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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기계학습 기술

요 약 

우리는 물리적인 현실 세계와 디지털의 가상 세계에서 매일 

끊임없이 데이터를 양산해내고 있다. 구글, 아마존, MS, IBM 

등의 유수 기업들은 이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특정 사

용자나 불특정 다수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사물인터넷(In-

ternet of Things)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다면 사람뿐만 아니

라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양산하고 서로 교환

하는 그야말로 데이터 빅뱅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혁의 시대에 우리는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되는 수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

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중 하나인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에 대해 기본 개념, 종류, 평가방법 등을 설명하고 기

계학습 알고리즘 중 딥 러닝(Deep Learning)에 대한 기술 동향

을 살펴본 후, 사물인터넷에서 기계학습 프레임워크에 대해 간

략히 소개한다.

Ⅰ. 서 론 

현재 유무선 네트워크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웹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데

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을 통해 데

이터의 양적 증가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물인

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서로 대화하고 교감하며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인프라이자 서비스를 의미한다[1]-[3]. Zebra 

Technologies와 Forrester Research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기

업의 사물인터넷 구축이 2012년 이후 33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물인터넷을 통해 물리적 사

물과 연결된 센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을 자동화하고 

있다. 특히 물리적 사물 중 기계, 장비, 설비, 차량, 디바이스 

등의 자산에 대한 상태와 동작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한 후 이를 분석하여 비즈니스 및 운영 프로세스

와 리소스 활용을 최적화하고 의사결정을 개선하려고 한다. 이

러한 사물인터넷을 통한 자산 관리는 향후 5년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에 의해 대량의 데이터가 양산됨에 따라 데이터

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사물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데이터를 선택하였다[4].

사물은 단지 연결 수단일 뿐이며, 진정한 가치는 사물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와 이를 분석하여 비즈니스와 운영에서의 혁신에 

활용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현실 세계와 디지털의 가

상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사물들로부터 수집되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데이터 가상화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사물로부터 수집

된 데이터들을 하나의 논리적 데이터베이스처럼 구성할 수 있

고 사용자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On-Demand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문제의 관건은 비즈니스나 운영 혁신에 활용할 수 있

는 의사결정 서비스나 데이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데

이터를 수집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림 1. 사물인터넷 개선영역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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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통계적 모형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있다. 만약 이러한 분

석과 모델링 과정이 없다면 사물인터넷은 단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인프라에 지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사물인터넷을 통해 양

산되는 데이터에 대해 다양성, 규모, 분포, 속도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모델링 할 수 있는 지능화 기술로써 기계학습(Ma-

chine Learning)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는 기계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종류, 평가방

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사물인

터넷 환경에서의 기계학습 프레임워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Ⅱ. 사물인터넷에서의 기계학습 기술

1. 기계학습 개념

기계 학습은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인공 지능의 한 분야로

써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

는 분야를 말한다[5]. 

일반적인 기계학습 구성요소와 처리과정은 데이터 수집, 특

징 추출 및 선택, 모델 선택, 학습 과정의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데이터 수집 단계는 기계학습 과정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기계학습 성능을 얻으려면 꼭 필수적인 

단계이다. 기계학습의 안정된 성능 위해서는 표본 데이터가 얼

마나 많이 필요한지 사용자가 고려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

다. 특징 추출 및 선택 단계는 안정된 기계학습의 성능을 얻기 

위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이며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사전 분석을 통해 어떠한 기준으로 특징을 선택하고 나눌지를 

이 단계에서 결정해야 한다. 모델 선택 단계는 기계학습을 위한 

여러 가지 접근법 중 어떠한 모델을 가지고 어느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어떻게 기계학습을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다. 

앞서 말한 특징 추출 및 선택과 같이 사용자는 특징에 대한 선

험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각각의 접근법에 따라 모델에 필요한 

각종 파라미터를 설정해야 한다. 마지막 학습 과정 단계는 특징 

추출 및 선택 단계까지 수행한 결과물이 있을 때, 학습을 통해 

비어져 있는 블랭크(Blank) 모델을 안정화된 모델로 만드는 단

계이다. 

2. 기계학습 종류

기계학습의 종류는 <그림 3>과 같이 학습 방법에 따라 크게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그리고 강화 학습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

지도 학습은 입력과 출력으로 구성된 학습 예제로부터 입력을 

출력으로 사상하는 함수를 학습하는 과정으로 학습 데이터 D
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D x y=                            (1)

여기서, x 는 입력벡터를 나타내고 y 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출력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적 모형 또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이후 학습을 하

지 않은 입력벡터 x̂ 가 입력되면 자동으로 출력값 ŷ 을 추론하

게 된다. 지도 학습은 미리 정의된 특성으로부터 객체의 종류나 

속성을 결정하는 문제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써 패턴인식, 

질병진단, 주가예측 등의 분류나 회귀분석 문제에 적합하다. 분

류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미 분류되어 있거나 분류명( y )을 붙

인 많은 객체가 있을 때 아직 분류되어 있지 않거나 분류명이 

없는 객체에 자동으로 분류명을 붙이는 기법을 말한다. 또한 회

귀분석은 독립변수( x )와 종속변수( y ) 또는 속성 간에 최적의 

선형함수 관계를 밝히고자 할 때 사용되는 기법으로 예측 문제

를 다룰 때 많이 사용된다. 

그림 2.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 러닝의 관계도

그림 3. 기계학습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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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에서의 분류 기법과는 달리 분류명이 

없는 데이터 간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학습 

데이터는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D x=                             (2)

여기서, x 는 입력벡터를 나타낸다. 학습자는 x 들간에 존재 

유사성을 근거하여 x 의 집합을 군집화(어떤 집합을 의미 있는 

복수 개의 그룹으로 조직화하는 것)하거나 x 의 밀도함수를 추

정하는 일을 한다. 수집된 데이터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내는 문제에 적합하다. 

다.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

강화 학습은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에 중간 형태로 입력벡

터에 적절한 행동을 취하면 올바른 행동에는 적절한 보상치를 

주는 학습을 진행한다. 보상치는 지도학습에서 주어지는 입력

에 대한 올바른 출력값이 아니라 학습자 자신의 출력에 대한 평

가값이다. 학습 데이터는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D x v=                           (3)

여기서, x 가 입력벡터, v 는 평가값을 나타낸다. 지도 학습

과 비지도 학습에서는 학습 시점에서 모든 데이터가 주어지지

만, 강화 학습에서는 보통 학습 데이터가 학습이 이루어지는 사

이에 순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상값은 보통 시

간적인 지연을 가지고 제공된다. 예를 들어 컴퓨터 게임, 자율

이동로봇 등 상황에 따라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 주로 

강화학습이 사용된다[6]. 

3. 기계학습 알고리즘 성능평가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위한 간단한 척도로 혼동행

렬(Confusion Matrix)과ROC(Receiver Operating Charac-

teristic) 곡선이 종종 사용된다[7]. 아래의 <표 1>은 실제와 예

측에 대한 대비표인 혼동행렬을 나타낸다.

표 1. 혼동행렬

실제=진실

Actual Positive

실제=거짓

Actual Negative

예측=진실

Predicted	Positive

참긍정

True	Positive

(TP)

거짓긍정

False	Positive

(FP)

예측=거짓

Predicted	Negative

거짓부정

False	Negative

(FN)

참부정

True	Negative

(TN)

혼동행렬에 정의된 표기법을 사용하여 비율 형태로 성능 척도

를 나타내는 데, 가장 간단한 성능 척도는 식 (4)에 정의된 정확

도(Accuracy)이다. 이것은 우리가 기계학습을 통해 구한 어떤 

모형이 올바른 답을 얻을 확률이라고 볼 수 있다.

Accuracy
TP TN

TP TN FP FN
+

=
+ + +           (4)

또한 식 (5)와 (6)에 정의된 정밀도(Precision), 재현율

(Recall)을 정확도를 대신할 성능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

Precision
TP

TP FP
=

+
                   (5)

Recall
TP

TP FN
=

+
                        (6)

또 다른 성능 척도로 ROC 곡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용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

도(Specificity)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표현한 그래프이

다. 민감도는 재현율과 동일하며, ROC 곡선에서는 식 (7)과 나

타낸 것처럼 TPR(True Positive Rate) 또는 TAR(True Ac-

cept Rate)로 표현한다. 

TPR=TAR
TP

TP FN
=

+
                 (7)

특이도는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ROC 곡선에서는 

식 (9)에 정의된 FPR(False Positive Rate) 또는 FAR(False 

Accept Rate)로 표현한다. 

Specificity
TN

TN FP
=

+
                  (8)

FPR=FAR 1
TN FP

TN FP TN FP
= − =

+ +
      (9)

얼굴인식을 예로 들어 ROC곡선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다. 

얼굴인식을 위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준비된 얼굴에 대해 인식실험을 수행

한다. 이를 통해 유사도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점수는 본인

(Genuine) 점수와 사칭자 (impostor) 점수로 구분할 수 있다. 

본인 점수와 사칭자 점수에 대해 각각 확률분포함수를 도식화 

하면 <그림 4>와 같다.

가장 높은 유사도 점수에서부터 특정 임계값까지 본인 점수와 

사칭자 점수의 누적 확률값을 각각 TAR과 FAR로 나타낼 수 

있다. ROC곡선은 <그림 5>와 같이 가장 높은 유사도 점수에서 

가장 낮은 유사도 점수까지 임계값을 움직이면서 FAR 과 TAR

을 축으로 하는 좌표에 각 값을 찍고 그 점들을 연결한 곡선이

다. ROC곡선이 좌상의 꼭지점에 가까울수록 인식 알고리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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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하며, AUROC(Area Under the ROC Curve)의 크기로 그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4].

4. 딥 러닝 

<그림 6>은 기계학습의 기술적인 진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8]. 기존의 규칙(Rule) 기반의 기법은 입력 데이터에 대해 전

문가가 설계한 정해진 규칙 또는 프로그램에 따라 출력값을 생

성하였다. 전형적인 기계학습은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가가 데

이터로부터 필요한 특성들을 선택 및 추출한 후 컴퓨터가 이를 

학습하여 출력값을 생성한다. 

표상(Representation)학습은 컴퓨터가 필요한 특성들을 자동

으로 선택 및 추출한 후 이를 학습하여 출력값을 생성하는 방식

이다. 딥 러닝은 컴퓨터가 필요한 특성들을 선택 및 추출할 때 

하위 레벨과 상위 레벨처럼 여러 계층을 만들어 학습하는 방식

이며 표상학습에서 더 진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자

세히 정의하자면 딥 러닝은 많은 수의 계층으로 구성된 딥 뉴럴 

네트워크(Deep Neural Networks)를 학습하기 위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9]. 뉴럴 네트워크는 하나 이상의 

계층으로 구성되며 각 계층은 여러 개의 노드를 포함하고 있다. 

각 계층의 노드들은 하위 계층 노드들의 출력값들에 가중치를 

곱하고 더한 형태로 결합한다. 딥 러닝 기술은 사진 속 물체 인

식 및 판별, 음성 인식, 자연언어 처리와 이해, 자동 번역 등에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많은 데이터 과학자들은 딥 러닝을 

사용해 비즈니스 각 분야에서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결제 시스템 업체는 딥 러닝을 사용해 의심스러운 거

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거나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컴퓨터 네

트워크를 운영하는 기업은 딥 러닝을 사용해 로그 파일을 수집

하고 위협을 탐지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와 운송업체는 딥 

러닝을 사용하여 센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부품이나 차량 고장

을 예측하고 있다[10]. 또한 기존 제조 설비의 동작상태를 모니

터링하고 고장 예지 및 긴급 이슈 알림을 제공하는 솔루션도 개

발되고 있다[11]. 

실제 비즈니스에 딥 러닝의 활용이 늘어난 배경에는 GPU(-

Graphic Processing Unit) 기반의 병렬처리, 대량의 데이터(빅

데이터), 우수한 딥 러닝 알고리즘, 편리한 개발 도구 등이 있

다. 딥 러닝 알고리즘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도구를  

<표 2>에 정리하였다. 먼저 Theano는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며 

수식 및 행렬 연산을 위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다

[12]. TensorFlow는 구글에서 내놓은 기계학습 프레임워크로

써 파이썬 언어와 C/C++ 언어를 지원한다[13]. Caffe 는 C++

을 지원하며 Python과 Matlab 인터페이스도 잘 구현되어 있

다. Torch 는 페이스북과 구글 딥마인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

큼 필요한 거의 모든 기능이 잘 구현되어 있고, 스크립트 언어

인 Lua를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 가능하다.

최근에는 IBM, 아마존, MS, 구글 등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그림 6. 기계학습 기법의 진화

그림 4. 본인 점수와 사칭자 점수에 대한 확률 분포함수

그림 5. ROC 곡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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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반 기계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4]. IBM은 

왓슨(Watson) 인공지능 시스템을 기계학습, 질문분석, 자연어 

처리, 특징 엔지니어링, 온톨로지 분석 등의 다섯 가지 부분으

로 나누어 각 부분을 중심으로 조각처럼 맞출 수 있는 클라우

드 서비스를 IBM 블루믹스(Bluemix)에서 제공하고 있다. 아

마존의 기계학습 AML(Amazon Machine Learning) 서비스

는 분석가가 데이터 공학과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몰라도 해결

해야 할 비즈니스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AML

은 바이너리 분류, 멀티클래스 분류, 회귀 등 세가지 모델을 지

원하고 각 유형에 한 개의 알고리즘을 지원한다. MS는 애저

(Azure) 클라우드에 기계학습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애저 기계

학습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있다. 애저 기계학습 스튜디오는 표

본 데이터 세트와 다섯 종의 데이터 형식 변환, 세 가지 기능 선

택 방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는 이례 감지, 분류, 클러

스터링, 회귀 작업에 여러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 Drag-and-

Drop 방식으로 학습 모델을 만들고 신속하게 웹 서비스로 생성

할 수 있다.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기존 기계 번역 

엔진을 지원하는 구글 번역(Google Translate) API와 구글 예

측(Google Prediction) API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 예측 API를 

통해 사용자는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학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5. 사물인터넷에서의 기계학습 프레임워크

현실 공간과 디지털 공간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데

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상의 모든 순간과 행

위를 데이터화 할 수 있다. 컴퓨터, 스마트 폰, 웨어러블 디바이

스 등을 통해 잠에서 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심지어 잠든 순간

에도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

물들도 사물인터넷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다. 사

람과 사물이 양산하는 데이터를 새로운 서비스나 데이터 상품, 

더 진화된 사물 등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물인터

넷과 기계학습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

다. 실제로 IBM은 사물인터넷과 왓슨 인공지능 시스템을 접목

하여 산업현장의 설비나 장비에 대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7>은 사물인터넷을 통해 전생애주기 동안의 사물의 데

이터를 수집하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운 의사결정

서비스나 데이터 상품, 보다 진화된 사물을 제공하는 간략한 서

비스 모델을 나타낸다. oneM2M과 같은 국제표준에 따라 데이

터를 수집하게 되면, 시공간에 대한 제약이나 데이터 변환(결

합, 스크래핑, 경합 등), 통합, 축소, 정제 등의 전처리 과정을 

개선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에서의 기계학습 프레임워크를 <그림 8>에 나

타내었다. 사물들은 AND-AE (Application Dedicated 

Node-Application Entity), ASN-CSE (Application Service 

Node)-CSE(Common Service Entity), MN(Middle Node)-

CSE 를 통해 데이터를 IN(Infrastructure)-CSE로 전송한다. 

IN-CSE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일

반적으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EDA, Exploratory Data Anal-

그림 7. 사물인터넷에서의 기계학습 서비스 모델

그림 8. 사물인터넷에서의 기계학습 프레임워크

표 2. 대표적인 딥 러닝 개발 도구

Development
tools list

Theano Tensorflow Caffe Torch

Core	language Python Python C++ Lua

Library	type
Numerical	
computation

Numerical	
computation
Deep	learning	

models

Deep	
learning	
models

Numerical	
computation

Deep	
learning	
models

Auto,	gradient
computation

Flexible Flexible Restricted Flexible

CPU ㅇ ㅇ ㅇ ㅇ

GPU ㅇ ㅇ ㅇ ㅇ

Multi-GPU	 ㅇ ㅇ ㅇ ㅇ

License	Type BSD Apache	2.0 BSD BSD

Commercialization	
possibility

Copyright			
notice

Copyright			
notice,

Attach	to		a	
license

Copyright			
notice

Copyrigh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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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is) 과정에 들어가게 되며, EDA통해 중복값, 결측값, 터무니

없는 이상값 등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럴 경우 사물인터넷을 통

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전처리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EDA의 기본 도구는 도표, 그래프, 요약통계이

며, 모든 변수나 시계열 데이터를 도표화하고 산점도 행렬을 사

용하여 변수들의 대응 관계를 파악하고 모든 변수의 요약통계

를 생성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우리가 제공하고

자 하는 서비스나 데이터 상품에 적합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나 통계적 모형을 설계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계학습 알고

리즘에는 선형회귀(regression), k-NN(Nearest Neighbors), 

k-means 등이 있다. 선형회귀와 k-NN은 각각 예측 문제

와 분류 문제에 자주 사용되며 둘 모두 지도 학습에 해당한다. 

k-means는 군집화 문제에 사용되며 비지도 학습에 해당한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나 통계적 모형의 설계가 검증을 통해 완

성되면 복합 이벤트 처리를 수행하거나 시각화나 보고서를 통

해 의사결정서비스나 스팸 분류기, 추천 시스템 과 같은 데이터 

상품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축적된 지식을 통해 특정 사물을 

보다 지능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만들어낸 새로운 의사

결정서비스, 데이터 상품, 진화된 사물 등에 대한 소비자 반응

은 사물인터넷을 통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Ⅲ. 결 론

본고에서는 기계학습의 기본 개념과 일반적인 처리과정, 학습

의 형태에 따른 종류, 혼동행렬과 ROC 곡선에 의한 성능평가 

방법을 설명하다. 또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진화 과정과 딥 러

닝의 개발도구, 클라우드를 통한 기계학습/딥 러닝 서비스 현황

에 대해 살펴보았다. 끝으로 사물인터넷에서의 기계학습 서비

스 모델과 oneM2M 기반의 기계학습 프레임워크를 간략히 제

시하였다. 향후 이러한 기계학습 프레임워크를 독거노인의 행

위 분석과 제조 설비의 예지 진단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적용사

례를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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