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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 러닝 예제

• 목표 : 펭귄 체중 예측

• X 인자 : 펭귄 서식지 3곳, 종 3가지, 성별, 신체 치수 3가지

https://rpubs.com/julianlavila/penguins



머신 러닝 학습 과정

종

서식지

성별

부리 길이

부리 폭

날개 길이

Biscoe Y/N

Dream Y/N

Torgersen Y/N

Female Y/N

Male Y/N

Adelie Y/N

Chinstrap Y/N

Gentoo Y/N

Chinstrap

Dream

Female

46.4

18.6

190.0

체중 3450.0

0

1

0

1

0

0

1

0

머신 러닝 = 

이 과정을 파악한다

X y

여기도 뭔가

처리를 한다.



왜 독립 변수를 X, 종속 변수를 y라고 부를까요?

• 행렬은 대문자, 벡터는 소문자

X y



train set과 test set 분할

• 8:2로 나누겠습니다.

• 80%로 학습하고 20%로 평가합니다.



X vs y 관계 외에도 학습할 게 좀 많습니다

• 머신 러닝 과정 = 숫자 계산

• 문자로 작성된 범주형 데이터도 숫자로 변환: one-hot encoding

train set 
원본

train set
one-hot 

encoded

get_dummies



X vs y 관계 외에도 학습할 게 좀 많습니다

•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인코딩 되었는지 외워 둬야 합니다. 

• get_dummies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train set
one-hot 

encoded

test set
one-hot 

encoded



Categorical Data 변환

• OneHotEncoder를 사용해서 변환을 학습하고 적용합니다.



Categorical Data 변환

• 학습 데이터, 평가 데이터도 변환합니다.

• 학습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분포를 학습해서 평가 데이터에 적용합니다.



Numerical Data 변환

• 숫자 데이터도 변환할 수 있습니다.

• 이게 뭐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러는 걸까요?



Numerical Data 변환

•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일치시킵니다.

Standard Scaler 적용 전 Standard Scaler 적용 후



머신 러닝 Machine Learning

• 선형 모델에서 인자간 기여도를 산출할 때,

• 신경망 모델에서 수렴을 돕기 위해 scaling이 필요합니다.

선형 모델 Linear Model 트리 모델 Tree Model 신경망 모델 Neural Network



각각 처리한 두 데이터를 결합

종

서식지

성별

부리 길이

부리 폭

날개 길이

Biscoe Y/N

Dream Y/N

Torgersen Y/N

Female Y/N

Male Y/N

Adelie Y/N

Chinstrap Y/N

Gentoo Y/N

Chinstrap

Dream

Female

46.4

18.6

190.0

체중 3450.0

0

1

0

1

0

0

1

0

머신 러닝 = 

이 과정을 파악한다

X y

여기도 뭔가

처리를 했다.



각각 처리한 두 데이터를 결합



머신 러닝 모델 학습

• Random Forest Regressor

X

y

average

Decision trees



머신 러닝 모델 학습



인자 중요도 계산

• Permutation importance 

• 인자별로데이터를 뒤섞어성능 예측. 

• 성능이 떨어진 인자일수록중요.



인자 중요도 계산

• Permutation importance: 뭔가 이상? 



조금 지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뭐 했는지 정리가 되시나요?

다른 전처리 기법을 어떻게 시도하실건가요?

머신 러닝 모델도 바꿔보셔야될 텐데요?

그러고도 인자중요도가이상합니다.



머신 러닝 활용

실험 어딘가의지인 문헌

모델을가르친다

데이터를나눈다
전처리를한다

잘 배웠는지확인한다

학습

검증

X, y 데이터를모은다 굿!

컴퓨터가필요하다. 코딩을 해야 한다.

문헌

특허를 내자!
논문을 쓰자!

열심히 했다!
잠을 줄였다!
보람이 있다!



머신 러닝 활용

실험 어딘가의지인 문헌

모델을가르친다

데이터를나눈다
전처리를한다

잘 배웠는지확인한다

학습

검증

X, y 데이터를모은다 굿!

컴퓨터가필요하다. 코딩을 해야 한다.

문헌

특허를 내자!
논문을 쓰자!

기술을 사용하자!
후속 연구를하자!

추가 데이터를모으자!

추가 데이터를모으자!

또 열심히 하라고?
또 잠을 줄이라고?
과연 보람이있을까?

전처리부터다시?
그 코드 뭐더라?

정리해놓긴했는데?

자체 제작 한계
외부 수집시신뢰성 검증必



머신 러닝 활용

• 모델을 만든 후 지속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

머신러닝 모델새 데이터 Web, App

데이터베이스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Data
Pipeline

여러 모델 성능 비교

https://doi.org/10.3390/en14217128

여러 전처리방법 비교

trials & errors



연결 단자 통일

http://global.gmarket.co.kr/item?goodsCode=752782999, https://www.earlyadopter.co.kr/3928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2/2018040285025.html



머신 러닝 파이프라인

https://blogs.3ds.com/biovia/oil-and-gas-pipeline-integrity/
https://wikidocs.net/165452

데이터

머신러닝 모델

전처리 1 전처리 2 전처리 3

추론 (예측, 분류)



머신 러닝 파이프라인

• scikit-learn 제공 데이터 처리 & 머신 러닝 모듈 결합 기능



머신 러닝 파이프라인

• 성능 확인



머신 러닝 파이프라인

• Permutation importance



Homework

• 캘리포니아 집값 예측

• 핸즈온 머신러닝 2판, 한빛미디어, https://bit.ly/38OOa9j

https://bit.ly/38OOa9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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