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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1. 동물상 판별 AI 
웹서비스 제공하기

[ 미션 D1의 서브미션 ] 
• 미션 1a. Google Teachable Machine을 활용한 AI 모델링

• 미션 1b. 동물상 판별 AI 모델 WEB에서 서비스하기

1993년 초창기 영상 인식 AI 모델 CNN의 데모 동작 화면
출처 : Yann LeCun 유튜브
https://youtu.be/FwFduRA_L6Q

[학습 안내] 

 AI 모델중 메이커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AI 모델은 영상인식 AI이다. 영상인식 AI는 수많은 
영상 데이터학습을 기반으로 기존의 규칙 기반의 컴퓨터비전의 영상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
양한 범위에서 영상을 판독하고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이번 단원에서는 영상판독 AI를 쉽
게 구축할 수 있는 Teachable Machine에서 영상인식 AI를 구축 후, 이를 서비스 하기 위해 웹페
이지를 구축하고, 해당 웹페이지에 AI 모델을 탑재하여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션을 수행
한다.

https://www.youtube.com/c/YannLeCunPhD
https://youtu.be/FwFduRA_L6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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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1a. Google Teachable Machine을 활용한 AI 모델링

[미션 안내] 

 AI를 구축할 때 꼭 코딩으로 AI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 Google

 Teachable machine은 대표적인 노코딩(No-coding) 영상처리 AI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코딩 없이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시켜 영상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는 AI를 구축할 수 있다. 이번 미션을 통해 Google Teachable Machine을 

사용하여 동물 이미지를 학습 시켜 입력한 사람의 얼굴이 어떤 동물을 닮았는

지 판독하는 AI를 구축해 보자.

[미션 재료 및 소프트웨어]

[미션 가이드] 

1. Google Teachable Machine 접속

   1) Chrome에서 구글 티쳐블 머신 사이트 접속

2) AI 프로젝트 유형 선택   

pc 웹캠
Google Teachable machine 사이트 

(Chrome에서 접속 권장)

Google Teahcable Machine

:

https://teachablemach

ine.withgoogle.com/

▶ 시작하기 버튼을 눌

러서 새로운 프로젝트

를 시작합니다.

▶ 이미지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https://teachablemachine.with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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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아지, 고양이 클래스 생성

3. 이미지 데이터 수집

1) 이미지 데이터 수집을 위한 Image Downloader 설치(크롬 확장프로그램)

2) 강아지 이미지 데이터 수집

▶ 구글 검색하여 이미

지 다운로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 할 수 

있다.


Image Downloader

Tip. 클래스 추가 기능

을 활용하여 분류하고 

싶은 이미지의 개수 만

큼 

■ 클래스

 클래스는 특정 데이터

를 모아 놓은 데이터 

군집이다.

▶ 강아지 이미지 검색

을 한 뒤 크롬 확장 프

로그램을 클릭하여 

Image Downloader 프

로그램을 설치한다.

 dog face

▶ 적당한 강아지 이미

지를 선별하여 선택 후 

Download를 눌러준다.

■ 이미지를 어떻게 선

택할 것인가?

어떤 이미지를 얼만큼 

선택하느냐에 따라 판

독 AI의 성능이 달라진

다.

이 경우는, 이미지 속 

강아지 얼굴의 크기르 

어느정도 맞추어 준다.

 이미지 수는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10장 

이상을 선택해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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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지 폴더 생성

4. AI 모델 학습

5. 결과 확인 및 프로젝트 파일 저장

▶ dog 폴더를 만들어서 

강아지 이미지를 모아 준

다. 같은 방식으로 cat 폴

더에도 고양이 이미지를 

모아준다.

Tip. 모든 이미지를 선택해

주고 하나의 이름을 바꾸면 

이름의 양식이 통일되어 데

이터를 관리하기 편하다.

▶ 모델학습하기를 클릭

해 모델을 학습한다.

▶ 모델학습이 끝나면, 미리보

기 창을 통해 본인의 얼굴이

나 스마트폰 이미지를 통해 

AI의 동작을 확인한다.

▶ [1] 좌측 상단의 설정 버

튼을 누르고 [2] Drive에서 

프로젝트 열기를 눌러 구글 

아이디를 로그인하여 Drive

를 연결한다. [3] Drive에 프

로젝트(확장자 .tm) 저장을 

한다.

(미션 1b에서 프로젝트 이어

서 사용)

Tip. 프로젝트를 파일로 다운

로드가 아닌 Drive에 저장하

면 작업 환경이 바뀌어도 구

글 로그인 만으로 Drive의 작

업물을 이어서 작업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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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체크리스트] 

[ 추가 퀘스트 ]

[ 더 알아보기 ]

체크포인트 체크 내용 포인트 자기평가

데이터 수집 클래스에 맞게 이미지 데이터를 각각 10장 이상 확보했는가? 50점

파일 저장 완료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고, 새창에서 불러올수 있는가? 30점

프로젝트 종류 

이해

티쳐블머신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오디오, 포즈에 관한 각각의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이용하여 AI를 구축할 수 있는가?
20점

미션 수행 점수 자기점수

 Google Teachable Machine의 오디오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를 구별하

는 AI를 구축하여 보시오.

이미지 데이터 구조 

  컴퓨터는 이미지를 숫자로 된 형태로 인식합

니다. 숫자의 크기는 이미지 각 픽셀의 명암을 

나타내며, 각 픽셀은 0부터 255의 값을 가지며 

숫자가 커질수록 어둡습니다. 흑백 이미지의 경

우는 한 개의 채널로 각 픽셀값이 결정되지만,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한 개의 픽셀에 

 3개의 채널로 빨강, 초록, 파란색 각각의 명암

을 이용하여 이미지의 색상을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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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C1b. 동물상 판별 AI 모델 WEB에서 서비스하기

[미션 안내] 

 오픈소스나 각종 노코딩 플랫폼으로 AI를 구축했다면, 나만의 AI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AI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중에서 WEB을 구축하여 

AI 모델을 탑재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 하드웨

어, 운영체제 환경에 제약 받지 않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이번 미션에서는 Replit이란 사이트에서 HTML, CSS 코드를 통해 

WEB을 구축한 뒤, Teachable Machine에서 제작한 AI 모델을 JavaScript 형

태 코드로 변환 뒤, WEB에 올려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WEB을 제작해 보자.

 

[미션 재료 및 소프트웨어]

[미션 전 배경지식]

■ WEB을 구축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3가지 Computer Language

pc 웹캠 스피커 Replit(Chrome)
Teachable 

Machine(Chrome)

HMTL CSS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웹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가 

표시되는 방법을 규정하는 

언어이다. WEB의 링크를 통한 

하이퍼텍스트 구조를 제공하며,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웹의 

콘텐츠를 넣을 수 있게 한다.  

HTML로 만들어진 웹페이지의 

컬러, 폰트, 스타일, 레이아웃 등 

스타일을 지정하는 스타일 시트 

언어. 웹페이지를 시각적으로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프로그래밍 코드를 통해 웹사이트 

내의 HTML, CSS 구성요소들을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사용자와 

웹페이지가 보다 

인터랙티브(interactive)하게 

만들어 동적인 웹사이트를 

구현합니다.

■ Replit

리플릿은 사용자들이 브라우저
를 사용하여 코드를 작성하고 
앱과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사이트이다. 50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며, 
협업 기능도 제공한다.

https://replit.com/

https://repl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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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구축을 위한 기본 코드 구조

■ HTML 기본 문법

1) 태그 설명 그림 출처 : https://velog.io/@gascoigne/HTML-%EA%B8%B0%EB%B3%B8-%EB%AC%B8%EB%B2%95

● HTML 문법 특징

 - HTML은 <Tag>라는 독특한 문법 구조를 가진다. 1)

 <tag>는 옆 그림과 같이 시작과 끝이 있으며, 그 

사이에 태그에 관한 컨텐츠 내용을 담는다. <tag>의 

종류에 따라 컨텐츠 형태가 정해진다. 이렇게 <tag>

를 포함한 컨텐츠는 웹페에지의 하나의 요소

(element)가 되고, 결국 웹페이지는 <tag>로 이루

어진 요소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 태그의 속성(Attribute) 

<tag>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tag> 안에 속성값을 

넣어서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다. 예시의 경우는 

<img> 태그에 웹페이지에 넣고 싶은 이미지 주소값

을 src 속성(attribute)에 넣어줌으로 이미지 데이터

를 <tag>에 연결하는 예시이다.  

 

- 주요 태그

 <tag>의 종류는 약 200개 내외라고 하지만, 실제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주요 <tag> 

20~30개 정도만 알아도 웹페이지를 제작하는데 무리가 없다. 미션을 수행하며 주요 <tag>를 익혀보

자.

https://velog.io/@gascoigne/HTML-%EA%B8%B0%EB%B3%B8-%EB%AC%B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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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가이드] 

1. Replit 웹 개발환경(Repl) 만들기

2. 웹페이지 텍스트(제목) 넣기

3. 웹페이지 이미지 넣기

 1) 이미지 주소 복사

▶ [1] 좌측상단 설정창을 클릭

한다. [2] +Create를 눌러 새로

운 개발환경(repl)을 설정을 열어

준다. [3] Template 검색창에서 

HTML을 검색하여 [4] HTML, 

CSS, JS 템플릿을 선택해 준다.

[5] Title은 최대한 간결하게 바

꾸어준다. [6] + Create Repl을 

눌러 웹 개발환경을 만들어 준

다.

Tip. Repl의 Title은 제작한 웹

페이지의 URL주소가 됨으로, 최

대한 간결한 것이 웹에대한 접근

성에 좋다.

▶ Chrome에서 Replit에 접속

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다. 

▶ [1] FIle 디렉토리에서 

index.html을 선택한다. [2] 

<body>태그 아래에 주어진 코드

를 입력한다. [3] Run 버튼을 눌

러 작성한 코드로 웹페이지를 업

데이트 해준다. [4] 작성한 코드

대로 웹페이지가 잘 구성되었는

지 미리보기로 확인한다. [5] 작

성한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확

인한다. [6] 버튼을 클릭하여 작

성한 웹페이지 주소로 이동하여 

웹페이지를 확인한다. 

Tip. 웹페이지 넣는 이미지는 저

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저작

권 무료 사진 사이트에서 이미지

를 가져 올 수 있다.

 - 저작권 무료 사진 사이트

   https://unsplash.com/

▶ 홈페이지 주제와 관련된 적절

한 이미지를 검색하여 이미지 주

소를 복사하여 클립보드에 저장

한다.

https://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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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페이지에 이미지 끌어오기

4. Teachable Machine에서 AI 모델 가져오기

▶ <h4> 태그 아래 <img> 태그

를 넣어 이미지를 넣습니다.

<img> 태그는 src = “이미지주

소복사” 속성을 넣어 이미지 주

소를 넣어주고, width = 30% 값

을 주어 이미지 크기가 브라우저 

창의 30% 만 차지할 수 있도록 

옵션을 설정해 줍니다.

▶ Teachable Machine에 접속

해 로그인을 한 뒤, Drive에서 

기존에 작업한 AI 프로젝트를 열

어준다. 

▶ 프로젝트에서 모델 학습을 완

료 후 모델 내보내기를 클릭한

다. 

▶ Tensorflow.js에서 모델 내보

내기에서 업로드를 체크 후 모델 

업로드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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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웹페이지에 AI 모델 삽입하기

▶ [1] AI 모델이 업로드가 완

료 되면 “클라우드 모델이 최신

상태입니다” 문구가 생긴다. [2]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공되는 

url을 복사해 들어가 보면 AI의 

동작을 확인 할 수 있다. [3] 아

래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복사

하여 클립보드에 저장해 놓는다. 

▶ <title> 태그 값을 변경하여 

홈페이지 타이틀을 변경한다.

▶ <script src = “script.js” 

</script> 와 </body> 사이에 

공간에 클립보드에 저장한 자바

스크립트 코드를 붙여 넣기한다.

▶ [1] Replit 미리보기 창에서 

외부로 내보내기 아이콘을 클릭

하여, WEB을 열어준다. [2] 

start 버튼을 눌러 웹캠을 열어

준다. [3] WEB에서 AI 동작을 

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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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chable Machine AI 자바스크립트 코드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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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I 모델 출력 문구 변경하기

1) 기존 코드 주석화

2) 판단결과 텍스트 코드 추가 

3) 결과 확인

▶ predict() 함수 선언으로 가서 

반복문 for 구문 부분을 주석처

리 한다. 이때, for 구문에서 { } 

증괄호가 열고 닫히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한다.

▶ 주석처리한 부분에, 판단결과 

확률에 따라 원하는 문구를 출력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한다.

▶ 코드작성을 마친 후 코드 재

생을 통해 사이트를 업데이트 한 

뒤, 고양이 그림과 강아지 그림

을 웹캠에 보여준 뒤, 정상적으

로 출력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한

다.

■ 웹캠이 멈추어서 동작이 안되는 

경우는 코드에 오타가 있을 가능성

이 높다. 특히, prediction 같이 색

이 변하지 않은 코드들이 오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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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TS 코드로 AI 모델 음성 출력하기

1) HTML TTS 코드 찾아서 복사하기

2) Replit의 tts.html 파일에 TTS 코드 붙여 넣기

▶ tts 코드를 검색해서 복사를 

한 뒤, Replit File에서 add file

로 새 파일을 tts.html로 만든 

뒤, tts 코드를 그대로 붙여넣기 

한다.

■ 원하는 코드를 검색하는 법

 코드를 검색할 때 절대적인 규

칙은 없으나, 원하는 기능 + 개

발환경을 같이 검색해주면 편하

게 검색 할 수 있다. 

ex_ led(원하는기능) 아두이노(개발환

경)

ex_ 반복문(원하는기능) 파이썬(개발환

경)

ex_ webcam(원하는기능) html(개발환

경)■ TTS(Text To Speech)

TTS는 음성 합성 기술로 텍스트 

데이터를 음성 데이터로 변환시

키는 기술이다. 반대 기술로는 

STT(Speech To Text)가 있으

며, 이는 인간의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술

이다. 

▶ tts.html에 tts 코드를 복사한 

뒤 코드를 검토한다. <body> 태

그에서 구성요소가 무엇이 있는

지, <script> 태그 안에 구현 함

수들이 어떻게 정의 되어있는지, 

특히 tts 기능의 핵심이 되는 

speak()함수에 입력과 출력은 어

떻게 되는지 중심으로 코드를 검

토한다.

▶ 이후 index.html 페이지에서

도 <script>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script> 태그를 제외한 

내용 코드를 복사한 뒤 Files에

서 script.js 파일에 붙여 넣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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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TS 코드 동작 테스트

3) AI 웹서비스에서 TTS 기능 추가하기

8. AI 웹페이지 서비스 QR코드로 만들어 배포하기

▶ tts.html 코드를 재생시켜, 코

드를 올린다. tts.html 코드의 동

작을 직접 확인 하기 위해서는 

기존 본인의 웹사이트 주소에, 

/tts.html을 추가해 url에 들어가

면 동작을 확인 할 수 있다.

▶ predict() 함수선언 코드 위에 

변수를 선언코드 작성한다.

■ let 변수

자바스크립트에는 var, let, 

const 3가지 변수타입을 지원하

는데, 이 중에 let변수는 중복선

언은 불가능하지만, 재할당은 가

능하다. 

▶ key1이 1일 경우 TTS를 출

력하는 코드를 작성한다.

▶ key2가 1일 경우 TTS를 출

력하는 코드를 작성한다.

▶ 코드를 추가한뒤, 웹에 들어

가 TTS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확

인한다.

▶ 검색을 통해 QR 생성기 서비

스를 선택하여 URL과 연결하여 

서비스를 배포한다.

 QR 생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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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체크리스트] 

[ 추가 퀘스트 : 웹서비스 CSS 속성 입히기]

체크포인트 체크 내용 포인트 자기평가

WEB 구축 HTML 언어를 활용해 WEB을 구축 할 수 있는가? 40점

코드 수정1
Teachable Machine에서 제공하는 AI 코드를 수정해서 출력 

문구를 수정할 수 있는가?
30점

코드 수정2 TTS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AI 웹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가? 30점

미션 수행 점수 자기점수

 

  위 미션에서는 CSS를 활용해서 웹페이지의 디자인을 하지 않

았다. CSS를 적용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간단하게 

<tag>에 style 속성을 주어 웹페이지를 꾸밀 수 있다. 즉 꾸미고 

싶은 <tag>에 style 속성을 넣으면 해당하는 <tag> 범위에 따라 

Style 속성이 들어간다. 따라서 웹 검색을 통해 css 속성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한 후 자신이 만든 웹페이지에 색상, 글씨체, 

테두리, 구성물 배치 등을 변경해 보자. 

<body style="background-color: DarkSlateBlue ; color : white ; font-size: 30px ; 
font-family : '함초롱바탕'; border-bottom : solid 2px black ; text-align : center ; 
padding : 30px;margin-bottom : 0px;">

 - 예시. AI 마스크 판독 웹서비스(학생 제작) 와 배경 색과 배치 변경을 위한 <body> 태그 css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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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2. 손을 흔들어 불을 켜고 끄는 
AI 무드등 만들기

[ 미션 C1의 서브미션 ] 

• 미션 2a.미션 손 감지 AI 모델 구축하기

• 미션 2b.미션 시리얼 통신으로 아두이노와 AI 모델 연결하기

2)

[학습 안내] 

 인공지능 모델이 현실 세계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판독한 결과를 구현할 수 있는 물리

적 환경이 필요하다. 즉, 아두이노처럼 전자회로를 제어할 수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인공지능과 연

결되어 인공지능의 판독에 따라 전자부품을 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실습에서는 ML5

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p5.js 환경에서 구현하고 이를 시리얼 통신을 통해 아두이노와 연결

하여 LED 소자를 AI 판독에 따라 제어하는 미션을 수행한다.

2)

https://www.theverge.com/2022/2/23/22947368/meta-facebook-ai-universal-speech-tran

slation-project



- 18 -

미션 2a. 손 감지 AI 모델 만들기

[미션 안내] 

 

ML5 사이트에서는 각종 AI 모델들을 제공

한다. 특히, AI 모델들은 미리 훈련이 완료된 

모델들이기 때문에, 개발환경에 맞게 가져와서 

쉽게 쓸 수 있다. ML5에서 제공하는 AI 모델 

중 Handpose 모델을 p5 web editor 환경에

서 코드를 가져와, 손을 인식할 경우와 손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여 신호를 지정한

다.

[미션 재료 및 소프트웨어]

[미션 가이드]

1. p5.js 예제 살펴보기

1) P5.js 예제 살펴보기

pc 웹캠 ml5 P5.js 웹 에디터

■ p5.js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들

이 좀 더 손쉽게 프로

그래밍에 접근할 수 있

도록 만들어진 자바스

크립트로 만들어진 새

로운 라이브러리

■ ML5

보다 더 쉽게 머신러닝

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ML 라이브러리이

다. 미리 훈련된 AI 모

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다. 굳이 복잡하게 신

경망을 구성하여 훈련

을 하지 않고도 원하는 

데이터 타입에 맞게 모

델을 골라서 머신러닝

의 유즈케이스를 만들 

수 있다.

▶p5.js에 접속한다.

[1] p5.js 예제를 살펴보며 

p5.js의 사용법에 대한 감각

을 익힌다. 충분히 예제를 

살펴보고 나만의 프로젝트

를 시작할 때는 [2] 에디터 

메뉴를 클릭하면 p5 web 

editor로 이동한다.

p5.js 주소

https://p5js.org/

https://learn.ml5js.org/#/reference/handpose?id=handpose
https://p5j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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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5.js 키보드 예제

 - 예제 코드 흐름 이해하기

 - 레퍼런스로 함수의 사용방법 알아보기

-  circle()함수를 활용하여 키보드-원 생성 코드로 변경하기

3) https://lypicfa.tistory.com/303

▶ p5.j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예제를 살펴보며 기능을 익히자. 

먼저 run 버튼을 통해 코드의 

동작을 이해하고, 코드를 살펴보

며 원리를 이해한다. 

▶처음 보는 함수나 자세히 알

고 싶은 함수가 있다면, 레퍼런

스에 들어가서 함수의 사용법을 

자세히 알 수 있다. 특히, 함수

에 들어가는 입력변수의 역할이 

무엇인지 규명하며 함수의 동작

을 이해 할 수 있다. 

■ 컴퓨터 그래픽 좌표계3)

컴퓨터 그래픽 좌표계는 수학에

서 사용하는 데카르트 좌표계와 

다르게 y축이 아래로 향할 때 

양수 값을 가진다.

▶레퍼런스에서 circle()함수의 

입력변수를 살펴본 뒤, 키보드 

값으로 원을 생성해보자. 원의 

중점이 되는  cx, cy를 캔버스

의 너비와 높이 맞게 랜덤 생성 

후, 반지름 값은 x값을 주었다.

▶동작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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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5.js web editor 구성 살펴보기

3. Handpose ML5 모델 p5 web editor로 가져오기

- 동작 테스트 후 index.html 코드 살펴보기

▶ [1] 버튼을 누르면 웹페이지

의 구성을 담당하는 html파일, 

웹페이지의 style을 담당하는 

css파일, 웹페이지의 동작을 담

당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나

온다. p5.js는 동적인 웹을 추구

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 기본 작업 공간으로 제공된

다.

▶ [2] console 창에서는 코드

의 입출력 상태를 파악하기 위

해 사용되고, [3] preview 창은 

작성한 코드의 동작을 실시간으

로 확인 할 수 있다.

▶ ML5에 접속하여 image, 

sounde, text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제공되는 AI 모델들을 살펴

본다.

* ML5 주소 :

https://learn.ml5js.org/

▶ [1] image AI 모델 중 

Handpose에 들어간다. [2] 

Example에 들어가, [3] p5 

web editor의 [4] handpose 

Webcam을 클릭한다.

■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기

ML5에서 제공하는 설명이 영어

라서 어렵다면, 마우스 우클릭을 

한 뒤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

▶ p5 web editor에서 

handpose example 코드가 나

타나면 우선 재생버튼을 눌러 

코드를 동작시켜본다.

https://learn.ml5j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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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dpose example sketch.js 코드 살펴보기

  

4. Handpose AI 모델 출력신호 확인하기

▶ sketch.js 파일로 들어가, AI

모델을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살펴보자.

■  ML5 Usage(사용법)

ML5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AI 

모델마다 Usage에서는 AI 모델

의 사용법, 입력데이터, 출력데

이터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있음으로 코드를 살펴보며 참고

하면 코드 이해에 도움이 된다.

■ 화살표함수

 화살표 함수는 [ function 함

수명 ] 방식으로 함수를 생성해

서 함수를 생성하는 것이 아닌, 

함수 이름 없이 간단히 입력 변

수 와 동작만 코드를 적어 함수

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 x => {y = x*2;} ] 

란 코드가 있다면 간단히 입력 

x 값을 2를 곱해 출력 y로 넘어

주는 이름없는 함수를 생성한 

것이다.

▶ handpose.on 함수 내부의 

화살표함수 정의 부분에 코드를 

추가하여 predictions를 로그창

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 손을 인식할 때 콘솔창의 출

력결과를 확인하여 다양한 방법

으로 출력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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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andpose AI 모델 출력신호에 맞게 텍스트 출력 표현하

기

 

[미션 체크리스트] 

체크포인트 체크 내용 포인트 자기평가

문서 참조
모르는 코드를 보았을 때, 레퍼런스, Usage 혹은 검색을 

통해서 코드를 이해 할 수 있는가?
40점

p5.js 예제 

코드 수정

p5.js에서 제공하는 예제들을 출력 함수를 변경해서 코드를 

수정 할 수 있는가?
30점

ML5 handspose
ML5에서 제공하는 handpose 모델의 입력과 출력을 이해하고 

코드를 수정해서 출력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는가?
30점

미션 수행 점수 자기점수

■ p5.js 레퍼런스 활용하기

 코드를 작성할 때 모르는 함수

가 나온다면 레퍼런스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코딩 실력에 도움이 된다.

▶ 결과확인

손을 인식할 경우 웹페이지에 

인식 확인 문자가 출력되면 이

번 미션 성공.



- 23 -

미션 2b. 시리얼 통신으로 아두이노와 AI 모델 연결하기

[미션 안내] 

AI 모델은 인식, 판단, 예측 결과에 따라 특정 신호를 출력한

다. 특정 신호에 따라 LED, 모터와 같이 마이크로프로세서 회

로가 반응하기 위해서 AI 모델이 아두이노와 같은 마이크로프

로세와 통신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번 미션에서는 2a. 미션에

서 제작한 손 인식 AI 모델을 시리얼통신을 통해 아두이노와 

연동하여 손을 인식할 때, LED가 켜지고 손을 인식하지 않을 

때 LED가 꺼지는 AI 무드등을 제작한다.

[미션 재료 및 소프트웨어]

pc 웹캠 p5.js P5.Seria
lport

arduino
UNO 빵판 LED 점퍼선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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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가이드]

 1. p5.js 미션2a. AI 모델 불러오기

2. 깃허브에서 P5 serial port 다운로드

 1) 깃허브 검색

 2) 깃허브 코드 다운로드

▶ p5 에디터에 접속하여 기존 

프로젝트를 열어준다.

▶ 깃허브에서  검색을 통해  

p5 serial 관련 자료를 찾는다.

▶ 코드를 다운받고 압축을 풀

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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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5.serialport.js 파일 세팅

 1) p5.serialport.js 파일 업로드

 2) p5.serialport.js 코드 내용 확인

3) index.html 파일에서 p5.serialport.js 연결

▶ p5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시리얼 통신이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는 p5.serialport.js 파일

을 p5에디터 현재 프로젝트 디

렉토리에 넣어준다.

▶ p5.serialport.js 전체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다

만 사용되는 함수명과 함수의 

입력 변수, 출력 변수 중심으로 

내용을 확인한다.

▶ index.html 파일에서 

<script> 태그를 활용하여 

p5.serialport.js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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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5 시리얼 통신을 위한 sketch.js 코드 추가

 1) 코드 추가

2) 코드 실행 결과 확인

▶ 코드를 추가하고, 시리얼 리스트

와 손인식 결과가 콘솔창에 잘 출력

되는지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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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두이노 세팅 및 코드 업로드

 1) 아두이노 회로 세팅 및 포트 설정

2) 아두이노 코드 입력 및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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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깃허브 Serial Control 다운로드

 1) Serial control releases 확인

2) 운영체제별 실행 폴더 다운로드

3) 다운로드 받은 파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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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5기반 AI 모델 아두이노 연동 동작 테스트

 1) 아두이노 시리얼 포트 연결

 2) 아두이노 연동 AI 모델 동작확인

[미션 체크리스트] 

체크포인트 체크 내용 포인트 자기평가

동작 확인 아두이노와 AI 모델이 연동되어 잘 동작하는가? 50점

시리얼 통신
새로운 AI 모델을 받았을 때, 출력을 확인하고 이를 시리얼 

통신을 추가하여 외부로 데이터를 내보 낼 수 있는가?
50점

미션 수행 점수 자기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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