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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딥아이(DIY) 블록 프로그래밍과 라즈베리파이의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해 엑츄에이터와 센

서를 제어하고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전처리해 인공지능에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인공지능 교육 방

식을 제안한다. 해당 방식은 블록코딩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문자코딩 대비 오타을 줄이고 문법 구애율을 낮

춤으로써 프로그래밍 입문자의 구문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개념과 전략적 학습을 극대화한다. 블록프로그래

밍 사용언어로 파이썬을 채택해 입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파일처리, 크롤링, csv데이터 추출을 통해 인공지

능 교육에 활용한다.

키워드: 파이썬 블록 프로그래밍(Python Block Coding),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피지컬 컴퓨팅(Physical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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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인공지능 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는 21세기에 새로이 인공지능에 

도전하는 프로그래머들은 개념적, 전략적, 구문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논문은 구문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개념적, 전략적 부분에 

집중하고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해 사용자 흥미 유발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다.

II. Preliminaries

블록프로그래밍을 사용한 이유는 텍스트코딩에 비해 단순한 오타를 

찾고, 수정하는 작업이 감소한다.

블록프로그래밍 학습이 텍스트프로그래밍 학습으로 긍정적 전이효

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학습함에 있어 난해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다.

상대적으로 비전공자가 배우기 쉽고 파일처리, 크롤링, 하드웨어조

작,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파이썬을 선택했다.

사용 프로그램으로 웹 브라우저를 채택했다.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웹 브라우저는 모든 OS에 기본 프로그램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2. 웹어셈블리를 통해 타 언어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컴파일해 

실행시킬 수 있다.

Fig. 1. Webassenbly Process using Emscripten

오픈소스기반 웹어셈블리어 프로젝트로 웹어셈블리로 파이오다이

드를 사용해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 파이썬을 실행시키고자 한다. 

pyodide는 75개 이상의 파이썬 패키지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자바스크

립트와 파이썬간의 객체를 유용하게 가져다 사용 할 수 있다. 브라우저 

내에서 파이썬이 웹API에 대한 엑세스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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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esign of the System 

대표 유사 시스템으로 스크래치 등이 있고 하단 표는 유사 시스템과 

DIY를 비교한 표이다. 여러 면에서 뛰어난 DIY를 활용해 더 나은 

AI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목표로 한다.

Table 1. Compare of other research

시스템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그림과 같다.

Fig. 2. System Architecture

1. node.js를 사용해 웹서버를 구축했다. 

2. Blockly 시용해 블록프로그램 환경을 구축했다.

3. codemirror 사용해 사용자가 생성한 블록 코드를 가시화한다.

4. Pyodide를 사용해 사용자가 생성한 블록의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 파이썬으로 실행되게 한다.

5. GPIO 제어시 생성된 코드를 child_process모듈을 사용해 하드

웨어보드 내부의 파이썬을 실행시킨다.

6. 제어 후 반환 결과를 웹 콘솔에 띄운다.

서비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딥아이를 실행한다.

2. GPIO 블록을 생성한다.

3. 블록을 실행한다.

4. 하드웨어보드 GIPO가 제어된다.

5. 센서값을 딥아이에 출력한다.

Fig. 3. Experiment Screen and Device

REFERENCES

[1] Mihyun So, Jamee Kim. (2016). Transference from learning 

block type programming to learning text type 

programming.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19(6), 55-68. 

[2] (2019).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Block-type 

Programming Language-Based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on the Learner's Attitude in Artificial 

Intelligence. , 23(2), 189-196. 

[3] Dong Man Kim, Tae Wuk Lee. (2020). Review of Cognitive 

Difficulties of Students to Learn Computer 

Programming.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 28(2), 225-228.

[4] Se-hoon Lee, Ji-hyun Jeong, Jin-hyeong Lee, Cheon-woo 

Jo. (2020). D.I.Y : Block-based Programming Platform for 

Machine Learning Educ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 28(2), 245-

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