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ßɫƟ+ȋŒɻɻ ࡩࠁ߽ xȣʉɫȴƌʞƁʉǩȴȣ ʉȴ �ŒƁǞǩȣƟ �ƟŒɫȣǩȣǊ
ࠆࠁ߽ࠁð+ð �ŒƁǞǩȣƟ �ƟŒɫȣǩȣǊ Œȣƌ 5ŒʉŒ ðƁǩƟȣƁ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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īǞŒʉ ǩɻ �ŒƁǞǩȣƟ �ƟŒɫȣǩȣǊ

`ǩǊʞɫƟ ࡩ߾ 이강의에서하게될것?

ࠄ߿߾



īǞŒʉ ǩɻ �ŒƁǞǩȣƟ �ƟŒɫȣǩȣǊ

�ŒƁǞǩȣƟࢧ �ƟŒɫȣǩȣǊ ǩɻ ʉǞƟ ˨Ɵȋƌ ȴǇ ɻʉʞƌˈ ʉǞŒʉ ǊǩʻƟɻ ƁȴȝɠʞʉƟɫɻ ʉǞƟ
Œŷǩȋǩʉˈ ʉȴ ȋƟŒɫȣ ʿǩʉǞȴʞʉ ŷƟǩȣǊ ƟˇɠȋǩƁǩʉȋˈ ɠɫȴǊɫŒȝȝƟƌࢨ  �ɫʉǞʞɫ
ðŒȝʞƟȋࡪ ࠆࠂࠆ߾

ðϑ˺Γ `ͮΉϫ̺Ϙ ǩɻ Œ �ŒƁǞǩȣƟ �ƟŒɫȣǩȣǊ ßɫȴǊɫŒȝ

ࡦ ȣȴʉ ŷˈ Œȣ ƟˇɠȋǩƁǩʉ ŒȋǊȴɫǩʉǞȝࡪ ƟǊࡪ ˨ȋʉƟɫǩȣǊ ŷˈ ɻɠƟƁǩŒȋ ʿȴɫƌɻ
ࡦ ǊǩʻƟȣ ƟˇŒȝɠȋƟɻ ȴǇ ɻɠŒȝ ƟȝŒǩȋɻ ࡪǊƟ ˩ŒǊǊƟƌ ŷˈ ʞɻƟɫɻ
ࡦ ǊǩʻƟȣ ƟˇŒȝɠȋƟɻ ȴǇ ɫƟǊʞȋŒɫ ȣȴȣɻɠŒȝ ƟȝŒǩȋɻ
ࡦ ǩʉ ƁŒȣ ȋƟŒɫȣ ʉȴ ˩ŒǊ ɻɠŒȝ

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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īǞŒʉ ǩɻ �ŒƁǞǩȣƟ �ƟŒɫȣǩȣǊ

Write Rules

Analyze 
errors

Study the 
problem Evaluate

Launch!

`ǩǊʞɫƟ ࡩ߿ üɫŒƌǩʉǩȴȣŒȋ ŒɠɠɫȴŒƁǞ

Train ML
algorithm

Analyze 
errors

Study the 
problem

Evaluate
solution

Launch!*Lots* 
of data

`ǩǊʞɫƟ ࡩࠀ �ŒƁǞǩȣƟ ȋƟŒɫȣǩȣǊ ŒɠɠɫȴŒƁǞ ࠄ߿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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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ࡪ �� Œȣƌ 5ƟƟɠ �ƟŒɫȣǩȣǊ

ࡦ 인공지능 �ɫʉǩ˨ƁǩŒȋ xȣʉƟȋȋǩǊƟȣƁƟ
 가장넓은 의미에서의인공지능으로서인공적으로구현한 모든
수준의지능을 포괄

 컴퓨터과학 측면에서보면, 환경을 인지하여 어떤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최대화되도록행동을취하는지능적객체에 대한
연구

ࡦ 머신러닝 �ŒƁǞǩȣƟ �ƟŒɫȣǩȣǊ
 구체적으로프로그래밍하지않아도스스로학습하여특정 임무를
수행할수 있는능력을컴퓨터가갖도록구현하는 �x의한 분야

 개체에대한 속성을기계가잘학습할수있도록 수작업 ,특징공학
`ƟŒʉʞɫƟ DȣǊǩȣƟƟɫǩȣǊ이필요

ࡦ 딥러닝 5ƟƟɠ �ƟŒɫȣǩȣǊ
 데이터에대한다층적표현과추상화를통해학습하는머신 러닝의
기법

 특징공학 없이도개체속성을스스로이해하고학습하여 결과를
내도록할 수있다는것이강점

ࠄ߿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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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ࡪ �� Œȣƌ 5ƟƟɠ �ƟŒɫȣǩȣǊ

`ǩǊʞɫƟ ࡩࠁ �x ʻɻ �� ʻɻ
5ƟƟɠ �ƟŒɫȣǩȣǊ `ǩǊʞɫƟ ࡩࠂ ĨŒɫǩȴʞɻ ˨Ɵȋƌɻ ȴǇ ȝŒƁǞǩȣƟ ȋƟŒɫȣǩȣǊ

ࠄ߿ࠂ

• .si 쪴멹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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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ˈɠƟɻ ȴǇ �ŒƁǞǩȣƟ �ƟŒɫȣǩȣǊ

ࡦ 지도 유무ɻʞɠƟɫʻǩɻǩȴȣ
 지도학습 ɻʞɠƟɫʻǩɻƟƌ ȋƟŒɫȣǩȣǊ
 비지도학습 ʞȣɻʞɠƟɫʻǩɻƟƌ ȋƟŒɫȣǩȣǊ
 준지도학습 ɻƟȝǩɻʞɠƟɫʻǩɻƟƌ ȋƟŒɫȣǩȣǊ
 강화학습 ɫƟǩȣǇȴɫƁƟȝƟȣʉ ȋƟŒɫȣǩȣǊ

ࡦ 목표가되는 출력값의종류에따라
 분류 ƁȋŒɻɻǩ˨ƁŒʉǩȴȣࡩ 분절된, 범주화된 출력값 ƌǩɻƁɫƟʉƟࡪ ƁŒʉƟǊȴɫǩƁŒȋ
 회귀 ɫƟǊɫƟɻɻǩȴȣࡩ 연속된출력값 Ɓȴȣʉǩȣʞȴʞɻ
 탐지 ƌƟʉƟƁʉǩȴȣࡩ 참거짓 ŷǩȣŒɫˈ

ࡦ 데이터에대한 점진적학습여부
 온라인러닝 ȴȣȋǩȣƟ ȋƟŒɫȣǩȣǊ
 배치러닝 ŷŒʉƁǞ ȋƟŒɫȣǩȣǊ

ࡦ 시스템이일반화되는방법에따라
 사례기반 학습 ǩȣɻʉŒȣƁƟŷŒɻƟƌ ȋƟŒɫȣǩȣǊࡪ ȝƟȝȴɫˈŷŒɻƟƌ ȋƟŒɫȣǩȣǊ
 모델기반 학습 ȝȴƌƟȋŷŒɻƟƌ ȋƟŒɫȣǩȣǊ

ࠄ߿ࠃ

error.

( root 걊燮e→빼
TRES-99.- 眄切output
tienneY 뒤에서 . d솞red output.

(쯫 쌝값ㅋ恬形
정짮

←

renren.spamfilter.me



교시학습지도학습 i 학습이 잘 이루어진 경우에

주어진 입력에대해 기대하는 출력을
-n. .

참값인 출력알고 있는경요
一一



üˈɠƟɻ ȴǇ �ŒƁǞǩȣƟ �ƟŒɫȣǩȣǊ

ࡦ ðʞɠƟɫʻǩɻƟƌ ȋƟŒɫȣǩȣǊ
 레이블ȋŒŷƟȋࡪ ʉŒɫǊƟʉ ʻŒȋʞƟࡪ Ǌɫȴʞȣƌ ʉɫʞʉǞ이붙은데이터셋으로학습
 ȅ£ƟŒɫƟɻʉ £ƟǩǊǞŷȴɫɻ ࡪ££ ɫƟǊɫƟɻɻǩȴȣࡪ ɻʞɠɠȴɫʉ ʻƟƁʉȴɫ ȝŒƁǞǩȣƟ
ࡪ�ðĨ ɫŒȣƌȴȝ ǇȴɫƟɻʉɻࡪ ȣƟʞɫŒȋ ȣƟʉʿȴɫȅ

ࡦ ċȣɻʞɠƟɫʻǩɻƟƌ ȋƟŒɫȣǩȣǊ
 레이블이없는데이터에서패턴이나구조를찾는 방법
 ƁȋʞɻʉƟɫǩȣǊࡪ ǞǩƟɫŒɫƁǞǩƁŒȋ ƁȋʞɻʉƟɫǩȣǊࡪ ƟˇɠƟƁʉŒʉǩȴȣȝŒˇǩȝǩ˔Œʉǩȴȣ ࡪ�D
ɠɫǩȣƁǩɠŒȋ ƁȴȝɠȴȣƟȣʉ ŒȣŒȋˈɻǩɻ ࡪ�+ß ŒȣȴȝŒȋˈ ƌƟʉƟƁʉǩȴȣ

`ǩǊʞɫƟ ࡩࠃ ðʞɠƟɫʻǩɻƟƌ ʉɫŒǩȣǩȣǊ ƌŒʉŒɻƟʉ
`ǩǊʞɫƟ ࡩࠄ ċȣɻʞɠƟɫʻǩɻƟƌ
ȋƟŒɫȣǩȣǊ ȅ�ƟŒȣɻ ƁȋʞɻʉƟɫǩȣǊ

ࠄ߿ࠄ

지도학습 ,고시학습→ output
,

integer一一 .

their회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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ðʞɠƟɫʻǩɻƟƌ ȋƟŒɫȣǩȣǊ

`ǩǊʞɫƟ ࡩࠅ ðʞɠƟɫʻǩɻƟƌ ƁȋŒɻɻǩ˨ƁŒʉǩȴȣ ££

ࠄ߿ࠅ

.

(빩패쵁거 학습데이터

뷍

Superused Learning
Classification
( 3 class)

hiestheishb.ru



ðʞɠƟɫʻǩɻƟƌ ȋƟŒɫȣǩȣǊ

`ǩǊʞɫƟ ࡩࠆ ðʞɠƟɫʻǩɻƟƌ ɫƟǊɫƟɻɻǩȴȣ ȋǩȣƟŒɫ  ɠȴȋˈȣȴȝǩŒȋ

`ǩǊʞɫƟ ࡩ߽߾ ðʞɠƟɫʻǩɻƟƌ ɫƟǊɫƟɻɻǩȴȣ ȋȴǊǩɻʉǩƁ
ࠄ߿ࠆ

recession洲墩. 呱粃쯨출력 i혣

1차 →
→입력

--입력

-

f



ċȣɻʞɠƟɫʻǩɻƟƌ ȋƟŒɫȣǩȣǊ

`ǩǊʞɫƟ ࡩ߾߾ oǩƟɫŒɫƁǞǩƁŒȋ ƁȋʞɻʉƟɫǩȣǊ

`ǩǊʞɫƟ ࡩ߿߾ ßɫǩȣƁǩɠŒȋ ƁȴȝɠȴȣƟȣʉ ŒȣŒȋˈɻǩɻ �+ß ࠄ߿߽߾

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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ċȣɻʞɠƟɫʻǩɻƟƌ ȋƟŒɫȣǩȣǊ

`ǩǊʞɫƟ ࡩࠀ߾ 5ǩȝƟȣɻǩȴȣŒȋ ɫƟƌʞƁʉǩȴȣ ʉƌǩɻʉɫǩŷʞʉƟƌ ɻʉȴƁǞŒɻʉǩƁ ȣƟǩǊǞŷȴɫ
ƟȝŷƟƌƌǩȣǊࡪ ʉð£D

ࠄ߿߾߾



ċȣɻʞɠƟɫʻǩɻƟƌ ȋƟŒɫȣǩȣǊ

`ǩǊʞɫƟ ࡩࠁ߾ �ȣȴȝŒȋˈ ƌƟʉƟƁʉǩȴȣ
ࠄ߿߿߾

stt' 쌦뻆뺀에에
i.

이상상태감지

○

temporal .



ðƟȝǩɻʞɠƟɫʻǩɻƟƌ ȋƟŒɫȣǩȣǊ

ࡦ 준지도학습 ɻƟȝǩɻʞɠƟɫʻǩɻƟƌ ȋƟŒɫȣǩȣǊ
 실제로는레이블없는데이터가더많고,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는
적음

 많은경우 지도학습과비지도학습을모두사용해야할 수도있음
 5ƟƟɠ ŷƟȋǩƟǇ ȣƟʉʿȴɫȅɻ ࡪ£#5 ƁȴȣʻȴȋʞʉǩȴȣŒȋ ȣƟʞɫŒȋ ȣƟʉʿȴɫȅ ʿǩʉǞ
ŒʞʉȴƟȣƁȴƌƟɫ

`ǩǊʞɫƟ ࡩࠂ߾ ɫƟ+�ßü+o�

`ǩǊʞɫƟ ࡩࠃ߾ ðƟȝǩɻʞɠƟɫʻǩɻƟƌ ȋƟŒɫȣǩȣǊ

ࠄ߿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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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ƟǩȣǇȴɫƁƟȝƟȣʉ ȋƟŒɫȣǩȣǊ

ࡦ 강화학습 ɫƟǩȣǇȴɫƁƟȝƟȣʉ ȋƟŒɫȣǩȣǊ
 시행착오를통해, 그러나 탐색과 활용간의 절충을 통해 최적의
행동을찾음

`ǩǊʞɫƟ ࡩࠄ߾ æƟǩȣǇȴɫƁƟȝƟȣʉ
ȋƟŒɫȣǩȣǊ

`ǩǊʞɫƟ ࡩࠅ߾ 5ƟƟɠ ɫƟǩȣǇȴɫƁƟȝƟȣʉ ȋƟŒɫȣǩȣǊ
ȴʞʉʞŷƟˈ

ࠄ߿ࠁ߾

mer
RL
, 강화학습

acceptance released trigger are

The

수정 .

→ 보상이커지는방향으로학습함.

☆ PolicyLETO

•

-

towards 얼마나주차가잘했는지
.



#ŒʉƁǞ Œȣƌ ȴȣȋǩȣƟ ȋƟŒɫȣǩȣǊ

ࡦ 배치러닝 ŷŒʉƁǞ ȋƟŒɫȣǩȣǊ
 가용한데이터를한번에모두사용해서학습
 시간및 컴퓨팅자원이많이들어감
 새로운데이터셋이주어지면처음부터다시학습시켜야함
 부드럽게해에접근하지만지역최적값 ȋȴƁŒȋ ȴɠʉǩȝŒ에서
빠져나오지못할수도있음

ࡦ 온라인러닝 ȴȣȋǩȣƟ ȋƟŒɫȣǩȣǊ
 데이터를순차적으로처리하면서점증적으로 학습
 각학습 단계가빠름
 배치러닝보다 불규칙하게접근하지만지역최적값문제에서 유리
 데이터가순차적으로들어오는경우에적합
 컴퓨팅자원이 매우제한적일때적합

ࡦ 미니배치 러닝 ȝǩȣǩŷŒʉƁǞƟɻ ȋƟŒɫȣǩȣǊ
 데이터셋을미니배치라고하는작은그룹으로나누어학습
 배치방식과 온라인방식의절충
 기울기 가온라인학습보다정확하고지역ǊɫŒƌǩƟȣʉ 최적값
문제에서배치학습보다우수

 실제대부분 프로그램에서미니배치방식을사용 ࠄ߿ࠂ߾

Entrance←전체데이터를다올려서 .

'

other
interpretation
i-batch.ee



xȣɻʉŒȣƁƟŷŒɻƟƌ ʻɻ ȝȴƌƟȋŷŒɻƟƌ

ࡦ 일반화 ǊƟȣƟɫŒȋǩ˔Œʉǩȴȣ
 머신러닝은곧무엇인가를예측하는것
 학습된데이터가아닌새로운데이터에대한예측 ऑ일반화
 일반화를위한머신러닝의접근방법: 사례 기반 ʻɻ 모델기반

`ǩǊʞɫƟ ࡩࠆ߾ xȣɻʉŒȣƁƟŷŒɻƟƌ ȋƟŒɫȣǩȣǊ `ǩǊʞɫƟ ࡩ߽߿ �ȴƌƟȋŷŒɻƟƌ ȋƟŒɫȣǩȣǊ

ࠄ߿ࠃ߾

一一
孟瀧擧磯輿

• 주변의데이터와 직접비교 ☆ L경계에대한
'

m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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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ȣɻʉŒȣƁƟŷŒɻƟƌ ʻɻ ȝȴƌƟȋŷŒɻƟƌ

ࡦ 사례기반 학습 ǩȣɻʉŒȣƁƟŷŒɻƟƌ ȋƟŒɫȣǩȣǊ
 모든데이터를메모리에올려놓고하는가장간단한 머신 러닝방법
메모리기반

 데이터가많아지면가설의복잡도도함께늘어남
 유사도나거리척도사용
 ȅ£ƟŒɫƟɻʉ £ƟǩǊǞŷȴɫࡪ �ƟɫȣƟȋ �ŒƁǞǩȣƟɻࡪ æ#` £Ɵʉʿȴɫȅɻ

ࡦ 모델기반 학습 ȝȴƌƟȋŷŒɻƟƌ ȋƟŒɫȣǩȣǊ
 학습데이터를 잘표현하는모델을만들거나선택하여예측
 대부분의머신러닝알고리즘

ࠄ߿ࠄ߾

Instant example -

5502nmnm
nrnnnh.tn

Institutesola

의유사도ME리

ioehnn_oe-n.co-sum.

입력 to→ 출력



��의문제점: 불충분한 학습 데이터

ࡦ 복잡한문제인 경우알고리즘보다는데이터가더 관건
!데이터는 다다익선

ࡦ 대부분의데이터셋은소규모중규모! 알고리즘이중요

`ǩǊʞɫƟ ࡩ߾߿ 5ŒʉŒɻƟʉ ʻɻ ŒȋǊȴɫǩʉǞȝ
ࠄ߿ࠅ߾

←

8-5cc5stgon로
rnnrnrnnr.tt

) 안과뿶

.net데이터의양에의한격차.
'蠟貞
,
→ 데이터의양

.



��의문제점: 학습 데이터의 비대표성

ࡦ 일반화시키려고하는모집단을잘대표하는학습데이터셋을
사용하는것이 중요

ࡦ 행복도예제에서 누락된국가들을포함시키면회귀 직선이
극단적으로변화 !대표성부족

ࡦ 데이터셋이너무 작으면 ! ðŒȝɠȋǩȣǊ £ȴǩɻƟ의영향이 큼
ࡦ 데이터셋이크더라도샘플링방법이잘못되었으면 ! ðŒȝɠȋǩȣǊ
#ǩŒɻ가발생

`ǩǊʞɫƟ ࡩ߿߿ � ȝȴɫƟ ɫƟɠɫƟɻƟȣʉŒʉǩʻƟ ʉɫŒǩȣǩȣǊ ɻŒȝɠȋƟ
ࠄ߿ࠆ߾

-

載마w나전체집단을대표했냐?
•

.ee
on error

1차
as

person 匕 파란색

행복 T
데이터가

작
.

Co
-

-
깁

O 먼저쪺
빨간색
더 101터가

nos 나중에
경제규모 관측됐을때



��의문제점: 과적합과 미적합

ࡦ 학습데이터에 대한과적합 ȴʻƟɫ˨ʉʉǩȣǊ
 모델이학습 데이터에대해서는좋은성능을보이지만, 처음 보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잘 일반화하지못함

 학습데이터의 양과노이즈정도에비해서모델이너무복잡할때
ʉȴȴ ǞǩǊǞ ƁŒɠŒƁǩʉˈ

 모델은경향 로부터일반화하는것을학습하기보다는학습ʉɫƟȣƌ
데이터를기억하기시작함

ࡦ 학습데이터에 대한미적합 ʞȣƌƟɫ˨ʉʉǩȣǊ
 모델이너무 단순! 학습데이터에대해서조차부정확
 과적합의경우보다는발견하고조치하기가용이

`ǩǊʞɫƟ ࡩࠀ߿ ´ʻƟɫ˨ʉʉǩȣǊ ʉǞƟ ʉɫŒǩȣǩȣǊ ƌŒʉŒ ࠄ߿߽߿

얼마나
,
어느정도로 데이터셋은

s. -

허용하겠느냐?
Do

started

단순함←
- cnn.s-s.net → 모델이

3차
9차 복잡함

☆ 0차 反耭

i. i
빨려마회귀 ,

一一

파란색쏖 참값t노이즈
.

모든노이즈까지도

초록색= Truth . 완벽하게 따라가는모델 .



��의문제점: 과적합과 미적합

ࡦ 과적합에대한 대책
 더많은 데이터를수집
 더단순한 모델을사용
 데이터의속성을줄임
 정규화 ɫƟǊʞȋŒɫǩ˔Œʉǩȴȣ

ࡦ 미적합에대한 대책
 파라미터가더많은더
강력한모델을 선택

 특징공학을 통해더
우수한특징을 사용

 모델의제약 조건을
완화

 정규화파라미터값을
완화

`ǩǊʞɫƟ ࡩࠁ߿ ´ʻƟɫ˨ʉʉǩȣǊ ʉǞƟ ʉɫŒǩȣǩȣǊ ƌŒʉŒ

ࠄ߿߾߿

一一

이적합 과적합
renren.ir

모델의복잡도에penaltydz.my
.se

이적합
瀏立

○= 복잡도를증가,허용

.



��의문제점: 과적합과 미적합

ࡦ 초모수 ǞˈɠƟɫɠŒɫŒȝƟʉƟɫ
 모델을학습시킨다는것은모델의파라미터값들을구한다는 것
 그러나, 모델을 학습시키기 전에 미리 정해야 하는파라미터들이
일부있음

 이것을 oˈɠƟɫɠŒɫŒȝƟʉƟɫ라고부름

ࠄ߿߿߿

polynoni.at
모델@tadtoe2t.TT T T

모델을기술 ,
결정하는 coefficient

파라thE7. parnme.to.

euro92EE파1솘다세자name얎 "뗦
resin
一一 凶戀

others

Finite
-

- 적절한값을정해야함 .



��의문제점: 과적합과 미적합

ࡦ 초모수 ǞˈɠƟɫɠŒɫŒȝƟʉƟɫ
 모델을학습시킨다는것은모델의파라미터값들을구한다는 것
 그러나, 모델을 학습시키기 전에 미리 정해야 하는파라미터들이
일부있음

 이것을 oˈɠƟɫɠŒɫŒȝƟʉƟɫ라고부름

`ǩǊʞɫƟ ࡩࠂ߿ oˈɠƟɫɠŒɫŒȝƟʉƟɫ ȴǇ ƌƟƟɠ ȣƟʞɫŒȋ ȣƟʉʿȴɫȅ ࠄ߿ࠀ߿

☆



테스트와검증

ࡦ 테스트의목적: 일반화 오차 cƟȣƟɫŒȋǩ˔Œʉǩȴȣ Ɵɫɫȴɫ가 관건
ࡦ 테스트 üƟɻʉ

 실무적용 직전에모델성능을평가하는것
 테스트데이터셋: 전체 데이터셋에서 학습 전에 별도로떼어놓은
데이터셋 전체데이터의약 ऻ߽߿

 훈련학습도중에절대절대로답üƟɻʉ ƌŒʉŒɻƟʉ을들여다보면안됨
ࡦ 검증 ĨŒȋǩƌŒʉǩȴȣ

 모델선택 및미세조정을위해실시
 검증데이터셋 ǞȴȋƌȴȣƟȴʞʉ ɻƟʉ ࡩ 나머지학습데이터셋의약 ऻ߽߿
 한번검증으로는보통불충분할수도있음
 그리고, 아까운 데이터가 낭비로 볼 수 있음
 +ɫȴɻɻ ʻŒȋǩƌŒʉǩȴȣ 필요교차검증

ࠄ߿ࠁ߿

卨薺品훈련할때는 교차검증을수행 .

싹뺧:
-- 菰

.

(10t이!EHd)



테스트와검증

ࡦ 교차검증 ɫȴɻɻĨŒȋǩƌŒʉǩȴȣ+
ࡦ 테스트 üƟɻʉ

 훈련데이터셋을분리시켜교대로검증에사용하는방법
 평균성능과 성능분산을통해모델을검증
 모델선택 및미세조정

`ǩǊʞɫƟ ࡩࠃ߿ +ɫȴɻɻʻŒȋǩƌŒʉǩȴȣ ɠɫȴƁƟƌʞɫƟ

ࠄ߿ࠂ߿

cnet.sc 학뛞똎 →봸잆몺쒊
예측 .

자체적인 교차검증수행 .

10번-.53
☆

Oil 金鸞芦
一意 )

사용t

학습떒 10개로쪼갠K개로쪼개)

= 10- foldcrossvalidati.in .

(K-GH) .



£ȴ ǇɫƟƟ ȋʞȣƁǞ ʉǞƟȴɫƟȝ

ࡦ 모델은관측의 단순화된버전
 무엇을고려하고무엇은무시할지결정! 하나또는 이상의가정

ࡦ 세상에공짜는 없다 �`£ üǞƟȴɫƟȝ
 데이터에대해서전혀가정을하지않는다면어떤모델을다른
모델보다선호할근거없음

 데이터에따라선형모델이좋은경우도있고신경망이좋은경우도
있으나, 미리 Œ ɠɫǩȴɫǩ알수있는방법은없음

 따라서유일한방법은모든모델에대해서평가해보는것!그러나
이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

 그러므로, 실제로는 데이터에 대해서 합리적인 몇가지가정을하고
몇개의 모델을평가할뿐

 특정한문제에 최적화된알고리즘이다른문제들에서는그렇지
않다는것을 수학적으로증명한정리

ࠄ߿ࠃ߿

of 떁홝i쨞둺
T-T
←

renren.at num neuron

-



�ɠɠƟȣƌǩˇ



æƟǇƟɫƟȣƁƟ Œȣƌ ǇʞɫʉǞƟɫ ɫƟŒƌǩȣǊ

ࡦ ǞŒɠ+ࢧ ࢨ߾ ȴǇ � cƟɫȴȣࡪ oŒȣƌɻ´ȣ �ŒƁǞǩȣƟ �ƟŒɫȣǩȣǊ ʿǩʉǞ
ðƁǩȅǩʉ�ƟŒɫȣࡪ �ƟɫŒɻ ॹ üƟȣɻȴɫ`ȋȴʿ

ࡦ ǞŒɠ+ࢧ ࢨ߾ ȴǇ + #ǩɻǞȴɠࡪ ßŒʉʉƟɫȣ æƟƁȴǊȣǩʉǩȴȣ Œȣƌ �ŒƁǞǩȣƟ �ƟŒɫȣǩȣǊ

ࠄ߿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