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를 활용하되, text로 학습보다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가상의 결과

를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학습이 더욱 효과적이다. 인공지능과 같은 학습이 필요하나, 초보학습자의 경우 text언어의 부담감과 수

업시간에 학생들의 흥미를 지속하기 어려워, 시뮬레이션 방식을 채택하였다. AI교육의 필요성의 대두와 다양한 장벽을 낮추는 

교육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1-5].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래밍 초보학습자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블록형 코딩을 통해 텍스트 코딩

의 장벽을 낮추도록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인 엔트리를 활용한 학습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처음 접근하는 초기학습자를 대상

으로 블록형 코딩을 통해 성공경험과 자신감과 흥미를 갖도록 하고, 프로그래밍의 순차, 반복, 조건 등의 CT요소와 함께 알고리

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퍼셉트 이론의 이해를 돕고자 방법론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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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기계학습의 관심이 커지며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기계학습 개념 이해의 어려움과 초보학습자로써 프로그래밍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행학습으로 블록을 조합하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블록형 코딩과 기계학습의 퍼셉트 

이론을 스크래치로 경험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소프트웨어 교육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교육모델에서는 함수의 다양한 사용 

및 CT요소 및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을f구현 학습한다. 이는 text코딩을 바로 적용하는 초기학습자보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성공여부에 대한 기대감과 지속적으로 노력할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다. 

Recently, interest in machine learning has grown and I feel the necessity of learning, but I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machine 

learning concept and difficulty in programming learning as a beginner. Thus, this paper proposes a software training model for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by experiencing block-type coding and machine learning's percept theory as scratch, which can combine blocks 

with prior learning. In the proposed training model, programming is implemented and learned by applying various use of functions and 

CT elements and algorithms. This can lower the entry barrier than the initial learners who apply text coding right away, and increase 

the motivation for learning by giving them expectations of success and value to make continuous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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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인공지능 이론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에서는 퍼셉트론의 엔트리 적용을 위한 알고리즘 이해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시스템 적용을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2. 관련연구

2.1 인공지능(AI-ML-DL)

Reza Zadah는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나 컴퓨터는 그렇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우리

는 오랜 세월동안 컴퓨터에 이런 저런 규칙을 입력하고 프로그래밍을 함으로써 인간의 사고 과정을 컴퓨터로 재현해보려고 노력

해왔다. 컴퓨터가 따를 수 있는 논리적 규칙을 엄청나게 많이 입력하면 궁극적으로 AI에 도달할 거라 생각했으나, 엄청나게 방대

한 규칙을 집어넣는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는 별로 좋지 않은 접근 방식임이 판명되었

다. 대신,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도출해 냈다. 이를 머신러닝이라고 하며 이 머

신러닝은 알고리즘과 통계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로부터 학습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딥러닝은 이러한 머신러닝의 하위

영역이다.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분기점이 포함된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 그러한 분기점을 인간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사용하여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듯 데이터를 사용한 처리과정을 ‘학습’이라고 부른다[6].

Fig. 1. Machine learning algorithm

3. 퍼셉트론의 엔트리 적용을 위한 알고리즘 이해

인공지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를 말한다. 머신러닝은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학습 등으로 분류된다. 지도학습은 데이터가 라벨

링이 되어 있으나, 데이터가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다[7]. 

Fig. 2. Three Types of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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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람이 로봇에게 과일을 분류하는 예이다. 첫 번째, 사람이 귤이 익은 것과 익지 않은 것을 분류하기 위해 기존의 다른 

사람이 분류했던 것을 비교하며 어떻게 분류했는지 파악한다. 다른 사람이 분류했던 상자안의 귤은 크기가 다르다. 익은 쪽은 큰 

쪽, 아닌 쪽은 작은 것으로, 대충 그 중간 정도를 눈으로 가늠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구분하자. 귤의 크기를 로봇이 측정하게 했고, 

눈으로 가늠했던 그 기준을 입력한다. 두 번째, 사과 익은 것을 구별하기 위해 로봇을 활용한다. 바구니에 익은 것과 안 익은 사과

가 섞여 있고, 로봇에게 시켜본다. 로직은 비슷할 것이고, 기준을 찾아내야 한다. 로봇에게 기준을 찾아내는 로직을 구현하고 실

행하자. 크기가 작으면 안 익은 것, 크면 익은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분류한다. 세 번째, 크기는 구분했지만, 익지 않은 것도 섞여

있는 오류가 발생했다. 색깔도 고려하여 기준을 다시 찾는다. 첫 번째 상황인 귤일 때는 값만 찾으면 되었는데, 기준이 선이 된다. 

새 기준의 의미는 크기하고 색깔을 같이 고려하여 어느 정도 이상이면 익은 것으로 분류한다. 

(a)

(b)

Fig. 3. Fruit Classifier (a)Preparing Data (b)Learning

구분을 위해 ‘크기를 재서 기준 크기를 가지고 구별’을 고한하는 것을 지도학습 혹은 비지도 학습으로 모델(model), 학습시키

기 위한 익은 것과, 안 익은 2개의 사과상자를 기존 데이터(training set),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iteration혹은 step, 예측값과 실제 

값을 비교해 원하는 기준 크기를 찾는 것을 learning으로 에러, 손실함수, 목적함수, loss value가 이에 해당하고, 구분이 안 된 바구

니에 적용하는 것을 새로운 데이터(test set)으로 대응할 수 있다[6,7].

Fig. 4. Classification of Animals by Percep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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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셉트론은 모든 학습 데이터를 정확히 분류시킬 때까지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데이터가 분리될 수 있을 때 적합한 알

고리즘이다. 

4. 엔트리로 간단한 페셉트론 이해하기

퍼셉트론(Perceptron)은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로서, 1957년에 코넬 항공 연구소의 프랑크 로젠블라트(Frank Rosenblatt)에 의

해 고안되었다[8].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은 머신러닝과 인지과학에서 생물학의 신경망(동물의 중추신경계 중 특히 뇌)에서 

영감을 얻은 통계학적 학습 알고리즘이다. 인공신경망은 시냅스의 결합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인공뉴런(노드)이 학습을 통해 

시냅스의 결합 세기를 변화시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는 모델 전반을 가리킨다[8]. 

Fig. 5. Neuron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알고리즘에 따라, 단계 혹은 함수에 따라 엔트리 코드로 바꿔보자. 

Fig. 6. Code for implementation of the perceptron of an entity

퍼셉트론은 Fig. 7의 각 노드의 가중치와 입력치를 곱한 것을 모두 합한 값이 활성함수에 의해 판단되는데, 그 값이 임계치(보

통 0)보다 크면 뉴런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값으로 1을 출력한다. 뉴런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1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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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erceptron structure and procedures[9]

(a) (b)

Fig. 8. Example of a perceptron implementation using entries (a) Preparing data stage (b) Learning and representing phase

데이터를 분석하여 분포도를 그리도록 엔트리로 구현하였다. Fig. 6의 코드에서는 기존에 그려진 값을 지워 초기화하고, 분류

하기 위한 귤과 사과를 가져와 분류하기 위한 데이터를 준비한다. 실행화면은 Fig. 8(a)와 같다. Fig. 6의 코드에서 훈련은 스페이

스바를 누르도록 이벤트로 구현하였고, 학습하는 함수를 이용하여 학습 후, 식을 나타내도록 구현하였다. 실행화면은 Fig .8(b)이

며 귤과 사과를 분류하고 분포를 표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인공지능을 단순화해서 생각해보자. 입력이 주어지고, 출력을 내보낸다. 함수를 통해서 처리를 한다. 인공지능은 그 안의 함수

를 통해,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복잡한 인간의 두뇌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흉내낸다. 

Fig. 8의 (a)의 데이터 준비하는 단계에서 pointX와 pointY, label, wights를 리스트로 생성하여, 시작을 누르면 데이터를 준비하

며 lebel값에 따라 pointX, pointY의 값을 좌표로 받아 임계치보다 크면 활성화되는 1, 활성화되지 않는 -1에 여부를 통해 검은색

과 빨간색으로 점을 표시되며 weight값이 변하도록 하였다. 

Fig. 8의 (b)의 학습하기 단계에서는 label항목수 만큼 반복하며 조건에 따라 forward, backward함수를 사용하며 업데이트 여부

를 결정하고 index를 높이며 지속적인 학습을 한다. Forword함수에서 predict를 로그값을 이용해 정하고, 함수를 통해 loss와 

dout, weight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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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8. Example of implementing a perceptron using entries (a) Preparing data stage (b) To learn

딥러닝에서는 모델이 복잡하고 수백만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이에 overfitting이 일어나기 쉬운데, 랜덤하게 뉴런을 끊음으

로써, 모델을 단순하게 만든다. 또한,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10,11].

‘학습되는 양=미분값*출력값’ [Vanishing Gradient]

스토리텔링을 통한 인공지능이 해결하는 방법을 ‘과일분류’를 주제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이야기로 쉽게 접근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학습방법은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을 엔트리를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계

획한다. 교육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 과일을 분류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제 및 삽화를 제시한다. 기존데이터를 통한 규칙 

발견, 모델 생성의 과정을 통해 학습 단계를 이해한다. 두 번째 단계는 엔트리 프로젝트를 안내하여 블록명령어 활용한 상황을 제

시하고, 엔트리로 일부 구현되었지만 미구현된 문제 해결부분을 채운다. 초등학생이나 비전공자의 경우 좌표나 weight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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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코딩하는 것을 위주로 진행하지 않는다. 세 번째 단계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개념을 소개하고, 네 번째로 제시된 프로

젝트를 엔트리 블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심화학습을 원하는 학습자에게는 응용단계로, 다섯 번째로 파이썬 모드로 변

환하여 변환된 개념을 설명하고, 블록코딩에서 코딩하였던 텍스트를 일부 수정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실행한다. 필요시 디버깅 

과정도 포함된다.

Fig. 9. Example of a Perceptron Implementation with Entry-Fight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학습 방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엔트리 2019년 3월 변경된 이후 버전을 사용하였다. 변경 후 버전은 부

스트모드에서 함수가 작동하지 않는 오류를 수정, 디자인 변화, 블록 글씨체 및 소리 편집 등 기능 추가, 사이트 보안강화, 일반 오

류 해결 및 블록모드에서 함수정의 오류가 없어도 전환되지 않던 오류 수정, 예약어를 변수나 리스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업데이트된 버전을 사용하였다.

해당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 문제해결, 패턴인식 등과 같이 주로 인간 지능과 연결된 인지문제를 해결해가는 인공지능의 전

반적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코딩부분에서는 텍스트코딩에서 많이 사용하는 함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함수를 정의

하고 함수 안에 함수가 중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었으며, 함수에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복잡한 코드로 사용되는 

것을 기존의 엔트리 코드와 조합하여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컴퓨터 공학을 초등학생 혹은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주변의 소재를 이용하여 아이들에게 설명하듯이 가능한 쉽게 인공지능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인 엔트리로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기초 개념을 실습해보면서 인공지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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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다가갈 수 있다. 초등학생에게는 흐름을 파악하고 이전에 학습했던 엔트리블록을 활용하여 어려운 AI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해하였고, 코드를 분석하며 스스로 아는 블록을 다시 찾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초보학습자에게는 파이썬과 같

은 텍스트코딩의 오타 발생과 문법의 어려움보다 블록코딩으로 대체되어 한눈에 파악하며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프로그래밍을 위함이 아닌,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를 학습하여 결론을 

만드는 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초보학습자는 학습의 어려움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

의 능력을 벗어나는 과제나 활동은 회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성공 여부에 대한 기대감과 지속적 노력할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학

습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향후 문제분해, 패턴인식, 추상화하는 과정을 통해 알고리즘 학습 후 텍스트 코딩으로 연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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