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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은 데이터의 양, 학습 모델, 그리고 데이터의 특징 등 다양한 환경에 민감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기계학습을 위해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필요로 한다.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이란 특징 선택(Feature selection), 노

이즈 데이터의 제거, 차원 감소(Demension reduction), 클러스터링(Clustering) 등 보다 효율적인 기계학습을 위한 방법이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인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기술의 종류 및 간단한 특징에 대해 서술한다.

키워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데이터(data), 전처리(pre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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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은 학습 데이터의 양, 학습 모델, 

그리고 데이터의 특징의 수 등 학습 환경에 따라 모델의 성능이 

크게 좌우된다. 또한 데이터의 처리 방법에 따라서도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기계학습을 위해서는 데이터

의 전처리 과정이 요구된다. 여기서 데이터의 전처리란 학습 이전에 

학습에 불필요한 데이터와,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를 구분하여 

제거 및 분류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은 기계학습 

모델의 처리 속도 및 정확도 등 다양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습 모델의 전처리 과정의 종류와 각 

전처리 방법에 대한 간단한 특징에 대해 서술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특징 선택(Feature selection)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는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데이터의 특징이란 사람으로 예를 들면, 키, 체중, 성별, 머리 길이, 

시력, IQ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 하지만 실제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기 위한 필요한 특징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듯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특징만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특징 선택 기법에는 Filter, Wrapper, Embedded 방법 등 

이 있으며, 기계학습 모델의 학습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1.2 노이즈 데이터(Noise data) 제거

노이즈 데이터란 손상되거나(Corrupted) 왜곡된 (Distorted) 혹은 

중복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2]. 이러한 노이즈 데이터는 기계학습 

모델의 부정확하고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이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이즈 데이터의 제거에는 Sorted 

Neighborhood Methods(SNM), Filter-and-refine paradigm [2] 

등이 있으며,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함으로써 학습 정확도 및 학습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1.3 차원 감소(Demension reduction)

데이터가 많은 특징을 포함할 경우 데이터의 분석에 어려움이 

있고, 3개 이상의 차원이 있을 경우 시각화가 어려워 진다. 이는 

특징 선택 기법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차원 감소에는 특징 선택

(Feature selection) 뿐만 아니라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을 

포함한다. 특징 추출이란 학습에 필요한 원본 데이터와 상이한 형태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차원 감소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가 있으며, 학습 

정확도 및 학습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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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클러스터링(Clustering)

데이터의 클러스터링이란  비지도 학습으로 유사한 성격을 지닌 

데이터를 묶어 그룹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성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분석을 가능케 한다. 

클러스터링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이 있다. 

k-means 클러스터링은 k개의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이는 

패턴인식, 음성인식 등 불분명한 데이터의 분류를 가능케 하며, 학습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Fig. 1. k-means clustering example with k=3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 모델의 학습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 기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여기서 기계학

습을 위한 데이터는 방대하거나 다양한 종류로 구성된 혹은 불필요한 

데이터를 포함할 경우 학습 과정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데이터의 전처리 방법이 있으며,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각 전처리 방법별로 가장 기본적인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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