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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보기

머신러닝의 확산 - 폭발적인 증가

▸ 무어의 법칙(Moore’s Law)으로 컴퓨팅 비용이 급격히 낮아져 지금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강력한 컴퓨팅 성능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 새롭고 혁신적인 알고리즘이 더욱 빠른 결과를 제공한다. 

▸ 데이터 과학자들이 머신러닝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 
지식을 축적했다.



둘러보기

PROGRAMMING LANGUAGES - 나무위키

▸ R 언어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통계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R 언어의 강점은 간단한 코딩으로 충
분히 인지 가능할 정도로 시각화된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개발 파이프라인
을 단축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  

▸ 파이썬 
R 언어에 이어 이 분야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이며, numpy 라이브러리를 써서 기
계학습 알고리즘을 코딩하도록 도와준다. 비록 R 언어보다 코딩에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파
이썬 언어의 대표적 장점인 이식성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지며, Scipy 라이브러리 
등을 추가하여 내부 변수의 계산을 하거나 Cython 등을 이용하여 알고리즘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에도 용이하다. 

▸ Matlab 
수학적 정밀도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언어이다보니 주로 연구실 등에서 사용되어진다.



둘러보기

통계, 머신러닝, 데이터마이닝

▸ 통계 vs. 머신러닝 

▸ 통계는 분포나 가정을 사용해서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는 설문조사나 실험 계획에 사용됨 

▸ 머신러닝은 대용량 데이터의 분석이나 패턴을 찾는데 사용됨 

▸ 머신러닝 vs. 데이터마이닝 

▸ 머신러닝은 훈련 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알려진 속성을 기반으로 한 예측에 중점 

▸ 데이터마이닝은 데이터의 미처 몰랐던 속성을 발견하는 것에 집중.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지식 발견 부분의 분석 절차에 해당한다. 

▸ 이들은 방법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데이터마이닝에서 머신러닝은 필수가 아니지
만,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마이닝이 필수라는 부분이 다르다.

http://pubdata.tistory.com/18

http://pubdata.tistory.com/18


둘러보기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 러닝

▸ 인공지능 

▸ 외부 관찰자에게 인간처럼 스마트하게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는 폭넓은 방법, 알고리즘 및 기술 

▸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로봇 공학 및 그와 관련된 모든 주제를 포괄하는 개념 

▸ 머신러닝 

▸ 더 많은 데이터 축적을 통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알고리즘과 방법론 

▸ 신경망, 서포트 벡터 머신, 결정 트리, 베이지안 신뢰 네트워크, k 최근접 이웃, 자기 조직화 지도, 사
례 기반 추론, 인스턴스 기반 학습, 은닉 마르코프 모델, 회귀 기법 

▸ 딥 러닝 

▸ 신경망(Neural Network)을 부르는 다른 이름 

▸ 여러 개의 히든 레이어를 통해 깊게 학습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둘러보기

DEEP LEARNING

▸ 장점 

▸ 특징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탐지하는 능력 

▸ 최소한으로 처리된 원시 데이터에서 저수준의 특징을 학습하는 능력 

▸ 높은 기수(high-cardinality) 클래스 멤버십을 다루는 능력 

▸ 미분류(unlabeled)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 

▸ 결론 

▸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유용한 결과 도출 

▸ 다른 방법보다 정확한 모델 구축 

▸ 다른 방법보다 구축 시간 단축



둘러보기

정의 - TOM M. MITCHELL, CARNEGIE MELLON UNIVERSITY

▸ A computer program is said to learn from experience E 
with respect to some class of tasks T and performance 
measure P, if its performance at tasks in T, as measured 
by P, improves with experience E. 

▸ 태스크(T)에 대해 꾸준한 경험(E)을 통해 T에 대한 성능(P)을 높이는 
것을 기계학습이라고 한다.  

▸ 기계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E에 해당하는 데이터이다. 좋은 품질
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보다 높은 성능을 끌어낼 수 있다.



둘러보기

분류

▸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 

▸ 회귀(Regresssion) 

▸ 분류(Classification) 

▸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 군집화(Clustering) 

▸ 분포 추정(Underlying Probability Density Estimation) 

▸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



둘러보기

▸ 예측  
Linear regression, Regression tree, Kernel regression, Support vector regression 

▸ 분류  
Logistic regression,  Decision tree, Nearest-neighbor classifier, Kernel discriminate 
analysis, Neural network, Support Vector Machine, Random forest, Boosted tree 

▸ 차원(변수) 축소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Manifold learning, SVD  

▸ 그룹화  
k-means, Hierarchical clustering, mean-shift, self-organizing maps(SOMs)  

▸ 선행학습(Pre-training), 2차분류  
Deep Learning(Stacked Restricted Boltzmann Machine, Stacked Auto-Encoders등
을 사용한 Multi layers Neural Nets, Non-linear Transformation)  

▸ 데이터 비교  
Bipartite cross-matching, n-point correlation two-sample testing, minimum 
spanning tree



둘러보기

SUPERVISED LEARNING (1)

▸ 서포트 벡터 머신 (support vector machine) 
패턴 인식, 자료 분석을 위한 지도 학습 모델이며, 주로 분류와 회귀 분석을 위해 사용한
다. 두 카테고리 중 어느 하나에 속한 데이터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SVM 알고리즘은 주
어진 데이터 집합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할지 판단하는 비
확률적 이진 선형 분류 모델을 만든다. 만들어진 분류 모델은 데이터가 사상된 공간에서 
경계로 표현되는데 SVM 알고리즘은 그 중 가장 큰 폭을 가진 경계를 찾는 알고리즘이다.  

▸ 은닉 마르코프 모델 (Hidden Markov model) 
통계적 마르코프 모델의 하나로, 시스템이 은닉된 상태와 관찰가능한 결과의 두 가지 요
소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모델이다. 관찰 가능한 결과를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관측될 
수 없는 은닉 상태들이고, 오직 그 상태들이 마르코프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만이 관
찰될 수 있기 때문에 '은닉'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었다. 음성 인식, 필기 인식, 동작 인식, 
품사 태깅, 악보에서 연주되는 부분을 찾는 작업, 부분 방전, 생물정보학과 같이 시간의 영
향을 받는 시스템의 패턴을 인식하는 작업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둘러보기

SUPERVISED LEARNING (2)

▸ 회귀 분석 (Regression) 
통계학에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은 관찰된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 두 변수 사이의 
모형을 구한뒤 적합도를 측정해 내는 분석 방법이다. 회귀분석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
터나 어떤 영향, 가설적 실험, 인과 관계의 모델링등의 통계적 예측에 이용될 수 있다. 

▸ 신경망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은 생물학의 신경망(특히 뇌)에서 영감을 얻은 통계학적 학습 알고리즘이다. 인공
신경망은 시냅스의 결합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인공 뉴런(노드)이 학습을 통해 시냅스의 결
합 세기를 변화시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는 모델 전반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에서는 역전파
법을 이용한 다층 퍼셉트론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인공신경망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나이브 베이즈 분류 (Naive Bayes Classification) 
특성들 사이의 독립을 가정하는 베이즈 정리를 적용한 확률 분류기의 일종으로 1950 년대 이
후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텍스트 분류에 사용됨으로써 문서를 여러 범주 (예: 스팸, 스포
츠, 정치)중 하나로 판단하는 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방법으로 남아있다.



둘러보기

UNSUPERVISED LEARNING

▸ 클러스터링(Clustering)  
개체를 다수의 메트릭스에서 상호 유사한 세그먼트 또는 클러스터로 그룹화하는 기법. 고객 
세분화가 클러스터링의 실제 예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무척 다양한데, 가장 널리 사용되
는 것이 k-평균(k-means)이고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Gaussian Mixture Model도 있다. 

▸ 독립 성분 분석(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다변량의 신호를 통계적으로 독립적인 하부 성분으로 분리하는 계산 방법이다. 각 성분은 비 
가우스 성 신호로서 서로 통계적 독립을 이루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 성분 분석은 
블라인드 신호를 분리하는 특별한 방법이다. 
독립 성분 분석의 전형적인 알고리즘은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전 단계로서 중심화 
(centering), 백색화 (whitening), 차원 감소 (dimensionality reduction)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백색화와 차원 감소는 주 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특이 
값 분해 (Singular Value Decomposition)로 한다.



둘러보기

REINFORCEMENT LEARNING

▸ 개요 

▸ 환경을 탐색하는 에이전트가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여 어떤 행동을 취함 

▸ 에이전트는 환경으로 부터 포상을 얻음 

▸ 포상은 양수와 음수 둘 다 가능 

▸ 에이전트가 앞으로 누적될 포상을 최대화 하는 정책을 찾는 방법 

▸ 강화 학습과 지도 학습의 차이점  

▸ 지도 학습 :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 원하지 않는 행동을 명시적으로 수정하며 모델 업데이트 

▸ 강화 학습 : 알고 있는 지식과 아직 조사되지 않는 영역을 탐험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 

▸ Multi-armed Bandit 문제, Q-Learning 알고리즘



둘러보기

머신러닝의 실제 사용 사례 (1)

▸ 사기 방지: 1억 5,000만 개의 디지털 월릿을 통해 연간 2,000억 달러 이상의 결제를 처리하
는 페이팔(PayPal)은 온라인 결제업계의 선두 주자다. 이 정도 규모에서는 사기 비율이 낮다 
해도 그 비용은 상당하다. 창업 초기에는 월별 사기 피해 금액이 1,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 타겟팅 디지털 디스플레이: 광고 기술 기업 Dstillery는 실시간 입찰 플랫폼에서 타겟 디지털 
디스플레이 광고를 진행하도록 한다. 개인의 브라우징 내역, 방문, 클릭 및 구매에 대해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해 한 번에 수백 개의 광고 캠페인을 처리하며 초당 수천 건의 예측을 실행한다. 

▸ 콘텐츠 추천: Comcast는 TV 서비스 고객을 위해 각 고객의 이전 시청 습관을 기반으로 한 실
시간으로 개인 맞춤화된 콘텐츠를 추천한다. 수십억 개의 내역 기록을 사용해 각 고객별로 고
유한 취향 프로필을 작성한 다음, 공통적인 취향을 가진 고객을 클러스터로 묶는다. 그런 후 각 
고객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가장 인기있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추적 및 추천한다.



둘러보기

머신러닝의 실제 사용 사례 (2)

▸ 자동차 품질 개선: Jaguar Land Rover의 신형 차량에는 60개의 온보드 컴퓨터가 탑재되며 
이 컴퓨터는 2만 개 이상의 메트릭스를 기준으로 매일 1.5GB의 데이터를 생성한다. 고객이 
차량을 실제로 어떻게 다루는 지를 파악해서 얻은 정확한 사용 데이터를 통해 설계자는 부품 
고장과 잠재적 안전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조건에 맞는 차량 엔지니어링에도 도움이 된다. 

▸ 유망 잠재 고객에 집중: 마케터들은 최적의 판매와 마케팅 기회, 그리고 최적의 제품을 판단하
기 위한 도구로 구매 성향 모델을 사용한다. 라우터부터 케이블 TV 박스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제품을 보유한 Cisco의 마케팅 분석팀은 몇 시간 만에 6만 개의 모델을 교육시키고 1억 
6,000만 명의 잠재 고객을 확보했다. 

▸ 의료 보건 서비스 개선: 환자의 재입실은 의료 보험 공단과 민간 보험사가 재입실 비율이 높은 
병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환자만 퇴원시키는 
역량이 병원의 재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Carolinas Healthcare System은 환자의 위
험 점수를 계산하고 병원 사례 관리자는 이를 바탕으로 퇴원 결정을 내린다.



용어 정리
MACHING LEARNING



용어 정리

1. 회귀분석 (HTTP://MATH7.TISTORY.COM/118 에서 발췌)

▸ 점들이 퍼져있는 형태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이 패턴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예측하는 분석.  

▸ 새로운 표본을 뽑았을 때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붙
은 이름 

▸ 회귀(回歸 돌 회, 돌아갈 귀)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돌아간다'는 정도
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회귀로부터 '예측'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는 쉽
지 않다.



용어 정리

2. LINEAR REGRESSION

▸ 2차원 좌표에 분포된 데이터를 1차원 직선 방정식을 통해 표현되지 않
은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한 분석 모델. 

▸ 머신러닝 입문에서는 기본적으로 2차원이나 3차원까지만 정리한다. 

▸ 여기서는 편의상 1차원 직선으로 정리하고 있다. xy축 좌표계에서 직
선을 그렸다고 생각하면 된다.



용어 정리

3. HYPOTHESIS

▸ Linear Regression에서 사용하는 1차원 방정식을 가리키는 용어
로, 우리말로는 가설이라고 한다. 수식에서는 h(x) 또는 H(x)로 표현
된다. 

▸ 최저점(minimize cost)이라는 정답을 찾기 위한 가정이기 때문에 
가설이라고 부를 수 있다. 

▸ H(x) = Wx + b   
==>  x에 대한 1차 방정식



용어 정리

4. COST (비용)

▸ 앞에서 설명한 Hypothesis 방정식에 대한 비용(cost)으로 방정식의 
결과가 크게 나오면 좋지 않다고 얘기하고 루프를 돌 때마다 W와 b를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게 된다. 

▸ 미분을 사용해서 스스로 최저 비용을 찾아간다. 

▸ Gradient Descent Algorithm을 사용해서 최저 비용을 찾는다.



용어 정리

5. COST 함수

▸ Hypothesis 방정식을 포함하는 계산식 

▸ 현재의 기울기(W)와 절편(b)에 대해 비용을 계산해 주는 함수 

▸ W와 b가 변함에 따라 반드시 convex(오목)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하
는 것이 핵심. 

▸ convex하지 않다면, 경사를 타고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최저점 계산
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 Linear Regression을 비롯한 머신러닝 전체에서  
최소 비용을 검색하기 위한 역할 담당



용어 정리

6. GRADIENT DESCENT ALGORITHM

▸ 딥러닝의 핵심 알고리즘 

▸ 경사타고 내려가기, 경사하강법 등의 여러 용어로 번역되었다. 

▸ 미분을 사용해서 비용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알고리즘 

▸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간단한 미분 정도만 이해하면 알고리즘 자체는 
너무 단순하다. 

▸ 텐서플로우에 포함된 Optimizer는 대부분 Gradient Descent 
Algorithm에서 파생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LINEAR 
REGRESSION

MACHINE LEARNING



LINEAR REGRESSION

좋은 가설?



LINEAR REGRESSION

직선으로부터 점까지의 거리 계산



LINEAR REGRESSION

COST 수식



LINEAR REGRESSION

최저 COST를 만드는 W와 B는?

▸ H(x) = wx + b 

▸ x = [1, 2, 3] 
y = [1, 2, 3] 

▸ w와 b가 아래와 같다면? 
1. w = 1/2, b = 0  
2. w = 0, b = 2 
3. w = 1, b = 1/2  
4. w = 1, b = 1



LINEAR REGRESSION

THE GOAL 0F LINEAR REGRESSION

▸ Cost를 최소로 만드는 
W(Weight)와 b(bias)를 찾는 것. 

▸ Linear Regression의 목표는 곧 머신러닝의 목표!



GRADIENT DESCENT 
ALGORITHM

MACHINE LEARNING



GRADIENT DESCENT ALGORITHM

HOW TO HIDE BIAS?



GRADIENT DESCENT ALGORITHM

COST FUNCTION GRAPH



GRADIENT DESCENT ALGORITHM

GRADIENT DESCENT ALGORITHM



GRADIENT DESCENT ALGORITHM

HOW IT WORKS?



GRADIENT DESCENT ALGORITHM

FORMAL DEFINITION

+ =



GRADIENT DESCENT ALGORITHM

CONVEX FUNCTION



MULTI-VARIABLE 
LINEAR REGRESSION

MACHINE LEARNING



MULTI-VARIABLE LINEAR REGRESSION

MULTI FEATURES



MULTI-VARIABLE LINEAR REGRESSION

HYPOTHESIS AND COST FUNCTION



MULTI-VARIABLE LINEAR REGRESSION

MATRIX AND TRANSPOSE



MULTI-VARIABLE LINEAR REGRESSION

MATRIX AND HYPOTHESIS



MULTI-VARIABLE LINEAR REGRESSION

HYPOTHESIS WITHOUT B



MULTI-VARIABLE LINEAR REGRESSION

HYPOTHESIS USING TRANSPOSE



LOGISTIC 
CLASSIFICATION

MACHINE LEARNING



LOGISTIC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AND ENCODING



LOGISTIC CLASSIFICATION

LINEAR REGRESSION?



LOGISTIC CLASSIFICATION

PROBLEMS



LOGISTIC CLASSIFICATION

SIGMOID



LOGISTIC CLASSIFICATION

COST FUNCTION



LOGISTIC CLASSIFICATION

COST FUNCTION FOR LOGISTIC



LOGISTIC CLASSIFICATION

COST FUNCTION IS LOG FUNCTION



LOGISTIC CLASSIFICATION

COST FUNCTION



LOGISTIC CLASSIFICATION

GRADIENT DESCENT ALGORITHM



LOGISTIC CLASSIFICATION

LOG FUNCTION



LOGISTIC CLASSIFICATION

LOG FUNCTIONS WE NEED TO KNOW



LOGISTIC CLASSIFICATION

DECISION BOUNDARY



SOFTMAX
MACHINE LEARNING



SOFTMAX

LOGISTIC REGRESSION



SOFTMAX

MULTINOMIAL CLASSIFICATION



SOFTMAX

MULTINOMIAL CLASSIFICATION



SOFTMAX

MULTINOMIAL CLASSIFICATION



SOFTMAX

MULTINOMIAL CLASSIFICATION



SOFTMAX

WHERE IS SIGMOID?



SOFTMAX

SIGMOID?



SOFTMAX

SOFTMAX



SOFTMAX

ONE-HOT ENCODING



SOFTMAX

COST FUNCTION



SOFTMAX

CROSS-ENTROPY COST FUNCTION



SOFTMAX

전개



SOFTMAX

LOGISTIC COST VS. CROSS ENTROPY

-



SOFTMAX

COST FUNCTION



SOFTMAX

GRANDIENT DESCENT ALGORITHM



SOFTMAX

HOMEWORK

-



APPLICATION 
AND TIPS

MACHINE LEARNING



APPLICATION AND TIPS

COST FUNCTION GRAPH



APPLICATION AND TIPS

OVERSHOOTING AND SMALL LEARNING RATE



APPLICATION AND TIPS

TRY SEVERAL LEARNING RATES



APPLICATION AND TIPS

DATA PREPROCESSING FOR GRADIENT DESCENT

    



APPLICATION AND TIPS

DATA PREPROCESSING FOR GRADIENT DESCENT

    



APPLICATION AND TIPS

DATA PREPROCESSING FOR GRADIENT DESCENT



APPLICATION AND TIPS

STANDARDIZATION



APPLICATION AND TIPS

NORM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http://gentlej90.tistory.com/26

http://gentlej90.tistory.com/26


APPLICATION AND TIPS

NORM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 Normalization 

수식 : (요소값 - 최소값) / (최대값 - 최소값) 

설명 : 전체 구간을 0~100으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특정 데이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줌 

▸ Standardization 

수식 : (요소값 - 평균) / 표준편차 

설명 : 평균까지의 거리로, 2개 이상의 대상이 단위가 다를 때, 

          대상 데이터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게 해줌



APPLICATION AND TIPS

OVERFITTING



APPLICATION AND TIPS

SOLUTIONS FOR OVERFITTING



APPLICATION AND TIPS

REGULARIZATION



APPLICATION AND TIPS

UNDERFITTING VS. OVERFITTING



APPLICATION AND TIPS

REGULARIZATION FORMULA

    



APPLICATION AND TIPS

PERFORMANCE EVALUATION : IT THIS GOOD?



APPLICATION AND TIPS

EVALUATION USING TRAINING SET



APPLICATION AND TIPS

TRANINING AND TEST SETS



APPLICATION AND TIPS

TRAINING, VALIDATION AND TEST SETS



APPLICATION AND TIPS

ONLINE LEARNING



APPLICATION AND TIPS

MNIST DATAS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