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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각 회사명,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본문 중에는 TM, Ⓒ, Ⓡ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이로 배우는 인공지능》은 두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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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놀이터 https://bit.ly/AiLetsPlay  내가 직접 만든 놀이와 창작품을 공유하고 함께 배우는 ‘학습 커뮤니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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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인공지능 스피커로 편리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추천해 준 제품을 손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인공지능 챗봇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

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질병을 진단해 주는 인공지능, 법정에서 원고나 피고

를 변호해 주는 인공지능 변호사 등도 등장했지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과 그림이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제치고 미술전에서 1위

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인공지능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고,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이 곧 우리가 사는 세상

을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 인공지능의 기능과 의미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것이지요. 아주 즐거운 방법으로요!

이 책은 몸, 인공지능, 코딩이 신나는 놀이의 재료이자 나만의 창작 도구가 되어 신나게 놀아보

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신나는 몸 놀이를 통해 음악과 그림, 애니메이션, 창작 안무 등을 만들

어 보고,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코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 팬데믹을 넘어!
팬데믹 시대에 자유로이 뛰어놀지 못하는 아이들, 마스크 너머 겨우 보이는 아이들의 미소와 

표정들. 특히 눈, 코, 입의 위치와 표정을 감지하는 얼굴 인식의 경우, 아직은 교실 활동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의연하게 이겨 내는 아이들에게 가정에

서만큼은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며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가족의 든든한 지지를 받으며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표현해 보세요!

둘, 몸의 경험! 
이 책의 모든 활동은 ‘몸의 경험’으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아이들이 일련의 형식적인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물리적 공간에서 자신의 몸동작으로부터 얻은 통찰을 충분히 발전시켜 배

운 지식을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놀이와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몸의 움직임으

로 ‘나’에 집중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은 세상을 이해하는 출발점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가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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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근원적인 방법이 됩니다. ‘몸의 경험’을 출발점으로 삼아 실존하는 세계에 있는 물체를 만지

며 즐겁게 탐구하고, 생각하며, 나만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에 도전해 보세요!

셋, 신나는 놀이!
놀이는 창의적 학습 경험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창의성은 자유로운 시

도와 실험이 가능할 때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컴퓨팅 사고와 인공지능 역량 역시 놀이로 접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놀이로 경험하는 코딩과 인공지능은 이전에 경험한 것들에 대한 자신

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전에 배웠던 개념과 지식을 프로젝트에 적용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

합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이 됩니다. 즉, 놀이로 경험하는 코딩과 인공지능은 실

패와 완성에 대한 부담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적으로 유연하게 사고하도록 돕고, 

시행착오로 인한 모든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의미 있는 학습 경험으로 연결하도록 돕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친구와, 때

로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놀이와 창작에 도전해 보세요! 

넷, 내가 곧 예술!
예술과 기술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정형화된 예술이 아닌 새로운 관점과 실험에 도전하기! 이 

과정에서 눈빛, 손짓, 발짓을 동원해 가며 온몸으로 표현하는 여러분의 언어야말로 그 무엇보

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이 ‘예술’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표현하고 배우는 모든 과정이 예술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내가 곧 예술’

이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라는 커다란 캔버스 위에 여러분의 작품을 가득 채워 보세요!

다섯, 소통과 연결!
‘인공지능을 배운다’는 이유로 그저 스크린 속에 갇혀 있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움직임 공간을 

자유로이 활용하여 몸 놀이를 만들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사물들을 놀이의 재

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활동해 보고, 내가 만든 인공지능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며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내가 만든 

놀이와 창작품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학습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

했습니다. 즐겁게 배우는 과정에서 환경, 재료, 사물, 내면의 내 모습, 또 다른 누군가와 소통

하고 연결되는 경험을 해 보세요!

자, 그럼 놀이로 배우는 인공지능에 뛰어들어 볼까요? 

머리말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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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소아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엄마. 여덟 살 아들, 세 살 딸과 함께 일상의 창작을 즐기는 

‘감성 창작자’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컴퓨터와 기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생각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최근에는 즐거운 놀이와 창작

의 재료가 되는 코딩과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창의적 

학습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옮긴 책으로는 《코딩 플레이그라운드》, 《초등교사를 위한 코딩교육 길라잡이: 두렵지 

않은 코딩교육》, 《중등교사를 위한 코딩교육 길라잡이: 창의적 코딩교육》이 있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 영재교육원 중등 융합소프트웨어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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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콘텐츠는 기술과 예술의 융합 콘텐츠 〈예술 코딩〉, 예술과 예술의 융합 콘텐츠 

〈뜻밖의 예술〉이며, 최근에는 인터랙션 방식과 피지컬 컴퓨팅 방식을 결합한 새로

운 콘텐츠 〈프로젝트 42〉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시대, 코로나 시대에 역설적으로 더 중시되는 몸의 의미를 교육 안에

서 탐구하고자 하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예술교육: 언택트 시대의 몸교육

에 관한 소고〉를 발표했습니다. 

ABC LAB 대표이사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무용전공/소프트웨어융합 대학원 겸임교수

대한무용학회 이사

국민대학교 공연영상학과 무용학 박사 수료

지은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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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현

10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경력이 있으며, ‘모두를 위한 문화 예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움직임과 예술, 움직임과 기술의 융합을 추구하며 다양한 실험을 지속하

고 있습니다.

ABC LAB 교육이사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무용전공 겸임교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문화예술교육 강사

국민대학교 공연영상학과 박사

이현주

기술적인 움직임이 아닌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표현, 정답 없
음의 즐거움을 탐색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ABC LAB 무용이사

국민대학교 무용전공 겸임교수

전) 서울문화재단 TA(Teaching Artist)
국민대학교 공연예술교육 전공 석사

장윤재

대학에서 ‘컴퓨터 교육학’을 전공하고, ‘컴퓨팅’으로 무언가를 이해하고 만들어 보

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초보자를 위한 ‘컴퓨팅 및 인공지능 교

육’에 관심이 많고, 컴퓨팅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현재는 대학에

서 컴퓨팅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SW융합교육원 조교수

전) 경기대학교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 연구교수 

전) 고려대학교 정보창의교육연구소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컴퓨터교육학 전공 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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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놀이(play)’를 통하여 배웁니다. ‘놀이’는 틀려도 괜찮은, 그래서 다시 해 볼 수 있는, 그렇게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겁니다. 

이 책에서 인공지능이 드디어 ‘놀이’를 통해 아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컴퓨터교육학의 단단한 연구자들

과 창의적인 예술가들이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신의 몸과 도

구와 그리고 생각을 사용하여 엄청난 ‘놀이’를 하게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김현철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정보창의교육연구소 소장

《놀이로 배우는 인공지능》은 가상의 몸과 현실의 몸이 교차하는 몸의 위기를 몸교육의 기회로 전환시키

는 무용예술교육 패러다임의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를 확인하고, 기술을 입은 예술을 설레며 마주할 수 

있게 인도합니다. 감정을 묻고 몸을 닫았던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몸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체화하면서 주관이 객관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문영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무용전공 교수, 국민대학교 종합예술연구소장,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안홀드연구소 연구교수, 사단법인 대한무용학회 회장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아이들에게 자기 아이디어를 마음껏 표현하고 놀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마련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표현을 가능

하게 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더하면 재미있는 작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디지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작품을 만들고, 친구들과 함께 놀 방법을 

알려 줍니다. 아날로그 세상에서 탈춤을 추고 몸으로 그림을 그린 후, 디지털 세상과 연결하여 인공지능

으로 몸의 표현을 탐색하는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창작자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함은 물론 인공지능을 활용하

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김수환 총신대학교 교수,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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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인공지능과 협업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다

양한 경험을 통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을 놀이와 함께 경험하고 배우며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

다. 이 책과 함께 아이들은 친구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동안에 시나브로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 인공지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인공지능으로 더 재미있는 

것을 해 보고 싶고, 그러기 위해 더 인공지능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놀이로 

배우는 인공지능》을 추천합니다.

조정원 제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제주대학교 지능소프트웨어교육연구소 소장,  
‘인공지능과 미래 사회’ 중학교 인정도서 집필 대표 책임자

인공지능에 관련해 강의하고 나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코딩을 배워야 할까요? 초등학

교 때부터 배워야 한다던데요?” 그때마다 컴퓨터 코딩보다 논리적 사고력, 분석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같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하곤 했습니다. 

이 책은 교육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놀이’ 혹은 ‘예술’과 ‘인공지능 활용’을 몸으로 익히게 유도하는 법

을 알려 줍니다. ‘창작자’ 혹은 ‘메이커’가 되어 보는 것이 최고의 교육법인데, 이것을 구현하고 있는 책입

니다. 초등학생이 선생님, 동료, 부모와 함께 배우기에 적합합니다.

김재인 철학자,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저자

다섯 명의 교육자와 예술가가 과학과 예술과 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따

라 수 세기 동안 만들어진 전공별, 장르별, 교과별 경계의 ‘선’을 지우는 작업에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

습니다. 교사나 학습자들은 《놀이로 배우는 인공지능》을 통해 인공지능 및 예술과 함께 재미있게 놀며  

학습 과정에 대한 디지털 전환의 힘찬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대학생이나 일반인에게도 

아주 유용한 자료이고,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미래 교육에 대하여 밝은 희망을 볼 수 있는 교재입니다.

김호동 전 서울예술대학교 디지털아트과 교수, 전 교육부 대한민국인재상 중앙심사위원회 대학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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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어린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을 가르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에게 참으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단비와도 같은 훌륭한 책을 집필한 저자들에게 한없는 찬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정혜진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보통 컴퓨터로 코딩을 배운다고 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 주로 머리를 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교실에 앉아서 배우는 것과 그 나라에서 살면서 온몸으로 체험하는 게 다르

다는 것을 알듯이 컴퓨터와 컴퓨터를 둘러싼 문화와 개념 역시 몸의 감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고민하고 배움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몸의 감각으로 컴퓨

팅의 맥락을 경험하도록 노력해왔지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활동과 다양한 참고 자료 외에도 오늘날 인

공지능과 같은 기술 매체가 가진 원리와 윤리적 의미를 함께 짚어 준 점도 좋습니다. 이 책이 한 번 읽고 

실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창작자들과 함께 여러 번 곱씹고, 재창작해 보고, 스스로 되

돌아보는 힘을 기르면서 우리 주변에 자리 잡은 다양한 기술 매체에 대한 문해력을 기르는 데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승범 
엔드 유저를 위한(혹은 의한) 컴퓨팅에 관심을 두고 작업하는 창작자로서 기술 매체를 다른 관점으로 경험할 키트를 만들고 워크숍과 

전시로 이야기를 풀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미디어 콜렉티브 ‘PROTOROOM(프로토룸)’으로 활동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AI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이 J 곡선을 그리고 있는 요즘, AI에 관한 교육 자료가 나오면 상황은 이미 달라

져 있곤 합니다. 교육은 과연 이 속도와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요?

《놀이로 배우는 인공지능》은 얼핏 보면 요즘의 상황을 서둘러 따라가자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책

을 펼쳐 보면 그 사이사이 긴 호흡을 가지고 음미해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AI를 생각

과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며 살아가야 할 상황이 된 현재, 저자들의 고민과 경험을 녹여 낸 이 책에서 새

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얻어 보시길 권합니다.

최승준 한미유치원 설립자, 미디어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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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전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세상에서 아이들은 인공

지능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놀이로 배우는 인공지능》은 놀이와 신체 표현

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어린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인공지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합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많은 아이가 다양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향유할 수 있을지, 

나아가 인공지능과 어떻게 협업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바른 관점과 태도를 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최승윤 남양주 초등학교 교사,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컴퓨터교육 전공 박사과정 수료

“어린이들에게 인공지능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이 책은 어린이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컴퓨팅 사고와 인공지능 역량을 놀이로 접근하여 우리 생활 속의 인

공지능을 창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획 의도가 탁월하고, 다양한 온라인 학습자료까지 제공해 주어 

이 책을 읽는 교사들이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유미 남성중학교 정보교사

《놀이로 배우는 인공지능》 책을 처음 만났을 때, ‘아~ 정말 색다른 접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느낌)는 ‘창의성’이었습니다. 몸의 움직임을 드로잉, 멜로디, 애니메이

션 재료로 활용하는 아이디어에서 창의적인 발상이 돋보입니다. 이렇듯 이 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즐

겁고 신나게 인공지능을 배우면서 창의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자들의 수많은 교육 경험을 담은 이 책

과 함께 즐겁고 신나게 인공지능을 배우러 떠나 볼까요?

임진숙 경산과학고 정보교사

컴퓨터를 배우는 방법에는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영역과 생각과 상상을 표현하는 영역이 있습니

다. 이것은 인공지능을 배우는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놀이로 배우는 인공지능》에는 마음과 몸을 

마음껏 활용하여 인공지능으로 생각과 상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마음과 몸으

로 배우고 싶은 모두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송석리 서울고등학교 정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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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네이티브인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우리 어른

들은 아이들이 이러한 정보와 기술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선별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놀이를 통해 자연

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마주할 법한 상황 제시를 통해 인공지능 사회에

서 꼭 생각해 봐야 할 윤리적인 문제도 고루 다룹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참여하고 도와주는 부모님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 아이들이 좀 더 커서 초등학생이 된다면 저도 꼭 아이와 함께 따라 해 보고 싶은 책입니다.

유수진 성균관대학교 융합소프트웨어학과 초빙교수

놀이는 모든 배움의 시작입니다. 놀이를 통해 인공지능을 소개하는 이 책은 아이들에게 창의성이라는 씨

앗을 심어 주는 좋은 사례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한성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책의 표지를 열고 책의 마지막 장을 닫는 순간까지 마치 즐거운 탐험 놀이를 즐기고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낯설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하지만 ‘놀이’

라는 마법의 단어로 인해 인공지능에 대한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이 책과 함께 모든 아이가 인공지능과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백재순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초·중등 정보융합반 지도교수, 아주대학교 미디어콘텐츠 박사과정 수료

복잡한 수식과 이론만이 인공지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가진 추상적인 생각을 실체화하고, 그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본인만의 생각을 정립하는 수단으로 코딩과 인공지능이 활용된다

는 것은 유의미한 일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어떻게 아이들이 가진 무한한 상상력을 다양한 도구로 즐겁게 발산할 수 있을지 고민

하고 공들인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세연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중등 정보반 1기 졸업생,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 전공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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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OpenAI, https://openai.com/api)과의 대화 중에서 발췌

휴먼  책에 대한 추천사를 쓰는 중입니다.

AI  무슨 책입니까?

휴먼  아이들이 춤, 움직임, 음악, 예술 등을 통해 AI를 학습할 수 있게 만든 가이드입니다.

AI  좋은 책 같군요! 나는 아이들이 그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휴먼  왜 그것을 확신합니까?

AI   행동으로 배우는 것은 아이들이 배우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언급된 

춤, 움직임, 음악, 예술과 같은 활동을 즐길 것입니다.

휴먼  아이들이 AI를 배워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I   AI가 점점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AI에 대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주변 세계를 더 잘 탐색할 수 있습니다.

휴먼  ‘생각’이요?

AI  예,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휴먼  굉장하네요.

AI  천만에요!

휴먼  그나저나 당신이라면 이 책에 대한 추천사를 어떻게 쓰실 건가요?

AI   이 책은 아이들이 AI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흥미롭고 재미있으며 AI 작동 

방식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휴먼  끝인가요?

AI  네.

휴먼  좀 더 말해 주세요.

AI   음... 이 책은 AI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춤, 움직임, 음악, 예술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AI가 작동하는 방식과 우리 삶에서 AI가 어떻게 보편화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휴먼  감사합니다.

AI  천만에요!

휴먼  …

정두수 사람의 배움과 성장에 관심이 많은 IT 인프라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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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로 무언가를 만들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오류를 찾고 그것을 수정하고 해결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

지적 활동은 끊임없이 경로를 바꿉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활동을 ‘디버깅(debugging)’이라고 정의하며, 

디버깅이야말로 지적 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마인드스톰》(시모어 페퍼트1 지음, 1980) 중에서



부

인공지능과의 
첫 만남



《놀이로 배우는 인공지능》 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놀이로 배우는 인공지능》은 우리 몸, 인공지능, 코딩이 신나는 놀이의 재료이자 나만의 창작 

도구가 되어 신나게 놀아 보는 ‘예술융합창작 가이드’입니다. 신나는 몸 놀이를 통해 음악과  

그림, 애니메이션, 창작 안무 등을 만들어 보고,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머신러닝), 

코딩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는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이 아이와 함께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의 감각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공지능 시대에도 변하지 않을, 인간 존재의 근본인 ‘몸’에 집중합니다. 빛과 소리 등 오감을 

자극하는 여러 재료를 몸으로 느끼고 움직이며 나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해 봅니다. 이러한 과

정에서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표현합니다. 예술로 체화되는 몸

의 경험은 우리를 창의적이고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놀이로 경험하는 코딩과 인공지능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양한 센서와 인식 기술이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신나는 몸 놀이를 해 봅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코딩을 비롯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놀이

를 만들어 봅니다. 완성에 대한 부담 혹은 실패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도전하고 

아이디어를 표현해 봅니다. 또래들과 함께 놀이에 참여하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인지적, 

심동적, 사회적 성취를 이룹니다. 

이 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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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족이 함께 창의적 학습을 해야 할까요?
가족이 함께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서로 질문하고, 격려

하고, 피드백을 주고, 도전을 지속하면서 모두가 함께 배웁니다. 창의력, 협업 능력, 비판적 사

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 도서는 애이비씨랩(ABC LAB, https://abclab.kr)의 둠칫둠칫 AI아뜰

리에2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서 가정에서도 쉽고 재밌게 코딩과 인공지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몸의 움직임으로 멜로디 놀이를 하는 모습

코딩 카드를 활용하여 놀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모습

내가 만든 인공지능 놀이를 소개하고 가족과 함께 즐기는 모습

‘둠칫둠칫 AI아뜰리에’ 
소개서

https://bit.ly/3ktTkv5

‘둠칫둠칫 AI아뜰리에’ 
A그룹 인터뷰 영상

https://bit.ly/3KxvpEL

‘둠칫둠칫 AI아뜰리에’ 
B그룹 인터뷰 영상

https://bit.ly/3pWTl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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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별 안내

이 책의 각 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놀이를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도구와 환경을 소개합니다. 

‘우리 몸의 움직임’을 멜로디 작품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우리 몸을 움직여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내고, 인공지능과 함께 조화로운 음악을 연주하면서  

온몸으로 소리를 느낍니다. 여기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악기 대신에 인공지능의 센서와 인식 기술

을 활용하여 나만의 악기를 만들고, 몸의 움직임으로 생동감 있는 멜로디 작품을 창작해 봅니다.

‘우리 몸의 움직임’을 드로잉 작품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우리 몸을 움직여 다채로운 드로잉 표현을 하고, 인공지능과 함께 아름다움을 그려 내면서 온몸

으로 드로잉 과정을 느낍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붓과 팔레트, 캔버스 대신 기계학습이 적용된 인

공지능 알고리즘과 스크린 화면을 사용하여 생동감 있는 드로잉 작품을 창작해 봅니다. 

‘우리 몸의 움직임’을 애니메이션 작품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우리 몸을 움직여 캐릭터를 등장시키거나 움직이고, 인공지능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온몸으로 애니메이션을 창작합니다. 여기서는 미리 계획된 스토리나 이미지 대신에 인공지능의 

센서와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우리 몸의 움직임에 맞춰 실시간으로 피

드백하며 스토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우리 전통춤인 탈춤을 배워 보고 인공지능과 함께 덩실덩실 탈춤을 즐겨 봅니다. 
내가 만든 탈춤을 친구나 가족,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가르쳐 봅니다. 또, 실제 탈춤에 사용되는 

탈과 한삼(汗衫), 장단 등 탈춤 소품들을 스크린 화면에 구성해 보고 인공지능 기술과 몸의 움직

임으로 역동적인 탈춤 한마당을 연출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주요 활동을 되돌아보고, 무사히 여정을 마친 것을 축하합니다. 새로운 여정

을 위한 계획을 세워 보고 나를 응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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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구성

이 책의 주요 부분인 2~5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몸으로 놀아보기
즐거운 몸 놀이로 몸의 감각을 깨우고 놀이의 요소를 탐색합니다. 

스타터 코드로 놀아보기
나만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것을 활용하여 놀이와 퍼포먼스를 창작합니다.

생각하며 놀아보기
놀이로 경험한 인공지능의 주요 원리를 이해하고, 윤리적 이슈들을 논의합니다.

준비하기 활동 목표를 확인하고 관련 작품을 감상합니다. 

놀아보기 몸 으 로  놀 아 보 기  무빙마블 활동지를 사용하여 즐거운 몸 놀이를 합니다.

탐험하기 몸 으 로  놀 아 보 기  우리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실험합니다. 

표현하기 몸 으 로  놀 아 보 기   몸의 움직임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실행하기 스타터 코드로 놀아보기  스타터 코드를 사용하여 주요 기능을 구현합니다.

응용하기 스타터 코드로 놀아보기  인공지능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발전시킵니다. 

창작하기 스타터 코드로 놀아보기   내가 만든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즐거운 놀이를 

만들고, 인공지능 프로젝트와 협업하여 예술적인 퍼포먼스를 

창작합니다. 

이해하기 생각 하 며 놀 아 보 기  앞에서 사용했던 인공지능의 주요 원리를 살펴봅니다.

확장하기 생각 하 며 놀 아 보 기  놀이와 퍼포먼스를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방법을 탐색합니다. 

공감하기 생각 하 며 놀 아 보 기   인공지능 기술에 내포된 윤리적인 이슈들을 살펴보고, 
인공지능을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역할을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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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해를 높여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사용합니다.

활동을 더욱 쉽게 하는 방법이나 

다르게 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꿀팁

간단하게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안내합니다.

노트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안내합니다.

꼭 확인하기

활동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안내합니다.

더 알아보기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 있는 

도전을 안내합니다. 

도전하기

친구나 선생님, 부모님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내용을 안내합니다.

도움받기

온라인 학습자료

《놀이로 배우는 인공지능》은 두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합니다. 

AI 배움터 https://bit.ly/AI4FunPlay활동 자료

스타터 코드, 코딩 카드, 움직임 카드, 무빙마블 활동지, 놀이자료 등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을 즐겁게 경험하는 데 필요한 학습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각 활동별로 표기된 URL이나 

QR 코드로 접속하여 자료를 활용하세요.

  Quiz  스타터 코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미완성 코드로, 마치 퀴즈를 풀 듯이 미션을 해결하여 나만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구현합니다.

  코딩 카드: 코딩과 인공지능을 놀이의 재료로 삼아 실습하고 탐색하고 실제 놀이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합

니다. 그리기, 댄스, 음악 카드로 구성되었습니다. 스크래치의 모든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 카드: 카드에 적힌 단어를 보고 내 생각과 느낌을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합니다. 몸 카드, 동작 카드, 
표현 카드로 구성되었습니다.

 무빙마블 활동지: 움직임 카드를 올려두는 활동지로, 여러 개의 움직임 카드를 조합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기타 자료: 다양한 놀이활동에 사용하는 자료로, 색 악보와 문제 스케치북, 탈춤 장단 등이 있습니다.

※ 유형별 학습자료는 이 책의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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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놀이터 https://padlet.com/ai4funplay/LetsPlay활동 자료

내가 직접 만든 놀이와 창작품을 공유하고 함께 배우는 ‘학습 커뮤니티’입니다. 독자 여러분

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즐거운 놀이의 재료, 인공지능을 더욱 신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

을 뽐내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놀이로 배우는 인공지능》에 뛰어들어 볼까요!

이 책을 소개합니다 007



스크래치

스크래치(Scratch, http://scratch.mit.edu)는 모든 연령의 학습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주얼 프로그래

밍 언어(Visual Programming Language)3입니다. 초보자 수준부터 전문가 수준까지 다양한 실험과 

창작에 도전할 수 있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입니다. 

스크래치에서는 다양한 색상의 명령어 블록을 서로 연결하고 조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듭니다. 

명령어 블록들은 기능별로 서로 다른 색상을 띄며, 블록마다 비트 단위의 코드가 들어 있습니

다. 스크래치 프로그램에서는 레고 블록을 쌓는 것처럼 어린이와 초보자도 아주 쉽게 명령어 

블록을 조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❷❷ ❸❸

❹❹

❺❺

❶❶

스크래치 온라인 에디터 UI

❶ 메뉴(Menu): 스크래치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선택하거나, 파일, 편집, 튜토리얼 기능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❷ 블록 팔레트(Blocks Palette): 스프라이트를 제어할 수 있는 명령어 블록들을 한데 모아 놓은 

곳입니다. 색상별로 서로 다른 기능을 지원하며, 스크래치에서는 마우스를 스크롤하여 전체 

블록을 더욱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필요한 도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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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스크립트 영역(Scripts Area): 스크립트는 스프라이트를 제어하는 명령어로, 블록 팔레트에서 

선택한 블록을 끌어다 놓고 조합합니다.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 블록이 

강조되어 표시됩니다.

❹ 무대(Stage): 무대는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곳입니다. 스크래치를 연극 활동이

라 생각해 보세요. 무대는 배우가 연극을 펼치는 공간으로, 스크래치에서는 이 공간에 프로그

래밍이 실행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대에서는 스크래치 고양이를 비롯한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여 움직이고, 말하고, 서로 대화합니다.

❺ 스프라이트 목록(Sprite List): 스프라이트는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객체입니다. 새로운 스프

라이트나 무대의 배경을 불러오거나 직접 그리고 꾸밀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에서는 스프라이

트 에디터와 사운드 편집기 기능이 더욱 향상되어 아이디어를 더욱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크래치 스튜디오(Scratch studio)는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한데 모아 그룹으로 관리하는 기능입니다.노트

스크래치 블록 살펴보기
스크래치 블록은 ‘동작, 형태, 소리, 이벤트, 제어, 감지, 연산, 변수, 나만의 블록’ 이렇게 총 

아홉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었습니다.

스크래치 블록 예시

구분 블록 예시 블록 설명

•	동작 블록은 스프라이트의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	움직임 거리, 각도, 위치 등을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	형태 블록은 스프라이트 또는 배경의 모양과 색깔, 
크기 등을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	소리 블록은 사운드 효과나 게임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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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블록 예시 블록 설명

•	이벤트 블록은 특정 이벤트가 생기면 일어나는 

일들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	스크래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블록은 

‘녹색 깃발(  )’입니다.

•	‘녹색 깃발’을 클릭하면 스크립트 또는 프로그래밍 

블록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	제어 블록은 특정 조건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하거나 

반복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	감지 블록은 사물을 감지하는 블록으로, 
스프라이트가 다른 스프라이트나 색에 닿았는지, 
타이머 시간은 얼마나 지났는지 등을 감지합니다.

•	연산 블록은 수학 연산, 논리 연산, 문장 표현에 

사용합니다. 

•	변수 블록은 값을 저장하거나 검색, 업데이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	게임을 만들 때 변수를 사용하면 점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만드는 블록입니다.

스크래치 비디오 감지 
스크래치의 확장 기능(블록 팔레트 하단에 있으며 065쪽 참고)인 ‘비디오 감지(  )’는 카메라로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몸의 움직임에 따라 스프라이트가 움직이고 변신하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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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의 비디오 감지 블록 예시

블록 종류 블록 예시 블록 설명

비디오 감지

•	이벤트 블록으로, 비디오 동작 

크기가 숫자보다 크면 일어나는 

일들을 실행합니다.

•	스프라이트 또는 무대에서 

감지되는 동작의 크기와 방향값을 

가져옵니다.

•	비디오 감지를 위해 카메라를 

켭니다.

•	비디오 투명도를 설정합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불투명해집니다.

댄싱 위드 AI

댄싱 위드 AI(Dancing with AI, https://dancingwithai.media.mit.edu)

는 스크래치 기반으로 만들어진 웹 기반 교육용 인공지

능 도구입니다. 스크래치가 지원하는 확장 기능은 물론

이고, ‘손 센싱’과 ‘얼굴 센싱(얼굴 근육의 위치, 감정,  

표정 등)’, ‘바디 센싱’ 등 다양한 센싱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티처블 머신’으로 만든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하여 몸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인터랙티브한 

AI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댄싱 위드 AI’의 인공지능 기능

구분

티처블 머신 
(Teachable Machine)

손 센싱 
(Hand Sensing)

얼굴 센싱 
(Face Sensing)

바디 센싱 
(Body Sensing)

설명

티처블 머신으로 

만든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합니다.

카메라로  

손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카메라로  

얼굴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카메라로  

몸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댄싱 위드 AI’로 만든 프로젝트

는 스크래치의 다른 버전(예⃝ 스크래치 온

라인 에디터 https://scratch.mit.edu)에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댄싱 위드 AI’
에서 파일을 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크래치 온라인 에디터로 만든 

프로젝트 파일은 ‘댄싱 위드 AI’에서 실

행할 수 있습니다.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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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 랩의 얼굴 센싱

스크래치 랩의 얼굴 센싱(Scratch Lab: Face Sensing, https://

lab.scratch.mit.edu)은 스크래치로 만들어진 웹 기반 교육

용 인공지능 도구입니다. 스크래치가 지원하는 비디오 

센싱 기능은 물론이고, 눈, 코, 입의 위치를 비롯하여 

얼굴의 크기와 기울기를 감지하여 얼굴의 움직임에 맞

게 스프라이트의 크기와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얼굴 근육을 감지하여 얼굴과 상호작용하는 카메라 필

터나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 랩의 얼굴 센싱 블록 예시

블록 종류 블록 예시 블록 설명

얼굴 센싱

•	카메라에 감지된 얼굴의 기울기에 맞게 

스프라이트를 기울입니다. 

•	이벤트 블록으로, 카메라에 감지된 얼굴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실행합니다. 

•	연산에 사용하는 블록으로, 얼굴이 기울어진 정도 

또는 얼굴의 크기를 숫자로 확인합니다. 

티처블 머신

티처블 머신(Teachable Machine, https://teachablemachine.withgoogle.com)은 구글이 만든 웹 기반 인공

지능 학습 도구로, 누구나 기계학습 모델을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학습시

킨 모델은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에 업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티처블 머신으로 만들 수 있는 기계학습 프로젝트

종류

이미지 프로젝트 오디오 프로젝트 포즈 프로젝트

설명

•	웹캠4으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여 

이미지를 분류합니다.

•	마이크로 짧은 소리를 녹음하거나 

소리 파일을 업로드하여 소리를 

분류합니다. 

•	웹캠으로 자세(포즈)를 촬영하거나 

포즈를 취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여 자세를 분류합니다. 

스크래치 랩의 얼굴 센싱으로 만

든 프로젝트는 스크래치(예⃝ 스크래치 온라

인 에디터 https://scratch.mit.edu)에서는 실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스크래치 랩의 

얼굴 센싱에서 파일을 열고 수정할 수 있

습니다. 반면에 스크래치 온라인 에디터

로 만든 스크래치 파일은 스크래치 랩의 

얼굴 센싱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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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기기

카메라와 마이크가 연결된 PC 준비하기
이 책에서는 우리 몸의 움직임과 주변 소리를 

감지하여 인공지능 기술과 상호작용합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연결된 컴퓨터를 준비합

니다.

크롬 설치하기
모든 실습은 크롬 브라우저를 활용합니다. 원활한 실습을 위해 PC에 크롬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크롬 브라우저 다운로드

https://bit.ly/3sxZMVt

실습 장면을 소리와 함께 녹화하기
본 도서에서는 몸을 움직여 놀이를 하고 작품을 창작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작품만

이 아니라 스크린 위에서 몸을 움직이고 작품을 창작하는 모든 과정이 예술이 되는 경험을 하

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공지능과 함께 놀이와 창작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감상해 보

세요. 마치 춤을 추듯 움직이는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윈도우 10 환경에서 녹화하기

❶  컴퓨터 키보드에서 윈도우( ) 키와 G  키를 동시에 누르면 

기능 창이 나옵니다.

❷  [녹화(  )] 버튼이 활성화되면 마우스로 클릭하고 화면 녹화

를 시작합니다.

❸ 녹화를 중지하려면 [정지(  )] 버튼을 클릭합니다.

녹화 파일은 [내문서] ➞➞ [동영상] ➞➞ [캡처]에서 확인합니다.

❷❷

❶❶

❸❸

이 책에서는 사용하는 도구나 환경에 

따라 카메라와 웹캠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두 단
어 모두 컴퓨터에 연결되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꼭 확인하기

이 책에 필요한 도구를 소개합니다 013



macOS 환경에서 녹화하기

❶  키보드에서 Shi�  + command  + 5  키를 동시에 누르면 화면 하단에 화면 기록을 위한 도구 막대가 보

입니다. 도구 막대의 왼쪽은 스크린 화면을 이미지 파일로 기록하는 ‘화면 캡처’ 부분이고, 오른쪽은 화면

을 녹화하는 ‘화면 기록’ 부분입니다.

❷ [전체 화면 기록(  )] 또는 [선택 부분 기록(  )]을 클릭합니다.

❸  [옵션(  )]을 클릭하면 기록한 파일을 저장하는 위치와 타이머 기능, 마이크 활성화 기능 등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❹ 맨 오른쪽의 [기록(  )]을 클릭하여 화면 녹화를 시작합니다.

❺  녹화를 중지하려면 ❶과 같이 키보드에서 Shi�  + command  + 5  키를 눌러 화면 하단에 나오는 도구 

막대에서 [정지(  )]를 클릭합니다.

❻ 녹화 파일은 [옵션]에서 내가 지정한 폴더를 확인합니다.

옵션목록

❻❻
화면 캡처 화면 기록

전체 화면 기록 선택 부분 기록

❸❸❷❷
❶❶

❹❹

❺❺

움직임 공간

불필요한 감지 방지하기
인공지능 센서와 인식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인식을 방지하기 위해 흰 벽이나 무

늬 없는 커튼을 배경으로 움직임 공간을 준비해 주세요.

1부 인공지능과의 첫 만남014



예시 1  무늬 없는 커튼을 배경으로 실습하는 모습 예시 2  흰 벽을 배경으로 실습하는 모습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 확보하기
카메라로부터 가까이 또는 멀리,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임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예시 1  방 크기에서 상반신이 보이는 경우 예시 2  방 크기에서 전신이 보이는 경우

예시 3  거실 크기에서 전신이 보이는 경우 예시 4  교실 크기에서 전신이 보이는 경우

이 책에 필요한 도구를 소개합니다 015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을 가르칠 것을 제안합니다. 아이들도 인간의 정신 과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인공지능의 아이디어를 더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 《마인드스톰》(시모어 페퍼트 지음, 1980) 중에서



부

몸으로 
놀아보기 

스타터 코드로 
놀아보기

생각하며 
놀아보기

씰룩쌜룩 
멜로디



준비하기

몸을 움직여 소리를 내고,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나 악기를 대신해서 기계

와 함께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까요?

2부 ‘씰룩쌜룩 멜로디’에서는 ‘우리 몸의 움직임’을 멜로디 작품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우리 몸을 

움직여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내고, 인공지능과 함께 조화로운 음악을 연주하면서 온몸으로 

소리를 느낍니다. 여기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악기 대신에 인공지능의 센서와 인식 기술을 활용

하여 나만의 악기를 만들고, 몸의 움직임으로 생동감 있는 멜로디 작품을 창작해 봅니다.

  여러 명의 아티스트가 함께 모여 연주한 ‘바디 퍼커션(Body Percussion)’, 해리 예프(Harry Yeff)

가 인공지능과 함께 선보인 비트박스 공연, 라이다 센서를 사용한 후니다 킴(Hoonida Kim)의 

‘디코딩되는 랜드스케이프’를 감상하고 작품의 주요 특징을 살펴봅니다. 

  인공지능의 센서와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나만의 AI 멜로디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AI 프로젝트

와 협업하여 즐거운 놀이와 퍼포먼스를 창작합니다.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의 주요 원리와 절차를 이해하고, 인간과 컴퓨터가 사물을 인식

하는 과정을 비교해 봅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탐색합니다. 

2부 씰룩쌜룩 멜로디018



다음 작품들을 영상으로 감상해 보세요.

‘See music Hear dance’ 
(라울 카브레라 외, 2017)5

https://bit.ly/3JGUCMF

Reeps One ft. A.I. ‘Second Self’ 
(해리 예프, 2019)6

https://bit.ly/3BwAZ6M

‘디코딩되는 랜드스케이프’ 
작가 인터뷰(후니다 킴, 2021)
https://bit.ly/34U2ifs

‘디코딩되는 랜드스케이프’ 
작품 스케치(후니다 킴, 2021)7

https://bit.ly/3rWh4uR

0. 준비하기 019



작품별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작가는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나요?

작품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무엇인가요? 왜 그러한가요?

작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작품 감상하기

2부 씰룩쌜룩 멜로디020



부

몸으로 
놀아보기 

스타터 코드로 
놀아보기

생각하며 
놀아보기

살랑살랑 
드로잉



준비하기

몸을 움직여서 그리는 그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붓이나 펜을 대신해서 기계와 함께 그림

을 그릴 수 있을까요?

3부 ‘살랑살랑 드로잉’에서는 ‘우리 몸의 움직임’을 드로잉 작품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우리 몸

을 움직여 다채로운 드로잉 표현을 하고, 인공지능과 함께 아름다움을 그려 내면서 온몸으로 

드로잉 과정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성된 작품만이 아니라 드로잉을 하는 모

든 행위와 과정이 곧 예술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또, 기존에 사용하던 붓과 팔레트, 캔버스 

대신 기계학습이 적용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스크린 화면을 사용하여 생동감 있는 드로잉 

작품을 창작해 봅니다.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의 ‘액션 페인팅(Action Painting)’과 수젠 청(Sougwen Chung)의  

드로잉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주요 특징을 살펴봅니다.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나만의 AI 드로잉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AI 프로젝트와 협업하여 즐거운 

놀이와 퍼포먼스를 창작합니다. 

  기계학습의 종류와 주요 원리를 이해하고, 인간의 학습과 무엇이 비슷하고 다른지 비교해 봅니다.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사례들을 살펴보고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합니다. 

3부 살랑살랑 드로잉056



다음 작품들을 감상해 보세요.

Number 8(잭슨 폴록, 1949)14 
재료: 에나멜, 오일, 캔버스 / 뉴욕 뉴버거 뮤지엄 오브 아트 미술관 소장

Artefact Nº 1(수젠 청, 2021)15
재료: 로봇(4세대), 캔버스 / 개인 소장

잭슨 폴록과 수젠 청이 드로잉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감상해 보세요.

잭슨 폴록의 Top 40 작품

https://bit.ly/3v4mC8V

잭슨 폴록의 다큐멘터리

https://bit.ly/3rW9IYy

캔버스 위에서 드로잉하는 잭슨 폴록16

수젠 청의  
‘내가 로봇과 드로잉을 하는 이유 

(2020)’
https://bit.ly/3sNM7bI

수젠 청의  
‘드로잉 듀엣 (2018)’
https://bit.ly/3sI9Gm0

봇과 함께 드로잉하는 수젠 청17

0. 준비하기 057



작품별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작가는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나요?

작품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무엇인가요? 왜 그러한가요?

작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작품 감상하기

3부 살랑살랑 드로잉058



〈Number 8〉의 잭슨 폴록은 바닥에 큰 캔버스를 펼치고 그 위에서 몸을 움직여 물감을 뿌리

면서 그리는 ‘드리핑(dripping)’ 기법을 창안했습니다. 몸 전체가 마치 그림 속에서 춤을 추듯 때

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격렬하게 움직이며 그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캔버스 위에 무질서하게 

뿌려지고 겹치는 물감에서 작가의 몸에 실렸던 힘과 속도를 느낄 수 있지요. 이러한 드로잉을 

‘액션 페인팅(Action Painting)’이라고 합니다. 

〈Artefact Nº 1〉의 수젠 청은 커다란 캔버스 위에서 로봇과 함께 드로잉 작품을 완성했습니

다. 기계와 데이터의 정확성, 로봇의 역동성을 드로잉 기법으로 활용했지요. 때로는 불완전하

고 예상을 벗어나는 로봇이지만, 이러한 로봇과 섬세하게 상호작용하며 아름다운 작품을 그려

냈습니다. 

잭슨 폴록과 수젠 청에게 캔버스는 완성된 이미지, 구체적인 이미지를 담은 일차적인 공간이 

아니라 ‘행위하는 장’으로서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즉, 몸을 움직여 드로잉을 표현하고, 로

봇과 상호작용하며 함께 그리는 모든 과정이 예술이 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지요.

여러분도 직접 몸을 움직여 생각과 감정을 드로잉 작품으로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더욱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과 협업해 보세요. 직접 몸을 움직이고, 인공

지능 기술과 협업하여 드로잉 작품을 창작하는 모든 과정이 예술이 되는 여정이 지금부터 시

작됩니다! 

0. 준비하기 059



우리의 몸은 어떤 동작을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무빙마블(2)’는 다양한 신체 부위를 표현하는 ‘몸 카드’와 여러 동작을 표현하는 ‘동작 카드’를 조합

하여 우리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빙마블(2)’

를 활용해서 평소에 해 보지 않았던 동작과 익숙하지 않은 움직임도 도전해 보세요.

놀이 제목  페인팅 댄스  https://bit.ly/3eBHoa6활동 자료

준 비 물   움직임 카드(2), 무빙마블 활동지(1), 주사위, 큰 도화지,  
여러 색상과 굵기의 채색 도구(예⃝ 색연필, 수성 매직 등)

놀이 인원  혼자 또는 여럿

놀이 방법  

1   ‘무빙마블 활동지(1)’을 펼쳐 놓고 ‘몸 카드’는 
노란색 칸에, ‘동작 카드’는 보라색 칸에 올려 

둡니다.

2   처음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는 ‘몸 카드’의 
위치, 다음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는 ‘동작 

카드’의 위치입니다.

3   두 카드가 만나는 지점을 체크하고 ‘몸 카드’의 
단어와 ‘동작 카드’의 단어를 연결해 몸으로 표

현해 봅니다.

4   계속해서 주사위를 던지고 움직이는 것을 반복

하면서 여러 움직임을 시도해 봅니다.

5   큰 도화지를 바닥에 깔거나 벽에 붙이고, 앞에 

나온 신체 부위에 펜을 고정하고 도화지에서 

해당 동작을 시도합니다.

6  움직임에 의해 생겨난 드로잉을 관찰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을 연결해서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 보세요.

 방향이나 높낮이 속도를 조절해 보면서 같은 신체 부위의 동작으로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해 보세요. 

 다양한 분위기의 음악에 맞추어 움직여 보세요.

 여럿이 함께 놀이를 할 경우,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움직임과 드로잉을 관찰해 보세요.

동작

몸

1 2 3 4 5 6

흔들다 뻗다 떨어지다 구부리다 돌리다 접다

1 정수리

2 팔꿈치

3 골반

4 손가락

5 무릎
무릎 

돌리기

6 발목

‘몸 카드’와 ‘동작 카드’ 선택하기 예시

놀아보기 몸으로 놀아보기
무빙마블로

3부 살랑살랑 드로잉060



부

몸으로 
놀아보기 

스타터 코드로 
놀아보기

생각하며 
놀아보기

폴짝폴짝 
스토리



준비하기

몸을 움직여서 만화 속 캐릭터를 움직이고 배경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잘 짜인 시나리오나 미리 

제작해 둔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기계와 함께 실시간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까요?

4부 ‘폴짝폴짝 스토리’에서는 ‘우리 몸의 움직임’을 애니메이션 작품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우리 몸을 움직여 캐릭터를 등장시키거나 움직이고, 인공지능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온몸으로 애니메이션을 창작합니다. 여기서는 미리 계획된 스토리나 이미지 대신에 인공지능

의 센서와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우리 몸의 움직임에 맞춰 실시간으

로 피드백하며 스토리를 전개합니다. 

  신웨 양(Xinyue Yang)의 ‘낙서하는 스피치(Scribbling Speech)’와 리처드 이(Richard Yee)가 개발한 

‘칼리도페이스(Kalidoface)’로 만든 애니메이션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인공지능의 센서와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나만의 AI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AI 프로

젝트와 협업하여 즐거운 놀이와 퍼포먼스를 창작합니다.

  기계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종류와 유형을 살펴보고 주요 특징을 비교해 봅니다.

  기계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 문제들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기술을 책임감 있고 

공정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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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웨 양과 리처드 이의 애니메이션 작품과 창작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감상해 보세요.

‘Scribbling Speech 
(신웨 양, 2018)’ 제작 과정

https://bit.ly/3kRzPLS

‘Scribbling Speech  
(신웨 양, 2018)’20

https://bit.ly/3HKZEpU

리처드 이의 ‘VTubers를 위한  
실시간 움직임 감지 (2021)’
https://bit.ly/3HMOPnl

‘Kalidoface 3D (리처드 이, 2021)’21

https://3d.kalidof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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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별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작가는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나요?

작품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무엇인가요? 왜 그러한가요?

작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작품 감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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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웨 양이 개발한 〈Scribbling Speech〉는 음성을 인식하고 분석하여 3D 화면에 그려 내는 도

구입니다. 사용자가 문장이나 단어를 말하면 학습된 알고리즘과 순환 신경망을 기반으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예를 들어, “새가 바다 위를 날고 있습니다”를 말하면 컴퓨터는 ‘바다’, 

‘새’, ‘위’를 추출하고 이것을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방향이나 위치, 거리와 관련된 단어 역시  

3차원 공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그려지는 이미지들은 구글의 퀵드로우(Quickdraw, 

https://quickdraw.withgoogle.com)에 수집된 데이터 세트를 활용한 것입니다.

리처드 이가 개발한 〈Kalidoface 3D〉는 얼굴을 비롯한 우리 몸의 움직임, 얼굴 표정, 손과 발

의 동작을 추적하여 3D 화면에 반영하는 웹 기반 도구입니다. 사용자가 취하는 동작을 3D 캐

릭터가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마치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이 된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배경이나 

소품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하여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짧은 영상을 녹

화하여 SNS에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신웨 양과 리처드 이에게 3D 환경은 미리 제작한 캐릭터와 소품들을 잘 짜인 시나리오에 맞

춰 그려 내는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인공지능과의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만들어 내는 새로

운 세계입니다. 여러분도 직접 몸을 움직여서 인터랙티브한 애니메이션22을 만들어 보세요. 여

러분이 상상하는 것들을 더욱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과 협업해 보세요. 

직접 몸을 움직이고, 인공지능과 협업하여 애니메이션을 창작하는 모든 과정이 즐거운 실험이

자 마법처럼 느껴질 거예요!

Kalidoface 3D로 실험하기 https://bit.ly/3MqPoqb활동 자료

Kalidoface 3D 화면에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여 보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세요.

Kalidoface 3D로 캐릭터를 움직이는 모습

도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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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속의 캐릭터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움직이는 것과 만화 속  

주인공의 움직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폴짝폴짝 스토리 파트에서의 ‘무빙마블’은 여러 동작을 표현

하는 ‘동작 카드’와 다양한 질감, 형태, 감정 등을 나타내는 ‘표현 카드’를 조합하여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빙마블’을 활용해서 마치 만화 속 주인공처럼 몸을 움직여 봅시다.

놀이 제목  여러 표현 만들기 https://bit.ly/3TwKJpo활동 자료

준 비 물   움직임 카드(3), 무빙마블 활동지(2), 주사위, 펜

놀이 인원  혼자 또는 여럿

놀이 방법  

1  ‘무빙마블 활동지(2)’를 펼쳐 놓고 ‘표현 카드’는 초록색 칸에, ‘동작 카드’는 보라색 칸에 올려 둡니다. 

2   처음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는 ‘표현 카드’ 위치, 다음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는 ‘동작 카드’ 
위치입니다.

3   두 카드가 만나는 지점을 체크하고 ‘표현 카드’의 단어와 ‘동작 카드’의 단어를 몸으로 어떻게 표현할

지 생각해 본 후 움직여 봅니다.

동작

표현

1 2 3 4 5 6

흔들다 구부리다 뻗다 돌리다 떨어지다 찌르다

1 쿵

2 신나는

3 휘리릭

4 느리게

5 갑작 
스럽게

6 살랑 
살랑

무빙마블 활동지(3)

표현 카드

쿵

살랑살랑

동작 카드

떨어지다

흔들다

두 카드를 연결했을 때 상상되는 이미지

심장이 쿵 떨어지다 
(절망하는 느낌)

낙엽이 흔들린다  
(기분이 좋은 느낌)

상상되는 이미지

‘표현 카드’와 ‘동작 카드’ 선택하기와 연결하기 예시

4   ‘표현 카드’와 ‘동작 카드’를 연결했을 때 상상되는 이미지를 단어 혹은 문장으로 작성해 보고 몸으로 

표현합니다. 

  다양한 분위기의 음악에 맞추어 움직여 보세요.

 여러 명이 함께 놀이를 한다면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움직임을 관찰해 보세요.

놀아보기 몸으로 놀아보기
무빙마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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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관찰하기

우리는 말과 글로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는 바디랭귀지, 

제스처, 마임,23 수화 등 몸의 움직임으로 상황을 표현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답

니다. ‘몸으로 표현하기’ 놀이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몸의 움직임으로 전달해 보세요.

놀이 제목  몸으로 말해요 https://bit.ly/3eI3nvN활동 자료

준 비 물  예시 문장, 움직임 카드(3)

놀이 인원  혼자 또는 여럿

놀이 방법  

1   ‘예시 문장’을 하나 선택합니다.

2  선택한 ‘예시 문장’에 어울리는 느낌이나 표현을 ‘표현 카드’에서 선택합니다.

3  선택한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움직임을 ‘동작 카드’에서 선택합니다.

4   어떤 신체 부위로 움직여 표현할지 생각해 봅니다. ‘몸 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5  선택한 신체 부위로 ‘표현 카드’와 ‘동작 카드’의 내용을 표현해 보고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6   영상을 전달하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송해서 어떤 것을 표현했는지 맞히게 

해 보세요.

예시 문장 선택하기 표현 카드, 동작 카드, 몸 카드 선택하기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꼭 문장에 있는 모든 단어를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울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표정도 함께 보여준다면 더욱 잘 표현될 거예요.

 천천히, 빠르게, 반복,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기 등 다양한 속도와 템포로 움직여 보세요. 

 위, 아래, 중간, 왼쪽, 오른쪽 등 방향과 공간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움직여 보세요.

둘이서 함께 놀이를 할 때

한 명은 카드를 제시하고 영상을 촬영해 주는 역할을 하고,  
한 명은 제시하는 카드를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꿀팁

탐험하기 몸으로 놀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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