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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코딩 학습 중 학습자의 인지 부하 감소를 목적으로 자연어 처리 모델을 이용하여 전이학습 및

미세조정을 통해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이미 이루어진 학습자의 블록을 학습하여 학습자에게 다음 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블록을 생성하고 추천해 주는 머신러닝 기반 블록 코드 생성 및 추천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 개

발을 위해 훈련용 데이터셋은 블록 프로그래밍 언어인 ‘엔트리’ 사이트의 인기 프로젝트 50개의 블록 코드를 전

처리하여 제작하였으며, 훈련 데이터셋과 검증 데이터셋 및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누어 LSTM, Seq2Seq,

GPT-2 모델을 기반으로 블록 코드를 생성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GPT-2가

LSTM과 Seq2Seq 모델보다 문장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BLEU와 ROUGE 지표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GPT-2 모델을 통해 실제 생성된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블록의 개수가 1개 또는 17개인 경우를 제외하면 BLEU

와 ROUGE 점수에서 비교적 유사한 성능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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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develop a machine learning based block code generation and recommendation model for the

purpose of reducing cognitive load of learners during coding education that learns the learner’s block that has

been made in the block programming environment using natural processing model and fine-tuning and then gen-

erates and recommends the selectable blocks for the next step. To develop the model, the training dataset was

produced by pre-processing 50 block codes that were on the popular block programming language web site

‘Entry’. Also, after dividing the pre-processed blocks into training dataset, verification dataset and test dataset, we

developed a model that generates block codes based on LSTM, Seq2Seq, and GPT-2 model. In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developed model, GPT-2 showed a higher performance than the LSTM and

Seq2Seq model in the BLEU and ROUGE scores which measure sentence similarity. The data results generated

through the GPT-2 model, show that the performance was relatively similar in the BLEU and ROUGE scores ex-

cept for the case where the number of blocks was 1 or 17.

Keywords : Natural Language Process, Natural Language Generation, Block-based Programming, Code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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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등에 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높아지면서 K-12 교육 현장에서도 컴퓨터 과학 및 코

딩 교육이 확산되고 있다[29]. 한국에서는 중학교 학생

들은 2018년부터 SW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초등학교에

서는 2019년부터 5, 6학년 학생들도 SW 교육을 필수적

으로 이수하게 되었다[22].

기초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으로는 블록

기반의 프로그래밍 플랫폼이 사용되고 있으며, 교육적으

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 가운데는 Scratch, Snap!, Blockly, App Inventor와

같은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도구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

다[5][9][15][20][21][33].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도구는 시각적 단서를 제공하

여 문법을 학습하지 않고서도 프로그램 스크립트를 쉽

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시각적 단서들은 모

양 블록의 형태가 육각형, 원형, 삼각형 등 동일한 경우

에만 조합이 가능하고 영문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므로 문법적 에러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색상을 이용하여 블록들의 기능적 분류, 블록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명시화하여 텍스트 기반 언어보다 코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19].

이와 같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블록 프로그래밍

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프로그래밍의 개념이나 알

고리즘 구현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교수자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학습자를 지도하기

는 쉽지 않다. 비록 블록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코드

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텍스트 프로그래밍 언어 환경보

다 쉽겠지만, 전체적인 알고리즘이나 패턴을 읽고 작성

하는 것은 다양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므로 학습자가 준

비되지 않았으면 프로그래밍 환경만으로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26].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에서 효율적인 교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능형

교수 시스템과 같은 프로그래밍 교육 지원 시스템 개발

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4][10][16].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자연

어 처리 모델의 사전 모델에 바탕을 두고 전이 학습

(Transfer Learning) 및 미세조정(Fine Tunning)을 통

해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작업한 학습자의 블록을

학습하여 학습자에게 다음 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블록

을 추천해 주는 머신러닝 기반 블록 코드 생성 및 추천

모델을 개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프로그래밍 교육에서의 학습자 피드백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학습자가 만나는 오류는 학습자

의 동기를 감소(절하)시키거나 학습의 지속하는 것을 어

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오류는 초보 프로

그래머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제대로 디버깅을 할 수 있다면 프로그

래밍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초

보자 수준의 프로그래밍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수학

습 지원 시스템을 개발할 때 오류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다수 논의되고 있다[13][17].

자동화된 코드 분석을 통한 프로그래밍 평가에는 동

적 코드 분석(Dynamic Code Analysis)과 정적 코드 분

석(Static Code Analysis) 방법이 있다[1][14]. 동적 분석

은 코드를 실행하고, 출력된 결과를 기저장된 결과와 비

교하는 과정이다. 동적 분석의 주요 목적은 실행 오류를

찾아 분석하고 프로그램의 정확도를 평가하여 학습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적 분석 방법은 프로그램 실

행 없이 소스 코드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하여

키워드 탐지, 표절 탐지, 다이어그램 분석 등의 코딩 스

타일과 프로그래밍 오류(e.g. Dead Code), 소프트웨어

메트릭(Software Metrics), 디자인 및 프로그래밍 구조

와 관련된 특수한 기능과 같은 정적 기능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1][36].

Web-CAT과 Marmoset은 학습자가 작성한 코드를

테스트하여 코드 평가를 수행한다[6][30]. Dr. Scratch는

가장 대표적인 스크래치 평가 시스템이다[23]. Dr.

Scratch는 컴퓨팅 사고력 점수를 표시하고 컴퓨팅 사고

력을 신장하기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그

래밍에 사용은 되었으나 중요도가 낮은 스프라이트, 코

드의 중복, 실행되지 않은 코드(Dead Code) 등을 찾아

내어 코드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한다[23].

CodeMaster는 K-12 교육과정에서 문제 기반 상황에서

프로그래밍 활동을 평가하여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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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지원하는 도구이다[37]. 개발된 시스템은 App

Inventor와 SNAP!을 활용하여 작성된 프로젝트를 자동

으로 평가한다. 그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며 정답이 없는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프로그래밍 학습을 지원하도록 개

발되었다.

프로그래밍 학습을 시작한 초보자는 프로그래밍 언어

의 문법, 실행 절차, 구조, 디버깅 등과 같은 문제 상황

과 프로그래밍의 비구조화를 지속해서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용 가능한 학습 자원 탐색과 정보 수집 등

고차원의 학습 과정을 수행한다[28]. 그러나 이 과정에

서 자신보다 더 나은 타인, 즉, 또래의 동료나 교사로부

터 지원을 받지 못할 때는 인지적 부담을 느껴 학습을

포기하는 결과에 이르기도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교수자나 시스템에 의한 피드백은 학습자에게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프로그래밍 산출물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래밍에서의 자동화된

피드백과 관련된 연구는 데이터 기반의 접근방식에 기

초하여 학습자가 제출한 코드를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3][11][12][38].

이 같은 피드백을 생성하는 방식들은 주로 텍스트 기반

의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이루어졌지만, 블록 프로그래밍

학습의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

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블록 프로그래밍 과

정에서 인지적인 부담을 느끼는 상태를 파악하여 지금

까지 프로그램된 블록을 입력받아 다음에 사용될만한

블록 코드를 힌트로 제공할 수 있는 블록 코드 생성 및

추천 모델을 개발하였다. 블록의 생성 및 추천을 위하여

자연어 처리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학습자에게 힌트 형

태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는

(Fig. 1)과 같다.

(Fig. 1) Overall Architecture of Block Recommendation System

2.2. 자연어 처리 기술

코드를 예측하고 생성하는 기술은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추구된 목표이다[24]. 자동화된 코드

생성 기술은 코드를 작성하는 데 지식 부족이나 기술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비전공자와

학습자의 사고를 추상화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코드를 생성하는 기술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되어 왔

으며, 최근 딥러닝에 기반한 자연어 처리 모델이 도입되

면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7][8][31]. 이와 관련한 딥

러닝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전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STM과 GRU 등의 순환 신경망 모델 등장 이후 딥

러닝을 이용한 다양한 언어 처리 모델들이 등장했다. 순

환 신경망(RNN, LSTM 등)을 이용하여 인코더-디코더

(Encoder-Decoder) 구조를 구현한 Seq2Seq 모델은 인

코더에서 입력된 정보가 압축되고, 압축된 정보를 바탕

으로 디코더에서 값을 복원하여 출력하는 모델이다[32].

그러나 순환 싱경망 기반의 모델들은 인코더 부분에서

입력되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압축으로 소실되는 정보

가 증가하는 병목 현상이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었고 이

를 보완하기 위하여 입력 데이터를 한 번에 읽고 상대

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이 반영시키게 하는 어텐션

(Attention) 기법을 적용하였다[2].

Transformer는 기존 Seq2Seq의 인코더-디코더 구조

에 어텐션 기법을 적용한 사전학습 모델이며, 구글의 번

역 모델로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34]. Transformer는 어

텐션 기법을 자기 자신의 토큰에 사용하는 셀프 어텐션

(Self-attention) 기법을 적용하여 모델을 설계하였으며,

순환 신경망 방식에서의 순서 정보 대신에 포지셔널 인

코딩(Positional Encoding) 기법을 통한 순서 정보를 사

용하였다. 이러한 Transformer 모델은 번역 대상 언어

의 텍스트를 인코더에 입력시키고, 입력된 텍스트는 디

코더에서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의 출력에 사용된다.

이후 Transformer 모델을 변형한 다양한 후속 모델

들이 등장하였다.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2는

Open-AI에서 2019년에 공개한 Transformer의 디코더

부분을 사용한 셀프 어텐션 기반의 사전학습 및 전이

학습 딥러닝 언어 모델이다[27]. GPT-2는 약 15억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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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이며, 일반적으

로는 사전 학습된 GPT 모델을 특정 분야의 데이터에

적합하도록 미세 조정(Fine Tuning)하는 전이 학습 방

법으로 사용된다.

GPT-2는 Transformer 모델에 기반하고 있어 처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GPT 모델은 입력 문장을 토

큰으로 나누고 나누어진 토큰들이 자기 자신의 다음 토

큰을 예측하는 자기 회귀 모델(Auto-regressive Model)

방식으로 학습하게 된다. 자기 회귀 모델은 입력 문장을

예측할 레이블(Label)로 사용할 수 있어, 특별한 레이블

링(Labeling) 기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GPT-2는 GPT-1과 기본적인 모델의 구조는 같지만 레

이어의 정규화가 각 하위 블록의 입력으로 옮겨지고 마

지막 셀프-어텐션 블록 이후에 추가된다. 모델 깊이에

따른 잔여 경로(Residual Path) 초기화 방법이 변경되었

으며 사전 개수가 5만여 개로 확장되었다. 컨텍스트 크

기(Context size)는 최대 1,024개의 토큰으로 늘어났으

며 배치 크기(Batch Size)는 512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GPT-2 medium size를 사용하였다.

3. 연구방법

3.1. 데이터셋 구축

블록 추천 시스템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데이터셋 구축 방

법을 도식화한 그림은 (Fig. 2)와 같으며 구체적인 방법

은 다음과 같다.

(Fig. 2) Dataset Building Process

첫째, 본 연구에서는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인 ‘엔트

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기작품의 코드 데이터를 활

용하였다. ‘엔트리’ 사이트에서는 우수한 작품 및 조회수

가 높은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다. 인기작품

의 코드 데이터는 일반적인 코드 데이터에 비해 코드의

길이가 길고 다양한 종류의 코드가 사용되고 있어 조회

수 상위 50개 작품의 코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둘째,

블록 코드 데이터는 Novel Query Language인

GraphQL로 구성되어 있으며, URL에 포함된 고유 ID를

이용하여 query를 통해 14,480개의 코드 청크(Code

Chunks)를 수집했다. 하나의 코드 청크는 ‘시작하기 버

튼을 클릭했을 때’, ‘장면이 시작됐을 때’, ‘마우스/키보드

를 클릭했을 때’, ‘신호를 받았을 때’ 등의 블록으로 시

작되는 하나의 블록 코드 단위이다. 코드 청크의 예시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의 첫 번째 행은 (a) 왼

쪽의 이미지로 구성된 블록 코드가 (b) 오른쪽의 텍스트

데이터셋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두 번째 행은

(c)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의 예시를 보여

준다.

(a) Given Block

Code

when_run_button_click

repeat_basic

move_x

(b) Converted Dataset

from Block Code

� when_run_button_click start_neighbor_scene

� when_clone_start change_effect_amount

wait_until_true if_else show locate_x

change_to_some_shape hide repeat_basic

add_effect_amount repeat_inf if_else show locate_x

change_to_some_shape hide number

� when_clone_start wait_until_true repeat_basic

add_effect_amount delete_clone

� when_scene_start set_variable wait_second

repeat_basic change_variable create_clone hide

repeat_inf wait_until_true wait_second

� when_message_cast repeat_basic wait_second

add_effect_amount start_neighbor_scene

…

(c) Dataset Examples using the Projects of Entry Site

<Table 1> Dataset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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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는 주요 블록으로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

을 때’,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등이 있으며, 이를 정리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셋째, 이상의 코드 청크

들은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이므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실시하였다.

Block Code Name(JSON) Total

when_run_button_click 1,259

when_scene_start 7,026

when_clone_start 1,443

when_some_key_pressed 193

when_message_cast 3,178

when_object_click 1,153

when_object_click_canceled 228

<Table 2> Total Block Codes for starting

3.2. 데이터 전처리

모델 훈련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드 청크 중 함수 블록, 리스트 블록, 사용된 파

라미터 등을 제거한다. 모델 훈련을 위해서는 보편적으

로 사용하는 블록 데이터를 훈련시켜야 하므로 함수, 리

스트와 같이 특정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블록은 제

거한다. 둘째, 블록이 존재하지만, 코드로서는 기능을 하

지 않는 불필요한 코드(Dead Code)를 삭제한다. 간혹

코드 데이터 중 ‘when_run_button_click’만 남아있는 경

우가 있다. 블록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러한 불필요한 코

드만 있더라도 코드가 실행되므로 블록을 하나만 사용

하는 코드를 제거한다.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추출된 블

록 코드 데이터는 12,944개이다. 셋째, 토큰화를 위해 텍

스트 맨 앞에 시작 토큰 ‘startoftext’, 맨 뒤에 종료 토큰

‘endoftext’를 추가하고 파이선의 NLTK(Natural

Language ToolKit) 패키지 중 SpaceTokenizer를 이용

하여 토큰화를 진행했다. 넷째, 텍스트가 같은 길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pad’ 토큰을 이용해 텍스트의 길이가

최대 문장 길이보다 작으면 ‘pad’ 토큰을 추가했다.

3.3. 모델 개발 방법

딥러닝 기반 블록 생성 모델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

개발되었으며 세부 개발 방법은 다음과 같다.

Stage 1에서는 입력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이상치,

결측치를 제거하며, 토큰화하였다. Stage 2에서는 전

처리된 데이터셋을 Training Set과 Validation Set,

Test Set으로 나누었으며, Training Dataset,

Validation Dataset, Test Dataset은 각각

8(N=10,355):1(N=1,295):1(N=1,294) 비율로 나누었

다. Training Set은 모델 훈련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Validation Set은 모델 성능 평가 및 미세조정을 위해

사용되었다. Test Set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비교

하기 위해 사용했다. 데이터셋 구성에 대해 도식화한 결

과는 (Fig. 3)과 같다.

(Fig. 3) Dataset Split Process

이들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LSTM, Seq2Seq, GPT-2

모델을 각각 구성하여 모델의 학습을 진행하였다.

Stage 3에서는 양적 척도를 사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비교하였다.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BLEU, ROUGE-1, ROUGE-2, ROUGE-L 지표를 사용

하여 기존 데이터와 생성된 데이터를 비교했다.

이상의 딥러닝 기반 블록 생성 모델 개발 방법을 도

식화한 그림은 (Fig.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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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del Development Process

3.4. 모델 평가

인공지능의 훈련이 끝난 뒤, LSTM, Seq2Seq,

GPT-2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test dataset을 평가하

고 최적의 모델 선택을 위해 두 개의 지표(Metrics)를

이용하였다. 먼저 1,294개의 Test Dataset의 첫번째 코

드 조각(e.g. “when_run_button_click”)을 LSTM,

Seq2Seq, GPT-2 모델에 각각 입력하여 예측된 결과를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두 데이터셋

의 BLEU와 ROUGE-1, ROUGE-2, ROUGE-L Score를

계산하였다.

BLEU(The BiLingual Evaluation Understudy)는 두

문장이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 측정하는 방법이다[25].

전통적으로 기계 번역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

었으며 n-gram을 통한 순서쌍들이 얼마나 겹치는지 정

밀도 지표(Precision Score)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최근

에는 기계 번역 외에도 문서 요약이나 문장 생성에도

사용된다. BLEU는 0과 1 사이의 숫자로 출력되며, 생성

된 문장(generated text)이 원래의 문장(reference text)

과 얼마나 비슷한지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유사도를

계산한다[25].

  min   

   


  









ROUGE(Recall-Oriented Understudy for Gisting

Evaluation)는 BLEU 지표와 달리 n-gram의 재현율

(Recall)에 기반하여 계산하는 지표이다[18]. 두 문장에

서 겹치는 n-gram의 수를 계산하며, n-gram에 대한

ROUGE-N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ROUGE-1은 두

Text의 겹치는 Unigram의 수를, ROUGE-2는 두 Text

의 겹치는 Bigram의 수를 계산한다[18].

 Σ∈    Σ∈




Σ∈    Σ∈





ROUGE-L은 LCS(Longest Common Subsequence)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두 문장의 공통된 LCS의 길이를

이용하여 ROUGE 점수를 계산한다. ROUGE-2와 같이

단어들의 연속적 매칭을 요구하지 않고 보다 유연한 성

능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4. 연구결과

4.1. GPT-2 모델을 활용한 블록 생성

코드 블록 생성을 위한 GPT-2 모델 구성은 다음과

같다.

(Fig. 5)의 왼쪽 이미지는 GPT-2의 텍스트 생성 구

조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when_run_but-

ton_click repeat_basic move_forward”라는 블록 코드를

입력하면 GPT-2 모델은 미완성된 코드를 바탕으로

move_forward 다음에 올 코드를 예측한다. 생성된 각각

의 코드 조각들은 임베딩 레이어(Embedding layer)를

통과하면서 수치화된 벡터로 변환된다. 임베딩 레이어

는 토큰 임베딩(Token Embedding)과 포지셔널 임베딩

(Positional Embedding)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두 임베딩 과정을 거치

면 입력을 위한 벡터값이 완성된다. 입력된 벡터값은 디

코더 집합으로 넘어간다. 각각의 디코더는 동일한 구조

로 되어 있다. 하나의 디코더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

(Self-attention Layer)와 순방향 신경망 레이어

(Feed-forward Neural Network Layer)로 구성되어 있

다.

(Fig. 5)의 오른쪽 이미지는 디코더 내부의 셀프 어텐

션 레이어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GPT-2의 셀프 어

텐션은 한 토큰에 Query, Key, Value 쌍이 여러 개이면

서 가중치가 다른 멀티 헤드 어텐션(Multi-Head

Attention) 구조를 가지고 있다.

셀프 어텐션 구조는 실제의 입력값이 존재하는 부분

에만 집중하도록 하여, 토큰을 하나씩 생성할 때마다 생

성된 토큰이 다시 입력값으로 들어가 첫 토큰부터 이전

에 생성된 토큰까지 입력값으로 모델에 전달하고 다음

토큰을 생성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첫 번째 디코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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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베딩 레이어를 통과한 벡터값을 곱해 어텐션 점수

(Attention Score)를 계산하며, 이후 디코더 레이어에서

는 각각의 코드 조각이 갖는 벡터값과 이전 디코더 레

이어에서 얻은 어텐션 점수를 더해가며 계산한다. 최종

적으로 얻은 어텐션 점수와 각각의 단어가 갖는 임베딩

값을 곱해 다음 코드에 대한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다.

(Fig. 5)의 예시를 보면 “move_forward”라는 블록은 직

전 블록인 “repeat_basic”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높은 어텐션 점수를 가진다. 이와 같은 연산 과정

을 거쳐 다음 블록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며 아래의 예

시에서는 “wait_second”를 가장 높은 확률로 계산한 것

을 보여준다.

(Fig. 5) Block-generation GPT-2 Model Structure

4.2. LSTM, Seq2Seq, GPT-2 모델의 성능 평가

추천 블록을 생성하기 위하여 최적의 모델을 개발하

여 훈련시키기 위한 언어로 Python 3.8 version을 사용

하였으며, LSTM과 Seq2Seq모델은 Tensorflow를,

GPT-2는 Pytorch 및 Huggingface’s Transformers를

사용하였다. LSTM의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로는 최대

문장길이는 322개, 임베딩 벡터 차원은 10, 한 레이어의

유닛 수는 128개로 설정하였다. Seq2Seq 모델의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로는 배치 크기는 64, 임베딩 크기는

200으로 설정하였다. GPT-2 Small 크기를 사용하였으

며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인 배치 크기는 2, 최대 임베딩

토큰 길이는 768개, 학습률은 5*10-4, 초기 Warm-up횟

수는 100회이며, 토큰 길이가 768개보다 적을 경우 여분

의 길이가 패딩 토큰으로 치환된다. 각각의 모델에 대해

Training Loss가 낮아지지 않거나 Training Loss가

Validation Loss보다 낮을 경우 학습을 중단했다.

LSTM 모델은 84 Epochs에서 중단했으며, Seq2Seq 모

델은 91 Epochs에서 중단했다. GPT-2 모델은 5

Epochs를 실시했다. 모델 각각의 BLEU, ROUGE-1,

ROUGE-2, ROUGE-L 평가 결과는 <Table 3>과 같다.

Model

Metrics
BLEU ROUGE-1 ROUGE-2 ROUGE-L

LSTM .017 .143 .020 .142

Seq2Seq .019 .321 .043 .319

GPT-2medium

with 5epochs
.023 .373 .045 .367

<Table 3> Comparison of block generation models

BLEU 결과는 LSTM, Seq2Seq, GPT-2가 각각 .017,

.019, .023으로 나타났다. ROUGE 평가 결과에 따르면

bigram을 사용한 ROUGE-2보다 unigram을 사용한

ROUGE-1이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ROUGE-L

결과는 LSTM, Seq2Seq, GPT-2가 각각 .142, .319, .367

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모델의 성능은 LSTM,

Seq2Seq, GPT-2 순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GPT-2를 이용하여 각각의 주어진 블록을 통해 생성

된 블록들의 예시는 <Table 4>와 같다.

Given

Block

Reference

repeat_inf

wait_until_true

repeat_while_true

change_scale_size

wait_until_true

set_visible

_project_timer

start_scene

wait_second

change_effect

_amount

sound_

something_

with_block

repeat_basic

add_effect_

amount

Generated

Block

Code

(text)

repeat_inf

rotate_absolute

change_effect_

amount

rotate_absolute

change_scale_size

set_visible_

timer_action

repeat_inf

locate_xy

set_scale_size

locate_xy

wait_second

repeat_inf

_if sound_

something_

with_block

message_cast

set_scale_size

locate_xy

set_variable

<Table 4> Examples of block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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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블록 코드 생성 모델을 통해 추천되는 코

드 힌트 화면은 다음 (Fig. 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모델을 통해 생성되는 블록 코드 텍스트는 이미지 형태

로 시각화하여 학생에게 힌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Fig. 6) Block Code Assistant by Block Code Generation Model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연어 처리 모델의 사전 모델에 기초

한 전이학습 및 미세조정을 통해 블록 프로그래밍 환경

에서 작업한 학습자의 블록을 학습하여 학습자에게 다

음 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블록을 추천해 주는 머신러닝

기반 블록 코드 생성 및 추천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

개발을 위해 훈련용 데이터셋은 블록 프로그래밍 언어

인 ‘Entry’ 사이트의 인기 프로젝트 50개의 블록 코드를

전처리하여 제작하였으며, Training set, Validation set,

Test set으로 나누어 LSTM, Seq2Seq, GPT-2 모델을

기반으로 블록 코드를 생성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

델의 성능 평가 결과 GPT-2가 LSTM과 Seq2Seq 모델

보다 BLEU와 ROUGE에서 더 높은 성능을 내는 것으

로 나타났다.

GPT-2 모델을 통해 실제 생성된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블록의 개수가 1개 또는 17개인 경우를 제외하면

BLEU와 ROUGE 점수에서 비교적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블록 개수에 따른 BLEU와 ROUGE

점수에 대한 그래프는 (Fig. 7)과 같다.

(Fig. 7) BLEU & ROUGE score through Number of

blocks by GPT-2

불록 코드를 처음 1개만 입력했을 경우 출력될 수 있

는 경우의 수가 비교적 다양하므로 BLEU와 ROUGE

점수에서 다소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이며, 테스트 데이터

중 17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는 그 수가 상대적

으로 적어 BLEU와 ROUGE 점수에서 다소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본 논문에서 개발된 모델을 적용한 블록 코딩

환경의 실시간 교수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

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블록 코드 추천 모델의

사용 여부가 학습자의 코딩 학습 중 인지 부하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사고 과정을 분석하고 교수자가 학습자

에게 보다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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