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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기계학습이란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다. 컴퓨터에 명시적인 프로그램 없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연구 분야이며, 사람이 

학습하듯이 컴퓨터에도 데이터들을 줘서 학습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게 하는 분야이다. 기계학습 종류에는 크게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습 종류 및 컴퓨터가 

데이터들을 학습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문제점의 종류 및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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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기계학습이란,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예측을 

수행하며,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과 이를 위한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구축하는 기술이다[1]. 

기계학습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감독 학습

(Supervised Learning), 비 감독 학습(Unsupervised Learning),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이 있으며, 감독 학습은 입력과 

이에 대응하는 미리 알려준 출력을 mapping하는 함수를 학습하는 

것이다. 비 감독 학습은 출력 없이 입력만으로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하

는 형태이며, 강화 학습은 학습자가 행동을 선택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피드백을 받아 학습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기계학습 기법들은 최근 들어 실생활에서 자주 쓰인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평소에 구매한 물건의 패턴을 분석하여 관심을 

가질만한 상품을 예측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용자가 

찍은 사진을 특정 콘텐츠 별로 분류를 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맞는 

음악이나 영화 등을 추천해주는 시스템 등 이 있다. 

이러한 기계학습을 수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적절하지 

않은 학습 계수를 유지하거나, 크기가 너무 큰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거나, 학습이 너무 잘되어 실제 데이터를 대상으로 

예측을 못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문제점의 종류 및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2장에

서는 기계학습의 종류에 대해서 제시하며 3장에는 기계학습을 이용해 

학습 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기계학습의 종류

감독 학습은 감독한 내용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를 나타내는 하나의 Data Set을 가지고 새로운 

입력 데이터를 받았을 때 출력 데이터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주로 

분류와 회귀에 쓰이며, Support Vector Machine (SVM), Naive 

Bayes, Decision Tree, Logistic Regression, Linear Regression 

등이 있다. 비 감독 학습은 사람 없이 컴퓨터가 스스로 레이블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다. 주로 군집화와 분포 추정에 

쓰이며, K-means, Clustering, Density estimation 등이 있다. 강화 

학습은 어떤 환경 안에서 정의된 에이전트가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여,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 이로부터 보상을 얻으면서 학습을 진행하며, 

보상을 최대화 하도록 학습이 진행된다. 주로 게임이나, 로봇틱스 

환경에 주로 쓰이며, Q-learning, Markov Decision Process 등이 

있다.

III. 기계학습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다음으론 기계학습을 이용해 학습 진행 시 문제점에 대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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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해 학습할 시 주의해야할 것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학습 계수(Learning Rate)는 적절한 값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Fig. 1. 학습 계수 비교 그래프 

이와 같이 학습 계수가 너무 크면 최솟값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너무 작으면 최솟값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두 번째로, Overfitting[2] 문제가 있다. Overfitting 이란, 과도하게 

데이터에 대해 모델을 학습한 경우를 의미한다.

Fig. 2. Overfitting 

과도하게 학습 데이터에 대해 학습을 진행한 경우, 학습 데이터에 

대해선 정확도가 높아지지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선 정확도가 떨어지

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다. 사용하는 데이터의 Feature 수를 줄이는 방법과, Regularization

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향후, 기계학습의 해결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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