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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lock 을 활용한 제스처 인식 인공지능

이름 : 우예진 학년 : 초등 2 학년 작성날짜 : 20-08-30

(1 차시)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기술은 다양한 곳에 적용되어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 또한 존재합니다.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

하였을 때의 장점과 단점(문제점)을 생각해보고, 각각 한가지씩 적어주세요.

장점

: 무엇인지 모를 때 찍어서 알 수 있다.

단점

: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 전혀 다른 것으로 인식 할 수도 있다. 좋은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

도 생긴다. 또 누군가의 감시를 받을 수 있어 사생활 문제가 생긴다.

2. (2 차시) 머신 러닝과 딥 러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둘 중에서 더 많은 데

이터를 학습하여 높은 정확도를 가진 기술은 무엇인가요?

     

머신러닝 :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방법

사람이 할 수 있거나 하기 어려운 작업을 기기의 학습을 통해 만들어내는 일련의 방법, 

대량의 데이터를 스스로 수정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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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 머신러닝의 여러 방법중의 하나로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일일이 넣어 주어야 하지만 딥러닝은 데이터 수집에서 부터 스스로 

할 수 있음. 

따라서, 딥러닝은 더 많은 데이터를 습득하여 처리하는데 좋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갖기 

때문에 정확도 또한 높습니다. 

3. (3 차시) 여러분이 만든 코드를 바탕으로 mBlock 에 손 모양을 인식시켰을 때 스프라이

트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캡처하여 공유해 봅시다. 인공지능은 여러분의 손 모양을 

정확하게 인식하였나요?

잘 인식하는 것도 있고 잘못 인식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는 잘 인식합니다. 다른 것은 잘 

할 때도 있고 못할때도 있어요. 더많은 사진을 찍으면 잘 될 것 같아요.

4.  (4 차시) 강의자료에서와 같이, 손 모양에 따라 켜지는 LED 를 관찰할 수 있도록 사진

을 찍어주세요! 적어도 두 개의 손 모양을 사진을 찍어주고 캡처해주세요.

바위와 보의 숫자(9 와 10)를 바꾸니까 제대로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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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차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되는 예시들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제스처를 인식하여 LED 가 켜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

리가 배웠듯이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의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은 어떤 분야에

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상상해보고 마음껏 작성해주세요.

인공지능이 더욱 발달하여 자동차도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고 사람들도 태워줄것입

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지 않아도 택시처럼 불러서 타는 세상이 올꺼에요. 의사선생님이 

쉬시는 밤이나 휴일에 인공지능이 의사선생님 대신 진료를 해줘서 언제나 병을 치료해줄꺼

에요.

6.  (4 차시) 멘토선생님께 궁금한 점을 질문해 보세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