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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Azure 클라우드 플랫폼의 가상서버 호스팅을 이용해 데이터 수집 환경을 구축하고, Azure

에서 제공하는 자동화된 기계학습(Automated Machine Learning, AutoML)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방법

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가상 서버 호스팅 환경에 LAMP(Linux, Apache, MySQL, PHP)를 설치하여 데

이터 수집환경을 구축했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Azure AutoML에 적용하여 자동화된 기계학습을 수행했다. 

Azure AutoML은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기계학습 모델 개발을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로써 기계학습 솔루션 

구현하는데 시간과 자원(Resource)를 절약할 수 있다. 특히, AutoML은 수집된 데이터를 분류와 회귀 및 예

측하는데 있어서 학습점수(Training Score)를 기반으로 보유한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기계학습 모델의 순위

를 제공한다. 이는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코드를 설

계하지 않아도 되며, 전체 기계학습 시스템을 개발 및 구현하기 전에 모델의 구성과 시스템을 설계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NPU(Neural Processing Unit)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환경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Azure AutoML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류와 회귀 등 가장 효율

적인 알고리즘 선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키워드: 데이터 수집(Data Collection), MS 애저(MS Azure), LAMP(Linux, Apache, MySQL, PHP), 

자동화된 기계학습(Automated Machine Learning), 데이터 분석(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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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중 

하나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은 기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

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제조기업 등 산업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1] 또한, 우리는 임베디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임베디드 인공지능 시스템

은 저전력/저사양 플랫폼에서 운영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

는 것이며, 신경망 처리장치(Neural Processing Unit, NPU)가 사용된

다. 임베디드 플랫폼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수준의 최적화 작업이 필요하며, 수많은 데이터 기반의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NPU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환경과 Azure AutoML기반 범용 기계학습 최적화 모델 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II. Background

우리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NPU를 이용해 소형의 저전력 

PCB 검사기를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NPU는 Neural 

Processing Unit으로 인공 신경망 처리장치를 의미한다. 최근 임베디

드 시스템 기반 NPU나 뉴로모픽 칩을 이용해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하

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 임베디드 시스템 및 NPU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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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NPU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환경 구축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Azure AutoML을 이용해 

최적 알고리즘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AutoML을 이용하면 

실제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기계학습 알고리즘 설계 및 포팅

(Porting) 이전에 데이터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도출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III. Data collection environment and analysis

데이터 수집환경은 Azure에서 제공하는 가상서버를 기반으로 

LAMP를 이용해 서버 구축 및 데이터 수집환경을 구성했다. 즉, 

Linux(Ubuntu 18.04) 운영체제에 Apache2 서버를 설치했으며, 

데이터베이스는 MySQL(5.7)을 사용했다. 웹페이지 구성은 PHP를 

기반으로 설계 및 구현했다. 아래 그림은 각각 Apache2 서버와 

MySQL 그리고 PHP 설치가 완료된 화면을 캡쳐한 것이다. Azure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으로 가상서버와 DB, 인공

지능 API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3]

Fig. 1. Ubuntu Linux기반 AMP 환경 구축

데이터 분석은 Azure의 자동화된 기계학습(AutoML)을 기반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분류 모델을 선정했다. 본 논문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적합한 모델로는 그림 2에서와 같이 “Voting 

Ensemble”이 학습 및 분류에서 최적의 모델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Azure AutoML을 이용해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기계학습 모델을 

선정한 후 임베디드 인공지능 시스템에 모델을 적용하는 순서로 

개발을 수행하면 임베디드 시스템 기반 인공지능 응용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개발 및 구현 할 수 있다.

Fig. 2. Azure AutoML기반 최적 모델 선정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Microsoft Azure 클라우드 플랫폼의 가상서버를 

기반으로 NPU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환경 구축과 AutoML을 

이용한 효율적인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LAMP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환경 구축에 관한 연구와 Azure AutoML기반 

데이터에 최적화된 기계학습 모델 도출 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절차를 기술했다. 본 논문과 같이 Azure AutoML을 이용해 최적 

알고리즘을 도출한 후 기계학습 모델을 설계하고 임베디드 시스템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하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기계학습 

솔루션을 설계 및 구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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