순히 학교수학에서 다룰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이 교육과정에 도입되기까지

‘교수학적변환’과 같은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한 <표 Ⅳ-12>에서 제안한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

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의 내용 체계와 교수학적 변환 예시 등이 적절한

지 등에 대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다면수미분은 이변수함수

로 표현된 손실함수에 경사하강법을 적용할 때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변수미분을 단독으로 다룰지 아니면 현 <인공지능 수학>과 같이 최적

화를 다루는 부분에 이어서 도입할지 등 교과 내용과 연계한 구체적인

내용 체계 구성 방안에 대해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확률과

통계를 따로 가르치고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언급할지, 아니면 확률적 경

사하강법을 먼저 언급하면서 확률분포를 도입할지, 그리고 다변수함수를

다루는 데에 있어 변수의 개수는 어떻게 제한을 두어야 하는지 등 세부

적인 사항에 대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처럼 본 연구는 현 <인공

지능 수학>을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인공지

능 수학>의 심화 과목을 개발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제안

일 뿐, 실제로 교육과정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후속되어

야 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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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structur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thematics>

- Focusing on the Mathematical Structure

of Deep Learning -

Han, Seo-Hyeon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proposes how to restructur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Mathematics> curriculum focusing on the mathematical structure of

deep learning for the development of new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math subjects. The research systematically conducted literature

review as a main research method and analyzed basic issu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ory, focusing on the history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meaning of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and

the history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To establish the

mathematical structure of deep learning, a key theoretical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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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is study, the research systematically reviewed theories from

‘McCulloch-Pitts neuron’ to ‘multilayer perceptron’ to establish the

mathematical structure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In addition, the

research analyzed the mathematical principle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learning, the gradient descent method and the stochastic

gradient descent method. Based on this theoretical background, the

curriculum and textboo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thematics>

were analyzed, and the following curriculum restructuring guideline

was proposed as the conclusion through a comprehensive synthesis of

the curriculum and textbook analysis results.

First, the concept of ‘multivariate function’ should be introduced so

that the mathematical meaning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can be

clearly understood. Second, basic learning elements for ‘vector’ and

‘matrix’ should be addressed appropriately to understand that ‘linear

algebra’ is an important mathematical means of dealing with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the experience of representing high-dimensional

data as vectors or matrices and performing operations such as inner

product or matrix product should be sufficiently provided.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tochastic gradient descent method’ so that

students take it as a main optimization algorithm for modern deep

learning, and properly present knowledge of ‘probability and statistics’,

based on a ‘probability distribu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n first attempt to teach the

mathematical principles of deep learning in school mathematics under

the social background where fostering artificial intelligence talent is a

heated topic. In particular, although deep learning, one of the core

technologies of modern artificial intelligence, is known to be very

professional, this study systematically established the mathematical

structure of perceptron, which is the basis of artificial ne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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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s, and explor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it in school

mathematics. Therefore,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serving as

reference in developing new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math

subjects in the future mathematics curriculum.

keywords : artificial intelligence mathematics, mathematical

structure of deep learn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gradient descent method, curriculum restructuring,

textbook analysis

Student Number : 2020-25085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 문제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인공지능 개괄
	1. 인공지능의 역사
	2.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의미
	3. 인공신경망의 역사

	제 2 절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
	1. 생물학적 신경망
	2.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
	2.1. McCulloch-Pitts 뉴런과 퍼셉트론
	2.2. 단층퍼셉트론
	2.3. 다층퍼셉트론
	2.4. 인공신경망의 종류

	3. 인공신경망 학습의 수학적 원리
	3.1. 경사하강법
	3.2. 확률적 경사하강법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절차
	제 2 절 연구 모형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인공지능 수학> 교육과정 내용 체계 재구조화 방향 탐색
	1.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
	2.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분석
	3.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의 교수학적 변환 예시
	4. 교육과정 내용 체계 재구조화 방안

	제 2 절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 분석
	1. 교과서 분석 기준 및 방법
	2. 교과서 분석 결과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제 2 절 의의 및 한계

	참고 문헌
	Abstract


<startpage>12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 문제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제 1 절 인공지능 개괄 6
    1. 인공지능의 역사 6
    2.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의미 14
    3. 인공신경망의 역사 20
  제 2 절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 23
    1. 생물학적 신경망 23
    2.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구조 26
      2.1. McCulloch-Pitts 뉴런과 퍼셉트론 26
      2.2. 단층퍼셉트론 33
      2.3. 다층퍼셉트론 37
      2.4. 인공신경망의 종류 40
    3. 인공신경망 학습의 수학적 원리 42
      3.1. 경사하강법 42
      3.2. 확률적 경사하강법 46
제 3 장 연구 방법 49
  제 1 절 연구 절차 49
  제 2 절 연구 모형 49
제 4 장 연구 결과 51
  제 1 절 <인공지능 수학> 교육과정 내용 체계 재구조화 방향 탐색 51
    1.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 51
    2.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분석 57
    3. 딥러닝의 수학적 구조의 교수학적 변환 예시 63
    4. 교육과정 내용 체계 재구조화 방안 68
  제 2 절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 분석 71
    1. 교과서 분석 기준 및 방법 71
    2. 교과서 분석 결과 74
제 5 장 결론 및 제언 89
  제 1 절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89
  제 2 절 의의 및 한계 90
참고 문헌 92
Abstract 98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