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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블록형 코딩 방식을 통해 비전공자가 스스로 머신러닝의 쉽게 원리를 구현해 볼 수 있는 

딥아이( D.I.Y, Deep AI Yourself)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딥아이는 구글의 오픈 소스 블록형 코딩 툴 개발 

라이브러리인 Blockly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쉽게 구현할 수 다양한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Blockly는 CSR 기반이며 사용자가 개발한 블록 코드는 내부적으로 코드 생성기에 의해 파이썬 코드 등으로 

변환되어 백엔드 서버에서 처리를 하며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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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함

에 따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등에 대한 교육을 전 국민에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되어 IT 비전공자들을 위한 교육 플랫폼이 요구되

고 있다.

그러나 IT 비전공자들이 머신러닝을 배우고 구현해보기 위해 파이

썬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등의 과정에

서 매우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게 되어 중도 포기하거나 배우려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1].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용 블록형 코딩 툴로 Scratch, 

App Inventer, Ardublockly 등이 있으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

하기 위한 블록형 코딩 툴은 미비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IT 비전공자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쉽게 구현해 볼 수 있는 딥아이(D.I.Y) 플랫폼을 제안한다.

II. Design of the Platform 

본 논문에서는 머신러닝을 블록으로 쉽게 개발하기 위한 딥아이

(D.I.Y) 플랫폼을 설계한다. 딥아이는 CSR(Client-Side Rendering)

인 구글 Blockly를 기반으로 한다. Blockly는 Scratch나 App 

Inventor와 같은 블록형 코딩 툴의 기반이 되는 라이브러리로서, 

이를 활용하여 개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어 

확장성과 유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2].

제안하는 딥아이 아키텍처는 Fig. 1과 같다.

Fig. 1. Proposed System Architecture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에서 딥아이 블록을 통해 원하는 로직을 

작성(drag&drop)한다. 작성된 블록은 실시간 생성기에 의해 문자열

로 생성이 되며 백엔드(Back-end) 서버에 전송되어 파이썬 코드로 

변환되며 사용자는 블록과 생성된 코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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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ystem Sequence Diagram

변환된 코드는 Fig. 2와 같이 서버 내에서 처리되어 최종적인 

결과를 반환하는데, 이때 일반적인 로직 구성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개발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이러한 

아키텍처에서는 이미지 처리 등을 위해 딥러닝 모델 학습시 GPU를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처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웹 상에서는 

실시간으로 학습 결과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III. Experiment

딥아이(D.I.Y)를 이용해 블랙박스형 머신러닝 교육용 프로그램인 

ML4Kids의 대표적인 예제인 학교가는 길과 타이타닉 생존 여부 

예제를 바탕으로 모델 개발 과정을 실험하였다. 이때 D.I.Y에서 실험에 

사용된 라이브러리는 Tensorflow에 내장된 고수준 API인 Keras이다.

Fig. 3.은 나이, 거리, 동행자 수를 바탕으로 등교방법을 예측한 

모델이다.

Fig. 4.는 좌석등급, 탑승자 나이, 티켓 가격을 바탕으로 생존 

여부를 분류한 모델이다.

이를 통해 블랙박스형 머신러닝 지도학습 프로그램을 D.I.Y 구현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Fig. 3. An Example of Journey to School

Fig. 4. An Example of Titanic

Ⅴ.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IT비전공자들의 쉽게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블록 기반의 코딩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딥아이를 이용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기초인 선형회귀를 간단히 구현해보았다. 블록

을 통해 머신러닝 모델을 직관적으로 개발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이는 추후 더 복잡한 모델을 구성해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실시간 학습 결과를 UI에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분류 모델, 이미지 

학습 등 더 복잡한 모델을 구성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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