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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기계 학습 인공지능은 제 4차 산업 명의 핵심 기술이다. 하지만 로그래 능력을 요구하는 기계 학습 랫폼

의 특성 상 일반 사용자들의 근이 힘들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의 화는 제한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를 도입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 활용에 한 일반인

의 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 다. 기본 기계 학습 랫폼으로는 Tensorflow를 채택하 고 GUI는 마이크로 소 트 사의

.Net 환경을 활용하여 작성하 다.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일반 사용자도 이썬 로그래 에 한 부담

없이 직 으로 데이터를 리하고, 알고리즘을 용하고, 기계 학습을 실행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개발이 다양한 분야에서

의 인공지능 개발에 기 가 되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 기계 학습, 인공지능,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알고리즘, TensorFlow

Abstract  Machine learn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core technologie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e general public to get familiar with those technologies because most people lack 

programming ability. Thus, we developed a Graphic User Interface(GUI) to overcome this obstacle. We adopted 

TensorFlow and used .Net of Microsoft for the develop. With this new GUI, users can manage data, apply 

algorithms, and run machine learning without coding ability. We hope that this development will be used as a basis 

for develop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various fields.

Key Words : Machine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Graphic User Interface, Algorithm, TensorFlow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onvergence Medical Institute of Technology.

*Corresponding Author : Byung Kwan Choi (spine@pusan.ac.kr)

Received February 26, 2018

Accepted May 20, 2018

Revised   February 22, 2018

Published May 28, 201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5, pp. 221-229, 2018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8.16.5.221



한 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제16  제5호222

1. 

1.1 연  필

2016년 세계경제포럼의 주제는 “제 4차산업 명의 이

해(Maste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다. 여기

서 제4차 산업 명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지

털, 바이오 등의 각종 기술들의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

가치의 창출로 보았다[1]. 그리고 본 포럼에서 가장 요

한 10 기술 하나로 “인공지능 생태계(open AI

ecosystem)”을 선정하 다[2]. 인공지능은 4차 산업 명

의 주요 기술 하나이다. 기록 리, 정보 분석을 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한 정보통신기술 업종의 선두주자인 구 , 페이

스 북, IBM 등의 회사들은이미 독립 인 인공지능 랫

폼을 보유하고 있다[3]. 한 Kim[4]은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융, 교통, 행정, 치안 등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미 우리 주변에 성큼 다가와 있다고 하

다.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이 있다. 이는 1959년 아서사무엘이 “컴퓨터에 명시 인

로그램 없이배울 수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연구 분야”

라고 정의했다[6]. 기계학습은 유 체 연구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RNA splicing이 일어나는 치나

로모터(promoter)의 치, 유 체 증강인자(enhancer)

의 치를 찾는데 활용이 되고 있다[7-9]. 이러한 인공지

능, 사물인터넷, 로 , 기계학습 등의 4차 산업 명 기술

을 기반으로 한 연결 사회가 곧 도래될 망이다. 이

는 지역, 국가, 문 역의경계가무 지는 무한 경쟁의

시 가 열림을 의미하고, 이는 다양한 분야의 문가들

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한 오 소스 랫

폼인 텐서 로우에 해서 Choi[10]는 Tensor란 Matrix

(매트리스, 행력) 혹은 다차원의 Array(배열)을 의미하

고, 데이터 로우 그래 에서 동 사이즈의 다차원 데

이터 배열(Tensor)을 실어 나르는 것처럼 보인다하여 텐

서 로우라고 정의하 다. 그들은 텐서 로우를 잘 활용

하기 해서 단순히 행렬을 이해한다는 수 이상으로,

그야말로 행렬의 문가가 되어야 데이터의흐름을 이해

하고 로그램을잘 작성할 수 있다고 했다. 행렬의 행이

나 열수도 수백 개, 혹은 수 만개로 상상을 월한다. 이

러한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해서는텐서 로우와 같

은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한 도구의 활용이

필수 인 것이다.

반면 구 텐서 로우는 구 사에서 공개된 딥러닝

소 트웨어로서 음성인식이나 상인식 등 범 한

역에서 사용되고 있고 구 은 실제로 구 포토, Gmail,

구 번역기, 구 맵, 유튜 등에서 실제 활용이 되고 있

는 시스템이다[11]. 하지만 이 같은 인공지능 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

그램의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보편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기본 인 로그래 능력

이 있어야만 인공지능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

들이 사용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본 연구는 로그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 사용자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즉 그래픽 사용자 환경(Graphic User

Interface, GUI)를 제작을 통해 쉬운 마우스 조작만으로

도 텐선 로우를사용할수 있게 하는것이 본연구의목

이다.

1.2  연

Tom[12,13]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어떤

컴퓨터 로그램이 P에 의해서 측정된 테스크 T에서의

성능이 경험 E를 학습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

다. 기존의 기계학습은 용량 데이터 처리에 비효율

이었지만 최근들이 용량 처리가 가능한 빅 데이터 기

술을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이 다시 재조명 되고 있다

[16].

구 텐서 로우는 C++과 이썬으로 작성된 시스템

으로 구 은 스마트폰을 한 안드로이드 운 체제와 마

찬가지로 텐서 로우를 오 소스 랫폼으로 공개하

다. 텐서 로우는 오 소스인 리 스, 애 사의 iOS, 마

이크로 소 트사의 Windows 시스템 등 다양한 운 체

제에 설치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넓은 사용자의

확보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에서 태블릿, PC나 서버에 이

르기까지 소스 코드의 변환 없이 록램 실행이 가능한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행렬 연산에 특화된 그래픽 가

속기(Graphic Processing Unit)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분산형 시스템에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력 인 운

용성이 보장이 된다. 텐서 로우는 2015년11월에 처음

공개된 이래 2018년 1월 재 버 1.5.0을 open source

license Apache 2..0으로 http://www.tensorflow.or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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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하고 있다[11]. 텐서 로우의 다른 장 으로는

Tensorboard라는 그래 시각화 툴을 이용하여 매우 복

잡한 모델을 모듈화하여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는 기능

을 가지고 있어 이미 생물학 계열 연구에도 다양하게 활

용이 되고 있다[14].

반면 텐서 로우의 단 으로 지 되는 사항이 아직은

수 언어(low level language)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

용자는 로그래 실력을 갖춰야하고 신경망모델과 같

은 복잡한 머신러닝 개념의 이해와 훈련이 있어야 한다

[15]. 한 구 은 인공지능 랫폼을 이용하여 이용자들

의 기본 정보 일상생활의 행태를 수집한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의 정보(사진, 치, 건강 정보 등)와 일상생활

행태를 수집한다. 특히, 구 포토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자동으로 사진을 분류해주고 구 핏을 통해 건강 트래

킹 시스템을 제공한다[4]. 페이스북(Facebook) 한마찬

가지이다[5]. IBM은 이미 인공지능 랫폼인 Watson을

개발하여 상용화하 으며, Watson for Oncology를 통해

문 의료인 수 의 의학 단을 제공한다[15], 구 ,

페이스북, IBM과 같은 회사들은 소 트웨어 제작을 넘

어서 인공지능 랫폼을 이용하여 헬스 어 는 법률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넓은 분야로 사업을

확 하고 있다.

2. 연 방법

본 연구는 인공지능 오 소스 TensorFlow UI 개발을

하여 도우 환경에서 작동하는 로그램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그리고 시스템 흐름도, 시스템정의, UI 랫폼

설계, UI 알고리즘 설계 단계를 따랐다.

2.1 연 절차

먼 UI 시스템에서 마이크로소 트(Microsoft)사의

엑셀(Excel)과 같은 일의 데이터를 받아 온다. 둘째, 데

이터와 라벨의 지정하고, 셋째, 알고리즘 속성 값 지정하

고, 넷째, 자료 속성의 검증을 한다. 끝으로 오류 검증

을 통해 TensorFlow 로그램 소스 언어로 변환 한다

(Fig. 1 참고).

Fig. 1. Flowchart of system

2.2 시스템  정

본 연구는 사용자 요구도 분석을 통해 PC 기반 운

체제를 개발하고자 하 다. 그리고 PC 기반 로그램에

필요한 환경을 정의하 다. 구체 으로는 운 체제, 애

리 이션 환경, 로그램의 랫폼, 개발언어를 정의하

다. 이상의 내용은 Table 1과 같다.

Category Environment Definition

H / W Desktop Intel Core i7, 8GB RAM

U.I
Platform

Operating System Window 7 ~ Window 10

Development
environment

Visual Studio 2015

Development
platform

over Net 4.0

U. I. Winform

Machine
Learning

Platform TensorFlow 0.12r

Programming
Language

Python 3.5.2

accessary tool
Numpy 1.11.1, Qt 5.6.0,
Matplotlib 1.5.3

Table 1. Definition of System

3. 연 결과

3.1 UI 플랫폼 계 및 UI 알고리  계 

3.1.1 UI 플랫폼 계

본 연구는UI 랫폼설계에서 UI는 디자인설계가유

연한 마이크로소 트사의 Visual Studio C# 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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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 다. TensorFlow 구동을 한 UI 랫폼 설계를

보면, TensorFlow를 구 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

스는 크게 1st GUI module, 2nd 닷넷 라이 러리(.Net

library) module, 3rd TensorFlow module로 총 3개의 모

듈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은 다른 구성요소로 갖춰져 있다.

이들에 해서 구체 으로 살펴보면, 첫째, GUI

module은 그래픽 유 인터페이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직 조작할 수 있는 도우 화면으로 설계되

었다. 이 화면은 다수의 버튼과 콤보 박스, 라디오 버튼,

체크 버튼, 데이터 그리드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가

비한 데이터 일을 읽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이

다. 이화면은 통계나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있

다면 별다른 로그래 지식 없이도 한 조작을 통

해 기계학습 로그램을구동할수 있게되어 있다. 다만,

도우 화면은 도우 환경에서만 작동될 수 있다는 한

계를 가진다. 그러나 다수 PC사용자들이 도우를 사

용하고 있다는 을 고려하면 많은 사용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단하 다.

둘째, 닷넷 라이 러리(.Net library) module은 닷넷

라이 러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라이 러리는 실제 사

용자가 지정한 데이터 일을 읽어서 행(row)과 열

(column)을 구조로 가지는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장을

하고 필요한 편집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엑셀

일을 읽어내는 구조는 interop service를 이용한 Oledb

형태로 수행된다. 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구 하여

최종 결과물로 Python 일과 요약된 데이터 일을 출

력한다.

셋째, TensorFlow module은 작성된 Python 일을

실행하는역할을한다. 이 일은TensorFlow와matplotlib,

numpy 등을 라이 러리로 불러와서 실제 기계학습을 수

행한다. 이들 3개의 분리된계층을가지고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UI를 Winform에서 Window presentation

foundation(WPF)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한, 출력된

Python 일은 리 스(Linux) 환경에서 실행을 할 수도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Fig. 2와 같다.

Fig. 2. Design of UI platform

3.1.2. UI 알고리  계

본 연구에서 설계한 UI 알고리즘은 아래의 Fig. 3과

같다.

// lerarning rate Input and Verification

double learning_rate = 3;

if (double.TryParse(comboBox1.Text.ToString(), out

learning_rate))

{

}

else

MessageBox.Show("learning rate is data that can not

be recognized as a number");

// Input and verification of learning frequency

int number_of_training = 10;

if (int.TryParse(comboBox2.Text.ToString(), out

number_of_training ))

{

}

else

MessageBox.Show("ttrainin number is data that can not

be recognized as a number");

// Input and Verification of learning log frequency

int log_numbers = 10;

if (int.TryParse(comboBox3.Text.ToString(), out

log_numbers))

{

}

MessageBox.Show("log numbers are data that can not

be recognized as a number");

string_list.Add("");

// Record input learning rate

string_list.Add("learning_rate = "+learning_rate);

// Record the number of learned inputs

string_list.Add("training_numbers =

"+number_of_training);

string_list.Add("batch_size = 100");

// Record entered log frequency

string_list.Add("display_step = " +log_numbers);

string_list.Add("# guess value");

string_list.Add("");

string_list.Add("");

Fig. 3. Design of UI Algorithm

3.2 공지능 픈 스 TensorFlow UI 화  개발

본 연구에서 작동 로그램의 화면은 선형회귀분석

(Linear Regression),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K-means, k-Nearest Neighbor(KNN),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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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등 총 6개의 알고리즘 화면으로 설계하

다. 먼 주 화면에서는 사용자가 한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 구체 으로 로

그램을 실행하한 후 기계학습에 필요한알고리즘을 선정

할 수 있다.

구체 으로, 첫째,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을 살

펴보면, 메인 화면에서 사용자가 한 알고리즘을 선

택하여 로그램을 수행하는 화면으로서 선형회귀를 선

택했을 때의 화면이다. 이는 Fig. 4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엑셀 문서를 불러와서 데이터를 입

력할 수 있고, 입력된 데이터는 화면의 도우 내부에서

볼 수 있다. 이 때 데이터는 엑셀 문서를 그 로 읽어온

것으로 사용하지않을 데이터, 라벨 데이터 등이 혼재 되

어 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 열(Column) 에서 데

이터와 라벨로 활용될 부분을 각각 지정하여 정리를 할

수가 있다. 한 자료를 섞어서 일부에만 몰리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내장되어 있다. 한편 만들어진 Python 일

은 UI에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다. 실행시킨 일은

TensorFlow 모듈을 이용하여 실행된다. 이는 Fig. 5에

나타나 있다.

Fig. 4. interface for Linear Regression

Fig. 5. TensorFlow module through UI

둘째,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을 살펴보

면, Fig. 6의 메인 화면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선택했

을 때의 화면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선형분석과

동일하게 데이터와 라벨 열(Column) 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률(learning rate), 학습횟수(training number),

로그를 출력할 빈도 등을설정할 수 있다. 한출력 일

을 지정하여 장하는 기능, 생성된 일을 직 실행하

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옵션으로 은닉층을 추가하여 딥

러닝(deep learning)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셋째, K-means을 살펴보면 Fig. 7의 메인 화면에서

K-means을 선택했을 때의 화면이다. K-means는 표

인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이다. 군집화를 반복 수행하

면서 스스로 분류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별도로 라벨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할지 지정할 수 있고, K-means에서만

사용하는 centroids를 확인할 수 있는 옵션도 수행할 수

있다. 군집화를 수행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 를

작성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Fig. 6. Interface for Logistic Regression

Fig. 7. Interface for K-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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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k-Nearest Neighbor(KNN)를 살펴보면 Fig. 8

의 메인 화면에서 KNN을 선택했을 때의 화면이다.

KNN은 학습데이터 에서 최근 이웃 데이터를 찾고

그 데이터가 가진 라벨을 결과로제시하는 알고리즘이다.

KNN에서는 학습 자료를 읽어 들인 뒤에 테스트용 자료

를 분류하여 얼마나 잘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수행 된다.

KNN에서는 테스트를 몇 회 수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고

자료를 섞을 수 있는(shuffle) 옵션을 제공한다.

다섯째, 다 회귀(Multiple Regression)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이면서 측 값이 하나일 때 사용하는 것으로 선

형분석과동일하게데이터와라벨열(Column)을지정할수

있다. 학습률(learning rate), 학습횟수(training number),

로그를 출력할 빈도 등을 변경하거나은닉층을 추가하여

딥러닝(deep learning)을 실행할 수 있다. 이는 Fig. 9과

같다.

여섯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는 상

을 처리하기 한것이다. 입력 데이터에서흑백 혹은 컬

러를 처리하기 한 채 수를 입력할 수 있으며 합성 곱

계층(convolutional layer), 풀링 계층(pooling layer)

완 연결 계층(fully connected layer)로 구성된다. GUI

를 이용하여 이미지의 가로, 세로 픽셀수, 채 수와 라벨

등을 설정하고 은닉층의 개수와 크기 등을 조 할 수 있

다. 이는 Fig. 10과 같다.

Fig. 8. Interface for k-Nearest Neighbor(KNN)

Fig. 9. Interface for Multiple Regression

Fig. 10. Interface for Convolutional Neural Netowok

(CNN)

4. 논  및 평가

본 연구는 Tensorflow를 이용할 수 있는 그래픽 사용

자 환경을 제작하여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수행되었다. 재 많은 인

공지능 련 소 트웨어가 소개되고 있다. SPSS나 SAS,

matlab 등의 상용 소 트웨어와 무료로 제공되는 오

소스 소 트웨어(open source software)인 TensorFlow,

Torch, CNTK 등이 알려져 있다[14]. 이와 같은 상용 소

트웨어는 많은 기능과 편리함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가격이 비싸다. 따라서 실 으로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 소스 소 트웨어의 사용이

주목받는다. 오 소스 소 트웨어 에서도 구

(Google)에서 무료로 제공 인 TensorFlow가 최근 각

받고 있다. TensorFlow는 좋은 랫폼이기는 하지만

지 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랫폼이기 때문에 버 에

따라 호환이 불편하다는 단 이 있다. 오 소스 소 트

웨어이기 때문에 설치 활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

도 가진다[14]. 한 매우 배우기 쉬운 오 소스 소

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단 이 있다.

TensorFlow의 사용을 해서는 이썬 로그래 과

자료 구조를 알아야 하고 여러 가지 TensorFlow 함수에

익숙해야 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하다. 이 듯 TensorFlow 사용을 해 갖추어야 하

는 기본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랫폼의 보편

활용은 제한을 받는다. 기존 사용자의 학습 능력에 차이

가 크고 학습 여건과 교육환경이 불충분하다는 , 시간

·공간 인 제약이 있다는 은 TensorFlow의 교육과

학습도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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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사용자 환경(Graphic User Interface, GUI)란

그래픽을 통해 사용자와 컴퓨터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

는 작업 환경을 의미한다. 키보드를 통한 명령어로 작업

을 수행시키는 기존의 텍스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Text-based User Interface, TUI)와 달리 마우스 등을

이용하여 화면의 메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의 목 은 사용자에

게 사용의 편의성과 학습의 용이성, 작업의 정확성을 제

공하는 것이다. GUI의 이러한 특성은 일반인의 인공지능

이용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그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인공지능의 구 을 해 TensorFlow 그래픽 사용

자 환경을도입하 다. 개발된 GUI에서사용자는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콤보 박스 등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의 구

에 필요한 옵션을 수행할 수 있다. 한 학습자는 보다

편리하게 TensorFlow를 학습하고 교수자(Instructor)는

편리하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하지만 일반인들이 사

용자 환경(GUI)를 통해 기계 학습 랫폼의 근성이 나

아졌다고 하지만 기계학습을 해서는 이론 이해가 반

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직 기계학습을 수행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랫폼에 주목하여 이를 구 하기

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TensorFlow 랫폼을 한 그

래픽 사용자 환경에 한 선행 연구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본 논문은 독창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5. 결

본 연구는 TensorFlow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GUI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로그램의 장 을 소개하

다.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이 로그래 코드를 직

다루지 않고도 데이터를 입력, 편집하고 알고리즘 선택

할 수 있어 오 소스를 이용한 랫폼 사용의 진입장벽

을 낮추었다는데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연구의 한계 으로 첫째, 기계 학습을 이용한 응용 분

야에 따라서 필요한 로그래 이 모두 다른데 이런 부

분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GUI만 제공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결과는 다양한분야에서 인공지능

개발에 핵심 인 역할을 하기 보다는 인공지능 개발에

석이 되는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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