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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휴머노이드with ML for Kids

예시 문제) 칭찬하면 손 흔들어주고 욕하면 덤비는 로봇 만들기

미션 수행 : 1) www.machinelearningforkids.co.uk 에 접속하여 주

어진 미션을 수행하고 2) 휴머노이드와 연결하여 휴머노이드 동작

을 실시간 촬영하여 영상링크를 제출 (소스코드도 같이 제출)

http://www.machinelearningforkids.co.uk/


머신러닝 for 키즈 소개
https://machinelearningforkids.co.uk/

https://machinelearningforkids.co.uk/


프로젝트 진행 순서



프로젝트 설정(이름, 인식방법, 언어)

프로젝트 이름을 “Good or Bad”로 정하고,

인식방법은 ‘텍스트‘, 언어는 ‘Korean’으로 설정하고 만들기 버튼 클릭



훈련 시작하기

프로젝트 제목 클릭 -> 훈련 -> 새로운 레이블 추가 클릭



레이블 만들어 데이터 추가하기

• good과 bad 레이블을 추가하여 [데이터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단어 또는 문장을 추가한다. (최소 10개 이상)



학습&평가하기

* 데이터 추가하기를 다하면 [프로젝트 돌아가기]를 눌러 빠져 나온 후, [학습&평가] 버튼 클릭!



학습&평가하기

* 수집한 데이터에서 입력한 데이터 수를 확인하고, “새로운 머신러닝을 훈련시켜보세요＂ 클릭!



학습&평가하기

* 모델 Training이 끝난 후 임의의 문자를 입력 후 테스트를 해본다. 



만들기 (Scratch)

*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기를 선택 후 만들기 클릭 -> 스크래치3 선택



스프라이트 선택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지우고

스프라이트 고르기 아이콘을 클릭 후, 판타지에서 Giga를 선택



스프라이트 모양 설정하기

모양을 클릭 후 1번(giga-a)과 2번(giga-b)은 지우고 3번을 good, 4번을 bad로 이름 바꾸기



블록 코딩하기

* 코드에서 그림과 같이 블록을 찾아 끌어다 놓습니다. 블록색깔로 어디에 속한 블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코딩 결과 확인하기

• 녹색 깃발을 클릭한 후 적당한 문자를 입력해 코딩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파이썬으로 만들기

• 파이썬 만들기를 클릭 후 Run Python in the browser를 클릭

• API_KEY도 복사해 둔다.



테스트 해보기

• API_KEY에 복사한 코드를 붙여넣는다.

• “The text that you want to test” 자리에 원하는 문장을 입력한다.

• run 버튼을 누른다. 



휴머노이드와 연결하기!

https://www.python.org/downloads/ https://www.python.org/downloads/windows/

https://www.python.org/downloads/
https://www.python.org/downloads/windows/


파이썬 업그레이드와 모듈 설치

② 휴머노이드를 파이썬으로 제어 하기 위한 모듈들의 설치
다음의 명령들을 차례대로 한 줄 씩 입력합니다.

① 을 누르고 다음창이 나타나면
“cmd”를 입력

python -m pip install --upgrade pip

pip install requests

python -m pip install pyserial



파이썬에서 실행하기

• 복사한 코드를 붙여넣기하여 실행해보세요.



휴머노이드 USB동글 연결 및 포트번호 확인

② PC에 dongle을 꼽고,
휴머노이드에 케이블 연결

③ 포트번호 확인
장치관리자 Ports(COM&LPT)의 “COM37”의 포트명을 기억

① 장치관리자 실행

을 누르고 다음창이 나타나면

“devmgmt.msc”를 입력



휴머노이드 동작 추가하기

• 휴머노이드와 컴퓨터(노트북)를 전용 케이블로 연결한다.

• 복사한 코드에 휴머노이드 관련 코드를 추가하고 테스트해본다.

• 자신이 작성한 코드와 코드 실행 시 로봇이 동작하는 장면을 반드
시 포함하여 촬영 후 제출



휴머노이드 동작 확인 (동영상)

• “멋지네”라는 말을 하면 good로 인식하여 손을 흔들고

• “저리 꺼져”를 입력하면 bad로 인식하여 공격행동을 취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s-CGDxqFFdmMVMff1E4W4hMke-1YVPow/view?usp=drivesdk



문제 출제

• 텍스트 분류 문제로 출제
• 레이블은 2개 ~ 3개 중 선택 (3개 선택 시 가점)
• 스크래치 3.0 프로그램 작성을 반드시 포함 (화면 디자인과 스크래치 코드 평가)
• 휴머노이드 동작을 연속해서 코딩 시 가점 (delay 활용)
• 기타 자세한 방법과 배점은 대회 당일 zoom으로 실시간 공개
• 예시 코드(휴머노이드 동작)와 휴머노이드 동작번호 리스트는 별도 파일로 제공

온라인 설명회 또는 교육 문의 (길 완제 대표 010-9099-8755)
대회신청, 교구 구매 또는 대여 문의 (유승훈 부장 010-3290-0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