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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차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포럼2016 1 4

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차 산업혁명3

이 손과 발을 기계가 대체하여 자동화를 이루고 연

결성을 강화하였다면 차 산업혁명은 표 에서와 , 4 1

같이 인공지능 에 의해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AI)

화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다 [1].

Sortation Details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1784)

Introduction of initial automation 

through the invention of machines 

and promotion of connectivity 

within the country through bridges, 

ports, etc.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1870)

Automation enables mass 

production and facilitates efficient 

and productive connectivity in the 

labor sector.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1969)

The improved computing power of 

the digital age enables 

sophisticated automation, and 

increases the connectivity between 

people and people and nature, 

between people and machin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resent)

Robots are expected to replace 

many of the tasks that were 

thought to be only human, such as 

big data analytics and processing 

technology.

표 자동화와 연결성의 발전과정1. 

Table 1. Evolution of automation and conn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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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odel that can systematically study the 

whole learning process of machine learning. Since the existing model describes the learning 

process with minimum coding, it can learn the progress of machine learning sequentially through 

the new model, and can visualize each process using the tensor flow. The new model used all of 

the existing model algorithms and confirmed the importance of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target 

variable, survival. The used to classification training data into training and verification, an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model with test data. As a result of the final analysis, the 

ensemble techniques is the all tutorial model showed high performance, and the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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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머신러닝 방법론

Fig. 1 Machine learning methodology

Year

(Total)
Topic Classification

2018

(525)

Engineering(458), Social science(23), 

Natural science(12), Interdisciplinary 

studies (17), Humanities(8), Agriculture 

and Fishery (3), Medical science(2), Art 

and Kinesiology(1)

2017

(436)

Engineering(376), Social science(30), 

Natural science(6), Interdisciplinary 

studies (14), Humanities(5), Agriculture 

and Fishery (2), Medical science(2), Art 

and Kinesiology(1)

2016

(229)

Engineering(177), Social science(22), 

Interdisciplinary studies (8), Natural 

science(10), Humanities8), Agriculture 

and Fishery (3), Art and Kinesiology(1)

2015

(147)

Engineering(120), Social science(6), 

Natural science(11), Interdisciplinary 

studies (4), Art and Kinesiology(3), 

Humanities(2), Medical science(1)

2014

(106)

Engineering(84), Social science(8), 

Interdisciplinary studies (5), Natural 

science(4), Art and Kinesiology(3), 

Humanities(1), Agriculture and Fishery 

(1)

표 2. 머신러닝 논문 동향

Table 2. Trends of machine learning papers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지능을 가질 수 있도록 만

드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도구로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이 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예측하는 프

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다 [2-6].

머신러닝의 학습 과정은 그림 1에서와 같이 모

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획득 

단계에서 학습에 용이하도록 하나의 포맷으로 통일

하고 데이터를 한 곳에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획득된 데이터는 학습, 검증, 테스트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다음으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 

이상의 머신러닝 모델을 구현하는 단계와 검증 데

이터를 사용하여 구현된 모델들의 성능을 검증하는 

단계가 있다. 그리고 검증 결과가 가장 높은 모델을 

선택하여 테스트 데이터로 측정을 하는 단계를 최

종적으로 진행한다 [7].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3월 알파고로 인해 인

공지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

으며, 2017년 초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5월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역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8].

학술정보 통합서비스인 디비피아에서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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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캐글에서 제공하는 타이타닉 데이터 셋

Fig. 2 Titanic dataset provided by Kaggle

learning’으로 검색 (최근 5년)을 한 결과 표 2에서

와 같이 ‘machine learning’ 관련 논문들이 점진적

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급

증하는 머신러닝에 대응해 해당 영역 (데이터 전처

리, 학습 알고리즘 선택 등)의 전문성을 배울 수 있

는 기반 연구 및 머신러닝 입문자들을 위한 효율적

인 매뉴얼을 제안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

지능 체계가 촉구되었다.

본 연구는 캐글에서 제공하는 타이타닉 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머신러닝 학습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데이터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전처리 방법부터 알고리즘 선택까지 일련의 

단계를 모색하려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캐글 데이터 셋

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제 2장에서 데이터 전처

리 기법을 알아보고, 제 3장은 생존이라는 목표 값

을 찾기 위한 최적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기존 모델과 텐서플로우를 적용한 모

델을 비교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을 제 5장에서 제시한다.

Ⅱ. 캐글 데이터 셋 특징 파악

1. 데이터 확인

2017년 3월 구글에 인수된 캐글은 데이터와 해

결과제를 등록하면 모델을 개발하고 경쟁하는 예측

모델 및 분석 대회 플랫폼으로 [9], competitions

의 경우 데이터와 함께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에 대

한 정보가 주어지고 이를 요구하는 포맷에 맞게 등

록하면 결과에 따라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dataset은 데이터만 주어질 뿐 주제나 결과

의 우열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자

유롭게 데이터를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 [10].

머신러닝 학습 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하는 데

이터는 그림 2에서와 같이 캐글에서 제공하는 타이

Sortation Details

OS Ubuntu 18.04

Graphic
NVIDIA 390.87

(Tensorflow GPU Version 1.14.0)

Programming
Language

Python 3.6.5

Coding Jupyter lab

표 3. 머신러닝 구현을 위한 개발 환경

Table 3. Development environment for 

machine learning implementation

Variable Details

Survival Survival (0 = No, 1 = Yes)

Pclass Ticket class

Name -

Sex Sex

Age Age in years

SibSp of siblings / spouses

Parch of parents / children

Ticket Ticket number

Fare Passenger fare

Cabin Cabin number

Embarked Port of Embarkation

표 4. 타이타닉 데이터 셋 특징

Table 4. Feature of Titanic dataset

타닉 데이터 셋의 train.csv 데이터를 통해 머신러

닝을 학습하고, 학습된 모델을 시험하기 위해 

test.csv 데이터를 사용한다 [11].

그리고 본 연구에서 구축한 머신러닝의 개발 환

경은 표 3에서와 같다.

캐글 타이타닉 데이터 셋을 살펴보면, 표 4-6에

서와 같이 생존이라는 종속변수, 즉 label이 있는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으로 성별, 승선권 

클래스 등의 다양한 독립변수들이 나타났으며, 값이 

없거나 (결측값) 숫자형, 문자형 등 데이터 유형들

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2. 데이터 전처리

머신러닝을 학습하기 위해 빈 데이터를 채우고, 

문자형을 숫자형으로 변환하는 작업, 즉 변수의 특

징을 추출하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4, 7, 

12-14], 표 7에서와 같이 데이터의 특정 문자열을 

추출하기 위해 extract() 함수를 사용하고, 유일한 

값을 찾기 위해 value_counts() 함수를 사용하며, 

lambda 함수를 통해 표현식을 간단하게 표현하고, 

결측값을 채우기 위해 fillna() 함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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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umber Type
Missing

Value

Survival 891 int64 0

Pclass 891 int64 0

Name 891 object 0

Sex 891 object 0

Age 714 float64 177

SibSp 891 int64 0

Parch 891 int64 0

Ticket 891 object 0

Fare 891 float64 0

Cabin 204 object 687

Embarked 889 object 2

표 타이타닉 훈련용 데이터 셋 정보5. 

Table 5. Information on Titanic train dataset

Variable Number Type
Missing

Value

Pclass 418 int64 0

Name 418 object 0

Sex 418 object 0

Age 332 float64 86

SibSp 418 int64 0

Parch 418 int64 0

Ticket 418 object 0

Fare 417 float64 1

Cabin 91 object 327

Embarked 418 object 0

표 타이타닉 테스트용 데이터 셋 정보6. 

Table 6. Information on Titanic test dataset

다시 한 번 의 빈 값을 확인train.csv, test.csv

하기 위해 함수를 사용해서 각 변수isnull().sum() 

들의 결측값 통계를 파악하고 문자형 데이터의 유, 

니크한 값을 찾아 의 원핫인코딩을 사용해sklearn

서 추출된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

하였으며 자세한 소스는 표 에서와 같다, 8 .

변경된 타이타닉 데이터는 표 에서와 같이 과9

대적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에sklearn

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standardscaler 

터 값을 정규화 과정이 필요하다.

분석 대상인 데이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유한 데이터를 과 training set

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로 validation set training set 

학습 모형을 만들고 데이터로 성능, validation set 

을 계산한 후에 으로 학습 모델을 평가하는 test set

Resolving missing values

# Create a new column

def cabin_change(df):

    df["CabinA"] = 

df["Cabin"].str.extract('([A-Z]+)', expand=False)

    return df

pd_test = cabin_change(pd_test)

# Find unique values in the cabin data

pd_test.CabinA.value_counts()

# Replaces missing values in the cabin data

pd_test.CabinA = pd_test.CabinA.fillna("C")

표 결측값 해결을 위한 코딩 예시7. 

Table 7. Coding example for missing value solution

Data type conversion

# Use the sklearn library

from sklearn import preprocessing

# Find unique values in the name data

def name_change(df):

    df["NameA"]  = 

d f[ "Name"] . s t r . ex t ract ( ' ( [A-Za-z]+)\. ' , 

expand=False) # Create a new NameA column

    return df

# One-hot encoding of the name data

def name_change(df):

    LE = preprocessing.LabelEncoder()

    df["NameA"] = LE.transform(df["NameA"]) 

    return df

표 문자형을 숫자형으로 변화하는 코딩 예시8. 

Table 8. Coding example for missing value solution

Data normalization

# Use the sklearn library

from sklearn import preprocessing

def scale_all(df):

    SS = 

preprocessing.StandardScaler().fit(df[["Age", 

"Fare", "NameA", "CabinA"]])

    df[["Age", "Fare", "NameA", "CabinA"]] = 

SS.transform(df[["Age", "Fare", "NameA", 

"CabinA"]])

    return df

표 데이터 정규화를 위한 코딩 예시9. 

Table 9. Coding example for data normalization

Divide data

# for training : X_train, y_train

# for verification purposes : X_val, y_val

X_train, X_test, y_train, y_test = 

train_test_split(feature, target, test_size=0.3, 

random_state=0)

표 모델 학습 전 교차검증을 위한 코딩 예시10. 

Table 10. Coding example for cross validation 

before model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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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머신러닝 학습 알고리즘 종류

Fig. 3 Types of machine learning algorithm

방법으로 교차검증 (cross validation)이 있으며 [7, 

15], 표 10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

Ⅲ. 머신러닝 튜토리얼 모델

성별, 나이, 요금 등의 변수는 숫자 값으로 수치

형 (numerical) 특징을 보이지만, 어떤 범위가 아닌 

고정된 목록 중 하나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정성적

인 속성으로 범주형 (categorical)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도 학습 유형 중, 분류 

(classification) 알고리즘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림 3에서와 같이 python

의 sklearn을 통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모델을 학습하였으며, 각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Neural Network Basic Algorithm

input layer → hidden layer → output layer 

순으로 이루어진 기초적인 신경망 모델로 본 연구

에서는 MLP (multi layer perceptron)를 사용하였

다 [16-19].

2. kNN (k-Nearest Neighbors) Algorithm

테스트 데이터 셋의 레이블이 없는 각 레코드에 

Performance evaluation of learning model

model = 

pd.DataFrame(metrics.confusion_matrix(y_test, 

prediction))

표 11 학습된 모델 성능 평가를 위한 코딩 예시

Table 11. Coding example for evaluating 

learned model performance

대해 훈련 데이터에서 유사도 기준으로 k개의 가장 

가까운 값을 찾는 방식이다 [20].

3. Naive Bayes Algorithm

데이터를 단순하게 독립적인 사건으로 가정하고, 

이를 베이즈 이론에 대입시켜 가장 높은 확률의 레

이블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gaussian 

naive bayes를 사용하였다 [21].

4. Decision Tree Algorithm

변수들 간의 규칙, 관계 등으로 레이블을 분류하

는 tree 구조의 모델을 생성하고, 관측값을 해당 모

델에 대입하여 레이블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22].

5. Ensemble Algorithm

샘플을 여러 번 출력하여 각 모델을 학습시켜 

결과를 집계하는 bagging 방식 (병렬)과 순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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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머신러닝 튜토리얼 모델 비교

Fig. 4 Compare tutorial models for machine learning

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boosting 방식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random forest, xgboost 등을 사용하

였다 [23-27].

6. SVM (Support Vector Machine) Algorithm

고차원 또는 무한 차원의 공간에서 초평면의 집

합을 찾아 이를 이용하여 분류 또는 회귀에 사용하

며, 본 연구에서는 문서 분류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량의 자료를 분석할 때 유용한 선형 (linear) 커

널을 이용하였다 [28].

7. Logistic Regression Algorithm

데이터의 특성과 분포를 나타내는 최적의 직선

을 찾고, 그 직선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1 or 0 등

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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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plicable, × : Not applicable)

Compare Items / Model Types
Tutorial Model

1 2 3 4 5 6

Data correlation analysis × ○ × ○ × ○

Data Verification × ○ ○ × × ○

Parameter optimization × × ○ × × ○

Performance evaluation of learning model × × × × × ○

Data normalization × × × × × ○

Feature importance × ○ × ○ × ○

Simple visualization ○ ○ ○ ○ × ○

Visualization of learning courses × × × × × ○

Validate results(no submit process required) ○ × ○ × × ○

Algorithm

① Logistic Regression ○ ○ × × × ○

② Support Vector Machine ○ ○ × ○ × ○

③ Perceptron ○ × × × × ○

④ Multi-layer Perceptron × × × × × ○

⑤ Decision Tree ○ ○ × × × ○

⑥ GauusianNB ○ ○ × × × ○

⑦ Stochastic Gradient Descent ○ × × × × ○

⑧ k-Nearest Neighbors ○ ○ × × × ○

⑨ Random Forest* ○ ○ ○ ○ × ○

⑩ Gradient Boosting* × ○ × ○ × ○

⑪ AdaBoost* × × × ○ × ○

⑫ Extra Tree* × × × ○ × ○

⑬ XGBoost* × × × × ○ ○
* Ensemble

표 12. 머신러닝 튜토리얼 모델 기능 비교 

Table 12. Functional comparison of tutorial models for machine learning

Ⅳ. 모델 성능 평가

학습의 목적은 주어진 데이터를 의도에 맞게 얼

마나 정확하게 분류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러

한 모델을 평가하는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학습 모델의 성능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표 11에서와 같이 sklearn에서 제공

하는 confusion matrix를 통해, 모델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되는 정확도 (accuracy), 정밀

도 (precision) 등을 파악하였다 [30-33].

성능 평가는 그림 4, 표 12에서와 같이 캐글에

서 제공하는 튜토리얼 모델을 테스트한 결과 

[34-38]와 텐서플로우를 적용한 신규 모델을 비교

분석 하였으며, 각 모델의 차이점과 알고리즘에 따

른 학습 결과는 표 10,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모델을 살펴보면, 데이터 셋의 검증 과정 

미적용 모델, 알고리즘의 세부 파라미터 미적용 모

델, 학습 모델의 효율성 판단 미적용 모델 등과 같

이 기초적인 머신러닝 수준에서 각 모델마다 머신

러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예제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각 모델의 성능을 확

그림 5. 캐글에서 제공하는 모델 성능 평가

Fig. 5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service 

provided by Kaggle

인하기 위해 그림 5에서와 같은 submit 과정이 추

가로 필요하다.

반면, 신규 모델은 변수 비교와 같은 단순 시각

화가 아닌 학습 과정이나 검증 및 테스트 결과 등

의 데이터 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텐서

플로우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범주형에 속하기 때문에 지도 학습 유형 

중, 분류에 해당하는 머신러닝 학습 알고리즘을 모

두 실험하였다 (그림 3 참조). 이후 교차검증을 통

해 학습 모델의 효율성을 추가로 파악하였으며, 

sklearn의 gridsearchcv 함수를 사용하여 학습 모

델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하였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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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텐서보드 사용 예시

Fig. 6 Example of using a Tensorboard

Algo

rithm

Tutorial Model

1 2 3 4 5 6

① 80.4 77.1 79.9

② 83.8 65.2 78.7

③ 78.0 75.4

④ 80.2

⑤ 85.2 74.3 80.6

⑥ 72.3 70.8 78.4

⑦ 76.7 76.5

⑧ 84.8 67.7 81.0

⑨ 86.8 78.0 82.4 82.3 81.3

⑩ 77.7 82.1 82.8

⑪ 80.2 83.2

⑫ 80.8 81.3

⑬ 88.7 82.5

표 13. 머신러닝 튜토리얼 모델 성능 평가 결과

Table 13. Performance evaluation of tutorial 

models for machine learning

분석 결과 표 13에서와 같이 정확도를 바로 확

인할 수 없거나 submit을 적용하기 전 알고리즘 성

능 파악이 어려운 모델 (튜토리얼 모델 2, 4, 5)이 

존재하기 때문에 confusion matrix 기능을 추가하

였으며, sklearn에서 제공하는 cross validation, 

cross val score 기능을 사용하여 각 튜토리얼 모

델의 알고리즘 성능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기존 모델은 예측 성능의 차이는 있지만 

앙상블 기법이 가장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이는 것으

로 모두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튜토리얼 모델 1은 sex, title, age, name, 

embarked, fare, pclass, family (sibsp+parch)를 

기준으로 survived를 예측하였으며, 가장 높은 예측 

Tensorboard storage path and run

# graph path

writer = 

tf.summary.FileWriter('tensorflow_1.5/logs', 

sess.graph)

# run → Anaconda Prompt

tensorboard --logdir=./tensorflow_1.5/

표 14. 텐서보드 실행 예시

Table 14. Example of a Tensorboard running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은 random forest로 

86.76%의 정확도가 나타났다.

튜토리얼 모델 2는 이전 모델에 시각적인 효과

와 데이터 검증 과정을 추가하고, age, fare, sex, 

embarked, cabin을 기준으로 survived를 예측하였

으며, 가장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은 

random fores (78.01%), 그 다음으로 gradient 

boosting (77.69%) 순으로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튜토리얼 모델 3은 이전 모델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encoding이 추가되었으며, pclass, sex, 

age, sibsp, parch, fare, cabin, name을 기준으로 

survived를 예측하고, grid search 기능을 통해 

random forest에 적합한 최적의 학습 파라미터 값

을 적용함으로써 82.38%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튜토리얼 모델 4는 age, family (sibsp+parch), 

pclass, sex, fare, title, embarked를 기준으로 

survived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요도와 random 

forest (82.25%), gradient boosting (82.17%), 

extra tree (80.77%), adaboost (80.16%) 순으로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튜토리얼 모델 5는 pclass, sex, age, fare, 

parch를 기준으로 survived를 예측하는 과정을 간

소화하고, xgboost 기법을 사용하여 88.66%의 정

확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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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상관분석 예시

Fig. 7 Example of correlation analysis

그림 8. 변수 중요도 예시

Fig. 8 Example of feature importance

튜토리얼 모델 6 (신규 모델)은 ticket을 제외한 

모든 변수를 기준으로 survived를 예측하였다. 먼저 

그림 6에서와 같이 텐서플로우를 적용함으로써 데

이터 전처리, 모델 설정, 변수 중요도 등의 흐름을 

텐서보드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텐서보

드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표 14에서와 같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전후 상관분석 결과를 비

교하면서 survived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요도를 확인하고 (그림 7 참조), 파라미터 값들을 

조정하면서 튜토리얼 모델 1∼5에 사용된 모든 알

고리즘을 학습하였다.

그 예로, 그림 8은 survived에 따라 각 변수들 

간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표 15에서와 같이 

모델 성능 평가에서 높은 결과가 나타난 앙상블 알

고리즘에서 각 변수들의 중요도 관계를 정리하였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진행 시 데이터 가져오

기,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검증, 데

이터 정규화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튜토

리얼 방식의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기존 모델의 단점은 예측을 하는데 최소한의 학

습 방법만을 설명하고 있으며, 각 학습 과정에서 문

제 해결에 필요한 부분 위주로 코딩이 간단하게 설

계되어있다. 또한 모델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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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Feature Importance

(weakness strong)→

Random 

Forest

Parch(0.04792) < Embarked < SibSp 

< Age < Fare < Pclass < Name < 

Cabin < Sex(0.23577)

Gradient

Boosting

Fare(0.05673) < Parch < Embarked 

< Age < Name < SibSp < Cabin < 

Pclass < Sex(0.48681)

AdaBoost

Embarked(0.02) < Parch < Pclass < 

Sex < SibSp < Fare < Age < Name 

< Cabin(0.4)

Extra

Tree

Embarked(0.04991) < parch < SibSp 

< Age < Name < Fare < Pclass < 

Cabin < Sex(0.30074)

XGBoost

Fare(0.04793) < Age < Parch < 

Cabin < Name < Embarked < SibSp 

< Pclass < Sex(0.23581)

표 앙상블 알고리즘 변수 중요도 비교 결과15. 

Table 15. Comparison of variable importance 

in ensemble algorithm

확인하기 위해서는 캐글에서 제공하는 메뉴submit 

에 업로드가 필요하며 하루 번의 제한이 있다, 5 .

신규 튜토리얼 모델은 머신러닝 전체 과정을 데

이터 로딩 이후부터 최종 모델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안하였으며 사용된 전체 코딩, 

은 깃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40].

텐서보드를 통해서 sex, name, pclass, cabin, 

와 같은 파라미embarked, parch, sibsp, fare, age

터의 변화 양상이나 random forest, decision tree, 

등에 대한 구조를 시xgboost, logistic regression 

각적으로 학인하면서 즉 서로 간의 연결 관tensor, 

계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하. 

면 데이터 프레임 생성 라이브러리 이; (pandas ① 

용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 (matplotlib, seaborn ② 

러리 이용 데이터 전처리 라이브러리 ) (sklearn ③ 

이용 데이터 정규화 라이브러리 이용) (sklearn ) ④ 

데이터 검정 함수 이용 모델 학습 (corr() ) ⑤ ⑥ 

전 종속변수 독립변수 훈련 및 검증 데이터 설정 , , 

라이브러리 이용 파라미터 조정 (sklearn ) ⑦ 

라이브러리 이용 변수 중요도 확인 (sklearn ) ⑧ 

라이브러리 이용 최적화 과정이 없는 (sklearn ) ⑨ 

모델 학습 진행 범주형 알고리즘 이용 최적화 ( ) ⑩ 

과정을 적용한 모델 학습 진행 범주형 알고리즘 이(

용 학습 모델 성능 비교 최적화 전후 모델 성) (⑪ 

능 비교 이전 과정 시각화 텐서보드 ) ( ~ ) (⑫ ① ⑪

이용 모델 성능이 가장 우수한 알고리즘을 기준) ⑬ 

으로 학습 모델 테스트 진행으로 과정에서 데이⑫ 

터의 흐름 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tensor)

그림 참조( 6 ).

제안된 신규 모델은 에서 모AdaBoost 83.21% (

델 모델 모델 모1 3.55%, 2 +5.2%, 3 +0.83%, –

델 모델 로 가장 높은 정확4 +0.96%, 5 5.45%)–

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앙상블 , 

기법들이 모두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데이터 전처리 후 이전의 결과보

다 더 높은 값이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전처

리 방법 및 모델 학습에 최적화된 알고리즘 설계와 

작성된 코딩을 윈도우 리눅스 등의 다양한 환, OS 

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커 이미지 제작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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