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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기존 데이터의 패턴 예측에는 통계를 기반으로 한 수학적 모델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데이터 예측에 한계가 있다. 또한 데이터의 특성이 다양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수학적 모델의 결합 및 계산과정

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학습 및 예측에 기존 정적 모델이 아닌 기계학습 중 시계열 데이터 분석 (Time 

Series Analysis) 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계학습은 복잡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학습하여 미래의 데이터 값을 예측

하거나 분류하는데 있어서 정확도 및 처리시간 측면에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키워드: 데이터 패턴(data pattern), 예측(prediction), 시계열(tim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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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데이터의 패턴 예측에 있어서 기존에는 통계에 의한 수학적 모델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정확도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데이터를 예측 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데이터의 특성이 다양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수학적 

모델의 결합이 매우 복잡하며, 비선형의 데이터 패턴 예측에 한계가 

있다 [1]. 기계학습은 복잡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학습하여 미래의 

값을 예측하거나 분류하는데 있어 성능이 우수하다. 최근 이러한 

기계학습의 특성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분석 및 예측에 사용되고 

있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Time series

시계열(Time series)은 일정 간격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의미하며, 

이러한 데이터의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을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 이라고 한다. 시계열 분석은 시계열에서 일정 규칙을 찾아내

어 분석 및 예측하는 것이다. 시계열 분석에 사용되는 모델은 

Autoregressive(AR) 모델, Moving Average(MA)모델,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ARMA) 모델,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ARIMA) 모델이 있다.

1.1.1 Autoregressive (AR)

AR 모델은 데이터에 대해 특정시간 전후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상관관계가 있을 때 예측이 가능하다. 동일한 Series의 과거 데이터와 

현재 Series의 데이터를 선형회귀로 표현한다. AR(P)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위 수식에서    는 매개변수, c 는 상수,  는 백색 잡음이다.

1.1.2 Moving Average (MA)

MA 모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Variable의 평균값이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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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과거의 

예측 오류를 변수로 사용하며, 이동평균을 시계열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   

위 수식에서   는 매개변수,  는 백색잡음이며, 는 

  의 기댓값이다.

1.1.3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ARMA)

AR 모델과 MA 모델을 결합한 것으로 광범위 한 시계열 데이터를 

표현 할 수 있다. ARMA 모델은 현재의 관측점을 과거 까지의 

자기회귀를 하고 난 후의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백색잡음

을 만든다. 시간 t에서의 관측 값 Yt 가 과거의 관측 값 

           와 과거 오차          

로 표현 될 때 ARMA(p,q)를 따른다.

      
  



    
  



  

1.1.4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MA 모델은 과거의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반면, ARIMA 모델은 

상관관계(Correlation)를 가지는 ARMA 모델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추세 (Momemtum)까지 반영한 모델이다. 데이터의 추세관계란 

두 변수 a, b 간의 추세관계가 0보다 클 때 시간 t+1에서의 a 값이 

t에서의 a 값에 비해 증가하면 b값도 증가하며, 이와 반대로 t+1의 

a값이 이전 t에서의 a값보다 증가하면 b값은 감소한다.  

      

Fig. 1. The example of the ARIMA model

위 그림 1은 ARIMA 모델의 예제이다.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습을 이용한 데이터의 분석 및 패턴 예측기법

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존 통계학을 기반으로 한 수학적 모델링 기법과 

비교하였을 때 분석 및 예측 과정에서 정확도 및 속도 측면에서의 

성능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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