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신 러닝 소개 



머신 러닝은 사람과 동물에게 자연스러운 일, 즉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머신 러닝 알고리즘은  
미리 결정된 방정식을 모델로 의존하지 않고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에서 직접 정보를 “학습”합니다. 학습할 수 있는 샘플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알고리즘 성능이 적절하게 향상됩니다. 

머신 러닝이란?



3기계 학습 소개

머신 러닝 알고리즘은 통찰력을 생성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과 
예측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자연 패턴을 데이터에서 
찾습니다. 자연 패턴은 의료 진단, 주식 거래, 에너지 부하 예측 
등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매일 사용됩니다. 미디어 
사이트는 머신 러닝에 의존하여 수백만 개의 옵션을 살펴보고 
노래 또는 동영상 추천을 제공합니다. 소매업체는 머신 러닝을 
통해 고객의 구매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얻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질문, 더 나은 답변

실제 응용 분야

빅데이터가 부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신 러닝이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 계산 금융 - 신용 평가 및 알고리즘 트레이딩

• 이미지 프로세싱 및 컴퓨터 비전 - 얼굴 인식, 얼굴 인식, 동작 
인식, 객체 인식 

• 계산 생명공학 - 종양 감지, 신약 발견, DNA 염기 서열 
(DNA Sequence)

• 에너지 생산 - 가격 및 부하 예측

• 자동차, 항공 및 제조 - 예측 기반 유지 보수 시스템 개발

• 자연어 처리



4기계 학습 소개

오직 데이터 입력

에 대해 그룹화 혹은 

데이터를 해석

입력과 출력 데이터에

 기반하여 예측 기반 

모델을 개발합니다

머신 러닝

비지도학습

지도 학습

클러스터링

분류

회귀

머신 러닝의 작동 방식

머신 러닝은 두 가지 유형의 기법을 사용합니다. 즉, 지도 학습 
기법은 미래 출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알려진 입력 및 출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훈련하고, 비지도 학습 기법은 입력 
데이터에서 숨겨진 패턴이나 고유 구조체를 찾습니다.



5기계 학습 소개

지도 학습

지도 학습의 목적은 불확실성이 있을 때 증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모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지도 학습 알고리즘은 
알려진 입력 데이터셋 및 해당 데이터에 대한 알려진 출력을 
사용하고 새 데이터에 대한 응답을 위해 합리적인 예측을 
생성하도록 모델을 훈련합니다.

지도 학습 분류 및 회귀 기법을 사용하여 예측 모델을 
개발합니다.

• 분류 기법은 이메일이 진짜 또는 스팸인지 여부, 종양이 
악성 또는 양성인지 여부 등의 개별 응답을 예측합니다. 
분류 모델은 입력 데이터를 범주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인 
응용 분야에는 의료 이미징, 음성 인식, 신용 평가 등이 
있습니다.

• 회귀 기법은 온도 변화 또는 전력 수요 변동 등의 연속 
응답을 예측합니다. 일반적인 응용 분야에는 전기 부하 
예측, 알고리즘 트레이딩 등이 있습니다.

지도 학습을 사용하여 심장마비 예측

임상의들이 누군가 1년 내에 심장마비를 일으킬지 여부를 
예측하고자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임상의들은 연령, 체중, 키, 
혈압을 비롯하여 이전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전 환자들에게 1년 내에 심장마비가 나타났는지 여부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기존 데이터를 새로운 사람이 1년 내에 
심장마비를 일으킬지 예측할 수 있는 모델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6기계 학습 소개

Clustering
Patterns in 

the Data

비지도 학습

비지도학습은 데이터에서 숨겨진 패턴이나 고유 구조체를 찾습니다. 
그러한 패턴이나 구조체는 분류된 응답 없이 입력 데이터로 구성된 
데이터셋에서 추론하는 데 사용됩니다. 

클러스터링은 가장 일반적인 비지도학습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에서 숨겨진 패턴이나 그룹을 
찾는 데 사용됩니다.

클러스터링 응용 분야에는 유전자 서열 분석, 시장 조사, 객체 인식 
등이 있습니다.

Clustering
Pattern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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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계 학습 소개

머신 러닝

클러스터링분류 회귀

서포트 벡터 머신

판별 분석

나이브 베이지안

(Naive Bayes)

최근방

(Nearest Neighbor)

선형 회귀, GLM

SVR, GPR

앙상블 방법

의사결정 트리

인공 신경망

K-평균, K-중간점, 

퍼지 C-평균

계층

가우시안 혼합

뉴럴 네트워크

히든 마코브 모델

비지도 학습지도 학습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지 어떻게 결정합니까?

수십 개의 지도 학습 및 비지도학습 알고리즘 알고리즘이 있고 
각 알고리즘에는 다양한 학습 접근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최상의 방법이나 모든 상황에 맞는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적합한 
알고리즘을 찾는 것은 어느 정도는 시행착오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데이터 과학자조차도 시도해보지 않으면 
알고리즘이 적합한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 
선택은 작업 중인 데이터의 크기와 유형, 데이터에서 얻으려는 
통찰력, 이 통찰력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8기계 학습 소개

머신 러닝을 언제 사용해야 합니까? 

대용량 데이터와 많은 변수가 관련되어 있지만 기존 공식이나 
방정식이 없는 복잡한 작업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머신 러닝을 
사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처리해야 할 경우 
머신 러닝이 좋은 옵션입니다.

• 얼굴 인식, 음성 인식의 경우처럼 직접 작성하는 규칙과 
방정식이 너무 복잡한 상황

• 거래 기록에서 사기를 감지하는 경우처럼 작업 규칙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상황

• 자동화된 트레이딩, 에너지 수요 예측, 쇼핑 추세 예측의 
경우처럼 데이터 특징이 계속 바뀌고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



고객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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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 작성

러트거스 대학교의 예술 및 인공 지능 실험실 연구원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이 사람처럼 쉽게 그림을 스타일, 장르, 예술가별로 분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먼저 그림 스타일을 
분류하기 위해 시각적 특징을 식별했습니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비전문가인 일반인을 능가하여 60%의 정확도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림 스타일을 분류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스타일 분류에 유용한 시각적 특징(지도학습)이 예술적 
영향(비지도학습)을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Google 이미지를 기반으로 훈련된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특정 객체를 식별했으며, 550년의 기간에 걸쳐 서로 다른 
예술가 66명이 그린 그림 1,700점 이상을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테스트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교황 
이노센트 10세의 초상”이 프랜시스 베이컨의 “교황 이노켄티우스 
10세의 초상화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관련 작품을 쉽게 
식별했습니다. 

기계 학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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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물의 HVAC 에너지 사용 최적화

사무실 건물, 병원, 기타 대형 상업 건물의 HVAC(난방, 환기 
및 냉방) 시스템은 변화하는 날씨 패턴, 가변적인 에너지 비용 
또는 건물의 열 특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Building IQ의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플랫폼은 고급 알고리즘과 머신 러닝 
방법을 사용하여 전력계, 온도계, HVAC 압력 센서에서 수집된 
수 기가바이트의 정보와 날씨 및 에너지 비용을 지속적으로 
처리합니다. 특히, 머신 러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세분화하고 
난방 및 냉방 프로세스에 대한 가스, 전기, 증기 및 태양열의 상대적 
기여도를 결정합니다. Building IQ 플랫폼은 정상 운영 시 대형 
상업 건물의 HVAC 에너지 소비량을 10%~25% 절감합니다.

기계 학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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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 차량 충돌 감지

8백 만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RAC는 영국의 가장 큰 자동차 단체 
중 하나로서, 개인/비즈니스 운전자에게 긴급출동 서비스, 보험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추돌 사고를 줄이고, 보험비를 낮추기 
위해 RAC는 고급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저속 충돌을 
감지하고 과속 방지턱이나 포트홀 운행과 같이 더 일반적인 운전 
이벤트와 이러한 이벤트를 구분하는 온보드 충돌 감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독립적인 테스트에서 RAC 시스템은 테스트 충돌 
감지 시 92% 정확도를 나타냈습니다.

기계 학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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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자세히 살펴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 리소스를 통해 머신 러닝 방법, 
예제, 도구를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시청 자료

머신 러닝으로 간편하게 34:34

센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신호 처리 및 머신 러닝 기법 42:45

읽기 자료

머신 러닝 블로그 게시물: 소셜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마이닝, 베이지안 추론 등

Netflix Prize 및 프로덕션 머신 러닝 시스템: 내부자 관점

머신 러닝 과제: 최상의 모델 선택과 과적합 방지

살펴보기

MATLAB 머신 러닝 예제

머신 러닝 솔루션

Classification Learner 앱을 사용한 데이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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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athworks.com/videos/signal-processing-and-machine-learning-techniques-for-sensor-data-analytics-1075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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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athworks.com/solutions/machine-learning/examples.html
http://www.mathworks.com/solutions/machin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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