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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as Korea
● Deep learning 
● Computer vision
● Open source
● https://fuzzythecat.github.io

https://fuzzythecat.githu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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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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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란

● 라이센스가 있는 모든 프로젝트
○ Apache License 2.0
○ GNU GPLv3
○ MIT
○ 깃헙 리포에 LICENSE 파일이 존재한다면

■ 이 프로젝트는  오픈소스다
○ https://choosealicense.com

● 만약 라이센스가 없으면
○ Nobody else can copy, distribute, or modify your work without being at 

risk of take-downs, shake-downs, or litigation

https://choosealice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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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개발자 유형
● Committer
● Contributor
● Fo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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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개발자 유형
● Committer

○ PR을 머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 keras-team + fchollet
○ https://github.com/orgs/keras-team/people

● Contributor
● Founder

https://github.com/orgs/keras-team/people


2019 SOSCON                                  Keras Korea 정연준

오픈소스 개발자 유형
● Committer
● Contributor

○ 하나 이상의 PR이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된 사람

● Founder

Contributer Committer

Keras에는 
총 806명의 컨트리뷰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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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개발자 유형
● Committer
● Contributor
● Founder

○ One and only
○ Keras의 창시자
○ Francois Chollet(https://github.com/fchollet)

https://github.com/fcho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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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리뷰션의 유형
● PR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버그 리포팅(이슈)
○ 컨트리뷰터로  등록되지는  않는다

● PR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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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리뷰션의 유형
● PR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PR이 필요한 경우

○ 문서 번역
○ 문서 수정
○ 버그 수정(코드 수정)
○ 에러 메세지 추가
○ 예제 추가
○ 예제 수정
○ 기능 추가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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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리뷰션 파이프라인
1. 케라스 리포를 본인 계정으로 클론하여 개인 리포

(Repository) 생성
2. 브랜치 생성 후 해당 브랜치에서 작업
3. 해당 브랜치를 케라스 리포의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 요청(PR 생성)

4. 커미터들의 리뷰
a. 리뷰를 반영하여 작업물 수정

5. 커미터가 PR 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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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리뷰션 파이프라인
1. 케라스 리포를 본인 계정으로 클론하여 개인 리포

(Repository) 생성
2. 브랜치 생성 후(마스터 포함) 해당 브랜치에서 작업
3. 해당 브랜치를 케라스 리포의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 요청(PR 생성)

4. 커미터들의 리뷰
a. 리뷰를 반영하여 작업물 수정

5. 커미터가 PR 머지

내 리포에는 자유롭게 
commit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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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리뷰션 파이프라인
1. 케라스 리포를 본인 계정으로 
클론하여 개인 리포(Repository) 생성

2. 브랜치 생성 후 해당 브랜치에서 작업
3. 해당 브랜치를 케라스 리포의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 요청(PR 생성)

4. 커미터들의 리뷰
a. 리뷰를 반영하여 작업물 수정

5. 커미터가 PR 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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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리뷰션 파이프라인
1. 케라스 리포를 본인 계정으로 
클론하여 개인 리포(Repository) 생성

2. 브랜치 생성 후 해당 브랜치에서 작업
3. 해당 브랜치를 케라스 리포의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 요청(PR 생성)

4. 커미터들의 리뷰
a. 리뷰를 반영하여 작업물 수정

5. 커미터가 PR 머지

LGTM : Looks Good To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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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리뷰션 파이프라인
1. 케라스 리포를 본인 계정으로 
클론하여 개인 리포(Repository) 생성

2. 브랜치 생성 후 해당 브랜치에서 작업
3. 해당 브랜치를 케라스 리포의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 요청(PR 생성)

4. 커미터들의 리뷰
a. 리뷰를 반영하여 작업물 수정

5. 커미터가 PR 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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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리뷰션 파이프라인
1. 케라스 리포를 본인 계정으로 
클론하여 개인 리포(Repository) 생성

2. 브랜치 생성 후 해당 브랜치에서 작업
3. 해당 브랜치를 케라스 리포의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 요청(PR 생성)

4. 커미터들의 리뷰
a. 리뷰를 반영하여 작업물 수정

5. 커미터가 PR 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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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Contribu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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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라스 공식 문서 한글화
● keras.io의 공식 한글 번역
● https://github.com/keras-team/keras-docs-ko

https://github.com/keras-team/keras-docs-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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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라스 공식 문서 한글화
● keras.io의 공식 한글 번역
● https://github.com/keras-team/keras-docs-ko

● 중국어/일본어 번역은 존재

https://github.com/keras-team/keras-docs-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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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목적
● “모두의 손에 딥러닝 툴을…”

○ 2018 Contributhon 한글 튜토리얼 번역
○ https://github.com/KerasKorea/KEKOxTutorial

○ 2019 Contributhon 케라스 공식 문서 한글화
○ https://github.com/keras-team/keras-docs-ko

● 오픈소스 문화의 확산
○ 지속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컨트리뷰터  양성

■ 직접 참여가 가장 확실한 방법
■ 입문으로 좋은 문서화 프로젝트

https://github.com/KerasKorea/KEKOxTutorial
https://github.com/keras-team/keras-docs-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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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리뷰톤

● 2019.09.07 ~ 2019.10.20

● 3 단계로 진행
a. 첫 컨트리뷰션

■ 프로젝트 환경 설정
■ 작업 분담 및 개발 프로세스 이해

b. 문서 번역
■ PR을 통한 문서 번역
■ 리뷰 및 수정을 통한 협업 과정 수행

c. 원문 수정
■ keras 리포의 원문 수정
■ 지속 가능한 컨트리뷰터로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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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컨트리뷰션

● 프로젝트 환경 설정
○ 버전별 케라스 문서 생성 및 Deploy

● 작업 분담 및 개발 프로세스 이해
○ Github 사용법
○ 4 단계의 번역 과정

■ 원문 비교
■ 단어 수정
■ 내용 수정
■ 문법 수정

Work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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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컨트리뷰션
● 번역 컨벤션 정립

○ 영어 단어 병행 표기시 문서 내에서 처음 나온 경우에 
한해 subscript로 적기

■ 발음만 옮긴 한글화의 경우 subscript를 
생략한다.

■ 특수한 경우를 제외 subscript는 소문자로 
작성한다.

○ colon(:), semi-colon(;)은 없앱니다.
○ ...

● 번역을 위한 용어집
○ 100 개 이상의 단어에 대한 용어집 확정
○ 각 용어별 레퍼런스 확보

확정 안 설명

-er ~화 함수 / 함수 regularizer(규제 함수), 
optimizer(최적화  함수), 
initializer(초기화함수 ), 
augmenter(증강 함수) 등

parameter (함수의)매개변수

parameter (모델의)파라미터 모델의  파라미터는  
weight(가중치)와 
bias(편향)를 같이 이르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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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 번역
● 문서 번역

○ PR을 통한 문서 번역
○ 리뷰 및 수정을 통한 협업 과정 수행
○ 10명의 Contributor
○ 81개의 Com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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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문 수정
● keras 리포의 원문 수정

a. 원문의 문서가 빈약한 경우
b. 원문의 문서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c. 원문의 코드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d. etc.

● 총 15개의 PR
○ 7 merged
○ 3 closed
○ 5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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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문 수정
● 지속 가능한 컨트리뷰터로의  성장

a. 기여할 수 있는 이슈 찾기
b. 코드 리뷰 대응
c. Travis CI 이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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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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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이 가장 어렵다
● matplotlib 예제 코드 버그 수정

○ https://github.com/matplotlib/matplotlib/pull/9396

● PR 작성에만(코드 수정 제외) 3시간 
소요

○ 우선 보내고 코멘트를 받아라

https://github.com/matplotlib/matplotlib/pull/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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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분하게 기다리자
● 리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 첫 코멘트 이후 수정 사항에 대한 리뷰에 약 
2주 소요

● 시차 때문에 오래 걸리기도 한다
○ 오후에 PR 보낸 후 다음날 아침에 리뷰가 
되어있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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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tomic patch
● 하나의 커밋엔 하나의 기능만
● 커밋 수가 많아진다(매우 중요)
● https://github.com/matplotlib/matplotlib/pull/9396

https://github.com/matplotlib/matplotlib/pull/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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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tomic patch
● 패치/커밋의 크기를 작게 만들자
● 리뷰어가 부담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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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 남용 금지
● 비슷한 커밋은 하나의 PR에 묶어서 
보내자

● https://github.com/keras-team/keras-preprocessing/pull/75

One does not simply...

https://github.com/keras-team/keras-preprocessing/pull/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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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적인 테스트는 미리 돌려보자
● https://keras.io/contributing/

● 코딩 컨벤션/문법 에러 등

https://keras.io/contrib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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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슈 트래커를 활용하자
● 라벨을 잘 확인하자

○ type:docs
○ Good firs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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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



2019 SOSCON                                  Keras Korea 정연준

1. 5959
● LGTM,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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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959
● LGTM,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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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 개발자의 코드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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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redits

Keras Keras-preprocessing Keras-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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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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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그를 바라보는 관점
● Before

○ 화남, 짜증, etc.

● After
○ 이거 내가 고칠 수 있을까?
○ 보물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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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에 컨트리뷰션을 할까?
● 버전 업(tf 2.0)

○ Docs
○ Example codes

■ 예시 코드 api 수정

●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젝트 위주로
○ matplotlib
○ ke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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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